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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is accompanied by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the Big Blur phenomenon, where the boundaries 

in various fields are blur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iew the Big 

Blur phenomenon as a big paradigm shift in the 21st century and derive 

environment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fashion market. The 

research method included an analysis of the fashion brands after 2015. 

Through this study, we intended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hanges in the fashion market from the perspective of Big Blur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brand marketing.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e hyperlinks, 

connectivity, openness, homeostasis, synchronicity, mobility, interactivity, and 

brand experience of online and offline spaces beyond the boundaries of virtual 

space and offline physical spaces such as online physical and spatial viewpoints. 

It also showed the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from the socio-cultural 

point of view were characteristic of diversity, mixture, coexistence, 

composability, and pluralism beyond the traditional socio-cultural and regulatory 

scopes. Hip hop fashion, street fashion, unisex, genderless, androgynous 

fashion, and kid fashion are the backbone of the Big Blur and are becoming 

important factors in fash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and economic 

viewpoint are prosumers that play roles both as producers and consumers. It 

shows the extensibility of consumers as producers, the cohesiveness of 

producers and consumers, the cooperation, and the inter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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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오늘날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은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패션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의 전통적으로 가지. 

고 있던 개념을 넘어서 영역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블러 는 흐릿해 진(Big Blur)’ . (blur) ‘

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 , 

회 환경 구조의 변화로 인해 비즈니스 영역에서 주요 경계

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화 혁명 이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기는 융합  21 (融
의 시대로 불릴 만큼 경제 사회 문화 전, convergence) , , 合

반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기술 산. , 

업 지식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종 간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 

뤄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전통적으로 존재하였던 기존의 가치를 흔들고 뒤섞이

는 혼돈 의 상태가 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 )混沌
할 수 없다 또한 융합이 일상화되는 오늘날 시장 관점에서 . , , 

기업 간의 과열 경쟁을 초래하고 기업만이 가진 핵심적 가

치와 차별성이 감소할 수 있는 역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더. 

불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커머스(mobile 

의 일상화는 혁신적인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commerce)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브랜드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 , 

스마트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요구는 더욱 다변화, 

되고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 속에서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이 더욱 중

요하게 되었다 패션 시장도 예외가 아니며 과거 기업 중심. , 

의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기업들은 경

쟁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블러 현상을 시장 관점에서 패션과 연관 

지어 환경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패션 시장에서의 사례연, 

구를 통해 빅블러 현상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빅블러 . 

개념을 최초로 정의한 스탠 데이비스 의 저서 ‘ (Stan Davis)’

블러 에서 주장한 이론Stan and Christopher(1999/2005)『 』

을 근거로 선행연구 및 문헌 자료를 통해 빅블러의 개념적 

특성을 세 가지 관점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물리적 공간적 관점 두 번째 유형은 사  · , 

회 문화적 관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시장 경제적 관점으· , ·

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 

유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세기 패션 시장에 나타난 빅블, 21

러 현상의 사례연구를 통해 패션 기업과 브랜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빅블러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특히 패션 시장의 관점에서 바, 

라본 빅블러 현상에 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 

본 연구는 빅블러의 관계용어를 살펴보고 빅블러 현상의 밀, 

접한 개념인 탈 경계 와 융합의 개념을 포괄하여 확( )脫境界
장된 관점에서 빅블러 대한 특성과 환경적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빅블러의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블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디지털 및 미디어 관  , 

련 연구 사회 및 문화 관련 연구(Cho, 2013; Paik, 2010), 

가 있으(Kim, 2013; Jung, 2008; Lee, 2002; Cheon, 2010)

며 패션 공간에 관한 연구 가 있다, (Yang & Yang, 2009) . 

그 밖에는 대부분 인문학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인문학 중심. 

의 연구에서 틀에서 벗어나 시장 관점에서 패션과 연결 지, 

어 빅블러 현상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패션 시장  

의 빅블러 관점에서 최근 패션 기업과 브랜드의 변화 양상

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패션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데 ,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었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와 문헌 조사를 통해 빅블러의 개념  

과 특징적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스탠데이비스저서 블러『 』

에서 정의된 내용을 이론적 근거로 삼고 빅블러의 관련 용, 

어 정의와 개념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 

패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 관계용어인 탈 경계 융합의 개, 

념을 포함한 선행논문과 학술연구를 조사를 통해 컨버전스, 

퓨전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유비쿼터스 통섭을 빅블러의 , , , , 

범주 안에 넣고 개념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실질적 사례 분석을 위하여 년 이후부터 년 월  2015 2020 7

까지 기간을 한정하여 웹사이트를 통한 검색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국내 패션 브랜드와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사례를 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패션비즈 한. (fashionbiz.co.kr), 

국패션유통정보연구원 삼성패션연구소(FaDI: fadi.or.kr), 

어패럴 뉴스 등의 (samsungdesign.net), (apparelnews.co.kr) 

패션 전문 정보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구글과 네, 

이버를 통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사례 조사를 하였다. 

년 이후로 기준을 삼은 이유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반2015

으로 출발한 기업의 변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시기

로 본 연구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다양한 영역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빅블러 현상을 시장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패션 시장을 대

상으로 국내 유통 대기업 및 국내 패션 전문 브랜드와 기업



146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4 4

을 중심으로 최근 년사이에 주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여주5

고 있는 신흥 온라인 플랫폼의 패션 편집 기업도 포함하여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다. 

빅블러에�대한�이론적�고찰II.�

빅블러의�개념1.�

블러는 명사로는 흐릿하고 희미한 것을 뜻하며 동사로는 흐‘

리다 흐려지다 모호하게 만들다 의미를 담고 있다 빅블’, ‘ ’, ‘ ’ . 

러는 년 미래학자 스탠 데이비스의 저서 블러 에서 1999 『 』

처음 사용했으며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한 변, 

화로 인해 기존의 존재하던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법칙이 무너지고 흐려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세기 차 혁명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혁신적인 기술의   21 4

가속화와 함께 블러를 넘어선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러의 개념을 세기의 사회 경제21 , , 

문화 기술의 중심이 되는 커다란 패러다임으로 보고 빅블러, 

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을 밝힌다. 

는 후기 산업 사회에서 모든 것이 급  Stan et al. (2005)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빠른 변화의 속도로 인하여 빅블러 , 

현상이 나타나며 그 주요 원인은 연결성 속도 무형의 가치, , , 

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것들은 물리적 세계를 구성하고 . 

있는 시간 공간 질량에 대응하는 개념이며 현재의 비즈니, , , 

스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사람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는 밀접하게 연결 되어있  , 

으며 그들 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비즈니스의 모든 , 

측면이 속도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지속해서 변해가고 있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중요성이 점. 

차 떨어지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가치가 점차 커지,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와 판매자 가정과 . , 

사무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 , 

경계를 무너지는 빅블러 현상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

하고 막연한 불안과 혼돈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 

접근하는 대응 전략이라고 주장하였다.

빅블러�현상의�이론적�배경과�관계�용어�2.�

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는 오늘날 빅블러 현상은 세4 21

기를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패러다임의 하나의 축으로 볼 

수 있으며 과거 포스트모더니즘이 나타난 년대를 기준, 1960

으로 그 특징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모. 

더니즘은 년에 정치 경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1960 · ·

난 문화 운동이자 한 시대의 이념으로써 모더니즘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회의적 사고로 차 세계대전과 구조주의 2

이후 일어난 해체 현상의 영향을 받았다 키워드로는 데리다. 

가 주장한 해체 탈 구축 인데 탈중심적 다원(deconstruction, )

적 사고 탈 이성적 사고의 특성을 가지고 년( ) , 1960多元的
대 유럽의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

년대부터 포스트모더니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더  1920

니즘의 사상이 중심을 이뤘으며 이는 획일적인 사고와 일원, 

론적 가치관이 중시되는 시기로 형식주의 이중 중심주의, , 

서구중심의 문화 남성성 위주의 세계관의 특징을 보였다, . 

이후 등장한 포스트모더니즘을 계기로 많은 것이 변화되었

다 기존에 존재하던 형식에서 탈피하고 획일성을 거부하고. , ,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적 가치관을 보였다 기. 

존의 모더니즘의 남성성 위주 가치관에서 여성의 세계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고 고급과 저급의 계급적 문화의 , 

경계를 허무는 등의 이전의 모더니즘과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였다. 

이후 현대로 들어서면서 다양성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서  

로 다른 분야 간의 상호 연결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기 위한 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 

술의 발달과 유비쿼터스의 등장은 시간과 공간을 결합하고 

인간과 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Wi and 

는 컨버전스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퓨전Choy(2013) (fusion), 

크로스오버 콜라보레이션 통섭(cross over), (collaboration), 

하이브리드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consilience), (hybrid) , 

이질적인 두가지 이상이 합쳐져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낸다

는 공통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융합화 현. 

상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글로벌화 경향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 접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유사 용어들의 차. 

이에 있어 명확한 구분은 모호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 

크로스오버 퓨전 하이브리드 콜라보레이션 등의 순서로 사, , , 

용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와 퓨전 크로스 오, , 

버 콜라보레이션 등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 

에 따르면 컨버전스는 퓨전 통섭 협  Kim and Ha(2006) , , 

업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유비쿼터스 등과 같은 유사용어, , , 

들과 혼용되어 인식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패션과 문. 

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컨버전스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기 이

전에는 크로스오버 퓨전 협업 등이 주로 사용되었고 융합, , , 

은 기술적 요소를 바탕으로 물리적 혼합이 컨버전스이며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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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lated� Terms� and� Characteristics� of� Big� Blur

　 Key� Concept Main� Feld� of� Use Characteristic

Convergence

Different ideas, field, or societies is the 

process by which they stop being different 

and become more similar.

ㆍDigital

ㆍIT

ㆍTrans-boundaries

ㆍTrans-genres

ㆍTime and space 

coexistence

ㆍDiversity

ㆍCombinability

ㆍConvergence

ㆍPluralism

ㆍScalability

ㆍExtensibility

ㆍMobility

Fusion

A fusion of different filed, ideas, or things 

is something new that is created by joining 

them together.

ㆍMusic

ㆍFood

ㆍCulture

Consilience
Integration of knowledge, widely integrated 

in things

ㆍNatural sciences

ㆍHumanities

Cross Over

Crossing, mixing, crossing means that 

several genres intersect. Two or more 

genres  belonging to different categories 

are mixed.

ㆍMusic 

ㆍAutomobile

Hybrid
Hybrid, heterogeneous, Mixed blood. A 

mixture of heterogeneous elements.

ㆍBiology

ㆍTechnology 

ㆍArt

ㆍAutomobile

Ubiquitous

A communication environment that allows 

users to freely connect to the network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without being 

aware of computers or communication 

networks.

ㆍDigital

ㆍIT 

경계의 조합과 혼재의 일차적 단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가치

를 창출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종합하여 빅블러의 관계 Table 1

용어인 컨버전스 퓨전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유비쿼터스, , , , 

의 핵심 개념과 두드러지게 사용된 영역을 살펴보고 공통된 

특성을 정리하였다. 

빅블러의�유형과�특성3.�

조용호의 저서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따르면 『 』

빅블러 현상이 일어나는 시공간 영역에는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기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 

다 서로 다르다고 치부해오던 것들 사이의 경계가 녹아내리. 

고 낮아진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서로 협력하거나 경합하. 

는 관계로 변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경계가 사라지게 하는 환경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하여 본 장에서는 시장관점에서 세기 빅블러 현상으로 , 21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를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째. 

는 물리적 공간적 관점 둘째는 사회 문화적 관점 그리고 셋· , · , 

째는 시장 경제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빅블러의 유형 1) 

물리적 공간적 관점· ① 

디지털의 급속한 발전으로 뉴미디어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디지털이라는 가상 공, 

간안에서는 국가와 지역 간의 영역의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의. 

미의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초 지역적인 의미를 , 

담은 글로컬라이제이션 으로 발전하였다 이러(glocalization) . 

한 환경변화 속에서 년 미국의 마크 와이저1988 (Mark 

에 의해 유비쿼터스 컴퓨팅Weiser) ‘ (ubiquitous computing)’

이 등장했으며 이후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 (ubiquitous 

로 그 개념이 확장되었다 유비쿼터스는 시간과 공network)’ . 

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상호소통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경계를 허무는 발판이 되었다. 

이후 년 애플의 스마트폰 등장과 더불어 온라인의 미  2007

디어는 급속하게 발전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가상공간에서 , 

전자매체를 통하여 원하는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원하는 상, 

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소(electronic commerce), 

셜커머스 모바일 커머스로 발전하게 되었(social commerce), 

다 이는 물리적인 영역인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선 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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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인 빅블러 현상에 대한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와 그리고 옴니채널의 비즈니스 플랫폼  O2O O4O,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는 .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의 고객을 오프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결

하는 형태이며 반면 는 기업이 , O4O(Online for Off line)

온라인상의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오프라

인 영역으로 넓혀가고 보다 유기적 연결성을 나타내고 O2O 

있다 최근 에서 로 한 단계 진화된 형태로 이동. O2O O4O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 ‘

고 다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돼 있으면 매장에(Amazonego)’ . 

서 자유롭게 쇼핑하고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대량생산의 기반이 되었던 차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통신   2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자동화 생산체제가 가능하게 되었던 

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오늘날 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3 , 4

진입하고 있다 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모든 일상생활이 네. 4

트워크를 통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고 인공적인 기, 

술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여 실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

각을 만드는 의 가상현실이 가능케 되는 시대로 진AR, VR

입하였다. 

가상현실은 컴퓨터가 만든 가상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감  

각 정보를 확장 공유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기 어려

운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라고 설(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ssociation, 2018)

명하고 있다 또한 가상 현실은 패션의 여러 분야에 활용하. 

고 새로운 모습을 주고 있다 패션 업체는 이러한 가상현실 .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현실 앱 가상현실 미러 및 시(mirrors)

뮬레이션 된 쇼핑 소비자 가 가상의 가상 제품을 사용해 볼 (

수 있는 기술 을 개발하고 있다 고 밝) (Liu & Kwon, 2019)

히고 있다 가상현실은 차원이 공간 안에서 실시간의 상호 . 3

작용을 통하여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통한 ,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물리적 관점의 빅블러로 설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공간적 관점의 빅블러의 개념. ·

적 특성을 종합해보면 초지역성 연결성 항상성 동시성 이, , , , 

동성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회 문화적 관점·②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과 함께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모더니· . 

즘 사회의 정형화되고 경직된 전통적 기준과 질서에 대한 

반발과 편향된 모더니즘의 사회 문화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

한 새로운 사상적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정 관념. , 

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

는 양상을 띠며 보이지 않는 사회적 문화적 경계를 허무는 , · 

계기가 되었다. 

에 따르면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 예술과   Jung(2008) , , 

현실의 조화를 추구했으며 고급문화보다는 대중문화를 인정

했다고 주장했고 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은 기, Kim(2005)

존의 가치관을 깨고 다음 세기의 새로운 문화 사회적 틀을 ,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화적 측면에서는 저급문화 또. 

는 하위문화로 취급하던 문화적 계급 위계를 해체하는 기틀

을 마련하였고 이는 오늘날 대중문화의 발전과 서브컬쳐, 

의 확산을 가능케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sub culture) . 

어 남성성 위주의 가치관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세계관에 대

한 가치를 부여하여 오늘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성· ( , 性
의 개념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gender) . 

앞서 빅블러 현상의 관계용어에서 살펴보았던 퓨전 크로  , , 

스오버 하이브리드의 개념이 사회 문화적 관점과 연결하여 , 

설명할 수 있다 또한 학문 간의 영역이 붕괴하고 전통과 . , , 

혁신이 동시에 공존하고 혼재되었다 문화와 예술 음악 패. , , 

션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조합하고 합쳐지면서 장르의 경계

선이 허물어지는 탈 장르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 

회 문화적 관점에서 그 특성을 종합해보면 가치 이동성 다· , 

원성 다양성 조합성 혼재성의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 .

시장 경제적 관점·③ 

과거 시장 관점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는 명확하게 구분 지어

졌으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심의 마케팅으로 ,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혁신적인 미디어 기. 

술의 발달로 모든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똑똑한 

소비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명한 소비자 즉 스마트 . , 

컨슈머 는 기업이 정해 놓은 방식이나 전략(smart consumer)

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소비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그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기업이나 생산자들의 역할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소, 

비자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마트 컨슈머에서 한단계 . 

진화된 프로슈머 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긴밀한 (prosumer)

상호 연결성을 가지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결합과 제휴를 통, 

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 시장이 기업과 제품 중심으로 흘러갔다, 

면 현재는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됨을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빅블러의 시장 경제적 관점에서 개념적 특성을 종  , 

합해보면 결합성 확장성 제휴성 상호 연결성으로 정리할 , , ,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빅블러의 세가지의 유형을 토대로 . 

환경변화와 그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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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hange� and� Big� Blur� Phenomenon

Type Environmental� Basis� Change
Core� of� the� Big� Blur�

Phenomenon
Characteristic

Physical

&

Spatial 

Perspective

Development of technology

ㆍSecond industrial revolution mass 

production

ㆍThird industrial revolution automation 

production system

ㆍFo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irtual reality

ㆍBoundary of time and space

ㆍOnline and offline 

boundaries

ㆍReal and virtual boundary

ㆍNon-regionality

ㆍConnectivity

ㆍHomeostasis

ㆍConcurrency

ㆍMobility

Social 

&

Cultural 

perspective

Changes in the value system new value 

system through postmodernism

ㆍHarmony of tradition and innovation

ㆍOrient and western harmony

ㆍHarmony of art and reality

ㆍChanges in value for socio-cultural 

properties

ㆍBoundary of tradition and 

future

ㆍBoundary of social and 

cultural property

ㆍCultural boundaries of east 

and west

ㆍBoundary of cultural class

ㆍValue mobility

ㆍPluralism

ㆍDiversity

ㆍCombinability

ㆍMixability

Market

&

Economic 

Perspective

Changes in market economy

ㆍConceptual change of goods and 

services

ㆍChanges in the role of producers and 

consumers

ㆍTransition from the enterprise-oriented 

market to the consumer-oriented

ㆍBoundary between 

Consumer and producer

ㆍBoundary of goods and 

services

ㆍBoundaries between type 

and intangible content

ㆍAssociative

ㆍExtensibility

ㆍAlliance

ㆍInterconnectivity 

빅블러의 특성1) 

빅블러 관점으로 바라본 패션 시장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

여 앞서 이론적 근거가 되는 빅블러의 개념과 빅블러의 유

형과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차적으로 앞. 1

서 살펴봄 봐와 같이 빅블러의 관련 용어 컨버전스 퓨전, , 

크로스오버 하이브리드 유비쿼터스 통섭을 빅블러의 범주 , , , 

안에 넣고 개념적 특성인 탈경계성 탈장르성 시공간의 혼, , 

재성 다양성 조합성 융합성 다원성 확장성 이동성을 도, , , , , , 

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기 빅블러 현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요  21

소를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첫째 물리적 공간적 관점의 빅블러의 특성은 초지역성 연결, · , 

성 항상성 동시성 이동성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 , . , 

사회 문화적 관점은 가치 이동성 다원성 다양성 조합성· , , , , 

혼재성의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셋째 시장 경제적 관점. , ∙
에서 종합해보면 결합성 확장성 제휴성 상호 연결성의 특, , , 

징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세가지. 

의 관점의 유형적 특성은 대표적으로 두드러지는 양상을 기

준으로 추출한 것임을 밝히며 이는 빅블러의 관점에서 바라, 

본 패션시장의 사례 분석을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이

론적 틀로서 삼았다 은 빅블러 개념적 특성과 차 . Figure 1 1

유형에 따른 특성 도출의 흐름도이다. 

빅블러�관점으로�바라본�패션�시장의�사례와�특성.�Ⅲ

패션시장의�사례1.�

빅블러의 관점에서 패션시장의 나타난 사례분석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패션 기업이나 브랜드 그리고 국내 , 

대형 유통기업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첫번째는 물리적 공간적 관점의 유형을 통해 제품과   ·

문화의 복합성 실재와 가상의 체험성의 차 유형을 , 2

도출하였고 두번째는 사회 문화적 관점을 통해 연령과 성의 , ·

혼재성 이종 간의 융합성을 도출하였다 세번째는 , . 

시장 경제적 관점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결합성 제품과 · , 

콘텐츠의 희소성으로 패션 시장에 나타나는 사례 분석을 

위한 체계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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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Big� Blur� Conceptual� Characteristics� and� Flow� Chart� of� Characteristics� by� Type� 1

제품과 문화의 복합성1) 

최근 몇 년간 패션 시장에 나타난 빅블러 현상이 가장 가시

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은 물리적 공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것

을 볼 수 있다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들은 온라인의 가상공간과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을 초월

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본인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공간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쇼루밍, (show 

이 대표적이다 쇼루밍은 소비자가 오프라인 공간rooming) . 

에서 상품정보를 수집하여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ㆍ모바일 

플랫폼에서 구매하는 새로운 소비 흐름이며 이와 반대로 가, 

격이나 상품정보를 온라인 공간에서 검색하고 오프라인 매

장에서 구매하는 역쇼루밍 도 등장했(reverse showrooming)

다. 

이러한 쇼루밍과 역쇼루밍과 같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  

인 공간을 넘나들며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 

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패션브랜드가 스타‘

일난다 이다 는 스타일난다의 명동 매장(Stylnanda)’ . Figure 2

이다 온라인 패션브랜드로 출발하여 오프라인의 판매채널의 . 

확장과 더불어 패션과 뷰티 그리고 카페를 융합한 패션시장, 

에서 가장 대표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의 경계를 허무

는 빅블러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년 초반에 온라인 패션브랜드로 출발하여 년 온라2000 2014

인 매출 억원을 돌파하고 코스메틱 브랜드인 쓰리컨셉1,000

아이즈 인 뷰티 카테고리까지 확장한 브랜드로써 확고(3CE) , 

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다양한 카테고리의 융합을 통해

서 년에는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로 자리매2013

김하였다 이후 년 월에는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인 프. 2018 5

랑스 로레알 그룹에서 인수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기능을 강화하여 시간과 공간. 

을 초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상품을 파는 것. ‘

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 는 브랜드 철학을 내세우며 소비자의 ’

니즈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

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있다.

과 는 스타일난다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  Figure 3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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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작한 난닝구와 임블리에서도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제품 판매만이 목적이 아니고 브랜드 경험을 위한 체. 

험형 오프라인 매장을 잇달아 오픈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 

유통 대기업이나 패션업체들이 오프라인 기반의 인프라에서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보이며 이는 온, ·

오프라인 유통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물, 

리적 관점의 빅블러의 특성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패션 비즈니스 플랫폼이 에서 로 변O2O O4O

화를 보여주고 있다 경우는 유통 대기업이나 패션 대. O2O 

기업들이 기존의 다수의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과 연결하

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심이라면 는 온라인으로 비즈, O4O

니스를 전개하는 신흥 브랜드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개점하

여 기존의 온라인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위 온라. 1

인 패션 스토어 무신사 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 (Musinsa)`

있다. 

무신사는 년 온라인 패션 커뮤니티로 출발하여  2003 , 2019

년 월기준 회원수는 만명이고 밀레니얼과 세대가 선3 470 Z

호하는 스트리트 패션 및 스포츠 브랜드는 개가 인접되3500

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패션 편집 기업이라 할 수 있다. 

년 패션 문화 편집 복합 공간으로서 오픈한 무신사 테2019 ·

라스는 온라인 고객이 매장에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프로모션 기획전을 확인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 상품에 부착된 코드를 찍으면 간편하게 QR 

구매와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신사의 플래그. 

십 매장에서는 제품과 콘텐츠를 연결하는 문화 음악 디자, , 

인 전시 등 다양한 영역의 트렌드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 

해 여유로운 휴식과 색다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무신사 테라스는 온라인 기반의 데이터를 오프라인에 연결

하여 비즈니스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전개하는 국내 최O4O 

초 패션 편집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Figure 5). 

Figure� 2� Stylenanda
(www.fi.co.kr)

Figure� 3.� Iimvely
(www.m.blog.naver.com)

빅블러의 개념적 특성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적 관점으로 

살펴본 스타일난다 난닝구 임블리 무신사의 사례를 통해 , , , 

제품과 문화의 복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다.

실재와 가상의 체험성2) 

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일상생활이 4

실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 의 가상AR, VR

현실이 가능하게 되었다 패션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패. 

션 상품을 선택하는 부분에 적용되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 은 패션 대기업. Figure 6 Figure 7

인 는 온라인의 편리성과 신속성 그리고 가격경쟁력을 LF , 

내세운 온 오프라인 통합 매장인 몰 스토어를 공격적으로 · LF

확대하고 있다 연 매출 억원을 돌파한 기업의 . 3,000 LF ‘LF 

은 현재 매출의 약 를 온라인 자사몰로 집중할 뿐 mall’ 30%

아니라 각 브랜드 별 온라인 팀을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온

라인에 힘을 쏟고 있다 헤지스 피즈라(Lee & Lee, 2020). 

인 일꼬르소 등 몰의 온라인 전용 자체브랜드 제, , JSNY LF

품을 주로 판매한다 또한 가상 피팅 서비스인 마. , 3D ‘LF 

이핏 을 통해 성별과 키 몸무게 체형 정보 등(LF My Fit)’ , , 

을 입력하면 아바타를 통해 가상 착장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 롯데백화점 가상현실 과 증강현실 기  Figure 8 VR( ) AR( ) 

술을 응용한 가상 피팅 서비스이다 롯데백화점 온라인 채‘ ’ . 

널과의 연계나 타 지점으로의 확대 안되어 본래의 기능보다

는 단순 체험에 그쳐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는 도입 초기 단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오프라인 , 

패션 매장만의 장점으로 여겨진 피팅 이 을 ‘ (fitting)’ AR, VR

통한 가상 피팅은 온라인 채널에서도 실감 나게 구현되면 

미래의 패션 쇼핑 트렌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52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4 4

Figure� 4.� Nanig9� in� Neuf� Lotte� Hotel
(www.fi.co.kr)

Figure� 5.� Musinsa� Terrace
(www.fi.co.kr)

Figure� 6.� O4O� Combines� and� Utilizes� Customer� Data� Acquired�
Online� in� Offline� Activities

(www.metroseoul.co.kr)

Figure� 7.� LF� Mall� My� Fit�

(www.lfcorp.com)

Figure� 8.� Virtual� Fitting� of� Lotte� Department� Store
(www.weekly.cnbnews.com)

연령과 성의 혼재성3)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세기의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21

인구의 고령화이다 우리나라는 년에 고령화 사회에서. 2000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년에는 세 노인 비율이 , 2030 65

로 초고령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25% . 

시니어층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패션 시장도 많은 변화를 보

이고 있다 웰빙 의 시대에서 이제는 안티에이징.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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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다운에이징 이 아닌 웰에이징(anti-aging) (down-aging) , 

웰다잉 의시대로 변화하면서 뉴시(well-aging), (well-dying)

니어층이 중요한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구 . 

구조적 변화는 기존의 나이를 기준으로 사회적 경제적 접근·

하였던 방식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그 사례로 나이에 제. 

한을 두지 않는 에이지리스 를 표방하는 패션 브랜‘ (ageless)’

드가 최근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대 소비자, 20

와 대의 소비자 층 간의 패션과 생활 방식 소비 성향 40~60 , 

등에서 나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최근 패션 업계는 대에서 대의 시니어 층에 주목하고   50 60

있다 대와 같은 라이프스타일과 젊은 감각을 추구하고 . 20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니어층을 위한 제품 라인을 확

대하고 세분화하고 있다 는 그 사례로 래트 바이티. Figure 9

이다 한섬에서 년 만에 론칭한 여성복 브랜드(Latt by T) . 19

로써 나이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에이지 보더

리스 를 콘셉트를 표방하고 있다 다양한 체(age borderless) . 

형을 고려하여 연령대에 구애받지 않고 가벼우면서도 볼륨

감 좋은 소재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은 신세. Figure 10

계 톰보이 대표 차정호 가 남성복 코모도 이다 년 가을 ( ) ‘ ’ . 2018

리뉴얼을 통하여 기존 대 타깃의 콘셉트에서 벗어나 세2030

대를 구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않는 에

이지리스 콘셉트로 변경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즐기는 패션 브랜드나 아빠와 아들이   

함께 즐기는 취미 피큐어 등은 나이로 목표시장을 나누는 ,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

추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키덜트 문화가 확산하면. 

서 캐릭터 패션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잘 보

여주고 있다 키덜트 는 키드 와 어덜트 의 . (Kidult) (kid) (adult)

합성어로 어릴 적 경험을 잊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Figure� 9.� Latt� by� T
(www.biz.chosun.com)

Figure� 10.� Ageless� Era� of� 2020
(www.mnc.asiae.co.kr)

분위기의 감성과 향수를 찾아 다시 소비하고자 하는 현상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은 과거 소수 소비자 집단의 . Jin(2017)

하위 문화였던 키덜트 문화는 최근 그 요소가 다양한 산업

에 활용되면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키덜트 시. 

장은 소수 마니아의 국한되던 영역에서 캐릭터 산업으로 확

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패션과 뷰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패션 시장에도 유년 시절의 동심을 . 

불러일으키는 캐릭터와의 협업을 통해 패션 상품을 출시하

여 대상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 

키덜트가 나타나고 있다 은 이랜드월드 제조. Figure 11 SPA(

직매입 브랜드 스파오 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 ‘ ’ . ‘

려 캐릭터를 담은 패션상품을 출시하였고 판매 시작과 함’ , 

께 분 만에 품절되어 중고거래로 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30 2

되는 등 키덜트 소비자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Figure 

은 이마트의 데이즈를 통해 미키 미12 P.B(private brand) , 

니마우스 캐릭터를 활용해 유 아동 의류를 넘어서 성인까지 

확장하여 새로운 마케팅 이슈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패션시장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젠더리스  

이다 유니섹스 와 앤드로지너스(genderless) . (unisex) (andro-

의 유사한 개념이며 이는 성의 개념을 남성과 여성gynous) , 

의 양분된 개념의 경계를 허무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분, 

법적인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다원성의 특성을 띠

고 있다 등장 배경을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 

년대 일어난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의 영향을 생각1960

해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성과 탈 남성성에 대한 . 

새로운 시각은 오늘날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범위의 경계

를 허무는 계기가 되었다 에 따르면 젠더리스 . Park(2019)

패션은 패션 흐름의 한 축으로써 현시대의 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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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에서 인간 중심, 

적인 디자인의 발전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대사회는 다, 

양한 개성이 중요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 의 개념에 대( )性
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삼성물산 남성복 브랜드 준지 는 년 파리 컬렉션에서   ` ` 2017

Figure� 11.� Spao's� Janggu� Pajamas�
(www.chosun.com) 

Figure� 12.� “The� Target� is� Kidult”� in� the� Disney� Fashion� Industry
(www.etoday.co.kr) 

  

Figure� 13.� Junji� Paris� Collection�
 (www.fashionbiz.co.kr) 

Figure� 14.� MCM�with� Billy� Eilish� for� 19� FW� Collection
(www.thebling.co.kr)

Figure� 15.� Gentle�Monsters� in� Collaboration�with� Kanye�West� &� Farrell� Williams
(www.gqkorea.co.kr)

젠더리스 스타일을 선보이고 남성복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 

여성 모델을 런웨이에 등장시켜 파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젠더리스 스타일을 극대화한 준지의 자산을 나타내고자 시

도한 것이라고 밝혔다(Figur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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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간의 융합성4) 

패션시장에 나타난 빅블러 현상의 사례 중 두드러지는 특성

은 장르를 넘어서 서로 다른 영역과의 혼합과 재조합을 통

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융합성이다 는 가. Figure14

방 브랜드 의 사례로 년 뮤지션 빌리 아일리시와 MCM 2019

래퍼 겸 프로듀서 차일디쉬 메이저와의 협업을 통해 밀레니

얼 세대의 젠더리스한 감성을 담아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했

다 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대표 김한국 의 젠틀몬스. Figure 15 ( )

터는 년 카니예 웨스트 퍼렐 윌리엄스 등 해외 유명 2019 ,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뮤직 캠페인 을 통해 총 곡의 ’13’ 5

를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했다 기존에 브랜드가 가OST . 

진 고유의 이미지와 더불어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을 통해 브랜드에 새로운 감성을 불어넣어 한층 더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의 결합성5)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인 프로슈머는 시장 경제 관점에

서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경계가 허무는 빅블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신규 . Figure 16

브랜드 플립 이다 플립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계(Flip) . 

를 없애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품을 만들고 수익을 , 

공유하는 새로운 패션 플랫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는 코오롱의 스포츠 브랜드 헤드 의 사례  Figure 17 (Head)

로서 전문가 수준의 프로슈머를 통해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상품화하였다 요가 제시카 라이더 크루 마라톤 코치 등. ' ', ' ', 

의 스포츠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소비자의 아이디

어 반영한 제품 개발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를 허

무는 빅블러의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시장ㆍ경제 관점의 두 번째 사례는 크라우드 펀딩  (cloud 

Figure� 16.� Filip
(www.co-flip.com)

Figure� 17.� Head� Prosumer�
(www.fashionn.com)

이다 소비자가 단순 소비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 간funding) . 

접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크라우드펀딩이 패션산업에 새로

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은 국내 최초의 크. Figure 18

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이며 소비자에게 펀딩에 (Wadiz) , 

대한 보상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구매와 . 

유사한 형태로 여러 명이 한 제품을 같이 구매한다는 점은 

공통점이 있으나 시제품을 통해 펀딩이 이뤄지고 그 이후에 , 

제품 생산과 판매가 시작된다 그 사례로 에이징씨씨씨 브. ‘ ’ 

랜드가 와디즈와 협업한 라이더 재킷은 최종 후원금액이 4

억 만원 에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7,000 , 47,747% . 

제품과 콘텐츠의 희소성6) 

최근 스마트 컨슈머에서 파생된 프로슈머과 함께 크리슈머

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창조성 와 소비자(cresumer) . (creative)

가 조합된 새로운 마케팅 용어이며 모디슈머(consumer) , 

라고 부르기도 한다 모디슈머는 수정하다(modisumer) . 

와 소비자 의 합성어이며 대표적인 사례(modify) (consumer) , 

는 신세계 인터네셔널의 안냐 힌드마치 에(Anya Hindmarch)

서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가 본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문. 

양의 패치 스티커를 가방에 붙여 자기만의 독특하고 희소성 

있는 스타일로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맥(Figure 19). 

락으로 커스터마이징 플랫폼을 표방하는 코오롱 의 가FnC

방 브랜드 쿠론의 사례를 보면 가방에 소비자가 원하는 취, 

향대로 다양한 패브릭 패치와 부속품을 골라서 만드는 커스

터마이징 형태도 등장하였다 그 밖에 의 여행가방 브랜. LF

드인 닷드랍스 에서도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담(Dot Drops)

긴 물방울 무늬로 디자인된 스티커를 활용해 소비자가 직접 

꾸며서 나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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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Shopping?� Funding”� Crowdfunding� Has� Emerged�
as� a� Fashion� Distribution� Channel�

(www.biz.chosun.com)

Figure� 19.� Anya� Hindmarch� DIY�

(www.m.theceluv.com)
  

이와 같이 패션시장에서는 형태로 내 DIY(do it yourself) ‘

취향에 맞는 나만의 스타일 을 만들어 특별한 가치를 강조, ’

하면서 경쟁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빅블러의 시장ㆍ경제 관점에서 기. 

업과 소비자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

에 소비자가 기업의 기획 및 생산 과정에 참여하면서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 시스템속에서 나. ‘

만의 가질 수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것 을 만들고 자하는 소’

비자의 니즈와 제품과 콘텐츠의 희소성을 통해서 브랜드 가

치를 창출하고 자하는 기업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패션 마켓 에�나타난�빅블러�특성�2.� ( )

패션시장에 나타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빅블러의 세, 

가지의 유형인 물리적 공간적 관점 사회 문화적 관점 그리· , 

고 시장 경제적 관점 모두 크게 두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을 ·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온라인 채널을 기본 축으로 오프라인과의 유기적 연  , 

결성을 띠고 있다 온라인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와는 달리 . 

기존의 백화점이나 가두점을 위주로 전개하던 브랜드 입장

에서는 매우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온라인 기반으로 탄.  

생하고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채널을 하나의 

브랜드 컨셉과 브랜드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개념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의 확장성으로 공통적인 특  , 

성이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브랜드로 출발한 브랜드인 스타. 

일난다와 임블리 난닝구 그리고 무신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적 공간인 오프라인 공간을 이용해 가상 공간에

만 머무를 수 있는 온라인에서 유입된 소비자들을 실재 물

리적 공간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브랜드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오프라인 기반으로 출. 

발했던 브랜드들도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하여 판매 촉진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또한 가상 피팅과 같은 고, 

객의 니즈를 반영하여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패션 기업과 브랜드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빅. , 

블러의 공통된 특성은 연결성과 확장성으로 정리할 수 있으

며 각각의 유형별 관점에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 특별히 두, 

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물리적 공간적 관점에서는 크게 두가지 양상으로 도출할 수 · 

있었다 첫째는 제품과 문화의 복합성으로 브랜드의 제품 판. 

매와 함께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

는 문화적 콘텐츠를 함께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스타일난다는 상품이 아니라 문화를 판다고 브랜. ‘ '

드 철학을 내세우며 고객에게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는 실재와 가상의 체험성의 특성이다 위에서 언급한  . 

바가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더불어 물리적 공간인 오프라인 

공간과 가상 공간인 온라인 공간에서의 상호 연결을 통해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성이다 이는 디지털의 기술을 . 

기반으로 실질적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 피팅과 스

타일 큐레이션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품과 문.  

화적 복합성 실재와 가상의 체험성의 특성을 통해 기업의 , 

제품만을 포커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감성적 

접근을 통하여 문화적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하고 소비자에

게 브랜드 경험을 통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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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을 계기를   · , 

통해 생물학적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오늘날 패션시장에는 젠더리스 표방하는 브랜드가 지속적으

로 나타나고 있다 그 사례는 삼성물산의 준지 가 대표적인 . ‘ ’

사례이다 또한 연령으로 나누어 패션 브랜드의 목표를 설정. 

하던 과거와는 달리 에이지리스 를 표방하는 패션브랜드가 ‘ ’

최근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으며 대나 대의 소비자와 , 10 20

대와 대의 소비자층 간의 라이프스타일의 경계가 점점 40 50

허물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한섬의 래트 바이 티. ‘ ’, 

코모도 가 있으며 키덜트 문화가 패션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 ’ ,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이랜드의 스. ‘

파오 이마트의 데이즈 의 사례를 통해 유년시절의 향수를 ’, ‘ ’

자극하는 캐릭터 만화 등이 패션에 적용하여 나타나고 있다. 

패션시장에 나타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나이와 성별의 경계를 허물고 다원성과 다양성을 드러내고 

오히려 이를 브랜드의 핵심적인 컨셉으로 밝히는 양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패션 브랜드와 유명한 가수와의 협업을 . 

Figure� 20.�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Market� from� a� Big� Blur� Perspective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거나 새로운 제품에 스토리를 

담아 고객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 

이질적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융합성

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빅블러의 특성을 토대로 패션·

시장의 사례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종합하면, 

제품 영역의 확장성과 연령과 성의 구분이 사라지는 혼재성, 

그리고 이종간의 융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

으며 이는 치열한 패션시장의 경쟁구도 속에서 차별적 브랜, 

드 포지셔닝을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브랜드 

차별성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과거 기업 중심의 마케팅이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스마트 컨슈머 프로 컨슈머 크리슈머 모디슈머, , , 

의 등장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따. 

라서 시장 경제 관점에서의 빅블러 특성을 토대로 패션시장·

의 사례를 통해 크게 두가지 특성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기. 

업과 소비자의 결합성이다 소비자는 점차로 그 역할이 확대. 

됨을 알 수 있었고 기업이나 브랜드의 기획 과정과 생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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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두번째 . 

중요한 특성은 제품과 콘텐츠의 희소성이다 신세계의 플립. , 

코오롱의 헤드 와디즈의 클라우드 펀딩 신세계의 안냐 힌, , 

드머치의 사례를 통해 소비자들이 기업이나 브랜드의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요한 목적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

것 이라는 희소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고객과’ , 

의 쌍방향 소통과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지속적인 관

계를 맺는 등 고객 관여 통해 고객이 회사를 (involvement) 

함께 공유 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브랜드 충(co-ownership) 

성도를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은 빅블러의 . Figure 20

세가지의 유형을 토대로 빅블러 관점에서 바라본 패션시장

의 변화와 특성을 정리하였다.  

결론.�Ⅳ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새로운 .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열 경쟁으로 , 

인하여 패션 브랜드의 차별성과 핵심적인 가치가 감소될 수 

있는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변화되고 있는 . 

소비자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과거 기업과 제품 , 

중심으로 이뤄졌던 시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 환경 . 

속에서 과거 모든 비즈니스의 인프라가 오프라인으로 

맞춰져 있었던 패션기업과 브랜드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거나 오랫동안의 오프라인   

중심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었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백화점이나 국내 대기업에서도 그동안 , 

운영하던 방식과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년전만해도 패션 . 10

기업과 브랜드들은 판매채널과 소비자와의 소통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온라인은 부가적인 하나의 단순한 , 

매개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 

기업의 물적 자원을 이동하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온라인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와는 달리 . 

기존의 백화점이나 가두점을 위주로 전개하던 브랜드 

입장에서는 매우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 

디지털 환경속에서 브랜드의 차별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빅블러 관점에서 패션시장에   

나타난 기업과 브랜드의 환경적 변화와 양상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성은 , 

온라인 채널을 기본 축으로 오프라인과의 유기적 연결성과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의 확장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패션시장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리적 공간적 관점에서는 제품과 문화적 복합성 실재와   · , 

가상의 체험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통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을   ·

종합하면 제품 영역의 확장성과 연령과 성의 구분이 , 

흐려지는 혼재성 그리고 이종간의 융합성이 두드러지게 ,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패션 . 

시장에서의 차별적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시장 경제 관점에서는 기업과 소비자의   ·

결합성과 제품과 콘텐츠의 희소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상승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단계의 프로세스에 고객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 , 

관여를 통해 고객이 회사를 함께 공유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브랜드 충성도를 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기화된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기업의 지속성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 

본연구를 통해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급변하는 패션시장을 

빅블러 관점에서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패션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이론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빅블러가 지나가는 하나의 이슈가 아닌. , 

디지털 환경에서의 중요한 펀더멘털로써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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