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이장에서는패션소매업자들의활동인바잉과머천다이징의폭넓은활동의일

부로패션디자인의역할을살펴보려고한다. 패션제품의성공적인판매는신

중한기획, 상업적인판단, 효과적인재고관리등을위한소매업자와공급업자

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지만, 소비자들의 구매를 이끌어 내는 중심에는 패

션디자인이있다. 만약패션이소비자가입고자하는욕구를만들어내고주의

를끌지못한다면현명한소싱과재고관리만으로는결코충분한판매실적을내

기는어려울것이다.

이책에서는패션디자이너의역할을패션소매업의테두리에서이루어지는

기능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는 패션 트렌드를 조사하고 해석하는

것과제조업자들이소매업자들을위해만들어낼제품을2차원과3차원으로디

자인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소속된 소매업체의 바잉과 머천다이징 시스템 및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에 따라 디자이너의 역할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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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을 모방하면서 금전적인 가치에 소구하는 소매업체의 디자이너는 기본적

인 직물을 사용하는반면에고가의 패션제품을다루는 업체의경우에는 디자

이너가적절한직물을찾는데에많은시간과비용을투자하여야한다.

패션디자이너의역할

패션소매비즈니스에서디자이너의구체적인역할은그기능에얼마나중요성

을두는가에따라다양하다. 예를들어에르메스(Hermès)와같은럭셔리패션

브랜드에서는 디자인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특별하고

차별되는제품을위해독창성과창조성을발휘할수있다. 비슷한맥락에서몇

몇소매업체에서는제품구색의개발을디자인디렉터의지휘하에하는반면에

다른업체에서는제품구색개발이디자인팀과트렌드매니저의도움을받는바

잉과머천다이징디렉터에의해이루어진다.

럭셔리브랜드

에르메스를예로들어보면패션디자인은독점적인 로벌패션브랜드라는기

업의이미지를전세계적으로반 해야하지만구체적인제품구색과스타일믹

스는지역적수요에따라다양하게할수있다. 부티크와비슷한방식으로각점

포의매니저가곧바이어들이기때문에, 중앙집중적으로기획된디자인을선택

하는데있어서자신의소비자에대한지식을이용한다. 그러나제품을대량으

로 다루는 소매업자처럼 구색이큰 수량으로나타나지않기때문에점포 매니

저/바이어들은각스타일별로특정소재와색상에대한주문을하게되면이들

의요건에맞게제품이만들어지게된다. 그림 3.1에나타낸이와같은디자인

과정은개별점포의매입에있어서‘지역적’형태를보여준다.

이같은상황에서디자이너는제품이어떻게보일까에대한지배적인부분을

결정하며, 바이어는각자소속점포의수요를반 하여샘플을선택한후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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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정한다. 주문이 이루어지면 에르메스는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매우 고객화된 접근방식은 브랜드가 제품에 있어서 독특한 차별성을

가지게하면서도특유의라이프스타일제품을구매할충성스런고객을확보할

수있게한다.

하이스트리트소매점디자이너

반대로, 탑샵과같은대중적인하이스트리트소매점의경우에는 매우 경쟁적인

가치－의식적인 시장 상황에서비즈니스를해야하기때문에디자인을바잉과머

천다이징의 상업적인 제약 하에 둔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역할은 럭셔리 브랜

드의디자이너와는달라서매우빠르게변화하는트렌드를해석하고발견하며,

가장최신의룩을경쟁적인비용가격에 만들어낼 수있도록 공급업자의 디자

인팀과함께일하는것이다.

패션 연쇄 소매점에서는 전담 디자이너 대신에 프리랜서 전문가를 공급업

자의 디자인팀과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소매업체소속디자이너의역할은적절한디자인이바이어들에게제공되는지

그리고 소매브랜드를 잘 나타내는 디자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떠한 제

품이 최종 구색에 포함되며 어떤 색상과 수량으로 생산되는가는 디자이너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바이어에 의해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바이

어는카고팬츠(전투용바지)와같이대중의상상력을사로잡은제품을구색에

포함시키는 상업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이 옷은 이제 청바지를 대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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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기본의복이 되었다. 마찬가지로‘질레(gilet, 역자주：블라우스 모양의

여성의 장식적인 조끼)’가 몇 시즌에 걸쳐 지속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하이스트리트 소매점 바이어가 이를 구색계획에 반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하는것이다. 

디자인이 판매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비용이 더 큰 주목을 받

는것은소매가격이매우경쟁적이기때문이다. 또한개별점포바이어가‘지역

바이어’로서역할을하는것이아니라중앙의바잉과머천다이징팀에서전반적

인 제품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패션 비즈니스의 속성에 따라서 디자이너의

역할과 향력에있어서매우큰차이가존재한다. 

그림3.2에서는‘하이스트리트’소매브랜드에서제품결정에보다많은기능

들이연결되어있음을보여줌으로써소매점소속디자이너가최종제품구색결

정에의 향력이상대적으로크지않음을나타내고있다. 이는럭셔리패션제

품을다루는 업체와 달리큰수량을 다루는소매업체에서는 매우흔한민주적

인접근방식이다. 이와같은업체는제품구색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을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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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있다.

다음에설명되는각각의직무는성공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각자의 역

에서공헌을한다.

●바이어는전반적인컬렉션을통제하며, 디자인방향을정하고상업적인측

면을고려하여라인을조정하는역할을한다. 

●머천다이저는 지난 판매기록을 참고하여 잘 팔린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

의색상과스타일을확인하고, 새로운디자인과안정(핵심)적인디자인사

이의균형을조정하는역할을한다. 

●의류기술자는 의복의 구성과 직물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주며 샘플개발 대

부분의과정을담당한다. 이들은생산이시작되기전에피팅샘플을만드는

데필수적인초기작업지시서를만드는과정에서디자이너와 접하게작

업한다.

디자이너의중요업무

비즈니스의성격에따라패션디자이너의역할이다양하지만디자인과정에서

공통적으로관련된디자이너의주요업무에대하여살펴보는것은중요하다. 

무역패션쇼참석하고, 바이어와함께쇼핑출장을수행하여해당시즌의새로운트

렌드와제품아이디어를조사한다.

디자이너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디자인 감을 갖게

되며 색상, 소재, 스타일, 프린트, 부자재 등의 방향을 확인하기도 한다. 또한

디자이너와 바잉팀의 상급자가 특정한‘룩’을 반 한다고 알려진 국가나 도시

로 쇼핑출장을 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는 그들의 제품

에 감을줄만한의복을구매하거나사진을찍는다. 소매업체소속디자이너

들에게는 흔한 이와 같은 과정이 모든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이용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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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또한패션디자이너는「텍스타일뷰」나「콜레지오니」처럼전문패션잡

지나무역관련간행물을정기적으로구독하기도한다. 

해당 시즌의 패션 트렌드에 대한 올바를 해석을 통해 적절한 패션방향을 만들어

낸다.

트렌드는이장의후반부에언급될여러가지정보원을통해알려지게되며디

자인팀은이를해석하고제품에반 할책무가있다. 이때중요한측면이지켜

져야 하는데, 이는 최신 패션 트렌드와 수년간 소비자들에게 수용된 핵심스타

일간의균형이다. 소매업자가자신의소비자들이꽃무늬앞치마스타일드레스

와같이‘구식패션’으로여겨지는스타일을구매하고자한다는것을인정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만약 디자이너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소매업의

시장포지셔닝이전통적인소비자들로부터이동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

일지도모른다. 

소매업자에게는 판매기회를 극대화하며 소비자에게는 가치를 주기 위하여 시즌의

중요룩을반 한제품디자인을제안한다.

디자이너는 의복의 기능과패션성에대한여러가지고려사항을 비용및 배송

측면과비교하면서최종제품의룩을창조해야할책임이있다. 의복디자인의

핵심적인부분은소재인데, 디자이너들은종종소재프린트, 후처리, 색상등을

통하여독특한의복을만들어낸다. 

바이어와함께예산과기존의판매추이를고려하여최종적으로제품그룹을결정한다.

디자인전과정에걸쳐디자이너는제품디자인에대한피드백을받으면서바이

어와 접하게접촉을한다. 필수불가결하게스타일, 소재, 색상등에대한결

정이비용, 조달문제, 패션방향변화등여러가지이유때문에변경되는, 어느

정도의‘편집’과정이있을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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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즌의디자인기획을묘사하는분위기, 소비자및제품보드를만든다.

디자이너의 중요한 업무는 스타일, 소재, 색상, 프린트 디테일을 2차원적으로

표현하는것이다. 이는주로시각적효과가탁월한컴퓨터이용설계(computer

aided design, CAD) 방식으로작업된다. 또한컴퓨터작업된제품디자인을보

여주는 보드뿐 아니라 표적 소비자와 해당 시즌의 중요테마를 반 한 보드를

만든다.

상급관리자들에게시즌제품구색에대한다양한보드를선보인다.

특정 시즌의 제품구색에 대한 결재나 바잉 디렉터의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디자이너와바이어는제품리뷰를통해디자인을선보인다. 대부분의경우정확

한 색상, 소재, 프린트 디테일로 제품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CAD

기술을이용하여스토리보드에묘사된형태로보여진다. 색상과소재가확실시

되기이전에정확한샘플을보기는어렵다. 소비자보드와분위기보드는디자

인의맥락을표현하며개별제품디자인은각각의제품군내에서디자인옵션을

보여주는스토리보드를통해나타낸다.

시즌제품에대한스타일기록을개발한다.

특정시즌제품구색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면디자이너는각각의스타일에대

하여스타일번호를기록해야한다. 바잉부서에서는스타일번호만을만들지만

디자이너는중요한시각적참고서류를개발하는역할을한다.

모든제품디자인에대하여작업지시서를개발한다.

‘스펙(spec)’이라불리는작업지시서(specification sheet)는의복구성에대한

청사진이다. 제품에대한모든치수와다른관련세부사항이이문서에기록되

며복사본은디자인부서에서보관된후제조업자에게보내진다. 작업지시서는

이후에제조업자로부터생산된의류제품의정확도를판명하는기준이된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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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샘플은 모델에게입혀져편안함과맞음새를보는데 이용되기때문에 피팅

샘플이라고도불린다. 이는제7장소싱과공급망관리부분에서보다자세하게

다루도록하겠다.

그림3.3은패션소매업소속디자이너의하루를나타낸것이다. 여기서묘사

된디자이너의업무량은상대적으로적은편이다.

무엇이성공적인패션디자인인가?

이에대한해답은‘패션’과‘좋은디자인’을어떻게정의하는가에대한수많은

패션바잉과머천다이징68

그림3.3 패션소매업소속디자이너의하루

현재시즌은가을/겨울

8:30 am (사무실데스크에도착)

•S/S 제품구색에대하여의류부자재와관련공급업자문제를해결한다－

예를들어새로운단추스타일을고른다.

•소재최소량이너무높다는내용의팩스를공급업자로부터받는다.

•바이어를만나S/S 신제품구색에대한이와같은문제혹은유사한문제

에대하여논의한다.

•다음 A/W를 위하여 소재무역박람회 참가 및 쇼핑출장을 확정하는 회의

를한다.

•피팅세션 후 의류기술자와 함께 피팅샘플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수정

한다.

•점심시간－30분

•다음A/W 시즌을위한아이디어정리를시작한다. 

•신제품디자인을위하여잡지에서발췌된중요사진을본다.

•A/W 시즌아이디어개발을계속한다.

6:30 pm (퇴근)

주. S/S〓봄/여름, A/W〓가을/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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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존재하는것처럼매우다양할수있다. 그러나이책에서는패션소매업

에서의 제품 바잉과 머천다이징과 관계된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

라‘형태, 맞음새, 기능’(보통 디자인 과정의 결과물로 종종 언급되는)이 미학

적으로성공하 는가에대한판단은판매실적으로한다.

상업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패션 디자인은 고객 자신이 깨닫기도

전에그들이원하는그무언가를제공하는것이다. 잘팔리는의복디자인이라

면그 기본적인형태는다양한 직물과색상그리고 프린트로재작업되고 최대

한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시제품이 실패하거나 새로운 스타일이 잘 팔리지 않

는다면해당디자인은다시생산되기어렵기마련이다.

예외적인현상은최고급패션에서볼수있는데, 여기서는성공적인패션디

자인은다르게해석되어많은쿠튀르디자이너들은명성과지위를그들의미래

지향적인디자인으로부터얻는다. 이들의디자인은의복의실용적인측면보다

는예술적인측면에의해석이며, 세계적인기성복(Ready to Wear, RTW)과쿠

튀르(Couture) 쇼에서엄청난명성을얻는다. 의복이그들비즈니스의일부지

만이와같은디자이너들중다수는명성이높은그들의이름을딴브랜드의향

수와화장품류에서엄청난재정적성공을거두고있다.

패션디자인의공헌을정의해보는것

디자인이 비즈니스에 공헌하는 데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다음의 정의를 통하

여알수있다：‘소비자들의요구를충분히만족하는제품의제조를가능하게

하는데필요한과정과활동들’(Fox, 1993).1) 이와같은정의를이용하여패션

디자인에 있어서의 성공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소비자의 요구를 만

족시키는데있어서디자이너의특별한공헌과역할을소매업의다른여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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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x, J. (1993) Quality through Design, The Key to Successful Product Delivery, McGraw-
Hill International(UK)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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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중요한공헌과구별하는것이어렵기때문이다. 몇몇직무의공헌은이미

그림 3.2에서 나타낸 바 있으며(하이스트리트 소매업체 디자인 모델) 다른 직

무들, 예를들어광고캠페인을통해이미지혜택을제공하는마케팅과같은직

무와점포서비스환경을통하여소비자들에게혜택을전달하는소매관리와같

은직무들도포함한다. 

디자인에대한또다른견해는‘시각적으로문제를해결을하는중요한마케

팅 수단’이라는 것인데(Bruce and Cooper, 1997),2) 이는 소비자들이 패션이

나 의복에 있어서‘문제’를 경험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한다는이와같은아이디어는마케팅에서중요한개념이며, 소비자의요구

를만족시키기위하여제품과서비스혜택을제공한다는견해와관련된다.

소비자혜택

소매업체에게우수한의복디자인에대한궁극적인측정은판매를통하여이루

어진다면디자이너는그들의소비자들이어떠한제품에있어서추구하는무엇

인가를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소비자집단(세분시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다. 그러나다음의내용을포함할수있다.

●‘근사하게보이는것’

●‘특별하게느껴지는것’

●‘알맞게보이는것’

마케팅이론에서는제품을소비자들이추구하고궁극적으로구매를이끌어내

는여러가지혜택의층상구조로설명한다. 그림 3.4는일반적인마케팅모델

을 응용한 것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측면이 패션에 적용되는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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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uce, M. and Cooper, R. (1997). Marketing and Design Management,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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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델은패션소매비즈니스가소비자들에게고유판매제안(unique selling

proposition, USP)을 통하여 공급하는‘혜택 패키지’에 대한 개념을 제공해

준다. 

핵심제품

중심에는 제품을 구매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며‘고객들이 진정 무엇을 구매할

까’라는물음에해답을주는‘핵심’혜택이있다. 몇가지예시가표3.1에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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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고
확보

제품 특성

판 매 후
정책

소매서비스
편 리성

점포
카 드
시설

직원의
제품지식

브 랜 드
이미 지

제품
성능

제품
품질

패션
태 도

핵 심 혜 택

실제 제품 혜 택

확장 제품 혜 택

점포
분위 기

그림3.4 패션소매업체에있어서제품혜택에대한모델

출처：Kotler, Armstrong, Saunders and Wong(1996)3)에서적용됨

3) Kotler, P., Armstrong, G., Sanders, I. and Wong, V. (1996) Principles of Marketing-The
European Edition, Prentice－Hall Europe, p.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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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우비의핵심혜택은몸을건조하게유지하는것이지만여러대안중에서특정

제품혹은브랜드를고르는데에는다른요인들이 향을준다. 이와같은요인

은위의모델에서두번째혹은세번째층에나타나있는데각각‘실제제품’과

‘확장제품’을대표한다. 이와같은속성이소비자들에게추가적인혜택을제공

하는것이다.

실제제품

이층은소비자들이물리적으로제품을지각하는데 접하게관련된속성들과

관계된다. 소비자들에게제품은형태, 소재, 색상과프린트와같은유형적속성

의집합체로보여지며이들속성들이결합되었을때추가적인혜택을제공하게

된다. 패션제품에대한무형적인측면에있어서강한태도나이미지는홍보를

통하여제품에부여된다. 흔히특정브랜드와관련된이미지나태도는패션제

품의구매를결정하는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그러나여기서중요한것은

미디어를통한마케팅홍보에의해전개된효과적인이미지가존재해야만어떠

한디자인이근본적으로소비자‘태도’를형성할수있다는것을디자이너가인

지해야하는것이다.

패션바잉과머천다이징72

표3.1 핵심혜택

제품 핵심혜택

우비 건조하게유지해주는
벨트 옷을여미는/장식
수트 멋진외모
브라 가슴을지지해주는
점퍼 몸통을따뜻하게유지해주는
란제리 특별하게느껴지는
메이크업 매력있게느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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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제품속성과혜택

●제품특성(표3.2)

●제품성능(내구성/편리성/방수/통기성)

●브랜드이미지/패션태도

확장제품

확장혜택

모델에서 혜택의 확장된(사실상‘부가된’) 층은 소비자들의 결정에 향을 주

는 다수의 무형적인 서비스 혜택을 나타낸다. 이는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며, 소비자들은 제품 자체뿐 아니라

구매과정에서의 혜택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특별한 순서에 관계 없이 다

음을포함한다.

●서비스과정

- 편리성(결재선택, 업무시간, 줄서서대기하기, 시설의변화)

- 구매후정책(환불규정)

- 제품에대한조언, 피팅룸

●재고확보

●구매환경의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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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바지의제품특성

속성 혜택

색상(회색조) 유연한
실루엣(클래식) 세련된
소재 구김방지후처리
보이지않는주머니 실물보다좋아보이는외관
장식부자재(단추) 장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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