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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aul Smith's fashion from the 

viewpoint of Habitus. To this end, on the theory of Bourdieu's Habitus concept 

and theory of the field, we derive the attributes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and Habitus that appeared in fashion from the viewpoint of Habitus. 

Based on this, the tendency of Paul Smith's Habitus tendency has been 

examined and how it is expressed in fashion design and store production has 

been investigated. The scope of the study is from 1977 to the present, and it 

covers Paul Smith's menswear and stores.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research and visual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characteristics of Habitus' tendency in Paul Smith are childlike imagination and 

humor, vigorous curiosity and observation, paranoid collection and memos, and 

British tradition and craftsmanship. Paul Smith's Habitus propensity reflects the 

following features in fashion design and store direction. First, a unique mix of 

wit or list structure, second, respect for uniqueness and discrimination with 

respect for the local image, and third, the new male image was presented to 

contribute to the diversification of consumers, and fourth, sensitivity and 

emotion reflecting his Habitus propensity. It is a friendly space for 

communic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and applying to Paul Smith, it was 

found that the special Habitus characteristics possessed by designers in fashion 

are important and impart a great in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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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오늘날 패션은 그저 단순하게 스타일의 변화 유형이라고 치

부하기에는 삶의 모든 맥락과 함께하고 있으며 패션이 아우

르는 분야의 범위 또한 점차 넓어지고 있다 패션은 개인. ‘

이라는 근대적 탄생물과 더불어 시작되는 활동(individual)’

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사회 , 

속에서 통합적인 구성원으로서 코드를 반영하는 이중적 과

제를 수행한다 또한 패션은 패션 (Svendsen, 2006/2013). “

이상의 상징을 담고 있다 는 질 리포베츠”(Stern, 2003, p.3)

키 의 언급에서처럼 패션은 언어이고 기호(Gilles Lipovetsky)

이자 몸이며 정체성을 내포한 복합적 개념의 대상인 것이다. 

산업혁명이후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과 소비문화의 발달로 

인해 패션을 소비 욕구를 부추기는 소비재의 하나로 바라보

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과 소통에 필요한 매개체로 

관찰하고 창조의 대상 및 영역으로 패션에 대한 역할과 의

미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창작의 영역에서 패. 

션이란 개인이 삶과 사고의 궤적 및 습관의 결과물로 빚어

낸 것이라는 관점에서 패션과 개인의 상호작용 관계로 생각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을 단순 소비의 대상으로 바  

라보는 것이 아닌 디자이너 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과 환경

을 배경으로 창조된 결과물이라는 상호 작용의 관점으로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르뒤외 아비투. (Pierre Bourdieu) 

스의 개념 정의 및 실천행위와 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토

대로 아비투스 관점에서 바라본 패션과 패션디자이너에 대

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비투스가 패션에서 어떻게 실

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아비투스와 관련. 

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대패션에 나타난 소비취향 구

별짓기 이세 미야케 작품의 이미(Lee, 2015), (Issey Miyake) 

지 분석 예술가 및 패션디자이너의 (Kim & Yoon, 2017), 

색채 에 대한 연구 몇 편이 있을 뿐 디자이너에 (Lee, 2019)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문화에 근. 

거한 패션을 전개하고 개인의 취향과 기질을 강조한 패션디

자이너 폴 스미스 를 대상으로 살펴보고(Paul Smith, 1946~)

자 한다 연구방법은 폴 스미스의 자서전. (Smith & Gibson, 

2008; Smith, Sudjic, & Loveday, 2013; Smith & Wicker, 

을 비롯한 각종 관련 서적과 인터뷰 자료를 바2012/2012)

탕으로 그의 주변 환경과 인물 교육 과정 관심 분야 가치, , , 

관 등 전 생애에 걸친 성장 배경과 패션 환경은 물론 디자

인 및 브랜드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한 시각자료들은 폴 스미스 남성복과 폴 스미스의 첫 플래

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인 런던의 코벤트 가든(Covent 

에 위치한 매장 인테리어 및 Garden, Floral Street, London)

윈도 디스플레이에 해당하는 자료들로 도서 신문 잡지 그, , , 

리고 인터넷에 소개된 사진자료 여점을 수집해 분석하1,000

였다 연구범위는 . 폴 스미스가 본인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활

동을 시작한 년대부터 현재까지로 폴 스미스 남성복 컬1990

렉션 라인으로 한정한 것은 폴 스미스 브랜드 중 남성복이 

폴 스미스 브랜드의 시초이자 브랜드 정체성과 디자인 영감

을 주도하는 라인으로 오늘날 폴 스미스가 영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이자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

친 부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브리티시니스 관점으로 살

펴본 폴 스미스 패션 특성 에 대한 후속 (Kim & Lee, 2020)

연구로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매장 실내외 인테리어  ‧
및 윈도 디스플레이까지 포함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루는 . 

패션의 범위는 디자인 제품은 물론 소비자가 공유하고 소비

할 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 및 공간을 모두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폴 스미스 개인의 아비투스 성향과 실천 감

각에 나타난 속성을 바탕으로 폴 스미스 브랜드와 패션에 

나타난 특징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의 의의. 

는 폴 스미스 패션에 나타난 내재적 특성을 좀 더 심도 있

게 이해하고 현대패션을 분석하는 또 다른 시각의 예를 제

공하는 것이다 또한 디자이너 연구는 물론 현대패션의 변천. 

요인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비투스와�패션II.�

아비투스의�개념�및�실천�행위와�장1.�

아비투스 는 ‘ (Habitus)’ 라틴어 가지다 유지하다 에 ‘habe ( , )’ō
기원한 근대 라틴어 습관 을 어원‘habitus( )’ (Webster, 1913)

으로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Pierre Bourdieu, 

가 제창한 개념이다1930~2002) . 이는 개인의 문화적인 취

향과 소비의 근간이 되는 성향을 의미하는 말로서 타고난 

천성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이는 교육 환경 사회적 위, , 

치 계급에 따라 후천적으로 길러진 것으로 개인의 일정한 , 

행동 속에서 내면화되고 육체에 익숙해진 개인 고유의 구조

화된 성향 체계이다 즉 한 개인이 (Bourdieu, 1979/2005). , 

연속적으로 접한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자기 몸속에 기록하

고 보관하고 연장한 것이 바로 아비투스이다(Bourdieu & 

즉 개인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Wacquant, 1992/2015). 

사회화 과정은 물론 개인의 환경과 경험에 따라 아비투스는 

다르게 형성되고 다르게 나타난다 일차적 아비투스는 오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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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습득되어 변하지 않는 성향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환경인 교육 및 경제적 

수준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모와 같은 

성향 체계를 갖게 된다 나아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른 . 

성향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짐에 따라 다음에 획득될 이차적 

성향을 결정짓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비투스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경험이라는   

두 가지 조건 속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아비. 

투스는 한번 형성되면 고정되거나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주관적 구조만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다 이미 형성된 아비투. 

스 혹은 정통적 성향을 토대로 새로운 환경과 만나 서로 적

응하며 또 다른 모습으로 재구성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 

아비투스의 의미는 행위자의 의식과 실천에 있어 개인의 환

경 생활방식 교육수준은 물론 성장해온 외부 사회구조와 , , 

함께 후천적으로 획득한 사회적 지위와 위치 부의 정도로부, 

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기호로 행위자의 실천에 의해 나타

나며 행위자의 목적 및 의도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느 , 

정도 변화 가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비투스의 일반적 개념에서 보았듯이 개인의식의 내부 

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아비투스는 어느 정도 주관적인 성향

임에는 분명하지만 인간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고 함께 ,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 . 

개인이 태어나 경험하는 사회화 과정이 빚어낸 아비투스는 

개인의 성향을 이루게 되고 개인행동의 지침이 되어 다시 , 

사회 속으로 투영된다 이것이 아비투스의 핵심이다. . 이처럼 

부르디외의 사회구조 개념은 단순한 객관적 구조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몸에 길들여진 개개인의 아비투스 발현이 모여 

형성된 집단적 구조로 개인의 아비투스를 제약한다 따라서 . 

부르디외는 사회를 각각의 개인들이 고유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 삼차원의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장의 개

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부르디외의 장 은 . ‘ ( , champ, field)’場
사회적 행위자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사람 혹은 사물 간, 

에 맺고 있는 특정한 관계의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정치의 장 경제의 장 문화의 장(Bourdieu, 1979/2005). , , , 

예술의 장 종교의 장 등 개인들의 아비투스가 형성한 취향, 

에 의한 구체적인 실천의 공간으로서 개인의 아비투스를 토

대로 발현하는 구체적 실천 행위가 모여 장의 구조적 고유

성을 형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의 구조 질서를 개인이 , 

따르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아비투스는 창작을 하는 

예술가는 물론 디자이너 개인의 특성 및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된다.

아비투스의�관점에서�바라본�패션2.�

패션은 인체 의복 소비 정체성 예술과 같은 다양한 영역, , , , 

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단순히 인체를 감싸는 문제. 

가 아니라는 점에서 중세 이후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패션은 , 

많은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체계 혹은 이데올로기의 영역

으로까지 여겨지면서 패션 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 ’

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의복을 . 

바라보는 패션과 일반적인 구조 논리 이데올로기로 바보는 , ,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의복은 패션보다 . 

훨씬 이전 시대부터 존재해 왔기에 모든 의복이 패션이라는 

의미 체계의 물질적 기반의 역할을 하지는 않다는 점도 고

려해야 된다.

이와 같은 패션의 문제를 다룬 최초의 철학가인   아담 스

미스 는 패션은 개인 취향의 중심이 되는 영(Adam Smith) “

역”(Smith, 2011, p.195)이라고 보았으며 여기서 언급된 취, 

향이란 의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음악과 시는 물론 가

구 건축과 같은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칸트 는 , . (Kant)

모든 패션은 그 개념에 있어서 변화 가능한 삶의 방식“

들”(Kant, 1996, p.148)이라 언급하며 인간의 생활방식에서 

나타나는 일상적인 측면이외에도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강

조하고 있다 철학자인 한편 사회학자로 유명한 짐멜. 

은 패션은 모든 사회적 영역에 적용될 수 (George Simmel) “

있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 현상이지만 의복은 그러한 사회적 

현상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예일 뿐”(Simmel, 1995, p.13)이

라며 의복과 패션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철학자 질 리포. 

베츠키 역시 패션은 특정 대상과는 독립(Gilles Lipovetsky) “

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변화의 특정한 형식 중 하나일 뿐, 

이다 오히려 이것은 집합적인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칠 . 

수 있는 시간적 기간 혹은 어떤 유행하는 변화라고 말할 , 

수 있는 사회적 메커니즘”(Lipovestsky, 1994, p.16)이라 하

였다 이와 같이 패션은 단순히 의복 그 이상의 사회적 관. 

계 및 메커니즘으로 간주되기에 광의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패션을 단순히 의복과 연관 지은 협의적 .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도 한다 미술사학자 앤 홀랜더. (Ann 

는 패션이란 특정한 시대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Hollander) “

의복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일컫는 것”(Hollander, 1993, 

p.350)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 역사가인 엘리자베스 윌슨, 

역시 빠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의복(Elisabeth Wilson) “

의 스타일을 의미한다 즉 새로움과 변화를 중요한 가치로 . 

보는 근대 사회에서 패션 외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Wilson, 2003, p.3)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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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여러 전문가들이 내린 패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아담 스미스의 개인의 취향의 중심 칸트의 변화 가능한 ‘ ’, ‘

삶의 방식 짐멜의 모든 사회적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사’, ‘

회적 현상 그리고 리포베츠키의 시간적 기간 과 유행하는 ’ ‘ ’ ‘

변화의 사회적 메커니즘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취’ . ‘

향 개인 삶의 방식과 사회적 현상 시간의 흐름을 통한 ’, ‘ ’, ‘

경험의 축적 및 변화 가능성 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에 부’ ‘ ’

르디외의 아비투스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즉 패션은 곧 아비투스의 발현인 동시에 발현. , 

한 아비투스가 모여 있는 공간인 장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패션은 개인의 내적 영역과 외적 영역이 조화를   

이루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험의 축적을 통해 실현되는 , 

개인의 취향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승인되는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행 현상이 내포되어 있기에 아비투

스 관점에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션을 의복. 

이라는 구체적인 물질적 대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패션의 

범위가 광대할 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마다 서로 다른 아비, 

투스의 근간으로 형성한 패션의 장으로도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개념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패션을 의복이라는 특정 대

상으로 그 한계와 의미를 한정 짓지 않고 의복이라는 영역, 

과 관련된 물리적 대상 행위 공간 구조 사상 등 전반적인 , , , , 

생활양식의 범주로 넓게 구분지어 개개인의 취향과 이미지

에 이르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한다. 

아비투스�관점에서�바라본�패션�디자이너3.�

아비투스 관점에서 패션 디자이너는 구체적인 패션 상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패션 현상을 만들어내는 행위자

로서 패션의 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물. 

은 문화적 미적 취향과 소비의 근간이 되는 디자이너의 개· 

인의 취향인 아비투스의 표현으로 단순히 규범에 따라 이행

된 것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습득한 성향체계와 실천 감

각에 의해 패션으로 표현한다 또한 행위자인 디자이너들이 . 

가지는 아비투스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

로의 경험과 생활 환경 속에서 습득한 후천적인 성향체계이

며 디자이너들의 실천 행위에 의해 탄생된 창작물은 물론 , 

디자이너 개인의 생활양식이 형성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디자이너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와 상황

에 따라 실천행위의 능력이자 자기위치를 정하는 자질과 성

향이 달라지며 이를 통해 개인의 미적 취향은 사회적 맥락 , 

즉 장을 구별 짓게 된다 여기서 취향 이란 개인의 사, . (go t)û
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의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성

향체계를 가리키는 것 으로 살아온 환경 교육(Yang, 2002) , , 

자아 정체성 등 디자이너의 지극히 개인적 기질과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르디외는 . 

개인을 사회적 행동의 주체라기보다는 사회적 행위자

라고 보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있(Bonnewitz, 1997/2000)

어 전적으로 디자이너 개인의 취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

라 구조화된 구조로서 디자이너의 아비투스는 패션의 장에 

맞춰 구조화된 성질에 맞춰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 

가 태어나 교육 받아온 환경을 살펴보면 가깝게는 가정에서 , 

시작해 넓게는 지역 국가 그리고 시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 

스펙트럼 속에서 개인 삶의 기질이 형성된다 또한 패션 디. 

자이너에게 필요한 의상 제작 방법 및 기술 그리고 제반 업

무에 대한 정식 교육의 수혜 및 이행 여부와 함께 부모 배, 

우자 형제 친구 등을 포함한 주변인들과의 관계 및 영향도 , , 

디자이너 개인의 문화적 취향이 사회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

조화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 

아비투스는 디자이너 개인이 사회적 주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경제 교육 언어 혈통 지역의 요소들이 , , , , 

신체에 축적된 기질의 총체이다 예를 들어 오드리 햅번. 

이 영화 속에서 착용한 지방시(Audrey Hepburn) (Givenchy)

의 검정 드레스부터 샤넬 마크 제이콥스(Chanel), (Mark 

톰 포드 등은 동일한 블랙 드레스 를 Jacobs), (Tom Ford) ‘ ’

주제로 했지만 디자이너 개인의 고유한 성향 체계에 의해 

모두 다르게 디자인된 드레스 다른 실천 행위의 결과물인 , 

것이다 이처럼 디자이너는 디자인이라는 구(Talley, 2013). 

체적 실천 행위를 통해 자신에게 익숙해진 아비투스 성향체

계를 패션으로 구현하는 행위자이며 디자이너의 활동 결과, 

물에 그들의 아비투스가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의상을 비롯한 모든 패션관련 결과물은 사회적 구성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디자이너 개인의 삶이 녹아 든 아비

투스 구현의 구체적 장을 이룬다. 

한번 구축된 개인의 아비투스라 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와   

경험의 축적에 의해 또 다른 세계를 만날 경우 새로운 변화

를 가져와 이전의 아비투스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는 패션에. 

서 패션 트렌드의 생성 및 확산으로 나타나기에 설명이 가

능하다 반면 모든 디자이너 작품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고정. 

된 스타일만을 창작해 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새

로운 환경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된다 특히 . 

새로운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적용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디자이너는 이처럼 조정된 아비투스의 성향체계와 실천 감

각을 통해 새로운 패션 상품과 트렌드를 만들어 내게 된다. 

반면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성향 체계를 갖고 있더라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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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 

해 기존의 아비투스를 재조정하지 않고 고수하여 하나의 클

래식으로 자리 잡은 패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 

화에 대한 민감한 정도의 차이도 디자이너 개인의 아비투스 

중 하나로 작용된다 나아가 이는 브랜드 정체성 확립에도 . 

영향을 줄 수 있다 단 기존의 아비투스 성향을 고수한 디. , 

자이너의 취향과 달리 변화의 과정을 거쳐 재조정된 새로운 

성향 체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향이 

사회에 수용되거나 기존 사회의 집단적 성향을 변화시킬 수 ,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아비투스는 디자이너 개(Kang, 2002). 

인과 패션 사회 구조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향체계는 행위자가 참여한 사회 구조의 장에 존재하는 정

통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변화 가능한 힘과 타당성을 가지

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패션에서�실현되는�아비투스의�특징4.�

아비투스의 관점에서 패션과 패션디자이너에 관하여 살펴본 

결과 아비투스가 패션에서 실현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패션에 실현된 아비투스는 개인적 경험과 일상생활을 기, 

반으로 한 성향체계가 반영된 것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

과 경험이 누적되어 나타나기에 디자이너 및 브랜드에 차별

성을 부여한다 이는 디자이너마다 주변 환경 속에서 겪은 .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인식과 이를 활용한 창

작 행위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디자이너 개인이 겪은 차. 

별적인 경험과 지식에서 비롯한 문화적 취향에서 각기 다른 

디자인 및 브랜드 정체성이 성립되고 이는 패션의 장이 지, 

닌 보편성 속에서 특정 디자이너 혹은 브랜드만이 지닌 특

수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존 패션의 장이 . 

지닌 정통성을 새롭게 재조정하거나 일시적인 유행을 만들

어내기도 한다(Bonnewitz, 1997/2000).

둘째 패션에 나타난 아비투스는 패션 장의 논리에 의한   , 

구별 짓기 성향을 나타낸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취향이라. 

고 불리는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계급의 

지위에 의해 내제화된 아비투스가 발현된 것으로 과거에는 , 

신분이나 자본에 따른 예술 향유 능력 및 가치관의 차이를 

통해 구분 짓기가 가능하였다 그 예로 노동자 계급의 의상 . 

취향은 미적인 아름다움 보다는 값싸고 튼튼한 필요에 의한 

선호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로 오면서 계급의 붕괴와 경험의 . 

폭이 넓어짐으로써 다양한 가치와 각각의 취향이 중요해지

고 이를 존중함에 따라 특정 계급의 상징 보다는 스타일처

럼 패션의 분류기준에 따라 범주화하여 구별 짓기가 가능해

졌다. 

셋째 패션에 관여한 아비투스는 개인적 행위와 객관적   , 

구조의 장 사이의 매개물로 작용함으로써 조절의 능력을 통

해 타협점을 제시한다 이중적 능력을 가진 아비투스는 결코 . 

개인적 생각 인성 태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관‘ ’ , , , 

적 사고 인성 의식을 제한하는 집단적 경험 및 인지의 틀, , ‘ ’ 

도 제시하는 개념이다(Hyun, Jung, Lee, & Hong, 1998) . 

즉 디자이너 개인의 행위나 결과물은 각기 다른 패션의 장 , 

구조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행위 사이에

서 매개물로 작용하는 아비투스가 개인의 취향과 구조의 원

칙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이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패션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 . 

혹은 전통과 혁신 평범과 전위 단순함과 복잡함 등 패션에 , , 

나타나는 특징들의 수위조절을 담당하게 된다. 

폴�스미스와�아비투스III.�

폴� 스미스의�성장과�패션�환경1.�

년 월 영국 노팅엄 에서 태어난 폴 스미1946 7 (Nottingham)

스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난독증으로 살 때 학교를 그만15

두게 되었다 자전거 경주 선수가 되고 싶어 했지만 살 . 17

때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로 인해 자신의 진로를 바꿔야 

했다 퇴원 후 개월 간 병원생활에서 알게 된 친구들 덕분. 6

에 노팅엄의 선술집과 사람들을 소개 받았다 이들은 주로 .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주로 팝 아트 와 바우‘ (pop art)’ ‘

하우스 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당시 런(Bauhaus)’ . 

던은 패션 음악 그래픽 디자인이 붐을 이루기 시작하던 시, , 

기로 이와 같은 것들은 전 세계를 매혹시켰다(Jaeger, 

예술계 학생들과의 만남 이후 폴 스미스는 자신의 2007). 

내면에 잠재돼 있던 예술과 창조에 대한 끼를 발견하게 되

었고 패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그는 년간 아버지. 6

가 다리미질하던 한 옷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면서 옷에 대

한 흥미와 재능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폴 스미스는 영국 왕립예술학교 에  (Royal College of Art)

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폴린 을 만났다(Pauline Denyer) . 

브랜드의 디렉터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된 그녀는 패턴 재단

의 중요성 의상의 구조와 품질 그리고 의상 내에서의 비율, , 

과 균형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쿠튀르 봉제방법을 그에게 

전수했다 또한 폴 스미스는 야간학교의 선생(Jaeger, 2007). 

님으로부터 예복용 테일러링 의상을 배우게 되었다 이는  .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었고 단지 실습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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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디자인 및 재단 그리고 봉제에 관한 훌륭한 기초를 쌓, 

을 수 있었다. 

이러한 주변 인물들을 만나기 전에 예술 감각을 일깨워주  

고 패션에 흥미를 갖게 해준 인물은 바로 그의 아버지 해, 

럴드 스미스 였다 영국 노팅엄(Harold Smith, 1903~1998) . 

의 포목점에서 일하면서 아마추어 사진작가였던 아버지는 

살의 폴 스미스에게 동네 의류 창고에서 소포를 배달하는 16

일을 해볼 것을 권유했다 폴 스미스는 이를 계기로 디스플. 

레이와 남성복 바잉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기술을 

익혔다 또한 폴 스미스는 항상 그의 아버지로부터 성격을 . 

물려받았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아버지는 의상(Jones, 2010). 

과 접할 기회는 물론 창의적인 발상을 가질 수 있는 천부적

인 아비투스 기질을 아들에게 모두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 이와 같은 것들은 이후 폴 스미스가 자신만의 패션을 창

조하거나 디스플레이를 조합하거나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대

방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이 되었다 폴 (Park, 2010). 

스미스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쌓는 교육의 중요성을 체

험하였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폴�스미스�브랜드의�성장과�아비투스2.�

년 살이 되던 해 폴 스미스는 그의 친구 자넷 캠벨1965 18

의 권유로 그녀의 사업을 도와 (Janet Campbell) ‘Birdcage’ 

부티크를 열었다 년 뒤에는 런던의 백화점에서 수주 받은 . 1

의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와 함께 . 

폴 스미스는 그 당시 새롭게 등장한 통신 판매(mail-order)

를 도입하여 풍자 잡지 를 통해 그래픽 티셔츠‘Private Eye’

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이후 년 폴 스미(Sweet, 2013). 1970

스는 그의 아내 폴린과 함께 폴 스미스 남성복 ‘ (Paul 

이라는 이름으로 노팅엄의 비아Smith Veste pour Homme)’

드 뒷골목에 첫 매장을 열었다 의상 제작과 (Byard Lane) . 

판매의 모든 과정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물건도 

함께 판매하였다 휴가 때 방문한 지역에서 갖고 온 물건들. , 

시계 펜 나이프 아트 포스터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한 펜, , , 

들 그리스 섬의 문구점에서 구입한 공책 등을 팔았, 고, 이런  

것들은 하루 만에 다 팔리기도 하였다 이는 (Jaeger, 2007).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매장을 좀 더 흥미롭게 보이게 하

여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 하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이와 . 

같은 매장 구성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 폴 

스미스 매장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다. 

또한 그 시기 다른 매장들과 달리 폴 스미스는 주말에만   

매장을 열었고 주중에는 디자인을 정식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거나 다른 일을 하기도 했다 그는 런던의 사우스 몰튼. 

거리에 위치한 브라운즈 매장의 (South Molton) (Browns) 

일을 돕거나 베네통 의 컬러링 작업 등을 하면서 (Benetton)

백화점 및 단독 매장의 바이어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잡지의 

사진촬영 스타일링 소재개발 컬러링 그리고 판매에 이르, , , 

는 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일을 배웠다(Jaeger, 

이와 같은 독특한 그만의 아비투스가 반영된 매장은 2007). 

유명해 지면서 런던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매장을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다 년 폴 스미스는 런던 코. 1979

벤트 가든에 위치한 첫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그의 전. 

통적인 테일러링 기술과 위트 있는 디테일의 사용 컬러와 , 

소재의 독특한 조합을 선보인 디자인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

와 맞아 떨어져 년대의 젊고 도시적인 여피 를 1980 ‘ (yuppie)’

위한 기본 의상이 되었다 그의 브랜드는 (Choi, 2012). 1987

년 뉴욕 년 일본 년 파리 등 급속도로 해외 성장, 1991 , 1993

을 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딴 패션그룹 로 개 ‘Paul Smith’ 72

국 여 개에 달하는 매장 을 가지고 있는 브400 (Jeon, 2012)

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폴 스미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

구하며 현재 폴 스미스 그룹은 영국의 대표 디자이너 브랜

드로 남성복과 여성복의 메인 컬렉션을 비롯하여 아동복 맞, 

춤복 액세서리 향수 안경 가구 등 다양한 라인을 진행 중, , , , 

에 있다 또한 폴 스미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트라이프 패

턴으로 다양한 분야와 협업을 선보이고 있다. 

폴�스미스의�아비투스에�나타난�특징3.�

폴 스미스가 사회적 주체로 성장해 가면서 부여되는 교육, 

경제 혈통 지역적 요소 등과 같은 성장 배경은 그만의 독, , 

특한 아비투스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또한 그. 

가 즐겨 사용하는 단어인 자유 관찰 디테일 유니크 유머, , , , , 

장인정신 낙관주의 긍정 겸손 소통 등으로부터 폴 스미, , , , ‘

스의 생각하는 법 을 엿볼 수 있다 앞에서 살(Koh, 2011)’ . 

펴본 폴 스미스의 성장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주변 인물 및 

환경의 관계 속에서 습득한 기술 및 지식이나 취향을 통해 

폴 스미스가 지닌 아비투스 성향에 나타난 특징을 도출해보

면 다음과 같다. 

어린 아이 같은 상상력과 유머1) 

폴 스미스는 어린 아이 같은 상상력과 유머를 그의 기본 성

향으로 하고 있다 선천적후천적으로 습득한 그의 낙천적이. ‧
고 긍정적인 성격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어우러지면

서 나타난 엉뚱하고 기발한 발상을 패션에서 재치 있게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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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고 있다 그 스스로 그의 날카로운 유머능력과 장난스럽. 

고 과장된 몸짓 생생한 표정 등 그가 지닌 사고와 행동의 , 

방식은 그의 아버지 해럴드 스미스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

라고 언급 할 정도로 폴 스미스만의 풍부(Mowbray, 2006)

한 상상력과 위트 있는 성격은 아버지의 영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었다 그의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손으로 만들어내고 . 

때로는 다소 엉뚱한 발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사람이었

다 그는 마당에 나무박스를 쌓고 그 위에 양탄자를 덮은 . 

뒤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폴 스미스를 모델로 사진을 찍고 

이를 다른 배경 풍경사진과 합성하여 하늘을 나는 양탄자‘ ’

란 제목의 작품 을 만들었다(Figure 1) (Smith & Gibson, 

어린 시절 그가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만 2008). 

해도 스스로 예술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 

지만 아버지의 행동과 작품에 대한 열정을 보고 자신에게도 

아버지와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폴 스미스는 패션에 위트라는 단어를 유행시켰다 그의   ' ' . 

이러한 성향은 아이 같은 관점 에서 ‘ (childlike)’ (Lee, 2011)

보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 같은 성향. 

은 어린애 같은 유치한 취향과는 다른 의미‘ (childish)’ 

로 교육이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Smith & Gibson, 2008)

모든 것에 열린 순수한 새로운 관점을 말한다 아이처럼 세. 

상을 보기 위해 그는 호기심을 갖고 항상 질문한다 예를 . 

들어 년 출시된 미니어처로 된 연필 자루와 사람 모형2013

의 커프스 단추 그리고 여행지에서 발견한 모조 눈 장식의 , 

안경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온 눈알 단추 장식은 폴 스미스

의 장난감을 좋아하는 어린아이 같은 성향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또한 그의 캐주얼 라인 의 얼. Paul Smith Jean

룩말 로고는 시즌 별로 재치 있는 상황을 멘트와 함께 일러

스트로 표현하여 그의 위트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년대 . 80

컬렉션에서 발표한 티셔츠(Smith & Gibson, 2008 는 마치 )

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도록 하는 속임수로 배낭이 

프린트되어있고 가방 역시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겉으

로 보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프린트가 되어있어 그

의 기발하고 엉뚱한 발상을 잘 보여 준다. 

2) 왕성한 호기심과 관찰력

폴 스미스는 왕성한 호기심과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 

패션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회화 음악, , , , 

건축 사진 여행 유머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호기, , , , 

심을 갖고 있어 디자인에 필요한 남다른 영감을 얻고 있다. 

폴 스미스는 세상은 여전히 정신없고 재미있는 모험이 가“

득 찬 곳 이라 생각하며 영감을 주는 ”(Park, 2010, para. 6)

대상과 순간을 기록과 사진으로 남긴다 이와 같은 그의 방. 

대한 관심분야와 호기심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과거 

폴 스미스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폴 스미스 월드‘ (Paul 

와 폴 스미스 블로그 를 통해 자신의 관심분Smith World)’ ‘ ’

야를 카테고리 별로 자세히 나누어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

는 한편 현재는 스토리즈 카테고리를 통해 자신의 , ‘ (Stories)’ 

컬렉션은 물론 아티스트 사진작가 작품 캠페인 등 다양한 , , , 

관심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그의 자서전 (Figure 2). 

You can find inspiration in everything and if you 『

세상 모든 곳에서 영감을 찾을 수 있어can't, look again (

요 못 찾았다고요 그럼 다시 보세요. ? ) (Smith & Gibson, 』

라는 제목만으로도 그의 영감에 대한 근원은 호기심과 2008)

관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이는 모든 . "

것이 영감의 원천이니 하나도 허투루 지나치지 말라”(Jung, 

는 그의 말과 같이 사물 하나하나에 대한 면2011, para. 1)

밀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하찮은 잡동사니. 

일지라도 관심을 갖고 바라본다면 애정과 의미가 담긴 물건

이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Paul Smith Interview 

을 강조한다 이러한 그의 성향은 영감 찾기의 비법2,”2011) . 

일 뿐만 아니라 주목 받기 위해 항상 새로워지려는 노력의 

단면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폴 스미스 브랜드에 끊임없는 . 

변화를 가져와 소비자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편집증적인 수집과 메모3) 

폴 스미스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필기를 하는 편집증적인 수

집과 메모의 습관이 있다 그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영. 

감을 주는 대상이나 즐겁게 해주는 이미지를 카메라에 담는 

열정은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아버지 헤럴드 스미스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이다 그가 사진으로 담은 많은 이미지와 수집. 

한 물건 등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깃든 놀라운 

통찰력과 창조적 발상의 근원이 되고 있다. 

대 때부터 수집한 포스터를 이용해 부티크를 꾸민 그의   10

인테리어 방식은 현재까지 이어져 폴 스미스 매장을 대표하

는 아트 월 디자인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그의 (art wall) . 

사무실은 자신만의 세계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로 많은 

책과 소품으로 채워져 있어 그의 편집증적 수집광 기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물들을 두서없이 나열하는 그만의 병

렬구조 성향을 나타낸다 오래된 장난감과 서적 장식품 잡. , , 

지 꾸러미 그림 자전거 등의 다양한 품목과 시대에 구애받, , 

지 않고 그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열해두는 특성

은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그만의 아비투스로 현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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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eatures� of� Habitus� in� Paul� Smith

Childlike� Imagination�
and� Humor

Hearty� Curiosity�
and� Observation

Paranoid� Collection�
and�Memos

Love� of� British� Tradition� and�
Craftsmanship�

Figure� 1.�
Carpet� Flying� in� The� Sky

(Smith & Gibson, 2008, p. 

69)

Figure� 2.�
Stories� Category� on� the�

Paul� Smith�Website,� 2020
(www.paulsmith.com)

Figure� 3.�
Paul� Smith’s� Office� in�
Covent� Garden,� 2001

(Smith & Gibson, 2008, 

pp. 186-187)

Figure� 4.�
Paul� Smith's�Witty� Tailoring�

Suit� Details
(www.dverro.com)

매장의 시초가 되었다 이태리 코르소 코모(Figure 3). (10 

의 카를라 소차니 와 파리 콜레Corso Como) (Carla Sozzani)

트 의 사라 르펠 은 그들의 매장에 가(Colette) (Sarah Lerfel)

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코벤트 가든의 플로럴 스트

리트 에 위치한 폴 스미스 매장이라고 언급할 (Floral Street)

정도이다 (Jaeger, 2007). 

자신의 사무실이 곧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고 역할을 할   

정도로 그의 편집증적인 수집과 메모하는 태도의 아비투스

는 브랜드 성공의 핵심요소로 발휘되었다 즉 그는 오랜 기. 

간 수집한 타사의 제품이나 패션과 관련 없는 상품을 자신

의 매장에 진열하거나 판매함으로써 그만의 독특한 아비투

스를 소비되는 구체적 대상으로 실현하여 대중과 공유한다. 

또한 그는 끊임없이 기록한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단독적으

로 사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조합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대표적인 예로 폴 스미스 브랜드를 대표하는 멀티 스트라이

프 패턴이다 여행과 수집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폴 스미스. , 

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오래된 천 조각들에서 뽑아낸 한두 

가닥씩 실오라기를 나무막대에 이리저리 휘감아보다 우연히 

멀티 스트라이프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다(Kan, 2011). 또한  

자신이 찍은 플라스틱 스파게티 사진을 의상에 프린트로 사

용 하거나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안전요(Smith et al., 2013)

원이 착용했던 옷의 색을 이용한 밝은 색의 남성 정장

그리고 런던의 꽃 박람회에서 찍(Smith & Gibson, 2008), 

은 꽃 사진들을 년 컬렉션의 남성 테일러링 슈트의 1998 S/S

프린트 무늬로 사용한 예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취미와 습관

이 곧 폴 스미스 브랜드의 상품으로 표현되고 있다. 

영국의 4) 전통과 장인정신의 사랑

폴 스미스의 전통과 장인정신에 대한 사랑은 노팅엄

에 대한 지역의 전통성과 영국 정신의 전통성(Nottingham)

에서 비롯되었다 노팅엄은 그가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곳이. 

자 대 초반 처음으로 가게를 연 곳으로 폴 스미스 자신의 20

아비투스와 브랜드 정체성의 근간을 이루는 환경으로 작용

한다 또한 인터뷰에서 흔히 폴 스미스는 영국적인 브랜드. “

로 통하는데 영국적인 것 이 뭘까요 라는 질문에 전통, ‘ ’ ?” “

에 대한 사랑이죠 저는 전통을 사랑해요 옛날처럼 수공예. . 

로 작업하진 못하지만 단춧구멍처럼 작은 디테일까지도 신

경 쓰는 게 영국 특유의 장인정신 입니다.”(Lee, 2011, 

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브랜드 para. 13) . 

컨셉을 새빌 로 미스터 빈을 만나다‘ , (Savile Row meets 

로 표현하며 새빌 로를 중심으로 Mr. Bean)’(Jones, 1995)

자리 잡은 과거의 전통적인 테일러링 기법에 디테일에 변화

를 주거나 우스꽝스러운 미스터 빈 캐릭터와 함께 (Figure 4) 

그만의 개성으로 풀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전통 테. 

일러링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만의 관점으로 바라본 남성복

에 대한 해석과 부인 폴린으로부터 전수받은 테크닉의 영향

이 크게 작용하였다.

아비투스�시각에서�바라본�폴�스미스의�패션에�IV.�

나타난�특징

위트와�나열구조의�독특한�혼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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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스미스는 자신만의 특유한 유머와 엉뚱함을 발휘하여 패

션에서 위트 있는 클래식‘ (Classic with a twist)’(Smith et 

을 선보인다 이는 그의 디자인을 대표하는 al., 2013, p.38) . 

특징으로 변화와 지속의 관계에서 균형 있는 혼합과 나열의 

방식을 통해 궁금증과 재미를 유발한다. 즉 폴 스미스의 

는 폴 스미스가 고안해낸 수식어로 전‘Classic with a twist‘

통을 살짝 비튼 유머와 기발함을 뜻하는 표현이다 기존 영. 

국 전통 문화가 지닌 장의 논리에서 벗어나 그만의 유머와 

상상력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호기심에서 수집한 것

들을 섞거나 나열하는 폴 스미스 개인의 아비투스 방식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하여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폴 스미스 패션. 

에 나타난 독특한 혼합은 예상치 못한 의복구성과 디테일의 

변형이나 조합 혹은 착용방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즉 정통 . 

테일러링 슈트의 기본은 지키되 원형을 조금씩 훼손하고 뒤

바꾸는 방법으로 플랩 포켓 장식을 바지 앞부(flap pocket) 

분에 위치시키거나 코트 재킷의 숄 칼라 부분(shawl collar) 

의 소재와 기능을 바꾸거나 후드를 달아 공간을 만든 디자

인을 선보인다 또한 위트 있는 클래식 패션으로는 셔츠 형 . 

재킷이나 칼라와 라펠이 제거된 비대칭인 재킷 등에서 볼 

수 있다 타이를 리본 형태로 묶거나 비스듬하게 연출해 셔. , 

츠의 단추 사이로 집어넣음으로써 진지한 슈트의 중압감을 

덜어내고 있다. 

또 다른 독특한 혼합의 특성은   나열구조를 통한 구성방식

으로 공통되거나 상반된 요소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병치하

Table� 2.� A� Unique�Mix� of�Wit� and� Listings� from� the� Paul� Smith’s� Collection

Variations� and� Blends� of�
Clothing� Composition,� Detail� and� Trimming

Mix� and� List� Materials,� Prints� and� Colors

Figure� 5.�
Paul� Smith� 2007�

F/W
(www.firstview.com)

Figure� 6.�
Paul� Smith� 2009�

S/S
(www.vogue.com)

Figure� 7.
Paul� Smith� 2009�

S/S
(www.vogue.com)

Figure� 8.�
Paul� Smith� 1998�

S/S
(www.firstview.com)

Figure� 9.�
Paul� Smith� 2005�

F/W
(www.firstview.com)

Figure� 10.�
Paul� Smith� 2011�

F/W
(www.vogue.com)

는 것으로 지방의 특색을 활용하여 세련됨을 나타내기도 하

고 과거와 전통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동시에 진취적이며 , 

전위적인 특징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즉 영국 정통 테일러. 

링의 클래식 슈트가 가진 전통적이며 낯익은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시간 지역 소재 색상의 디자인 요소와 스타일을 , , , 

나란히 나열하여 표현한다 즉 에서 보여 지듯 . Table 2 의복 

구성 및 디테일과 트리밍의 변형과 혼합 또는 소재 및 프린

트와 색상의 혼합과 나열로 디자인 되었다 이와 같은 폴 . 

스미스 디자인의 독특함은 유머 있는 패션의 조합이 결코 

유치하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과 현대 절, , 

제와 풍부함 진지함과 가벼움 사이에서 여러 스타일과 감성, 

이 혼합되어 실용적일뿐만 아니라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의

상으로 연출된다. 

폴 스미스 매장 인테리어와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나  

는 독특한 혼합의 특징은 상품 하나만 돋보이도록 진열하는 

일반적인 진열 방식이 아닌 유사하거나 동일한 오브제의 혼

합과 나열을 통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

발시키고 상품 자체가 지니고 있던 본연의 형태와 의미를 

다른 분위기로 변화시킨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폴 스미스 개. 

인이 소장하고 있던 토끼 인형들을 그의 손목시계와 함께 

연출 하거나 바구니 안에 폴 스미스 의류제품을 (Figure 11) 

마구잡이로 담아 넣거나 크리스마스를 맞아 모(Figure 12), 

자와 장갑을 일렬로 나열한 위트 있는 윈도 디스플레이

는 어떠한 규칙도 보이지 않고 제품을 홍보하려(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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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도와도 상관없는 의외성으로 재미를 제공한다 이와 같. 

은 윈도우 디스플레이와 인테리어에서 보여 지는 특징은 다

른 패션 브랜드의 지루하고 획일화된 예측 가능한 진열방식

에 차별을 준 그만의 방안으로 하나일 때 보다 혼합된 집합

체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독특하다 이러한 특징은 잘 꾸며. ‘

진 매장이 아니라 브랜드의 캐릭터와 일치 하기’(Lee, 2011)

를 바라는 폴 스미스의 아비투스 성향의 발현이기에 혼합의 

의외성은 매장 연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Table 3).

지역�이미지의�고유성과�차별성2.�

폴 스미스의 패션을 상징하는 이란 타이틀은 ‘True Brit’

년 폴 스미스 브랜드 사업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런1995 25

던의 디자인 박물관 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Design Museum)

만들어진 이름이다 전시회는 폴 . ‘Paul Smith: True Brit’ 

스미스 패션은 물론 개인의 특징과 개성을 가진 한 사람의 

창조와 발전을 내포하고 있다(Bruzzi & Gibson, 2001 전) 

시회에는 폴 스미스의 가족과 노팅엄에서의 성장과정을 자

전거에 미친 십대의 묘사 그리고 학창 시절의 사진과 글 등 

자세한 일화를 통해 그의 삶과 작업 이야기를 보여주며 그

의 모든 일상을 조명하였다 그리고 은 오늘날 국. ‘True Brit’

제적으로 진출하는 브랜드 기업들에서 자주 보여 지는 비장

소성(placeless)(Bruzzi & Gibson, 2001 과 무미건조함에 대)

한 대책으로 그만의 솔직하고 가식적이지 않는 진실성에 대

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즉 폴 스미스의 는 세. , ‘True Brit’

계화된 사회 속의 진정성과 진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특정 장소에 위치한 주택과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의 내면화

(McCrone, 1998)를 통해 정의되기 때문에 그의 패션에 나, 

Table� 3.� A� Unique�Mix� of�Wit� and� Listings� on� Paul� Smith's�Window�Display�

Window�Display� in� Covent� Garden,� London

Figure� 11.
Easter� Display,� 2010�

(www.flickr.com)

Figure� 12.�
Basket� Display,� 2011�

(internationalvisual.wordpress.com)

Figure� 13.�
Christmas� Display,� 2012

(internationalvisual.wordpress.com)

타나는 지역 이미지는 폴 스미스가 지닌 고유의 아비투스로 

부터 발현된 진실된 차별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스코틀랜드의 타탄체크와 트위드 웨스트요크셔  , 

의 모직 아일랜드의 린넨 및 니트 등 영국의 각 지역을 대, 

표하는 소재를 사용하거나 특정 지역을 옮겨 (Figure 14, 15) 

놓은 듯한 매장 인테리어 등을 통해 지역 고유의 가치에 기

반을 둔 이미지를 중요시 하였다 폴 스미스 제품을 구매하. 

거나 매장을 방문함으로써 소비자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 

기초를 둔 정체성을 느낄 수 있으며 개성 없고 획일화된 , 

자신의 정체성과 그로부터 상실한 고유의 독자적인 인간성

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Whitehead, 2011)를 강조하는 폴 스미스는 영국문

화 특히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노팅엄에 기반을 두고 패션 , 

스타일과 매장 연출에 지역 이미지를 부여해 브랜드 정체성

을 확고히 하고 있다.

또 다른 디자인의 예는 세기 초 영국의 에  ‘True Brit’ 20

드워디안 스타일과 윈저 공의 전형적인 테일러링 슈트 복식

을 차용한 디자인이다 년 이후 폴 스미스는 과거 복식. 2010

을 그대로 복제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실루엣 라인의 간소화, 

소재와 프린트의 혼합이나 액세서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패러디 성향이 좀 더 짙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Figure 16). 

반대로 타 지역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영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요소를 접목시켜 타 지역의 공존을 연출하기도 하였

다 페르시아에 기원을 둔 페이즐리 문양의 프린트 . (paisley) 

셔츠 인도 남성의 전통복인 쿠르타 와 도(Figure 17), (kurta)

티 미국 서부의 웨스턴 셔츠(dohoti)(Figure 18), (western 

중국의 차이나 칼라 재킷 등 shirt), (china collar) (Figure 19) 

각 나라의 특징적인 요소를 차용해 영국 전통 슈트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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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Uniqueness� of� Regional� Images� in� Paul� Smith’s� Collection

Expressing� British� Tradition� and� Locality
Coexistence� of�

Tradition� and� Regionality� of� Other� Regions�

Figure� 14.�
Paul� Smith� 1997�

F/W
(www.firstview.com)

Figure� 15.�
Paul� Smith� 1999�

S/S
(www.firstview.com)

Figure� 16.�
Paul� Smith� 2010�

F/W
(www.vogue.com)

Figure� 17.�
Paul� Smith� 1997�

F/W
(www.firstview.com)

Figure� 18.�
Paul� Smith� 2000�

S/S
(www.firstview.com)

Figure� 19.�
Paul� Smith� 2011�

F/W
(www.vogue.com)

를 주어 디자인하였다.

폴 스미스의 고유한 지역 이미지 특성은 그의 매장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그가 가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 

수집 취향을 볼 수 있는 아트 월 은 폴 스미스 매‘ (art wall)’

장과 패션을 상징하는 중요한 인테리어로 영국(Figure 20), 

일본 한국 의 매장 사례에서 공통적으(Figure 21), (Figure 22)

로 볼 수 있다 이는 폴 스미스 브랜드만이 가진 장소 감각. 

을 소비자에게 부여해 아트 월 구성 방식이나 인테리어 요

소만을 접하더라도 폴 스미스 브랜드와 패션을 떠올릴 수 

있는 강한 연계성을 갖게 된다 일본의 경우 고베 매장은 . , 

실제로 영국의 셰필드 에 있던 약국을 그대로 옮겨 (Sheffield)

놓은 공간이며 도쿄 매장은 영국의 뉴캐슬 에 있, (Newcastle)

던 초콜릿을 만들던 장소에 사용되었던 인테리어 재료로 꾸

며졌다(Bruzzi & Gibson, 2001) 또한 브랜드의 일률적인 . 

확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영국과 노팅엄에 근간을 둔 

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진출하려는 나라의 특성과 문화에 

맞도록 변화를 준다 매장이 위치할 도시의 독특한 특징을 . 

반영하는데 이는 진출 국가나 지역에 대한 그의 존중과 진

정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는 같은 영국 내 폴 스미스 . 

매장이라도 위치한 지역의 차이에 따라 매장 건물의 선정기

준 및 인테리어에 조금씩 차이를 두어 제작한다 그의 현지. 

화 작업은 브랜드의 해외 진출 시 더욱 빛을 발하는데 일본

의 경우 벚꽃 나무와 대나무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고 , 

내부 인테리어 또한 일본인들의 성향에 맞춰 아기자기한 이

미지를 연출하였다 한국의 경우 한국인 건축가에게 설계를 . , 

의뢰하여 백의민족과 여백의 미를 강조한 건물외부 디자인

을 선보였다.

새로운�남성상�제시3.�

년대 초반 영국 언론은 남성성 의 의미와 1990 ‘ (masculinity)’

타고난 고정불변의 통념인지에 대한 논의로부터 새로운 남‘

성 에 대해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보였다(new man)’ (Bruzzi 

& Gibson, 2001 전통적인 성 역할의 축소와 상실로 인해 ). 

기존의 남성성에 대해 제기된 문제의식은 패션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졌다 폴 스미스는 타임스에서 . 

잘 재단된 의상은 예쁜 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영국 “

남성들에게 납득시킨 대표적 디자이너”(as cited in Bruzzi 

& Gibson 로 소개될 만큼 오늘날 남성 소비, 2001, p. 258)

자의 외적인 모양새는 물론 내적인 감성과 가치관까지도 새

롭게 변화시켰다 그는 과거 자신이 경험한 실무와 아내에게 . 

배운 정통 테일러링 슈트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폴 스미스 

특유의 상상력과 위트가 넘치는 기질을 발휘해 새로운 형태

와 감성의 남자다움을 선보이는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다양

성을 이끌어 냈다. 

새로운 남성상은 정형화된 남성복의 외관을 흥미로운 관  

심의 대상으로 바꾸기 위해 여성복에서 보여 지는 좀 더 부

드럽고 내성적인 감성을 포함시켜 표현되었다 여성적인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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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Uniqueness� and� Differentiation� of� Regional� Images� of� Art�Walls� in� Paul� Smith’s� Store

England Japan Korea�

Art�Wall�
in�

Store

Figure� 20.
Covent� Garden� Store� in� London

(www.urbanjunkies.com)

Figure� 21.�
Shibuya� Store� in� Tokyo

(Smith et al., 2013, p.164.)

Figure� 22.�
Sinsa-Dong� Store� in� Seoul

(www.pinterest.co.kr)

세한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그는 기존 남성의 정통 이미지

를 키치적으로 표현하였다 자신의 밝고 긍정적인 상상력과 . 

유머를 수집해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새로운 남성상은 

예를 들면 여성적이거나 유아적인 밝은 색상과 프린트를 사

용하거나 여성성을 나타내는 자수 액세서리 리본 디테일과 , , 

같은 장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남성이 갖(Figure 23). 

고 있던 소비 성향과 고급 취향의 규범이나 권위에 대한 역

설적인 태도로 어린아이 및 여성의 입장에서 출발한 재미와 

키치적 감성을 포착해낸 디자인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남성. 

성의 표현은 년 전후를 기점으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2010

타내는 시각적 요소로 표현하기 보다는 여성들에게 익숙한 

섬세한 행동 방식이나 태도를 그의 의상을 착용하는 모델의 

외모와 행동 분위기를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였다(Figure 

24).

그러나 이와 같은 남성상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자 영국   

산업사회 시기의 남자다움 특히 중산층이 보였던 과거의 낭, 

만을 지닌 노동 계층의 삶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는 또 다른 

남성상을 제시하게 되었다 산업화 시기 노동자들과 기술자. 

들이 입었던 작업복은 진실 되고 건실한 남성 이미지를 지

닌 의상이었기에 이를 반영한 스타일로 디자인하였다 작업. 

복에 담긴 가치는 노동계급 남성에 대한 찬양이자 진정한 

남성성과 단순한 삶에 대한 그의 존경을 나타낸다 주로 데. 

님이나 두꺼운 면직물을 사용하거나 작업용 점퍼 등과 같이 , 

활동성과 실용성이 높은 의상을 제작하였다(Figure 25, 26). 

이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린 폴 스미스의 

아비투스적인 향수가 반영된 새로운 남성상일 뿐만 아니라 

빠르게 변하고 잊혀져가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내포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폴 스미스가 제시한 또 다른 남성성은 영국의  

장인정신과 전통에서 탄생한 고전주의 엘리트 남성상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두 개의 상반된 이미지인 여성성과 남성

성에서 보여 지는 비정형화되고 현대적인 감성과 달리 전통

을 사랑하고 장인정신을 소중히 하는 그의 아비투스 성향이 

반영되어 과거부터 이어 내려온 남성과 남성복이 지닌 클래

식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높은 품질과 디자인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풀어내고 있다(Figure 27, 28). 

감성과�소통의�친숙한�공간�연출4.�

폴 스미스는 자신의 패션을 직접 보여주고 일차원적으로 이

해시키기 보다는 매장의 공간 활용과 디스플레이에서 그가 

추구하는 패션의 추상적인 이미지와 감각을 소비자에게 전

달한다 즉 그에게 있어 매장은 폴 스미스의 패션이다 패. , . 

션을 공간으로 연출하기 때문에 매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

는 공간이기보다는 매장 의복 액세서리 소품 등의 상호작, , , 

용을 통해 연출된 이미지이기에 감성적 패션으로 작용한다. 

또한 그는 매장의 내부 및 외부를 활용해 자신 혹은 브랜드

와 대중의 소통을 이끌어내어 폴 스미스 패션을 알리고 그

에 상응하는 디자인을 기대하게 만든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 

소비자가 폴 스미스 패션에 쉽게 다가가고 이해 할 수 있도

록 매장을 연출한다 이와 같은 연출 덕분에 폴 스미스의 . 

패션은 친근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폴 스미스는 자신의 취향과 기질이 그대로 묻어있는 개인   

소장품을 매장에 진열하여 마치 폴 스미스의 집에 초대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그의 아비투스 . 

성향이 드러나는 장난감이나 여행 중에 구입한 기념품 서적, 

등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는 그의 삶과 취향에 대(Figure 29)

해 알 수 있는 단서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와 직접 만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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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New�Masculinity� in� Paul� Smith’s� Collection

Feminine� Image� with�
Bright� Colors� and� Attitude

Rough� and� Solid� Image�
of� The�Working� Class

Classical� Elite� Image�
Emphasizing� Tradition

Figure� 23.�
Paul� Smith
2008� S/S

(www.vogue.com)

Figure� 24.�
Paul� Smith
2011� F/W

(www.vogue.com)

Figure� 25.�
Paul� Smith
2004� F/W

(www.firstview.com)

Figure� 26.�
Paul� Smith
2012� S/S

(www.vogue.com)

Figure� 27.�
Paul� Smith
2006� F/W

(www.vogue.com)

Figure� 28.�
Paul� Smith
2010� F/W

(www.vogue.com)

않더라도 자신을 소개하는 친근한 공간의 역할을 한다 뿐만 . 

아니라 그는 코벤트 가든 매장 앞 도로공사에 사용된 보행

자 표지판을 윈도우 디스플레이 도구로 사용할 (Figure 30) 

정도로 다양한 오브제 및 주변 환경과 함께 공간을 연출하

기도 했다.  

폴 스미스 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윈도우 디스플레  

이는 그의 어린아이 같은 상상력과 유머를 비롯하여 그가 

수집한 오브제들과 패션 상품이 독특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

는 공간 구성이다 윈도 디스플레이는 구매하려는 소비자와 . 

매장 밖 보행자들까지도 포함해 모든 대중들과 소통이 가능

한 열린 공간이기에 폴 스미스의 패션과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폴 스미스는 자신의 의상과 액세서리를  디. 

스플레이 할 때 단순히 디자인을 잘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연출된 이미지 그 자체가 폴 스미스 패션이 되도록 구성한

다 이 때문에 폴 스미스는 패션 상품 혹은 옷과 액세서리. 

를 착용한 마네킹만으로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고 게임기와 , 

가방 과자 상자와 장갑 장난감과 선글라스 구(Figure 31), , , 

강 청결제와 셔츠 등과 같이 다양한 소품들과 함께 그의 패

션 제품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그의 전시 아이디. 

어는 독특한 오브제와 폴 스미스 제품이 결합해 만들어낸 

재미와 호기심으로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음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위트 있는 공간 연출이 지닌 이미지와 감성 , 

그 자체로 폴 스미스 패션이 전달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또한 폴 스미스는 패션과 예술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기도 한다 즉 소비자에게 시각적 감성적 자극은 물. , 

론 문화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켜 감성을 소비 하도록 한

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 역시 폴 스미스 개인의 취향과 관. 

심 분야를 보여주는 아비투스의 발현이며 폴 스미스 패션 

스타일을 비롯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 등을 추

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로 폴 스미스는 . , 

의 스티브 비숍 이나 닉 라마즈Figure 32 (Steve Bishop) (Nik 

와 같은 다양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윈도우 디스플Lamage)

레이 공간에 진열하여 쇼윈도를 전시장으로 활용했다 이와 . 

같은 시도는 대중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소개와 관심 유발 및 정보 공유를 하는 

한편 아티스트에게는 대중과의 소통 및 홍보의 기회를 마련, 

해 주어 매장이 작가와 대중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매

개공간으로 작용한다 즉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물론 매장의 . 

내부 및 외부 공간 전체를 다양한 분야의 전시회 출판회, , 

홍보 및 사교 모임 등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

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폴 스미스 패션이 지닌 친근하고 

정감 있는 이미지가 전달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와 같이 . 

폴 스미스 매장에서 보여 지는 연출된 공간은 패션에 잠재

된 그만의 아비투스가 반영되어 고객에게 보여주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폴 스미스 패션의 특징을 

체험할 수 있는 감성 소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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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pace� Display� in� Paul� Smith’s� Store

Display� of� Personal�
Collections

Spatial� Display� Created�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Display� Created�with�
Various� Objects

Collaborative� Display� with�
Various� Fields

Figure� 29.�
Display� of� Items� Purchased�

on� a� Trip,�
2010�

(blog.naver.com)

Figure� 30.�
Window�Display� Using�

Pedestrian� Signs,�
2009�

(www.iris-uti.blogspot.com)

Figure� 31.
� Paul� Smith's� Bag�with�
Video� Games� Console,�

2005�
(www.flickr.com)

Figure� 32.�
Steve� Bishop’s� “Staring� at�
Cat� Staring� at� Cat� Staring”,�

2007� �
(www.flickr.com)

결론V.�

본 연구는 폴 스미스와 그의 패션에 관하여 아비투스 관점

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폴 스미스의 아비투스를 살펴보기 위. 

해 그의 주변 환경과 인물 교육 관심 분야 가치관 등의 , , , 

성장 배경을 연구한 결과 폴 스미스에게 축적된 아비투스 , 

성향은 어린 아이 같은 상상력과 유머 왕성한 호기심과 관, 

찰력 편집증적인 수집과 메모 그리고 영국의 전통과 장인정, 

신의 사랑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폴 스미스 아비투스의 대표. 

적인 기본 성향인 어린 아이 같은 상상력과 유머는 아버지

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바탕

으로 독특하고 재치 있는 발상으로 패션에 나타났다 왕성한 . 

호기심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물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다른 시선과 영감을 얻어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증적인 수집. 

과 메모의 습관은 사물들을 두서없이 나열하는 병렬구조와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혼합하는 구성방식으로 

나타났다 영국적인 전통과 장인정신에 대한 사랑은 그의 고. 

향인 노팅엄을 중심으로 영국의 전통과 과거의 전통 테일러

링에 대한 애착과 관심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인의 취향. 

과 기질이 패션에서 발현된 폴 스미스의 아비투스 실현감각

은 디자인 및 브랜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폴 스미스 아비투스의 특성을 바탕으로 그의   

패션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폴 스미스 패션에 . , 

나타난 위트와 나열구조의 독특한 혼합은 전통과 장인정신

을 사랑하는 폴 스미스의 성향이 내포된 영국 전통 테일러

링 슈트에 어린아이 같은 기질이 발휘되어 구성과 디테일 

및 트리밍의 변형과 혼합 그리고 소재 및 프린트와 색상의 

혼합과 나열로 나타났다 또한 매장 디스플레이에서도 다양. 

하고 독특한 오브제의 활용 및 나열 구조의 혼합으로 의외

성의 재미를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요소간의 절제된 혼합의 . 

독특성 폴 스미스 디자이너 특유의 유머와 엉뚱함을 이용한 , 

전통을 살짝 비튼 변화와 지속이 균형 있게 혼합되고 나열

되어 궁금증과 재미를 유발하고 있다.

둘째 폴 스미스 패션에 나타난 지역 이미지의 고유성 및   , 

차별성은 그가 자라온 지역 환경에 기인한 과 영‘True Brit’

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존중과 공존을 추구 ‘Think globally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 테일러링and act locally’ . 

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을 상징하는 소재의 사용이나 타 지역

의 전통과 지역성이 공존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 

장에서도 노팅엄의 고유한 지역 이미지와 해외 매장에 위치

한 도시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을 표현하였다.

셋째 폴 스미스 패션에 나타난 새로운 남성상은 자유롭  , 

고 긍정적인 자신의 아비투스를 발휘해 여성복의 시각 요소 

및 여성적인 태도를 이용한 남성이미지 노동 계층의 거칠고 , 

건실한 남성 이미지 그리고 전통을 강조한 고전주의 엘리트 , 

남성 이미지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남성상의 변화와 발전을 . 

추구하는 새로운 남성 이미지를 창출하여 남성 소비자의 다

양성을 이끌어내었고 변화된 남성상은 폴 스미스 패션을 상

징하는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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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폴 스미스 패션에 나타난 감성과 소통의 친숙한 공  , 

간 연출은 매장 인테리어나 윈도 디스플레이에서 표현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아비투스의 성향에 따라 디자

인된 의상이나 액세서리와 같이 매장의 공간이 연출된다 이. 

와 같은 공간은 곧 폴 스미스의 패션의 특성과 직결되는 것

이기에 폴 스미스에게 매장은 패션인 동시에 소통을 위한 

아비투스 표현의 매체로서 그가 지닌 관심 분야와 폴 스미

스 개인의 취향과 기질을 대중과 공유함으로써 패션과 브랜

드에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패션에 실현된 아비투스는 디자이너 개인의 삶  

이 녹아든 고유하고 특징적인 문화적 토양에서 비롯된 취향

과 기질로 행위자인 디자이너에게 참신함을 제공하여 패션, 

에 차별화된 방향 제시 및 브랜드 각인에 작용하는 핵심요

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보았듯 폴 스미스는 자. 

신의 삶을 통해 길들여진 아비투스의 성향이 발현되어 독특

한 자기만의 예술적 창의성은 물론 정체성을 패션에 적극적

으로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패션이 세계화. 

로 인해 보편성과 획일화되는 현 시점에서 폴 스미스는 자

신만의 위트 있는 클래식 브랜드로 정체성 확립은 물론 패

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그러. 

므로 각 브랜드의 정체성과 패션의 차별화를 확립하기 위해

서는 디자이너 개인의 아비투스 성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뿐만 아니라 아비투스 관점으로 성공 요인 등을 도출해 

내어 브랜드 기획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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