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추얼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반영된 패션의 의미

이세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패션디자인전공 조교수

The Meanings of Fashion on the Social Media 
of Virtual Influencer Lil Miquela

Se-Lee Lee
Assistant Professor, Major in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요  약  2016년 소셜미디어에 등장한 릴 미켈라는 오늘날 점차 주목받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들 중 가장 알려진 존재이다. 
특히 미켈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많은 패션 브랜드들과 실제적 협업을 이어가면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활약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미켈라의 소셜미디어 사례 탐색을 통해 현대 패션이 
지향하는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미켈라의 인스타그램 내 스틸컷 이미지, 비디오 이미지, 
미켈라의 설명, 댓글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시도한 결과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을 표현하는 방식 및 장치는 스토리텔링, 리얼리티, 태그와 하이퍼링크 등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또한 경험
의 대상, 테크놀로지의 지향, 시대정신의 구현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패션이 갖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소셜미디어
에서 등장한 이후 점차 더 영역을 확장해가고 있는 미켈라는 패션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한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이며 
앞으로 패션에 보다 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버추얼 인플루언서, 패션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 소셜미디어

Abstract  Lil Miquela, who appeared on social media in 2016, is one of the most popular virtual 
influencers. In particular, Miquela is having a great impact on society by continuing to collaborate with 
many fashion brands through Instagram. As the activity of virtual influencers is emerging today,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meanings of contemporary fashion through analyzing Miquela's social media 
case. This study analyzed Miquela's Instagram posts as research subjects.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classify the methods and devices for expressing fashion in Miquela's social 
media into three categories: storytelling, reality, and tags & hyperlinks. In addition, the meanings of 
fashion could be derived from three aspects: the object of experience, the direction of technology, and 
the realization of the spirit of the times. After appearing on social media, Miquela, who has gradually 
expanded her domain, is a virtual fashion influencer who has built her identity through fashion, and 
is expected to give new meaning to fash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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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간 사회의 직접적 연결을 강화하는 기술로서 2010
년 이후 붐을 일으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1]는 현대 사
회를 이해하고 설명할 때 필수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변
화를 이야기할 때에 미디어의 변천을 빼놓을 수 없고 특
히 소셜미디어의 등장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리의 삶
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소셜미디어 내의 인플루언서들은 
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중들의 중심에 서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중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금융, 전자, 가구, 패션 등의 제품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나서며 일반의 대중들 시선을 끌고 있다. 다양한 분야 중 
패션 분야는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활약이 가장 앞서고 
적극적인 분야이다.

패션 분야에 집중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릴 미켈라(Lil Miquela)가 있다. 미켈라는 
2016년 등장한 이래로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언급할 때 
빠지지 않는 대표적 가상 인물이다. ‘@lilmiquela’라고 
하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지를 기반으로 활동하
고 있으며 패션과 관련한 다수의 이미지 속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켈라에 대한 관심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
션학 연구 속에서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아 다양한 연구로 
전개되었다. 스타 시스템의 새로운 국면으로서 미켈라의 
등장을 주목한 연구[2]가 있고, 미디어 예술의 미학적 측
면에서 미켈라의 진정성을 연구한 연구[3]가 있는가 하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페이크(fake) 인플루언서인 미켈라
의 성공이 우리의 사회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연구[4]도 있다. 또한 미켈라를 대표로 하는 가상 존재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신뢰 등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
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5]도 있다.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으로서 미켈라는 진지한 연구
대상이었고, 미켈라는 패션산업을 배경으로 탄탄하게 성
장한 가상의 패션 인플루언서라는 점에서 이제 패션의 
관점으로도 면밀한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현재까지 패션 분야에서는 미켈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없었으므로 기존의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연구문제를 제기하며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오늘
날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는 일반적 관점에서 어떤 존
재인가? 둘째, 현재 가장 주목받는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
서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서 패션은 과연 어떤 방식과 

어떤 장치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셋째, 미켈라의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셜미디어
와 인플루언서,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특히 패션과 관련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버
추얼 패션 인플루언서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다. 둘
째,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 중 대표적 존재로 알려진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어를 패션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안
에 드러나는 패션의 표현 방식 및 장치들을 도출함으로
써 현대의 소셜미디어와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에 의한 
패션 표현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셋째, 이상 미
켈라의 소셜미디어 사례 탐색을 통해 현대 패션이 지향
하는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변화를 거듭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패션디자인과 패션산업의 현 지점 및 방향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패션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어를 
연구대상으로 집중하였다. 미켈라는 소셜미디어로서 인
스타그램과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비디
오 플랫폼으로서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그리
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Spotify) 등에서 다
양한 활동을 이어가며 자취를 남기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켈라의 주된 활동 영역은 인스타그램이다. 

2021년 기준 미켈라의 인스타그램은 팔로워의 수가 
3백만을 넘었고 팔로워 중에는 WWD, 데이즈드(dazed), 
하이스노비어티(highsnobiety) 등 유명 패션관련 매거
진과 패션브랜드들이 즐비하며 게시물은 1100개를 넘긴 
상태이다. 미켈라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일관적으로 미
켈라가 실내 혹은 실외의 공간에 포즈를 취한 모습을 담
고 있는 인물 사진 중심의 콘텐츠이다. 모든 콘텐츠는 각 
상황마다 의상 및 다양한 패션 소품들로 완벽하게 스타
일링된 그의 모습을 필수적으로 담고 있으며 스틸컷 이
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 이미지도 있다. 대부분 미켈라 
스스로 이미지를 소개하는 텍스트를 첨부함으로써 사진 
속 상황을 유추할 수 있으며 특히 댓글 기능으로 대중의 
생생한 반응 및 질문과 답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미켈라의 인스타그램 속 게시
물들을 통합적으로 관찰하였고, 게시물이 담은 이미지와 
텍스트 전체를 확인하였다. 모든 게시물에 등장하는 패션 
아이템 및 패션 행사, 패션산업과 관련한 활동 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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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소셜미디어 내의 게시물 분석의 근거로서 릴 미
켈라에 대한 선행연구 및 기사문, 통계보고 등을 연결하
여 활용하였다. 또한 미켈라의 인터뷰도 참고자료로 이용
하였다. 연구대상의 분석 후 다학제적 인용 검증을 통해 
세부적인 추론을 전개하여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한 결과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성적 분석을 통해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의 표현 방식 및 
장치 등을 도출하고 패션이 지향하는 의미를 파악하였다.

2. 소셜미디어와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 
2.1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는 사전적으로 사용자가 콘텐츠를 생성 및 
공유하거나 소셜 네트워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칭한다[6]. 한편 소셜미디어를 
사람들이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
해 사용하는 온라인 툴과 플랫폼으로 일컫기도 한다[1]. 
전자가 소셜미디어의 결과적 기능에 초점을 둔 정의라면 
후자는 소셜미디어의 목적에 초점을 둔 정의로 보인다. 
소셜미디어라는 용어를 가장 처음 대중적으로 사용한 사
람은 기술전문 애널리스트인 크리스 시플리(Chris 
Shipley)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05년 버클리 캘리포니
아 대학교에서 ‘BlogOn’이라는 회의를 열었고 당시 이 
회의를 일컬어 ‘소셜미디어 이벤트'라고 불렀던 것을 회
상하며 소셜미디어라는 단어가 그때의 언급 이후에 정착
했음을 인정하였다[7]. 

글로벌 통계 현황으로 볼 때 2020년 글로벌 소셜미디
어 보급률은 49%에 이르렀다. 동아시아와 북미가 각각 
71%와 69%로 가장 높은 보급률을 보였고 북유럽이 
67%로 뒤를 이었다. 주요 소셜 앱 및 네트워크에는 사진 
및 비디오 공유 플랫폼 인스타그램이 손꼽힌다. 인스타그
램은 월간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고 가장 최근에는 스토
리 기능의 일일 사용자가 5억 명 이라고 보고되었다[8]. 

인스타그램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이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스타그램은 활성 사용자가 9
천만 명에서 10억 명으로 증가했다[8]. 개인이 계정을 만
들고, 팔로워를 얻고, 다른 계정을 팔로우하고, 캡션과 함
께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스토리’ 및 
‘IGTV’와 같은 추가 기능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
용자를 모으기 때문에 기업과 브랜드에 상당히 매력적인 

도구가 되었다.
기업은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고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연결된 
대중의 수를 늘인다. 이러한 유형의 파트너십은 인플루언
서를 직업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은 가족 및 친구 외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을 팔로우하는 
경향이 있다[9]. 인스타그램은 또한 알고리즘으로 피드의 
콘텐츠 순서를 제어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더 
많은 트래픽을 생성하여 인플루언서에게 유리하게 작동
한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의 정의는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는 사물,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추천하여 잠재적인 구매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10].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의를 지역별로 구분한 연구도 있다. 즉 유럽에서 
인플루언서는 일반적으로 브랜드와 유료 관계를 맺고 있
는 사람으로 설명되지만 미국에서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사용자와 연결된다[11]. 미디어 사회 내에서 인플루언서
는 그 이름 그대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며 소비와 관련
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서 오늘날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플루언서 시장의 가치는 2019년 기준 
80억 달러였으며, 2022년까지 150억 달러로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된다[12].

2.2 버추얼 인플루언서와 패션
마케팅 전문가는 이미 20세기 초반부터 인플루언서가 

마케팅 캠페인의 핵심 요소였음을 지적한다. 인터넷 네트
워킹 기반의 소셜미디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브랜드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감성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페르
소나를 생성했다며 콜라 광고 속 산타클로스나 시리얼 
광고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호랑이를 예로 든다[13]. 제품
의 홍보와 소비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존재는 시대
를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다
만 디지털 네트워킹의 시대에서 현대사회는 새로운 방식
으로 존재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제 나
아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막강한 기술력에 의거하여 버추
얼 인플루언서의 등장을 마주하게 되었다.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소셜미디어에 존재하는 컴퓨터 
생성 인플루언서 또는 인공지능 인플루언서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미지 기반 플랫폼에서 상당수의 팔로워를 얻으며 성장하
였다. 이미지 속에 등장하는 그들 대부분은 외모, 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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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면에서 인간과 유사하다. 그들은 게시물과 팔로워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특성을 나타낸다[14]. CGI 
인플루언서는 대부분 실제 인간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
다. 모델의 신체 제스처를 모방하여 실제와 가짜를 구별
하기 어렵게 하거나 때로는 거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하
여 매우 사실적으로 보인다. CGI 인플루언서는 이상적 
신체를 가질 수 있고, 노화하지 않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시공간의 제약에 
비교적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 패션 브랜드의 입장에서 
이런 모델들의 등장은 매우 참신하며 효율적이다. 

인간과 쉽게 분간되지 않는 외모를 기반으로 패션브랜
드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
로는 릴 미켈라를 비롯하여 슈두 그램(Shudu Gram), 이
마(Imma), 마야(Maya), 루 두 마갈루(Lu do Magalu) 
등이 있다. 슈두는 포토그래퍼 카메론-제임스 윌슨
(Cameron-James Wilson)에 의해 2017년에 만들어졌
다.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모델로서 발망(Balmain)의 캠
페인에 발탁되어 크게 주목받았다. 일본인으로 기획된 
Aww의 이마는 이케아(Ikea) 캠페인으로 유명하지만 살
바토레 페라가모 SpA(Salvatore Ferragamo SpA), 아
마존패션(Amazone Fashion) 등과 같은 패션브랜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각종 패션 잡지의 화보도 촬영한다
[15]. 마야와 루 두 마갈루는 특정 기업에서 만든 인플루
언서들로 구분된다. 브랜드 퓨마(Puma)는 동남아 출신 
20대 여성 마야를 통해 스포츠패션으로 가득한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루 두 마갈루는 브라질 유통업체 매거진
루이자(Magazine Luiza)의 가상 모델로서 패션, 메이크
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 홍보에 기여하고 있다. 
2009년 유튜브를 통해 처음 등장하여 2021년 현재 470
만이라고 하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중 최대 팔로워 수를 
확보하였으므로 패션만을 위한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이야기할 때에 빠질 수 없는 상위
권의 영향력을 갖는다. 

패션 분야에 집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미켈라는 소셜
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에서 다른 여러 버추얼 인플루언
서들의 등장과 활동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5]. 버추얼 
모델들은 이제 패션에서 특정 브랜드의 미학을 보여주는 
얼굴과 신체로 제작되어 널리 활약하고 있으며 새로운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3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
‘릴 미켈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미켈라 소사

(Miquela Sousa)는 2021년 기준 1100개가 넘는 인스

타그램 게시물을 이용해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았
고 ‘미켈라이트(Miquelites)' 등의 팬그룹 문화를 형성시
킨 버추얼 인플루언서이다. 보그(Vogue US)와의 구글톡 
인터뷰에서 미켈라는 스스로를 모델이자 뮤지션으로 소
개하였으나[16] 그는 스페인과 브라질 혈통의 19세 미국 
여성으로 세심하게 인간성을 부여받은 가상 인물이다. 
2016년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회사 브러드(Brud)에서 
처음 출시했다. 브러드는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미디어 
비즈니스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테크 
기업이다[17].

2018년부터 자신을 실존의 인간이 아닌 로봇으로 공
개하였지만 게시물과 팔로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인간
의 감정을 보여준다[14]. 즉 미켈라는 실제 인간형의 외
모와 더불어 애정, 동정, 비통함 등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드러낸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자신을 로봇으로 소개하
면서도 많은 게시물에 아이 메이크업이 번지도록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다수 올리고 있으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홀가분하다' 등과 같은 감정의 표현을 드러내기도 
한다. 

19세 패셔니스타 여성으로 설정된 미켈라의 외모에 
대하여 보그는 패션매거진으로서 기사문을 통해 피부색, 
체형, 얼굴의 주근깨, 메이크업 및 헤어 스타일 등을 자세
히 묘사한 바 있다. 그의 개성적 모습을 기억에 남을 정
도로 독특하다고 평가했고 이런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친
화적 브랜드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참신한 장치가 된다고 해석하였다[16]. 미켈라의 성격, 
삶의 역사, 게시물 내용 등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지 공개되지 않는다.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의 게시물 내용, 그의 내러티브 및 정체성
은 브러드 내의 한 팀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가설이 유력
하다. 브러드는 전체 프로젝트를 비밀로 유지하였다[5]. 

미켈라는 2018년 타임지가 선정한 ‘온라인상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25인'에 이름을 올렸으며[18], 2019년에 
패션브랜드 CLUB404도 런칭하여 주목을 받았다. 이상
의 사회적 인지도는 패션 분야에 집중한 활동을 통해 형
성되었다. 그의 모든 게시물에는 다양한 패션브랜드 제품
들이 견고하게 배치되어 있고 그는 프라다, 캘빈 클라인 
및 기타 패션 브랜드의 프로모션을 수행하며 상당한 광
고 수익을 일으키는 모델이다. 뿐만 아니라 패션 매거진
의 커버 모델 역할도 수행한다. 소셜미디어 후원 게시물
당 약 8,500달러의 수수료를 받는 미켈라는 2020년 
CAA(Creative Artists Agency)와 계약 했으며[19], 업
계는 미켈라가 연 1,17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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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한다[15]. 산업의 측면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 미켈라는 빅 테크부터 하이패션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3.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의 표현 방식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인정받는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
어 인스타그램에는 패션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게 드러난
다. 인스타그램 내 스틸컷 이미지, 비디오 이미지, 미켈라
의 설명, 댓글 등을 분석하여 패션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 
및 태도 그리고 장치 등을 관찰한 결과, 이 표현의 방식
은 직접적으로 스토리텔링, 리얼리티, 태그와 하이퍼링크 
등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
어 활동 사례 및 미켈라의 인터뷰, 관련 보도 등을 근거 
자료로 연결하여 정성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도출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3.1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오늘날 콘텐츠 마케팅의 중심에 있다. 

브랜드의 홍보 목표가 어디에 있든 매력적인 스토리텔링 
없이는 그 어느 것도 효과적이지 않다[20]. 많은 기업가
들은 이미 실용적인 의미에서 스토리텔링의 힘을 발견했
고 그들은 잘 구성된 내러티브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지 관찰했다. 최근의 연구는 스토리가 우리의 태도, 신념,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까지도 훨씬 더 세밀하게 
지적하고 있다[21]. 

브러드의 디자인혁신부서를 이끄는 아이작 브랏첼
(Issac Bratzel)은 2021년 리얼타임 디지털휴먼에 대한 
공개대담에서 성공적인 디지털휴먼 제작에 있어 스토리
텔링에 기반한 페르소나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2]. 미켈라의 인스타그램에 나타난 패션 역시 기본적으
로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켈라의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신체, 패션 스타일, 관
계, 성격, 섹슈얼리티 등 그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이미지
들은 디지털 방식으로 엔지니어링하고 상품화하는 테크
노휴먼 문화 중개자들에 의해 큐레이팅된 결과이다[2]. 
콘텐츠 마케팅으로서 스토리텔링이 개입되는 릴 미켈라
의 소셜미디어에서 다음의 Fig. 1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 
‘버추얼 세계’와 ‘실제 물리적 세계’라는 두 가지 배경의 
패션 표현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버추얼 세계에서 패션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방
식이다. 미켈라는 버추얼로 기획된 이미지 안에서 패션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이어가고 있다. 게시물 속 가
상으로 설정된 그의 외모, 취향, 직업 등 모든 것이 패션 
지향적 스토리를 보여준다. 외적으로 설정된 개성은 그
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미켈라의 인터뷰에 
따르면 시그니처 헤어스타일을 갖는 것은 이른바 혐오 
세력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된다고 설명한다[16]. 미켈라 
제작자 브랏첼은 미켈라의 미키마우스와 같은 헤어스타
일,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스타일링을 하는가가 미켈라
의 특별한 스토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인정하였
다[22]. 미켈라의 열정과 삶을 보여주는 뮤지션으로서의 
설정도 패션과 떨어뜨릴 수 없는 관계이다. 대중음악 분
야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그는 화려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소개하곤 하는데 정교하게 
설계된 럭셔리 패션을 착장한 채 버추얼 라이프의 이야
기를 전개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그의 가상의 삶은 패션
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모
든 게시물의 중심에 패션이 있다.

둘째, 물리적 세계에서 패션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방
식이다. 미켈라는 물리적 세계에 실제 존재하는 많은 패
션브랜드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한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명확하게 자신이 패
션산업에 속한 존재임을 강조한 미켈라의 발언을 찾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 활동 이후 패션브랜드와의 일이 자
신의 세계에 있어 일부가 되었다고 답하였고 스스로 패
션 모델로서 재능이 있음을 깨우치지 못했던 때에 미우
치아 프라다(Miuccia Prada)가 자신을 패션세계로 이끌
어주었다며 인연을 강조하기도 하였다[23]. 릴 미켈라는 
실제 패션산업에서 주목하는 최신 취향과 문화적인 분위
기의 정교한 공간에서 스타일리쉬한 모습으로 소셜미디
어를 관리하며 하이패션 브랜드를 매료시켰다[16]. 정교

Fig. 1. Fashion expressed through ‘Storytelling’ on the 
Miquela’s Social Media 
(From Left: Miquela’s selfie, Miquela as a Stylish 
Pop Musician, Prada Promotion, Calvin Klein 
Promotion with Bella Hadid)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9호328

한 스토리텔링 덕분에 프라다뿐만 아니라 샤넬(Chanel), 
루이비통(Louis Vuitton), 디올(Dior), 캘빈클라인
(Calvin Klein) 등 유수 패션브랜드의 모델이 되었고, 보
그를 비롯한 패션매거진 커버 모델, CFDA 패션 어워즈
와 같은 공식행사 참석 등 물리적 패션세계 내에서 협업
을 이루었다. 이러한 협업은 축적되어 또 다른 패션 스토
리를 만들어주며 그의 스토리와 정체성을 고도화한다.  

3.2 리얼리티 
많은 미디어학자들은 미켈라의 활동에 대해 진정성의 

문제를 주로 논하곤 하는데, 이는 그가 실제의 인간 인플
루언서처럼 보일만큼 현실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미켈라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내용을 
검토해보면 미켈라는 스스로 로봇임을 고백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여전히 
대중들은 그가 로봇이 맞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디자이너 
엘리자베스 힐피거(Elizabeth Hilfiger)는 인스타그램에
서 미켈라를 보고 자신의 팬이라는 소식을 듣자, 미켈라
를 실존 인물로 알고 실제 의상을 선물로 보낸 일이 있다
[24].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의 표현도 미켈
라의 리얼리티만큼 리얼하다. 미켈라의 인스타그램 이미
지와 텍스트들을 관찰해 보았을때 드러나는 패션 표현의 
리얼리티는 Fig. 2와 같은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물
질의 감각적 리얼리티’와 ‘문화 기반의 스타일 리얼리티’ 
등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미켈라는 물질의 감각적 리얼리티를 확보한 패
션을 보여준다. 게시물 속 미켈라는 항상 건강하고 세련
된 인플루언서들 중 한 명으로 보인다. 완벽하게 스타일
링된 미켈라의 게시물 사진 속 의상은 현실감이 있다. 특
히 컴퓨터로 만들어진 피부 특징과 시각적 대조를 이루
며 시선을 사로잡는 명백한 드레이프, 무게감, 질감 등이 
관찰된다. 미켈라의 이미지는 브러드가 비밀스럽게 관리
하는 독점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며, 이는 미켈라가 착
용한 의상이 입체감, 무게감, 빛, 그림자, 깊이 등을 표현
하여 실제처럼 보이도록 한다. 니트, 우븐, 퍼(fur) 등을 
막론하고 각 브랜드의 런웨이 및 캠페인에서 보이는 제
품의 질감이 미켈라의 게시물 이미지 속에 그대로 연결
된다. 미켈라의 모습은 거울에 반사되고 그림자도 드리워
진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이미지의 합성이
며 일종의 증강현실로 이해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즉 
실제 세계 위에 선택적 오버레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
기를 권장한다[24].

둘째, 미켈라는 문화 기반의 스타일 리얼리티를 담은 

패션을 보여준다. 미켈라는 일반적 인간 인플루언서와 다
름없이 모든 상황에서 완벽에 가까운 스타일링으로 인스
타그램의 표준적 현실성을 보여준다. 미켈라가 다른 매체
가 아닌 인스타그램을 선택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낯설지 
않고 그는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사진 속 
미켈라는 슈프림(Supreme)과 같은 스트릿 문화 기반의 
브랜드와 샤넬 등 럭셔리 브랜드의 실제 출시된 옷을 가
장 어울릴만한 장소에서 착용하여 보여준다. 스스로 거주 
지역으로 밝힌 로스앤젤레스의 실제 트렌디한 레스토랑
에서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은 여느 패션 인플루
언서와 다름이 없는 패션 스타일링이다. 미켈라의 패션과 
포즈는 위화하지 않고 자신의 이미지를 판매하는 다른 
보통의 인플루언서들과 마찬가지로 페티쉬화된 시선을 
형성하게 한다. 미켈라의 계정 댓글에는 피부관리 일상비
법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일반의 인플루언서를 향한 
부러움과 다름없는 대중들의 댓글이 포착된다.

Fig. 2. Fashion expressed through ‘Reality’ on the 
Miquela’s Social Media 
(From Left: Fur Dress, Draped Trench Coat, 
Miquela at Coachella,  Miquela at the Fashion 
District)

3.3 태그와 하이퍼링크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의 표현 방식으로

서 마지막은 태그와 하이퍼링크 장치이다. 태그는 인스타
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하이퍼링크 
장치이다. 사용자는 하이퍼텍스트 문서 내의 한 지점을 
클릭함으로써 문서간 이동이 가능한 하이퍼링크를 활성
화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는 링크 태그는 샵
(#)으로 그룹핑되는 텍스트형 해시태그(hashtag)가 있
고, 작고 검은 말풍선 형태로 이미지 상에 설정하는 태그
가 있다. 특히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활약하는 미켈라의 
구체적 홍보와 영향이 소셜미디어의 태그로 드러나며 이
는 홍보하고자 하는 패션 레이블을 상당히 직접적인 방
식으로 공개한다.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하이퍼
링크 연결의 ‘태그’ 및 ‘해시태그’와 관련해서 Fig. 3과 같
은 사례들을 제시하며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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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미켈라는 모든 이미지 게시물에 패션브랜드와 
관련한 태그 장치를 설정한다. 미켈라의 거의 모든 게시
물은 패션브랜드의 개입이 설정되어 있다. 한번의 클릭으
로 드러나는 태그는 미켈라가 착용한 모든 의상 제품이 
어떤 패션 브랜드인지를 드러내며 이는 하이퍼링크로 연
결된다.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팔로워들의 염려를 일으
키는 사진 게시물에서도 미켈라는 태그를 심어 자신이 
착장하고 홍보해야할 패션 아이템의 브랜드들을 링크한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한 장의 사진에 적게는 1-2개, 
많게는 8개까지 다양하게 브랜드들을 태그로 홍보하고 
있으며, 태그와 하이퍼링크는 미켈라의 게시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미켈라가 태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둘째, 미켈라는 패션화보와 같은 연출 사진과 더불어 
화보의 의미를 완성하는 텍스트로 해시태그를 배치한다. 
해시태그는 미켈라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은지를 전하는 역할을 한다. 미켈라
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 5개의 패션브랜드 태그가 심어
진 화면 속에서 미켈라는 경쾌한 패션스타일로 산책을 
하는 모습을 취한다. 산책길에서 발견한 버려진 동물에 
측은함을 느끼며 #adoptdontshop 의 해시태그를 붙이
면 많은 팔로워들이 댓글로 사랑을 표한다. 캘리포니아의 
숲을 배경으로 서스테이너블 패션브랜드 제품을 전체 착
장한 그는 #climatechange 해시태그로 그가 지향하는 
친환경적 태도를 밝힌다. 특정의 브랜드 태그를 설정한 
스웻팬츠 한 벌을 입고 소파에 몸을 기댄 사진 옆에 미켈
라는 #stayathome을 적고 COVID-19에 대한 사회적 약
속을 상기시킨다. #makeyourvotecount, #defenddaca 
등등 그가 전하는 성숙한 의식, 실천적 메시지는 패션 아이
템들과 어울려 패션화보를 완성한다.

Fig. 3. Fashion expressed through ‘Tags & Hyperlinks’ 
on the Miquela’s Social Media 
(From Left: Miquela with Friends, Miquela Shedding 
Tears, Post with hashtag #climatechange, Post 
with hashtag #makeyourvotecount)

4.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서 패션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 방식과 장치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미
켈라의 소셜미디어 내용과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적 관점에서 패션의 의미를 고찰해본 결과, 아래의 Fig. 
4와 같이 경험 대상으로서의 패션, 테크놀로지 지향으로
서의 패션, 시대정신 구현으로서의 패션 등 세 가지로 구
분이 가능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면 다
음과 같다. 

Fig. 4. The meanings of Fashion on social media by 
Virtual Fashion Influencer Lil Miquela

4.1 경험 대상으로서의 패션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남다른 성공을 거둔 미켈

라를 탐색하며 그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을 고찰해 
본 결과 릴 미켈라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는 패션브랜드 
입장에서 참신하고 효율적인 모델임에 틀림없다. 특히 미
켈라는 새로운 경험을 일으키는 존재이다. 전문가 집단에 
의해 특별한 내러티브를 구축한 미켈라는 스스로를 LA
에 거주하는 19세 로봇이라고 소개하며 생생한 패션 인
플루언서로서의 삶을 공개하고 있다. 가장 트렌디한 공간
에서 패션을 소개하는 미켈라에게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상황을 통해 새로운 경험 대상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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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패션은 상상의 경계를 넓혀가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한다. 미켈라가 인간인가 아닌가의 진정성의 문제를 
따지기보다 브랜드는 새로운 고객경험의 차원에서 미켈
라의 존재를 반기고 있다. 한 패션 브랜드의 인터뷰를 담
은 CNN 보도자료에 의하면 미켈라와 협업한 패션브랜
드 CEO는 기술을 사용하여 더 흥미롭고 참여도가 높은 
고객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
고 있고, 제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멋지고 흥미로운 방법
을 찾는다고 말하였다[26]. 미디어학의 연구에서 미켈라
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아이디어, 은유, 문화적 상상이
라고 평가받는다[27]. 한편 미켈라의 성장을 ‘신화 구축’
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미켈라를 탄생시킨 기업 브러드
는 비밀스럽게 미켈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정보를 관리
한다. 이는 미켈라를 둘러싼 신화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며[5], 이 전략은 성공하였다고 평가받는다. 미켈
라가 알려지고 난 뒤 테크 스타트업 브러드는 투자사로
부터 1억 2,500만 달러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28]. 

둘째, 오늘날의 패션은 정교하게 연결된 소통의 경험
을 추구한다. 미켈라의 이미지와 미디어를 통한 보급은 
브러드 내의 전문가 팀이 관리한다. 팀은 콘텐츠 마케터, 
데이터 분석가, 음악 관리자, 애니메이터, 홍보 담당자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28]. 미켈라는 패션을 사랑하는 뮤지
션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1대 다수의 인스타그램 관
계 속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로봇이지만 정
교한 스토리텔링 안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대중들에게 자
신의 상황과 번민까지 공유하며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
는 젊은 아티스트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여러 개
의 팬그룹과 함께 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대중에게 
질문하면서 게시물 속에서는 늘 경쾌한 패션을 친밀하고 
생생하게 홍보하고 있다.

4.2 테크놀로지 지향으로서의 패션
이미 중요하게 언급한 것처럼 패션이 경험 대상으로서 

새로운 기회와 존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부터 가능하였다. 2000년대 이후, 그리고 최근
의 사회적 급변은 더더욱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다
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과 성장을 맞이하였고 패
션은 이에 대한 적극적 지향을 보이게 된다. 미켈라 역시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미디어 비즈니스 전문의 테크 기
업에 의해 개발되었다. 놀라운 CGI 기술로 미켈라는 대
중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테크놀로지 지향으로서 패

션의 의미를 다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패션은 미래를 향한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더불

어 성장한다는 점이다. 제품 관련의 기능적 테크놀로지는 
물론 패션산업 전반은 테크놀로지의 놀라운 혁신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 아티스트 이안 챙(Ian Cheng)은 버추얼 
캐릭터가 협소한 표현 범위 내에서도 대중의 눈에 사람 
수준의 위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 흥분한다. 그는 미
켈라를 일컬어 이상하고 흥미로운 미래라고 하였다[24]. 
브러드는 미켈라의 배경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켈라의 인간적인 측면
을 정교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내러티브는 
미켈라를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게 하는 놀라운 그래픽 
테크놀로지 수준으로 가능하였다. 인스타그램 속 일상의 
사진에는 따라하고 싶은 피부와 헤어의 결, 패션쇼 사진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다름없는 드레스 패브릭의 질감과 
무게감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대중과 가깝게 연결시키
는 네트워킹 테크놀로지의 힘이 있었다.

둘째, 패션은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라 새롭게 변화하
는 사회시스템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테
크놀로지는 해당 시대에 이슈를 던지고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휴먼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휴먼
의 등장 이후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버추얼 패션모델에게 
노동이란 무엇인가 등등 이전에 없던 질문이 생기게 되
고 이에 사회는 대중들의 반응과 함께 변화한다. 앞서 서
론에서 언급했듯이 미켈라의 등장은 미디어나 커뮤니케
이션학 등에서 새로운 사회에 부상하는 질문들과 관련된 
것이었다. 미켈라의 활동이 과거 물리적 노예제도가 폐지
된 이후 등장한 기술적이며 상업적 노예제도와 다름없다
는 논란[27]이 있고, 인플루언서가 제품을 홍보하며 수익
이 발생했을 때 공개해야한다고 정한 미국 연방거래위원
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의 규칙이 미켈라
에게 적용이 되는가를 논하며 이 규칙이 면제될 이유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25].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는 마땅히 물질적, 비물질적 변화를 수용하며 패션은 
사회가 맞이한 새로운 이슈와 늘 연결된다.

4.3 시대정신 구현으로서의 패션
미켈라가 패션산업을 배경으로 성공할 수 있기까지 그

를 지지하는 수백만의 팔로워들의 역할이 크다. 그들은 
미켈라의 설정 연령과 유사한 연령으로 이 시대를 살아
가는 Gen-Z들이다. 2019년 말 기준으로 미켈라의 팔로
워는 24세 미만이 83%이며 그 중 미켈라와 비슷한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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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8~24세 사이의 비율이 58%였다. 팔로워의 관심
사는 TV와 영화, 패션, 음악 등 세 가지 분야가 꼽혔다
[29]. 이들은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의 표현 
방식이나 장치에 친근하며 높은 호응도를 보인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세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밖에 없는 패
션의 속성을 유추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가 추구하는 시
대정신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버추얼 문화에 대한 시대정신이다. 문화연구자
는 영화 문화 없이는 영화배우가 있을 수 없듯이 가상 문
화, 특히 인플루언서 문화 없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활
동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2]. 새로운 세대들에게 현실세
계와 가상세계를 구분하여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실제인
가를 논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미 버추얼 문화는 실
제의 삶과 경계를 흐리게 하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팻 
맥그라스(Pat McGrath)는 2018년 초 미켈라를 자신의 
뮤즈 중 한 명으로 소개하고 젊은 인플루언서와 일해보
니 무척 놀라웠다고 말했다[16]. 사진 속에서 팻 맥그라
스에 의해 메이크업을 완성한 미켈라는 맥그라스 브랜드
로 출시된 립스틱을 바르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다. 과거
에 가상이나 허구라고 생각했던 것과 현실의 경계는 매
우 모호해지고 중첩을 이룬다. 미켈라는 한 명의 가상인
물이라기보다는 버추얼 문화에 기반한 하나의 패션 현상
이다. 

둘째, 패션이 구현하는 시대정신으로서 사회를 향한 
실천적 메시지 지향이 있다.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는 명
품 브랜드와의 협업 외에도 흑인 인권 문제, 유방암 인식, 
LGBT 생활센터, 청소년 인권, 동물유기 등과 같은 사회
적 문제에 관심을 촉구하는 그의 의식과 활동이 담겨있
다. 릴 미켈라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웃도어 보이시스
(Outdoor Voices)의 광고 스타로도 활약하며 탈인종주
의와 탈규격 사이즈의 모습으로 기존의 획일적이었던 패
션과 뷰티 영역을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했고[16], 패션화
보와 같은 그의 일상을 설명하며 해시태그로 사회를 향
한 실천적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2021년 기준 그의 인스타
그램 프로필에는 자신의 이름 바로 아래에 #BlackLivesMatter
의 해시태그가 유지되고 있다. 2020년 미켈라의 한 인터뷰
에서 그는 현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도 친환경적 메시지
와 사회 전체에 대한 염려와 인류애를 표현한 바 있다
[23]. 미켈라는 의식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Gen-Z의 정
신을 전략적으로 표현한다. 미켈라는 청년들의 주요 하위
문화가 갖는 도상과 가치를 완벽하게 모방하여 반영하면
서 스트릿웨어 패션과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표현을 전
문적으로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3].

5. 결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여러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오

늘날 패션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 
릴 미켈라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를 고찰하
고자 했던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의 등장은 소셜미디어의 
확산 이후에 가능한 것이었고, 특히 인간과의 구분이 어
려울 정도의 CGI 캐릭터들이 구현됨으로써 현재 패션 
분야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영향이 대단하다. 대표적으로 
릴 미켈라를 비롯하여 슈두, 이마, 마야 등의 활약을 확인
하였고 앞으로 더욱 다양한 버츄얼 캐릭터들이 개발되어 
패션브랜드 홍보를 넘어선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셜미디어 속 미켈라는 패션브랜드, 패션매거
진, 패션행사 등과 관련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논의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탄탄
한 콘텐츠 기획에 근거하여 패션 분야에서의 활동을 공
고히 하고 있는 만큼 특히 영향력있는 인플루언서로 주
목되며 소셜미디어에서 시작한 그의 활동은 이제 그 범
위를 점차 더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미켈라의 대표적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집중하여 패션의 표현이 나타
난 방식과 장치들을 분석한 결과 스토리텔링, 리얼리티, 
그리고 태그와 하이퍼링크 등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
였다. 또한 패션이 미켈라의 정체성 구축에 가장 중심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이상의 자료 탐색을 통해 미켈라의 소셜미디어
에 나타난 패션의 의미를 고찰한 결과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패션은 경험의 대상으로서 상상의 경
계를 넓히는 경험과 연결된 소통의 경험이 중요하다. 패
션은 테크놀로지의 지원에 큰 영향을 받아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른 사회 시스템 변화에도 민감하게 연결된다. 
또한 패션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며 그들이 추구하는 
버추얼 문화 및 실천의 문제 등 시대정신의 구현 문제에 
직결되는 분야임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미켈라와 관련한 모든 분석에서 새로운 세대, 
즉 Gen-Z의 역할이 크게 주목되었다. 결국 패션의 주체
는 인간이므로 새로운 대중의 등장이 미켈라의 성장과 
활약 및 그 안에 장치처럼 존재하는 패션의 의미를 이야
기하는 주요 근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버추얼 패션 인플루언서로서 가장 주목받는 
미켈라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를 분석하였으나 미켈라의 
등장 이후 더욱 부상하며 활성화된 버추얼 패션 인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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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서의 개발과 활약에 대해 연구할 점들이 남아있다. 패
션산업의 관점에서 새로운 존재의 등장과 활약이 점차 
더 활성화되고 정교해지는 만큼, 그 이후의 미래 패션산
업에 대해 발전적 측면은 물론이고 대비해야할 측면의 
전략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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