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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can be regarded as an effective marketing tool for the promotion of 

urban tourism. Since fashion is attractive in itself, it can work as a resource 

which fascinates people and attracts many tourists to the city. This study 

examines fashion tourism based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tourism.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positive effect of the existence of 

a fashion museum on the advent of fashion tourism, in particular. A fashion 

museum can be classified in the same category as an art museum, whereby 

the museum exists as specializing in fashion and is considered a fashion brand 

museum.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museums and analyzes roles of fashion museums in fashion tourism by 

types, which are based on advanced researches of general tourism including 

trends in the fashion tourism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fashion museum can help spread the word and educate tourists about 

fashion culture. Second, a fashion museum can increase the value of its brand 

by strengthening the city's identity. Lastly, the presence of a fashion museum 

would encourage tourists to spend more money in the city, which causes a 

ripple effect on the city's economy such as creating more jobs within the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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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세기 말부터 유럽과 북미의 도시들은 스스로를 럭셔리 쇼19

핑 중심지로 홍보하고 잡지와 여행 가이드는 주요 도시의 , 

패션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Breward & 

이러한 사실은 패션과 도시 관광의 관계를 Gilbert, 2006). 

공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패션산업이 여타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패션은 도시 경제를 이끌고 부. 

활시키는 자산으로서 도시 관광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최근 해외에서는 이러한 패션과 도시 관광의 긴밀한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패션투어리즘 연구가 (fashion tourism)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 는 . Black et al.(2013) Bada(2013)

패션과 투어리즘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패션투어리즘에서 

패션위크 의 역할을 살펴보았고(fashion week) , Hayde , é
은 패션과 관광일정의 Martia, Teresa and Osullivan(2016)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은 문화적 관, Calinao and Lin(2017)

광으로서 패션 관련 전시의 잠재성을 고찰했으며, Long 

는 창조산업으로서 패션투어리즘을 탐색and Morpeth(2016)

한 한편 는 관광에서 패션의 Bellini and Pasquinelli(2016)

경제적 역할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 <Fashion's world cities>

처럼 도시와 패션의 관계를 기술하거나 <New York: 

Through a fashion eye>, <Paris: Through a fashion eye>, 

<City fashion Paris>, <City fashion Berlin>, <The Warhol 

economy: How fashion, art and music drive New York 

등 특정 도시와 패션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문헌들이 city>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헌들은 화려한 일러스트레. 

이션과 함께 방문해야 하는 패션 플레이스 의 (fashion place)

주소나 지도 그리고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특정도시의 방문

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트립어드바이저. 

와 같은 유명 여행 사이트는 패션 매커니즘을 (tripadvisor)

활용한 여행 패키지를 소개하는데 이는 패션투어리즘에 대, 

한 대중의 관심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션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  

운데 최근 패션투어리즘의 연구가 국제적인 패션중심지가 , 

아닌 세르비아 의 베오그라드 이란 의 (Serbia) (Belgrade), (Iran)

야즈드 그리고 나이지리아 의 라고스(Yazd) (Nigeria) (Lagos) 

같이 패션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가보다 특정한 도시를 여. 

행하려는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도시 관광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패션투어리즘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보았고 특히 최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도시, 

들이 패션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실을 고려하여 패션박물관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패션투어리즘은 단순히 소비 혹은 쇼핑과 같은 활동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소문 취향 대중성 문화 등 소비자의 결, , , , 

정에 의존하는 복잡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다시 말. 

해 패션투어리즘은 패션을 경험하고 탐색하기 위해 특별한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집단들이 함

께 이루는 집단사회 간의 상호작용이다 이처럼 패션투어리. 

즘은 다양한 도시화 현대화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어 박물관, 

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기여했다 최근 영국 바스 패. 

션 박물관 과 같은 진보적인 박(Fashion Museum in Bath)

물관들은 복식 부서를 패션 부서로 바꾸고 패(dress) (fashion) , 

션전시나 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미디어와 방문객

의 관심을 끌고 있다 즉 박물관 스스로가 패션 으로 전환. ‘ ’

시키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패션박물관과 패션투어리즘. 

은 집합 관계를 유지하면서 복잡한 의미체계를 형성하고 있

다. 

본 연구는 패션투어리즘과 패션박물관에 대한 문헌자료와   

전문가들의 담론 그리고 사례를 바탕으로 패션투어리즘에서

의 패션박물관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패션투어리즘과 . 

패션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그 둘의 관계를 탐색하

고 나아가 패션박물관이 패션투어리즘에 끼치는 긍정적 영

향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다음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패션투어리즘의 개념을 정리하고 패션투어리즘의   ,  , 

구성요소를  분류한다. 

둘째 패션투어리즘의 한 요소인 패션박물관에 대한 조작  , 

적 정의를 내리고 패션박물관의 형태를 분석한다, . 

셋째 패션투어리즘에서 패션박물관이 역할을 한 사례를   , 

박물관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투어리즘과 , 

그 외 투어리즘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패션투어리즘

에서 패션박물관이 차지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의미 분석한

다. 

연구의 범위는 빅토리아 앤 앨버트 박물관  (Victoria and 

이하 과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Albert Museum, V&A)

이하 같은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e Met) 

대형 박물관에서 패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년대부터 최근까지로 설1970 (Melchior & Svensson, 2014) 

정하기로 한다 분석대상은 예술박물관 패션전문박물관 패. , , 

션브랜드박물관으로 제한하는데 이는 년대부터 현재까1970

지 꾸준히 패션을 다룬 박물관들의 사례를 근거로 패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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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사한 입장을 취한 박물관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즉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패션전시를 선보인 박물관들을 

선별하고 패션에 대한 박물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분류한 결, 

과이다.  

본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 

국내에서 연구된 바가 없는 패션투어리즘을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초석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패션투어리즘II.� (Fashion� Tourism)

최근 많은 도시들이 문화산업이라는 명성을 얻고자 패션도‘

시 라는 개념을 도시 광고 전략의 일부로 사용(fashion city)’

하고 있다 패션은 오랫동안 도시 관련 연구에 있어 지엽적. 

인 분야였지만 년부터 도시에 대한 패션의 이해가 피, 1985

상성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관행으로 변화되었다

패션은 다양한 영역에 스며들(Breward & Gilbert, 2006). 

어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결과 투어리즘과 접하게 되, 

면서 관광이 패션산업의 부속물이 된 것처럼 점차 패션투어

리즘이 관광산업의 일부가 되었다 본 (Black et al., 2013). 

장에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들의 담론을 바탕으로 패션투어

리즘의 정의를 내리고 패션투어리즘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자 한다. 

패션투어리즘의�정의�1.�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세계 시장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높이고 경제적 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션투

어리즘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파리 런던. (Paris), (London), 

뉴욕 그리고 밀라노 같은 스타일의 중심(New York) (Milan) 

지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들이 패셔너블한 도시로서 자

격이 있음을 홍보하고 관광객에게 방문을 고려하도록 격려,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Breward & Gilbert, 2006). 

에 나타난 현상만이 아니다 패션과 투어리즘의 관계를 연구. 

한 는 세기에 설립Craik(as cited in Black et al., 2013) 19

된 파리의 봉 마르쉐 같은 백화점과 쇼핑몰이 (Bon March ) é
각 지역의 관광명소보다 훨씬 활성화되었다고 하면서 패션

은 처음부터 투어리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 

럼 패션과 투어리즘은 오랜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패션은 그 자체로 눈길을 사로잡고 일상의 경험을 초월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어 사람들을 도시로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특히 럭셔리 패션브랜드에 대한 요구가 . 

증가함에 따라 패션은 국경을 뛰어넘고 글로벌하게 유통되

면서 문화산업에서 재구조화를 이루었고 이에 따라 패션투, 

어리즘은 글로벌 문화에서 새로운 소비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러한 패션투어리즘에 대해 는 패션을 소비Cabrera(2012)

하고 경험을 즐기기 위해 익숙하지 않는 공간에 머무르고 

여행하는 사람들에 의한 현상 이라고 하였고‘ ’ , Miller(as 

는 미디어와 학문적 관심cited in Long & Morpeth, 2016)

을 받는 쇼핑 투어리즘 이라고 하였다 또(shopping tourism) . 

한 영국의 미디어 스포츠부서(DCMS; department of 

는 패션과 패션디자이너가 창조산culture, media and sport)

업에 속하므로 패션투어리즘 역시 창조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창조산업은 문화(Long & Morpeth, 2016). , 

창조성 그리고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경제적 , , 

가치 그리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산업을 

말한다 창조산업에는 패션을 포함한 가지의 창조산업 군. 13

이 있는데 패션투어리즘은 이런 패션산업에서 확장된 산업, 

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많은 관광객들을 도시에 , 

방문하도록 격려하면서 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부의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같이 패션투어리즘은 단순한 소비의 개념을 넘어 하  

나의 현상으로서 학문적 연구가 가능하고 나아가 도시와 국, 

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

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투어리즘의�구성요소2.�

Budnarowska and Marciniak(as cited in Long & 

은 패션투어리즘이 숙박시설 음식 박물관Morpeth, 2016) , , , 

디자이너아울렛쇼핑 쇼핑스퀘어 패션위크 패션페스티벌을 , , ,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 Craik(as cited in Black et al., 

은 민속복식 로고 티셔츠 같은 기념품 여행객 패션2013) , , , 

디자이너 패션브랜드 쇼핑몰 등 패션이 투어리즘 내에 존재, 

할 수 있는 사례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사례. 

를 바탕으로 패션이 투어리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숙박시설 패션박물관 매장건축물 패션위크를 중점적, , ,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숙박시설은 브랜드 호텔과 매장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위치한 호텔을 말한다 브랜드 호텔은 와 . Figure 1, 2

같이 브랜드가 직접 설립한 호텔과 처럼 브랜드Figure 3, 4

가 디자인한 객실이 있는 호텔이 있다 매장건축물들이 밀집. 

되어 있는 구역의 호텔은 쇼핑을 하기 위한 이상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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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rmani� Hotel,�
Milano

(www.kiwicollection.com)

Figure� 2.� Palazzo� Versace,�
Dubai

(www.kiwicollection.com)

Figure� 3.� Coco� Chanel� Suite,�
Hotel� Ritz,� Paris

(www.kiwicollection.com)

Figure� 4.� Dior� Suite,� The� St.�
Regis� Hotel,� New� York

(www.kiwicollection.com)

Table� 1.� Ranking� of� Fashion� Hotels� from� Tripadvisor

Rank Name� City,� Country

1 Park Hyatt Paris-VendÔme Paris, France

2 St James’s Hotel and Club London, UK

3 The House Hotel Ni anta ış ş Istanbul, Turkey

4 Carlton Baglioni Milan, Italy

5 Pan Pacific Singapore Singapore, Singapore

6 Rocco Forte Hotel de Rome Berlin, Germany

7 L’Hotel Porto Bay Sao Paulo, Brazil

8 Neri Barcelona, Spain

9 De Witte Lelie Antwerp, Belgium

10 Falkensteiner am Schottenfeld Wien, Austria

의 호텔을 말한다 이는 트립어드바이저가 순위와 함께 소개. 

한 자료를 로 다시 정리하였다Table 1 . 

패션투어리즘에서 패션박물관은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관  

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을 말한다 패션박물관은 장에서 . III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패션투어리즘으로서의 매장건축물은 도시의 랜드마크를   

관광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령 파리에서 가장 비싼 . 

구역인 방돔광장 에 새로 오픈한 루이뷔통(Place Vend me)ô
매장 는 주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Louis Vuitton) Figure 5

과 화려한 설치물로 반드시 들러야할 관광지로 소개되고 있

다 또한 프라다 는 램 쿨하스 헤르. (Prada) (Rem Koolhaas), 

조그 드 뫼롱 과 같은 스타건축가를 (Herzog) & (de Mueron)

영입해 매장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고도의 이미지 전

략을 하는데 한 예로 도쿄에 위치한 매장건축물 은 , Figure 6

마크 어빙 의 저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Mark Irving) ‘

계 건축물 에서 소개되기도 하였다 매장건축물이 ’ (Ye, 2014). 

도시의 주요 관광지처럼 반드시 들러야 할 공간으로 인식되

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패션위크는 행사 기간 동안 도시에 많은 관광  

객을 유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패션위크는 점차 창조. 

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촉진되면서 초청된 사람들

만의 행사가 아닌 도시의 문화예술행사로서 다양한 관광 문

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패션(Black et al., 2013). 

위크 기간 동안 거리에 보이는 패션 피플 은 (fashion people)

과 같이 구경거리를 제공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파Figure 7 , 

파라치를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주최 도시를 유행을 

선도하는 이미지로 각인시킨다 이에 최근에는 패션위크로서 . 

권위적인 위치의 도시들 외 여러 도시들이 패션위크를 통해 

도시를 홍보하고 여행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패션박물관�III.�

패션박물관은 패션투어리즘의 구성요소로서 패션투어리즘과 

집합관계를 유지하면서 패션박물관 자체의 복잡한 의미체계

를 형성한다 본 장에서는 패션전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 

개발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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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Louis� Vuitton� Flagship� Store,�
Paris

(www.arcstreet.com)

Figure� 6.� Prada� Flagship� Store,
� Tokyo

(Ye, 2014, p.195)

Figure� 7.� Fashion� People� During�
Fashion�Week

(www.stylecaster.com)

Table� 2.� Differences� between� Existing� Museum� and� New�Museum�

Existing� Museum New�Museum

Operation Mode Social contribution and non-profit  Market oriented marketing 

Management Focus on artifacts Focus on spectator 

Function Focus on conservation and study Focus on education, display and entertainment 

Objects
Concern for material artifacts and cultural 

legacy

All objects including non-material things; 

de-categorization of collecting 

Display Contents
A work of great artistic, historical, cultural 

value
Popular and blockbuster exhibition 

Display Scheme
An unilateral planning by museum officials 

and  experts for elites 
A mutual network for mass 

Display Method Formalization focusing on collection Installation concerning visual beauty

Architecture
Serious and authoritative space to display and 

collect artifacts 
'An beautiful museum' as landmark of city  

Ye, M. (2017). p. 33

션박물관의 정의를 내리고 패션박물관의 형태를 분류하여 ,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박물관의�정의�1.�

패션박물관에서 박물관 은 미술관 갤러리 등을 통칭하는 ‘ ’ , 

거시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각 나라마다 다, 

른 표기를 하고 있어 종종 용어 사용에서 혼란을 초래한다. 

또한 최근에는 패션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패션전문박물관

과 패션 갤러리 그리고 패(museums specialized in fashion)

션브랜드 박물관이 등장하면서 패션박물관에 대한 개념과 

분류가 매우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패션박물관의 정의를 정. 

리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션박, 

물관은 패션부서가 편입되어 있는 박물관이나 패션을 전문

적으로 다루는 독립 형태의 전문박물관을 포괄하며 패션자, 

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ung & Ha, 2016; Park & Choi, 2012; Park 

& Ham, 2014). 

또한 에 따르면 패션박물관은 현 시대의   Lipovetsky(1994) ,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움 의 향연이다 즉 ‘ ’ . 

박물관의 입장에서 패션박물관은 신 박물관 혹은 뉴 뮤지엄

의 형태를 말한다(new museum) (Melchior & Svensson, 

패션을 전시하는 박물관과 박물관 기관의 패션화는 2014). 

뉴 뮤지엄의 모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과거의 박. 

물관과 뉴 뮤지엄의 차이점을 통해 패션박물관의 특수성은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Tabl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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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패션박물관에 관한 선행연구와 뉴 뮤지엄의 개념  

을 바탕으로 패션박물관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패. 

션박물관은 패션자료를 관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들을 총칭

하는 것으로 새로움의 요소로서 박물관을 전략적으로 운영, 

하고 전통적 기능보다 전시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스펙타, , 

클한 요소로 대중의 시선을 끌고자 하고 랜드마크로서 관람, 

객을 유입해 괄목할만한 경제창출효과를 발휘한다.  

패션박물관의�유형2.�

패션박물관의 정의에서 살펴보았듯 패션박물관은 패션자료

를 수집하거나 패션전시를 하는 박물관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문헌 및 패션 저널 그리고 .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패션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을 

선별하고 이를 다시 유형화한 결과 패션박물관은 크게 예, , 

술박물관 패션전문박물관 그리고 패션브랜드 박물관으로 분, 

류할 수 있다(Ye, 2017). 

먼저 패션박물관으로서 예술박물관은 세계적인 메가 박물  , 

관 이며 역사적인 패션박물관 기관이다 즉 (mega museum) , . 

패션박물관의 유형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랜 역사를 지녔

다고 할 수 있다 예술박물관에는 별도의 패션부서가 있으. 

며 보존가 수집가 연구원 큐레이터 같은 여러 전문가들이 , , , , 

규모의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를 기획한다 예. 

를 들어 는 부서 아래 V&A Furniture, Textile & Fashion 

만점이 넘는 패션 오브제를 보유하고 있고 의 100 , The Met

는 약 점의 오브제를 관리하고 있Costume Institute 35,000

다 또한 예술박물관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인해 고유의 .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박물관의 기본적 취지에 부합한 정책에 

따라 전시기획이 규정된다. 

패션전문박물관은 패션부서를 두고 있는 예술박물관과 달  

리 박물관 자체가 하나의 부서처럼 운영되고 있다 즉 패션, . 

만을 대상으로 소장 보존 전시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 , 

있다 패션전문박물관은 패션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등의 . 

전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전시 교육 연구 기능을 , , ,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패션전문박물관에서는 특정 주. 

제를 바탕으로 큐레이터의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별

주제전시가 약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수적인 예70% , 

술박물관에 비해 패션전시가 자유롭게 허용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브랜드 박물관은 패션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  

는 박물관을 말하며 기존 플래그쉽 스토어의 확장된 역할로, 

서 제품과 브랜드의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브랜드 박물관은 축적한 브랜드 아카이브. (archive)

를 상설전시나 특별전시로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런 패. 

션브랜드 박물관은 설립 및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거대기업에 속한 브랜드들만이 가지고 있으며 카페, , 

레스토랑 매장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박물관을 전략적으로 , 

관리하기도 한다. 

예술박물관 패션전문박물관 그리고 패션브랜드 박물관에   , 

속한 대표적인 박물관 사례는 으로 정리하였다 이Table 3 . 

는 패션박물관의 유형화 과정을 거친 후 일회성이 아닌 지

속적으로 패션전시를 하는 박물관들을 선별한 것이다(Ye, 

예술박물관은 종합박물관이므로 패션담당부서를 함2017). 

께 명시하였다.  

패션투어리즘으로서의�패션박물관IV.�

본 장에서는 패션박물관이 투어리즘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패션박물관이 패션투. 

어리즘을 고취시킨 사례를 박물관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패, 

션투어리즘과 그 외 투어리즘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패션박물관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패션박물관별�경향�및�특성� �1.�

예술박물관1) 

예술박물관은 세계적인 메가 박물관으로 과 Figure 8, 9, 10

같이 건물 자체만으로 도시의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박물관은 많은 소장품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 

어 다양한 전시가 가능하며 박물관 정책 요강에 따라 개별 , 

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역 관련 전시도 종종 

선보인다 특히 위트레흐트 센트랄 박물관. (The centraal 

보스턴 예술박물관museum Utrecht), (Museum of fine arts 

필라델피아 예술박물관Boston), (The Philadelphia museum 

이하 인디애나폴리스 예술박물관of art, PFAF), (Indianapolis 

뉴욕시립 박물관museum of art), (Museum of the city of 

이하 처럼 지명을 딴 박물관들은 전시New York, MCNY)

를 통해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박물관을 방문

한 관광객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는 필라델피아 어워드에서 수여한 디자이너, PFAF

들의 전시나 과거 필라델피아의 주요 산업이었던 남성복 관

련 전시를 통해 필라델피아의 패션을 알리고 는 뉴, MCNY

욕 여성 뉴욕 스타일 뉴욕 힙합 등 뉴욕관련의 패션전시들, , 

을 보여줌으로써 패션도시로서의 뉴욕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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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presentative� Fashion�Museums� �

Type Name� (department)� Year City,� Country

Art Museum

The Centraal Museum Utrecht 

(Fashion & Costumes)
1830 Utretcht, Netherlands

Victoria and Albert Museum (Furniture, Textile & Fashion) 1852 London, UK

Museum of Fine Arts Boston (Textile & Fashion arts) 1870 Boston, USA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Costume & Textiles) 1876 Philadelphia, USA

Indianapolis Museum of Art (Textile & Fashion arts : collection) 1883 Indianapolis, USA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ostume Institute) 1890 New York, USA

Museum of the City of New York (Costume & Textiles) 1923 New York, USA

Museum 

Speciali-zing 

in Fashion

Museum at the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1969 New York, USA

the Musée de la mode de la ville de Paris 1997 Paris, France

the Musée de la mode les arts décoratifs 1977 Paris, France

The Kyoto Costume Institute 1978 Tokyo, Japan

Fashion Institute of Design & Merchandising Museum and 

Galleries
1978 Los Angeles, USA

Kent State University Museum 1985 Kent, USA

Mode Museum Province Antwerp 2002 Antwerp, Belgium

The Fashion and Textile Museum in London 2003 London, UK

Museo del traje-cetro de investigación del Patrimonio 

Etnológico in Madrid
2004 Madrid, Spain

Museu do design et da moda in Lisbon 2007 Lisbon, Portugal

Museo de la moda in Santiago 2007 Santiago, Chille

Fashion Museum in Bath
1963/

2007
Bath, UK

Fashion Brand 

Museum

Musée Christian Dior de Granville 1988 Granville, France

Museo Salvotore Ferragamo 1995 Firenze, Italy

House the musée Yves Saint Laurent 2002
Paris, France / 

Marrakesh, Moroco

Museo Gucci 2011 Florence, Italy

Cristóbal Balenciaga Museo 2011 Sanbastián, Spain

Ye, M. (2017). pp. 51-78

  

예술박물관은 홍보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 후

원을 받아 블록버스터 급의 패션전시를 기획하기도 한다 상. 

대적으로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다루고 있는 와 V&A The 

에서 블록버스터 전시가 많이 나타나는데 예로 Met , 

은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Figure 11 V&A

에서 약 만 명을 에서 약 만 명을 끌어들였50 , The Met 70

다 이 외에도 은 년 . The Met 2008 <Superheroes: Fashion 

에서 약 만 명을 년 and fantasy> 60 , 2015 <China: Through 

에서 약 만 명을 끌어들였다 이처럼 the looking glass> 80 . 

패션을 주제로 열리는 블록버스터 전시는 미디어의 관심과 

대중의 흥미를 자극하여 도시에 넓은 관광객 층을 흡수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 방문의 목적을 조사한 지표에서 특별. ‘

전시를 보기 위한 목적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

위와 같은 패션전시가 관광객에게 특정 도시를 방문하도록 

동기 부여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Waltl, 2006).     

예술박물관은 전시 뿐 아니라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을 끌  

어들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전시 오프닝을 알리고 기금을 . , 

조성하는 행사인 가 있다 이 행사에 참석하는 셀Met Gala . 

러브리티들은 전시 주제에 맞춰 스타일링을 하는데 이 광경, 

은 처럼 시상식 같은 볼거리를 제공하여 수많은 Figure 12

인파를 끌어 모은다.  

이와 같이 예술박물관은 지역관련 전시를 통해 관광객에  

게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블록버스터 패션전시나 행사를 , 

통해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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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Victoria� and� Albert�
Museum

(Ye, 2017, p.59) 

Figure� 9.�Museum� of� fine� arts�
Boston

(Ye, 2017, p.59) 

Figure� 10.�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Ye, 2017, p.59) 

Figure� 11.� People� queue� up� for� <Alexander� McQueen:� Savage� Beauty>
(Ye, 2017, p.139) 

Figure� 12.� Met� Gala� 2018
(www.vogue.com.au)

패션전문박물관2) 

최근 소장품이 전문화되고 있는 박물관의 추세와 패션 음악 , 

그리고 대중문화 같은 매체에 흥미를 느끼는 관광객이 증가

하는 경향에 따라 많은 도시들은 패션전문박물관을 전략적

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스 패션박물관 은 년에 본래  Figure 13 2007

의 명칭인 의상박물관을 패션박물관으로 변경하면서 더 많

은 관광객을 흡수하고 있다 복식이나 의상 같은 유물유적 . 

자료보다 친근한 패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 한 것이다 또한 바스 패션박물관이 위치한 영국의 바스. 

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관광지인데 박물, 

관은 도시의 주변 자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티켓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바스 패션박물관을 들어본 적이 . 

없을 지라도 절약된 가격으로 다양한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관광객은 티켓을 구매하고 이로써 많은 관, 

광객이 바스 패션박물관에 방문하게 된다 이와 (Ye, 2017). 

비슷하게 갈리에라 박물관(the Mus e de la Mode de la é
이하 와 파리 장Ville de Paris, Mus e Galliera) Figure 14é

식미술박물관(the Mus e de la Mode Les Arts D coratifs, é é
이하 는 파리의 대표 관광명Les Arts D coratifs) Figure 15é

소인 루브르 궁전과 근접한 곳에 있어 함께 들러야할 관광

지로 간주되면서 많은 관광객을 흡수하고 있다 리스본 디자. 

인 패션박물관(Museu do Design et da Moda in Lisbon, 

이하 과 산티아고 패션박물관MUDE) Figure 16 (Museo de 

은 직접 도시를 문화 관광la moda in Santiago) Figure 17

지로 홍보하면서 도시의 이미지를 패션과 관련된 트렌드세

터 로 광고하고 있다 박물관이 관광의 중심 역(trendsetter) . 

할을 하면서 패션의 창의적이고 새롭고 혁신적인 요소를 도

시의 정체성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게다가 패션전문박물관은 패션산업 및 패션관련 종사자들  

에게 정보와 영감을 제공하는 디자인 랩 으로서 (design lab)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특정한 관광객 층을 흡수한다 특히 . 

박물관 이하 과 교토 의상FIT (museum at the FIT, MFIT)

박물관 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The Kyoto costume institute)

는 특별주제전시를 통해 패션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가능하

게 한다.   

패션전문박물관은 도시를 새로운 패션도시이자 문화관광  

지로 홍보하면서 도시 관광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패션에 대, 

한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선보이면서 패션문화를 전파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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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Fashion� museum� in� Bath
(Ye, 2017, p.70)

Figure� 14.� Musée� Galliera
(Ye, 2017, p.70)

Figure� 15.� Les� Arts� Décoratifs
(Ye, 2017, p.70)

Figure� 16.�Museu� do� Design� et� da� Moda� in� Lisbon
(Ye, 2017, p.70)

Figure� 17.� Museo� de� la�moda� in� Santiago
(Ye, 2017, p.70)

Figure� 18.� Musée� Christian� Dior� de�
Granville

(Ye, 2017, p.59) 

Figure� 19.� Cristóbal� Balenciaga
�Museo

(Ye, 2017, p.59) 

Figure� 20.� House� the� Musée� Yves� Saint�
Laurent,� Paris

(Ye, 2017, p.59) 

패션브랜드 박물관3) 

패션브랜드 박물관은 브랜드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도시나 

관광명소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도시의 방문과 함께 반드

시 들러야 할 문화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디오르가 실. 

제 거주했던 프랑스 그랑빌에 위치한 자택을 박물관으로 재

탄생시킨 크리스티앙 디오르 박물관(Mus e Christian Dior é
은 관광지로서 잘 알려지지 않은 도de Granville) Figure 18

시를 홍보하는 역할은 물론 도시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많은 ,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랑빌 은 약 만 명이 . (Granville) 1

거주하는 작은 항구 도시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가 아

니지만 디오르의 생가이자 그의 경이로운 아카이브를 볼 수 , 

있는 박물관에 방문하기 위해 최근 그랑빌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다 발렌시아가 박물관. (Crist bal Balenciaga ó
역시 발렌시아가가 태어난 도시인 스페Museo) Figure 19 

인 산세바스티안 에 위치해 관광객이 도시를 (San Sebasti n)á
패션의 거장인 발렌시아가의 아카이브를 관람할 수 있는 장

소로 연상하게 한다 년 입생로랑의 오브제들을 보존하. 2002

기 위해 설립된 입생로랑 하우스 박물관(House the Mus e é
은 년 리노베이션을 통해 프랑스 Yves Saint Laurent) 2017

파리와 모로코 마라케시 에 새롭게 오픈하였다 (Marrakech)

박물관은 다양한 미래 패션을 보여주는 것을 Figure 20, 21. 

목표로 브랜드 아카이브를 통해 입생로랑에 대한 연구 및 

전시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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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House� the� Musée�
Yves� Saint� Laurent,� Marrakech

(Ye, 2017, p.59) 

Figure� 22.
�Museo� Salvatore� Ferragamo

(Ye, 2017, p.59) 

Figure� 23.�
Museo� Gucci

(Ye, 2017, p.59)   

또한 페레가모 박물관  (Museo Salvatore Ferragamo) 

와 구찌 박물관 은 역사적인 건물 Figure 22 (Museo Gucci)

안에 위치해 브랜드가 각 도시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에, 

서 중요한 조각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든다 구찌 박물관은 . 

년 구찌 가든 갤러리아 으로 새롭게 오픈하면2018 Figure 23

서 큐레이터이자 평론가인 마리아 루이사 프리자(Maria 

가 기획한 독특한 전시공간을 비롯해 미슐랭 Luisa Frsa) 3

스타 셰프 마시모 보투라 가 선보이는 레(Massimo Bottura)

스토랑까지 문화복합공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공. 

간은 판매 목적이 아닌 문화사절단‘ (non-selling)' (cultural 

같은 역할을 취하면서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embassador) 

을 제공한다. 

패션브랜드 박물관은 기존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도시의 , 

랜드마크로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브랜드에 대한 연구 , 

기회를 제공하면서 관광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패션박물관의�역할�2.�

패션박물관별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패션투어리즘의 선행연

구(Bada, 2013; Calinao & Lin, 2016; Hayde et al., é
2016; Long & Morpeth, 2016; Montazer & Bidoki, 

와 더불어 그 외의 투어리즘 연구2017) (Ahn & Yim, 2017; 

Bae, 2000; Huh, 2017; Kim, 2007; Kim & Han, 2011; 

를 종합하여 패션투어리즘에서 패Lee, 2007; Yang, 2000)

션박물관의 역할을 분석하고자 한다 박물관의 유형마다 사. 

례의 내용이 다를 수 있지만 패션박물관이라는 포괄적인 의, 

미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할 수 있는 내

용들은 본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집약하여 기술하였다. 

패션문화의 전파 및 교육1) 

관광은 일반적으로 오락성을 갖고 있는 레저 활동 중 하나

로 마치 교육과는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낯선 도시에서 패. 

션을 탐색하고 박물관에서 패션전시를 관람하며 패션을 소, , 

비하고 경험하는 패션투어리즘에서는 관광객의 교육적 목적

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도시의 문화와 역사를 집약해 놓. 

은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적 소통과 교육적 역

할은 매우 중요하다. 

박물관에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특별전시를 보기 위해  

서이다 패션전시역시 특별전시로 분류되므로 패션전시가 관. 

광객에게 패션문화를 전파하고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매

개체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패션전시를 관람하는 . 

관광객은 패션을 통해 죽음 추 시간성 같은 사회문화, ( ), 醜
현상을 엿보는 등 패션에 대한 새로운 탐색을 할 수 있다. 

특히 개념적으로 패션을 다루는 아방가르드 디자이너의 회

고전이나 특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패션의 맥락을 보여주는 

특별주제전시는 전시를 관람하는 관광객에게 교육적 효과는 

물론 문화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전시는 주로 예술. 

박물관과 패션전문박물관에서 나타나는데 이 중 예술박물관, 

은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기 

때문에 패션문화를 전파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예술박물관에서 종종 열리는 큰 규모의 행사는 다양  

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다수의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대표. 

적으로 는 패션전시의 오프닝 행사로 전시 주제에 Met Gala

맞춰 스타일링을 한 유명인사들이 참석해 더 많은 관심을 

주목시키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한다 더구나 이런 행사는 , . 

관광과 문화가 접목된 융합적인 산물로 패(Ko et al., 2018) 

션문화의 확산을 돕고 박물관의 풍부한 문화 컨텐츠로 소통, 

을 촉진시킬 수 있다. 

패션브랜드박물관의 경우는 브랜드의 초기 컬렉션부터 디  

자이너의 스케치 사진 등 브랜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보, 

관하고 있어 브랜드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에게 연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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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미래패션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브랜드의 아. 

카이브는 해당 브랜드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현대패션의 중요한 자료로서 또 다른 창의적 영감을 

발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션투어리즘에서 패션박물관은 패션을 통해   

사회적 이슈나 진보적 시각을 제안하면서 패션문화를 널리 

전파시킬 수 있고 다양한 패션관련 정보와 현대패션의 통찰, 

력을 제시하는 등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도시 브랜딩2) 

박물관은 도시의 미래에 대한 신뢰감 표현 그리고 도시 관

광자원의 토대를 위해 건립되기도 한다 이에 관(Lee, 2007). 

광 마케팅에서 도시 브랜딩에 대한 계획을 할 때 박물관은 

우수한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문화관광, 

지로서 관광자원의 핵심요소로 간주된다 이런 맥락에서 패. 

션박물관은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를 형성해 관광산업을 활

성화시키고 주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패션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시키면서 도시의 가치. 

를 유지시킬 수 있는 스토리를 제공하고 잠재적으로 관광객, 

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Capone & Lazzeretti, 2015). 

예술박물관과 패션전문박물관에서 종종 열리는 지역 관련   

패션전시는 런던 뉴욕 같은 패션중심지로서의 도시의 이미, 

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고 패션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 

도시를 새로운 패션도시로 홍보할 수 있다 관광객은 전시를 . 

관람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느끼고 이런 정체성이 , 

강화될 때 차별화된 브랜드로서 도시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다 즉 지역 관련의 패션전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여 . 

내부적으로는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외부적으로는 관, 

광객에게 매력적인 목적지임을 각인시킬 수 있다(Kim & 

Kim, 2015).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설립된 패션전문박물관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 같이 패션전문박물관이 . Table 3

년대 이후 급증했다는 사실은 도시 계획에서 패션전문2000

박물관이 새롭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주고 많은 관광객을 끌, 

어들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새롭게 설립된 박물관들은 . 

전통적인 패션 중심지가 아닌 앤트워프 마드리드 리스본, , , , 

산티아고 바스 등 패션으로 다소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 위, 

치해있는데 이는 패션전문박물관이 패션도시로서 부상하고 , 

있는 도시를 홍보할 수 있고 도시 브랜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예술박물관 같이 도시의 랜드마크와 같은 아름다  

운 건축물은 도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도시의 주요 , 

관광지에 자리하고 있는 패션전문박물관과 패션브랜드 박물

관은 도시의 유명한 역사적 자원과 함께 들러야할 관광지로 

간주되면서 관광객을 흡수하고 있다 또한 패션박물관은 다. 

양한 볼거리와 상호작용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유희적 , 

가치를 제공해 관광객 몰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패션박물관은 도시와 패션의 관계에 대한 전시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고 그 자체로 도시 브, 

랜딩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도 한

다.  

도시경제의 활성화 3) 

패션투어리즘은 경제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한 현상으로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이득은 상당하다. 

영국 관광청 조사에 따르면 한 해 외국인 관(Visit Britain) , 

광객이 패션투어리즘에서 소비하는 비용은 약 조원으로 33

전체 소비 비용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처럼 패션(Ye, 2017). 

투어리즘은 패션에 목적을 두고 도시에 방문한 관광객에게 

숙박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등을 제공하면서 도시경제에 긍, , 

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패션투어리즘에서 패션박물관은 건축물 자체로 박물관이   

위치한 도시를 관광도시로 만들고 전시나 이벤트로 지역 경, 

제 창출에 막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아(Choi, 2010). 

름다운 건축물을 지닌 예술박물관은 도시의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블록버스

터 급의 패션전시를 통해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인다 대표적. 

으로 년 에서 열린 2013 The MET <Impressionism, fashion 

와 는 약 억 and modernity> <Punk: chaos to couture> 7

달러의 경제효과를 도시에 가져다주었다 여4,200 (Ye, 2017) 

기에는 박물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수입뿐 아니라 전

시를 보기 위해 도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도시에 체류하면서 

이용한 숙박 교통 음식 쇼핑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 , . The 

에 따르면 전시의 관람객 중 가 관광객이고 이 MET , 48% , 

중 절반이 앞서 언급한 전시를 보기 위해서이다(Ye, 2017). 

즉 패션박물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정 도시에 방문하도록 

동기부여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패션박물관. , 

은 관광객의 소비를 이끌어내고 지역경제로 확장되면서 도

시 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패션전문박물관과 패션브랜드 박물관은 규모면에 있어 상  

대적으로 예술박물관보다 작기 때문에 도시의 대표적인 랜

드마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공간 마케팅, (space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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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변 자원이나 문화복합공간을 이용해 반드시 방문해‘

야 할 장소로 각인시켜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 

다 특히 패션브랜드 박물관은 레스토랑 카페 서점 같은 . , , 

부대시설로 관광객의 접근 문턱을 낮추어 박물관으로의 접

근을 용이하게 만들고 심지어 스토어를 함께 운영하면서 소, 

비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패션박물관은 건축물이나 주변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자체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면서 지역경제에 이익을 제공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

고 있다. 

결론V.�

최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도시들이 문화적 

볼거리로 도시의 매력을 증대시키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시 관광 대상의 핵심요소인 박. 

물관은 패션을 통해 다양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면서 도시

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 있다 물론 박물관은 수집 전. , 

시 보존 연구 교육 관광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기 , , , , 

때문에 모든 박물관이 관광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최근 관광자원으로서 박물관. 

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새로움의 요소로서 , 

패션이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시 . 

말해 도시 관광에 있어 관광자원으로서 패션박물관의 역할

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션박물관은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사례분석을 통해   

예술박물관 패션전문박물관 패션브랜드박물관으로 유형화, , 

할 수 있었다 예술박물관은 규모가 가장 크고 오랜 역사를 . 

지닌 박물관으로 별도의 패션부서와 전문 인력을 통해 소장

품을 관리하고 블록버스터 전시를 포함한 다양한 패션전시, 

를 선보인다 패션전문박물관은 패션만을 대상으로 하는 박. 

물관으로 전시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특별주제전시, 

를 가장 많이 선보인다 패션브랜드박물관은 패션기업에서 . 

관리하고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브랜드의 아카이브를 보존하

고 브랜드만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처럼 박물관별 다른 경향과 특성을 보이는 예술박물관  , 

패션전문박물관 그리고 패션브랜드박물관은 하나의 패션박‘

물관 으로서 패션투어리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 

본 연구는 패션투어리즘에서의 패션박물관의 역할을 크게 

패션문화의 전파 및 교육 도시 브랜딩 그리고 도시경제의 , 

활성화로 정리하였다 패션문화의 전파 및 교육은 패션박물. 

관이 전시나 행사를 통해 관광객에게 패션문화를 전파시키

고 패션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 

말한다 도시 브랜딩은 관광객이 패션박물관을 통해 도시를 . 

매력적인 관광지로 인식하고 차별화된 도시의 가치를 느낄 ,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경제의 활성화는 관광객을 유치. 

함으로써 박물관 자체 내의 경제적 이득은 물론 일자리 창, 

출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박물관이 위치한 도시의 경제

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패션박물관이 관광객에게 도시 방  

문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도시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 

끼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패. 

션투어리즘에 관한 연구가 패션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

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패션박물관 역시 앤트워프 마드리, , 

드 리스본 산티아고와 같은 패션 중심지에서 다소 벗어난 , , 

도시에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있는 시

점에 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은 물론 도시와 국가차원에서도 , 

이를 본보기로 삼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 

실정은 서구와 박물관의 개념 도시의 형성배경 등이 다르므, 

로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겠지만 패션투어리즘에서의 패션, 

박물관에 대한 연구는 아직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인바 해외 사례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패션투어리즘으로서의 패션박물관에 대한 연구의 초석

을 마련하고 이후 후속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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