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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shion brands’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ion platform of users, to assess the types 

and strategies of mass customization(MC). Most fashion brands sell one 

professional content: Shoes brands were the most common, followed by 

bags, unisex wear, and menswear. In consumer’s design selection 

elements, changes in color and materials were the most common. For the 

personalization service elements, monogram service was the most 

common. The results of MC types analysis were as follows, Customized 

Standardization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Tailored 

Customization, Pure Customization, and Segmented Standardization. For 

the types according to changes in products and expression methods, 

Cosmetic was the most common. And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modulation, Modularizers were the most common. For Creativity, brands 

in the making stage were the most common. For Flexibility, although 

brands different methods, high flexibility by modularizing design elements 

of products and accomplishing various design through participation. The 

Ease of use for various expression was generally high, parallel to 

Flexibility. For Durability, because consumers could receive end products 

only when they participated in the assembly stage in the on-line 

purchase, their continuous participation was not possible, so they 

participated only once. The typical types and strategy of MC were 

analyzed. The Customized Standardization type was the most common in 

shoes, bag, and womenswear brands. It was the Cosmetic type which 

could change colors and materials, the Modularizers, and had high 

Flexibility and Ease of use and low Du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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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Ⅰ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패션을 동등하게 열

람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요즘 이제는 나만, 

이 가질 수 있는 것 나를 표현하는 감성이 깃든 고객 맞, 

춤형 디자인 서비스가 디자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직접 하나의 브랜드가 되길 바

라고 이미 존재하는 브랜드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만, 

의 특별한 상품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 는 것을 (Lim, 2015)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성품의 생산비용을 유지하면서 고. 

객의 다양한 니즈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량 고객맞(needs)

춤화 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Mass Customization ; MC) . 

패션 분야에서도 소비자 기반의 맞춤형 패션 제품들이   

창의적인 디자인과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개성

을 표현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 패션 산업

에서 소비자 기반의 맞춤형 패션은 전통적으로 주문품 또

는 맞춤복 고객을 위한 것이었고 개별화된 패턴을 작성하, 

고 이를 제작하는 것은 시간 소모적이고 높은 비용을 지

불해야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이징 알고리즘. (sizing 

및 전자상거래 등의 기술적 진보는 소비자가 algorithm) 

자신의 개성과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의류 또는 신발을 

온라인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패션은 년대 중반 , 1990

이후 소기업 브랜드에서부터 국제적인 브랜드에 이르기까

지 커머스 기반에서 크게 증가하였다e- (Deborah, 2013). 

이렇듯 일반적인 패션 제품 가격의 를 더 지불하더라25%

도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패션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 소비자가 주

체가 되고 제작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형 

맞춤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Lim, 2015).

대표적인 패션 브랜드인 나이키 는   (Nike) 운동화 브랜드 

중 처음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오픈하였는데 나이키 MC , 

아이디 서비스는 고객들이 자신의 신발에 고유의 (NikeID) 

개인화된 메시지를 넣을 수 있고 커스터마(Keller, 2007), 

이징이 완료된 제품을 다른 공유함으로써 다른 소비자들

이 구매할 수 있는 소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Lim, 

그 외에도 하이패션 브랜드인 버버리 와 2015). (Burberry)

안야 힌드마치 캐주얼 브랜드인 아디(Anya Hindmarch), 

다스 와 팀버랜드(Addidas) (Ti 에디 바우어mberland), 

남성 맞춤복 브랜드 비볼리노(Eddie Bauer), (Bivolino), 

인도차이노 여성 맞춤복 브랜드 수미쥬라(Indochino), 

패션 스타트업인 파옴(Sumissura), (PAOM; Print All 

진즈 브랜드 셀프네이션 등 다양한 Over Me), (selfnation) 

패션 브랜드들이 M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패. 

션 브랜드들은 온라인으로 입력된 고객 인체 사이즈의 측

정값을 사용하여 고객이 요구한 디자인과 사이즈가 적용

된 맞춤화된 패션을 생산하는 주문형 럭셔리 트렌드를 추

구하거나 소비자가 모듈화된 옵션 메뉴를 사용하여 디자

인 요소를 조합함으로써 독특한 패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패션 브랜드의 정체성과 주요 품목에 따

라 다양한 방법의 모듈화를 통해 사용자 기반 맞춤형 패

션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패션 브랜드에(Deborah, 2013). 

서는 남성복 맞춤 브랜드 스트라입스 가 최근 (Stripes) MC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패션 브랜MC 

드는 온라인상에 제품 샘플만을 제시하고 오프라인으로 

주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과거의 맞춤복 방식을 취하고 있

다. 

관련   MC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년대부터 1970 에 MC

대한 언급니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가 최초로 소, MC

개된 것은 앨빈 토플러 의 (Alvin Toffler; 1928-2016)

미래 쇼크 에서였다(Future Shock) (Squire, Readman, 「 」

토플러는 라는 용어를 직Brown, & Bessant, 2004). MC 

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품의 모듈화와 유행주기의 단, 

축 등을 전망하였다 특히 기업의 생산라인을 개조하고 . ‘

대량생산의 비용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날이 올 것 임’

을 명시함으로써 추후 의 개념이 정립되는 토대를 마MC

련하였다 는 평가를 받았(Shin, Jeon, Lee, & Kang, 2012)

다 그리고 패션 분야에서의 관련연구들은 주로 개념. MC 

적 수준에서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측면에 대한 연구

(Connell, Ulrich. & Brannon, 2002; Feitzinger & Lee, 

1997; Jeong & Kim, 2003 ; Lee, Kunz, Fiore, &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점차 의류 제Campbell, 2002) . MC 

품을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 모형의 소비자 만족도 수용도, 

를 분석한 연구 몇몇 패션 브랜드의 사(Park, 2003), MC 

례를 조사한 연구(Lim, 2015; Nam & Kim, 2011; Shin 

등이 시작되었으나 아직 et al., 2012) 패션 제품을 MC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현황과 브랜드 MC 

전략에 대한 분석을 광범위하게 시도된 연구는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수요가 빠르게 개인화 맞춤화되고   ·

맞춤화된 생산과 소비 시대를 위해 제조 서비스 융합 플랫·

폼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웹 미디어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패션 제품 및 브랜드 분석과 전략에 대한 분석MC 

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 한국의 문

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패션 브랜드  온라인 플랫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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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개발 및 한국 패션 브랜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MC , 웹 미디어를 통

해 커스터마이저블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의 

콘텐츠와 사용자 참여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MC 

유형과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패션상품. 

의 종류 및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따른 패션상품 MC 

개발을 위한 의 유형과 고객관여MC , 효과적인 모듈화 방

법에 대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먼저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중심으로   , MC

의 개념 및 참여디자인 및 제품의 모듈화 유형에 대, MC 

해서 고찰한 다음, 년 월 한 달 간 인터넷2016 8 (Google, 

검색과 관련 자료 신문 잡지 및 선행 연구를 통Naver) ( , ) 

해 웹 미디어에서 커스터마이저블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총 개의 패션브랜드를 대상으로 제품의 카테고리 디자92 , 

인 선택 요소 개인화 요소 의 유형, (personalization) , MC

과 참여디자인의 특성 창조성 유연성 용이성 지속성 에 ( , , , )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패션디자인의 특징과 유형 모MC , 

듈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품의 카테고리는 남성복, 

여성복 유니섹스 웨어 신발 가방 기타로 사용자의 디, , , , , 

자인 선택 요소는 형태 실루엣 디테일 트리밍 색채 소( , , ), , 

재 개인화 요소는 소비자 기반의 패턴 프린트 모노그램, , 

인체 계측을 통한 사이즈 맞춤(monogram), 

으로 분류하고 의 유형은 (anthropometry) MC Lampel 

의 고객화 전략에 따른 다섯 가지 유and Minzberg(1996)

형(완전 맞춤화 주문 맞춤화 맞춤 표준화 부분 표준화, , , , 

완전 표준화 의 제품 및 표현방), Gilmore and Pine(1997)

식에 따른 네 가지 유형(협동적 외관적 적응적 투명적, , , ), 

의 고객관여시점과 모듈화 단계에 따른 Duray et al.(2000)

네 가지 유형(패브리케이터 인볼버 모듈라이저 어쎔블, , , 

러)을 토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참여디자. 

인의 구현 요소로서 창조성은 Sanders and Simons(2009)

의 창조레벨 수행 수용 제작 창작 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 , , ) , 

유연성 용이성 지속성은 의 연구를 , , Shin and Kim(2015)

참조로 유연성은 단조로움에서 다양함으로 용이성은 어려, 

움에서 쉬움으로 지속성은 일회적에서 지속적으로의 단, 4

계로 나누어 그 정도를 평가하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SPSS 20.0 

자 한다. 

이론적�배경II.�

의�개념�및� 참여�디자인�1.� MC

는 최초로 대량 고객맞춤Hayes and Wheelwright(1979)

이란 개념을 언급하였으며(Mass Customization; MC) , 

란 단어는 년 가 그의 저서 완벽한 미래MC 1989 Davis 「

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Future Perfect) (Shin et al., 」

의 개념 및 성공요소는 이 구체화시2012). MC Pine(1993)

킨 이래 등 많은 연구자들에 Kotler(1989), Hart(1995) 

의해 정의되었다 의 개념은 (Hwang & Hur, 2009). MC

넓은 의미로 민첩하고 유연하고 통합적인 모든 공정을 , , 

통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로. , 

는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요되는 생산비용 수준을 유지MC

하면서 정보기술과 유연한 프로세스가 적용되어 각각의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생

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Davis, 1989). 

먼저 는 를 고객 세분화 차원에서 개  , Kotler(1989) MC

인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맞춤화와 대량생산의 중간에 있

으며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설계된 , , 

제품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대량의 관점 에서 제(mass base)

공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객과의 , 

관계 마케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은 . Pine(1993)

를 기존의 대량생산 방식과 맞춤 생산 방식을 동시에 MC

달성하는 것으로서 유연성과 즉시 대응성을 통해 제품다

양화 및 맞춤화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Shin 

그리고 대량생산에서는 규모의 경제et al., 2012). 

를 통해 저원가를 달성했다면 에(economy of scale) , MC

서는 범위의 경제 을 통해 제품의 다(economy of scope)

양화를 달성하며(Hwang, 2004 이를 위해서는 표준부품), 

의 사용이 중요하고 표준부품들의 무수한 조합을 통해 최

종제품의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 

은 낮은 비용으로 고품Pine, Victor, and Boynton(1993)

질의 맞춤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를 MC

정의하였다(Hwang, 2004). Pine, Pepper, and 

는 맞춤화가 제품 서비스를 개개인의 니즈Rogers(1995) , 

에 맞추어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는 이를 효율적으로 , MC

수행하는 것 을 의미하며 원투원 마케(Shin et al., 2012) , 

팅 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one to one marketing)

라고 설명하였다(Shin & 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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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는   Duray, Ward, Milligan, and Berry(2000)

의 구현 요소로서 고객관여 와 MC (customer involvement)

모듈화 를 꼽았다 맞춤화의 속성을 지니기 (modulization) . 

위해서는 관객관여가 필수적이고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사

용에 이르기까지 고객관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

춤화라고 볼 수 없다 고 지적하면서 대(Shin et al., 2012) , 

량생산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듈화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즉 그들이 강조하는 전략의 구현요소의 . , MC 

핵심은 고객의 참여디자인과 생산의 모듈화라고 할 수 있

다. 

은   Shin and Kim(2015) 참여디자인의 조건으로 창조성, 

유연성과 용이성 지속성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 창조

성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다루어 내는 것을 뜻하며 참여

디자인에서 창조성은 사용자가 기여하는 콘텐츠 시각적 형(

태 주제를 담은 내용 물리적 활동 를 초기의 형태보다 , , )

훌륭하게 변화시키는 것이고(Armstrong & Strojmirovic, 

유연성은 사용자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 가변적으2012), 

로 디자인을 표현 함으로써 개방적이고 다양(Wates, 2000)

한 결과물 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용이성, 

은 고정된 방법이 아닌 상황과 다양한 주체에 따라 수정, 

변경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이해하고 (Wates, 2000)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쉬어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속성은 (Wirfs-Brock and McKean, 2004). 

사용자와 상응하고 반응하면서 진행하는 진화적 발전

을 의미한다(Chapman, 2005) . 

특히 참여디자인은 참여주체의 적극적인 기여를 통해   , 

완성되기 때문에 창조성은 참여디자인의 필수적인 조건이

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조성에 대(Shin & Kim, 2015). 

해 은 창조 레벨을 수행Sanders and Simons(2009)

수용 제작 창작 등(doing), (adapting), (making), (creating) 

의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수행은 생산 활동을 통해 단순4 , 

한 것을 완수하는 것이고 수용은 자신에게 적합하게 개인, 

화하는 것이며 제작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만들기 , 

위해 손과 생각을 사용하여 만들어내는 것 창작은 스스로 , 

표현하고 혁신하는 단계로 유일한 제품(one-of-a-kind 

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디자인의 item) . 

조건으로서 유연성과 용이성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사용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Shin & Kim, 2015)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지적한 것  , Shin et al(2012)

처럼 의 개념은 이 구체화시킨 이래 마케팅MC Pine(1993)

적 관점과 생산적 관점에서 병행하여 발전하였는데 마케, 

팅적 관점에서는 고객과의 인터페이스를 중시하면서 원투

원 마케팅의 개념으로 연결되었고 생산적 관점에서는 모, 

듈화를 기반으로 지연능력으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고객과. 

의 인터페이스는 고객관여와 참여디자인과 연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창조성과 유연성 용이성 지속성이 요구된다고 , , 

할 수 있다.

및�제품의�모듈화�유형2.� MC�

의 유형은 고객의 관여 시점 상품 및 표현방식이 변MC , 

화 맞춤화와 모듈화의 관점 등에 따라 여러 학자들에 의, 

해 분류되었다 먼저 는 제조. Lampel and Minzberg(1996)

공정상 어느 부분에서 고객의 관여가 이루어지는가가 맞

춤화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이는 제품 차별화가 생산의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가 맞춤화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고 하는 것을 의

미한다 표준화 고객 통합화 와 맞춤화 개인화 를 대체적인 . ( ) ( )

전략으로 보지 않고 연속선의 양극으로 본 것이 특징이다

즉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Shin et al., 2012). , Figure 1

제품의 생산 프로세스를 디자인 부품(design), (fabrication), 

조립 분배 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assembly), (distribution) , 

고객화 여부에 따라 완전 맞춤화 주(pure customization), 

문 맞춤화 맞춤 표준화(tailored customization), 

부분 표준화(customized Standardization), (segmented 

완전 표준화 로 구standardization), (pure standardization)

분했다. 

한편 은 맞춤화 유형을 네 가  , Gilmore and Pine(1997)

지로 구분하는 분류방식을 와 같이 제시하였는데Figure 2 , 

상품 자체와 상품의 표현방식의 변화 여부를 축으로 하여, 

협동적 외관적 적응적(collaborative), (cosmetic), (adaptive), 

투명적 으로 구분하였다 상품의 변화는 개별(transparent) . 

고객을 위해 제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표현방식의 , 

변화는 포장 다양화 배송 방법 마케팅 자료의 추가 등으, , 

로 표준 상품의 외관이나 부가 서비스의 형태를 변화시키

는 것을 말한다(Hwang, 2004 여기에서 협동적이란 고). 

객과 기업이 상의하여 맞춤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것 외관, 

적이란 셔츠에 고객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동일한 상T

품을 단지 외관에서 차이가 나도록 맞춤화하는 것 적응적, 

인 것은 침대처럼 고객이 사용하면서 푹신한 정도를 고객 

스스로가 조절하여 맞춤화를 실현하는 것 투명적이란 호, 

텔 객실의 투숙객의 취향에 맞추어 다른 음료가 미니바에 

채워져 있지만 투숙객은 객실마다 다른 음료가 채워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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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Shin et al., 

2012). 

마지막으로 은   , Duray et al.(2000) Lampel and 

의 유형 중 분배를 사용 으로 바꾸고Minzberg(1996) (use) , 

디자인 또는 부품 단계와 조립 또는 사용 단계로 나눈 다

음 고객관여와 모듈화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는가에 따, 

라 패브리케이터 인볼버 모듈라이(fabricators), (involvers), 

저 어쎔블러 로 명명하여 구분(modularizers), (assemblers)

하였다 한편 고객참여 시점에 대해서 (Figure 3). , Sanders 

는 디자인 과정 중 참여 디자인이 어느 and Simons(2009)

시점에 발생하는지에 대해 총 단계로 구분했는데 디자5 , 

인 전 단계인 준비 발견 디자인(pre-design), (discover), 

마케팅 판매 그리고 판(design), & (marketing & sales), 

매 후 단계이다 이러한 (after sales) . 과 Duray et al.(2000)

는 서로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Sanders and Simons(2009)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통적인 성격을 지닌 과정을 의미, 

하고 있다(Shin, & Kim, 2015).

그리고 의 실현을 위해서는 제품의 모듈화가 필수  MC

적이다 은 모듈화를 기능성과 연. Ulrich and Tung(1991)

결함에 있어 개별적인 모듈의 유형보다는 다양한 모듈의 

Figure� 1.� Mass� Customization� Strategies
-Lampel & Minzberg, 1996

Figure� 2.� Four� Approaches� to� Customization
-Gilmore & Pine, 1997

Figure� 3.� � Four� Types� of�Mass� Customizers
-Duray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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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ix� Types� of�Modularity

Modularity Diagram Definition� &� Example

Component-Sharing
Modularity

- Common components used in the design of a 

product. Products are uniquely designed around a 

base unit of common components. 

- Example: Elevators

Component-Swap
ping�Modularity

- Ability to switch options on a standard products. 

Modules are selected from a list of options to be 

added to a base product. 

- Example: Personal computer

Cut-to-fit�Modularity

- Alters the dimensions of a module before combining 

it with other modules. Used where products have 

unique dimensions such as length, width, or height.

- Example: eyeglasses

Mix�Modularity

- Also similar to component swapping , but is 

distinguished by the fact that when combined, the 

modules lose their unique identity. 

- Example: House paint

Bus� Modularity

- Ability to add a module to an existing series, when 

one or more modules are added to an existing 

base. 

- Example: Track lighting

Sectional� Modularity
- Similar to component swapping, but focuses on 

arranging standard modules in a unique pattern. 

- Example: Legos

-Ulrich & Tung, 1991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모듈화와 기능성의 연결을 시도하

고 모듈은 전체에 대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 

하지만 통합적인 구조에서 기능성은 제품 전체에 파급된, 

다고 보았다 그들은 모듈화를 (Lee, 2014). 에서 볼 Table 1

수 있는 것처럼 부품의 표준화와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하

는 측면에서 가지 유형 구성요소 공유형 모듈화6 , 

구성요소 교환형 모듈(component-sharing modularity), 

화 맞춤형 모듈화(component -swapping modularity), 

혼합형 모듈화(cut-to-fit modularity), (mix modularity), 

버스형 모듈화 조립형 모듈화(bus modularity), (sectional 

로 구분하였다 먼저 구성요소 공유형 모듈화modularity) . , 

는 제품 설계에 사용되는 공통의 구성요소를 여러 가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의 다양화를 이루고 , 

기존 상품의 원가를 줄이는데 가장 적합하다 구성요소 교. 

환형 모듈화는 표준 제품의 옵션을 전환하는 것으로 모듈, 

은 기본 제품에 추가할 옵션 목록에서 선택되고 교환되는

옵션의 수만큼 상품이 생긴다 맞춤형 모듈화는 소비자의. 

편안함과 추구하는 스타일을 위해 구성요소 모듈이 다른 

모듈과 결합되기 전에 미리 계획된 범위 안에서  제품의  

길이 너비 또는 높이와 같은 모듈의 치수를 변경하는 , 방

식을 말한다 혼합형 모듈화는 구성요소들이 함께 혼합되. 

면 고유한 정체성을 잃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방식으

로 시리얼 하우스 페인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 , . 

버스형 모듈화 유형은 트랙 조명과 같이 하나 이상의 모

듈이 기존베이스에 더해지는 것으로 결합할 수 있는 표준, 

화된 구조를 통해 모듈의 유형이나 수 지점 등이 새롭게 , , 

추가될 수 있다 조립형 모듈화는 구성요소 교환형 모듈화. 

와 비슷하지만 모든 모듈화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다양

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표준화된 접, 

촉면에 의해 형태와 수에 관계없이 구성요소가 자유롭게 

조립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대표적인 예로 레고(Lego)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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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웹� 미디어에� 나타난� 패션� 브랜드�분석MC�

패션�제품�및� 브랜드1.� MC�

온라인에서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개 패션 MC 92

브랜드의 주요 제품과 디자인 선택 요소 개인화 디자인 ,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패션 브랜. , MC 

드의 주요 제품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Figure 4), 

개 콘텐츠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브랜드가 1 85.9%(79

개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개 콘텐츠를 판매하는 ) , 2

곳 개 이상은 순이었다 개 콘텐츠만을 전8.7%, 3 5.4% . 1

문적으로 취급하는 브랜드에서는 신발 브랜드가 28.3%(26

개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방 브랜드 유) 17.4%, 

니섹스 웨어 브랜드 남성복 브랜드 여성13.0%, 10.9%, 

복 브랜드 기타 액세서리 브랜드 순이었다8.7%, 7.6% . 

그리고 개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유니섹스 웨2

어와 액세서리를 같이 판매하는 브랜드가 였고 그 4.3% , 

다음으로는 남성복과 여성복 여성복과 액세서리 유니섹, , 

스 웨어와 가방 가방과 신발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각각 , 

로 나타났다 개 이상의 다양한 패션 품목을 판매하1.1% . 3

는 경우 신발과 가방을 비롯한 액세서리 또는 유니섹스 , 

웨어와 가방 및 패션 소품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경

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패션 브랜드의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웹상에서 모  MC 

듈화된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제품에 적용할 수 

Figure� 4.� Contents� of� Customizable� Fashion� Brands��  N(%)

있는가에 대한 여부와 실루엣 디테일 트리밍 색채 소재 , , , , 

등 구체적인 디자인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패션 브랜드 중 개 의 브랜드에(Figure 5), 85.9%(79 )

서 디자인 요소의 변경이 가능했고 나머지 개14.1%(13 ) 

브랜드에서는 모노그램 인체 계측을 통한 사이즈 맞춤 등, 

의 개인화 요소 서비스만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듈화에 의해 디자인 요소 변경이 가능한 경우 가지 디자2

인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가 로 가장 많았52.2%

고 그 다음으로는 형태 색채 소재 등 모든 디자인 요소, , , 

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13.0%

타났다 그 외에 개 디자인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브랜. 1

드들은 개 디자인 요소와 개 디자인 요소를 선택9.8%, 3 4

할 수 있는 브랜드는 각각 순이었다 가지 디자인 5.4% . 2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특히 소비자가 웹에서 제시, 

된 색채와 소재를 선택하여 이를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브랜드가 로 가장 많았는데 신발 가방 유니섹스 46.7% , , , 

웨어 브랜드에서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 언급. 

하였듯이 소비자가 실루엣과 디테일 트리밍 색채 소재 , , , , 

등 모든 디자인 요소를 선택하여 맞춤화 할 수 있었던 브

랜드도 나 되었는데 주로 신발 브랜드와 남성복 브13.0% , 

랜드에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제품의 소재만을 변경. 

할 수 있는 브랜드가 트리밍과 색채 소재 또는 실7.6%, , 

루엣과 디테일 색채 소재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 , 

각각 였다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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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sign� Selection� Elements� of� Customizable� Fashion� Brands������N(%)

Figure� 6.� Personalization� Service� Elements� of� Customizable� Fashion� Brands����N(%)

  

모노그램 소비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디자인한 이미지의 , 

패턴 프린트화 인체 계측을 통한 사이즈 맞춤 등의 개인, 

화 서비스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Figure 6), 92

개 브랜드 중 개 의 브랜드가 개인화 서비스를 76.1%(70 )

제공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는 모노그램만을 서비스하는 . 

브랜드가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패턴 프린23.9%

트와 모노그램을 같이 서비스하는 브랜드가 모노18.5%, 

그램과 인체치수를 적용해주는 브랜드 인체 계측14.1%, 

을 통한 사이즈 맞춤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브랜드 10.9%, 

패턴 프린트만 서비스하는 브랜드 그리고 세 가지 7.6%, 

개인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브랜드 순으로 나타1.1% 

났다 소비자의 인체치수를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체촌.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림 영상이 제시되는 ( ) , 體寸
브랜드가 많았고 일부 신발 브랜드에서는 모바일 어플리, 

케이션을 통해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소3D . 

비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디자인한 패턴 프린트를 제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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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주는 서비스의 경우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자동으, , 

로 규칙 불규칙하게 패턴화되고 이를 제품의 표면에 프린, 

트하여 완성된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여 3D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었다. 

유형2.�MC�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패션 제품의 유형을 분석MC 

한 결과, 제조공정상 어느 부분에서 고객의 관여가 이루어

지는가에 따른 분류에서는 조립과 분배 과정에서 고객관

여가 이루어지는 맞춤 표준화 유형이 개 브랜드38.0%(35 )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품 선택과 조립 분배 과, 

정에서 고객관여가 이루어지는 주문 맞춤화 유형 27.2%. 

고객이 전체 제조공정상에 참여하는 완전 맞춤화 유형 

분배 및 사용 단계에서 고객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22.8%, 

부분 표준화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12.0% (Figure 7). 

상품 및 표현방식의 변화 정도에 의한 구분에 따른   

유형 분석에서는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MC Figure 8 , 

모노그램 또는 소재의 변화 등 동일한 상품이 단지 외관

에서 차이가 나도록 맞춤화되는 외관적 유형이 63.0%(58

개 브랜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체형이나 발의 ) , 

형태 등 고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맞춤화된 상품과 외

관이 변화되는 협동적 유형 고객 스스로가 패션 22.8%, 

제품을 사용하면서 모듈화된 제품 부속을 조립하거나 교

Figure� 7.� MC� Types� According� to� the�
Customization� Strategy

Figure� 8.� MC� Typ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Products� and� Expression�

Methods

Figure� 9.� MC� Types� According� to� the�
Time� of� Customer� Involvement� and�

Modularization

체하여 맞춤화하는 적응적 유형이 를 차지하는 것14.1%

으로 나타났다. 

고객관여와 모듈화에 따른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MC 

와 같이 조립 및 사용단계에서 고객의 관여가 이Figure 9 , 

루어지지만 디자인 및 제조 단계에서 모듈화 장치가 형성, 

되어 있는 모듈라이저 유형이 로 가장 많았고 그 31.5% , 

다음으로는 디자인 및 제조 단계에서 고객의 참여가 있지

만 조립 및 사용단계에서 모듈성을 가지는 인볼버 유형 , 

디자인 및 제조 단계에서 고객의 관여와 모듈화가 25.0%, 

형성되는 패브리케이터 유형 조립 및 사용단계에23.9%, 

서 고객의 관여와 모듈화가 형성되는 어셈블러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19.6% . 

온라인 기반 패션 제품에 나타난 참여디자인의 창  MC 

조성 유연성 용이성 지속성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 먼저 , , , , 

창조성에서는 모듈화된 패션 디자인의 요소를 제공하고 

이를 고객의 직접 조합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작 단계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개 브랜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창조 70.7%(65 ) , 

단계의 브랜드 수용 단계에 해당하는 브랜드 15.2%, 

수행 단계의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다13.0%, 1.1% (Figure 

10). 한편 유연성 용이성 지속성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 , , 

는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Figure 11 , 유연성에서는 단3

계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단계에 해당하는 브랜드55.4%, 2

가 그리고 단계의 브랜드가 로 나타나 브27.2%, 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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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Creativity� of� MC Figure� 11.� Flexibility,� Ease� of� use,� and� Durability� of�MC

랜드에 따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제품의 디자인 요소를 

모듈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어 대체적으로 높은 유연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객이 디자인에 참여함에 있어서 확. , 

보되어야 하는 용이성은 단계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4

개 브랜드로 나타나 고객이 참여디자인 방법이 83.7%, 77

쉬울 뿐만 아니라 고객이 선택한 디자인 요소나 개인화 

요소가 적용된 제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객MC 

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이해를 높

이는 브랜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성에. 

서는 일회적인 제품에 의한 단계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1

나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패션제품이 온라85.9% , MC 

인상에서 고객의 참여디자인이 완성되고 배송단계에서 완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고 사용 단계에서 새로운 조립이

나 창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회적 참여에 그치는 브랜

드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커스터마이저블�패션�제품의�3.� 유형�및�모듈화�전략MC�

  

웹 미디어 기반 커스터마이저블 패션 제품 브랜드 및 

유형 분석을 토대로 MC 대표적인 유형에 따른 패션 MC 

제품의 종류와 모듈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류 유형MC 

에 따른 조합은 개 이상의 빈도가 나타난 것을 기준으로8

추출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와 같다 구체적으로Figure 12 . 

살펴보면 맞춤 표준화 유형이 개 브랜드로 가장 많았는11

데, 이 유형은 디자인 및 제조 단계에서 디자인 요소 중 

색채 및 소재와 개인화 요소 중 모노그램의 적용이 모듈

화 되어 신발이나 의복의 각 디테일에 다른 색채나 소재

실 원단의 종류 를 지정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등 조립 ( , )

및 사용 단계에서 고객의 선택에 의해 외관이 변화되는 

외관적 모듈라이저 유형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 , 

만들어내는 제작 단계에 해당된다 특히 신발 가방 여성. , , 

복 브랜드에서 이러한 유형이 많았는데 유연성과 용이성, 

은 높게 평가되지만 모듈화가 디자인 및 제조 단계에서 , 

이루어지고 조립 및 제조가 완료되는 완제품 성격의 패션 , 

제품으로 지속성은 낮았다 그리고 모듈화 전략으로는 디. 

자인 요소 중 색채와 소재를 동일 제품군의 상품에 적용

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구성요소 교환형 모듈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주문 맞춤화 유형과 완전 맞춤화 유형이   

각각 개 브랜드로 많이 나타났는데 주문 맞춤화 유형은 9 , 

고객이 디자인 요소 중 색채 및 소재를 변화 시키거나 개

인화 요소 중 모노그램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촬영한 

사진 등을 패턴화 하여 패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등 

디자인 및 제조 단계에서 고객의 관여가 이루어지지만 모

듈화가 조립 및 사용 단계에 속하는 외관적 인볼버 유형, 

이다 이러한 유형은 고객을 위해 새로운 모듈이 제작되지 . 

않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도 높은 고객의 개

입을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유니섹스 웨어 브랜드에서 . , 

이러한 유형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 티셔츠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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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셔츠 트레이닝 팬츠 등의 아이템 전체의 컬러와 소재, 

를 변경하거나 고객이 직접 촬영한 사진 이미지나 그래픽

디자인을 반복 또는 단문으로 제품 표면에 실크스크린이

나 를 활용하여 프린팅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유DTP . 

형 역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제작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맞춤 표준화 유형과 같은 정도로 

유연성과 용이성을 높게 평가되지만 완제품 성격의 패션 , 

제품으로 지속성이 낮았다 그리고 모듈화 전략은 디자인 . 

Figure� 12.� Representative� MC� Types� and� Strategies� of� Customizable� Fashion� Brands� on�Web�Media

요소 중 색채와 소재를 동일 제품군의 상품에 적용이 가

능하도록 한 구성요소 교환형 모듈화 전략을 활용하고 있

었다.

반면 완전 맞춤화 유형은 남성복과 유니섹스 웨어 중   , 

진즈 브랜드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실루엣과 디테일 트리, , 

밍 색채 소재 등 모든 디자인 요소뿐만 아니라 모노그램, , 

과 인체 계측을 통한 사이즈 맞춤 등의 개인화 요소의 적

용이 모듈화 되어 고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맞춤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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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과 외관이 변화되는 협동적 패브리케이터 유형이었, 

다 즉 고객이 입력한 체형이나 신체 치수 스케닝을 . , , 3D 

통해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의복의 실루엣이나 디테일 등

의 스타일을 제안할 뿐만 아니라 모듈화를 통해 고객이 

선택한 디테일과 레이스 단추 지퍼와 같은 트리밍 색채, , , , 

소재를 제품에 적용한 이미지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줌으

로써 실시간으로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완전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유형은 고객이 스스로 디자인한 유

일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창작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

로, 유연성과 용이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지만 완제품 성, 

격의 패션 제품으로 지속성이 낮았다 모듈화 전략은 디자. 

인 선택과 개인화 서비스의 구성 요소를 모듈화하고 이를 ,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상품의 외관의 다

양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소 공유형 모듈화 전

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분 표준화 유형은 개 브랜드에서 나타났  8

는데 주로 신발 브랜드였다 이 유형은 디자인이나 제조 , . 

단계에서 고객의 참여디자인에 의한 디자인 선택 및 개인

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만 패션 제품의 부품이 모듈화 

되어 있는 반제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구매 후 사용 단

계에서 고객에 의해 자유롭게 조립변화가 가능한 적응적, ․
어셈블러 유형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에 있어서. 

는 수용 단계에 해당되고 유연성 또한 다른 패션 제MC 

품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다 하지만 신발의 스트랩 교체나 . 

장식 등 사용자가 쉽게 조립변화 시킬 수 있도록 부품이 ․
모듈화되어 있어서 용이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디

자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지속성을 가진다는 주

요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듈화 전략은 .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구성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 표준

화된 구조를 통해 모듈의 유형이나 수 지점 등을 다양하, 

게 변화시킬 수 있는 버스형 모듈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결론IV.�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매체로 인해 스마트해졌고 

그들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 졌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그들. 

의 요구에 따라 브랜드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만의 특

별한 상품을 제공하길 기대하게 되었다 패션 산업에서도 . 

소비자의 수요는 빠르게 개인화 맞춤화되고 맞춤화된 생산·

과 소비 시대를 위해 제조 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역·

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 한국의 문화 콘

텐츠를 기반으로 한 패션 브랜드 온라인 플랫폼 개MC 

발 및 한국 패션 브랜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MC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웹 미디어를 통해 

커스터마이저블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의 콘

텐츠와 사용자 참여 플랫폼의 특성 유형에 대한 분, MC 

석을 통해 대표적인 유형에 따른 패션 제품의 카테MC 

고리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모듈화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

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를 분석한   , MC 

결과 먼저 제품 콘텐츠에서는 대부분 개 콘텐츠만을 전, 1

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가 많았는데 신발 브랜드가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방 유니섹스 웨어 남성복, , , , 

여성복 순이었다 그리고 디자인 요소와 개인화 서비스는 . 

대부분의 브랜드가 고객의 참여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서비

스하고 있었으며 디자인 요소로는 색채와 소재 개인화는 , , 

모노그램을 서비스하는 브랜드가 가장 많았다. 

둘째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패션 제품의 유형  , MC 

을 분석한 결과, 고객의 관여 시점에 따른 분류에서는 맞

춤 표준화 유형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문 맞춤, 

화 유형 완전 맞춤화 유형 부분 표준화 유형 순으로 나, , 

타났으며 상품 및 표현방식의 변화 정도에 의한 구분에 , 

따른 유형은 외관적 유형 협동적 유형 적응적 유형 MC , , 

순이었다 고객관여와 모듈화에 따른 유형에서는 모. MC 

듈라이저 유형 인볼버 유형 패브리케이터 유형 어셈블러 , , ,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 참여디자인의 창조성 유연, 

성 용이성 지속성의 정도에 대한 평가에서 먼저 창조성, , , 

은 제작 단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창조 단계 수, , 

용 단계 수행 단계 순이었으며 유연성과 용이성에 있어, , 

서는 패션 브랜드에 따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제품의 

디자인 요소를 모듈화 함으로써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다

양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고 디자인 방법과 과정이 쉽, 

게 제시되어 있어서 높은 유연성과 용이성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속성에서는 대부분의 패션제. MC 

품이 온라인상에서 고객의 참여디자인이 완성되고 배송단

계에서 완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고객의 계속

적 참여가 불가능하여 지속성이 낮게 평가되는 브랜드가 

많았다. 

셋째 대표적인 유형 및 전략을 분석한 결과 맞춤   , MC , 

표준화 유형이 가장 많았는데, 이 유형은 디자인 및 제조 

단계에서 모듈화 되어 조립 및 사용 단계에서 고객의 선

택에 의해 외관이 변화되는 외관적 모듈라이저 유형으로, , 

신발 가방 여성복 브랜드에서 많이 나타났다 고객의 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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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디자인에 있어서 창의성과 유연성 용이성은 높지만 지, , 

속성은 낮았고 모듈화 전략으로는 구성요소 교환형 모듈, 

화 전략이 활용되었다 주문 맞춤화 유형은 유니섹스 웨어 . 

브랜드가 많았는데 디자인 및 제조 단계에서 고객의 관여, 

가 이루어지지만 모듈화가 조립 및 사용 단계에 속하는 

외관적 인볼버 유형으로 고객을 위해 새로운 모듈이 제, , 

작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면서도 높은 고

객의 개입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구성요소 교환형 모듈화 , 

전략이 활용되었다 반면 완전 맞춤화 유형은 남성복과 . , 

유니섹스 웨어 중 특히 진즈 브랜드에서 많았는데 이 유, , 

형은 모든 디자인 요소와 개인화 요소의 적용이 모듈화 

되어 고객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맞춤화된 상품과 외관이 

변화되는 협동적 패브리케이터로 , 창작 단계에 해당되며, 

유연성과 용이성은 매우 높지만 지속성은 낮았다 모듈화 , . 

전략은 모듈화된 디자인 요소를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

능하도록 하여 상품의 외관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는 구

성요소 공유형 모듈화 전략이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부. 

분 표준화 유형은 주로 신발 브랜드에서 많았는데 반 제, 

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구매 후 사용 단계에서 고객에 

의해 자유롭게 조립변화가 가능한 적응적 어셈블러 유형, ․
이다 이로 인해 창의성과 유연성은 낮지만 용이성과 지. , 

속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며 표준화된 구조를 통한 버스형 , 

모듈화 전략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다  

양한 커스터마이저블 패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제 , 

품 디자인 및 개인화 요소의 모듈화를 통해 고객들로 하

여금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창의적

인 패션제품을 서비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스캐, 

닝과 소비자가 선택한 디자인 요소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 기3D 

반의 유연성 용이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 

한 패션 제품의 종류와 브랜드에 따라서 맞춤화된 MC 

유형 또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원하는 브랜드 서비스와 직접적인 

디자인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서 웹 미디어를 통해 커스터마이저블 패션 제품을 판매하

고 있는 브랜드의 콘텐츠와 사용자 참여 플랫폼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패션상품의 종류 및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 

따라 커스터마이저블 패션상품을 구현하기 위한 의 유MC

형과 고객관여, 효과적인 모듈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수립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및 고객 . 

특성 등에 따른 의 특성 분석을 통해 맞춤화된 MC MC 

전략을 모색하고 나아가 이러한 전략을 실제적으로 적용, 

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기반의 패션상품 디자인 개MC 

발 및 플랫폼 구축을 시도함으로써 커스터마이저블 패션 

브랜드 모델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를 위한 크라우드 MC

소싱 마케팅 디지털 체험 기술 추천 시스템 프린팅 , , , 3D 

기술 등과 같은 융합형 고감성 패션상품 개발 방향에 IT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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