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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소비자가 고객으로, 기업이 브랜드로 진화하는 오늘날, 고객과 브랜드의
유대관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브랜딩은 상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생산자의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현대 브랜드는
제품의 바깥에서 의미를 부여해 기능과 외연을 초월하는 매력적인 힘을
창조한다. 이 매력적인 힘은 마치 한 사람처럼 이름, 언어, 외형, 상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미, 성격, 이미지, 평판을
부여 받은 브랜드는 이 무형의 힘을 바탕으로 소비자를 이끌고 그 힘을
통해 브랜드 자산을 창출한다. 마크 고베는 그의 저서에서 브랜드가
‘커뮤니케이션’과 ‘상품’에서 ‘감성’과 ‘영감’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무형의 가치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브랜드를 인지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브랜딩이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딩을 혁신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예는 패션
산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패션 산업은 일찍이 기술과 디자인의 평준화,
유통망의 혁신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고착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때 패션 산업의 몇몇 브랜드들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책을 끌어들여 앞서 언급한 브랜딩의 전 과정을 강력하게
총괄하도록 한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브랜드에 의미를 부여하고,
급진적 혁신과 인터프리터와의 담론을 통한 리서치, 갖가지 연상 작용을
활용한 비전의 창출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에 근거한 혁신의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혁은 패션 브랜드를 성장시켰고 소비자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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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내부와 외부를 가로지르며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렇듯 감성적인 브랜드 자산이 켜켜이 쌓인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소비의 근원적인 이유를 ‘제품’에서 ‘환상’으로
발전시키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영감을 더욱 견고하게 전달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적극적으로 차용한 개념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에 주목한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고 동시 다발적인
감각으로 인식됨을 뜻하는 공감각은 흔히 시적 표현으로 알고 있지만
무형의 가치를 추구해 온 패션 산업에선 효과적인 툴로 기능한다.
의복을 둘러 싸고 음악이 문화적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고급 원단의
촉감이 기술력을 웅변하며, 음식이 브랜드의 라이프스타일을 정의하고,
향기가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브랜드를 대변하는 심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패션 산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자리잡고 있는 향수 산업의 브랜딩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은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대표적 사례다.

본 논문은 위의 과정이 최종적으로는 시각언어를 통해 소비자와
만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효과적으로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즉, 혁신의 폭이 제한적인 패션
산업에서 브랜딩,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의 활용과
궁극적으로는 그래픽 디자인이 어떻게 역할을 확장해 갔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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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1)

패션 산업에서의 브랜딩을 파악하고, 패션 산업에서 새롭게 정의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책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의해 진일보한
브랜딩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 확장을 거듭한 그래픽
디자인을 인물, 브랜드등으로 사례 조사하고 분석한다.
2)

그래픽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패션 브랜드의 사례로

<선행연구작업 01>과 <선행연구작업 02>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자 지속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선행연구작업 03(VTDP)>을 제안한다.
3)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유용한 방법인 공감각적 심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의 시각화를 분석한다.
4)

공감각적 심상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툴로 활용한 예를 패션

산업에서 살펴본다.
5)

공감각적 심상이 적용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발생시키고

그것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시각물로 제작한다.

패션산업에서 그래픽 디자인은 그 동안 훌륭한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그 상업적 측면 때문에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소비자와 브랜드가 진화를 거듭하는 오늘날, 패션 산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그래픽 디자이너가 선보여왔던 통찰력은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유형화를 책임져 온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 확장을 검토하고 공감각적 심상과 같은 툴을
제시함으로써 향후의 역할 확장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5

것이다. 더불어 공감각적 심상이 개입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직접
발생시키고 그 과정을 탐구하면서 유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요어: 패션 브랜드, 공감각적 심상, 그래픽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Keywords: Fashion Brand, Synesthesia Imagery, Graphic Design,
Creative Director

학번 2011-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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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록>

[그림 2-1] 도시를 브랜드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인 발렌시아가(좌측)와 생로랑(우측)
[그림 2-2] 가장 왕성한 브랜드 확장을 보여주는 아르마니는 의복은
물론 가구, 음식, 호텔, 스파 등 삶의 전분야를 아우른다.
[그림 2-3] 리카르도 티시가 2014 봄/여름 지방시 남성복을 위해
선보인 컴퓨터 생성 이미지의 디지털 프린트 의상
[그림 2-4] 여성의 음모를 구찌의 심벌로 쉐이빙한 도발적인 구찌의
2001 년 봄/여름 광고
[그림 2-5] 배런이 아트 디렉터를 역임한 <하퍼스 바자> 표지
[그림 2-6] 파비언 배런은 제품의 광고만을 디자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패션 전분야에 걸쳐 제품 디자이너, 사진 작가, 공동편집인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단순히

클라이언트에게

선택된

작업자가

아니라 제품의 본질부터 외연까지를 이해하고 아우르는 현대 패션 시각
언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림 2-7] Y’s 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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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독창적

시각

언어를

선보여

온

엠엠파리는

이를

일러스트레이션, 입체 조형물, 3D 비디오, 꼴라주, 가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평면에서

벗어나

공간을

넘나들면서 단단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림 2-9] 조이 디비전의 앨범 디자인
[그림 2-10] 음악에서 경력을 시작한 피터 사빌은 공간과 시간을
포괄하는 소리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에 탁월하다. 해체되거나
동적으로 구성된 그의 시각언어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하다.
[그림 2-11] 유니클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매뉴얼
[그림 2-12] 가시와 사토의 작업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의
포트폴리오와 무척 닮았다. 패션 브랜드, 아이돌 그룹, 음료, 미술관 등
그 어떤 작업에서도 명쾌함을 잃지 않는다.
[그림 2-13] 장 폴 구드가 촬영한 겐조의 2012 가을, 겨울 광고
[그림 2-14] 겐조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무엇에 열광하는 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적절한 유머와 과감함, 그러면서도 결코 하이 패션
특유의 느낌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전략과 강력한 시각 언어는 살아
숨쉬는 최첨단의 패션 브랜드, 마치 옆에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는
친구 같은 패션 브랜드라는 인식을 전달한다.
[그림

2-15]

<AMO>와

기획한

프라다

2012

봄/여름의

남성복

패션쇼장 전경
[그림 2-16] 건축과 패션, 아이디어와 과학 등 패션의 범주를 뛰어넘어
가장 혁신적인 패션 브랜드이자 패션의 대명사가 된 프라다의 옆엔
AMO, OMA 와 같은 조력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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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컴퓨터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2006 년 겨울용 텍스타일
디자인
[그림 3-2] 스케치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텍스타일과 이와 관련한
패션쇼의 초대장, 영상 디자인
[그림 3-3] 나이키의 드라이-핏 티셔츠 위에 인쇄된 <PRRC 1936>
로고
[그림 3-4] 공식 의류에 인쇄된 로고, SNS 의 홍보 이미지

[그림 4-1] 컬러로 재구성한 알파벳과 음악을 색과 기호로 시각화한
영상의 시퀀스
[그림

4-2]

일러스트레이션과

고전적

타원형이

특징인

딥티크의

향수병
[그림 4-3] DKNY 의 <비 딜리셔스> 광고
[그림 4-4] 마크 제이콥스의 <스플래시> 향수 시리즈
[그림 4-5] 꼼 데 가르송의 <퍼퓸 아키텍쳐>
[그림 4-6] 바이레도와 엠엠파리의 협업으로 완성된 <엠엠잉크>
[그림 4-7] 거츠 앤 글로리의 디자인 프로젝트인 <헬베티카 퍼퓸>
[그림 4-8] 뉴욕의 <북마크> 매장과 매장에서 판매중인 문구용품
[그림 4-9] 메종 키츠네에서 출시하고 있는 <키츠네 메종 컴필레이션
14> 의 앨범 커버(좌측)와 카페와 부티크가 한 공간에 있는 동경의
매장 전경(우측)
[그림 4-10] <아르마니 돌치>에서 판매중인 생수, 차, 초콜릿 등
식료품과 <아르마니 피오리>의 꽃과 화병
[그림 4-11]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 <13>의 각종 기념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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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
[그림 5-2] 홍상수 감독의 영화 <북촌방향>
[그림 5-3] 서울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이미지맵
[그림 5-4] 서울이라는 가상의 브랜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인
흥미로운 대비를 효과적인 시각언어로 재구성하였다.
[그림 5-5] 여의도라는 도시적 풍경을 평면 인쇄물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조형물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향수병
[그림 5-6] 서울, 여의도를 표현한 시각 언어로 구성된 향수를 위한
각종 제작물들. 박스 패키지, 라벨, 시향지 등
[그림 5-7] 복잡하게 얽혀있는 난제로 표현된 아현 뉴타운.실제 아현
뉴타운의 조감도와 서울의 아파트 풍경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5-8] 퍼즐이 담겨 있는 패키지.
기본적으로 모든 패키지는 동일한 디자인과 구성을 갖도록 하고 내부의
패턴 역시 공유하도록 해 단일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림 5-9] 광화문에 혼재되어 있는 빌딩숲과 고궁들을 실제 믹스
음원의 파장과 뒤섞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그림 5-10] 전시 공간에선 실제로 믹스 음악을 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11] 카페를 상징한 서촌은 구체적인 도시 이미지나 실재하는
요소를 이미지화하지 않고 커피가 쏟아지는 듯한 추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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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카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회용 컵, 머그 컵 등으로
구성했다.
[그림 5-13] 남산과 남산타워를 표현한 디자인
공간의 정서적 특성을 환기하기 위해 데칼코마니처럼 구성했다.
[그림 5-14] 향초의 패키지와 향초 병, 엽서, 편지지, 편지봉투, 책갈피
등을 각각의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제작했다.
[그림 5-15] 각각의 디자인 제작물에 활용된 요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
[그림 5-16] 실제 서울을 촬영한 영상과 개발된 시각언어로 표현된
이미지를 중첩해 편집한 약 1 분 가량의 영상
[그림 5-17] 서울대학교 S&D 홀에서의 전시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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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오늘날 무수히 많은 브랜드가 시장에서 성공하고자 분투하고 있고
무엇보다 소비자와 긴밀한 유대를 맺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사들은
제품의 혁신적인 기능을 강조하거나 제품이 가진 기능 외의 ‘의미’에
중점을 두기도 한다. 전자는 아마도 모든 제조사가 꿈꾸는 시나리오일
테다. 소비자들을 잡아 끄는 요소이자 동종 제품과의 확연한 차별
점으로써 기능은 성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준다. 하지만 소비자의
진화,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능과 기술 혁신만으로 제품을 강조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소비자의 욕구가 상승하고
세분화되며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해지고 기능이나 기술은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품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또는 제품
자체의 외연은 여전히 중요하다. 제조사가 제품의 질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것은 모든 소비자 역시 동의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외연을 현대 소비자들은 기본이라고 여긴다.
때문에 제조사들은 그 외의 요소를 총동원해 자사의 제품을 표현하고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이렇듯 제품의 바깥에서
살을 덧붙이는 과정을 ‘의미의 부여’라 한다. 실용적인 측면인 기능과
사용을 고려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상징, 정체성 그리고 감정들이
중요해진 것이다. 제품 나아가 제조사는 마치 인격체와 같이 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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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로 거듭나 비로소 소비자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익숙한 기능이나 외형의 개선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극소수의 미래지향적인 기업만이
새로운 의미를 제시하여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쟁취할
뿐이다. 기업의 소극적인 접근은 근래의 소비자가 기업을 인식하는
단초인 브랜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뿐이다. 아무리 우수한 품질과
훌륭한 외형을 갖췄더라도 이는 브랜드로서의 기본이 안됐다는 뜻으로
소비자들은 해석한다.

따라서 현대의 거의 모든 브랜드는 매력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
힘을 통해 브랜드의 자산을 창출하길 원한다. 그렇다면 그 매력적인
힘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마크 고베는 그의 저서인 <감성 디자인
감성 브랜딩 뉴트렌드>에서 오늘날 브랜드가 ‘커뮤니케이션’과
‘상품’에서 ‘감성’과 ‘영감’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무형의 가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소비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일이
바로 오늘날의 브랜딩인 것이다.

본 논문이 패션 산업의 브랜딩에 주목한 것은 이것이 기술과 디자인의
상향 평준화, 유통망의 혁신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 등 일찍이 고착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의복에서 관습을 바꿀 혁신이 과연 가능할까?
남자가 치마를 입을 수는 없고, 여성이 상의를 벗은 채 길거리를 활보할
수 없듯이 의복의 형태는 이제껏 거의 모든 실험을 해보았고 그 형태나
습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하다. 게다가 가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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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의 향상 덕분에 일주일에 한번씩 매장의 모든 옷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브랜드가 나타났고, 인터넷의 등장으로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창구는 끝없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때 패션 산업의 몇몇
브랜드들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책을 끌어들여 앞서 언급한
브랜딩의 전 과정을 강력하게 총괄하도록 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브랜딩과 패션 산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은 닮은 듯 다르다. 거기엔
언뜻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법한 개념들이 총동원된다. 이를테면
성, 욕망, 우울, 퇴폐, 터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도 구분 짓기가
가능하고 의미 부여가 강력하다면 주저할 것 없이 차용되었다. 이후 한
인간이 형성되듯 다각도에서 적용된 외적 요소들을 통해 패션산업은
소비자들과 감성과 영감을 나눈 선구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들을 무수히
배출했다. 패션 산업이 선보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통한 강력한
이미지는 [표 1-1]과 같은 비옥한 브랜드 자산을 일구는 중요한
씨앗이었다. 다시 말해 패션 산업은 제품 자체의 점진적인 혁신과
동시에 브랜드의 매력적인 힘을 성공적으로 키워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의 근본적인 이유를 ‘제품’에서 ‘영감’으로 전환시키면서
성공적인 사례들을 만들 수 있었다.

[표 1-1] 아커(Aaker)의 브랜드 자산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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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영감’을 더욱 견고하게 쌓아 올리기 위해 패션 산업이
주도 면밀하게 끌어들인 개념이 바로 문학 책에서나 보았을 법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일컫는 공감각은 패션 산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과 만나면서 하나의
브랜드를 구성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상하고 그 상상으로부터 영감을
이끌어내는 툴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백화점의 층마다 다른 음악이
나오고 매장 안에 독창적인 향을 뿌려놓기도 하며 음식마저도 중요한
유행으로 끌어들이길 주저하지 않는 패션에서 다채로운 감각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공감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착 상태였던 패션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소리, 향기, 촉감, 미각을 동원해 시각적인
심상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브랜드 자산에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감각, 눈에 보이지 않는 영감이나 환상 등
패션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이 시각 언어로 구현되고
소비자와 비로소 만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브랜드의 매력적인
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고 온갖 공감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매개, 그리고 그것을 영감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그래픽 디자이너가 담당하고 있다.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는 상품의 일부
외형을 치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상품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것을
재해석하고 브랜드 자산을 일구는 등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패션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에
있어서 어떻게 다채로운 시각 언어를 활용하고 적용했는지 사례들을
통해 연구하고, 공감각적 심상을 어떻게 시각 언어로 구체화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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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그 과정에서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해
허상으로 치부되던 것들을 시각 언어로 브랜드화한 그래픽 디자인을
살펴보고, 나아가 직접 연구하고 응용 사례를 제시한다. 이처럼 패션
산업, 공감각적 심상을 내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연구함으로써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간략하게나마 패션 산업이 현재와 같이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된 역사와
배경을 브랜딩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래픽
디자인이 브랜딩, 특히 패션 산업의 브랜딩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 왔고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갔는지 주요한 인물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시되는 사례들은 그래픽 디자인이 패션 산업
안에서 어떻게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창조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두 번째로 패션 산업에서 재정의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과정을 살펴본다. 현대 패션 산업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린
계기가 되었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등장으로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
확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앞서의 브랜딩에서 그래픽 디자인이 다소
소극적인 조력자의 위치에서 패션 산업을 지원했다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산업의 본질을 정의하는 중요한 존재로 부상한 그래픽
디자인의 사례를 찾고 어떤 방식으로 시각언어를 구사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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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은 무형의 심상들을 종합해 브랜드의
감성을 창출하고 소비자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시각
언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다양한 성격의 제품 군과 서로 다른
행태의 서비스가 하나의 브랜드로 묶여 있는 패션 산업에선 이를 위해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공감각적 심상의 정의를 살펴보고 패션
산업에서 공감각적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활용된 예인 향수 산업을
면밀히 분석해본다.

마지막은 연구의 실행으로, 앞서 살펴본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 확장
사례들을 근거로 임의의 브랜드를 선정해 그래픽 디자인이 중심이 되어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하나의 브랜드가 소비자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또한 실제 상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경험함으로써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핵심적 과제인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기 위해 임의의 브랜드는 최종적으로 향수 제품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직접 향을 조향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며 다시 이 시각
언어를 어떻게 브랜딩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며 그래픽 디자인의 긍정적인 역할 확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1)

패션 산업에서의 브랜딩을 파악하고, 패션 산업에서 새롭게 정의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직책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 의해 진일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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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을 살펴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 확장을 거듭한 그래픽
디자인을 인물, 브랜드등으로 사례 조사하고 분석한다.
2)

그래픽 디자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패션 브랜드의 사례로

<선행연구작업 01>과 <선행연구작업 02>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자 지속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선행연구작업 03(VTDP)>을 제안한다.
3)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유용한 방법인 공감각적 심상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의 시각화를 분석한다.
4)

공감각적 심상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툴로 활용한 예를 패션

산업에서 살펴본다.
5)

공감각적 심상이 적용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발생시키고

그것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시각물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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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패션 산업에서의 브랜딩과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2.1. 패션산업에서의 브랜딩

브랜드가 정체된 것 또는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면 브랜딩은 끝없이
성장하는 것 소비자와 교감하며 진화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브랜드는
그들의 이미지를 고유의 차별화된 시각 및 언어적 어휘로 재구성해내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가슴에 다가가는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브랜드는 '브랜드명'과 '브랜드마크'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모든 표현물에 부여된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미국마케팅협회는 브랜드를 '한 제조업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경쟁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 짓는 이름, 언어, 디자인, 상징 또는
기타의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상징이란 제품을 나타내는
단어나 물건, 행동 등을 모두 포괄한다.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상징을
제공하고 관계를 맺으려는 한편 소비자는 브랜드가 상징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창출한다.1

1

미국마케팅협회(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www.marketingpower.com

21

[표 2-1] 패션브랜드 관리 과정

이를 위해 패션 브랜드는 자사의 브랜드를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데 [표 2-1]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표를 살펴보면
첫째 단계는 내외부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환경분석과
시장분석, 고객분석과 목표시장 선정, 경쟁분석과 자사분석을 포함한다.
둘째 단계는 브랜드를 통해 표현하기를 원하는 목표 이미지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브랜드 포지션 개발로 자사
브랜드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경쟁 브랜드와의 유사점과 차별 점 연상을
확인함으로써 차별화된 강점을 찾는 과정이다. 넷째 단계인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프로그램의 실행단계는
광고를 비롯해 PR(Public Relation), 판매촉진, 인터넷 및 모바일,
VMD(Visual Merchandising)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브랜드 자산을 구축한다. IMC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시너지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각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구축된 패션 브랜드의 자산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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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 과정에서 활용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다양한
시각언어로 결국 구현되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하나의 패션 브랜드는 집약된 브랜드 자산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일괄되게 관리할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다른 산업과 달리 외적 요소들 즉, 브랜드 자산 자체가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과 동등한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켈러 Keller, K.L.는 이러한 브랜드 자산의 원천에 기반을 두고 이들
구성요소 간의 위계를 보여주는 ‘고객기반 브랜드 자산
피라미드 Customer-based brand equity: CBBE’라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CBBE 모델에서 브랜드 자산의 원천은 [표 2-2]에서와
같이 6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며 네 단계를 거쳐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형성된다. 첫째 단계는 브랜드 현저성을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이
인식되는 단계로, 브랜드 현저성이 높다는 것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고
소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브랜드를 잘 회상하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단계는 브랜드의 기능적인 성능과 심상에 대한 연상을
통해 브랜드의 의미가 창조되는 단계이다. 셋째 단계는 고객이 브랜드에
대한 여러 가지 연상을 토대로 브랜드와 공명 또는 공감이 형성됨으로써
브랜드와의 관계가 구축되는 단계이다. 이러한 CBBE 모델은 브랜드
자산의 각 구성요소가 강력한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단계별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해준다.2

2

고은주, 이미아, 이미영, <패션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교문사, 2012,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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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켈러의 CBBE 모델

패션 브랜드의 브랜딩 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브랜드
자산으로 환경적 요인을 끌어들인다는 데 있다. 모든 공산품은 생산지를
밝히도록 되어있지만 환경적 자부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례로 애플(APLLE)사의 모든 제품은 실제로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MADE IN CHINA’라는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제품의 설계와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해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라는 문구로 교묘하게 정체성을 포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패션 브랜드는 자사의 제품이 제조되는 국가 외에 자사의
브랜드 아래에 그 도시명을 당당하게 기제하곤 하는데,
‘BALENCIAGA PARIS’처럼 브랜드명과 도시 이름을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최근 브랜드명을 ‘YVES SAINT
LAURENT’에서 ‘SAINT LAURENT’ 으로 교체한 입생로랑의
경우 브랜드명 아래 도시이름을 덧붙였다. 제품의 원산지의 도시 또는
국가를 브랜드와 함께 명기하는 경우는 공산품 가운데 시계 정도가
유일한데 이것이 기술력을 입증하고 과시하기 위한 이성적 근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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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에서 특히 도시를 브랜딩하는 것은 그 도시의 특성,
고객들이 특정 도시에 대해 갖고 있는 동경 등을 브랜드 자산으로
흡수하기 위한 감성적 역할을 한다.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자산은 이와
같이 브랜드를 둘러싼 다양한 면을 직간접적으로 끌어들여 완성되는
것이다.

[그림 2-1] 도시를 브랜드 자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인 발렌시아가(좌측)와 생로랑(우측)

이처럼 다각도의 브랜드 자산을 품고 있는 패션 브랜드는 이를 활용해
고객의 삶에 파고들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브랜드
확장이다. 브랜드 확장은 한 제품시장에서 기반을 구축한 브랜드가
동일한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 혹은 서비스 시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강력한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 확장은 신제품에
드

신뢰감을 부여하며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도 신제품의 성공률을 높인다.3
패션 브랜드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럭셔리 브랜드들은 경기불황이 지속될
때 보다 넓은 소비자층에게 소구하기 위해 라인 확장 전략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령 이탈리아의 아르마니(ARMANI)는 여성과 남성을
위한 의류로부터 출발해 속옷, 신발, 핸드백과 시계 등 액세서리는 물론
화장품, 향수, 어린이 용품, 가구, 초콜릿 심지어는 플라워샵과 레스토랑,
호텔에 이르는 다양한 제품 군과 서비스로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으며,

3

고은주, 이미아, 이미영, <패션브랜드와 커뮤니케이션>, 교문사, 2012, 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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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마니라는 브랜드를 통해 연간 20 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아르마니의 브랜드 확장은 '삶의 아르마니'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제안해 브랜드를 둘러싼 무형의 가치,
브랜드 고유의 매력적인 힘을 창출한다.4

[그림 2-2] 가장 왕성한 브랜드 확장을 보여주는 아르마니는 의복은
물론 가구, 음식, 호텔, 스파 등 삶의 전분야를 아우른다.

최근엔 럭셔리 브랜드뿐 아니라 톱숍(TOPSHOP), 갭(GAP),
포에버 21(FOREVER21)과 같은 글로벌 SPA 브랜드5에서도
영유아동복, 특별한 협업제품등을 선보이거나 뷰티, 보디 케어라인등을
선보이며 브랜드를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 유통에서
온라인이 강세를 보이자 대형 브랜드화된 일부 온라인 패션
소매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례로 미국의 가장 거대한 이-

4

삼성디자인넷(2011.07.08) 럭셔리하우스의 디자인 확장

5

SPA 는 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의 약자로 자사의
기획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까지 하는 전문 소매점을 일컫는다. 제조사가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어 대량생산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여 제조원가를 낮추고,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지식경제용어사전, 산업통상자원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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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스6 업체인 네타포르테(Net-a-Porte)는 브랜드의 뒷글자를 딴
<포터(Porter)>라는 잡지를 인쇄물과 태블릿용으로 창간하기도 했다.
특히 <포터>는 구구절절 구매의 까닭을 설명하는 과거의 통신판매
카탈로그 개념이 아니라 정통 패션 매거진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독창적이고 영감으로 가득한 세계를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 서비스조차 진일보했음을 알렸다.

위에서 알아 본 브랜드와 제품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제품은
기업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건으로 그 물건의 특징과 품질, 부가된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 반면 브랜드는 제품이 갖는 이러한 물리적,
서비스 측면뿐 아니라 브랜드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 그
브랜드에 대한 태도, 그 브랜드와의 관계성 등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면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연상의
종합을 브랜드 개성이라 한다. 브랜드 개성은 패션 브랜드 자산의
중요한 요소로 성별이나 나이,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징과 함께 심리적이면서 성격적인 특징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기과시, 자기만족, 소속감 등의 상징적 혜택을 제공받는다.
그리고 이는 다시금 브랜드 충성도로 연결된다. 특정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보다 더 선호하고 재 구매율이 높고 각별한 애착을 갖는 경향이
브랜드 충성도로 브랜드 자산의 핵심적 요소다. 패션 산업은 이러한
브랜드 충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벌이는 한편, 미래의
잠재적 예비 고객의 충성도도 미리 예약 확보하기 위해 타 상품 군에

6

e-commerce 는 인터넷 쇼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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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브랜드
확대의 측면에서 전개하는 것이다.

이런 브랜드 확장 가운데 향수 산업은 패션 브랜드의 '정수'로
일컬어진다. 브랜드 고유의 성격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순간 제품을
출시해 소비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놓치지 않는 향수 산업은 패션
브랜드가 판매하는 것이 제품에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연상되는 이미지,
환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명품 패션 브랜드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무엇보다 오늘날
패션 산업의 브랜딩을 선구적으로 전개해 온 브랜드인
샤넬(CHANEL)의 경우 1921 년,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이
당시로써는 실험적으로 패션 브랜드의 이름을 달고 출시한 최초의
향수인 샤넬 <넘버 5>는 샤넬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를 소비자들에게
각인하는 묘약이 된다. 수공예에 가까웠던 향수 산업을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끌어와 최초로 광고를 전개해 대중과 브랜드의 가교로
활용했고, ‘여성이 키스를 받고 싶은 곳에 뿌려라’ 라는 샤넬의
선언이나 ‘잠 잘 때는 샤넬 넘버 5 만 입는다’는 마릴린 먼로의
인터뷰는 전설적인 마케팅 기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샤넬은
일반적으로는 접근이 어려운 최고급 의상과 함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향수라는 코스메틱 아이템을 동일한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해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공고히 한다. 브랜드 포지셔닝은 가장 높은 지점에
두지만 직접적 소비 요인 중 하나인 가격은 다양화함으로써 브랜드
자산을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샤넬의 향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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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것으로 일종의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해 앞서 언급한 자기과시,
자기만족, 소속감을 갖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순환적으로, 샤넬 넘버
5 를 구매한 소비자는 샤넬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브랜드 충성도를
갖는다.

샤넬과 샤넬의 넘버 5 가 패션 산업의 브랜딩을 다각도로 활용한 최초의
사례라면 2005 년 네덜란드 출신의 패션 디자이너 듀오인
빅터앤롤프(VIKTOR&ROLF) 가 출시한 향수, <플라워 밤(Flower
Bomb)>은 파비언 배런(Fabien Baron)이라는 시각 언어 전문가와 만나
샤넬 넘버 5 의 계보를 시각적으로 풀어낸 최근의 사례이다.

빅터앤롤프는 당시로썬 신인 디자이너인데다가 전위적인 의상은 분명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지만 향수를 출시할 정도의 큰 브랜드는 아니었다.
그러나 로레알 그룹의 향수 부서에서 빅터앤롤프의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선보인 이 향수는 다소 정체되었던
향수 시장에 신선한 활력을 불러일으켰다.7 그리고 이처럼 브랜드의
성격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향으로 정의 내리고 그것을 브랜드
자산으로 흡수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일련의 시각제작물로
귀결되는데, 플라워 밤의 경우 아트 디렉팅을 담당한 파비언 배런에
의해 수류탄 모양의 보틀, 꽃처럼 휘날리는 베일을 쓴 여성과 이를
에워싼 검은 리본의 광고 비주얼 등으로 ‘꽃’과 ‘폭탄’이라는
상이한 개념을 시각화한다. 브랜드의 독특한 철학과 미학이 향기,

7

"Flowerbomb: A Bouquet by Viktor & Rolf". L'Oréal. April 6, 2005. Retrieved
20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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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컨셉 등으로 분절적이었다면 그래픽 디자인은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로 묶어 소비자들에게 일관되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즉,
소비자들이 제품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나아가 감성을 자극하는 것 그리고 이로써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달린 셈이다.

2.2. 패션산업에서의 그래픽 디자인

1952 년 패션 디자이너 위베르 드 지방시(Hubert de Givenchy)에 의해
설립된 지방시(GIVENCHY)는 1950 년대 오드리 헵번이 <사브리나>,
<티파니에서 아침을>과 같은 영화에서 착용한 의상으로 특히 유명세를
떨치던 패션 브랜드다. 이후 여성복에서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이 지방시만의 독창적인 명성을
이어나간 반면 남성복은 지지부진했던 지방시는 2008 년, 이미
2005 년부터 여성복 라인의 디자인을 맡던 리카르도 티시(Ricardo
Tisci)가 브랜드 전체를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 되면서
독창적인 개성을 가진 브랜드로 거듭나게 된다. 그는 2008 년 남성복
데뷔와 동시에 강렬한 그림이 반복, 변화하면서 디지털 프린팅8된
의상을 런웨이에 쏟아냈다. 대다수의 남성복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러나 굉장히 정교하게 재단되고 맞춤 했던 의상이 아니라 그래픽
8

텍스타일 기술의 발달로 실크스크린 기법의 나염이 아닌 의류의 원단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정밀한 총천연색의 염색이 가능해진 컴퓨터 기반 인쇄 기술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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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활용한 강렬한 캐릭터로 승부했다. 옷의 형태는 단순화하고
종교적인 모티브, 원시림, 개나 늑대와 같은 야수성을 모티프로 한
컬렉션을 선보였고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그림 2-3] 리카르도 티시가 2014 봄/여름 지방시 남성복을 위해 선보인
컴퓨터 생성 이미지의 디지털 프린트 의상

그는 의상의 본질적인 기능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지방시만의
야수적인 시각언어를 써 내려가면서 다른 브랜드들과 차별화를 이룬
것이다. 이 성공의 기저엔 디지털 프린팅이라는 기술적 진보가 세운
공도 크지만 그것을 적절히 이용해 한번 보면 결코 잊을 수 없고
브랜드의 각인이 확실하도록 일조한 그래픽 디자인의 힘도 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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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리카르도 티시라는 의상 디자이너의 통찰력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이를 적절히 후방 지원한 그래픽 디자이너의 공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그래픽 디자이너는 티시가 제시한 '야수성'이라는
키워드를 해석해 풍성한 시각언어로 이끌어내고 이후 영상, 광고 및
사진에 연속적으로 그 모티브를 활용하며 소비자들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방시의 브랜딩은 꾸준히 성장해 현재
프랑스의 그래픽 디자인 듀오인 엠/엠파리(M/M Paris)가 디자인한
초대장, 인쇄물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시의 새로운 브랜딩에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옷 위에 시각언어를
더한 숨어있는 조력자라면 패션 디자이너인 동시에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세대인 마리 카트란추(Mary
Katrantzou)9는 ‘컴퓨터 생성 이미지’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패션
산업에 던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사실 여성복은 형태와 재질
자체만으로도 혁신이 가능했기에 카트란추가 사용한 컴퓨터로 생성된
디지털 프린트는 그 이질감이 더 컸다. 스스로 ‘다양한 영감의
요소들을 자연적으로 혹은 인공적으로 교잡한 나의 컬렉션은 프린트,
텍스타일 그리고 형태가 만난 작품’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실루엣을
재단하고 소재를 선택하는 전통적인 패션과 컴퓨터로 만들어낸 그래픽
이미지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녀의 컬렉션은 일부 패션
저널들로부터 전통성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9

1983 년 생인 마리 카트란추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태어났고,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와 센트럴 세인트 마틴에서 각각 수학했다. 2009 년 가을, 겨울 컬렉션으로
데뷔하였으며 텍스타일 디자인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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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겐 자연스러운 탐구 과정일 뿐이다. 입체적인 형태의 옷 위에
정교하게 계산된 디지털 프린트를 더한 그녀의 의상은 ‘프린트
텍스타일이 여성이 가진 몸의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했고 오늘날 디지털 프린트는 결코 뗄 수 없는 브랜드의 개성이
되었다.

2.3.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새로운 정의

로베르토 베르간티(Roberto Berganti)는 그의 저서
<디자이노베이션>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산업이 열망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디자인 중심 혁신에서 비롯한다고 말한다. 전통적 개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과 디자인 중심 혁신의 차이는 기업 내부에 한정되어 고립된
시각을 탈피시켜 줄 인터프리터의 활약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삶에
대한 상상적 고찰’이 추가된다 데 있다. 여기서 인터프리터는 사회
의미를 탐구하고 기업의 생산 과정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로,
예술가, 문화단체, 사회학자나 인류학자, 마케터, 매체 등으로 구성되며
문화와 의미의 탐구가 핵심 역할이다.10 그리고 디자인 중심 혁신의
중요한 개념인 ‘삶에 대한 상상적 고찰’은 최근 대두된 인문학적
소양과 일맥상통하는 데 혁신의 대상은 기업이 타깃으로 삼은 사용자,
고객에 한정 짓지 않고 인간으로 넓혀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상적 고찰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의미와 언어를 발견하고 매력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의 디자인 중심 혁신을

10

로베르토 베르간티, <창조적 혁신전략 디자이노베이션>, 2010, 한스미디어, 2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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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 매력적인 힘을 구체화할 수 있는 책임자가 오늘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일반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광고계에 국한되어 사용되던 직책의
이름이었다. 광고계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아트 디렉터와 카피
라이터를 중심으로 한 광고 크리에이티브 부서를 총괄해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하고 실제 제작, 재정 등의 실무 영역을 모두 책임지는
직책을 일컫는다.11 하지만 패션 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큰 의미를
부여받게된다. 패션 산업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수립한 전략은
단순히 광고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VMD12, 브랜드 정체성과 의미
부여 등 브랜딩 전과적을 흡수한 개념이다. 패션 산업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등장한 것은 1990 년대 이후 패션 브랜드, 특히 럭셔리
하우스들의 대형화, 대중화가 시작되면서부터다.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가 갖는 힘이 막강하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옷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미디어가 다양화되고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인식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에 대한 대중의 수요가 늘어났고 일부
부유층에게만 소구하던 브랜드의 활동 범위도 좀 더 넓어지게 되면서
매스티지 브랜드13라는 개념이 탄생했고 프라다, 루이비통(LOUIS
VUITTON)등이 이와 함께 대대적인 혁신을 모색했다. 당시 가장
11

조영제, 권명광, 안상수, 이순종 <디자인 사전>, 안그라픽스, 2003

12

비주얼 머천다이징, 상품 연출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여 고객의
구매욕구를 높이는 상품 전략으로 주로 상점 이미지 (Store Identity)에 활용된다.
13

매스와 프레스티지의 합성어, 대중들도 소비하는 럭셔리 브랜드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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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변신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브랜드는 구찌(GUCCI)인데, 담당
디자이너는 단순히 의상디자이너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브랜드 전반의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톰 포드(Tom

Ford) 로 그의 역량이 혁신에 큰

몫을 차지했다.

톰 포드는 사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의상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초기 그의
이력은 주로 광고, PR 부서, 모델활동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패션계에 입문한 그는 페리 엘리스 등에서 경력을 쌓다가 밀라노로 이주,
파산 직전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구찌의 남성복 라인을 담당하게
되었고 1994 년엔 브랜드 전체 라인을 디자인하고 총괄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다. 즉, 그는 마케터로서의 경력을 브랜딩에
흡수시키고 이를 통해 발전적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수립해 제품과
브랜드에 투과시킨 것이다.

톰 포드가 구찌에서 감행한 혁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고
마케팅과 브랜딩의 혁명으로까지 일컬어진다. 그는 강렬하고
센세이셔널한 성적소구를 구찌의 곳곳에 심어놓았고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파산직전의 상황까지 몰렸던 구찌의 자산가치는 그가
자리에서 물러난 2004 년엔 10 조원대로 뛰어올랐다. 포드의 패션에
대한 접근은 패션을 전통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그가 패션이 가진 내실과 정통을 무시한 채 시각적 자극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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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중했다고 지적한다.

14

하지만 그가 고전적인 패션 브랜딩을 일관된

시각 언어를 통해 감성에 소구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으로
발전시켰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림 2-4] 여성의 음모를 구찌의 심벌로 쉐이빙한 도발적인 구찌의
2001 년 봄/여름 광고

구찌가 진행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은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담한
성적소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었다. 성적소구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시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적 표현이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긍정적인 광고효과를 나타내고 있다.15
그리고 이러한 성적소구가 브랜드의 가격, 기능, 호의적 가격, 인기소구
등 보다 앞선 감성소구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14

Frankel, Susannah, <The Independent>, 1999.01.16

15

LaTour & Henthorne, Female Nudity: Attitudes towards the ad and the brand,
and implications for advertising strategy,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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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시각적 자극 또는
시각적 기호와 언어를 통해 인지하고 그것을 감성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톰 포드 이후 주목할만한 인물로는 1997 년부터 2013 년까지
LVMH16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인 루이 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역임한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가 있다. 그는 유서 깊은 여행용
가방 업체였던 프랑스 패션 하우스에 기성복을 더하고 브랜드를 최신의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특히 브랜드 외부에서 저명한 예술가와 팝
아티스트로 구성된 인터프리터를 과감히 활용한 것으로 독보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그래피티 예술가인 스테판 스프라우스(Stephen Sprouse),
일본의 팝아트 거장인 무라카미 다카시(Murakami Takashi), 순수
미술가 리처드 프린스(Richard Prince), 영화감독 소피아
코폴라(Sophia Coppola), 힙합 뮤지션 패럴 윌리엄스(Pharrel Williams)
등이 루이 비통과 협업한 사례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단순히
제품에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아름다움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바탕으로 진행된 루이 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은 고객의 마음을 빼앗고 LVMH 그룹 내에서도
매출액과 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해 왔다. 마크 제이콥스라는 스타
크리에티브 디렉터의 역량은 2013 년 10 월 그가 브랜드를 떠난다는

16

Louis Vuitton Moët Hennessy,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럭셔리
그룹이다. 1987 년 패션 하우스 루이 비통과 모에 헤네시의 합병으로 이루어졌으며 약
60 여개의 고가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소속 브랜드로는 모에 샹동, 헤네시 등의
주류 루이 비통은 물론 디올, 펜디, 지방시, 겐조, 셀린느 등의 패션 태그 호이어,
제니스, 위블로, 쇼메, 불가리 등의 시계, 보석 등이 있다. 그룹 전체 매출은 2012 년
기준 280 억 유로(약 40 조 3000 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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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이 알려진 날, 프랑스 파리 증시에서 LVMH 주식이 2.2% 하락해
시가총액 20 억달러(약 2 조원)이 사라질 정도로 중요했다.17

이처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브랜드의 전반을 총괄하게 되고 흔히
전문경영인의 지위를 가지면서 이러한 무형의 감성적 가치에 대한 인식
역시 고취된다. 산술적인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인터프리터18와의 교류를 통해 이끌어낸 통찰력을 기반으로 브랜딩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브랜드마다 고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존재하고 전반의 과정을 관장해 브랜드의 자산과 역량을 끌어올리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각각 동등한 역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패션
브랜드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가져온 혁신으로 브랜드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그것을 포장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시각언어들이 힘을
얻게 되었고 제품과 재정, 마케팅과 PR 등 브랜드가 통과하는 전반의
프로그램에 탄력적으로 이 시각언어가 구사되기 시작한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새로운 정의는 곧 시각언어를 중심으로 경영인,
디자이너, 개발자 등의 분화된 전문가를 아우르며 브랜드의 물성을
초월한 심상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완성하는 것이다.

17

강승민, 중앙일보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이끈 그들, 명품산업 새 틀 짜나>
2014.01.04
18

로베르토 베르간티, <창조적혁신전략 디자이노베이션>, 2010, 한스미디어, 2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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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통한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
확장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시장의 변화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단편적인
시각물의 디자인과 제작을 넘어선 새로운 도전을 요구했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브랜드의 전반을 총괄 감독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중심을 담당해 브랜드를 일관된 시각물로 정의 내리도록 유도하고 그
감성적 소통을 위해 스스로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때문에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모든 환경적 요소들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것은 또한
그래픽 디자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오늘날 혁신을
지향하는 브랜드는 그래픽 디자이너에게 단순히 로고와 아이덴티티,
몇몇 인쇄물만을 의뢰하지 않는다. 시각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래픽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역량에서 출발한 브랜딩의 전 과정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19 때문에 오늘날 그래픽 디자인은 광고, PR, 마케팅은
물론 제품, 공간, 건축 등과 긴밀히 소통할 줄 알아야 하며 그 모든
요소를 단일화되고 풍부한 시각언어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19

로저 마틴, <디자인 씽킹>, 2010, 웅진윙스, 16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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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력한 시각언어를 토대로 발전한 패션
산업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시각화 전과정의 전문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브랜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에 시각언어를 풍부하게
활용한 감성소구가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각 언어의 전문가, 즉,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마크 고베(Marc Gobe)는 <감성 디자인 감성 브랜딩 뉴트렌드>에서
이러한 협력 과정을 브랜드잼(Brand Jam)이라 명명한다. 브랜드잼은
일종의 통찰력 프로세스로서, 주요 기업들과 수년간 컨설팅한 결과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브랜딩 접근법이다. 특히 그는 브랜드잼에 있어서
고착된 언어보다 강하고 오해의 소지가 적은 비주얼의 힘을 강조한다.
고위 간부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의사결정권자들과 브랜드의 핵심으로
다가가는 방법에 있어 적절한 비주얼을 고르고 여기서 출발해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브랜드가 분명한
시각적 언어와 톤, 메시지, 대의, 적절한 상품 홍보인, 핵심 색상, 서체
등을 선택하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비주얼의 선택 과정에서
디자인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프로세스에 영감과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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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은 브랜드
내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갈팡질팡하는 브랜드 또는 브랜드 내의 제품을 어떤 시각언어로 풀어낼
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차별화된 감성을 불어넣는 것이다.20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의 내려진 감성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역시 소비자들로 하여금 풍부한 다른 언어를
이끌고 영감을 고취해야 한다. 한 장의 그림이나 사진이 얼마나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단일화되면서도 정확한
인식을 줄 수 있는지를 상기해보면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량이 얼만큼
중요한지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그래픽 디자이너는 최초에는
브랜드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브랜드 밖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관찰하고 관장하며 조율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20

마크 고베 <감성 디자인 감성 브랜딩 뉴트렌드>, 2008, 김앤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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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그래픽 디자인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사례조사와 분석

패션 산업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는 주로 패션 산업의 잡지, 광고 등
인쇄매체의 아트 디렉터로 이름을 알려나갔다. 하지만 오늘날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지하는 환경은 다변화하고 있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브랜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시점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에 발맞춰 패션
브랜드에서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팅과 그래픽 디자인이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융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어지는 사례들은 그 가운데
주요한 인물과 그들의 작품을 통해 시각 언어를 중심으로 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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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배런이 아트 디렉터를 역임한 <하퍼스 바자>
표지

2.5.1 파비언 배런 Fabien

Baron

프랑스 태생의 파비언 배런은 20 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패션 산업의 외형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물이다. 1982 년 뉴욕의
백화점인 바니스의 아트디렉터로 패션 산업에 입문한 그는 이후
1988 년부터 1990 년까지 이탈리아 <보그>의 아트디렉터를 역임하면서
패션 산업에 새로운 시각언어를 부여했다. 알렉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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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도비치(Alexnader Brodovitch)의 <하퍼스 바자>시절을 연상시키는
그의 초기 작업은 타이포그래피와 사진의 대비 등으로 대표되었고 이후
1990 년 자신의 디자인 회사인 『배런&배런(Baron&Baron)』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패션 브랜드 크리에이이티브 디렉팅을 시작한다
.
대표적으로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의 <씨케이원(CK ONE)>과 같은
향수의 보틀과 패키징이 그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향수인 캘빈 클라인의 <씨케이원>은 캘빈 클라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티프를 한 데 모아 파비언 배런이 완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들고 다니는 보드카 병을 닮은 디자인, 대비가 분명하고 명쾌한
로고, 흑백 사진의 반항적인 젊은 군중 등 캘빈 클라인이라는 브랜드의
시각언어를 집약해 브랜딩으로 이끈 대표적인 사례였다. 캘빈 클라인이
초반에 구축한 섹시하고 젊은 이미지가 다소 설명적이었던데 반해
파비언배런은 그것을 의미화하고 단순화하며 무엇보다 로고, 인테리어,
제품, 패키지 등을 하나로 묶어 시각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로도 <인터뷰(Interview)>, 프랑스 판 <보그(VOGUE)>등의
아트디렉터로 활동하며 패션 잡지의 시각언어를 연구하고
아르마니(ARMAN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등
현존하는 대다수의 향수 패키지는 물론 캘빈 클라인부터 다이앤 폰
퍼스텐버그(Dianne von Furstenburg), 마이클코어스(Michael Kors),
캐롤리나 헤레라(Carolina Herrera),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광고 디자인과 텔레비전 광고까지 패션 산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다. 더불어 그가 직접 찍은 사진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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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휴고 보스(Hugo Boss), 나스(Nars) 같은 브랜드의
광고캠페인으로 제작되었고 최근엔 카펠리니(Capelinni)와 함께 가구
라인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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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파비언 배런은 제품의 광고만을 디자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패션 전분야에 걸쳐 제품 디자이너, 사진 작가, 공동편집인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단순히 클라이언트에게 선택된 작업자가
아니라 제품의 본질부터 외연까지를 이해하고 아우르는 현대 패션
시각 언어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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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Y’s 의 광고

2.5.2 엠엠파리 MM PARIS

1992 년 프랑스 파리에서 마티아스 오귀스티니악(Mathias
Augustyniak)과 미카엘 암잘락(Michael Amzalag)에 의해 설립된
엠/엠 파리는 초기엔 음악산업과 밀접한 작업을 주로 진행했지만
1993 년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의 <Y's> 광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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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하면서 패션 산업에 입문한다. 이후 질 샌더(Jil Sander)의
광고를 디자인하고 마틴 싯봉(Martine Sitbon)을 위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영역을 넓히기 시작한다. 1995 년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사진 작가인 이네즈 판 램스위르드와 피노트
마타딘(Inez van Lamsweerde & Vinoodh Matadin)을 만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패션 브랜드를 위한 시각언어를 탐구한 그들은
발렌시아가(BALENCIAGA), 지방시(GIVENCHY), 캘빈 클라인(Calvin
Klein)등의 광고를 진행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르누보를
연상시키는 손으로 그린 낭만적인 일러스트레이션과 H.R. 기거(H.R.
Giger)마저 연상케 하는 기괴한 형태의 미래주의가 만난 그들의 작품은
깨끗하고 날카롭기만 했던 당시의 패션 산업, 나아가 그래픽 디자인
전체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01 년엔 프랑스 판 <보그>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를
역임하면서 그들만의 시각언어를 연속적인 잡지에서 시험했고
2002 년엔 파리의 카페, <에티엔 막셀(Etienne Marcel)>을 위한
인테리어에 참여해 그들만의 감성을 공간으로 확장시키기도 했다. 또한
오페라의 무대디자인, 단편영화와 뮤직비디오 등에서 공감각적인
시각언어를 선보였다. 2008 년 퐁피두 센터에서 첫 전시를 가진 이후
팔레 드 도쿄,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 등 전세계에서 작품을 선보이며
디자인과 산업, 수공예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이들은 2010 년,
스웨덴의 향수 브랜드 바이레도(Byredo)와의 협업으로 <엠엠잉크(M/M
INK)>라는 향수를 론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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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독창적 시각 언어를 선보여 온 엠엠파리는 이를
일러스트레이션, 입체 조형물, 3D 비디오, 꼴라주, 가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평면에서
벗어나 공간을 넘나들면서 단단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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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조이 디비전의 앨범 디자인

2.5.3 피터 사빌 Peter Saville

1955 년 영국 멘체스터에서 태어난 피터 사빌은 작은 음반회사였던
팩토리 레코드(Factory Record)에서 포스트 펑크 그룹 조이
디비전(JOY DIVISION), 댄스 비트와 포스트 펑크가 만난 뉴오더(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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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등의 앨범 슬리브 디자인을 책임졌다. 특히 전설적인 그룹 조이
디비전이 1979 년 발표한 첫 번째 앨범인 <Unknown Pleasure> 의
미니멀한 디자인은 여전히 중요한 이미지로 기억되는데 이것이 단지
디자인의 정체성만이 아닌 대중음악의 역사와 맥락을 함께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1979 년부터는 런던으로 이주해 록시 뮤직(Roxy Music),
듀란 듀란(Duran Duran), 웸(WHAM) 등 당대의 팝 음악가들을 위해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후 대중음악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된 그는 각종 패션 브랜드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는데 여기엔
질 샌더, 크리스챤 디올, 스텔라 맥카트니 등이 있으며 특히 실험적인
사진작가 닉 나이트와 협업한 요지 야마모토의 광고 및 일련의
이미지들이 대표작이다. 특히 벨기에 출신의 라프 시몬스(Raf
Simons)는 2003 년 그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던 포스트 펑크록
음악과 그 결정체인 피터 새빌의 디자인 요소들을 자신의 컬렉션의
주제이자 모티프로 삼았을 정도였다. 최근 프로젝트 중 하나인
라코스테(Lacoste)의 ‘피터 사빌 한정판’ 피케 티셔츠는 라코스테의
전통적인 악어 자수를 그래픽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버전을 내놓아
신선함을 선사하기도 했다. 오늘날 순수 예술의 경지로 대우받는 그의
시각언어는 청각을 중심으로 각종 디자인 산업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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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음악에서 경력을 시작한 피터 사빌은 공간과
시간을 포괄하는 소리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에
탁월하다. 해체되거나 동적으로 구성된 그의 시각언어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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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유니클로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매뉴얼

2.5.4. 사토 가시와 Kashiwa Sato

1965 년 일본 도쿄 출신인 사토 가시와는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다. 국립신미술관이나 기린의 라거비어, 아이돌
그룹 스마프(Smap)의 아이덴티티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코모(DOCOMO)에서 휴대전화를 위한 광고는 물론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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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도 참여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일본 상업 디자인의 대부답게
총체적인 관리 능력, 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의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다. 때문에 그의 명료하고도 강력한 시각 언어는 제품은 물론
제품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소매점과 같은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든다. 특히 매우 일본적인 아이덴티티를 현대화하는 데 탁월해
유니클로(UNIQLO)의 글로벌화에 맞춘 총체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담당하기도 했다. 우수한 품질 대비 합리적 가격이라는 전통적인 일본
기업의 철학을 가진 SPA 브랜드 유니클로를 시각화하고 좀 더 젊게
표현하기 위해 사토 가시와는 간결한 로고, 장식을 최대한 배재한 채
아이덴티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각 환경 개발에 중점을 둔다. 리뉴얼한
유니클로의 디자인은 직접적으로 일본 국기와 가타카나를 아이덴티티에
사용하고 동양의 도장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각 언어로
활용한다. 다양한 동양문화가 현대적으로 중첩된 유니클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은 소비자들에게 일본과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진
전통적인 신뢰, 제조국으로서의 명성 등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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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가시와 사토의 작업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의 포트폴리오와 무척 닮았다. 패션 브랜드, 아이돌 그룹,
음료, 미술관 등 그 어떤 작업에서도 명쾌함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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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장 폴 구드가 촬영한 겐조의 2012 가을, 겨울 광고

2.5.5. 겐조 KENZO

2012 년, 뉴욕 오프닝 세리모니(OPENING CEREMONY)의 창립자인
움베르토 레온(Humberto Leon)과 캐롤 림(Carol Lim)을 영입한
LVMH 의 겐조는 다카타 겐조(Takata Kenzo)가 브랜드를 최초로
설립할 당시의 컨셉인 정글, 이국성 등의 놀라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길 바랐다. 애초 겐조의 브랜드 자산이 이러한 컨셉에서 기인한
다채로운 프린트였다는 것을 인식한 레온과 림은 이것을 의상에만
표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 특히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Instagram) 등 이미지로 소통하는 SNS(SocialNetwork
Service)를 통해 젊고 활력 넘치는 브랜드로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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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이들이 시즌마다 선보이는 각종 프린트와 시각요소들을
활용한 점인데 그것이 쇼의 배경으로 다시 비디오 안에서의 배경으로
다시 옷과 각종 액세서리로 전이되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빠르게 새로운
겐조라는 브랜드를 인식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비디오 제작물은 패션 브랜드가 구사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가운데에서 가장 총체적인 형태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겐조는 자사의 현란한
텍스타일을 옷이나 액세서리 등의 제품에만 한정하지 않고 비디오로
제작, 그것을 움직이도록 해 브랜드 자산에 템포 즉, 속도감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의 겐조가 갖고 있던 브랜드 이미지를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젊음, 생동감을 강조해야 했던 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그래픽적인
텍스타일에 속도감을 더하고 그 위에 팝 음악과 효과음으로 겐조의
라이프스타일, 문화를 완성한다.

56

[그림 2-14] 겐조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무엇에 열광하는
지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적절한 유머와 과감함, 그러면서도
결코 하이 패션 특유의 느낌을 잃지 않는다. 이러한 전략과
강력한 시각 언어는 살아 숨쉬는 최첨단의 패션 브랜드, 마치
옆에서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는 친구 같은 패션
브랜드라는 인식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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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AMO>와 기획한 프라다 2012 봄/여름의 남성복 패션쇼장 전경

2.5.6. 프라다 PRADA

자산 규모로 세계 최대의 패션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프라다는 기존의
럭셔리 브랜드들이 취해왔던 지루함을 탈피하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AMO 는 잘 알려진 프라다의 건축물들 즉,
뉴욕과 도쿄, 로스 앤젤레스에 있는 대표적인 프라다의 플래그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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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인 에피 센터를 설계한 렘 쿨하스(Rem Koolhaas)의
OMA(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산하의 연구 및 리서치
기관이자 디자인 스튜디오로써 프라다라는 브랜드와 제품을 둘러싼
공간과 연계해 시각 언어를 탐구한다. AMO 는 프라다의 패션쇼를 위한
공간을 설계하고 초대장을 디자인하기도 하며 해당 시즌의 백스테이지
컷을 모아 '판타지 룩북'이라는 독창적인 콜라주 기법의 룩북과 영상을
디자인하고 있다. 또한 프라다에서 진행하는 각종 전시와 이벤트를 아트
디렉팅하고 있다. 프라다가 럭셔리 브랜드로는 드물게 항상 혁신적인
선구자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OMA 의 건축물과
프로젝트가 큰 몫을 하고 있지만 그것의 연속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AMO 의 시각 제작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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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건축과 패션, 아이디어와 과학 등 패션의 범주를
뛰어넘어 가장 혁신적인 패션 브랜드이자 패션의 대명사가 된
프라다의 옆엔 AMO, OMA 와 같은 조력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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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작업

본 장에선 직접 패션 브랜드, 무형의 커뮤니티를 위해 제작한 그래픽
디자인물을 선행 연구 작업 01 과 02 로, 그리고 삼성 모바일 PC 를
위한 이미지 전략에서 도출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구체적인 전략을
토대로 일종의 공식화 한 선행연구작업 03 를 제시한다. 각각 실제적인
업무의 영역에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체계적이고 공식화 된 툴로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시각화할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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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컴퓨터 게임에서 영감을 얻은 2006 년 겨울용 텍스타일 디자인

3.1. 패션 디자이너 송지오를 위한 그래픽 디자인

필자는 2005 년부터 패션 디자이너 송지오를 위해 의상, 패션쇼 영상,
웹사이트 등을 위한 그래픽 디자인을 제작했다. 본 장에서는 패션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완성된 시각물들을 통해 그래픽 디자인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과정에 어떻게 다가설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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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년 가을/겨울 컬렉션을 위해 패션 디자이너 송지오는 컴퓨터
문화를 시각화하고자 했다. 특히 컴퓨터 게임과 여기서 나타난 독특한
시각 언어에 집중했는데, 그가 옷을 통해 마치 컴퓨터 게임의 주인공과
같은 이미지를 형상화하고자 했다면 필자는 좀 더 명확하게 그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 직조되는 니트에 계단현상이 두드러져 초기 컴퓨터
그래픽의 정서를 환기시키는 그래픽 디자인을 제안했다. 특히 두꺼운
실로 구현되는 니트의 특성이 초기 컴퓨터 그래픽의 계단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겨울 니트 위에 사용되었던 ‘눈꽃’, ‘사슴’
등의 요소들을 우주선, 회로 기판 등으로 변형함으로써 옷이 전달하고자
하는 해당 시즌의 컨셉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었다.

2007 년엔 패션 디자이너 송지오가 프랑스 파리에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가졌다. 당시까지 필자가 의상을 통과하는 시즌 컨셉을
단순히 프린트, 텍스타일에 적용하는 데에서 발전해 이 컨셉을 패션쇼의
영상, 나아가 음악에도 적용했다. 이는 약 20 여분의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하는 패션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시즌의 컨셉인 ‘BLACK OUT’을 구체화하기 위해
펜으로 점점 채워지는 면을 의미하는 의상의 프린트와 이것을 화면 전환
기법으로 적용한 비디오를 제작했다. 비디오는 시즌의 영감을 위해
수집된 영화,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등의 몽타주로 구성되었고 분절적인
영상들은 신경질적인 펜 드로잉, 이것이 채워나가는 면 이 인서트 되어
하나의 연속된 이미지를 만들어내도록 했다. 그리고 각종 노이즈
효과음으로 채워진 패션쇼의 배경음악을 제작해 의상, 영상 등이 시각적,
청각적으로 전달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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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일련의 시각물들은 해당 시즌의 의상, 패션쇼를 위한 영상
등에 활용되고 더불어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초대장, DM 등의
인쇄매체,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매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해당
시즌의 컨셉을 일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3-2] 스케치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텍스타일과 이와 관련한 패션쇼의
초대장, 영상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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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나이키의 드라이-핏 티셔츠 위에 인쇄된 <PRRC 1936> 로고

3.2. 러닝클럽 <PRIVATE ROAD RUNNING CLUB
1936>을 위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2013 년 9 월 창립된 커뮤니티인 <PRIVATE ROAD RUNNING CLUB
1936> 또는 <PRRC 1936>은 패션 머천다이저, 디제이, 모델 등이
모여 정기적으로 서울 시내의 일부를 코스로 정하고 달리는 아마추어
러닝 그룹이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현존하는 SNS 미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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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해 회원을 모집하고 그 날 그 날의 러닝을 기록하거나 일부 회원의
경우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제품이나 공간 등 전통적인 대상이 아닌 ‘달리기’, ‘커뮤니티’ 등
활동, 생활을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창립
멤버들의 아이디어이자 커뮤니티의 이름 자체이기도 한 ‘사적인 길’을
시각화하기 위해 달렸을 때 길을 바라본 각도로, 손기정의 투구를
심볼로 지정해 자칫 가벼운 취미활동에 머무를 법한 커뮤니티에 무게를
실어주고자 했다.

[그림 3-4] 공식 의류에 인쇄된 로고, SNS 의 홍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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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공식화: 지속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VTDP: Visual Tactics Driven
Process 연구

시각언어를 중심으로 한 브랜드 케뮤니케이션인 VTDP 는 2011 년
7 월, 삼성전자의 모바일 PC 의 시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방법이다. 무수히 많은 제조사, 제품, 브랜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사의 제품을 강조하고 구별 짓기는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 오늘날의 시장이 인터넷 중심으로 재편되고 마이크로화
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속도 전쟁에 비견할만한 소비자의 변화는
브랜드로 하여금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어렵게 만들었다. 더불어
하나의 브랜드에서 파생되는 무수한 상품군 역시 적절히 구별되고
강조되어야 했다.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브랜드,
제품, 시각제작물, PR 등 마케팅과 소비자가 각기 다른 역할로 인식되고
서로 효과적으로 융합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 기존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키워드와 이미지가
주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과정을 더해 비정형의 형태로 존재했던 가치가
브랜드 자산으로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구상했고, 브랜드를 구성하는
단계를 시각 언어로 융합해 감성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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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DP 의 키워드와 이미지 맵은 제품을 인물로 치환해 페르소나로
지정하고, 제품이 가진 특성을 페르소나에서 파생된 시간대, 형태, 색,
움직임, 속도, 리듬 등으로 세부화한다. 먼저 페르소나는 제품이 가진
매력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타임존’ 즉, 시간대를 설정해 페르소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품에 주입한다. 페르소나와 타임존의 상호작용으로
제품은 매력적인 힘을 갖추고 환경적인 개성을 부여 받는다. 더불어
페르소나와 타임존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까닭으로 트렌드
리서치를 통해 추출된 정보를 객관화하고 보다 시장 중심인 능동적인
개념으로 형성된 매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 위의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추후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서 활용할 카테고리들로 세분화되고

[표 3-1] VTDP 의 전략이 다양한 과정에 적용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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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일련의 주요한 ‘키비주얼 전략’이 도출된다.
도출된 키비주얼 전략은 브랜드, 철학, 각기 다른 성격으로 분화된
제품군, 제품의 구체적인 시각제작물, 광고나 PR, 패키징 등의 마케팅에
흡수되어 단일화된 정보를 내포한 시각언어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이나 브랜드의 정보를 학습하기보다
그것을 매력적인 힘으로 느끼고 공감하게끔 한다.

또한 VTDP 에서 사용된 위의 이미지맵은 제품, 환경, 성격, 최신의
유행과 제품 또는 브랜드의 매력적인 힘이 한데 모여졌기 때문에 수집된
이미지의 나열인 일반적인 매핑과 다르다. 단계별 필터링 과정으로 더욱
견고하게 브랜드 가치를 시각화해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뿐 아니라 브랜드 내부의 관리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착오를 줄일 수 있어 좀 더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무형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과정을 공식화해 다른 산업에 적용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더불어 제품이나 브랜드를 둘러싼 브랜드 자산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수월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다.

69

제 4 장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4.1. 공감각적 심상의 정의

공감각은 오감 중 한 영역의 감각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이
다른 영역의 자극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인지과학적으로
공감각은 뇌의 정보처리에서 빚어지는 혼선의 문제라고 본다. 감각의
경계를 넘어선 감각현상으로서의 공감각은 주로 뇌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하나의 음에서 색체를 느끼는 반응인 '색청',
글자 혹은 숫자에서 색체를 느끼는 ‘색-자소 공감각’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빌라야누르 라마찬드란
(Vilayanur Ramachandran)박사는 심리학 전문지인 <인지
신경심리학>에서 “인간의 5 가지 감각 중에서 2 가지 이상을 동시에
감지하는 특이한 현상인 공감각은 서로 인접해 있는 노의 독립적인
감각영역이 교차 활성화되기 때문이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독립된 각각의 감각영역이 이처럼 교차 연결되는 것은 자궁에서
태아의 뇌가 형성될 때 영역 간 신경연결 과정에서 ‘가지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밝혔다.

21

21

범상규 ‘공감각적 마케팅’에 주목하라 <동아 비즈니스리뷰> 4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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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쉽게 접했던 공감각적 심상의 예는 문학과 예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김광균의 <외인촌>에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라는
문장은 청각적 심상이 시각적 심상의 형태로 전이되는 공감각적 현상을
잘 보여준다. 최근 현대미술 역시 탈 경계를 지향하면서 소리와 빛,
냄새 같은 복수 형태의 감각요소들을 작품에 차용한 설치미술에서 흔히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인지과학이 공감각을 우연, 오류로
여기는 데 반해 인문, 예술 분야에서 통용되는 공감각적 심상은 하나의
미학적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0.5%의 사람들이 뇌과학적 측면에서 실제 공감각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주로 문학, 음악 등 예술 분야 종사자다.
유명인사 가운데 천재 시인 랭보, 음악가 스티비 원더, 세계 3 대 테너
중 하나였던 루치아노 파바로티 등이 공감각자였다. 파바로티의 경우,
악보의 음표를 색으로 인지해 노래를 부르면서 머릿속으로 음악을
‘그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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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컬러로 재구성한 알파벳과 음악을 색과 기호로 시각화한 영상의 시퀀스

공감각자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인간은 가벼운 공감각적 지각을
경험하는데, 이를 테면 빨갛게 칠해진 방에 들어가면 따뜻하다고 느끼고,
파랗게 칠해진 방에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느낀다. 시각적 정보인 색깔이
체온, 촉감 등의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각이 문화적 학습의 소산인가, 혹은 정보처리기제의 구조적 특징
때문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후자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든 공감각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로
‘공감각 현상은 인류 보편적이며, 누구에게나 내재된 성향’이라는
것이다.

22

22

윤재희 <오감 활용 크리에이티브 재구성의 광고효과에 대한 연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윤재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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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던킨 도너츠(DUNKIN DOGHNUTS)의 마케팅은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사례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내부에
던킨 도너츠의 광고를 재생할 수 있는 라디오가 내장된 자동 향기
분사기를 설치하고 던킨 도너츠 매장이 인접한 정류소를 지날 때 고유의
광고 음악과 향기 분사기에서 커피 향이 나오도록 했다. 즉, 청각과
후각으로 브랜드 연상작용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결과, 서울 시내 약
35 만 명이 던킨 도너츠의 커피 향을 맡을 수 있었고, 해당 기간 동안
약 16%의 매장방문 증가와 29%의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다.23

반면 공감각적 심상을 예상하지 못해 실패한 사례도 있다. 슈퍼 모델
나오미 캠벨(Naomi Campbell), 엘르 맥퍼슨(Elle Macpherson),
클라우디아 쉬퍼(Claudia Schiffer) 그리고 크리스티 털링턴(Christy
Turlington)를 내세워 1995 년 뉴욕, 록펠러 센터에 오픈한 <패션
카페(FASHION CAFE)>다. 당시 유행했던 <플래닛 헐리웃(PLANET
HOLLYWOOD)>이나 <하드록 카페(Hard Rock Café)>를 닮은 이
경험적 레스토랑은 곧이어 1996 년 런던 지점 오픈을 앞두고 폐업한다.
<브랜드 실패(Brand Failures)>의 저자, 매트 헤이그(Matt Haig)는
“깡마른 모델과 음식에는 어떤 접점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패션이라는 주제를 보고 아무도 허기를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즉, 패션이라는 환경이 주는 경험적 연상작용에 모델들의 깡마른 신체가
시각적으로 전달되어 도리어 미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23

범상규 <[소비의 심리학] 눈이 즐거운 향기, 귀가 즐거운 맛 - 공감각 마케팅>
범상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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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에서
그래픽 디자인

패션 산업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은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갖가지
무형의 브랜드 자산을 포괄한다. 몇 가지 단어나 문구로 설명된
브랜드가 개성을 갖거나 고객의 연상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는 디자인 중심의 혁신을 통해 매력적인 힘을
완성하는데 여기서 공감각적 심상은 구체적으로 삶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패션 브랜드의 자산은 제품 혁신과 디자인, 인지도
등에서부터 무수한 인터프리터들과의 담론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엔
의상에서 출발해 브랜드 확장을 통한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상품군과
예술, 문화 등 삶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요소들을 포괄한다. 패션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순수미술작가나 음악가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것은 자신의 브랜드가 동시대의 예술가들과 소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상상적 고찰을 품게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은 기업, 제품, 고객의 단순한 틀을 벗어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감성, 감각을 포함하므로 공감각적 심상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것이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은 삶에서 마주하는 풍경, 소리, 촉감, 향기,
맛 등의 경험적 차원을 품어야 하고 이 모든 것이 고객을 가장 먼저
만나는 1 차적인 지점이 궁극적으로는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74

사실 공감각적 심상을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응용하는 것은 그래픽
디자인이다. 상품의 성격, 목적, 소구 대상 등 생산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떠올렸으면 하는 심상을 시각언어로 압축해 표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과정에서 그래픽 디자인은 상품의
외연만을 나열하고 보기 좋게 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이 내포한
모든 종류의 본질을 시각화한다. 즉, 그래픽 디자이너가 담당한 상품이
음식 또는 레스토랑이라면 ‘식욕을 돋우도록’, 즉, 미각을 자극하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분절적인 형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응용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다양한 브랜딩과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활용하도록 해 야할 것이다. 그래픽 디자이너는 단일한
감각만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모든 제품의 특성, 그것의 물성과
서비스되는 행동양식은 물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에서 본 바와 같이
제품을 아우르는 브랜드의 감수성과 성격 등을 시각언어로 완성해야
한다.

특히 패션 산업의 흥망성쇠를 판가름하는 향수 산업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쓰여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 매장에 가지 않는 이상 향을
직접 맡을 수 없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향을 어떻게든 표현해 원하는
심상을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갖고 싶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감각적 심상의 활용은 간접 경험 형태로 고객에게 전달되어
판매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은유적 표현 기법으로
인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에 있어서는 시적인 감수성을 더함으로써
인문학적 영감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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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산업에서 구현된 공감각적 심상은 고도의 감각 전이를 통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향기, 이상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삼위일체 시킨다. 곧 브랜드가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향기의 형태로 표현되고 이것의 시각제작물을 통해 고객에게 브랜드
인지와 영감을 제공한다. 향기의 시각화는 다시 말해, 브랜드의 이상을
시각화하는 과정인 셈이다.

인간의 오감 가운데에서도 후각은 기억력과 가장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의 후각이 뇌의 둘레계통
(limbic system)

24

, 즉, 장기간 감정, 기쁨 등의 기억을 보존하는

기관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기억할 때 시각정보가
객관적인 역할을 한다면 후각 정보는 감정적인 역할 즉, 그 사람에 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기억을 담당한다. 첫인상에서 좋은 향기를 가졌던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연상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뇌의 작용인데,
가장 즉각적이면서도 원초적인 감각작용이다.

이 때문에 브랜드가 후각을 통해 고객에게 인지되는 향수 산업은 때문에
패션 브랜드의 정체성을 인간의 심연에 호소하는 과정이다. 패션
산업에서 분화된 향수 산업은 또한 무수한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값비싼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대신
무형의 향기를 ‘입는’ 행위를 통해 고객은 브랜드를 소장하고 대리
만족을 느낀다. 1930 년대 이후 명품 브랜드들이 내놓은 향수의 형태인
24

둘레계통은 대뇌겉질과 사상하부 사이의 경계 부위에 위치한 일련의 구조물들을
말한다. 해마, 편도체, 시상앞핵, 둘레엽 등으로 이루어지며 감정(분노, 두려움, 즐거움,
행복 등)과 행동, 욕망 등의 조절, 기억에 관여한다.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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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드 뚜왈렛(Eau de Toilette)25’은 원액보다 향의 거부감이 적어
향수의 대중화를 선언했고 원액보다 저렴한 원가로 브랜드를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대중화 이후 고전적인 향수 브랜딩은 동물이 특정한 체취로 이성을
유혹하고 고대 클레오파트라가 장미수를 비롯한 독특한 블렌딩으로 만든
향수로 로마의 통치자들을 움켜쥐었듯이 이성을 유혹하는 비결로
점철되었다. 주로 성적 소구, 성행위의 시각화 등을 광고 형태로
집행하던 향수 브랜딩은 2000 년 대 이후 명품 브랜드 향수의 포화와
함께 ‘니치26 향수(Niche Fragrance)’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명품 브랜드가 자사의 정체성을 녹이기 위해 과도한 향을
한꺼번에 집약시키자 향수는 더 강해졌고, 성적 소구로 점철된 과도한
광고는 쉽게 지루함을 불러왔다. 이 때 등장한 니치 향수는 조향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향에 더욱 집중한 브랜딩을 선보인다. 더불어 소비자
집단도 마이크로화, 인디비주얼화로 지칭되는 세분화를 거듭했는데 니치
향수는 이들의 특수성에 따라 개성과 구미에 맞는 향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니치 향수는 새로운 명품 시장의 핵심으로 향수 산업을
분화했고 여기엔 기존 명품 패션 브랜드들이 보여줬던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과도한 광고 대신 향기를 시각화한 정교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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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화장수라는 뜻으로 에탄올이나 순도 80~85%의 알코올에 5~10% 전후의 향료
원액을 희석시켜 만들어졌다.
26

Niche 는 틈새라는 뜻으로 니치 향수는 일반적으로 무작위의 대중을 위한 향수가
아닌 특성화된 여러 가지 배합의 향을 선보이고 고객이 좀 더 세분화된 향을 고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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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브랜드이자 니치 향수의 대중화를 선언한 브랜드는 프랑스의
딥티크(Diptique)로 1961 년 프랑스 생-제르망 34 번가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화가, 세트 디자이너에 의해 탄생했다. 처음엔 패브릭과 벽지
등 인테리어 소품위주였으나 공간을 채우는 향기인 향초를 선보이면서
향수 산업에서 부각을 나타낸다. 1968 년 첫 향수로 ‘물’을 의미하는
<로(L’EAU)>를 런칭했는데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원료에 집중한
순수한 향으로 구별 짓기에 성공한다. 당시엔 일부 상류층이 애용하는
향수로 유명했지만 2000 년대 이후 점차 세계적으로 매장을 확산하며
향기에 관한 독창적인 브랜드로 명성을 떨친다.

[그림 4-2] 일러스트레이션과 고전적 타원형이 특징인 딥티크의 향수병

이러한 탄생을 바탕으로 한 딥티크는 향기를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도
요란한 광고와 섹스 어필로 넘쳐나던 기존의 명품 브랜드 향수와도
차별화를 이룬다. 향수의 원액에 사용된 재료나 향기가 표현하는 무드를
직간접적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딥티크 최초의 로고에
사용됐던 타원형에 담아내 향수 본연의 의미와 각각의 개성은 물론
브랜드의 정체성 또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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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객의 가장 원초적인 감각을 일깨워 브랜드의 ‘정수’를
전달하는 향수 산업은 공감각 가운데에서도 후각을 시각화한 사례들의
전시장이다.
이어지는 장에선 이와 같은 향수 산업의 후각을 시각화한 사례들은 물론
청각, 미각 등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사례들을 통해 공감각적 심상을 연구하고,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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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사례
연구

4.3.1. <비 딜리셔스>, <스플래쉬>, <퍼퓸 아키텍쳐>, <엠엠잉크>,
<헬베티카 퍼퓸> 등 향수

[그림 4-3] DKNY 의 <비 딜리셔스> 광고

미국, 그 중에서도 뉴욕을 대변하는 디자이너 도나 카란(Donna
Karan)이 그녀의 하위 브랜드인 DKNY 에서 2012 년 출시한 향수인
<비 딜리셔스(BE DELICOUS)>로 정서, 환경을 미각과 후각으로
상징화해 시각언어로 표현한 사례이다. ‘인생을 한 입 베어
무세요’라는 미각을 자극하는 태그 라인과 함께 사과 모양의 보틀로
형상화된 이 향수는 언어와 시각물이 미각, 후각 등으로 흥미롭게
전이된다. 사과는 자연, 건강, 젊음 그리고 무엇보다 ‘빅 애플’ 즉,
DKNY 가 대변하는 뉴욕의 상징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상작용은 좀
더 깊게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브가 베어 문 선악과, 백설공주가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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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독사과 등 금지, 죄악 등의 관능적인 이야기로 전이된다. 마치
하나의 이미지로 끝없이 연상작용을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그 정체성으로
되돌아오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렇듯 탄탄하고 촘촘한 스토리는
청사과의 푸르름, 거친 사과박스와 도장이미지의 생생함 등으로
전이되어 소비자의 뇌리에 강한 공감각적 심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림 4-4] 마크 제이콥스의 <스플래시> 향수 시리즈

대형 패션 브랜드들이 지나친 컨셉과 과장된 성적 기호로 끓어오르고
아직 개인적으로 세분화된 향수 시장인 니치 향수가 대중화되기 직전에
향수를 다시 한번 조명한 브랜드가 마크 제이콥스다.
<스플래시(SPLASH)>라는 이름으로 시리즈화된 마크 제이콥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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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는 향조의 노트를 단순화하고 이를 다시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레인(RAIN)이라 명명된 향수엔 오직 비, 비를
맞은 잔디나 돌멩이처럼 깨끗한 향을 담고 이를 복잡한 시각 언어 없이
푸른색으로 표현했다. 마찬가지 시리즈에서 오이(CUCUMBER)는
오이향, 그리고 녹색으로 표현된다. 마치 팬톤 컬러 칩처럼 단순하게
정렬되었지만 향수의 초심으로 돌아갔고 이를 꾸밈없는 시각 언어로
재조명했다.

[그림 4-5] 꼼 데 가르송의 <퍼퓸 아키텍쳐>

2000 년 이후 고착화된 브랜드 향수에서 탈피해 새롭고 실험적인
향으로 혁신을 이끈 꼼 데 가르송(Comme des Garcons)은 2013 년
프레데릭 쿠더(Frederic Couder), 린디 포스키에(Lindy FossQuillet)와 함께 기존의 향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개성 넘치는 패키지를
더해 <퍼퓸 아키텍쳐(PERFUME ARCHITECTURE)>를 출시한다.
모두 세가지로 출시된 이 향수는 세울 수 없고 오직 눕혀서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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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던 꼼 데 가르송의 대표적 향수 용기를 두꺼운 아크릴과 나사,
볼트로 연결해 세우고 그 겉을 마치 공사장 가림 막과 같은 라벨로
둘러싼 형태를 갖고 있다. 선언적으로 쓰여진 글자가 화룡정점으로
패키지의 독창성으로 향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향을 떠올리게 한다.

[그림 4-6] 바이레도와 엠엠파리의 협업으로 완성된 <엠엠잉크>

스웨덴의 바이레도(BYREDO)는 오늘날 향수 산업의 대형화에 맞선
최신의 트렌드인 니치 향수의 대표적인 브랜드이다. 세분화되고 특화된
향, 천연에 가까운 원료 등 기존의 대형 브랜드 향수에서 찾을 수
없었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레도가 엠엠 파리(M/M PARIS)와
협업해 탄생한 향수가 <엠엠잉크(M/MINK)>다. <엠엠 잉크>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정체성이 가장 잘 녹아 들었는데, 엠엠 파리는 직접 조향
과정에 참여해 잉크, 종이에 흡수된 먹을 직간접적인 향으로 표현하는
한편 이를 다시 이네즈 반 램스위르드와 피노트 마타딘이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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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마치 쏟아진 잉크처럼 표현해 시각 언어로 전이시켰다. 시각과
후각이 정보를 상호교환하고 끝없이 소통하면서 소비자들은 이것이 과연
어떤 향을 갖고 있는지 상상하고 궁금해한다.

한편 미국의 크리에이티브 그룹인 거츠 앤 글로리(GUTS AND
GLORY)는 어느 날 문득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것은‘디자이너로서 또는 디자인을 실행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폰트인 헬베티카(Helvetica)를 향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였다. 때마침
헬베티카에 대한 흥미로운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현대
디자인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헬베티카의 중요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들은 헬베티카가 갖는 형태의 완벽함, 군더더기 없는 효율성에
집중했다. 그 결과로 당연하게도 헬베티카 폰트로 패키지가 장식된 향수
헬베티카가 탄생했다. 이 향수는 헬베티카의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오로지 100% 정제수로만 되어있어 사실 아무런 향도 나지 않는다.
거츠 앤 글로리는 상품의 홍보 글에서 ‘공기. 물. 당신.’이라는 표현과
함께 ‘당신을 표현하는 가장 순수한 메시지’라고 썼다.

[그림 4-7] 거츠 앤 글로리의 디자인 프로젝트인 <헬베티카 퍼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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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마크 제이콥스의 <북마크>

[그림 4-8] 뉴욕의 <북마크> 매장과 매장에서 판매중인 문구용품

패션 브랜드에서 문학적 정취를 브랜드 자산으로 삼고 더불어 브랜드
확장으로 상업화한 대표적인 예는 마크 제이콥스의
<북마크(BOOKMARC)>다. 뉴욕을 기반으로 한 마크 제이콥스는
뉴욕에서 오늘날은 대형 서점으로 인해 폐점한 골목 서점의 낭만적인
모습을 복기한 듯한 서점을 2010 년 오픈 한다. 특히 마크 제이콥스의
‘MARC’와 책갈피의 영문 표기인 ‘BOOKMARK’를 합성해 만든
‘BOOKMARC’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곳은 유머러스 한
분위기, 책을 비롯한 갖가지 기념품을 파는 뉴욕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뉴욕을 비롯해 파리와 도쿄에 지점이 있다.

85

4.4.2. 메종 키츠네의 <키츠네 메종 컴필레이션>과 <카페 키츠네>

[그림 4-9] 메종 키츠네에서 출시하고 있는 <키츠네 메종
컴필레이션 14> 의 앨범 커버(좌측)와 카페와 부티크가 한
공간에 있는 동경의 매장 전경(우측)

프랑스 파리 출신의 건축가 겸 패션 디자이너 마사야 구로키(Masaya
Kuroki)와 프랑스 일렉트로닉 뮤지션인 다프트 펑크와 활동한 바 있는
질다 로에크(Gildas Loaec)가 2002 년 탄생시킨 메종 키츠네(Maison
Kitsune). 최초엔 컴필레이션 앨범을 제작 유통하는 음반 레이블로
출발한 이들은 당시 프랑스 음악씬에서 중요한 입지를 다지며 에드
뱅어(ED BANGER)등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는다.
특히 여전히 함께 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아베케(ABAKE)의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은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로 키츠네의 자유분방함과
젊은 감각을 표현하고 있다.

2005 년 본격적인 컬렉션을 선보인 이후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을
통해 자체적인 라인을 강화하는 한편 2013 년엔 일본 도쿄 아오야마의
메종 키츠네 플래그쉽 스토어와 함께 일본의 신사에서 영감을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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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한 카페 키츠네를 오픈 하기도 했다. 음악적 감수성과 의류
나아가 각종 재기 발랄한 상품들을 비롯해 음식과 공간 등으로 확장하며
나름의 시각으로 현대 젊은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재구성하고 있다.

4.4.3. 아르마니의 초콜릿과 꽃 <아르마니 돌치>, <아르마니 피오리>

[그림 4-10] <아르마니 돌치>에서 판매중인 생수, 차, 초콜릿 등
식료품과 <아르마니 피오리>의 꽃과 화병

앞선 장에서 확인한 브랜드의 확장을 가장 대대적이고 전통적으로
선보이는 패션 브랜드는 단연 이탈리아의 아르마니다. 아르마니는
의류로부터 가구는 물론 호텔까지 한 인간의 삶을 거의 구성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세밀한 브랜드 확장을 완성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희로애락의 대표적인 상징인 초콜릿과 꽃 마저 아르마니의
범주 안에서 선보이고 있다. 정확하게는 초콜릿을 비롯한 잼, 꿀, 차
등을 아우르는 델리 브랜드인 아르마니 돌치(ARMANI DOLCI)를
비롯해 아르마니는 꽃다발, 화병 등을 판매하는 아르마니
피오리(ARMANI FIORI)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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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의 기념품 <13>

[그림 4-11]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 <13>의 각종 기념품들

패션의 익명성, 흰색으로 도배된 인테리어와 흰색 마스크로 도배된
모델들…… 벨기에에 기반을 둔 메종 마르틴 마르지엘라(MAISON
MARTIN MARGIELA)는 해체주의, 아방가르드 등 패션 브랜드의 가장
예술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1988 년 설립된 이 브랜드는 독특하고
난해한 의상들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예술적 정체성을 이어받은 액세서리
등으로도 유명한데, 캔 뚜껑, 안경 등 일상적인 물건을 비틀어 선보인
쥬얼리, 찢어진 종이, 어긋난 인쇄 등으로 재해석한 가죽 제품 등이
그것이다. 마르지엘라에서는 브랜드의 확장된 표기를 구체적인 명칭
대신 나름의 숫자로 보여주는데, 0 은 수제작으로 빈티지 여성의류를
재해석한 가장 고가의 라인이며, 0/10 은 마찬가지의 남성의류, 1 은
여성복 컬렉션, 10 은 남성 기성복과 남성 액세서리, 13 은 각종 물건과
출판물 등을 상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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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르탱 마르지엘라의 브랜딩은 여타 럭셔리 브랜드와 확연히
다른데 이러한 난해함이 도리어 무수한 팬덤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사람들이 마르지엘라의 의상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는 의상이나
액세서리를 뒤덮은 모노그램이나 로고가 아니라 의상의 뒷목덜미 아래에
붙은 라벨의 스티치가 옷 밖에서 ‘X’자를 보여주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개가 다소 과시적이라면
마르지엘라의 냉소적인 접근은 소위 ‘패션 엘리트주의’를 자극한다.
이렇듯 군더더기를 냉소적일 만큼 배재하고 철저히 기본적인 형태와
의도에만 집중하는 방식은’13’라인에서 선보이는 잡다한
집기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전통의 마트로슈카 인형에 하얀 칠을 하거나, 녹아 내린 양초
더미, 하얗게 칠한 와인 병에 전등갓을 꽂거나, 하얀 눈이나 은박지만
담겨 있는 거대한 스노우볼, 좌우가 모두 스프링 제본되어 종이를
찢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노트 등 언뜻 대수롭지 않은 변형이
마르지엘라의 라벨과 함께 독창적인 세계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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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최종 연구 -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연구

앞서 각 장의 사례 연구를 통해 패션 브랜드의 브랜딩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과정 및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 확장을
살펴보았다. 제 5 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직접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발생시켜 그래픽 디자이너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감각의 전이를 거쳐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직접 탐구한다.

5.1. 대상의 선정과 작업의 방향

연구대상으로는 브랜딩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그리고 그 안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정하도록 했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점은 어떤 브랜드가 그것의 제품이 갖는 물성을 뛰어 넘어
환경적 자산을 활용해 브랜드 확장을 이루는 지와 여기서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다는 데 있다. 때문에 브랜드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한편 다양한 오감을 동원해 경험적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대상을 상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의 지속적인 조사 대상인 패션 브랜드로 가상의
브랜드를 지정하고, 여기서 발굴된 브랜드 자산을 시각을 중심으로 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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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촉각 등으로 다양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이 브랜드를 인지하고
체험하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이 출발지점으로 선정한 가상의 브랜드가 ‘서울’이다.

앞서 2 장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패션 브랜드들은 흔히 파리, 뉴욕,
밀라노, 도쿄 등의 도시명을 당당히 기재하고 그 도시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흡수해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하며 고객에게 일종의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처럼 ‘서울을 환경적 브랜드 자산으로 삼는다면
어떨까, 서울에서 시작해 서울을 기점으로 전개되는 어떤 패션 브랜드가
당당히 서울 태생임을 강조하면서 서울의 매력과 세련된 현재를
담아내면 어떨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서울을 가상의 브랜드로 선정한 이유는 세계 속에서 오늘날 서울의
달라진 위상과 입지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는
이제 한국, 그 안에서도 특히 서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문화 경쟁력은 강력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국내의 문화 콘텐츠
매출액과 수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그 방증으로 최근
5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4 년 추정치는 매출액이
96 조원에 육박하고 수출액은 60 억 달러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27
한류 문화는 사실상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상품이자 수출품이 된
지 오랜데, 처음엔 일부 아이돌 문화에 대한 팬덤으로 한정된 듯 했으나
중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 등의 드라마가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27

파이낸셜 뉴스 <한국 문화 콘텐츠, 해외 합작-디지털로 세계속 한류를 심다> 최진숙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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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면서 소위 인기를 끈 ‘치맥(치킨과 맥주)’ 등을 보면 한류 열풍이
이제 음악, 드라마 등 단편적인 인기를 넘어 생활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데까지 다다랐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12 년 한국 가수 싸이가
발매한 <강남스타일>은 공개 두 달 만에 조회수가 2 억 2 천만 건을
돌파했고 이후 미국 등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한류의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2014 년 현재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2 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만에 유튜브에서 20 억뷰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5-1] 싸이의 뮤직비디오 <강남스타일>

한류에 힘입어 서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숫자도 2013 년엔 최초로
천만 명을 돌파했다.28 서울시가 발표한 ‘2013 서울 외래객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만 평균 5.3 일을 체류하고 10 명 중
6 명은 쇼핑이 여행의 주요목적으로 쇼핑품목은 화장품, 의류, 식료품
순이었다.29 더불어 성형 등 의료 관광 목적의 방문객도 증가세이다.

28

YTN <지난해 서울 외국인관광객 천만 명 돌파> 김평정 2014.1.23

29

서울시 관광정책과 <2013 서울 외래객 실태보고서> 201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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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아이돌, 텔레비전, 화장품 쇼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대부분 가공되고
비현실적이거나 단편적이기 쉬운데 역시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대중문화의 축인 영화계에선 사뭇 다른 시선으로 서울을
바라보곤 한다. 일례로 영화감독 홍상수의 영화를 보면 좀 더 다채로운
서울을 경험할 수 있다. 그의 영화는 인물이 존재하는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 수정>의 인사동과 남산, <극장전>의 종로와 서울역인근,
<북촌방향>의 북촌 그리고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선 서촌이 주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며 서울의 일상적이고도 꾸밈없는 면을 보여준다.
외에도 이윤기 감독의 <어떤 하루>에선 빌딩숲과 좁은 골목이 공존하는
서울의 구석구석이 등장하기도 하며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를 본 해외
관객들 중 서울의 골목길이 그리는 독특한 풍경에 매료되는 경우도
있었다.30

[그림 5-2] 홍상수 감독의 영화 <북촌방향>

30 씨네 21 <세계의 관객을 만나다- 파리> 최현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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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텔레비전, 영화를 가로지르며 서울은 최근 몇 년 동안 그 어떤
도시도 보여주지 못한 다양하고 복잡한 이미지들을 쏟아냈다. 서울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매끈한 빌딩, 허름한 술집, 즐비한 성형외과,
냉혹한 재벌, 과감한 유머가 충돌하거나 공존하는 도시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서울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단순히 수식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생동하는 공간, 유･ 무형의 존재들이 끝없이
팽창하는 활기찬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성과 독창적인 매력을 발산하기 시작한 서울을 브랜드
자산으로 삼고 있는 브랜드를 가상으로 선정하고, 만일 이 가상의
브랜드에서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브랜드 확장을 한다면 어떤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자 한다. 제 1 의 브랜드
자산인 서울이 갖는 특성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중심축에 두고 감각,
경험을 파생시켜 디자인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보는
이가 시각 언어를 통해 브랜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한 목적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작물의 형태에 따라
유동적이어야 하는 오늘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특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선정된 브랜드 자산인 서울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필자가 ‘서울’이라는 가상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한 브랜드
확장인 만큼 직접 발굴하고 채집한 결과에 의거해 좀 더 구체적인
공간으로 나뉘게 되며 이는 곧 브랜드의 하위 브랜드 혹은 제품으로
연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브랜드 확장은 논문이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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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감각적 심상을 대표할 수 있는 감각으로 다시 연결되는데 인간의
오감(후각, 청각, 촉각, 미각, 시각)과 정취 등을 감각의 시각화 즉, 가장
중심에 놓여있는 브랜드 자산이 지리적 공간이라는 데에서 출발했으므로,
세부적인 경험과 감각을 이 상위 개념의 공간에서 나뉜 하위 공간과
연결시킨다. 따라서 표현할 감각을 선정한 후 특정 지명을 표기하고 그
지명과 관련해 가장 극대화된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다시
디자인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삼는다. 최종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1) 가상의 브랜드인 서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심미적 방향의 선정
2) 발굴된 특성과 심미적 방향을 토대로 그래픽 모티프화
3) 그래픽 모티프를 활용한 공통된 아이덴티티, 시각 언어의 개발
4) 서울의 주요한 장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
5) 브랜드 경험을 감각으로 확장해 극대화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선정
6) 공간과 감각을 연결하고 브랜드의 그래픽 모티프가 적용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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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프로세스

우선 서울을 가상의 브랜드로 선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브랜딩에
의거한 아트 디렉팅 및 그래픽 디자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 주지하고 있는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토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래픽 모티프,
아이덴티티, 시각 언어 등 하위 브랜드 내지는 확장된 브랜드가 공유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5.2.1. 가상의 브랜드 서울이 추구하는 심미적 방향

그렇다면 서울을 브랜드 자산으로 흡수한 브랜드는 어떤 심미정 방향을
갖고 있는가? 앞서 간략히 언급되었듯이 서울은 다양성의 도시다.
이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 밝고 경쾌한 대중문화와
고도성장에서 비롯된 첨예한 갈등이 극단적으로 대비하는 공간으로써
기쁨과 우울의 양면성, 음과 양,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곳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듯 복잡하고 극단적인 대비를 브랜드 자산으로 끌어들여
매력적인 힘으로 삼고자 한다.

96

[그림 5-3] 서울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이미지맵

수집된 정보의 일부인 [그림 5-3]의 이미지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은 고층 빌딩과 대 단지 아파트 등의 콘크리트 건축물이 그야말로
엄청난 밀도로 쉴 틈 없이 들어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시아의
여느 도시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넓은 면적 위에 일정한
높이와 외관으로 솟아있는 아파트나 서울 시내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첨단의 마천루가 흩뿌린 듯한 도시 경관을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찬 건물은 낮엔 회색 빛 물성을 밤엔 휘황한 불빛과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룬다. 하지만 서울은 흔히 알고 있듯이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고 있기도 해서 한강, 남산을 중심으로 북한산, 관악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천혜의 자연은 마치 빼곡히
들어찬 빌딩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남대문이나 경복궁과 같은
조선시대의 유적지처럼 뜬금없이 느껴지기도 하다. 이렇듯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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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이 보여주는 외연은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이는
콘크리트와 자연, 전통과 현대의 대비로 압축된다. 나아가 이러한
과밀함, 강박적 현대화의 콘크리트 건축물, 부조화 등의 요소들과 다시
한번 대비되는 정서가 아이돌 문화로 상징되는 10 대 문화와 패션,
화장품, 성형 등으로 대변되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앞선 장에서
언급된 한류 문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현대 문화의 자산이다. 이는
흑백, 회색 일색의 도시 풍경에 다채로운 컬러를 더하고 좀 더 풍성한
표정을 불어넣는다. 결국 서울은 극단적인 대비들이 흥미롭게 중첩된
곳이다. 그리고 이를 한 문장으로 ‘흥미로운 대비’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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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심미적 방향을 표현하는 시각 언어의 개발

가상의 브랜드가 갖는 심미적 방향을 함축적인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흥미로운 대비’이다. 그리고 이를 향후 진행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각 언어로 개발한다. 음과 양, 밤과 낮,
인공물과 자연의 대비는 도시경관과 자연스러운 형태의 대비로 표현했다.

[그림 5-4] 서울이라는 가상의 브랜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인 흥미로운
대비를 효과적인 시각언어로 재구성하였다.

이 표현기법은 경직된 도시경관과 자연스러운 일러스트레이션으로
구성되며 이 구도는 다양한 형태로 조합과 변형이 가능하다. 도시경관은
주로 대표적인 스카이라인이나 건물의 실루엣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대비되는 자연스러운 일러스트레이션은 불특정의 붓질이나 물감의 확산,
잉크의 번짐 등 계획되지 않은 효과로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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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 어플리케이션 계획

가상의 브랜드 서울은 앞선 장에서 도시 경관과 문화적 특성을 브랜드
자산으로 흡수해 나름의 시각 언어를 창출했다. 본 절에선 이를
기준으로 하되, 브랜드 확장의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한 감각을
일깨워주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아본다. 특히 실재 패션 브랜드의 실무적 접근이
아니라 논문 연구의 특성을 고려해 공감각적 심상을 선보일 수 있는
감각을 우선 선정하고 여기에 브랜드 자산에서 확장된 요소를 연결해
제작물을 완성하는 방법을 택했다.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제작물은
후각, 청각, 촉각, 미각, 정취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총 다섯
가지이다. 첫 번째는 앞서 꾸준히 연구한 바와 같이 가장 대표적으로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한 브랜드 확장이며 후각을 시각화할 수 있는
향수이다. 두 번째는 음악으로 청각적 경험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고객이 직접 참여하고 완성하는 기념품
류로 이는 촉각적 경험과 연결할 수 있다. 제 4 장의 사례조사에서
확인한 마르틴 마르지엘라와 같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정체성을 직접
만지고 변형하며 공유하기 위한 제작물로써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도시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퍼즐을 선정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편지지와 편지봉투, 엽서 등으로 구성된 문구 류와 향수의 파생
상품이기도 한 향초로써 브랜드의 정서적 측면을 강화하도록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미각과 관련한 제작물로 커피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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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선정된 어플리케이션 제작물에 좀 더 강력한 상징적 심상을
불어넣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완성하기 위해 제작물에 가상의
브랜드인 서울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공간들을 각각 대입했다.
향수는 여의도, 음악은 광화문, 기념품인 퍼즐은 아현뉴타운, 문구류는
남산으로 각각 대입해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완성하도록 하며 좀 더 구체적인 각각의 이유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표 5-1]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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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공감각적 심상이 반영된 최종 작업

5.3.1.향수와 여의도

[그림 5-5] 여의도라는 도시적 풍경을 평면 인쇄물 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조형물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된 향수병

여의도에는 문화, 경제, 정치가 집결한 공간이며 동시에 한강과 가장
가까운 곳에 현대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곳은
방송국, 국회의사당, 은행 등은 물론 고급 호텔과 쇼핑시설 등도 갖추고
있어 서울의 ‘정수’로 표현하기 가장 적합하다 판단되었다. 더불어
향수를 뿌리는 가장 큰 이유가 스스로의 더 나은 첫인상을 위함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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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인 만남의 빈도가 높은 여의도가 이러한 향수의 역할을 잘
표현해주는 곳이라 생각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에서 파생된 브랜드 자산의 하나인 여의도는 향수라는
제작물로 완성된다. 패션 브랜딩의 정점에서 브랜드의 가장 대표적인
본질로 구성된 향수는 도시문화 브랜드인 서울의 여의도와 가장 적절히
연결된다고 보았다. 앞서도 본 논문은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의 대표적 사례로 향수를 꼽았다. 그리고 확인한
바와 같이 오늘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하나의 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따라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이 단순히
향수의 패키지를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하므로 이를
위해 서울의 대표적인 향수 편집샵이자 향기 브랜드인 메종 드 파팡 –
올팩티브 프로젝트(MAISON DE PARFUM – OLFACTIVE
PROJECTS)와 협업으로 직접 향수의 조향 과정에 참여, 브랜드 자산과
영감의 원천을 바탕으로 향수를 제작하고 이를 제품의 인쇄 패키지 뿐만
아니라 제품의 형태와 관련한 패키지에도 적용하고자 했다. 이는
향수병의 외관을 둘러싼 입체 조형물로 표현되어 표현된 시각 언어가
인쇄물에 머물지 않고 입체의 형태, 기체, 향기로 확장되도록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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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서울, 여의도를 표현한 시각 언어로 구성된 향수를 위한 각종
제작물들. 박스 패키지, 라벨, 시향지 등

구체적인 제작과 관련, 기본적인 심미적 방향성인 흑백 이미지를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 향수병은 깨끗한 백색으로 통일하고 평면의 시각 언어를
입체적으로 재해석해 병의 외관을 감싸도록 구성한 입체 조형물 역시
재질이 갖는 특성과 그 형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백색으로
표현하였다. 관련한 제작물로는 향수와 향수를 에워싼 입체 조형물
그리고 라벨, 박스, 시향지, 끈으로 연결된 태그라벨 등의 인쇄물이
있으며 여기에도 역시 앞서 개발된 시각 언어를 활용해 재구성한
‘여의도’의 풍경을 인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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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퍼즐과 아현뉴타운

[그림 5-7] 복잡하게 얽혀있는 난제로 표현된 아현 뉴타운.
실제 아현 뉴타운의 조감도와 서울의 아파트 풍경으로 구성되었다.

퍼즐은 기존 인쇄물과는 또 다른 형태로써 고객이 직접 만지고 구성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제품이다. 이는 촉각적인 자극과 함께 가상의 브랜드인
서울의 내부적인 갈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준다. 선택된 공간인
아현뉴타운은 조만간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로
아현뉴타운, 북아현뉴타운과 인근의 공덕뉴타운 등 서울의 뉴타운
구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다.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이 지역은 서울의 주거 문화적 특징인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민의 정서를 대변한다. 재개발과 투기 등 다소 부정적인 요소들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삶과는 뗄 수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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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으로는 퍼즐이라는 게임을 통해 제안함으로써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도시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즉, 고객은
퍼즐이라는 상품을 마주하면서 ‘풀어야 하는 과제’ 또는 ‘완성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떠올린다. 이는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아파트라는
미완의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대하는 태도와 유사하며 난해한 숙제로
상징되는 퍼즐은 곧 수수께끼와 같은 서울 주거 문화의 문제점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림 5-8] 퍼즐이 담겨 있는 패키지.
기본적으로 모든 패키지는 동일한 디자인과 구성을 갖도록 하고 내부의 패턴
역시 공유하도록 해 단일한 브랜드로 인식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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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음악과 광화문

[그림 5-9] 광화문에 혼재되어 있는 빌딩숲과 고궁들을 실제 믹스 음원의
파장과 뒤섞어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모습을 표현한다.

광화문은 서울의 오래된 번화가이자 전통과 현대가 뒤섞여 충돌하고
공간이기도 하다. 경복궁과 광화문 인근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뻗어있는
시청, 인사동, 청계천 등을 광화문의 지리적 영역에 포함시키고 고객이
광화문을 거닐 때 들으면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음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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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은 서울을 대표하는 음악가 중 하나인 <360 사운드>의 디제이
소울스케이프(DJ SOULSCAPE) 가 2012 년 비공식적으로 발매한
리믹스 앨범인 <사운드 오브 서울(THE SOUND OF SEOUL)>에서
가져왔다. 총 40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진 앨범에선 과거의 한국 디스코,
트로트, 대중가요 등이 현대적인 구성과 디제잉으로 믹스되어 있는데 이
음악들은 ‘흥미로운 대비’라는 브랜드 자산, 광화문이라는 공간에서
찾을 수 있는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앨범을 위한 패키지 디자인과 시디 슬리브로 구성되며 매장 또는
전시공간에 청음시설을 마련해 청각적 경험과 연계된 시각적 심상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림 5-10] 전시 공간에선 실제로 믹스 음악을 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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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커피와 서촌

[그림 5-11] 카페를 상징한 서촌은 구체적인 도시 이미지나 실재하는 요소를
이미지화하지 않고 커피가 쏟아지는 듯한 추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커피는 현대 도시 어디에서나 사랑 받는 음료지만 서울이라는
공간에서만큼 커피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도 드물다. 2000 년
중반부터 해외 커피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세를 확장한 커피 매장들은
이제 밥집보다 찾기 쉬운 곳이 되기도 했다. 미각을 표현하는 디자인
대상으로 커피를 선정한 이유는 이와 같이 서울에서 커피가 점유하고
있는 음식으로써의 지위가 남다르기 때문이다. 카페 거리가 곧 지역의
상권을 대표하고 공간의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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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서울에서 카페 거리로 유명한 곳은 압구정 일대, 홍대 부근
등이겠지만 과도한 경쟁과 지나친 프랜차이즈의 공세로 특색을 찾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선정된 공간인 서촌은 최근 통인시장 등의
전통시장이 새롭게 주목 받으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식도락’을
책임지는 장소로 떠올랐다. 서촌에서부터 부암동으로 이어지는 골목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커피 전문점이나 독특한 분위기의
찻집이 많기도 하다. 더불어 고궁과 미술관 등이 고즈넉이 자리한
서촌의 분위기는 서울에서도 남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심미적 자산을 활용한 머그컵, 테이크아웃 슬리브 등을 디자인해 미각과
시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그림 5-12] 카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회용 컵, 머그 컵 등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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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편지와 남산

[그림 5-13] 남산을 표현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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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에펠 탑이 있고, 도쿄에 도쿄타워가 있다면 서울엔 남산타워가
있을까? 남산타워는 서울의 위대한 예술품으로 묘사되거나 절대적인
상징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이 공간은 색다른
도시적 풍경을 그려낸다. 지리적 조건 덕분에 서울의 동서남북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남산과 남산타워는 서울시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다. 또한 아름다운 남산의 자연과 어울려 매력적인
정취가 흠뻑 담긴 곳이기도 하다. 특히 남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곳은
이곳을 찾은 연인들이 빼곡하게 자물쇠를 채워둔 울타리인데 각박하고
매몰찬 도시 서울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낭만적인 풍경이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흡수해 제안한 디자인 제작물은 편지지, 엽서,
편지봉투 등의 문구류이다. 단순히 종이 인쇄물에 불과하지만 정서가
함축되어 있는 힘있는 매개체로 제시한 이 어플리케이션은 위에서
언급한 낭만과 정서, 자연과 휴식 등의 연상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끌어와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편지나 엽서를 누군가에게 쓰는’
행위로 완성된다. 그리고 향수와 연결 지을 수 있고, 동시에 낭만적
정취를 자아내는 물건인 향초를 함께 제작해 공간으로부터 출발한
정서가 쓰는 행위와 향기 등으로 서서히 전이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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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향초의 패키지와 향초 병, 엽서, 편지지, 편지봉투, 책갈피 등을
각각의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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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개별적 작품들을 종합한 포스터와 비디오

[그림 5-15] 심미적 특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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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실제 서울을 촬영한 영상과 개발된 시각언어로 표현된 이미지를
중첩해 편집한 약 1 분 가량의 영상

마지막으로, 하나 하나의 작품들에 활용된 그래픽 요소들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한 포스터와 비디오를 제작했다. 각각의 제작물이
브랜드 자산을 그 특성, 심상과 감각에 맞춰 배분하고 있다면 포스터와
비디오에선 이 브랜드의 자산이 어떠한 원천을 갖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인쇄 광고. 영상 광고로
기능하는데 하나하나의 제품이나 기능에 집중하기 보다 브랜드 전반의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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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작품 전시의 모습

[그림 5-17] 서울대학교 S&D 홀에서의 전시장 전경

최종 결과물들은 독립적인 위치를 갖고 전시장에 진열되고 관객 나아가
향후 소비자들이 직접 이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하나의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쌓아가고 향기를 맡거나 퍼즐을 조립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면서 다양한 감각을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이다.
이로써 일방적이고 단순한 브랜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후각,
청각, 촉각 그리고 미각 등 인간이 가진 모든 감각이 총동원되어 하나의
브랜드를 인지하고 기억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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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각각의 제작물들을 독립적이되 서로 연결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세분화 된 영감의 원천인 공간 즉, 서울이라는 공간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 또는 서울의 곳곳을 여행하며 수집한 기념품을 관람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여의도에서 출발해 아현, 서촌, 광화문, 남산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관객 또는 고객이 다양한 감각을 동원해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체험하도록 구성해 궁극적으로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함께 완성하도록 하였다. 즉, 일방적인 제작물로 전시되는 데
그치지 않고 향기를 맡거나, 게임에 참여하는 등 시각 언어로 귀결된
공감각적 심상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팅 과정에 관객 또는 고객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브랜드와 견고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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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변화하고 팽창하는 현대 소비사회 속에서 패션 산업은 시각언어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통해 산업의 물리적, 외연적
한계를 뛰어넘어왔다. 브랜딩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은 새롭게
정의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각 언어는 좀 더 중요한 위치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패션 산업은 ‘의류 제조 산업’을 뛰어 넘어 앞서 언급한
크리에이티브 전략과 시각 언어를 바탕으로 특유의 브랜드 확장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자산과 정체성만을 공유한 채 전혀 상관
없을 법한 산업조차 패션 산업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공감각적 심상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에 활용한다.

패션 산업의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엔 향기, 음악,
음식 등 오감을 포괄하고 있고 여기엔 브랜드 자산과 정체성 또한
녹아있어야 한다. 이러한 무형의 자산과 경험적 요소들은 시각언어를
통해 구체화되고 비로소 완결된 형태를 갖게 된다. 그래픽 디자인이
상품의 외연을 치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를 내포하고 브랜드와
고객의 관계 맺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패션 산업에서의 그래픽 디자인 등 시각 언어의 가치와 중요성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받았을 뿐, 기록 또는 연구의 대상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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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홀대 받아온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다채로운 무형의 브랜드
자산을 시각화해 고객에게 안전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오늘날의 그래픽 디자인에 있어서 패션 산업에서의 성공적인 사례들은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논문은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독창적 세계를 그리고 있는 패션
산업에서의 그래픽 디자인을 학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부족하나마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패션
산업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용한 공감각적 심상을 통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팅을 실제로 발생시키고 간단하게나마
어플리케이션으로 응용하고 적용한 것은 본 논문의 작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현대 소비사회에서 브랜드는 감성적이고 분방한 영감의 주체가 되어
고객에게 다가서야 한다. 고객과 소통하고 서로를 자극할 수 있어야
비로소 브랜드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언뜻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때문에 시각 언어,
그래픽 디자인의 역할 확장이 중요하다. 브랜드가 구사하는 다양한
언어와 감각을 시각화해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래픽 디자인은 좀 더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본 논문이 획일화된 브랜딩과
수동적인 그래픽 디자인 모두에게 작게나마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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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xpanded Role of
Graphic Design in Creative Directing
Through Synesthetic Imagery for
Fashion Brands
Changyong Park
Departmen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rand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onnection between clients and brands, is
very important task for both service providers and manufactures, especially in this
new era when consumers evolve into clients and company into brand. For this,
contemporary brands try to create charms transcending the function and appearance
of products by assigning specific meanings from outside. The charm consists of
name, language, appearance and symbols just like a human being. Through the
process, brands acquire meanings, characteristics, image and reputation and uti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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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isible power to attract consumers and create its own property. Marc Gobe
suggests brands should turn their conception from ‘communication’ and ‘product’
to ‘sensibility’ and ‘inspiration’ in his book. Genuine branding is to stimulate
imagination of consumers and make them perceive the brand though the heart.

Fashion industry is the classic example which innovatively adopted modern
concept of branding. Standardization of designs, innovation of distribution network
and change in the pattern of consumption made fashion industry stagnant quite
long time ago. At the time, some brands introduced a new position called creative
directors and empowered them to direct whole process of branding. Creative
strategy is assigning meanings to brands, radical innovation, research of discussing
with interpreters, production of novel vision by associations and most of all, a
innovative step based on design. These innovations upgraded fashion brands and
made consumers connected across the inside and outside of fashion brands. Such
fashion brands which is filled with sensibilities converted ultimate reason of
consumption from product to fantasy and it was of great success.

In this article, I concentrated on synesthetic images among diverse concepts
utilized by creative directors for the delivery of inspiration. Synesthesia, a
phenomenon in which one sensory stimulus leads to the others and recognized as
multiple simultaneous sensory experience, is usually known as poetic expression
but in fashion industry which pursues intangible values, it functions as very
effective tool. Clothes is surrounded by music as cultural nourishment, touc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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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urious fabric as evidence of technology, food defining the lifestyle of brand and
scent as representation of brand which evokes imaginations. Branding and creative
directing of perfume industry is the typical example utilizing synesthetic images.

This article concentrates on the fact that the process mentioned above ultimately
meets consumers by visual language and analyzes examples of graphic design in
successful branding. That is, I investigated how graphic design, branding, creative
directing and utilization of synesthetic images expanded their role in fashion
industry. The method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Understanding of branding in fashion industry and investigation of creative
directors and their role in branding. Analysis of stepwise expansion of graphic
design’s role by reviewing designers and brands.
2) Presentation of <Pilot study 01> as active participation of graphic design in
fashion brand, <Pilot study 02(VTDP)> as brand communication strategy for
systemizing creative directing and also as fundamental tool.
3) Investigation of synesthetic images as effective tool for creative directing and
analysis of its visualization.
4) Example of creative directing utilized synesthetic images as a tool in fashion
industry.
5) Production of visual objects as application of creative directing adopted
synesthetic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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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design has been great assistant in fashion industry, however, for its
commercial aspect has not been studied academically. Nowadays, for consumers
and brands are keep evolving, the insight of graphic designers and creative
directors has great value to be investigated. By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graphic designers who’s been in charge of stereotyping creative direction and
introducing synesthetic images, It is possible to direct the development of graphic
design in future. Besides, practical development of creative directing adopting
synesthetic images would result in more systematic outcome.

Keywords: Fashion Brand, Synesthesia Imagery, Graphic Design,
Creativ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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