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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made changes in the fashion system and trend development

process inevitable. This article clarifies changes in the modern fashion industry system and the causes of

comprehensive changes that result from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based on literature and case studies based on the information magazine most used by fashion ind-

ustry workers. This study classifies fashion systems into 5 types and 14 types in detail.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e way to change the fashion style trend schedule per year, fast/ultrafast fashion system, fashion

rental system, DTC system and change of fashion system by consumer participation. The causes of the chan-

ges in fashion system are indicated that an increase of trend sensitivity due to an increase in the diffusion

rate of information, expansion of expression of personality through digital network, increase of possibility

of grouping of small number of tastes and change of prosumer possible changes in the environment.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on fashion system research and the construction of an appropriate response strategy

for a changing environment.

Key words: Fashion system, Fashion trend system, Fashion trend development process, Fashion env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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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패션 정보가 신속하고 광범위

하게 전파됨에 따라 정보는 보편화된 자원이 되었으며,

전세계의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소비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가속화된 정보

교류와 다양한 취향 발현, 소비자의 참여와 공유 가능

성 확대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

화는 패션 사이클과 패션 시스템의 혁신 혹은 변화를 불

가피하게 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를 고찰해 본 결과, 패

션 시스템과 관련하여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Entwistle,

2015; Hamilton, 1997; Kaiser et al., 1995; Kean, 1997; Mc-

Cracken, 1986)들은 1980년대에 구축된 기획, 디자인, 생

산, 공급이라는 경직된 패션 산업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최근 소셜 미디어 등의 정보 기술의 발

전으로 새롭게 파급된 패션 시스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Engholm and Hansen-Hansen(2014)과 Laurell(2017)은

블로거를 통해 바라본 최근 패션 시스템의 변화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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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지만, 블로거라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패션

시스템을 고찰함으로써 단편적 양상만 고찰한 한계점

을 보여줬다. 국내의 경우에도 2000년대 문화코드(Kim

& Yang, 2006)와 디지털 시대(Joo & Ha, 2016)에 주목

한 연구가 있으나 단지 1년의 패션 트렌드의 분석에 그

치거나 시스템 내의 패션 리더의 변화만을 중심으로 패

션 산업 시스템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한계점을

보여주었다. Kim(2015)의 연구의 경우에도 3D 프린팅

기술이 가져온 패션 시스템에 변화에 대해 다루었으나,

3D 프린팅이 영향을 미치는 협의적 범위의 패션 시스템

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그쳤다. 패션 전문 정보지 및 매

거진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패션 시스템에 변화에 대해

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마케팅이나 생산 측면에

치우쳤으며, 산발적인 이슈별 단편적 변화 방향에 대해

서만 집중하여 전반적 패션 시스템을 고찰 및 디자인 트

렌드 측면에서의 패션 시스템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전

무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1980년대 정립된 패션 산

업 시스템 반복적으로 고찰하고 있어 소셜 미디어 등의

정보 기술 발전 이후 패션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둘째, 최근 변화된 패션 시스템을

다룬 선행연구의 경우 특정 집단, 특정 시기, 특정 기술

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중심으로 패션 시스템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전반적 패션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분

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소셜 미디어

등의 정보 기술의 발전은 다각적 방면에서 패션 시스템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변화 요인도 다중적이고 복

합적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파급된 패션 시스템의 변화

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의적 범위

에서의 고찰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패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만 패션 산업에서 첫 단계부터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고려되어야 할 패션 트렌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혁신적인 테크놀로

지의 발전이 가져온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파

급된 패션 산업계에 변화 중 패션 트렌드의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전반적 현대 패션 트렌드 시스템 변화와 총체

적이고 포괄적인 변화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현

대 패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사

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션 산업을

이해하는 첫걸음이자,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현대 패션

시장에서 종래의 기획과 디자인 과정에서 벗어난 새로

운 패션 트렌드 생산 프로세스 구축에 주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더욱이, 현대 패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지만 현재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패션 산업 시스템의 구축 및 미래의 준비된 패션 산업

으로 패러다임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범위는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를 연구범위로 결정하였으며, 연구자의 자료 수집 기간

은 2015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이다. 자료 수집을 위한 패

션 정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정보 회사인 WGSN

(World Global Style Network)과 국내 대표 패션 전문 정

보 회사인 삼성디자인넷과 firstVIEWKorea를 선정하였

다. 이중, 국제적 규모 1위인 WGSN에서 ‘패션 시스템’

과 ‘패션 & 시스템’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나온 231개의

리포트 중 삼성디자인넷과 firstVIEWKorea에서도 함께

주목한 패션 시스템의 변화의 경우인 57개의 사례를 선

정하였다. 선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다양한 패션 전문 잡

지, 신문, 관련 서적, 보고서, 인터넷 자료를 통하여 더 구

체적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선정된 사례의 타당성과 누

락된 사례에 방지를 위하여 박사과정 중이며 패션 전문

직종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패션 전문가 2명에게 사

례에 대하여 검증받았다. 또한 주요 패션 시스템의 변화

유형을 그룹화하기 위해, 연구자 외에 2명의 패션 전문가

와 심도있는 논의와 타협 후 마케팅 및 리테일 판매 분

야에만 치우친 사례들은 제외하고 전반적 패션 시스템

및 디자인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화된 패션 트

렌드 시스템의 사례를 유형화하였다.

II. 패션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패션 시스템과 패션 트렌드

패션 시스템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McCr-

acken(1986)과 Solomon et al.(2014)은 패션 시스템은 이

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징적 가치나 의미

를 형태화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 설명하였다. 반면, Ka-

iser et al.(1995), Kean(1997) 그리고 Hamilton(1997)은 패

션 기업의 의도에 따라 스타일의 변화와 혁신을 초래하

는 문화가치를 편집 및 창출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패션 시스템이라 정의하고 있다. Entwistle(2015)

은 패션의 비즈니스적 측면 외에, 예술 및 공예적,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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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디자이너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패션 시스템의 구성원이라고 정의하였다.

Kawamura(2005)은 패션 시스템을 패션에 관한 콘셉트

및 패션의 현상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패션의 변화를 지탱하는 제도적 시스템이라 정의하며,

Entwistle(2015)처럼 패션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들을 포

함한 개념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패션 시스템을 정의해 보

면, 패션 시스템은 가공되지 않은 소재 개발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패션 활동과 이에 관련된 참여자들이 포함

된 개념이며,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상징적

의미들 중 패션 기업인들의 의도적 선택과 편집에 따라

물질적 존재로 창출된 상품이 소비되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처럼 패션 시스템은 패션의 생산부터 소비

까지의 모든 과정과 그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내

포한 패션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패션 시스템은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상징

적 의미를 제시하고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창출이라는

산업적 목표를 향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 시

스템의 공통된 주안점은 무엇보다 다음 시즌에 소비자

가 수용할 패션 스타일을 계절에 앞서서 예측하여 판매

량을 늘리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패션의 흐름과

다가올 시즌에 대다수 사람들에게 채택될 패션 스타일

의 특성을 의미하는 패션 트렌드는 패션 시스템의 성패

를 좌우할만한 중요한 의미이며, 패션 시스템 전반에 고

려되어야 할 필수 요소이다. 동시에, 패션 상품을 창출하

여 소비하는 과정을 통칭하는 패션 시스템의 결과라고

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패션 시스템의 일부이며 주최자인

구성원들의 역할과 그 역할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과정은 패션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할 수 있으

며, 이 프로세스의 변화는 패션 시스템과 패션 트렌드 전

반에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패션 트렌드는 패션과 트렌드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트렌드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 변동 중에서 장기간에 걸

친 성장 ·정체 ·후퇴 등의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

을 뜻하는 경제 분석 상의 특수용어라고 정의되고 있다

(“trend”, n.d.). 다른 합성어인 패션의 의미는 특정한 스

타일 또는 제품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 많은 사람

들에게 확산되어 유행으로 정착된 과정을 의미하는 경

우도 있다(Kim, 2013). 여기서, 패션의 확산 과정을 의미

하는 경우, 트렌드와 같이 변동 경향, 움직임을 의미함으

로 패션 트렌드라는 말 속에는 중첩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션이란 단어의 중의적 정의와 동시

에, 1960년대 후반 무렵부터 미디어 및 대중에게 트렌드

란 단어 또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됨에 따라 그 의미가

더욱 불명확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패션 트렌

드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표현하고자 패션 트렌드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이처럼 패션 트렌드와 패션 시스템은 불가분의 관계

이기에, 패션 시스템의 고찰은 패션 트렌드와 함께 고려

하고 이행되어야만 패션 산업 전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패션 시스템으로만 명명하기엔 패션

트렌드와 함께 고려된 시스템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

의 목적이 불분명하게 드러나는 듯하다. 이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패션 시스템을 패션 트렌드 시스템으로 명명

하고,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 현대 패션 트

렌드 시스템의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2. 패션 트렌드 전개 프로세스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필수 요소이자 결과인 패션 트

렌드의 전개 프로세스는 패션 산업의 제작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원사를 준비하는 업스트림부터 하여 최종적

인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단계를 대략 24개월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패션 트렌드 정보 및 상품을 제안해왔다.

단계에 따라 전문 기관들이 다루는 분야는 다르더라도

상호 간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동일한 트렌드를 지향점

으로 갖도록 하는 것이 패션 트렌드 전개 프로세스의 특

징이다(Kim, 2018).

첫 번째는 본 시즌 24개월 전에 확정되는 컬러 트렌드

로, 회원국들의 대표로 구성된 Intercolor Congress를 기

준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는 본 시즌의 약 18개월 전에는

각국 차별화된 컬러 트렌드가 패션 트렌드 정보지나 세

미나를 통해 제안되었다(“ABOUT FADI”, n.d.). 많은 선

행연구(Chon, 2005; Koh, 2004; Park & Kim, 2007)에서

와 같이 원사 트렌드인 경우는 EXPOFIL, Pitti Filati, IWS

(International Wool Secretariat)의 박람회를 통하여 18개

월 전에 제안되었지만, 현재는 소재 박람회로 통합되거

나, 발표 시기를 12개월 전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다.

세 번째, 12개월 전에는 원사 및 소재 트렌드를 박람회를

통하여 제시한다. 과거 대표적인 소재 박람회 중 Ideac-

omo와 Moda In은 Milano Unica로 통합되었으며, 독일의

Interstoff는 폐쇄되어 사라졌다. 하지만 프랑스의 Prem-

ière Vision은 지속되고 있다(Bathelt et al., 2014). 또한 아

시아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저가의 섬유들이 쏟아

지면서, 중저가 대중 마켓을 겨냥한 원단 전시회인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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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exworld, 상하이의 Intertextile, 뮌헨의 Munich Fab-

ric Start 등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Breuer, 2012). 마지

막으로 본 시즌의 6개월 전에는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혹

은 의류 박람회를 통하여 스타일 트렌드 정보가 제시되

고 있다. 스타일 트렌드의 연간 출시 스케줄을 살펴보면

같은 해의 가을, 겨울 시즌을 위한 남성 F/W는 런던, 밀

란, 파리 그리고 뉴욕의 순서로 1~2월까지 진행되며, 여

성의 F/W 시즌은 뉴욕, 런던, 밀란 그리고 파리의 순서

로 2~3월에 진행되고, 그 판매 시기는 대략 7월부터 시

작된다. 다음 해의 봄, 여름 시즌을 위한 S/S 컬렉션인 경

우는 F/W와 같은 나라의 순서로 진행되며, 남성은 6~7월

여성은 9~10월에 이루어진다. S/S 상품이 매장에 제시되

기 시작하는 시기는 약 2월 중순부터이다(Ahmed, 2016).

III. 변화된 현대 패션 트렌드 시스템에

대한 유형 분석

Lee(1994)의 어패럴 생산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각 과정에 역할에 따

라 구성하면 <Fig. 1>과 같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하는

리서처(Researcher) → 상품 기획 및 디자인을 담당하는

디자이너(Designer) →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자(Manufac-

turer) → 만들어진 상품을 유통하는 배급 업자(Distribu-

tor) → 최종 상품을 수용하는 소비자(Consumer)’의 과정

및 역할로 이루어져 있다. 각 패션 생산 과정에 참여하

는 모든 사람들은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구성원이며, 패

션 트렌드를 만드는 주체이지만, 이 중 과거 패션 트렌

드 시스템의 역할 경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패션 상품을

생산하는 주체와 소비하는 주체를 분리 표현하기 위하

여 소비자만 다른 색의 원으로 표현하였다. 과거 패션

트렌드 시스템 프로세스는 <Fig. 1>에서 표현한 것 같이

한 방향성으로 경직되어 있으며, 체계적 조직을 가진 패

션 기업일수록 각 역할의 경계도 분명하다. 하지만 최

근 다각적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기술의 환경

에서는 경직된 방향과 역할의 경계에 변화를 유발하였

다. 그리하여 현대 패션 트렌드 시스템은 기존과 달리

5가지의 유형, 세부적으로 14가지의 시스템 및 방식으

로 분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간 패션 스타일 트렌드 스케줄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프리-컬렉션(Pre-collection)제의 도입, 시즌리스

(Seasonless) 방식 도입, 남녀 통합 컬렉션제 그리고 스타

일 트렌드 출시 일자 변경 방식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생산 리드 타임을 축소하여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순환

고리의 이동 속도를 단축시키는 시스템으로 패스트/울트

라패스트 패션 트렌드 시스템이 있다. 셋째, 소비자와 직

접적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및 판매하는 방식인 DTC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의 변형된 현태로는 See Now, Buy

Now 모델과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 모델이 대표적으로

주목되고 있는 형태이다. 넷째, 소유가 아닌 일시적 패

션 경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패션 렌탈 시스템이다.

다섯째, 소비자 참여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리서치, 디

자인, 제조 그리고 유통까지 영역별 참여가 가능한 시스

템들이 있다.

1. 연간 패션 스타일 트렌드 출시 스케줄의 변화

유형

첫 번째 유형인 이 시스템은 패션 트렌드 전개 프로세

스 중 스타일 트렌드 전개의 연간 스케줄에 변화가 생성

된 시스템이다. 전통적인 스타일 트렌드의 출시 스케줄

은 국제적인 캣워크인 패션 위크를 기점으로 춘하 컬렉

션인 S/S 컬렉션과 추동 컬렉션인 F/W 컬렉션으로 나뉘

어지며, 남성복과 여성복으로 분리되어 패션 위크가 진

행되어왔다. 이러한 연간 패션 스타일 출시 스케줄은 최

근 프리-컬렉션제의 도입, 시즌리스 방식의 도입, 남녀

컬렉션 통합제 도입 그리고 스타일 트렌드 출시 일자의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4가지

의 변동 유형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이 장에서

Fig. 1. Fashion system process.

From Kim. (201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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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간 패션 스타일 트렌드 출시 스케줄의 각 변화 유

형을 세부 사례를 통하여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리-컬렉션제의 도입은 연간 스타일 트렌드의

제시 기간을 S/S, F/W 2개의 시즌에서 간절기인 리조트

(Resort) 시즌과 프리-폴(Pre-fall) 시즌을 추가 도입하여

4개의 시즌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본디 소수의 패션

브랜드들이 상위 계층의 럭셔리한 휴가용 패션을 위해

진행해오던 리조트 컬렉션이 현재는 다양한 브랜드로

확대되어, 연간 스케줄에 고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프리-폴 컬렉션 역시 리조트 컬렉션과 같이 S/S와 F/W

시즌 사이에 생성된 컬렉션 스케줄이다. <Fig. 2>와 같이

Dior은 본 고장인 프랑스가 아닌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었으며, <Fig. 3>과 같이 Louis Vuitton은 올림픽

을 맞이하여, 브라질에서 개최되었다. Chanel 또한 <Fig.

4>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다양한 타국에서 컬렉션을 개

최하였다. 모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기존 컬렉션만

큼의 화려한 대규모 컬렉션 쇼를 진행하여 많은 미디어

의 주목을 이끌어 냈다. 이외에도 OFF-WHITE나 Alyx

Studio와 같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도 프

리-컬렉션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Dior, Louis Vuitton, Chanel의 사례와 같이 기

존 컬렉션 스케줄에서 추가된 프리-컬렉션을 해외에서

거대 스케일로 진행하기 위해선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컬렉션제

의 도입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

미지 및 정보 과잉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기

존보다 더 빠르게 새로운 트렌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다. 더욱이 생산자인 패션 디자이너나 패션 기업의 입

장에서도 2개의 시즌이 더 생겨남에 따라 대형 컬렉션

에서 선보인 컨셉을 더욱 웨어러블한 아이템으로 변형

하여 판매할 기회가 생기거나 혹은 다음 시즌의 새롭게

시도될 컨셉과 미학의 반응을 먼저 볼 수 있는 기회이기

에 프리-컬렉션제의 도입을 많은 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다(Wong, 2013).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의 니즈

로 생성된 프리-컬렉션 제품들은 브랜드 매출을 상승시

키는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Fury, 2015).

둘째, 시즌리스 방식의 도입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

어진다. 하나는 <Fig. 5>와 같이 간절기 아이템에 집중하

여 시즌에 상관없이 4계절 언제나 착용 가능한 스타일

트렌드를 제시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São

Fig. 2. Dior resort 2018

in California.

From Menkes. (2017).

https://www.vogue.com.au

Fig. 3. Louis Vuitton resort 2017

in Brazil.

From Diderich. (2017).

https://wwd.com

Fig. 4. Chanel resort 2016

in Seoul.

From Allaire. (2015).

https://footwearnews.com

Table 1. Changes in annual fashion style trend release schedule

Change Traditional system New system

Introduction of Pre-collection system
S/S, F/W S/S, Pre-fall, F/W, Resort

Total 2 season Total 4 season

Introduction of seasonless system S/S, F/W season separation
Various season mix

Focus on items worn by four seasons

Merging womenswear and menswear show Womenswear, Menswear separation Merging womenswear and menswear show

Style trend release date change
S/S season Start from Feb S/S season Start from Jan

F/W season Start from Sep F/W season Start from July



현대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사례연구

– 713 –

Paulo Fashion Week의 사진<Fig. 6>과 같이 기존 연간

스케줄에 따라 S/S와 F/W의 시즌성에 적합한 제품을 선

보이던 것과 달리, 다양한 계절의 스타일 트렌드를 혼

합하여 동시에 선보이는 방법이다. 기존의 명확히 구분

되던 시즌성이 불분명해지거나 4계절 모두 착용 가능한

아이템에 집중하는 원인 중 하나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온라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있다. 기술적 발전으로

높아진 국가 간 연결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계절에 소비

자들 혹은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이 잦은 소비자들이 동

시에 상품 구매가 가능해졌으며, 모두 새롭게 발표된 상

품을 구매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

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기후 패턴을 벗어난 이상 기후 현

상의 증가와, 냉난방시설의 보편화 및 발전으로 인한 계

절 경계의 불분명화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더욱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역작용으로 혹은 물자

적 낭비로 인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환경 보호적 맥락에

서 미니멀한 생활방식을 추구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오

래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는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

비자도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와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물질 정점의 시대(peak stuff) [How do we cope

with peak stuff]”, 2016).

셋째, 남녀 컬렉션의 통합제이다. 패션 연간 스케줄에

따르면, 남성복은 1~2월과 6~7월, 여성복은 2~3월과 9~

10월로 분리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남녀

통합으로 컬렉션을 진행하는 브랜드들이 Gucci, Vetem-

ents, Burberry에서 시작하여 Calvin Klein, Moncler, JW

Anderson, Salvatore Ferragamo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

다(Yoo, 2017). <Fig. 7>의 Gucci와 <Fig. 8>의 Calvin Kl-

ein에서 보듯이 남녀의 구분 없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도록 동일한 컨셉 하에 다양한 스타일로 진행되

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남녀 성적 구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로 성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스타일링하는 것을 추구하

는 소비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패션은 ‘제2의

피부’라 불릴 만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에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바로 패션의 선택에 반영된 것

이다. 더욱이 생산자인 패션 기업의 입장에서도, 거대한

패션쇼 혹은 프레젠테이션 및 홍보의 비용을 한 번으로

축소함으로써 다양한 소비자의 포용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작용하여 계속적으로 남녀 컬렉션을 통합하는 방

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Tan, 2016).

넷째, 스타일 트렌드 출시 일자의 변화이다. Vetements

의 디자이너 뎀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 의견에 따

르면 특히, 여성복인 경우에는 스타일 트렌드를 발표하

는 컬렉션 시기와 판매가 시작되는 시기의 기존 간격차

인 4~5개월은 상품을 생산하여 매장에 배송하기까지가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7월

이후에 배송된 F/W 제품 같은 경우, 생산 기간의 연장으

로 뒤늦게 판매되기 시작한 상품은 10월 중순부터 시작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11월부터 시작

하는 추수감사절 세일부터,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로 연속되는 세일 기간으로 인해 정상가로

판매되는 기간이 매우 적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같은 시기에 스타일 트렌드를 발표함에 따라

대규모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없는 경우 그 홍보 효과

도 미비하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Ahmed, 2016).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시된 방법이 <Fig. 9>

와 같이 남녀 컬렉션을 통합하고 시즌리스 방식을 도입

하여 동시에 스타일 출시 일자를 1~2달 앞당겨 진행하

자는 방식이다. 스타일 트렌드 출시 일자를 앞당기면 생

산이 늦어진 마지막 상품의 판매 시기도 자연스럽게 1개

월 정도까지는 앞당겨질 수 있다는 판단으로 생각된다.

Fig. 5. All climate-appropriate piece.

From Clinton. (2017). https://www.elle.com

Fig. 6. Seasonless fashion.

From Borges. (2016). https://www.businessoffash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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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존 연간 스케줄보다 1~2달 앞서 스타일 트렌

드를 제시한다면 기존보다 생산자는 여유로운 생산 스

케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판

매자는 이 방식을 통해 기존 마지막 시즌 상품 판매 시기

를 대략 1개월 정도 앞당김으로써 7월의 여름 세일, 11월

의 추수감사절 세일, 크리스마스 및 연말 세일 등과의

간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곧 판매자가 정상가로 상

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줌으로써 브랜드

의 수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rica [CFDA], 2016). 이러한 출

시 일자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방식은 이 방식을 제안한

Vetements 외에 Gosha Rubchinsky가 동참하여 실행되고

있다.

2. 패스트/울트라패스트 패션 트렌드 시스템

두 번째 유형인 이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역할을 유지하지만 기획에서 제품화되어 매장에 전

달되기까지의 시간인 리드 타임을 단축하여 생성된 시

스템이다. 특히, 울트라패스트 패션(Ultrafast fashion)인

경우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들의 실시간 모

니터링한 결과를 즉각 반영하며, 본사와 주요 고객 시장

인근에 생산 기반을 두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 방

식을 활용하여 기존 패스트 패션 리드 타임이 평균 5주

에서 <Table 2>와 같이 단 1~2주 내로 소요 기간을 단축

한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울트라패스트 패션 브랜드로

는 BOOHOO.com, Missguided, ASOS 등이 있다(Core-

sight Research, 2017).

이러한 패스트/울트라패스트 패션 트렌드 시스템을 도

입한 가장 큰 원인은 정보 교류의 시간 압축에 따른 트렌

드 주기의 단축으로 판단된다. Barnes and Lea-Greenw-

ood(2006)에 따르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이

최신 트렌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

람들은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한 디자인을 원하고 패션

Fig. 7. Gucci 2018 S/S.

From Park. (2018). http://www.wkorea.com/

Fig. 8. Calvin Klein 2017 F/W.

From Singer et al. (2017). https://www.fashionn.com

Fig. 9. Style trend release date adjustment.

From Kim. (2018).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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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에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

한 압박으로 생성된 것이 패스트/울트라패스트 패션이

다. 물론 패스트/울트라패스트 패션의 성장 요인으로는

저렴한 가격, 다양한 디자인이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다

양한 선행연구(Kim, 2007; Lim et al., 2008; Oh & Choi,

2012)를 통해서 최신의 디자인을 빠르게 공급하는 트렌

디한 감각이 패스트 패션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평

가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트렌디한 감각이 패스트 패

션의 성장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빠르게 공급하는 트렌디한 감각의 효과는 울트라패스

트 패션의 매출액 성장률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Ta-

ble 2>에서도 보여지듯이 울트라패스트 패션 트렌드 시

스템을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높은 매출액 성장률

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의 동기 대비 매출액 성장률

은 BOOHOO.com이 51%, Misguided는 75%, ASOS가

26%를 기록하였다(Coresight Research, 2017). 더욱이 울

트라패스트 패션인 경우 그리고 수요 변화에 따라 제품

공급망을 신속히 조절하여 재고를 조절하는 능력이 가

능해져 손실이 감소하고 있다.

3. DTC 시스템

DTC(Direct To Consumer) 시스템은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 및 모바일 플랫폼의 확산으로 소비자와 브랜드 간

의 직접 소통이 간편해지고 자연스럽게 구전 효과 마케

팅의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간 유통 업체 역할까지

브랜드에서 통합하여 고객들과의 직접 소통 및 판매하

는 시스템으로 DTC 방식을 패션 산업에 도입한 시스템

이다. 과거 DTC는 제약 회사나 생명 공학 회사가 의료

기관이나 의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마케팅

하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현재는 이 개념이 확대되어 ‘중

간에 인간의 개입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

스나 기술’이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즉, 디자이너

브랜드가 유통 업체를 거치지 않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

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Seong, 2015).

이 DTC 시스템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 유통 업

체보다 자사가 의도한 Direct-to-consumer대로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상품 및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계를 통한 정확한 정보 수집이 신

속히 가능하다. 더욱이 중간 유통 업체가 없기 때문에 소

비자는 더 싼 가격에, 생산자는 더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2016년 DTC 시스템을 활용하는 브랜드들은 전년 대비

71% 상승하여,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등 계속적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패션 브랜드를 위한 Direct-to-

consumer 전략 [Direct-to-consumer strategy for fashion

brands]”, 2015).

대표적인 DTC 시스템을 활용한 패션 브랜드는 Ever-

lane이 있다. 중간 단계인 리테일러를 생략하고 자사 온

라인 사이트를 통한 유통에 집중하였으며, ‘급진적 투명

성’을 원칙으로 자사 웹사이트에서 생산 과정부터 가격

결정, 판매 수입이 어디에 쓰이는지 까지의 모든 과정 및

과정에 따른 원가들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 낮추어진

생산 비용을 상품에 반영하여 기존 의류 업체가 생산 원

가의 4~8배로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달리 Everlane

은 가격을 생산 원가의 평균 2배로 인하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와의 소통은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

로 이어져 Everlane의 매출은 2013년 1,200만 달러(137억

원)에서 2016년 1억 달러(약 1,145억 원)로 꾸준한 성장

세를 보이고 있다(E. Y. Kim, 2017). 더욱이 DTC 시스템

을 활용하여 다양한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모델들이 생

성 및 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모델로 See Now, Buy

Now 모델과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 모델이다.

Table 2. Fast fashion apparel companies comparison

Type Company Term Revenue of growth

Ultrafast fashion

ASOS 2-8weeks 26%

BOOHOO.com 2weeks 75%

Missguided 1weeks 51%

Fast fashion
Zara 5weeks 10%

H&M Several weeks-six months 4%

From Coresight Research. (2017). https://www.fungglobalretailte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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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e Now, Buy Now 모델

See Now, Buy Now 모델인 경우, DTC 시스템 방식

외에 24개월로 고정된 패션 트렌드 전개 프로세스를 18개

월로 축소한 모델이다. 즉, 패션 컬렉션 및 프레젠테이

션을 통하여 패션 스타일을 발표한 후 6개월 후에 판매

하던 기존의 패션 트렌드 전개 프로세스에서 패션 스타

일 발표 직후, 바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방식이다.

See Now, Buy Now 모델의 등장 원인 중 하나는 Buy

Now, Wear Now, 즉,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은 생산 리드

타임이 축소되어 바로 새로운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패

스트 패션 트렌드 시스템으로 인해 자신들의 오리지널

상품의 판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패션 디자인을 도용하

여 판매하는 현상을 막기 위함이다(CFDA, 2016).

기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은 소셜 미디어 및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세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브

랜드 메시지 및 이미지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것에 초점

을 맞추어 왔다. 실제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들은 대

규모 자원과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패션 컬렉션 직후,

전세계의 광범위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패션쇼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Live

streaming service)까지 동원하여 컬렉션 이미지들을 실

시간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미지들

은 홍보를 목적으로 한 브랜드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

자들의 네트워크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진부화되며, 계속해서 유사 상품들이 탄생된

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컬렉션이 종료된 지 6개월 후

리테일 매장에서 그 이미지가 실재화된 컬렉션 아이템

을 접하는 순간 새로움보다는 싫증을 느끼고 있다.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의 패션 디렉터인

Friedman(2016)은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들여 컬렉션을 준비하고 또한 여전히 많은 관심

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현재 패션 트렌드 시

스템으로는 컬렉션에서 선보인 패션 상품을 실질적으

로 구입하여 착용할 수 있기까지 대략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여, 즉각적인 서비스 및 소비에 익숙한 소비자들

에게는 맞지 않을뿐더러 컬렉션의 현장의 높은 관심은

이미 사그라진 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패

션디자이너협회(Council of Fashion Designers of Ame-

rica)의 의장이며 디자이너인 다이앤 본 퍼스텐버그(Di-

ane Von Furstenber) 또한 바네사 프리드만(Vanessa Fri-

edman)의 의견과 같이 막상 그 옷이 판매될 시기에는 계

속적인 컬렉션 이미지의 노출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이

미 그 디자인에 대하여 진부함을 느낀다고 말하며, 전통

적인 패션 컬렉션 시스템은 현대의 소비자 행동 유형과

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Friedman, 2016).

특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폭되어 있는 시점인 패션

컬렉션 후에 실제 제품이 판매되기까지 무려 6개월이라

는 긴 생산 기간은 패스트 패션 업체에게 컬렉션에서 선

보인 디자인을 도용하여 원본보다 빠르게 비슷한 제품

을 판매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Han and Cho(2010)는 구

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패스트 패션은 젊은이들이 선

호하는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실

제로 명품 브랜드의 의복과 액세서리를 모방한 것이 누

구나 쉽게 인식 가능할 정도로 유사한 요소들이 표면적

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온라인 패션 플랫폼

인 Moda Operandi의 공동 창설자인 Magnusdottir(2016)

는 오리지널 상품이 매장에 도착하기 한참 전에 패스트

패션 매장에서는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반영하듯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계속적으로 하향세를 맞아 2014년 2,240억

유로(약 280조 원)에 이어 2015년 2,280억 유로(약 285조

원)를 기록하는 등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Park & Park,

2016).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Council of Fashion Desig-

ners of America와 The Boston Consulting Group이 함께

제안된 모델이 브랜드 및 온라인 편집숍을 통해 쇼 직후

바로 판매하는 See Now, Buy Now 전략이다. 이 ‘See Now,

Buy Now’ 전략은 이미 Burberry를 필두로 Ralph Lau-

ren, Tom Ford, Rebecca Minkoff, Tommy Hilfiger, Top

Shop 등 다양한 브랜드들이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 모델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 모델은 과거 영세한 규모 및 자

금력으로 인해 소비자와의 접점 및 소통 채널 확보가 불

가능했던 모델이다. 하지만 최근 DTC 시스템 방식을 이

용한 자체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나 온라인 채널을 활

용하여 시장 내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이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 모델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통

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이른바 디지털 네이

티브(Digital native) 세대들이 주요 소비층으로 자리 잡

아 그 성장세가 낙관적으로 점쳐지고 있다(D'Arpizio &

Levato, 2017).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의 개인 지향적

소비관이 한층 더 심화되어 나타나고, 개인의 관점에서

다양화된 니즈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증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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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소수의 취향을 위한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더

욱 성장 가능하게 된 것이다(“빅 유통이 주목하는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 [Big retailers pay attention to small de-

signer brands]”, 2017). 더욱이, 인터넷이나 SNS 상에 동

료 소비자들이 남겨놓은 비교적 정확하고 중립적인 소

비자 정보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나

생산자의 후광에 의존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즉, 소비

자들은 개인의 가치 및 취향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데

망설임이 줄게 된 것이다.

스몰 브랜드의 성장은 신진 스몰 브랜드를 소개하는

무신사, W컨셉, 29CM, 힙합퍼 등과 같은 온라인 편집

쇼핑몰을 향한 관심의 확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어

패럴뉴스』는 2017년 주요 18개의 온라인몰의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

문 온라인 편집 채널의 트래픽 증가가 크게 두드려졌음

을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이 스몰 디자이너들의 사이트

에 대한 접속 경로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검색이나 추천이 아닌 직접 접속이 가장 높았으며, 사이

트에서의 체류 시간 역시 2배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

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스몰 브랜드들을 향한 관심이 소

비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Lim, 2017).

이처럼 남들과 다른 독특한 취향 및 희소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해진 성향에 맞

게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성장도 가능해진 것이

다.

더욱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DTC 시스템은 Kot-

ler et al.(2016/2017)가『마켓 4.0』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

세계적 온라인의 연결성을 통해 개인 한 명이 기존의 오

프라인 상에서 형성할 수 있었던 한정된 네트워크를 넘

어 수만 명 혹은 수백만 명과 관계 형성이 용이하게 됨

에 따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 무한대로 확대되

고 있다. 그러므로 글로벌 네트워크인 동시에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의 DTC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현

대의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홍보 및 판매 범위는 더

이상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 범위까지 확대

가 용이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

은 나라의 유니크한 테이스트의 브랜드일지라도 기대

이상의 수량의 상품 판매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

상은 국내 스몰 브랜드의 Nordstrom, Barneys New York

등의 주요 해외 백화점 진출 사례의 확대 혹은 국내 스

몰 브랜드와 해외 유명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의 사례

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미국 고급 백화점 체인 Nordstrom은 <Fig. 10>의 사진

에서 보듯이 지난 2017년 5월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인

ADER Error, Hyein Seo, KYE, Nohant, 13Month, SJYP,

87MM 등을 초청하여 Pop-In@Nordstrom이라는 제목의

팝업샵을 기획하여 진행하였으며, 캐주얼 브랜드인 An-

derssonbell은 미국 프리미엄 백화점 Barneys New York

에 2016년 11월에 입점하여 판매 3일 만에 10%의 소진

율을 기록하는 등의 인상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2017년

에는 Barneys New York 홈페이지의 메인에 소개되는 영

광을 차지했다(Oh, 2016). 세계적인 온라인 라이프스타

일 스토어 YOOX는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스몰 브

랜드인 Beyond Closet, DBYD, Fleamadonna 그리고 KYE

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Fig. 11>과 같은 익스클루

시브 컬렉션인 “YOOX SEOUL”을 공개했다(H. Y. Kim,

2017). 이외에도 <Fig. 12>와 같이 스몰 브랜드 ADER Er-

ror는 프랑스 브랜드인 Maison Kitsuné와 2018년 4월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여 하루 만에 완판을 기록하

기도 했다(Hwang, 2018). 이처럼 DTC 시스템을 활용한

스몰 브랜드의 국제적 성장은 계속되고 있다.

4. 패션 렌탈 시스템

패션 렌탈 시스템은 패션 트렌드 시스템 프로세스의

일부인 만들어진 상품을 유통하는 배급 업자의 목적의

변화로 생성된 시스템이다. 즉 배급 업자의 목적이 판매

가 아닌 임대 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생성된 시스템이다. 패션 렌탈 시스템의 경우 요금을 지

불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상품을 사용하고, 배급 업자에

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존 패션 트렌드 시

스템의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Fig. 1>과 달리, 유통 업자

에서 소비자가 서로에게 패션 상품을 주고받는 쌍방향

의 방향으로 변화된 시스템이다.

이 렌탈 시스템의 도입 및 확대의 배경으로는 공유 경

제 트렌드의 확대로 인해 소유보다는 경험의 가치를 중

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있다. 소비지상

주의에 대한 회의감,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 등으로 발생한 공유 경

제는 SNS를 통해 정보의 공유가 언제 어디서나 용이하

게 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공유 경제의 인

식 확대는 렌탈 시장을 형성시켰으며, 그 성장세도 빠르

게 증가시키고 있다. KT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렌탈 시장은 2011년 19조 5000억 원에서 2016년 25조

9000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2020년엔 40조 1,000억 원까

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Cho, 2017). 국제적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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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한 2025년까지 직원 공유, 금융, 자동차 공유, 여

행, 음악 및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5가지 주요 경제 부

문의 연간 매출이 약 350억 달러에서 3,3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Pike, 2016).

NYU's Stern School of Business 대학 아룬 순다다라잔

(Arun Sundararajan) 교수에 따르면 패션 상품인 옷과 액

세서리인 경우 가격대에 비해 낮은 사용 횟수를 가지고

있어 3인이나 4인이 그 옷을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Pike, 2016). 더욱이, 최근 들어 SNS

확산에 따른 압도적 패션 이미지가 생성 ·복제 ·확산됨

에 따라 패션 트렌드의 변화 속도가 급진적으로 빨라지

고 있어 21세기 주 소비층인 밀레니얼 세대는 보통 1~

5번 옷을 착용 후 버린다고 한다(Reinhart, n.d). 이를 통

해 패션의 즐거움이 값비싼 패션 상품의 소유를 통해 얻

기보단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일시적 경험만

으로도 만족 가능하게 탈바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

지만 Reinhart(n.d)의 리포트에 따르면 일시적 경험으로

패션을 즐기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식도 확대

되어 77%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속 가능한 상품을 선

호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한다

는 판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패션 상품 소비 시 패

션 상품이 일시적 경험의 산물로 변함으로써 다양한 상

품을 구매하고 금방 그 상품에 싫증을 내버리지만, 이러

한 자신들의 소비 패턴이 계속적인 새로운 상품 생산과

폐기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자원 고갈 및 환경 문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걱정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두 가지 고민의 해결의 대안으로 패션 공유 플랫폼

인 패션 렌탈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패션 렌탈 시스템을 활용한 회사는 <Fig. 13>

인 미국에 기반을 둔 Rent the Runway이다. Rent the Run-

way는 이미 55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 그 밖

에도 영국의 Girl Meet Dress, <Fig. 14>인 유럽의 Chic

by Choice, 호주의 Glam Corner 등이 이러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패션 렌트 서비스의 틈새 시장을 목표

로 한 플러스 사이즈 패션 대여 서비스 Gwynnie Bee, 임

부복을 대여해주는 Borrow For Your Bump 등도 서비스

를 시행 중이다(Pike, 2016). 국내에서도 비록 SK플래닛

의 프로젝트 앤(Project ANNE)이 사업을 중단하긴 하였

지만, <Fig. 15>인 잡화 중심의 Reebonze Korea의 렌트

잇 RENTIT, 돌잔치나 셀프 웨딩 용품을 빌려주는 롯데

백화점 Salon de Challotte 등이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을

위해 패션 렌탈 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다(Lee, 2018). 이

러한 패션 렌탈 시스템은 패션이 야기하는 환경 문제도

축소하며, 패션 트렌드를 향유할 수 있는 경험의 소비 방

식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여 패션 트렌드의 사이클의 속

도 증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5. 소비자 참여에 의한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변화

기존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Fig. 1>에서

두 가지 색깔로 다르게 표현한 것 같이 패션 트렌드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과 패션 생산자에 의하여 제시

된 패션 트렌드를 선택하여 수용하는 소비자의 역할로

크게 분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및 모바일

기기의 보편화로 정보가 개방되고 참여와 공유를 기반

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가 생

산자의 역할의 참여 가능한 환경들이 구축되고 있다. 그

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역할의 경계가 불분명해지

Fig. 10. Pop-in@Nordstrom:

Kfashion.

From O. Kim. (2017).

http://press.nordstrom.com

Fig. 11.: Yoox Seoul.

From [Yoox] EXCLUSIVE:

a capsule collection for YOOX

by the coolest Korean brands.

(2017). http://bq.sg

Fig. 12.: ADER Error x

Maison Kitsuné.

From 아더에러*메종키츠네

[ADER Error*Maison Kitsuné].

(2018). http://eomis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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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존 패션 트렌드 시스템 프로세스의 역할의 경계가

유동적으로 바뀌어 새로운 패션 트렌드 시스템이 형성

되고 있다.

Toffler(1980/2006)는 소비자의 역할이 더 이상 소비에

만 머무르지 않고 생산 영역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는 의미의 프로슈머 역할로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예

상했다. 특히, 최근 들어 3D 프린터 등의 디지털 도구가

저가격, 소규모 사이즈로 보급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

스스로가 패션 상품을 생산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고 있

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자발적 의도와 생산자의 필요성

이 결합되어 패션 트렌드 시스템 프로세스 중 어떠한 역

할도 소비자와 통합 혹은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들이 생

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가 패션 트렌드 시스템 프

로세스에 참여 가능한 방법은 소비자가 리서처의 역할

을 공조하는 시스템, 디자이너의 역할을 공조하는 시스

템, 생산자의 역할을 함께 하는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

로 리서치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리서치에 참여하는 시스템의 대표적 방식은 C

&D(Connect & Development) 방식을 도입한 모델로써,

생산자 내부의 리소스를 활용하던 폐쇄형 개발 방식인

R&D(Research & Development) 방식에서 신선한 아이

디어를 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생성된 방식이

다. 대표적인 예로는 코오롱스포츠가 영국 런던의 센트

럴 세인트 마틴 패션스쿨(Central Saint Martins Fashion

School)의 디자인과 학생과 함께 ‘라이프 세이버 재킷’

을 기획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Yoon, 2006).

둘째, 디자인 과정에 공조하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디자인 공조 방식은 컨스터마이징(Customizing) 방식을

이용한 시스템이다. 컨스터마이징은 다양한 선택 옵션

을 소비자에게 취사 선택 가능하게 하여 1:1 니즈, 즉 개

인의 취향을 충족하도록 구현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은 Nike, Adidas 등의 스포츠 브랜드뿐 아니라 Opening

Ceremonry와 같은 여성복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Adidas

는 색상, 소재 등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제작 기간도 4~6주로 계속 단축화하고 있다(Lim, 2017).

Opening Ceremonry는 패션 테크 스타트업인 Unmade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Fig. 16>와 같이 니트의 패턴과

색상을 소비자가 자유자재로 선택 가능하게 하며, 선택

된 디자인을 화면을 통해 정확히 구현하게 함으로써 소

비자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 다른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의 방식은 Cl-

oud Sourcing이다. 디자인의 의도 및 과정을 개방함으로

써 다수의 소비자들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반영하

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Thread-

less가 있다. Threadless는 소비자가 제안한 티셔츠 도안

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투

표를 통해 생산할 디자인을 선정해 성공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는 패션 업체이다(The International Textile-

Fashion News, 2017). 이러한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시

스템은 단순히 제품 사용자인 소비자 의견을 수용해 제

품에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벽을 허물고 양자가 파트너가 되는 방식이다

(Cho, 2003).

셋째, 생산 과정에 참여 시스템으로, 저가격대의 3D 프

린터 등의 디지털 도구의 출현과 대중화로 열정적인 아

마추어들이 제조의 영역까지 참여 혹은 생산자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편리성뿐 아니

라 한층 정교한 제작이 가능해지고 있어, 상품 제조의 능

력, 일명 손재주가 부족한 소비자들도 쉽게 접근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아직까지 발전 단계로 사용하

고 있는 브랜드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나, 최근 열린 ‘Ma-

nus × Machina’ 전시를 통해서도 그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Manus × Machina’ 전시는 2016년 뉴욕 The Metro-

Fig. 13. Rent the Runway.

From Rent the Runway. (n.d).

https://www.renttherunway.com

Fig. 14. Chic by Choice.

From Chic by Choice. (n.d).

https://chic-by-choice.com

Fig. 15. Rent it.

From Reebonze. (n.d).

https://www.reebon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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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an Museum of Art의 Costume Institute에서 개최된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만남을 주제로 한 전시이다(Yot-

ka, 2016). 이 전시는 핸드메이드를 기반으로 한 오뜨 꾸

띄르까지도 테크놀로지 즉 3D 프린터가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패션 아이템의 3D 프린터의 활

용 및 이로 인한 소비자의 생산 과정 참여의 가능성을 시

사했다.

넷째, 소비자가 유통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기획, 디자인에서 제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개인이 참여 혹은 감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내용을 만들고 수정 ·편집하는 인터넷 집

단 지성 체계인 ‘wiki’와 제조를 뜻하는 ‘manufacturing’

을 합친 말인 Wiki-facturing 생산의 시대, 다시 말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1인 제조업

시대’가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유통을 포함한 생산 프로

세스 전반에 소비자 참여 시스템이 생성되고 있다(“Wi-

ki-facturing”, 2013). 이 시스템의 가능성은 온라인 제작

서비스 회사인 Ponoko를 통해 예견할 수 있다. Ponoko는

‘100KGarages’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창의적인 소비

자들과 지역의 작은 공방을 연결시켜 물건을 직접 제작

해 볼 수 있도록 한 분산 생산 방식의 제조 서비스를 시

행하는 업체이다. Ponoko의 시스템은 아이디어를 가진 작

업자들이 웹사이트에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물품의 스케

치, 색상, 재료, 크기, 예상 가격, 배송 기간 등의 모든 정

보를 올린 후 이를 제작해 줄 사람을 찾는 온디맨드(On-

demand) 생산 방식이다. 특히, 이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가 쉽게 생산 과정의 자세한 부분을 협의 및 의뢰 가능하

며, 원하는 소비자와 연계도 가능하다(Bang, 2012). Po-

noko의 시스템과 같이 소비자가 생산 과정 전반에 참여

하는 시스템은 자신이 정확히 원하는 개인화된 상품의

제작뿐 아니라 재고 위험성이 적은 주문 제작 방식의 상

품 판매도 가능한 방식이기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

다. 이러한 소비자 참여에 의한 시스템은 기존 <Fig. 1>

에서 보여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의 경계가 붕괴

되어 소비자의 역할이 특히나 다중적 역할로 이양되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생산에 관여함으로써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프로세스의 방향성이 나

아감에 따라, 그 프로세스의 방향성이 중첩되거나 교차

적으로 바뀌어짐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사례 및 문헌 연구를 통한 유형 분석에 따른 결과와

사례에 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Table 3>과 같

다. 새롭게 형성된 패션 트렌드 시스템은 크게는 5가지

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5가지의 유형 중 ‘연간 패션 스

타일 트렌드 출시 스케줄의 변화’, ‘패스트/울트라패스

트 패션’, ‘DTC 시스템’, ‘소비자 참여에 의한 패션 트렌

드 시스템’ 유형의 경우 그 유형 안에서도 시스템 실행

방법에 따라 14가지의 새로운 방식으로 패션 트렌드 시

스템을 유형화할 수 있었다.

IV. 결 론

최근 혁신적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프로세스의 방향성과 역할의 경계의 변화와

패션 트렌드 전개 프로세스의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새로운 변화와 변동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거나, 혹

은 변화된 패션 트렌드 시스템을 고찰하기 위하여 패션

트렌드 정보지, 패션 잡지, 신문, 선행논문, 관련 서적, 전

문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에 명시된 다양한 사례들을 수

집 및 분석한 후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 2인의 검증

및 합의를 거친 결과 크게는 5가지 세부적으로 14가지

의 시스템 및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연간 패션 스타일 트렌드 스케줄에 변화

Fig. 16. UMD x Opening Ceremony's new high-tech capsule collection.

Captured by author from Harper's BAZAAR KZ. (2016).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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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는 방식으로, 프리-컬렉션제 도입, 시즌리스 방식 도

입, 남녀 통합 컬렉션제 그리고 스타일 트렌드 출시 일

자 변경 방식 등이 이에 속한다. 두 번째로는 생산 리드

타임을 축소하여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순환 고리의 이

동 속도를 단축시키는 시스템으로 패스트/울트라패스트

패션 트렌드 시스템이 이에 속한다. 세 번째는 소유가 아

닌 경험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패션 아이템을 렌탈해주

는 패션 렌탈 시스템이다. 네 번째는 소비자와 직접적인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 및 판매하는 방식인 DTC 시스템

으로 이 시스템에서 발전된 See Now, Buy Now 모델 및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 모델의 확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소비자가 리서치부터 유통까지

의 생산 과정 전 영역에 선택적으로 참여 가능한 시스템

의 구현이다. 이러한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변화는 환경

과 소비자의 변화 그리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산자

들의 고뇌와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패션 트렌드 시스

템의 발현 및 변화된 시스템의 성장을 지속시키게 하고

있었다.

현대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변화 요인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지 기반 소셜 네트워크 확장을 기반으로 불

특정 다수인에게 빠른 시간 내 사진 및 정보의 생산 및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끊임없는 새로운 이미지에 대

한 요구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빠르게 최신

의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새로운 트렌드를 요구

하는 트렌드의 민감도가 상승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Table 3. Types and Cases of Modern Fashion Systems

Type of New Fashion system Case

1. Changes in annual fashion

style trend release schedule

Introduction of

pre-collection system

Increase pre-fall Collection show: Dior, Louis Vuitton, Chanel,

OFF-WHITE, Alyx Studio etc

Introduction of

seasonless system

Increase ignoring seasonality: indie label AYR, São Paulo Fas-

hion Week

Merging womenswear

and menswear show

Combining mens and womens show into one: Gucci, Vetements,

Burberry, Calvin Klein, Moncler, JW Anderson, Salvatore Ferra-

gamo etc.

Style trend release date change
About 2 month ahead of Style trend release date: Vetements,

Gosha Rubchinsky

2. Fast/Ultrafast fashion
Fast fashion Fast/Ultrafast Fashion Growth: Zara, H&M, asos, Booho, Miss-

guidedUltrafast fashion

3. DTC

(Direct-To-Consumer)

DTC Growing brands using DTC systems: Everlane

See Now, Buy Now:

(DTC+selling immediately

after the show)

Brand Appearance Using ‘See Now, Buy Now’ System Burbe-

rry, Ralph Lauren, Tom Ford, Rebecca Minkoff, Tommy Hilfi-

ger, Top Shop

Small designer brand

(DTC+small & unique brand)

Growth of small designer brand Editing Shop: MUSINSA, W-

concept, 29CM, hiphoper etc

Domestic small brand's overseas expansion: ADER error, Hyein

Seo, KYE, Nohant, 13Month, SJYP, 87MM, Anderssonbell, Be-

yond Closet, DBYD, Fleamadonna etc.

4. Fashion rental system

The emergence and growth of fashion rental system: Rent the

Runway, Girl Meet Dress, Chic by Choice, Gwynnie Bee, Bor-

row For Your Bump, Project ANNE, RENTIT, Salon de Chal-

lotte'

5. Fashion system by

consumer participation

Total
Increase consumer participation opportunities in production pro-

cess

Participating in research Kolong sport lifesaver jacket

Participating in design Nike, adidas, Opening Ceremony, Threadless

Participating in production ‘Manus × Machina’ exhibition

Participating in all process Pono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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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상품의 향유를 소비를 통한 향유에서 경험을 통한

향유로 탈바꿈함으로써 새로운 패션에 대한 니즈를 계

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다.

둘째, 소셜 네트워크 및 1인 미디어 확산은 자신의 의

견 및 개성 표출이 용이하고, 자유로워짐에 따라 집단주

의적 규범이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자리를 내어주면서,

개성에 대한 표현, 개성에 대한 현대인들의 태도가 갈

수록 관용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현대 사

회는 개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이 사회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로 변화되고 있고 이것은 다양한 패션의 발전을 이

끌어내고 있다.

셋째, 관심사를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의 광범위한

연결성은 아날로그 환경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요소들이 거리에 상관없이 연계되어 강력한 집단의 힘을

발휘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니치 마켓을 향

한 롱테일 법칙을 따르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넷째, 참여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 환

경 하에서 생산과 유통에 있어 소비자들이 참여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 소비자가 생산자의 역할을 겸하는 프로

슈머의 역할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변화는 환경 속

에 계속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갈망은 대중의 지

혜, 대중의 협업이라 부르는 집단 지성의 중요성이 강조

되어 더욱 소비자의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적응 및 대비를 위한 패

션 트렌드 시스템의 변화는 패션 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

존의 문제와 직결됨을 알 수 있었다.

패션 트렌드 시스템의 변화 유형 분석과 그 유형에 따

른 변화 및 새로운 패션 트렌드 시스템을 발생하게 하는

요인들은 더욱더 복잡해져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현대 소비자의 니즈 파악에 대한 이해 및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예시 및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

문적으로도 디자인 트렌드 관련 패션 트렌드 시스템 전

반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추후 패션 트렌드 시스템

의 정의 및 패션 트렌드 시스템 구성원 각자의 역할의

변화를 연구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그

러므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각 유형별 패션 트렌드 시스

템의 한계점 및 영향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연

구를 추후에도 계속 확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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