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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eliminary data on strategies to create a domestic 
prestige brand based on Korean traditional designs. This study also deals with how to promote 
this brand around the world. The two points mentioned above will be accomplished by examin-
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brand ‘3.1 Phillip Lim’ which succeeded in both design and market-
ing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The method of the study will be followed. Firstly, the basic 
design and philosophical background of Phillip Lim was investigated, after reviewing the global 
luxury market and current status of overseas expansion of Korean designers through paper study 
and antecedent workups. Secondly, for the practical stage, design characteristics and marketing 
strategies were reviewed with the collections of ‘3.1 Phillip Lim’. Three factors found in ‘3.1 
Phillip Lim’s design success are as follows: First, practical and simple designs using fabrics of high 
quality. Second, handcraft elements and interesting details that differentiates his design identity. 
Third, femininity expressed in the feminine silhouette and color. The marketing elements that 
made ‘3.1 Phillip Lim’ as a successful brand are: First, differentiated positioning as a luxurious 
contemporary brand. Second, brand promotion through various collaborations. Third, the gradual 
expansion of women’s, men’s, kids’ apparel to accessory, lingerie and the stable flagship stores. 
Thus, ‘3.1 Phillip Lim’ has combined modern and classic styles using high quality fabrics and 
practical designs with unique details. Through it's differentiated marketing strategy targeting New 
York's market, which prefers popular ‘luxury contemporary brand’s rather than high-end luxury 
brands, this brand’s creativity and commercial aspects contributed to make ‘3.1 Phillip Lim’ into a 
luxury brand that represents New York fashion. Korean designers who seek to enter the global 
fashion industry should consider applying Korean traditional designs on global designs to make 
favorable products and localize these product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Key words: 3.1 Phillip Lim(3.1 필립 림), feminine(페미닌), identity(아이덴티티), 
luxury fashion brand(패션 명품 브랜드), simplicity(단순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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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의의
1980년대 일련의 일본인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

(Yohji Yamamoto), 겐조(Kenzo),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등과, 1990년대 앤 드뮬미스터(Ann Demeu-

lemeester), 드리스 반 노튼(Dries Van Noten),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등 벨기에 디자이너들

이 파리 컬렉션에 등장하여 큰 이슈를 일으켰다면,

2000년대 현재 패션계의 가장 큰 이슈는 아시아계

디자이너들의 해외 컬렉션 진출이다. 1980년대 이후

파리에 진출하여 안전하게 정착한 일본계 디자이너

들이 주로 자국에서 태어나 자국의 패션색채를 중심

으로 컬렉션에 진출하였다면, 현재 각양각색의 느낌

으로 해외 컬렉션을 활보하고 있는 아시아계 디자이

너들은 자국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파리, 런던, 밀

라노, 뉴욕 등에서 오랜 시간 교육을 받거나, 처음부

터 서양에서 태어나 패션 교육을 받은 디자이너들도

상당수이기에 초기의 해외 컬렉션 진출을 시도한 아

시아계 디자이너들과 색깔이 다를 수 있다.

세계 패션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컬렉션은 크게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의 4대 컬렉션으로 볼 수 있

는데 그 중 신진 디자이너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뉴욕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파리나 런던처럼 파

격적으로 실험적이지 않으며, 밀라노처럼 오랜 전통

의 브랜드 자체의 럭셔리함은 없지만, 페미닌하면서

모던, 그리고 심플한 디자인, 즉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컬렉션으로 많은 셀러브리티들의 관심과 사

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 컬렉션은 도시적인

느낌으로 각각 비슷해보이는 스타일이지만 해마다

새로운 디자이너가 등장하기 마련인데 요근래 눈에

띄게 성장하는 디자이너들을 살펴보면 필립 림

(Phillip Lim)을 비롯하여 데릭 램(Derek Lam), 알

렉산더 왕(Alexander Wang) 등으로 그 중심에 아시

아계 디자이너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또한 패션산업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수많

은 패션디자이너와 브랜드들이 패션의 중심도시인

파리, 뉴욕 등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1990

년대 이영희, 2000년대 이상봉 등의 디자이너들이 한

복, 한글 등의 한국적 색채로 파리에 진출했다면 최

근에는 뉴욕에 진출한 Y&Kei의 뒤를 이어 구호, 앤

디앤뎁 등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모두 오랜

시간 국내패션의 선두주자의 명성과 함께 국내에서

는 명품 브랜드이지만 쉽게 해외 진출에서 정착하지

못한 것을 보면 오랜 전통의 패션도시에서 국내패션

이 하나의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잡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디자이너들은 한국

적 색채의 세계화 등을 외치며 해외진출을 활발히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와 역사적, 문화

적, 정서적으로 비슷한 아시아계 디자이너들의 성공

사례를 살펴본다면 국내 브랜드의 글로벌화에 직접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중에서도

단기간 디자인과 상업성을 모두 겸비하면서 단숨에

제 2의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제 2의 끌로에

(Chloé)라는 찬사를 받는 중국계 미국 디자이너 필

립 림의 브랜드 명품화 사례를 통해 무수히 해외진

출에 문을 두드렸지만 안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있

는 국내 패션브랜드의 국제적 수준의 명품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내 명품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명품

브랜드 인지도 및 구매행동1), 브랜드 충성도2), 명품

브랜드에 대한 태도3)나 패션 명품 브랜드 판매원의

역량4), 명품 브랜드 차별화 전략5) 등 마케팅 측면에

서 접근한 연구들과 유럽의 패션 명품 브랜드 아르마

니(Armani)6), 크리스챤 디올(Christian Dior)7)의 디

자인에 대한 연구나 버버리 프로섬(Burberry Prosum)

8)의 현대화 연구 등 브랜드 자체에 대해 접근한 연구

들이 많았다. 더욱이 디자인 특성을 연구하는 논문들

은 오랜 역사를 가진 동양권이 아닌 서양권의 브랜드

들을 연구하였기에, 한국패션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최근에야 비로소 중국권 명품 브랜드

상하이탕(Shanghai Tang)9)이나 비비안 탐(Vivian

Tam)10)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서 플래그쉽 스토어를 오

픈 할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해외 명품 브랜드 ‘3.1

필립 림’의 브랜드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패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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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안정적인 해외진출 도모 및 명품화를 위한

디자인 및 전략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방법은 일차적으로 문헌조사와 선행 연

구를 통해 글로벌 패션 명품 시장과 국내 패션디자

이너들의 해외 컬렉션 진출현황에 대해 살펴 본 다

음, 각종 뉴스 및 잡지인터뷰 등을 통해 그의 디자인

적 배경과 철학을 파악한다. 이차적으로 사례분석을

위해 ‘3.1 필립 림’의 컬렉션이 시작된 2005년 F/W

부터 2011년 F/W까지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3.1 필

립 림’브랜드의 디자인 특성 및 마케팅 전략 등의

내·외적 요소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패션서

적 및 기사, 패션잡지, www.style.com. www.sam-

sungdesign.net 등의 패션전문사이트 등을 참고로 하

였으며, 연구의 범위로는 여러 종류의 명품 중 패션

명품으로 한정하였고, ‘3.1 필립 림’의 디자인 분석에

있어서는 여성의복으로 한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시아 국가의 패션 명품 시장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 현

상에 따라 소비 또한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명품 시장에서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명품 시장의

판도변화이다. 과거 명품 시장은 미국, 프랑스 등이

명품생산과 더불어 세계 명품 시장을 주름잡았지만,

현재는 1위인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중국의 명품 소

비액이 세계 명품 시장의 25%11)를 도달, 2020년이면

전 세계 명품 시장소비의 44%를 중국인들이 차지할

것12)으로 보여 아시아 국가의 명품 소비가 크게 증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명품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 먼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는 위축되어 있지만 유

럽의 명품 브랜드 소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명품 브랜드에 맹목적 충성을 보이는 일

본 소비자들은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며, 과시적인 브

랜드를 선호하고 있다.13) 이미 일본은 명품 시장의

유행 단계14) 중 제일 마지막 단계인 일반화의 단계

에 도달해 있어 명품 구입이 일상화된 상태로 탄탄

한 명품 소비시장이 형성된 상태이다.

중국은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중국의 소비규모는 미국의 2/3, 전세계의 12%를

차지할 것15)으로 예측된 가운데 럭셔리 브랜드들의

대표적인 미래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명품

유행 단계 중 과시 단계를 거치면서 명품을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매개체로서 구입하면서 부의 과시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젊은 부

유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부유층의 80%가 45세 이

하로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젊고 글로벌한 패션감각의

명품 브랜드를 선호16)하여 이 또한 명품 소비를 촉진

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최근 에르메스(Hermes)는

상하이에 중국 타겟의 새로운 이름 ‘Shang Xia’라는

브랜드의 부띠크17)를 오픈하였다. 샤넬(Chanel)은

2010년 상하이 월드 엑스포 개최시 중국의 상징물에

서 영감을 받은 유니크한 스타일의 럭셔리 액세서리

라인인 ‘Shanghai Accessories collection’을 선보였고,

끌로에는 중국 진출 5주년을 기념한 ‘Marcie Chinese

Red limited edition’을, 크리스챤 디올은 상하이 스토

어의 리뉴얼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상하이에서만 구

할 수 있는 ‘Shanghai Blue Phone’을 출시하였다.18)

또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아르마니는 중국의 온라

인 쇼핑몰 전문회사인 육스(Yoox)그룹과 손잡고 젊

은 층을 겨냥한 엠포리오 아르마니 쇼핑사이트를 중

국에 개설했으며, 구찌(Gucci), 버버리(Burberry) 등

다른 명품 업체들도 조만간 중국 온라인 쇼핑객을 위

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19) 즉 명품을

선호하고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는

연령층이 낮은 중국인을 위해 럭셔리 브랜드들은 최

대 규모의 매장을 중국에 오픈하거나 중국소비자의

취향에 맞춘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 중국을 위한 맞춤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 명품 시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소비패턴

의 고급화, 열심히 일한 본인을 위한 보상 등의 가치

위주의 소비로 인해 초기 명품 시장의 부정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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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누구나 살 수 있다는 보편적인 마인드로 변화

되었다. 또한 미디어의 영향으로 대중이 명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짐에 따라 명품의 대중화가 촉진

되고 있다. 즉 해마다 명품 매출 신장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에서는 면세점과 병행수

입을 제외하면 사실상 백화점이 명품 판매를 독점하

고 있는데, 명품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을 정도로

2010년 상반기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AK 등

국내 5대 백화점의 루이비통(Louis Vuitton), 샤넬

등의 명품 매출을 살펴보면 1조 1507억원에 이르고

있고, 작년 상반기보다 17%나 늘어나 연간으로는 2

조 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이는 약 5년 만에

세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20) 한국시장에서 성공

하면 해외시장에서도 성공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 명품 패션 시장은 중국과 대등하게 성

장하고 있으며, 특히 동양인의 특성상 명품의 브랜드

네임을 소유하고 싶은 경향과 맞물려 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의 전통적인 명품 브랜드들은 브랜드 로열티

가 강하기에 경제불황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실제

로 2010년 3대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 브랜드

매출순위를 살펴보면 루이비통이 모두 1위를 샤넬과

구찌가 2, 3위를 번갈아가며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뒤를 에르메스, 버버리, 프라다(Prada), 로렉스

(Rolex) 등이 5위 안의 매출 순위를 이루고 있다.21)

이렇듯 앞으로 국내 시장도 일본과 같이 명품이 ‘일

상화’가 되는 마지막 단계로 곧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22)

일본과 함께 명품의 일상화 단계에 접어든 홍콩은

전 세계 명품 시장의 40%를 차지하며, 여행객들이

명품 소비를 주도하는 말레이시아23)와는 달리 홍콩

소비자들은 비비안 탐(Vivienne Tam), 월터 마

(Walter ma), 루루 청(Lu Lu Cheung), 바니 청

(Barney Cheung) 등의 홍콩 유명 디자이너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24)

선진국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싱가포르

의 경우 명품 유행 단계 중 마지막 일상화의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홍콩의 소비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과 비슷한 소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만은 동조 단계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일상화

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25)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네시아, 필리핀 등은 지속적으로 발전해감에 따라 더

욱 큰 틈새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의

명품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이머징 마켓26)

(emerging market)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인도의 높

은 관세장벽, 소매 시장 공간의 부족, 비싼 매장 임

차료 등 인도 명품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의 잠재된 고객층은 선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으므로 진출 장벽에도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의 투자 및 진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7)

아시아는 명품 문화가 퍼져나가면서 일본을 명품

소비의 포화 상태로 만드는 동안에도 다른 시장에

여전히 많은 성장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28)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명품 시장에서 아시아로의 명품 시장

이동 및 확대처럼 명품 브랜드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샤넬, 루이비통 등의 명품 외에도 역

사는 짧지만 완성도 높은 품질에 개성 표현의 동시

대성까지 갖춘 멀버리(Mulberry), 알렉산더 왕, 오스

카 드 라 렌타(Oscar de la Renta)등의 이른바 뉴-

럭셔리 명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명품 소비시장은 다

각도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패션 업계나 디

자이너들은 명성, 장인정신, 전통, 희소성, 매니아 등

으로 대변되는 기존명품과의 차별성을 둔 새로운 명

품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내 패션디자이너들의 해외진출 현황
한국의 패션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은 그동안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그 중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디자이너로는 전통한복의 우수성과 한국

적 이미지를 세계에 알린 이영희를 들 수 있다. 그녀

는 1981년에 국내에서 첫 패션쇼를 개최한 이래,

1983년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해외 패션쇼를 시작으로

1984년 LA올림픽 개막 기념쇼, 1988년 서울 올림픽

을 위한 패션쇼를 비롯하여 매년 일본, 캐나다, 모스

크바 등에서 국제적인 패션쇼를 개최했다.29) 1993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에 한국 최초로 참가한 이래,

1994년 한국 최초 파리 부띠끄를 열어 꾸준히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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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에 참가하였고, 2004년 뉴욕 맨해튼에 ‘LEE

YOUNG HEE KOREA MUSEUM’을 개관하여 뉴

욕 컬렉션에 참가하였고, 2010년에는 그녀의 첫 파리

오뜨 꾸뛰르 무대에서 한산모시를 활용한 한복의 세

계화로 극찬을 받았다.30) 그녀는 한복의 우수성과 아

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전통한복의 현대적 변화를

이끌었다.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인 한복 치마의 응용

과 천연염색기법으로 한국의 자연색 활용, 명주, 노

방, 양단과 같은 광택이 강한 소재와 투명한 모시 등

다양한 질감의 소재를 통해 전통적 분위기와 현대적

인 감각으로 한국적 디자인의 명품화를 이끌고 있다.

‘파리를 넘어선 국제적인 디자이너’라고 파리패션

협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문영희 디자이너 또한 한복

을 기본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

에서 ‘문부띠크’로 명성을 날리던 그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1984년부터 한국과 파리를 오

가며 파리 전시회에 참가하였고, 1996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로 정식 컬렉션 무대에 데뷔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파리 컬렉션을 참가하고 있다.31) 파리 패션가에

서 크레아트리스(창작자)라고 불릴 만큼 파리에서

더 유명한 그녀는 정갈하고 아름다운 한복의 선과

조각보 등을 현대적, 국제적 그리고 예술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한복을 입체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다.32)

이영희, 문영희 디자이너가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

의 미를 세계에 알렸다면 한글과 동양적 선으로 한

국의 미를 세계에 알린 디자이너 이상봉이 있다. 그

는 1997년 처음으로 파리에서 패션 전시회를 열었으

며, 2002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에 참가하여 현재까지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2006년 그는 ‘한ㆍ프랑스

수교 120주년 기념행사’로 패션쇼와 전시를 개최하면

서 한글 서체를 응용하여 패션에 접목시키므로써 우

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였다. 우리에게는 직

설적인 한글이 외국인들에게는 그래픽적으로 보여

해외 반응은 뜨거웠고, 이에 그는 2009년 초반 미국

뉴욕에도 사무실을 열어 전시장을 운영중이다. 뉴욕

진출로 비욘세(Beyonce Knowles), 레이디 가가(Lady

GaGa), 리한나(Rihanna)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그

의 옷을 입고 공식석상에 섰으며, 지난 2월에는 젊은

디자이너들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컨셉

코리아(Concept Korea)’에도 참여하여 한국패션의

세계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33)

또한 1997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에서 처음 패션

전시회를 연 우영미 디자이너의 남성복이 판매되는

나라는 14개국에 이르고, 홍콩의 고급 백화점 하비

니콜스(Harvey Nicols)는 우영미의 매장과 옷을 전면

에 내세워 백화점의 외관을 꾸밀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2010년 1월에 발표된 ‘EUROPEAN BUYERS

REVIEW’(유러피언 바이어스 리뷰)에서 우영미는

최고의 남성복 디자이너 순위에서 1위에 오른 디올,

2위 돌체 앤 가바나(Dolce & Gabbana), 15위 구찌,

17위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등의 세계

적 디자이너에 뒤를 이어 18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

계 디자이너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34)

이외에도 2001년 뉴욕에 진출해 상업적으로도 성

공하여 뉴욕패션위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로 소개된 바 있는 ‘Y&Kei’는 현재 두 번째로 ‘Hanii

Y’를 론칭하여 활발히 활동중이며, 2008년 2월 쇼룸

오픈을 시작으로 뉴욕에 직접 진출한 ‘앤디앤뎁’은

로맨틱 미니멀리즘이라는 컨셉으로 실용적이면서 예

술성을 겸비한 작품을 선보이며 스포트라이트를 받

고 있다.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진출준비 중인 디자

이너들은 모두 한국패션의 해외진출은 한순간에 이

루어지는게 아니며, 또한 예전처럼 디자이너 혼자의

힘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아래 장기적

인 프로젝트로 해외진출이 시도되고 있다. 문화체육

관광부와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함께 정부 주도아래

뉴욕패션위크에서 한국 패션 문화 쇼룸을 열고 디자

이너의 작품을 홍보하는 ‘컨셉코리아’를 진행중이다.

현재 3회 째 맞이하고 있는 컨셉 코리아를 통해 정

욱준, 앤디앤뎁, 홍승완, 정구호, 박춘무, 이도이, 곽현

주, 이주영, 이진윤, 도호·스티브 J & 요니 P·최범석

등 많은 디자이너들이 뉴욕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

진 작품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뉴욕시장에 문을 두

드리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국내 패션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

출 확대와 글로벌 브랜드 탄생을 목표로 한 ‘202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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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패션의 세계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서울

패션위크를 통해 재능있는 우수 디자이너 발굴과 고

부가가치 패션브랜드를 통한 해외수출 실적 증가 등

의 추진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2010년부터 한국

패션의 세계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여 2020년까지 파

리, 런던, 뉴욕 3개 도시별 매년 10명씩 총 270명의

우수 디자이너를 선정,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켜 샤넬,

루이비통 등과 같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3개사를 탄

생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35) 이에 남성복 부

문은 강동준, 신재희, 최범석 디자이너, 여성복 부문

은 김재현, 송자인, 이석태, 이승희, 주효순, 최지형,

홍혜진 디자이너 총 Top 10의 우수 디자이너(Seoul's

10 Soul)에 선정되어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명 트레이

드쇼36) ‘트라노이(TRANOI)’에 참가하는 등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점차 한국패션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Ⅲ. ‘3.1 필립 림’의 브랜드 특성
이처럼 한국 패션디자이너들의 해외진출시도가 빈

번해지고 있으며, 그들 중 대다수가 뉴욕 컬렉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

와 같이 가장 큰 컬렉션으로 볼 수 있는 파리 컬렉

션은 실력파 디자이너들이 거대한 패션 하우스에 소

속되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 보다는 브랜드의 색

깔을 내고 있고, 런던 컬렉션은 이미 많은 신진 디자

이너들이 등장하였다. 반면 뉴욕 컬렉션은 빅 디자이

너와 신진 디자이너들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새로움과 시크함으로 표현되는 다양함이 공존되어

바이어와 프레스들의 뉴욕행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005년 뉴욕 컬렉션에 등장,

단기간에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는 명품 ‘3.1 필립 림’

의 브랜드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1. ‘3.1 필립 림’ 브랜드의 탄생 배경
필립 림은 1973년 태국에서 태어난 중국계 이민자

로 필립 림의 조부모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

의 침략을 피해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이주했다.37) 그

후 필립 림의 부모는 캄보디아 전쟁을 피해 태국으

로 탈출해 필립 림을 낳은 후 미국으로 이민했다.38)

어려서부터 그는 중국계 이민자인 어머니가 생계로

삼은 바느질과 뜨개질을 보고 자랐으며, 어머니가 자

신의 옷을 만들 때면 옆에서 디자인을 관여했을 만

큼 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을 전공하였다.39)

하지만 타고난 재능과 끈기는 그의 패션에 대한

열정을 막지 못했고 결국 그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Barney's New York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중

디자이너 카테이온 아델리(Katayone Adeli)의 상품

에 반해 입사를 자청, ‘카테이온 아델리’에서 디자이

너 어시스턴트, 수석 디자이너를 거쳐 10년 만에 크

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성장하였다.40) 2000년에 로스앤

젤레스에서 자신의 첫 브랜드인 ‘Development’를 론

칭했고41), 2004년 새로운 프로젝트를 궁리하고 있었

던 필립 림은 그의 디자인을 눈여겨보고 있었던 고

객인 원저우(Wen Zhou)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

데 당시 그 둘의 나이가 모두 서른 한 살이었기에

서른 한 살에 사업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고자 ‘3.1

필립 림’으로 브랜드가 명명되었다.42)

그는 2005년 가을 ‘3.1 필립 림’으로 데뷔하자마자

전 세계 언론과 바이어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1000만달러의 계약을 따냈고, 심지어 영화 패션업계

거물 안나 윈투어(Anna Wintour, 패션지 보그 편집

장)의 총애를 받으며 차세대 디자이너로 급부상했

다.43) 그는 2006년에는 국제패션그룹의 ‘떠오르는 스

타 여성복 디자이너’(Women's Designer Rising Star)

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션

어워드 CFDA(Council of Fashion Designer of

America)에서 ‘신인상’(The Swarovski Award for

emerging talent)을 수상하였다.44)

‘3.1 필립 림’은 론칭 6년도 되지 않아 뉴욕 컬렉션

에서 없어서는 안 될 브랜드로 성장하였다. 그동안 뉴

욕 컬렉션하면 떠오르는 도나 카란(Donna Karan), 랄

프 로렌(Ralph Lauren), 캘빈 클라인(Calvin Klein)을

제치고 독창성에 상업성까지 갖춘 필립 림이 뉴욕 패

션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필립 림은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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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1 Phillip Lim,

New York, 2007 S/S

- http://www.firstview.com

<그림 2> 3.1 Phillip Lim,

New York, 2009 F/W

- http://www.style.com

<그림 3> 3.1 Phillip Lim,

New York, 2010 S/S

- http://www.style.com

<그림 4> 3.1 Phillip Lim,

New York, 2011 F/W

- http://www.style.com

통해 자신의 디자인 목표는 ‘결점을 없앤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것45)’이라고 밝힐 정도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옷이지만 완벽하게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싶

은 여성의 취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패션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옷을 보면 패션모델만 입을 수

있을 만한 옷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플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나에게 ‘나도 저 옷을 입고 싶다’

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상복에서 아름다움을 연출하

고 있다. 그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지나치게 섹슈얼한

옷보다는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웨어러블(wearable)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 50개국의 400여 매장, 5개의 플래그쉽 스토

어 운영 등 상업적인 성공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46)

2. ‘3.1 필립 림’의 디자인 특성
필립 림은 평소에도 그만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심플할 것, 각 아이템에 개

별적인 특성을 드러낼 것, 명백히 페미닌 할 것’.47)

따라서 그의 디자인에는 이와 같은 원칙이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컬렉션에 표현된

디자인 특성을 그의 디자인 철학에 따라 분류해 보

고자 한다.

1) 단순함(Simplicity)

필립 림의 컬렉션 의상을 살펴본 결과 먼저 ‘단순

함’을 원칙으로 함을 알 수 있다. 그의 단순함은 기

존의 단순함과 차별화되어 있는데, 그는 모던하면서

도 클래식함을 표현하기 위해 고급스러운 소재 사용

과 함께 실용적이면서 군더더기 없는 단순한 디자인

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필립 림의 단순함은 트렌

드와 상관없이 어떤 방식, 즉 그 사람만의 태도나 삶

의 고유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의상으로 단순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하지 않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면에서 그의 옷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48)을 살펴보면 플랫칼라에 A라인

민무늬 원피스로 실루엣은 지극히 단순하지만 실크

소재의 가벼운 특성을 이용한 소재 겹침으로 변화를

주고 있다. <그림 2>49)는 얼핏보면 단순한 실루엣의

수트이지만, 블랙 & 화이트 무늬의 블라우스와 인디

언핑크 계열의 수트가 만나 고급스러운 빈티지 느낌

을 연출하고 있다. 모든 컬렉션에 볼 수 있는 베이지



服飾 第61卷 6號

- 138 -

<그림 5> 3.1 Phillip Lim,

New York, 20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6> 3.1 Phillip Lim,

New York, 2008 F/W

- http://www.style.com

<그림 7> 3.1 Phillip Lim,

New York, 2007 S/S

- http://www.firstview.com

<그림 8> 3.1 Phillip Lim,

New York, 2009 S/S

- http://www.style.com

색상의 트렌치 코트를 별도의 여밈장식없이 벨트로

만 연출하거나<그림 3>50), 웜 그레이 계열의 점프수

트를 같은 색상의 머플러만으로 포인트를 주는 등

<그림 4>51) 필립 림만의 방식으로 소재와 색상 그리

고 디테일을 결합하여 단순하지만 재미있으면서 고

급스러운 모던한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다.

2) 아이덴티티(Identity)

필립 림의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한 디자

인과 고급스러운 소재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디테일

을 결합하여 특유의 개성이 넘치는 의상을 볼 수 있

다. 즉 그는 전체적으로 단순함 속에 감춰진 각 아이

템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수공예적인

요소와 재미난 디테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중국전통기법의 수공예적 요소의 활용과 위트있는

디테일의 응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중국 전통기법의 수공예적 요소

필립 림은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이민 간 중국계

이민자이지만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중국 전통

기법의 수공예적 요소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필립 림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중

국 전통 기법은 자수, 매듭, 비딩, 페이퍼 컷팅 기법

등으로 필립 림의 자수 기법은 거의 모든 컬렉션에

등장하고 있다. <그림 5>52)에서는 단색의 심플한 미

니 드레스 위에 전체적으로 자수를 놓아 입체적인

느낌을 주었으며, <그림 6>53)은 녹색의 슬리브리스

드레스 위에 시스루 소재의 검정 자수 드레스를 매

치함으로써 섹시한 치파오를 변형한 디자인을 제시

하였다. <그림 7>54)과 같이 차이나칼라에 장미문양의

매듭을 응용한 블라우스나, <그림 8>55)의 베스트 여

밈부분을 매듭문양의 금박 자수를 놓아 중국색채를

가미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림 9>56)는 칼라부분에 용문양을 연상케

하는 금색의 비딩 디테일이나 치파오를 재해석한

<그림 10>57)의 드레스의 비딩 장식 또한 빠지지 않

고 컬렉션에 등장하였다. 특히 중국의 전통적인 페이

퍼 컷팅 기법 또한 더욱 정교하고 다양하게 응용되

고 있는데 <그림 11>58)에서는 네크라인 위에 레드

색상의 페이퍼 컷팅된 디테일을 포인트로 사용하거

나 <그림 12>59)처럼 수공예적인 느낌의 네크라인으

로 표현하고 있다. 필립 림의 중국 전통기법의 수공

예적 요소는 전체적으로는 동양적인 색채가 느껴지

지만 실루엣이나 색상, 소재 등의 사용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세련된 옷으로 재

탄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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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3.1 Phillip Lim,

New York, 2010 F/W

- http://www.style.com

<그림 10> 3.1 Phillip Lim,

New York, 2011 S/S

- http://www.style.com

<그림 11> 3.1 Phillip Lim,

New York, 20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12> 3.1 Phillip Lim,

New York, 2009 S/S

- http://www.style.com

<그림 13> 3.1 Phillip Lim, New York, 2009 S/S

3.1 Phillip Lim, New York, 2010 S/S

3.1 Phillip Lim, New York, 2010 S/S

- http://www.style.com

<그림 14> 3.1 Phillip Lim, New York, 2009 S/S

3.1 Phillip Lim, New York, 2010 S/S

- http://www.style.com

(2) 위트있는 디테일

필립 림의 아이덴티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동

양적 전통을 재해석한 수공예 요소뿐만 아니라 동서

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의 위트있는 디테일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의 디테일 중 빠지지 않는 것으로

러플과 리본디테일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모든 여성

이 반할 말한 층층의 작은 러플의 여성스러운 실루

엣에 포인트를 준 빅 리본벨트, 가죽 조끼의 뒷 여밈

장식을 리본으로, 네크라인을 따라 사선의 리본장식

을 배치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리본 디테일을 활용

하고 있다<그림 13>60). 또한 그는 독특한 오브제의

결합을 시도하였는데, 시스루 소재에 기하학적인 금

속장식으로 율동감과 입체감을, 피카소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색상의 나이프 플리츠를 다른

소재에 덧대는 콜라주 기법으로 입체적인 실루엣<그

림 14>61)을 완성하였다. <그림 15>62)에서는 지퍼장

식을 활용하여 물결무늬 러플을 완성하였고, <그림

16>63)에서는 기하하적인 모양의 브로치 등의 디테일



服飾 第61卷 6號

- 140 -

<그림 17> 3.1 Phillip Lim,

New York, 2007 F/W

- http://www.firstview.com

<그림 18> 3.1 Phillip Lim,

New York, 20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19> 3.1 Phillip Lim,

New York, 2008 F/W

- http://www.style.com

<그림 20> 3.1 Phillip Lim,

New York, 2009 S/S

- http://www.style.com

을 활용함으로써 과하지 않는 실루엣의 볼륨감과 단

순함 속에 흥미롭고 재미난 디테일로 그의 옷의 개

성을 부각시켰다.

<그림 15> 3.1 Phillip Lim,

New York, 2009 S/S

- http://www.style.com

<그림 16> 3.1 Phillip Lim,

New York, 2009 S/S

- http://www.style.com

3) 페미닌(Feminine)

마지막으로 필립 림의 옷은 명백히 페미닌한 원칙

을 지키고 있다. 필립 림은 타겟으로 생각하는 패셔

너블한 여성들이 좋아할 만큼, 볼륨이 강조된 쿠틔르

적 의상보다는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지나치지 않은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페미니한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다. 여성의 몸을 왜곡하지 않고 몸매를 보완해주면

서 아름다운 여성의 몸을 부각시키는 그의 옷은 패

션을 즐기고 하이 퀄리티의 좋은 스타일을 찾는 세

련된 여성들이 그의 옷을 매 시즌마다 기다리는 이

유가 되고 있다. <그림 17>64)은 명도가 낮은 레드 색

상의 심플한 탑 드레스지만 가슴부분의 디테일이 자

연스러운 주름을 형성해 볼륨감 있는 실루엣을 만들

고 있다. <그림 18>65)의 블루 계열의 롱 드레스는 약

간 높은 벨트선으로 하체가 길어보이면서 차분하면

서 우아한 아름다움을, <그림 19>66)에서는 골드계열

의 H라인 드레스를 네크라인 부분과 허리선에 주름

을 잡아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고 동시에 부드러운

소재의 흐르는 듯한 광택으로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20>67)은 몸매를 드러내는 저지

소재의 특성을 살려 교차시킨 네크라인으로 볼륨감

을, 하이 웨이스트선의 작은 러플, 미디 길이의 헴라

인으로 페미닌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뉴욕 컬렉션에는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있다. 다른

지역의 컬렉션과 달리 뉴욕만의 심플하면서 웨어러

블한 스타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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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Uniqlo와의 콜레보레이션

- http://www.nitrolicious.com

<그림 22> 3.1 Phillip Lim의 플래그쉽 스토어

(로스앤젤레스, 서울)

- www.31philliplim.com

이다. 필립 림이 고수하는 단순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실험적이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그가 고수

하고 있는 디자인의 원칙아래 매 시즌마다 새로운

컨셉의 실루엣, 소재, 색상, 디테일 등이 조화를 이루

며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디자인의 바탕이 되

는 그만의 기본 철학이 있기 때문에 6년 만에 그의

컬렉션이 뉴욕의 빅 디자이너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

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3.1 필립 림’의 마케팅 전략
디자이너의 감성을 비즈니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는 디자이너의 탁월한 감성과 실력은 기본이고, 디자

이너를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똑똑한 파트너

가 필요하다. 프라다 뒤에는 프라다를 글로벌 그룹으

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남편이자 동업자인 파트리치

오 베르텔리(Patrizio Bertelli), 크리스토퍼 베일리

(Christopher bailey)는 버버리 CEO인 안젤라 아렌츠

(Angela Ahrendts)와 함께 위기의 버버리를 극복했

고, 마크 제이콥스 뒤에는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

는 패션거대제국 LVMH가 있다. 이처럼 최근 빠른

성공과 함께 뉴욕 패션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우뚝 선

‘3.1 필립 림’ 뒤에도 젊은 여성 CEO인 원저우가 있

었다. 중국 상하이 출신인 원저우는 재봉사인 엄마가

옷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자라 그녀 역시 옷에 대한 관

심이 많았다. 2년간 원단업체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그녀는 1994년 첫 사업체인 ‘Aegis’를 뉴욕에 설립했

고, 그 후 미국 디자이너와 중국제조업체를 연결하는

소싱업체 ‘Gwendolyn’를 설립하였다.68) 그 후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직물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필립

림에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자고 제안하였고69), 동

갑내기인 이 두 사람은 원저우의 탁월한 비즈니스 감

각과 필립 림의 창의성 넘치는 디자인 감각으로 론칭

1년 만에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폭발적인 매출증가로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3.1 필립 림’이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마케팅

요소를 살펴보면, 첫째,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들 수

있다. ‘3.1 필립 림’은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등의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보다는 다소 대중적인 ‘럭셔리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강세인 뉴욕시장에 맞추어 차별

화된 포지셔닝 전략을 선보였다. 즉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보다는 다소 저렴한 가격대이지만, 클래식한 하

이엔드 럭셔리 감성은 유지한 포지셔닝 전략으로 불

황에도 굴하지 않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두 번째 성공 요소를 살펴보면 다양한 콜레보레이

션을 들 수 있다. 패션에서의 콜레보레이션은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기법으로 특히, 미국의 대중브랜드인

Gap, 일본의 대표 글로벌 브랜드인 유니클로, 패스트

패션의 대표주자인 스웨덴의 H&M 등 중저가의

SPA 브랜드에서 유명 디자이너 또는 유명 셀레브리

티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홍보 효과와 함께 고급스러

운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주고자 진행해왔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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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3.1 필립 림’의 브랜드 특성

알렉산더 왕, 타쿤(Thakoon) 등의 뉴욕 컬렉션의 젊

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많은 콜레보레이션을 시도하

고 있다. 필립 림 또한 Gap과 디자이너 에디션을, 유

니클로와 함께 리미티드 에디션 작업<그림 21>을70),

버겐스탁과 신발 디자인 콜레보레이션, 빙뱅과 주얼

리 디자인을 함께 작업하였다.71) 최근에는 그의 컬렉

션을 위해 니콜라스 커크우드(Nicholas Kirk- wood),

크리스챤 루부탱(Christian Louboutin) 과의 슈즈 콜

레보레이션, 아트스트이자 주얼리 디자이너인 알리샤

캘리 랩(Alicia Kelley Lapp)과의 ‘더 크러쉬 컬렉션’,

까르띠에(Cartier)의 100주년 기념리뉴얼 트리니티

라인을 선보이는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지속적인 콜

레보레이션 작업을 통해 대중들에게 브랜드를 홍보

하였다.

마지막으로 ‘3.1 필립 림’의 단계적인 브랜드 확장

과 성공적인 플래그쉽 스토어 운영을 성공 요인으로

들 수 있다. ‘3.1 필립 림’은 처음 여성복 라인을 시

작으로 남성복, 키즈 바이 필립림(아동복 라인), 핸

드백, 슈즈, 선글라스의 액세서리 라인에 이어 현재

란제리 라인에 여성복의 리조트 및 홀리데이 컬렉션

라인까지 6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브랜드 라인을 확

장하였다. 브랜드 확장은 생산과 수요에 맞추어 대량

생산이 아닌 소량생산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미디

어 홍보와 시장 반응을 살펴본 후 철저한 준비끝에

아이템을 확장함으로써 거듭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성공을 발판으로 뉴욕(2006년),

도쿄(2007년), 로스앤젤레스(2008년), 서울(2009년),

그리고 2010년 10월 싱가포르에 플래그쉽 스토어<그

림 22>를72) 오픈하여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패션 명품 브랜드로 자리잡은

‘3.1 필립 림’의 디자인 특성과 마케팅 전략으로 나누

어 살펴본 브랜드 특성을 <그림 23>에 정리하였다.

Ⅳ. 결론
미디어 매체의 영향과 소득수준의 향상, 다양한

유통경로로 명품의 대중화 바람이 불면서 소비자에

게 있어 더 이상 명품은 접근하기 어려운 제품이 아

닌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제품으로 명품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경제시장의 위축에도 불

구하고 명품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이며, 이에 많은 패션 명품 브랜드들이 시장변화에

따른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있다. 기존의 브

랜드 이미지에 의존했던 패션 명품 브랜드부터 훌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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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품질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승부를 거는 차별화된

새로운 패션 명품 브랜드까지 브랜드 고유의 역사성

을 떠나 명품화 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가 등장하

고 있다. 이러한 틈새시장을 살려 한국의 고유 명품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해외진출 도모

및 국내 브랜드의 명품화 전략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단기간에 디자인과 상업성을 겸비하

여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선 ‘3.1 필립 림’의 브랜드 특

성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디자이너 필립 림은 중국계 미국인 디자이너

로 패션에 대한 정규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그의 어

머니로부터 이어 받은 동양의 문화적 감성과 지식이

그의 패션철학에 많은 영향을 미쳐 여성의 취향을

잘 이해하는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31살에 만나

비즈니스 파트너 원저우와 ‘3.1 필립 림’을 론칭한 그

는 데뷔 이후 계속 전 세계 언론과 바이어들의 폭발

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필립 림의 브랜드 명품화 과정을 디자인적

요소와 마케팅적인 요소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먼저 ‘3.1 필립 림’의 디자인적 특성은 단

순함, 아이덴티티, 페미닌함으로 나타났다. 그의 디자

인에 있어 단순함은 고급스러운 소재의 심플한 디자

인으로 표현되었는데 군더더기 없는 실루엣과 단색

의 사용 등 서구의 의복형태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실용적인 뉴욕 패션을 완성하였다. 각

아이템별로 개별적인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아이덴

티티는 수공예적 요소와 재미있는 디테일로 나타났

다. 먼저 중국의 멋이 살아있는 현대적인 매듭과 꽃

자수, 중국적 색채가 강한 비딩과 페이퍼 컷팅 을 디

자인에 활용함으로써 동양의 수공예적 기법과 색채

가 현대화되어 재해석되었다. 또 다른 아이덴티티 요

소인 리본디테일, 물결무늬, 콜라주기법, 기하하적 장

식 등의 재미있는 디테일은 디자인과 소재사용, 기법

에 있어 동․서양이 혼합된 그만의 새로운 미학에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필립 림의

페미닌함은 탁월한 색상선택과 소재의 특성을 살린

자연스러운 주름과 러플 등으로 여성의 실루엣을 더

욱 아름답게 보이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다. ‘3.1 필

립 림’의 디자인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서양의 세련

된 라인과 디테일, 동양의 수공예적 요소, 동․서양

의 미가 믹스된 패션이 함께 혼합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1 필립 림’이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마케팅

적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대중적인 럭셔리 컨템포러

리 브랜드에 맞춘 차별화된 포지셔닝으로 시즌리스

의 디자인과 가격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유니클로, 갭, 바니스뉴욕, 버

겐스탁 등 대중적인 브랜드와의 다양한 콜레보레이

션를 통해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홍보하였다. 최근에는 컬렉션을 위한 슈즈나 주얼리

디자이너들과의 콜레보레이션을 통해 브랜드의 완성

도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3.1 필립 림’의 여성

복, 남성복, 아동복, 액세서리, 란제리 라인의 단계적

인 브랜드 확장과 안정적인 플래그쉽 운영을 들 수

있는데 시장반응에 따른 준비된 상태에서만 사업을

확장하였다. 이처럼 ‘3.1 필립 림’은 차별화된 디자인

감성과 준비된 마케팅 전략으로 크리에이티브함과

상업적인 부분이 모두 성공하면서 뉴욕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성장하였다고 파악된다.

본 연구의 결과 필립 림은 동양적 수공예 요소와

서양의 위트있는 디테일을 본인의 심플하고 여성스

러운 디자인 컨셉에 맞게 응용함으로써 전 세계인들

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또한 이

영희, 이상봉 디자이너를 비롯하여 Y&Kei, 앤디앤뎁

등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세계를 향해 꿈을 펼쳐가

며 도전하고 있다.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국내 디자이

너의 브랜드를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서는 국내 디자이너 본인의 뚜렷한 디자인 철학아래

한국적 전통(한복, 한글, 오방색, 노리개․비녀 등의

장신구, 한국적 문양 및 소재 등)을 모두가 선호하는

글로벌한 디자인으로 응용하여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서구적인 요소를 우리 전통의

것과 글로벌하게 믹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색에 맞는 현지화 마

케팅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한국

에서 성공적으로 발판을 다진 국내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필립 림과 같이 어려서부터 해외에

서 태어나 언어장벽이 없는 이민 1.5세대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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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외 패션스쿨의 한국 유학생의 역량을 고려

해 볼 때 한국의 명품 브랜드가 탄생하는 일은 멀지

않았다고 본다.

아직 ‘3.1 필립 림’이 6년 밖에 되지 않은 역사가

짧은 브랜드이기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으며,

활동분야가 뉴욕 컬렉션이기에 모든 해외 컬렉션 진

출전략으로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

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 현재 각광받고 있는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등의 다양한 아시아계 디자이너들

의 브랜드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객관적인 자료

가 구축된다면, 유사환경의 국내 패션브랜드들의 안

정적이면서 성공적인 해외진출 및 명품화 전략을 위

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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