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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광고 서비스 

기업인 MezzoMedia(2020)에 따르면 광고 홍보 동영

상의 73%가 2분 이내 동영상 콘텐츠이고 디지털 주

류에 속하는 10대의 경우 56%는 동영상 시청시 10분 

미만의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

상의 소비가 ‘숏폼(short-form)’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

라(Paik, 2020), 기존의 소셜미디어 서비스들도 짧은 

영상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거나, 틱톡(TikTok), 

퀴비(Quibi), 탄지(Tangi), 릴(Reels)과 같은 숏폼 콘텐

츠 전용 플랫폼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에미상(Emmy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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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6년부터 숏폼 시리즈 부분을 신설하였다(Lee, 

2020). KB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숏

폼 플랫폼인 틱톡은 디지털 주류세대로 일컬어지는 

Z세대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숏폼 영상의 제작과 확

산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Park, 2020). 그뿐만 아

니라 유튜브(YouTube)의 전체 사용자의 약 40%가 모

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영상을 시청하는 점을 고

려하면 이동과 휴대성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Lee & Han, 2015), 롱폼(long-form)과 대비되는 숏폼 

영상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숏폼 영상은 비교적 짧은 길이의 영상물을 말한다. 

숏폼 패션영상은 패션필름이나 디지털 패션쇼 영상

과 다르게 내러티브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고 짧은 시

간 안에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므로 패션 정보의 집약

적 전달과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디지털 미디어

에 의한 패션사진이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동적 

이미지로 패션의 모습을 보다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

는데, 애니메이션의 개념은 숏폼 패션영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선행연구로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과 미

학적 특성을 정적 이미지 중심에서 다루거나(Bae & 

Park, 2005; Kim, 2019; Kim & Yoo, 2011; Oh & Kwak, 

2010; Seong & Joo, 2019),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개발 연구(Yang & Lee, 2018), 

패턴 중심의 동적 이미지의 패션디자인의 표현 연구

가 있었다(Choi, 2019). 영상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

서 패션 애니메이션을 정의한 연구도 있었다(Jang & 

Yang, 2010). 최근 넷플릭스(Netflix)와 같이 인터넷으

로 시청할 수 있는 TV 서비스를 말하는 오버더톱 서비

스(over-the-top, OTT)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

응하여 타 분야에서의 숏폼 플랫폼의 광고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비교 연구와 패션영상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패션분야에서는 이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디어는 메시지

에 영향을 미치며(McLuhan, 2003/2011), 패션 미디어

의 형식은 패션의 모습과 내용을 변화시킨다. 본 연구

는 최근 제작이 증대되고 있는 짧은 길이의 패션영

상의 표현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숏폼 패

션영상의 창작방법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관

련 선행연구가 부족한 시점에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는 숏폼 패션영상을 조명하고 

미디어의 시간적 제약이 미치는 패션의 표현적 변화

를 살피는 것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패션 커뮤

니케이션 연구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는 뉴미디어 시대에 동영상 기반의 패션을 

표현하는 새로운 창작방식에 대한 교육적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숏폼 패션영상과 그 표현기법으

로서 모션 그래픽을 정의하고 숏폼 패션영상의 표현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한다. 둘째, 숏폼 패션영상의 

사례분석을 통해 표현적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이

를 토대로 숏폼 패션영상의 제작방법을 밝힌다.

II. 이론적배경

1. 숏폼 패션영상의 개념 정의

1) 숏폼 패션영상의 용어 정의

숏폼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재생되는 짧은 영상을 

말한다(Kim, 2019). 숏폼 영상의 영상 길이에 대해서, 

Bercovici(2017)와 Kim(2020)은 각각 30초 이내의 영

상 혹은 10분 이내로 짧게 구성한 콘텐츠로 정의하였다. 

비디오 콘텐츠 제작회사인 AQ Content(2018)는 15초

에서 1분 사이의 영상 길이로 한정하면서 6초 이내 영

상을 마이크로 영상(micro video)으로 세분화하였고, 

이와 유사하게 Hughes(2018)는 1분 이내 길이를 숏폼 

영상, 5초에서 10초 길이의 영상을 마이크로 영상으

로 정의하였다. 숏폼 영상을 더욱 세분화한 유사한 용

어로는 6초 이내 영상을 뜻하는 범퍼 애드(bumper AD)

와 스낵 영상(snack contents)도 있다. 종합해보면, 숏

폼 영상은 장편영화와 같이 상영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즉 롱폼 영상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을 의미하는

데, 특정 시간으로 한정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60초 전후 혹은 10분 이내 길이의 영상을 지칭하는 용

어로 언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패션영상은 패션필름을 중심으로 논

의되었고 영상 길이는 10분 내외로 정의되었다(Kim 

& Ha, 2017). 패션필름에서 내러티브와 스토리는 유

형와 내용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숏폼 패션

영상은 짧은 길이로 인해 서사적 내용구성이 어렵고 

제한적 사건의 구조를 갖거나 한정된 시간 동안 대중

의 이목을 끌어야 하므로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즉, 영상 길이의 형식은 패션 이미지의 표현에도 영향

을 미치기에 짧은 길이의 패션영상은 패션필름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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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내 패션 커뮤니케이션

을 위해 제작되는 숏폼 패션영상을 주목하고 선행연

구에서 영화적 형식으로 정의된 패션필름과 구분하

여, 숏폼 패션영상을 패션 브랜드의 정체성, 시즌 및 

디자인 콘셉트, 홍보 및 이벤트 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

에서 제작된 패션영상 중 60초 이내의 길이로 제작된 

디지털 패션영상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2) 디지털 패션 애니메이션으로서 숏폼 패션영상

애니메이션의 개념은 숏폼 패션영상의 속성을 파

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와 

숏폼 영상의 짧은 길이의 형식은 패션 애니메이션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숏폼 

패션영상을 새로운 영역으로 위치시킨다. 애니메이

션이란 사전적으로 만화나 인형으로 살아있는 것처

럼 생동감 있게 촬영한 영화 혹은 기술을 의미한다

(“Animation”, n.d.). 애니메이션은 살리다 혹은 활기

를 띠게 하다의 의미를 지닌 라틴어 아니마투스(ani-

matus)를 어원으로 하며 사물을 살아 움직이는 것처

럼 나타내기 위해 낱장으로 그려진 그림이나 사물 등

을 애니메이션용 카메라로 찍어 움직이는 화상을 만

들어 내는 것으로 만화에서 추상미술까지 다양한 범

주에서 활용된다(Lee, 2003). 애니메이션이 일반적인 

영화와 다른 점은 현실이 아닌 인공의 세계를 담아

낸다는 데 있다(Kim et al., 2016).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2D 혹은 3D 정지 그래픽들을 

연속하여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영상예술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Lee, 2013). 디지털 애니메이션은 

아날로그의 애니메이션 기법과 달리 정지된 사진에

도 디지털 효과를 더해 가상의 공간에서 살아 움직이

게 하거나 벡터 그래픽으로 가공의 대상을 사실적으

로 표현하여 실존하는 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러한 가상성과 실사와 같은 표현이 일반 영화나 아날

로그 방식의 애니메이션과 다른 점이다(Lee, 2013).

패션 애니메이션은 패션과 애니메이션이 합쳐진 

용어이다. 패션 애니메이션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

되지 않았으나, 선행연구에서는 패션 애니메이션은 

피사체를 촬영하여 이미지화한 방식이 아닌 상상의 

대상을 시각화하고 의상을 강조하여 제작한 것(Jang 

& Yang, 2010), 패션필름의 한 장르로 키덜트 취향 소

비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유형(Kwon & Yim, 2016), 

캐릭터를 만들어 실사와 혼합하거나 만화적 요소가 

첨가된 패션필름의 일부로서 정의되었다(Chang & 

Suh, 2017). 선행연구에서 패션 애니메이션은 롱폼 형

식의 패션영상물로서 가상의 스토리와 가공의 대상

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애니메이션으

로 만화 영화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패션 정보

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고 작가성과 예술

성이 반영되는 시각 중심적 패션 커뮤니케이션 매체

로 정보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사진과는 다른 가상

성을 갖는다(Bae & Park, 2005). 디지털 미디어에 의한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은 3D 모델링이나 서로 다른 이

미지들의 합성으로 제작되고 모션 컨트롤에 의해 스

스로 움직일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와 음향이 더해

져 공감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실사 

영상 기반의 내러티브로 표현되는 패션필름과 다르

고 가공된 세계에서 창조된 디지털 애니메이션의 속

성을 지닌다. 전통적 방법으로는 어려웠던 이미지의 

변형, 다양한 소스의 중첩, 움직임의 미적 표현은 디

지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창조성에 기인한다. 따

라서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패션 애니메이션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영화가 지닌 

서사성이 약화되면서, 짧은 영상길이에 의해 시청각

적 역동성이 강조된 숏폼 패션영상은 디지털 애니메

이션의 속성을 지닌다.

2. 디지털 이미지의 구분에 의한 숏폼 패션영상

숏폼 패션영상은 디지털 이미지에 의해 제작과 공

유된다. 전통적으로 디지털 이미지는 사진 이미지 계

열의 비트맵(bitmap)과 드로잉 이미지 계열의 벡터

(vector) 이미지로 구분된다(Kang, 2017). 비트맵 이미

지는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픽셀 데

이터의 배열로 이미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자연스

러운 색상을 표현할 수 있지만 벡터 이미지는 수학

적 벡터 좌표법으로 점, 선, 사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정보와 위치 정보로 이미지를 표현하며 정교한 형태

를 나타낸다(Kim et al., 2017). 비트맵 이미지는 디지

털 영상에서 실사와 같은 영상 표현을 위해, 벡터 이

미지는 드로잉,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가공

의 대상 표현을 위해 사용된다. 이를 숏폼 패션영상

에 적용해보면 실사 영상, 벡터 그래픽, 실사와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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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의 혼합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실사 영상의 숏폼 패션영상은 패션광고나 패

션필름과 같이 실사 영상을 토대로 제작된 형태를 말

한다. 비트맵 이미지의 숏폼 패션영상은 실물 촬영 

후, 혹은 이미 제작된 영상의 시간 편집, 오버랩, 필터, 

색, 장면 전환 등의 디지털 후 효과가 더해져 표현된

다. 이는 실존하는 대상에 근거한 이미지들로 자연스

러운 색감과 사실적 형상으로 패션 이미지를 나타내

거나 각기 다른 영상들을 편집해서 한 화면에 배치한 

레이어의 중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실사 영상의 숏

폼 패션영상은 기존에 제작된 콘텐츠를 간략하게 줄

여 구성될 수 있는데 단편적 축약보다 원본 영상을 새

로운 시각과 기획으로 독특한 화면구성과 분위기로 

나타낼 수 있다. 둘째는 영상 전체가 2D나 3D 그래픽

으로 제작된 벡터 그래픽 기반의 숏폼 패션영상이다. 

벡터 그래픽에 의한 숏폼 패션영상은 영상 내 모든 요

소가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작가성이 두드러

지고 예술성이 강조된다. 벡터 그래픽의 숏폼 패션영

상은 실사 영상과 같은 자연스러운 색 표현이 어렵지

만 정밀한 오브젝트의 창작이 가능하다. 디지털 영상 

기술의 발달로 3D 그래픽 애니메이션의 경우 실사와 

가까운 색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숏폼 패션영상에서 

벡터 그래픽은 브랜드의 로고, 패션제품, 패션디자인

의 조형적 요소, 슬로건뿐만 아니라 모델의 모습도 

구현할 수 있다. 셋째는 실사 이미지와 벡터 그래픽이 

혼합된 숏폼 패션영상이다. 디지털 미디어는 정보의 

조작과 합성으로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시공간을 

만든다. 실사 영상과 벡터 그래픽의 혼합은 가상의 공

간에서 다차원적인 패션 이미지를 나타내며, 직접 경

험할 수 없지만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한다. 실사 영상과 창조적 벡터 그래픽의 상호작용

은 패션 이미지의 표현적 영역을 확대시킨다. 혼합의 

패션영상은 가공된 공간이지만 경험한 것들과의 공

존으로 친근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가상적 패션 이미

지를 나타낸다.

3. 숏폼 패션영상의 표현: 모션 그래픽

1) 모션 그래픽의 개념과 구성요소

모션 그래픽(motion graphics)은 움직임과 시각적 

형상을 뜻하는 단어가 조합된 외래 합성어로 그림, 사

진, 도형에 움직임을 넣은 영상을 말한다. 1950년대 

애니메이터 존 휘트니(John Whitney)에 의해 만들어

진 모션 그래픽의 용어는 시각적 그래픽과 운동 형태의 

변형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을 말한다(Shin, 2013). 

모션 그래픽은 동적 이미지에 의해 내용이 전달되므

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형식과 유사하지만 표현 방

식에 있어 서사적 내러티브의 방식이 아닌 독립적으

로 의미하는 상징적 이미지를 이용하는 데 차이가 있다

(Lee, 2006). 모션 그래픽은 2D와 3D의 그래픽을 시간

과 공간적 위치를 변화시키고 오브젝트, 텍스트, 음향, 

편집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대부분의 영화, 광고, 

기타 동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

고 있으며(Joo, 2012; Lee, 2012),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

로 모션 그래픽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었다(Kim, 2007). 모션 그래픽은 정보의 

전달, 다양한 편집 및 효과를 이용한 공간의 다변화, 

감각에 근거한 메시지의 복합성 등의 속성을 갖는다

(Joo, 2016). 숏폼 패션영상은 초 단위의 짧은 시간 동

안 실사와 그래픽 이미지의 합성, 집약된 내용의 표현, 

감각적 전달 등으로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커뮤니케

이션의 매체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숏폼 패션영상의 분석과 제작에 모션 그래픽의 구성

요소와 표현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모션 그래픽의 구성요소는 

시각과 청각적 요소에 의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시각적 요소로는 그래픽, 움직임, 시간 그리고 청각적 

요소로서 사운드 등으로 정리된다(Table 1). 그래픽 요

소는 기하학적 도형에 의한 형상, 문자, 드로잉, 사람 

및 사물 등 화상을 형성하는 오브젝트를 말한다. 그

래픽 요소는 색채를 포함하고 시각적 표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사진 기반의 비트맵과 드로잉 기반

의 벡터 이미지 모두를 이용하여 표현된다. 움직임 요

소는 오브젝트의 운동의 형태, 즉 그래픽 요소의 상태

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픽 요소들은 순차적

으로 등장하거나 프레임 자체의 카메라 워크에 의해, 

예를 들어 줌인 앤 아웃(zoom in and out)과 같이 시선

과 공간을 이동시켜가며 역동적으로 나타낸다. 시간 

요소는 동적 이미지에 수반하는 움직임을 위한 필수

적 요소이다. 모션 그래픽은 오브젝트에 적용되는 시

간 흐름의 속도에 따라 리듬감, 패턴, 시각적 초점을 형

성하고 방향을 지시한다(Lee, 2006). 사운드 요소는 

그래픽 요소와의 결합하여 감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킨

다. 사운드 요소에는 대사, 음악, 음향효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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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2). 오브젝트와 조화를 이룬 사운드 요소는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거나 시청각의 공감각적 표현으

로 심상을 자극하고 다른 감각적 효과를 생성한다.

2) 숏폼 패션영상의 시각적 표현기법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적 속성으로 숏폼 패션영상

의 시각적 표현기법은 이와 관련한 애니메이션, 디지

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모션 그래픽 등의 표현방법

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리되었다. 먼저, 전통적 

애니메이션의 표현에 대해 Jeong(1996)은 필름의 사

용 유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으나 카메라를 

이용한 표현기법으로는 타우마트롭(thaumatrope), 피

나키스티스코프(phenakistiscope), 조에트로프(zoet-

rope), 플립 북(flip book), 종이, 셀(cell), 로토스코핑(ro-

toscoping), 컷팅(cutting), 파우더 혹은 샌딩(sanding), 

클레이(clay), 퍼펫(puppet) 애니메이션 기법 등을 제시

하였다. Choi(2015)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전통적 방

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구분하고 각각 종이, 셀, 유리, 

커팅, 스톱 모션(stop motion) 등과 디지털 드로잉 온 페

이퍼, 디지털 페인티드 온 글라스, 디지털 셀, 디지털 컷 

아웃, 더미(dummy) 애니메이션 등으로 설명하였다. 

디지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기법에 대해 Se-

ong and Joo(2019)는 드로잉, 콜라주, 드로잉과 콜라주, 

GIF, 모션 그래픽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모션 그래픽

의 표현에 대해 Cho(2019)는 콜라주, 몽타주, 오버랩, 

무빙타이포그래피, 슬로우 모션, 로토스코핑 등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모션 그래픽의 그래픽, 움직임, 시

간, 음향의 요소를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Fig. 1>과 

같이 디지털 드로잉(digital drawing), 디지털 콜라주

(digital collage), 디지털 트랜지션(digital transition), 시

간 조작(time manipulation)으로 정리되었다.

디지털 드로잉은 벡터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물이

나 사물, 의상 등과 같은 형상이나 문자를 만드는 것

을 말한다. 드로잉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감정과 정

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패션  러스트레이

션의 독창적 표현방법으로써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Noh, 2018). 디지털 드로잉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

여 기하학적인 도형뿐만 아니라 회화적 형상을 표현

한다. 디지털 드로잉은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상을 변화시키거나 완전히 다른 형체

로 바뀌는 모핑(morphing)의 방법으로 완성된 결과물

이 아닌 변형의 과정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디지털 

드로잉으로 생성되는 대상은 3차원 공간에 입체적

으로 표현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

성을 가지며 물성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

날로그 드로잉과는 다르다. 둘째, 디지털 콜라주는 

두 개 이상의 실사나 벡터 그래픽 이미지들의 혼합을 

말한다. 디지털 콜라주는 합성의 원리가 되는데 한 

장면에서 원본의 의도에서 벗어나거나 이질적 속성

의 이미지들의 결합으로 표현된다. 콜라주는 드로잉, 

사진, 신문, 혹은 패브릭 등 서로 다른 성질의 재료들

을 이용한 표현기법이다. 애니메이션에서 사실감 넘

치는 표현을 위해 벡터 이미지와 실사 이미지를 결합

하는 로토스코핑 역시 콜라주에 의한 표현방법이다. 

숏폼 패션영상은 물질적으로 동일한 디지털 이미지

로 출력되지만 이미지들이 나타내는 대상, 재질감, 

다른 시공간을 갖는 레이어들의 중첩과 사실적 합성

으로 다차원의 독특한 패션 이미지를 나타낸다. 셋째, 

디지털 트랜지션은 오브젝트의 단순한 움직임에서

부터 운동 상태의 변형과 장면 사이의 연결까지 움

Lee (2006) Cho (2009) Lee (2012) Factors of motion graphics

Typography Typography

Graphic GraphicImage
Shape,  Background

Color

Space Space

Camera work
Movement Movement Movement

Movement

Time Time Time

Sound Sound Sound Sound

Table 1. Factors of motion grap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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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의 표현방법을 말한다. 전통적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의 위치를 조금씩 바꾸어 연속시키는 원리로 

셀 애니메이션, 플립 북, 조에트로프는 모두 사물에 

움직임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디지털 트렌지션은 애

니메이션의 기법과 같이 한 장면의 오브젝트를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위치를 바꾸어 움직임을 만들거나 

모션 블러(motion blur), 즉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

의 잔상으로 속도를 시각화할 수 있다. 넷째, 시간 조

작은 물리적 시간의 흐름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애니메이션에서 스톱 모션은 움직이는 영상을 의도

적으로 고정해 다음 동작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것처

럼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Ryu, 2015), 영상의 순간적 

형태 변형을 나타내지만 시간의 비연속성도 강조된

다. 움직임과 시간을 구별해서 논의하기 어렵지만 숏

폼 패션영상에서 패션의 모습은 사진이나 그래픽, 

그 형태 변형 혹은 인위적으로 시간 흐름에 변화를 

주어 표현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숏폼 패션영상의 표현분석과 제작으로 

구분되며 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현분석의 방

법으로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숏폼 패션영상과 모

션 그래픽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

해 숏폼 패션영상의 사례분석과 제작을 위해 모션 

그래픽의 구성요소와 표현기법을 정리하였다. 셋째, 

숏폼 패션영상의 표현적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 사

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는 수집한 숏폼 패션

영상을 디지털 이미지의 전통적 유형인 비트맵, 벡

터, 혼합 등의 세 가지 유형과 모션 그래픽의 구성요

소를 토대로 분석하고, 각각의 브랜드별로 양상을 살

펴 브랜드의 정체성 및 특성에 따라 표현방식의 차

이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이미지의 세 유

형에 따라 숏폼 패션영상의 표현특성을 규명하고 이

를 토대로 모션 그래픽을 이용한 숏폼 패션영상의 

제작 및 창작방법을 밝힌다.

사례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먼저, 숏

폼 패션영상의 개념과 속성이 관계된 분야인 패션영

상, 디지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패션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

(Burberry), 샤넬(Chanel), 디올(Dior), 펜디(Fendi), 구

찌(Gucci), 에르메스(Hermes), 겐조(Kenzo), 루이비통

(Louis Vuitton), 프라다(Prada) 등 9개의 브랜드를 선

정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패션 정보 검색 엔진 Lyst

(www.lyst.com)에서 분기별 발표하는 인기 있는 패션 

브랜드 순위에서 최근 3년간 많은 검색 수를 보인 상

위 9개 브랜드로 오프 화이트(Off-White), 발렌시아가

(Balenciaga), 구찌, 프라다, 몽클레어(Moncler), 펜디, 

발렌티노(Valentino), 생로랑(Saint Laurant), 베르사체

(Versace) 중 중복된 패션 브랜드와 소셜미디어를 통

Fig. 1. Visual expression techniques of short-form fashion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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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 않은 3개의 브랜드

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버버리, 샤넬, 디올, 펜디, 구

찌, 에르메스, 루이비통, 몽클레어, 프라다, 발렌티노, 

베르사체 등 총 11개의 패션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은 브랜드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 공개된 60초 이내 길이의 총 6,742개의 숏

폼 패션영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모두 반복적

으로 시청하고 썸네일 이미지를 캡쳐 저장하여 분석

에 활용하였다. 틱톡을 비롯한 숏폼 영상 플랫폼에서 

패션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은 초기 단계이므로 짧

은 패션영상의 제작과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

는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IV. 숏폼 패션영상의

유형과 표현특성

1. 숏폼 패션영상의 패션 브랜드별 표현분석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 이미지의 속성은 숏폼 패

션영상의 표현에 영향을 미치므로 브랜드에 따라 숏

폼 패션영상의 표현양상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숏폼 패션영상의 세 유형에 따라 빈도수와 비율을 

비교하여 살폈다. 그 결과 실사 기반의 숏폼 패션영상

(4,723개, 70%), 벡터 그래픽의 숏폼 패션영상(394개, 

6%), 혼합 이미지의 숏폼 패션영상(1625개, 24%)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다(Table 2). 유형별로는 실사 기

반의 숏폼 패션영상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대부분 브랜드에서 패션필름이나 패션쇼 영상을 간

략하게 편집하거나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 인물, 이벤트 등이 담긴 실사 기반의 숏폼 패션

영상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브랜드별로 유

형별 비율을 비교 고찰한 결과, 실사 기반의 숏폼 패

션영상에서는 버버리(143개, 75%), 벡터 그래픽의 숏

폼 패션영상은 구찌(61개, 19%), 혼합 이미지의 숏폼 

패션영상에서는 프라다(350개, 34%)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버버리는 신제품에 대한 영상이나 

제품을 착용한 모델의 연출 영상 스타일이 많았다. 구

찌와 몽클레어의 경우 벡터 그래픽의 숏폼 패션영상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영상 아티스트

와 협업한 디지털 패션 애니메이션의 작품 스타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프라다는 시즌 컬렉션

의 디자인 요소를 벡터 그래픽으로 제작하고 의상을 

착장한 모델과 혼합하여 연출한 영상 스타일이 두드

러진 혼합 이미지의 숏폼 패션영상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

2. 숏폼 패션영상의 시각적 표현특성

숏폼 패션영상의 실사, 벡터, 혼합 등의 세 유형을 

Types

Brand

Short-form fashion video

Based on actual image Based on vector graphic Based on mixed image format

Burberry ,143 5 42

Chanel ,446 11 173

Dior 1,094 26 301

Fendi ,289 18 115

Gucci ,206 61 58

Hermes ,442 71 71

Louis Vuitton ,522 22 188

Moncler ,197 56 71

Prada ,617 70 350

Valentino ,449 36 177

Versace ,318 18 79

Total 4,723 394 1,625

% 70 6 24

Table 2. Analysis of types of short-form fashion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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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션 그래픽의 구성요소에 의해 시각적 표현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사 이미지에 의한 패션 정보의 단순성과 재구성

단순성은 대상이 지닌 복잡한 부분을 단일적 형상

으로 정리하고 노이즈가 제거된 유용한 정보의 상태

를 말한다(Choi, 2015). 실사 기반의 숏폼 패션영상은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지만 짧은 시간 내 집

약적인 정보 전달과 표현의 극대화를 위해 단순화된 

이미지들을 나타냈다. 축약된 서사와 이미지의 지시

성은 짧은 시간 동안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

였다. <Fig. 2>는 프라다의 2021년 S/S시즌 디지털 패

션쇼를 재구성한 숏폼 패션영상이다. 전체 35분 23초 

분량의 콘텐츠를 요약하고 장면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편집하고 시간의 흐름을 조작하여 하나의 독립

된 영상으로 재구성하였다. <Fig. 3>은 에르메스의 숏

폼 패션영상으로 클레이 애니메이션(clay animation)

을 이용하여 신발을 생명력을 지닌 대상으로 나타냈

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점성이 있는 재질로 인형을 

만들어 조금씩 형태를 변형시켜가며 촬영하여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나타내는 기법을 말한다(“Clay ani-

mation”, n.d.). 영상은 에르메스의 시그니쳐 슈즈를 

점토로 만들고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스톱 모션 

기법으로 시간적 연속성을 간소화하여 나타냈는데, 

이는 정보의 단순성이다. <Fig. 4>‒<Fig. 5>는 비트맵 

이미지의 디지털 콜라주가 나타난 버버리와 샤넬의 

숏폼 패션영상이다. 버버리의 영상은 정지된 모델 

사진과 모핑하는 비트맵 영상을 배경에 배치하였는

데,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을 같은 화면에 배치한 시

간의 재구성으로 다차원적 패션 이미지를 나타냈다. 

샤넬의 숏폼 패션영상은 로고, 패브릭, 설립자인 코

코샤넬의 비트맵 이미지를 차례대로 쌓았다. 그래픽 

요소들은 패션 브랜드를 상징하는 여러 이미지들을 

디지털 콜라주하였고 브랜드 정체성의 정보를 단순

화하고 재구성하여 표현하였다.

2) 벡터 그래픽에 의한 패션의 캐릭터화와 재매개성

캐릭터란 대상의 성격과 인격 또는 특성이나 극중 

등장하는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어 생명력을 갖는 형

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Lim, 2020). 디자인 분야

에서 캐릭터는 특정한 시각적 표현이며 그 자체가 독

특한 성격을 가진 대상물로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

디어와 행사 등을 위해 대상을 상징화하여 창조된다

(Kang, 2015). 숏폼 패션영상은 패션 브랜드의 정체

성이나 패션디자인의 요소들을 벡터 그래픽을 이용

하여 생동감 있는 캐릭터로 나타냈고, 그래픽의 반

복적 움직임과 형태 변형은 시청각적 리듬을 생성하

고 패션 정보를 유희적으로 표현하였다. <Fig. 6>은 

루이비통의 로고와 조나스 우드(Jonas Wood)와의 협

업으로 제작된 텍스타일을 위트있는 움직임으로 캐

릭터화한 벡터 그래픽의 숏폼 패션영상이다. 농구공

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각각의 모티브들이 회전되고 

프레임이 이동되는 디지털 트렌지션이 나타났다. 로

고와 그래픽 요소들의 움직임은 음향의 박자에 따라 

변화하며 유머러스하게 표현된 패션 정보의 캐릭터

화이다. <Fig. 7>은 에르메스의 숏폼 패션영상으로 

스카프 텍스타일 패턴을 구성하는 그래픽 요소들의 

색, 크기, 배열을 바꾸고 화면과 오브젝트의 깊이감

을 조절하여 카메라를 줌인 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나

타났다. 또한, 패션제품을 구성하는 사물인 디자인 

요소에 기계적 역동성을 부여하여 스스로 살아 움직

이는 것 같이 표현되었다. 구찌는 일러스트레이터, 

영상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제작한 다양한 숏폼 패션

영상을 공개하였다. <Fig. 8>은 애니메이션 아티스

트 트레보어 앤드류(Trevor Andrew)와의 협업으로 

제작한 벡터 그래픽의 숏폼 패션영상으로 ‘No Work 

City’의 가상공간 안의 라이프스타일을 구찌의 패션

제품과 로고를 이용하여 디지털 패션 애니메이션으

로 표현하였다. <Fig. 9>는 펜디에서 제작한 뮤지션 

니키 미나즈(Nicki Minaj)와의 협업 컬렉션의 출시를 

기념하며 제작된 숏폼 패션영상인데, 펜디 로고를 

배경으로 한 니키 미나즈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과 

사운드 요소는 섬광효과의 움직임으로 새로운 컬렉

션에 대한 정보를 공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Fig. 

8>‒<Fig. 9>는 패션 브랜드의 로고, 제품의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컬렉션의 콘셉트 등을 상징화한 가상

공간의 캐릭터로 표현하였다. 벡터 그래픽의 숏폼 

패션영상은 디지털 미디어에 의해 시청각적 요소들

을 변화시켰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전통적 패션 

미디어의 형식을 지니지만 시청각적 공감각과 역동

성이 더해졌다. 즉, 벡터 그래픽의 숏폼 패션영상은 

패션디자인이나 패션 브랜드의 메시지를 영상예술

로써 다른 예술 매체의 형식을 빌린 패션 미디어의 

재매개이다.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1, 2021

– 208 –

3) 혼합 이미지에 의한 패션의 탈경계와 확장성

실사와 벡터 그래픽 혼합의 숏폼 패션영상은 탈경

계에 의한 표현적 확장을 나타냈다. 탈경계성은 현실

과 가상의 대상들이 형태, 공간과 시간의 흐름, 움직

임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두 차원의 경계를 넘

어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Fig. 10>은 샤넬에서 제작

한 숏폼 패션영상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전통적 건축

물의 실사 이미지와 샤넬을 대표하는 코코샤넬의 패

션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첩하고 서울에서 열린 전시

인 ‘마드모아젤 프리베(Mademoiselle Prive)’를 가상

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Fig. 11>은 프라다의 시즌 

콘셉트와 제품의 모습을 실사 이미지의 모델과 디지

털 드로잉의 의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표현되

었다. 모델의 빈 공간이었던 의상이 페인트로 번지

며 실사 이미지가 드러나는 색과 형태의 전환이 나

타났는데, 이는 현실과 상상의 차원을 넘어 패션 이

미지가 표현된 탈경계이다. 몽클레어의 숏폼 패션영

상인 <Fig. 12>는 패딩 점퍼의 실사 이미지와 3D의 

벡터 그래픽이 혼합된 디지털 패션 애니메이션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캐릭터들은 구름 위를 뛰어다니고 

점퍼가 구름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표현되었다. 패

션 브랜드에서 출시된 신상품의 물성을 가상의 세계

에서 상징적이고도 사실적으로 나타낸 표현적 확장

이다. <Fig. 13>은 아티스트가 미리 프로그래밍해 놓

은 이미지를 실행시켜 현실의 모습과 가상의 캐릭

터를 혼합하여 나타냈다. 숏폼 패션영상의 탈경계

성은 관찰자가 마치 실제 존재하는 것과 같이 느끼

게 하는 시지각적 확장성을 이끌고 이러한 표현적 

확장은 브랜드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한다.

Fig. 2. Prada's short-form 

fashion video. 

Adapted from

Prada (2020b). 

https://www.instagram.com

Fig. 3. Hermes' short-form 

fashion video

by bitmap format. 

Adapted from Hermes (2020b). 

https://www.instagram.com

Fig. 4. Burberry's short-form 

fashion video. 

Adapted from

Burberry (2020). 

https://www.instagram.com

Fig. 5. Chanel's short-form 

fashion video. 

Adapted from

Chanelofficial (2020).

https://www.instagram.com

Fig. 6. Louis Vuitton's 

short-form fashion video.

Adapted from

Louisvuitton (2019).

https://www.instagram.com

Fig. 7. Hermes' short-form 

fashion video by vector 

format. 

Adapted from Hermes (2020a). 

https://www.instagram.com

Fig. 8. Gucci's short-form 

fashion video

by vector format.

Adapted from Gucci (2020). 

https://www.instagram.com

Fig. 9. Fendi's short-form 

fashion video.

Adapted from

Fendi (2019). 

https://www.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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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숏폼 패션영상의 청각적 표현특성: 청각적 촉

각성과 공감각적 트리거(trigger)

숏폼 패션영상은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운

드 요소의 결합으로 다감각적 패션 이미지를 나타냈

다. 음향효과는 화상이 담지 못한 정보를 프레임 밖

에서 전달하며 청각의 시각화와 시각적 촉각화의 이

미지를 나타냈다. 최근 영상 콘텐츠에서 ASMR(auto-

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의 감각 쾌락 반응

을 이용한 영상물이 관심을 받고 있다. 특정 반응을 

유발하는 소리가 강조된 영상 형태는 감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기폭제인 트리거 역할을 한다(Barratt et al., 

2017). 숏폼 패션영상에 나타난 내레이션은 시각적 

영상의 설명적 기능이 있는 한편, 이야기보다 친밀함

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달자 역할을 한다. <Fig. 14>는 

샤넬 가방을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그렸는데, 가

방 드로잉은 완성된 모습이 아닌 그려지는 과정으로 

표현되었고 영상 마지막 장면에서는 실사 가방의 이

미지와 중첩되었다. 특히, 연필과 종이의 마찰로 생

성되는 음향효과가 그래픽 요소의 변화에 따라 나타

났고 이러한 음향효과는 대상과 같은 공간 내에서 들

릴 수 있다. 즉, 영상의 공간과 관찰자의 공간 사이의 

거리를 좁힌 공감각적 이미지이다. <Fig. 15>‒<Fig. 

16>은 각각 스니커즈가 슬라임(slime) 물체를 밟으면

서 발생하는 소리와 가방의 지퍼와 표면을 잠그거나 

두드리면서 나는 소리를 시각적 클로즈업과 함께 나

타냈다. 이러한 음향효과는 그래픽 요소와 결합한 청

각의 시각화이며 시각의 촉각성을 극대화하므로 패

Fig. 10. Chanel's short-form 

fashion video

by mixed image format. 

Adapted from

Chanelofficial (2017). 

https://www.instagram.com

Fig. 11. Prada's short-form 

fashion video

by mixed image format. 

Adapted from

Prada (2020a).

https://www.instagram.com

Fig. 12. Moncler's short-form 

fashion video

by mixed image format.

Adapted from

Moncler (2019).

https://www.instagram.com 

Fig. 13. Valentino's 

short-form fashion video

by mixed image format.

Adapted from

Maisonvalentino (2018).

https://www.instagram.com

Fig. 14. Chanel's short-form 

fashion video

with synaesthesia.

Adapted from

Chanelofficial (2018).

https://www.instagram.com

Fig. 15. Gucci's short-form 

fashion video

with synaesthesia.

Adapted from

Gucci (2019).

https://www.instagram.com

Fig. 16. Hermes' short-form 

fashion video

with synaesthesia.

Adapted from

Hermes (2019b).

https://www.instagram.com

Fig. 17. Hermes' short-form 

fashion video

with narration.

Adapted from

Hermes (2019a).

https://www.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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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제품을 직접 만져 느낄 수는 없더라도 청각과 시

각에 의한 촉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ig. 17>

의 내레이션은 정지된 그래픽 요소를 보충 설명하였

다. 내레이션의 속삭이는 이야기 소리 역시 가까운 거

리에서 지각이 가능하다. 친밀한 사람이 가까운 거리

에서 전해주는 이야기와 직접적인 접촉에서 발생하

는 마찰소리는 패션 브랜드와 관찰자의 거리를 밀접

하게 하며 친밀함과 실제성을 높여 몰입을 이끄는 

공감각적 트리거이다.

V. 숏폼패션영상제작

1. 작품 주제와 제작방법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가든(digital garden)을 주제

로 숏폼 패션영상을 제작하였다. 디지털 가든의 주제

는 동식물들이 환경과 지역의 제한 없이 가상의 정

원에서 인간과 다양하게 공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자 의도되었다. 이는 전술한 숏폼 패션영상의 표현

특성과 같이 실제와 인공의 모습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갖고 모션 그래픽을 이용하여 캐릭터화

할 수 있는 모티브로도 표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 

그래픽 요소는 자연적 소재인 꽃, 곤충 및 동물 등 각

각의 형태, 색, 움직임, 재질감을 II장에서 정리한 네 

가지의 모션 그래픽의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나타냈

다. 디지털 색감을 나타내기 위해 네온컬러와 비비

트 톤의 원색 위주의 컬러를 사용하였다. 패션영상

에서 주제와 모티브는 재킷, 가방, 슈즈, 스카프 등의 

패션 아이템에 적용하여 표현하였다. II장에서 제시

한 숏폼 패션영상의 세 유형과 숏폼 패션영상의 표

현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사, 벡터 그래픽, 실사와 벡

터 그래픽 혼합 형식의 각각 1, 2, 2점 총 5점의 영상

을 제작하였다(Table 3).

모션 그래픽의 표현을 위해 영상 제작은 어도비 프

리미어 프로(Adobe Premiere Pro)와 애프터 이펙트

(Adobe After Effect)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Fig. 18)

‒(Fig. 19). 두 프로그램은 동영상 편집 및 모션 그래픽 

제작에 사용되는데 프리미어 프로는 촬영한 영상의 

편집, 애프터 이펙트는 촬영한 영상 후작업의 디지털 

효과를 추가하거나 그래픽 제작, 애니메이션, 3D 및 

카메라 무빙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의 소프트웨

어이다.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영상 

이미지에 키프레임(keyframe), 즉 지정한 시간에 정보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오브

젝트에 움직임을 생성한다. 실사 영상은 무료 이미지 

공유 사이트 픽사베이(Pixabay)와 펙셀(Pexels)에서 

Niishinji(2016), TheDigitalArtist(2015), Jacob(2019), 

Goncharenok(2020) 등의 영상을 활용하였고, 그 밖의 

그래픽 요소들은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와 

포토샵(Adobe Photoshop)으로 제작하고 애프터 이펙

트에서 작업하였다. 숏폼 패션영상들은 모두 1920×

1080(pixels)의 해상도와 16:9의 종횡비로 제작되었다.

2. 제작과정 및 설명

1) 실사 기반의 숏폼 패션영상

<Fig. 20>‒<Fig. 21>은 24초 길이의 숏폼 패션영상

이다. 실사 이미지는 만개하는 꽃과 블레이져를 입고 

있는 모델의 영상을 이용하였다. 역동적인 꽃의 이미

지를 블레이져의 텍스타일로 표현하기 위해 프리미

Fig. 18. Production by Premiere Pro.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Fig. 19. Production by After Effect.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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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프로에서 마스크 도구와 트랙매트(trackmatte) 기

능으로 합성하였고, 색 보정(lumetri)과 색상 분리(co-

lor pass)효과로 꽃 모티브의 색을 조정하고 키프레

임을 생성하여 시간에 따라 형태와 색을 변화시켰다. 

배경은 식물과 꽃 영상을 변형시켜 배치하였다. 중첩

된 모델 이미지는 한 신에서 반복되어 차례대로 나타

나기도 하고 각각의 레이어는 각기 다른 속도로 움

직이게 하였다. 숏폼 패션영상의 꽃, 모델, 식물의 영

상은 중첩에 의한 디지털 콜라주로 표현되었고, 모델

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은 회전, 비대칭적 배

열, 서로 다른 속도 제어로 위치와 시간을 변화시킨 

디지털 트렌지션이다. 정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

타낸 꽃과 식물 모티브는 패션 아이템에 적용되었고 

각각의 색, 형태, 움직임은 재구성하여 나타냈다.

2) 벡터 그래픽의 숏폼 패션영상

<Fig. 22>‒<Fig. 23>은 27초 길이의 벡터 그래픽으

로 제작한 숏폼 패션영상이다. 몸의 색을 자유자재

로 바뀌는 카멜레온에서 영감 받아 캐릭터와 텍스타

일 패턴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스니커즈는 캐릭터의 

패턴을 적용하여 디자인하였고 패션 아이템을 의인

화하여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캐릭터

와 스니커즈를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에서 디지

털 드로잉하고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선 마스크(path mask)를 이용하여 화면에 점차 드로

잉 선이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다. 영상 마지막 장면

에서는 스니커즈가 스스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이

게 퍼펫(puppet) 도구와 위치값의 변화를 주어 애니

메이션을 나타냈다(Fig. 23). 또한, 스니커즈의 패턴

과 색 변화를 일일이 지정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바

뀔 수 있도록 표현식(expression)을 추가하였다. 애프

터 이펙트의 표현식은 자바 스크립트(Java script)의 

명령어를 이용하여 여러 레이어가 연결되어 복잡하

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애니메이션 작업을 코드 

입력을 통해 단순화시키는 방법인데, 스니커즈의 패

턴과 아웃솔에 위글(wiggle) 표현식을 이용하여 무

작위로 색과 패턴이 변화되도록 하였다. <Fig. 24>‒

<Fig. 25>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스카프를 표현한 21초 

길이의 숏폼 패션영상이다. 카멜레온 캐릭터를 반복

적으로 배치하고, 퍼펫 도구와 변위 뒤틀기(turbulent 

displace) 효과를 이용하여 캐릭터와 스카프의 형태

를 변형하고 오브젝트 레이어의 회전값에 변화를 주

어 상하 움직임을 추가하였다. 스카프를 대각선으로 

나누어 면색에 변화를 주고 테두리 선에 트림 패스 

기능으로 세부 요소에도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스

카프 디자인을 역동적이고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였

다. <Fig. 22>‒<Fig. 25>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카

멜레온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색 변화를 

패션디자인의 요소로 활용한 패션 아이템의 캐릭터

화이다. 아날로그 방식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움

직임을 더한 기존의 미디어 형식을 취하지만 형태 

변형과 역동성을 지닌 기술적 개선의 재매개이다.

3) 실사와 벡터 그래픽 혼합의 숏폼 패션영상

<Fig. 26>‒<Fig. 27>은 가방을 들고 있는 모델의 

옆모습을 벡터 이미지로 디지털 드로잉한 후 배경, 

Types Still images of short-form fashion video Duration

Short-form

fashion video

by bitmap format

Image

Fig. 20. Flowery blazer (0:05).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Fig. 21. Flowery blazer (0:11).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0:24

Tech. Digital collage, digital transition, time manipulation

Expr. Simplicity and reconstitution of information

Table 3. The production results of short-form fashion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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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Still images of short-form fashion video Duration

Short-form

fashion video

by vector format

Image

Fig. 22. Drawing shoes (0:08).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Fig. 23. Drawing shoes (0:21).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0:27

Fig. 24. Chameleonic scarf (0:07).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Fig. 25. Chameleonic scarf (0:14).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0:21

Tech. Digital drawing, digital transition

Expr. Characterization and remediation of fashion product

Short-form 

fashion video 

by mixed format

Image

0:19

Fig. 26. Chirping bag (0:02).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Fig. 27. Chirping bag (0:14).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0:15

Fig. 28. Zooid dress (0:04).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Fig. 29. Zooid dress (0:10).

Photographed by the author

(2020, December 1). 

Tech. Digital drawing, digital collage, time manipulation

Expr. Synesthesia trigger and deboundary and expansion of fashion image

Table 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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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 가방의 비트맵 이미지를 혼합하고 움직임으로 

애니메이션을 나타낸 19초 분량의 실사와 벡터 그래

픽 혼합의 숏폼 패션영상이다. 제작방법은 먼저, 가방

의 회전 레이어에 키프레임을 생성하여 앞뒤로 흔들

리는 움직임을 넣은 다음 곤충 레이어와연결(parent 

link)하였다. 음향효과는 딱정벌레 울음소리를 사용

하였고 오디오의 파형에 따라 곤충이 회전하거나 크

기가 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넣기 위해 오디오 파형

을 키프레임으로 변환한 후, 곤충의 비율 및 회전값

과 레이어 연결을 하여 곤충의 모습이 자동으로 움직

일 수 있게 하였다. <Fig. 28>‒<Fig. 29>는 들판을 걸

어가는 실사 영상의 모델 의상에 얼룩말과 호피 패턴

의 벡터 그래픽을 혼합한 15초 길이의 숏폼 패션영상

이다. 모델이 들판을 걸어가면서 드레스의 패턴과 

들판의 색이 바뀌는 모습을 나타냈다. 동물무늬에서 

착안한 패턴은 디지털 빛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네온컬러를 사용하였고 실사 영상 레이어와 중첩하

여 디지털 콜라주로 나타냈다. 벡터 그래픽으로 제작

된 패턴 이미지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온 다음, 

코너 핀 기능을 이용하여 모델이 움직일 때마다 바뀌

는 의상에 따라 패턴 이미지를 배치하였다. 패턴 디자

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과 혼합 방법을 바꿔 가

변적 모습을 나타냈다. <Fig. 29>는 상상의 세계를 거

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영상 소스와 제작 영상의 

프레임 수에 차이를 주고 모션 블러 기능을 추가하여 

잔상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Fig. 27>의 가방의 곤충 

모티브는 실제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표현되었

고, <Fig. 28>의 패턴 디자인은 실제 인물 위에 벡터 

이미지로 제작된 드레스를 중첩시킨 디지털 콜라주

이다. 실제 곤충은 가방 디자인의 일부분이 되었고 

드레스의 디지털 드로잉은 실제 모델의 의상이 되었

는데, 이는 현실과 가상의 대상이 공존하는 탈경계

와 시청각의 공감각과 빛의 색을 이용한 표현적 영역

의 확장이다. 특히 <Fig. 26>‒<Fig. 27>은 곤충 모티

브의 움직임과 음향을 맞춰 청각의 시각화로 나타냈

다. 이러한 음향효과는 애니메이션 속 모티브의 실

제성 강화와 관찰자와 영상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흥미를 끌어내는 공감각적 트리거이다.

VI. 결   론

디지털 주류를 중심으로 스낵처럼 자투리 시간에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트렌드인 스낵 컬처(sna-

ck cultur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Kang, 2020). 패션 

브랜드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디지털 

주류의 취향을 반영하고 브랜드 정체성과 제품 정보

를 소비자와 공유하기 위한 매체로 보다 짧은 형식의 

패션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변화하는 디

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나타난 숏폼 패션영상을 정의

하고 그 표현적 특수성을 토대로 모션 그래픽을 이

용한 패션영상의 제작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 결과 숏

폼 패션영상은 60초 이내 길이의 패션 브랜드의 정체

성, 시즌 콘셉트, 제품 정보, 홍보 등의 전달 목적으로 

제작된 디지털 패션영상으로 정의되었다. 숏폼 패션

영상의 표현원리로서 모션 그래픽의 구성요소는 오

브젝트, 움직임, 시간, 음향 등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사례연구로 패션 브랜드별 숏폼 패션영상을 

디지털 이미지의 세 유형 및 시청각적 요소와 모션 

그래픽의 구성요소에 의해 표현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실사 이미지 기반의 숏폼 패션영상은 정보

의 단순성과 재구성이 나타났다. 이는 패션필름과 같

은 긴 영상을 간략하게 편집하거나 존재하는 정보를 

재구조화한 패션 커뮤니케이션으로 패션 정보의 보

존과 효과적 전파에 기여한다. 벡터 그래픽 기반의 숏

폼 패션영상은 패션의 캐릭터화에 의한 유희와 재매

개적 표현특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속성은 영상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타 분야와의 협업의 

결과물에서 주로 나타났다. 벡터 그래픽의 창조성은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패션 장르의 확장을 가져왔고 

짧은 영상 길이는 스토리가 아닌 단편적 시공간에서 

오브젝트의 창조와 변화에 의해 메시지를 상징적이

고 감각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모바일 미디어에 최적

화된 형식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접속하는 이용자의 

흥미를 이끄는 데 기여한다. 혼합의 숏폼 패션영상의 

탈경계성은 시지각적 확장성을 나타냈다. 이 유형의 

빈도분석 결과는 숏폼 패션영상의 표현적 확장이 핸

드 드로잉에서 창출되는 예술적 표현과 브랜드 정체

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숏폼 패

션영상은 청각적 시각화와 관찰자와의 유대감 강화

를 일으키는 공감각적 트리거의 특성을 나타냈다. 이

러한 청각적 요소에 의한 표현은 숏폼 패션영상이 

패션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데 갖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영상 콘텐츠의 최근의 경향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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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셋째, 숏폼 패션영상의 표현특성을 반영하고 모

션 그래픽을 이용하여 실사, 벡터 그래픽, 혼합 이미

지 중심의 숏폼 패션영상 5점을 제작하였다. 실사 기

반의 숏폼 패션영상은 재킷 아이템에 디지털 식물 모

티브를 디지털 콜라주, 디지털 트랜지션, 시간 조작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였고 정보의 단순성과 

재구성이 나타났다. 벡터 그래픽의 숏폼 패션영상은 

동물 모티브를 이용하고 스니커즈와 스카프 아이템

을 디지털 드로잉과 디지털 트렌지션의 기법으로 표

현하였고 작품에서 패션제품의 캐릭터화와 재매개

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혼합의 숏폼 패

션영상은 가방과 드레스의 아이템을 곤충과 동물 패

턴을 이용하고 디지털 드로잉, 디지털 콜라주, 시간 

조작의 표현기법으로 나타냈으며 곤충소리와 모티

브의 움직임을 연결한 공감각적 트리거의 특성이 확

인되었다.

디지털 미디어가 지닌 융합적 속성과 새로운 영상 

소비문화는 숏폼 패션영상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

들어 냈다. 숏폼 패션영상은 짧은 영상 길이의 한정

된 시간으로 기승전결에 의한 이야기의 구성보다 감

각적 표현이 극대화되는 매체로 내용의 집약적 표현

과 즉각적 메시지 전달 및 직관적인 표현을 나타냈

다. 사례분석 결과는 패션 브랜드의 정체성을 전달하

는 숏폼 패션영상이 패션 브랜드의 콘셉트 및 스타

일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각적 표현분석 

결과는 ASMR과 같은 시청각적 공감각 영상의 유행

과 영상 콘텐츠의 제작과 소비를 하나의 놀이로 여

기는 디지털 주류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함의한

다. Chung(2020)의 연구는 디지털 세대의 숏폼 영상

을 선호하는 이유를 이동성, 놀이, 힐링, 소통, 몰입 

등에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숏폼 패션영상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패션의 다감각적 표현이자 엔터테

인먼트와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또한 커뮤니케이션

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타 패션 브랜드의 소셜미디

어 및 숏폼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패션 커뮤니케

이션의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한데 의미가 있

다. 한편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사례분석의 

대상이 럭셔리 브랜드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이들 브랜드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수집된 패션 브랜드

의 디지털 영향력 지수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2D 영상 이미지 분석과 제작에 그친 점도 있다. 

추후 전통적인 디지털 이미지의 유형에 따라 패션영

상을 유형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적 측면을 고

려하여 3D 이미지 형식을 반영하고 분석 범위를 넓

힌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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