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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혁신적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수반된 정보 확산 환경의 변화는 패션 산업 시스템 프로세스 전반의
변화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기반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패션 업계의 역할을 위협하도
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늘날 혁신적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가져온 환경 변화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다양한 현대 패션 산업 시스템의 세부적인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예측하여 미래에 다가올 문제점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미리 고민하여 전략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유용한 방식인 델파이 기법과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였다. 패션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설문 분석 결과, ‘DTC 시스템’, ‘옴니 채널 시스템’ 그리고 ‘스몰 브랜드 시스템’의 평균치가 4.32, 4.28, 4.12로
미래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시스템으로 추출되었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추출된 각각의 시스템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확대 요인들을 분석하여 ‘5G를 통한 신속한 응대와 지속가능성을 갖춘 최적화된
DTC 시나리오’, ‘무인 피팅 시스템을 활용한 즉각적인 옴니 채널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보더리스 스몰 브랜드 시스템’ 3개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이에 따른 대비 전략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생산에서 소비자에게 배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위한 통합적 전략
구축과 둘째, 다양한 세분화된 젠더 옵션이 제공된 디자인과 셋째, 희소성을 갖춘 우수한 디자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급변하는 패션 산업의 미래 방향성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및 대응전략을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델파이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변화에 민감한 패션 영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적용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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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대 쇼핑 시즌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2018년 싱
글데이 단 하루 만에 135억 위안(약 34조 8,000억

패션 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다. 패션

원)이라는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기도 하였다
(Kim, 2018).

사업 내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 존재하는 상

이와 같은 변화된 환경과 관련하여 미래의 패

징적 의미들을 선택과 편집을 통해 물질적 존재인

션 산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상품으로 창출하고, 그것이 소비되는 전 과정과

시대의 소비자나 패션리더 등 변화에 주목하여 인

그 과정에 관련된 참여자들이 포함된 개념을 일컫

간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제한된 분야를 중심으로

는 패션 시스템은 혁신적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이

패션 기업의 미래를 예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 수반된 정보 확산으로 그 시스템 자체의 변화

Kim and Choi(2009)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Kim & Ha, 2018). 이러

디지털 신세대의 패션 트렌드 인지도와 수용도를

한 요구에 따라 패션 브랜드들은 소셜 미디어 및

파악하여 디지털 신세대들의 인터넷을 이용한 패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제품 디자

션 트렌드 정보 수용도가 높음을 밝혔다. Joo and

인을 공유하며, 2016년 버버리(burberry)를 필두로

Ha(2016)는 디지털 시대의 패션 시스템에서 변화한

컬렉션 직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See Now, Buy

패션리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Lim(2016)은 4차

Now’ 방식의 도입을 시도하는 등의 다양한 변화

산업혁명의 기술을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3D프린

를 시도 중이다. 또한 인터넷의 기술적 진화로 정

터, 빅데이터 4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각 분야의 사

보의 접근에 있어 누구에게나 용이한 개방형 네트

례 분석을 통해 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워크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장벽

하였다. Bae(2016)는 메가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국

은 무너지고 기업의 생산·서비스 활동에 직접 참

의생활 트렌드의 핵심 요소를 범주화 하여 의류

여 가능한 크라우드 소싱 등 오픈 비즈니스 모델

분야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예측하였으며 Lee, Y.

등의 시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K.(2017)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패션에 나타나

더욱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각 영역의 경계가 붕

게 된 ICT 융합을 연구하였다. Seo(2018)는 소비자

괴되고, 다양한 방식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기술

혁신성에 따른 패션산업의 미래 이미지를 지속성

적 시스템을 갖춘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패션 기

장, 붕괴, 생존, 변형으로 나누어 예측하였다.

업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더 이상 온라인 플랫

이외에도 거시적 관점에서 패션 산업의 미래를

폼들은 구매 전 상품을 리서치하기 위한 공간이

고찰한 논문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보다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다양한 상

는 추상적이고 대략적인 관점으로 미래 패션 산업

품들을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유인하고 동시에 판

을 예측한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빠르

매하는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

게 변화하는 패션 사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패션

의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은 2018년 판매 수입을

시스템의 변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위협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18년 온라인 플랫폼인 아

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생존과 전략을 꾀하려면 패

마존(Amazon)은 미국에서 어패럴 판매량이 가장

션 시스템의 변화를 정확히 그리고 세부적으로 직

많은 메이시스(Macy’s) 백화점의 수익을 넘겼으며

시하고 예측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BOF team, 2017),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

본 연구의 목적은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바(Alibaba)의 ‘Single Day’는 중국을 넘어서 세계

급변하고 있는 다양한 현대 패션 산업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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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의 문제점을 다각

는 방식이다(Park, 2013). 미국의 대표적인 미래학

적으로 예측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소 ‘Rand Corporation’에서 개발한 델파이 기법

연구는 패션 시스템을 고찰한 연구자의 선행연구

은 초기에는 주로 국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

인 Kim and Ha(2018)과 이어지는 후속 연구로써

되었고, 1960년대 민간에 공개된 이후, 교육, 연구

현대 패션 시스템의 다양한 변화 사례들에 대한

개발, IT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기반으로 미래의 패션 시스템을 예측하고

활용되고 있다(Byun et al., 2013).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델파이 기법의 핵심적 특징은 익명성과 피드백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델파이를 통해 미래에

이다. 이 중 익명성은 면대면 토의에서의 단점을

실현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력이 상승하는 핵심적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의사소통이나

인 패션 산업 시스템을 추출한다. 둘째, 문헌적 고

정보교환은 상호 간의 접촉 없이 우편이나 팩스를

찰을 통해 선택된 핵심 시스템을 재검증한다. 셋

통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면대면 토의에서 나타

째, 2030년을 배경으로 설정한 핵심 시스템 기반

나는 소수 의견의 무시, 권위 있는 자의 영향, 사

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패션 산업의 미래를 예측

전 조율에 의한 입장 고수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구축한다.

주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Park

본 연구는 급변하는 패션 산업의 불확실한 미

& Seong, 2013). 최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

래 환경을 예측하고 미래 방향성에 부합하는 전략

존의 우편이나 팩스 등의 접촉 방식만이 아닌 이

구축을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메일이나 온라인 설문 등의 방식을 채택하여 익명

한 미래 예측에 유용한 방식인 델파이 분석과 시

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편의성과 회수율을 높이고

나리오 분석을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환경

있다.

변화에 민감한 패션 영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

또 다른 델파이 기법의 핵심적 특징은 피드백

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적용

을 통한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피드

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백의 방식은 설문 진행자가 회수한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다시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설문의 반복조사는 다양한

Ⅱ. 델파이와 시나리오 기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전문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의 격차를 축소하고 수
렴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은 문제에 대한
앞 단계의 피드백을 참조하여 자신의 판단을 수정,

1. 델파이 기법

보완, 혹은 철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
에 의견의 불확실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

‘전문가 합의법’으로도 불리는 델파이 기법은

다는 장점을 갖는다(Byun et al., 2013).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델파이 기법의 프로세스는 3~4회 걸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교환하여 미래를 예

쳐 진행되며, 주로 3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라

측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Rho, 2006). 이 기법은

운드는 연구 문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즉, 개방

최소 1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형 질문(open-ended question) 형식으로 응답을 받

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반복함으로써 각 전문가의

는다. 두 번째 라운드는 첫 번째 라운드에서 수집

의견 차이를 축소하여 일정 집단 의견으로 수렴하

된 개방형 응답들을 편집하여 폐쇄형 질문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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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 질문 항목에 대해 동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시나리오 기법의 필수 요인이다. 하지만 이 예측

설문지를 구성한다. 세 번째 라운드는 두 번째 라

과정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오류

운드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여, 피드백을 만든 후

에 빠지지 않고, 현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이를 다시 동일한 질문에 포함시켜 제공함으로써

바탕으로 변인들을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조합하고

패널들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예측자의 전문성과 합리성이

준다. 세 번째 라운드의 단계는 전문가들의 의견

요구된다(Han, 2011).

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될 수 있

시나리오 기법의 방식은 크게 과거에 대한 지

다. 하지만 이 절차를 2단계로 축소화하여 변형하

식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도 한다. 이 변형된 델파이 기법은 델파이의 기

여러 가지 변인들을 조합하여 미래를 그려보는 귀

본적 절차를 상황에 따라 절차 구성을 간소화하거

납적 시나리오 방식과 미래의 예상되는 결과들이

나 대체한 방식이며, 그 설문의 횟수 또한 축소 가

현재의 변인들과 이어지는가에 따른 연역적 시나

능한 방식이다(Kim, 2007).

리오로 구분할 수 있다(Kim, 2006). 시나리오 기법
선택 시 변인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변

2. 시나리오 기법

인의 중요도와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시나리오의
전개 방향성 및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

만 이러한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영향력 판단은

되는 일련의 일들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어려운 작업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시나리오 정확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변수들과 기술

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Han, 2011).

들을 조건으로 발생 가능한 몇 가지의 미래상에
대한 가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미래를 대비하
는 유연성 있는 미래 연구 방법이다(Han, 2011).

Ⅲ. 패션 산업 시스템 변화에 대한
델파이 연구

시나리오란 개념은 허먼 칸(Herman Kahn)이 1967
년에 처음 사용하였는데 시나리오란 미래의 목표
점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를 인과관계 탐색을 통해

1. 설문 대상의 선정

가설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시나리오 기법은 군사 및 정치 분야에서 주로 사

설문 대상은 연구 및 직장, 교육 경력이 최소 5

용되다가, 그 이후 사회과학 분야로 확대되어 활

년 이상으로 전문성이 높은 국내 의류학과와 패션

용되었다(Lee & Ham, 2010).

디자인과 교수 및 연구자와 의류 산업 종사자로

시나리오 기법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

한정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생한다면,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를 물음

에 의해 대상을 선정하여 총 25부를 배포하였다.

으로써 전개되는 시나리오 도출 과정에 있다. 이

Global Futures Studies Association(2014)에 따르면,

러한 도출 과정은 예측하는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

일반적으로 델파이 기법은 연구주제에 관한 풍부

력을 필요로 하며, 또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 전문성을 가진 자, 즉, 연구 분야의 저술이나

한다. 즉 항상 알 수 없고 고정되어 있지 않은 미

논문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자 혹은 해당 분야에

래이지만 그중 가능한 미래와 그에 대한 대안을

경력을 지닌 전문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본 연구

탐구하는 과정이기에 예측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은

에서도 패션 관련 분야의 전문적 경력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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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통계적 검증력에

연구는 대표적인 패션 정보 회사인 ‘WGSN’, ‘삼성

의존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디자인넷’, ‘firstVIEWKorea’에서 발간한 리포트에

그룹 역동성이 더 중요하므로 10-25명 정도가 적

서 ‘패션 시스템’과 ‘패션 & 시스템’을 키워드로

합하다고 보고된다(Okoli & Pawlowski, 2004). 패션

검색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새로운 패

학계 연구자 외 의류산업계에 다양한 종사자를 포

션 시스템 중 핵심 시스템을 세부적으로 14개 시

함시킨 이유는 패션 산업 현장에서도 밀접하게 체

스템으로 정의 내렸다. 이 14개의 핵심 시스템에

감할 수 있는 다양한 패션 산업의 변화를 근거로

대해 현재와 미래의 패션 시스템에서 영향력 높은

미래를 예측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을 시행하고, 취합

때문이다.

된 응답의 통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 결과를

본 연구에 응답자로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총

다시 한번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동

25명 중 패션 업계 현장 경력 혹은 연구 경력이 10

일한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수정할 수 있는

년 이상 18명(68%), 8년 이상 3명(12%), 5년 이상

기회를 제공하여 최종 응답을 수렴하였다. 진행

5명(20%) 이며, 의류 분야에 관한 전문성에 대해

방법은 모집 문건을 보고 참여 의사가 있는 참여

‘매우 전문성이 높음’을 5로 하고 ‘매우 전문성이

자에 한해 연구자가 직접 메일 또는 연락처로 연

낮음’을 1로 하여 평가한 결과 총 25명 중 5를 선

락한 후, 내용을 설명한 이후 동의자에 한하여 구

택한 참여자는 16%, 4를 선택한 참여자는 52%, 3

글 설문 시스템인 구글 설문(Google Survey)를 활

을 선택한 참여자는 32%로 스스로 전문성에 대해

용한 설문지를 휴대폰 혹은 이메일을 통하여 2018

서도 확신이 있는 참여자가 주를 이루었다.

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의 걸쳐 배

연구 참여자의 세부 직종은 패션학 강사 28%, 패

포 및 수집하였다.

션 연구생 20%, 패션 R&D(research and development)

설문 분석은 이 시스템의 현재와 미래의 영향

20%, 패션 홍보 & MD 20%, 패션 디자이너 12%로

력을 각각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활용한

다양한 직종의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패션

폐쇄형 질문으로 작성하고 각 평가항목을 연구자

산업 종사자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므로 서

참여자들에게 질문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수

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쳤다

집된 응답은 SPSS 23을 활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IRB No.1806/002-003).

하였으며 각 항목에 대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치
와 표준편차값을 함께 기술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델파이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패션 시스템의 변화 사
례에 대한 연구자의 선행 연구(Kim & Ha, 2018)의

현대 패션 트렌드 시스템에 변화 양상에 대한

후속 연구로써 2단계로 축소된 변형된 델파이 기

사례연구(Kim & Ha, 2018)를 통하여 도출된 현대

법을 활용하였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 행해지는

패션 시스템은 ‘프리-컬렉션제 도입’, ‘시즌리스 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다양한 핵심 주제를 브레인스

스템 도입’, ‘남녀 컬렉션 통합’, ‘스타일 트렌드 출

토밍하는 단계를 생략하고, Kim and Ha(2018)의

시 일자 변화’, ‘패스트 패션’, ‘울트라 패스트 패

현대 패션 시스템의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핵

션’, ‘DTC(Direct To Consumer) 시스템’, ‘See Now,

심 시스템을 연구의 주요 주제로 활용하였다. 이

Buy Now 모델’, ‘스몰 디자이너 브랜드 모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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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렌탈 시스템’, ‘리서치에 참여하는 시스템’, ‘디

옴니 채널, 무인 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인공 지능

자인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템’, ‘생산 과정에 참여

활용 디자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스타일링 서비

하는 시스템’, ‘전반적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시스

스 4가지 시스템을 추가하여 총 19가지의 패션 시

템’으로 세부적으로 총 14가지로 유형화 되었다.

스템에 대하여 다시 질문하였다.

이 14개의 핵심 시스템에 대한 델파이 설문을 실시

4. 델파이 연구 결과

하였다.
박사과정 이상의 패션 전문 직종 5년 이상의 경

델파이 기법을 통해 수집된 응답을 SPSS 23을

험 있는 패션 전문가들에게 예비 조사를 한 결과,
기존 Kim and Ha(2018)의 연구에서 도출된 유형

활용하여 기술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중 ‘시즌리스 방식’과 ‘남녀 컬렉션 통합’의 방식

첫째, 브랜드와 소비자가 직접 소통 및 판매하

은 두 가지 방향성으로 분리하여 질문을 구성하여

는 시스템인 ‘DTC 시스템’, ‘옴니 채널 시스템’,

야만 비대면 조사인 델파이 설문 조사 시 참여자

소수의 취향에 맞춰진 ‘스몰 브랜드 시스템’이

가 정확하게 문항을 이해하고 답변이 가능하다는

4.32, 4.28, 4.12로 높은 평균치를 나타내어 가장 영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편차가 0.53852

‘시즌리스 방식’은 4계절 모두 착용 가능한 상품의

에서 1.12250로 의견차가 있으나 ‘DTC 시스템’,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식과, 다양한 계절에 거주하

‘옴니 채널 시스템’, ‘스몰 브랜드 시스템’의 경우

는 전 세계 고객들을 위하여 시즌성 즉, 계절감에

각각 .69041, .54146, .6000으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상관없이 판매하는 방식 2가지로 나누어 질문하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남녀 컬렉션 통합’ 방식은 실제 쇼를 위

둘째, 현재의 영향력이 높은 패션 시스템과 미

한 컬렉션만 통합하는 방식과 매장 판매까지도 젠

래의 영향력이 높은 패션 시스템의 평균차를 비교

더의 구분 없이 상품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한 결과 ‘남녀 컬렉션 통합 시스템’, ‘젠더리스 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소비자의 참여 방식

스템’ 그리고 ‘AI 디자인 시스템’이 0.8, 0.68, 0.6로

의 변화 중 디자인을 위한 리서치 과정과 디자인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현재보다 미래의 가능성이

과정의 경계가 모호하며 현실적으로 리서치와 디

더욱 높게 평가되었다.

자인 과정이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예비 조사

셋째, 현재와 미래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력 비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및 리서치 과

교 결과 ‘프리-컬렉션제 도입’은 4.0에서 3.52로 0.48

정은 통합하여 질문하였다. 결과적으로 설문지는

미래의 영향력이 하락하였으며, ‘패스트 패션 시스

총 15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수정된 질

템’은 3.4에서 3.12로 0.28 하락하였다. 이 두 패션

문을 토대로 변화된 패션 시스템의 현재 그리고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래의 영향력 점수는

미래의 패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상승하였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조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정된 시스템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

패션 시스템의 변화 양상 중 중요하나 누락된

된다. 현재 디자이너 브랜드 수익의 60-90%까지도

경우를 피하고자 1라운드 델파이 단계 시 구성된

차지한다는 ‘프리-컬렉션제 도입’(Fury, 2015)과 성

항목 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패션 시스템의 변

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패스트 패션 시스템’의 경우

화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2라운드 델파

현재 그 영향력이 고도로 확대되어 있는 시스템으

이 단계에서는 1라운드의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로 그 포화도를 고려할 때 미래에 추가 확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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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results of delphi technique.
Current highly influential
fashion system

Classicification of fashion systems
N

Min Max Average

Future highly influential
fashion system

Std.dev

N

Min Max Average

Difference
btw present
& future

Std.dev

Average
differece

1

Introduction of Pre-collection
system

25

2

5

4.0000

0.70711

25

2

4

3.5200

0.65320

-0.48

2

Seasonless system: Various
season mix

25

2

5

3.8800

0.78102

25

2

5

3.9600

0.53852

0.08

3

Seasonless system: 4 seasonable
items

25

1

5

3.3600

0.95219

25

2

5

3.9200

0.75939

0.56

4

Collection start date change

25

1

5

2.6000

1.04083

25

1

5

3.0000

1.00000

0.4

5

Fast-fashion

25

1

5

3.4000

1.00000

25

2

5

3.1200

0.83267

-0.28

6

Ultrafast fashion

25

1

4

2.5200

1.00499

25

1

4

2.8400

0.89815

0.32

7

Small designer brand

25

1

5

3.9200

0.81240

25

2

5

4.1200

0.60000

0.2

8

Merging womenswear &
menswear show

25

1

5

3.1600

0.98658

25

1

5

3.8400

1.06771

0.68

9

Design & Sales regardless of
gender

25

1

5

3.1600

0.98658

25

2

5

3.9600

0.88882

0.8

10

Direct-to-consumer system

25

2

5

4.0400

0.73485

25

3

5

4.3200

0.69041

0.28

11

See Now, Buy Now

25

2

5

3.5600

0.71181

25

3

5

4.0000

0.57735

0.44

12

Fashion rental system

25

1

5

2.9600

1.05987

25

1

5

3.4400

0.96090

0.48

13

Consumer participation in
Research & Design process

25

1

5

2.8400

0.89815

25

2

4

3.2000

0.57735

0.36

14

Consumer participation in
production process

25

1

3

1.7600

0.66332

25

1

4

2.3200

0.80208

0.56

15

Consumer participation in all
process

25

1

4

1.8400

0.74610

25

1

5

2.1200

1.01325

0.28

16

Omni channel

25

2

5

4.2400

0.72342

25

3

5

4.2800

0.54160

0.04

17

Unmanned system in retail shop

25

1

5

3.0000

1.22474

25

1

5

3.4800

1.12250

0.48

18

Designing by AI

25

1

5

2.5600

1.19304

25

1

5

3.1600

1.02794

0.6

19

Fashion styling service with
using SNS

25

2

5

3.8800

0.88129

25

1

5

4.0800

1.03763

0.2

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프리-컬렉션제

기술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패스트 패션 시스

도입’ 및 ‘패스트 패션 시스템’은 빠르게 변화하는

템의 장점인 ‘short-turnaround cycle’이 일반화되어

소비자 욕구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

‘프리-컬렉션제 도입’ 및 ‘패스트 패션 시스템’의 효

여 고안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미래에 자동화 시스

과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

템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주문생산

한 해석은 델파이 조사 결과 패스트 패션보다 더 짧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지고 소비자 요구에 더욱 빠

은 주기로 발전될 ‘울트라 패스트 패션 시스템’에

르게 대응하는 기술이 전 패션 업계로 확대될 가능

대한 긍정적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성이 높다(BOF team & McKinsey & Company, 2019).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현재 상상을 넘어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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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래 패션 시스템에 대한 문헌적
재검증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브랜
드는 소비자에 요구에 맞게 기동성을 발휘하여 기
발한 제품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 구성에 앞서 델파이 기법을 통해 전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특히,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문가들이 선택한 미래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핵심

직접적인 소통 관계는 타깃 소비자를 보다 잘 이해

시스템인 ‘DTC 시스템’, ‘옴니 채널 시스템’, ‘스몰

하고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및 이미지와

브랜드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다양한 서적, 패

같은 무형가치를 확고히 구축 및 전달할 수 있다는

션 전문 잡지, 신문, 보고서, 인터넷 자료 등을 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직접적인 소비자와의 관계를

용하여 문헌적으로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다시

통한 성공한 DTC 시스템의 대표적 예인 온라인 안

한번 선택된 핵심 시스템을 문헌적으로 재고찰함

경 브랜드 와비파커(Warby Parke)는 2015년 창립 이

으로써,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나리오의 주제

후 처음 12개월 동안 1,2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

들을 선정하고 예측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며 8,100만 달러 이상의 벤처 캐피탈 펀드를 모으는

첫 번째 ‘DTC 시스템’이다. 폐점을 하는 브랜드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있는 신생 브랜드로 관심

가 속출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DTC 시스템을 갖

이 집중되고 있다. 와비파커의 주요 성공 원인 두

춘 브랜드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낮아진 시장

가지 중 하나는 제품의 합리적 가격과 적절한 품질

진입점과 구전효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

이며, 다른 하나는 DTC 시스템을 통한 믿음직한 브

고 있다. 펜실베니아 와튼(Pennsylvania’s Wharton)

랜드 이미지와 무형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

대학의 마케팅 교수인 아메리쿠스 리드(Americus

이다(“Direct-to-consumer”, 2015). 또 다른 예로 화장

Reed)에 따르면 전통적인 ‘buy-sell’모델은 더 이상

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글로시에(Glossier)가 있다.

밀레니얼(millennials)이나 Z세대와 같은 젊은 세대

글로시에는 2014년 론칭 이후 현재 기업가치가 약

에게는 효과가 없으며 그들은 웹을 통한 상호작용

4억 달러(약 4,500억 원)로 평가받을 정도로 성공한

과 손 안에서 마찰없이 이루어지는 편리한 쇼핑을

신생 브랜드이다. 이 브랜드 또한 DTC 시스템을 통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Wolf, 2019). 이처럼 모바

해 이미 제품이 판매되기 전부터 구축된 수백만 명

일 기기와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세대의 성장을

의 팔로어들과 자유롭게 제품에 대한 이야기와 경

기반으로 마케팅, 결제, 재고 및 배송 물류기술이

험을 공유하며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한 것이

결합돼 시공간을 초월한 ‘소비자 즉각 만족’을 실

성장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Yoon, 2019).

시하는 DTC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만족과 국경 없

현대사회에서는 상품 판매 과정 전반에 걸쳐

는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투명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

메가급 브랜드들의 최고경영자들 중 94%도 DTC

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의 52%가 구매 전 회사 배

시스템의 위력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전

경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답변을 통해서도 소비자

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을 보아서도 DTC

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더 이상의 소비자를 유치

시스템 성장의 중요성을 예측할 수 있다(Park, 2018).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Business of fashion &

DTC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중개자 없이 직접

McKinsey & Company, 2019). 이러한 소비자와 기업

소비자와 브랜드가 관계를 맺어 중간 비용을 절감

간의 신뢰는 소비자와 직접적 관계를 맺고 소통하

하여 더 많은 마진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는 DTC 시스템에서 더 용이하게 구축될 수 있다.

다. 기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DTC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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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예로 미국의 패션 기업 에버래인(Everlane)이 있

성인의 비율을 뜻하는 인터넷 침투율은 87%, 스마

다. 에버래인은 ‘급진적 투명성’을 원칙으로 생산

트폰 보유율은 72%로 디지털 기기의 높은 보급률

과정부터 가격 결정까지 모든 과정을 낱낱이 공개

및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다(Lim, 2018). 그러므로

하며, 합리적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투명한 구

2019년 현재, 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함께 시공간

조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기존 패션 기

의 제약 없이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업을 위협하는 차세대 패션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

모바일 쇼핑이 이미 익숙한 구매 패턴으로 자리

다. 에버래인은 고객에게 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한 비용을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 아래 제품의 진

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옴니 채널 쇼핑은 아직

짜 원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시작 단계이다. BOF team & McKinsey & Company

문구와 함께 생산 공장에 대한 위치, 직원 수, 근

(2019)가 전 세계 500개 이상의 패션 회사를 조사

무 환경 등의 자세한 내용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한 결과에 따르면 54%의 패션 전문가들은 옴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고객과의 정보 교류를

채널 확장이 향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갖춰야 할

통해 에버래인은 고객의 신뢰를 기반으로 충성도를

주요 기술로 선택했으며,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

넘어선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Kim, E. Y., 2017).

자 순위에도 옴니 채널 시스템의 도입 및 확장이

특히, DTC 시스템은 기술적 발전이 거듭될수록

현재까지 3년 연속 랭킹 3위 안에 들고 있다. 이러

네트워크 상의 연계 대상의 수, 배송의 속도, 네트

한 예측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오프라인 유통 업

워크 상의 연계 속도 또한 가속화되며 더 발전할

체들도 온라인 기반 성장 전략 즉, 옴니 채널 구축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상용화를 앞두

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유통 대기

고 있는 5G 기술의 경우 DTC 시스템을 더욱 용이

업 3사인 신세계, 롯데, 현대 백화점 그룹은 기존

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다. 5G 기술로 인해 사물과

업체 기업 인수 합병(Mergers & Acquisitions, M&A)

인터넷이 결합되어 상품이 생산되고 배송되는 전

이 아닌 이커머스(e-commerce) 전담 조직 혹은 별

과정에서 개별 추적이 가능한 지능화된 물류 시스

도의 법인을 만들어 직접 투자를 통한 플랫폼 구

템이 구축되면 배송 물품에 따라 더욱 세밀한 고

축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Cha, 2018). 또한 고

객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Bae,

객 데이터 확보 및 서비스 마케팅 등의 시너지 창

2018). 따라서, 5G의 대중화를 바탕으로 DTC 시스

출을 위한 e-커머스 플랫폼의 인수합병을 위한 움

템의 미래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직임도 활발하다. 그 예로 로레알 그룹은 중국을

두 번째 핵심 시스템은 ‘옴니 채널 시스템’이다.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하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

여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한 국내 여성 의류 및 메

르면 2018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0조 434억으

이크업 회사인 ‘스타일난다’의 지분 100%를 인수

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규모의 35.0%(2

하기도 하였다(Kang, 2018).

조 6,567억)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Jang, 2018).

패션 산업의 오프라인 기업의 온라인 확장이

특히, 전체 온라인 시장 판매액 중 패션 비중이 약

두드러지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기반 회사들의

18.3%로 1위를 차지하며 패션 시장에서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의 확장 또한 지속되고 있다. 현대의

마켓의 고성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소비자들은 상품 선택 시 더 이상 상품의 품질이

시장조사회사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2018

나 성능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심리적 만

년 선진국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인터넷을 쓰는

족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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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높이기 위해선 다양한 쇼핑 경험을 선사할

이와 반대의 마이크로 형태의 스몰 브랜드의 생성

수 있는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특히 자사의 비즈니스 채

하고 있다. 더욱이 패션 상품은 객관적으로 규격

널에만 의존하던 스몰 비즈니스는 최근 온라인 편

화할 수 없는 특성으로 직접 입어보고 확인하고자

집숍이 활성화되면서 채널이 확장되며 성장세가

하는 니즈가 여전히 존재하여 오프라인 쇼핑의 이

지속되고 있다. 신생 브랜드를 소개하는 온라인 편

용이 높은 편이다(“On & Off-line”, 2016). 이를 보

집숍 ‘무신사’, ‘w컨셉’, ‘29CM’는 신진 브랜드 중

여주듯 중국 전자상거래의 폭발적 발전에 일조한

심의 차별화된 상품 구성을 통해 매년 성장세를

알리바바는 중국 최대 오프라인 판매 업체인 바이

보이고 있다. 신진 브랜드로 패션 시장에서 유명새

롄 그룹(Bilian Group), 고급 소매 업체인 인타이

를 탄 ‘앤더슨벨’, ‘오아이오아이’, ‘렉토’, ‘스테레

그룹(Yintai Group), 전자 소매 업체인 쑤닝 그룹

오바이널즈’, ‘커버낫’ 등은 모두 이러한 온라인 패

(Suning Group) 등 다양한 종류의 중국 소매 업체

션 편집숍을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를 인수 하거나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어 소비자

(Lee, W. H., 2017).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만 한정

에게 더 좋은 매장 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제적으

하고 있다(Pan, 2017). 이를 통해 미래에도 온·오프

로 대규모 브랜드는 어려움을 겪는 반면, 스몰 브

라인이 공존하는 옴니 채널의 성장은 기대할 만하

랜드는 기존 점유율의 2-3배를 차지하며 성장하고

며 그 영향력은 확대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있다. 미국에서 스몰 브랜드의 성장세는 53%, 유럽

세 번째 핵심 시스템은 ‘스몰 브랜드 시스템’이

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각각 33%, 59%를 차지하고

다. 브랜드의 이름에 관계없이 자신의 취향에 따

있다(BOF team & McKinsey & Company, 2019). 스

른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상품에 집중하는

몰 브랜드의 인기 상승은 인스타그램의 팔로우 숫

소비자가 늘고 있다. 삼성디자인넷이 전국 만 13

자의 증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라(Zara),

세 이상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에이치앤엠(H&M), 디올(Dior)과 같은 전통적 대형

에 따르면, 40대 이하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과 가

브랜드들의 인스타그램의 팔로우가 30% 미만 성

치관을 기반으로 한 패션 상품 소비 패턴을 보유

장을 한 반면, 신생 브랜드들은 같은 기간 동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51% 응답자가 ‘저렴한 상품

130% 이상 성장하였다(BOF team & McKinsey &

여러 개를 사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상품 한 개

Company, 2019).

를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하였으며 ‘패션 쇼핑

스몰 브랜드들의 급격한 성장세에 위협을 느낀

시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내 스타일 대로 사는 편

대형 브랜드들 또한 스몰 브랜드의 성공 전략을

이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5%였다. 또한 20-30

배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전략을 세워 노력 중이다.

대를 중심으로 브랜드 이름이 상품 선택에 미치는

첫 번째로, 스몰 브랜드의 주요 성공 이유 중 하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 민감도는 낮았으며

인 참신성을 높이기 위해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헤

반면에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부합하는 신진 브랜

리티지(heritage)의 상징인 로고나 패턴을 바꾸어

드 및 편집몰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음이

가며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노력 중

나타났다(“2018 consumer”, 2018).

이다. 그 예로 버버리는 그들의 전통적인 로고와

이처럼 자신의 패션 취향, 가치관 그리고 자신

패턴을 변형한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으며, 셀린

만의 만족감이 중요해짐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내

또한 에디 슬리먼(Hedi Slimane)을 새로운 크리에

세운 천편일률적 스타일의 매크로 브랜드가 아닌

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로 지명하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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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라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다(BOF team &

것으로 예측되는 2030년을 미래로 설정하였다. 시

McKinsey & Company, 2019). 둘째, 대형 브랜드들

나리오 주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된 미래 영

은 기존 패션 상품 출시의 고정적인 스케줄을 무

향력이 높은 핵심 시스템 상위 세 가지인 ‘DTC 시

시하고 스몰 브랜드에서 활용하는 소규모의 빈번

스템’, ‘옴니 채널 시스템’, ‘스몰 브랜드 시스템’으

한 상품 출시로 상품의 희귀 가치를 창출하여 소

로 선정하였다. 각 핵심 시스템에 대한 문헌적 고찰

비자의 기대감을 높이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과 델파이 기법에서 현재 대비 미래의 영향력의 상

몽클레어(Moncler)는 ‘Genius Project’란 이름으로

승도가 가장 높다고 분석된 상위 세 가지인 ‘남녀

히로시 후지와라(Hiroshi Fujiwara), 크레이그 그린

컬렉션 통합 시스템’, ‘젠더리스 시스템’, ‘AI 디자

(Craig Green), 시몬 로샤(Simone Rocha) 등과의 콜

인 시스템’을 배경으로 ‘5G를 통한 신속한 응대와

라보레이션된 상품을 매달 출시하기로 하였고, 버

지속가능성을 갖춘 최적화된 DTC 시나리오’와 ‘무

버리 또한 기존 컬렉션 라인 외에 콜라보레이션이

인 피팅 시스템을 활용한 즉각적인 옴니 채널 시스

나 캡슐 컬렉션(capsule collection)을 간헐적으로 출

템’,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보더리스

시하기로 했다(Morency, 2018).

(borderless) 스몰 브랜드 시스템’에 대한 시나리오

이와 같이 스몰 브랜드 시스템은 대형 브랜드보

를 도출하였다.

다 신선하고 혁신적인 브랜드를 추구하는 밀레니

1. 5G를 통한 신속한 응대와 지속가능성을
갖춘 최적화된 DTC 시나리오

얼 세대의 선호도가 높으며, 차별화와 높은 마진을
추구하는 현재의 디지털 마케팅과 리테일의 요구
에도 부합하여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몰

1) 시나리오

브랜드들은 디지털에 익숙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날씨가 쌀쌀해지자 보영이는 따듯한 니트를 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비자에

장 구매하고 싶어진다. 평소 보영이가 즐겨 입는

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니트웨어 브랜드의 프레젠테이션 링크를 누르자
2030 FW 시즌의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들이 나타
난다. 이 브랜드는 여성 니트 브랜드로 시작했음

Ⅴ. 미래 패션 시스템 예측 시나리오
미래의 패션 시스템을 예측하기 위한 시나리오
설정 시 미래의 시기는 2030년으로 설정하였다. 세
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Davos Forum)은 2030년
까지 3D프린터, 전 세계 94% 인구의 인터넷 접속,
AI의 다각적 대중화 등 다양한 과학기술이 확산되
어 4차 산업혁명이 현실화될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세계적인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Ray Kurzweil) 또
한 인공지능의 발달을 기반으로 2030년이면 4차 산
업혁명이 도래할 것임을 예측하였다(Kim, H. J.,
2017).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기술적 발전이 완성될

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남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올해부터는 남성복과 여성복을 동시에 선보이는
통합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신제품을 관람할 수 있
게 변경되었다.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어 선택하고, 온라인 구매 어시
스턴트에게 해당 제품의 반응을 묻자 현재까지의
누적 리뷰 분석을 기반으로 즉시 ‘85% 만족, 15%
불만족’ 이라고 알려준다. 보영이가 다시 불만족의
이유를 되묻자 ‘타이트한 핏’이 가장 지배적인 의
견이라는 답변이 바로 도착한다. 딱 맞는 니트를
선호하는 보영은 우선 이 니트 디자인이 만족스러
워 선택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누르자마자, AI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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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너인 알파가 다양한 컬러의 패턴으로 변형시

구매 1시간 이내에 수령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켜 놓은 니트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보영의 선

희소성 있는 최신 제품을 빠르게 제공하여 소비자

택을 돕기 위해 올해 유행 패턴, 그리고 판매율이

의 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5G 기술 적

높은 패턴, 그리고 보영이 구입한 옷들과 매치하

용 구매 과정에서 VR 활용 등 제품을 최대한 실

기 쉬운 추천 패턴의 니트들이 표시된다. 보영은

물과 가깝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궁금증에 실시간

올해 유행 패턴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정한

으로 응대하는 편리한 쇼핑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

다. 구매 버튼을 누르자마자 저장된 바디 스캐닝

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치수의 옷이

리뷰 분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다른 구매

자동으로 선택되고 파트너 공장들로 주문 내용이

자들의 평가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구매 결

전달된다. 그리고 주문서와 함께 주문 후의 생산

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윤리적

과정, 생산 비용과 그로 인한 최종 가격을 확인할

요구도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수 있는 링크가 핸드폰에 전달된다. 링크의 연계

이미지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이다. Ditty(2018)에

된 생산 공장이나 원단 제직 공장을 자세히 보는

따르면 2016년 12.5%에서 2018년 37%의 패션 브

버튼을 누르면, 공장들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랜드가 공급망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

보기가 제공된다. 깨끗하고 밝은 조명 아래 즐겁

승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게 일하는 밝은 직원들의 얼굴과, 보영의 주문을

세부적이고 철저한 공급망 정보 공개의 수준에는

위한 천연염료를 사용한 염색 과정을 살펴볼 수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패션 산업 내부에서 지속

있다. 이것이 평소 피부 발진 등 니트 소재에 예민

가능성이 더 이상 윤리적 문제만이 아닌 소비자들

한 보영이 이 브랜드를 믿고 자주 구매하는 첫 번

의 요구임을 인지하고, 잠재적인 인권 및 환경 문

째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구매 3일 후 ‘생산 완

제를 위해 공급망을 투명하게 다루려는 노력이 생

료 후 배송 중’이라는 안내 문자가 온다. 그리고

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패

안내 문자를 받고 2시간 후 집 앞에 보영이 구매

션 브랜드들은 생산과정 및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한 니트가 놓여있다.

솔직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광고나 오프라인 매
장을 없애 유통과정을 최소화하여 합리적 가격의

2) 전략

좋은 품질 상품을 제공하여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

이미 다수의 브랜드들이 자사의 홈페이지, SNS

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를 통해 소비자와의 직접적 소통, 홍보 그리고 판

2. 무인 피팅 시스템을 활용한 즉각적인
옴니 채널 시스템

매까지도 이루어지는 ‘DTC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즉시 구매하더라도 수령까지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유통 과정을 단축

1) 시나리오

시키고 빠른 수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미래의
과제이다. 미래에는 5G 기반의 시스템을 도입함으
로써 제조과정에서의 지연 및 오류 최소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빠르게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드론 및 로봇을 사용한 무인
물류 시스템의 개발로 운송 과정의 단축을 통해

2030년 1월, 저녁 7시 유빈이는 대학 동기들과
의 저녁 약속을 위해 지하철역을 향해 빠르게 걸
어가고 있다. 거의 3년 만에 만나는 모임으로 아침
부터 신경을 썼는데 오늘 아침에 쏟은 블라우스의
커피 자국이 계속 신경 쓰인다. 지하철을 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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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유빈이 저장해 둔 위시리스트 중 오늘의 옷

를 허물고 다양한 유통 경로가 통합되어 연결되는

과 어울리며, 가는 길에 입어 보고 바로 구매가 가

시스템이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구매 채널

능한 옷이 있는지 검색한다. 다행히, 도착 역 10m

을 한정 짓지 않는 새로운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

앞에 좋아하는 브랜드의 피팅 체험매장이 있다는

해서는 각 채널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

알림 메시지와 함께 해당 브랜드의 앱에서 위시리

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에서 다

스트에 담아 놨던 셔츠의 재고가 표시된다. 고민

른 소비자들의 리뷰를 확인하며 다양한 제품을 빠

하고 있는 유빈이에게 지금 구매하면 추가 10%의

른 시간 안에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쇼

할인 혜택이 있는 쿠폰의 발급 알람이 추가로 도

핑의 장점과, 실제로 입어보고 소재를 체험하여

착한다. 역에서 내린 유빈이 ‘지금 입어보기’ 버튼

확신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쇼핑의

을 누르자 현재 위치에서 매장까지의 경로가 착용

장점을 활용한 새로운 채널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 스마트 안경 앞에 화살표로 표시된다. 그렇게

할 것이다. 햅틱기기와 같은 촉감을 전달하는 기

도착한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피팅 체험매장 입구

술이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제 체험을 완

에서 휴대폰 앱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문이 열린

벽하게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 유빈이의 이름이 표시된 피팅룸 안 옷걸이에

미래에도 실제 착용 후 구매를 고집하는 소비자들

는 유빈이의 정보를 기반으로 딱 맞는 치수, 작은

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치수, 큰 치수의 세 가지 사이즈로 제품이 준비되

준비해야 한다. 대형 기업의 경우 단독 온라인 쇼

어 있고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추천 제품이 함께

핑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 무인 체험

준비되어 있다. 착용 후 피팅룸 스크린에서 다른

피팅 전용 매장을 운영하여 소비자가 언제든 판매

구매자들의 리뷰를 확인하니 편안하고 예쁘다며

사원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

칭찬 일색이다. 옷이 마음에 든 유빈은 결혼기념

록 하고, 소형 기업은 공간을 대여하여 여러 기업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고, 남성복

이 함께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의 고안이 필

과 여성복의 구분이 없는 젠더리스 디자인을 선보

요하다. 온라인 쇼핑의 장점은 따로 시간을 내어

이는 이 브랜드에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남편의 셔

매장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므로 소비자의

츠도 함께 구매한다.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사용 기록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살펴보

저장된 카드로 자동 결제되어 너무나 편안하다.

았던 제품을 휴대폰 GPS 기능을 이용하여 가까운

빠르게 셔츠를 바꿔 입고, 남편의 셔츠 배송 버튼

장소에서 해당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을 누른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여전히 이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발전된 서비스를 통해 브

다며 유빈을 칭찬한다. 역시 블라우스를 바꿔 입

랜드에 대한 친근감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고 오길 잘했다고 유빈은 속으로 생각한다. 집에

일상 속에 전략적으로 스며들어 편리한 쇼핑 환경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구매한 남편의 셔츠가 이미

을 제공해야 한다.

배송되어 있다. 유빈은 기분 좋게 동창들과의 모
임도 하고, 결혼 기념일에 늦지 않게 남편을 위한
선물도 구매하여 너무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낸다.

3.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보더리스 스몰
브랜드 시스템

1) 시나리오

2) 전략
옴니 채널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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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30년 5월인 현재 그동안 모은 돈으로 소자

로 다수의 고객들을 보유한 대형 유통 플랫폼과

본의 스몰 브랜드 런칭을 앞두고 있다. 예정된 온

무슨 일 있어도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당부하

라인 회의 시간에 맞춰 컴퓨터에 접속하자 3명의

며 오늘의 회의를 끝낸다. 그리고 경쟁 브랜드를

다른 직원들이 뒤이어 한 명씩 나타난다. 회의에

넘어설 수 있는 차별화된 패키징 디자인을 고안하

참여한 3명은 하이엔드 브랜드 담당자로 프랑스에

기 위해 AI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트렌드 컬

거주하는 김민구, 현재 남미 온라인 플랫폼과의

러 및 소재 경향을 리서치하기 시작한다.

유통 계약을 위해 브라질에 방문 중인 스페인계의
판매 및 유통 담당자 카할 그리고 아프리카 케냐

2) 전략

인 도라이다. 작지만 다른 브랜드 디자인과는 차

소비자는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수많은 상품들

별화된 젠더리스 악세서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

속에서 과도한 선택사항을 부여 받는다. 소비자들

던 지현이는 아프리카 전통 민속 디자인과 한국의

은 결국 늘 찾던 브랜드나 무의식적으로 광고에

전통 디자인을 차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여

노출된 대형 브랜드 위주로 살펴보게 된다. 현대

현재 남아프리카에 거주하는 도라를 R&D 담당자

에는 이러한 유명 브랜드,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로 고용하였다. 특히, 아프리카 10대 남성들의 온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SPA 브랜드들이 강세

라인을 통한 악세서리 구매율이 전 세계적으로 작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개성을 중시하

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 2위에 랭킹 되어 있어,

는 소비자들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다양해진 취향

더욱 아프리카에 대한 현지 정보가 중요하다. 회

을 만족시키는 스몰 브랜드들이 더욱 인기를 얻을

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

것으로 예측된다. 3D 프린터와 AI와 같은 기술의

하지만 언어는 바로 번역되어 화상 채팅 화면에

발달로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전 세계적 온라인

나타나 대화에 전혀 지장이 없다.

연계망을 통해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는 독특한 스

오늘의 회의는 SNS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샘

몰 브랜드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다.

플을 보고 연락해 온 하이 엔드 브랜드 샤넬사와

스몰 브랜드의 성공에는 인공지능 기술 및 3D

의 회의 내용을 김민구씨에게 전달받은 후 그에

프린팅 기술의 사용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에

따른 디자인 수정 사항을 논의하고, 온라인의 거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AI 디자인 시스템

대 플랫폼인 ‘아미’와의 유통 계약이 어느 정도 이

을 활용한 리서치 및 디자인 변형 작업이 이루어

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이다. 카할은 남

진다면, 브랜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양

미 대형 플랫폼 중 하나인 ‘아미’와는 유통 마진

한 디자인을 최소 비용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

문제로 아직 계약 성사는 되지 않았다고 전달했다.

을 것이다. 또한 3D 프린터를 통해 샘플을 생산할

도라는 SNS에서 요즘 핫한 타겟 악세서리 브랜드

수 있다면 시간 및 필요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의 아프리카 성공 전략이 아프리카만의 한정판 포

것이다. 그러므로 AI 디자인 시스템 및 3D 프린터

장에 있다는 조사 결과를 알려주고, 이와 더불어

에 적합한 디자인과 소재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

생생한 현지 반응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자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규모 자

1시간 동안의 회의 끝에 지현은 카할에게 우리

본으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

의 자본금으로는 고객들에게 온라인 피팅, 빠른

측되는 스몰 브랜드들은 현재의 아마존과 같은 대

결제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

형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전 세계 고객에게

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미’와 같은 전 세계적으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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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야 한다. 대형 플랫폼이 가진 VR 피팅에 대한

법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영향력의 상승도가 가장

기술력, 안정적이고 편리한 결제 시스템 및 운송

높다고 분석된 상위 3개 ‘남녀 컬렉션 통합 시스

체계를 공유하여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템’, ‘젠더리스 시스템’, ‘AI 디자인 시스템’을 시

할 것이다.

나리오 작성 시 참고하여 복합적 상황이 함께 발
생할 수 있는 미래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
였다. 이렇게 구성된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에 발

Ⅵ. 결 론

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해보고 이에 따른 대비 전
략을 구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디지털 혁명의 주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

이와 같이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 패션 산업을

회는 환경 변화에 민감한 패션 산업 시스템을 변

예측해 본 결과 미래의 패션 산업은 상품의 생산

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빨라진 속도와 기술

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배달되기

발전에 대비하지 못한 많은 패션 회사들이 방향성

까지의 전 과정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구축하여

을 잡지 못하고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플랫폼 회

야만 그 시스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확

사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하였다. 예를 들면, DTC 시스템인 경우에도 5G

본 연구는 미래의 패션 시스템을 델파이 기법과

를 통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접점 확대 및 신속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예측해 봄으로써 급변하는

한 연결을 위한 기술뿐만 아니라, 전 과정에서의

환경에서 패션 기업의 지속적 발전과 생존을 위해

소비자의 편리를 위하여 드론 등을 활용한 빠른

필요한 전략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물류 시스템 및 바디 스캔 등 다양한 기술의 구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패션 전문가를 대상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패션 기업들

으로 한 델파이 설문을 통해 미래의 영향력이 가

은 다각도로 그 가능성의 확장 및 방향성을 염두

장 높은 3개의 패션 시스템인 ‘DTC 시스템’, ‘옴니

에 두며 상품의 생산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

채널 시스템’, ‘스몰 브랜드 시스템’을 추출하였다.

지의 전 과정을 함께 기획해야 한다. 또한, 소규모

문헌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시스템의 미래 발전

브랜드일수록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을 마련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그 확대 요인들을 분석하

수 없다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여 시나리오 작성 시 활용하였다. 또한 델파이 기

융합도 용이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특히, 4차 산

Table 2. 구축된 시스템 시나리오와 대응 전략.
주제

시나리오의 핵심 전략

◦
◦
- 5G를 통한 신속한 응대와 지속가능성을 ◦
갖춘 최적화된 DTC 시나리오
◦
DTC

옴니 채널 시스템

◦
◦
- 무인 피팅 시스템을 활용한 즉각적인 ◦
옴니 채널 시나리오
◦
스몰 브랜드 시스템
-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보더리스 스몰 브랜드 시나리오

◦
◦
◦
◦

AI 디자인 기술 개발을 통한 소비자 개인 선택의 반영 전략
제작 및 운송 기술의 향상을 통한 신속한 제품 수령
5G 빅데이터 기술 개발을 통한 신속한 구매 과정 구축
제작, 유통, 판매 전 과정 공개를 통한 소비자와의 친밀감 형성
휴대폰 GPS와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으로 위치 기반 편리한 쇼핑 환경 제공
GPS 기능과 스마트 안경 기술 개발의 융합을 통한 주변 정보 제공 전략
5G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무인 피팅 체험매장 운영 전략
운송 기술의 발전을 통한 당일 수령 가능한 배송 전략
동시통역 기술 발달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다국적 인력 채용 전략
3D 프린터 기술 개발로 저비용 빠른 생산 전략
AI 디자인 기술 개발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및 빠르고 다양한 디자인 생성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의 기술 연계로 편리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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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advanced technology has provided faster communication and un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Due to the changes in an information system, huge E-commerce sales platforms
are taking up fashion industry’s place and shifting the overall process of the traditional fashion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tect and predict detailed changes of various fashion industry systems in advance and anticipate
future problems in various directions, deriving a direction of strategies. This study examines Delphi and Scenario
techniques for forecasting the future of the fashion system. To find the most influential fashion system in the future,
25 fashion industry experts participated in Delphi survey. The result showed that the top ranked fashion systems were
‘Direct to Consumer system’, ‘Omni channel system’, and ‘small brand system’ as an average score of 4.32, 4.28,
4.13 each. The future potentials and major elements of each system were reviewed by literatu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scenarios, ‘DTC system - based on sustainability and fast live chat using 5G technologies’, ‘Omni
channel system - 24-hour unmanned clothing store for fitting, and ‘Borderless small brand system based on global
network’ were created and strategies for each scenario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develop the future fashion
industry, integrated strategies for the entire process from production to shipping, design with diverse gender options,
and novel designs are needed. This study provides fundamental knowledge to understand future directions of the
fashion industry and to establish strategic directions for the future. This study makes a valuable contribution to
academic researches on the fashion system by exploring new research methodologies to predict the future of the
fashion industry.
Key words : future fashion system, future prediction, delphi methods, scenario methods, future fash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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