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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recent trends in fashion retailing instigat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pp-

roaches the trends in terms of the convergence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indings are as

below. First, companies like ‘Edited’ and ‘Stylumia’ offer solutions that support the strategic decisions of

fashion brands and fashion retailers by analyzing big data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Second, the conver-

gence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cales personalized service on the web as examples of ‘Coded

Couture’, ‘StitchFix’, and ‘Thread’. Third, the insights gained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help

create new fashion retailing platforms such as ‘Botshop’ and ‘Lyst’. Las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ssist with design. ‘Ivyrevel’ designs digital fashion, assisted by a macroscopic perspective on fashion trends,

market and consumers thr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rings changes

across all industries that will likely accelerate. The fashion industry is also undergoing many changes with

advancements in scientific technology. The convergence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lay a key

role in the future of fast-moving industry like fashion, where fickle tastes of consumers are the main drivers.

Key word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ashion retailing; 빅데이

터,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패션리테일링

I. 서 론

국내외에서 4차 산업혁명의 열기가 뜨겁다. 4차 산업

혁명은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

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이 포럼의 회장인 독일

의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내한으로

매우 친숙한 이슈가 되었다. 위키피디아(Wikipedia)는

4차 산업혁명을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통

합하고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Fourth Industrial Re-

volution”, 2017), 두산백과사전(Doodipia)은 ‘사물인터넷

(IoT),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을 일컫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6). 한편 한국정보

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은 ‘인공지능, 사물인

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

대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있

다(“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d.). 4차 산업혁

명은 속도(velocity)와 범위(scope), 시스템의 변화(system

impact)라는 측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즉, 인류가 전혀 경험해본 바 없는 빠른 속도의

획기적 기술을 통해 전 산업분야의 생산, 관리,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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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시스템의 대대적인 재편을 의미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크게 다음 세 개의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자율주행 운송수단과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 등이 포함된 물리학 분야, 둘째는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포함된 디지털 기술

분야, 그리고 셋째는 유전공학과 스마트 의료 등을 포함

한 생물학적 기술분야이다. 이 중에서도 디지털 기술분

야의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빅데이터 기술

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저장,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분석, 분류, 예측이 산업혁명의 핵심으로(Ji et al.,

2017), 이러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확보가 국가 및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바이다(Park

et al., 2015). 특히 인공지능은 IT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기술로(Ji et al., 2017), 인간의 지적 노동을 보조하고 더

나아가 지적 노동을 자동화함으로서 5~7조에 이르는 경

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Manyika et al., 2013) 차별화

된 부가가치를 제공함으로써 4차 사업혁명 시대의 새로

운 성장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Roh, 2017). 이미 인공

지능은 패션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

게 응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패션산업에서도 다방면에

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다각도에

서 변화하고 있는 패션산업 가운데에서도 빅데이터와 인

공지능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패션산업의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첫

째는 빅데이터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분석을 통한 생산과

판매, 마케팅과 기업의 이윤 등 패션기업의 운영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변화이며, 둘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

능을 이용한 개인화 서비스의 증진이다. 셋째는 인공지

능을 이용한 리테일링 서비스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

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러한 사례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패

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는 패션산업의 동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정의 및 현황

1)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

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

터를 의미한다(Manyika et al., 2011). 빅데이터는 실시간

으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의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 높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정보자산으로(Beyer & Laney, 2012),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지

난 10년간 생성된 데이터의 양보다 최근 2년간 생성된

데이터의 양이 더 많으며 전 세계의 디지털 정보량이 매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Gantz & Rein-

sel, 2011). 근자에는 스마트폰 등 미디어 기기와 사물인

터넷의 확산, SNS 이용의 활성화 등으로 데이터 발생량

이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빅데이터는 규모(volume)와 다양성(variety), 속도(vel-

ocity)의 측면에서 기존의 데이터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

고 있다. 규모의 측면에서는 디지털 정보량의 기하급수

적 폭증을 의미하며, 다양성의 측면에서 빅데이터는 이

전과 다른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가 증가하고, 텍스트

이외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등의 비정형 데이터가 증가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속도의 측면에서는 데이

터가 실시간으로 산출됨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 비해 매

우 빠른 속도로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시

시각각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매 순간 정보의 공유와 분석

및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역할

을 하고 있다(Kim & Kim, 2016). 오늘날 빅데이터가 이

슈가 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개

발하고, 미래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며, 또 이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의미보다는 이를 분석

하는 기술과 융합하여 그 결과물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다른 분야

의 기술과 융합되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한편 빅데이터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관

련 서비스 산업의 규모는 이미 지난 2015년 2백 2십 6억

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2026년에는 9백 2십 2억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Scott-Briggs, 2016).

2)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

술로(“Artificial intelligence”, 2017) 학자마다 정의가 분

분하나 공통적으로 ‘인간의 지적 활동을 모방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Beak et al., 2016). 인공지능은

과거에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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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초점을 두는 단순형 전문가 시스템이었던 반면

(Choi, 2017), 현재는 인간의 지능과 같이 복합적인 문제

를 해결하고 판단할 뿐 아니라 예측까지 가능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인식과 추론, 학습의

3개 주요 기능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식은 주입되는 데이

터와 정보,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 등의 입력을 뜻

하고 추론은 프로그램 규칙을 기반으로 입력된 데이터

를 분석하고 판단하며 다음 단계의 행동을 진행하는 것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은 얻어진 결과, 즉 경험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와 규칙, 가설 등을 추가하며 다음 행

동 시 새로운 데이터 및 규칙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기능

이다.

이미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자동차 업계의 자율주행 자동차

는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KAIST Moon

Soul Graduate School of Future Strategy & Lee, 2017). 또

법률상담을 도와주는 챗봇 변호사 두낫페이(DoNotPay)

와 시리아 난민들의 심리치료를 돕는 챗봇 심리치료사,

카림(Karim)뿐 아니라 의료분야에서의 활약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암 진단 서비스에 IBM사의 왓슨(Watson)

을 도입한 미국의 앤더슨 암 센터(MD Anderson)는 인공

지능의 평균 암 진단율이 96%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낸

다고 발표하였으며(Kang, 2016)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말 가천대 길병원을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대구가톨릭

대병원, 건양대병원 등이 이를 도입하였다(Heo & Lee,

2017). 리테일 분야에서는 고객관리와 커머스 커뮤니케

이션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챗봇과 관련

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인공지능 가운데

에서도 챗봇이 탑재된 AI 채팅앱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보이며 그 규모는 2020년 11억

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Han, 2017). 이

와 같은 성장세 속에서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4월 챗

봇 API를 공개하였고, 구글은 알로(Allo), 마이크로소프

트는 테이(Tay)와 조(Zo)를 선보이는 등 업계의 선두주

자들도 앞다투어 챗봇을 개발 중에 있다.

3)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상호관계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기술로써 연구가 매

우 활발하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1960년 시

작되었으나 기술적인 한계로 의문이 제기되다가 1980년

대 들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다시 연구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빅데이터의 등장으

로 데이터베이스가 크게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

을 통해 빅데이터의 비정형 정보를 이해하고, 방대한 데

이터베이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는

등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공생하고 있다

(Rue, 2016).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적 목적이 동

일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구분 짓기보다는 불가분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

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한 패션산업의

변화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2.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패션산업

의 동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빅데이터는 인공지능과 결합

하여 교통과 업무, 가사의 자동화 등 일상생활의 변화를

주도함은 물론 공공안전과 국방, 교육, 의료, 법률자문 등

전문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

으며, 패션산업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기

술력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비용과 시간, 오차의 절감 등을 통한 생산 및 판매

의 효율성 증대 및 매출 및 이윤의 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소비자 밀착형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의 편의를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패션산업의 동향을 다음의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

어 사례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1)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한 전략적 의사결정

패션산업은 트렌드 주도 산업으로 다른 어떤 산업보

다 상품수명의 주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대적

으로 적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과학적인 방식으로(Lim,

2016) 의사결정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기업

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생산을

할 것인가, 언제 어떤 상품을 가격인하할 것인가와 같

은 기업의 이윤과 직결한 문제들은 물론, 적절한 마케팅

의 시기와 전략 등 무형의 브랜드 자산을 향상시키기 위

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전략을 수립하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두 개의 기업이 있다.

먼저 2009년 빅데이터 전문가 조프 왓츠(Geoff Watts)

와 패션디자이너 줄리아 파울러(Julia Fowler)<Fig. 1>에

의해 설립된 에딧티드(Edited, former Editd)는 동명의 소

프트웨어를 통해 상품구색(assortment)과 가격(pr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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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활동(product), 그리고 상품기록(product tracking)에

대한 통찰력 있는 보고서를 제공하는 기업이다(Fig. 2).

에딧티드는 <Fig. 3>에서 보여진 예와 같이 상품구색

에 대한 분석, 가격에 대한 분석, 프로모션에 대한 분석,

상품판매에 대한 네 가지의 분석을 제공한다. 먼저 상품

구색의 측면에서는 자사의 상품구색에 대한 리얼타임

정보와 소진율(sell-out)을 수집함은 물론, 전 세계 경쟁

사의 330만 개 이상의 SKU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변화하

는 시장에 대응하여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할인율이나 할인품목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 마켓이 주가 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온라인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현재의 리테일링

상황에서 자사와 경쟁사의 상품에 대한 리얼타임 정보

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둘째, 가격의 측면에서는 자사의 가격구조 및 모든 아

이템에 대한 가격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가격정책을 수

립하고 이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패션브랜드는 자사의 가격에 대한 구

조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전략적

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패션마

켓은 이전과는 달리 전 세계의 소비자에 의해 접근이 가

능하므로 글로벌 마켓에서의 이윤과 환율을 고려한 가

격전략,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가격정책의 수

립에도 이와 같은 분석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로모션 측면에서는 표적고객에 보다 효율적

으로 접근하고 기존고객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

모션을 위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자사뿐 아니라 경쟁사

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광범위한 키워드 검색

은 물론, 이미지 기반 검색 및 경쟁사의 프로모션 구독을

Fig. 1. Co-founder, Julia Fowler.

From Sedghi. (2014).

https://www. theguardian.com

Fig. 2. Edited.com.

From Product. (n.d.a).

https://edited.com

Fig. 3. Pricing analysis from Edited.com.

From Product. (n.d.b). https://edit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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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경쟁사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과 함께 자사의

프로모션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과 적절한 타이밍을 제

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업은 고객의 관여도를 높

일 수 있는 전략적인 프로모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상품판매 측면에서는 자사의 상품의 판매 트렌

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소진율은 물론 재고분석, 신

상품과 할인상품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

석을 통해 판매 트렌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이윤의

신장을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Instagram), 페

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및 블로그 등 800,000개

이상의 영향력 있는 소셜 미디어의 정보를 수집함으로

써 전체 마켓의 스타일과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물론 마

켓의 궤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머

천다이징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제공함으로써 브랜

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현재 에딧티드는 데시구엘(Desigual)과 토미 힐피거

(Tommy Hilfiger), 톱숍(Topshop) 등의 글로벌 의류브랜

드뿐만 아니라 리테일러인 시어스(Sears), 넷타포르테

(Net-A-Porter) 등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보유하고 있다.

두 번째로 스타일루미아(Stylumnia)는 에딧티드와 마

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 기업은 소셜 미디어와 리테일러들의 웹사

이트 상에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는 물론 이용자 행동 데

이터 등을 분석하는 Attrisense라 불리는 소프트웨어를 통

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운영체계는 <Fig. 4>와 같다. 인

공지능과 딥러닝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

튜브(YouTube) 등 소셜 미디어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브

랜드와 리테일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스타일루미아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분석을 구독하

는 방식인 SaaS(Software-as-a-Service) 방식으로 운영되

며, 분석을 통해 마켓 트렌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자사

의 데이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 그리고 상품의

수명주기에 대한 예측을 제공한다. 스타일루미아의 주 고

객은 인도의 패션리테일러들로 스타일루미아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정상판매율이 10~20% 향

상되었다고 한다(Sharma, 2016).

2)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개인화 서비스의 증

진

전통적인 오프라인(brick-and-mortar) 리테일링에서 가

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개인화 서비스일 것이다. 온

라인이 활성화되고 고객과의 대면이 줄어들며 개인화

서비스를 고심하던 패션기업들은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이것을 온라인 상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뿐 아니라

모든 소비자 행동을 기억함으로써 개개인의 니즈와 취

향이 정확히 반영된 제품을 추천하고 완벽히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

한 사례로 구글(Google)의 코디드 꾸뛰르(Coded Coutu-

re), 스티치픽스(Stitchfix)와 쓰레드(Thread)의 사례를 살

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2017년 2월, 구글이 발표한 패션어플리케이

션 코디드 꾸뛰르이다(Fig. 5). 패션산업과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는 구글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른바 ‘데이터

드레스’를 만든다는 이 발표는 매우 놀라웠다. 그러나 이

드레스의 이면에는 패션기업이 아니라 구글만이 구현해

낼 수 있는 기술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Awareness

API이다. 본래 API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의 약자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

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뜻한다(“Application pro-

gramming interface”, 2017). 그런데 구글의 Awareness

API는 기존의 9개 API(Fused Location, Places API, Geo-

fencing, Activity Recognition, Google Fit Platform, Sen-

sors Platform, Nearby Notifications, Nearby Messages,

Nearby Connections)를 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용자

의 시간과 위치, 장소, 비콘, 헤드폰, 활동 및 날씨정보

Fig. 4. The concept of Stylumia.com.

From How it works. (n.d.). https://www.stylum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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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7개 신호를 감지할 뿐 아니라 이를 최적화하여 조합

함으로써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법으로 사용자의 상황

을 인지할 수 있다. 즉 Awareness API를 통해 구글은 드

레스를 주문한 소비자가 사는 곳의 날씨정보를 수집하

고, 그의 일과를 이해할 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 주로 가

며 어떠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개개인에게 딱 맞는 패션을 제

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들고 생활

하는 것만으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완벽히 부합

하며, 소재에서부터 실루엣, 무늬, 액세서리까지 모든 것

이 개인 맞춤화된 드레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 앱은 베타테스트를 거쳐 2017년 말에 선보일 예

정이다(Handley, 2017).

두 번째로는 최근 기업공개(IPO)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스티치픽스이다(Fig. 6). ‘옷

사진 한 장 없는 패션사이트’로 유명한 이 사이트는

2011년 창업자 카트리나 레이크(Katrina Lake)의 케임

브리지 아파트에서 75만 달러의 투자금으로 시작하여

2016년에는 73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다(Del Rey,

2017). 전례 없는 이 패션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

다. 소비자는 사이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체치수와

즐겨 입는 옷의 사이즈 등을 기입하고, 취향을 알아볼

수 있는 질문 몇 가지와 구매예산에 답한다. 그 후 이러

한 소비자 데이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컴퓨

터가 사용자 개개인에 맞는 상품들을 선정한 후, 최종적

으로 스타일리스트의 리뷰를 거친 5개의 아이템과 상

품의 스타일링에 대한 안내문이 소비자에게 배달된다.

초기의 주문에는 스타일링 비용 20달러가 포함되어 있

지만 소비자가 1개의 아이템이라도 구입하게 되면 20달

러는 반환되며 5개를 모두 사면 소비자는 2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스티치픽스는 최종 리뷰를 위한 스타일리

스트를 고용하고는 있지만 원천기술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스타일링을 제공하는 영국의

쓰레드이다(Fig. 7). 스티치픽스와 마찬가지로 이 사이

트는 스타일리스트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결합으로 개

인 스타일링을 제공한다. 그러나 스티치픽스는 소비자

가 상품을 받기 전에는 어떤 상품인지 전혀 볼 수 없는

반면, 쓰레드는 소비자의 취향과 스타일 및 가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품들을 추천해 주며 소비자는 추천

된 상품을 바탕으로 선택을 통한 구매를 진행한다는 점

이 다르다. 쓰레드는 소비자의 응답뿐 아니라 어떤 상품

을 클릭하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등 사이트 내에서

의 행동기록을 분석하여 200,000개가 넘는 패션상품 중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한다.

3) 인공지능을 이용한 리테일링 서비스의 변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전략적 의사결정을 돕고, 서비스를 증진시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리테일링 플랫폼을 창출했다. 그 중에서

도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챗봇(Chat Bot)을 이

용한 리테일링 플랫폼인 메신저앱 킥(Kik)의 봇숍(Bot-

shop)이다(Fig. 8). 봇숍은 메신저앱 상에서 채팅을 통해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으로 설계된 자동응답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채팅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정

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웹사이트 방문이나

앱 실행 없이 채팅창 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봇

숍은 2016년 5월 H&M과 세포라(Sephora) 등 16개 파트

너사와 함께 런칭한 이후 큰 인기를 끌며 현재는 패션과

뷰티분야에서만 21개 파트너사와 함께 협업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빅3 백화점 업체들

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챗봇을 통한 서비스 증진에 경쟁

Fig. 5. Coded Couture.com.

From Handley. (2017). https://www.cnbc.com

Fig. 6. Stitchfix.com.

From Home. (n.d.b). https://www.stitchfi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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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Shin, 2017). 현대백화점

은 음성인식 통역 소프트웨어인 ‘한컴 말랑말랑 지니톡’

을 탑재하여 인공지능 통역기술을 적용한 ‘쇼핑봇’을 현

대시티아울렛 동대문점에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롯데

백화점은 마케팅 부문 옴니채널 산하에 AI 태스크포스

(TF)를 신설하여 ‘지능형 쇼핑 어드바이저’의 개발을 서

두르고 있다. 고객의 정보와 함께 SNS, 뉴스, 트렌드 등

을 분석해 고객의 쇼핑을 돕는 이 인공지능 ‘챗봇’ 서비

스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면세점 등 유통계열사

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빅데이터의 수집을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

의 리테일링을 창출한 온라인 쇼핑몰 리스트(Lyst)이다

(Fig. 9). 이 기업은 세계 154개 국의 11,000개 브랜드의 수

백만 개의 상품을 중계해주는 패션플랫폼으로 2015년

LVMH CEO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의 지휘

하에 있는 투자기업 그룹 아르노(Groupe Arnault)를 포함

한 투자기업들로부터 4천만 달러에 이르는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rooke, 2015). 리스트의 창업자 크리

스 모튼(Chris Morton)의 언급처럼 리스트는 매치스패

션(www.matchesfashion.com)이나 넷타포르테(www.net-

a-porter.com) 등의 온라인 리테일러와는 다른 개념의 패

션플랫폼으로 오프라인 쇼핑몰의 온라인 버전에 가깝다

(Amstrong, 2015). 소비자는 리스트라는 한 개의 사이트

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수백만 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 또한

간편하다. 또 눈 여겨 보고 있는 브랜드나 상품의 프로모

션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사이트 이

용습관과 브랜드 사이트의 재고상황을 바탕으로 이미지

분석을 통해 상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리테

일링 서비스를 추가 중에 있다. 페이스북은 2017년 8월

텍스트 기반 AI 스타트업 오즐로(Ozlo)를 인수하여(O-

reskovic, 2017), 페이스북 메신저 기반 서비스 개발에 박

차를 가하고 있으며,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를 통한

리테일링 플랫폼 확장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Cha-

ykowski, 2017). 또한 120조 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로

2017년 세계 브랜드 가치 순위 8위에 랭크된 텐센트(Pe-

troff, 2017)의 위챗(Wechat)은 메신저 플랫폼에서 최근

버버리(Burberry)와 롱샴(Longchamp) 등 고급 패션브랜

Fig. 7. Thread.com.

From Main. (n.d.). https://www.thread.com

Fig. 8. Botshop.

From Arthur. (2016). https://www.forb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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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LVMH 그룹의 지방시(Giv-

enchy)와 디올(Dior)도 메신저를 이용한 새로운 플랫폼

의 고객수요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양분화되었던 패션

리테일링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소비자와의 접점

이 되는 곳 어디에서나 소비가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하며 진화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패션

소비가 위축된 현 상황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패션리테

일링에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4)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자인

오늘날 인공지능이 음악을 작곡하거나 시를 쓰고 그

림을 그리는 것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듯이 패션디자인

도 예외는 아니다. 2016년 4월 런칭한 스웨덴의 디지털

레이블 아이비레벨(Ivyrevel)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온라인 쇼핑몰이다

(Fig. 10). 온라인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이 브랜드의 가

장 큰 특징은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트렌드를 분

석하고 소비자 요구를 파악하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디

자인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이다. 이 브랜드는 이와 같

은 테크놀로지 혁신을 통해 패션디자인 창의성의 지평

을 넓혔을 뿐 아니라 디지털 세대의 여성을 위한 패션이

라는 점에서(Reddinger, 2016) 큰 호평을 받으며 H&M의

지원을 받고 있다.

III. 결 론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맞이

Fig. 9. Lyst.com.

From Home. (n.d.a). https://www.lyst.com

Fig. 10. Ivyrevel.com.

From Row. (n.d.). http://www.ivyreve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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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과 마찬가지로 패션산업도 다양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 중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한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발전해 나

가며 패션산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등

장으로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이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인 인공지능이 비약적인 발

전을 이루는 한편, 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해 또다시 빅데

이터의 활용범위가 넓어지는 등 두 기술은 불가분의 관

계를 보인다. 이러한 기술적 융합은 기존의 패션리테일

링을 강화시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

착하고 발굴하는 등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다

양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내린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전략

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있다. 패션산업은 그간 상

대적으로 적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으나(Lim, 2016), 인공지능을 이용한 빅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고,

경쟁자를 분석하며, 자사의 장점과 강점, 그리고 약점과

기회에 직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패션브랜드와

패션리테일러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일치시

키고, 재무적 성과와 브랜드의 목표에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으며, 운영과 관련한 전략적인 계획

을 수립하는데 있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

었다. 둘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하여 개인화

서비스가 증진되고 있다. 소비자 개개인이 창출하는 다

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웹 상에 존

재하는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매치를 통해 개인

화 서비스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니즈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도를 갖추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인공

지능은 온라인 상에서의 소비자의 행동을 정확히 기억

함으로써 소비자 개개인의 패턴에 근거한 친밀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운용은 기존과는 다른 리테일링 플랫폼을

발굴하는 등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출현한 리테

일링 플랫폼은 소비자 편의 증진, 구매과정의 간소화 등

많은 장점들로 인해 소비자에게 환영 받고 있으며, 패션

리테일링 시장의 새로운 활력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넷째, 인간적인 창작의 영역인 디자인에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정보와 기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렌드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의 분석은 물론, 소

재나 부자재 등 마이크로 트렌드에 이르기까지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에 대한 이해는 미래의 디자인에 있어 필

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 대

한 고찰과 더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 다양한 센서를 통해 습득한 소비자의 정보와 행동

에 밀착되어 있는 기술적 특성 상 개인 정보로 인한 사

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개인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

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Bandyopadhyay, 2009;

Kim & Kim, 2015)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 제

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는 지능형 제품이

나 서비스로 인한 예측 불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부재한 상태로 이를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제의 마련이 시급하다. 셋째, 기술

의 확산을 통한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지

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 아래 기술의

발전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한 패션산업의 변화

중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추어 패션

산업 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만 현재 발전 중인 분야인 만큼

이론적으로 정립된 학술자료 보다는 최근의 인터넷 신

문기사나 동향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최신 사례들을 수

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일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패션산업 환경에

서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변화

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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