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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디지

털 환경의 발전은 인간의 인식 영역의 확장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걸쳐 깊숙이 

관여하는 디지털 환경은 단순히 표면적인 기술 발전

에 의미를 한정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아

가는 사회의 패러다임을 급변시키는 동력으로서 사

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 

환경에 관한 사회적 이해를 수반하는 효율적인 커뮤

니케이션 방법에 관해 연구하고 전략적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 환경이 초래한 혁신 중 미디어의 발달은 신

체와 정신의 활동 범위를 연장시키며 상상을 현실화

하고 경험의 한계에 도전한다.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

과 전파는 문화 생태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고도

화된 기술력이 더해져 전례 없는 소통 세계의 구축에 

이바지한다. 그리하여 오늘날 현대인들은 단일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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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머무르지 않고, 다중 미디어를 동시에 유연하게 

활용하여 감각의 경험을 극대화한다. 이 과정에서 미

디어의 해체, 결합, 융합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로의 

변형이 일어나면서 미디어, 테크놀로지, 네트워크의 

용·복합적 사용에 따라 트랜스미디어(transmedia)가 

등장하게 되었다(Kim, 2015). Jenkins(2006)가 말한 컨

버전스 컬쳐(convergence culture)의 시대를 경험한 현

대사회에서 트랜스미디어로의 변화와 확산의 흐름

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트랜스미디어에서 구

현되는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행동을 탐색하여 깊은 

몰입감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술과 플

랫폼을 사용하여 호기심을 자극하고 라이프스타일

에 맞는 특화된 스토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사회적으

로 각광 받는 추세이다(Javanshir et al., 2020; Pratten, 

2015).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시장 내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소비 주체로서 Z세대(generation Z)

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

tal native) 세대라 불리며, 오늘날 소비사회의 중심으

로 진입해 큰 파급력을 행사한다. Z세대는 매우 정교

하게 구현된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해 컴퓨터와 인터

넷 네트워크에 친숙하고 가상 세계에 능통하여 트랜

스미디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Singh, 2014). 

유행에 민감하고 개성화된 소비를 통해 자기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특히 패션 및 

뷰티 분야에 관한 높은 관심과 소비 수준을 보이고 있

다(Kim, 2019). 예컨대 2019년 경제 불황 속에서 국내 

백화점의 패션 · 잡화 분야 중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증가율이 20.5%의 성장세를 보였는데, 그 요인으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소비력이 꼽혔다(Oh, 2019). 

이에 패션 업계에서는 Z세대가 성인이 되어감에 따

라 현재와 다가올 미래의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해 이 집

단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수반한 전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동시대적 흐름을 인지한 럭셔리 패

션 브랜드는 Z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활동 중 

트랜스미디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콘텐츠

에 점차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

찌(Gucci)는 2015년 1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

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의 부임 후, 트랜스

미디어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성공적인 결

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실제 미켈레

가 이끌기 시작한 구찌는 새로운 시도로 이목을 끌면

서 충성도 높은 팬층을 확보하여 매출 상승으로 연결

시켰다. 영국의 패션 플랫폼 LYST(2019)가 발표한 자

료에 따르면, 구찌는 2019년 2분기에 가장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fashion's hottest brands)로 선정되었다. 이

는 지난 2년 동안 5번에 걸쳐 1위에 오른 것에 이은 결

과로, 구찌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8년 전년 대비 

39.6%의 성장으로 80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샤넬(Chanel)을 앞질렀다(Yoo, 2019). 특히 구찌는 공

격적인 트랜스미디어 전략에 의해 온라인 플랫폼에

서 80%의 매출 증가율을 보였고, 전체 소비자의 절반

이 35세 미만으로 집계되어 밀레니얼과 Z세대라 불

리는 소비층에 집약적으로 주요 성과가 나타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Jung, 2018).

이에 따라 Z세대를 향해 다방면으로 미디어를 효

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 중 구찌

의 사례에 집중하여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

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떻게 

트랜스미디어를 활용해 패션 콘텐츠의 스토리가 향

유되고 그 가치가 확산하는가에 관한 양상을 밝혀, 

트랜스미디어에 의한 Z세대 문화의 확산과 소비에 

관한 이해에 목적을 둔다. 이는 다양한 미디어를 자

유자재로 이용하며 디지털 경험을 중시하는 Z세대

의 공감을 얻기 위한 트랜스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나아가 감각적 경험

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팬덤(fandom) 문화를 창출해 

브랜드와의 관계성을 강화하는 트랜스미디어 스토

리텔링의 역할을 입증하고, 향후 패션 산업에서 활용

할 수 있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개발의 방향을 위한 

자료를 마련함에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Z세대와 패션

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에 걸쳐 태

어나, 밀레니얼 세대의 뒤를 이으며 새로운 핵심 소

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Fromm and Read(2018)

는 저서 �Marketing to Gen Z�를 통해 Z세대를 최강

의 소비 권력으로 표현했고, Cheung et al.(2017)에 따

르면 Z세대는 스스로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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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가족 구성원을 비롯해 광범위한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경제적 영향력을 보이며 소비 

시장의 주류 집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을 기준으

로 국내 Z세대의 50% 이상이 성인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세대 주력 소비층으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MOEF, 2018). 현재 Z세대는 전 세계 인구

의 약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가까운 미래

에 밀레니얼 세대를 뛰어넘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미국에서는 Z세대의 인구가 연 440억 달

러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약 6천억 달러 규모의 소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o, 2019).

이처럼 Z세대는 소비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세대

이면서 혁신적인 테크놀로지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인류라 칭할 만큼,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가

치관, 관심사, 생활 방식을 창조하는 집단이다(Kim, 

2018). 또한, Z세대가 구축한 독자적 문화는 세계로 

뻗어가는 급진적 확산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으로 방대한 힘을 발휘한다. 이에 패션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소비 창출을 위해 Z세대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강한 자아와 취향을 확립하는 과정을 

거친 Z세대는 패션에 있어서 명확한 자신만의 기준

을 가지고 소비한다. 이들은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실

험정신이 투철하여 자기표현이 강하기 때문에 남들

과 다른 스타일을 갈망한다(Kim, 2019). 더불어 개성 

표출을 통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차별화

된 소비 패턴과 트렌드를 형성하기에 최근 패션 산업

의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Z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한 환경

에서 자라 현실과 가상 세계를 넘나들며 생활한다. 

이는 Z세대의 활동 범위가 다른 세대에 비해 폭넓게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데, 그중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social network platform)을 통해 수많은 사람

과 실시간으로 관계를 맺고 의견을 나눈다. 더불어 타

고난 멀티태스킹(multitasking)으로 쇼핑에 있어서 남

다른 정보처리능력을 지니고 있다(Iorgulescu, 2016). 

그뿐만 아니라 기술 적응력이 뛰어난 세대로, 기존

의 디지털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서도 끊임없

이 새로운 기술에 관해 관심을 가지며 빠르게 습득

한다. 이에 단일 미디어로 구현되는 한정된 소비 경

험에 만족하지 못한 Z세대는 자연스럽게 여러 미디

어를 활용하면서 트랜스미디어 기반의 환경을 즐기

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란 Z세대는 컴퓨터보다 모

바일 기기를 선호하고 TV보다 유튜브(YouTube) 방

송을 즐겨 보며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

stagram), 스냅챗(Snapchat)과 같은 소셜미디어 공간

에서 자유롭게 소통한다. 이와 같은 특징은 역사적으

로 인터넷 사용률이 가장 높고 웹(web)보다 모바일 중

심의 인터넷을 먼저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Z세대의 모바일 앱 사용량은 이전 세대보다 

55% 더 높게 확인되었다(Ko, 2019). 그리고 이들은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면서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선

호하고 감정을 표현할 때 시각적인 요소를 다채롭게 

취하는데, 타인의 이미지를 공유할 뿐 아니라 자신

이 직접 제작하여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Y. K. Park, 

2016). 이에 따라 Z세대가 활동하는 플랫폼은 손쉽

게 이미지 혹은 짧은 영상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

는 환경에 맞춰 선호도가 달라진다.

Z세대는 가상 세계에서 유연한 사고를 발휘하며 

다양한 문화에 관대하다(Singh, 2014). 그리고 새로운 

것, 남들과 다른 것에 스스럼없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 받아들인다. Masback(2016)은 Z세대를 성차별

을 뛰어넘는 세대로 규정하였고, Y. K. Park(2016)은 

Z세대의 특징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종교, 사회, 지위, 

민족성 등에 편견 없는 점을 꼽았다. 그 예로 Z세대의 

73%가 동성애에 찬성했으며, 74%가 트랜스젠더의 

평등권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Kim, 2018). 이는 

경기 침체, 금융 위기,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사회 격변

과 위험을 경험한 성장 배경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

고 존중하는 사고를 습득한 것과 관련이 있다(Che-

ung et al., 2017).

Z세대에게 호기심을 자극할만한 재미, 즉 엔터테

인먼트적인 요소는 필수적이다. 이들은 다양한 미디

어를 동시에 활용해 재미와 오락을 즐기면서 궁극적

으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소통 과정을 통해 최고의 경

험과 가치를 얻길 기대한다(Fromm & Read, 2018). Z

세대가 취하는 소통 방식의 특징은 자신의 의사 표현

에 있어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하는 것을 직접 선택하고 소비에 있어서 주도적이

기 때문에, Z세대의 흥미를 자극하지 못한 요소들은 

관심 밖으로 제외된다(Kim, 2018). 따라서 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정서적으로 깊게 교감할 수 있는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6, 2020

– 1090 –

재미가 담긴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Z세대는 온 · 오프라인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디지털 기술의 폭넓은 적응력, 미

디어를 활용하는 주체적 태도, 다양성에 대한 포용, 

진정성을 갖춘 재미 추구의 특성을 보이며, 더욱 다

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문화로 패션 소비 시장의 변화

를 주도하고 있다.

2. 트랜스미디어

1) 트랜스미디어의 개념 및 특성

트랜스미디어는 ‘횡단, 초월’의 뜻을 지닌 접두사 

‘트랜스(trans-)’와 ‘미디어(media)’가 결합한 용어로, 

디지털 컨버전스의 환경에서 다중 미디어를 넘나들

며 확장 및 융합되는 현상을 의미한다(Jenkins, 2006). 

다수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트랜스미디어의 개

념은 마샤 킨더(Marsha Kinder)에 이어 헨리 젠킨스

(Henry Jenkins)가 본격적으로 제시한 이후 지금까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Jenkins(2006)는 다양한 미디

어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의 흐름, 미디어 산업 간

의 협력 및 개인과 집단이 원하는 감각적 경험을 위

한 융합의 환경으로 미디어 컨버전스(media conver-

gence) 현상을 제안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트랜스

미디어가 구현되는 중추적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본래 Jenkins(2006)가 규정한 트랜스미디어의 개

념은 서로 다른 미디어 플랫폼을 자유롭게 가로지르

며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는 단순히 여러 미

디어로의 확장에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 

미디어에 맞게 전환되어 다원화되는 것에 의미를 둔

다. 이에 트랜스미디어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과 관

행 사이의 구조화된 관계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다

중 매체와 상호 텍스트에 의해 구현되는 특성을 통

해 크로스 플랫폼(cross-platform)과 멀티미디어(mul-

timedia)와의 분명한 차별점을 발견할 수 있다(Jen-

kins, 2016). 크로스 플랫폼은 전달 채널로서 같은 내

용이 여러 미디어를 통해 교차 배포되는 것으로, 다

양한 미디어를 경험할지라도 추가로 얻게 되는 새로

움이 존재하지 않는다(Jenkins, 2016). 멀티미디어는 

전통 매체들이 지닌 개별 기능을 통합하여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혼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트랜스미디

어와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Pratten, 2015).

트랜스미디어는 단일 미디어와는 다른 양상의 미

디어 전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콘텐츠와 

스토리의 변주(cannon)가 핵심 요소이다(Kim, 2015).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구축

되는 정보와 내용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어 광범위한 

미디어 맥락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Jeon, 

2010). 그리고 콘텐츠 간의 관계에서 나눠진 다양한 

움직임들을 포괄하는 유연함을 추구하기에, 이용자

들은 미디어를 넘나드는 소비행위를 취하면서 일종

의 통제감과 탈중심화된 저작권을 구현한다(Chang 

et al., 2013; Jeon, 2010). 즉, 다중 미디어를 연결하는 

콘텐츠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맥락과 정보를 제공함

에 따라 직 ∙ 간접적 경험의 범위를 확장하고 무한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더불어 트

랜스미디어에 있어서 각각 개별화된 스토리는 자족

성을 지닌 콘텐츠로서 다채롭게 변주되면서도 궁극

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스토리

텔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Lee, 2013).

2) 패션 산업에서의 트랜스미디어

인간의 확장으로서 미디어의 개념을 제시한 Mc-

Luhan(2003/2011)은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미디어를 통해 매개하는가에 따라 수용자가 해석하

는 의미와 수렴 양상이 좌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에 패션 산업은 미디어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시각적 

인식을 자극하고 가치를 실현한다. 트랜스미디어는 

역동적인 혁신을 위한 기술적 환경에서 출발하였지

만, 소비자의 감성적 요소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기

술과 감성의 조화를 실천한다(Chang et al., 2013). 그

리하여 패션은 감각의 범주를 극대화하고 혁신적인 

경험으로 패션을 재현하기 위해 트랜스미디어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패션의 창조적인 영역은 심화된 디지털 테크놀로

지를 기반으로 정교하게 시각화되는데, 그중에서도 

미디어의 언어를 통해 확산된 트랜드미디어 콘텐츠

는 패션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아우르며 큰 영

향력을 발휘한다(Limonchi, 2017). 트랜스미디어는 

우리가 생활하는 시 ∙공간의 범위를 초월하고 경계를 

무너뜨려 경험과 인지의 환경을 무한하게 한다. 특

히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 구현되는 매체 간의 복합적 전환은 패션의 

확장성을 증폭시키고, 다채로운 표현으로 경험을 환

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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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는 오늘날 패션 

디자이너들이 옷의 창작을 넘어 삶의 방식을 제안

한다고 하였다(Craik, 1993). 이는 패션이 미학적 자기

실현(self-realization)에 근거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

의 이상으로서 존재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Svendsen, 

2004/2013). 따라서 패션 산업이 트랜스미디어를 채

택한 것은 예술적 요인을 반영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로서 사회문화적 의미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미디어 

간의 교류를 통해 재목적화를 실현하여 동시대의 라

이프스타일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용이하기 때문이

라 할 수 있다(Kim, 2017).

패션 산업에서 트랜스미디어의 응용은 럭셔리 패

션 브랜드와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주도적으로 이끌

어가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많은 인력과 자본을 필요

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약적인 접근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Shin & Kim, 2010). 이와 같은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쌍방향 소통

을 즐기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따라 트랜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부상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

가 필요한 실정이다.

3.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Jenkins(2006)가 말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기술에 의한 확장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방식으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의해 공개되며 각각의 새로

운 텍스트가 전체 스토리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한다. 

그는 이상적인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대해 미

디어에 의해 확장된 각각의 콘텐츠가 자율적인 소비

가 가능해야 하고, 충분히 독립적인 형태를 취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세

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Jenkins, 2003). Jenkins

(2006)의 이론을 토대로 Jeon(2010)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스토리로부

터 에피소드(episode)화한 개별 콘텐츠가 각기 다른 

플랫폼에 맞춰 생산되는 방식을 구사한다고 하였다. 

이는 각색된 형태가 아니며, 분해된 에피소드의 내

용에 독자적인 이야기 전개가 발견된다(Shin & Kim, 

2010). 요컨대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담긴 스토리

는 개별적으로 완성도가 충족되어야 하고, 스토리 

간의 연결과 분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이와 같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특성은 종

종 혼용되어 언급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와 명백히 다르다. OSMU는 동일한 스토리를 다중 매

체에 중첩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구사하

기 때문에 다른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Lee, 2009). 

Jenkins and Deuze(2008)는 콘텐츠를 이어 가면서 스스

로 참여하는 트랜스미디어 이용 방식을 브리콜라주

(bricolage)라 칭하였고, Shin and Kim(2010)은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퍼즐의 조각을 맞추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OSMU

와의 차이점을 밝혔다. Jenkins(2003)가 제시한 포켓

몬(Pokemon) 사례를 보면, 소설, 만화, 영화, 게임 등

의 미디어로 분화되어 각각의 세계를 탐험하고 경험

할 수 있도록 구현함과 동시에 이 모든 세계를 아우

르는 거대한 세계관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소설을 즐기기 위해 게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과 같이 개별 미디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되, 상위 개

념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한 진입점의 구실을 하게 

된다(Jenkins, 2003). 따라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

링은 하나의 스토리를 단순 반복하는 형태가 아닌, 

철저한 계획 아래에 분화된 스토리의 집합을 구성하

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제작은 기존 스토리 세계를 넓혀 새로운 여러 이야기

가 도출될 수 있는 기반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Lee, 

2013).

Jenkins(2010)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관해 

다양한 이론을 정립하였는데, 그 중에서 그가 제시한 

7가지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readability 

vs Drillability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콘텐

츠를 배포할 수 있는 동기와 확산 용이성을 고려하

고, 숨겨진 내용을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 살펴볼 수 

있는 탐색의 범위를 설정해준다. 둘째, Continuity vs 

Multiplicity를 통해 스토리 세계는 모순 없이 연속적

이어야 하며, 동일한 이야기가 미디어의 다른 환경

에서 재해석될 수 있지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Immersion vs Extractability로 실제 경험과 같이 

가상의 스토리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가

상 세계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실제 세계에 몰입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넷째, World-building은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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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의 가용성을 의미하며 스토리 세계의 이해를 넓혀

주고 도움을 준다. 다섯째, Seriality는 스토리가 에피

소드로 나누어지고 여러 플랫폼으로 분산되는 방식

으로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있어 필수 요소

로 작용한다. 여섯째, Subjectivity는 영웅이자 주인공

으로 여겨지는 핵심 캐릭터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캐릭터들의 관점에 의해 새롭게 접근되는 범위의 중

요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Performance는 팬이 스

토리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 팬 픽션(fic-

tion)과 같은 여러 형태로 분산된다고 보았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Lee(2009)는 트랜스미디어 스

토리텔링의 특성에 대해 창작의 공동 제작과 향유의 

집단 지성, 교차와 결합을 통한 스토리 분화, 세계 구

현을 위한 수렴과 발산이라 하였다. 확장성을 가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매트릭스를 구현하기 위해 미

디어 전문가들의 협업에 의한 공동 작업이 필요하며, 

소비자들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향유

하는 집단 지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스토리 세계는 

창작자와 소비자들이 만나는 여러 지점을 통해 모아

지고 전개되는데, 궁극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총체

적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수렴과 발산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Lee, 2009).

Shin and Kim(2010)은 서로를 매개하고 다양하게 

변주되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되는 트랜

스미디어 콘텐츠의 구성 요소에 관해 핵심 스토리, 

배경 스토리, 부차적 플롯(plot), 주인공 및 서브 캐릭

터, 다양한 관람객, 세계관으로 정리하였다. 트랜스

미디어 콘텐츠에는 전체의 흐름을 지배하는 핵심 스

토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배경 스토리가 공존하는데, 

여기서 배경 스토리는 중심 스토리에 부가적 단서를 

제공하여 관람객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고 하였다(Shin & Kim, 2010). 이에 더하여 부차

적 플롯은 자체적으로 완전한 이야기를 가짐과 동시

에 중심 플롯과 병행 혹은 교차하여 원활한 스토리 

연계를 위한 장치가 된다. Shin and Kim(2010)은 트랜

스미디어 콘텐츠에 핵심 인물인 주인공 캐릭터와 이

를 조력하거나 반대하는 서브 캐릭터가 등장하며, 이

는 다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놀이를 유도한다고 주

장하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요소를 효과적

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세계관의 설정이 필연적임

을 밝혔다(Shin & Kim, 2010).

이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Jenkins(2010)가 제시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7가지 원칙, 새로운 패러

다임에 의거하여 Lee(2009)의 연구에서 추출한 3가

지 특성, 문화 콘텐츠적 관점에서 Shin and Kim(2010)

이 밝힌 6가지 구성 요소를 토대로 공통 요인을 종합

하여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위한 준거의 틀을 마련

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도출된 5가지 전략적 

차원은 하나의 통합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일관된 

스토리 세계관, 다양한 접점에 기여하는 연속적 다

중 플롯, 창의적인 확장성을 도모하는 협업을 통한 

창작, 직접 경험과 몰입 기반의 참여형 집단 지성, 독

특한 집단 문화를 형성하는 자발적 팬덤 문화이다. 

이를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미켈레

가 영입된 시점부터 나타난 가시적 변화와 성과에 

주목하였다. 구찌는 2015년부터 미켈레의 지휘로 패

션 업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 왔는데, 이

러한 성장 배경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의 

소유욕을 자극할만한 트랜스미디어 활용 전략이 뒷

받침되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가 발표

한 디지털 IQ 지수(Digital IQ Index)에 따르면 2016년 

구찌가 처음으로 버버리(Burberry)를 제치고 1위에 

오른 것에 이어 2018년까지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Gartner, 2018). 이에 대해 이전까지 구찌가 주

요 순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관심

이 집중되었다. 이처럼 구찌의 디지털 미디어 활용

의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전과 다른 

확연한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의 범위는 미켈

레가 주도한 시점인 2015년 1월부터 최근 2020년 2월

까지 발표된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Z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트랜

스미디어 및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핵심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

략에 의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구찌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다수 학자의 선행연구, 국내외 전문 

서적 및 포털 사이트에서 추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패션 산업 내 Z세대와 트랜스미디어의 관계성을 알

아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위한 기준

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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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여러 학술연구 중 콘텐츠 활용에 있어 전략적인 

관점에 부합하는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멀

티플랫포밍(multiplatforming)에 의한 현상으로서 트

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기초가 되는 7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한 Jenkins(2010)의 이론을 중심으로, 트

랜스미디어 콘텐츠에 적용된 스토리텔링의 근원이 

되는 3가지 특성을 정리한 Lee(2009)의 연구와 6가

지 구성 요소를 밝힌 Shin and Kim(2010)의 연구를 이

론적 근거로 채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

서는 공통적으로 교차되는 5가지 전략적 요인을 도

출해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후 실증연구의 대상은 구찌에서 활발하게 활용

하고 있는 8개의 미디어인 패션쇼, 광고 캠페인 사진

과 영상, 공식 홈페이지(gucci.com), 캠페인 마이크로

사이트(microsite), 공식 모바일 앱(app), 소셜미디어, 

구찌 가든(Gucci Garden)으로 한정하였고, 각각의 미

디어에서 파생된 콘텐츠까지 포함하여 총 68개의 사

례를 기초 자료로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6개의 

Fig. 1. 5 Features of transmedia storytell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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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IV. 구찌의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 

전략 분석

본 연구는 앞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Jenkins(2010)

가 제안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주요 원칙을 

중심에 두고, 특성 및 구성 요소에 관한 다른 학자들

의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틀로서 일관된 스토리 세계

관, 연속적 다중 플롯, 협업을 통한 창작, 참여형 집단 

지성, 자발적 팬덤 문화로 5가지 전략적 차원을 도출

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Fig. 1).

1. 일관된 스토리 세계관

트랜스미디어는 분화된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상

이한 콘텐츠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스토리 세계관에 관해 다각화된 시각을 반영

해 밀도 있는 이야기들로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그리하여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기획 단

계에서부터 분기된 각각의 이야기들을 통합할 수 있

는 일관된 핵심 이야기를 창작한다(Lee, 2009). 이러

한 스토리 세계관은 개별 이야기들의 연결 고리이자 

다양성을 포용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변주된 콘텐츠

의 맥락과 흐름을 좌우하고 관객이 도달할 수 있는 

최종 접점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루

이비통(Louis Vuitton)은 브랜드의 상징성을 가진 트

렁크 백을 매개해 여행을 주제로 한 내러티브를 지

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프라다(Prada)는 페미니

즘과 예술성을 내세운 트랜스미디어 활동을 선보이

고 있다. 

미켈레는 패션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

용하면서 스스로가 구찌의 세계 속 주인공이 되어 자

신의 가치관이 투영된 모든 이야기를 형성한다. 그가 

구축한 구찌의 세계관은 시대정신에 입각한 자유로

운 절충주의를 표방하며 성별, 인종, 지역, 문화, 정체

성을 초월하는 결합과 균형이 강조된 창작으로 향한

다. 그리고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무너뜨

리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융합의 가치를 제시하면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를 전달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성별, 정체성, 인종, 민족 등에 관한 사회적 관념에 대

항하는 Z세대의 열린 정신과 맞물려 럭셔리 패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Jung, 2018).

구찌의 스토리 세계는 온 · 오프라인 미디어를 다

중 매개하면서 파생된 수많은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에 의해 개념화 과정을 거쳐 전파된다. 이에 따라 동

시다발적으로 변주되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일

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추적 플랫폼으로서 가상 

공간을 위한 ‘구찌닷컴(gucci.com)’과 현실 공간을 위

한 ‘구찌 가든(Gucci Garden)’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는 미켈레의 계획적인 통제 하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세계관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더욱 견고한 스토리 구

조로 연결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 절에서는 

구찌닷컴과 구찌 가든의 운영 사례를 중점적으로 탐

구했다.

2016년 개편된 구찌닷컴은 PC와 모바일을 포함

한 모든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스크린 환경과 기능을 

제공하고, 구찌의 세계관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콘텐

츠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미켈레는 온라인에 집중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공

격적으로 구사했는데, 생동감 있는 디지털 요소들로 

구성된 익스클루시브 콘텐츠들을 제작해 신기술에 

대한 Z세대의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구찌닷컴은 가

상 세계에서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의 생산을 통합적

으로 주도하고 시각적인 내러티브를 다양하게 전개

하면서 스토리 세계관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찌는 온라인에서의 경험과 신뢰를 중시하는 Z

세대를 소구하는 주요 채널로서 인스타그램, 스냅챗

과 같은 소셜미디어 및 마이크로사이트를 채택해 특

화된 콘텐츠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로 전이

된 개별 텍스트들을 단일화된 스토리 세계관으로 융

합하기 위해 구찌닷컴의 ‘Stories’ 메뉴를 강화하였는

데, 컬렉션, 광고 캠페인, 패션 코드, 제품, 최신 정보 

및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

게 구성했다(Fig. 2). 예컨대 공식 웹사이트에서 브랜

드의 핵심 스토리를 접했다면, 그 외 멀티플랫포밍

된 다양한 미디어를 거쳐 부가적 스토리가 더해지면

서 깊이 있는 스토리 세계관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다. 따라서 구찌닷컴은 브랜드에서 전개하는 일련의 

트랜스미디어 활동을 총체적으로 공개하고 관리하

는 아카이브의 형식을 취하며, 전체를 통합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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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티브 세계를 다지기 위한 플랫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켈레는 온 ∙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거대한 세

계관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 중 하나로, 2018년 피렌체

에 복합 문화 전시 공간인 구찌 가든을 오픈하였다. 구

찌 가든은 미켈레가 탐구한 브랜드의 미학과 철학이 

담긴 창조적 공간으로, 구찌 뮤제오(Gucci Museo)의 

본질에 기반을 두되 실험적인 기획력으로 구찌의 아

이덴티티를 구현하였다(Fig. 3). 이곳에서 미켈레는 

각 공간별로 여러 미디어를 혼합해 핵심 가치관이 담

긴 스토리텔링을 보여주는데,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

드 헤리티지에 대하여 단순한 연대기적 나열이 아닌 

창의적인 이야기 전개로 커뮤니케이션한다. 이에 비

순차적인 구조로 체험의 흐름이 형성되어 전적으로 

관람객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동선을 취하면서 Z세

대의 자율적인 콘텐츠 소비 패턴을 반영했다. 이곳에

서 관람객은 컬렉션, 예술품, 패션 필름을 비롯한 창

작물 등 디지털 환경의 한계점을 보완한 오감을 자극

하는 복합 콘텐츠들을 동시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경

험이 쌓일수록 세계관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이처럼 성공적인 멀티플랫포밍이 구현되기 위해

서는 반드시 분화된 개별 스토리를 결속시킬 수 있

는 명확한 하나의 스토리 세계관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미켈레는 전략적으로 온 · 오프라

인의 공식 채널을 선정하여 모든 콘텐츠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흐름을 일관되게 

결속시켜 경험의 깊이를 중시하는 Z세대가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 세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수용자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관으로 향하는 길

잡이의 구실을 하기에, 의미 있는 브랜드 경험의 집

합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났다.

2. 연속적 다중 플롯

트랜스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연속적인 다중 플롯

은 유연한 스토리 분화를 위해 활용되는데, 스토리 

세계관에서 파생된 개별 객체에 의해 표상되어 매체

별 특성에 맞게 분사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서 각

각의 플롯은 독립적인 세계를 견고하게 형성하고 있

지만 결국 같은 세계관으로 연결된다. 타 분야의 예

를 살펴보면 ‘매트릭스’의 경우 영화, 애니메이션, 게

임, 만화로 제작되어 각기 다른 스토리텔링을 표현

하되, 4개의 장르 속 이야기를 조합할수록 더 깊은 유

기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통일된 세계관

에 다다르게 된다(Shin & Kim, 2010). 이는 마치 표면

적으로 다양한 세부 요소들이 규칙 없이 혼재된 듯 

보일 수 있으나, 모든 요소가 하나의 총체이자 세계

관을 형성하기 위한 이유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보편적으로 트랜스미디어는 대표적인 사례로 ‘트

랜스포머(Transformers)’, ‘메이플스토리(Maple Sto-

ry)’, ‘로스트(Lost)’ 등과 같이 영화, 소설, 게임, 만화, 

웹 등 다양한 장르로 수년간에 걸쳐 전이된다(Lee, 

2009). 반면,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매년 SS, FW 시즌

의 빠른 주기로 움직이는 특성과 함께 패션쇼, 패션 

광고 캠페인 및 영상과 같이 독자적인 패션 미디어 플

Fig. 2. Stories.

Adapted from Gucci (n.d.-b).

https://www.gucci.com

Fig. 3. Gucci Garden galleria.

Adapted from Gucci (n.d.-a).

 https://www.gucci.com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6, 2020

– 1096 –

랫폼을 주력적으로 활용해 분사된다. 이에 따라 패션 

산업에서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패션 미디

어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의 시즌 안에서 변주되는 협

의의 개념과 개별 시즌이 반복되면서 큰 맥락의 연장

선 내 나타나는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다중 플롯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협의적 차원에서 보자면 구찌는 동일 시즌 내에서 

매체별로 분화된 플롯마다 완전한 개별적인 스토리

를 보여주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중심 플롯과 연속

적으로 연계되면서 같은 세계관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2018 FW 패션쇼에서 미켈레는 도나 진 해러웨이

(Donna Jeanne Haraway)의 에세이에서 영감을 받은 

사이보그를 미래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면

서 성별과 문화의 경계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는 내

러티브를 전달했다(Fig. 4). 그리고 2018 FW 광고 캠

페인에서는 예술품과 공예품을 수집하는 개성 있는 

컬렉터들을 등장시켜 시대의 장벽이 없는 빈티지의 

가치를 재조명하였고, 아담 소카 켈러(Adam Csoka Kel-

ler)가 연출한 1980년대 테크노 뮤직과 디트로이트 문

화를 투영시킨 영상을 통해 탈공업화 시대의 자유분

방한 무드를 자아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맥락으로 표

현한 구찌의 다중 플롯은 자기충족적인 성격을 가지

지만, 미디어마다 전이된 스토리의 조각을 맞추어보

면 흑백 논리를 부정하는 절충주의에 근간한 구찌의 

철학이자 세계관으로 관통하는 각각의 진입점임을 

알 수 있다.

광의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미켈레가 영입

된 2015 FW부터의 콘텐츠들을 다채로운 의미가 내

포된 개별적인 세계라 했을 때, 이들의 최종 도달점

이 공통된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점은 변함없기에 각

각의 시즌 또한 다중 플롯의 객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별 시즌이 상위 개념의 플롯으로 연속성을 

가지면서 아카이브가 쌓일수록 구찌의 세계관은 더

욱 단단하게 통합된다. 그 예로 구찌는 2017 FW부터 

남성복과 여성복 컬렉션을 통합해 시즌마다 다른 메

시지를 소구하더라도 젠더리스에 대한 가치관을 분

명하게 각인시켰다.

노아의 방주를 재해석한 2019 크루즈 광고 캠페인

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관해 펑크 감성을 지닌 주인

공들의 관점에서 풀어냈다(Fig. 5). 극한 강우로 인해 

구찌의 새로운 컬렉션을 입은 주인공들과 동물들이 

거대한 나무 방주로 향하는 초현실적인 이야기는 신

화적인 요소를 배경으로 구찌가 추구하는 자연 친화

적 모티프와 시즌 컬렉션 테마인 구찌 고딕을 담아냈

다. 이후 2019 프리폴(pre-fall) 광고 캠페인에서는 고

대 신화 속 아크로폴리스의 인물들에서 영감을 받아 

구찌의 보헤미안 코드를 선보였는데, 미켈레는 그리

스의 심포지엄 정신을 현대사회의 청춘 문화에 빗대

어 역사적 공간에 재배치하면서 시대를 뛰어넘는 예

술적 표현력을 입증했다. 이는 각 시즌 테마에 입각한 

플롯에 의해 소비자가 상이한 스토리텔링을 경험하

는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연결해보면 그 내면에 바탕

이 되는 하나의 핵심 플롯을 발견하게 된다. 즉, 신화

Fig. 4. 2018 FW fashion show & campaign.

Adapted from Mower (2018). 

https://www.vogue.com/fashion-shows;

Gucci (2018c). https://www.gucci.com

Fig. 5. 2019 Cruise campaign.

Adapted from

Gucci (2019b).

https://www.guc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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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를 차용하고 시대적 산물을 자유롭게 혼합해 

시 ·공간을 초월한 몽환적인 내러티브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구찌는 역사와 문화의 담론을 내포한 상징

적인 장소에서 크루즈 컬렉션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

다. 런던의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사원에서 열

린 2017 크루즈 패션쇼에 이어 2018 크루즈 패션쇼

는 세계 최초로 피렌체의 팔라티나(Palatina) 미술관 

내 7개의 전시실에서 선보였는데, 영혼의 근간을 찾

는 콘셉트 하에 르네상스 시대의 수백 가지 그림과 함

께 컬렉션을 마주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남프랑스 아

를에 있는 세계문화유산인 알리스캉(Alyscamps)에

서 열린 2019 크루즈 패션쇼는 고대 로마 시대의 공

동묘지에서 자아내는 몽환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후

기 로마 제국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모델들이 등장했

다(Fig. 6). 뒤이어 로마 카피톨리니 미술관에서 진행

된 2020 크루즈 패션쇼까지 해마다 색다른 장소를 공

개할 뿐만 아니라, 구찌 플레이스(Gucci Place) 앱과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장소의 

스토리를 재연계하여 네트워크화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설계된 다중 플롯의 스토리 매트릭스 내에 연속

적으로 장소를 매개한 암시적 메시지를 전달함에 따

라 예술, 문화, 역사적 가치를 내포한 일관된 스토리

텔링으로 구찌의 스토리 세계관에 생명력을 불어넣

는 계기가 된다.

요컨대 연속적으로 전개되는 다중 플롯은 주도면

밀한 계획에서부터 출발하여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풍성한 이야기들로 채워진다. 이에 미켈레는 자족성

을 가진 개별 내러티브를 서로 다른 미디어에서 감각

적으로 구현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완성도를 보

여주었다. 여기서 각각의 플롯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순차적 경험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플

롯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플롯을 반드시 알아야하는 

절대 의존성을 보이지 않는다. 즉, 다중 플롯에 의해 

분화된 콘텐츠는 소비자의 자율적 소비와 참여에 근

거해 다양한 의미 관계를 부여받게 되고, 각각의 컨

텍스트는 다수의 미디어를 경험한 소비자에게 더욱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여 전략적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찌는 시즌마다 스토리 세계관에 부

합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Z

세대의 흥미와 탐구 욕구를 자극해 넓은 접점을 확

보하였다. 더불어 혼합된 플롯의 전개는 전체 스토

리를 뒷받침하는 원동력으로써 예술적으로 이야기

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 결과 소비자는 직 ∙ 간접적인 

몰입 경험을 체험해 브랜드와의 심화된 관계에 놓

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협업을 통한 창작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담긴 스토리텔링은 각각

의 미디어 플랫폼에서 최선의 완성도로 구사될 때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Kim & Park, 2018). 그리

하여 매체별로 최적화된 스토리를 담아내기 위해 각

기 다른 미디어 전문가들의 긴밀한 공동 작업이 필요

하며, 이를 통해 단단한 하나의 총체를 이루게 된다

(Lee, 2009). 이러한 방식은 미디어 분화에 따른 스토

리의 확장을 유연하게 도와주고 더욱 풍성한 경험을 

선사하는 데 효과적이다. 

구찌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

들과 꾸준히 협업하면서 여러 미디어에 걸쳐 전문적

으로 특화된 콘텐츠를 선보여 완성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전략은 문화 간의 

경계를 허물고, 패션을 예술과 결부시켜 그 사이의 

간극을 미묘하게 오가면서 예술에 관한 구찌의 비전

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동 제

작의 창작물은 스토리 세계관의 확장성을 위한 매개

체로서 존재하며, 협업을 거쳐 함께 구축한 세계는 

구찌의 핵심 스토리로 통일성 있게 연결된다. 

미켈레는 언스킬드 워커(Unskilled Worker), 제이드 

Fig. 6. 2019 Cruise fashion show.

Adapted from Gucci (2019c).

https://www.guc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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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Jayde Fish), 이그나시 몬레알(Ignasi Monreal), 

트러블 앤드류(Trouble Andrew), 코코 카피탄(Coco 

Capitán) 등 수많은 아티스트와 함께 패션과 예술의 

DNA에 관한 그의 논점을 명확하게 각인시키고자 하

였다. 예컨대 몬레알과 함께 작업한 2018 SS 광고 캠

페인 ‘유토피안 판타지(Utopian Fantasy)’ 중 존 에버

렛 밀레이(John Everett Millais)의 오필리아(Ophelia)

를 오마주한 장면은 회화 안에서 구찌의 컬렉션을 착

용한 주인공들을 등장시키며 마치 명화 속 한 장면

을 연상케 하는 신비로운 시각적 내러티브를 선사했

다(Fig. 7). 이 캠페인은 동시에 신기술을 접목한 체

험형 3D로도 구성되었고, 공식 온라인 스토어 구찌

닷컴에서 몬레알의 캠페인 작품을 디지털 프린팅해 

제작한 ‘GucciHallucination’ 라인을 한정판으로 판매

하기도 하였다.

구찌와 할렘 출신의 디자이너 대퍼 댄(Dapper Dan)

과의 만남으로 탄생한 캡슐 컬렉션은 문화의 초월적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널리 회자되었다. 수많은 유명 

인사, 힙합 아티스트, 운동선수의 의복을 맞춤 제작

하면서 독특한 할렘 문화를 개척해나간 대퍼 댄과 

구찌의 협업은 컬렉션뿐만 아니라 할렘가의 명소에

서 촬영된 캠페인, 대퍼 댄의 할렘 숍을 재해석한 스

튜디오 아틀리에와 같이 매체마다 특화된 콘텐츠로 

표현해냈다. 이는 1980년대부터 활동한 그의 감성을 

현대화시켜 세대를 허물고, 럭셔리 패션이자 고급 문

화를 지향하는 구찌와 하위 문화의 장소인 할렘이 결

합되면서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새로운 창작을 완

성시켜 Z세대의 열광을 이끌어냈다.

한편, 구찌는 온라인 영역 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아트 프로

젝트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데, 융합형 기술의 활용

을 즐기는 Z세대의 콘텐츠 소비 성향에 부합하는 방

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디지털 아트 프

로젝트의 출발점으로 2015년부터 시작된 ‘구찌그램

(#GucciGram)’에 이어 2016년 구찌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의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60초 이내

의 비디오 아트로 구성된 프로젝트 ‘#24HourAce’와 

2019년 새로운 버전의 ‘#24HourAce’를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인 ‘에이스(Ace) 스니커즈’는 Z세대

의 소비욕을 불러일으킨 구찌의 상징적인 아이템으

로, 매 컬렉션마다 장식을 새롭게 가미하고 DIY 서

비스를 도입하면서 개인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에이스 스니커즈의 콘

셉트에서부터 출발한 ‘#24HourAce’는 분야별 크리

에이터만의 시각과 제품이 만나 미켈레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자기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독자성의 가치

를 증폭시켜 구찌의 핵심 스토리 세계를 지지하였다. 

다니엘 람(Daniel Lam), 에스테반 디아코노(Esteban 

Diacono), 로라 리뮤렉스(Laura Lemurex) 등이 참여

한 2019 ‘#24HourAce’는 단편 영화 및 애니메이션의 

구성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변천과 진화 양상을 반영

하였는데, 모션 그래픽, 3D 애니메이션, 사진 콜라주, 

세라믹 조소와 같이 창의적 매체 기법에 적합한 다양

한 아티스트와 함께 오감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보여줬다(Fig. 8).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 Z세대의 유

행을 이끈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

ponse) 방식을 함께 구성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처럼 

‘#24HourAce’는 하나의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각기 다

른 영역의 크리에이터들이 부여한 개별 메시지에 의

해 내러티브의 완성도가 깊어졌다. 그리고 Z세대에

게 친숙한 디지털 포맷 및 플랫폼를 활용한 점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

행으로 자리매김할 만한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점에

서 유익한 결과가 나타났다(Ko, 2019).

구찌는 ‘#24HourAce’에 이어 특정 컬렉션과 연관

된 공동 창작으로 제품과 문화를 결합해 장르를 뛰

어 넘는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17년 디지털 밈(meme) 프로젝트 ‘#TFWGucci’와 

2019년 디지털 뮤직 프로젝트 ‘#GucciGig’을 통해 새

Fig. 7. 2018 SS campaign.

Adapted from Gucci (2018b).

 https://www.guc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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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장르로의 확장 가능성을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원천 스토리에 여러 창작자의 감성을 대입시

켜 자유롭게 독립적인 의미를 담아내되, 패션의 범주

를 확장해 공존과 융합을 추구하는 같은 세계관을 공

유하고 있다.

‘#TFWGucci’는 세계 각국의 밈 크리에이터들이 구

찌의 시계 컬렉션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독특한 아

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거

쳐 노출되었다. 일례로 시계와 강아지를 합친 ‘워치도

그(watchdog)’ 콘텐츠와 같이 크리에이터들이 제시한 

작품들은 시계를 매개체로 풍자 혹은 언어유희의 방

식을 취하여 재치 있는 스토리를 담아냈다(Fig. 9). 이

는 관습을 탈피하는 참신함을 추구하면서 특유의 은

은한 유머를 더하는 구찌의 표현력과 일맥상통한다. 

‘#TFWGucci’가 활용한 밈은 문화적 유전자로서 최근 

디지털 영역에서 전파되고 있는 문화 현상 중 하나이

며, 특정한 상징, 행동, 사고를 복제 및 모방하여 만

들어진다. 특히 Z세대에게 밈은 일종의 독특한 놀이 

문화로 유머에 의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주류

를 이루면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데, 이에 ‘#TFW-

Gucci’의 밈 콘텐츠는 Z세대를 주축으로 한 높은 반

응과 참여를 이끌어내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이 나타

났다.

‘#GucciGig’은 12명의 뮤지션으로부터 각자의 공

연에서 받은 영감을 매개하여 일러스트레이터, 그래

픽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비디오 메이커 등과 협업

한 작품이 탄생하였다(Fig. 10). 일러스트레이션, 팬 

아트, 사진,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의 형태로 퍼진 콘

텐츠는 표현의 영역을 넓혔고, 구찌의 컬렉션을 더

욱 개성 있게 담아낼 기회가 되었다. 프로젝트에 참

여한 뮤지션 및 아티스트의 개인적 경험과 스토리는 

구찌 팟캐스트(Gucci Podcast)를 통해 선보였는데, 이

는 진정성에서 비롯된 공감을 추구하는 Z세대와 함

께 밀접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구찌는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 다양한 분

야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협업하여 구찌의 세계관을 

더욱 풍성하게 구성하고, 아티스트의 주관적 시선을 

개입시켜 매체별 다각화된 스토리 구성을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협업자는 외부에서 바라보

Fig. 8. #24HourAce microsite.

Adapted from J. SLIME (n.d.).

http://24hourace.gucci.com

Fig. 9. #TFWGucci.

Adapted from Gucci (2017a). https://www.instagram.com;

Gucci (2017b). https://www.instagram.com

Fig. 10. #GucciGig.

Adapted from Gucci (2019a). 

https://www.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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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점으로 부가적인 이야기가 파생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다면, 미켈레는 협업자가 만들어낸 새로

운 이야기들이 하나의 스토리 세계관으로 모순 없

이 집합되도록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미켈레와 여러 아티스트들의 만남은 다양한 장르를 

오가면서 구찌를 패션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토

리 세계관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구찌

는 지속해서 디지털에 집중한 미디어 전략을 추구하

였는데, Z세대의 주된 활용 영역인 뉴미디어 플랫폼

을 통해 실시간으로 쉽게 교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특히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양한 뉴미디어 환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매

개하면서 Z세대를 중심으로 빠른 공유와 확산의 효

과가 나타났다.

4. 참여형 집단 지성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분화된 스토리의 파

편을 수집하여 연결할수록 이해의 밀도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 제작자가 제공한 단서들을 다차원적으로 

조합하면서 정서적 교감과 몰입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브랜드는 철저한 계획에 기반을 두어 

각각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 안에 핵심적인 실마리

를 숨겨둔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최종의 도달점인 

스토리 세계관에 근접하게 다가가기 위해 브랜드에

서 제공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

서 스스로 발견한 단서를 타인과 공유하면서 집단적 

사고를 취하게 된다.

이에 상응하여 Z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단 지

성을 유도하는 구찌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전략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로 교차되는 연결고리를 생성하여 소비자

들이 여러 미디어를 거쳐 지식을 쌓아야 진정한 세계

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암시를 준다. 이는 다중 미디

어를 중첩시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리고 경험의 폭을 확대하는 트랜스미디어만의 차

별점이자 OSMU와 구분되는 명백한 근거이다(Shin 

& Kim, 2010). 2016년 4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구찌 하

우스의 모티프 및 테마를 재창작한 ‘Gucci 4 Rooms’ 

프로젝트는 가상과 현실의 물리적 공간을 오가며 이

야기를 담아냈다. 그 중 온라인 공간은 의도적으로 인

터랙티브한 요소들을 곳곳에 배치하여 4개의 방이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는데, 각

각의 방을 탐구한 관람객들은 자연스럽게 구찌의 아

이덴티티가 스며든 스토리 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그 

중 앤드류의 마지막 4번째 ‘구찌 고스트 룸’은 반드

시 앞선 3개의 방 안에 숨겨진 단서들을 제시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 Z세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

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이 단서들은 

블로그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언급

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미

켈레가 추구하는 구찌의 미(美)를 역동적으로 시각

화하여 구성하였고, 구찌의 시즌 컬렉션을 비롯한 한

정판을 함께 전시하여 핵심 스토리의 실제 경험과 연

결 범위를 확장했다. 이는 다량의 정보를 동시에 수집

하고 활용하는 것에 익숙한 Z세대의 성향에 맞는 전

략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Iorgulescu, 2016).

둘째, 소비자가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깊게 탐

색하도록 자극할만한 동기를 부여하고, 탐색 과정에

서 수집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

였다. 특히 혁신적인 디지털 경험을 요구하는 Z세대

의 니즈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한 콘텐츠로 흥

미를 끌었으며, 디지털 플랫폼 및 커뮤니티에 대한 

높은 선호와 신뢰를 고려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 크루즈 패션쇼에서는 종

이로 된 초대장 대신 VR 헤드셋을 형상화한 입체 초

대장을 배포하고, 패션쇼 시작 2시간 전에 구찌 스냅

챗을 통하여 현장의 모습을 선 공개해 화제가 되었

다. 쇼를 기다리던 관람객들은 사전 공개된 콘텐츠

들을 연결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추측과 의견

을 공유하면서 상상력을 발휘하였다. 이는 참여에 

있어 온 ·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트랜스미디어의 특

성을 영리하게 활용한 사례로, 최근 샤넬과 버버리 

등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패션쇼 무대가 소셜미디

어로 확장될 수 있게 양방향적 내러티브 연출을 시도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Park, 2019). 그리고 2017 기

프트 기빙(gift giving) 컬렉션은 출시와 함께 인터랙

티브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2018 SS 광

고 캠페인은 360도 파노라마와 VR 기술을 접목시킨 

체험형 콘텐츠를 비롯해 오프라인 스토어에 부착한 

인터랙티브 스티커를 스캔 시 앱 내 증강현실 기반의 

3D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로 연결되도록 구현했다. 이

에 따라 소비자는 구찌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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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을 더욱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유통된 다중 콘텐츠들을 직접 찾아 나서는 자발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미디어를 오

가며 지식과 견해를 나누고 경험을 결합시켜 풍부한 

의미를 창출해낸다. 이러한 구찌의 트랜스미디어 스

토리텔링은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구찌의 세계

관 안에서 Z세대로부터 미디어를 향유하는 자주적

인 행동을 취하게 한다. 그 결과, 구찌의 세계에 깊은 

애착을 형성하여 유연하게 브랜드에 심취하는 결과

를 만들어 냄을 알 수 있다.

셋째, 참여에 따른 명확한 보상 체계로 욕구를 자극

하여 스토리 세계를 향한 깊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구찌는 특화된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중첩하고,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고도화된 

연결 접점으로 지속적인 참여와 보상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브랜드 고유의 취

향과 역사적 가치가 담긴 장소를 소개하는 ‘구찌 플

레이스’는 앱에서 해당 장소로 초대 알림이 가능하

고, 실제 방문하여 체크인할 시 특정 배지를 받아 수

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Fig. 11). 미켈레는 장소

에서 오는 철학적 배경을 대입하여 시대적 맥락을 창

의적으로 표현하는 스토리텔링을 지향하였는데, 구

찌 플레이스를 직접 접할수록 장소와 연결된 구찌의 

이색 스토리를 만나게 되는 경험을 선사했다. 그리고 

방문 후 모은 배지는 앱에서 관리하며 구찌에서 출시

한 한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하였다. 

이러한 보상은 일종의 조작적 장치로서, 직접적인 상

호 활동을 독려하며 관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찌는 

모바일 앱에서 ‘구찌 비(Gucci Bee)’와 ‘구찌 에이스

(Gucci Ace)’에 이어 ‘구찌 아케이드(Gucci Arcade)’를 

공개해 게임을 통한 엔터테인먼트적인 경험을 뒷받

침했다(Fig. 12). 최근 에르메스(Hermès), 펜디(Fendi), 

발렌티노(Valentino) 등 여러 럭셔리 패션 브랜드에서 

하우스 코드와 브랜딩을 접목한 자체 게임을 출시하

고 있는데, 재미와 흥미가 전제된 경험을 우선시하

는 Z세대를 소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라 할 수 있다

(Fromm & Read, 2018). 브랜딩의 관점에서 접근한 구

찌 아케이드는 앱 내의 지도를 통해 입장한 개별 게

임 안에서 주제별로 구성된 코드를 발견할수록 구찌 

하우스의 독자적인 스토리를 습득하게 된다. 각 게임

은 구찌의 역사에 기인한 핵심 스토리를 담아 탄생하

였는데 표면적으로는 재미를 위한 콘텐츠라 여길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심오한 브랜드의 의도를 이해한 

진정한 고객은 친밀도 높은 경험의 세계에 다다르게 

된다. 구찌 플레이스와 같이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배

지 수집이 가능한데, 게임의 결과에 따른 점수와 수

집한 배지 수를 전 세계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비교

하고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

게 구현하여 경쟁 심리와 몰입된 참여를 불러 일으

켰다. 또한 추가 점수를 얻기 위해 특별한 아이템을 

찾아야 하는 실마리를 숨겨 놓아 참여할수록 중독성

이 높아지고 스토리 세계에 더욱 깊게 포함되는 효과

가 나타났다.

Fig. 11. Gucci Place.

Adapted from Luxury Retail Magazine (2017). 

https://www.luxuryretail.es

Fig. 12. Gucci Arcade.

Adapted from Apple (n.d.).

https://apps.ap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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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구찌는 다매체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 조각들을 만

들어 Z세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

을 제공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였다. 소비자는 일련

의 경험을 토대로 집약된 스토리 세계에 더욱 근접하

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

한 집단 지성이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스토리

텔링 전략은 정보기술을 이용해 빠르게 경험과 지식

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Z세대의 욕구를 부추겨 새로

운 상호 작용으로 연결되었고, 디지털 입소문이 주도

한 소통에 의해 내러티브가 확산되었다.

5. 자발적 팬덤 문화

‘구찌하다’라는 신조어가 온라인상에 등장하듯이 

구찌에 몰입한 소비자들은 자신을 스스로 팬으로 규

정하고 팬덤 문화를 형성한다. 이들은 사적 만족감

을 위해 활동하며 구찌를 새롭게 정의해 자발적으로 

스토리 세계관의 안팎으로 개입하는 양상이 나타났

다. 팬덤 문화에 의해 창출된 콘텐츠는 구찌가 초기 

단계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구찌

의 스토리텔링을 깊이 있게 구축하는 데 브랜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팬덤 집단은 능동적으

로 문화 소비를 실천하면서 문화 주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의 소셜미디어

에 의해 생산적 문화 형성이 용이해지면서 미디어 산

물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Kim, 2014).

2018 FW 패션쇼에서 루카스 크라나흐의 ‘홀로페르

네스의 머리를 들고 있는 유디트(Judith with the Head 

of Holofernes)’를 오마주한 패션 모델의 등장은 타 매

체를 통해 수많은 패러디로 퍼져나갔다(Fig. 13). 인스

타그램에서 ‘#guccichallenge’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빠르게 번져 나간 이 패러디는 일상 속에서 각자의 

시각으로 재구성된 이미지 혹은 짧은 영상으로 공유

되었는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에서 출발해 소

셜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상 시 ·공간의 제약 없이 확

산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유행 현상으로 확대되었

다. Jenkins(2006)는 이러한 패러디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융합 및 팬덤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이

라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팬들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원작과 전혀 다른 미디어에서 출현하고, 사적 해석과 

감성이 더해져 새로운 스토리로서의 확장성이 부여

된다. 이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 주도적으로 재가공하여 자신을 구별 짓고 싶어 

하는 Z세대의 욕구가 반영되어 더욱 많은 참여가 일

어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팬덤 활동은 생산 및 공유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면서 더욱 몰입하게 되는

데, 이 행위가 지속해서 이어질 때 충성도 높은 독특

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Fig. 13. #Guccichallenge.

Adapted from Gucci (2018a). https://www.gucci.com; Giampaolosgura (2018). https://www.instagram.com;

Eva_pouraveli (2018). https://www.instagram.com; Inesvarzeaaguiar (2018). https://www.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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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는 팬덤에 의해 제작된 비공식적 미디어 콘텐

츠의 가능성과 영향력을 인식하여 이를 직접 공식화

하기도 하였다. 뉴욕의 그라피티 아티스트 앤드류는 

구찌의 로고 패턴을 활용한 할로윈 코스튬을 계기로 

하여, 이후 ‘구찌 고스트(Gucci Ghost)’라 불리며 구찌

의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작업을 지속해왔다. 그는 인

터뷰를 통해 미켈레를 만나기 전까지 구찌와의 관계

는 없었지만, 구찌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자신의 개

인 작품을 이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H. S. Park, 2016). 

이와 같이 자발적 팬을 자처한 앤드류가 만들어낸 구

찌의 세계는 협업을 통해 컬렉션을 비롯한 여러 미

디어에 걸쳐 공식 콘텐츠로 구현되었다(Fig. 14). 그의 

몰입된 세계는 구찌가 지닌 기존 브랜드 스토리의 

확장에 기여하면서 신선한 내러티브와 진정성이 담

긴 이야기로 연결되어 Z세대의 감성을 사로잡았다.

이렇듯 Z세대 소비자들은 구찌에서 제시한 콘텐

츠를 단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

기 생각과 견해를 대입하여 직접 창작의 과정 안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이는 과거에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이 특정 집단에 의해 선형적으로 전파되는 경향

을 보였던 것과 달리, 트랜스미디어의 도입을 시작으

로 콘텐츠의 제작자와 수용자를 이분화하여 규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Z세대는 주도적인 자세

로 구찌의 콘텐츠를 즐기면서 더욱 몰입된 팬심을 경

험하고, 더 나아가 팬덤 문화의 중심에서 부가적인 

스토리를 창출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찌의 팬덤 

문화는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성을 지지하고 통념에 

의존하지 않는 가치에 의거한다. 그리고 구찌는 이

와 같은 팬덤 문화를 이해하고 상업적 이익에 부합한

다는 판단 하에 전략적으로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여 

Z세대를 브랜드에 깊숙이 스며들게 하였다.

V. 결론및제언

새로운 미디어 세상의 도래는 현대인들이 소비하

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그에 따른 스토리텔링의 

전반적 구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구찌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와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다중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과 그에 따라 나타난 콘텐츠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찌

는 현실과 상상의 범주를 횡단하는 트랜스미디어 콘

텐츠를 하나의 스토리 세계관으로 연결해 일관되게 

이야기한다.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온 · 오

프라인에서 전개되는 개별 콘텐츠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공식 미디어를 선정해 주체적으로 운영하였다. 

둘째, 연속적인 다중 플롯에 의해 분절된 스토리는 

구찌의 세계관에 진입하기 위한 접점의 역할을 하는

데, 독립된 완성 구조의 내러티브를 가지며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한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확장된 

스토리텔링은 새로운 관람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기

존 관람객의 이탈 방지 및 지속적인 몰입을 위한 목

적성을 가진다. 셋째,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을 통해 풍성한 스토리의 근간을 만들고 패션, 문화, 

예술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창작 과정을 지향하였

다. 이는 원작과 다른 창의적인 변형과 새롭게 부여

된 가치관이 더해진 콘텐츠로 융합되면서 자연스럽

게 새로운 스토리를 경험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넷째, 소비자들은 각각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를 접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에 흡수되어 정

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이에 구찌는 몰입 경험을 

위한 이야기 조각을 분산시켜 콘텐츠 내에 단서들을 

숨겨 놓아 궁금증과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더불어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분명한 보상 체계를 통해 관

계성을 견고하게 구축했다. 다섯째, 구찌의 심화된 트

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브랜드에 심취한 소비자

들에게 자발적 팬덤 문화를 만들게 하여 직 · 간접적

Fig. 14. Alessandro Michele with Trouble Andrew.

Adapted from Gucci (2016). 

https://www.guc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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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험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구찌는 직접 개입의 

과정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끼고 충성도가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이해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

기를 이끈 주역으로 호평 받는 미켈레는 뉴미디어의 

영역을 강화하고, 유연한 사고와 넓은 포용력으로 패

션의 범주를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온 · 오프라인을 

유동적으로 연결해 공간 안에서 다중 플랫폼을 뛰어

넘는 미디어의 혼합을 실현하였는데, 이러한 트랜스

미디어는 단일 미디어에 비해 깊이 있는 경험이 가

능하기에 인지적 몰입으로 연결되었다.

구찌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을 통해 절대적 

규범에 대한 해방과 자유를 대변하고 자유로운 자기

표현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자세를 취했다. 표현 방

식에 있어서 신화적, 예술적 요소를 차용하여 이상

향을 제시하고 과감한 시도를 통해 신선함과 충격을 

안겨 수없이 회자되었다. 그리고 시대상과 이데올로

기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주제의식에 민감하게 반응

하되, 제약 없이 미디어를 넘나들며 일관되게 절충

주의를 추구하였다. 미켈레가 주입한 구찌의 철학은 

인종, 세대, 성별, 지역, 문화와 같이 패션과 연계된 

모든 영역에서 의도적으로 경계선을 모호하게 무너

뜨려 이분법화되는 논리를 철저히 부정하였다. 이러

한 구찌의 세계관은 트랜스미디어 플랫폼에서 일관

된 태도로 전달됨에 따라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주제

의식에 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Z세대를 중심

으로 한 새로운 핵심 소비층 개편이 뒤따랐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구찌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

텔링 전략 분석을 통해 집약적으로 나타난 Z세대를 

소구 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편견 없이 열린 사

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Z세대에게 경계를 허무는 

구찌의 세계관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특히 

진정성 있는 가치와 자신만의 소신에 의미를 두는 Z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자 미켈레는 구찌의 사

회, 문화, 예술적 신념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쳤다. Z세대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손쉽게 새로운 

분야에 접근하지만, 흥미가 사라지면 빠르게 돌아선

다. 이에 구찌는 개성 있는 콘텐츠를 간결한 이미지 

혹은 짧은 영상의 형식으로 표현해 단시간에 관심을 

사로잡고, 빠른 속도감을 주는 모바일 중심의 플랫

폼을 주력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한 것에 높은 신뢰를 보이는 Z세대를 위해 공간

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테

크놀로지의 사용을 즐기는 Z세대의 욕구를 충족시

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찌는 Z세대에게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

화를 만들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다. 이로 인해 특색 

있는 구찌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견해를 제시하는 Z세대에게 

차별화된 감성으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구찌의 사례를 중심으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

링의 전략에 관해 분석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나

타난 효용 가치에 대해 탐색하여 패션 산업에서 활

용할만한 근거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으나, 브랜드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미디어 콘텐츠

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패션 브랜드는 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를 포함한 패션 산업 전

반에 적용된 미디어 활용 전략에 관해 향후 다각화

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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