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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적으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배타성을 유지

해왔지만, 21세기 디지털 사회에 들어서면서 소비자

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루이비

통(Louis Vuitton) 남성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버

질 아블로(Virgil Abloh)는 최근 5년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트렌드의 상향전파 현상이 나타났

다고 언급하기도 했다(Highsnobiety & Boston Consul-

ting Group [BCG], 2020). 그러나 여전히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트렌드 형성의 주체일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루며 패션 산업의 전반을 이끌어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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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generations Y and Z gain influence, luxury fashion brands are interacting with younger digital consumers

through fashion film, seeking to offer them a differentiated brand experience. Using a literature review address-

ing characteristics of fashion films as a communication medium and luxury fashion brands' heritage in the digi-

tal era, this study examines how brands express their heritage through fashion film, categorizing those ex-

pressions in terms of implicit meaning. The case study analyzed films from Louis Vuitton, Chanel, Dior, and 

Burberry uploaded to YouTube between 2018 and 2020. First, to retain their status as luxury, brands emphasize 

historical legitimacy. Specifically, they highlight their iconic historical image, their succession of creative di-

rectors, valuable historic locations, and diversity of consumer's brand experiences. Second, by stressing crafts-

manship, integrating contemporary art and local culture, and utilizing a museum aura, they use brand heritage

to acquire luxury status. Third, they attempt to mythify the founders by creating the persona of the fashion de-

signer and the artist. The results show that the heritage depicted in fashion films is a key way in which luxury 

fashion brands resolve the tension between accessibility and exclusivity that they encounter and to get consu-

mers emotionally engaged with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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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시장에 등장한 Y, Z세대는 2018년 전체 

럭셔리 소비의 33%를 차지하였으며(D'Arpizio et al., 

2019),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6년에는 61%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Highsnobiety & BCG, 2020). 

이들은 기성 소비자들과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이며, 

패션 브랜드에 상품을 넘어 스토리와 경험을 기대한다

(Hoang, 2017). 또한 사회문화적 이슈에 대한 브랜드 태

도를 중요시 하고, 소비를 통해 정체성을 표출한다(The 

Business of Fashion [BoF] & McKinsey & Company, 

2018).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며(Francis & Hoefel, 2018), 소셜 미디

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소

비자들의 관심이 움직이는 영상으로 확장되면서, 유

튜브(YouTube)와 같이 영상 콘텐츠가 기반인 소셜 미

디어의 브랜드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B-

rand Finance, 2019).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폐쇄적인 전략을 고수

하던 럭셔리 패션 브랜드도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특히 

감각적인 패션필름을 매개로 브랜드 메시지와 가치를 

전달한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은 영

상 콘텐츠가 물리적인 브랜드 경험을 대체하는 경향

을 가속화하였다. 이때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헤리티

지는 소비시장의 잦은 변화로 인해 위협받는 럭셔리

의 지위를 유지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중추적인 자산으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하게 표현

되고 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패션필름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으며 패션필름에서 브랜드 헤리티지가 지속

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가 미흡한 바 럭셔리 패션 브랜드 패션필름의 헤리티

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패션필름과 럭셔리 패

션 헤리티지의 차별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

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패션필름에 표현된 헤리티

지를 해석하고 유형화하고자 한다. 헤리티지 관점에

서 패션필름을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소비자들에게 브

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헤리티지와 패션필름의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패션필름의 현황 및 매체적 특성, 럭셔리 

패션 브랜드 헤리티지의 개념 및 차별적 특성에 대한 

문헌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럭셔리 패션 브

랜드의 패션필름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패션필름에 표

현된 럭셔리 패션 헤리티지를 유형화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튜브의 댓글과 구독 기능은 상호작용이 가능하

여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유튜브를 패션필름의 주

요 배포 채널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그 영향

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위한 패션필

름은 브랜드 유튜브 계정에서 추출하였다. 

연구 브랜드 선정을 위해 브랜드 가치와 패션필름에

서의 헤리티지 활용 정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Brand Finance와 Interbrand

가 발표한 브랜드 가치 순위에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선정된 럭셔리 패션 브랜드 중 세계 4대 컬렉션에 참

가하는 브랜드로 한정하였다. 나아가 해당 브랜드들

의 패션필름 및 헤리티지 활용 정도를 살펴보면 <Ta-

ble 1>과 같다. 그 중 에르메스(Hermès)의 패션필름은 

Number of 

subscribers

Usage of heritage in 

fashion film n/N (%)

Number of uploaded fashion films

2016.01.01. ‒ 2020.12.08.

2020.12.17. 2018.01.01. ‒ 2020.12.08. 2016 2017 2018 2019 2020

Louis Vuitton 468K 31/166 (18.6) 10 17 26 64 76

Chanel 1.7M 112/384 (29.1) 99 93 117 132 135

Dior 885K 230/623 (36.9) 12 134 187 239 197

Burberry 350K 17/55 (30.9) 70 30 26 15 14

Hermès 134K 23/118 (19.4)

Gucci 658K 7/150 (  4.6)

Table 1. Luxury brands’ fashion film and its usage of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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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제 승마술 경기(Saut Hermès)를 다루고 있

으며, 구찌(Gucci)의 경우도 헤리티지보다 유스 컬처

(youth culture)와 같은 사회문화 이슈를 표현하는 경

향을 보여 헤리티지의 다양한 표현을 고찰하는 본 연

구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루이비통, 샤넬(Chanel), 디올

(Dior), 버버리(Burberry)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8년부터 

루이비통, 샤넬, 디올의 업로드된 패션필름 개수가 모

두 증가하였다. 버버리 패션필름의 경우 양적으로는 

감소하였지만, 해당 기간 동안 다양한 헤리티지 표현

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로 포함한다. 아울

러 2018년 유튜브는 패션 저널리스트 데릭 블라스버

그(Derek Blasberg)를 영입하여 새롭게 패션 뷰티 콘텐

츠 파트너십 부서를 구성하며(Fernandez, 2018) 패션

필름의 영향력이 성장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유튜브에 업로드된 루이비통, 샤넬, 디올, 버버리

의 패션필름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패션필름의 특성

패션필름이라는 장르는 단편적인 패션과 영상의 

만남을 넘어 패션, 영화, 영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

진적으로 영역을 구축하였다(Kim, 2021). 패션필름

은 2000년대 이후 문화적 적합성을 획득하며 패션 산

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Uhlirova, 

2013), 특히 최근 5년간 소셜 미디어의 언어로서 영상

이 문화적 소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Rees- 

Roberts, 2018). 새로움을 추구하는 패션 산업의 패션

필름은 디지털 환경의 확장에 따라 범위와 유형이 빠

르게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필름을 패션 브

랜드가 소비자들의 브랜드 이해를 높이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모든 영상물로 포괄적으로 이

해하고자 한다. 

잠재적 주요 소비자인 Y세대는 1980년에서 1994년

생으로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라 불리며, Z세대는 

최초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서(Global-

WebIndex & Snap Inc., 2019) 1995년부터 2010년생을 

포함한다(Francis & Hoefel, 2018). 이러한 젊은 디지

털 소비자들의 출현으로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고 패

션의 비물질적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브

랜드들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모색하였다. 

특히 디지털 세대들에게 때로는 오프라인 환경보다 

온라인 환경이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

하기 때문에(Kim, 2021) 디지털 브랜디드(branded) 콘

텐츠로서 패션필름이 활용되고 있다.

패션필름이 비교적 최근 독립적인 영역으로서 영

향력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다른 매체와 구별되는 특성 때문이다. 패션필름

의 차별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

다. 첫째, 패션필름은 관람자의 다감각을 자극하여 

시간적 차원의 복식 경험을 제공한다. 패션사진과 달

리 움직임과 시간이 내재되어(Kwon & Yim, 2018) 라이

프 스타일을 몰입적으로 전달한다(Geczy & Karami-

nas, 2016). 이때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시 ·청각 요소와 

가상적 요소는 브랜드 미적 표현의 장을 넓히고(Son & 

Kim, 2019) 창의적 ·첨단적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한

다(Kwon & Yim, 2016). 나아가 촉지각을 유발하여 감

각 경험의 부재를 상쇄하기도 한다(Kwon et al., 2019).

둘째, 패션필름은 디지털 영상이라는 특성에 의해 

가상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여 물리적 브랜드 경험을 대

체한다. 예로 슬로 모션(slow motion), 클로즈업(close- 

up) 기법과 같은 편집을 통해 원하는 대상을 극적으로 

표현하여(Kim, 2021) 관람자의 가상 브랜드 경험의 몰

입도를 높인다(Huh et al., 2016). 특히 럭셔리 패션 브

랜드의 패션필름은 아틀리에(atelier)와 같이 물리적

으로 제한되었던 영역을 공개하여 럭셔리의 희소가치

와 환상은 강조하되(Dion & Borraz, 2015) 온라인상에

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 독립적인 매체

로서 영향력을 얻으면서 패션필름이 패션쇼를 대체하

는 현상도 이에 해당된다. 

셋째, 수동적인 광고와 달리 패션필름은 소비자들

이 주체적으로 직접 찾아 관람하므로 브랜드와 소비

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특히 패션필름만

의 특성인 연재(serialization)는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한다(Beom & Yim, 2018). 또한 관람자가 시공간의 제

약 없이 정지, 되감기 등 조작행위를 통해 관람-사용자

(spectator-user)로 확장되면서(Uhlirova, 2013) 개인화

된 브랜드 경험이 발생한다. 나아가 패션필름이 소셜 

미디어에서 확산되면서 다양한 소비자들이 자발적으

로 콘텐츠를 향유한다(Beom & Yi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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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패션필름은 예술적 표현을 통해 소비와 표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Khan, 2012). 브랜드

는 외부 예술가의 예술적 권위를 이용하여 브랜드 이

미지를 고급화하고 예술적 신뢰를 강화하여(Rees-Ro-

berts, 2018)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미지를 은폐시켜 소

비자들의 거부감을 상쇄하고자 한다. 이러한 패션필

름의 차별적 특성들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직면한 

대중성과 희소성 사이의 모순을 해소한다. 

2. 럭셔리 패션 헤리티지

럭셔리의 개념은 시공간 및 경제적, 사회문화적 맥

락에 따라 변화해왔다(Roberts & Armitage, 2016). 우

선 인식 매커니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열망하는 대

상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Kim, 2021) 럭셔리의 

소비는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Dion & Arnould, 2011). 한편 생산 매커니즘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속 럭셔리는 유통 및 마케팅 시스템에 의

해 구체화된다(Dion & Arnould, 2011). 

관습적 럭셔리는 제한된 유통 전략을 기반으로 희

소성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젊은 디지털 소비

자들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환경이 확장되

고, 오프라인 기반의 럭셔리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독

점적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전통적 럭셔리의 

개념에 경험적이고 유동적인 관점이 더해진 비관습적 

럭셔리 개념이 등장하였다(Thomsen et al., 2020). 단

순히 소비하는 사람과 구별되어 브랜드 이념을 이해

하는 한정된 소비자들의 공감이 선행될 때 럭셔리 브

랜드로서 인지된다(DeLeon & Klanten, 2019). 또한 소

비자들이 공유된 사회적 의미보다 개인의 의미를 중

요시하므로(Thomsen et al., 2020) 럭셔리 브랜드에는 

개인화된 브랜드 경험과 소비자 참여에 의한 감정적 

유대감이 요구된다(Arnault, 2019).

이처럼 럭셔리의 의미가 변화함에 따라 럭셔리 패

션 브랜드들은 전통적인 희소가치와 대중성이라는 양

가적 목적을 갖게 되었다. 이때 브랜드 헤리티지가 장

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는 헤리티지의 개념은 역사 ·

사회문화 영역의 헤리티지와 구별된다. 지속적으로 

브랜드 자산 관리 측면에서 헤리티지를 고찰한 연구

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Dion & Mazzalovo, 2016) 패션 

산업 맥락의 헤리티지는 그 자체로 가치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가 헤리티지를 전략적으로 활용

하는 과정에 의해 진정한 가치를 형성한다(Urde et al., 

2007). 따라서 광의의 헤리티지가 아닌 패션 산업 속 

럭셔리 패션 브랜드만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럭셔

리 패션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헤리티지가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오랜 브랜드 역사 동안 축적된 헤리티지는 차별적 

포지셔닝에 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Urde et al., 

2007) 브랜드 스토리, 경험과 융합된다(Dion & Maz-

zalovo, 2016). 나아가 럭셔리 패션의 비물질적 가치와

(Neira García, 2018) 문화적 시의성에 대한 중요성 증

가, 디지털 아카이브의 역동성 증가(Martin & Vacca, 

2018)와 함께 최근 비관습적 럭셔리의 등장은 헤리티

지의 특성을 확장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럭셔리 패션 헤리티지의 차별적 특

성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헤리티지

는 연속된 시간적 가치로서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

용하여 시의적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본다(Urde et al., 

2007). 나아가 과거를 기반으로 바라본 현재와 미래의 

연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Martin & Vacca, 2018). 이

러한 맥락에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혹은 창립자의 

계승된 권위를 기반으로 예술적 비전을 표현할 때 럭

셔리의 아우라를 유지한다(Dion & Arnould, 2011). 또

한 과거부터 축적되어온 브랜드 시그니처와(Fionda & 

Moore, 2009) 장인정신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현재

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 

둘째,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역사적으로 문화가치

가 높았던 지역의 가치를 브랜드 헤리티지로 흡수한

다(Neira García, 2018). 문화적 상징이 내재된 패션 문

화는 특정 지역의 경제 ·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형성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세계 패션 문화의 높은 권

위를 갖는 파리와(Lee, 2014) 상징적인 플래그십 스토

어는(Dion & Borraz, 2015) 장소의 가치 연상을 통해 

헤리티지를 확장시킨다. 

셋째, 비관습적 럭셔리 소비에 문화적 시의성이 결

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헤리티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

회문화적 브랜드 문화유산으로 확장되었다. 브랜드 

헤리티지 활용의 기본적 형태인 아카이브 및 뮤지엄 

관리와(Martino & Lovari, 2016) 스타일의 문화적 유산

인 아틀리에 보존은(Barrère, 2013) 브랜드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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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Kim, 2021). 이를 

활용한 패션전시는 상업적인 럭셔리 제품에 예술품

의 아우라를 전달하여(Dion & Arnould, 2011) 상업성

을 은폐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패션 현상에 대한 사회

성 증가, 패션 박물관학에 의한 헤리티지 개념의 확장

으로 인해 패션전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Neira 

García, 2018).

넷째, 소비자들이 헤리티지에 공감하여 자발적으

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헤리티지의 가치가 형성된

다. 이는 개인들의 유동적 · 감정적인 관계가 구축되

는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다(Cho & Kim, 2019). 따라서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참여 경험을 제공하거

나 다른 소비자들의 브랜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

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Kim, 2021). 

다섯째, 브랜드에 중추적 역할을 한 창립자가 다

양한 헤리티지 스토리텔링으로 활용된다. 이는 비밀

스러운 브랜드 내부를 공개하는 태도를 전달하여 브

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높인다

(Martin & Vacca, 2018). 이때 창립자의 페르소나를 통

해 예술적 권위를 강조하고 문화적 존재로 각인시킴

으로써(Park & Park, 2016) 럭셔리로서 정당성을 부여

받는다.

III. 패션필름에표현된럭셔리패션

헤리티지

본 장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루이비통, 

샤넬, 디올, 버버리 패션필름에 대한 사례연구를 한다. 

패션필름과 헤리티지의 차별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

타난 사례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패션필름에 표현된 헤리

티지를 유형화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1. 역사적 정통성 강조

헤리티지는 시간적 가치로서 오랫동안 축적되면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브랜드는 역사적 가치를 강조

함으로써 과거부터 럭셔리로서 지위를 유지해왔음을 

전달하여 정통성을 강조한다.

1) 브랜드 역사

브랜드는 헤리티지를 통해 과거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브랜드 역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지속적

으로 전달한다. 패션필름을 통해 우선 브랜드 역사를 

직관적으로 연상시키는 창립에 대한 이미지가 은유적

으로 표현된다. <Fig. 1>은 버버리 TB백 홍보를 위한 

패션필름으로 모델들이 뮤지엄의 오브젝트처럼 정적

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때 창립연도인 1856년이 고

대 로마숫자 MDCCCLVI로 각인된 거대한 문이 등장

하여 브랜드 역사를 상징하고 호기심을 유발하였다. 

나아가 사냥개들이 문 앞을 지키는 장면, 뮤지엄을 연

상시키는 배경, 웅장한 클래식 배경음악은 문이 상징

하는 브랜드 역사의 아우라를 강화하였다.

브랜드 역사는 아이코닉한 이미지의 재해석을 통

해 표현되기도 한다. 루이비통 맨 2021 SS 컬렉션은 애

니메이션 패션필름 시리즈로 공개되었다. 첫 에피소

드는<Fig. 2> 모노그램을 캐릭터화한 등장인물들이 

루이비통 가문의 고향집에서 파리로 떠나는 여행을 

유쾌한 분위기로 풀어냈다. 첫 장면에 창립자 이름, 트

렁크 제작자를 의미하는 MALLETIER, 출생 및 사망

연도가 마치 주소처럼 표현된 아틀리에 표시판이 등

장한다.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는<Fig. 3> 상하이로 

떠나 다음 목적지가 도쿄임을 암시하며 마무리되었

다. 이를 통해 브랜드는 트렁크 가방으로 시작한 역사

적 뿌리와 여행에 대한 헤리티지를 내러티브를 통해 

         

Fig. 1. Introducing the TB bag collection.

Reprinted from Burberry (2019b).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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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전달하였다. 

나아가 버버리 트렌치코트의 다양한 변주를 담은 

패션필름에서 모델들은 빗속에서 트렌치코트의 방수 

기능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디자인과 원단으로 재해석

된 트렌치코트를 착용하고 있다(Fig. 4). 특히 빗방울

이 옷에 부딪히는 소리와 같은 청각적 자극을 ASMR

처럼 강조함으로써 현장감을 극대화한 촉지각 복식 

경험을 제공하였다. 즉 버버리는 브랜드 역사를 상징

하는 트렌치코트를 다감각적으로 표현하여 강렬한 가

상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헤리티지의 기반이 되는 브랜드 역사는 과

거부터 이어져 온 브랜드 가치에 대한 증명이자 현재 

럭셔리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성을 제공한

다. 따라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패션필름을 통해 브

랜드 역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다각적으로 재해석하

여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2)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계승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입증

하는 것은 브랜드가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추적이므로 이전 크리에이티브 디렉

터들의 권위와 지위를 연상시켜 역사적 정통성을 계

승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상징적인 

작품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현재 브랜드의 

정당성을 이어간다. <Fig. 5>는 킴 존스(Kim Jones)의 

디올 맨 2020 FW 컬렉션의 메이킹 오브 필름이다. 마

크 보앙(Marc Bohan)의 1969 FW 컬렉션 드레스와 이

Fig. 2. The adventures of Zoooom with friends.

Reprinted from Louis Vuitton (2020a). https://www.youtube.com  

Fig. 3. Zoooom with friends arrive in Shanghai for men’s Spring-Summer 2021.

Reprinted from Louis Vuitton (2020b). https://www.youtube.com

Fig. 4. Drenched: A Burberry photo series.

Reprinted from Burberry (2018).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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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감을 받은 킴 존스의 슈트의 크리스털 자수 디테

일들을 연속된 화면으로 담아 과거 크리에이티브 디

렉터의 정당성을 작품의 재해석을 통해 이어받고자 

함을 보여주었다.

파리에서 개최된 디올 전시 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메이킹 오브 필름에서는 <Fig. 6>과 같이 브

랜드 역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이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의 모습이 연대기 

순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현재 크리에이티브 디

렉터인 마리아 그라치아 큐리(Maria Grazia Chiuri)가 

등장하며 그녀를 브랜드 계보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미 

인정받은 이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과 동등한 높은 

지위를 획득하려는 태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계보는 개별적인 크

리에이터를 넘어 럭셔리의 지위에 대한 역사적 증거

이자 정당성이다. 따라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이들

을 통해 현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브랜드가 역사

적으로 정당한 권위를 이어받았음을 전달한다.

3) 역사적 장소성

헤리티지의 개념이 사회문화적 시스템으로 확장됨

에 따라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 역사에 중요한 

지역 혹은 장소의 상징적 이미지를 브랜드에 투영하

여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브랜드의 역

사적 가치를 연상시키는 요소로서 창립국가와 플래그

십 스토어가 활용된다.

샤넬 워치 J12 패션필름 J12 Camille Cotin N°1은

<Fig. 7> 파리를 배경으로 연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

았다. 영상 속 여주인공은 다리에서 지나가던 배를 호

출하고 센 강으로 뛰어내렸다. 이와 같은 유머러스한 

그녀의 행동과 함께 파리의 상징적인 센 강을 스토리

의 중심으로 활용하여 프랑스의 국가 이미지를 브랜

드에 접목시켰다.

창립부터 현재까지 브랜드 역사에 상징적인 장소

Fig. 5. Men Winter 2020-2021 Embroidery savoir-faire.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20b). https://www.youtube.com

Fig. 6. ‘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at the Musée des Arts Décoratifs (I).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20c). https://www.youtube.com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패션필름에 나타난 헤리티지 표현 특성

– 637 –

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도 역사적 정통성을 상징

한다. 특히 패션필름에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상시

키는 디테일 요소는 브랜드 아우라를 강화한다(Dion 

& Borraz, 2015). 일례로 깡봉가의 샤넬 플래그십 스토

어는 나선형 계단과 여러 개로 분할된 거울이 특징이

다. 샤넬은 2019 공방 컬렉션 티저 필름에서<Fig. 8> 

계단을 내려가는 모델이 움직이면서 거울에 비친 모

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관람자

에게 다양한 시각적의 복식 경험을 제공하였다. 또한 

위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 앵글은 계단의 구조적 특

성을 극적으로 표현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

였다. 이로써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플래그십 스토어

의 장소적 특성과 아우라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헤리티지는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장소의 가

치를 내포한다. 따라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상징적 

장소의 이미지 변주를 통해 장소에 내재된 브랜드 역

사와 현재를 연관시켜 과거부터 이어온 럭셔리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다. 

4) 브랜드 경험 및 기억

최근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

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브랜드 경험과 기억을 공유

하는데, 이를 통해 브랜드 희소가치를 유지하고 긍정

적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버버리와 마크 아이작(Marc Isaacs) 감독의 Series 2: 

On the street는 실제 런던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인

터뷰를 담았다. <Fig. 9>와 같이 다양한 시민들이 과거 

구매한 버버리 제품을 설명한다. 이는 관람자가 개인

적이거나 공유된 기억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현재 소

비자들과 과거의 커뮤니티를 재연관시키고 있다(Dion 

& Mazzalovo, 2016). 이때 다큐멘터리를 연상시키는 

흔들리는 카메라 무빙, 소란스러운 거리 소음과 함께 

브랜드 로고와 동일한 산세리프체 자막을 적용하였

다. 이는 마크 아이작 감독의 시그니처로서 다큐멘터

리 영화의 객관성과 진정성을 헤리티지와 결합시켜 

상업성에 대한 거부감을 상쇄하고 패션필름을 예술적 

프로젝트로(Rees-Roberts, 2018) 격상시키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긍정적인 브랜드 기억만 활용되는 것

은 아니다. <Fig. 10>에서는 클래식한 브랜드 이미지

에 대한 칭찬과 함께 노후화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특히 버버리의 체크 패턴

이 과거 2000년대 초반 차브족(Chav Tribe)들의 상징

적 이미지로 인지되면서 버버리의 럭셔리로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그러나 이후 패션필름에서 과

거 긍정적 · 부정적 브랜드 이미지를 모두 수용하고 인

지하는 자아성찰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Fig. 7. J12 Camille Cotin N°1.
Reprinted from CHANEL (2019a). https://www.youtube.com

Fig. 8. Métiers d'Art 2019/20 show in Paris teaser.

Reprinted from CHANEL (2019c).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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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과 신선함을 전달하였다. 동시에 과거 손상된 

브랜드 이미지를 역이용하였는데, 브랜드에 대한 기

억을 자유로운 런던 시민들의 모습, 즉 현재 스트리트 

패션과 연관시켜 오히려 자유롭고 젊게 탈바꿈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사례에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 경

험과 기억에 대한 신뢰를 전달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와 인터뷰 형식을 취함으로써 관람자가 감정적으로 

브랜드 경험에 공감하도록 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브랜드 경험과 기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간

접적으로 브랜드의 역사, 즉 헤리티지를 상기시키고 

강조하였다.

2. 문화예술적 지위 획득

최근 소비가 정체성 표현의 행위로 인식됨에 따라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를 전달함에 있어 

헤리티지를 브랜드 문화유산으로 바라보아 브랜드를 

문화예술 영역으로 확장시킨다. 즉 헤리티지를 기반

으로 문화예술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한다.

1) 장인정신 강조

브랜드 역사 동안 축적된 노하우는 럭셔리의 대중

화에도 불구하고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높은 지위를 

유지시킨다. 따라서 브랜드는 패션필름에서 아틀리에

를 공개하여 브랜드 노하우와 장인정신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탁월한 품질, 시간과 노력을 강조

함으로써 브랜드에 예술과 유사한 아우라와 시간을 

초월한 가치를 부여한다.

다수의 사례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쿠튀리에, 

장인들을 개별적인 크리에이터로 묘사하여 장인정신

을 강조하였다. 일례로 <Fig. 11>은 현대적으로 재해

석한 카무플라주 디올 바 재킷(bar jacket)의 전체 메이

킹 프로세스를 보여주었다. 이때 마리아 그라치아 큐

리와 쿠튀리에가 직접 등장하여 마치 예술 작품을 설

명하는 예술가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익명성

을 없애고 예술가의 지위로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나

타났다.

나아가 패션필름을 통해 프로세스를 공개하여 패

션필름의 예술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Fig. 12>는 샤

넬 N°5 향수 패션필름에서 마리옹 꼬티아르(Marion 

Cotillard)가 착용한 드레스의 메이킹 오브 필름이다. 

정교하게 자수를 놓는 쿠튀리에의 손을 슬로 모션과 

클로즈업 기법으로 강조하였다. 특히 슬로 모션 기술

은 편집을 통해 관람자의 실제 시간을 의도적으로 연

장시켜(Khan, 2012)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Kwon 

et al., 2019). 또한 쿠튀리에들의 노력을 강조하여 드레

스를 상품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결

         

Fig. 9. Series 2: On the street (I).

Reprinted from Burberry (2019a). https://youtube.com

Fig. 10. Series 2: On the street (II).

Reprinted from Burberry (2019a). https://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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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N°5 향수 패션필름을 예술적 프로젝트로 확

장시켜 브랜드의 예술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패션필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한되었던 내부를 공개하면서 제품에 

가려진 브랜드의 노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럭셔리의 희소가치를 기반으로 브랜드에 예술적 아우

라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브랜

드에 깊게 참여하는 감정적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요컨대 소비자들의 접

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럭셔리의 희소가치를 강조하여 

역설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였다.

2) 현대 예술의 권위 차용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통적 권위 회복을 위한 예

술화(artification) 전략은 패션필름에서도 나타난다. 외

부에서 인정받은 현대 예술가들과 협업을 이루어 예술

적 아우라를 브랜드로 전달시키며 소비자들에게 다각

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한다. 나아가 패션필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협업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예술적 행위로 격상시킨다.

최근 독립적 매체로서의 패션필름의 영향력이 확

대됨에 따라 패션필름이 패션쇼를 대체하여 가상 브

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디올 2020 FW 오뜨 쿠튀

르 컬렉션은 마테오 가로네(Matteo Garrone) 영화감독

과 함께 제작한 패션필름으로 공개되었다(Fig. 13). 신

화적 존재들을 감동시키는 오뜨 쿠튀르 드레스를 중

심으로 인물들의 감정이 극적으로 표현되며 환상적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특히 이들이 움직이면서 드레

스의 조형적 특성이 강조되어 관람자에게 다감각적인 

복식 경험을 제공하였다. 나아가 비하인드 패션필름

에서는<Fig. 14> 감독의 작업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예

술가로서 그의 지위를 강조하여 예술적 아우라를 브

랜드로 전이시켰다. 요컨대 그의 시그니처인 신화적 

레퍼런스와 헤리티지인 오뜨 쿠튀르가 결합되어 오뜨 

쿠튀르의 예술성을 신성화하였을 뿐 아니라 협업을 

예술적 프로젝트로 확장시켜 예술적 지위를 획득하려

는 브랜드 태도가 나타났다.

이처럼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패션필름에서 헤리

티지와 현대 예술을 결합하여 상업적 이미지를 상쇄

하고 시간을 초월한 예술적 아우라를 부여한다. 이때 

대중들에게 익숙한 현대 예술가와 협업하는 동시에 

이미 예술성을 인정받은 문화예술계의 권위를 이용하

며 대중성과 희소성을 모두 추구하는 럭셔리 패션 브

랜드의 양가적 태도가 반영되었다. 

Fig. 11. Camouflage Dior ‘Bar’ Jacket savoir-faire.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20a). https://youtube.com

Fig. 12. CHANEL N°5 Behind The Scenes: Reinterpreting the dress for Marion Cotillard.

Reprinted from CHANEL (2020b).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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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문화예술과 융합

럭셔리 패션 헤리티지는 문화가치 시스템으로서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재된 문화예술과 융합되어 확장

된다. 이에 디올 2020 크루즈 컬렉션은 브랜드 헤리티

지인 투왈 드 주이(Toile de Jouy) 패턴과 아프리카의 

전통 왁스 프린트 기술을 융합하였다. 비하인드 패션

필름에서<Fig. 15> 마리아 그라치아 큐리가 직접 공방

을 방문하여 공방 크리에이터와 동등한 위치에서 의

견을 조율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이후 인류학자 앤 그

로스필리(Anne Grosfilley)와 전통 시장을 방문하여 지

역 전통 직물의 인문학적 역사를 배우는 모습은 협업

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단순한 차용을 넘어 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전달하였다. 아울러 지역 전통 노하

우와 브랜드 노하우를 동일시하고 문화예술을 전승하

는 과정에 브랜드가 동참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브랜

드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확장시켰다.      

이러한 헤리티지와 지역 문화의 융합에 대한 소비

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올

은 마리아 그라치아 큐리와 앤 그로스필리, 나이지리

아 출신 모델이 해당 컬렉션과 문화적 전유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패션필름을 함께 공개하였다(Fig. 16). 

편안한 분위기에서 타 문화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전

유에 대한 브랜드 태도를 전달함으로써 패션필름이 

담론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패션쇼와 물리적 제품에는 나타나지 않는 

협업의 진정성을 전달하여 헤리티지와 지역 문화예술 

활용에 대한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 

Fig. 13. Dior Autumn-Winter 2020-2021 Haute Couture.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20e). https://www.youtube.com

          

Fig. 14. Matteo Garrone on capturing the magic of Dior Autumn-Winter 2020-2021 Haute Couture.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20f). https://www.youtube.com

Fig. 15. Wax print fabrics savoir-faire.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19b).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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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지역에 내재된 역사적 문화예술성과 헤리티지

의 상호작용은 상업적인 브랜드를 문화예술로 격상시

킨다. 이때 패션필름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였다. 또한 브랜드 메시

지와 이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협업의 진정성을 전

달하고 공감을 유도하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다.

      

4) 뮤지엄의 아우라 활용

뮤지엄은 교육성과 문화성을 우선시하므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패션전시

를 개최한다. 즉 뮤지엄의 아우라를 기반으로 상업적 

홍보와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패션전시에 나타나는 박물관학 매커니즘은 크리에

이티브 디렉터를 신성화하고 고급 예술의 미적 의미를 

전달함으로써(Dion & Arnould, 2011) 상품을 예술적 

오브젝트로 격상시킨다. 이때 패션전시의 메이킹 오브 

필름에서 박물관학 매커니즘을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내부를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Fig. 17>처럼 흰 가운

과 장갑을 착용하거나 핀셋으로 정교하게 복원하는 

모습 등 전시를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강조된다. 소

장품을 귀중하게 관리하는 모습은 제품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은유함으로써 경외심을 유도하고 

차별적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Dion & Arnould, 2011).

한편 패션전시의 역할 중 하나는 브랜드 아카이브

를 문화적 시의성에 따라 재분류하여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패션

필름은 문화매개자인 큐레이터의 권위를 차용하여 재

해석한 헤리티지에 대한 신뢰를 더한다. 디올의 전시 

메이킹 오브 필름은<Fig. 18> 뮤지엄의 장소성을 강조

하며 시작한다. 이후 큐레이터들이 직접 등장하고 내

레이션 설명과 전시를 관람하는 전개를 통해 가상 도

슨트(docent) 투어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럭셔리 패션전시는 헤리티지를 문화예술 영

역으로 확장시켜 패션 산업의 상업적 이미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자 한다. 특히 패션필름에서 뮤지엄

의 아우라를 강조하고 브랜드와 예술을 동등하게 바

라봄으로써 럭셔리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태도가 나타

났다.

3. 창립자 신화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창립자에 대한 헤리티지 스

토리는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 따라서 창립

자의 페르소나를 패션 내러티브로 표현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나아가 창립자를 높은 지위로 격

상시켜 럭셔리 패션의 아우라를 강화한다.

Fig. 17. ‘Christian Dior, Designer of Dreams’ at the Musée des Arts Décoratifs (II).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20c). https://www.youtube.com

          

Fig. 16. A conversation between Maria Grazia Chiuri and Adesuwa Aighewi.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19a).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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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페르소나

페르소나는 외적으로 타인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이

다(Ye & Yim, 2015). 따라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창

립자의 페르소나를 높은 지위를 구축한 패션 디자이

너로서 반복적으로 표현한다.

일관된 복장은 대중에게 페르소나로서 각인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Ye & Yim, 2015) 창립자는 종종 

스타일 아이콘으로 묘사된다. 샤넬의 주얼리 패션필

름에서는<Fig. 19> 깡봉가 아파트와 유사한 장소에서 

가브리엘 샤넬(Gabrielle Chanel)을 연상시키는 짧은 

웨이브 헤어스타일의 여성이 등장하여 다른 여성과 

춤을 춘다. 팔 동작의 슬로 모션과 클로즈업으로 주얼

리를 강조하였으며 고조되는 배경음악은 극적으로 연

출하였다. 이를 통해 가브리엘 샤넬의 페르소나를 강

렬한 복식 경험으로 표현하였으며 환상적 분위기를 

통해 브랜드 아우라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혁신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표현된 창립자

의 이미지도 활용된다. Inside CHANEL 시리즈는 가브

리엘 샤넬의 업적을 포함한 헤리티지 스토리를 소재

로 활용한다. Deauville 편에서는<Fig. 20> 선원들의 

복장에서 영감을 받고, 남성복의 전유물로 간주되었

던 저지 소재를 여성복에 적용하는 등 가브리엘 샤넬

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부각시켰다. 이를 통해 존경받

는 디자이너로서 높은 명성을 간접적으로 전달하였다.

나아가 창립자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패션 내러티브

로 활용되기도 한다. 마리아 그라치아 큐리는 인터뷰

를 통해 크리스찬 디올의 여동생 캐서린 디올(Cathe-

rine Dior)의 꽃에 대한 애정을 주제로 컬렉션을 구성

하였다고 설명하며 헤리티지 스토리를 확장하였다

(Fig. 21). 이는 구전 이야기처럼 전달되어 소비자들의 

Fig. 18. Making-of ‘Dior's From Paris to the World’ exhibition at the Dallas Museum of Art.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19c). https://youtube.com

          

Fig. 19. The Aigle Cambon cuffs from the LE PARIS RUSSE DE CHANEL collection.

Reprinted from CHANEL (2019b). https://www.youtube.com

          

Fig. 20. Deauville.

Reprinted from CHANEL (2018).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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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을 자극하고 감정적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였다.

요컨대 이상의 패션필름에서 창립자는 디지털 스토

리텔링을 통해 디자인 재능과 업적이 강조되면서 신

화화되어 묘사되고 있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창립

자의 패션 디자이너로서 높은 지위를 기반으로 현재 

럭셔리 지위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또한 창립자의 비

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다.

2) 예술가로서의 페르소나

이미지와 상징이 중요한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간

접적으로 창립자 페르소나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브랜

드 가치를 제고한다(Ye & Yim, 2015). 이를 위해 창립

자를 예술가로 표현하여 예술가의 아우라를 구축하고

자 한다. 

첫째, 패션 디자이너에서 확장하여 창립자의 패션 

디자인이 아닌 다른 예술적 재능을 강조하였다. 디올

은 크리스찬 디올의 오뜨 쿠튀르 하우스에 대한 다큐

멘터리 패션필름을<Fig. 22> 공개하였다. 패션필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그의 뛰어난 그림 실력이 Figaro 신

문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통해 인정받았음을 

전달하였다. 

둘째, 창립자와 예술계의 친밀한 교류를 부각시켰

다. 특히 가브리엘 샤넬은 다양한 예술가들과 친분을 

유지하였다. 대표적으로 Gabrielle Chanel and Dance에

서는<Fig. 23> 러시아 미술평론가이자 발레 뤼스(Bal-

lets Russes)의 창단자인 세르게이 디아길레프(Sergei 

Diaghilev)와의 관계를 다루며, 그녀와 무용계의 연관

성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친구, 무대의상 디자이너, 후

Fig. 22. The world of Monsieur Dior in his own words.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20d). https://www.youtube.com

Fig. 23. Gabrielle Chanel and Dance.

Reprinted from CHANEL (2020a). https://youtube.com

Fig. 21. Maria Grazia Chiuri's interview – Dior Spring-Summer 2020 collection.

Reprinted from Christian Dior (2019d). https://www.youtube.com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4, 2021

– 644 –

원자로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가브리엘 샤넬

이 그의 장례식 비용을 지불해줄 만큼 돈독한 사이였

다는 것과 더불어 그녀의 이념을 전승하여 파리 국립 

오페라 등을 샤넬이 현재에도 후원하며 브랜드의 문

화예술적 가치로 확장시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창립자의 예술에 대한 애정과 안목을 통해 창립자를 

예술가와 동등한 지위로 격상시켰다. 

이처럼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창립자의 페르소나에 예술적 이미지를 투영시켜 럭셔

리 패션의 지위와 아우라를 강화하고 있다.

패션필름과 헤리티지의 차별적 특성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루이비통, 샤넬, 디올, 버버리

의 패션필름 사례들을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Fig. 

24>와 같다. 나아가 브랜드별 패션필름에 나타난 헤

리티지 표현의 유형별 빈도는 <Table 2>와 같다. 특히 

헤리티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형성되므로(Urde et al., 2007) 하나의 패션필름 안

에서도 헤리티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브랜드 

방향성에 따라 활용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IV. 논의및결론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패션필름을 중심

으로 헤리티지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떠한 장치들로 표

현되는지 유형화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

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루이비통, 샤넬, 디올, 버버

리의 패션필름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패션필름에 나

타난 헤리티지 표현을 역사적 정통성 강조, 문화예술

적 지위 획득, 창립자 신화화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첫째,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헤리티지를 과거부터 

지속된 시간적 가치로서 이해하여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였다. 세부적으로 브랜드 역사의 상징적 이미

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이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를 계승하고자 한다. 또한 브랜드 연상 장소의 역사적 

Characteristics of heritage in digital age

1. Multi-sensory sartorial experience

1. A series of time

2. Association with regional value

3. Brand’s cultural heritage

4. Emphasizing with heritage and 

sharing on social media

5. Digital storytelling of brand’s founder

Characteristics of fashion film

2. Substitution of physical brand experience

3. Watch voluntarily and feel connected

4. Artistic expression

Medium : Fashion film

Message : Heritage 1. Emphasizing historical legitimacy

2. Acquiring cultural and artistic status

3. Mythifying the founder

Heritage expressed in 

luxury brands’ fashion film

1-1. Brand history

1-2. Succession of creative director

1-3. Value of historical place

1-4. Brand experiences and memories 

2-1. Emphasis on craftsmanship

2-2. Borrowing contemporary art’s status

2-3. Integrating with local culture and art

2-4. Utilizing a museum aura

3-1. Persona of fashion designer

3-2. Persona of artist 

Fig. 24. Heritage expressed in luxury brands' fashion film.

2018.01.01. ‒ 2020.12.08.
Louis Vuitton

N/166

Chanel 

N/384

Dior

N/623

Burberry

N/55

Emphasizing 

historical legitimacy

Brand history

20

16

52

11

33

5

14

2

Succession of creative director 0 3 15 0

Value of historical place 3 30 13 1

Brand experiences and memories 1 8 0 11

Acquiring cultural 

and artistic status

Emphasis on craftsmanship

14

8

61

42

217

99

13

1

Borrowing contemporary art's status 5 12 53 11

Integrating with local culture and art 0 5 52 0

Utilizing a museum aura 1 2 13 1

Mythifying the 

founder

Persona of fashion designer
0

0
30

23
21

15
0

0

Persona of artist 0 7 6 0

Table 2. Frequency of heritage expressed in luxury brands’ fashio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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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브랜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럭셔리의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둘째, 헤

리티지를 기반으로 문화예술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

였다. 패션필름을 통해 상품 이면의 장인정신을 강조

하여 상품을 예술품으로 격상시켰다. 외부에서 인정

받은 현대 예술, 지역의 전통 문화와 헤리티지를 융합

하고 문화예술적 가치를 브랜드로 흡수하였으며, 뮤

지엄의 예술적 아우라를 브랜드로 전이시켰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이미지를 은폐하였으며 문

화예술 경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셋째, 창립자의 페르

소나를 디지털 헤리티지 스토리텔링에 활용하였다. 

창립자를 높은 지위와 명성을 갖춘 패션 디자이너로

서 묘사하고, 예술적 재능과 안목을 가진 인물로 표현

하여 예술가로 격상시켰다. 즉 창립자의 신화화된 이

미지를 통해 브랜드의 예술적 아우라와 희소가치를 

강화하였다. 

이처럼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럭

셔리 브랜드로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 과정에

서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패션필름이라는 매체를 통

해 젊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형

태로 공감을 유도하여 감정적 유대감을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누구나 접근 가능한 패션필름의 매체적 특

성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동시에 

헤리티지에 의한 희소가치와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강조하여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의 열망을 자극하였다

(Dion & Borraz, 2015).  

차별화된 브랜드 자산으로서 헤리티지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최근 럭셔리 브랜드가 아닌 패션 브랜

드도 헤리티지 개념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향을 보

인다. 예로 폰다지오네 휠라 뮤지엄(Fondazione Fila 

Museum)은 아카이브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에게 헤리

티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다. 이에 럭셔리 패션에서 확장하여 다양한 브랜드들

이 헤리티지를 바라보는 관점과 활용 태도를 비교분

석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럭셔리 패션 브랜드 중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

던 구찌가 브랜드 이미지 변화를 위해 헤리티지보다 

유스 컬처 등 문화적 트렌드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

이듯 브랜드 방향성에 따라 패션필름 활용 태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헤리티지 관점을 확장하여 

럭셔리 패션필름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

어져야 하겠다.

이처럼 브랜드에 따라 패션필름이 다양한 방향으

로 전개되고 있지만, 여전히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잦

은 소비시장의 변화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소

비자들과 장기적 · 유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는 패션필름과 헤리티지의 다각적인 활용이 결정적으

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브랜드 관점에서 

진행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비자 관점의 질

적 연구로서 패션필름에 활용된 헤리티지의 효용성을 

고찰하는 연구를 후속연구로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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