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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석적 접근과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컬

렉션의 구성요소와 음악이 주고받은 관계의 양상에 주목하고 패션컬렉

션에서 음악의 구체적 역할과 이에 관여하는 음악의 실질적 요소를 밝

히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컬렉션 음악의 종

류, 구성요소, 분위기를 분석하고 컬렉션 유형 및 컬렉션 영상의 유형에 

따른 특이점 및 차이점을 도출한다. 둘째,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와 음

악의 개별적 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패션컬렉션 음악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이에 관여하는 음악의 요소를 도출한다.  

본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범위

는 최근 5년간 브랜드 영향력, 전문 사운드 디렉터의 참여 등을 고려하

여 8개 패션 브랜드의 컬렉션 영상 67개와 이에 사용된 216곡을 대상

으로 하였다. 컬렉션 음악의 분석은 음악의 장르를 포함한 종류, 음악의 

구성요소(템포, 리듬, 박자, 조성, 화음, 음고, 선율, 악절, 악기), 음악의 

분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의상, 공

간, 연출, 안무, 영상화)와 음악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여 패션

컬렉션에서 음악의 구체적 역할과 음악 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컬렉션 음악은 대중음악 장르 및 패션컬렉션을 위한 창작

곡의 비중이 높고 가사 또는 내레이션을 통한 적극적 언어의 사용이 나

타났다.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클래식 음악 사용은 감소된 반면 대중

음악 장르와 언어적 표현이 증가였는데, 이는 Covid-19로 인해 오프라

인 런웨이 보다 온라인 관객 대상의 패션 필름 유형의 패션컬렉션이 증

가함에 따른 변화로 파악되어 패션 필름의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더 대



중적이고 설명적인 음악이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패션컬렉션 음악은 

평균 BPM(Beat Per Minute: 분당 박의 수) 108~140사이의 속도로 짝

수 박(4/4박자:74.1%)의 경쾌한 리듬(51.9%)에 맞춰 빠르게 걷는 속도

에 최적화되어있는 경향성을 보였다. 패션컬렉션 음악의 종류, 구성요소 

및 분위기를 브랜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브랜드마다 선호되는 장르

와 리듬, 조성, 악절, 악기 등의 구성요소의 분포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

다. 이러한 차이는 시즌이 바뀌더라도 유지되어 브랜드만의 독특한 음악 

분위기의 조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인 의상, 공간, 연출, 안무, 영상화와 패

션컬렉션 음악의 관계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악은 의상의 영감 

표현과 의상 스타일에 부합하는 음악의 분위기 및 의상에 함의된 디자

인 철학 또는 사회적 담론과 같은 메시지를 표현하였다. 공간에서는 컬

렉션 개최지의 로컬 뮤지션의 기용이나 지역성이 드러난 가사 또는 내

레이션 음악의 사용을 통한 문화적 연결이 나타났다. 오프라인 런웨이 

유형의 패션컬렉션의 경우 무대 장치나 조명 등이 음악과 밀접한 연계

를 보인 반면, 패션필름의 유형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은 미미했다. 연출

적 측면에서 음악은 패션컬렉션의 흐름과 음악의 시간 구조의 일치를 

통해 컬렉션을 구조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상의 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된 스테이지의 전환은 음악의 교체나 리듬의 유무로 발생되는 변곡

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의상의 스타일, 실루엣, 컬러 및 디테일의 변화에 

따른 프레젠테이션의 극적 구성은 음악의 멜로디, 볼륨, 악기의 사용 등

으로 상승 및 고조되어 시각적 표현을 강화하였다. 등장인물들의 움직임

을 뜻하는 안무는 모델의 표정 및 워킹 스타일과 어울리는 음악의 분위

기로 나타났다. 영상의 악센트와 음악의 악센트 지점을 일치시키는 동기



화(synchronization)를 통한 조화감을 높이는 효과는 움직임을 강조하며 

이는 모델의 워킹 및 영상의 컷(cut) 지점에서도 나타났다. 

셋째,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은 ‘컬렉션 의상의 내적 의미 표현

과’, ‘컬렉션 의상의 프레젠테이션의 구조화’ 및 ‘동적 패션의 이미지 표

현 강화’로 구체화되었다. 컬렉션 음악의 내적 의미 표현이란 컬렉션 의

상으로 시각화된 디자이너의 철학과 사회적 담론 혹은 메시지로 드러나

는 컬렉션 주제의 다감각적 표현을 의미한다. 컬렉션 의상 프레젠테이션

의 구조화는 프레젠테이션의 흐름과 음악의 시간 구조 일치를 통해 패

션컬렉션의 구성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은 패션컬렉션에 안

정감을 부여하고 점진적 혹은 극단적 전개에 부합하는 음악과 상호작용

을 통해 맥락 있는 하나의 완결된 쇼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적 패션의 이미지 표현 강화’는 패션컬렉션의 움직임의 

요소들의 시각적 악센트와 음악적 악센트의 일치를 통해 움직임을 강화

하는 역할을 뜻하며 여기에는 모델, 등장인물, 무대, 조명 및 영상 화면

의 컷 전환 등이 해당된다. 특히 동적 패션의 이미지 표현 강화는 팬데

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패션 필름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은 패션컬렉션과 음악의 시간 흐름 구조

의 일치를 바탕으로 동적 패션의 이미지 표현을 강화하며, 음악의 상징

적 특성과 가사 및 분위기를 통해 패션컬렉션의 내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패션 표현의 주체는 패션의 시각적 표현과 이

에 부합하는 음악의 정서와 의미의 조화를 통해 다감각적 패션 표현을 

실현하고 시각과 청각의 조화감을 높여 관람자들을 몰입하게 함으로써 

감성적 경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시각적 표현의 범주에서 한정적으로 논의되어온 패



션컬렉션 연구에서 나아가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석적 접근을 통해 음악

을 통한 패션 표현의 확장을 살펴봄으로써, 패션 표현 연구의 폭을 넓혔

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들과 연계되

어 패션컬렉션의 조화감에 관여하는 음악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밝혀냄

으로써 향후 패션컬렉션 음악의 선정과 제작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데에 실무적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패션컬렉션, 음악,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 패션컬렉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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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의 패션컬렉션은 COVID-19(Coronavirus Disease-2019)로 말미

암은 사상 초유의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화로 인해

현장관객 없이 사전 제작된 영상으로 대체되거나 온라인 생중계로 전환

되면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최적화된 시·청각 자극을 통한 패션

컬렉션 구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

달로 인해 문화콘텐츠들은 감각화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의 가장 중요

한 리소스인 이미지와 소리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허

정아, 2009). 이러한 변화는 패션컬렉션에서 시각과 청각의 융합을 통한 

다감각적 표현과 전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오프라인 중심이었던패션

컬렉션은 디지털 패러다임과 함께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전형적인패션

컬렉션은 의상, 콘셉트, 무대, 모델, 관객 등의 요소로 구성되지만 최근 

패션컬렉션의 물리적공간은 가상공간으로 대체되고 관객과 모델이없는 

패션컬렉션이 열리며 기존의 컬렉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일부 생략되

거나 전부 대체되기도 한다(홍혜림 & 김영인, 2014). 이와 같이 최근의 

패션컬렉션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음악은 패

션컬렉션에서 대체될 수 없는 고유의 구성요소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현대의 패션컬렉션은 유튜브(Youtube), 비메오(Vimeo)와 같은 동영상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미국 IT 업체 Cisco는

2022년까지 동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 IT 트래픽의 82%를 차지할 것이

라고 전망하며, 온라인의 동영상 형태로 소통 방식이 전환될 것을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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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Munson, 2018).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패션 하우스들은 동영

상 공유 서비스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을 개설하여 패션컬렉션 콘

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 채팅을 통해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패

션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혁신적 변화를 보였다. 패션컬렉션이 영

상 콘텐츠로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영상에 사

용된 음악의 유통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패션컬렉션 음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의상에 대한 디자인 저작권이 해당 브랜드나 디자이너에게 온전히 귀

속되는 패션 제품과는 다르게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뮤지션, 음반 제작

자, 유통사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저작권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Richman & Witburg, 2017). 유튜브는 영상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의 공유자가 영상에 포함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

는 경우에만 콘텐츠 공유가 가능한 구조이다. 유튜브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콘텐츠 검증 시스템(Content ID)을 개발하여 저작권 침

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고의 과정을 거쳐 저작권을 침해한 크리에

이터의 계정과 연결된 모든 동영상 및 채널을 삭제한다(김흥순, 2019). 

따라서 패션 하우스들은 이러한 문제점과 중요성을자각하고 음반회사 

및 뮤지션들과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해결한 후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패션컬렉션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Dwyer, 2015). 반면, 그 외 패션 전문 

유튜브 채널들은 패션컬렉션에 단순 저작권 무료(copyright free) 음악

을 임의로 삽입하여 본래 패션컬렉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음악을 송출하

고 있는 실정이다(Dwyer, 2015). 그러나 이것은 패션컬렉션의 본래 연

출 의도와 전혀 다른 정서와 뉘앙스가 전달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Red 

Bull Music Academy, 2015). 198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샤넬(Chanel)의 패션컬렉션 음악을 담당해온 사운드 디렉터 미셸 고베

르(Michel Gaubert)는 실제 쇼에 사용된 음악이 아닌 경우 쇼의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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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정도 밖에 전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패션컬렉션을 위해 구성

된 음악이 패션컬렉션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Dwyer, 

20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럭셔리 패션 하우스들을 중심으로 패

션컬렉션에 최적화된 음악을 맞춤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범

위를 점차 넓혀 가고 있다(Dwyer, 2015).  

한편, 최근 샤넬(Chanel), 구찌(Gucci),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 럭셔리 패션 하우스들은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을 아

이튠즈(iTunes)나,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들의 플레이 리스트에는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과 함께 브랜드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브랜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뮤지션과 노래들이 담

겨있다. 패션컬렉션 음악은 패션컬렉션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콘셉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음악에 담긴 브랜드의 감성과 정서를 전달하여 새

로운 고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패션컬렉션 음악의 역

할과 중요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Olóndriz, 2021). 이처럼 패션컬렉

션에서의 음악은 과거 존재하지만 두드러지지 않는 음악(노경하, 2003)

의 역할에서 나아가 현재는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컨텐츠 역할까지 수행

하고있다.  

이와 같이 패션컬렉션 음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일부 패션컬렉션에 관한 연구에서 음악

의 음악의 선곡(이기열, 2002)이나 사용 실태(노경하, 2003)에 대한 서술

을 통해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으나 해

당 연구에서는 역할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음악의 요소들을 구체

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 밖에 패션컬렉션을 주제로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음악은 패션컬렉션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꼽히고 있으

나 음악의 역할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위기 조성(성유정 & 권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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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모델의 워킹을 안내하는(장안화 & 박민여, 2004)’등의 모호하

고 일반적인 서술에 그쳐,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구체적 역할 및 역할 

수행을 위한 방법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위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팬데믹 이후 

의 패션컬렉션은 기존의 획일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방

식의 패션컬렉션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김선영, 2021) 이에 

따른 음악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

는 패션컬렉션의 음악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들과 음

악의 관계를 고찰한다. 또한 팬데믹 전·후의 패션컬렉션 영상의 변화에 

따른 음악의 사용 변화를 함께 살펴 최근 패션컬렉션에서의 음악의 역

할을 구체화하고 이에 관여하는 음악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

의 목적으로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패션컬렉션 음악의 종류, 구성요소, 분위기를 분석하고          

컬렉션 유형 및 컬렉션 영상의 유형에 따른 특이점 및 차

이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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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의상, 공간, 연출, 안무, 영상화)와 

음악의 개별적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패션컬렉션 음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에 관여하는  

음악의 요소를 도출한다.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미디어 채널의 다양화에 따라 패션컬렉션에도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컬렉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그

동안 필수로 여겨온 구성요소들이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

면서도 시각적 표현의 변화와 가능성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

나 패션컬렉션을 미디어로 접하는 대중은 원본에 대한 아우라(aura)의 

상실로 인해 생동감이 없이 느끼게되므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 중에

서도 음악의 역할은 컬렉션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장안화 & 

박민여. 2004). 이에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과 그에 기

여하는 음악의 요소를 규명하고 분석을 위한 객관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패션 커뮤니케이션이 뉴 미디어 공

간으로 이동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김세진, 2017) 패션컬렉션 영상의 유

형과 그에 따른 음악의 역할 변화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동영상에 기반

한 시청각적 패션 표현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

후 패션컬렉션 음악의 선정과 제작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데에 실무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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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한 사례연구로 이루어졌다. 먼

저 국내·외의 패션컬렉션 관련 선행연구, 전문서적, 뉴스 기사, 인터뷰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패션컬렉션의 개념 및 패션컬

렉션의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다음으로 배경 음악에 관한 선행연구와 문

헌 고찰을 통해 음악 분석의 요소를 도출하여 컬렉션 음악 분석의 기준

을 마련한다. 선정된 패션컬렉션 음악 분석의 요소는 3가지로 음악의 종

류, 음악의 구성요소, 음악의 분위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음악의 종류는 음악의 장르와 음악의 창작 여부 및 가사의 사용 여부

로 나누어 살펴본다. 장르 구분은 이혜갑(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항목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클래식, 대중음악, 민속음악, 현대 음

악으로 분류하였다. 음악의 창작 여부는 사용된 음악이 패션컬렉션을 위

해 맞춤 제작된 창작곡인지 기존곡에서 선곡한 것인지를 음원의 발표일

과 인터뷰 자료를 근거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단순 배경음악과 가사 또는 내레이션을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측정한다. 

음악의 구성적 요소는 Bruner(1990)와 이혜갑(2001)의 연구에서 사용

된 유목들을 수정하여 템포(빠르게, 보통빠르게, 느리게), 박자(2박자, 3

박자, 4박자, 변박), 리듬(일정하고 부드러운, 일정하고 경쾌한, 일정하고 

무거운, 불규칙), 주요 리듬(2박, 4박, 8박, 16박), 악절(스타카토, 레가토), 

조성(장조, 단조, 혼합조, 무조성), 화음(화음, 불협화음, 혼합), 멜로디(높

은, 중간, 낮은), 악기(클래식, 밴드, 일렉트로닉)으로 제시한다. 셋째, 음

악의 구성요소들만으로 측정될 수 없는 음악의 분위기 측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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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ullen(1980)이 재배열한 음악의 이미지 형용사 표를 사용하여 전문

가 그룹이 측정하고 연구자가 코딩한다.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을 지양하

고자 음악 분석을 위한 4인의 음악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음악 전

문가 그룹의 구성은 4년제 국내 정규 실용음악 대학 졸업자 중, 경력 

10년 이상의 음악 앨범 프로듀서 2인, 스튜디오 엔지니어 1인, 영상음

악감독 1인으로 구성하였다. 이 밖에 분석의 객관화를 위하여 글로벌 음

악 플랫폼 Spotify과 Apple Music 및 Spotify와 연동된 음악 데이터 베

이스 웹사이트 Tunebat(Tunebat.com)을 참고하였다. 또한 BPM(Beat 

Per Minute: 분당 박의 수), 파형, 음량 측정을 위해 녹음, 편집 및 파일 

생성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Logic Pro 9을 사용하였다.     

표본에 추출된 개별 패션컬렉션 음악을 음악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별도의 코딩 작업을 실시하고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67개 

패션컬렉션 영상에 사용된 216개 음악 데이터를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카이제곱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및 기술통계등을 

사용하였다.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및 기대 빈

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컬렉션의 유형 및 컬렉션 영상의 유형에 따른 

음악 요소들 간의 관계를 살펴 패션컬렉션 음악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

였다. 다음으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 5가지(의상, 공간, 연출, 안무, 영

상화)와 패션컬렉션 음악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석 내용과 패션컬렉션과 음악의 구성요소들간의 

개별적 관계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음악의 구체적 역할 및 이에 관여하

는 음악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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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선정    

 

분석의 대상은 총 8개의 브랜드로 제한하였다. 선정의 기준은 최근 5

년간 브랜드 영향력, 전문 사운드 디렉터를 통한 패션컬렉션 음악 구성 

여부, 패션컬렉션 음악 플레이리스트 제공 여부, 브랜드 혹은 크리에이

티브 디렉터 개인과 음악과의 긴밀성 등을 고려하였다. 선정된 브랜드는 

발렌티노(Valentino), 발렌시아가(Balenciaga), 디올(Dior), 셀린느

(Celine), 루이비통(Louis Vuitton),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샤넬(Chanel), 구찌(Gucci)이다. 사례 분석을 위한 패션컬렉

션은 레디-투-웨어(Ready-to-wear) 및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남, 녀 패션컬렉션 영상 67개와 216곡을 대상으로 하였다. 컬렉션 영상

의 유형은 패션컬렉션이 1차적으로 소구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오프라인 

런웨이 유형과 패션 필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 분석의 틀

은 <그림 1-1>, 연구의 대상은 <표 1-1>과 같다. 

 

 

 

 

 

 

 

 

 

<그림 1-1>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와 음악 분석의 틀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 

연출 
(presentation) 

음악의 종류 

음악의 구성요소 

음악의 분위기 

패션컬렉션 음악 

공간(장소,무대) 
 (space) 

   

   

   

   

   

   

   

컬렉션 의상 

(collection clothing) 

영상화 
(cinematography & editting) 

 안무(모델,등장인물) 

(collection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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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연구 대상 리스트  

브랜드 시즌/성별 컬렉션 종류/ 쇼 타이틀 영상 종류 길이 
곡

수 

Valentino 

2020 FW 

W H 

of Grage and light f-film 11'42'' 2 

2020 SS Haute Couture SS 20 

off-line 

runway 

16'37'' 6 

2019 FW Haute Couture FW 19/20 16'30'' 7 

2019 SS Haute Couture SS 2019 16'43'' 6 

2018 SS Haute Couture SS 2018 18'04'' 8 

Balenciaga 

2022 SS 

 R 

Clones f-film 6'52'' 1 

2021 FW Fall 21 Show f-film 5'46'' 1 

2021 Pre  Sunglasses at night f-film 9'04 1 

2020 FW Winter 20 Show 

off-line 

runway 

23'25'' 1 

2020 SS Balenciaga Summer 20 Show 19'45'' 6 

2019 SS Summer 19 Show 14'57'' 1 

2018 FW Winter 18 Show 13'55'' 1 

Dior 

2022 SS 

W 

R The Panathenaic Stadium on-site   29'58'' 7 

2021 FW H The Dior Autumn-Winter   f-film 17'14'' 6 

2021 SS R The Dior Spring-Summer 2021   off-line 14'13'' 1 

2020 FW R The Dior Autumn-Winter  off-line   7'57 1 

2020 FW 

H 

 Dior Autumn-Winter 2020-2021  f-film 7'47'' 1 

2020 SS The Dior Spring-Summer 2020  
  

off-line 

runway   

  

16'30'' 1 

2019 FW Dior Autumn-Winter 2019-2020  18'52'' 3 

2019 SS Spring-Summer 2019  8'06'' 2 

2018 SS Spring-Summer 2018  13'36'' 1 

Celine 

2022 SS  M 

R 

Cosmic Cruiser f-film 14'55' 1 

2021 SS  M Teen knight poem f-film 13'01'' 1 

2021 FW W Celine 10 parade f-film 12'07'' 1 

2021 SS W Celine 08 Women Summer 21 f-film 13'48'' 2 

2021 SS  M The Dancing Kid f-film 12'00'' 1 

2020 SS  M Celine 04 Men Summer 20 

off-line 

runway 

14'50'' 1 

2020 FW  All Celine 06 Winter 20 22':38'' 2 

2020 SS W Celine 05 Women Summer 20 15'40'' 2 

2019 FW W Celine 03 Women Winter 19 17'02'' 2 

2019 SS All Paris La Nuit 21'01'' 2 

Louis 

Vuitton 

2022 SS     Amen Break f-film 17'06'' 4 

2021 

FW   

M R 

Show in Seoul with house 

Ambassadors BTS  
f-film 10'17'' 4 

2021 FW   Peculiar contrast, perfect light f-film 15'12'' 3 

2021 FW   Yasiin Bey at the Men's Fall-Winter f-film 5'21'' 1 

2021 SS   Rubber man 

off-line 

runway 

28'09'' 3 

2020 FW   Louis Vuitton Men’s Fall-Winter  9'38'' 3 

2020 SS 
Louis Vuitton Men's 

Spring-Summer 2020 
13'20'' 7 

2019 SS 
Louis Vuitton Men’s 

Spring-Summer 2019  
14'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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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ander 

McQueen 

2022 SS 

W 

R 

Ready-to-wear / London Skies-a 

off-line 

runway 

12'47'' 3 

2022 SS Ready-to-wear / London Skies-b 14'41'' 0 

2022 SS Ready-to-wear / London Skies-c 13'25'' 0 

2020 FW 360°-a 12'00'' 1 

2020 FW 360°-b 11'34'' 0 

2020 SS Womenswear S/S 2020 10'11'' 1 

2019 FW Womenswear A/W 2019 8'56'' 5 

2019 FW all/Winter 2018-2019-a 10'56'' 3 

2018 FW   all/Winter 2018-2019-b 9'41' 0 

2018 SS M Menswear Spring/Summer 2018 11'06'' 3 

2017 FW W Autumn/Winter 2017  11'14'' 3 

2017 SS   The Islands 11'25'' 3 

Chanel  

2022 SS 

W  

R The Chanel Spring-Summer 2022  f-film 11'39'' 7 

2022 FW H Fall-Winter 2021/22  off-liine 10'56'' 5 

2022 SS R Cruise 2021/22 Show   f-film 10'29'' 6 

2022 FW R The Fall-Winter 2021/22  f-film 10'41'' 4 

2022 FW R "Le Château des Dames" f-film 11'04'' 6 

2021 FW R Live from Paris — The Fall-Winter  f-film 14'03'' 6 

2021 SS H The Spring-Summer 2021 off-line  10'07'' 3 

2021 FW R ‘Balade en Méditerranée’/ Cruise  f-film 7'14'' 4 

2021 SS R The Spring-Summer 2021  off-line 

runway 

13'55'' 5 

2020 SS H Spring-Summer 2020  15'20'' 8 

Gucci 

2022 FW 

All R 

Gucci Aria("Air")  f-film 15'30'' 6 

2020 FW Gucci Fall Winter 2020 Women's  f-film     10'14'' 2 

2020 SS Gucci Spring Summer 2020  

off-line 

runway 

11'31'' 5 

2020 SS Gucci Cruise 2020 10'20'' 6 

2019 FW Gucci Fall Winter 2019  13'10'' 1 

2019 SS Gucci Spring Summer 2019  14'24'' 9 

총계 67 
  

  
off-line runway : 44  

fashion film :23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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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패션컬렉션의 개념과 구성요소  

 

1. 패션컬렉션의 개념  

 

패션컬렉션은 디자이너나 의류회사가 특정 시즌을 겨냥해서 만든 스

타일과 디자인을 바이어들이나 기자들에게 선보이는 발표회라는 의미로 

흔히 패션쇼와 유사한 의미로 통용된다(김종선, 2007). 패션컬렉션의 유

형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고급 맞춤복’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오트 쿠

튀르(haute couture)와 ‘바로 입을 수 있는’ 기성복을 뜻하는 프랑스어 

프레타포르테(prêt-à-porter)로 나뉘고 영어로 직역한 레디 투 웨어

(ready to wear)는 프레타포르테와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오트쿠튀르는 

최고급으로 만들어진 옷을 의미하나(채금석, 1999) 원칙적으로는 파리의 

고급 의상점 조합 사무국(La 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을 말하는 생디카(syndicat)에 가입한, 조합규정의 규모와 조

건을 갖춘 의상점을 말한다(패션 전문자료사전, 2020). 반면 레디 투 웨

어는 일정한 기준 치수에 맞추어 미리 만들어 놓은 의상을 의미한다. 컬

렉션 의상은 일반적으로 패션위크(fashion week)를 통해 소개되는데, 패

션위크란 디자이너들의 패션컬렉션이 집중적으로 열리는 주간을 뜻한다. 

1960년대에 이르러 현대의 기성복이 갖춰지게 되었고, 1975년 이후 오

뜨 쿠튀르에 속하지 않은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프레타 포르테가 출현

하게 되었다. 이후 파리 패션계의 상대적 약세와 각 나라별 패션산업의 

발전은 각기 뚜렷한 성격을 가진 뉴욕 컬렉션 밀라노 컬렉션, 런던 컬렉

션이 세계 4대 컬렉션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김종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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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은 크게 봄/여름 컬렉션(Spring/Summer)과 가을/겨울

(Fall/Winter)로 나뉜다. 브랜드에 따라 컬렉션을 세분화하여 S/S와 

F/W 시즌 사이에 Pre-fall 컬렉션을 추가하기도 하며 휴양지의 리조트

에서 요트와 휴식을 즐겼던 여성들을 대상으로 겨냥한 깔끔하고 우아한 

의상을 선보이는 크루즈 컬렉션(Cruise Collection)을 포함하기도 한다(

김종선, 2007). 샤넬의 경우 매년 12월마다 공식 쇼 일정과는 별개로 공

방 컬렉션(Métiers d'Art collection)을 통해 샤넬만의 노하우와 파트너 

공방 장인들의 기술력을 소개하는 컬렉션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Chanel, 

2014).    

과거 전통적인 패션 시스템에서의 패션컬렉션은 특정 디자인이나 브

랜드의 정체성과 유행에 대한 정보를 특정 관계자와 같은 한정적 대상

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통해 소비자에게 확산시키는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해왔다(김세진, 2018). 그러나 현대 패션컬렉션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

향으로 연극이나 퍼포먼스 요소가 가미되면서 패션을 체험하는 공연 형

태의 대중적 이벤트로 변모하였다(장안화 & 박민여, 2001: 이세리 & 김

혜연, 2011). 패션컬렉션의 무대 위에 올려지는 의상들은 디자이너나 브

랜드를 대중의 기억에 각인시키기 위해 주목시킬만한 의상을 중심에 두

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타 장르나 예술적 소재 및 과학기술이 도입됨

으로써 거대 산업화되고 있다. 또한 패션컬렉션이 의상을 소개하는 목적 

자체 보다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보편화

된 형상이다(Frey, 1998). 이러한 패션컬렉션의 변화에 대해 

Lypovestsky는 그의 저서에서 패션컬렉션은 즐길 수 있는 메시지와 이

미지를 파는데에 주력하는 방식으로 창의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술을 패션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예술이 갖는 위계를 무너뜨리며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스펙터클한 쇼와 다양한 마케팅적인 시도들

이 성공하고 있다고 하였다(Lipovetsky, 1999). 이러한 변화들에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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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이 대중문화 컨텐츠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퍼포먼

스, 무대디자인, 상징적 오브체 및 뉴미디어가 결합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슬아, 2017).  

최근의 패션컬렉션은 디지털 패러다임에 따른 온라인 및 모바일 중심

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COVID-19 팬데믹 이후로 더욱 가속

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2021)은 위기 상황에서 패션컬렉션의 대

체 방식은 라이브 스트리밍, 패션 필름, 영상 카탈로그 등 다양한 유형

으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패션컬렉션의 구조적인 측면의 변화와 온라인

으로의 가속화와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패션 브랜드들은 

Youtube나 Vemeo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패션컬렉션 영상을 지

속적으로 공유를 통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으며, 관객들은 패션컬

렉션을 관람하며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관람자들과 채팅을 통해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Bug & Windhab, 2020). 패션컬렉션 영

상의 유형은 다큐멘터리, 예술적 이미지의 강조, 가상 패션컬렉션, 애니

메이션등으로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김선영, 2021). 이 중에서도 음

악과의 밀접한 결합을 통해 대중적인 영상 콘텐츠 화가 주목을 받고 있

다. 미국의 남성 매거진 Esquire는 2021년 9월 기사에서 팬데믹 이후 ‘

패션컬렉션의 뮤직비디오화’에 대해 기술하면서 디지털 패션컬렉션 방식

으로 전환된 패션업계와 공연 및 음반 수익의 저조로 인해 침체된 음악

업계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한다고 하였다(Clark, 2021). 일례로 

패션 브랜드 Lanvin은 3분 20초 동안 가수 Gwen Stefani가 2004년에 

발표한 “Rich Girl”을 따라 부르며 호화로운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는 모

델들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시즌의 컬렉션 의상을 보여주었고 이와 동

시에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얻었다(Clark, 2021). 이 밖에

도 Louis Vuitton의 2021 F/W Mens 패션컬렉션에서는 뮤지션 Yasiin 

Bey가 루이비통의 패션컬렉션 영상에 출연하여 퍼포먼스를 하고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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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음악을 발표하는 등 패션컬렉션과 음악이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Clark, 2021). 

최근 2021년 S/S 파리 패션 위크에서는 디올(Dior), 샤넬(Chanel), 루

이비통(Louis Vuittons) 등을 포함한 일부 브랜드들은 팬데믹 이전과 같

이 오프라인에서 관객이 있는 패션컬렉션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

으나, 파리 패션 위크에 등록된 97개의 패션 하우스의 약 2/3가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을 고수하였다(AFP, 2021). 셀린느(Celine)는 소셜 미디어 

시대에 전통적인 패션 캘린더에 맞춘 패션컬렉션의 소개 방식은 “구식”

이라고 주장하며 패션위크에 불참하였고, 프랑스 패션 브랜드 기업

LVMH의 메이저 명품 브랜드인 스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eny)도 

이유를 밝히지 않고 파리 패션 위크에 참가하지 않았다(AFP, 2021). 이

와 같이 최근의 패션컬렉션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패션컬렉션의 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표되었던 패션컬렉

션에도 브랜드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영옥(2005)

은 패션컬렉션의 요소는 접근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선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패션컬렉션의 기획 및 제작을 위한 기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내적 요소로는 주제, 장소, 관객, 

연출, 예산, 홍보를 외적 요소로는 의상, 무대, 조명, 음악, 모델을 제시

하였다. 한편 김종선(2007)은 컬렉션의 주제를 중심으로 공간, 연출, 조

명, 음향효과, 배경음악, 모델 및 헤어, 메이크업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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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Everett and Swanson(2013)은 패션컬렉션 기획의 요소들로 주

제, 장소, 관객, 의상, 모델, 무대, 안무, 음악에 대해 설명하였다.  본 연

구는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영상화된 패션컬렉션의 분석을 위한 구성요소를 선정하였다. 이에 음악

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를 의상, 공간, 연

출, 안무, 영상화로 도출하였고 구성요소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 의상(collection clothing)  

 

의상은 옷뿐만 아니라 신발, 액세서리까지 모두 포함하며 패션컬렉션

의 주체이자 표현의 대상이 된다(성유정 & 권기영, 2009). 컬렉션 의상

은 의상의 소재, 컬러, 실루엣 및 의상의 콘셉트를 포함하며 의상에는 

디자이너의 철학이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의상은 색상, 스타일, 디자

인, 주제의 통일성 등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 그룹 내에서 의상

들이 조화를 이루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Everett & Swanson, 

2013).   

패션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의상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예

술적으로 표현하며 패션디자인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의식과 함께 사회 

문화적 현상의 한 단면으로 예술적 측면과 연결 되어있다(김지희 &유태

순, 2003). 컬렉션 의상의 표현적 특성은 현 사회의 미적 가치와 문화를 

반영하므로(최지희 & 김정실, 2018) 현대 패션의 의상은 하나의 경향으

로 단정지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스타일이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김선

영, 2017).   

의상은 하나의 볼거리임과 동시에 담론의 주제가 되기도 하며, 변화하

는 인간의 삶의 양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잣대이자 소통의 수단이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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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2013). 패션은 변화와 다양성 및 경쟁 등의 욕구에 기초하며 사회

의 구조, 기술이나 문화의 발달과 경제를 비롯하여 정치에도 영향을 받

는다(Hannelore et al,. 1999). 과거의 패션은 다소 오랜 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유지되었던 반면, 다각화되고 급변화된 사회 속에서 오늘날의 패

션은 매우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들과 브랜드는 디자인

에 영감을 받아 컬렉션 의상을 창조하며 매 컬렉션을 통해 새로운 패션 

디자인을 제안한다. 이러한 컬렉션 의상은 패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대중들의 수용과 함께 곧 패션이 된다(김수윤, 2001).  

  

2) 공간(space) 

 

공간은 패션컬렉션이 열리는 장소와 무대장치를 의미하며(Evertett & 

Swanson, 2013), 장소를 확장된 의미로 전제할 때 패션컬렉션이 개최되

는 도시 및 특정 건축물을 의미한다. 또한 장소는 건축물의 역사, 조형

성, 지형 및 기후, 시대성 등 장소가 갖는 물리적 환경이나 특징을 패션

컬렉션의 주제와 연결시키고 패션컬렉션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김세진, 2018). 장소는 특정 계층의 문화나 제도를 상

징하며 패션컬렉션은 이러한 장소를 통해 라이프스타일이나 문화로 연

결되는 상징적 의미를 반영하고, 지역주민 혹은 사회적 의미를 주제와 

관련시켜 나타낸다. 장소의 속성은 그 장소에 속해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에 있고, 장소는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체험을 하는 의미있는 

장소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개념이다(김세진, 2018).  

무대장치는 물질적 구조를 갖는 무대 및 비물질적 가상 무대를 모두 

아우른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패션컬렉션의 경우 무대의 장치적 요소로 

사용되는 디지털 영상 및 관객을 포함하며 조명도 함께 고려된다. 패션

컬렉션의 무대는 의상과 관객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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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하기위한 특수한 목적을 지닌 기능적 공간이다(윤성림& 이재정, 

2001). 패션컬렉션에서 무대장치는 보여주거나 주의를 끌기 위한 장치

물로, 의상을 전개하는 패션컬렉션에서 하나의 행위 방식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보여주고자 하는 의상을 정해진 공간에서 전개하고 구성, 배치

하여 대상에게 알리는 것으로, 의상을 보여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자

체로도 정보전달의 역할을 한다. 패션컬렉션에서 무대장치는 의상을 부

각시키는 하나의 요소이다. 디자이너의 콘셉트에 따라 무대 디자인이 달

라질 수 있지만, 무대의 연출도 의상을 표현하는 부가적인 수단이므로 

콘셉트와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패션컬렉션의 무대장치는 의상을 보

다 효과적으로 보이게 한다. 또한 의상의 디자인은 무대연출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패션컬렉션의 기본요소에서 무대 장

치와 이를 통한 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윤성림&이재정, 

2001). 그러나 현대의 패션컬렉션에서 공간의 의미는 특정 장소나 건축

물이 아닌 가상의 공간이 되기도 하며 그에 따라 종전의 공간과 무대의 

개념과 제약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3) 연출(presentation)   

 

연출은 하나의 퍼포먼스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이너는 컬렉션을 

쇼의 형식으로 구성하는 패션컬렉션을 연출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의상

을 돋보이게 표현하기 위해 스토리를 구성한다. 패션컬렉션의 주제는 시

놉시스에 해당되며, 설정된 스토리의 전개 방향과 범위에 맞추어 캐릭터

를 구축하고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정하여 이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플롯(plot)으로 구성한다. 패션컬렉션의 기획은 크게 4가지 단계로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주제 및 콘셉트의 설정 단계, 둘째, 구성 방향의 설

정, 세 번째 패션컬렉션의 연출, 네 번째 패션컬렉션의 진행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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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이기열, 2011). 이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연출, 즉 프리

젠테이션의 단계에서 플롯이 곧 컬렉션 스토리 구성의 핵심이 된다. 플

롯은 소설에서 주제, 배경, 인물, 문체 등과 함께 허구의 이야기를 구성

하는 기본 요소이다. 영어 'plot'은 '줄거리'와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하며, 

플롯을 순화하여 '구성'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성유정 & 권기영, 

2009). 따라서 플롯은 패션컬렉션의 프리젠테이션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패션컬렉션에서의 이야기는 곧 개별적 의상을 의미

하며(Mower, 2021c), 컬렉션 의상은 색상, 스타일, 디자인, 주제의 통일

성 등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 그룹 내에서 의상들이 조화를 이루

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Everett & Swanson, 2013). 컬렉션 의

상을 중심으로 짜임새 있는 구성을 통해 관객은 완성된 스토리에 몰입

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감성을 공유하게 되는 장치가 된다(성

유정 & 권기영, 2009).     

 

4) 안무(choreography) 

 

안무는 특정한 무용뿐 아니라 런웨이 위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모델의 

워킹과 표정연기, 춤 동작까지 포함한다(Everett & Swanson, 2013). 모

델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행동, 움직임을 통해 의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영상화 작업에서 생성되는 카메라 앵글, 화면 전환 등의 움직임의 

요소를 제외하고, 패션컬렉션의 퍼포먼스와 관련한 움직임의 요소 전반

을 다룬다.  

패션컬렉션의 모델은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콘셉트를 구체화하여 

컬렉션의 전체적 인상을 결정하는 패션컬렉션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Everett & Swanson, 2013). 각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들은 패션컬렉션

의 모델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컬렉션의 테마 및 디자인 콘셉트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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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모델을 선별한다. 이때 피부색, 이목구비, 모

발의 색 및 길이 등 모델의 외적 요소는 세심하게 고려되며, 헤어와 메

이크업 등을 통해 완성된 시각적 이미지로 나아간다(이신영, 2015). 모

델은 무대에서 행동과 움직임을 통해 의상을 표현하는 역할과 동시에 

헤어와 메이크업 그리고 표정연기와 워킹을 통해 의상과 함께 모델 자

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다(성유정 외, 2009). 또한 모델은 디자이너 

혹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를 관객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하

는 역할을 한다(유영준, 2013).  

패션모델의 중요성은 최근 패션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들이 특정 모델

들과 맺는 ‘익스클루시브(exclusive)’ 계약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익

스클루시브 계약이란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

을 가장 잘 구현해 주는 모델과 계약을 맺고 해당 모델을 자신의 패션

컬렉션 무대에만 서게 하는 방식으로 독점하는 것을 뜻한다(최보윤, 

2016). 특정 브랜드나 디자이너와 독점 계약을 맺은 모델들은 뉴욕, 런

던, 밀란, 파리 등 각 도시마다 개최되는 패션위크에서 계약된 패션컬렉

션 무대를 제외한 다른 무대에는 설 수 없게 되므로 한 도시의 패션위

크에서 단 한 번의 무대에만 설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브랜드나 디자이

너는 해당 모델이 가진 이미지를 독점하게 되며 계약 기간 동안 모델과 

브랜드나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브랜드 이

미지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전략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지정한 안무의 범위는 모델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와 관계

된 움직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퍼포먼스란 기존의 예술형식의 전복과 

새로운 형식에 대한 탐구로 실험적인 경향을 띄며 시각예술과 음악, 연

극, 무용, 영화, 시,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각종 매체

와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는 실연의 성격을 지닌다(장안화&박민여, 

2004). 퍼포먼스를 하나의 장르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열린 예술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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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장르 간의 경계를 넘어 불확실한 가변성을 내포하는 미디어로써 

작용한다. 나아가 행위의 주체와 관조자로서의 객체로 이분화가 아닌 과

정을 함께 체험하는 관객 참여의 시간예술로 계획된 것으로 즉흥성과 

일회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장안화 & 박민여, 2004).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독특한 장소의 선정과 퍼포먼

스적인 연출을 통해 패션컬렉션을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연출한 패션컬렉션 중 1999년 S/S 컬렉션은 상상력과 호

기심을 유발한 쇼로 무대 중앙에 모델을 가운데에 두고 로봇을 양쪽에 

설치하여 모델이 입은 화이트 드레스에 로봇이 페인트를 방사하게 하여 

즉흥적인 의상의 패턴을 만들어냈다. 모델의 인체와 로봇을 통해 행위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디자이너의 혁신적인 태도와 

패션컬렉션의 개념을 한 차원 성장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알렉산더 

맥퀸 이후 패션컬렉션은 다양한 퍼포먼스를 시도하였으며 점차 그 규모

가 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는 전복적이고 실험적이며 

스펙터클을 발산하는 패션컬렉션의 경향과 스펙터클과 거리 두기라는 

상호 모순적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박주희, 2009). 최근에는 패션컬

렉션 규모의 확장을 통한 스펙타클함보다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퍼포먼

스로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추세이며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으로인해 이러한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5) 영상화(cinematography & editting) 

 

영상화는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패션컬렉션을 촬영하고 공유 가능하게 

편집된 것과, 가상의 공간에서 제작된 모든 종류의 영상물을 아우른다. 

영상화는 촬영을 의미하는 프로덕션(production)과 편집 작업을 의미하

는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으로 나뉘며 편집에는 클로즈업, 



 - 21 - 

슬로우모션, 특수효과 등이 포함된다.   

패션컬렉션 영상은 1997년 오프라인에서 열린 패션컬렉션을 녹화한 

영상을 Fashion TV와 같은 채널에서 방송하게 되면서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했다(Kühl, 2015). 그 후 1999년 미국의 슈퍼볼(Super Bowl)을 인

터넷으로 관람하는 시청자에게 송출된 빅토리아 시크릿(Victoria’s 

Secret)의 패션쇼 영상이 통신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사람들

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Everett & Swanson, 2013) 패션 브랜드들의 온

라인 커뮤니케이션은 변화을 맞게 되었다(Kühl, 2015). 이후 패션업계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새로운 매체들의 등장으로 기존의 패션컬

렉션을 대신하는 미디어로써 패션 필름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최근 

COVID-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으로 패션컬렉션에도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 패션컬렉션 영상(fashion show film)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Bug & Windhab, 2020). 패션컬렉션 영상은 패션 필름에 비해 

정보를 더 쉽게 인지하고 기억하며(Min 외, 2015) 장소에 제약이 없고 

형식이 다양해 특정 콘셉트나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효과적이다(유지연, 

2020). 또한 의상의 클로즈업과 같은 편집의 효과를 통해 의상을 디테

일을 볼 수 있다는 점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

성을 갖는다(Bug & Windhab, 2020). 최근 패션 브랜드들은 Youtube나 

Vemeo등의 동영상 커뮤니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패션컬렉션 영상을 서

비스하고 있으며, 컬렉션이 열리는 공간에 대한 특별 영상이나, 디자이

너의 인터뷰 혹은 모델이나 스타들의 특별 인터뷰 영상을 제공하여 브

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는데에 주력하고 있다. Covid-19이후의 디지털로 

전환된 패션컬렉션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진 프론트 로우(front row)를 

없애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동등하게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서 대중 이벤트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임철영,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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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컬렉션 구성요소로서의 음악 

 

1. 패션컬렉션 음악의 변화  

 

패션컬렉션이 처음으로 시작된 192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는, 

패션컬렉션에서 각 의상의 이름, 스타일 그리고 품질을 설명해 주는 아

나운서(announcer)가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패션컬렉션에서 해당 

기능은 음악으로 대체되었다(Skov 외, 2009). 1980년대 이전의 패션컬

렉션은 평균 러닝타임이 약 40분에서 1시간 가량의 길이였으며, 패션컬

렉션이 지금과 같이 하나의 맥락 있는 쇼의 형태이기보다는, 페인팅 작

품을 보여주듯, 의상 한 벌과 그에 맞는 음악 한 곡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에 그쳤다(Gaubert, 2018). 그러나 현재의 패션컬렉션은 약10

여 분 남짓 길이의 완결된 시청각적 이미지의 총합으로 나타난다. 이러

한 변화의 계기는 MTV(Music television)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

(Gaubert, 2018). 1981년 24시간 음악 전문 채널 MTV(Music 

Telvision)의 개국으로 인해 뮤직비디오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듣는 음

악’에서 ‘보는 음악’의 시대 전환이 이루어졌다. MTV에서 나오는 뮤직비

디오들은 짧은 시간에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의 상호작용을 통해 확실한 

시청각적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뮤직비디오의 특성은 현재의 패

션컬렉션이 10여분 남짓의 짧은 시간에 시각과 청각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맥락 있는 완결된 하나의 쇼의 형태를 갖게 된 데에 결정적인 역

할을 했다(Dwyer, 2015).  

1990년대에는 가사가 없는 하우스 음악(House music)이 주를 이루던

시기였다(정진일, 1995).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패션컬렉션의 개념

이 상업성이 주가 되는 공연예술로 변모하게 되면서 대중에게 각인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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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타 예술 장르의 개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장안화 & 박민여, 

20004). 후세인 샬라안(Hussein Chalayan)은 1999년 S/S 패션컬렉션 

무대에 합창단을 세우고, 2003년 F/W 패션컬렉션에서는 오케스트라를 

배치하여 패션컬렉션 음악을 라이브로 연출하여 총체적인 예술적 표현

의 사례로 평가받았다(송수민, 2015).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과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와 같은 디자이너들은 꿈의 이

미지나 환상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패션컬렉션을 통해 명성을 얻었다

(Duggan, 2001). 특히 알렉산더 맥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패션컬렉션 

음악을 뮤지션이자 음악 프로듀서인 존 고슬링(John Gosling)에게 일임

했으며 자신이 쇼에서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요

구하였다(이미혜, 2018). 존 고슬링이 알렉산더 맥퀸과 함께 작업한 음

악의 사운드는 어둡고, 다소 공격적인 분위기의 음악이었다(Ehrlich, 

2013). 15년간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컬렉션 음악을 맡아온 존 고슬링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맥퀸은 음악에 관한 뚜렷한 방향이 있으며 그의 

요구는 너무나도 특이해서 기존 음악에서 찾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것

이 오히려 쉬웠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패션컬렉션만을 위한 음악을 맞

춤 제작의 형태로 작업해 왔음을 술회하였다(Ehrlich, 2013). 그뿐만 아

니라 맥퀸은 영화 <피아노>, <쉰들러 리스트>등의 사운드트랙으로 알려

진 세계적인 영화 음악의 거장 마이클 니먼(Micheal Nyman)에게 패션

컬렉션에 사용될 음악을 의뢰하고 제작된 음악을 2006년 패션컬렉션의 

테마 음악으로 사용하였다(Wilkinson, 2019). 알렉산더 맥퀸은 “패션컬

렉션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며, 패션컬렉션이 감정을 불러일

으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Bonhote, I., & Ettedgui, P, 2018)고 

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컬렉션은 옷의 판매 수단이 아닌 표현의 

수단으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이미혜, 2018) 그가 의도를 전

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 24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패션컬렉션은 패션 바이어들을 위한 행사에서 

하나의 공연이나 이벤트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인다(이세리, 2011). 이에 

따라 패션컬렉션에서 퍼포먼스가 결합되고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기

차역, 병원 병동 및 비행기 격납고와 같이 이례적인 장소에서 정교하게 

조직된 이벤트를 기획하여 극화된 공연 제작에 필적하는 패션컬렉션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마르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나 엘레나 

바조(Elena Bajo)와 같은 아방가르드한 패션 디자이너들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패션컬렉션에서 의상과 음악을 통해 패션에 대한 자신들만

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Wilkinson, 2019). 이와 같이 패션컬렉션의 규

모와 관계없이 모든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은 중요한 패션컬렉션의 구성

요소로 사용되어왔고, 그 중요성은 더욱 커져왔다.  

디지털 패러다임은 패션 시스템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로 이동하게 되

었다(김세진, 2017). 패션컬렉션이 영상 콘텐츠화 되어 Youtube, Vimeo 

등의 동영상전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되는 것이 보편

화됨에 따라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의 유통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면

서 패션컬렉션 음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의상에 대한 디자인 저작권이 해당 브랜드나 디자이너에게 온전히 귀

속되는 패션 제품과는 다르게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뮤지션, 음반 제작

자, 유통사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저작권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Richman & Witburg, 2017). 일반적으로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

거나 진행 장소가 저작권법에서 제한하는 곳이 아닌 경우 상업용 음반

을 저작권료 지불 없이 이용가능하다. 그러나 패션컬렉션이 영상화 되어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경우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모든 음악은 이용 허락

과 함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저작권법률 제17588호). 

유튜브는 자체적으로 ‘콘텐츠 검증 시스템(Content ID)’을 개발하여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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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고의 과정을 거쳐 저작권을 침해한 

크리에이터의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되고 등록된 모든 동영상

을 삭제한다(김흥순, 2019). 따라서 패션하우스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

브 채널을 제외한 여타 패션 전문 유튜브 채널들은 패션컬렉션에 단순 

저작권 무료(copyright free) 음악을 임의로 삽입하여 본래 패션컬렉션

과는 전혀 관계 없는 음악을 송출하고있는 실정이다(Dwyer, 2015). 대

표적인 사례로 패션 영상 콘텐츠 전문 유튜브 채널 Fashion Channel 경

우 2021년 12월 10일 현재 약 12,700여 개의 패션 동영상 콘텐츠와 

238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패션 전문 채널임에도 불

구하고 해당 채널에서 제공되는 패션컬렉션들은 본래 사용된 음악과는 

전혀 다른 음악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패션컬렉션의 

본래 연출 의도와 전혀 다른 정서와 뉘앙스가 전달되는 문제를 발생시

킨다(Dwyer, 2015). 

1980년대 초부터 40년 가까이 샤넬패션컬렉션 음악을 담당해온 사운

드 디렉터 미셸 고베르(Michel Gaubert)는 여러 매체를 통해 해당 문제

를 언급하면서, 실제 쇼에 사용된 음악이 아닌경우 쇼의 의도를 50%정

도밖에 전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패션컬렉션을 위해 구성된 음악

이 패션컬렉션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Dwyer, 

20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 패션 브랜드들은 뮤지션들과의 

협업을 통해 패션컬렉션을 위한 음악을 새롭게 제작하는 방식을 채택하

여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

다(Gaubert, 2020). 

한편, 최근 샤넬(Chanel), 구찌(Gucci),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 럭셔리 패션 하우스들은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을 아

이튠즈(iTunes)나, 스포티파이(Spotify)와 같은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일반 대중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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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들의 음악 플레이 리스트에는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과 

함께 브랜드의 분위기와 브랜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뮤지션과 노래들

을 담고 있다. 구찌의 경우 구찌의 패션컬렉션 음악 디렉터를 맡아온 스

티브 맥키(Steve Mackey)가 큐레이팅 하였는데, 플레이리스트에는 마돈

나(Madonna), 제니퍼로페즈(Jennifer Lopez), 제이-지(JAY Z), 레이디 

가가(Lady Gaga)에 이르기까지 노래 가사에 ‘구찌’를 인용한 아티스트들

의 음악들을 담았다 (Sleek, 2021). 패션컬렉션 음악은 패션컬렉션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콘셉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음악에 담긴 브랜드의 

감성과 정서를 전달하여 새로운 고객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면서, 패션컬렉션 음악의 역할과 중요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Olóndriz, 2021). 이처럼 패션컬렉션 음악은 과거 패션컬렉션에서 존재

하지만 존재감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음악(노경하, 2003)에서 현재는 패

션컬렉션의 핵심 구성요소에서 나아가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컨텐츠 역

할까지 수행하고있다. 

 

 

2. 패션컬렉션 음악의 기획 과정  

 

거대해지고 조직화된 오늘날의 패션 산업계에서 패션컬렉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패션컬렉션 음악은 사운드 디렉

터, 사운드 일러스트레이터, 뮤직 디렉터 등으로 불리는 음악 분야의 전

문가들에 의해 기획 및 수행되고 있다(김나영, 2018). 본 연구의 대상으

로 선정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패션컬렉션 음악의 제작 과정과 제작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최근 패션컬렉션 음악의 기획 

과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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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컬렉션 음악은 패션컬렉션을 만드는 각 분야별 담당자들과의 충

분한 사전 논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미셀 고베르(Michel 

Gaubert)는 패션컬렉션 음악 전문가로 1980년대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에게 발탁된 이후로 현재까지 샤넬의 레디 투 웨어, 오트 쿠

튀르, 공방 컬렉션 및 크루즈 쇼를 모두 맡아 음악을 통해 샤넬의 스토

리텔링에 기여하고 있다(Magazine B, 2019). 그는 샤넬뿐 아니라 펜디

(Fendi), 발렌시아가, 클로에(Chole), 발렌티노 등 다양한 패션컬렉션의 

음악을 맡고 있어 패션컬렉션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는 인

터뷰에서“런웨이 음악은 패션에 힌트를 준다”고 하였으며, 런웨이 음악

의 역할에 대해 컬렉션이 의도하는 느낌을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Magazine B, 2019). 그는 샤넬의 최근 레디-투-웨어 컬렉션은 매번 가

벼운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음악도 그에 따라 즐겁고, 걱정없는 것 같

은 느낌으로 연출하였고 반면 의상의 성격이 전혀 다른 쿠튀르 컬렉션

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지적인 느낌을 주려고 한다(Magazine B, 

2019)고 설명하면서 음악에 컬렉션의 방향성과 의도가 반영됨을 강조하

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패션컬렉션을 패션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예술적 

이벤트로 격상시킨 디자이너로 알려져 있다(이미혜, 2018). 생전의 알렉

산더 맥퀸은 패션컬렉션이 열리기 4개월 전부터 알렉산더 맥퀸 본인을 

중심으로 패션컬렉션의 총괄 프로듀서, 아트디렉터, 조명 디렉터와 음악 

디렉터 스타일리스트와 디자인 어시스턴트가 함께 모여 기획회의를 갖

고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Taketani, 

2006). 존 고슬링(John Gosling)은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컬렉션 음악을 

약 15년간 담당해온 뮤지션이자 음악 감독이다(Ehrlich, 2013). 그는 알

렉산더 맥퀸과의 작업에 대해 “맥퀸의 요구하는 음악은 너무나 독특해

서 찾기 보다는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웠다” 라고 하면서 맥퀸은 ‘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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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있는 사운드 트랙, ‘펑크가 가미된 전통적인 스코틀랜드 음악’과 같

은 독특한 음악을 주문했다고 하였다. 존 고슬링은 컬렉션 음악을 작곡

할 때 늘 컬렉션에서 제시되는 시각적인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작업하

며, 알렉산더 맥퀸의 쇼 음악을 진행할 때에도 무드보드를 바탕으로 해

당 이미지가 드라마틱한 선율을 띄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구상한다

고 하였다(Taketani, 2006). 패션컬렉션 4개월 전부터 패션컬렉션 관계

자들과의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패션컬렉션 음악의 사운드를 주문한 것

으로 볼 때, 맥퀸에게 있어 패션컬렉션 음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의 의미

를 너머 자신이 의도하는 패션컬렉션의 컨셉과 주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알렉산더 맥퀸의 사망 직후부터 2022

년 현재까지 알렉산더 맥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사라 

버튼(Sarah Burton)도 맥퀸과 마찬가지로 사전미팅을 통해 패션컬렉션 

음악을 맞춤 제작하고 있다. 알렉산더 맥퀸의 2020년 S/S 패션컬렉션 

음악 제작을 의뢰받은 작곡가 이사벨 월러 브릿지(Isobel 

Waller-Bridge)는 평소 연극, 영화, TV 음악과 관련한 협업을 주로 해

온 작곡가로써의 경험을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을 위한 맞춤 음악 제작의 

과정과의 차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패션컬렉션은 완전히 새로운 매체이며 연극, 영화, 예술이 한자리에 

모인것 같은 느낌입니다. 맥퀸을 위한 작곡은 그동안 제가 해오던 평소

의 작업 방식과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사라 버튼의 말을 듣고 그녀가 

음악으로부터 원하는 느낌을 듣고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

다. 또한  

“쇼를 위해 사라는 나무, 머리카락, 풀 같은 조각난 재료들 부터 100

년 전의 면 레이스, 초기 자수, 예술과 영화의 스틸 컷 등, 컬렉션에 대

한 모든 재료와 영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큰 수평 용지에 

최종적인 쇼의 디자인을 보여주었어요. 사라가 만든 컬렉션의 영감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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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기 때문에 의상에서 다층적인 드라마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Moss, 2020).” 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역할은 디자이너가 컬렉션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음악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녀

는 이와 같은 충분한 사전 논의 과정을 거친 후, 흑백 스테이지, 창백한 

색조에서 시작되어 꽃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 수트와 파워풀한 드레스

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크게 3막으로 보고 그에 맞는 음악의 다이내믹을 

구성했다고 하였다(Moss, 2020).   

  발렌시아가의 패션컬렉션 음악은 뮤지션이자 프로듀서인 BFRND가 

디렉터를 맡고 있다. BFRND는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뎀냐 

바질지아(Demna Gvasalia)가 패션 브랜드 베트멍(Vetements)에 있던 

시기인 2016년 7월부터 Demna와 독점적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해왔다

(Moran, 2018). BFRND는 뎀냐 바질리아와 패션컬렉션의 분위기와 방향

성을 정하기 위해 시작 단계에서 부터 모든 것을 함께 구상하며

(Zetlaoui, 2020) 컬렉션의 사운드와 비주얼은 서로를 보완하는 것에 핵

심을 둔다고 하였다(Moran, 2018). BFRND는 한 인터뷰에서 런웨이 사

운드 트랙을 만드는 프레임 워크가 다른 음악 프로젝트와 어떻게 다른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패션컬렉션의 사운드 트랙을 만드는 작업의 틀은 일반 음악 앨범작업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앨범 작업은 틀이 없고 모든 결정이 개인적

이고 독립적 결정인 반면, 패션컬렉션 음악은 개인(뮤직 디렉터)의 아이

디어와 음악적 선호도가 반영이 되긴 하지만, 컬렉션의 시즌의 컨셉 및 

컬렉션이 제시하는 비전을 음악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공동작업에 더욱 

가깝습니다(Moran, 2018)”. 라고 설명하며 패션컬렉션 음악의 구심점은 

컬렉션의 컨셉과 추구하는 방향성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에디슬리먼(Hedi Slimane)은 현재 셀린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자 

쇼 음악 디렉터를 모두 맡고 있다. 에디슬리먼은 자신은 쇼의 드라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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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반영하는 사운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특별한 매력을 이끌어내는 리듬과 모델들의 워킹에 적합한 음악 선정한

다고 하였다(Bale, 2020). 또한 그는 음악을 영화나 뮤직비디오의 사운

드처럼 사용하며 패션컬렉션 1주일 전에 알맞은 사운드 트랙을 찾으면 

쇼의 방향성도 이에 따라 이동한다고 하면서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갖

는 위상이 절대적임을 강조하였다(Bala, 2020). 한편, 구찌의 크리에이티

브 디렉터 알렉산더 미켈레(Alessandro Michele)는 인터뷰에서 자신에

게 있어 패션과 음악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음악은 단순히 의상에 동반

되는 것이 아니라 시즌마다 자신의 역할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

기 표현에 대한 강조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음악과 패션이 함께 할 때, 

그 표현의 효과는 개별의 합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고 하였다(Indvik, 

2016).  

이와 같이 패션컬렉션 음악의 중요성과 역할은 컨셉과 의상의 표현을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또한 수석 디자이너들은 음악 전문 디렉터에

게 완전히 의존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의 제시와 깊은 커뮤니케이

션을 중심으로 컬렉션의 의도와 표현의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연의 효과

보다는 철저하게 계획되고 의도에 따르는 패션 표현을 중심으로 최적화

된 사운드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패션컬렉션 음악 분석의 요소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석적 접근을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에

서 음악의 역할을 밝히고 그게 관여하는 음악의 요소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 음악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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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첫째, 음악의 종류 둘째, 음악의 구성요소 셋째, 음악의 분위기

로 나누어 살펴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의 종류 

 

음악의 종류는 음악의 장르를 구분을 중심으로 패션컬렉션을 위해 새

롭게 창작된 곡의 사용여부와 가사 또는 내레이션을 통한 음악의 언어

적 표현 여부를 함께 살펴보았다.   

장르란 ‘형태’ 또는 ‘종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genus에서 유래한 것

으로 여러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다(Rosmarin, 1985). 장르

는 예술분야에서 같은 특성을 지니는 부류를 묶는 범주로 정의되며, 스

타일은 장르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Shuker, 2016). 노경하(2003)

은 그의 연구 ‘패션컬렉션 음악의 사용 실태 분석 연구’에서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패션컬렉션의 연출이나, 의상의 

소재 또는 디자인 등에 적합한 음악의 몇몇 사례들을 언급하는 접근이

었기에 음악의 장르마다 갖는 고유의 성격이나 특성과 같은 분석은 부

재하였고,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류 기준으로 유형화하지는 못하였다. 지

금까지도 패션컬렉션 음악에 관한 분석적 시도는 미진하며 패션컬렉션

에 사용된 음악에 대한 분석의 틀이나 분석의 유목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영상 음악과 관련된 연구에서 분석 유목

과 분석틀의 차용이 불가피했다.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만이 가지 특수성

을 고려한 음악적 분류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광고의 음악 

사용 실태에 대한 분석 연구(이해갑,2001)’에서 사용되었던 분석 유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음악 종류와 장르의 기준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의 장르와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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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음악의 장르 구분 

음악 장르 내용 

클래식 음악 현악, 관현악, 클래식 악기구성의 오케스트라, 실내악단 

대중 음악 국내외 팝 음악을 사용하거나 현대의 팝 음악 스타일로 작곡된 곡 

민속 음악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전통 민요 또는 민속 음계 사용을 통해 민

족 또는 민속성이 드러나는 음악 

현대 음악 클래식 음악의 관습에서 탈피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 

 

음악의 종류는 음악의 구조에 의해 세분화 되기도하며 단순하게는 배

경음악의 가사의 유무로도 구분할 수 있다(이혜갑, 2001). 단순배경음악

은 언어의 사용이 없는 음악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창작자가 전달하고

자하는 분위기, 메시지, 감정 등을 음악적 문법을 통해 전달한다(박관인 

외, 2020). 가사음악은 창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표현을 가사를 

통해 청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단순 배경음악보다 의미전

달에 유리한 위치를 갖는다(이혜갑, 2001). Stout와 Leckenby(1988)는 

브랜드명이 포함된 가사 음악과 감성적 가사 음악이 더 많은 서술적 정

서 반응(descriptive emotional response)를 끌어내며, 가사가 있는 광고

음악이나 브랜드명이 포함된 음악 사용의 경우 감적이입의 정서반응

(empathic emotional response)을 더 많이 이끌어낸다고 하였다. 한편, 

패션컬렉션 음악의 종류를 창작곡과 기존곡으로 나누어, 패션컬렉션에 

맞춤 제작된 음악의 비율과, 기존 음악에서의 선곡과 믹스 유형의 비율

을 살펴 최근 패션컬렉션 음악의 경향성을 살펴보았다.   

  

2) 음악의 구성요소 (musica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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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Bruner, 1990). 음악은 소리의 연속적인 관계들로 이루어

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일도 외, 2014). 소리가 음악

을 이루려면 조성(tonality), 리듬(rhythm), 화음(harmony), 템포(tempo), 

음고(pitch), 음색(tone color), 음량(volume), 형식(form) 및 멜로디

(melody) 등이 음악으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한 규

칙으로 존재한다(나운영, 1980). 각각의 구성요소들은 독립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상호구조로 결합하여 유사 또는 상이한 음악적 특성을 만들어

낸다(나운영, 1980). 음악의 구성요소 선정의 기준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며, 음악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심요소에 대한 해석 또한 

다양하게 파악되었다. 나운영(1980)은 리듬, 멜로디, 화성, 음색, 형식을 

음악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심적 요소라고 하였고, Gobe(2001)는 템포, 

음고, 리듬, 음계를 음악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꼽았다. 

Bruner(1990)는 음악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사람들

의 정서적 반응을 유발하는 실증적으로 검증된 구성요소를 음악의 시간

(time)적 요쇼, 음 높이(pitch), 음악의 질감(texture)으로 구분하여 설명

하였다. 음악의 시간적 요소는 템포(tempo), 리듬(rhythm), 악절

(phrase)이며, 음 높이 요소는 조성(tonality), 화음(harmony), 음고

(pitch)로 나뉘고, 음악의 질감은 악기(instrument), 볼륨(volume)이 이

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나운영(1980), Bruner(1990)의 연구에서 사

용한 음악의 구성요소를 수정 및 보완하여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석을 

위한 구성요소를 구성하였다. 선정된 구성요소는 템포, 리듬, 박자, 조성, 

화음, 음고, 선율, 악절, 악기로 나누었으며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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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구성요소들은 독립적, 상호 복합적으로 결합해 음악적 특성을 

결정하며(나운영, 1980),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기도 한다(Bruner, 1990). 

Bruner(1990)는 그의 연구에서 실질적인 검증을 통해 파악된 음악의 구

성요소들의 특성을 설명한 바 있다. 템포가 빠를수록 활동적이며 즐겁고 

가벼운 느낌을, 느린 템포는 무거운 느낌을 준다(Bruner, 1990). 리듬은 

음의 장단이나 강약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규칙적인 음의 흐름으로 

4beat, 8beat, 16beat, 32 beat 등으로 나뉘는데 박자가 작게 쪼개질수록 

화려하고 정교한 느낌을 주며 긴장감을 유발한다(이혜갑, 2001). 일정한 

리듬의 흐름은 진지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반면, 불규칙한 리듬은 복잡한 

느낌을 표현한다(Bruner, 1990). 박자는 한 박자 안에 사용된 단위 음표

의 수(예: 4/4 박자, 2/4 박자)로 표기되는데 단위박이 작을수록 밝고 강 

하며 안정적인 느낌을 주며 짝수 계열의 박은 통제적인 느낌을 주는 반

면 3박은 이완되고 자유로운 느낌을 준다(Bruner, 1990). 

조성(tonality)는 한 음을 중심으로 일정한 음악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

하며, 크게 장조(major), 단조(minor), 혼합조(mixed), 무조(atonality)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장조는 밝은 느낌, 단조는 어두운 느낌을 준다. 음악

에 장조와 단조가 함께 쓰이는 경우 혼합조(mixed)라고 하며 조성이 없

는 무조(atonality)의 경우 기이하거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Gobe, 2001). 화음(harmony)은 둘 이상의 음들이 모여 생성되는 소리로 

크게 협화음, 불협화음으로 나뉘며 협화음과 불협화음이 함께 쓰이기도 한

다(나운영, 1980). 화음의 전개는 예측 혹은 안정성에 영향을 주며 협화음은 

조화를 불협화음은 긴장을 유발한다(Thompson & Robitaille, 1992). 또한 

흥분 또는 놀람과 감정은 불협화음(dissonant)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차

분하고 안정적인 감정은 협화음(consonant)으로 표현될 수 있다(Brun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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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음악의 구성요소 

분류       내용  

템포(tempo) 

전체곡의 빠르기를 의미하며 1분간 연주되는 4분음표의 개수로 

표시한다. 빠르게(allegro), 보통빠르게(moderato), 느리게

(andante), 매우 느리게(adagio)로 나눈다.  

리듬(rhythm) 

음의 장단이나 강약의 반복으로 형성되는 규칙적인 음의 흐름으

로 주 리듬의 구분은 4beat, 8beat, 16beat로 나눈다. 리듬의 주

관적 분류법으로 일정한 리듬과 불규칙한 리듬으로 나누고, 일정

한 리듬은  부드러운 리듬, 경쾌한 리듬, 무거운 리듬으로 나눈다.      

박자(time) 

일정한 수의 박이 모여 음악적인 시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한 박자 안에 사용된 단위 음표의 수로 표기한다(예: 4/4박자, 2/4

박자).   

조성(tonality) 

 음의 연결 특성에 따른 으뜸음 기준의 선율 결정 요소. 크게 장

조(major), 단조(minor), 혼합조(mixed), 무조(atonality)로 나뉜

다.   

화음(harmony)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들이 모여 생성되는 소리. 소리의 어울

림을 기준으로 협화음, 불협화음으로 나뉘며 한 곡에서 협화음과 

불협화음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음고(pitch) 

 음악에 사용된 음역대로  C1~C3 음이 주가되는 경우 낮은 음역

대, 3C음을 기준음을 중심으로 1옥타브 위 아래음의 주 사용을 

중간 음역대, C4음을 기준으로 위 아래음의 주 사용은 높은 음역

대로 분류한다.  

선율(melody) 

음이 리듬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가락으로 멜로디라고도 

한다. 선율음악은 화려한 선율, 중간 선율, 단조로운 선율로 나눈

다.   

악절(phrase) 

리듬의 길이에 대비한 음의 길이. 리듬 대비 음의 길이가 짧은 경

우 스타카토(staccato)로, 리듬 대비 음의 길이가 긴 경우 레가토

(legato)로 분류한다.   

악기(instrument) 
악기가 갖는 고유한 음색을 기준으로 클래식, 일렉트로닉, 어쿠스

틱 밴드로 나눈다.   



 - 36 - 

음고(pitch)의 경우 곡의 흐름에서 볼 때, 음의 높이가 상승하고, 하강

하는 경우 주어진 감정적 맥락으로 강도가 증가 또는 감소를 전달할 수 

있다. 높은 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낮은 음으로 주가된 음악 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간주된다(Bruner, 1990). 음악의 흐름에서 파악되는 크레

센도(crescendo : 부드러움에서 큰 소리로)는 힘의 증가를 나타내는 반

면 디미누엔도(diminuendo: 큰 소리에서 부드러운 소리로)는 힘의 감소

를 나타낸다. 악절의 경우 스타카토는 경쾌 또는 강건한 느낌을, 레가토

는 우아하고 감상적인 느낌을 준다(이혜갑, 2001).  

  

3) 음악의 분위기  

 

음악의 분위기는 음악의 이미지라고도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이미지란

음악을 들었을 때 발생하는 자극에 의해 생성되는 감정을 의미한다(최일

도, 2008). 이러한 자극을 통해 발생한 정서가 기억과 지각을 수반하면 

이를 ‘감정’이라 하며 이러한 감정의 개인적, 주관적 판단은 ‘이미지’의 

단계로 나아간다(최일도, 2008). 

음악의 특성은 음악의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Gobe, 2001). 이러한 음악의 특성은 악기의 종류나 연주의 특성, 성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음악 구성

요소들이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음악

적 특성은 청자가 형성하는 느낌과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특정한 연상

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음악적 특성은 심리적 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최일도, 2008). 이에 대해 

Bruner(1990)는 음악과 심리적 측면에서의 감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비

교해 음악이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적 표현을 음악의 요소별로 구

분되는 음악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표 2-3). <표 2-3>은 최일도



 - 37 - 

(2004)가 도표화한 Bruner(1990)의 연구를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여 재

정리 한 표이다. <표 2-3>을 살펴보면, 단조(minor)는 슬프거나 감상적

(sentimental)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고, 장조(major)는 명랑하고 긍

정적인 이미지의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놀라거나 흥분하는 감정

은 불협화음(dissonant)으로, 안정이고 차분한 감정은 협화음

(consonant)으로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Bruner(1990)는 다양한 감정적 표현 영역 중에서 ‘심오한’, ‘감성적

인’, ‘슬픈’, ‘평안한’, ‘놀라운’ 등의 표현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의 음악 

특성과 연관되며 ‘유머러스한’, ‘행복한’, ‘흥분된’ 등의 표현은 상대적으

로 빠른 속도의 음악적 특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조성은 

음악의 속도와 더불어 음악적 특성을 결정하는요인 중의 하나이다. 조성

은 크게 장조와 단조로 나뉘며, 내적 차원에서의 음악적 특성을 결정한

다(Bruner, 1990). Gardner(1985) 역시 그의 연구에서 장조의 음악은 

활동적이고 밝으며 긍정적인 느낌을 유발하는 반면, 단조의 음악은 조용

하고 어두우면서 부정적인 느낌을 유도한다고 설명하였다. 

 

<표 2-3> 감정 표현과 음악의 구성요소별 특성  

분류 
음악의 구성요소 

tonality tempo pitch rhythm harmony volume 

감정적인 
표현 

심오한 장조 느리게 낮게 일정하게 협화음 중간 

감성적인 단조 느리게 낮게 흐르듯 협화음 부드럽게 

슬픈 단조 느리게 중간 일정하게 협화음 부드럽게 

평안한 장조 느리게 중간 흐르듯 협화음 부드럽게 

유머러스한 장조 빠르게 높게 흐르듯 협화음 중간 

행복한 장조 빠르게 높게 흐르듯 협화음 중간 

흥분되는 장조 빠르게 중간 불규칙 불협화음 크게 

근엄한 장조 중간 중간 일정하게 불협화음 크게 

무서운 단조 느리게 낮게 불규칙 불협화음 다양 

* 출처: Bruner(1990),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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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악의 구성요소의 분석만으로는 음악이 갖는 분위기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음악의 느낌은 결국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며 음악의 

분위기는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갖는 의미보다는 음악 장르가 갖는 대표

적인 분위기와 악기 고유의 음색과 연주 법, 가창 방법, 악절의 길이, 리

듬의 느낌 등 전체적인 구성의 합으로 어우러진 결과의 총합으로 함께 

설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의 

분위기 범주를 기록하기 위해 배경음악의 분위기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

로 <표 2-4>에서와 같이 음악의 이미지 형용사 표를 사용하였다.   

 

<표 2-4> McMullen의 음악의 이미지 형용사 분류표 

gay solemn calm interest longing 

cheerful 

gay 

happy 

bright 

merry 

playful 

sprightly 

dark 

doleful 

gloomy 

melancholic 

sad 

serious 

sober 

solemn 

dreamy 

leisurely 

sentimental 

smoothing 

tender 

tranquil 

quiet 

agitated 

exalting 

exciting 

exhilarated 

impetuous 

vigorous 

longing 

pathetic 

plaintive 

pleading 

yearning 

grace robust fantasy fear frustration 

delicate 

graceful 

lyrical 

emphatic 

majestic 

triumphant 

fanciful 

light 

quaint 

dramatic 

sacred 

spiritual 

tragic 

frustrated 

heavy 

mournful 

depressing 

* 출처: Radocy, R. E, & Boyle, J (1997), p.370. 

 

음악의 느낌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측정의 시작은 음악 실험물과 피험

자의 느낌 반응조사로 이루어졌다. 음악의 느낌으로 부터 형성되는 주관

적 이미지를 측정하는 도구를 찾는 과정에서 Hevner(1935)가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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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고안해냈고 이후 Farnsworth(1954)의 제안으로 내적 영역의 심

리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를 보강하여 확대시켰다(최일도, 2004). 

이후 McMullen(1980)은 앞선 연구자들의 음악의 이미지 형용사를 <표

2-4>와 같이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Hevner(1935)의 형용사 검사표에 

기초한 음악의 분류 방법은 현재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자동차 음악의 분류법에 대한 특허(유명훈 외, 2009), 게임 배경음악 연

구(박관익 외, 2020)분야 등에서 현재까지도 음악의 분위기 혹은 무드

(mood)의 분류기준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4.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 분석의 접근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석적 접근을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들과 음악의 관계를 고찰하여 음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에 

관여하는 음악의 실질적 요인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서는 먼저 패션컬렉션만이 갖는 복합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 패션컬렉션은 궁극적으로 패션 브랜드를 알리고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광고 및 홍보의 성격을, 연극적 요소를 갖췄

다는 점과 패션의 예술성을 담았다는 점에서는 예술작품의 성격을 띠기

도 하며(Skov et al., 2009), 오락적 기능이 수반되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관점에서는 종합 퍼포먼스로도 분류될 수 있다(장인화 & 박민여, 2004). 

특히 최근의 패션컬렉션은 유튜브를 통한 라이브 쇼나 촬영된 패션컬렉

션이 영상 콘텐츠로 제공되며 이러한 부분들은 패션컬렉션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미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패션컬렉션의 

다층적 특성 및 최근의 현황을 감안할 때, 패션컬렉션을 주제로 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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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영상 분야에서 시각과 청각의 상호작용을 분

석한 다양한 관점과 이론을 아우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영상 음악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분석적 연구가 이루어진 영화 

음악 및 광고 음악과 관련된 영상 이론을 함께 살펴 패션컬렉션의 구성

요소들과 음악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패션컬렉션 음악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먼저 패션컬렉션 또는 패션쇼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음

악의 역할을 분류하여 역할별로 나누고, 해당 내용과 상응하는 영화 및 

영상 분야 분석의 관점들을 살펴 패션컬렉션 음악의 역할분석의 접근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총 3가지 관점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의미의 조화의 

관점으로 시각적 이미지와 음악의 조화의 관점이다. 둘째, 패션컬렉션과 

음악이 시간예술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시간 구조를 일치시켜 패션

컬렉션의 구성력을 높인다는 관점이다. 셋째, 음악은 그 자체적으로 정

서적 반응이 생성되며 의미의 조화 및 구조화를 통한 표현을 통해 감성

적 패션의 표현 및 분위기 조성을 통해 관람객에게 감흥을 제공한다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미의 조화 

 

  의미의 조화란 각각의 음악과 시각적인 내용이 주는 인상(affective 

meaning)의 정합을 의미한다(Bolivar, Cohen, & Fentress, 1994). 이러

한 내용은 주로 영상의 배경 음악과 관련하여 설명되었는데 영상의 인

지적 통합, 즉 조화감을 얻기 위한 음악과 영상의 구조 또는 형식의 조

화(formal congruency)의 관점과 의미의 조화(semantic congruency)의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의미의 일치 또는 조화의 관점은 음악을 

통한 시각적 이미지의 외적 및 내적 표현을 뜻하며 이는 곧 컬렉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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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컨셉 및 주제의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패션컬렉션 음악은 의상

과 상호작용하고(Guo, 2015) 컬렉션의 방향성을 반영하므로 의상의 성

격에 따라 패션컬렉션 음악은 달라진다(Magazine B, 2019). 패션컬렉션

에서 음악은 컬렉션 의상을 표현하고 컬렉션의 컨셉을 보조 및 강조하

는 역할(성유정 & 권기영, 2009)을 한다. 패션컬렉션 음악은 컬렉션 의

상을 반영하므로 디자이너들은 패션컬렉션 음악 디렉터들에게 구체적인 

컬렉션의 내용을 제시하며 컬렉션 의상의 성격에 따라 음악의 성격조절

이 가능하다(Ehrlich, 2013). 패션컬렉션 음악은 주제를 관객에게 전달하

고 무대에서 연출되는 의상과 어울리게 구성되어야 하며(윤성림, 2001)

관객들은 패션컬렉션의 배경음악을 통해 쇼의 흐름이나 의상 컨셉을 유

추할 수 있고 감흥을 느낄 수 있다(장안화 & 박민여, 2004).  

영상의 내용과 의미 표현의 관점에서 영상음악 분야의 이론을 살펴보

았다. 일반적으로 음과 영상의 조화감을 얻기 위해서는 의미의 조화를 

의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Bolivar et al., 1994). 의미의 조화란 음과 영

상의 각각의 인상 또는 의미의 유사성과 영상의 의미를 보조하고 설명

하는 기능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음악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분위기를 

납득시키고(Prendergast, 1992), 시공간적 배경을 확인시켜(한상준, 

2000) 음악을 통해 특정 시기나 장소 및 무대를 상징하는 효과(Boggs, 

1978)가 있다. 한편 대사나 시각 영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들의 표현

이나(Boggs, 1978), 구두로 표현하지 않은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함축된 의미를 강조하거나 정의하는 기능(Prendergast, 

1992)과 인물의 내부 심리, 상황의 숨겨진 의미를 창출하는 기능(한상

준, 2000)이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 대한 반복적인 음악 사용으로 약호화

하는 기능(Boggs, 1978)은 정서와 의미 표현 모두에 해당된다.  

Hung(2000)은 광고음악의 내용과 시각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

구에서 음악의 가사와 시각적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즉 두 요소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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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화적 의미를 불러일으킬 때 메시지 전달 과정의 소음을 줄일 수 

있으며,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광고에 베어있는 의미가 의도

한 바와는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Hung, 2000). 

Stout & Leckenby(1986)도 브랜드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제품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가사가 포함된 음악을 사용한 광고는 가사가 없는 음악

을 사용한 광고에 비해 수용자들로부터 정보의 중요성과 개인적 관련성

에 관련한 인지적 반응을 더 많이 끌어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Murray & Murray(1996)는 광고음악의 의미론적 역할에 초점을 맞춰 서

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의 광고음악과 가사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연구 결과 두 나라의 음악과 가사에 실린 정보는 그 종류

에 있어 체계적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종류의 음

악과 가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광고 음악의 수용자에 따라 다른 음

악이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은 영상과 음악의 의미 조화를 통한 표현에 관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영상과 음악의 부조화를 이

용하여 냉소적으로 병치시키는 역할도 있다(Sobchack & Sobchack, 

1997). 이 역시 반어적 표현을 통해 내용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의

미 표현의 강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구조적 조화 

 

음악과 패션이 시간예술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시간 구조를 일치

를 바탕으로 구성력을 높인다는 관점이다. 구경은(2000)은 영화음악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영화는 움직는 화면의 구조를 차용하고 음악은 

움직는 화면으로 부터 음악적 구조를 만든다고 하였다. 즉, 음악과 영화

는 상호 의존적 관계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음악의 내면적 구조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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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흐름이고 영화의 내면적 구조는 음악의 흐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와 유사한 맥락으로 영상과 음악에서 ‘구조적 조화(formal congruency)’

가 있다. 구조적 조화란 영상에서 주관적 조화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청각적 악센트와 시각적 악센트의 ‘동기화(synchronization)’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이론이다(Bolivar et al., 1994). 패션컬렉션을 주제로한 연구

에서는 음악의 분석적 접근이나 전문적인 설명이 부가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관점의 음악의 역할을 설명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패션

컬렉션을 예술의 한 형식으로 바라본 Skov의 연구에서는 음악의 사용에 

대해 ‘움직임의 리듬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며 ‘조명 및 

다른 장치와 함께 스테이지의 각 섹션을 강조’하는 역할(Skov et al., 

2009)을 언급하면서 쇼의 움직임 요소와 연출 구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음악은 시각적인 무대에 청각적 개념인 배경음악과 음향효과를 합친 다

층적 성격을 띤다(이기열, 2002)’ 또는 패션컬렉션 음악은 단순히 의상

의 분위기나 오브제적인 매체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모델들

과 함께 쇼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새로운 형식들을 추구한다(노경하, 

2003)’는 설명은 패션컬렉션과 음악의 구조적 조화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은 구조적 조화의 구체적인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다.  

  

(1) 기술적 기능  

 

영화에서 배경 음악의 기술적 기능에 대해 설명했던 Davis(1999)는 

영화의 전체적인 구조를 돕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씬과 씬 사이 혹은 영

화 전체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하였다(Davis,1999). 영화 

음악에서 배경음악의 기능 중 물리적 혹은 심리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영화에서 내레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영화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객들이 알고 있어야 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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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 내레이션의 뒤로 흐르는 

배경 음악의 기능은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주인공의 심리를 표현하는 기

능이 아닌 씬과 씬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내레이션을 보조해주는 기술적 

기능(technical functions)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재진, 2014).  

  

(2) 움직임의 강조 역할 

 

음과 영상의 악센트를 일치시켜 동기화(synchronization)를 이뤄 미키

마우징(mickey-mousing)을 하여 등장인물의 동작을 강조해주는 기능을

한다(Davis, 1999). 동기화 기법은 월드 디즈니(Walt Disney)의 애니메

이션에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주인공의 이름을 가져와 ‘미키 마우징

(Michey Mousing)이라고도 불린다. 미키 마우징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거나 또는 그 움직임에 강조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Davis, 1999). 동기화 기법은 움직임의 묘사나 속도감을 상승시키는 역

할을 하며, 이로써 영상의 연속성과 진행감에 도움을 준다(한상준, 

2000). 움직임의 악센트와 음악의 악센트가 동기를 이룰 때 조화감은 

상승하고 동기화가 많아질 수록 긴장과 몰입도는 더 높아진다(이재진, 

2014).     

 

3) 정서의 표현  

 

음악은 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성유정 & 권기영, 2009) 관

객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음악을 통한 감흥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며, 패션

컬렉션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의상이 기억에 남

을 가능성이 있다(장안화 & 박민여, 2004)고 하면서 음악을 통한 회상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음악은 10여분 동안 관중들의 청각을 압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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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가장 다이나믹한 효과를 전달해내야 하며(Magazine B, 2019) 

관객의 흥분을 유도하고 기대감을 고조시켜(노경하, 2003) 관객의 감정

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장안화 & 박민여, 2004). 이와 같

이 패션컬렉션 연구에서 제시하는 음악의 정서에 관여하는 역할들은 주

로 ‘분위기 조성’의 관점에서 관객들의 감정 및 기대 또는 기억과 관련

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화음악의 배경음악에서 정서적 기능 또는 심리적 기능이라 칭하며 

음악을 통한 심리적,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고 돕는것을 의미한다(Davis, 

1999). 음악은 영화의 정서적 효과를 강화하고(Boggs, 1978), 영화음악

에서 주인공의 심리 표현을 전달하며 특히 선율이 강한 음악은 영화의 

정서를 반영한다(이재진, 2014). 영화의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 중 대표

적인 예는 서정적인 사랑의 테마곡이 있으며 이외에도 불안, 초조, 혹은 

공포와 같은 긴장감을 형성하는 음악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음악뿐만 아니라 기만과 복선을 만드는 기능도 있다(이재진, 

2014). 또한 뒤이어 펼쳐지는 상황과 정반대의 정서를 가진 음악을 사

용하여 반전의 정서를 노릴 수도 있으며 영화가 진행에 따라 드러나게 

될 단서 등을 음악으로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광고 음악 분야에서도 음악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Eagle & Dubler(1971)는 음악은 비교적 일시적

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정서활동 즉,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

다. Gardner(1985)는 이것을 ‘무드(mood)’의 논리적 연계라고 설명하였

는데, 분위기가 어떤 광고 평가의 판단력의 방향성에 정서적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고업계에서는 광고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소비

자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왔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광고

에 배경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다(Woodward, 1982). 

지금까지 논의한 패션컬렉션 음악의 의미의 일치 또는 조화, 구조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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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표현, 정서의 표현 역할의 관점은 하나의 음악이 한 가지의 역할만

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음악이 여러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의미의 표현을 하는 동시에 정서의 표현의 역

할을 할 수 있으며, 구조화인 동시에 의미의 표현 역할을 포함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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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패션컬렉션 구성요소로서 음악의 역할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이에 관여하는

음악의 요소들을 밝힘으로써 음악을 통한 패션 표현의 확대를 살펴보

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3장의 구성을 3

개의 절로 나누어 단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1절에서 패션컬렉션

에 사용된 음악의 종류와 구성요소 및 음악의 분위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절에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들과 음악이 맺는 관계를 구

성요소별로 나누어 고찰한뒤 최종적으로 3절에서 패션컬렉션음악의 역

할을 도출하는 순서로 수행되었다.   

 

제 1 절 패션컬렉션 음악 분석   

 

  본 절에서는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의 종류와 음악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패션컬렉션의 유형 및 패션컬렉션 영상의 유형에 따라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의 종류는 음악

의 장르, 음악의 창작 여부, 가사 또는 내레이션과 같은 언어 사용 여

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패션컬렉션 음악의 개별적 구성요소는 포

(tempo), 리듬(rhythm), 박자(time), 박(beat), 조성(tonality), 화음

(harmony), 음높이(pitch), 선율(melody), 악절(phrase), 악기

(intrunment)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음악의 분위기 형용사표를 사용

하여 연구자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행된 분석자료와 음악의 장르와 

구성요소 분석 자료를 함께 살펴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위기를 도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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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의 종류 

 

패션컬렉션 음악의 종류는 음악의 창작 여부와 음악의 장르와 및 가

사의 사용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최근의 패션컬렉션은 영상화되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문

제의 해결을 위해 패션컬렉션 음악의 제작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Dwyer,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컬렉션을 위해 맞춤 제

작된 창작곡과 기존의 곡을 선곡하여 구성하는 방식이 어떠한 비율을 

보이는지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패션컬렉션 음악의 창작여부는 <표 

3-1>에서와 같이 전체 216곡 중 기존곡이 59.3%(128개), 패션컬렉션

을 위해 창작한 곡이 전체의 40.7%(88개)로 나타나 창작곡의 비중이 높

아지고 있다(Dwyer, 2015)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의 장르는 크게 4가지로 클래식, 대중음악, 

민속음악, 현대음악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 음악의 장르는 

<표 3-1>와 같이 대중음악(68.1%)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가운데 클래식(28.3%) 음악 또한 비중있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 민속음

악과 현대음악의 사용은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패션컬렉션음악의 

70%에 가까운 대중음악의 세부 장르를 살펴본 결과 <표 3-2>와 같이 

일렉트로닉(59.2%)을 중심으로 락(17%), 재즈(12%), 팝(8.8%), 힙합

(6.8%)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사용이 확인되었다. 

  <표 3-3>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음악 장르 사용의 변화 양상을 정리

한 표이다. 컬렉션의 연도별 음악 장르의 사용을 살펴본 결과 2020년을 

기점으로 클래식 음악은 기대빈도 보다 적게 나타나는 반면 대중음악의 

사용 빈도는 기대빈도 이상으로 나타나 클래식 음악 사용의 감소와 대

중음악의 증가와 추세가 확인되며 이러한 경향은 2022년 최근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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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 패션컬렉션 음악의 종류                          (N= 216) 

 패션컬렉션 음악 종류  

구분 빈도 % 

선곡 유형 

창작곡 88 40.7 

기존곡 128 59.3 

합계 216 100 

장르 

클래식 61 28.2 

대중음악 147 68.1 

민속음악 1 0.5 

현대음악 7 3.2 

합계 216 100 

배경 음악 유형 

배경음악 124 57.4 

가사음악 71 32.9 

내레이션 음악 20 9.3 

아카펠라 음악 1 0.5 

합계 216 100 

  

<표 3-2> 대중음악의 세부 장르                            (N= 147) 

 대중 음악의 세부 장르  

구분 세부 장르 빈도         % 

 

대중음악 

세부장르 

 

일렉트로닉(Electronic) 87 59.2 

힙합(Hip-hop) 10 6.8 

팝(Pop) 13 8.8 

락(Rock) 25 17 

재즈(Jazz) 12 8.2 

합계 1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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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연도별 음악 장르 사용의 변화 (N= 216) 

 분류 

    패션컬렉션 음악의 장르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χ2 

클래식 
2 4 29 16 8 2 61 

70.894*** 

(0.6) (5.4) (12.4) (19.5) (15.8) (7.3) (61) 

대중음악 
0 11 15 51 47 23 147 

(1.4) (12.9) (29.9) (47) (38.1) (17.7) (147) 

민속음악 
0 0 0 1 0 0 1 

(0) (0.1) (0.2) (0.3) (0.3) (0.1) (1) 

현대음악 
0 4 0 1 1 1 7 

(0.1) (0.6) (1.4) (2.2) (1.8) (0.8) (7) 

합계 
2 19 44 69 56 26 216 

(2) (19) (44) (69) (56) (26) (216) 

*** p < .001         

 

  연구 대상을 전체로 본 음악의 장르사용은 대중음악 장르가 지배적인

가운데 클래식 음악의 사용이 비중있게 나타나지만, 브랜드 별 음악의 

장르 사용 분포를 살펴본 결과 <표 3-4>와 같이 브랜드간 음악의 장르 

사용은 다르게 나타나며, 브랜드 간 유사 또는 대조적인 경우또한 파악

되었다. 셀린느의 대중음악 사용 비중은 93%로 전체 브랜드 중 대중음

악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렌티노는 대중

음악의 비중이 28%로 가장 낮았으나 클래식 음악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셀린느와는 대조적인 음악 장르의 사용을 보였다. 대중 음악의 

세부 장르를 살펴보면 셀린느와 루이비통이 가장 다양한 음악장르를 사

용하고 있었고 발렌시아가는 대중음악 장르 중에서도 일렉트로닉 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중음악 장르 사용이 지배적이

라 하더라도 각 브랜드별로 세부장르 선택은 다양하게 파악되었다. 음악

은 장르마다 독특한 음악적 특성을 지니며(최일도, 2004) 장르에 따라 

악기의 사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브랜드 별 음악의 장르 선택의 차이

는 브랜드 별 음악의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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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브랜드별 음악의 장르 분포                       (N=216) 

분류기준 
Chanel McQueen Gucci 

Louis 

Vuitton 
Celine Dior Valentino Balenciaga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클래식  8 14.8 5 22.7 11 37.9 3 9 1 6.7  10 43.5  20 69  3 25.0  

대중

음악 

일렉트

로닉 
27 50 6 27.3 10 34.5 13 40.6 4 26.7  11 47.8  8 27.6  8 66.7  

힙합 1 1.9 _ _ 5 17.2 2 6.3 2 13.3  _ _ _   _ _ 

팝 9 16.7 _ _ 3 10.3 _ _ 1 6.7  _ _ _   _ _ 

락 9 16.7 6 27.3 _ _ 1 3.1 7 46.7  2 8.7      _ _ 

재즈  _ _ _ _ _ _ 12 37.5 _ _ _ _ _   _ _ 

민속음악 _ _ _ _ _ _ _ _ _ _ _ _ _   1 8 

현대음악 _ _ 5 22.7 _ _ 1 3.1 _ _ _ _ 1 3.4 _ _ 

사례수 54 100 22 100 29 100 32 100 15 100 23  100  29  100  12  100  

 

한편 브랜드별 음악의 창작곡 및 언어 사용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5>와 같다. 발렌시아가는 100% 창작곡을 사용하여 맞춤제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셀린느는 86%, 알렉산더 맥퀸은 86%로 기존곡의 사

용보다 창작곡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곡과 가사 음

악의 비중이 모두 높은 루이비통은 기존곡이 93%, 가사음악은 100% 

이며, 샤넬은 기존곡 85% 가사음악 59%의 사용으로 나타나 두 브랜드

는 기존에 발표된 음악의 사용 즉, 대중적이고 가사 있는 음악의 사용을 

통해 친숙하면서도 기억하기 유리한 음악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1>은 컬렉션 음악의 종류 중 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단순 배

경음악과 가사 또는 내레이션을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이다.   

<표 3-1>에서와 같이 전체 216곡 중 언어적 표현은 가사 없는 단순 

배경 음악(57.4%), 가사 음악(32.9%), 내레이션음악(9.3%)순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이 결과를 컬렉션 단위로 살펴본 결과 음악 중 가사 혹은 

내 레이션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경우(65.5%)가 단순 배경 음악만 사용

한 경우(34.5%)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 패션컬렉션 음악에서의 언

어적 표현은 높게 나타났다. 가사음악은 창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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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에 있어 단순 배경음악보다는 의미전달에 있어 유리하다(이혜갑, 

2001). 브랜드명이나 제품의 메시지를 담은 가사가 포함된 음악을 사용

한 광고는 가사가 없는 음악을 사용한 광고에 비해 수용자들로부터 정

보의 중요성 및 인지적 반응을 더 많이 끌어낸다(Stout & Leckenby, 

1986)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패션컬렉션에서 브랜드 이름이나, 컬

렉션과 관련된 메시지를 담은 가사들이 사용되는 경우 패션컬렉션의 주

제와 의도 전달을 구체화하고 관객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소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5> 브랜드별 음악의 창작곡 및 언어사용여부           (N=216) 

분류 

기준 

Chanel McQ Gucci L.V Celine Dior Valentino   Balenciaga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빈

도 

% 합

계 

% 

창작 6 11 19 86 9 31 14 44 13 87 1 4 14 48 12 100 88 41 

기존 

음악 
48 89 3 14 20 69 18 56 2 13 22 96 15 52 0 0 128 59 

단순배

경음악 
22 41 21 96 7 24 20 63 5 33 14 61 25 86 10 83 124 57 

가사 

음악 
31 57 _ _ 15 52 4 13 7 47 9 39 4 14 1 8 71 33 

내레이

션음악 
1 2 1 46 6 21 8 25 3 20 _ _ _ _ 1 8 20 9 

아카 

펠라 
_ _ _ _ 1 3 _ _ _ _ _ _ _ _ _ _ 1 1 

사례수 54 100 22 100 29 100 32 100 15 100 23 100 29 100 12 100 216 100 

  

<표 3-5>에서 구찌의 음악에서 나타난 언어사용은 가사음악(52%), 

내레이션음악(21%)로 전체 8개 브랜드 중 가장 적극적인 언어사용을 보

였다. 특히 구찌의 100주년을 맞이하여 열린 2022 F/W Aria 컬렉션에서

는 Gucci를 주제로 만든 기존 곡의 믹스셋을 사용하였는데 가사에서 구

찌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곡들이 주를 이뤘으며 빠르고 경쾌한 ‘클럽’ 

사운드를 사용하여 ‘사보이 클럽’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열린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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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 2021)의 테마를 사운드로 구체화하였다. <표 3-6>은 연도별 패

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언어사용의 변화를 살펴본 표이다. 2020년을 기점

으로 가사와 내레이션의 형태로 언어적 표현이 기대빈도보다 높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표 3-3> 연도별 음악장르 사용과 함께 살

펴보면, 2020년을 기점으로 음악의 장르는 대중화되며, 가사와 내레이션

등 언어적 표현이 점차 늘어나는 변화가 파악된다.  

 

<표 3-6> 패션컬렉션 음악의 언어 사용의 변화  (N= 216) 

 분류 

음악의 언어 사용의 변화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χ2 

가사없는 

배경음악 

2 19 29 41 25 8 124 

29.076*** 

1.1 10.9 25.3 39.6 32.1 14.9 124 

가사음악 
0 0 11 21 24 15 71 

0.7 6.2 14.5 22.7 18.4 8.5 71 

내레이션 
0 0 4 7 7 3 21 

0.2 1.8 4.3 6.7 5.4 2.5 21 

합계 
2 19 44 69 56 26 216 

2 19 44 69 56 26 216 

*** p < .001        

 

       

2. 음악의 구성요소 

  

패션컬렉션 음악의 구성 요인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음악의 템

포, 리듬, 박자, 조성, 화음, 음고, 선율, 악절, 악기의 측면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7). 템포와 리듬 및 박자감은 BPM 108~140

사이의 빠른 속도로 짝수 박(4/4박자:74.1%)의 경쾌한 리듬(51.9%)에 

맞춰 걷는 속도에 최적화 되어있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8개의 브랜드별 분석의 결과 템포, 리듬, 박자는 전체를 대상으로 살

펴본 결과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발렌티노의 리듬은 유일하



 - 54 - 

게 ‘부드러운 리듬’이 ‘경괘한 리듬’보다 우세하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

다. 음악에 사용된 악기의 전체적 경향성은 일렉트로닉을 기반으로 한 

클래식과 밴드 음악의 복합 장르의 성격을 띄고 있어 다양한 음악 장르

가 공존하는 트렌디한 음악의 사용이 나타났다. 그러나 발렌티노와 셀린

느의 음악에서 악기(instrument)의 사용으로 표현되는 사운드의 질감

(texture)을 살펴보면, 발렌티노는 정통 클래식 악기가, 셀린느의 경우는 

밴드악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두 브랜드의 사운드의 질감은 대조적이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 216곡 전체에서 음악의 조성(tonality)의 분포는 장조

(major)와 단조(minor)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브랜드별로 

살펴보았을 때, 브랜드마다 장조와 단조의 비율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알렉산더 맥퀸은 단조(41%)가 장조(23%)보다 월등

히 높고, 셀린느는 장조(53%)의 사용이 단조(20%)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사용되어 서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조성(tonality)은 그 자체로 분위기를 

가지는데 Bruner(1990)가 정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슬프거나 감

상적(sentimental)인 이미지와 관련된 표현은 단음계(minor scale)로 나

타낼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명랑하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관련된 표현은 

장음계(major scale)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두 브랜드의 패

션컬렉션에서 조성되는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브랜드가 의상의 스타일과 어울리는 음악의 분위기를 사용하는 

경우 두 브랜드간의 의상 스타일은 서로 상반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음악은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서적 반

응을 불러일으킨다(Bruner, 1990). 즉 구성요소의 개별적 의미보다는 구

성요소들간의 어울림을 통해 특성이 생성되고, 정서가 형성된다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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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브랜드별 음악의 구성요소 분석표 

음악요소 분류기준 
Chanel A/M Gucci L/V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템포 

(tempo) 

빠르게(allegro) 35 65 14 64 9 31 18 56  

보통빠르게(moderato) 10 19 1 5 8 28 2 6  

느리게(andante) 5 9 1 5 9 31 6 19  

매우느리게(adagio) 4 7 1 5 3 10 6 19  

템포없음  0 0 5 23 0 0 0 0  

주 리듬 

(main rhythm) 

2beat 2 4 0 0 0 0 0 0  

4beat 30 56 14 64 8 28 5 16  

8beat 6 11 2 9 0 0 6 19  

16beat 2 4 0 0 7 24 9 28  

others 1 2 0 0 0 0 0 0  

none 14 26 6 27 14 48 12 38  

리듬(rhythm) 

일정+부드러운 리듬 18 33 1 5 2 7 1 3  

일정+ 경쾌한 리듬 29 54 13 59 16 55 18 56  

일정+무거운 리듬 0 0 3 14 0 0 3 9  

불규칙한 리듬 2 4 0 0 7 24 1 3  

리듬없음 5 9 5 23 4 14 9 28  

박자 

(time) 

2 박자(2/2,2/4) 4 7 1 5 3 10 0 0  

3 박자(3/4,6/8) 5 9 0 0 5 17 1 3  

4 박자(4/4) 45 83 18 82 18 62 24 75  

odd meter 2 4 0 0 1 3 7 22  

none 0 0 3 14 2 7 0 0  

조성 

(tonality) 

장조(major) 26 48 5 23 10 34 10 31  

단조(minor) 26 48 9 41 16 55 13 41  

혼합조(mixed) 2 4 3 14 0 0 5 16  

무조(atonality) 0 0 5 23 3 10 4 13  

화음 

(harmony) 

협화음(consonance) 47 87 9 41 20 69 26 81  

혼합(mixed) 7 13 12 55 7 24 1 3  

불협화음(dissonance) 0 0 0 0 2 7 6 19  

음고 

(pitch) 

높은음역대 37 69 12 55 21 72 20 63  

중간음역대 15 28 4 18 7 24 11 34  

낮은음역대 2 4 6 27 1 3 1 3  

선율 

(melody) 

화려한선율 37 69 3 14 19 66 11 34  

중간선율 16 30 3 14 8 28 13 41  

단조로운선율 0 0 12 55 2 7 7 22  

선율 없음 0 0 4 18 0 0 2 6  

악절진행 

(phrase) 

스타카토 풍 30 56 15 68 19 66 15 47  

레가토 풍 24 44 7 32 10 34 17 53  

악기(instrument) 

classical  7 13 5 23 10 34 5 16  

classical+band 1 2 2 9 0 0 2 6  

classical+electronic 3 6 0 0 0 0 4 13  

band 10 19 4 18 0 0 7 22  

band+electronic 25 46 2 9 0 0 1 3  

electronic 6 11 6 27 16 55 11 34  

none 2 4 3 14 3 10 2 6  

사례 수   54 100 22 100 29 100 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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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요소 분류기준 
Celine Dior Valentino Balenciaga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합계 

템포 

(tempo) 

빠르게(allegro) 9 60  9 39  16 55  8 67  118 55  

보통빠르게(moderato) 4 27  4 17  3 10  3 25  35 16  

느리게(andante) 1 7  7 30  5 17  0 0  34 16  

매우느리게(adagio) 1 7  3 13  4 14  0 0  22 10  

템포없음  0 0  0 0  1 3  1 8  7 3  

주 리듬 

(main rhythm) 

2beat 0 0  1 4  0 0  1 8  4 2  

4beat 4 27  8 35  2 7  3 25  74 34  

8beat 5 33  3 13  8 28  1 8  31 14  

16beat 2 13  0 0  0 0  3 25  23 11  

others 0 0  6 26  1 3  2 17  10 5  

none 4 27  5 22  17 59  2 17  74 34  

리듬 

(rhythm) 

일정+부드러운 리듬 0 0  4 17  11 38  0 0  37 17  

일정+ 경쾌한 리듬 11 73  12 52  8 28  5 42  112 52  

일정+무거운 리듬 0 0  2 9  1 3  4 33  13 6  

불규칙한 리듬 1 7  1 4  5 17  1 8  18 8  

리듬없음 3 20  4 17  4 14  2 17  36 17  

박자 

(time) 

2 박자(2/2,2/4) 0 0  0 0  0 0  1 8  9 4  

3 박자(3/4,6/8) 0 0  6 26  8 28  2 17  27 13  

4 박자(4/4) 13 87  17 74  17 59  8 67  160 74  

odd meter 1 7  0 0  1 3  0 0  12 6  

none 1 7  0 0  3 10  1 8  10 5  

조성 

(tonality) 

장조(major) 8 53  19 83  13 45  7 58  98 45  

단조(minor) 3 20  3 13  13 45  4 33  87 40  

혼합조(mixed) 0 0  1 4  0 0  0 0  11 5  

무조(atonality) 4 27  0 0  1 3  1 8  18 8  

화음 

(harmony) 

협화음(consonance) 10 67  21 91  22 76  10 83  165 76  

혼합(mixed) 2 13  2 9  3 10  0 0  34 16  

불협화음(dissonance) 3 20  0 0  0 0  2 17  13 6  

음고 

(pitch) 

높은음역대 5 33  17 74  20 69  8 67  140 65  

중간음역대 9 60  6 26  10 34  3 25  65 30  

낮은음역대 1 7  0 0  0 0  1 8  12 6  

선율 

(melody) 

화려한선율 3 20  10 43  13 45  5 42  101 47  

중간선율 4 27  13 57  14 48  5 42  76 35  

단조로운선율 1 7  0 0  2 7  2 17  26 12  

선율 없음 1 7  0 0  0 0  0 0  7 3  

악절진행 

(phrase) 

스타카토 풍 10 67  6 26  10 34  10 83  115 53  

레가토 풍 5 33  17 74  19 66  2 17  101 47  

    악기 

(instrument) 

classical  1 7  10 43  15 52  3 25  56 26  

classical+band 0 0  2 9  0 0  0 0  7 3  

classical+electronic 0 0  5 22  9 31  1 8  22 10  

band 6 40  0 0  0 0  0 0  27 13  

band+electronic 1 7  0 0  0 0  1 8  30 14  

electronic 7 47  6 26  5 17  7 58  64 30  

none 0 0  0 0  0 0  0 0  10 5  

사례 수   54 100 22 100 29 100 32 100  2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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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악의 분위기 

  

음악의 구성요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음악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McMullen(1980)의 형용사 검사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3-8>은 컬렉션 유형별 음악의 분위기 이며, <표 3-9>는 브랜드별로 도

출된 음악의 분위기이다. 컬렉션의 유형별로 음악 분위기의 빈도분석 결

과 <표 3-8>과 같이 레디-투-웨어에서는 기대빈도를 기준으로 흥미가 

높고 우아는 낮게 나타난 반면 오트쿠튀르는 흥미가 낮고, 우아는 높게 

나타나 의상의 분위기와 음악의 분위기가 유관하게 나타났다.   

*** p < .001 

 

<표 3-9>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패션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측정된 

음악의 분위기는 환상(fantasy)-흥미(interesting)-우아(grace)의 순서로 

<표 3-8> 컬렉션 유형별 음악의 분위기   
  

  
(N=216) 

     컬렉션의 유형    

구분    Ready to 

wear 

Haute couture 전체 χ2 

음악의  

분위기 

  

명랑(gay)   11 6 17 

22.301** 

   (11.4) (5.6) (17.0) 

환상(fantasy)    53 26 79 

   (53.0) (26.0) (79.0) 

우아(grace)   10 15 25 

   (16.8) (8.2) (25.0) 

평안(peace)   4 3 7 

   (4.7) (2.3) (7.0) 

동경(longing)    3 6 9 

   (6.0) (3.0) (9.0) 

엄숙(solemn)   8 2 10 

   (6.7) (3.3) (10.0) 

강건(robust)   4 3 7 

   (4.7) (2.3) (7.0) 

흥미(interest)   52 10 62 

    (41.6) (20.4) (62.0) 

 합계   145 71 216  

    (145.0) (71.0)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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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전체적인 흐름과 차이를 보이는 셀린느의 음악 분위기를 살펴

보면 흥미(60%)가 환상(33%)보다 2배정도 높고, 발렌티노는 전체 브랜

드 중 우아(24%)가 가장 높게 나타나 두 브랜드간의 음악 분위기가 상

반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 3-4> 음악의 장르 분포에 있어 가장 

대조적인 결과로도 확인되며 <표 3-7>에서 음악의 리듬 또한 셀린이 ‘

일정하고 경쾌한 리듬’이 주를 이루는 반면, 발렌티노는 ‘일정하고 부드

러운 리듬’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르와 구성요소로 볼 

때 대조적인 음악의 분위기를 갖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한편 전체 

브랜드 중 발렌시아가에서만 엄숙(33%)이 흥미(42%)에 이어 가장 높게 

도출되어 타 브랜드의 음악에서는 드물게 사용되는 음악 분위기가 측정

되었다. 

 

<표 3-9> 브랜드별 음악의 분위기                           (N=216) 

음악의 

분위기 
Chanel McQ Gucci L.V Celine Dior 

Valen 

tino 
Balenciaga 합계% 

명랑 

(gay) 

빈도  13 0 0 0 0 1 2 0 16 

% 24.1 0.0 0.0 0.0 0.0 4.3 6.9 0.0 7.4 

환상  

(fantasy) 

빈도  25 11 13 9 5 5 10 1 79 

% 46 50.0 45 28.1 33.3 21.7 34.5 8.3 36.6 

우아   

(grace) 

빈도  7 0 3 3 0 5 7 0 25 

% 13.0 0.0 10 9.4 0 21.7 24.1 0 11.6 

평안   

(peace) 

빈도  1 0 1 0 1 3 0 0 6 

% 2 0.0 3 0.0 6.7 13 0.0 0 2.8 

동경 

(longing) 

빈도  0 0 0 2 0 3 6 0 11 

% 0 0.0 0 6.3 0 13 20.7 0 5.1 

엄숙  

(solemn) 

빈도  0 2 0 2 0 0 2 4 10 

% 0 9.1 0 6.3 0 0 6.9 33 4.6 

강건  

(robust) 

빈도  0 1 0 1 0 3 0 2 7 

% 0 4.5 0 3.1 0 13 0.0 16.7 3.2 

흥미 

(interest) 

빈도  8 8 12 15 9 3 2 5 62 

% 14.8 36.4 41 46.9 60 13 6.9 41.7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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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와 음악의 관계  

 

 패션컬렉션은 다른 장르의 쇼와는 달리 무대 연출과 음악을 통해 시청

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쇼이다(이슬아 외, 2019). 음악은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들 중 유일한 청각 효과에 해당되기에 패션컬렉션을 구성하는 

다른 구성요소들과의 조화는 패션컬렉션의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

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앞서 도출한 음악 분석의 내

용 즉, 음악의 종류, 음악의 구성요소들과 분위기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들과 음악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패션컬렉션의 구

성요소는 컬렉션 의상, 장소와 무대장치를 포함하는 공간, 쇼의 프레젠

테이션 방식을 의미하는 연출, 움직임을 의미하는 안무 및 영상화를 말

하며, 이들 구성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음악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각

각의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아

울러 영상화된 패션컬렉션의 유형에 따라 최근 들어 더욱 강조되거나 

축소되는 음악의 역할을 함께 살펴 최근 패션컬렉션에서 요구되는 음악

의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1. 의상과 음악 

 

패션쇼에서 음악은 컬렉션을 반영하며(Shepherd, 2018) 무대에서 연

출되는 의상과 어울리게 구성되어야 하므로(윤성림, 2001) 의상의 성격

에 따라 패션컬렉션의 음악은 달라진다(Magnet, 2012). 패션컬렉션은 

궁극적으로 의상과 콘셉트를 소개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다른 패션컬렉

션의 구성요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위상을 가진다. 일반적인 개념에

서의 무대디자인은 오페라, 연극, 무용 등에서 공연의 내용을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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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무대의 장치로써 배경, 조명과 같이 의상을 무대디자인의 보조적 

관점으로 보고 있으나 패션쇼에서는 의상이 역동적 주체가 된다(이혜원, 

2014). 따라서 컬렉션의 주제는 의상 또는 표적 관객으로부터 발전되며

(Everett & Swanson, 2013), 패션컬렉션은 의상과 관객 혹은 고객에 맞

춰 패션쇼의 주제 및 콘셉트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이혜원, 

2014).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로서 의상과 음악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음악

은 컬렉션 의상의 의미 표현에 적극적인 개입을 보였으며 이는 크게 3

가지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컬렉션 의상에 직접적으로 영감

이 된 요소들을 음악의 사운드나 특정 음악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음악의 장르 또는 구성요소들의 합으로 조성되는 분위

기를 통해 의상의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컬렉

션 의상의 내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이너의 철학 또는 사회적 담

론을 주제로한 패션컬렉션에서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써의 음악의 역할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컬렉션 의상의 영감 표현   

 

패션컬렉션 음악은 음악이 가진 시대적 상징을 통해 컬렉션 의상을 

표현한다. 패션과 음악은 시대적 공통분모를 가지며 특정 시대의 패션

과 음악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특히 특정 음악 스타일에서 

영향을 받은 의상의 디자인이나 컬렉션 의상이 특정 시기의 룩(look)에

서 영감을 받은 경우 특정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의 장르나 악기의 사

용 또는 혹은 그 시대를 풍미한 음악을 통해 당시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음악을 통한 특정 시기나 장소등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추

억의 연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재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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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eline 2020 F/W 

 

셀린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디 슬리먼(Hedi Slimane)은 반항적이

고 자유 분방학 락(Rock) 음악의 분위기를 패션 스타일로 표현한 락시

크의 대명사로 알려진 디자이너이다. 2020 F/W 셀린느의 패션컬렉션은 

<그림 3-1>, <그림 3-2>에서와 같이 70년대의 파리지앵 무드를 담은 

컬렉션 의상을 보여주었다(Mower, 2020a). <그림 3-1>과 같이 부츠컷 

팬츠와 달라붙는 재킷 동그란 선글라스는 당시 유행했던 단발머리 헤어

스타일을 한 모델의 스타일링을 통해 당시의 파리지앵 무드를 선명하게 

표현하였다(Enfnts Terribles, 2020). 셀린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에

디슬리먼은 파리지앵 무드 표현을 위해 프랑스 출신의 언더그라운드 여

성 뮤지션 소피아 볼트(Sofia Bolt)에게 음악을 의뢰하여 패션컬렉션을 

위해 맞춤 제작한 음악을 사용하였다(Moss, 2020). 어쿠스틱한 복고적

인 밴드 사운드와 나른한 보컬의 음색으로 부른『Get out of my head』

는 컬렉션이 표현하는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반의 자유롭고 반항적

이면서도 쾌락적 분위기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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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eline 2020 F/W 

   

<그림 3-3> Chanel 2021 F/W 

 

샤넬은 2021 F/W 컬렉션에서 70년대에서 컬렉션의 영감을 얻어 <그

림 3-3> 의 컬렉션을 발표하였는데 <그림 3-2> 셀린느의 2020 F/W와 

비교해보면 실루엣과 소재에서 70년대의 글램 패션의 요소가 공존하는 

룩의 특성을 보여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흥

미로운 점은, 같은 시대에서 영감을 받아 유사한 스타일의 컬렉션 의상

을 선보인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간 음악적 표현 방식은 전혀 다르게 제

시되었다는 지점이다. 음악을 통한 표현의 방식은 무한하며, 음악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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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기획하는 방식에서 브랜드만의 방향성과 연출적 특성이 반영되

므로 음악이 브랜드의 개성과 특성을 드러내는 표현적 도구로 사용된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3-4> Chanel 2021 F/W   

 

셀린느의 경우 70년대 음악 스타일을 재해석하여 패션컬렉션을 위해 

인디뮤지션을 기용하여 새롭게 제작한 레트로(retro)한 느낌이 가미된 

트렌디한 음악의 사용을 통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반면 샤넬은 1970년

대를 대표하는 여성 아티스트(Britanica, 2021) 다이애나 로스(Diana 

Ross)의 1975년 올드 팝『Do you know』를 그대로 가져와 패션컬렉션

의 테마곡으로 사용하였다. 샤넬은 컬렉션 의상뿐만 아니라 패션컬렉션

의 장소나 연출적 측면에서도 시대적인 모티프를 가져왔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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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패션컬렉션의 영상을 흑백으로 구성 하여 시대적 느낌을 강조

하였다. 또한 70년대에 파리의 유명 나이트 클럽 Chez Castel을 무대로 

하여 모델들이 백스테이지에서 직접 화장을 하고 패션컬렉션을 준비했

던 70년대를 극의 형태로 담아 패션 필름 유형의 쇼를 보여주었다. 샤

넬은 컬렉션 의상과 장소와 무대 그리고 모델들의 연기와 흑백 화면 등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70년대를 풍미한 뮤지션의 음악 사용을 

통해 노스탤지어(nostalgia)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브랜드의 정통성과 패

션컬렉션의 테마를 강화하였다. 이밖에도 샤넬은 1980년대에서 영감을 

받아 활동적이고 과장된 연출을 보인 2022 S/S Cruise 컬렉션에서 

1980년대를 대표하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테마곡 사용과 흑백의 영

상을 통해 컬렉션의 영감과 무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패션컬렉션

을 영상화한 연출에서도 레트로한 화면 구성방식, 80년대 패션쇼의 백드

롭과 긴 런웨이 무대 및 포토그래퍼들의 분주한 카메라 플래시 등으로 

패션컬렉션의 시대적 테마의 표현을 시각과 청각의 조화를 통해 표현하

였다.    

 

2) 음악의 분위기를 통한 의상 표현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위기는 컬렉션 의상 스타일에 부합하며, 이를 통

해 의상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

은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해 ‘의상의 분위기 표현(노경하, 

2003)’, ‘의상과 어울리는 음악(윤성림, 2001)’, ‘의상의 성격에 따라 달

라지는 음악(Magazine B, 2019)’ 등, 음악을 통한 의상의 분위기 표현에 

대해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에 관여하는 음악의 요소나 구체적

인 표현 방법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장 1

절에서 도출된 음악의 장르와 구성요소에서 유사하고, 대조적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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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브랜드의 의상 스타일을 비교 분석하여, 패션 스타일과 음악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3장 1절 <표 3-4> 브랜드별 음악의 장르 

분포 분석의 결과를 보면, 셀린느는 8개 브랜드 중 클래식 음악 장르의 

사용이 6.7%로 가장 저조한 반면 발렌티노는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디올 또한 발렌티노에 이어 43.5%로 높은 클래식 음악의 사용을 보

였다. 따라서 위 세 브랜드의 패션 스타일과 음악의 구성요소를 비교하

여 살펴보았다.  

<표 3-10>은 셀린느, 발렌티노 그리고 디올의 컬렉션에서 시즌별 대

표 의상 하나씩을 추출한 것이며 <표 3-11>는 세 브랜드의 패션컬렉션

에서 사용된 음악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한 표이다. <표 3-10> 셀린느의 

의상 스타일을 보면 스트릿 스타일의 캐쥬얼한 의상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발렌티노와 디올은 드레시하고 화려한 특징을 갖는 의상임을 알 

수 있다. <표 3-11>에서 브랜드별 음악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셀린느의 

경우 빠른 박자의 사용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발렌티노와 디올은 느리거

나, 매우 느린 템포의 사용이 많다. 템포가 빠를 수록 활동적이고 즐거

운 느낌(Buner, 1990)을 주므로 셀린느의 캐주얼한 의상의 분위기에 부

합한다고 볼 수 있다. 리듬, 악절진행 및 박자에서도 발렌티노와 디올은 

다소 느리고 부드러운 리듬의 레가토의 연주 스타일을 가지며 셀린느 

보다 3박자의 음악 사용이 많았다. 반면 셀린느는 빠르고 일정하고 경쾌

한 리듬과 스타카토의 연주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고 4박자의 사용이 

많았다. 이와 같이 음악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대조적인 패션스타

일에 사용된 음악의 구성요소들에서도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며, 유사

한 패션 스타일에서는 유사한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의상의 스타일이 

유사한 디올과 발렌티노는 클래식 음악 장르를 중심으로 유사한 구성요

소들의 사용이 나타나며, 반면 이들과 대조적인 의상 스타일을 갖는 셀

린느의 경우 밴드 음악 성향이 강한 대중음악 장르의 사용과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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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셀린느 발렌티노 디올의 컬렉션 의상 스타일 
 

브랜드 이미지 

셀린느 

(Celine)   

  

 <그림 3-5-a> 

Celine 2021 F/W 

<그림 3-5-b> 

Celine 2021 S/S 

mens 

<그림 3-5-c> 

Celine 2021 S/S 

womens 

<그림 3-5-d> 

Celine 2020 F/W 

발렌티노 
(Valentino) 

  

 
<그림 3-6-a> 
Valentino 2021 

S/S 

<그림 3-6-b> 
Valentino 2020 

F/W 

<그림 3-6-c> 
Valentino 2019 

F/W 

<그림 3-6-d> 
Valentino 2019 

S/S 

디올(Dior) 

  
 <그림 3-7-a> 

Dior 2022 F/W 
<그림 3-7-b> 
Dior 2021 F/W 

<그림 3-7-c> 
Dior 2021 S/S 

<그림 3-7-d> 
Dior 2020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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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서도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 세 브랜드 모두 각각의 의상 스타일

에 부합하는 음악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11> Celine, Valentino, Dior 음악의 구성요소  

음악요소 분류기준 
Celine Valentino Dior 

빈도 % 빈도 % 빈도 % 

템포(Tempo)  

빠르게(Allegro) 9 60.0  16 55.2  9 39.1  

보통빠르게(Moderato) 4 26.7  3 10.3  4 17.4  

느리게(Andante) 1 6.7  5 17.2  7 30.4  

매우느리게(Adagio) 1 6.7  4 13.8  3 13.0  

템포없음  0 0.0  1 3.4  0 0.0  

주 리듬 (Main 

Rhythm) 

2beat 0 0.0  0 0.0  1 4.3  

4beat 4 26.7  2 6.9  8 34.8  

8beat 5 33.3  8 27.6  3 13.0  

16beat 2 13.3  0 0.0  0 0.0  

Others 0 0.0  1 3.4  6 26.1  

None 4 26.7  17 58.6  5 21.7  

리듬 (MaRhythm) 

일정하고 부드러운   0 0.0  11 37.9  4 17.4  

일정하고 경쾌한   11 73.3  8 27.6  12 52.2  

일정하고 무거운   0 0.0  1 3.4  2 8.7  

불규칙한   1 6.7  5 17.2  1 4.3  

none 3 20.0  4 13.8  4 17.4  

악절진행(Phrase) 
스타카토 풍 10 66.7  10 34.5  6 26.1  

레가토 풍 5 33.3  19 65.5  17 73.9  

박자 (Time) 

2 박자(2/2,2/4) 0 0.0  0 0.0  0 0.0  

3 박자(3/4,6/8) 0 0.0  8 27.6  6 26.1  

4 박자(4/4) 13 86.7  17 58.6  17 73.9  

odd meter 1 6.7  1 3.4  0 0.0  

none 1 6.7  3 10.3  0 0.0  

악기(Instrument) 

Classical  1 6.7  15 51.7  10 43.5  

Classical+Band 0 0.0  0 0.0  2 8.7  

Classical+Electronic 0 0.0  9 31.0  5 21.7  

Band 6 40.0  0 0.0  0 0.0  

Band+Electronic 1 6.7  0 0.0  0 0.0  

Electronic 7 46.7  5 17.2  6 26.1  

none 0 0.0  0 0.0  0 0.0  

사례 수    15 100 29 100 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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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Alexander McQueen 2022 S/S   

 

<그림 3-9> Alexander McQueen 2022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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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분위기를 통해 패션컬렉션의 컨셉과 의상을 표현한 사례로는 

알렉산더 맥퀸의 쇼를 들 수 있다. <그림 3-8>은 2022 F/W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의상을 패션컬렉션을 순서대로 추출한 이미지이다. 알렉 

산더 맥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라 버튼(Sara Burton)은 팬데믹 이

후 첫 쇼를 런던의 이스트 엔드의 주차장 옥상에서 열고 자연과 대기를 

조우하는 “하늘의 쇼(Mower, 2021c)” 컨셉을 보여주었다(그림 3-9). 사

라 버튼은 컬렉션을 통해 팬데믹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실속에서 사람

들보다 더 강력한 자연을 보며 태양, 비, 폭풍우 등을 통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계속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였다(Mower, 2021c). 

이러한 주제를 대표하는 구름은 쇼의 주 모티프로 사용되어 의상의 프

린트(그림 3-8)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름 모양의 투명 유리 돔 

무대(그림 3-9)로도 제시되었다. 쇼의 음악은 비, 바람, 번개, 등의 음향

이 쉼 없이 몰아치다가 음울한 분위기의 음악의 볼륨이 점점 커져가면

서 음향과 오버랩되었다.   

브랜드별 음악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표 3-7>에서 패션컬렉션에 사

용된 조성을 살펴보면, 8개의 브랜드 중에서 알렉산더맥퀸의 음악에 장

조(23%)의 사용이 가장 적으며, 단조(41%), 혼합조(17%), 무조(23%)의 

사용의 합이 가장 큰 것을 보 수 있다. 음악의 성격을 특정짓는 5가지 

요소(최일도, 2004)인 멜로디, 리듬, 속도, 화음, 음고를 함께 살펴보면, 

8개 브랜드 중 단조로운 멜로디의 사용이 55%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협화음(41%) 보다 협화와 불협화음이 혼재된 음악(55%)의 사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패션컬렉션 음악이 전반적으로 빠르고, 일정하며 경쾌하

다는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볼 때, 알렉산더 맥퀸의 음악은 단

조, 혼합조, 무조의 사용과 단조로운 멜로디의 불협화음으로 구성된 음

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음악의 분위기는 다른 브랜드와 견주어 볼 

때 상대적으로 다소 어둡고, 진지하면서도 우울한 분위기를 갖는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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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알렉산더 맥퀸은 영국의 유명밴드 Pulp의 멤버인 존 고슬링과 약 15

년간 패션컬렉션 음악작업을 해왔는데, 음악 사운드의 특징은 어둡고, 

다소 공격적인 성격을 지닌다(Ehrlich, 2013).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컬렉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

보다 4년 뒤이긴 하나, 2013년까지 이어오던 컬렉션 음악의 분위기와 

현재음악의 분위기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

악적 특징은 알렉산더 맥퀸의 의상이 갖는 특성과도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 타탄체크(tartan check)와 트렌치 코트(trench coat), 스트릿 패션 

그리고 펑크(Punk)는 잉글랜드(England)를 즉각적으로 떠오르게 한다

(Singer, 2019).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의상은 체크, 장미, 붉은 색, 펑

크적인 요소와 같은 잉글랜드의 요소를 담는다는 특징이 있다(송보라, 

2019). 알렉산더 맥퀸의 2022 S/S 컬렉션은 구름을 모티프로한 의상을 

변화무쌍하고 음울한 런던의 날씨를 그때로 느낄 수 있는 옥상에 구름 

모양의 무대를 설치하여 보여주었다. 불안정한 대기를 연상케하는 음향

은 컬렉션의 주 디자인 요소가 된 구름과도 연계가 되지만, 영국을 대표

하는 Bristol sound 특유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을 배치시킴으

로써 알렉산더 맥퀸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왕형우 & 김현주, 2020)를 

강조하고 브랜드가 갖는 지역적 특성을 대표하는 음악을 통해 브랜드의 

특성을 강조하는 종합적 연출을 보여주었다. 음악은 브리스톨 사운드

(Bristol Sound) 또는 트립합(Trip hop) 사운드를 대표하는 밴드 매시브 

어택(Massive Attack) 특유의 음울하고 침잠하는 비트(British Council, 

n.d.)가 흘러나왔다. Bristol 사운드는 1980년대와 90년대 영국에서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한 도시 브리스톨(Bristol)에서 진화한 음악 스타일이다. 

이 도시는 힙합, 레게, 평크, 랩 및 R&B를 포함한 다양한 흑인 음악과 

서브컬처 영향을 혼합하여 트립 합으로 발전하면서 일렉트로닉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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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하며 발전한 음악이다(British Council, n.d.).  

  

 

<그림 3-10> Gucci 2019 S/S ‘The theatre of contradictions’ 

  

음악의 분위기로 패션컬렉션의 컨셉과 의상을 보완하는 사례로는 음악 

제작 방식과 의상 제작 방식의 일치를 통해 패션컬렉션의 컨셉과 의상

을 표현한 구찌의 2019 S/S 쇼를 들 수 있다. <그림 3-10>는 구찌 

2019 S/S 패션컬렉션의 영상을 순차적으로 추출한 이미지이다. 본 패션

컬렉션은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이탈리아 자유 연극 전통 중 ‘모순 극장

(The theatre of contradictions)’에서 영감을 얻어 의상과 패션컬렉션 컨

셉에 ‘모순’의 의미를 표현하는 극적 스타일을 보여주었다(Deeny, 

2018).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트래디셔널과 90년대 미국적 이미지

가 더해진 소재와 디자인 및 스타일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극적 대

비와 모순의 주제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음악과 음향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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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진 사운드로 표현되었다. 패션컬렉션 음악의 선곡은 감성적인 아

리아(Aria)와 현악 연주에 이어 무대 한 가운데에 대중음악 가수 제인 

버킨(Jane Birkin)의 라이브 노래 공연이 시작되고 또 다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재생(Deeny, 2018)하는 방식으로 클래식과 대중음악 장르의 교

차 재생을 통해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노래와 노래 사이 헬

리콥터, 자동차 경적소리, 도시 소음 등을 오버랩하여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과 현실의 소음을 동시에 접목함으로써, 의상으로 시각화된 모순의 

음악적 표현을 통해 컬렉션의 컨셉을 강조하였다.   

 

3) 패션컬렉션의 메시지 표현 

 

패션컬렉션 음악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철학이나, 사회적 담론을 제

시하는 메시지 전달 도구로 사용되었다.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등은 음

악의 특정 장르나, 장르가 상징하는 시기 또는 뮤지션이 대표하는 상징

적 이미지나 음악의 작업방식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 철학과 메시지를 

표현하였다. 루이비통 최초의 흑인 디자이너이자 스트릿 패션 브랜드 ‘

오프화이트(off-white)’의 창시자인 버질 아블로(Virgil Abloh)는 패션을 

통해 인종, 성별, 문화적 배경에 따른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의문(유지

연, 2021)과 흑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패션을 통해 직접 혹은 간접적

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속해왔다(Pandey & Packham, 2021). <그림 

3-11>은 아프리카 가나의 전통의상 켄트(Kente)를 모던한 서양식 수트 

또는 캐쥬얼 후드티 위에 걸쳐 가나의 전통 문화와 미국 문화를 하나로 

합친 새로운 스타일의 제시한 것으로(Mower, 2021b) 디자이너의 정체

성과 함께 경계를 넘는 자유로움을 표현하였다. 미국 보그는 루이비통의 

2021 F/W Mens 컬렉션을 두고, “버질 아블로의 아프리카 유산과 흑인 

미국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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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Louis Vuitton 2021 F/W  

 

그 자신의 경력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돋보이

는 가장 자서전적인 작품(Mower, 2021b)”이라고 논하였다. 컬렉션 의상

에 담긴 의미를 확장시켜 사회적 메시지를 보다 풍부하게 보여준 또 다

른 사례로는 루이비통의 2021 F/W 컬렉션을 들 수 있다. 2021 F/W 패

션컬렉션은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작가인 제임스 볼드윈(James Baldwin)

이 스위스에서 유일한 흑인으로 살았던 경험을 담은 에세이 『마을의 이

방인(Stranger in the village)』 을 주요 스토리로 구성하였다. 쇼는 3개

의 막에서『마을의 이방인』의 배경 요소를 <그림 3-12>에서와 같이 영

상의 배경으로 재해석하였다(박찬, 2021). 

  장르적 측면으로는 그동안 하이엔드 패션컬렉션에서 사용되지 않은 

힙합, 랩, 재즈 장르, 즉 흑인 음악 장르를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표 

3-4>에서 루이비통의 음악 장르 사용을 보면, 전체 8개 브랜드 중 유일

하게 재즈를 사용하며, 클래식, 힙합, 현대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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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패션 스타일과 어울리는 음악 선곡이

나 분위기로 설명하기보다는 장르가 상징하는 흑인문화, 나아가 디자이

너 자신의 정체성 표현과 함께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또한 문학,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흑인 인사들을 오프라인 런웨이의 모델이나 패션 필름에 

출연시켜 문화적인 연결고리를 가시화하는 동시에 창조 분야에 종사하

는 흑인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관습과 편견에 대한 도전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3-12> Louis Vuitton 2021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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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Louis Vuitton 2019 S/S  

   

<그림 3-13>은 버질 아블로가 ‘다양성과 선입견으로부터의 해방’이라

는 주제로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이후 첫번째 열린 

패션컬렉션을 캡쳐한 이미지이다. 쇼의 무대는 다양성으로 대표되는 무

지개를 상징하고, 모델은 운동선수, 래퍼, 시인 등 이전에 루이비통 패션

컬렉션 모델의 전형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패션컬렉션에 참

여하는 관객에 있어서도 그동안 패션컬렉션에 참석하지 못했던 루이비

통 직원들을 비롯하여 파리의 학생 3000명을 초대하여 패션컬렉션의 문

턱을 낮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이벤트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러한 패

션컬렉션의 컨셉과 버질 아블로의 디자인 철학은 스트릿 패션 스타일과 

테일러링의 조화를 통해 하이패션과 스트릿 패션의 경계를 없앤 새로운 

스타일의 제시로 나타났다. 음악을 통한 표현에 있어서도 재즈 밴드 

jzen-sen의 라이브 연주를 사용함과 동시에 녹음된 음악을 사용하여 음

악의 재생의 방식에도 구애받지 않았으며 재즈와 힙합을 자유롭게 사용

하였다. 패션컬렉션에 사용되는 음악의 장르, 연주 방식의 통념을 없애



 76 

고, 기존 루이비통을 비롯 럭셔리 패션하우스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방

식으로 제시되었다.    

패션컬렉션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제시하고 음악을 비롯한 패션컬렉

션의 구성요소들과의 유기적 조화를 보인 사례로는 발렌시아가의 2022 

S/S ‘Clones’ 패션컬렉션을 들 수 있다(3-14). Clones는 ‘디지털 복제 

세상’을 주제로 하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딥페이크(deepfake)와 

CG(Computre Graphic)기술을 쇼에 접목하였다(MPC, n.d.). 딥 페이크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용하여 제작된 가짜 동영상 또는 

제작 프로세스 자체를 일컫는다. 딥페이크라는 단어의 등장은 2017년으

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Reddit의 한 회원이 기존 영상에 유명인의 얼

굴을 입혀 가짜 곤텐츠를 게재한 데서 유래했다(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

원, 2019). 발렌시아가의 2022 S/S 컬렉션 영상에서는 모델들이 차례로 

런웨이를 걸어나오고 있지만 모두 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 모델

은 화가이자 발렌시아가의 모델인 엘리자 더글라스(Eliza Duglas)로 발

렌시아가는 컬렉션을 통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낸 복제(Clone)로 가득

한 디지털 세상을 표현하였다. 

 

  

<그림 3-14> Balenciaga 2022 S/S ‘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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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Clone이라는 세상은 진품과 가품, 원본과 변형된것, 진실과 허

구가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다(Costantini, 2021). 발렌시아가는 이러한 

콘셉트를 시각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금, 은, 크롬 등의 차갑고 메탈릭한 

소품을 활용하거나 3D후반 작업을 거쳐 초현실적 효과를 더했다. 발렌

시아가의 음악 디렉터 BFRND는, 복제로 넘친 세상의 컨셉을 AI음성으

로 낭송되는 『라 비앙 로즈(La vien rose)』의 가사와 전자음향의 사운

드와 영화음악과 같은 앰비언스가 강렬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운드

로 제시하였다(Salvator, 2020). 라 비앙 로즈는 20세기 샹송가수 에디

트 피아프(Edith Piaf)가 1947년에 부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랑 

고백의 노래이다. BFRND는 대중들에게 친숙하면서도 특정 시대와 향수

를 자극하는 노래를 감정이 배제된 AI의 무미건조한 낭송으로 원곡이 

갖는 분위기와 의미를 비틀어 제시하고 그 배경에 아방가르드와 해체주

의를 기반으로 발전한 과격한 전자음악 사운드(Salvator, 2020)을 배치

하여 ‘디지털 복제 세상’을 감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3-15> 2022 F/W Balenciaga /Gucci hacker project   

 

발렌시아가와 구찌 두 패션 하우스의 시그니쳐를 융합한 ‘해커 프로젝

트(Hacker project)’는 패션컬렉션의 ‘Clone’ 컨셉을 통해 패션업계에서

의 진정성과 모방 및 도용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던졌다(장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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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그림 3-15). 발렌시아가는 복제(clone)라는 콘셉트를 딥페이크 

기술의 접목으로 시각화한 동시에 사람들 간의 공동의 추억이 담긴 특

정 노래를 예상 밖의 사운드로 청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반전과 충격을 

통해 패션컬렉션의 컨셉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2. 공간과 음악   

 

공간은 패션컬렉션이 열리는 장소와 무대장치 및 패션컬렉션이 개최되

는 도시 또는 특정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조명과 음악의 연출적 연계  

 

공간에 포함된 요소들 중 음악과 가장 높은 연계성은 보인 것은 조명

이다. 현대 패션에서 조명은 단순한 밝기 조절에만 관여하는 것에서 나

아가 스크린의 영상의 형태로 음악과 프로그램으로 연동된 연출이 특징

이다. 발렌시아가는 수평적인 이미지의 무대 장치에 공간의 위쪽에 넓은 

스크린을 설치하여 시시각각으로 속도감 있게 변화하는 영상의 이미지

와 음악과 음향의 조화를 이루었다.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명과 음악은 사전 프로그래밍 되어 패션컬렉션 연출의 전반을 지배하

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영상의 컬러와 음악이 구체적인 패션컬렉션의 구

성요소들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일정하고 무거운 리듬과, 큰 볼륨, 스타

카토의 악절로 강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며, 쉬지 않고 움직이는 

시각 이미지들로 관객을 압도하는 연출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와 시즌

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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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명의 움직임의의 연계는 오프라인 런웨이에서는 강조되는 역할로 

나타나지만, 패션 필름의 유형에서는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3-16> Balenciaga 2020 F/W  

 

  <그림 3-17>은 발렌티노의 Valentino 2021 F/W Haute Couture의 패

션컬렉션 영상으로 가수 FKA Twig의 얇고 높은 음성, 레가토로 길게 

늘여지는 악절은 감상적인 느낌을 자아내지만, 중간중간 불규칙적인 리

듬과 급작스럽게 고조되는 볼륨으로 인해 흥분되고, 극적인 느낌을 준다

(Bruner, 1990). 발렌티노의 조명은 흰색 드레스에 컬러 조명을 비춰 드

레스의 컬러감이 달라지는 연출을 보여주었고, 비 정상적으로 긴 드레스

와 드레스를 입은 모델의 바디가 잘 감지되지 않는 듯한 연출을 통해 

기이하고 예술적인 영상의 미감을 드러냈다. 발렌티노의 런웨이에서 클

래식 음악 장르의 사용 빈도가 전체 브랜드 중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트렌디한 감각의 일렉트로닉 음악을 추구하는 뮤지선 FKA Twi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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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선정은, 평소와는 다른 예술성을 추구하는 패션 필름 유형에 맞춘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림 3-17> Valentino 2021 F/W   

 

 

2) 로컬 뮤지션을 통한 문화적 연결  

 

컬렉션의 장소와 음악의 연계성은 지리적 위치, 즉 특정 지역과 관련

된 음악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패션컬렉션이 개최되는 지역의 로컬 뮤지

션 혹은 지역 출신 뮤지션의 음악을 사용하거나 가사음악이나 내레이션

을 통해 직접적인 지역성을 드러냈으며 주로 중국, 한국, 프랑스, 이탈리

아와 같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나타났다. 루이비통의 2022 F/W Mens 서

울 패션컬렉션에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전자 음악가들의 음악으로 사

운드트랙을 구성하였다(3-18). 특정 지역에서 열리는 패션컬렉션에서 

로컬 음악의 사용은 브랜드가 지역 문화와 연결을 이루고자 하는 접점

으로 해석되며, 브랜드들은 로컬 출신의 유명 뮤지션들을 모델로 기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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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으로 문화적 연결의 의지를 가시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8> Louis Vuitton 2021 F/W  

 

루이비통은 2021 S/S Mens 상하이 패션컬렉션에서 한국 밴드 혁오

(HYUKOH)가 발표한 새 앨범 『사랑으로』에 수록된 『Help』, 『Silverhair 

Express』,『Hey Sun』을 연이어 사용하였다. 밴드 혁오의 리더 오혁은 

중국에서 초, 중, 고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과의 관련성

이 깊다(강소희, 2015). 버질 아블로는 밴드 혁오를 인스타그램에서 먼

저 팔로우 하고, 트위터에서 이들의 음악을 소개한 이후 루이비통 패션

컬렉션에서 이들의 음악을 사용하였다(최보윤, 2021). 버질 아블로는 한

국의 음악계(scene)는 미국이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을 세계적으로 확대

할 수 있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세계 문화 트렌드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최보윤, 2021) 패션컬렉션 음악의 선정에 있어서도 

스스로가 주장해온 한계를 두지 않고, 편견에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

다. 한편 디올은 아테네 올림픽에서 영감을 받은 2022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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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to-wear 컬렉션을 그리스 아테네의 Panathenaic Stadium에서 

개최하였다. 이곳은 고대에 여신 아테나를 기리는 게임이 열렸던 곳이며 

한때 최대 7만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Dudani & Ifteqar, 2021).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Maria Grazia Chiuri)는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그리스의 여러 아티

스트들과 협업하여 그리스의 예술계를 조명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의 포용과 교류를 표면화하였다(Dior, 2021). 컬렉션의 음악과 주 퍼포

먼스는 그리스의 뮤지션 Ioanna Gika와 그리스 현지인으로 구성된 오케

스트라의 대규모 공연으로 이루어졌다(Lott, 2021). 디올 컬렉션의 음악

은 컬렉션의 테마의 직접적 영감이 된 장소와 직접적인 연결을 보여줌

으로써 브랜드가 의도한 문화적인 연결고리의 맥락을 선명하게 드러내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3-19> Dior 2022 S/S  

 

한편, 장소와 음악은 물리적인 공간의 성질과 음악 종류의 선택과도 

관련이 있다. 약 40여 년간 패션컬렉션에서 음악 디렉터의 역할을 해온 

미쉘 고베르(Michel Gaubert)(김나영, 2018)는 공간과 음악의 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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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음악은 공간을 감싸는 동시에 압도해야 한다’고 하면서 샤넬의 패션

컬렉션이 열리는 그랑팔레(Grand Palais)의 경우 공간의 규모가 크기 때

문에 소규모의 어쿠스틱 사운드로는 채워지지 않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

재한다고 하였다(Magazine B, 2019). 그러나 이는 현장 관객을 대상으로 

열리는 패션컬렉션에만 국한되는 제약으로 보인다. 온라인 관객을 1차적 

전달 대상으로 하는 패션 필름 유형의 경우에 음악은 편집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하므로 현장의 관객을 1차적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런웨이

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다양한 음악적 선택지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3. 연출과 음악 

 

본 연구에서의 연출은 곧 패션컬렉션의 플롯을 의미한다. 패션컬렉션

의 주제와 캐릭터 및 배경은 컬렉션 의상과 공간에서 파생되고 연결되

며 연출에서도 의상의 프리젠테이션 구성과 음악의 구조적 측면과 밀접

하게 연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패션컬렉션의 플롯은 기본적으로 의상의 그룹 만들기(Grouping 

Merchandise)와 의상 라인업(Merchandise Lineup)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패션컬렉션에서 의상의 제시는 곧 이야기의 전개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전개의 순서는 의상의 선정과 그룹으로 정해진다. 의상의 선

정은 패션컬렉션의 주제에서 연속성을 만들기 위해 특정한 범주로 의상

을 그룹 짓고 스타일링 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릅 사이에는 리듬 또는 

흐름이 있어야 한다(Everette & Swanso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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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컬렉션의 프레젠테이션과 음악의 구조적 일치 

 

패션컬렉션에서 연출과 음악은 패션컬렉션의 의상 프레젠테이션 구성

의 흐름과 음악의 흐름의 일치를 통해 쇼의 전체적인 구성력을 높여 패

션컬렉션을 맥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컬렉션에서는 컬렉션 의상

을 특정 범주로 그룹 짓고 그룹 사이에 리듬 또는 흐름을 만들어 보여

주는 방식으로 패션컬렉션의 플롯(plot)을 구성한다(Everett & Swanson, 

1996). 패션컬렉션의 플롯은 의상의 제시 순서로 구성되며 이를 뒷받침

하는 스테이지로 나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의상의 그룹이 중심이 된다. 

패션컬렉션에서 의상이 제시되는 순서를 살펴본 결과 시간의 흐름에 따

른 의상의 극적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라 음악의 분위기도 상승 

및 고조 또는 전환 및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의상의 극적 변화에 따른 음악의 변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되는 의상의 변화기준은 크게 4가지로 패션 

스타일, 의상의 컬러, 실루엣과 디테일로 파악되며 이중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속성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첫째, 패션 스타일의 제시 방법을 통한 극적 변화는 전체적으로 비격

식에서 격식의 흐름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오프닝과 피날레를 강조한 의

상 순서의 배치로 파악되었다. 연구 대상의 패션컬렉션에서 오트쿠튀르 

컬렉션 의상을 살펴본 결과 오프닝 의상은 의상의 임팩트의 관점에서 

볼 때, 강 중 약에서 중강 정도의 의상으로, 피날레 보다는 임팩트가 적

지만, 쇼의 초반부에서 제시되는 의상보다는 임팩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나 Everette & Swanson(2013)가 언급한 바와 같이 오프닝을 강조해야 

하는 패션컬렉션의 특성을 보였다.   



 85 

<그림 3-20>은 Louis Vuitton 2019 F/W 컬렉션의 오프닝 의상에서 

피날레의 의상의 과정을 순서대로 추출하여 나열한 것이다. 오프닝 의상

은 셔츠와 재킷으로 시작되다가 저지(jersy)-숏츠(shorts)-셋업(set-up)

으로 변화하여 캐주얼과 포멀의 중간에서 캐주얼로 변화하는 것이 관찰

된다. 그러나 저지 숏츠 셋업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포멀하거나 드레시해 

보이는 의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상의 디테일과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후반부로 갈 수록 미니멀(minimal)에서 맥시멀

(maximal)의 흐름이 관찰된다.    

  

 

<그림 3-20> Louis Vuitton 2019 S/S  

 

미니멀에서 맥시멀의 흐름은 의상의 실루엣의 변화에서도 확인이 된

다. <그림 3-21> 은 Balenciaga 2018 F/W의 오프닝 의상에서 피날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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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까지 제시되는 과정에서 추출하여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나열한 

것이다. 의상의 실루엣은 모델의 몸에 밀착된 미니멀한 실루엣으로 시작

되는데 쇼가 진행될 수록 의상의 실루엣이 점점 과장됨을 알 수 있다. 

의상 자체의 구조적인 실루엣의 변화와 함께 의상을 여러겹 레이어드한 

스타일링을 통해 의도적으로 과장된 실루엣의 연출 의도를 볼 수 있다. 

  

   

<그림 3-21> Baleciaga 2018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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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Valentino 2019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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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는 색상과 채도 및 명도 변화의 흐름에 따른 의상의 제시가 관찰

되었다. 컬러는 배색에 따라 시각적 진행감과 방향성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림 3-22>은 Valentino 2019 F/W 컬렉션의 첫 시작부터 22개 착장

의 의상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의상의 컬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색상, 명도, 채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색상과 변화와 명도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색상은 크게 옐로우-

그린-블루-인디고 블루의 흐름이 보이며 명도는 쇼의 시작점을 기준으

로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색상환을 기준으로 볼 때 옐로우-그린-블루로 이동되는 진행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옐로우와 그린 사이, 그린과 인디고 블루 사이에 근접보색의 

관계에 있는 레드를 배치하여 단조로운 구성이 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컬러뿐만 아니라 의상의 소재나 디테일에서도 앞과 뒤 의상간의 자연스

러운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음악을 통한 고조는 패션컬렉션 음악 사용의 유무, 음악의 어센딩

(ascending) 구조, 크레센도을 통한 힘의 고조(Bruner, 1990), 이펙트 

사용을 통한 공간감(ambience)의 확장 등을 통해 극적 분위기가 조성되

었다. 주로 음향중심에서 음악으로의 전환지점이나, 리듬의 요소가 없거

나 크게 드러나지 않다가, 리듬의 강조되고, 음악의 진행됨에 따라 

4beat-8beat-16beat로 쪼개지는 박(beat)의 사용을 통해 고조되는 분

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음악의 구조적 측면은 음악의 파형의 변화로

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3). 

 

(2) 스테이지 전환과 음악 구조의 매칭   

 

  패션컬렉션에서 컬렉션 의상의 캐릭터가 확연히 구분되는 스테이지 

전환이 있는 경우, 음악의 파형에도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파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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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3> Chanel 2022 S/S 스테이지 전환과 음악의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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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주로 음향에서 음악으로의 변화, 리듬요소가 없다

가 생성되는 지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3-23>은 샤넬의 2022  

S/S 크루즈 컬렉션의 스테이지 전환과 음악의 변곡점을 음악의 웨이브 

파형과 스테이지 전환점을 함께 표시한 것으로 음악과 스테이지의 전환

의 관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시이다.  

패션컬렉션에서 막과 막은 컬렉션 의상의 그룹과 흐름을 기준으로 나

뉘며 음악은 쇼 전체에 프레임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전에 보여준 스테

이지에서의 의상과는 다른 캐릭터를 갖는 의상들이 소개될 것을 암시하

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암시는 런웨이가 시작되기 약 5내지 10초 간의 

암전구간에서 음악만 흘러나올 때 가장 고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안무와 음악 

  

패션컬렉션의 모델은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컨셉을 구체화하여 

의상 및 패션컬렉션의 전체적 인상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요소이다

(Everett & Swanson, 2013). 모델은 무대에서 행동과 움직임을 통해 의

상을 표현하고 의상 외에도 헤어, 메이크업 및 표정연기와 워킹을 통해 

의상을 표현한다(성유정 외, 2009). 분석 대상의 모든 패션컬렉션에서는 

모델이 무대에 등장하고 어떠한 형태로 든 워킹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

었다. 관찰 결과 브랜드마다 모델의 표정과 걸음걸이에서 쇼의 분위기와 

컨셉에 따라 조금씩 다른 개성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델들의 표정은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으로 나타나며 워킹과 포즈는 음악의 

속도에 맞춰 별다른 포즈 없이 일반적인 워킹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표정을 통한 감정 표현이 크고, 워킹과 포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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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거나 화려한 경우에서 음악과의 조화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 모델의 표정 및 워킹 스타일과 음악의 분위기 조화  

 

<그림 3-24>은 샤넬의 2022 S/S 패션컬렉션에서 추출된 이미지로 모

델들은 웃거나 즐거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표 3-12>와 같이 형용사

로 표현되는 음악의 분위기에서 샤넬에서 명랑한 분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엄숙, 강건, 동경과 같은 무거운 분위기는 측정되지 않았다. 

샤넬의 패션컬렉션 음악을 맡아온 미셀 고베르는 인터뷰에서 샤넬의 레

디-투-웨어 컬렉션은 매번 가벼운 느낌으로 가고 있으며 음악도 함께 

그 무드를 따른다고 하였다(Magazine B, 2019). 따라서 컬렉션 의상에서 

의도하는 가볍고 즐거운 느낌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 있으며, 모델들의 

표정과 워킹 등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강조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보

인다. 반면 발렌시아가에서는 샤넬과 상반되는 분위기를 갖는 모델의 표

정과, 워킹 스타일을 볼 수 있다. <그림 3-25>의 발렌시아가의 모델들

은 심각하고, 굳은 표정과 불안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표 3-12>에서 발렌시아가 음악의 분위기를 보면 엄숙(33%), 강건

(16.7%)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된다. 해당 쇼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

는 주제로 무대의 바닥에 첨벙거릴 정도의 물을 채워 넣었으며, 천장에

는 대형 LED 스크린을 사용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불안정한 대기와 

날씨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디스토피아를 연출하였다(주현욱, 2020). 발

렌시아가는 연구 대상중에서 패션컬렉션에 사용되는 음악의 100%를 창

작곡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브랜드이다. 발렌시아가의 음악 디렉터 

BFRND는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뎀냐 바질리아와 부부관

계로 서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Zetla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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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BRFND는 인터뷰에서 패션컬렉션과 관계된 모든 구성요소들을 

고려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하며 음악은 패션컬렉션에서 생명을 불

어넣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의 음악을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이라고 칭하며 ‘하드코어 하면서도 심포닉한 다크 팝’이라고 설명하였다

(Salvator, 2020). 이와 같이 모델들의 표정과 워킹은 전체적인 쇼의 컨

셉을 따르며 음악 또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모

델들의 이미지로 전달되는 이미지와 음악의 분위기의 조화를 통해 전체

적인 주제와 메시지가 강화되는 효과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4> Chanel 2022 S/S   

 

<그림 3-25> Balenciaga 2020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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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Chanel/Balenciaga 음악의 분위기 비교    

분위기대표어 
Chanel Balenciaga 

빈도 % 빈도 % 

명랑(gay) 13 24.1 0 _ 

환상(fantasy) 25 46 1 8.3 

우아(grace) 7 13.0 _ _ 

평안(peace) 1 2 _ _ 

엄숙(solemn) _ _ 4 33  

강건(robust) _ _ 2 16.7  

흥미(interest) 8 14.8 5 41.7  

합계 54 100 12 100 

 

 

< 그림 3-26> Chanel 2022 S/S   

 

패션컬렉션 음악은 모델의 워킹 스타일 및 포즈와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6>은 80년대의 스타일의 패션컬렉션을 연출

한 샤넬의 패션컬렉션을 추출한 것으로, 80년대 당시의 무대 연출 특성

을 살려 런웨이를 둘러싼 포토그래퍼들 앞에서 과장된 포즈와 밝게 웃

는 표정의 모델들을 볼 수 있다. 경쾌한 음악과 셔터 소리의 음향으로 



 94 

흥분되고 상기된 분위기를 연출하여 관객의 흥분을 유도(노경하, 2003)

하였으며, 모델들의 움직임과 연기를 이끌고(성유정 & 권기영, 2009)  

패션컬렉션의 주제를 전달(윤성림 & 이재정, 2001)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워킹 스타일과 음악의 조화는 <그림 3-27>의 60년대 후반에서 70년 

대 초반의 파리지앵 룩을 표현한 셀린느의 패션컬렉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60-70년대의 무드를 보여주기위해 셀린느는 창작곡을 의뢰하여 

패션컬렉션의 음악으로 사용하였는데(Petrarca, 2020) 패션컬렉션에서는 

모델들이 나른하고 느긋하게 박자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부르는 Sofia 

Bolt의 음악에 맞춰, 흐느적거리면서 걷는 워킹 스타일을 보여준다. 레

트로한 밴드 음악 스타일과 이에 맞춰 걷는 워킹스타일을 통해 패션컬

렉션이 영감을 받은 시대적 분위기를 제시하고 음악을 통해 컬렉션 의

상의 무드와 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다.   

  

 

<그림 3-27> Celine 2020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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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화(synchronization)를 통한 움직임의 강조 

 

패션컬렉션과 음악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에서 움직임의 

악센트와 음악적 악센트의 동기화(synchronization)를 통해 움직임을 강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화 기법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사

용하여 유래한 이름으로 ‘미키 마우징’ 효과로도 불리다. 미키 마우징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거나 또는 그 움직임에 악센트를 주는 식으로 사

용하는 기법이다(Davis, 1999). 본 연구에서는 패션컬렉션에서 움직이는 

요소를 통틀어 안무(Choreography)라 정의하였다. 동기화 되는 움직임

의 요소 중 가장 많은 동기화는 모델의 움직임, 즉 워킹으로 나타나며 

모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무대의 움직임의 악센트와 화면 전환의 타이

밍과의 일치로도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치하는 것은 패션컬렉

션에 사용된 음악의 음원을 DAW(Digital Audio Workstation)에서 파형

(waveform)의 형태로 만들어 패션컬렉션과 동시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간에 따른 동기화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림 3-28> 파형의 진폭과 진동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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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은 소리의 파형으로 진폭은 음의 세기를, 주기는 음의 높이

를 뜻한다. 즉 진폭이 클 수록 음의 세기가 크고 시간당 진동수가 많을 

수록 높은 음을 의미한다. 음악에서 악센트는 음의 세기가 강해지는 지

점을 뜻하는데 이때 이러한 악센트의 지점들의 파형은 <그림 3-28>과 

같이 위로 길게 솟는 구간에 해당된다. 이러한 파형의 형성은 비트가 있

는 음악에서는 주로 주기적인 간격으로 연주되는 박(beat)으로 나타나거

나 다른 음 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센 음으로 만들어진다. 패션컬렉션 음

악의 악센트 지점에서 동기화를 통해 강조되는 패션컬렉션의 움직임 요

소는 모델의 워킹과 화면(cut) 전환이 가장 두드러지며 무대 움직임의 

악센트와도 동기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들의 움직임 악센트와 음악 악센트의 동기화는 패션컬렉션에 음

악을 사용한 67개의 패션컬렉션 영상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모델 워킹

의 경우 각 패션컬렉션마다 워킹의 속도는 다르더라도 한 패션컬렉션에 

등장하는 모델들의 워킹 속도와 보폭은 쇼의 시작에서 끝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모델의 보폭과 워킹 속도를 관찰한 결과 보폭과 리듬패턴의 

시간이 동일한 경우가 양자의 시간이 조금 어긋난 경우보다 조화감이 

더 높게 관찰되었다. 모델의 워킹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동기되지 않더라

도 악센트의 주기와 일치하게 나타나면 모델의 움직임과 음악의 대응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구조적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영상과 

음악의 동기화를 통한 조화감의 정도는 연구자 이와미야(菅野, 岩宮 

2000)의 실험연구에서 실증되었는데, 영상의 악센트와 음악 악센트를 

동기화의 구조적 조화에 의해 조화감이 상승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이석

원, 2013).  

모델의 움직임과 주기적으로 동기화를 이루는 지점은 파형이 위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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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구간으로 움직임과의 엑센트 일치여부가 확인 가능하다(그림 

3-29). 파형에서 진폭은 음의 세기를 뜻하고, 진동수는 소리의 높이와 

비례한다. 파형이 위로 솟는 지점은 음의 세기가 강해진 구간으로 비트

가 있는 음악에서는 주로 박(beat)의 위치에 해당된다. 

 

 

<그림 3-29> Celine 2022 S/S 패션컬렉션 음악의 파형 

 

모델의 움직임은 대부분 워킹으로 나타나는데 음악의 시간적 요소들, 

즉 템포, 박자 및 박의 지점에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

제 1의 결과에서 전체 패션컬렉션 음악의 박자는 4/4 박자가 74%를 차

지하며, 전체의 4%에 해당되는 2/4, 2/2 박자를 더하면 전체의 약 78%

가 짝수 박으로 확인되었다. 음악의 리듬은 일정정고 경쾌하며(52%) 템

포 또한 빠르게(54.6%)와 보통 빠르게(16.2%)가 전체의 70%를 차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컬렉션의 템포와 리듬 요소들이 빠르게 걷는 속

도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의 주 리듬이 2박, 4박, 8박, 16

박으로 쪼개질수록 긴장감이 형성되는데, 전체의 61%가 이에 해당되 것

으로 나타났다. 박에 맞춰 움직임의 악센트가 동기를 이룰 때 조화감은 

상승하고 박자가 더 작게 쪼개질 수록 긴장과 몰입도는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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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움직임과 음악의 조화감이 높게 관찰된 사례들은 레디 투 웨

어 컬렉션 중에서도 레저웨어나 스트릿 웨어 스타일의 의상을 보여주는 

스테이지에서 더 높게 발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레저웨어 스테이

지를 포함하는 샤넬의 2022 S/S 크루즈 컬레션이나 구찌의 2020 S/S 

레디-투-웨어 컬렉션 또는 셀린느의 2019 S/S 부터 2022 S/S까지 발표

된 남, 녀 패션컬렉션 전체가 이에 해당한다.   

셀린느는 2022년 S/S 남성 패션컬렉션 ‘Cosmic Cruiser’에서 템포에 

맞게 모든 박에 정확하게 맞춰 모델들이 빠르게 걷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해당 영상의 템포는 알레그로(빠르게)이며 분당 박의 수(beat per 

minute)는 <그림 3-29>에서와 같이 127로 확인된다. 127은 초당 약 2

회가 넘는 박의 수를 의미하는데 동기화 지점을 확인해 보면 모델들이 

1초당 2걸음 이상을 걷는 속도로 빠른 걸음에 해당된다. 해당 영상은 

모델들의 워킹뿐만 아니라 바이크를 타는 등장인물들의 움직임 및 가사

의 의미와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Cosmic cruiser’에 사용된 음

악은 뮤지션 Izzy Camina의『 UP N DOWN』이라는 곡으로 쇼를 위해 제

작되었는데 영상에서 공중으로 치솟는 바이커들의 움직임과 노래의 가

사 “we go up” 이 동기되며 바로 뒤이어 나오는 가사 “and we go 

down”은 바이커들의 하강하는 움직임과의 동기가 확인된다. 이것은 영

상과 음악의 구조적 일치를 이룸과 동시에 제시되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메시지간의 의미의 일치를 이루어 마치 한 편의 뮤직 비디오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러한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패션컬렉션은 발렌시아가의 2021년 S/S

디지털 컬렉션(장진영, 202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파리의 밤거리를 걷

는 모델들이 ‘ I wear sunglasses at night’ 노래를 부르며 영상의 시작에

서 끝까지 쉬지 않고 걷는 것을 연출의 핵심으로 하였다(그림 3-30). 

리드미컬한 음악과 함께 등장 인물들의 걸음과 음악의 악센트가 처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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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끝까지 동기화를 이루며,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밤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영상의 내용과도 의미의 조화를 이루어 영상과 음악의 조

화감이 높게 관찰되었다.  

 

 

<그림 3-30> Balenciaga 2021 S/S ‘Sunglasses at night’ 

 

  

5) 영상화와 음악  

 

패션컬렉션을 현장에서 관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패션컬렉션은 촬영

과 편집의 과정을 거쳐 음악과 함께 영상화된 콘텐츠로 전달된다. 영상

화는 촬영을 의미하는 프로덕션(production)과 촬영된 영상의 포스트 프

로덕션(post-production)과정에서 생성되는 컷의 전환, 슬로우 모션 및 

클로즈업 등과 같은 편집 효과는 패션컬렉션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

다. 패션컬렉션 영상은 의상, 장소, 무대, 모델의 움직임과 표정 등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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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컷을 지속적으로 교차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때, 화

면의 컷 지점에서 음악의 악센트와의 동기화를 통해 패션컬렉션의 내용

과 음악의 조화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2020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패션 필름 유형에서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은 연도별 패션컬렉션 영상의 유형을 오프라인 런웨이와 온라인 

관객을 1차 대상으로 한 패션 필름 유형의 컬렉션의 수를 연도별로 비

교한 자료이다. 패션 필름 유형의 패션컬렉션은 2020년을 기점으로 나

타나며 2021년 부터는 오프라인 런웨이 유형을 넘어선다. 

 

<표 3-13> 연도별 패션컬렉션 영상의 유형  (N= 63) 

 분류 

  패션컬렉션 영상의 유형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오프라인 런웨이 유형 

(off-line runway) 
2 5 11 15 4 3 40 

패션 필름 유형 

(fashion film) 
0 0 0 3 12 8 23 

 

영상의 악센트와 음악의 악센트의 일치를 통한 동기화는 음악의 박

(beat)과 화면 컷 전환의 동기화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동기화는 셀린느의 컬렉션 영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그림 

3-31> 셀린느의 2022 S/S ‘Cosmic cruiser’ 영상은 컨셉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이크를 타고 질주하거나 묘기를 부리는 등장인물들의 이미지

와 멈추지 않고 워킹하는 모델들의 이미지를 빠른 교차 편집으로 보여

준다. 영상의 컷(cut)은 음악의 리듬요소인 ‘박’의 악센트 지점에서 전환

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2박당 한번의 컷 전환이 영상 전반에

서 이루어졌다. 해당 컬렉션 영상에 사용된 음악의 템포는포BPM 127로, 

평균적으로 초당 1번의 화면 전환으로 속도감이 느껴지는 편집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였다. Covid-19 이후 발표된 셀린느의 패션컬렉션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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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적으로 2박에 1번의 컷 전환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Covid-19 이전 

패션컬렉션의 영상들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파악되었다. 움직임의 악센

트와 음악의 동기화는 움직임 요소들간의 강력한 접합을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여 인물 또는 무대 및 기타 움직임이나 쇼트들의 속도감을 과장

시키는 효과를 얻는다(이재진, 2014). 연구 대상중 동기화를 가장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는 셀린느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는 영상의 시각

적 이미지와 음악의 사운드와의 구조적, 내용적 일치를 통한 조화감을 

상승을 통해 관람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그림 3-31> Celine 2022 S/S ‘Cosmic cruiser’ 

 

<그림 3-31>은 8초간 나타나는 영상의 모든 컷을 캡쳐하여 시간 순

으로 나열한 것이다. 무대를 빠르게 걷는 모델의 뒷모습, 런웨이가 열리

는 바닷가, 나무사이를 걷는 모델의 옆모습, 모래를 흩뿌리고 점프하며 

질주하는 바이크, 아슬아슬하게 공중을 나는 배경인물들의 역동적인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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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임. 바이커 자켓을 입은 모델의 상반신, 블랙 바이커 룩의 차림으로 

빠르게 걷는 모델의 전신을 8초간 2박에 1컷의 영상을 빠르게 교차하여 

보여준다. Cosmic cruiser는 짧은 시간에 컬렉션의 주제, 컬렉션 의상, 

모델, 장소, 무대, 등장인물 등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를 모두 보여줌으

로써 패션컬렉션에 대한 최대한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때 컷의 전

환시점과 음악의 2번째 박 마다 동기화를 통해 속도감 및 몰입감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2> Celine 2022 S/S ‘Monaco’ 

 

<그림 3-33> Celine 2022 F/W ‘Teen knight poem’ 

 

셀린느의 패션컬렉션 영상의 컷 전환의 속도는 COVID-19를 기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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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셀린느 패션컬렉션

의 화면 전환은 전반적으로 2박(beat)에 1번 교체되는 것을 기본으로 4

박 또는 1박 주기를 번갈아 가면서 화면의 악센트와 음악이 동기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2021년 S/S 여성 컬렉션 이후 발표된 4

차례의 패션컬렉션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되며 해당 시점 이전에 발표

된 6개의 패션컬렉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다(그림 3-32, 3-33, 

3-34).  

 

<그림 3-34> Celine 2021 F/W ‘10 Women winter 21’ 

<표 3-14> 패션컬렉션 영상의 유형별 주 리듬의 사용 (N= 216) 

    영상의 유형별 주 리듬의 사용     

분류 현장 런웨이 유형 패션 필름 유형 전체 χ2 

 주 리듬 

(Main 
rhythm) 

  

2beat 
3 1 4 

34.436**
* 

(2.5) (1.5) (4) 

4beat 
38 35 73 

(46.3) (26.7) (73) 

8beat 
27 5 32 

(20.3) (11.7) (32) 

16beat 
7 16 23 

(14.6) (8.4) (23) 

Others 
10 0 10 

(6.3) (3.6) (10) 

none 
52 22 74 

(46.9) (27.1) (74) 

전체 
137 79 216 

(137) (79) (216)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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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의 기점은 COVID-19로 인해 현장 런웨이에서 패션 필름

으로 전환된 시기로 확인된다. <표 3-14>는 컬렉션 영상의 유형별 주 

리듬의 사용을 비교한 자료이다. 주 리듬은 한 마디에 몇번의 박(beat)

이 연주되는 지를 의미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한 마디는 잘게 쪼개지며, 

박자가 쪼개질수록 긴장감과 속도감이 생성된다(Bruner, 1990). <표 

3-13>에서 2021년을 기점으로 패션 필름의 유형이 현장 런웨이 유형보

다 많아 졌는데, <표 3-14>에서와 같이 패션 필름의 유형에서 16beat 

사용의 기대빈도가 현장 런웨이 영상보다 2배 이상 증가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주 리듬이 없는 none의 경우도 52에서 22로 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볼때, 전체적으로 리듬이 있는 음악 사용이 많아지며, 리듬이 잘

게 쪼개지는 박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셀린

느의 경우 패션컬렉션에서 모델의 움직임과 음악의 동기화는 

COVID-19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영상의 컷 전환은 코로

나 이후 2배 이상 빨라졌으며 그에 따라 음악과 영상의 동기화의 회수

도 더 잦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기화를 통한 움직임과 

속도감의 과장을 통해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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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석적 접근을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에

서 구성요소들과 음악의 개별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고에서는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패션 컬렉

션에서 음악의 역할은 패션컬렉션에서 제시되는 시각적 이미지와 음악

의 의미의 조화(semantic congruency)와 구조적 조화(formal 

congruency)의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의미의 조화란 각각

의 음악과 시각적인 내용이 주는 인상(affective meaning)의 정합을 의

미한다(Bolivar, Cohen, & Fentress, 1994). 이것은 영상의 시각적 이미

지와 청각적 메시지간의 인지적 통합, 즉 조화감을 얻기 위한 의미의 일

치 또는 조화를 뜻한다. 시각 이미지와 음악의 의미의 조화의 관점에서 

본 패션컬렉션 음악의 역할은 ‘컬렉션 의상의 내적 의미 표현’이다. 한

편, 패션컬렉션과 음악이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는 예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패션컬렉션의 시간과 음악의 시간 구조의 일치를 통한 

시각적 이미지와 음악의 조화감의 관점에서 살펴본 음악의 역할은 ‘컬렉

션 의상의 프레젠테이션의 구조화’와 ‘동적 패션의 이미지 표현의 강화’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컬렉션 의상의 내적 의미 표현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은 컬렉션 의상에 내재된 의미표현의 역할을 하

며(Costantini, 2021) 이는 의상으로 시각화된 주제 또는 영감의 표현이

나 의상에 함의된 디자인 철학 내지는 사회적 담론과 같은 메시지를 음

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컬렉션 의상의 내적 의미 표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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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음악의 장르적 특성, 즉 특정 음악 장르의 

사회 문화적 의미나 상징과 결부된 표현과 같은 음악의 내적 특성과 음

악의 장르나 악기, 악절, 리듬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에 의해 생성되는 

음악의 분위기 표현과 가사나 내레이션을 통한 언어적 표현과 같은 외

적 특성을 통한 표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컬렉션 의상의 내적의

미 표현에 관계하는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는 컬렉션의 주체가 되는 의

상이 중심이 되며, 컬렉션의 개최지인 특정 지역의 로컬 문화와의 연결

적 측면에서 패션컬렉션의 ‘공간’ 요소와도 연관이 있다. 컬렉션 의상의 

내적 의미 표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컬렉션 주제의 다감각적 표현  

 

컬렉션 의상의 내적 의미는 컬렉션의 영감이나 컨셉으로 설명되는 주

제라 할 수 있으며, 음악의 특성을 통해 컬렉션의 주제를 다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음악이 갖는 외적, 내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의상의 내적 의미 표현의 사례를 통해 

주제의 다감각적 표현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루이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버질아블로는 패션컬렉션을 통

해 인종, 성별, 문화적 배경에 따른 편견 및 선입견에 대한 의문(유지연, 

2021)과 함께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표현해왔다(Pandey & Packham, 2021). 그는 스트리트 패션과 하이 패

션의 경계를 허문 의상에 내제된 ‘다양성’과 ‘선입견으로부터의 탈피(유

지연, 2021)’라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표현해왔다. 그의 루이비통 데

뷔 무대인 Louis Vuitton 2019 S/S 컬렉션에서는 컬러풀한 의상, 레인보

우로 컬러 무대로 표현된 ‘다양성’은 최고급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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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처음으로 사용된 힙합 음악의 사용으로 대변되었다(Mower, 2019).  

Louis Vuitton 2020 S/S 에서도 재즈 음악을 통해 자신의 흑인 정체성을 

드러냈지만, 음악을 통한 메시지 표현은 패션 필름 유형의 패션컬렉션에

서 더욱 강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ouis Vuitton 2021 F/W 컬

렉션은 시, 무용, 랩, 퍼포먼스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 

퍼포먼스(박찬, 2021)를 통해 스트리트 패션과 하이 패션, 전통의상과 

현대 의상의 경계를 허문 의상에 내재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음악 장

르와 뮤지션의 상징, 문학 작품, 가사 및 목소리의 톤 등을 통해 감각적

으로 드러냈다. 

버질 아블로는 다양성과 선입견으로부터의 탈피(유지연, 2021)라는 주

제를 내세우면서도 근간에는 흑인에 대한 선입견, 즉 인종차별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하면서도 오래된 사회적 담론의 표현을 

재즈나 힙합과 같은 흑인 음악의 대표 장르의 사용이나 흑인 음악의 영

향으로 탄생된 일렉트로닉 정글 사운드의 사용 및 관련 대표 흑인 뮤지

션들을 패션컬렉션의 모델이나 퍼포먼스의 일부로 등장시키는 방식을 

통해 메시지를 감각화하였다. 음악 장르가 갖는 사회문화적 상징 및 분

위기와 가사 등 음악의 내적 외적 특성을 통한 패션컬렉션의 연출은 그

가 생전에 보여준 루이비통의 패션컬렉션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

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감각적인 주제의 표현 방식은 관람자들에

게 감각적 경험의 제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음악의 장르나 사운드의 분위기를 통한 컬렉션의 내적 의미표현은  

Gucci 2019 S/S 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트래디셔널과 90년대 미국적 이미지가 더해진 소재와 디자인 및 스타일

들이 극적 대비와 모순을 이루고 있는 패션의 이미지는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음악과 음향이 한데 어우러진 사운드로 표현되었다. 음악

의 장르는 감성적 아리아와 클래식 현악기의 연주에서 갑작스럽게 가수 



 108 

제인 버킨(Jane Birkin)의 라이브 노래 공연으로 이어지다가 또 다시 오

케스트라 연주를 재생(Deeny, 2018)하는 방식으로 극적인 분위기를 조

성하였다. 또한 노래와 노래 사이 헬리콥터, 자동차 경적소리, 도시 소음 

등을 오버랩하여 아름다운 음악 선율과 현실 소음의 동시 접목을 통해 

의상으로 시각화된 모순을 음악을 통한 감각적 방식으로 컬렉션의 컨셉

을 강조하였다. 

음악의 장르나 구성요소를 통한 분위기를 통해 의상의 내적 의미를 

표현한 사례로는 기후변화를 주제로한 발렌시아가는 2020 F/W 패션컬

렉션을 들 수 있다. 발렌시아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기후 변화 메시

지의 시각적 표현을 위해 첨벙거릴 만큼의 물과 천장에 대형 LED스크

린을 설치하고 불과 천둥 및 불꽃으로 환경의 위기를 보여주었다. 발렌

시아가의 모든 패션컬렉션 음악을 맡은 음악 디렉터 BFRND는 패션컬

렉션의 디스토피아적 분위기의 조성에 BPM 140이상의 빠른 리듬, 전자 

사운드로 채워진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장르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Salvator, 2020). 암울하고도 위협적인 분위기는 불규칙한 리듬을 통한 

위엄, 고양의 표현(Gundlach, 1935)으로 나타나며, 연이은 단조로 화나

거나 환상적인(Scherer & Oshinsky, 1977) 느낌을 주며, 불협화음의 사

용은 동요되고 불길한 느낌(Hevner, 1936; Watson 1942; Wedin, 1972)

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디스토피아적 분위기는 음악의 장르와 구성요소

의 특성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를 통해 패션컬렉션의 주제표현을 강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컬렉션 음악은 패션컬렉션을 위한 맞춤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Dwyer, 2015) 이러한 흐름은 본 연구의 결과에서 창작곡(41%)의 비중

으로도 나타났다. 선행 연구결과 연구대상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음악을 통한 패션 표현의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 디

렉터들과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있는(Shepher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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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나 최근 패션컬렉션 음악은 패션컬렉션 표현을 위한 계획된 

의도를 담은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컬렉션 의상의 분위기 표현 

 

의상의 스타일에 부합하는 음악의 분위기 사용을 통해 패션 스타일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오트 쿠튀르 의상과 레디 

투 웨어 컬렉션의 두 그룹에 사용된 음악의 구성요소를 살펴본 결과, 음

악의 악절(phrase)의 길이와, 리듬 사용의 차이에서 p<0.001***의 높은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레디 투 웨어 의상

에서는 높은 볼륨의 스타카토(짧고, 강도 높은 연주의 음)가, 오트 쿠튀

르의 의상그룹에서는 레가토의(길고 부드러운 연주) 음이 상대적으로 많

이 사용되었다. 상대적으로 캐쥬얼하고 활동적인 레디 투 웨어의 컬렉션

에는 스카타토의 음이, 드레시한 쿠튀르 컬렉션에 레가토음의 사용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타카토로 연주할 때 생동감, 에너지 및 동요의 

인상을 주고, 레가토음에서 평화롭고 부드러우며 몽환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된다는 선행연구(Bruner, 1990)에 부합하는 결과로 나타나

며, 음악이 컬렉션 의상의 표현이라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은 그 자체로 정서를 유발하며(Bruner, 1990), 음악의 구성요소 

마다 특정 정서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볼 때, 시각적

으로 제시되는 의상의 이미지에 어떠한 음악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관객

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장 상반된 음악장르의 사용을 보인 셀린느와 발렌티노, 그리고 발렌티

노와 가장 유사한 음악 장르사용을 보인 디올의 패션 스타일을 비교한 

결과 의상의 스타일에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표 3-10, 3-11).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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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한 의상이 주를 이루는 셀린느는 보통 빠르기 이상의 박자의 사용

(86.7%)이 디올(56.4%))과 발렌티노(56.5%)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템포

가 빠를 수록 활동적이고 즐거운 느낌(Buner, 1990)을 준다는 점에서 

시각적 이미지와 음악을 통한 정서적 의미의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

다. 발렌티노와 디올은 느리거나, 매우느린 템포의 사용이 많아 감성적

이고, 서정적인 표현으로 드레시한 의상 스타일에 부합하였다. 리듬, 악

절진행 및 박자에서도 다소 느리고 부드러운 리듬의 레가토의 연주 스

타일을 보이는 발렌티노와 디올은 3박자 음악 사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통제적인 느낌의 4박자 음악보다 우아한 표현에 적합한 박자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셀린느는 빠르고 일정하고 경쾌한 리듬과 스타

카토의 연주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고 4박자의 사용이 많아 좀 더 활

동적이고 경쾌한 의상 스타일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음악의 구성요소를 분석한 결과는 대조적인 패션스타일에

서 사용된 음악의 구성요소들에서도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며, 유사한 

패션 스타일에서는 유사한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음악의 분위기는 음

악의 장르적 특성과 구성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형성되지만, 주어진 시각

적 이미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Guo, 2015)되기도 

하므로, 특정 음악의 분위기가 특정 의상표현에만 적합하다는 의미로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상 스타일에 부합하는 분위기의 음악 사용은 

관람자들에게 컬렉션 의상의 정보전달에 유리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영상과 음악의 조화는 관람자의 몰입을 유도(이재진, 2014)

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아우라의 상실(장안화 & 박민여, 2004)로 생동감

을 주기에 어려운 미디어 환경에서 의상의 스타일에 부합하는 음악의 

분위기 조성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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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컬렉션 의상 프레젠테이션의 구조화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은 패션컬렉션의 시간의 흐름과 음악의 

시간적 구조의 일치를 통한 구조화이다. 구조화를 통한 조화감의 상승은 

몰입의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Bolivar는 음악과 영상의 주관적 조화감

을 얻기 위해서는 음악과 영상의 ‘구조적 조화(formal congruency)’를 

의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Bolivar et al, 1994). 구경은(2000)

은 영화와 영화음악의 관계 분석의 연구에서 영화는 음악의 구조를, 음

악은 움직이는 화면의 구조를 차용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구축한다고 

하였다(구경은, 20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패션컬렉션 음악은 음악의 

구성과 흐름을 통해 패션컬렉션을 구조화하여 패션 표현의 프레임 역할

을 하며 이는 컬렉션 의상의 프레젠테이션을 구조화함과 동시에 움직임

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컬렉션의 프레젠테이션의 흐름과 음악의 흐름을 일치시켜 컬렉션

의 구성력을 높여 맥락있고 완결된 쇼의 형태를 갖추는 패션 표현의 프

레임 역할을 의미한다. 패션컬렉션의 플롯, 즉 컬렉션 의상이 제시되는 

프레젠테이션과 음악의 흐름의 일치를 통해 음악이 패션컬렉션의 구성

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패션컬렉션은 컬렉션 의상

을 특정 범주로 그룹 짓고 그룹 사이에 리듬 또는 흐름을 만들어 보여

주는 방식으로 패션컬렉션의 플롯을 구성한다(Everett & Swanson, 

2013). 패션컬렉션에서 의상은 개별적 스토리이며 의상의 제시 방식과 

흐름은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하는 스테

이지를 구성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패션컬렉션이 연극의 형태를 띠고 있

지만 연극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연극은 천천히 시작해서 상승하는 기승

전결의 구조를 갖는 반면 패션컬렉션은 강한 오프닝과, 강한 피날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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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을 갖는다(Everett & Swanson, 2013). 연구 결과 이러한 구성은 유

효하며, 전반적으로는 상승의 구조속에서 다음 상승을 위한 하강이 있는 

구성으로 파악되었다. 패션컬렉션에서 의상의 제시를 통해 플롯을 구성

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되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캐주얼한 의상

에서 포멀한 의상으로의 이동, 색상환을 따르는 컬러의 진행, 실루엣의 

점진적 과장, 미니멀 디테일에서 맥시멀 디테일 표현의 방향으로 이동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패션컬렉션의 흐름과 구조화를 이루는 음

악의 특성은 음악이 갖는 상승구조 즉, 상승하는 멜로디(ascending), 커

지는 볼륨(volume), 크레센도(crescendo: 부드러움에서 강함으로), 박

(beat)의 쪼개짐, 공간감(ambience)의 확장 등을 통해 음악의 고조를 형

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음악의 흐름을 시각화한 파형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3. 동적 패션의 이미지 표현 강화  

 

동적 패션의 이미지 표현의 강화는 역동적이거나 부드러운 움직임을 

강조하는 음악의 역할을 의미한다.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들 중 안무와 

영상화에 나타나는 움직임의 요소들 즉, 모델의 움직임, 조명의 연출, 화

면 컷 지점들의 시각적 악센트와 음악적 악센트 지점의 동기화

(synchronization)를 통해 움직임의 표현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화는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의 음원을 파형(waveform)의 형태

로 시각 이미지로 만들어 패션컬렉션의 이미지와 동시에 확인하는 방식

으로 시간에 따른 동기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동기화의 지점은 오프라인 

런웨이 영상보다 패션 필름 유형의 컬렉션 영상에서 리듬의 박(bea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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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 직후 열

리기 시작한 패션컬렉션 영상의 뮤직비디오화(Clark, 2021) 된다는 의견

을 뒷받침한다.  

셀린느의 경우 팬데믹 이후의 패션컬렉션에서 초당 1회의 프레임 교

체와 음악의 동기화가 확인되었다. 동기화는 움직임의 묘사나 속도감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로써 영상의 연속성과 진행감에 도움을 준다

(한상준, 2000). 따라서 패션컬렉션에서 모델의 움직임과 포즈의 변화 

그리고 조명의 움직임 및 화면의 컷 전환들의 악센트가 음악과 이루는 

동기화가 잦을 수록 영상에서의 조화감은 상승하며 이를 통해 긴장과 

몰입(이재진, 2014)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팬데믹 이후로 온라인으

로 발표된 패션 필름 유형의 컬렉션 영상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동기화

가 더 잦아진 것은 영상과 음악의 조화감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셀린느의 에디 슬리먼은 컬렉션에 적합한 사운드 트랙에 맞춰 

쇼의 방향성 마저도 수정될 수 있다(Bala, 2020)고 할 정도로 그에게 패

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위상은 절대적이며, 그 중요성은 팬데믹 이후 

2021 S/S부터 뮤직비디오의 형태로 탈바꿈한 셀린느의 패션컬렉션의 영

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음악을 통한 움직임의 강조는 빠르고 강한 표현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섬세한 움직임의 표현도 포함한다.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의 템포 

즉, 빠르기는 전체적으로는 알레그로(빠르게)로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느리고, 부드러운 박자에 맞는 음악의 템포와 리듬, 악절의 길이가 긴 

레가토의 음과, 클래식 악기 사용 등의 구성요소들은 레디-투-웨어보다

는 오트 쿠튀르의 의상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 보다 섬세하고 우아한 의

상 표현에 관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드레시하고 아방가르드한 의상

이 주를 이루는 발렌티노의 경우에서는 의상에 맞는 부드러운 워킹과 

분위기 표현에 적합한 클래식 음악의 사용으로 의상의 드라마틱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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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셀린느가 모델의 워킹 및 화면 전환의 악센트와 

음악의 동기화를 통해 역동적 움직임을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두 

경우 모두 음악을 통해 움직임의 특성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며 이러한 컬렉션 의상의 스타일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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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기술적 진보로 인한 패션 표현의 디지털화는 팬데믹 이후로 더욱 가

속화되고 있다. 패션컬렉션은 상업적 목적에서 예술적 감성의 전달에 이

르는 복합적 문화 콘텐츠이자 창조적 표현 도구로 사용되며 최근 온라

인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동영상 콘텐츠화 되어 제공되면서 패션컬렉션

에서 음악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컬렉션 음악의 분석적 접근과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

들과 음악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음악의 역할과 이에 관여하는 음악의 실

질적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의 구성을 크게 음악 분석,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와 

음악의 관계 분석, 패션컬렉션 음악의 역할 분석으로 나누어 단계적 연

구를 수행하였다.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석은 음악의 장르와 창작 여부, 

가사의 유무로 패션컬렉션 음악의 종류를 살펴보고 음악의 구성요소(템

포, 리듬, 박자, 조성, 화음, 음고, 선율, 악절, 악기)들로 나타나는 특성 

및 전문가 집단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판단한 음악의 분위기를 함께 살

펴보았다.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의상, 공간, 연출, 안무, 영상화)와 패

션컬렉션 음악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패션컬렉

션 음악의 구체적인 역할과 그에 관여하는 음악의 실질적 요인을 도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컬렉션 음악은 대중음악 사용이 지배적이며 패션컬렉션을 

위한 창작곡의 비중이 높고 가사 또는 내레이션을 통한 적극적 언어 사

용이 나타났다. 특히 2020년을 기점으로 클래식 음악 사용은 감소된 반

면 대중음악 장르의 사용과 언어적 표현 및 리듬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Covid-19로 인해 현장 관객을 1차 대상으로 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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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인 런웨이 보다 온라인 관객 대상의 패션 필름 유형의 패션컬렉션

이 증가함에 따른 변화로 파악되었다. 패션컬렉션 음악은 평균적으로 

BPM 108~140사이의 빠른 속도로 짝수 박(4/4박자:74.1%)에 맞춰 경쾌

한 리듬(51.9%)에 맞춰 걷는 속도에 최적화되어있는 경향성이 나타났

다. 패션컬렉션 음악의 종류, 구성요소 및 분위기를 브랜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브랜드마다 선호되는 장르와 리듬, 조성, 악절, 악기 등의 

구성요소의 분포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시즌이 바뀌더

라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곧 브랜드만의 독특한 음악 분위

기의 조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컬렉션의 구성요소인 의상, 공간, 연출, 안무, 영상화와 음

악의 개별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은 

의상에 직접적으로 영감을 준 요소들을 음악의 장르나 악기를 통한 사

운드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상의 스타일에 부합하는 음악

의 분위기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의 청각적 표현뿐만 아니라 의상에 함

의된 디자인 철학 또는 사회적 담론과 같은 메시지 표현을 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간과 음악은 컬렉션이 열리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음악의 

사용으로 문화적 연결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런웨이 유

형의 패션컬렉션의 경우 무대 장치나 조명등이 음악과 밀접한 연계를 

보인 반면, 패션필름의 유형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출적 측면에서 음악은 패션컬렉션의 흐름과 음악의 시간적 흐름을 일

치하여 컬렉션 의상 프레젠테이션을 구조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

상의 그룹을 중심으로 구성된 스테이지의 전환은 음악의 교체나 리듬의 

유무로 발생되는 변곡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의상의 스타일, 실루엣, 컬러 

및 디테일의 변화에 따른 프레젠테이션의 극적 구성은 음악의 멜로디, 

볼륨, 악기의 사용 등으로 상승 및 고조되어 시각적 표현을 강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안무와 음악은 모델의 표정 및 워킹 스타일과 어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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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리듬 요소와 분위기로 나타났다. 특히 리듬과 모델의 워킹 악센

트를 일치시키는 동기화(synchronization)를 통해 움직임이 강조되는 효

과를 보였다. 영상화는 화면의 컷 전환 지점과 음악의 박(beat)의 동기

화를 통해 영상과 음악의 조화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컬렉션 

영상에서 모델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움직임과 장면 전환에 동기화된 

음악은 제시되는 시각적 이미지와 음악 간의 일체감을 높이고, 움직임과 

장면의 속도감을 과장시켜 몰입감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이는 

동영상을 통한 패션 표현에 있어 핵심적인 음악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패션컬렉션에 사용된 음악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성요소들과 패

션컬렉션 음악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피고 이를 종합한 결과, 패션컬렉

션 음악은 컬렉션의 의상과 주제 표현을 중심으로 나머지 구성요소들과

의 유기적인 연결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며 도출된 음악의 역할은 크

게 3가지로 범주로 파악되었다.  

먼저, 컬렉션 의상의 내적 의미 표현이다.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은 컬

렉션의상으로 시각화된 디자이너의 철학과 사회적 담론 혹은 메시지를 

다감각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는 음악 장르 또는 뮤지션

의 상징적 특성이나 음악의 가사 또는 내레이션을 통한 표현으로 수행

된다. 나아가 패션컬렉션이 개최되는 지역의 로컬 뮤지션들의 기용을 통

해 문화적 연결고리를 생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컬렉션의상의 

스타일에 부합하는 분위기의 음악 사용은 시각적 이미지와 음악의 의미

의 조화를 통해 패션의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패션컬렉션과 음악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예술이라는 공통

점을 바탕으로 양자 간의 시간 구조의 일치를 통한 조화감을 상승시키

는 ‘컬렉션 의상 프레젠테이션의 구조화’의 역할이다. 컬렉션의 프레젠

테이션 구성과 음악 구조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전체적 구성

력을 높여 패션컬렉션을 맥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패션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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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움직임의 요소들 즉, 모델, 등장인물, 무대, 조명 및 화면전환의 

시각적 악센트와 음악 악센트의 동기화를 통해 움직임을 강조하는 ‘동적 

패션의 이미지 표현 강화’로 나타났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패션컬렉

션에서 음악의 역할은 패션컬렉션과 음악의 시간 흐름 구조의 일치를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의 내적 의미 표현과 동적 패션의 이미지 표현을 

강화한다.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은 궁극적으로 컬렉션 의상의 표현을 중심으로 

컬렉션의 주제와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존재하지만, 패션의 이미지를 설

명하는 단순 보조의 역할에서 나아가 패션컬렉션과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통해 하나의 완결되고 맥락 있는 패션컬렉션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패션 표현의 주체는 패션의 시각적 표현과 이

에 부합하는 음악의 정서와 의미의 조화를 통해 다감각적 패션 표현을 

실현하고 시각과 청각의 조화감을 높여 관람자들을 몰입하게 함으로써 

감성적 경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동안 오프라인의 중심에 있던 패션컬렉션은 COVID-19로 말미암은 

팬데믹으로 인해 패션컬렉션의 필수라 여겨온 공간, 모델, 관객 등 패션

컬렉션의 구성요소의 제약과 한계를 벗어나는 시도를 요구받게 되었다. 

또한 과거부터 특정 대도시에서 연이어 개최되던 패션컬렉션의 의미에 

대한 의구심은 패션컬렉션의 영상화라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면서 음

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패션은 

시각적 이미지가 표현의 중심이 되어왔으나 오늘날의 패션 표현은 시각

과 음악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패션 표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패션컬렉

션에서 시각적 이미지와 음악은 각각 단일 매체로서 갖는 표현의 한계

를 넘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하여 패션의 표현을 확장시킴으로써 

관객에게 다감각적 경험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의 구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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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과 음악의 관계 고찰을 통해 음악의 역할을 밝히고 이에 관여하는 

음악의 실질적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의 대상을 음

악과 관계가 높은 일부 하이패션 브랜드로 제한하였기에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패션컬렉션 음악에 대한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그동안 미진했던 패션컬렉션 음악 연구를 통해 

패션 표현의 도구로써 음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음악의 분석적 접근을 

바탕으로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뉴

미디어 시대의 패션 표현에 대한 다각적 접근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패션컬렉션에서 시각적 이미지의 흐름과 음악의 

시간 구조의 일치를 통한 영상의 조화감 상승과 움직임의 강조 효과는 

패션컬렉션의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동영

상을 통한 패션 표현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시각적 표현의 범주에서 한정적으로 논의되어온 패

션컬렉션 연구에서 나아가 패션컬렉션 음악의 분석적 접근을 통해 음악

을 통한 패션 표현의 확장을 살펴봄으로써, 패션 표현 연구의 폭을 넓혔

다는 데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패션컬렉션에서 음악의 주요 역할

과 이에 관여하는 음악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밝혀냄으로써 패션컬렉션 

음악의 선정과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

의가 있다. 앞으로 동영상을 통한 패션 표현과 관련하여 음악을 통한 촉

감 표현 또는 실루엣 표현과 같은 제품의 직접적인 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다감각적 패션 표현에 대한 연

구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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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v=4uFv6pJbqZ4&list=PLzZkh7mnSyo6-VkQJdWe95d1

UcITH8ur0&index=2  

<그림 3-25> Balenciaga 2020 F/W. 자료 출처: https://www.vogue.c

om/fashion-shows/fall-2020-menswear/balenciaga 

<그림 3-26> Chanel 2022 S/S Cruise. 자료 출처: https://www.yout

ube.com/watch?v=4uFv6pJbqZ4&list=PLzZkh7mnSyo6-VkQJd

We95d1UcITH8ur0&index=2  

<그림 3-27> Celine 2020 F/W. 자료 출처: https://www.youtube.com

/watch?v=8WJ5E_rg6Gg&list=PLN84YvAuAGF08Se5cOq1LJU

hcjENCDp2K&index=6 

<그림 3-28> 파형의 진폭과 진동수의 의미. 자료출처: Scienceaid: http

s://scienceaid.net/physics/waves/sound.html 

<그림 3-29> Celine 2022 S/S 음악의 파형. 자료 출처: 연구자  

<그림 3-30> Balenciaga S/S 2021 ‘Sunglasses at night’. 자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eDRlGuKt50&list=PL2r

6I51dLNSwtfdK0BncoasbKfY4Ca1uD&index=9 

<그림 3-31> Celine 2022 S/S ‘Cosmic cruiser’. 자료 출처: https://

www.youtube.com/watch?v=PkruNXrh1I8&list=PLN84YvAuA

GF08Se5cOq1LJUhcjENCDp2K 

<그림 3-32> Celine 2022 S/S ‘Monaco’. 자료 출처: https://www.yo

utube.com/watch?v=Wh7ab7-Gf_E&list=PLN84YvAuAGF08Se

5cOq1LJUhcjENCDp2K&inde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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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Celine 2022 F/W ‘Teen knight poem’. 자료 출처: http

s://www.youtube.com/watch?v=PkruNXrh1I8&list=PLN84YvA

uAGF08Se5cOq1LJUhcjENCDp2K 

<그림 3-34> Celine 2021 F/W ’10 Women winter 21’. 자료 출처: h

ttps://www.youtube.com/watch?v=cIwdg11Oakc&list=PLN84Y

vAuAGF08Se5cOq1LJUhcjENCDp2K&inde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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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ole of Music  

in Fashion Collections 
 

Heekyung Jung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aking an analytical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music in a 

fashion collec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pecific roles of 

music utilized in fashion collections.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interaction between music and fashion collection components via three 

main research areas. The various types, components, and moods of 

fashion collection music were first analyzed to determin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ollections and collection films. 

The second area of research conc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fashion collection and the accompanying music. The 

final research type investigates the role of musical components in 

establishing designer ethos and adequately conveying the overall 

design philosophy of a given collectio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utilized.  

The range of research encompassed 67 fashion collection films by 8 

brands and their 216 accompanying songs. Brands we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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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upon their influence and with the stipulation that their 

collections in the previous five years all involved the participation of a 

specialized sound director. Collection music was segmented and 

analyzed by genre, musical components (tempo, rhythm, time, tonality, 

harmony, pitch, melody, phrase, instrument), and mood. The research 

focus w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on components (clothing, 

space, presentation, choreography, cinematography & editting & 

editting ) and musical choice in order to determine the nature of their 

connection across collection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ashion collection music increasingly demonstrates higher ratios of 

popular genre music and custom scores, revealing a preference for 

pieces featuring language (via lyrics or narration). Since 2020 in 

particular, the use of classical music has declined in contrast with an 

increase in the use of popular music featuring linguistic expressions. 

This was due to many fashion houses choosing to respond to 

COVID-19 by shifting their focus from runway presentations to the 

creation of fashion film collections for online audiences.  As a result 

of no longer requiring runway specific musical choices, the use of 

popular and descriptive music has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in 

fashion films. The average BPM (beats per minute) of fashion 

collection music is between 108~140 as it is optimized to match the 

rapid speed at which models walk while conveying a cheerful rhythm 

(51.9%) set to an uptempo beat (4/4 time: 74.1%). Analysis of the 

musical genres, components and moods preferred by various brands 

reveals distinct differences in their selections.  Given that these 

unique musical signatures remained across all seasons, their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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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clearly intended to establish a unique musical identity for their 

respective brands.  

Analysis of the relations between music and fashion collection 

components (clothing, space, presentation, choreography, and 

cinematography & editting) reveals that musical choices are 

predominantly made in order to express the inspiration behind a 

collection, to establish a  mood matching the clothing style, and to 

convey philosophical and social discourses inherent in the clothing 

itself. Regarding venue selection, brands frequently opted to showcase 

cultural connectivity by employing local musicians or selecting music 

with lyrical or narrative connections to the locality. Another 

commonality between brands was the choice to have music provide an 

overall structure for their collections by synchronizing the 

presentation flow with the temporal structure of their musical 

selections  Stage conversions focusing on clothing frequently 

occurred in tandem with musical transitions, while the presence or 

absence of rhythm was often used to highlight these changes. Shifts in 

melody and volume were also frequently linked to changes in clothing 

style, silhouette, color and detail in order to heighten and enhance the 

visual expressions of collections. Choreography was also often 

tailored to suit the musical mood by matching the expressions and 

walking styles of models to musical changes. Cinematography & 

editting was used to create further harmony between aural and visual 

elements by synchronizing cinematic techniques (camera focus, film 

cuts) with the runway walks of models in time to the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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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ategorizes the role of music in fashion collections into 

the following segments: ‘expression of inner meaning of collection 

clothing’, ‘structuring of presentation’, and ‘intensification of dynamic 

image expression’. ‘Expression of inner meaning of collection 

clothing ’ refers to the link between the multisensory expression of a 

collection’s theme with its design philosophy, social discourse, or 

message; as visualized by clothing itself. ‘Structuring of presentation’ 

solidifies the structural integrity of a collection by synchronizing the 

flow of a presentation with the temporal structure of the accompanying 

music. Music thus creates an early sense of stability in a collection 

before the gradual dramatic development of interactions between the 

presentation and score establishes a contextual and thematic whole. 

‘Intensification of dynamic image expression’ serves to enhance the 

movement in the collection by linking the visual and musical accents. 

This includes posing, staging, lighting and screen cuts. Intensification 

of dynamic image expression is a particularly effective technique that 

is increasingly utilized in the fashion films that have become more 

prominent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In a fashion collection, music serves to convey the designer's 

intended meaning while enhancing the dynamic fashion image through 

a connection with the temporal structures of the presentation. 

Multisensory fashion expressions are thus created via the harmony 

between visual representations and musical mood.  This synergy 

between the aural and auditory effectively immerse the audience in a 

collection b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emotional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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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academically significant as it provides analysis of the 

increasingly important connections between collection staging and 

musical accompaniment rather than focusing solely on visual 

presentation, as much of the existing literature has.  Additional 

practical significance lies in the inclusion of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selection and production of fashion collection music via analysis of 

how musical components interact with their visual counterparts to 

create a multisensory brand experience for consumers. 

 

 

Keywords: Fashion Collection, Music, Fashion Collection Components, 

Fashion Collectio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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