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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많은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은 젊은 세대와 

그들이 열광하는 하위문화에 관심을 둔 컬렉션을 선

보이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들은 스트리트 웨어 브랜

드나 같은 감성의 예술 분야와 함께 캡슐 컬렉션을 

시도하거나 젊은 소비자들의 스트리트 감성에 어필

할 수 있도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교체하는 등의 

혁신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럭셔리 패션 

업계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에 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소비층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동년배 집단을 소비행태로 

분류한 Z세대이다(Park, 2016). 이들은 인터넷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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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Z leading the trend of the fashion industry through the

creative activity of Virgil Abloh.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were conducted together with detailing the 

research methodology. As a result of research, generation Z is conceptualized as a “digital native” who grows 

in digital technology environment with excellent visual sense. They are “SNS creators” who have influence on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They are also characterized as “social activists” who reject social conven- 

tions and prejudices. They are a “leading creators” who seek to differentiate with creativity.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Z in the creative activities of Virgil Abloh have a feature of digital native in that they seek vi- 

sual originality. In terms of communicating with generation Z through SNS and influencer marketing,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SNS creators. It expresses social activists in providing consumers with diversity, and social 

perceptions of differentiation. In terms of providing content that encourages consumers to express their per-

sonality, it has a feature of leading creators.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tributes to the understanding of the 

market change and marketing strategy according to the consumer development and the activity of the fashion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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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로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로 소통하며, 항상 통

신 장치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집중력이 

뛰어나고 즉각적인 만족과 시각적 효과에 익숙한 세

대이다(Terner, 2015).

본 연구는 Z세대를 겨냥한 전략으로 혁신을 거듭

하고 있는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Virgil Abloh, 1980년

생)의 크리에이터 활동에 주목하였다. 버질 아블로는 

힙합문화와 패션에 영향력이 큰 칸예 웨스트(Kanye 

West)의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로 2002년부터 지속

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이엔드 스트리트 패션 브

랜드 ‘오프 화이트(Off-White)’의 창립자로서 럭셔리 

패션과 스트리트 웨어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8년에 아블로는 루이비통 남성 컬렉션의 크리에

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되어 현재 루이비통의 급격한 

매출성장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firstVIEW-

KOREA [FV], 2019). 아블로는 정기적 패션 컬렉션 외

에도 젊은 세대의 문화와 호흡하는 활발한 SNS 활동

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병행하며 Z세대가 

요구하는 감성과 창조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Z세

대가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개성을 드러내

는 도구로 힙합에 열광한다(Samsung Design Net [SDN], 

2018b)는 점은 힙합문화의 정점에 있으면서 동시에 

럭셔리 브랜드의 수장으로 활동하는 아블로를 Z세

대와 패션의 접점으로 보는 또 하나의 근거를 준다. 

이러한 아블로의 활동과 영감은 최근 ‘Virgil Abloh: 

Figures of Speech’라는 회고전으로 기획되어 시카고 

현대미술관(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

cago)에서 개최되었다(Caramanica, 2019).

본 연구는 패션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Z세대를 

고찰하고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의 크리에이터 활동

에 나타난 Z세대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

다. 그동안 진행된 Z세대 관련 패션 연구는 쇼핑성향 

및 구매의사 결정과정 연구(Park, 2018)와 같은 소비

자 집단으로서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있었으며, 최근 

패션 유튜브 소비(Park, 2019), 패스트 패션 기피현상

(Vajkai Kovács & Zsóka, 2020), 패스트 패션 선호요인

(Desfiandi, 2020) 등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이어지고 

있으나, Z세대를 겨냥한 특정 브랜드의 전략이나 디

자이너의 활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디자이

너를 세대의 특성과 연결하여 논의한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변화양상에 대한 학술적 기록

에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소비자 세대의 

변화에 따른 패션 브랜드의 전략설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X, Y, Z세대에 대한 고찰을 선행 학술연구와 이론서, 

패션 정보기관의 보고서 등을 통해 문헌연구한다. 둘

째, Z세대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의 과정

에서 고찰된 ‘Z세대’ 관련 키워드로서 ‘트렌드’, ‘SNS’, 

‘디지털’, ‘유튜브’ 등을 ‘Z세대’와 함께 검색하여 자

료를 수집한다. 이때 수집된 자료는 패션 정보기관과 

리서치기관의 보고서 13건, 전문지와 신문의 기사 4건, 

전문서적 2건, 학술논문 1건 등 20건으로서, 이로부

터 Z세대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고 내용분석한다. 셋

째, 버질 아블로에 대한 전반적 고찰과 크리에이터 활

동에 대한 연구는 오프 화이트와 루이비통 남성 컬렉

션, 버질 아블로와 패션 매거진에서 관리하는 SNS 자

료, 콜라보레이션 활동 등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사

례연구를 병행한다. 넷째,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버질 아블로의 크리에이터 활동에 나타난  Z세대의 

특성을 논의한다. 사례연구의 범위는 버질 아블로의 

첫 번째 패션 브랜드인 오프 화이트의 2013년 런칭 

시점부터 본 연구가 진행된 2019년까지 발표된 컬렉

션, 콜라보레이션, 인스타그램(Instagram) 피드(Feed)

로 한정한다. 즉 패션 디자이너로서 버질 아블로의 활

동에 대한 연구는 2014S/S 남성복 컬렉션을 시작으로 

여성복, 리조트(Resort), 프리 폴(Pre-Fall)을 포함하여 

2020S/S까지 총 31회 발표한 오프 화이트 컬렉션, 2019

S/S의 첫 컬렉션에서 2020S/S까지 총 3회 발표한 루

이비통 남성 컬렉션을 대상으로 한다. 콜라보레이션 

활동은 오프 화이트의 성공적 런칭으로 여러 브랜드

와 활발하게 진행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의 사례 총 17건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업데이트된 버질 아블로의 인스타그램 전

체 피드 또한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II. Z세대의특성과

버질아블로의크리에이터활동

1. 세대의 개념과 X · Y · Z세대

사회의 존속에 있어 필수불가결적인 새로운 ‘세대

(Generation)’는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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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및 행위 양식의 특징을 바탕으로 다른 변이를 수반

하며(Choi & Choi, 2013) 현대 사회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여겨져 왔다.

Nash(as cited in Park, 1995)에 따르면 세대의 어원은 

‘성립’ 혹은 ‘출현’이라는 의미를 갖는 희랍어 ‘genos’

에서 유래하며 이는 새로운 아이의 탄생, 새로운 또래

집단의 등장, 일정한 생애단계로의 도달 등의 의미로 

사회 현상들을 조직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사용되어왔다. Mannheim(as cited in Huh & Kim, 2003)

은 세대를 단순히 같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집단

이 아닌 어린 시절부터 동일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로 

인해 공통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Johnson and Johnson(2010/2012)은 세

대를 같은 시대를 살면서 공통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들의 집단이라 하였다.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가족관계, 친족 계보로 

구분하는 ‘가계 계승의 원리’에 따른 기준, 생애주기

가 동일 단계에 있어 발달과정에서 동일 과제에 직면

하는 ‘과제 동질적 집단’에 따른 기준, 특정 역사적 시

기에 생존한 사람들로 보는 ‘역사학계의 세대’ 개념

에 따른 기준, 마지막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하여 특

정한 기간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공통적으로 경

험한 사람들로 구분하는 ‘코호트(Cohort)’ 즉, ‘동년배 

집단’을 강조하는 기준 등이 있다(Choi & Choi, 2013). 

코호트 개념은 같은 시기의 유사한 역사적 ∙ 문화

적 경험 공유를 통해 사고방식과 행위 유형을 형성하

며, 현대 사회의 세대 이해에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

는 개념(Park, 1995)이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이와 

같은 코호트 개념을 기준으로 가치관, 행동 양식, 소

비패턴 등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X세대’, ‘Y세

대’, ‘Z세대’로 분류되며 Z세대에 주목하는 본 연구는 

Z세대에 앞선 두 코호트 세대, X, Y세대와 Z세대를 

함께 고찰하여 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세대 고찰에 

있어 제한적 자료와 국가별 상황이 시기별로 다르다

는 제한점과 본 연구의 대상을 고려하여 국내외의 차

이가 있는 시기의 상황은 미국을 기준으로 하였다.

X세대는 1991년 캐나다에서 출간된 장편소설의 제

목으로부터 명명된 것으로, 1965년에서 1980년 사이

의 시기에 출생하여 이전 세대와는 달리 초기 X세대

가 사회에 진출할 무렵인 1980년대에는 미국 기준 실

업률이 10%를 넘는 시기로서, 이때 X세대는 기성세

대에 저항하는 문화를 형성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였다(Kim, 2000). X세대는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냉소적이고 미래에 

비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자신의 재정적 미래

에는 긍정적이어서 구매력이 크며 상품에 관한 지식

이 많은 소비세대이기도 하다(Huh & Kim, 2003).

Y세대는 1981년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

대로서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불린다(Lee, 2018). 이들

은 냉전 종식과 정보 산업의 경쟁력으로 인한 경제적 

호황을 기반으로 유복한 생활을 누렸다(Kim, 2000). 

Lee(2018)는 Y세대에 대하여 개인의 소비가치에 따

라 합리적인 소비패턴을 통해 실용성과 경제적 효용

성을 추구한다고 하였고, Kim and Huh(2007)는 Y세

대가 자아존중, 자아실현, 성취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삶의 즐거움을 중요시하고 한다고 하였다. Y세

대는 스노보드, 서핑, 스케이트와 같이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스포츠 활동을 선호하고 유행에 민감하며 

개성을 중심으로 유행을 선도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 동일한 가치를 반영한 제품을 선호한다(Yoo, 

2007).

Z세대는 Y세대를 지나 소비의 주도권을 쥐게 될 

새로운 세대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 사이 출생

해 2019년을 기준으로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의 연

령 세대를 칭한다. 이전 세대들보다 다양하고 다문화

적인 집단의 세대로서 다른 세대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 거주하며 인터넷,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고 SNS 소통을 편하게 느끼는 

세대라는 점이다. Y세대가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을 

통한 세계화의 진행을 목격하고 타 문화 간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기 시작한 세대라면, Z세대는 

이미 이뤄진 세계화 안에서 보다 일상적이고 유동적

으로 각국 사람들과 교류하며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

고 있다(SDN, 2015).

X세대와 Y세대, Z세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이 정리된다.

2. Z세대의 특성

본 연구는 Z세대의 특성 논의를 위해 삼성디자인

넷(SDN)과 퍼스트뷰코리아(FV) 등 패션 정보기관의 

리포트 7건,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IBM 

리서치 등 연구기관의 보고서 6건, 포브스(Fobes), 이

코노미조선 등 전문지의 기사 4건, 서적 2건, 학술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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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건 등 총 20건의 자료에서 관련 키워드를 내용분

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Z세대를 정의하는 4가지 특성

을 도출하였다. 본 절에서 논의할 Z세대 특성은 첫째 

디지털을 중심으로 살아가며 시각적 능력이 뛰어나 

순간 집중력이 높고 이미지를 중심한 독특함을 추구

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 둘째 SNS를 중심으로 영

향력을 행사하는 SNS 크리에이터 특성, 셋째 사회적 

통념에 반발하며 민주적 평등을 추구하여 사회적으

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아의식을 표현하는 사회적 

액티비스트 특성, 넷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 주도적으로 창조해나가는 주

도적 창조주의자 특성이며, 특성의 도출과정과 논의

된 내용은 <Fig. 1>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디지털 네이티브

X세대와 Y세대가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경을 모두 

경험하고 개척했던 세대인 반면, Z세대는 디지털을 

학습한 X세대 부모를 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고 자

라 디지털 원주민으로 불리는 최초의 세대이다(SDN, 

2018c). Z세대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만 

가장 높은 비율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UNi-

DAYS, 2018), 전체 디지털 기기 이용시간 중 스마트

폰의 이용시간이 가장 높고, 타 세대에 비해서도 스마

트폰 사용비율이 현저히 높다(Kleinschmit, 2015). 이

들은 과거 개인 간 연결의 중심이 PC에서 휴대전화, 

미디어 플레이어, 카메라, 인터넷의 기능이 결합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던 시기에 성장한 세대로서 스

마트폰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 되어 교류하고 소통

하는데 익숙한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Ter-

ner, 2015).

Z세대의 이러한 특성은 미디어의 소비와 금융 및 

각종 환경에서 디지털을 이용하는 다양한 태도로 나

타난다(Han, 2017). 이들은 미디어 소비에 있어서 OTT

(Over-The-Top) 서비스를 TV 및 기타 채널보다 많이 

사용하며, 그 중 새로운 차원의 자율성을 가지는 스

트리밍(Streaming) 서비스를 주로 사용한다(UNiDA-

YS, 2018). 또한 상당수의 Z세대는 스스로 구매에 대

한 주도권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 및 문제 처리 속

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양한 디지털 장치를 통

해 금융 소비를 한다(Han, 2017).

디지털 중심의 일상을 보내는 Z세대는 다양한 스

크린과 SNS를 통해 쏟아지는 시각적 정보들로 인해 

높은 수준의 시각적 감각을 보유하였으며 순간의 이

미지를 중심으로 대량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자라난 

탓에 높은 순간 집중력을 보인다. 미국의 트렌드 분석

기업 Spark$Honey(as cited in SDN, 2017)에 따르면 

Z세대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스크린 앞에 앉아 시간

을 보내고 스크린 내 멀티태스킹이 뛰어나며, 많은 정

보를 빠른 시간 내에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해 문장을 

대충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Z세대의 이러한 습관 

때문에 이들은 8초 순간 집중력의 ‘8초 세대’로 불리

며 Z세대와 연결된 기업들은 이미지와 영상을 중심

으로 8초 안에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

텐츠를 모색한다(SDN, 2017). 이와 같이 집중력이 낮

고 시각적 능력이 뛰어난 Z세대는 이미지 중심의 독

특함을 통해 개성을 나타내며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Generation X Generation Y Generation Z

Year of Birth 1965-1980 1981-Mid 1990s Mid 1990s-2005 

Period of 

Growth

-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 Great depression in USA 

- Economic boom

- Internet as part of life 

- Digital globalization 

- Spread of mobile, SNS 

Values 

- Cynicism 

- Individualism

- Consumerism

- Emphasis on self-realization 

- Tolerance for diversity

- Acceptance of diversity 

- Pursuit of democratic  equality 

- Independence-oriented, selfdirected 

Cultural 

Characteristics

- Financially positive

- Trend followers 

- Leaders of   informatization

- Leading fashion around indivi-

duality

- Digital culture centered on contents 

- Pursuit of individuality within community 

Consumptive 

Characteristics 

- Impulse buying 

- Practical consumption favoring 

discount 

- Consumption that reflects per-

sonal value

- Participatory consumption on-off lines 

- Influence on other generation's consumption 

 Table 1. The comparison of generations XㆍYㆍ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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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of generation Z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Z 
Details 

New luxury fashion 

marcket 2018

Digital natives

Use digital device for more than

3 hours a day

Over-the-top service

Generation with highest smartphone 

usage among devices

Generations with the highest smart- 

phone retention

Digital payment

Various screens

Multitasking

8 sec instantaneous concentration

Image-oriented communication

Instant gratification

Image-centric uniqueness

Youtube generation

Influence through SNS

Prefer short, improvised content

Influencer

Social media platform

Ceaseless content

Fluid consumption

Borderless online

The most diverse ethnic group in 

history

Approved by LGBTQ

Pursue rational equality

Digital activity

Pursuit of authenticity

Rebellious identity

Company preference for social and 

environmental help

Pursuit of various educational and 

creative opportunities

Co-creation

Self-directed education

Uniqueness and Differentiation

Realistic

Skeptical and cynic

Pursuit of personal economic 

Stability

Financially conservative

Verified Purchase

Practicality

Digital native

- Smartphone-centered consump-

tion  

- Coexistence with analog

- High visual competence

- 8 second filter

- Pursuit of uniqueness

- B-emotion 

- Preference for subculture 

Who is generation Z

New consumer

Differentiate with Ugly X 

NonSensor

Conscious state 

enthusiastic about 

Aauthenticity X 

MinorLITy

Escape the typical and 

suggest new code: 

Statement w/reality

SNS creators 

- SNS-based social relationship 

- Preference for the YouTube 

- Self-creator activities 

Social & trendy lifer

Getting to know gen Z

Gen Z: Decoding the 

digital generation

Pew research center

Uniquely generation Z

Are millennials and gen Z  

Ignoring you?

Social activist 

- Exercise of social influence 

- Pursuit of authenticity and inner 

values

- Preference for ethical company

- Pursuit of diversity · rational

equality 

Gen Z in the classroom 

creating the future

Gen Z media 

consumption: It's a  

lifestyle, not just 

entertainmen

“Protagonist of the future 

market,” Not children, 

generation Z report

Generation Z makes BTS 

successful

Leading creators 

- Preference for multi-channeled 

alternative education

- Active co-creation

- Pursuit of uniqueness and dif-

ferentiation

Digital consumption 

generation, generation Z

Life trend 2019

Influencer, extraordinary 

influence of ordinary 

people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new 

generation with life style

- Focus on generation Z

  Fig. 1. The derivation process of generation Z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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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맞는 상품에 더 투자하고자 한다. 그들은 특

정 이미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과 함께 이

미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으며, B급 정서나 하위문화

에서 오는 독특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FV, 2017).

2) SNS 크리에이터

Z세대에게 SNS는 일상이며 사회적 통로로서 자신

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주요 방법이다. 이 세대는 SNS

를 통한 소통에 능하며 정보의 수신보다는 발신에 적

극적이다(Yeon, 2018). Z세대는 SNS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할 수 있으며, 특히 인

플루언서(Influencer)와 그들의 콘텐츠는 중요한 소비

의 원동력이다. 영미권에서는 다수의 Z세대가 SNS를 

통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전문가와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온라인과 현실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SDN, 2017).

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유튜브(You-

Tube)로서, 이들은 2005년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와 

함께 자라 ‘유튜브 세대’로도 불린다(Song, 2018). 유

튜브는 엔터테인먼트 성향이 강하지만 새로운 물건

을 사용하는 법이나 새로운 기술 관련 내용 등의 정보

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이나 Z세대는 유튜브 시청자

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창의성을 공유하는 도구로도 

사용한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보다 유튜브와 인스타

그램 인플루언서에게 더 호감을 갖고 있으며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인플루언서란 ‘디지털에서 잘 소비되는 

콘텐츠 제작자이자 충성도 높은 팔로워를 보유한 유

명 인사이며,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메시지를 직접 유

통하는’ 이들을 말한다(Lee & Ahn, 2018). 인플루언

서는 자신의 캐릭터와 최신 트렌드를 세분화하여 적

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추고 팬과 직접적으

로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든다. 스토리 개발에서 캐스팅, 촬영, 마

케팅, 유통에 이르기까지 콘텐츠의 모든 측면에 영향

력을 행사하고 팬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때문에 Z세

대의 충성도가 높다(Granados, 2017).

Z세대는 소비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인플루언서

가 되어 SNS를 통해 자신이 사용한 제품이나 미디어, 

음식 등의 경험을 ‘추천’하는 ‘셀플루언서(셀프와 인

플루언서를 합친 신조어)’가 되어 크리에이터로서 

콘텐츠를 소비할 뿐 아니라 주체자로서 영향을 행사

하고 있다(Yeon, 2018). SNS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

를 형성하며 정보를 수용하고 영향을 받는 소비자일 뿐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되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콘텐

츠를 개발하며 생산에 참여하는 프로슈머(Prosumer)

의 역할을 통해 Z세대는 SNS 크리에이터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3) 사회적 액티비스트

Z세대는 이민개혁, 노동법 또는 소득 평등 등 사회

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에 직접 영향받는 연령대는 아

니지만 인종이나 성과 같은 세대의 기초배경과 관련

된 문제에 타 세대에 비해 가장 어린 시기부터 관심을 

갖는다. 이는 디지털 액티비즘이 부상하면서 Z세대

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료나 플

랫폼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Barkley, Inc., 

& FutureCast, LLC, 2017).

 Z세대는 다양한 종교, 인종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

하기 위해 SNS를 하며(SDN, 2015), 이들에게 다양성

과 관련된 인종차별, 성 평등, 동성애 문제는 관념적

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Kleinschmit, 2015). 예를 

들어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Z세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전 세대처럼 성적 성향을 

은폐하지 않기 때문이다(Turner, 2015). 실제로 미국 

Z세대의 73%는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74%는 트렌

스젠더 평등권에 찬성하였으며, 2/3는 남성성과 여성

성을 정의하는 경계는 없다고 하였다(Park, 2016). 또

한 Z세대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여, 외적으로 판단

되는 사회적 통념에 반발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민

주적 신념을 가졌다. 이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이상화

된 이미지나 자연스럽지 못한 콘텐츠는 진정성 없고 

삶과 괴리된 것이라 판단되어 외면당한다(FV, 2017). 

있는 그대로의 가치와 진정성에 초점을 두는 Z세대

들은 완벽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고수하지 않는

다(Barkley, Inc., & FutureCast, LLC, 2017)

이러한 특성에 따라 특정 브랜드에 대한 Z세대의 

호응도는 브랜드가 Z세대 소비자와 얼마나 동일한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미국 Z세대

의 90%가 사회적,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품에 구

매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76%는 사회에 해를 끼치는 

기업의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연구결과(Kim, 

2018)는 이를 반증한다. 뿐만 아니라 Z세대를 고용함

에 있어서도 기업의 철학은 주요한데, 기후 변화, 다

양성 문제, 인종, 내부 문화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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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 부족한 기업에 Z세대는 단순히 노동력을 제

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Mellery-Pratt & Soar, 

2019). 요컨대 Z세대는 디지털 라이프를 기반으로 다

양한 문화를 접하고 성장하여 진정성을 중요시하

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민주적 신념을 바탕으로 합리

적 평등을 추구한다. 따라서 신념과 환경을 바탕으로 

온ㆍ오프라인의 제약없이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 영

향력을 행사하는 Z세대는 사회적 액티비스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논의될 수 있다.

4) 주도적 창조주의자

취향과 개성의 가치, 자신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X세대를 부모로 둔 Z세대는 어릴 적부터 자

유로운 가치관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자연스럽게 

배워 과감한 도전정신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능동적인 실행력을 가졌다(Kim, 2018). 

뿐만 아니라 Z세대는 탐구와 표현을 위한 수단과 디

지털 장치가 더 많이 제공되는 기술의 시대에 성장하

여 과거 세대보다 더 호기심이 많고, 혁신적이고, 개

방된 세대로 성장하였다(Adobe, 2016). Adobe(2016)

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74%는 이전 세대에 비해 

본인의 창의성이 더 높다고 답했으며, Z세대를 가르

치는 교사의 64%는 Z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창의

적이라고 하였다.

Z세대는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주

도적으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선호한다. 정

보의 즉각적인 가용성과 쉽게 접속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은 Z세대가 브랜드에 관여하여 구매의사 결정을 

내리고 서로 연결하는 방식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Barkley, Inc., & FutureCast, LLC, 2017). Cullen(2018)

은 Z세대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참여

와 공동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하며, 다수가 제

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출하거나 제품 리뷰에 참여

할 것이라고 하였다. Song(2018)은 Z세대는 알기 쉽

고 신뢰할 수 있으며 관계를 맺고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즉, Z세대는 신

뢰할 수 있는 기업을 전제로 제품에 관한 아이디어 및 

의견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적극성을 띄며 창작의 기

회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나이키에서 주최한 에어맥스 디자인 

대회에 참가한 매니아들이나 시세이도의 10대용 화

장품 ‘포스미(Posme)’ 개발에 참가한 여고생들을 들 

수 있다(FV, 2018a).

테크놀로지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창조성을 제한 없이 발휘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을 찾

고 있으며(SDN, 2017) 수동적 수용이 아닌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본인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고유성과 차

별성을 얻길 원하는 Z세대는 주도적 창조주의자 특

성을 가진 것으로 논의될 수 있다.

요약하면 Z세대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으로 

논의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갖춰진 환경에서 자란 

최초의 세대로서 디지털을 중심으로 타 세대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며 뛰어난 시각적 감각으로 순간 집

중력이 높고 이미지 중심의 독특함을 추구하는 디지

털 네이티브로서의 특성, SNS를 중심으로 온 ∙ 오프

라인의 경계 없이 일상을 형성하며 유튜브를 선호하

고 광고나 대형 마케팅보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는 SNS 크리에이터로서의 특성, 자아 및 진정성을 

기반으로 인종, 성 평등,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가지

며 기존의 차별적인 통념과 편견을 거부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액티비스트로서의 특성, 

테크놀로지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

제를 다양한 경로로 배우길 원하고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하여 차별화를 추구하는 주도적 창조주의자로

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3. 크리에이터 버질 아블로

독특한 디자인 방식으로 Z세대가 요구하는 감성을 

제공하고 있는 버질 아블로는패션 디자이너, 콜라보

레이션 아티스트, 그리고 인플루언서라는 역할로 Z세

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크리에이터이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버질 아블로의 이력은 2009년 

펜디 로마 본사에서 6개월간 활동했던 인턴쉽 기간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Blanks, 2018). 이후 2012년 시카

고에서 아트 갤러리이자 남성복 편집샵인 RSVP Gal-

lary를 열었으며, 같은 해 뉴욕에서 패션 프로젝트 파

이렉스 비젼(Pyrex Vision)을 런칭하였다. 파이렉스 비

젼에서 버질 아블로는 챔피언(Champion) 티셔츠, 폴

로(Polo) 빈티지 플레이드 셔츠, 럭비(Rugby, 랄프 로

렌의 서브 브랜드)의 플란넬 셔츠 등에 ‘PYREX’, ‘23’ 

등을 스크린 프린트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 그는 기존에 생산된 옷 위에 그라피티를 그리면 자

신만의 것이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개인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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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였으며, 이로써 자신이 하고자 

하는 콘셉트에 확신을 가진 버질 아블로는 2013년 

밀라노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패션 브랜드, 오프 화이

트를 런칭하였다. 오프 화이트는 2015년 LVMH Yo-

ung Designer Prize에서 8인의 결승진출자 명단에 올

랐으며, 2019년에 3분기 Lyst 선정 최고의 인기있는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SDN, 2019a)의 성과를 보였다. 

2018년 루이비통 남성 컬렉션의 크리에이티브 디렉

터로 임명된 버질 아블로는 현재 오프 화이트와 루

이비통 남성복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프 화이트의 럭셔리 마켓 진입 성공은 스

트리트 웨어 매니아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이끌어냈

으며,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브랜드들의 마케

팅은 버질 아블로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어졌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버질 아블로가 브랜드와 진행

한 콜라보레이션 아티스트 활동은 총 17건으로<Ta-

ble 2>, Z세대에게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나이키와 

함께한 ‘더 텐(The Ten Icons Reconstructed)’ 프로젝트

와 여행가방 브랜드 리모와(Rimowa)를 위한 프로젝

트가 있으며 그 외에도 북극해의 피셔맨 컨셉으로 스

트리트와 테크니컬 소재를 접합하여 몽클레어(Mon-

cler)의 제품을 디자인한 몽클레오(Moncler O), 스포

츠 브랜드 엄브로(Umbro)의 스니커즈 디자인, 리바

이스(Levi's)의 ‘501’ 시리즈를 재구성한 11 스타일의 

캡슐 컬렉션 등이 진행되었다. 버질 아블로는 워비 

파커(Warby Parker)와 함께 진행한 90년대 스타일의 

아이웨어 디자인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하여 버

질 아블로의 제품을 다양한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자선단체 이퀴녹스(Equinox)와 수술복

을 모티브로 한 경매용 제품을 디자인하는 등의 활동

으로 Z세대가 요구하는 감성을 꾸준히 제공하였다.

버질 아블로는 패션 디자이너, 힙합 아티스트, DJ 

플랫화이트(Flat White), 건축 아티스트의 역할을 하

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SNS에 공유하여 팔로워

Yers Brand The title of collaboration The details of collaboration

2016

Moncler Moncler O Montclair product design by fisher man concept of the arctic ocean

Guns N' Roses
30th Anniversary 

capsule collection
30th anniversary product design band debut

2017

NIKE
The ten icons 

reconstructed
Nike's 10 iconic sneakers designs

New york city ballet 2017 fall gala 2017 New York city ballet costume design

Umbro Umbro X Off White Sneaker design

Levi's
11-piece capsule 

collection
11 style design of ‘501’ series 

Warby Packer
“Small”, “Medium” 

“Large”
Three styles of 90's eye wear design

KITH
OFF-PALETTE

Collaborated with New York-based editorial shop KISS
JUST GLOBAL

Equinox Scrubs sweatsuit Charity charity auction product design

2018

Jimmy Choo
2018 S/S Off- White c/o 

Jimmy Choo

Off-White 2018 collection shoes design by Diana 

princess concept

NIKE
Football, Mon Amour 2018 World Cup commemorative soccer uniform design

The queen collection Tennis player Selena Williams uniform design

LVMH Moetchandon Moet Chandon's nectar imperial roze wine bottle design

Rimowa YOUR BELONGINGS 120th anniversary luggage design

Chrome hearts
Chrome hearts X 

Off-White
Hood collection design 

2019 IKEA Markerad Bag and rug design

  Table 2. Collaboration activity with Virgil Abl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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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소통한다. 그는 Z세대들이 유튜브 다음으로 많

이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2017년 기준으

로 팔로워 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패션 디자이너 10위

(Cook, 2017)였으며, 2019년 12월 기준 469만의 팔로

워를 보유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이다. 버질 아블

로는 SNS를 통해 DJ 활동이나 진행하고 있는 콜라보

레이션, 컬렉션의 제작과정 및 백스테이지를 업데이

트하고, 영감을 받은 영상이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

내는 영상과 사진을 올리면서 Z세대 소비자들과 가

치관을 공유한다. 또한 자신의 브랜드와 연결된 젊은 

인플루언서들을 소개하기도 하며 기존의 미디어나 

패션을 통해 전달할 수 없었던 메세지를 SNS 콘텐츠

로 전달한다. 버질 아블로는 이러한 인플루언서 활동

을 통하여 실제로 유스(youth)들과 함께 활동하며 이들

의 문화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하였다(Morency, 2017). 

그는 1980년 X세대와 Y세대의 경계에서 태어난 사람

으로서 SNS를 통해 Z세대와 다른 세대와의 중개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Israel, 2017).

III. 버질아블로의크리에이터활동에

나타난Z세대의특성

본 장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콜라보레이션 아

티스트로서, 그리고 인플루언서로서 버질 아블로의 

크리에이터 활동에 나타난 Z세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버질 아블로의 크리

에이터 활동을 앞에서 고찰된 Z세대의 “디지털 네이

티브”, “SNS 크리에이터”, “사회적 액티비스트”, “주

도적 창조주의자” 특성에 따라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

디지털 네이티브인 Z세대는 다양한 미디어와 디지

털 기기를 통해 시각적으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성

장하여 이미지 중심적이고 집중력이 짧다. 따라서 이

들은 순간 만족할 수 있는 유머나 기존의 익숙한 것에

서 약간의 변형으로 신선한 자극을 주는 아이러니로

부터 독특함을 추구한다. 버질 아블로의 디자인은 순

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평범한 것을 변형시켜 독

특함을 강조한다는 한다는 면에서 시각 중심적으로 

차별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을 가진다.

버질 아블로가 채택한 시각 중심적 차별성은 ‘3% 

규칙’과 ‘인용부호 사용’으로 구현되고 있다. 그는 여

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창작방식으로서 

‘3% 규칙’과 ‘인용부호 사용’을 밝혔는데, 오래된 전

통에 현대 문화를 접목시킴으로써 흥미로운 것을 찾

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디자이너

로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하였다(Na, 2018). ‘3% 규칙’

은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인 형태에서 3%만을 변형하

여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이며

(Wong, 2018), ‘인용부호 사용’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 디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재분석하게 만드

는 것이다. 이러한 버질 아블로의 창작방식은 지나간 

유행에 대해 지식이 없는 새로운 세대에게 신선함을 

준다(Rabkin, 2018). 

 오프 화이트의 시그니처 로고인 사선 스트라이프

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주의’, ‘조심’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버질 

아블로에게 사선 스트라이프는 모든 도시와 골목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나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Yoo, 2015). 런칭 초기부터 오프 화이트는 이 사선 스트

라이프와 브랜드 명칭의 ‘White’ 그래픽을 프린트한 

라이더 재킷, 스웻 셔츠 같은 스트리트 아이템<Fig. 2>

과 이에서 더 확장된 소재와 정교한 그래픽, 해체적 

디자인 등으로 럭셔리 감각을 혼합시켜 장르의 경계

를 무너뜨렸다(Johnson, 2014; Verner, 2014). ‘스트리

트 문화와 세련된 미학의 모호함’, ‘새로운 고급스러

움’, ‘독창성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신호를 사용하는 

브랜드’(Harilela, 2017)로서 오프 화이트의 특성은 루

이비통에서도 이어졌다. 버질 아블로는 루이비통의 

전통적 디자인에 세라믹 체인을 추가하고<Fig. 3> 여

유있는 실루엣, 파격적인 그래픽 등으로 특유의 스트

리트 감성을 적용하여 시각적 새로움을 추구하는 Z

세대의 감성을 자극하였다. 여유 있는 실루엣에 컷 아

웃 디테일을 적용하고, 겹쳐입은 테일러드 재킷에 액

세서리를 추가하였으며, 트렌치 코트와 체스터필드 

코트 같은 전형적인 럭셔리 아이템에 테크니컬 소재

와 색채의 스포티 아이템, 여유 있는 실루엣의 힙합 

뉘앙스를 성공적으로 조합시켜 이질적인 효과로 시

각적 독특함을 추구하였다(FV, 2018b)(Fig. 4). 또한 

가장 주목받는 아이템 중 하나였던 스니커즈에는 컬

러 블록과 태그 디테일 같은 버질 아블로의 상징적인 

디자인이 표현되었다. 버질 아블로는 이와 같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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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의 매칭, 소재의 혼합과 변형으

로 창의적이고 이질적인 효과를 주어 개인의 개성을 

추구하는 Z세대의 특성을 브랜드에 구현하고 있다.

버질 아블로는 Z세대가 선호하는 “익숙하게 여겨

지던 일상의 순간을 비틀어 신선한 자극을 주고 전

에 없던 장르를 개척하는 아티스트”(SDN, 2019b)로

서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에서도 시

각 차이로 유머러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크리에

이터 역할을 하였다. 그는 투명한 PVC로 지미추의 힐

을 덮거나, 리모와 러기지 백의 소재로 속이 훤히 비

치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를 채택하는 등 브랜드의 

기존 틀에 새로운 소재를 씌우고 그 위에 프린트를 

그려 넣는 방식으로 순간적인 시각 차이를 전달하며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2. SNS 크리에이터 특성

SNS 크리에이터로서 Z세대는 SNS를 중심으로 커

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를 사회적 소통의 통로로 활용

한다. 그들은 SNS에서 정서와 가치관을 공유하고 콘

텐츠와 인플루언서를 소비하는 소비자이자 아이디

어와 콘텐츠 개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인

플루언서가 되는 생산자, 즉 프로슈머 역할을 하고 있

다. 버질 아블로는 SNS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회자

되는 리한나(Rihanna), 벨라 하디드(Bella Hadid), 저스

틴 비버(Justin Bieber), 칸예 웨스트 등 슈퍼스타들의 

파워에 힘입어 빠르고 영리하게 지평을 넓혔다는 평

을 받는다(Collins, 2018). 패션계 입문 당시부터 SNS

를 소통과 비즈니스의 매개로 활용한 버질 아블로는 

패션 디자이너로서, 콜라보레이션 아티스트로서 SNS

에서 화제가 되는 디자인을 끊임없이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인플루언서로서 직접 Z세대와 소통하며 본인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SNS 크리에이터로서 

Z세대의 특성을 가진다.

버질 아블로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활동으로 SNS에서 화제를 모았다. 나이키 ‘더 텐’ 프

로젝트의 오렌지색 케이블 타이는 사용 전 자르는 것

인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로 SNS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만들어냈고, 출시 매장에서의 워크숍

이나 고객에게 직접 해준 커스터마이징 과정은 소비

자들의 SNS 인증 사진을 통해 널리 확산되었다(Fig. 

5). 나아가 버질 아블로는 콜라보레이션 예정인 브랜

드 제품을 변형시키는 과정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에 올리며 Z세대와 소통하였다.

버질 아블로는 또한 컬렉션의 백스테이지 이미지

를 비롯하여 DJ 활동, 혹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영감

을 나타내는 사진과 영상 등 영리와 무관한 콘텐츠를 

통해 SNS 팔로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었다(Fig. 

6). 이러한 소통은 Z세대에게 영감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버질 아블로 본인도 영감을 얻는다. 버질 아블로

가 SNS에서 주목하는 래퍼나 스포츠 선수 등의 유명 

인사를 자신의 패션쇼에 모델로 세우며 다시 SNS에

서 화제를 모으는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Okwodu, 

2018).

  

Fig. 2. Off-White

14FW. 

Reprinted from

Off-White (2014). 

https://www.off-white.

com/en-kr

Fig. 3. Louis Vuitton 

men 19SS (I). 

Reprinted from

Mower (2018). 

https://www.

vogue.com

Fig. 4. Louis Vuitton 

men 19SS (II). 

Reprinted from

FV (2018b).

http://www.

firstviewkorea.com

Fig. 5. The Ten 

Workshop.

Reprinted from

Virgilabloh (2018a). 

https://www.instagram.

com

Fig. 6. DJ

activity. 

Reprinted from

Virgilabloh (2018b). 

https://www.instagram.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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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액티비스트 특성

사회적 액티비스트인 Z세대는 내면의 가치와 민주

적 신념을 바탕으로 합리적 평등을 추구하며 SNS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자아의식을 표현하고 사회적 영향

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인종, 평등, 다양성의 메시지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들의 가치관에 위배

되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버질 아블로는 진정성

과 다양성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내면의 의식을 표현

하는 디자인으로 사회적 액티비스트 특성을 나타낸다.

가나 이민자의 아들인 버질 아블로는 2018SS 오프 

화이트 남성복 컬렉션에서 난민 운동가 오미드 샴스

(Omid Shams)의 문구 “바다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

(I'll never forgive the ocean)”를 프린트하거나 구명조

끼를 연상시키는 오렌지 컬러 등으로 난민 문제의 심

각성을 환기시켰다(Mower, 2017)(Fig. 7). 같은 시즌 

오프 화이트 여성복 컬렉션에서는 다이애나비와 같

은 인도주의적 유명인에 영감받은 컬렉션으로 여성

의 인권과 교육, 윤리성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부각시

켰다(Okwodu, 2017; Verner, 2017). 버질 아블로의 사

회적 관심은 자신의 정체성과 개인적 신념으로 이어

져, 이민자이자 비주류인 자신의 성공, 새로운 세대

의 교육과 성장에 대한 깊은 관심을 컬렉션에 담아냈

다. 버질 아블로는 2019FW 오프 화이트 여성복 컬렉

션에서 유년 시절 기억 속의 레이싱 경기를 매개로, 

또 2020SS 오프 화이트 남성복 컬렉션에서 미국의 그

라피티 아티스트 푸추라(Futura)를 매개로 비주류였

던 스트리트 웨어를 통한 자신의 빠른 성공을 은유적

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레이싱의 결승지점에서 승리

와 종료를 알리는 체커 플래그(Checkered flag) 패턴과 

그라피티 패턴의 적용으로 변두리에서 출발하여 기득

권층의 환호를 받는 주체, 주류문화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된 자신을 반영하였다(Leitch, 2019; Mower, 

2019a). 한편 2020SS 오프 화이트 여성복 컬렉션에서

는 우주를 주제로 분화구를 닮은 원형 구멍을 유머러

스하게 표현하였으며, 과학과 예술의 창의성을 강조

한, 최초의 여성 흑인 우주비행사 메이 제미슨(Mae 

Jemison)의 목소리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교육과 열망

의 필요성을 전하고자 하였다(Mower, 2019b).

패션 디자이너로서 버질 아블로는 렌웨이에 올리

는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모델을 통해서도 다양성과 평등의 메시지를 던지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액티비스트 특성

을 보여주었다. 버질 아블로의 첫 번째 루이비통 컬

렉션인 2019SS는 ‘여행’을 소재로 하여 전 세계의 다

양한 문화와 인종을 컬렉션에 담아냈다. 그는 각 모

델과 그들 부모의 출생지를 ‘세계 각국으로의 여행’

이라는 제목의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 배포하였으

며, 이로써 다양성의 이슈를 자연스럽게 제시하였다

(SDN, 2018a). 한편 2020SS에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

지 않는 다양한 모델들을 무대에 세우거나 야생화를 

통해 다양성의 은유를 밝혔다(FV, 2019)(Fig. 8).

4. 주도적 창조주의자 특성

Z세대는 높은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능동적인 실행

력으로 창조성을 발휘하여 차별적 개성과 고유성을 

추구하는 주도적 창조주의자이다. 버질 아블로는 디

자이너와 소비자 사이에 경계가 없다는 사고로, 커스

터마이징(Customizing)을 염두에 둔 디자인을 제공함

으로써 소비자가 차별화된 고유의 디자인을 할 수 있

도록 이끌고, 각 개인의 고유성과 해석의 여지를 제

공하는 디자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Z세대의 주도적 

창조주의자 특성을 가진다.

스트리트 웨어의 미학에 하이엔드 감성을 결합한 

브랜드, 오프 화이트의 명칭은 흑과 백 사이에 위치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색상, 어떤 것과도 조화를 

이루는 옷을 의미한다. 버질 아블로는 이 명칭에 대

Fig. 7. Off-White men

18SS.

Reprinted from

Off-White (2018). 

https://www.off---white.

com/en-kr

Fig. 8. Louis Vuitton

men 20SS.

Reprinted from

FV (2019). 

http://www.firstviewkorea.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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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하며 “수많은 예술가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빈 캔버스”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

켰다(Hargrove, 2018). 같은 맥락에서 버질 아블로는 

‘3% 규칙’과 ‘인용부호 사용’ 방식으로 디자인을 창

작, ‘주도적 창조주의자’ 특성을 구현하였다. 버질 아

블로 디자인의 ‘주도적 창조주의자’ 특성은 그의 콜

라보레이션 아티스트 활동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

타났다. 나이키의 상징적인 10개의 스니커즈를 재구

성한 캡슐 컬렉션, ‘더 텐’ 프로젝트에서 버질 아블로

는 기존의 형태에서 3%만 변경하는 디자인 창작방

식을 활용하여 나이키 신발의 로고인 스우시를 뜯어 

다른 위치에 붙이거나 밑창을 반투명 소재로 처리해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제시하였다(Morency, 2017). 스

니커즈에 오렌지 컬러의 케이블 타이를 달고 “AIR”, 

“Shoe Races”와 같은 인용부호를 이용한 레터링 그래

픽을 적용하였으며, 스니커즈의 구조를 분해하고 재

구성하거나 기존 틀에 새로운 소재를 씌우고 그 위에 

프린트를 그려 넣어 건축학도의 관점을 투영하는 등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냈다. 버질 아블로는 신발 

옆면에 참가자의 이름이나 별명을 직접 써주는 워크

숍을 개최하거나 운동화에 커피를 부어 물들이는 과

정과 완성된 모습을 SNS에 공유하며 자신만의 고유

한 디자인 작업에 소비자를 참여시켰다(Hong, 2018)

(Fig. 9). 소비자를 디자인에 참여시키는 이러한 아이

디어는 여행가방 브랜드 리모와와 진행한 프로젝트

에도 이어졌다. 버질 아블로는 리모와 런칭 120주년 

기념 프로젝트, ‘YOUR BELONGINGS’에 투명 폴리

카보네이트를 소재의 속이 훤히 비치는 디자인<Fig. 

10>을 선보여, 여행가방 본연의 목적인 사생활 보호

와 수납의 기능 대신 열기(Open)와 드러내기(Show 

off)라는 패션 기능을 부각시켰다. 사용자는 이 가방

에 무엇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FV, 2018c).

버질 아블로는 이와 같이 소비자의 개성적 드러내

기를 유도하는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수많은 Z세대 

매니아 소비자들을 가졌으며, 그들의 주도적 창조주

의자 특성은 브랜드 충성도를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버질 아블로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Z세

대의 네 가지 특성으로 논의하였다(Fig. 11).

IV. 결   론

오늘날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기존의 본질적인 고

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전통명품에서 하위문화의 영

향을 받은 젊은 세대들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채택

한 스트리트 감성의 제품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럭셔리 패션 업계 변화

의 핵심은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에 있다. 본 연구는 

패션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Z세대를 고찰하고 Z

세대를 겨냥한 전략으로 주목받는 디자이너 버질 아

블로의 디자인과 활동을 중심으로 Z세대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소비층인 Z세대는 1990년대에

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동년배 집단을 문화적 ·

행태적 기준으로 분류한 세대로서 ‘디지털 네이티브’, 

‘SNS 크리에이터’, ‘사회적 액티비스트’, ‘주도적 창

조주의자’라는 4가지 특성을 가진다. Z세대는 디지

털 기술이 갖춰진 환경에서 자란 최초의 세대로 순간 

집중력이 높고 뛰어난 시각적 감각으로 이미지 중심

의 독특함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이며, SNS를 중심으로 온 · 오프라인의 경계 없이 사

회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영향을 받는 소비자이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생산자로

서 프로슈머의 역할을 하는 ‘SNS 크리에이터’이다. 또

한 Z세대는 디지털 라이프를 기반으로 완성된 세계

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성장하여 진정성을 

중요시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며 민주적 신념을 바탕

으로 합리적 평등을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액티비스트’로 활동하며, 

Fig. 9. Off-White X

Nike Presto.

Reprinted from

Hong (2018). 

http://www.vogue.co.kr

Fig. 10. The Rimowa X 

Off-White.

Reprinted from

Newbold (2018).

https://www.vogue.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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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놀로지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

제를 다양한 경로로 배우길 원하고, 수동적으로 문화

나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창조성을 발휘하

여 차별화를 추구하는 ‘주도적 창조주의자’이다.

하이엔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오프 화이트’의 

창립자이자 루이비통 남성복 컬렉션의 크리에이티

브 디렉터, 버질 아블로는 아티스트이자 DJ, 인플루

언서로서 Z세대와 소통하며 영감을 교류하고, 수많

은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Z세대가 요구

하는 감성을 불어넣으며 창조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

다. 버질 아블로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연구한 결과 

첫째, 아이러니와 유머를 통해 즉각적이고 보편적인 

것에 시각적으로 차이를 둠으로써 이미지 중심의 독

특함을 강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 둘째, SNS

를 이용하여 정서와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Z세대가 

요구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인플루언서로서 Z세대

Creator activities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Z 

Off-White 

(2013-2019)

14SS-20SS

1,079 styles

Digital native 

- Ironic uniqueness

- Heterogeneous visual effect

- Creation of new image

- Differentiation by deconstruction

 

Louis Vuitton

(2018-2019)

19SS-20SS

176 styles

SNS creators
- Limited uniqueness 
- Induced topicality

- Influencer contents 

Collaboration

(2016-2019)

17 cases 
Social activist

- Resistant silhouette

- Expression of the present 

- Appeal for social issues

- Emphasis of diversity 

- American identity 

 

Influencer 

(2012-2019)

Instagram 

over 3,600 feeds

Leading creators 
- A means of customizing 

- Creation of SNS base 

 

Fig. 11.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Z in the creator activities of Virgil Abl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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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통을 이뤄나간다는 점을 통해 SNS 크리에이터 

특성, 셋째, 사회적 문제에 대해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진정성과 다양성을 중요시

하며 내면의 자아의식을 작품을 통해 표현한다는 점

에서 사회적 액티비스트 특성, 넷째, 콜라보레이션 

활동과 커스터마이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

인을 통해 소비자가 SNS와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차

별된 개성과 고유성을 추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

서 주도적 창조주의자 특성 등이 논의되었다.

오늘날 Z세대는 과거 소비자가 제품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가치관과 개성, 진정성, 마케

팅, 대중의 반응과 트렌드를 반영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요구한다. 버질 아블로는 디자인

뿐 아니라 독특한 정체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매개로 

한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Z세대와 소통하며 영향

을 주고받는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세대에 따른 시

장 변화양상과 마케팅 전략을 파악하고 나아가 패션 

디자이너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연구하는 다양한 관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후속연구에 기여하는 바

가 있다. 단, 본 연구가 디자이너 한 명의 분석을 통한 

세대 특성연구라는 점에서 그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

계가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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