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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패션은 시대상을 반영할 뿐 아니라 

복잡하게 파생되는 다양한 대상과의 관계 및 사회 문

화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패션이 산업, 문화, 소비자 간의 긴밀한 상호작

용의 영향을 받으며, 산업계의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 안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Blumer, 

1969). 다수의 학자들은 패션을 동시대적으로 적합하

다는 판단 하에 받아들여지는 발상의 일환으로 바라

보았고, 사회학적 측면에서 집단에 의한 행동 표현의 

한 형태라 하였다(Daniels, 1951; Horn, 1968). 질 리포

베츠키(Gilles Lipovetsky)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패션의 시대로 지칭하며, 패션을 의복으로 표현되는 

외양에 한정하지 않고 대중매체, 소비 문화, 광고, 정

치, 성역할 등과 같이 생활의 영역에서 상호 영향을 주

고받으며 변화의 원천이 되는 사회적 개념으로 정의

하였다(Lipovetsky, 1987/1999). 그뿐만 아니라 패션은 

아름다움에 대한 미학적 관념을 형성하고 무한한 이

상과 환상을 만들어낸다(Kawamura, 2005). 이는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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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진 특수한 힘이며, 현대인들의 심화된 미의식과 

결합해 확고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패션은 사회 문화적 개

념 안에서 광의의 접근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

고 구체화된 욕구 표출의 양식이자 미적 취향을 시각

화하는 영역으로서 패션에 대한 다면적 학술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최근 패션 연구(Fashion Studies)는 다

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되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그 과정에서 패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사

고 방법인 ‘Fashion Thinking’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

고 있다. Nixon and Blakley(2012)를 비롯한 여러 학자

들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Fashion Thinking은 패션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다각화된 탐구를 기반으

로 한다. 이는 사용자 경험 중심의 기능적 측면을 다루

는 Design Thinking과 달리 내재된 미적 취향 및 사회 

관계 속 의미 형성의 패러다임에 집중한다. 이러한 Fa- 

shion Thinking은 광범위한 소비재 및 서비스 혁신 기

여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근

래 타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

서도 본 연구는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에 주목하였다. 

오늘날 자동차는 고도의 집약된 기술을 비롯해 라

이프스타일과 감성이 반영된 산업재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자동차를 물리적 

기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성향과 스

타일을 표현할 수 있는 심미적 만족감을 포함해 여러 

심리 요인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한다. 이로 

인해 자동차 산업은 시장 내 기능적 측면과 함께 무형

의 가치 창출을 향한 도전을 서슴지 않으며, 그 과정에

서 패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시장 경쟁에서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 실현의 방법론으로서 Fashion Thinking

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패션과 자동차 산업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디자

인적 측면에서 Min and Chung(2015)이 자동차 인테리

어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한 소재 개발에서 패션의 요

소를 적용하여 도출하였고, Choi et al.(2014)은 마케팅

적 관점에서 자동차 구매성향과 패션 쇼핑성향이 자

동차 브랜드 라이프스타일 스토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여 유의한 관계성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Cho(2015)는 자동차와 패션 산업의 콜라보레

이션 경향에 관해 시대별 사례의 특징과 유형을 연구

하였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패션과 자동차 산

업의 관계를 교류와 협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패션의 본질적인 개념 차원이자 확장된 사고 

방법인 Fashion Thinking의 영역으로서 패션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의 한 축으로 이

해하고자 한다. 이는 패션이 옷 그 자체를 비롯한 유

행, 양식, 스타일, 방식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

형의 이미지와 대상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이기에 가

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Fashion Thinking의 효용 가치

를 뒷받침하는 바탕이 된다(Park,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난 

Fashion Thinking의 적용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특성 

및 가치를 도출함으로써 Fashion Thinking의 영향력

이 타 산업과 사회 문화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밝히는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타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의 경영을 위해 

Fashion Thinking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에 있어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

연구를 병행한다. 먼저 Fashion Thinking의 개념과 담

론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 서적 및 논문 등의 선행연구

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Fashion Thinking에 대한 방법

론적 탐구로서 5가지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Nix-

on and Blakley(2012)의 개념을 토대로 사례분석을 위

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였다. 실증연구는 독일의 자동

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Auto Bild)에서 발표한 ‘2018년 

자동차 브랜드 조사’에서 상위 20위로 평가된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의 사례로 한정하였고, 자료수집은 각 

자동차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SNS 계정, 국내외 

자동차 전문지, 온라인 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분

석대상 및 범위는 Koo(2010)의 연구에서 밝혔듯이 자

동차가 개별화된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는 제

품으로의 확장이 구체화된 시점으로 2000년대 중반

인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나타난 제품, 디자인, 광고

(인쇄/영상), 마케팅, 기업 활동 중 Fashion Thinking의 

개념에 적합한 47개의 사례를 1차 선정하였다. 이후 

기초 분석 과정을 거쳐 Fashion Thinking의 특성 요인

이 혼합되어 나타나거나 불분명한 일부 사례들을 제

외하고, 요인별 대표성 있는 26개의 사례를 최종 선정

하였음을 밝힌다. 사례선정 기준은 패션 산업의 관행

에 근거하여 Fashion Thinking의 범주를 정립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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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구체적으로 패션 브랜드, 패션 디자이너 및 패션 

산업 종사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콘텐츠

를 창출하거나 패션 시스템에서 독자적으로 나타나

는 용어, 제품, 생산 방식 등과 같이 패션 산업의 고유

한 특성을 받아들여 응용된 사례로 규정한다.

II. 이론적배경

1. 패션과 자동차

패션과 자동차 산업은 19세기 이후 산업 구조 내 변

혁의 시기를 거치며 서로 이질적인 특성을 보여 왔다. 

패션은 본질적으로 덧없음과 미적 환상의 논리적 체

계의 결합으로 존재하면서 빠르게 소비됨과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고 변화하는 일시적인 

속성을 지닌다(Lipovetsky, 1987/1999). 반면 자동차는 

현대 문명에 있어서 첨단 기술의 응집으로 생산된 이

동 수단의 완성체로, 혁신적인 기능과 실용성에 기반

을 두어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자동차는 패션에 비해 

경제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고도화된 분야로 분

류되어 왔고, 디자인 영역의 위계 구조에서도 패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여겨지는 것에 반하여, 자동

차는 상위 계층의 스펙트럼으로 칭하는 산업 디자인

의 정수이자 핵심 범주로 간주되었다(Nixon & Blak-

ley, 2012; Yim, 2014).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는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

응한 변천 과정에 따라 물리적 실체와 이미지의 두 요

소로 형성되었는데, 그 중 이미지는 제품의 대표적 인

상을 표현하기 위해 내재된 추상성과 조형적 특성에 

따른 스타일을 통하여 다채롭게 구현되어 왔다(Koo, 

2010). 더불어 21세기 자동차 산업은 기술을 앞세운 

물리적 특성만으로 차별화하거나 시장 우위를 점유

하기에 한계를 겪으면서 다양한 추상적 요인의 발굴

을 통한 독창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Koo, 2009).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산업 내 과학 기술의 차이가 좁

혀지는 평준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자동차가 지

닌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생활의 가치에 기인한다. 

최근 자동차는 이동성에서 비롯된 제3의 거주 공간

이자 유동적인 주거의 새로운 개념을 표방하며, 현대

인들이 일상 속 많은 시간을 향유하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의 산물로서 이전에 없던 무형의 가치를 수반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Kim, 2008). 이는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가 단지 기술적 요인에만 의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며, 생활과 정서를 함축하는 미적 대상

으로의 확장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Koo, 2010). 이

와 같은 특성은 궁극적으로 자동차의 구매결정 기준

에 있어서 쾌락적 속성에 따른 감성적 편익의 영향력

이 점점 더 크게 작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정체성과 취향을 표현하기 위한 패션 제품의 구

매속성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Choi et al., 2014). 

패션은 새로움의 상징적 기호이자 미적 개성을 표

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포하고, 소비를 통한 사적인 만

족을 취한다(Lipovetsky, 1987/1999). 이에 Wilson(2003)

은 패션이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포부에 관해 시각적

으로 합리화하는 방법의 일환이라 하였다. 그리고 Fea-

therstone(1991)은 일상의 심미화를 언급하면서 소비

자의 구매행동이 기능을 넘어 디자인과 유행을 함께 

고려하는 포괄적인 가치 추구의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

기 때문에 많은 제품이 새로운 스타일, 감각, 경험을 

위한 일부로 여겨진다고 보았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개별적 개성에 따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제품군에 있어서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이는 패션이 자연스럽게 다른 산업의 영

역으로 스며드는 현상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Post-

rel, 2003). 실제 자동차 산업은 20세기부터 패션의 테

크닉을 차용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쳤는데, 이에 제너

럴 모터스(General Motors)의 최고 경영자는 자동차 디

자인은 순수한 패션의 영역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패션은 자동차 산업의 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

라 밝힌 바 있다(Löfgren, 2005). 따라서 오늘날 패션과 

자동차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니는 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넓은 시각의 사고에서 패션이 자동차 산업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2. Fashion Thinking의 이해

1) Fashion Thinking의 등장 배경 및 개념

패션이 학문적 연구 분야로 심층적 고찰이 이루어

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세기에 철학자와 윤

리학자로부터 주로 제기되었던 패션에 관한 논의는 

부정적인 시각과 도덕적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Kö- 

nig, 1973). 18세기부터 당시 패션은 상류 계층을 위한 

한정된 특권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사치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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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많은 비난이 따랐다(Bell, 1992). 하지만 여러 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쳐 빠른 속도와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산 구조가 도입되면서 급격한 변

화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패션은 특정 집단의 향유를 

위함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다수를 향하게 되었고, 

패션 현상은 대중으로 널리 퍼져 나가며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Kawamura, 2005). 이후 20세기

부터 패션은 연구주제의 한 축으로 다뤄지기 시작하

였고, 21세기에 들어 본격적으로 패션 연구가 학제 간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아 사회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하면서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가

지게 되었다(Yim, 2014).

20세기 후반부터 패션 연구는 국가 간 경계를 초월

하여 문화적 시각의 전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을 받은 비평적 관점에서 발전해왔다(Kawamura, 2005). 

그 결과, 다수의 학자들을 통해 사회 담론의 영역이 되

었고 현재까지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Kawamura(2005)는 패션의 사회 맥락적 접근의 가치

를 인지하고, 패션을 사회 규제, 계층 구조, 사회적 관

습 및 절차의 한 형태로 관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패션

이 사회 안에서 변화하는 양상 및 상징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복식에 중점을 둔 접근 방식이 아닌, 패

션의 사회적 조직에 대한 거시적 관점과 그 안에서 일

어나는 미시적 작용의 통합 분석을 근간으로 한 ‘Fa- 

shion-ology’의 개념을 통해 패션 연구의 단초를 제시

하였다. Blaszczyk(2009)는 패션을 개인과 기관 간의 

상호작용을 거쳐 성장하는 문화 현상으로 바라보았

는데, 상업, 문화 및 소비자 간의 관계 안에서 다양하

게 파생된 형태로 생산되는 것에 그 근거를 두었다. 이

와 유사한 맥락에서 Entwistle(2009)은 패션 산업 내 

종사자들 간 관계의 산출물이 패션이며, 궁극적으로 

패션 연구는 창조 산업 중심의 발전 안에 놓여있음을 

주장하였다. Rocamora and Smelik(2016)은 패션의 역

동성이 문화적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다른 분야에 기

여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하였고, 패션은 사

회적 물질 현상으로서의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라 하

였다. 이처럼 패션 연구는 공통적으로 패션을 유행에 

근간한 일시적인 협소한 의미로 제한하지 않고, 사회 

문화적 현상이자 그 일부분은 제도화된 시스템과의 

네트워크로 바라본다. 이에 따라 연구과정에서 다양

한 분야의 이론과 시각을 활용하며, 패션을 통한 분석

적 사고의 방법으로서 Fashion Thinking이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Rocamora & Smelik, 2016).

Fashion Thinking은 아직 합의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아 학자들의 다양한 관점에 의해 해석된다. 2014년 

10월 덴마크 남부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Den- 

mark)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서는 Fashion Think- 

ing을 주제로 창의적 탐구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학술지 Fashion Practice에서는 패션에 대

한 사고의 개념과 향후 전망 및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제고한 바 있다. 본 학술대회에서 Fashion 

Thinking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자극할만한 

참신한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이에 물질적 대상을 해

석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행위이자 관행 안에서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론

으로서 Fashion Thinking의 역할을 조명하였다(Peter- 

sen et al., 2016).

Fashion Thinking의 개념은 빈번히 디자인 연구(De- 

sign Studies)에서 파생된 Design Thinking과 함께 언급

되는데, 두 영역은 유사하면서도 다른 속성을 가진다. 

Martin(2009)은 Design Thinking에 관해 숙련된 직관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성과 분석적 태도의 상호작

용이라 하였다. 즉, Design Thinking은 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서 사용자 행동 관찰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

견한 후 수렴 과정을 거쳐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프로세스이며,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해결방

법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Jung et al., 2018; Martin, 

2009). 이에 Nixon and Blakley(2012)는 Design Thinking

이 창의적 영감을 주는 원천이긴 하지만 Fashion Think- 

ing과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하였다(Petersen 

et al., 2016). 그 근거로 Design Thinking이 주로 유용성

과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Fashion Thinking은 소

비자의 취향과 의미를 생성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고 

보았다(Nixon & Blakley, 2012). Fashion Thinking의 특

성은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의 결과인 산출물에 쟁점을 

두기 보다는, 그 이상의 가치를 향한다. 이와 같은 시

각에서 Lemire(2016)는 Fashion Thinking이 사물에 대

한 비판적 접근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힘에 대

한 풍부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Entwistle(2009)은 Fashion Thinking이 

감각적 혁신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패션뿐만 아니라 

타 영역에서도 동기 부여가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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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닉슨 앤 블라클리(Nixon and Blakley)의 Fashion Thinking

에 관한 고찰

Nixon and Blakley(2012)는 여러 사례 연구를 통하

여 Fashion Thinking을 제품 및 서비스의 기능적, 경험

적 측면에서 의미와 가치를 부가하기 위해 기술, 스토

리, 실험, 오픈 소싱을 활용하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

적 기관의 패러다임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서 Fashion 

Thinking은 현재 패션 산업 내 사업적 범주의 관행에

서 나오는 실현 가능한 원칙들을 포함하며, 특히 복잡

하고 모호한 환경에 처한 조직에서 제품 개발 및 마케

팅 주기의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 효용적인 통합 

방안이라 하였다(Nixon & Blakley, 2012). 또한 Fashion 

Thinking의 가치는 유연성, 대응성, 오픈 소스 솔루션

으로,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더 가속화되는 소비 환경

에서 필요한 자질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Fashion Thinking의 5가지 

명확한 특성과 그 가치를 밝힌 Nixon and Blakley(2012)

의 연구를 분석적 틀의 기반으로 삼았다. Nixon and 

Blakley(2012)가 규명한 Fashion Thinking의 5가지 특

성은 다음과 같다. 

(1) The Temporal Dimension

Nixon and Blakley(2012)는 패션이 동시대적 관점

에서 현재의 순간에 충실한 유행에 관한 것이라는 일

부 학자들의 주장에 반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혼재

된 시간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수반한다고 하였다. 이

에 Fashion Thinking의 시간적 차원은 현재의 고객에

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사적 맥락 내에서 제품을 적

절히 배치하며 미래를 마주하는 매력적인 방식 사이

의 균형을 찾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간적 차원

의 전제 요소로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에서 과거의 역사적 차원은 현재의 패션

을 만드는 근원적인 코드로, 패션 디자이너들은 현재

의 시점에서 소비자들이 공감할만한 유행을 만들어

내기 위해 과거의 헤리티지(Heritage) 및 시그니처(Sig- 

nature)를 영리하게 활용한다. 즉, 역사는 현재의 가치

를 이해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며 현재와의 올바

른 조화가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

다(Nixon & Blakley, 2012). 

둘째, Fashion Thinking은 현재 소비자들의 관심과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빠른 유행 주기의 대응 방

안으로서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적시생산 방식(Just-in- 

time)을 일찍이 채택했다(Nixon & Blakley, 2012). 더

불어 사람들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스타일을 

갈망하기 때문에 패션 산업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짧은 생산 주기를 이끌어냈다(Craik, 2009). 패

션은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짧아진 생산 주기는 사용 

가능한 제품의 다양성으로 연결되면서 현재의 욕구

를 가장 잘 반영하여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

다(Wilson, 2003; Zhang & Juhlin, 2016).

셋째, Nixon and Blakley(2012)가 제시한 Fashion Th-

inking의 미래적 차원은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미래를 위한 계획에 앞

장선다. 특히 패션은 매우 빠른 주기로 움직이기 때문

에 경쟁 제품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현재를 위함과 더불어 다가올 유행을 선도

할 제품에 대해 항상 탐색한다. 이에 Nixon and Blakley 

(2012)는 Fashion Thinking의 활용은 현 시점에서 잘 팔

릴 제품을 넘어서, 미래의 트렌드에 영감을 줄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 불확실한 예측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한다고 하였다.

(2) The Spatial Dimension

Nixon and Blakley(2012)는 공간적 차원에서의 Fa- 

shion Thinking은 인종, 계급, 국경을 넘어선 광대한 거

리와 전 세계 계급 구조 전반에 걸쳐 전개되는 의사소

통의 과정에 의해 정의된다고 보았다. 즉, 공간의 유

연을 통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극의 격차를 초월하

는 연결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매력적인 아이디어

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여 발전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하위 문화 스타일은 럭셔리 디자이너들에 의

해 주류로 편입될 때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 그들만

의 새로운 스타일을 찾아냈다. 더불어 패션 스펙트럼

의 양 끝에 위치한 엘리트와 스트리트 패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이전에 없던 호소력 있는 참신함을 

발굴하였다(Nixon & Blakley, 2012). 이로 미루어 볼 

때, 환경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중심과 가장자리, 

엘리트와 스트리트 사이의 긴장감을 조율하는 능력

은 Fashion Thinking의 공간적 차원에서 핵심 요소라 

말할 수 있다(Nixon & Blakley, 2012). 

(3) Multidimensional Feedback Loops

Fashion Thinking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긴밀

한 상호작용 안에서 움직임에 따라 인터랙티브 미디

어와 소셜 네트워킹 기술의 등장은 패션 산업 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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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소비자 및 유통업자 간 관계의 혁신적인 변화를 야

기하였다(Nixon & Blakley, 2012). 특히 인터랙티브 미

디어는 올드미디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며 소비자

와의 직접적인 연결로 그들의 견해와 욕구에 신속하

게 응답한다. 그리고 패션 관련 종사자들은 소셜 네트

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고객 기반의 동시대 트렌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다수의 학자들은 패션 경제에서의 의미는 사

회적으로 결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패션 산업 내 소

셜 네트워크는 사회적 의미의 반영과 패션 비즈니스 

및 문화를 지배하는 관계의 논리를 충실하게 반영하

고 있어 Fashion Thinking을 위한 이상적인 도구로 활

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4) Becoming a Tastemaker

패션은 좋고 나쁨에 관한 미적 판단을 토대로 사람

들의 취향 및 미의식의 관념을 형성하기에 패션 산업

을 취향의 산업이라 할 수 있다(Kawamura, 2005; Wil- 

son, 2003). Nixon and Blakley(2012)는  Fashion Thinker

가 시장 내에서 전문 테이스트메이커(Tastemaker)로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직관력과 본능을 활용해 

미학적 관점의 주장을 펼치며 취향을 확립하는 주요

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Fashion Thinking이 

취향에 대한 자의식을 개발하기 위해 활용된 특성으

로, Postrel(2003)의 견해와 같이 패션은 미적 기준이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21세기 

경제에서 제품에 가치를 더하는 무형의 변수를 인식

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함으로 미적 차원에서 특정 제

품 및 서비스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Fashion Thinking이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5) Making the Artistic Commercial(and vice versa)

Nixon and Blakley(2012)는 패션 산업에서 새롭고 

신선한 디자인은 시장성의 핵심이며 참신함과 놀라

움은 패션 제품 개발의 실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예

술과 상업의 균형은 매우 견고하다고 강조하였다. 또

한 상업 문화가 항상 예술을 위한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이면을 

살펴보면 예술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Fashion Thinking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

지는 시장 내에서 소비 과정의 즐거움을 기대하는 고

객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 방

식을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기발한 예술성과 수익성

을 가진 목표를 동시에 포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

(Nixon & Blakley, 2012).

III. 자동차산업에적용된
Fashion Thinking의사례분석을통한

특성및가치

본 장에서는 자동차 산업 내 Fashion Thinking의 실

증적 사례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로서 앞서 살펴본 Nix- 

on and Blakley(2012)가 제시한 Fashion Thinking의 개

념적 특성에 근거하여 5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헤리티지의 재해석, 양가적 가치의 연결, 사회 

담론의 수용, 이상적 미의 선도, 혁신을 위한 균형으

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1. 헤리티지의 재해석

Fashion Thinking은 과거의 역사적 가치, 현재의 동

시대적 유행 및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방안 사이의 균

형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 특성에 의거한다. 이는 역사

적 헤리티지의 재해석을 통해 산업 내에서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복잡적인 결합의 과정을 거쳐 더

욱 견고한 독자적 가치를 형성하며, 새로운 트렌드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자동차 산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브랜드 헤

리티지를 현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Fa- 

shion Thinking을 통한 가치 지향적 방안을 모색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브랜드가 지닌 역사의 

프리미엄을 오래되고 진부한 것이 아닌, 고유의 특수

한 산물로 새롭게 부각하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누구나 인지할만

한 시그니처를 가진 럭셔리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으

로 자동차를 더 고급스럽고 특별한 이미지로 표현하

였다. 람보르기니(Lamborghini)는 럭셔리 스포츠카의 

새로운 격상을 위해 ‘Lamborghini Murcielago LP 640 

Versace(2006)’를 출시하였는데<Fig. 1>, 베르사체(Ver- 

sace) 고유 심볼이 새겨진 최고급 양가죽 소재뿐만 아

니라 색상, 디테일, 차체 실루엣 및 인테리어 영역에

서 베르사체의 헤리티지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는 럭

셔리 패션 브랜드의 로고와 심볼을 노골적으로 드러

내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면에 끌어들이는 방식

을 통해 패션의 시각적 주목성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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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리고 자동차 브랜드가 가진 역사적 가치를 럭

셔리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와 결합해 동시대의 품격 

있는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현대자동

차는 ‘Genesis Prada Limited Edition’에 이어 ‘EQUUS 

by Hermès(2013)’를 선보여 에르메스(Hermès) 특유의 

디자인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다(Fig. 2). 

최고급 천연가죽 및 브랜드 고유의 ‘Toile H’ 소재를 

활용해 파리 공방의 가죽 장인들이 약 20개의 내장 아

이템을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Man- 

koo, 2013). 이처럼 자동화된 기계 시스템 기반의 대량

생산이 일반적인 자동차 산업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수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에르메스가 가진 축적된 노

하우와 오랫동안 각인된 브랜드의 상징적 이미지를 공

유하기 위함이며, 전 세계적으로 단 3대만을 생산한 

점으로 유추해볼 때 즉각적인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

다는 독점성 및 유일성을 통한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딩적 접근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패션은 과거와 현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속성을 

가지며 특유의 성질을 보인다(Nixon & Blakley, 2012). 

특히 패션 산업을 필두로 한 시간의 뒤섞임이 만들어

낸 레트로(Retro) 스타일은 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

었는데,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로 패션 업계에서 제

시한 레트로 유행의 시스템 안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

다. 2018 서울오토살롱에서는 ‘올드카 튜닝 특별관’

을 열어 레트로 열풍에 따른 관람객들의 관심을 사로

잡았다. 이 전시에서는 기존의 오래된 자동차를 그대

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외관 도

색, 부품 교체, 내장재 변경 등의 작업을 거쳐 새롭게 

재해석된 레트로 풍으로 탄생시켰다. 미니(BMW Mini)

는 온라인 한정판 모델로 ‘Mini Retro Blue Edition’을 

출시하여 일주일 내 전 수량 판매로 성공적인 결과를 

남겼다(Fig. 3). 이는 1960년대를 사로잡았던 차체 디

자인과 컬러를 재조명하여 레트로 감성을 과거의 답

습에 머무르지 않고,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한 폭넓은 

연령층의 고객들이 열광할 만한 새로운 스타일로 제

시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Ahn, 2018). 그리고 

2018 FW 서울패션위크에서 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BMW에서 실제 사용했던 사이드 미러, LP 플레이어 

등 빈티지 제품들을 이용한 연출 구성을 통해 레트로 

무드를 더욱 강조하였다. 한편, 영국 해리 왕자의 결

혼식에서 등장한 웨딩카로 재규어(Jaguar)의 ‘E-Type 

Zero(2018)’는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된 바 있다. 이 자

동차는 1960년대 수많은 인기를 얻었던 클래식 스포

츠카의 외관을 재현한 컨셉카였는데<Fig. 4>, 대중들

Fig. 1. Lamborghini Murcielago LP 640 Versace.
Adapted from Vijayenthiran (2006). https://motorauthority.com

Fig. 2. Equus by Hermès.
Adapted from Mankoo (2013). https://luxurylaunches.com

Fig. 3. Mini Retro Blue Edition.
Reprinted from Jeon (2018). https://domini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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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과거의 디자인을 복원하

되 현대의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시판용 전기차로 

2020년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다(Mackelden, 2018). 

이처럼 자동차 산업에서의 Fashion Thinking의 활

용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복합적으로 아이디어를 

재차용하고 재조합하는 과정을 거쳐 미래의 창의적 

대안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패션 시스템의 

방식을 접목하여 브랜드 고유의 전통과 유산에 내포

된 의미를 재발견하고, 혁신적인 철학을 구축함에 있

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양가적 가치의 연결

패션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함에 

있어서 창조적인 지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펼친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이질적인 요소들

을 조합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코드를 발견하고, 특

유의 문화를 이끌어낸다.

이와 같은 특성은 자동차 산업 내 Fashion Thinking

의 요소 중 가장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가 

시장 내 고가의 완제품이기 때문에, 기업이 안정적 방안

으로 주로 동일한 소비 계층을 향한 Fashion Thinking의 

방법론을 선호하는 것에 기인함으로 이해된다. 그럼에

도 최근 자동차 산업 내에서는 Fashion Thinking의 패션

의 양가적 특성을 반영한 일부 도전적인 사례들이 나

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가 

럭셔리 패션 브랜드가 아닌,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디

자이너 브랜드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니는 2018 SS 국내 유니섹스 브랜드 노앙(Nohant)과

의 도미니크 에디션 웰컴 패키지 제작에 이어 2018 FW 

서울패션위크에서 오디너리 피플(Ordinary People)의 

장형철 디자이너와 함께 레트로 컬렉션 및 레트로 블

루 패키지를 선보여 수많은 관람객들이 미니의 신차와 

함께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 이러한 시도는 미니의 기존 타겟층에 한정하지 

않고 레트로 무드를 새로운 유행 코드로 받아들이는 고

객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패션 브랜드와의 만남을 통해 

참신한 결과물을 창출했다. 아우디(Audi)는 2018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로우 클래식(Low Classic)의 이명신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진보적인 아우디의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반영한 런웨이를 구성하였다(Fig. 6). 이는 서

로 소구하는 계층이 다른 이질적 위치에 있는 브랜드 

간의 만남을 통해 소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며 브랜드 경험의 범위

를 확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리미엄 자동차가 

보유한 기존 고객층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를 포

Fig. 5. Mini 2018 Seoul fashion week.
Reprinted from Park (2018). https://dominick.co.kr

Fig. 6. Audi 2018 BIMOS.
Adapted from AutoView (2018). http://www.autoview.co.kr

Fig. 4. Jaguar E-Type Zero.
Adapted from Wright (2018). https://www.telegraph.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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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메시지 소구를 통해 미래의 다양한 잠재 고객층

까지 흡수하기 위한 브랜드 전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 기업 및 브랜드는 세분화된 고객

층에 맞춰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고객별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차별화된 방식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선도하기 위해 Fashion Thinking

의 양가적 가치 연결을 통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창조 경제를 추구하는 사회

에서 소비자들은 각기 다른 욕구를 표출하고, 이에 산

업은 특정 니즈에 맞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과 같은 맥

락이라 할 수 있다(Florida, 2002). 

3. 사회 담론의 수용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등장

은 즉각적인 의견 공유가 가능하고, 화자와 청중을 직

접 연결해 시공간을 초월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기존의 패션 산업 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새롭게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Nixon and Blak- 

ley(2012)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패션 비즈니스 및 

문화와 Fashion Thinking의 관계에 관한 논리를 이해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Fashion Thinking은 지속적인 

관찰과 시의적절한 방식의 대화를 통해 수많은 대중

들로부터 영감을 받기에 사회 담론의 수용적 특성을 

지닌다.

자동차 산업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고객의 잠재된 요구를 발견

하고 고객층의 확장을 도모하였다. 특히 빠른 사이클

로 고객과의 폭넓은 접점을 확보하는 패션 산업의 특

성을 받아들여, 온라인 플랫폼을 공격적으로 활용하

면서 소통의 장을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 그룹 및 브랜드들은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발하게 운영 및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오프라인상의 접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주

목을 끌기 위해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쉐보레(Chevrolet)는 2017년 첫 공식 인스타

그램 계정을 공개하고, 국내 패션 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 인스타그램 캠페인을 별도로 

진행하였다(Fig. 7). 쉐보레의 시그니처 로고를 활용

한 이 캠페인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콘텐츠는 화려

한 색감과 스타일을 보여주어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사로잡고, 흥미 유발을 통한 구전 효과까지 뛰어나 소

셜 미디어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뉴미디

어의 특성상, 빠르게 스크롤링하며 콘텐츠를 넘겨보

는 환경에서 패션의 이미지가 가진 주목도가 높은 강

점으로 작용하였다. 렉서스 코리아(Lexus Korea)는 브

랜드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하

이브리드 피플(Hybrid People)’을 모집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였다(Fig. 8). 본 

이벤트는 모집 접수부터 최종 선정자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하였고, 선정된 하이

브리드 피플은 실제 일주일 간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

량을 이용한 후 경험담을 비롯한 관련 콘텐츠를 자유

롭게 제작하여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였다. 2018년 8월

에 시작해 현재 3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이벤트는 빠르게 소비자들의 견해를 수집하고 반

영함과 동시에 그들을 브랜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

Fig. 7. Chevrolet Instagram.
Adapted from Chevrolet (2017). https://www.instagram.com

Fig. 8. Lexus Instagram #hybridpeople.
Adapted from Lexus Korea (2018). https://www.instagr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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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켰으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브랜드가 추구하

는 문화의 빠른 확산을 유도하였다. 

한편, 독자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한 사례로 미

니는 패션, 자동차, 리빙을 아우르는 영역의 라이프스

타일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문화 플랫폼 ‘도

미니크(Dominick)’를 오픈하였다. 이를 통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도록 열린 가상공간에서 소비자들은 자유

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브랜드가 만든 다양한 프

로젝트에 참여하며 브랜드의 구성원이 되었다. 동시

에 브랜드는 소비자와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

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운영 주기에 속도를 더하였

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핵심 콘텐츠로 패션

과 결합한 웹진을 운영하여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

업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오프라

인 대리점과 딜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하는 전통적

인 방식의 틀을 깨고, 미니는 도미니크에서 온라인 전

용 한정판 모델을 기획해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하였

다. 이러한 시도는 짧은 시간 내 완판의 결과를 만들어

냈고, 이에 대해 브랜드 관계자는 미니의 주 소비층은 

30대 중반으로 온라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

에 향후 더 확장될 온라인 상거래를 위한 준비단계로

서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밝

혔다(Oh, 2018).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커뮤니케이

션의 변화는 고객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

는 창구를 토대로 제품과 서비스의 완성도를 향상시

켰다. 그리고 빠른 주기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선도하

는 패션 시스템의 속성과 소셜 미디어가 만나 자동차 

산업의 운영 사이클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 나타

났으며, 패션 콘텐츠가 가진 특성을 접목한 Fashion 

Thinking의 활용은 온라인 공간에서 더욱 직관적인 소

통에 기여하며 견고한 브랜드 가치로 연결되었다.

4. 이상적 미의 선도

패션은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함에 있어서 새

로운 매체와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 이상적인 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Shinkle, 2008). 패션 산업에서 

이미지는 유행의 함축적 표현과 뛰어난 전달력으로 

강한 파급력을 가지는데, 이 점을 주목한 자동차 브랜

드는 Fashion Thinking의 본 특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홍보 전략의 일부로서 패션이 이미지를 향유

하는 방식을 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럭셔

리 패션 산업이 시각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나의 판

타지를 생성해 트렌드를 주도하는 형식을 받아들였

다. 피아트(Fiat)는 2013년 ‘Fiat 500 by Gucci’를 출시

하면서 패션 매거진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Dazed & 

Confused)와 같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의 포맷을 제

시했다. 패션 화보를 연상하게 하는 지면 광고<Fig. 9>

와 함께 캠페인 영상<Fig. 10>에서는 구찌의 2012 SS 

컬렉션 의상을 입은 패션 모델들이 등장해 패션 필름

과 유사한 내러티브를 표현하였다. 실제 이 영상에는 

패션 포토그래퍼 윌 데이비슨(Will Davidson)이 디렉

터로 투입되었고, 패션 에디터 케이티 실링포드(Katie 

Shillingford)를 비롯한 패션 업계 전문 종사자들이 직

접 제작에 참여해 화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Fig. 9. Fiat 500 by Gucci campaign.
Adapted from Quick spin: Fiat 500C by Gucci (2016). https://www.drive.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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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을 강조한 구성보다는 스타일리쉬한 감성적 

측면의 강점을 소구하고자 한 의도를 알 수 있다. 메르

세데스-벤츠(Mercedes-Benz NL)는 패션 컬렉션 주기

에 맞춰 매 시즌 실험적인 패션 필름을 선보이고 있다. 

그 중 2016 SS 시즌에 발표한 ‘Hybrid by Nature’ 패션 

필름은 패션 에디터이자 스타일리스트인 카를린 세

르프 드 뒤질르(Carlyne Cerf de Dudzeele)가 기획과 연

출을 맡아 친환경과 럭셔리의 개념을 접목하고자 하

였다(Fig. 11). 필름에는 메르세데스-벤츠의 하이브리

드카 GLC, 패션 모델 두첸 크로스(Doutzen Kroes)의 

등장과 함께 자연을 연상시키는 비주얼과 컬러풀한 

그래픽 요소가 더해져, 감각적인 영상미를 보여준다. 

2017 SS 캠페인에서는 ‘Burning Desire’를 테마로 하

여 메르세데스-벤츠가 추구하는 차세대 젊은 여성상

을 자동차와 함께 표현하기도 하였다(Fig. 12). 이는 

동시대의 관심사이자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철학을 신선하게 전

달했다는 점에서 회자되었는데,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에 관해 패션의 언어를 사용하여 흥미롭고 차별

화된 스타일로 제안하는 방식 측면에서 Fashion Think- 

ing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동차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

에 생산 주기의 단축에 있어서 고질적인 한계점을 가

진다. 또한 높은 생산 원가로 패션 제품과 같이 매 시

즌 유행을 반영한 자동차를 선보일 수 있는 산업 구조

가 형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

은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움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

에, 이러한 갈망과 자동차 산업 구조 사이의 해결점이 

필요했다. 이에 자동차 브랜드는 패션 디자이너 및 브

랜드와의 협업으로 동시대의 트렌드를 감각적으로 반

영한 신차를 출시하였다. 인피니티(Infiniti)는 2014년 

톰 브라운(Thom Browne)의 주도하에 외관을 미러 크

Fig. 11. 2016 SS Hybrid by nature.
Adapted from Mercedes-Benz NL (2015). https://www.youtube.com

Fig. 12. 2017 SS Burning desire.
Adapted from Mercedes-Benz NL (2016). https://www.youtube.com

Fig. 10. Fiat 500 by Gucci film.
Adapted from Smilevski (2012).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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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 피니시로 마감해 운전자의 모습을 차체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구현한 실험적인 ‘Infiniti Q50 Exclusive 

Designer Edition’을 선보였는데, 금속 공예가들이 제

작에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Fig. 13). 재규어는 스

텔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의 2015 SS 컬렉션 중 

‘Superhero’ 그래픽 패턴을 적용한 ‘Jaguar XE Super 

Hero Edition’으로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Fig. 14). 이는 오늘날 자동차의 무형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발전된 기술력 기반의 기능적 측면

보다는 감성적 가치에 중점을 둔 시도로 미적 취향을 

충족시켜줌으로써 고객의 만족감을 이끌어내고 빠르

게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브랜드들은 Fashion Think- 

ing을 활용하여 시장 내 유행의 선두주자로서 참신한 

이미지메이킹을 도모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자동

차 산업이 패션 시스템 안에 속해 스스로를 패션화하

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랜드로버(Land Rover)는 마르

케사(Marchesa)의 2011∼2013 시즌 뉴욕컬렉션을 후

원하였고, 메르세데즈-벤츠는 2015년 2월까지 뉴욕

패션위크의 공식 후원사였던 바 있다. 토요타(Toyota)

는 국내에서 열린  2017 엘르 스타일 어워즈(ELLE Style 

Awards)를 후원하며 본 행사에서 토요타의 대표 차종

을 시승해볼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였다(Fig. 15). 

현대자동차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방면에서의 패션

화가 나타났는데, 질스튜어트 뉴욕(Jillstuart New York)

과 함께 ‘Drive Runway Party’를 개최하여 자동차 산업

의 영역을 넘어선 색다른 패션쇼를 주관하였다. 이후 

신차 ‘Sonata New Rise’ 출시 홍보를 위해 모터쇼가 아

닌 2017 FW 서울패션위크에서 최초 공개하면서 런웨

이에 자동차가 등장하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였

고, ‘소나타 뉴 라이즈 룩’ 패션 컬렉션을 함께 선보였

다(Fig. 16). 이러한 방식은 자동차 브랜드가 추구하는 

Fig. 13. Thom Browne Infiniti Q50.
Adapted from VIDEO REPORT: High Fashion Designers Put 

Signature Touch on the Infiniti Q50 (2013). https://infinitinews.com

Fig. 14. Jaguar XE Super Hero edition.
Adapted from JAGUAR WEARS STELLA McCARTNEY 

(n.d.). http://www.thesignspeaking.com

Fig. 15. ELLE style awards 2017.
Adapted from Kim (2017). http://www.elle.co.kr

Fig. 16. Sonata New Rise look.
Adapted from AutoView (2017). http://www.autovi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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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과 미학에 대한 이상향을 패션에 투영하여 전

달함에 따라 Fashion Thinking을 능동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혁신을 위한 균형

패션은 단순히 실용성에 의거한 산물이 아닌, 예술

과 상업의 경계를 넘나들며 존재한다. 다시 말해, 예술

성 기반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미적 가치를 담아낼 때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이는 곧 패션 산업 내 실

질적인 수익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Nixon & Blak- 

ley, 2012). 이에 혁신을 위한 예술과 상업의 균형은 

Fashion Thinking의 주요한 특성 중 하나로, 패션에서

의 예술성은 제품 개발부터 마케팅 전략에 이르기까

지 상업적 목표와 긴밀히 연관된 실질적인 요소이다.

자동차가 개인의 성향을 표출하고 과시하기 위한 

미적 대상이 됨에 따라 예술적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 

Fashion Thinking을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

본 미적 취향의 선도 측면에서 시대적 유행을 담아낸 

것을 넘어선 차원으로, 자동차를 하나의 오브제로 바

라보고 조형성과 예술성을 토대로 한 컨셉카 개념의 

제품을 선보여 감성적 부가가치를 제시한 것이 특징

이다. 즉, 자동차 브랜드가 추구하는 예술적 혁신의 방

향을 내세우기 위한 활동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창

의적 열망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자 하였다. 시트로엥

(Citroen)은 라코스테(Lacoste)와 함께 T톱 형태의 천

장과 도어가 없는 파격적인 디자인의 컨셉카를 공개

해 2010 파리오토쇼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Fig. 17). 

골프공을 연상시키는 휠, 라코스테의 폴로 셔츠에서 

영감을 받는 실내 인테리어, 테니스 라켓에서 차용한 

그물망 형태 등과 같이 곳곳에 스포티한 요소를 적용

하였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12년 제레미 스캇(Jer- 

emy Scott)의 주도하에 날개 형상을 적용한 과감한 차

체 외관과 내⋅외부에 그의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반

영한 ‘Smart for Jeremy’를 출시하였다(Fig. 18).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자동차의 기능적 차별

화에 따른 상업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한정판 모델

로서 최소한의 제한된 수량으로 출시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정판 패션 제품과 같이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일종의 이벤트성 기획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

다. 이는 예술적 조형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시선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향후 브랜드 내 보급

형 자동차의 구매로 연결시키는 상업적 판매 전략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즉, 패션 산업에서 오트쿠튀르

를 통해 형성된 예술적 아우라(Aura)를 이용하여 기

성복의 판매 상승 효과를 도모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이라 할 수 있다(Taylor, 2005).

더불어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인 영역의 경계에 대

한 통념을 파괴하고, 패션 및 아트와의 융합을 통한 확

장된 부가가치 창출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렉서스

는 뉴욕패션위크에서 ‘Lexus Design Disrupted’의 테

마로 라이브 홀로그래픽 퍼포먼스를 진행해 관중들

의 시선을 사로잡았다(Fig. 19). 이 퍼포먼스에는 자일

스 디컨(Giles Deacon)의 의상을 입은 패션 모델 코코 

로샤(Coco Rocha)가 서사적인 안무를 펼쳤고, 뉴욕의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LEGS가 참여해 수준 높은 3D 

홀로그래픽 기술을 더하여 환상적인 장면을 완성시

켰다. 이는 패션, 테크놀로지, 아트 간의 장르가 교차

Fig. 17. Citroen Lacoste.
Adapted from Foiret (2010). https://trendland.com

Fig. 18. Smart for Jeremy.
Adapted from Davis (2012). https://emercedesbenz.com



자동차 산업에 적용된 Fashion Thinking의 특성 및 가치

– 575 –

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도전의 언어이자 브랜드의 가

치를 전달하기 위해 매력적인 예술 코드를 담아낸 것

임을 알 수 있다. 

IV. 요약및결론

고부가가치 산업이 더욱 강한 경쟁력을 지니는 현

대 사회의 시대적 맥락 안에서 패션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새로운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에 오늘날 패

션은 탈물질화가 이루어지면서 의류 제품에 한정되

지 않고, 무형의 가치를 통해 더욱 확고한 영향력을 확

립하고 있다. 특히 패션이 가지는 힘은 다양한 장르 간

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여러 산업 분야에 걸쳐 확

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우

리의 일상 속 깊게 자리 잡아 미적 가치를 실현한다. 

이러한 패션의 파급력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의미

와 문화를 토대로 다수의 대중들을 향해 빠르게 전파

되기 때문에, 패션 시스템 기반의 Fashion Thinking이 

유용한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Nixon and Blakley(2012)의 개념적 이론

의 틀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나는 패션 현

상의 범주로서 적용된 Fashion Thinking의 특성 및 가

치에 관한 사례들을 5가지 특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

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 산업은 헤리티지의 재해석을 통해 브

랜드의 역사적 유산을 미래 지향적 가치로 내세우고, 

레트로 감성을 과거의 산물이 아닌 현재의 컨템포러

리한 흐름으로 유행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브

랜드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철학과 표현 방식을 차

용해 견고하게 구성하였으며, 패션을 매개로 하여 밀

레니얼 세대를 사로잡을 레트로 문화를 현대적 감각

으로 탄생시켰다. 이처럼 시간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

는 복합적 향유는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를 상승시키

기 위한 전략적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를 주

축으로 한 패션 브랜드의 결합으로 양가적 가치의 연

결이 나타났다. 이는 서로 다른 소구 계층을 지닌 양극

의 브랜드 간 협업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고객층으로의 확장을 위해 효과적

이었으나, 새로운 시도로 인한 위험 부담에 따라 가장 

소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소셜 미디어를 비롯한 뉴미디어 플랫폼의 강

화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은 사회 담론의 수용으로 

표출되었다. 자동차 산업은 빠른 사이클로 변화를 모

색하는 패션 산업의 특성을 수용하여, 더 많은 소비자

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의 미

디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SNS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

간 소통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

들어 독자적인 브랜드 문화 및 다가올 미래를 위한 새

로운 판매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와 혁신적인 

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에 기여한다. 

넷째, 동시대의 유행과 감성적 가치에 새로운 영감

을 불어 넣기 위해 자동차 산업은 패션 시스템과 패션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적극 받아들여 이상적 미를 선

도하였다. 이는 전략적으로 Fashion Thinking의 5가지 

특성 중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먼저 자동차 브

랜드는 패션이 이미지를 향유하는 방식을 끌어들여 

패션 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

고, 패션 산업의 주기에 맞춰 패션 필름을 제작했다. 

이러한 활동은 패션의 언어로 차별화된 스타일과 가

치를 표현하는 것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여 자동차 

브랜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고비용 생산 원가에 따

른 제품 주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기존의 모델을 응용한 참신한 

디자인의 자동차를 선보였는데, 이는 유행에 민감한 

Fig. 19. Lexus design disrupted.
Adapted from Rocha (2013). https://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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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열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

로 작용했다. 한편, 자동차 브랜드는 스스로 패션 시

스템 안에 속해 패션 산업을 후원하거나, 직접 패션쇼

를 주최해 자체 컬렉션과 함께 신차 공개 행사를 진행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발적으로 패션화하는 경향

은 자동차 브랜드가 추구하는 미적 지향점에 영감을 

불어 넣고, 더 근접하기 위한 원천임을 보여준다. 

다섯째, 시장 내 창의적 혁신을 위한 균형은 극대화

된 조형성과 예술성을 근간으로 한 실험적인 컨셉카

의 형태와 예술적 활동의 시도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

은 시도는 패션 브랜드 및 디자이너의 시각이 적극 개

입되어 상업적인 대중성보다는 혁신적인 창조를 목

적으로 하나,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마음을 

사로잡아 미래의 잠재적 구매의사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Fashion Thinking은 산업 간의 경계를 완화

하는 매개체로 자동차 산업의 역량을 확장시키고, 다

양한 미적 경험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주체적 도구로

써 사회⋅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일조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현대 산업과 소비자들의 

변화 주기 및 추구 가치와의 연결성을 가진다. 현대 사

회에서 소비자들은 다채로운 욕구 표출의 성향과 함

께 새로움에 대한 니즈의 변화가 빠르고, 자신만의 라

이프스타일을 함축한 미적 취향 기반의 만족감을 추

구한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산업 내 변화의 주기는 더

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의 목표 가치는 혁신을 위

한 혁신으로 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유행을 즉

각적으로 반영하여 변화를 선도하는 패션의 본질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최근 자동차 산

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에 걸쳐 Fashion Thinking의 활

용이 나타나고 있는 주요 동기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패션은 시의성이 높아 유행 선도력에 있어서 가

시적 성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Fashion Thinking의 영

향력과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 고찰한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푸드(Food) 분야

에서 경험을 스타일링하여 제품, 패키지, 공간 연출 등 

차별화된 비주얼 스토리텔링 및 럭셔리 브랜드를 표

방한 아이덴티티 구축의 성공 사례인 포숑(Fauchon)

과 IT 분야 내 휴대전화가 패션 아이템과 유사한 소비 

성향의 영향을 받음에 따라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최

고 경영자 이력의 경영진 고용과 더불어 패션 산업과 

긴밀한 상품 기획 및 브랜딩 협업을 실행한 애플(Apple)

의 사례는 Fashion Thinking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

한다. 이와 같이 Fashion Thinking의 활용은 궁극적으

로 산업 내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변화와 

혁신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미래 지향

점을 제시하기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Fashion Thinking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자동차 산업 내 제품, 디자인, 광고(인쇄/영상), 마케

팅, 기업 활동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관한 사례

분석에 집중하였다. 이는 참신한 사고 방법의 한 축이

자 창의 경영을 위한 원천으로서 Fashion Thinking의 

잠재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에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자동차 산

업 전체의 특성을 대변하는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 일

부 범위에 국한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나

타나고 있는 가시적 사례들을 통해 파악한 의미 있는 

하나의 경향임을 밝히는 바이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는 더 넓은 영역의 범위로 확장하여 사례별 특성을 살

펴 볼 필요가 있고, Fashion Thinking의 영향력이 다각

화되는 만큼 자동차 산업 외 타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

상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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