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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의 의상분야 연계를 통한 전시유형 연구

A Study on Ornaments’ Exhibition Type through Connection with 
Costume Field

김태환*

KIM TAE WHAN

요 약 몸을 치장하기 위한 오브제는 인류가 시작된 원시시대부터 아주 중요한 문화였다. 사회적 지위나 부의 상징물,

또는 개인적 치장을 위한 장신구는 장식성, 화폐성, 희소성, 역사성 등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귀중함을 중시하는 전통보다 지적 개념이 더욱 가치 있었던 20세기 후반부터 장신구 분야는 예술적 활동과 미적가치

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작가중심의 표현주의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현대 장신구는 소재나 기술을 강조

하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예술장르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표현주의적 성향은 예술성을 강조하면서 1960년대부터 장신구만을 위한 갤러리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특히

이시기부터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많은 장신구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이처럼 장신구 전문 갤

러리의 등장은 장신구가 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신구를 전시하는 데 있어 인체와 의상의 결합을 통한 두 가지 전시유형의 연구이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전시방식에서 벗어나 패션쇼를 갤러리에 끌어들임으로써 관람자와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 전시방법을 제시

한다. 두 번째는 장신구와 의상과의 소통을 위해 의류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적극적 전시홍보

를 위해 패션브랜드 매장에서의 전시방법을 제시한다.

주요어 : 장신구, 인체, 의상, 패션쇼, 콜라보레이션

Abstract Jewelry Object to adorn a body with has been a very important culture since the primitive age when history 
of human beings started. Ornaments for social status or wealth's symbolic icon otherwise for private embellishment have 
been developed with various properties such as decorative, monetary, scarce, historic ones. However, since the latter 
20th century, when intellecture concept was more valuable than the tradition laying emphasis on preciousness, with 
counting of artistic activities and aesthetic values, they have had expressionistic tendency centered on artists. In this 
manner, modern ornaments have been developed as an artistic genre deviating from traditional way in which material or 
technology was emphasized. While this expressionistic tendency emphasized artistic value, galleries only for ornaments 
have been started since 1960s and especially from this period, a lot of experimental and revolutionary ornaments works 
deviating from traditional way have been exhibited. The appearance of galleries specialized in ornaments as described 
abov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ornaments’ development to an artistic genre. 
This study is the one in respect of two exhibition typ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human body and clothes in displaying 
ornaments. The first one represents active displaying way for the communication with audience by introducing fashion show 
to galleries deviating from general exhibition way. The second one plans to run a project collaborating fashion brand for 
the communication between ornaments and clothes and represents displaying way in the shop of fashion brand for active 
exhibition publicity.

Key words :  Jewelry, Fashion show, human, clothes,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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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장신구는 원시시대에서 현대(사회)까지 다양한 형태

로 발전되어왔다. 현대에 와서는 더욱이 물질적 가치를

떠나 정신적·정서적인 면이 강조되면서 예술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술적 활동과 미적가

치가강조되면서다양한소재를활용하였고장신구자체

가 오브제가 되어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미술품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기능들은 새로운

예술사조의 부상과 멀티패션산업의 다각화로 다양한 사

회적·정신적가치를담는역할을하고있다. 장신구예술

가들의전통적인가치에대한끊임없는질문과노력으로

오늘날의장신구는재료나기법에대한편견을무너뜨렸

을 뿐 아니라 예술의 한 형태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러한 경향은 장신구가 착용이라는 기능을 떠나 작은 오

브제로 제작되거나 장신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효과를

얻기 위해 일회용으로도 제작된다. 한편, 인류문화의 발

전과함께지속적으로변모해왔던의상은최근표현영

역의확대및소재나기법의공유가능성때문에현대예

술 분야의 흥미로운 표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것은 셰이프드 캔버스 혹은 소프트 스컬프쳐의 형태로

드러나기도하며때로는퍼포먼스의매체로제작되는등

확대된 장신구의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

러한 특징들은 뮤지컬, 영화, 오페라 등의 공연예술에서

조명, 음악등과함께의상디자이너의조형언어로사용되

어의상의표정을과장시키거나주제전달을확실하게해

주는역할을하게된다. 장신구역시일상에서인체에착

용 되거나 미술품으로써 전시되는 것보다 더욱 강렬한

독립성을 가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히 패션쇼에서

의장신구는장식성을떠나역동성을가지면서독립적인

예술품이자 동시에 상품성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 즉 장신구의 표현으로서의 정

신적가치를떠나본래의상품적기능을되돌아볼수있

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장신구와 인체, 의상의 결합을 목적으로

하며 그 방법으로 패션쇼에서의 의상과 협업한 캣워크

프리젠테이션, 의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장신구에 있어서 다양한 전시유형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공연예술 속의 장신구

1. 현대장신구의 새로운 경향

1970년대부터는 장신구가 단순히 인체의 장식적 대

상이 아닌 개인 예술가의 표현 매체로 이용되면서 현대

예술의한형태로자리잡았다. 이러한경향은미국을중

심으로 활발하였으며 현대미술의 아방가르드한 경향에

경도된장신구예술가들과조각가들에게 ‘소형조각품’으

로서의 장신구 제작에 주목하게 하였다. 예술가로서의

장신구작가들은이렇게기존의장신구개념에끝없이도

전함으로써자유로운재료의선택과기능의새로운해석

을 시도하였다.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점은 장신구의

착용성에 관한 문제였다. 다시 말해 장신구 개념의 확대

로 인하여 표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반드시 착용을

전제로제작되지않는진보적성향의장신구들이등장하

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급진적 성향의 작품들은 착용성

을 고려하기보다는 작가의 의도로 연출된 무대 위에서

혹은 사진작업 속에서 일회적으로 착용되거나 일회적일

수도 있고 한 장면만을 위한 소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진보적 장신구 작가들은 장신구 자체만을 위해

독립적으로제작하는것이아니라, 공간이나착용대상을

고려하여 그들의 생각을 주로 사진 작업들을 통한 결과

물로서 나타내며, 또한 장신구를 작가의 재치와 아름다

움, 환상, 철학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나 정치,

사회적 발언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그

들의 작품은 다분히 독특하고 은유적이라 할 수 있다.

장신구 자체만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공연예술의 형태인

연극, 영화, 오페라, 패션쇼등을위하여제작되는장신구

는주로다른예술장르인의상이나사진과의공동작업

을 통해 더욱 주제전달이 강해진다. 특히 의상은 심미적

특성과 조형적 탄력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미술작품의

훌륭한소재가되어왔고, 평면과입체, 시간적, 물리적운

동성과정물성이결합해존재와부재를동시에드러내주

는 의상 특유의 시각성으로 말미암아 미술장르의 내적

구분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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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캐롤라인 브로드헤드, 언레이스드 그레이스, 1995, 영국
밴버리 밀 아트 센터에서의 무용 공연(클레임 러스와
협업)

Figure 1. Caroline Broadhead, Unlaced Grace, 1995 Dance
performance at Mills Art Centre,
Banbury(Collaboration with Claime Russ)

그러한 가운데 장신구 작가들이 공연예술, 특히 패션쇼

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1960년대 이후 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이는 Sain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의 교수와 실험적인 미국 장신구의 영향을 받은

졸업생들의작업에서그내용을볼수있다. 당시영국은

의상 디자인의 발전이 활발했었고 의상에 관심이 많은

장신구작가들이졸업후적극적으로패션쇼에참가함으

로써의상디자이너와의공동작업의장을열기시작했다.

이러한의상, 미술, 장신구제작그리고인체와의연계성

연구는 추후 공연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각각 독립적으로서가 아닌, 공연이나

사진작업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왔으며 공연예술을 위한

장신구는꾸준한도전의식과다른예술분야에대한이해

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2. 패션쇼를 통한 장신구 프리젠테이션 연구(실제사례연

구)

패션쇼는최근유행을보여주고향후유행을제안하

는것으로의상형태, 소재, 색상, 연출등과같은가장최

근 트렌드를 보여준다. 최근에는 패션쇼에 효과를 극대

화하기 위하여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하거나 공연에

서 사용되는 매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패션쇼의 정의를

살펴보면, Mary D Troxell은 ‘패션쇼란음악, 해설자등과

함께 모델이 의상을 착용하고 등장하여 관객에게 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Winters & Stanley

Goodman은 ‘패션쇼란 패션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

중에 가장 극적이고 압도적인 것으로 생동감 있고 움직

임이 있는 형태로 작품을 보여주는 촉진적 매개체’ 라고

정의하고있다. 즉, 보여줌에있어서모델들이입는작품

들을 더욱 돋보이도록 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 등을

사용하는 공연과 같은 쇼의 형식을 취하여 관객들에게

보다 생동감 있게 어필하는 것이다. 이는 사진이나 광고

또는 디스플레이 된 의상이나 장신구를 보는 것과 같은

간접적 경험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생하게 의상과 소품

을착용한모델을보고느끼는직접적인경험을통해관

람자는 최신 유행이 투영된 자신의 모습이나 다른 사람

들을그려볼수있게된다. 장안화·박민여, 「현대패션쇼

에 나타난 퍼포먼스적 요소」, 한국복식학회지 제51호,

2001, p73. 전시장에 놓여 디스플레이 된 장신구보다 패

션쇼속에서의상과어울려잘조화된장신구들은그주

제를더욱강하게전달할뿐만아니라다른영역과어우

러져 그 예술적 가치가 상승될 수 있다.

그림 2. 본인의 금속장신구 작품의 전시장 모습
Figure 2. The exhibition room with my works of metal

ornament

그림 3. 본인의 금속장신구 작품의 전시장 모습.
Figure 3. The exhibition room with my works of metal

ornament

그러나 작은 오브제인 장신구에 있어 디스플레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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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법을통하여보다정밀하게관찰할수있다. 전시형

식을 통한 세심한 작품 감상과 공연형식을 통한 생동감

있는 주제전달을 위해 갤러리에서의 패션쇼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림 4. 전시 작품(김태환)
Figure 4. My exhibits

이번 전시를 통해 장신구들은 관람자와 소통하고 교

류하는 매개체가 된다. 관람자는 감상자의 입장으로 작

품을 경험하고 패션쇼를 통하여 작품의 주체가 되어 작

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5. 무대 왼쪽에 위치한 스크린(작품 이미지, CAD 자료)
Figure 5. A screen located in the left side of the stage

그림 6. 전시 현장의 패션쇼 무대
Figure 6. The runway in the exhibition

이번 전시의 목적은 전시장의 전시형식에 인체와 의

상을 끌어들임으로서 전시장의 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

나생동감있는새로운이미지를만드는것이다. 한공간

에서의두가지형식의진행을위해양보와절충이필요

하며 이를 위해 절제된 무대와 백스테이지, 부조실이 노

출되지 않도록 전시장 끝과 옆에 위치한 두개의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였다.

그림 7. 패션쇼에 모델이 작품을 착용한 모습
Figure 7. A model wearing one of my works at the show

패션쇼를 통해 관람자는 작품의 착용 가능성과 육체

와의 연관성을 가지며 감각적인 지각을 통해 소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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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패션쇼에 모델이 작품을 착용한 모습
Figure 8. A model wearing one of my works at the show

이 연구는 2007년 금산갤러리 초대전으로 열린 본인

의 개인전오프닝행사로열린장신구패션쇼이며, 패션

디자이너 간호섭의 의상 작품과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일반적인패션쇼에서장신구는의상을돋보이기위한수

단으로서부속적인아이템이다. 그러나이번패션쇼에서

는 장신구가 주체가 되어 의상은 장신구의 배경이 되었

다. 일반적인 전시장에서와 같이 갤러리 안에는 장신구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갤러리 내부 한쪽에 패션쇼 캣워

크무대를설치하고조명, 음악등공연예술의요소를준

비하여 진행되었다. 전시를 보기 위해 방문한 관람자들

은종합공연예술인패션쇼를통해장신구들을더욱생동

감있게관람하게되었다. 이번패션쇼가진행되기전관

람자는패션쇼의기대와흥분으로장신구들을더욱흥미

롭게 관람하도록 유도하는 기회가 되었다. 패션쇼를 위

해준비된조명과음악은전시장에서관람자들이장신구

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려한 스텐드형 입체조명을 포기

하고전시장천장에스폿조명과작은스피커를위치하게

하였다. 패션쇼에서의장신구는의상과관계하여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고 개인적인 정적표현에서 벗어나 장신

구의 예술적 가치를 적극적 표현으로 확장된 이미지를

만들고자하였다. 관람자들은갤러리에서패션쇼라는생

동감 있고 적극적인 전시형식을 경험하였고, 장신구의

새로운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Ⅲ. 장신구와 패션의 콜라보레이션

장신구의 예술 형태는 작가들의 창의성과 예술을 향

한 대중의 관심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되었으

나 표현위주의 현대장신구 경향은 예술작품으로 관람자

와 일방적인 소통을 강요하였고 극단적인 실험적 태도

또한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람자와의 일방적 태도는 육

체와의관계를부인한채독단적양상을띠게되었다. 장

신구는 분명히 회화도 건축도 아닌 인체와 결별하여 존

립할 수 없으며 착용이라는 기능적 특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장신구가 예술의 영향으로 극단적인 예술성을 가

진다 하더라도 자족할 수 없으며 항상 인체와 관계한다.

의상과 장신구에 있어 인체는 주제이자 매개체이다. 의

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관객과의 소통함에 있으며 장

신구에 있어 관객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보

다 선별된 많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의류브랜드 콜라

보레이션을 기획하였다.

1. 장신구 마케팅 현황

산업화로 물건들이 대량생산되면서 디자인에 있어

기능성과 실용성을 조형의 원칙으로 삼았고 이와 같은

산업화는장신구에있어서도커다란영향을미치게되었

다. 기능성과 실용성이 강조되면서 장식적이고 화려한

것에 부정적 성향을 가지며 장식적인 장신구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예술적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 장신구

의 예술적 경향은 장신구가 예술의 한 형태로 인식되면

서높은사회적위치를갖게되었다. 사회가빠르게변모

하면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주체는 판매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중심에는 제품과

고객사이의지속적인관계를구축하기위한마케팅이있

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경제에 발맞추어 주얼리 산업도

고객들의 우선순위, 욕구, 관심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시장의 생명을 좌우하게 되며, 주얼리 산업도 고객과의

관계구축이매우필요하다. 과거의판매자와소비자만의

관계를떠나고객을위한정보를가지고더한층업그레

이드된 고객과의 관계를 위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나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고 고객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연관성이있는제품을마케팅하며이러한고객

과의 꾸준한 관계는 주얼리라는 특성상 보장된 환금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 본고의 3

장에서는효과적인장신구의상업적기능을모색하기위

한방안으로장신구의브랜딩마케팅에관해연구하고자

한다.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에 대해 갖는

전체적인 인상을 말하는데, 소비자는 심리적 표상을 이

용해서한브랜드를다른브랜드와구분하며또이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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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행동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는 매우 중

요하다. 이것은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하여 갖는 일련의

아이디어, 느낌, 태도이고 제품의 사회적, 심리적 본질이

며 제품에 대한 특성 혹은 개성이다.

브랜드는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되어 연상하는 모두

의복합적인이미지로볼수있고브랜드이미지는기능

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학적 등의 여러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즉브랜드이미지란한가지면을강조하기보다는

여러 측면이 복합된 개념으로서 감정이 여러 정보와 결

합되어형성된소비자의심리적구조체계이다. 의상분야

와의브랜드콜라보레이션마케팅을통한상업적가능성

을 모색하는 방안으로는 기존의 독립된 의상, 장신구의

각 각의 브랜드에서 벗어나 한 분야의 브랜드를 확장하

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대기업유명 브랜드에서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시장을 만들기보다 성공을 거둔 기존

제품의브랜드나기업브랜드를다른제품시장의신제품

에사용하는브랜드확장(Brand Extension)이 중요한마

케팅전략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소비자 입

장에서는 새로운 브랜드의 지각위험을 낮출 수 있고 브

랜드확장을효과적으로수행한다면신제품출시에필요

한 광고비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온다. 브랜드 확장을 위해서는 모 브랜드가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야하며, 또한 소비자에게 높은 인

지도를 얻고 있는 브랜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

입할때기업아이덴티티의평가요소들이새로운제품에

도 전이 되어지는 후광효과(Halo Effect)가 존재한다.

장신구와 패션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은 기업측면에

서 보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부가

가치생산하며장신구작가입장에서는사회와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가 된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의 장신구는

상업적인기능을충실하기위해다방면으로마케팅전략

을 가지고 방법을 찾고 있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장신

구의브랜드이미지를확립하고브랜드입지를강화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의류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제이 로즈로코

뉴욕(J. Roseroco. NewYork)

장신구는 인류의 역사에서부터 많은 변화와 발전과

정을 거치며, 그 기능도 다양하게 확대, 변화되고 있다.

현대에 들어 의상과 어울려 새로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장신구의필요성이크게인식되어지며전체적인조화속

에의상디자이너와의협업에의한개인의개성표현에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획일화된 패션지향에서 개성화

를 표현하기 위한 토탈 패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패션브랜드는 예술과의 다양한 협업을 시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화된 두 가지 브랜드나 브랜드

와아티스트가만나브랜드이미지에새로움을부여하고

혁신적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패션

브랜드는 새로운 전문화된 장신구 브랜드, 개성 있는 장

신구 작가를 찾고 있다. 자체 개발보다는 이미 전문적인

디자인개발과생산과정의경험이있는브랜드혹은작가

와의 협업을 통해 브랜드 영역을 확장하고 시너지 효과

를 얻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그림 9. J Roseroco. New York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를 위해 제작된 Invitation Card

Figure 9. Invitation Card for the collaboration project of
J Roseroco. New York

이번콜라보레이션프로젝트는관람자와의적극적소

통을 전제로 한다. 이는 관람자와 소비자가 다르지 않으

며의류브랜드로서가지고있는이미지를장신구에부여

함으로서소비자에게강한인상과소비까지도끌어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패션브랜드에 새로운 장신

구브랜드를 만들어 기존의 브랜드이미지를 확장하고 브

랜드이미지에 작가적 창의성을 더하여 예술적, 감각적

브랜드이미지를만드는것이다. 이번프로젝트를위해 1

년 동안 기획하였고 전시홍보를 위해 마크, 상품디자인

및제작, 브랜딩, 포장, 홍보디자인, 홍보방법,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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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여러가지가포함된다. 이번프로젝트에서는마크, 상

품디자인 및 제작은 본인이, 포장, 홍보, 디스플레이는 J

Roseroco. New York에서 기획하였다.

그림 10. J Roseroco. New York 콜라보레이션 프로젝
트 외부경관

Figure 10. Outdoor landscape of the collaboration
project of J Roseroco. New York

그림 11. J Roseroco. New York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위
해 제작된 제품 디스플레이(매장 2층)

Figure 11. Goods for the collaboration project of J Roseroco.
New York (the 2nd floor of the shop)

갤러리가 작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라면 이번에 기획된 매장 내 전시는 관람자들이 적극적

으로 작품에 참여하여 작품의 주체가 된다. 관람자들에

게 작품의 이해를 돕고 판매까지 끌어내기 위해 도우미

를 매장 곳곳에 배치하였다. 제이로즈로코 뉴욕은 1998

에 설립된 의류브랜드로서 고퀄리티의 수입제품과 국내

제작제품을다루는고급브랜드의의류업체이다. 본콜라

보레이션은 이곳의 제안으로 2010 런칭 발표를 목표로

2009년부터제품기획및디자인이시작되었으며 2010 브

랜드런칭을시작으로서울본사및백화점등에서판매

활동이진행되었다. 이번에장신구프로젝트에서작가적

예술성과창의성을바탕으로인체에착용이용이한상업

적장신구, 즉예술상품이개발되었다. 이러한예술적상

품의가치는소비자에게감성적이미지를부여하고제품

의희소성과차별성으로소비자의심리적욕구를충족시

킨다. 이러한 감성적 이미지는 기존 패션브랜드에 새롭

고흥미로운이미지를부여하고작가는인지도의상승과

영역확장가능성의기회가되었다. 더불어장신구시장이

갖는한정된판매루트에서벗어나의류매장을통한적극

적 판매유통망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

가 되었다.

Ⅳ. 결 론

본고에서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갤러리를

통한작품발표와소규모판매유통을통한장신구의소극

적전시활동에서벗어나예술적가치를구현하는동시에

사회적기능의확대를위해의류분야와의협업프로젝트

를두가지전시유형으로제안해보았다. 첫째, 장신구의

새로운이미지확대를위하여패션쇼에서의의상과장신

구의연계성을시도하였다. 패션쇼라는특정형식에서기

인한일회성및공연적인성격때문에작품이지닌진실

정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갤러리에서 작품전시와 패션쇼

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전시장의

전시방법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생동적인 전시형태

를 체험할 수 있었다. 예컨대 장신구가 표현하려는 주제

는 패션쇼의 형식과 적절히 융합함으로써 보다 강하게

나타낼수있었다. 더불어그러한시도는조명과의상그

리고 음악, 무대 등의 종합예술적인 공연형태로 인해 새

롭고확장된전시형식을만들수있는계기가되었다. 둘

째, 패션브랜드와의콜라보레이션을통해장신구에예술

상품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사회와 보다 넓게

소통하는 가치 확장의 가능성을 얻었다. 패션브랜드에

작가적, 예술적 이미지를 부여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

들고이러한감성적이미지의부여로판매상승의가능성

을제시할수있었다. 따라서본연구는장신구와의류분

야와의 협업을 통해 영역확장의 기회가 되었고 작가적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예술적 가능성과 작품의 상업적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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