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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ustainability of fashion brands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 

prolonged depression, the fashion market is also seeking ways to create new 

value through convergence with various fields. In the fashion market, 

convergence marketing is engaged with diverse technologies combined with 

advanced technologies and strategies. This study established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from a market perspective. 

Convergence can be summarized as Borderless, Compounding, Diversification, 

Recombination and Affiliation.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the divergence 

can be summarized as de-fusion, individualization, differentiation, specialization, 

and segmentation.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revealed through the case 

of fashion market include the expandability of the new category, the 

expandability of the consumer, the brand experience, and the expandability of 

time and space. Divergence is the differentiation of brand value, target 

customer, and product nature. Through this study, we could understand the 

differentiation of the fashion market and the direction of the marketing 

strategy by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vergence marketing - 

oriented research that has the contrary conceptual characteristics from the 

extended viewpoint.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see the changes and 

patterns of brand marketing strategies and techniques in recent fashion market.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the systematic study of the marketing strategy 

of the domestic fashion brand based on the convergence and change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market proposed in this study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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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오늘날 컨버전스 융합 는 디지털 기술의 ( , ,Convergence)融合
혁명과 더불어 융합의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산업에서 활

성화 되고 있다 기술의 융합 산업의 융합 지식의 융합의 . , , 

형태와 같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진화되고 있다 이러. 

한 컨버전스 환경은 기업 간의 과열경쟁을 초래하였다 디지. 

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의 혁신적인 변화를 E-Commerce

통하여 소비자들의 취향과 기호가 다양화되고 브랜드 경험, 

을 통한 학습된 스마트 소비자가 증가되면서 그들의 니즈, 

는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는 과거 기업이 주도(Needs) . 

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기업중심의 마켓환경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컨버전스 환경으로의 전환은 . 

패션마켓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장기화된 불황 속에 패션브랜드의 지속성장은 더욱 중요  

하게 부각되면서 패션마켓 또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 

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Kang, 

시장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진화된 기술과 전2009), 

략이 접목된 다각도의 브랜드 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 시장. 

관점에서 컨버전스를 본다면 상품의 다양화와 기능의 멀티

화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되는 순기능을 통해 새로운 ,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다. , 

양하게 제공하고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함과 함께 

마켓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 한편 컨버전스 환경. 

은 고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융합을 통한 기업 간의 시너

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 브랜드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마, 

켓에서의 경쟁범위의 확대되고  있다 과거 기업중심의 시장 . 

환경에서는 경쟁우위에 위치한 기업에서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 

오늘날 소비자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니즈 에 대응하(Needs)

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고 기업 간, 

의 또는 브랜드간의 차별화 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고객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세분화하. 

여 그에 상응하는 최적화된 상품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

여 차별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 

관점에서 디버전스 의 개별화 세분화의 특성은 (Divergence) , 

컨버전스 시대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Cho (2010)

는 역설적인 사실은 향후 컨버전스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디

버전스를 촉발시킬 뿐 아니라 디버전스를 더 의미 있는 존, 

재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먼저 컨버전스가 고도화. 

되면서 사용 방식의 복잡화에 따른 기능 피로 현상의 심화 

등으로 오히려 전문화 세분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컨버전스를 통해 제품기능이나 사용 방식이 복잡해. 

지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 이외의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단순하고 쉬운 사용 방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점, 

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컨버전스 패러다임 속에서 

디버전스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 

시장관점에서의 패션마켓에 나타난 디버전스에 관한 현황분

석과 사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마켓에 나타난 컨버전스 마케팅과 디  

버전스 마케팅의 사례를 분석하고 최근 국내유통기업이나 , 

패션기업의 브랜드 마케팅의 방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컨. 

버전스 마케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패션관련 연구

외식관련 연구(Jung & Shin, 2010), (Jun, 2012 ;  Kwak,  

공간디자인 관련 코스메틱 관2016), (Lee & Kim , 2012), 

련 연구 디지털브랜드 및 광고 관련 연구 (Kang, 2008), 

등이 있었다 디버전스의 관한 선(Kim,  2015; Lee, 2004) . 

행연구는 (Park, 2014; Ann, 2010; Kim & Byun, 2015; 

이며 디지털 미디어 및 Kim & Ha, 2006; Cho, 2010) , IT 

제품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연구과정에서 . 

디버전스에 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특, 

히 패션마켓의 관점에서 바라본 디버전스의 관한 자료는 찾

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 

컨버전스 마케팅 중심의 연구에서 틀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

된 관점에서 컨버전스와 디버전스에 대한 특성을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패션마켓에 나타난 브랜드 . 

마케팅 전략과 기법에 대한 변화와 양상을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디버전스 관점에서 브랜드 차별화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안하고 학문적 자료로서 기틀을 마

련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논문과 문헌조사를 통해 컨버전스와   

디버전스 개념과 형성배경을 살펴보고 이론적 고찰을 통하, 

여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컨버전스와 디버전스 특. 

성에 대한 탐구를 위하여 선행논문과 학술연구 그리고 , 

년 이후의 인터넷 기사를 통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2010

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패션마켓의 컨버전스와 디버전스   

마케팅 사례 탐구를 위하여 년 이후의 패션마켓에서의 , 2015

실증적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국내유통기업과 패션기업을 중심으로 컨버전스 마케팅과 디

버전스 마케팅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기술 산. , 

업 인간 서비스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 , 



66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2 5

있는 컨버전스 유형 중에서 시장관점에서 바라본 패션마켓

이라는 한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정하였다 한. 

편 패션마켓과 연관된 디버전스의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

여 디지털과 미디어에 대한 디버전스의 선행연구(Ann, 

2010; Kim & Byun, 2015; Kim & Ha, 2006; Cho, 

를 기초로 디버전스 특징적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중2010) , 

심으로 디버전스의 핵심요소를 시장관점에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했음을 밝힌다.

컨버전스와�디버전스에�대한�이론적�고찰II.�

컨버전스에�대한�이해�1.�

융합 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로 라( ,Convergence)融合
틴어인 라는 동사에서 유래 되었으며‘convergere' , ’together

함께 라는 뜻의 과 상태로 흐르다 기울‘ ‘con' ’bend( )‘incline'(

어지다 뜻인 가 합쳐진 명사가 바로 이) vergere' convergence

다 융합의 목적은 하나이상의 서로 다른 영역이 합쳐져서 .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Kim, 2005). 

컨버전스 시장에서 고객기반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 컨

버전스는 기존 가치의 저하 없이 새로운 가치 창출(Value 

영역 확대 기능통합 Creation), (Converge Extension), 

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Function Integration)

있다 이러한 컨버전스의 개념은 서로 다른 영역이나 범주가 . 

하나로 합쳐지고 모이는 개념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렴. , 

통섭 퓨전 협업 하이브리드 크로스오버등과 같은 유사용, , , , 

어들과 혼용되어 인식되어지기도 한다 특히 패션과 문화 콘. 

텐츠 분야에서는 컨버전스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는 크로스오버 퓨전 협업 콜라보레이션 등, , ( , Collaboration)

이 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Kim & Lee, 2006). 

본 연구에서는 컨버전스 융합 의 대한 개념을 새로  ( , )融合
운 가치 창출이라는 목적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서로 다른 

개념이 결합하여 심리적 시너지를 내는 단계까지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파악하고 과거 각 분야에서 사용된 유사용어들, 

과의 가장 차별적 요소이며 진화된 개념으로 접근하였다 또. 

한 본 연구에서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에 따라 컨버전스와 , 

융합을 혼용하여 사용됨을 밝힌다. 

컨버전스의 형성과 배경을 살펴본다면 년대 들어서  , 2000

면서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컨버전스 환경으로 전환

되었고 기술의 융합 산업의 융합 지식의 융합 등의 다양, , , 

한 분야에서 진화되고 확장되었다. Kim et al. (2006) 는 

소비자 니즈 가 다양화 고도화됨에 따라 미래 수요 (Needs) ,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품 서비스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 

따라서 이러한 미래 소비자 니즈 를 충족시켜 수요를 (Needs)

창출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고 이, 

러한 수요 창출 측면에서 컨버전스 개념이 등장한다 또한 . 

공급 측면에서는 수많은 제품 서비스 산업 사업이 창조, , , , 

쇠퇴 소멸이 반복됨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은 아주 힘든 일이 되었다 따라서 수요 측면에서 기존의 . 

것을 새롭게 재조합 하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컨버

전스라는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재조합적 혁신은 다. 

양한 산업 사회에서 검증된 기술 아이디어 등을 창조적으, , 

로 재조합 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다양화 고도, 

화 되는 고객 니즈 를 충족시키는 효과적(Customer Needs)

인 혁신방안이라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시장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있다  . 

따라서 경쟁시장 에서 소비자(Competitive Market)

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 마케팅이 필요하다(Consumer)

컨버전스 마케팅의 등장은 이러한 불확실한 (Kim, 2017). 

시장 환경에서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되었다. Jung and 

은 산업사회가 막을 내리고 지식정보 사회가 등Shin(2010)

장하면서 더 이상 기업이 주도하던 시장의 힘이 소비자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대두되게 되었다 기술발달로 인해 제품 . 

간의 격차는 줄어들고 시장은 치열해졌으며 많은 정보를 지

닌 소비자가 더 이상 기업의 일방적인 정보를 외면함에 따

라 마케팅의 주체가 기업에서 소비자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

니라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 이를 충족시켜주고 더 나아가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함으로 소비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하는 것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컨버전스 시장의 대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  

던 정보통신 사업자들에게 시장의 외연 확대 라는 기회요인‘ ’

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의 범위 확대에 따, 

른 시장 경쟁의 심화 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새로운 경쟁상황에서 시장 주도권

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 

면 미래 서비스를 위한 기술 선도력을 강화하고 표준화를 , 

주도하려는 전략 다양한 사용공간의 플랫폼을 확보하려는 , 

전략 향후 서비스 가치사슬 의 핵심적인 부분, (Value Chain)

에서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 등을 들 수 있다(Kim et 

al., 2006). 

컨버전스의 유형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크게 가지로 분류  5

하였다 첫째는 기반으로 디지털 전자기기와 증(Table 1). IT

강현실과 같은 기술 중심이다 두 번째는 이종 간의 융. ( )異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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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cept� and� Type� of� Convergence

Convergence�
Type

� Details Core� Characteristic Type

Technology

-centered

IT technology Focus on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oriented characteristics and 

city-space transcendence, Create synergy 

based on core competencies

Smart phone, Smart TV, Augmented 

Reality

 Industry

-centric

Convergence 

between 

industries

Convergence of different species Create 

new territory Boundary boundary between 

regions Technology orientation, time-space  

 transcendence

Linos (telecommunication equipment 

+fashion), Cheil Industries (fashion + 

chemical + electronic materials)

 Human 

centered

 Emotional and 

ethical pursui

Pursuing human emotion and ethics, 

Technological Evolution for the Human 

Sensibility of Robot's Role, Emotion 

directivity, To pursue various values of   
consumers Ethical enterprise

TOMS, which is donated at the time 

of purchase, Hand in Hand Forms 

that meet your needs for analog 

sensitivity

 Service

-centric

 Network • 

Ubiquitous

System configuration type Emotional 

orientation to provide contents that satisfy 

emotions

Convergence through mobile Urban 

bike 'Sobi' (providing various services 

through mobile network connection))

 Market

-centric

 Market 

changes • 

Customer needs

Formation of market changes and various  

 demands of consumers 

Consumer-centered Decentralization, 

emotional orientation, time-space 

transcendence

Malling (KRING, a complex cultural 

space, Kumho Construction), where 

you can enjoy a variety of lifestyles 

such as shopping, performing and 

dining in the open air. I love the 

musical B-Boy that showed 

convergence between genres

합을 통해 새로운 영역 확대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

기 위한 산업중심이다 세 번째는 인간중심의 감성과 윤리를 . 

추구하는 컨버전스 이다 넷째는 디지털기반의 기술이 바탕. 

이나 소비자나 유저들의 감성 충족을 위한 서비스중심이다. 

다섯 번째는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로 형성이 

되는 시장중심의 컨버전스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위의 내용. 

과 같이 분류를 하였지만 최근 컨버전스의 유형과 형태가 , 

확대되면서 컨버전스의 핵심적인 본질인 혁신을 기반으로 

기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기준의 분야별 경계를 

허물고 학문 신기술 산업 등의 가지 이상의 형태가 조합, , 2

되어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버전스 에�대한�이해2.� (Divergence)

컨버전스와 반대되는 개념이 디버전스 이며 사(Divergence) , 

전적 의미는 한 점에서 갈라져 나오는 분기 발산( ), (分岐 發
확산 의미를 담고 있다 디버전스의 용어는 주로 ), ( ) . 散 擴散

기술과 기능의 요소가 중시되는 전자제품에서 주로 사용되

어 왔다 매일 경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어정의를 하고 있. 

다 전자제품의 기능 합칠 것인가 뺄 것인가 컨버전스. , , ,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단순기능(Convergence) 

과 낮은 가격을 앞세운 디버전스 제품이 틈새시장을 파고들

고 있다 컨버전스란 여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소비자가 . 

이것저것 필요한 제품을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하

나의 기기로 여러 가지 기능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말한

다 중에서 디버전스란 잡다한 부가 기. ("Divergence," 2010)

능을 없애고 본연의 한 가지 기능에 특화된 제품을 말한다. 

디버전스 제품은 여러 기능을 줄였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고 사용법이 단순해 컨버전스 제품에 가격 대비 

월등한 성능을 앞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술의 진화. 

로 기술 피로도 도 덩달아 올라가는 요즘 단순함을 추구하‘ ’ , 

는 것 자체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기의 트렌드로 자리 21

잡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Convergence and 

중에서 디버전스는 컨버전스의 하나로 모divergence'", 2017)

아지는 융합과 반대로 한 곳에 모여 있던 기능들이 반대로 , 

흩어지는 탈융합 이며 본래의 기능에만 충실하자는 ' ( )' , 脫融合
개념으로 여러 기능들이 모여 있는 컨버전스 트렌드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디버. 



68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2 5

전스는 시장관점에서 소비자 니즈의 다양성과 더불어 컨버

전스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은 디버. Kim et al.(2006)

전스의 형성은 융합의 전성기로 보이는 이 시기에 디버전스 

경향이 컨버전스와 동시에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다

양한 소비자 욕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 디버전스는 사회진화론 관점에서는 분리 또는 Ann(2010)

개별화 란 개념이고 차별화' (fragmentation)’ , (differentiation)

나 전문화 를 함의하고 있으며 통합(specialization) , 

과 함께 진화 과정 을 구(integration) (Evolutionary Process)

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융합. , 

의 시대에서 탈컨버전스론을 통해 디버전스와의 유기적 상

관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혼돈과 질서는 서로 분. 

리된 또는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각기 그 안에 다른 

한쪽을 품고 있는 어쩌면 뫼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밖의 구, , 

분도 없고 시작과 끝의 구분도 없이 연결되고 그러면서도 , 

어떤 특이점을 기준으로 다르게 발현되는 파르마콘

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Pharmakon) . 

이 혼돈과 질서를 다면적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

론으로 제시하고 이다 또한 디버전스의 차별화 전문화는 . , 

컨버전스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원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

다는 견해를 디지털 컨버전스와 디버전스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마켓에서의 디버전스 형성은 전자산업에서 촉  (Divergence) 

발되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은 디버전스가 . Cho(2010)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가져

다 줄 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지털 제. 

품과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디버전스 연구가 이루어졌

지만 그 범주를 넘어서 시장관점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 

악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 최근 산업과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흐름은 융. 

합이지만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다양성이 중시되는 패션마, 

켓에서는 컨버전스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디버전스 마케팅 은 소비자  ("Divergence marketing", 2017)

의 입맛에 맞춰 제품을 다양하게 내놓는 마케팅으로 여러 

기능을 모아놓는 대신 특정기능만 제공하여 가격과 기능의 

거품을 빼는 것이 특징이다 실용적인 것을 찾고 합리적 소. 

비가 늘면서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자(Smart 

가 주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관점Consumer) . 

에서 디버전스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버전스의 개념과 형성 배경에 관해 선행연구를 통해 살  

펴본 바로 연결 지어 디버전스의 특징적 요소는 개별화 전, 

문화 소비자 세분화 그리고 본질적( , Specialization), , 專門化
인 상품의 핵심적인 요소만을 집중하는 개념으로 브랜드 차

별화의 전략적 요소와도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마켓 . 

포지션 관점에서 브랜드 차별화의 일환으(Market Positing) 

로 디버전스 마케팅이 중요한 전략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패션마켓에서는 디버전스 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개

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하여 컨버전스 마케팅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디버전

스에 마케팅에 대한 특성을 탐구하여 패션마켓 관점에서 디

버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내 패션마켓의 , 

브랜드 차별화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컨버전스와�디버전스�개념적�특성�3.�

 

기술이 고도화 되면서 서로 다른 이종간의 컨버전스가 활발

하게 이뤄지면서 다양화되고 복합화( , Complexation)複合化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컨버전스 환경 속에서 소비. 

자들은 경험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성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

되면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스마트 

컨슈머 가 증가되고 있다 시장이 다변화 (Smart Consumer) . 

될수록 컨버전스와 디버전스는 원인과 결과 또는 동전의 양, 

면과 같은 상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이는 컨버. 

전스와 디버전스가 반대의 개념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시

장관점에서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존하고 있

다. 

컨버전스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로  

는 Jung & Shin(2010)는 융합성 제휴성 가치이동성 유, , , 

희성 감각성의 특성을 도출하고 있다 의 연구에, . Wi (2013)

서는 탈경계성 감성지향성 기술지향성 시공간초월성을 설, , , 

명하고 있으며 연구에서 복합화 다, Kim and Byun (2015) , 

양화의 특성과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고 기능의 세분화를 통, 

한 제품의 다양화의 특성과 개별화 차별화 전문화의 특성, , 

을 설명하고 있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패션마켓과 연결. 

된 디버전스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디지털과 미디

어 관련 디버전스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인터넷 기사와 디

버전스 관련 단행본을 통해 특성을 정리하였다 는. Table 2  

선행연구와 문헌자료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한 컨버전스와 디

버전스의 개념적 특성을 정리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한 컨. 

버전스와 디버전스의 공통된 특성을 키워드로 정리하여 패

션마켓의 사례분석의 대상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이론적 근

거로 삼았다 컨버전스의 특성은 첫째는 탈경계화 둘째는 . , 

복합화 셋째는 다양화 그리고 넷째는 재조합화 다섯째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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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Convergence� vs.� Divergence� from� Previous� Research

Convergence� Divergence

Definition Fusion, Hybrid, Collaboration, Integration Branch, Diffusion, Segmentation 

Characteristics of 

previous research

Convergence /Cooperation / Value Mobility / •

Playability / Sensibility

Demarcation/ Emotion directivity/Technology •

Orientation Spatio-temporal transcendence  

Fusion of multiple functions/ Composite •

/Diversification of functions

Fragmentation / Differentiation / •

Specialization

Focus on the original function / •

segmentation of functions / diversification 

of products 

제휴화 특성으로 도출할 수 있다 디버전스의 특성은 첫째는 . 

탈융합화 둘째는 개별화 셋째는 차별화 그리고 넷째는 전, , 

문화 다섯째는 세분화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시장관점에서의�컨버전스와�디버전스4.�

 

기술 발달을 통한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 되면서 다양한 IT

정보 속에서 소비자의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화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나 콘텐츠 그리고 새로운 서비. , 

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되면서 소비자중심의 마켓형성이 형

성과 함께 산 업간의 컨버전스 매우 활성화 되었다 새로운 .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효율성이 제고 되고 검증된 , 

기존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새롭게 재조합과 융합을 통해 혁

신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컨버. 

전스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미래소비자 니즈를 충족

을 위한 수요창출에 주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컨버. 

전스 환경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다양화와 복잡화가 심화

되면서 비효용성의 학습효과로 디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 

디버전스의 수요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스마트 컨슈머 증가되면서 실용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디

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은 컨버전스가 고도화되. Cho(2010)

면 될수록 디버전스를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디버전스를 더 ,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먼저 컨버. 

전스가 고도화되면서 사용 방식의 복잡화에 따른 기능 피로 

현상의 심화 등으로 오히려 전문화 세분화를 촉진시킬 것으·

로 보이기 때문이다 컨버전스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사용 .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 이외의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단순하고 쉬운 사용 방식을 선호하는 소, 

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디버전스의 형성은 지역간 시장간 산업  ( ), ( ), 地域間 市場間
간 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새로운 가치 형성의 필요( )産業間
성이 대두되었다 제품이나 콘텐츠 서비스 등의 . (Contents), 

기술피로도가 증가 되면서 기업간의 격차가 감소되고 틈새

시장이나 비주류 시장의 성장이 증가되고 있다 소비자의 취. 

향에 따라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성 증

대를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특정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단순화 개별화( , Simplication), ( , Individualization),單純化 個別化  

세분화 되는 디버전스가 형성되고 있( , Segmentation)細分化
다 는 컨버전스와 디버전스의 개념적 특성을 선행. Table 3

연구와 문헌자료를 통해 시장관점에서의 수요측면과 기업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패션마켓의�컨버전스와�디버전스�특성과�사례.�Ⅲ

패션마켓�환경과�컨버전스와�디버전스�1.�

오늘날 패션마켓은 컨버전스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의 니즈

가 다양화 되면서 국내 대형 유통기업과 패션기업들의 마케

팅 전략이 변화되고 있다 소위 빅 라고 불리던 롯데백화점. 3 , 

현대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의 유통 대기업에서는 기존의 패, 

션 브랜드 유치를 통한 위탁 형태로 운영하던 틀에서 벗어

나 자가 상표 브랜드 를 만들어 직접 기획하, Private Brand( )

고 생산하고 운영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 

어 혁신적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컨버전스는 보편적이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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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mand� &� Supply� Point� of� View� for� Convergence� vs.� Divergence

Division� Convergence� Divergence

Market 

Aspect

Characteristic

Demand

 Side

Diversification of •

consumer needs.

Advanced technology.•

Increased needs for new •

products and new services.

Practical rationality Key feature importance Significant.•

Simplicity Pursuing Consumer Growth.•

Changes in consumption propensity: Increased •

10-color consumers by 1 person.

Increasing Smart Consumer Seeks Value Consumption.•

Supply 

Side

Improving the inefficiency •

of providing new products 

and services.

Newly recombinant proven •

existing technologies and 

ideas to maximize 

efficiency and increase the 

need to create new value.

Increasing the need to •

create demand for 

diversified and 

sophisticated future 

consumer needs

Border collapse between regions, markets, business, •

and industry.

Necessity of forming new value through the collapse •

of existing enterprise value.

Product &Service Technology evolves to increase •

'technical fatigue'.

 Growth in purchasing power in the non - •

mainstream market due to the decline in the gap 

between firms.

Need for segmentation according to consumer taste.•

Efficiency needs to be improved by eliminating •

unnecessary elements.

Increased the need for maximizing productivity by •

focusing on specific core elements.

상화 되어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산업의 카테고리 분( ) , 日常化
류를 넘어 복합 산업 형태의 비즈니스 확산되고 있다 대형. 

유통사기업이나 패션기업에서도 라이프스타일과 취향 중심

의 소비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새로운 유통

형태로 급부상하였다 또한 최근 소비트렌드. (Consumer 

는 다양화와 개별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각자의 독립Trend)

적인 특성을 띄고 서로 다른  트렌드가 공존하고 있다. 

은 트렌드에 있어 패러독스 상황이 생겨나는 이Cho(2010)

유로는 첫째 복잡성의 증대를 들 수 있다 고객 니즈와 더, . 

불어 제품 서비스의 다양화 복잡화 심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 ·

들이 계속 까다로워지게 되면서 기존 트렌드 내 제품 서비·

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

이다 둘째 지역간 시장간 사업 산업간 경계의 붕괴이다. , , , · . 

기존 가치가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형성되거나 몇 가지 , 

가치들이 혼합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 

면 기업들은 이러한 패러독스 상황을 앞으로는 일반적인 현

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지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 

역설적으로 각기 다름 반대적 특성을 가진 소비트렌드가 공

존하는 것은 컨버전스와 디버전스의 공존과도 연결 지어 설

명할 수 있다 의 사회 진화론적 관점을 토대로 . Ann(2010)

시장관점에서 컨버전스와 디버전스는 서로 대립되고 상반되

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 

디버전스의 개별화 차별화가 컨버전스의 결과물인 동시에 ,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개념이 상호 유. 

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공존하는 양면시장으로 양상이 띠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수요측면에서 패션. 

마켓의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컨버전스와� 디버전스� 개념적� 특성을� 통한� 패션마켓의�2.�

사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

속성장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패션마켓 또한 다양. 

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시장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진화된 , 

기술과 전략이 접목된 다각도의 브랜드 마케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검증된 요소들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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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이 모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컨버전스가 실행되고 있다 최근 . E- 

가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오프라Commerce

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형. 

유통기업의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이 점점 감소되면

서 고객의 집객 을 유도하고 고객을 오랫동안 머무르( )集客
게 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들이 이뤄지고 있다 패션대기업에. 

서도 기존의 오프라인의 매장의 기능을 매출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고객의 브랜드 경험과 체험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변

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전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 

과의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년을 기. 2017

준으로 빙그레 오리온 농심과 같은 식품 전문 기업과의 컨, , 

버전스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전략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으며 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다양한 , 4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패션마켓도 기술을 접목하여 . IT

증강현실 과 인공지능 쇼핑 등의 발 빠르게 도VR, AR( ) AI( ) 

입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소비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 

라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의식과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 패션. 

과 아트의 융합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패션산업 깊숙이 파고들어 아트가 패션의 일부처

럼 패션산업 전반에 걸쳐 진화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컨버전스와 디버전  

스에 대한 개념적 특성을 패션마켓에 적용하여 사례를 알아

보고자 한다 그러나 패션마켓에서의 컨버전스 마케팅에 대. , 

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

는 패션마켓의 컨버전스를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특성을 

기초로 패션마켓 사례를 연결 지어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 

브랜드가 가지는 본래의 속성과 성격이 외의 목적을 달리하

는 다른 영역의 콘텐츠와 기능을 융합하여 마켓에서의 소비

자들의 관심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 형태를 

컨버전스 마케팅 범주 규정하기로 한다. 

컨버전스의 도출된 키워드는 탈경계화 복홥화 다양화  , , , 

제휴화이다 이를 기초로 패션마켓의 컨버전스 마케팅 사례. 

로서 네 가지로 분류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첫째 패션과 . , 

라이프스타일 컨버전스 둘째 패션과 푸드의 컨버전스 셋째, , 

패션과 기술의 컨버전스 넷째 패션과 아트의 컨버전스 사례, 

를 살펴보았다 또한 디버전스의 도출된 키워드 탈융합화. , 

개별화 차별화 세분화의 특성을 기초로 패션마켓의 사례분, , 

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대형유통기업의 . , Private 

를 통한 개별화 둘째 브랜드 가치의 차별화 셋째 상Brand , , 

품의 전문화 넷째 타깃 라이프스타일 세분화로 분류하여 그 , 

범위 안에서 디버전스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았다. 

컨버전스 사례1)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컨버전스 (1)

현재 패션마켓은 온라인 쇼핑몰의 중저가 패션상품의 과열

경쟁과 더불어 글로벌 패스트 패션브랜드의 범람으로 오프, 

라인을 주요 유통채널로 삼고 있는 패션기업에서는 다양한 

판매 전략과 콘텐츠를 통한 소비자들의 흥미를 이끌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 

지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됨에 따라 의류 

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의 전반에 관련된 카테고리 아이템

을 함께 구성하여 소비자들의 흥미를 제공하고 있다 키친. , 

리빙 코스메틱 푸드 아트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패션과 , , , 

함께 어우러져 타깃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복

합멀티화 된 형태의 전문 편집 숍들이 보편화 되고 있다. 

는 더 이상 하나의 아이템만으로는 고Eom and Pyo(2014)

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어려운 현 시점에 컨버전스 숍은 각

종 볼거리로 채워 넣은 매장에 소비자를 끌어들여 일단 가

계에 들어온 손님을 잠시라도 더 머무르게 해서 구매를 창

출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패션 컨버전스 숍은 이미 해외 . 

특히 선진국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어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몰링. 

형태의 대형쇼핑몰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점점 메가(Malling)

화 되고 있으며 더욱 다양한 카테고리와 아이템으로 확대되

어가고 있다.

패션마켓에서의 컨버전스의 첫 번째 사례는 년에 오  2015

픈 한 퀸마마마켓 윤한희 대표 이다(Queenmama Market, ) . 

패션 화장품 가구 향초 푸드 도심농원 등을 결합한 융복, , , , , 

합 콘셉트로 의식주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가드닝 쉼 여유' ' ' ' ' ' 

등을 연상케 하는 공간 구성되어있다 패션과 다른 카테고리. 

를 융합하여 소비자와 라이프스타일의 공유와 정서적 향유, 

그리고 문화적 교감과 함께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는 컨버

전스의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 스타일난다(Figure 1). 

김소희 대표 는 년 의류 온라인쇼핑몰에서 (Stylnanda, ) 2004

출발하여 코스메틱 브랜드인 쓰리컨셉아이즈 뷰티 카(3CE) 

테고리까지 확장한 브랜드이다. 명동과 가로수 길의 플래그

쉽 스토아는 패션과 뷰티 카페를 융합한 복합적인 문화공간, 

에 다양한 볼거리와 서비스를 제공해 스타일난다만의 브랜‘ '

드 경험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유라이즈.(Figure 2). (U 

는 년 월에 현대백화점 자체 기획 운영하는 패션Rise) 2017 3

라이프스타일 편집 숍으로 대구 목동 무역 점을 운영하& , , 

고 있다 패션상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패션과 다른 카테고리를 융합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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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Queenmama�Market�
(www.mdesign.designhouse.co.kr)

Figure� 2.� Stylenanda�
(www.fi.co.k)

Figure� 3.� U-Rise�
(www.magazine.hankyung.com)

최근의 국내 유통기업의 컨버전스 사례이다(Figure 3).

패션과 푸드 컨버전스 (2) 

년에 들어서면서 패션과 식품 브랜드와 같은 이종산업2017

간 의 컨버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패션( ) . 移種産業間
마켓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브랜드나 상품의 

출시가 기업적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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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 

브랜드의 신선도를 높이는 동시에 신상품의 개발에 대한 리

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 장수 푸드 브랜드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소비자층 확장을 위한 다각도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패션과 푸드의 컨버전스는 온라인 쇼. 

핑몰의 경쟁력이 날로 커져가는 환경에서 오프라인 매장으

로 고객들을 모으고 있다 식품과 패션의 융합은 유통업계에. 

서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

다 이 같은 컨버전("Fashion & food collaboration", 2018). 

스 마케팅은 최근 이종 업종인 패션과 푸드의 거리가 가까

워지면서 식품이나 푸드를 통한 소비자의 기호와 라이프스, 

타일을 패션과 연결 지어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 시킬 뿐 아

니라 출시된 상품들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 

끌었다.

Figure� 4.� Fila� X�Merona�
(www.asiae.co.kr)

Figure� 5.� Spao� X� Biggrea�
(www.asiae.co.kr)

  

Figure� 6.� Beaker� X� Orion�
(www.m.blog.naver.com) 

Figure� 7.� Eight� Seconds� X� Nongsim�
(https://www.samsungfashion.com)

  

패션과 푸드의 컨버전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첫 번째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 와 빙그레 메로(FILA)

나와 융합이다 년 월 메로나 특유의 색깔을 입힌 운동. 2017 5

화와 슬리퍼를 출시하여 소비자 반응이 폭발적인 인기1020 

를 모았다 그밖에 빙그레와 이랜드 스파오(Figure 4). (Spao)

와 손잡고 메로나 티셔츠도 출시하게 되었다 스파오는 빙그. 

레의 장수 인기 상품인 메로나 비비빅 등을 모티브로 자수 , , 

패치 및 디자인 프린팅을 적용시켜 시원한 여름 패션 상품

으로 탄생시켰다 은 신세계인터내셔널. (Figure 5). Figure 6

의 패션 편집브랜드 비이커 와 오리온의 장수 브랜(Beaker)

드 쵸코파이와의 컨버전스 사례이다 다양한 문화의 혼합을 .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경험을 제공하는 비이커가 년43

이 넘는 유수한 기간 동안 국민과자 자리를 꿰차고 있는 ‘ ’ 

오리온 초코파이 과의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론칭했다.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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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삼성물산 에잇세컨("Beaker & Orion", 2017). Figure 7

즈이 농심의 새우깡과 컨버전스를 통해 출시한 아이템이다. 

새우깡 특유의 이미지를 위트 있는 그래픽으로 다양한 아이

템에 적용하여 드레스 파자마 헤어밴드 에코 백 등 개 패· · · 45

션 아이템을 출시하였다 그 밖에 롯데 제과와 패션 브랜. LF

드 질 바이 질 스튜어트 는 죠스바 마가(Jill By Jill Stuart) ' ', 

렛트 빠다코코낫 등 롯데제과의 인기브랜드를 캐릭터화한 ’, ‘ ’ 

의류와 액세서리 제품을 출시하였다. 

패션과 기술 컨버전스 (3) 

패션마켓에서는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최. 

근 패션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린터 빅데이터3D , ,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등 다양한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패, .  

션기업들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협업하는 등 가장 ICT 

일반적인 방법으로 패션산업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종 기업 간 협업은 서로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 

이상적인 결합으로 보인다("Fashion & IT convergence", 

는 년 삼성물산 빈폴은 건강을 관리해2018). Figure 8 2017

주는 스마트 벨트 웰트를 내놨다 버클 내부 센서를 통해 ' ' . 

고객의 허리둘레 걸음 수 앉은 시간 과식 여부를 감지해 , , , 

스마트폰 앱으로 알려준다("Welt: Wellness belt", 2017). 

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가방브랜드 쿠론Figure 9

이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백을 출시하였다(Couronne) IT . 

전화 문자 등 알림 기능에 스마트폰 찾기, , SNS (Find Me)

기능과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원격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불빛으로 알려주는 알림 기능 등으로 고객들이 다양

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Smart bag, Couronne 

", 2017). 

상품에 적용된 사례 이외의 패션과 기술이 융합은 최  IT 

근에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롯. 

데백화점은 과 손잡고 왓슨을 활용해 챗봇 인IBM (Chatbot·

공지능을 기반으로 사람과 자동으로 대화를 나누는 소프트

Figure� 8.� � Smart� belt� ,� Welt� �
(www.news33.net) 

Figure� 9.� Smart� bag,� Couronne,� Glimm�
(www.iotdanawa.com)

Figure� 10.� VR� Store
(www.premium.chosun.com)

웨어 기반의 앱 으로 챗봇과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 상) (APP)

품추천 및 매장 설명 온라인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 , 

주행이 가능한 로봇 실봇 을 통해 백화점 고객에게 , ‘ (Silbot)’

환영 인사 맛집 소개 가상 피팅 서비스 설명 외국인 , , 3D , 

고객 응대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으며 롯, 

데그룹 계열사로도 관련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AI 

은 현대백화점의 가상현실shopping ",2018). Figure 10 (VR) 

기기를 통해 백화점 매장을 둘러보면서 쇼핑할 수 있는 VR 

백화점을 선보였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기술을 도입한 . VR

첫 사례로 스토어는 백화점 매장에 기술을 적용해 VR VR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그대로 옮겨와 쇼핑을 체험 할 수 있

는 매장이다 고객들이 기기로 화면에 접속하면 실제 매. VR

장에 들른 것처럼 차원 쇼핑이 가능하다 기기 화면 3 . VR 

내 화살표를 응시하면 매장을 걸어 다니고 선호하는 제품을 , 

보면 제품 정보가 뜬다 이러한 패션과 ("VR store", 2016). 

기술이 컨버전스는 브랜드 경험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온IT 

라인 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연계하여 스마트 쇼핑 서비

스를 제공하여 매출을 촉진시키려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

로 차 산업이 본격화 되면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것4

으로 예상된다. 

패션과 아트 컨버전스 (4) 

패션과 아트는 불가분의 관계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활발

하게 이뤄지면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서 진화되고 

있다 패션마켓에서도 예술분야의 아티스트들과의 융합을 통. 

한 패션 아트 상품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을 제공

하고 있다 은 패션과 아트의 컨버전스 사례로. Figure 11

년 갤러리아 백화점의 아트 쇼핑백을 예로 들수 있다2017 .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주디스 반 덴 ‘

후크 와 협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디(Judith Van Den Hoek)’

자인의 쇼핑백을 선보였다 은 의 컨템포러리 . Figure 12 LF

남성복 브랜드 알레그리 는 년 설치미술가 김용' (allegri)'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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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alleria� Department� Art� Shipping� Bag�
with� Judith� Van� Den� Hoek 

(www.dept.galleria.co.kr)  

Figure� 12.� LF� allegri� Art� Collaboration� �

(http://www.womaneconomy.kr) 

Figure� 13.� Crocodile� Moon� Dance
(www.fashionn.com) 

Figure� 14.� Gentle�Monster� “BAT”�
(www.bosim.kr)�

관 작가와 협업을 통해 패션 브랜드와 예술 작가의 이색적

인 만남으로 고객들에게 한 차원 높은 예술 경험과 신선한 , 

즐거움을 선사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Allegri art 

은 패션그룹형지 대표 최병collaboration", 2015). Figure 13 (

오 가 전개하는 여성복 크로커다일레이디가 일러스트레이터 ) ' '

이용택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개성 넘치는 팝아트 패턴을 

적용한 문댄스 시리즈 를 티셔츠에 적용해 여성들의 포인트‘ ’

룩을 위한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Crocodile 

젠틀몬스터는 는 상품을 "Moon dance", 2017). ' ' Figure 14

판매하지 않는 젠틀몬스터의 배트 스토어 이다 선글‘ (BAT) ’ . 

라스나 안경을 진열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콘셉트를 바꿔가, 

며 젠틀몬스터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담았다. ("Gentle 

monster art store "BAT",  2017). 

디버전스 사례 2) 

패션마켓에서는 디버전스에 대한 이론적 개념이나 특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지만 디버전스가이 지닌 개별화 차, , 

별화 전문화 세분화의 특징적 요소가 마케팅 전략 기법의 , ,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객세분화를 통해 소비자의 니즈. 

를 반영하여 본질적인 상품의 핵심적인 요소만을 집중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고객 세분화를 통한 취향과 니즈에 맞춰 , 

브랜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단순화 간결화 하여 전개하고 , 

있다 쓰지도 않는 수많은 기능이나 서비스 등의 불필요한 . 

요소를 제거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의 가치소비를 추구

하는 소비층을 대상으로 디버전스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디버전스에 대한 개념적 특성에서 도출된 키워드 탈

융합화 개별화 차별화 전문화 세분화의 특성을 기초로 패, , , , 

션마켓의 사례분석을 하였다 첫째 국내 대형유통기업의 . , 

개별화 둘째 브랜드 가치의 차별화 셋째 상Private Brand , , 

품의 전문화 넷째 타깃 라이프스타일 세분화로 분류하여 그 , 

범위 안에서 디버전스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디. 

버전스 사례 분석을 위한 도출된 요소는 서로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가진다 따라서 패션마켓의 사례의 분류에는 비중. 

이 높은 쪽 범주 안에 넣어서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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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The� Cashmere
(www.fashionbiz.co.kr) 

Figure� 16.� Della� Lana�
(www.fashionbiz.co.kr)

Figure� 17.� UNIT�
(m.polinews.co.kr)�

Figure� 18.� RE:� CODE�
(blog.kolon.com)

개별화(1) Private Brand ( , Individualization)個別化
국내 대형백화점의 유통기업의 오프라인 매장의 효율이 점

점 감소되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차별화된 패션 전

문 를 론칭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의 매장의 Private Brand . 

기능을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고객에게 브랜드 

경험과 체험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현대백화. 

점의 한섬 대표 김형종 이 년 니트 전문 브랜드 더캐시( ) 2014 '

미어 로 통해 틈새시장을 목표로 캐시미어 (The Cashmere)'

소재를 중심으로 타깃을 세분화하여 동종 브랜드 대비 

저렴한 가격대로 구성하였다 국내 대형유통 기업30~50% . 

에서 직접 기획하고 생산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백화점 조

직 내에서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캐시. 

미어는 국내 대형 백화점 기업에서 론칭한 최초의 소재중심

의 브랜드로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컨버전스와 대비되는 독

립적이고 개별화 특성을 가진 디번전스 사례이다 (Figure 

은 델라라나 는 신세계백화점이 15). Figure 16 (Della Lana)

년 론칭 한 패션전문 로써 장기간 소비2016 Private Brand , 

침체에도 국내 패션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캐시미어 소

재에 주목하고 기획부터 디자인 제작 판매 브랜드 마케팅, , , 

까지 모든 과정을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

다 유닛 년에 베트남에 직영 공장을 . Figure17 (UNIT)2015

보유한 제조사 마하니트와 손잡고 론칭 한 롯데백화점 

이다 기존의 현대백화점의 더캐시미어와 델Private Brand . 

라라나와 차별화되는 젊은 타깃으로 세분화하고 누구나 2030 

소화할 수 있는 기본 디자인 부드럽고 다양한 컬러와 저렴, 

한 가격대로 차별화하여 출시하였다. 

브랜드 가치의 차별화 (2) ( , Differentiation) 差別化
오늘날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 의식의 변화와 패션마켓의 

지속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스마트한 소비와 윤리적인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윤리적 소비와 같은 .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념을 브랜드 가치로 삼는 차별화된 패

션브랜드가 나타나고 있다 래코드 가 . Figure 18 (RE:CODE)

코오롱 부문은 버려지는 옷을 재활용해 완전히 새 옷으FnC

로 바꾸는 리사이클 브랜드로써 안 입고 버려지는 옷 모아 

새 옷으로 재탄생 하여 가치ㆍ윤리 소비 강조한 자연 친화

적 브랜드이며 년에 론칭하였다 레코드는 환경과 윤리, 2012 . 

적 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차별화 브랜

드 가치를 추구하는 디버전스 사례이다 은 . Figure 19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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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Sustainable� Brand� Nau� Store
(www.fashionbiz.co.kr)  

Figure� 20.� UNCUT�
(news.donga.com) 

Figure� 21.� Addir�
(www.etoday.co.kr) 

Figure� 22.� V� Lounge�
(www.yonhapnews.co.kr)

아웃도어 지속 가능한 패션을 모토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

는 이다) ("Sustainable brand Nau", 2017).

상품의 전문화(3) ( , Specialization) 專門化
디버전스 사례 분석을 위한 도출된 요소 중에서 전문화와 ' ' '

세분화는 서로간의 유기적 연결성을 가진다 따라서 패션마' . 

켓의 사례의 분류에서 전문화 사례와 세분화 사례를 보다 

비중이 있는 쪽으로 범주 안에 넣어서 살펴보았다. Figure 

는 신세계백화점의 로 년에 여성 속옷 20 Private Brand 2017

브랜드 언컷 을 론칭했다 직접 기획 디자인 생' '(UNCUT) . , , 

산하면서 기능성 소재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

안하고 있다 기능성과 착용감을 핵심으로 간결하고 실용적. 

인 소재 그리고 사이즈를 단순화하는 상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상품의 기능과 소재 사이즈를 가장 중요한 전략. , 

으로 삼는  상품의 전문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Figure 21 

는 년 신세계 백화점에서 론칭한 다이아몬드 브랜드 아2017 ‘

디르 이다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직접 공급받고 일본 주얼’ . , 

리 전문 세공 장인들이 만들지만 가격은 경쟁브랜드 대비 

가량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20%

브랜드로서 전문화 세분화의 디버전스의 사례라고 볼 수 있

다.

라이프스타일 세분화(4) ( , Segmentation) 細分化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브이라운지 는 타깃소비자의 (V-Lounge)

라이프스타일을 세분화하여 틈새시장을 겨냥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원마일웨어의 경계를 넘어 패스트 패션. 

에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세분화하여 틈새시장을 겨냥한 디버전스 사례라고 

볼 수 있다(Figure 22). 

패션마켓의�컨버전스와�디버전스�특성3.�

오늘날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컨버전스가 일상화 되는 환경 

속에서 패션 마켓의 브랜드들은 새로운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거나 신규 브랜드를 . 

론칭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검증된 다른 범주의 카테고리나 

이종산업간의 융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컨버. 

전스 환경 속에서 복잡하고 다양성에대한  소비자의 학습효

과로 인한 피로도가 상승되면서 오히려 차별적이고 단순한 

요소가 특징인 디버전스 마케팅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시장. 

관점에서 컨버전스와 디버전스는 각기 반대되는 개념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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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3.� Fashion� Market� Status� for� Convergence� and� Divergence

성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상호연결성을 가지고 공존하는 현, 

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패션마켓도 수요와 공급의 필요성. 

에 의하여 컨버전스와 디버전스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23).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시장 관점에서의 컨버전  

스와 디버전스의 개념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컨버전 

스는 탈경계화 복홥화 다양화 제휴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 , , 

디버전스의 개념적 특성은 탈융합화 개별화 차별화 전문, , , 

화 세분화로 정리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출된 개념적 특, . 

성을 패션마켓에서의 사례를 탐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분류 범위를 한정하는 요소로 삼고 최근 국내 대형 유통기, 

업이나 패션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컨버전스와 디버전스의 

특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Figure 24).

패션마켓에 나타난 컨버전스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 ,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의 컨버전스를 통하여 새로운 카테고리

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 

기호가 다양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

됨에 따라 패션상품에서 확장된 키친 리빙 코스메틱 가드, , , 

닝과 같은 의식주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제공

하는 복합 편집숍의 형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소비. , 

자의 확장성이다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의 컨버전스와 패션과 . 

푸드의 컨버전스 사례를 통해 소비자의 흥미를 유도하여 고

객으로 유입하여 확대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셋째 브랜드 경험의 확장성이다 메로나 쵸코파이 새우깡, . , , 

과 같이 국내의 장수 과자 브랜드나 오랫동안 소비자들의 

인지되어온 식품전문 브랜드와의 컨버전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가 오랫동안 브랜드의 경험과 체험을 통해 각, 

인된 과자나 아이스크림의 이미지를 패션에 접목하여 시너

지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이끌어내는 마케팅 전략

이다 또한 패션과 기술의 컨버전스와 패션과 아트의 사례에. 

서도 브랜드 경험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시공간의 확장성이다 최. , . 

근 신세계 현대 롯데와 같은 대형백화점 유통기업에서 발 , ,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가상현실 쇼핑 서비스와 같은 (VR) 

패션과 기술의 컨버전스 사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확장성

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패션마켓에 나타난 디버전스 특성이다 첫째 브랜  . , 

드 가치의 차별화이다 윤리적 소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 

념을 브랜드 가치로 삼는 차별화된 패션브랜드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 사례로서 레코드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윤리적 , 

소비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차별화 브랜드 가치

를 추구하는 디버전스 사례이다 둘째 목표고객의 차별화이. , 

다 소비자의 기호의 다양성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 

목표시장의 소비자를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세분화하여 

새로운 목표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니치마켓(Niche Market)

을 겨냥하여 차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상품 . , 

본질의 차별화이다 최근 국내의 백화점 중심의 유통기업의 . 

운영형태의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과거 패션전문브. 

랜드를 위탁형태로 간접 운영하던 형태에서 탈피하여 직접 

기획하고 생산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활발하Private Brand 

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운영 틀에서 벗어나 전문성. 

을 보완하여 상품의 본질적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가

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례로서 디버전스의 특성과 연결 지

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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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Convergence� and� Divergence� Characteristics� in� Fashion�Market

결론.�Ⅳ

장기화된 불황 속에 패션브랜드의 지속성장은 더욱 중요하

게 부각되면서 패션마켓 또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 )融合
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진화된 기술과 전략이 접목된 다각도의 컨버전스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라이. , 

프스타일도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급속하게 변. 

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트렌드에 따라 패션마켓 패러

다임은 기업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이되고 있다 패션. 

마켓에서의 컨버전스는 마케팅은 소비자에게는 좋은 제품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반을 , 

마련하고 마켓 확장 성이라는 기업측면에서의 기회요인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브랜드간의 제품의 격차가 줄. , 

어들면서 경쟁범위의 확대되고 더욱 치열해지면서 자기시장

잠식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컨버전스와 디버전스의 이해를 위해 개  

념적 특성과 형성배경을 살펴본 결과 마켓환경의 변화와 기, 

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시대적인 큰 패러다임은 주류는 컨버

전스 라고 할 수 있다 컨버전스의 개념적 특징은 탈경계화. , 

복홥화 다양화 제휴화로 설명할 수 있으며 그와 대비되는 , , , 

개념 디버전스 는 서로 다른 요소들의 융합' '(Divergence) (融
하면서 나타나는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기능과 복합적)合

인 멀티성의 양상이 아닌 한 곳에 모여 있던 요소들을 반, 

대로 탈융합화 개별화 전문화 세분화 의 개념적 특성으로 , , , 

파악된다 패션마켓에서도 컨버전스 환경 속에서 디버전스 .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디버전스의 개념적 특성은 탈융, 

합화 개별화 차별화 전문화 세분화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 , , ,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는 디지털 . 

기술의 발달과 함께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한 마켓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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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이 커짐과 동시에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해지고 복

잡해지는 가운데 서로 다른 상충관계에 있는 컨버전스와 디

버전스가 동시에 존재하는 패러독스 현상이 나타(Paradox)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마켓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 

양쪽 측면에서의 필요성에 의해 컨버전스와 디버전스의 개

념적 특성이 적용된 패션마케팅 전략에 실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시장 관. 

점에서의 컨버전스와 디버전스의 개념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컨버전스는 탈경계화 복홥화 다양화 제휴화로 요. , , , 

약할 수 있으며 디버전스의 개념적 특성은 탈융합화 개별, , 

화 차별화 전문화 세분화로 정리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 , , . 

출된 개념적 특성을 패션마켓에서의 사례를 탐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와 분류 범위를 한정하는 요소로 삼고 최근 국, 

내 대형 유통기업이나 패션기업의 사례를 통하여 컨버전스

와 디버전스의 특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패션마켓에 나타. 

난 컨버전스의 특성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확장성 소비자의 , 

확장성 브랜드 경험 그리고 시공간의 확장성의 특성을 내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버전스 특성은 브랜드 가치의 . 

차별화 목표고객의 차별화 상품 본질의 차별화이다, , . 

본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컨버전스 마케팅   

중심의 연구에서 틀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관점에서 상반

되는 개념적 특성을 가진 디버전스에 대한 특성을 살펴봄으

로써 패션마켓의 브랜드 차별화와 마케팅 전략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패션마켓에 나타난 브랜드 . 

마케팅 전략과 기법에 대한 변화와 양상을 알 수 있었다.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세분화된 명확한 목표시장을 통

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차별화된 접근법으로 

컨버전스와 더불어 디버전스 마케팅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오랜 시간 지속된 경제 불황 속의 패션마켓에서의 새로운 

패션마케팅 전략 방향을 수립하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시사

점을 제안하고 학문적 자료로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과정에서 컨버전스 마켓환. 

경에서 확실하게 정립되어지지 않은 디버전스에 관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패션마켓과 디버전스의 이론적 고찰에 대

한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향후 패션마켓에서의 디버, 

전스에 관한 체계적으로 이론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 

의 디버전스 특성을 기반으로 오랜 시간 지속된 경제 불황 

속의 패션 시장에서의 새로운 패션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

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패션마켓의 컨버전스와 , 

디번전스 특성을 토대로 패션 마케팅 전략의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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