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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시대로 정의되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패션 

브랜드 홍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전통적인 매체로부터 디지털 

매체로 그 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브랜드 홍보에 적용되는 시각 이미지들의 

형식과 내용적 측면들은 이전의 매체들과 크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현재의 소비자들은 더이상 정적인 사진과 단순한 시간 

흐름을 갖는 영상에 만족하지 못한다. 오늘날 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많은 

명품 브랜드들은 컴퓨터 기술을 통한 인터랙션을 브랜드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소비자의 행동과 상호작용하는 그래픽요소들을 통해 

패션 브랜드의 독자적인 개성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패션 브랜드들은 

인터랙션 프로모션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패션 디자이너와 예술가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자사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신선함을 전달하기도 하며, 그에 

따라 친밀도를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큰 폭으로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성공적인 인터랙션 도입에 따라, 프로모션은 단순히 브랜드나 상품의 기본 

정보나 패션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것에서 벗어나, 점차 

브랜드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브랜드 철학과 감성을 전달해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등 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 예로, 최근의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의 다양한 제품 프로모션 방식을 들 수 

있다. 루이비통은 브랜드 컨텐츠를 강조하며 웹으로부터 스마트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에르메스는 브랜드에 대한 정보 전달과 동시에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여 

익살스러움을 보여주는 식으로 브랜드의 활기찬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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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 프로모션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고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프로모션에의 미디어 시각화 표현 방식에 대해서 탐구했다.  

그리고 '메종 마르지엘라', '후세인 샬라얀', '빅터 앤 롤프'의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세 개의 패션 브랜드를 선정해 이들 브랜드의 전반적인 내용과 각각의 

패션 디자인에 영감을 준 요소들에 대해 고찰하고, 그러한 브랜드 철학과 

감성을 스마트 디바이스에서의 인터랙션 환경에서 전달할 수 있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다. 그리고 각각의 브랜드 애플리케이션 작품을 실제로 

시각적으로 디자인하고 제작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인터랙티브 요소가 

활용된 보다 효과적인 감성 전달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요서 : 패션 브랜드 프로모션, 패션 브랜드 시각화，미디어 시각화 , 

패션브랜드 애플리케이션 

학번 :   2014-25166  

 

 

 

 

 

 

 

 

 



 
 

iii 

그림목록  

 
<그림 1>  ‘#GucciGram’, ‘#GucciTian’이미지 ............................................................................................... 4 

<그림 2>  루이비통 여행에 관한 애플리케이션 ........................................................................................ 9 

<그림 3>  루이비통 사용한 게임속에 캐릭터 – 라이트닝 .................................................................... 10 

<그림 4>  르 매니페스트에 나타나는 가상의 X-ray, 신발 전시 ......................................................... 13 

<그림 5 > 향수 Terre d’Hermès 웹  .............................................................................................................. 14 

<그림 6>  타이 브레이크 애플리케이션 1  .............................................................................................. 15 

<그림 7>  타이 브레이크 애플리케이션 2  .............................................................................................. 16 

<그림 8>  에르메스 시게 프로모션 웹 Slim D’Hermes .......................................................................... 16 

<그림 9>  웹 Slim D’Hermes에있는 인터랙션 영상 ............................................................................... 17 

<그림 10> 웹 Slim D’Hermes에있는 <2>이미지 와<10>이미지 ............................................................ 18 

<그림 11>  메종 마르지엘라 2016년 봄 여름 컬랙션 이미지 ............................................................. 26 

<그림 12>  영화-브레이드 러너(Blade Runner)속에 나타나는 사이버 트라이브 룩 ......................... 27 

<그림 13>  메종 마르지엘라 2016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 28 

<그림 14>  메종 마르지엘라 2016년 봄 여름 컬랙션  스케치 ........................................................... 30 

<그림 15>  샬라연 패션디다자인 ................................................................................................................ 33 

<그림 16>  안톤스탄코프스키디자인와 그에 관한 대류연전달 이미지 .............................................. 34 

<그림 17>  안톤스탄코프스키디자인와 그에 관한 전자기파 이미지 .................................................. 34 

<그림 18>  안톤스탄코프스키디자인와 그에 공기역학 이미지 ............................................................ 35 

<그림 19>  샬라얀 1999년 가울/겨울 Echoform의 패션이미지와 

           영감의 비행기날개의 공기역학이미지 ................................................................................. 36   

<그림 20>  샬라얀 2000년 봄/여름 , Before Minus Now의 패션이 

           미지와 영감의 인력 이미지 ................................................................................................... 37 

<그림 21>  샬라얀 2007년 가울/겨울, Airborne의 패션이미지와 영감의 인력 이미지 ................... 37 

<그림 22>  샬라얀 2009년 봄/여름, Inertia의 패션이미지와 영감의 공기역학 이미지 .................. 38 

<그림 23>  샬라얀 1999년 가울/겨울 Echoform 스케치 ....................................................................... 39 

<그림 24>  샬라얀 2000년 봄/여름 , Before Minus Now 스케치 ............................................................ 40 

<그림 25>  샬라얀 2007년 가울/겨울, Airborne 스케치 .......................................................................... 41 

<그림 26>  샬라얀 2009년 봄/여름, Inertia 스케치 .................................................................................. 42 

<그림 27>  스끼야 빠렐리 의 초현실주의 패션디자인 .......................................................................... 43 

<그림 28>  빅터 앤 롤프 컬랙션에 나타나는 리본 요소 ...................................................................... 44 

<그림 29>  빅터 앤 롤프 향수 광고 .......................................................................................................... 45 

<그림 30>  빅터 앤 롤프의 패션디자인 .................................................................................................... 46 



 
 

iv 

<그림 31>  로코코시대의 <마담 퐁파두>초상화와 조지 빅햄의 디자인 ........................................... 47 

<그림 32>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스케치 ................................................................... 48 

<그림 33>  빅터 앤 롤프 2014년 겨울 가을 컬랙션 스케치 ................................................................ 49 

<그림 34>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스케치 ................................................................... 50 

<그림 35>  빅터 앤 롤프 2015년 겨울 가을 컬랙션 스케치 ................................................................ 51 

<그림 36>  빅터 앤 롤프 인터페이스 스케치 .......................................................................................... 52 

<그림 37>  빅터 앤 롤프 인터랙션 스케치 1  ........................................................................................ 53 

<그림 38>  빅터 앤 롤프 인터랙션 스케치 2  ........................................................................................ 54 

<그림 39>  빅터 앤 롤프 인터랙션 스케치 3  ........................................................................................ 55 

<그림 40>  빅터 앤 롤프 패션시각화 스케치 2 ....................................................................................... 56 

<그림 41>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스케치 2 ................................................................ 57 

<그림 42>  빅터 앤 롤프 2014년 가을 겨울 컬랙션 스케치 2 ............................................................ 58 

<그림 43>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스케치 2 ................................................................ 59 

<그림 44>  빅터 앤 롤프 2015년 가을 겨울 컬랙션 스케치 2 ............................................................ 60 

<그림 45>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미지 .................................................................................................. 61 

<그림 46>  인터랙션에관한 영감구조 ........................................................................................................ 62 

<그림 47>  빅터 앤 롤프 2014년와 2015년 봄 여름 컬랙션의 패턴와 컬랙션 영감요소 ............ 63 

<그림 48>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인터랙션 스케치 ................................................. 64 

<그림 49>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인터랙션 스케치 ................................................. 65 

<그림 50>  세자지 브랜드 각자 인터페이스 ............................................................................................ 66 

<그림 51>  전시장면 ...................................................................................................................................... 66 

<그림 52>  메종 마르지엘라 2016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1  ........................................... 67 

<그림 53>  메종 마르지엘라 2016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2  ........................................... 67 

<그림 54>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1  ........................................................................................................ 68 

<그림 55>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2  ........................................................................................................ 69 

<그림 56>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3 .......................................................................................................... 70 

<그림 57>  샬라얀 인터페이스 .................................................................................................................... 71 

<그림 58>  샬라얀 시각화 ............................................................................................................................ 72 

<그림 59>  샬라얀 인터랙션 방식 1  ........................................................................................................ 72 

<그림 60>  샬라얀 인터랙션 방식 2  ........................................................................................................ 73 

<그림 61>  샬라얀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1  .......................................................................................... 74 

<그림 62>  샬라얀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2  .......................................................................................... 75 

<그림 63>  샬라얀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3  .......................................................................................... 76 

<그림 64>  샬라얀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4  .......................................................................................... 77 

<그림 65>  샬라얀 전체 인터랙션 이미지   ............................................................................................ 78 

<그림 66>  빅터 앤 롤프의 인터페이스 .................................................................................................... 79 



 
 

v 

<그림 67>  빅터 앤 롤프의 인터랙션 ........................................................................................................ 79 

<그림 68>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1 ................................................... 80 

<그림 69>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2  ................................................. 81 

<그림 70>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3 ................................................... 82 

<그림 71>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4  ................................................. 83 

<그림 72>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5  ................................................. 84 

<그림 73>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6 ................................................... 85 

<그림 74>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7  ................................................. 86 

<그림 75>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8 ................................................... 87 

<그림 76>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1 ................................................... 88 

<그림 77>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2 ................................................... 89 

<그림 78>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3  ................................................. 90 

<그림 79>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4 ................................................... 91 

<그림 80>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5 ................................................... 92 

<그림 81>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6  ................................................. 93 

<그림 82>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7 ................................................... 94 

<그림 83>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8 ................................................... 95 

 

 

 

 

 

 

 

 

 



 
 

vi 

목차  

 

국문초록  ........................................................................................................................... vi 

그림목록  ........................................................................................................................... vi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2 

  1.1. 연구 방법 및 범위 ...................................................................................................... 6 

 

2. 이론적  배경  

  2.1. 패션브랜드 프로모션 ................................................................................................. 9   

  2.2. 패션브랜드 시각화 .................................................................................................... 11 

  2.3. 패션브랜드 프로모션 트렌드 .................................................................................. 12 

       1)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 12 

       2) 인터랙션 사용 ..................................................................................................... 13 

  2.4. 사례연구 ...................................................................................................................... 15 

       1) 타이 브레이크 ..................................................................................................... 15 

       2) 슬림 데르메스 ..................................................................................................... 16 

 

3. 소프트웨어  선택  

   3.1.  고찰 .......................................................................................................................... 20 

      1) Adobe Muse  .................................................................................................... 20 



 
 

vii 

2) Google Web Designer  ................................................................................... 21 

3) Hype ................................................................................................................ 21 

 
3.2.  비교  ................................................................................................................... 22 

     1) 개발중심  .......................................................................................................... 22 

2) 애니메이션  ................................................................................................. 22 

3) 인터랙션  ..................................................................................................... 22 

4) 사용도출  ..................................................................................................... 24 

 

 3.3.  소결  ................................................................................................................. 24 

 

 

4. 작품연구  

   4.1.  메종 마르지엘라 .................................................................................................... 26 

1)  브랜드 컨텐츠  ............................................................................................ 26   

2)  컬랙션 분석  ................................................................................................ 26 

3)  시각화 표현방식 .......................................................................................... 29 

4） 스케치 ........................................................................................................... 30 

  4.2.  샬라얀 ........................................................................................................................ 31 

1)  브랜드 컨텐츠  ............................................................................................ 31   

2)  패션 디자인 분석  ...................................................................................... 31 

3)  시각화 표현방식 .......................................................................................... 33 

4） 스케치 ........................................................................................................... 35 



 
 

viii 

  4.3.  빅터 앤 롤프 ............................................................................................................ 43 

1)  브랜드 컨텐츠  ............................................................................................ 43   

2)  컬랙션 분석  ................................................................................................ 44 

3)  시각화 표현방식 .......................................................................................... 46 

4） 스케치 ........................................................................................................... 64 

  4.4.  최종 작품 .................................................................................................................. 66 

1)  메종 마르지엘라 .......................................................................................... 67   

2)  샬라얀 ............................................................................................................ 71 

3)  빅터 앤 롤프 ................................................................................................ 79 

 

5. 결론  ................................................................................................................................ 96 

참고문헌 ............................................................................................................................. 98 

영문초록 ............................................................................................................................. 99 

 

 

 

 

 

 

 

 



 
 

1 

 

 

 

 

 

 

 

 

1. 서론  
 

 

 

 

 

 

 

 

 

 

 

 



 
 

2 

1.1. 연구배경  및  목적  

 패션 브랜드 프로모션이라는 분야는 2015년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석사과정 2학기 변지훈 선생님의 프로그래밍 수업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수업 과제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스위스 로잔예술대학(ECAL) 

웹사이트에 소개된 한 미디어 프로젝트를 보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에 매우 

큰 흥미를 느껴 로잔예술대학에 대한 다른 영상들을 찾아보며 웹사이트를 

훑어 보게 되었다. 이 웹사이트에서 레너트 앤 샌더(Lenert&Sander)라는 

아티스트를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서울대학교 

시각디자인 대학원에서 2015년에 진행된 백명진 교수님의 

스튜디오 41수업에서 그가 디자인한 패션브랜드 –코스(COS)의 광고영상을 

소개한 바 있다. 레너트 앤 샌더의 작업들 중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작업은 

에르메스(Hermes)가 로잔예술대학와 합작하여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였다.         

 2011년 에르메스와 월페이퍼(Wallpaper)는 로잔예술대학과 합작하여 독특한 

설치미술(Installation Art)을 제작했다. 이 작품은 에르메스 상품에서 흔히 

나타나는 말(馬)이나 실크패턴 등의 아이텐티티를 사용하여 테블릿 PC를 통해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브랜드를 표현한 작품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패션브랜드 프로모션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에 

관한 자료 수집을 통해 시각디자인 석사과정 3학기에 진행된 김수정 교수님의 

스튜디오 82 수업에서는  패션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패션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의 브랜드 프로모션을 위한 

미디어 시각화를 연구하고 애플리케이션 작품을 디자인해 보았다. 본 연구자는 

일찍이 학부 때부터 새로운 툴(Tool)을 탐색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원 

과정에서도 이러한 개인적인 경향에 따라, 디자인 컨셉에 맞춰 가장 적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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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는 툴을 찾고, 사용법을 익히고, 그것을 사용해서 꾸준히 작품 

제작에 응용해 왔다.  

 석사과정 2학기때 진행된 신지희 선생님의 아이덴티티 수업에서는 어도비 

뮤즈(Adobe Muse)를 이용해 

잡지에 관한 웹사이트를 콜라주(collage) 방식으로 리뉴얼했다.    

그리고 애플의 하이프(Hype)를 알게 된 후 김수정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스튜디오 82 수업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랙티브가 적용된 패션브랜드 

시각화 작품을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동작되는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제작해 

보았다. 이 앱은 메종 마르지엘라의 2016년 패션쇼의 컨셉이었던 '우주적 영감을 

주는 이미지들'과 마르지엘라의 

패션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징'을 시각 이미지로 결합하여 제작한 것이다. 

 디지털시대의  패션 브랜드 프로모션은, 보다 감성적인 체험방식을 통해 

브랜드의 문화를 전달한다. 구찌(Gucci)의 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렉산드로 

미셀네(Alessandro Michele)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무엇이든 해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말에 걸맞게 그는 SNS 애플리케이션 - 인스타그램(Instagram) 

에서 전 세계의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참여할 

수 있는 ‘GucciGram’,‘GucciTian’이라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활동에서 그 당시 

구찌제품에 있는 패턴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이미지들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작업을 했다. 그 뿐만 아니라 여러 아티스트, 디자이너와의 합작을 자주 

진행하는 명품브랜드의 트렌드를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브랜드 

프로모션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합작 전략은 큰 홍보 

효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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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ucciGram’, ‘#GucciTian’이미지 

 

 본 연구에서는 본 저자가 선호하는 패션 브랜드인 메종 마르지엘라, 샬라얀, 

빅터 앤 롤프의 세 가지 패션브랜드를 선택하여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패션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의 브랜드에 대해서 2012년 

H&M과 합작한 컬렉션을 통해 패션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의 브랜드에 대한 

접근을 시작했다. 또한 2015년에 패션브랜드의 제품을 판매하는 웹 - 

육스(yoox)에서 제공한 ‘The artist is absent’라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브랜드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창시자 마틴 마르지엘라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의복들을 

해체하고 재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패션에 대한 가치관을 현대 

패션계와 대중에게 전달했다. 

 본 연구자가 패션브랜드 '샬라얀'의 창시자인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을 알게된 것은 잡지에 실린 한 인터뷰 내용때문이었다. 그 잡지에는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패션디자이너인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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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퀸(Alexander McQueen)과 함께 후세인 살라얀에 대한 인터뷰가 소개되고 

있었다. 본 연구자가 후세인 샬라얀의 이름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은 

이때였고, 그의 작품관에 대해 많은 인상을 받았으며,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기에 그의 패션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을 시작했다. 

후세인 샬라얀의 디자인은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들과는 달리 

매우 기계적이고 공간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전통적인 패션개념에서 

벗어난 샬라얀은 기술에 대한 탐색을 통해, 모터를 통한 드레스의 움직임을 

시도하기도 하고, 공간적 역할을 하는 의상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기능적인 패션을 제시하고 있었다.  

 오뜨꾸뛰르(Haute Couture)로 시작한 네덜란드의 패션브랜드 빅터 앤 

롤프(Viktor&rolf)를 알게된 것은, 이 브랜드의 작품 중 액자와 그림을 변형해 

제작한 의상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이후이다. 당시 본 연구자는 그 

작품으로부터 매우 깊은 인상을 받은 바 있다. 사실 알고 보니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본 적 있던, 무척 흥미로운 패션쇼를 진행했던 바로 그 

브랜드였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꽤 시간이 지난 후였다. 작품 자체가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는 빅터 앤 롤프는 마르지엘라, 샬라얀과 비슷하게 특수한 

원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패션에 대해서 탐구할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문화를 그들의 패션을 통해 표현하고 있었다.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메종 마르지엘라, 샬라얀, 빅터 앤 롤프는 각자의 

패션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패션 브랜드와는 달리 

새로운 개념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패션계에 영감을 주고 있는 브랜드이다. 

이러한 배경이 본 연구자가 이 세 브랜드를 사례로 선택하게 된 계기이다. 

 본 연구자는 메종 마르지엘라, 샬라얀, 빅터 앤 롤프를 통해 현 패션 

디자인계에서 프로모션 방법으로 사용할 수있는 미디어 표현방식을 연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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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패션 브랜드들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프로모션을 그 

어느때 보다 중요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표현방식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 

현재의 패션브랜드들은 새로운 디지털매체 환경에서 정적인 사진, 영상만을 

이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뿐 아니라, 아티스트 혹은 디자이너와의 

지속적인 합작을통해, 인터랙티브 요소를 활용한 새로운 표현 방식들을 

탐색하고 있다. 이들 패션 브랜드의 웹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제품에 관한 

정보 제공보다는 브랜드 가치나 감성 등 '브랜드 컨텐츠' 자체를 강조하는 

프로모션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화법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밝힌 

세가지 브랜드에 대해 간략히 들여다 보고, 이들의 브랜드 컨셉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방법을 찾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에서 인터랙티브 요소를 가진 브랜드 프로모션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며,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브랜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제작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논문은 디지털시대 새로운 패션브랜드 프로모션에 대한 시각화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셩연구, 디지털시대의 시각표현 트랜드, 현재 패션브랜드 프로모션 

시각화의 사례분석, 패션브랜드 애플리케이션 지각의 순서로 진행된다. 

 본문의 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복적, 연구 방법 잋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본문의 2장에서는 작품에 필요한 이론적 배경에대해선 연구하였다. 패 

장기적의 브랜드 전략을 위란 패션브랜드 프로모션의 핵심적인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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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며, 루이스비통의 프로모션을 중심을로 연구했다. 또는 패션브랜드 

현재의 시각화 표현방식에 대해서 분석했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표현형태를 

발키고 패션브랜드 프로모션의 사례를 통해 현재 패션브랜드 프로모션에 대한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본문의 3장에서는 작품에 작품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관한 고찰,비교와 선택에 

대해서 연구헀다. 현재 스마트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을 제각할수있는 3가지 

소프트웨어를 고찰와 비교하여, 작춤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한다.  

 본문의 4장에서는 패션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 샬라얀, 빅터 앤 롤프를 

대상으로 패션브랜드 프로모션을 위한 스마트 디바이스 앱 디자인을 

여구하였다. 

 본문의 5장에서는 연구를 통해 도출한 논문 결과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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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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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패션브랜드  프로모션   

패션브랜드의 프로모션은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하여금 장기적인 브랜드 전략을 취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의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브랜드 컨텐츠(Brand Contet)이다. 명품 브랜드는 브랜드의 

역사, 전문기술, 브랜드의 영감 등 브랜드 콘텐츠를 사람들에게 알려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을 높인다. 브랜드 

콘텐츠는 인터넷의 수용성에 의거하여 재미, 창의성, 오락성을 지닌 정보를 

사회의 미디어를 통해 전달한다. 1) 

 
<그림 2>루이비통 여행에 관한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루이비통(LouisVuitton)의 핵심 이념은 여행이다. 역사상으로 볼 때 

'여행 정신'은 1980년대에 유명했던 라리비에르(Larivière) 운동의 구호였다. 

                                                             
1
 奢侈品战略 （The Luxury Strategy）P267 

2 奢侈品战略 （The Luxury Strategy）P282 

Brand contents : 여행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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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루이비통의 여행 이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여행이 아니다. 그들의 핵심 

이념은 고객들이 미국 열차 여행을 하는 일이나, 1868년에 루이비통의 이념을 

만들어낸 대담한 탐험가 피에르 사보르냥 드 브라자(Pierre Savorgnan de 

Brazza)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다. 루이비통은 여행 안내서, 그리고 

루이비통의 전설적 가방 100개의 역사에 관한 책을 내기도 했다. 이 두 책은 

모두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진 바 있으며, 최근 1년간 진행한 많은 전시의 

테마 역시 여행과 관련되어있다. 2) 

 

 

<그림 3>루이비통 사용한 게임속에 캐릭터 - 라이트닝 

 

 루이비통은 프로모션에서 새로운 컬렉션의 영감과 브랜드 컨텐츠를 강조함과 

동시에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도 전달하고 있다. 그들의 여성패션 컬렉션은 

자유분방하고 독특하면서 강렬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여주인공의 이미지, 또는 

현대의 디지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에 취임한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콜라스 게스키에르（Nicolas Ghesquiere）는 디지털에 

대해 강조를 통해 컬렉션의 패션뿐만 아니라 쇼를 위한 디지털 인테리어도 

사용하고 있었다. 루이비통에서는 다이애나 브릴랜드(Diana vreeland), 신디 

                                                             
2 奢侈品战略 （The Luxury Strategy）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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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Cindy Sherman), 케이트 모스（Kate Moss）, 유제니 황후(Empress Eugenie) 

등 이러한 현실의 여성들뿐만 아니라, 디지털세계의 게임 속 캐릭터 

라이트닝(Lightning)을 모델로 내세우는 등의 방식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2.2. 패션브랜드  시각화  

1) 브랜드아이콘과  패션디자인의  패턴과  영감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디자인  

근래 디지털영역에서의 명품은 브랜드의 내용전달에 중점을 두고 또 부단히 

중시해 왔다. 브랜드의 내용에는 브랜드문화에 대한 이해, 브랜드영감에 대한 

이해, 브랜드의 발견, 이 세가지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브랜드를 홍보함과 

동시에 브랜드 특유의 아이콘의 응용 혹은 시즌별 브랜드의 개성과 영감의 

요소를 설계의 주체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패션브랜드 발렌티노(Valentino), 

구찌(Gucci)등은 각 시즌마다 패션에 관한 영감을 나타낸 영상과 사진을 

제작하고 각 프로모션 매체로 내보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시즌 제품의 

특징을 더 빨리 알게 한다. 최근에 와서는 가상의 디지털 이미지로 홍보하는 

방식이 부단히도 많았다. 루이비통의 현시즌의 상품 광고에서 그들은 실제 

모델을 쓰지 않고, 예전에 많은 인기를 누렸던 일본의 3D게임 파이널 

판타지(Final Fantasy)의 여주인공 테츠야 노무라(Tetsuya Nomura)를 모델로 

삼았다. 

 

 



 
 

12 

2) 뉴  미디어를  통한  추상적  시각화  표현  방식  

  비유적광고보다 재미가 더해진 직접적 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형 

광고와 시각적 설계를 상호결합시키고, 새 매체와의 소통과 추상적인 

시각형상을 응용하여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내용상에서 

전통적인 것과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광고선전과 편집내용을 흐리게 

하고, 광고와 예능을 융합하여 보다 더 자연스럽게 광고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어울리는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2.3. 패션브랜드  프로모션  트렌드  

 

 디지털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패션브랜드들은 SNS，웹 등을 이용한 

인터넷 프로모션에서 브랜드 시각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GIF 기능이 

있는 인스타그램(Instagram), 또는 영상기능이 있는 스냅챗（Snapchat）,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인터랙션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능에 따라 

프로모션의 전달 방식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고찰해보았다. 

 

1) 스마트  디바이스  사용  

 패션브랜드는 디지털시대의 도래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을 통해 

프로모션에 이용할 새로운 매체를 선택하고있다. 그중 스마트 디바이스는 

뉴미디어시대의 중요한 프로모션 매체로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웹과 달리 사용자의 특성중 개인적 속성이 강화되어 맞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에서의 광고는 온라인 광고의 한 

부분으로,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의 형태로 구성된 광고 메세지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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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스마트 디바이스 시대에 따라 단순한 문자와 이미지를 넘어 멀티미디어 

형태가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 디바이스의 상호작용적 특징으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더욱 감성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 인터랙션  사용  

 패션브랜드 상호작용의 프로모션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에르메스에서는 프로모션의 방식을 세분화 하고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고 있다. 

 

   
<그림 4> 르 매니페스트에 나타나는 가상의 X-ray, 신발 전시 

 

 르 매니페스트는 에르메스가 2016년 9월 초에 남성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새로운 홈페이지로, 고객들은 홈페이지에서 에르메스의 남성제품을 검색하고 

체험해볼 수 있다. 르 매니페스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매우 세련된 특징을 

가지며, 홈페이지의 컨텐츠 또한 엔터테인먼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소비자들이 에르메스에서 남성 제품을 고르는 경험이 딱딱하거나 

재미없다고 느끼지 않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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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게임을 통해 가상의 X-ray를 사용하여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맞추면서 자연스럽게 가방의 크기와 용량을 가늠해볼 수 

있게 된다.<그림 4> 또한, 신발을 전시할 때에도 하나의 사진이나 영상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마우스를 좌우로 이동하며 다리 부분이 

움직일 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남성제품 이외에는 향수제품에서 인터랙티브 프로모션을 찾아볼 수 있다. 

떼르데르메스(Terre d’Hermès)는 우디, 배쥐럴, 미네랄 향기를 포함하는 향수다. 

떼르(Terre)는 토지 또는 모든 물질이 여기서 붙어 탄생 한다는 의미가 있다. 

떼르데르메스는 연금술 요소에 따라 하늘이나 땅에 나타나는 물, 그리고 

강력하지만 우아함을 함께 겸비한 여행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 따라 

에르메스 세계에서 자신의 땅과 하늘을 상징하는 사진을 결합하여 본인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기회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그림 5 > 향수 Terre d’Hermès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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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례연구  

1) 타이  브레이크(Tie Break) 

     
<그림 6>타이 브레이크 애플리케이션 1 

 

 타이 브레이크(Tie Break) 또한 에르메스가 남성 시장을 겨냥하여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이다. 타이 브레이크에는 넥타이 패턴을 이용한 게임, GIF 파일, 

유머러스한 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넥타이의 

인터랙션을 통해 넥타이에 대한 패턴 그리고 영감을 주고, 또는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통해 활기찬 에르메스의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에르메스가 제공한 다양한 컬러와 패턴으로 핸드폰을 옷 네크라인에 대면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러한 가상적인 방식을 통해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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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타이 브레이크 애플리케이션 2 

 

2) 슬림  데르메스(Slim D’Hermes) 

 

 
<그림 8>에르메스 시게 프로모션 웹 Slim D’Hermes 

 

에르메스에는 슬림 데르메스(Slim D’Hermes)라는 시계 제품 홍보를 위한 웹이 

있다. 이 웹사이트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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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션을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시간에 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9> 웹 Slim D’Hermes에있는 인터랙션 영상 

 

 슬림데르메스는 홈페이지 이용자와의 호흡을 통해 계속해서 변하는 영상 

이미지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애인을 찾을 수 있다는 스토리를 

고객들에게 알린다. 홈에서 숫자 12를 클릭하면 영상이 시작되고, 시작한 

영상에서는 남자 주인공만을 볼 수 있다. 화면에 나타난 클릭 s라는 힌트에 

따라 키보드의 s버튼을 누르면 여주인공이 동일한 공간에 나타나고 동시에 

남자 주인공이 사라진다. 이 영상은 같은 배경 같은 공간이지만 만날 수 없는 

애인사이를 보여주지만, 키보드의 ’s’를 클릭함으로써 화면을 캡쳐하는 

방식으로 서로가 만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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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웹 Slim D’Hermes에있는 <2>이미지 와<10>이미지 

 

<2> 이미지에서 보면 마우스가 이동함에 따라 시계속의 숫자가 움직이며 

달아난다. 이러한 인터랙션을 통해 숫자는 시간에 대한 본질임을 

밝힌다.<그림 10> 이미지에도 위와 같이 마우스를 사용한 인터랙션을 보였다. 

마우스 커서를 정지상태에 있는 시계바늘에 갖다 대면, 그 위치의 

시계바늘들이 진짜 시계 위에 있는 것처럼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런 

시계바늘의 시각적인 이미지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준다.  

 

 

 

 



 
 

19 

 

 

 

 

 

 

 

 

3. 소프트웨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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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뮤즈(Adobe Muse), 구글 웹 디자이너（Google Web Designer）, 

하이프(Hype), 이 세가지 소프트웨어는 코딩할 필요없이 아름다운 html5 웝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인터랙티브 웝 콘텐츠를 편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디바이스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세가지 소프트를 

비교하면서 작품에 필요한 하나를 선택해서 연구했습니다. 

 

3.1. 고찰  

1) Adobe Muse3) 

어도비 뮤즈는 어도비 시스템즈의 제품 중의 하나이다.  

어도비 뮤즈에서 애니메이션와 인터랙션은 스크롤 효과(Scroll 

Effects)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스크롤 효과는 키 위치，시작 

동작，최종 동작 이 세가지 주요요소를 통해 이미지에서 직접 

설정한다. 

Muse의 스크롤 효과를 사용하면 두 개 이상의 "컨텐트 레이어"가 

브라우저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채우기에 대해 배경 이미지가 설정된 모든 요소에는 배경 채우기 스크롤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배경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는 요소의 예에는 사각형, 

이미지 프레임 및 텍스트 프레임이 있다. 브라우저 창에 표시할 배경 채우기 

이미지를 설정한 경우에는 [브라우저 채우기] 메뉴에서도 스크롤 효과를 

사용할수 있다. 스크롤 효과는 배경 이미지 채우기, 원래의 크기로 설정, 

대상에 맞게 비율 조정 및 채우기에 맞게 비율을 조정에 바둑판 식으로 

배열된다. 

                                                             
3 https://helpx.adobe.com/kr/muse/using/scroll-effec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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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ogle Web Designer4)  

구글 웹 디자이너(Google Web Designer)는 통합된 시각적 

인터페이스와 코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HTML5 광고와 

기타 웹 콘텐츠를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고급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구글 웹 디자이너의 디자인 보기를 

사용하면 그리기 도구, 텍스트, 3D 개체를 통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며, 타임라인에서 개체와 이벤트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들기를 완료하면구글 웹 

디자이너에서 깔끔하고 읽기 편한 HTML5, CSS3, 

자바스크립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구글 웹 디자이너는 이미지 갤러리, 동영상, 지도 및 다른 유형의 기능을 

웹사이트 및 광고에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요소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3）Hype 

하이프(Hype)는 Mac App Store 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HTML5 소프트웨어다.  

하이프의 모든 애니메이션은 구글웹디자이너와 같은 타임라인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지금의 웹과 애플리케이션 환경에 따라 새로운 css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블러링(Blurring), 색조변화(Hue shifts), 형태의 그림자(Box 

Shadows), 반사율(Reflection), 3D변화(3D Transformations)등의 비율은 

타임라인을 통해 변화 할 수 있다. 그리고 터치 혹은 마우스를 사용하는 

인터랙션 행동(Action or Gesture)의 기본적인 기능을 직관적으로 실행할 수 

                                                             
4 https://support.google.com/webdesigner/answer/3184833?hl=ko&ref_topic=324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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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터치 이외에는 물리적인 부분도 있다. 애니메이션요소를 자연의 

움직임과 충돌 키프레임 또는 코드 없이 실행하여 단말기의 회전에 따라 한 

현장의 중력도 설정할 수 있고 현실적인 효과를 전달할 수 있다. 

  

3.2. 비교  

1) 개발중심  

어도비 뮤즈와 구글 웹 디자이너는 웹을 중심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다.하이프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개발한 것이다, 

스마트디바이스의 사용특징에 따라 파일의 크기를 줄이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속도를 높인다.  

2)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서 구글 웹 디자이너와 하이프는 같은 타임라인을 사용하고, 

자유로운 애니메이션을 편집할 수 있다. 어도비 뮤즈는 스크롤 효과에 

제한돼서 애니메이션이 단일하다.   

3) 인터랙션  

이 세가지 소프트웨어가 애플리케이션에서의 터치 동작은 코드업시 구현할 수 

있고 인터랙션을 터치 디바이스에서 실행할 수 있다. 표()에서 동작에 대해 

비교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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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처/ 소프트웨어 Adobe Muse 

 

Google Web 

Designer 

Hype 

Touch start／end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는 동작 

○ ○ ○ 

Tap 

화면을 한 손가락으로 짫고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 

○ ○ ○ 

Drag start／end 

화면 요소를 이동시키거나 스크롤하는 동작 

 ○ ○ 

Swipe 

한 손가락을 화면 위에 터치한 상태에서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일정 

거리를 움직이는 동작, 사선 방향 움직임은 스와이프 이벤트로 인식 

안됨 

○ ○ ○ 

Drag &Drop 

터치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움직인 다음 정지한 상태에서 

손가락을펴는  동작 

 ○ ○ 

Touch&Hold 

화면 요소가 나타날 때까지 손가락을 대고 있는 제스처 

 ○ ○ 

Shake 

장치를 흔들어 액션이 작동하게 만드는 제스처 

  ○ 

 

<표 1> 소프트웨어 제스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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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과  도출  

하이프의 사용방식은 컴퓨터 맥북(Mackbook) 에 있는 소프트웨어- 

키노트(Keynote)의 사용방식와 비슷하다. 하이프의 인터페이스는 간결하고 

명확하며 소프트웨어의 기능도 쉽게 파악할수있다. 어도비 뮤즈와 구글 웹 

디자이너는 웹에서 도출할 수 있고, 하이프는 어플리케이션-하이프 

리플렉트（Hype Reflect）를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디자인 과정에서 검수 또는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   

3.3. 소결  

 스마트디바이스 중심와 작품 실현한 방식을 통해,나는 이 세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비교했으며, 하이프가 작품에 가장 부합한다고 결론을 냈다. 

 압에 고찰한 이론배경와 사레분석의 결과를 통해, 나는 인터랙션을 

통해브랜드 컨테츠와 브랜드의 염감을 전달할수있는 스마트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 하이프와 구글 웹 디자인널은 Html 5기반으로 

애니메이션와 간단한 인터랙션을 신현할수 있으며,  기능은 유사하다. 하지만 

구글 웹 디자인널은 웹에 나타나는 광고을 위해 개발한 겄이라고 했으며, 

집적 디자인널을 통해 창이적인 광고디자인을 제공하는 도구이다, 어도비 

뮤즈의 애니메이션와 인터랙션의 기능성에서보면 기타 소프크웨어보다 적고, 

스크롤 효과로만 간능하다. 마지막으로 하이프는 이 작품에서 제일 맏당하며, 

사용방면에서도 보면 하이프의 인터페이스는 키노트와 비슷하며 사용방법을 

빨리 알게 뒌다. 애플리케이션 운영속도상에서는 하이프는 스마트디바이스 

개발 중심으로 하며 핸드폰혹은 태블릿 PC에서 하이프 리플렉트로 통해 

도출할수 있고 더욱 편리한 디자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이프를 선택했고, 아래의 작품을 완성할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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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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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메종  마르지엘라  

1) 브랜드  콘텐츠  

메종 마르지엘라의 패션은 60년대의 안티패션운동의 영향을 받아, 패션의 

기능에대해서 구현에서 벗어나, 패션을 만드는 새로운 실험적인 방식탐구하기 

시작했다. 창시자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는 부가, 패션의 한부분을 

확대,비대칭 구조, 또는 재질에대한 탐색,재조합에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패션의 재질에 대해서는 스타킹, 부서진 유리혹은 플라스틱, 패션혹을 

인체에대한 프린트,  오래뒌 가죽에대한 모방등 기법으로 80년대 그당시 

독특한 느낌을 주고 이러한 도발적인 현대재료의 혼합 통해 패션게에 새로운 

스타일을 이끌고있었다.  

 

2) 컬랙션분석  

 

 

<그림 11>  메종 마르지엘라 2016년 봄 여름 컬랙션 이미지 

 

 메종 마르지엘라 컬랙션 2016년 봄 여름 시즌의 영감은 “Lo-Fi, Sci-Fi”이다.5 

                                                             
5 http://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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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i 는 로 피델리티(low fidelity)의 약자이다. low fidelity은 음악에 나타나는 

단어였고 저사의 녹음장비와 악기를 사용하여 정계되지 않은 사운드를 

표현하는 의미다. Sci-Fi는사이언스 픽션(Science Fiction)의 약자였고 미래의 

배경, 과학 기술, 그리고 우주와 시간여행 등의 상상적 내용을 담은 픽션 

장르를 의미한다. 메종 마질라 패션상에서“Lo-Fi, Sci-Fi” 는 비 과학적인 

소재를 통해 사이언스 픽션 느낌을 주고 있다. 현대패션에서 이러한 과거의 

미래관에서 영감을 받은 복고적인 패션을 레트로 퓨처리즘(retro－futurism)이라 

한다. 

 

<그림 12>  영화-브레이드 러너(Blade Runner)속에 나타나는 사이버 트라이브 룩  

 

 레트로 퓨처리즘은  (retro-futuristic) 이전시대에 생성된 미래에 영향을 

보여주는 창조적인 예술경향이다.  구식의 조화특징과 미래 기술과의 

복고풍스타일, 레트로 퓨처리즘의 테마는 과거와 미래 사이를 탐구 하고, 

기술에 대해서 소원하고 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6） 패션디자인에서는 

1940년이후의 사이언스 픽션 혹은 사이언스 픽션 영화 속에서 영감을 받고 

                                                             
6 https://en.wikipedia.org/wiki/Retrofut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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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는 

사이버펑크( Cyberpunk )의 사이버 트라이브 룩이다.  

 1994년 장 폴 고티에 (Jean Paul Gaultier ) ,안나 수이(Anna Sui) ,이시 

미야케(Issey Miyake)는 1994 뵴여름 컬랙션에서 미래적인 패션을 선발했다. 그 

당시  보그의 기사에서는 이러한 패션을 ‘21세기를 위한 사이버 트라이브 

스타일’이라고 표현했다. 보그는 사이버 트라이브 룩이 가상현실 인터넷의 

영향을 받아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들이 조화를 이루는 긍정적인 미래를 표현했다고 해석을 

하였다. 

 

       
<그림 13>  메종 마르지엘라 2016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권상히의 연구에서는 사이버 트라이브 룩의 표현 특징을 밝혔다.  사이버 

트라이브룩 소재 사용상은 금속, 라이크라, 은색 가죽, 비닐 등의 하이테크 

소재와 천연 소재가 공존하고,하이테크소재, HMD형 안셩 등 최첨 다용소와 

원시적인 액세사리, 에스닉한 자수 및 니트 등 시공간을 초월한 요소의 

결합을 한다고 하였다.7 

 메종 마르지엘라의 패션디자인는 유리조각, 비닐, 은색패턴 가죽 등 하이테크 
                                                             
7
 권상희,유토피아 디스토피아 미래관에 의한 현애 패션디자인,2011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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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와 헌연소자와 같이공존한 사이버 트라이브 룩을 보여주고 있다. 

 

3) 시각화  표현방식  

 컬랙션에서 레트로 퓨처리즘을 분석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런 류의 

패션디자인은   패션의 색상, 패턴과 재질을 강조했다. 

이번 패션디자인에서는 브랜드의 구조트징을 표현하고 있고, 이러한 재질을 

패션에 나타나는 패턴 요소들을 통해 시각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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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케치  

 

 

 

   

    <그림 14>  메종 마르지엘라 2016년 봄 여름 컬랙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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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샬라얀  

1) 브랜드  컨텐츠  

 샬라얀의 패션에서도 퓨처리즘의 특징을 보였지만, 메종마질라의 

퓨처리즘과는 다르다. 메종마질라는 하이티크와 로우태크적인 요소를 통해 

미래주의 패션을 표현했지만, 샬라얀은 유일하고 진정한 혁신은 기술로부터 

온다고 밝힐 만큼 첨단 과학 기술과 신소재를 도입하여 옷의 형태와 기능에 

혁신을 가져왔다.  

 1995 가을 겨울 컬랙션에서는 처음으로LED를 사용한 패션을 선보였다. 

아티스트 크리스 레빈(Chrise Levine) 과 합작한 이 작품은 비행경로 모양을 

따라 프로그램을 완서뒌 패션 문의로 사용하고 또는 1996년 봄여름 컬랙션과 

2007년가을 겨울 컬랙션에서도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같은 LED 를 사용했다. 

1999년 봄여름컬렉션에서 강화 플라스틱 드레스를 발표했고 또 1999년 가을 

겨울 시즌에서는 그것을 더 발전시켰다. 안쪽에 숨겨져 있는 바터리 등을 

통해 드레스형태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비행기 날개가 펼쳐지듯 움직였다. 

이러한 LED, 강화 플라스틱 등의 기술을 패션에 확장시켰으며, 과학적 움직임 

또는 트래스포메이션의 기능을 부여하였다.  

2) 패션  디자인  분석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첨단 기술에 매료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20세기에 

큰 진보를 가져온 비행기와 자동차를 특히 좋아하였다. 기계, 자동차, 

비행기에 대한 흥미는 1999년 가을/겨울 “에코폼(Echoform)”와 Spring 2009 

Ready-to-Wear컬렉션에서 잘 표현되었다. 비행기 동체와 같은 ‘에어플레인 

드레스(Aeroplane Dress)’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는데, 앞판과 뒤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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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제작해 메탈 걸쇠(catch)로 연결하였다. 칼라(collar) 부분, 스커트 정면의 

하단, 스커트 옆 부분에는 비행기 날개의 플랩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이 

부착되어 있었고, 외부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절하면 비행기 날개가 

확장되듯이 형태가 변화한다. 이것은 외부 자극에 의해 부피 조절이 가능한 

전혀 새로운 형식의 옷이었다. 

 2000년 Before Minus Now 봄, 여름 컬랙션에서는 인간 테크놀러지와 자연에 

대해 집중 표현했다. 이 컬랙션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자연형태를 표현했었다. 

그 중 하나가 인력이다. 샬라얀은 빨간색 스커트는 합금소재와 전기장치를 

통해 치마형태를 외박으로 펼쳐지게 한다.   

 후세인 샬라얀은 옷을 넓은 공간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빛을 이용하였다. 

2007년 가을/겨울 ‘Airborne’에서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샬라얀이 추구하는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의복 소재 활용의 무한함을 

보여줬다. ’Display Dress’라고 불리는 이 패션디자인은 드레스의 표면위로 

15600개의 led lamp와 연결된 크리스텔을 이용해 옷 표면에 동영상이 Display 

될 수 있게 했었다. 도시풍경, 바닷속의 생물체로 여름 이미지를 보여줬다. 

 2009년 봄 여름 inertia 컬랙션에서는 소재로 사용한 원다의 추상적인 

프린트는 부서진 자동차의 핸드 페인팅 이미지를 보여줬다. 샬라얀은 “우리 

생활 속에 존재하는 스피드가 결국 충돌로 이어 진다”고 말하며, 자동차 

번호판, 핸들 등 디자인에 사용된 프린트 모두가 자동차 폐차장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덧붙였다. 속도와 충돌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테마를 표현했다. 

속력이 가해진 움직임의 순간을 정지된 화면으로 보는 것 같은 실루엣 형태는 

순간 정지에서 일어나는 관성을 표현한 것이다. 실제 속도감에서 순간적으로 

연출되는 의상 형태 Form을 제작하여 다이태믹한 움직임의 찰나를 형상화 

했으며 멈추지 않는 속도감과 움직임이 연상되는 매우 독창적인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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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샬라연 패션디다자인 

 

3) 표현방식  

샬라얀 패션디자인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브랜드는 20세기 이후의 과학을 

통해 패션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학이라는 키워드를 도출해 그래픽에 

대해서 연구해봤다. 독일 디자이너- 안톤스탄코프스키가 같은 과학 연구를 

통해 디자인 분야에서 시각화 표현을 했었다.  

과학과 공학에 관한 통찰력과 호기심을 가진 안톤스탄코프스키(anton 

stankowski)는 주제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매우 중시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방식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과학과 공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상징을 통해 

가장 많은 디자인을 창출하고 있다. 전자기의 에너지로부터 컴퓨터의 

내부작용 원리에서 비가시적인 것에 도전하여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찰한 

개념들을 시각 디자인으로 변형시켰다. 8） 안톤 스탄코프스키의 작품 분석이다. 

 

                                                             
8
 필립 B 멕스,그래픽디자인의 역사 P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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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안톤스탄코프스키디자인와 그에 관한 대류연전달 이미지  

 

 안톤 스탄코프스키는 난방보일러의 대류연전달(convective heat transfer)원리를 

통해 열과 에너지를 컬러로 표현했다.선적 요소들이 중앙의 막대를 통과한 

이후에는 차가운 파란색으로부터 따듯한 주황색으로 변화 하며 대류연전 달의 

형태를 모방했다.P367 

 

<그림 17> 안톤스탄코프스키디자인와 그에 관한 전자기파 이미지 

 

 안톤  스탄코프스키  스탠다드 일렉트릭 로렌쯔 AG사(Standard Elekrik Lorenz 

AG)를 위해 디자인한 캘린더 표지이다. 1957년 방사 형상이 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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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와 전화 제품의 원리-전자기파(Electromagnetic radiation)를 통해 전송과 

수신을 상징하고 있다.9) 

 

      

<그림 18>  안톤스탄코프스키디자인와 그에 공기역학 이미지 

 

 안톤스탄코프스키는 비행기가 운전하는 원리- 공기역학( aerodynamics ) 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4) 스케치  

 Chlayan패션디자인은 태크놀러지를 통해 건축 공간 문화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톤스탄콥스기를 과학바탕으로 한 기능적 그래픽을 참고하고 

샬라얀의 패션브랜드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l 1999년  가을/겨울 , Echoform 

 “에코폼(Echoform)”의 전체 쇼의 주제는 속도이다. 나는 이러한 속도와 

비행기 날개의 관계를 고찰해봤다. 비행기 날개의 형태는 속도에 영향을 준다. 
                                                             
9
 필립 B 멕스, P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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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나는 ‘에어플레인 드레스(Aeroplane Dress)’를 비행기날개 속도변화의 

원리를 시각화했다.   인터랙션 부분은 드레스의 움직임과 비행기날개의 

공기역학의 움직임을 겹쳐서 표현했다.  

               

<그림 19>  샬라얀 1999년 가울/겨울 Echoform의 패션이미지와 영감의 비행기날개의 

공기역학이미지 

 

l 2000년  봄/여름  , Before Minus Now  

 저는 Before Minus Now에서 이 빨간색 원피스를 인력에 대해 표현해봤다. 

인력의 자연에 대한 원리를 참고하고 또는 사용자가 패션의 변화 인력의 

움직임을 인터랙션으로 표현한다. 

 



 
 

37 

    
<그림 20>  샬라얀 2000년 봄/여름 , Before Minus Now의 패션이미지와 영감의 인력 이미지 

 

l 2007년  가을/겨울 , Airborne 

 2007년 가을/겨울 ‘Airborne’ ’Display Dress’는 Led Lamp을 통해 워어러블 

디스프레이를 했었다.  스케치에서 led발광하는 전자회로를 표현했고, 또는 

쇼에서 전시할 때 발광순간을 인터랙션으로 표현할 것이다. 

 

 

            

<그림 21>  샬라얀 2007년 가울/겨울, Airborne의 패션이미지와 영감의 인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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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9년  봄/여름  , Inertia 

 2009년의 패션에서는 차의 프린트, 차의 속도에 대해서 조각같은 패션을 

제시했다. 자동차 공기역학의 움지김의 순간으로 패션의 형태를 표현했다. 

인터랙션에서는 공기역학을 표현할것이다. 

          

<그림 22>  샬라얀 2009년 봄/여름, Inertia의 패션이미지와 영감의 공기역학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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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샬라얀 1999년 가울/겨울 Echoform 스케치 



 
 

40 

 

<그림 24>  샬라얀 2000년 봄/여름 , Before Minus Now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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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샬라얀 2007년 가울/겨울, Airborne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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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샬라얀 2009년 봄/여름, Inertia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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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빅터  앤  롤프  

1) 브랜드  컨텐츠  

 빅터 앤 롤프의 패션디자인은 상업성을 벗어나 우아하면서 환상적인 

디자인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충격을 주고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빅터 앤 

롤프의 초현실주의 특징을 밝혔고, 예술과 패션을 결합한 패션이라고 

묘사했다. 

 

                    

<그림 27> 스끼야 빠렐리 의 초현실주의 패션디자인 

 

 초현실주의특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은유와 변형, 몸과 몸의 부분, 이동과 

착시, 자연적과 비 자연적 세계, 트롱프뢰유의 기법으로 

분류하였다.10）초현실주의 패션은 1930년 스끼야 빠렐리(schiaparelli)를 

중심으로 나타났고, 초현실주의 화게에선 영감 받아, 패션과 예술 결합하여 

현대 의상을 발전과 성장을 시켰다. 달리 (Dali), 만 레이 (Man Ray) 이 두 

                                                             
10

 이영민 이연희,박재옥,빅터 앤 롤프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 15 권 제 2호, 

복식문화연구 2007.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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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초현실주의 화가와 친분관계로 스끼야빠렐리는 많은 영향을 받았다. 

1927년 트롱프뢰유(Trompe l’oeil)통해 스웨터의 리본 패턴은 실물과 같은 

누속임을 보여줬다. 또 달리와 합작한 랍스터 드레스(lobster dress)는 그 당시 

랍스터를 통한 환상적인 패션은 초현실주의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다.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에서도 트롱프뢰유를 사용했으며 패션을 

피부로 상징하며 피부와 의복경계의 모호를 원하고 있다.  

 

2) 컬랙션  분석  

빅터 앤 롤프의 모든 패션디자인을 보면 17세기의후의 장식적 용소가 계속 

나타났다. 특히 리본은 패션분만 아니라 향수 패키지 디자인, 광고 

이미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28>  빅터 앤 롤프 컬랙션에 나타나는 리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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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빅터 앤 롤프 향수 광고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은 패션을 피부로 비유하고 피부의 

시각, 촉감과 비슷한 원단으로 패션을 완성했고 초현실주의 특징도 

전달했었다. 디자이너는 피부와 옷이 분멸하지 않게 시도하고 옷에 나타나는 

패턴도 착시방식으로 선택했다. 모든 패턴은 입체 타투처럼 그려졌고 

트롱프뢰유 방식을 통해 패턴이 피부 위에 실제 존재하는듯한 느낌을 주었다. 

 2014년 겨울 가을 컬랙션 패션디자인 레드 카펫도 이런 신소재를 사용했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원시적인 재질의 원단을 사용하고 또 기린, 표범, 얼룩말 

등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패턴을 통해 야생의 매력을 표현했다. 

 2015년 봄 여름 컬랙션에서는 빈센트 반고흐( Vincent Van Gogh )가 이번 쇼의 

영감이다. 이 쇼에서는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나의 작업에 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신을 일게 되었다’ 라는 반고호의 글 그리고 보리짚 

모자와 치마형태가 좌우로 펼쳐지면서 반고호 작품 속에 원시적인 미를 

전달했다. 

 2015년 가을 겨울 패션쇼에서 빅터 앤 롤프의 디자이너는 예술과 패션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탐색했다. 이번 쇼에서는 그림과 액자를 표현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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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웨어러블 아트를 통해 예술과 패션의 관계를 밝혔다. 모든 패션은 

뮤지엄에서 영감을 받고 또는 17세기 네덜랜드 황금시대의 금림으로 패션에 

나타나는 패턴으로 사용했다.  

。

 

<그림 30>  빅터 앤 롤프의 패션디자인  

 

3) 시각화  표현방식  

 인터페이스상에서는 나는 빅터앤 롤프의 자주 사용하는 17세기의후의 장식 

요소 리본을 참고하여 사용했다.  리본은 18세기 로코코시대의 

장식적요소이며 그당시 패션에서 자주나타나는 요소였다. 대표적인 프랑스 

예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마담 퐁파두의  초상화중의 이복에서 과장한 

장식특징 있으며 같은시대의 디자인에서도 나타났다. 그중 로코코시대 가장 

유명한 펜 서예가 - 조지 빅햄( George Bickham)의 동판화에서도 리본의 

형태와 유사하며  장식적인 표현을 하고 있었다. 동판화란 연필대신 조각칼로 

동판표면에 그린 그림이다. 동판화는 로코코시대에서 크게 중시하게 뒈고 

이러한 자유러운 곡선을 통해 새로운 표현방식을 상표나 명함,헝구서, 편지지 

장식 또는 광고물의 제작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러한 장식 곡선으로 

조합한 방식을 참고하여 아래의 패션을 시각화 스케치를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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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로코코시대의 <마담 퐁파두>초상화와 조지 빅햄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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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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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빅터 앤 롤프 2014년 겨울 가을 컬랙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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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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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빅터 앤 롤프 2015년 겨울 가을 컬랙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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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빅터 앤 롤프 인터페이스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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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인터랙션방식에  탐색  

 

 
<그림 37>  빅터 앤 롤프 인터랙션 스케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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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빅터 앤 롤프 인터랙션 스케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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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빅터 앤 롤프 인터랙션 스케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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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빅터 앤 롤프 패션시각화 스케치 2 

 

F2015CTR S2015CTR F2014CTR S2014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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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스케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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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빅터 앤 롤프 2014년 가을 겨울 컬랙션 스케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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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스케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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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빅터 앤 롤프 2015년 가을 겨울 컬랙션 스케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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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랙션상에서는 나는 빅터 앤 롤프의 2014년와 2015년의 봄,여름 컬렉션을 

선택하고 패션브랜드 특징-초현실주의로 표현하는 것이다. 빅터 앤 롤프의 

패션과 예술을 참고하여 초현실주의 예술가의 표현방식을 고찰해봤다. 

 초현실주의는 프랑스 중심으로 나타난 전위적인 문화예술 운동이다. 현실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표현하며 꿈, 무의식 세계 등을 추구하며 발전해 왔다.  

나는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 (Rene Magritte) 의 그림에서 염감을 받고 

인터랙션의 변화를 통해 영감전달을 했다.  

         

Rene Magritte  Philosophy in the Boudoir 1947       Rene Magritte   Le Pays des Miracles1964 

               
              Rene Magritte  The Red Model 1935          Rene Magritte   Le plagiat 1940 

 

<그림 45>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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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방의 철학（Philosophy in the Boudoir）>와 <빨간모델（The Red 

Model）>에서는 신체와 이복의 관게를 신체의 한부분와 의복의 형태를 

결합하여 실제존재하지않은 화가의 상상속에 형태를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신체와 의복의 유사한 관게를 조합한는겄은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에 표현과 의복을 피부로 비유하는 과정와 매우 같다. 패션에 나타나는 

신체에 한 부분으로 피부와 같은 느낌을 줄려고 했다. <기적의 나라（Le Pays 

des Miracles）>와 <표절（Le plagiat）> 그림속에있는 실제 숲을 통해 그에대한 

밀접한 상상을 숲의 내부에서 나타나게 뒌다. 같은 시간속에서 숲속와 

숲외에서 볼수있는 생각을 마그리트가 그림속에 표현하며 같은 방식으로 

빈선트 반고호의 영감을 받은 2015년 봄,여름 빅터 앤 롤프의  컬랙션을 

표현헸다. 나는 빈선트 반고호가 자신을 해바라기로 비율하는 원인으로 

반고호의 유명한 그림- 해바라기를 인터랙션을 통해 패션에 대한 영감을 

전달했다. 마그리트의 그림과 갇은 치마와 패턴을 보면 빈선트 반고호가 

상상할수있게 해봤다.    

 
<그림 46>  인터랙션에관한 영감구조 

S2015CTR S2014CTR 

Rene Magritte 부인의 내실의 철학  1947 

Rene Magritte  빨간 모델 1935 Rene Magritte 기적의 나라 
1964 

Rene Magritte 표절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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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랙션에서 나타나는 시각요소들은 패션의 패턴을 참고하여 사용했으며, 

컬러상에서는 패션에 나타나는 색상을 선택했다. 

 

    

 

   

<그림 47>   빅터 앤 롤프 2014년와 2015년 봄 여름 컬랙션의 패턴와 컬랙션 영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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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케치  

<그림 48>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인터랙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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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인터랙션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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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최종  작품  

 

<그림 50>  세자지 브랜드 각자 인터페이스 

 

<그림 51>  전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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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종  마르지엘라  

 

<그림 52>  메종 마르지엘라 2016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1 

 
<그림 53>  메종 마르지엘라 2016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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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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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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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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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샬라얀  

 

<그림 57>  샬라얀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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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샬라얀 시각화 

<그림 59>  샬라얀 인터랙션 방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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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샬라얀 인터랙션 방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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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999년 가을/겨울, Echoform 

 

<그림 61>  샬라얀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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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0년 봄/여름 , Before Minus Now 

 

<그림 62> 샬라얀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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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7년 가을/겨울 , Airborne 

 

<그림 63>  샬라얀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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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009년 봄/여름 , inertia 

 

<그림 64>  샬라얀 결과물 디테일 이미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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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샬라얀 전체 인터랙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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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빅터  앤  롤프  

 

<그림 66>  빅터 앤 롤프의 인터페이스 

 
<그림 67>빅터 앤 롤프의 인터랙션 

S2014CTR

S2015C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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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빅터앤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그림 68>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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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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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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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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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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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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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7 



 
 

87 

 

<그림 75>  빅터 앤 롤프 2014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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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빅터앤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그림 76>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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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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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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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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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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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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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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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빅터 앤 롤프 2015년 봄 여름 컬랙션  소재 디테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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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97 

 디지털시대 급숙히 성장하는 스마트디바이스 사용하는데 따라 패션브랜드 

프로모션 방식도 변화하고 있고 패션브랜드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감성적인 컨테츠도 전달하고 있다. 현재 패션브랜드 

프로모션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도 사각화는 영상에 구현하지않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미디어 식각화 전달방식으로 브랜드에대한 체험제공하고있다. 그중 

웹과 스마트디바이스에 사용하는 인터핵티브 방식도 패션브랜드에 나타나며, 

인터랙티브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게 둬며, 패션브랜드 프로모션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근년래 패션브핸드 프로모션에서 패션브랜드 컨테츠 - 패션브랜드 역사  

, 새로운 제품 혹은 컬랙션에대한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므로  

시각표현에도 패션 브랜드 컨텐츠가 결합한 필요가 있게 둬었다. 

 

 본 논문은 패션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 샬라얀, 빅터 앤 롤프를 선정하였다. 

패션브랜드 각자의 브랜드 콘텐츠, 브랜드 컬랙션 영감을 고찰하고 패션의 

특징, 패턴, 컬러를 통해 패션브랜드 스마트디바이스에서 사용할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제각하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인터랙티브 

방식을 탐구하며,  최대한 시각화 표현에 대해서 연구하며,  또는 

패션브랜드에 나타나는 현대 미술와 디자인을 참고를통해  패션 미디어 

시각화를 완성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터랙티브 방식은 사용자 참여를 

통해 브랜드에대해서 더욱 깊은 인상을줄수 있으므로 브랜드에 대한 호의감도 

증감하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프로모션 방식을 탐구해보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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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mart Device Application 

Design for Fashion Brand Promotion 

Focusing on the Application  

for Luxury Fashion Brand 

Chunling Q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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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modern society defined as Korean digital era, a new medium, the Internet, has 

become an essential tool for promoting fashion brands. As the focus moves from 

conventional media to digital media, the formats of visual images and contents used for 

promotions are being developed in significantly different ways from the previous media. 

Today’s consumers who are accustomed to digital media are not satisfied with static 

images and videos with simple flow of time anymore. A lot of designer brands leading the 

today’s fashion industry have aggressively introduced interactions through computer 

technology in brand promotions, delivering fashion brands’ unique individuality through 

graphic factors interacting with consumers. Also, such fashion brands deliver novelty of 

their own brand images through various cooperation projects with fashion design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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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nteractive promotions, which allows them to improve 

intimacy as well as brand awareness significantly. With the introduction of such 

successful interactions, the role of promotions have become more important and changed 

from simply delivering basic information on brands, products or fashion shows to being 

brand contents and forming overall image of the brands by delivering the brand 

philosophy and sensibility. 

 One example of this is the recent various product promotion methods of Hermes and 

Louis Vuitton. Louis Vuitton, emphasizing its brand contents, promotes itself in various 

ways from the web platform to smart device applications, while Hermes utilizes new 

media to deliver information on its brand as well as show humor, presenting vivid image 

of the brand. 

 The study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patterns of fashion brand promotions, especially 

media visualization methods for promotion using smart devices. Moreover, it selected 

three fashion brands including 'Maison Margiela,' 'Hussein Chalayan,' and 'Viktor & Rolf' 

with different individuality to review inspirational factors for the overall contents and 

fashion design of them; Also, it studied how to express brand philosophy and sensibility 

in the interactive environment of smart devices. Furthermore, application works of each 

brand were actually designed and manufactured visually, through which, the study aims to 

present a more effective way to deliver emotions using interactive factors. 

 

 

Keywords: fashion brands promotion, fashion brands visualization, media visualization, 

fashion brands application 

Student number: 2014-2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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