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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the fashion business environment of the 4.0 generation is changing based on 
fashion technology combined with advanced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I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IoT (Internet of Things). “Digital Transformation” means 
a fundamental change and innovation in a digital paradigm including corporate 
strategy, organization, communication, and business model, based on the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Thus, this study examine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ies 
through the fashion brand Burberry. The study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the theoretical concept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its utilization status. 
Second, i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Burberry’s digital transformation based on 
its strategies. For the research methodology, a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on 
books and papers, aligning with case studies through websites, social media, and news 
articles. The result showed that first, Burberry has reset their main target to 
Millennials who actively use mobile and social media, and continues to communicate 
with them by utilizing digital strategy in the entire management. Second, Burberry 
is quickly delivering consistent brand identity to consumers by internally creating and 
providing social media-friendly content. Third, they have started real-time product 
sales and services by using IT to enhance access to brands and to lead consumers 
towards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this study, Burberry’s case shows that digital 
transformation can contribute to increased brand value and sales, keeping up with the 
changes in the digital paradigm.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at digital transfor-
mation will serve as an important business strategy for fashion brands in the future.

Keywords: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Burberry(버버리), digital 
media strategy(디지털 미디어 전략), fashion communication(패션 커뮤니
케이션)

Received September 06, 2019

Revised  October 15, 2019

Accepted October 23, 2019

†Corresponding author

(majinjoo@hongik.ac.kr)

ORCID

Soyoung Kim

https://orcid.org/0000-0002-2667-1393 

Jin Joo Ma

https://orcid.org/0000-0003-2832-1597

Copyright©2019,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36 패션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 450 －

I. Introduction

1.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a study

4차 산업혁명이 패션산업과 접목되면서 패션 4.0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출현

으로 패션산업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

보틱스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급망 관리는 물론, 
고객 유인 및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해 스마트 스토어 

구축과 오프라인 매장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 기업은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

추어, 신기술을 자사 핵심 비즈니스 영역에 접목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빠르게 경쟁우위

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배경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

델을 혁신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패션기업 버버리(Burberry) 사
례를 통해 패션산업에 나타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버버리는 기존의 고정된 스타일과 한정된 제품군, 

다각화된 라이센스 사업으로 인한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2006년도부터 밀레니얼세대로 새롭게 타겟팅하

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

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경영 전반에 활용하여 

조직과 프로세스, 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

략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여 기업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패션 기업의 주

요 경영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연

구 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 Content and method of research

연구 내용은 첫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론

적 개념을 고찰한다. 둘째, 패션산업과 패션 외 산업

으로 분류하여 각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브랜드 사례를 선정하여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 활용 현황을 고찰한다. 셋째, 버버

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기업 전략, 기술 

전략, 비즈니스 모델 전략으로 분류하고, 그 특성을 

도출한다. 분류 기준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

를 바탕으로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세 가지 특성을 중

심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은 단행본, 선행 연구 등을 통한 문헌 연

구와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뉴스기사 등을 통한 사례

조사를 병행한다. 연구 범위는 버버리의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부터 

2018년까지로 지정하여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패션

쇼, 매장 VMD, 패션전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버버

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분석한다.

Ⅱ. Theoretical Review

1. Concepts of 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을 기업 

경영 전반에 활용하는 것으로, Microsoft는 고객을 위

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능형 시스템을 통

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상하고,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를 결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수용하

는 것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였다(as cited 
in Kim, 2017a).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고객, 직원, 프로세스, 제품의 4가지 측면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BM은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을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

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라 하였다(IBM, 2011). 이는 비

즈니스 모델의 전반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구로서 

디지털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A.T. Kearney는 

디지털 신기술로 촉발되는 경영 환경상의 변화에 선

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현행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획

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한 신규 성

장을 추구하는 기업 활동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라 정의하였다(Kim & Son, 2017). IDC는 고객 및 마

켓(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능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경영에 

적용하고 주도하여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하였다(IDC, 2015).
<Table 1>과 같이 다양한 기업들이 규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의들을 종합하자면, IT기술을 활용

하여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즉 상품, 조
직, 비즈니스 모델, 커뮤니케이션 등의 총체적인 변화

와 혁신이라 할 수 있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은 디지털적인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하여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의 조직, 프로세스, 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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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모델, 기업 문화, 커뮤니케이션 등을 총망라하여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이다(Kim, Kim, & 
Lee, 2017). 특히 기업이 주체가 되어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industry

패션산업과 그 외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를 선정하

여 그 활용 현황을 고찰하였다. 브랜드 선정 기준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브랜드로 선택하였다. 이들 브랜

드가 활용하고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

스포메이션 전략의 두드러지는 3가지 특성인 기업, 
기술, 비즈니스 모델 전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Fashion industry

유행에 민감하고 동종업계간의 경쟁이 치열한 분

야인 패션산업은 가속화된 IT 기술의 발전에 맞물려 

인공지능, 증강현실, 모바일 등의 신기술을 통해 패러

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 비즈니스 환경

에 발맞추어 빠르고 민첩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SPA 브랜드 자라(Zara)와 청

바지 브랜드 리바이스(Levi’s)는 다음과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Table 2).

(1) Zara

자라는 각각의 디자이너들이 독립적인 업무 권한

을 가지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 문화를 지향

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중

심으로 매니저와 디렉터의 의견, 소비자 취향 등을 

참고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MD/제품 전략을 실행

<Table 1> Concept of digital transformation

Microsoft Embracing new ways of combining people, data, and processes with intelligent systems to create 
new value for your business models (Kim, 2017a)

IBM Companies integrate digital and physical elements to transform business models and set new 
directions in the industry (IBM, 2011)

A.T. Kearney

Enterprise activities that dramatically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current businesses or seek new 
growth through new businesses by proactively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triggered by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mobile, cloud,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 (Kim & Son, 2017)

IDC
Create new business models and product services based on digital capabilities as customers and 
market (external environment) change, and apply them to management and lead them to make them 
sustainable (IDC, 2015)

<Table 2> Zara and Levi’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Zara Levi’s

Corporation
strategy

∙ Maintaining horizontal relations between 
designers

∙ Utilize ‘Yammer’
∙ Worldwide data foundation → new products 

development

∙ Employment of creative talent with diverse 
backgrounds

∙ Innovation research institute
∙ Research on washing, sewing, and jeans

Technology
strategy

∙ Development of an optimal inventory dis-
tribution system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tag (RFID) intro-
duction

∙ Inventory monitoring service
∙ Development of a commuter trucker Jacket

Business model
strategy

∙ BOPIS (receive a visit to a store after online 
purchase)

∙ Smart dressing room
∙ Personalized services via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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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특히 자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야머

(yammer)’를 활용하여 매장 직원들과 소비자들의 피

드백을 수집하고 공유하여 적정 상품량을 맞춰 재고

율을 낮추고 있다. 또한 재고 최적 분배 시스템을 개

발하여 전 세계 매장 판매 및 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요예측과 재고관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특히, RFID칩을 모든 의류에 부착하

여 재고관리와 실시간 판매 현황 집계 등이 가능해졌

으며, 이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도입 차원을 넘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 RFID기술을 이용하여 ‘Smart dressing room’을 선

보여 소비자들이 피팅룸 안에서 태블릿을 통해 제품 

정보와 사이즈, 색상 등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였다

(Fig. 1). 즉,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피팅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 중심의 쇼핑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

한 후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BOPIS’ 서비스 도입

으로 빠르게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온라인 

소비자들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Fig. 2).

(2) Levi’s

리바이스는 2013년 봉제, 가공, 세탁작업, 청바지

라인 등을 연구 개발하는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리바이스는 다양한 배경의 창의적인 인재를 연구소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 체계를 

운영하는 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Fig. 3). 기술 전

략에서 리바이스는 인텔(Intel)과 협력하여 인벤토리 

모니터링 서비스(inventory monitoring service)를 설

계하여 효율적 재고관리를 돕고, 소비자들에게는 맞

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는 구

글(Google)과 협업하여 소매를 탭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커뮤터 트러커 자켓(commuter trucker jacket)’
을 출시하여 패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Fig. 4). 또한 2018년부터 청바지의 워

싱 강도와 찢겨진 정도 등을 로봇에 입력하여 제작하

는 소비자 맞춤형 청바지 디자인을 제안하는 비즈니

스 모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자라와 리바이스는 패션 산업에서의 급변

하는 디지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

쟁우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2) Non-fashion industry

패션 외 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스타벅

스(Starbucks)와 맥도날드(McDonald’s)이다. 이들 브

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1) 스타벅스(Starbucks)

2007년 스타벅스는 브랜드 이미지의 하락과 매출 

급감, 고객의 다변화된 요구에 즉각적인 대응의 미흡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2008년 창업자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가 최고경영자로 복귀하

면서 7대 변화전략을 발표하고, 직원교육, 물류시스템 

정비, 신규메뉴 개발과 디지털 전략 수립 등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스타벅스는 고객과 정서적 유

<Fig. 1> Zara smart dressing room 
From Azur Digital. (2016)
https://www.azurdigital.com

<Fig. 2> Zara Bopis
From Digital Retail Consulting Group. (2018)

https://www.digitalret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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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감을 형성하여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매장’이
라는 핵심가치에 집중하며, 실리콘밸리의 IT기업들과 

제휴하여 디지털 플라이휠(digital flywheel)을 개발하

였다(Fig. 5). 이를 바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

여 고객의 모바일 주문, 결제,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

을 제공한 결과, 불필요한 대기시간의 절약과 함께 판

매량 증가라는 경제적 성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사이

렌오더 서비스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커머스 

통합 플랫폼이 구현되었고, 인공지능, 챗봇 등의 새로

운 기술을 도입하여 음성인식 기반의 버추얼 바리스

타를 도입하는 등의 기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2) 맥도날드(McDonald’s)

맥도날드는 2014년 ‘가장 맛이 없는 버거 1위’로 

선정되면서 글로벌 매출이 점차 감소하고, 방문객이 

줄어들게 되어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2015
년 맥도날드는 스티브 이스터브록(Steve Easterbrook)
을 최고경영자로 선임하고, 부정적인 브랜드 이미지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푸드 브랜드에서 패스트 

캐주얼 브랜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추진

하게 되었고, 개인화된 버거 주문이 가능한 키오스크

를 설치하였다(Fig. 6). 또한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

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자유롭게 태블릿

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다. 특히 영국에서

는 개인화된 맞춤형 버거를 온라인에서 주문 후 오프

라인 매장에서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고객들에게 스

마트폰 무료 무선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

럼 맥도날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패스트푸드에

서 스마트한 캐주얼 브랜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Table 3> The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of Starbucks and McDonald’s

Starbucks McDonald’s

Corporation
strategy

∙ Howard Schultz’s return in 2008
∙ Announcement of the seven change strategies
∙ Staff training, logistics system maintenance, 

and new menu development

∙ Overcoming negative images
∙ Transition to the casual brand
∙ Fast food → Fast casual

Technology
strategy

∙ Cloud-based commerce integration platform
∙ Siren order
∙ Introduction of virtual barista based on speech 

recognition

∙ Great your order
∙ Install kiosk

Business model
strategy

∙ Personalize order payment compensation
∙ Digital flywheel strategy
∙ Evolve into a digital-based cultural services 

company

∙ Orders tailored to local characteristics (U.K.)
∙ New experience with tablets

  

<Fig. 3> Levi’s Eureka lab 
From Levi’s. (2017).

https://youtu.be/Eh0FmQ5Lgv0

<Fig. 4> Levi’s commuter trucker jacket 
From Levi’s. (2019).
https://www.lev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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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 다양한 

산업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새

로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기업 문화와 조직을 효

율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

객 경험을 강화하는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Analysis of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in Burberry

1. Burberry

1856년 설립된 버버리는 토마스 버버리(Thomas 
Burberry)가 설립한 영국의 패션 브랜드이다. 1879년 

실용적 소재인 방수 원단 개버딘을 발명했고, 레인코

트에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하여 트렌치코트를 만들게 

된다. 유행의 흐름에 좌우되지 않고, 실용성과 내구성

에 초점을 맞춘 클래식한 헤리티지 스타일의 트렌치

코트는 성공적인 매출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유사한 

디자인과 한정된 제품군으로 젊은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브랜드 노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무

분별한 라이센싱 사업으로 품질관리가 어려워졌고, 
과다 수요창출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쇠퇴하기 시

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06년 안젤라 아렌츠

(Angela Ahrendts)가 최고 경영자로 취임하게 되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버버리의 이미지를 젊게 바꾸고

자 하였다. 아렌츠는 버버리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필

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판단하여, 디자인뿐 아니라 

마케팅, 고객관리 등 버버리의 이미지 및 서비스 등이 

고객들의 관점에서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브랜드 

재정립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히 마케팅 수단

이 아닌 버버리 기업의 핵심 정신으로서 디지털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즉, 디지털과 고객경험을 접

목해 생산, 조직, 프로세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변혁을 일으키는 ‘풀리 디지털 버

버리(fully digital Burberry)’ 전략을 추진하였다(Kim, 
Kim, & Lee, 2017; Fig. 7).

2. Burberry’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앞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본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 정의에서 도출한 기업, 기술, 비즈니스 모델 전

략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버버리의 전략을 다

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1) Corporate strategy

(1) MD/product strategy

버버리는 버버리의 아이코닉 제품인 트렌치코트를 

중심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한 제품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트렌치코트는 버버리라는 브

랜드 이미지를 형성시킨 핵심 제품이다. 하지만 한정

적인 스타일과 단조로운 디자인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제품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진다. 그리하여 버버리는 

전통은 지키면서 모든 세대에 적합한 브랜드라는 이

미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실시하

게 된다. 동시에 버버리는 20대 밀레니얼세대가 기존 

세대와는 다른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

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제

품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소비 성향이 강한 것이 특

<Fig. 5> Starbucks digital flywheel 
From Dignan, L. (2017).

https://www.zdnet.com

<Fig. 6> McDonald’s self-order 
From Nextepsystems. (2016).
http://www.nextepsyste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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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이다. 또한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소통하고 구매한다는 것이 기존 세대와의 차이점이

다. 버버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트렌치코트를 중

심으로 제품 전략을 펼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비 계

층인 밀레니얼세대로 새롭게 타겟팅을 하게 된다. 
2007년 이후부터 버버리는 트렌치코트를 망토 스타

일, 원피스 스타일, 또는 다양한 소매길이와 컬러를 

추가해 약 300가지 옵션의 트렌치코트를 선보이고 있

다(Fig. 8). 밀레니얼세대는 다양한 옵션의 트렌치코

트를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구매를 하고 있다.

(2) Organization strategy

버버리는 기업 내부의 위계질서 혁신과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 및 커뮤니케이션 성향을 파악할 수 있

는 디지털 역량을 가진 인재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이에 따라 버버리는 기존의 조직문화를 개

선하고, 젊은 직원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직인 ‘전략혁신위원회

(strategic innovation council)’를 편성하게 된다. 이 위

원회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밀레니얼세대 직원들

로 구성하여, 자유롭게 논의된 의견들은 중역 회의를 

거쳐 반영되었다. 버버리는 이처럼 밀레니얼직원들이 

동세대의 고객을 향한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소

비자지향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 위한 조직 개편

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버버리는 고객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판

매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판

매 직원들 스스로가 버버리 전통과 가치에 대해 정확

히 인식하고 있어야 그들과의 접점에 있는 고객들에

게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버버리는 트렌치코트를 만드는 공정이 담긴 영

상을 제작하여 판매 직원용 제품 교육 프로그램을 보

급했다. 또한 판매직원들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하여 

제작 공정은 물론 버버리 제품의 옵션, 가격 등의 쇼

핑 정보를 고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Technology strategy

(1) Digital platform

버버리는 디지털 기술과 문화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소
셜미디어 등의 IT뉴미디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고 있다. 2011년 버버리는 44개국에서 11개 언어로 

제공되는 웹사이트(http://www.burberry.com)를 구축

하고, 아이패드, 아이폰 및 기타 모바일 기기에 최적

화된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트위

터와 같은 소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

여,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매장에서 물건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버버리는 글로벌 채널뿐 아니

라, 각국의 로컬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마케팅을 활발

하게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 라인, 위챗 등과 제휴를 

맺어 밀레니얼세대들이 선호하는 플랫폼과 소통방식

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Fig. 9). 또한 오

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서 느끼는 경험을 그대로 구현

할 수 있도록 최첨단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웹사이트로 화면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

<Fig. 7> Fully digital Burberry
From Kim. (2017b). 

https://www.marketcast.co.kr

<Fig. 8> Burberry’s various trench coats
From Burberry. (2019a).
https://www.burber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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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장 입구와 디지털 스크린, 패션쇼를 걷는 모델을 

비추는 스크린 등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온라인에

서 쇼핑하는 것과 같은 경험의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Fig. 10).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빅데이터로 수집된 소

비자의 구매이력을 파악하여 직원이 태블릿 PC로 상

품을 제안하고 있으며, 증강현실 서비스를 활용해 가

상공간에서 피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했

다. 이처럼 버버리는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 참

여를 유도하고 있다.

(2) Digital content

버버리는 디지털 기술을 강화하는 것을 브랜드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디지털 팀을 구성하여 플랫폼

과 모바일의 콘텐츠를 내부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새

로운 소셜미디어 채널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일환으로 2009년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아트 오

브 더 트렌치(art of the trench)’를 구축하였다. 또한 

버버리는 온라인 영상물부터 광고, 캠페인, 컬렉션 등

의 콘텐츠를 내부에서 제작하여 다양한 플랫폼과 모

바일 등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버버리는 디지털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조직을 신설하여 콘텐

츠를 내부에서 생산하고 있다. 특히 버버리의 대부분

의 영상 첫 화면은 일관성 있게 트렌치코트가 등장하

게 된다. 이는 버버리가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디지털 

채널을 보유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브랜드 아이덴

티티를 보여주고자 콘텐츠를 자체 제작함으로써 고객

들과 친밀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버버리의 전통과 가치가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더 많은 잠재고객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진다.

3) Business model strategy

(1) Art of the trench

2009년 전 세계 사람들이 버버리의 핵심 제품인 트

렌치코트를 입은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아트 오브 더 트렌치(art of the trench) 자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것은 자신만의 

트렌치코트 이야기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동시에 다양

한 트렌치코트 스타일링 노하우를 공유하는 브랜드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각국에서 진행하는 

버버리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이들의 이미지를 전시하

는 동시에 버버리닷컴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

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스크린을 통한 사진을 보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제품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끊

임없이 브랜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이며, 풍부한 브

랜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

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고객들과 소통

하고, 고객들이 브랜드를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는 ‘버
버리 키스(burberry kisses)’, ‘버버리 어쿠스틱(burberry 
acoustic)’, ‘미스터 버버리(Mr. burberry)’ 등의 행사

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버버리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한 고객들과 소통을 나누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Fig. 11).

(2) Bespoke

2011년 버버리는 온라인에서 고객이 직접 원하는 

<Fig. 9> Burberry launches on Kakao 
From Inside Retail. (2015).

https://insideretail.asia

<Fig. 10> Burberry flagship store 
From Trotter, C. (2018).

https://www.instagram.com/bur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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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의 트렌치코트를 디자인하고 주문할 수 있는 

비스포크(bespoke)를 론칭하여 2017년까지 진행하였

다. 실루엣, 섬유, 컬러, 디자인뿐 아니라 견장, 단추, 
칼라, 안감 등과 같은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약 120만

개의 조합이 가능하다. 또한 자신이 디자인한 트렌치

코트를 착용한 3D 모델 영상과 상세한 사이즈 가이드

가 제공된다. 이처럼 비스포크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한 버버리 브랜드의 본질을 통합한 아이디어

이다. 이로써 버버리의 제품을 고객들이 지역이나 배

경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소유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12).

(3) See now buy now

2016년 9월 버버리는 런웨이에서 스토어까지의 시

간차를 줄이고 소비자들이 좀 더 빠르게 컬렉션 제품

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선 주문서비스 씨 나우 바

이 나우(see now buy now)를 도입했다. 한 시즌 먼저 

공개되는 패션 컬렉션 특성상 SPA 브랜드를 통한 카

피 제품이 난무해져 실제 컬렉션 제품이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시점에는 식상하다는 인식이다. 또한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컬렉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

다. 이에 버버리는 쇼 착장은 런웨이 공개 직후 바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버버리 디

지털 리테일 네트워크를 통해 100개가 넘는 나라에 

유통되고 있다. 이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리카르도 티시(Riccardo Tisci)
는 2018년 9월 컬렉션 직후 제품을 인스타그램, 위챗,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한정판매하는 24시간 

캡슐 드롭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처럼 버버리는 제품 

중심이었던 기존 컬렉션의 질서를 고객 중심의 질서

로 전환했다(Fig. 13). 

(4) Drop 

2018년 리카르도 티시는 젊은 신규 고객층 유입을 

위해 로고와 패턴을 리뉴얼하고, 기존 버버리의 단정

하고 격식 있는 디자인에 스트리트 패션을 접목한 디

자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특히 스트리트 브랜드가 

한정된 물량의 신제품을 한정된 기간에만 발매하는 

독특한 판매 방식인 드랍을 차용하였다. 버버리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17일 신상품 비 시리즈(B series)를 

한정 판매하며 버버리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라인 등

의 소셜미디어로 판매 계획을 알리고 있다. 이는 모바

일과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밀레니얼세

대를 공략한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
정판 신상품은 그들에게 새로운 버버리의 유일성 가

치를 전달하고 제안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늘려가기 

위한 전략이다(Fig. 14).

3. Features of Burberry’s digital transformation 

strategy

위와 같이 살펴본 버버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1) Emphasizing communication with the millennial 

generation

버버리는 디지털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그들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설정하고, 지속적

<Fig. 11> Art of the trench 
From Team. (2009).

http://www.hypebeast.com

<Fig. 12> Burberry Bespoke-DIY your own iconic trench coat 
From Beauty Works. (2011).

http://www.workofbeauty.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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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 대다수의 럭셔리 

브랜드가 경제력 있는 중장년층을 핵심 고객으로 상정

하고 있는 반면, 버버리는 미래의 중요한 소비계층이

면서도 브랜드의 지각 나이를 젊게 형성시킬 수 있는 

밀레니얼세대를 집중 공략하기로 판단하였다. IT에 능

통하고 익숙하며 개성 표현의 욕구가 강한 밀레니얼세

대의 특성에 따라, 한정적인 디자인의 트렌치코트를 

그들의 취향에 맞도록 다양한 스타일과 컬러, 원단 등

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한정판과 온라인 판매를 선호

하는 그들의 소비성향을 고려하여 데스크톱, 모바일, 
태블릿에서 오프라인과 동일한 쇼핑경험을 제공하며 

디지털 채널에서 구매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특히, 신
상품 비시리즈를 한정된 기간에만 판매하는 드랍은 밀

레니얼세대에게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판매 방식으로

서 그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버버리는 밀레니얼세대의 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에게 적합한 디지털 접근법으로 고객 경험을 향상

시키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Produce digital content on its own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같이 다양한 소

셜미디어가 유행함에 따라 버버리는 콘텐츠 자체제작

을 통해 각 플랫폼에 적합한 콘텐츠를 빠르고 지속적

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버버리가 디지털 콘텐츠 제

작에 있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소비자와 친밀하게 

소통하고 브랜드가 콘텐츠를 통해 보여주자고 하는 

의미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콘텐츠 내

부 제작과 공급은 각각의 플랫폼에 빠르게 업데이트

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IT에 능통한 밀레니얼세대의 성향을 충족시키고 있

다. 또한 버버리는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카카오, 일본

인들이 선호하는 라인 등과 같이 각국 소비자들의 높

은 선호도를 가진 플랫폼을 선정하여 온라인 콘텐츠

를 공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버버리 트렌치코트를 

입은 고객 스스로가 사진을 찍어 올리고 공유하도록 

만든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인 아트 오브 더 트렌치

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트렌치코트 홍보 효과와 

더불어 전 세계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버버리는 소셜미디어의 트

렌드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 생산은 물론, 고객들의 소

비 행태를 고려하는 고객 지향적인 생각으로 고객 참

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플랫

폼과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3) Real-time product sales and services

버버리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과의 원활하고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리얼타임 제품 판매 및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버버리

는 2016년 F/W 컬렉션에서 쇼가 끝난 직후 런웨이에 

선보여진 아이템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씨․나우․

바이․나우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현장 판매는 물

론 인스타그램과 위챗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런웨이 

상품을 판매했다. 이러한 새로운 유통 및 판매 방식의 

도입으로 런웨이에서 스토어까지 간극을 줄일 수 있

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빠르게 컬렉션 제품

의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버버리는 패션 

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폐쇄적이었던 유

<Fig. 13> See now buy now 
From Mphanquang. (2018).

http://www.digital-me-up.com

<Fig. 14> Burberry drop ‘B series’ 
From Burberry Instagram. (2019a).
http://www.instagram.com/bur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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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식을 혁신하고, 리얼타임 제품 판매 및 서비스와 

융통성 있는 대응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Ⅳ. Conclusion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기업경영, 고객 관리, 비즈

니스 모델, 운영 프로세스 등 기업 운영 전반에서 기

존 방식과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스

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브랜드들의 유통 방식과 고객

과의 소통 과정이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기능과 성능보다 경험을 중시하고, 온/오프

라인을 넘나들며 개인의 소비 성향에 맞춰 제품을 구

매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패션

산업은 기존 유통 채널과 마케팅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비즈

니스 모델을 개혁과 차별화된 고객가치 창출 등을 위

한 디지털 혁신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 버버리의 디지털 트랜스포

메이션 전략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 

패션 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방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버버리는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디지털을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으

로 통합하여 패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 첫째, 버버리는 밀레니얼세대의 욕구

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하여 그들의 취향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둘째, 버버

리는 각각의 플랫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빠르고 정

확하게 공급하기 위해 콘텐츠를 내부에서 제작함으로

써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

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트렌드에 적절한 디지

털 콘텐츠 생산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 참여를 유

도하며 그들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다. 셋째, 버버리

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원활

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IT 기술을 활용하여 리얼

타임 제품 판매 및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또한, IT 및 

뉴미디어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조직을 신설

하여 버버리의 브랜드 전략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 전략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버버리는 경영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

목한 효율적인 경영 방식으로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

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버버리는 기존 제품과 서비스 등을 재창조하여 디지

털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을 하게 되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을 활용하여 지

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따라서 버버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패션 기업들은 기업, 기술, 비즈니스 부

분 등의 총체적인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

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수립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가 분석한 버버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사례가 학술적으로는 패션산업

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후속 연구를 위한 기

초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 실무적으로는 버버리의 디

지털 전략이 패션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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