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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의 자원

학습목표■□■

이 장을 읽은 후…

1. 조사(research)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2. 시장 분석과 패션 예측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디자인 자원의 예를 들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관련직업■□■

새로운 라인이나 콜렉션을 준비하기 전에, 패션 업계의 모든 디자이너와 머천다이저들은 조사

작업을 수행한다. 시장 조사 전문 업체 또한 인구통계학과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해 연구한

다. 디자인 서비스와 패션 출판 업계 역시 모든 패션 상품 분야를 위한 조사와 예측을 하는 전

문가들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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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다가올시즌에사람들이구매하고싶어할제품을미리만들거나판다는것은쉬운일

이아니다. 생산자와유통업체들은소비자들이원할제품들을만들고사고팔기위해서인식,

조사, 계획하는것이필요하다. 패션산업체의중역들은경제, 정치, 인구통계학, 사회적변

화등세계에서지금어떤일이일어나고있는지를인식하고있어야하며, 또한어떤사건과

상황들이그들의사업에 향을미칠지를미리알아야만한다. 만약사전조사가불충분하면,

혹은예기치못한사건들이일어나면상품판매에실패하게되고, 이는생산자, 제조업체, 유

통업체의손실을가져오게된다. 이장에서는각패션산업의다양한단계에서패션제조업

체들이제품개발에사용하는패션예측(fashion forecasting), 패션서비스(service)와패션

의자원(resource)에대하여다루고자한다.

패션산업의모든단계에서는모든디자인과머천다이징에들어가기전에조사(research)

가 행해지는데, 이를수행하는것은패션업체에서주요결정을내려야하는사람들에게는

제2의천성과도같은일이되었다. 패션이라는용어는유동적으로변화하는상황을의미하

므로, 패션산업체는텍스타일생산자, 패션제조업체, 그리고유통업체모두변화와소비자

선호도에 향을끼치는정보의흐름을받아들일필요가있다. 도나텔라베르사체(Donatella

Versace)는“상아탑에살면서는절대패션이나어떤예술적인것을만들어낼수없으며반드

시현실세계에서살아야한다.”1고말했고, 디자이너칼라거펠트는“모든정보를듣고, 모

든것을알고, 보고, 읽기를원하며그모든것을혼합하고나서, 그모든것을잊어버리고자

신만의것을만들어내야한다.”2고말했다. 또한네세서리오브젝트(Necessary Objects)사

의사주이며디자이너인에이디 럭프랭클(Ady Gluck-Frankel)은“트렌드를만드는것은

그시대이며, 우리는모두시대상이라는같은이슈들에의해 향을받으며시장을분석하기

위해정치,생태학,경제,음악등의흐름을해석한다.”고말한바있다.3때로직관처럼보이

는것조차실제로는신중한조사의슬기로운융합과분석의결과인때가많다.

그러므로모든패션산업체의간부, 디자이너, 머천다이저들은조사와분석에깊숙이관

련될수밖에없다. 그들은끊임없이소비자의라이프스타일을연구하고, 시장을분석하고,

트렌드와디자인리포트, 잡지, 신문을읽어소비자들과그들이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이

해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조사는디자인, 제조, 판매에관련된결정을내리기위하여반

드시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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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머천다이저, 바이어는패션의새로운방향이되는트렌드의예측방법을배워야한다.

소비자들에게 1~2년후그들이무엇을원하게될지물어보는것은불가능하다.아마소비자

들자신조차잘모르고있을것이다.디자이너,머천다이저,유통업체들은다가올시즌에소

비자들이원할패션제품들을생산해야하기때문에,그들은소비자들의요구와수요를예측

하는법을배워야한다.패션예측(fashion forecasting)은 다음과같은활동들에의해가능

하다.

■마켓 동향의 분석－소비자의 구매 행동이 사회, 경제, 기술발달, 그리고 환경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를파악(제2장참조)

■남성, 여성, 또는앞으로소비자가될아이들의라이프스타일파악(제2장참조)

■판매트렌드를정하는판매통계조사

■앞으로의 방향 또는 트렌드를 제안하는

패션(컬러, 실루엣, 소재, 의복의 길이)을

파악하기 위한 인기 디자이너의 콜렉션

평가

■세계의 패션 출판물, 카탈로그, 디자인

서비스조사

■스트리트 패션 조사(사람들이 무엇을 입

고 있는가) 관찰과 유명인사(celebrities)

들의패션스타일조사

시장조사

제2장에서 논의되었듯이, 패션 제조업체

와 유통업체는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과

선호를 알기 위해 그들의 표적시장을 끊

임없이조사해야한다.

소비자 조사 패션제조업체와유통업체

는 소비자의 구매 선호에 대하여 그들에

게직접질문하기도한다. 소비자반응은

특정의류나액세서리, 색상, 사이즈,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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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특정유통업체에대한소비자의선호도를찾기위해서수집되고표로만들어진다. 이정

보는구체적으로소비자의기호를반 한새로운제품을생산하기위해서사용된다.

소비자에게형식적으로혹은비형식적으로물을수있다. 바이어혹은판매관련자들은상

점에서소비자들과이야기를나눌수도있다. 상품제작자혹은소매상들은시장조사업체

에 주로 전화나 메일로 진행되는 시장 조사를 요청하기도 하고,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요청하기도한다. 모든기업이시장조사에많은비용을지출할만한여건이되

는것은아니지만,어떤형태로든소비자를조사하고파악할수있다.

■설문조사(survey)는전화나우편으로하며, 패션제조업체나유통업체를위해출판사나시장조사

업체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설문조사들은 수입, 라이프스타일, 패션 선호도, 구매 습관에 관

한질문들을포함한다.

■ FGI(Focused Group Interview)는 보통 시장 조사 업체들에 의해 선택된‘표적 소비자

(consumer focus group)’와의 인터뷰이다. 이들은 상품들의 장단점과 구매 만족도의 여러 측면

에대해서이야기한다.

■매장 내 인터뷰(in-store informal interview)는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어떤 것을 사고 싶은지, 현

재가능한것들중에서어떤스타일을좋아하는지, 그리고어떤상품을원하는데찾을수가없는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것이다. 소비자들과 가까이 접촉하는 것이므로, 작은 상점의 운

자들이가장효과적으로할수있다.

구매 소비자들이무엇을원하고필요로하는지연구하기위해서, 디자이너와머천다이저

는또한소매시장에서어떤상품들이가장잘팔리는지를본다. 디자이너와머천다이저는자

신들의상품과경쟁하는라인과스타일, 가격, 맞음새(fit), 품질을비교한다. 카탈로그디자

이너와머천다이저역시경쟁하는카탈로그들과인터넷을조사한다. 유통업체들은어떤상

품선택과제시방법이가장성공적인지분석하기위해경쟁상점을관찰한다.

판매기록 모든패션제조업체들과유통업체들은그들의판매기록(sales records)을조사한

다. 상승하는판매량의통계는어떤패션트렌드의인기가증가일로에있음을보여주는반

면, 하강곡선을그리는판매량은어떤스타일의인기가그정점을지나갔음을보여준다(제3

장의‘패션사이클’을참조). 또한전반적으로저조한판매량은그스타일이소비자의패션,

품질, 맞음새에대한요구를만족시키지못함을나타내는것이므로, 이러한때에는그것을

라인에서버리고새로운스타일을취해야한다.

트렌드분석

1년에두번, 세계의정상급디자이너들은그들의콜렉션을개최하는데(제12장참조), 이때

전세계의소매바이어와패션에디터들이콜렉션이열리는파리, 라노, 뉴욕, 그리고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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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몰려든다. 여기에서패션에디터들과바이어들은패션방향에 향을미칠새로운아이

디어를얻기위해콜렉션을분석하고자노력한다. 과거에미국의패션제조업체와유통업체

들은새로운패션아이디어를얻기위해유럽으로눈을돌렸었다. 그러나지금은외국의패

션제조업체와유통업체들이미국의디자이너콜렉션에, 특히캐주얼웨어부분에많은관심

을나타낸다.

패션 트렌드 패션 트렌드(fashion trend)는주요콜렉션이공통으로가지고있는스타일아

이디어이다. 그들은패션이어떤방향으로흘러가는지를나타낸다. 패션예측자들은그들이

생각하기에예언적인스타일과그시기의분위기와새로운패션트렌드의신호를포착하는

아이디어를찾는다.

여러디자이너들이공통된원천(source)에서 감을얻기때문에, 서로비슷한패션아이

디어를사용할수도있다.트렌드는여러콜렉션의소재, 실루엣, 또는다른디자인요소에서

나타날수있다. 새로운트렌드는다른콜렉션으로퍼지기전까지는아주작은부분으로나

타나는경우가매우흔하다. 패션전문언론사들이콜렉션간의유사성을지적하고조명하는

것과매체를통해알려짐으로써트렌드가자리잡게된다.

콜렉션의평가는패션제조업체들에서일하는디자이너가패션의방향을조사하기위한

방법의하나이다. 패션쇼에가지않는경우, 그들은주요패션중심지에서쇼핑을하거나디

자인서비스,잡지, 신문들을통해서콜렉션을평가해야한다.

유통업체의바이어들에게는어떤트렌드가패션의베이직아이템이되고, 어떤것이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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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에불과한지를판단하는것은힘든일이다. 그러나만약시장에새로운트렌드들이범람

한다면소비자들은지나치게다양한트렌드에과다하게접하는것을좋아하지는않을것이

므로, 바이어들은항상유동성있는방식으로제품수주를진행해야하며, 재고관리에도신

중을기해야한다. 리테일러에게있어서는소량의제품으로트렌드를테스트해보고, 차후

대량구매를하는것이가장이상적이지만, 실제적으로이러한구매방식이항상가능한것

은아니다.

인터넷과텔레비전의힘으로인해, 세계의패션계에는 로벌트렌드가급속도로전파되

고있다. 이제한트렌드의주기는 1년이아니라거의 5개월정도이며, 주니어마켓에서는

트렌드의지속기간이겨우 3개월에불과하게되었다.

표적시장에 적합한 트렌드 종종패션제조업체와유통업체들은패션마켓에는많은세분

화된표적시장들이있음을잊어버리고, 어떤한트렌드에만초점을맞추는경우가많다. 소

비자의다양한연령층구조와라이프스타일로인해패션마켓내에는트렌디, 주니어, 전문

가, 가족중심적표적시장등각각고유의성향을가진많은틈새시장들이형성된다. 오늘날

의분화된마켓에서어떤한트렌드는하나의틈새시장에만적합한것이되기도한다. 디자

이너와머천다이저는표적시장소비자의연령범위, 소득수준, 그리고패션선호도에기초하

여어떤트렌드가그들의소비자들에게가장적합할지를결정해야한다.

패션 전문가들은 패션 트렌드를 따르기 위해서 디자인, 색상, 비디오 서비스, 뉴스레터, 책, 잡지,

신문, 그리고웹사이트와같은정보원천들을사용한다.  

패션서비스

패션서비스(fashion service)는구독료를지불하면패션리포트, 예측, 상담등을받을수있

는패션자원이다. 이러한서비스들의가격은매우비싸지만그만큼많은정보를제공한다.

대부분의이러한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업체들은웹사이트나뉴욕패션산업체안내자료

(New York City directories), 또는주요도시의세일즈책임자를통해서찾아볼수있다. 주

요 패션 서비스 업체로는 칼렝 인터내셔널(Carlin International), 도미니크 페클러

(Dominique Peclers), 이에스피트렌드연구소(ESP Trend Lab), 프로모스틸(Promostyl), 히

얼엔데얼(Here & There), 패션박스(Fashion Box), 그리고트렌드유니온(Trend Union)이

있다. 이들서비스업체들은마켓리서치, 시장전개타당성조사, 콜렉션리포트, 패션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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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관련슬라이드의제공, 디자인컨설팅, 주요스타일의샘플대여, 디자인개발용역등을

제공한다.

콜렉션 리포트 패션서비스는콜렉션정보에대해신속하면서도심층있는정보를담아리

포트를제공한다. 잡지의보도가수개월걸리는데비하여이들의서비스는매우신속하다.

쇼가끝난후몇시간내에인터넷을통해자료가나오며, 인쇄된리포트는일주일후면제시

된다. 패션리포트는또한신문이나잡지보다콜렉션을좀더깊이있게분석한것이며, 여기

에는사진과스케치, 슬라이드, 소재스와치, 그리고설명이포함된다. 콜렉션은그규모에

서매우크기때문에, 쇼에참석한사람조차도아이디어를분류하고주요트렌드를분석하는

데보조자가필요할정도이다.

트렌드리포트 패션서비스전문회사에서는자신들이유행할것이라고예측하거나유럽에

서많이판매된트렌드에대한설명, 스케치, 소재스와치, 그리고의상의컬러샘플을포함

한트렌드리포트나예측서를발간한다. 그들은컬러와소재경향을기획하고, 실루엣과다

른디자인요소들을예측하며, 특정표적시장을위한트렌드를제시한다. 어떤자료에는주

요패션도시의젊은이들모습을담은거리사진들이포함되기도하는데, 이들은주니어패션

의디자이너들에게매우유용한자료가된다.

대부분의패션서비스전문회사들은여성복과남성복의정보를모두제공한다. 블록노트

(Bloc Note)와같은회사는아동복, 속옷또는니트를위한정보집을발간하는반면,《토베

리포트(Tobé Report)》는유통업체들을위해토베사가발행하는자료집이다. 각패션서비스

전문회사는그들의특별한접근방법을갖추고있으며, 인사이트풋웨어(Insights Footwear),

니트포인트(Knit Point), 머드피키드(Mudpie Kids)와같은회사들은특정한틈새시장에관

한자료를제공한다. 이러한리포트는매우많이있으므로, 어떤것을주문해야할지결정하

는것은쉽지않은데, 독일에서출판되는《스타일링뉴스(Styling News)》(www.modeinfo.

com)는이러한서비스를알려주는자료이다.

컨설팅 많은패션서비스전문회사에서는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 시장조사, 실행가능

성연구, 소비자프로필분석, 브랜드이미지와같은개별컨설팅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고

객회사의제품개발을보조한다. 이것은개별상담을통해이루어지며, 때에따라어떤회사

의전체라인의개발을대행하기도한다. 예를들어, 파리의페클러사는빅토리아즈시크릿

(Victoria’s Secret)의란제리상품을디자인한다.

컬러서비스

어떤패션서비스전문회사들은컬러예측서비스만을전문적으로수행한다. 패션산업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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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업체의전문가들은적어도 1년에두번이러한컬러전문서비스회사측을만나서미래

의컬러트렌드를기획하기위한컬러사이클과컬러선호에대한정보를제공받는다. 컬러

예측서비스전문회사는염색된실과스와치를디자이너와머천다이저들에게보내어컬러

구상과직물구매계획을돕는다. 또한어떤섬유업체는그들의고객에게컬러예측정보를

제공하기도한다(제6장참조).

주요 컬러 서비스 전문기관으로는 인터내셔널 컬러 어서리티(International Color

Authority)( 국), 에센셜 컬러 앤 컬러레이스(Essential Colours and Colorace)(독일),

OMS(오스트리아), 오리존티(Orizzonti)(이탈리아), 엘에이컬러스(L.A. Colours)(네덜란드),

더컬러박스(The Color Box), 더컬러마케팅그룹(The Color Marketing Group), 컨셉인

컬러(Concept in Color), 컬러플레이(Colorplay), 돈거 크리에이티브 서비스(Doneger

Creative Servive), 휴포인트(Huepoint), 컬러포트폴리오(Color Portfolio), 믹스 로벌컬

러리소스(Mix Global Color Resource)등을들수있으며그외에도다양하다.

컬러 시스템은 또 다른 종류의 컬러 자원이다. SCOTDIC(Standard Color of Textile

Dictionaire Internationale de la Couleur)나팬톤(Pantone)과같은업체들은자사의컬러유

형군(color family)내에염색컬러의자료를보유하고있으며, 그들은그샘플들을상품이나

염직물의컬러선택기준으로사용하는고객들에게컬러카드를판매한다.

웹사이트

패션에대한정보를공급하는웹사이트는수없이많다. 거의모든주요패션제조업체와유

통업체들이웹사이트를보유하고있으며, 대중들의패션정보에대한수요가증대됨에따라

서웹사이트들의수도크게늘어났다. 이중주요자료제공처(자주변화하지만)로는다음과

같은것들을들수있다.

■www.fashioncenter.com-뉴욕 패션 센터(New York Fashion Center)의 사이트로서,

12,000개가 넘는 패션 관련 업체들의 상호작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하여, 뉴욕 시의 패션업

체지도와각종패션관련박람회일정을제공한다.  

■www.fgi.org-패션 그룹 인터내셔녈(Fashion Group International)의 웹사이트로, 회원들을 위

해 행사와 사업 정보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이트 내의 학생 센터는 패션 스쿨, 인턴십, 직

업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그들의뉴스레터와미팅은현재패션산업의발전에대한정보의좋은

원천이된다.  

■www.doneger.com-기업을 위한 돈거 크리에이티브 서비스(Doneger Creative Services)의

유료정보사이트

■www.firstveiw.com-퍼스트 뷰(First View)는 파리, 라노, 런던, 뉴욕의 최근 콜렉션 사진들

을볼수있는유료패션정보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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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deaparis.com-파리의오트쿠튀르조합의 멤버리스트가있는사이트

■www.vogue.com-《보그》지의 웹사이트로, 디자이너 콜렉션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명성과 패

션쇼뒤의장면도함께제공한다. 

■www.wgsn.com-워스 로벌 스타일 네트워크(Worth Global Style Network)는 온라인 패

션쇼, 박람회 일정과 박람회 리포트, 프레타포르테와 쿠튀르 콜렉션, 그리고 트렌드 예측 정보를

제공하며, 유료로제공된다.

■www.wwd.com-《우먼스 웨어 데일리(Women’s Wear Daily)》신문의 온라인 버전으로, 패

션산업에대한일간신문이다.

비디오서비스와텔레비전

비디오는패션리포트를위한또다른이상적인매체이다.‘비디오패션뉴스(Video-fashion

News)’서비스에서는콜렉션주요장면과디자이너프로필을담은비디오테이프를매달구

독자에게발송한다.‘비디오패션뉴스’는스타일네트워크(Style Network), 미국의케이블

방송, 케이블비전(Cablevision)의메트로 TV(METRO TV)에서매주소개된다. 또한DVD로

제작되어업체에판매되기도하며,도서관에비치되기도한다.

CD-ROM 형태의‘패스트퍼워드(Fast Forward)’는주요패션이벤트에관한정보를다루

는데,정기구독할경우받아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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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전문잡지와신문

다양한 트레이드 간행물과 소비자들

을위한일반간행물도패션트렌드의

조사 대상이 된다. 트레이드 잡지와

신문은패션산업계종사자들을위한

것이고, 소비자간행물은일반대중을

위한 것이다. 각 패션 저널리스트들

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패션 트렌드

를 편집하며, 그들의 선택적인 편집

은 디자이너를 성공시키거나 무너뜨

릴 수도 있고, 트렌드를 강화하기도

한다.

패션 편집 패션에디터들의역할은

대중에게패션을알리고, 교육하는일

이다. 따라서그들은세계모든곳의,

모든단계의산업에서일어나는패션

정보를제공하며, 패션산업종사자들이나소비자들에게가능한모든정보를전달함으로써,

소비자들의현명하고적절한스타일결정과구매결정을돕는다. 패션에디터들은저널리스

트,스타일리스트,사진작가와함께소비자의눈과귀역할을한다.그들은많은사람들이현

재의패션트렌드를알수있도록돕고, 어떻게새로운패션상품을입고꾸미는지에대해서

도알려준다.

주요신문이나패션잡지의에디터들은콜렉션에참가하고그중어떤콜렉션이주목할만

한지를평가·기록하고중요하다고생각하는방향을보도한다. 그들은기사에사용하기위

해서의상의스케치나사진을요청하기도한다.

유명패션잡지의기사를작성하는일은다음과같은일을포함한다. 에디터들은유명인이

나유명모델을섭외하는데, 어떤경우에는 1년전에예약해야하는경우도있다. 사무실로

들어오는뉴스나홍보자료를선별하여기사를쓰기도하고, 사진가들과아이디어를나누기

도한다. 어떤사진가와작업할지를정하고, 스튜디오에서작업할지, 야외로케이션을진행

할지도상의한다. 함께작업할스타일리스트, 플롭(props; 촬 에쓰일소품)스타일리스트,

헤어및메이크업아티스트를정하고, 촬 에앞서준비할목록및제반비용도계산한다. 촬

시스태프들을위한케이터링도예약한다. 에디터는스타일리스트와함께촬 할의상과

액세서리를패션제조업체에요청한다. 사진을프린트하여검토한후, 컴퓨터로리터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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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고(모델들은생각보다완벽하지않다), 컬러도교정된다. 잡지커버는보다많은수정

작업을거치며, 때로는이메일을통해선호도를조사하기도한다. 오늘날은이미지가매우

중요시되는시대이기때문에잡지커버하나를만들기위해 10만달러의비용을지출하기도

한다.

트레이드 간행물 신문, 저널, 잡지등의트레이드간행물(trade publications)은독자에게

패션트렌드와섬유및패션산업과소매업의발전에관한정보를제공하며, 이들대부분은

특정분야만을다루는특화된간행물들이다. 바쁜패션업체의간부들은이들중단지몇개

만을읽을시간밖에는여유가없으며, 따라서자신들의마켓에초점을둔정보를제공하는간

행물을찾고자한다. 패션회사의간부들은이러한간행물들을매일읽는데, 간행물의예는

다음과같다.

여여성성복복 :: 미국의주요패션산업신문인《우먼스웨어데일리(Womens Wear Daily)》는매

주주중 5일간발간되는일간지이다. 이신문은매일새로운화제를다루며때로는액세서

리, 캐주얼웨어, 수 복, 기술발전과같은특별한주제를다루기도한다.《우먼스웨어데

일리》는월간지인《W》지도간행한다.《스타일(Style)》지는캐나다의트레이드잡지이고,

《갭(Gap)》은 프랑스에서,《패션 폴리오(Fashion Folio)》와《드레이퍼스 레코드(Drapers

Record)》는 국에서발행된다.

남남성성복복::《DNR(Daily News Record)》

아아동동복복::《언쇼즈(Earnshaws)》

스스포포츠츠웨웨어어 ::《스포츠웨어인터내셔널(Sportswear International)》,《스포츠 & 스트리트

(Sports & Street)》

액액세세서서리리 ::《풋웨어 뉴스(Footwear News, FN)》와《액세서리스 매거진(Accessories

Magazine)》, 《슈츠(Shuz)》

텍텍스스타타일일 ::《인터내셔널 텍스타일(International Textiles)》,《텍스타일 월드(Textile

World)》, 텍스타일 스위스 텍스타일 아트협회의 뉴스레터인《텍스타일 스위스(Textile

Suisse)》,《텍스타일뷰(Textile View)》

의의류류산산업업 ::《어패럴인더스트리매거진(Apparel Industry Magazine)》,《어패럴매뉴팩처

러(Apparel Manufacturer)》,《어패럴(Apparel)》[보빈(Bobbin)이명칭변경함]

광광고고와와 마마케케팅팅 ::《애드버타이징 에이지(Advertising Age)》,《브랜드위크(Brandweek)》,

《아메리칸 데모그래픽스(American Demographics)》,《리테일 에드 월드(Retail Ad

World)》,《SMM(Sales & Marketing Management)》,《쇼핑센터 월드(Shopping Center

World)》

소소매매업업 ::《스토어즈(Stores)》[미국 리테일 협회(National Retail Merchant Association)발

제4장｜패션의 자원 105



행],《체인스토어에이지(Chain Store Age)》,《리테일인텔리전스(Retail Intelligence)》, 그

리고《리테일퍼워드(Retail Forward)》,《리테일머천다이저(Retail Merchandiser)》,《쇼핑

센터월드(Shopping Center World)》

디디스스플플레레이이 ::《커뮤니케이션아트(Communication Arts)》,《디스플레이앤디자인아이디

어즈(Display & Design Ideas)》,《인스피레이션스(Inspirations)》,《라이팅 디멘전스

(Lighting Dimensions)》,《리테일디자인& 비주얼프리젠테이션(Retaila Design & Visual

Presentation)》,《비주얼 머천다이징 & 스토어 디자인(Visual Merchandising & Store

Design)》등

인터내셔널 패션 잡지 이잡지들은패션을다루면서도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발행되는

것이며, (미국내에서는) 일반상점에서손쉽게구할수있는잡지류이다. 미국인들은유럽

디자이너들이종종트렌드를창조해낸다는점을고려하여, 이러한류의외국잡지가패션

예측에도움이된다고생각한다.

이들중어떤잡지들은 1년에두번혹은네번콜렉션리포트로출판되기도하는데, 특히

독일과일본에서발행되는잡지중에는그러한것들이많다.

이러한잡지들은디자이너에게, 특히회사의예산절감문제로인해디자인정보서비스를

제대로받기어려울때매우중요한자료로활용된다. 디자이너들은그들의특정상품에대

한적절한아이디어를얻기위해서잡지를이용하기도한다. 예를들어청바지(jeanswear)

디자이너들은특정카테고리를위한아이디어를싣고있는최신(contemporary)잡지나주니

어용잡지를구매한다. 미국에서발행되는잡지들을주문하기위해서는뉴욕시의오버시즈

퍼블리셔스 리프리젠터티브스(Overseas Publishers Representatives)를 통하면 된다. 다음

은패션에관한수백개잡지들중일부목록이다.

여여성성 패패션션 잡잡지지 ::《콜렉션스(Collections)》,《로피시엘콜렉션(L’Officiel Collections)》, 프

랑스판《보그》(이상프랑스에서발행),《라인아이탈리아(Line a Italia)》,《도나(Donna)》,

《모다(Moda)》, 이탈리아판《하퍼즈바자(Harper’s Bazzar)》, 이탈리아판《보그》(이상이

탈리아에서발행),《하퍼즈앤퀸(Harper’s and Queen)》, 국판《보그》(이상 국에서

발행),《부르다 인터내셔널(Burda International)》,《마담(Madam)》,《패션 가이드

(Fashion Guide)》, 독일판《보그》(이상독일에서발행),《엘레강스(Elegance)》,《랑데부

(Rendez-vous)》(이상 스위스에서 발행),《패션 이어북(Fashion Yearbook)》,《하이패션

(Hi Fashion)》,《모드에모드(Mode et Mode)》,《미시즈앤마담(Mrs. Madam)》(이상일

본에서발행),《스타일(Style)》,《플래어(Flare)》(이상캐나다에서발행)

최최신신 문문화화 및및 주주니니어어 트트렌렌드드를를 다다루루는는 잡잡지지 ::《데이즈드 앤 컨퓨즈드(Dazed and

Confuzed)》,《옵션스(Options)》(이상 국에서 발행),《엘르(Elle)》,《데페쉐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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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che Mode)》,《쥬느 에 졸리(Jeune et Jolie)》(이상 프랑스에서 발행),《모다 인

(Moda In)》,《모다비바(Moda Viva)》,《아미카(Amica)》(이상이탈리아에서발행),《브리

지트(Brigitte)》,《미스보그(Miss Vogue)》,《카리나(Carina)》(이상독일에서발행),《논노

(Non-no)》,《25앙스(25ans)》,《맥시스터(McSister)》(이상일본에서발행)

아아동동패패션션잡잡지지 ::《보그밤비니(Vogue Bambini)》,《도나밤비니(Donna Bambini)》,《모다

빔비(Moda Bimbi)》(이상이탈리아에서발행),《세서미앤베이비패션(Sesame and Baby

Fashion)》(이상일본에서발행), (주니어패션도아동복아이디어의좋은원천이다.)

남남성성패패션션잡잡지지 ::《로피시엘옴므(L’Officiel Hommes)》,《보그옴므(Vogue Hommes)》(이

상 프랑스에서 발행),《워모 보그(L’Uomo Vogue)》,《리니아 이탈리아나 워모(Linea

Italiana Uomo)》,《몬도 워모(Mondo Uomo)》,《워모 하퍼즈 바자(Uomo Harper’s

Bazzar)》(이상이탈리아에서발행),《매너보그(Männer Vogue)》(독일에서발행),《멘즈

클럽(Men’s Club)》,《던슨(Dansen)》(이상일본에서발행)

웨웨딩딩잡잡지지::《마리아쥬(Mariages)》(프랑스에서발행),《스포사(Sposa)》(이탈리아에서발행)

미국에서 발행되는 소비자 패션 잡지 기존의많은잡지들이변신을꾀하고있으며, 외국

의출판사나편집자들이미국내로끊임없이유입되고있다. 그중어떤잡지들은사장되기도

했지만, 새로운시장에진출하고자하는해외의잡지들은언제나넘쳐난다. 미국에서발행된

잡지들은특정표적시장을위해패션을분석하고, 미국디자이너콜렉션을조사하고, 어떤

패션을어느상점에서구할수있는지알려주는원천으로가장많이쓰인다. 디자이너들은

각기가장선호하는잡지가있다.잡지의50~75%는광고로구성된다는점을상기하라!

최근미국에서각광받고있는잡지는《인스타일(In-Style)》,《럭키(Lucky)》,《틴보그(Teen

Vogue)》,《지큐(GQ)》,《디테일(Detail)》등이다.

카탈로그

디자이너들은아이디어의원천으로카탈로그를사용하기도한다. 카탈로그는무료잡지나

진배없이사용되는데, 이를테면캐주얼웨어카탈로그에실린가죽재킷은다른패션업체의

코듀로이나일론재킷을만드는데도 향을줄수있을뿐아니라, 심지어다른카탈로그회

사에도 감을줄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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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이거나민속적인의상들, 예술, 여행등은디자이너들에게 감을제공한다.

디자인을한다는것은완전히새로운것을창조해내는작업이아니다. 아이디어는무에서

유를창조하는것이아니다. 우선디자이너들이세심한조사를하고, 다만무엇이그디자이

너의라인을특별하게만드는가는디자인원천을해석하는그의독창적인능력에달려있다.

역사적인의상, 민속적인의상

디자이너는종종아이디어나테마를얻기위해서과거(이는가까운과거일수도있고먼과거

일수도있다)나민속의상으로눈을돌리기도한다. 의상(costume)은다음의두가지범주로

나뉜다. 역사적인의상은특정한시대에유행했던패션이며, 민속의상은전통적으로그국가

혹은지역에서만입었던옷이다. 이들두가지는모두현대의패션디자인에 감을주는원

천이된다.

역사적의상으로부터의 감 디자이너들은보통역사속각시대의상의컬러, 모티브, 선,

형태, 그리고의상에의해형성되는공간등을세심하게관찰한다. 어떤디자이너들은콜렉

션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디자이너의 원천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네트 레포르

(Nanette Lepore)와제임스코벨로(James Coviello)는 국의에드워드안스타일에 감을

받은콜렉션을발표한바있다. 노스텔리아룩이현대패션에사용될때는오늘날의감성에

맞도록재해석된다. 캐롤리나헤레라(Carolona Herrera) 역시콜렉션에서 1950년대스타일

을재해석하여발표한바있다.

자사 브랜드 보존물로부터의 감 대부분의디자이너브랜드들은자사만의패션보존물

(archives) 을지니고있다. 회사자료실에보관되어온스케치, 사진, 편지, 도서, 패턴, 액

세서리, 패브릭, 당시에만들어진실제드레스등을통해자신의근원을확인하고,이를디자

인의원천으로활용하는것이중요하다. 자료를잘보관하려면라벨을붙이고소재별로범주

화하는등분류도잘해야할뿐만아니라, 먼지로부터자료를보호할수있는캐비닛및온도

조절장치를갖춘특별한공간등도구비해야한다. 발렌시아가(Balenciaga)는자사의보존

물을아이디어의원천으로이용할뿐만아니라, 매해새로운패브릭을사용한옛디자인‘에

디션’을두아이템정도선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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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 의상의 향 디자이너들은민속의상을색채,

모티브, 선, 형태, 공간으로부터 같은 감을 받아 만

들어진혼합물이라생각한다. 예를들어오스카드라

렌타(Oscar de la Renta)의최근콜렉션은인도와러시

아의 의상으로부터 감을 받아 제작되었다. 비즈 장

식, 자수, 원색의컬러감, 특수염색프린트등의장식

적인요소가집시룩과어우러져표현되었다. 마이클코

어스(Michael Kors), 피터솜(Peter Som) 등많은디자

이너들이중국풍혹은러시아풍의민속의상에서 감

을받은의상을선보이고있다.

빈티지 의류점과 서비스 디자이너들은때때로빈티

지의류점, 벼룩시장, 중고품상점, 경매, 그리고인터

넷등에서오래된의류와직물을구매하여오늘날의패

션을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디자이너에게 감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옷들을 찾아

주는서비스및전문스타일리스트도있다. 빈티지의

상을취급하는웹사이트를쉽게찾아볼수있으며, 페

어(fair)나벼룩시장, 중고품숍, 경매등을통해서도구

매할수있다. 뉴욕에서열리는맨하탄빈티지의류전

시회(Manhattan Vintage Clothing Show)는빈티지의

류를구매할수있는주요페어중하나이다. 빈티지의

류를구할수있는웹사이트로는다음과같은것이있

다: www.rustyzipper.com, www.vintagevixen.

com, www.fashiondig.com. 빈티지패션중특히오트쿠튀르의상은귀하게취급되고있

다. 최근경매에서찰스워드(Charles Worth)의드레스가운은 10만 1,500달러에판매된바

있다. 개인컬렉터들과박물관관계자, 앤틱딜러들이경합을벌이는가운데, 디자인하우스

역시자사알카이브자료를찾아내기위해열을올리고있다.

박물관 박물관에서열리는의상콜렉션전시회를통해옛날부터보존되어온실제의상들

을볼수있다. 파리루브르박물관에서열린크리스토벌발렌시아가(Cristobal Balenciaga)

의전시나뉴욕의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열린‘앵 로매니아(Anglomania)’와같은유명

전시는많은디자이너에게 향을미친다. 다음의박물관과갤러리하우스들은중요한의상

콜렉션을보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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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브루루클클린린뮤뮤지지움움내내의의상상갤갤러러리리–미국뉴욕시이스턴파크웨이 188번지.

www. brooklynart.org

로로스스앤앤젤젤레레스스뮤뮤지지움움내내의의상상갤갤러러리리–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시윌샤이어블러

바드 5905번지. www.lacma.org

맥맥코코어어드드뮤뮤지지움움내내의의상상전전시시관관–캐나다몬트리올시셔브룩스트리트웨스트의 690번지.

www.mccord-museum.qc.ca

메메트트로로폴폴리리탄탄뮤뮤지지움움내내의의상상전전시시관관과과안안토토니니오오라라티티텍텍스스타타일일센센터터–미국뉴욕 5번가 1000

번지. www.metmuseum.org

FFIITT 의의상상도도서서관관및및갤갤러러리리–뉴욕시 27번가. www.fitnyc.suny.edu

모모던던아아트트갤갤러러리리내내의의상상전전시시관관–이탈리아피렌체. www.sas.firenze.it

뮤뮤제제뒤뒤코코스스튬튬드드라라빌빌르르드드파파리리–프랑스파리시의뉴욕애브뉴 14번지.

www.paris.fr/musees

뮤뮤제제드드라라모모드드–루브르궁내파비롱드마르상,프랑스파리시리볼가 75001번지.

www.ucad.fr

의의상상박박물물관관– 국바스시의베넷가. www.museumofcostume.co.uk

릭릭스스뮤뮤지지움움–네덜란드암스테르담슈타드데르스카데42번지소재.www.rijksmuseum.nl

노노스스텍텍사사스스대대학학교교–스쿨오브비주얼아트내텍스타일패션콜렉션. www.art.unt.edu/tfc

빅빅토토리리아아앤앤알알버버트트뮤뮤지지움움– 국런던시크롬웰로드. www.vam.ac.uk

많은지방박물관에서도이와같은패션콜렉션이열리며, 거의모든국립민속박물관들

에는민속의상이소장되어있다. 또한모든박물관에서는옛시대에그려진그림을통해당

대의의상을연구하기도한다.

도서관과서점 디자인아이디어는의상의역사를다룬책이나옛잡지에서도얻을수있다.

박물관서점과도서관은의상의참고자료를찾기에매우좋은곳이다. 많은도서관들이《고

디즈 레이디스 북(Godey’s Lady’s Book)》(183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하퍼즈 바자》

(1867년부터),《보그》(1894년부터)와같이역사가오래된패션잡지들을소장하고있다. 그

런가하면많은패션디자이너들은역사및민족의상, 화, 스포츠, 예술가, 디자이너, 섬

유에대한장서를자료로서직접소장하기도한다. 또한대학들중에는역사적인의상과나

염에관한자료집을보유한대학들도있다.

예술

화, 비디오, 텔레비전, 미술, 건축, 음악, 그리고연극은모두패션디자인에 감을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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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다. 디자이너들은큰도시로몰려가서그곳에집중된창조성을흡수하기도하는데, 이

때그들은다른디자이너와예술가들에게서 향을받는다. 이와같이디자이너들은새로운

아이디어를접하고자극을받으며, 이러한자극은더나은창조를촉진하는촉진제역할을

한다.

아트전시회는종종디자인콜렉션에 향을준다. 어떤아티스트의작품하나가 감을

주기도하고, 어떤디자이너는아티스트한명을선정해그의작품세계를콜렉션으로풀어

내기도한다. 예를들어블루마린(Blumarine)의 안나몰리나리(Anna Molinari)는 구스타브

클림트(Gustav Klimt)의 작품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으며, 배즐리엔미시카(Badgley &

Mischka) 디자인듀오는 17세기의플랑드르미술에서아이디어를얻어콜렉션을전개했다.

디자이너피터솜(Peter Som)은인터뷰에서자신의콜렉션이베르메르의그림<진주귀걸이

를한소녀>에서 감을받았음을밝힌바있다.

화는패션에 향을크게미치는분야중하나이다. 무대의상디자인은 화나연극을

위한의류를제작하는분야를일컫는다. 무대의상디자인은시대의상을고증하고, 극이나

화에서옷을입을인물의캐릭터를연구하는것에서부터시작된다. 이와관련하여배우줄

리안무어(Julianne Moore)는“내가맡은배역의옷을입는순간나는 화속의인물로빠져

들어가는동시에 감도받는다. 반면 화를보는관객은 화속패션을통해옷을입는법

을배우는것같다. 화와패션은상호공생의관계라할수있다.”라고언급한바있다.4

디자이너가자신이본 화속의의상에서디자인모티브를가져오기도한다. 이때 화는

오래된옛 화일수도있고최신 화일수도있다. 예를들어피터솜은최근오드리헵번이

주연한 <마이페어레이디(My Fair Lady)>에서 감을받은디자인을발표한바있으며, 메

튜 윌리암슨(Matthew Williamson)은 1968년 제작된 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The

Thomas Crown Affair)>에서 감은받은콜렉션을발표한바있다.

대중음악가수나연주자의연주가담긴비디오음악은젊은이들의패션에큰 향을미친

다. 그러한연유로인해 10대들의차림은록가수가입는것과비슷하기마련인데, 바로그러

한점을고려하여주니어패션전문디자이너들은소비자들에게인기있는의상을발굴하기

위해연예인스타일을모방하기도한다.

텔레비전은시트콤이나리얼리티쇼등각종프로그램을통해다양한패션을보여주는매

체이다. 이러한옷들은그쇼를위해특별히제작된경우도있고, 기성복중에서선택된경우

도있다. 많은프로그램이 30세이하의젊은시청자들을대상으로하므로, 스타들이입은옷

은젊은이들의패션트렌드로전파된다. 경우에따라서패션브랜드회사는자사의제품을

프로그램의등장인물에게입히는대가로비용을지출하기도한다. 케이블방송에서패션관

련 프로그램이 방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브라보(Bravo) TV의‘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는디자이너지망생들에게큰반향을일으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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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시상식이나 골든 로브, 그레미 시상식

에서보이는패션역시그 향력이크다. 유명디자

이너들간에레드카펫에서게될스타들에게옷을입

히기위한경쟁이치열하며, 스타가상을수상할가능

성이클경우경쟁은더욱치열해진다. 아르마니와같

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자사의 드레스를 꼭 입는다는

보장이없다고해도드레스가선택되길 바라며옷을

대여해준다. 여배우는시상식에서입을드레스와액

세서리를자신의스타일리스트와상의하여결정하게

된다. 대중들은 스타의 패션을 따라 하고 싶어 하므

로,시상식에서보인패션은모방되어퍼지게된다.

소재

소재(fabrics)는 패션디자이너에게 감을주는가장

중요한원천이다. 어떤소재를사용하느냐에따라비

용도천차만별로달라질수있다. 한종류의패브릭으

로콜렉션전체를전개할수도있다. 예를들어메튜

윌리암슨의 최근 콜렉션은 인도산 자수 패브릭을 메

인으로 해서 콜렉션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있어서는대부분의의류와액세서리디자이너

들이허용된가격범위내에서사용가능한소재만을

사용할수밖에없다.

디자이너들은국제섬유마켓이나뉴욕과 LA의섬

유박람회를통해최근에나온소재들을구매한다.

소재디자이너들은의류디자이너나액세서리디자이너들과마찬가지로시장조사와트렌

드조사를수행한다. 그들도지금까지언급한내용을 감의원천으로활용하는데, 특히소

재와역사/민속/무대의상콜렉션, 인테리어장식, 소재박람회등이중요하다. 감을줄만

한빈티지소재를제공하는소재스와치서비스도있다.

여행과자연

여행은디자이너의콜렉션에 향을끼친다. 디자이너들은시각적으로혹은문화적으로자

극을받을수있는장소를방문하는것을좋아한다. 그들은언제나새로운자극을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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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화할능력이있다고인정받기때문에업무휴가(working vacation)를받는다. 업무휴

가여행은디자이너들로하여금새로운아이디어를얻는기회가되지만, 그렇다고해서이러

한새로운아이디어들이그들의콜렉션에서항상명확하게반 되는것은아니다. 그보다는

축적된아이디어들이신선한컬러팔레트, 새로운소재패턴, 또는사물을바라보는다른방

법으로미묘하게조합되어나타나는경우가많다.

디자이너는고향혹은외국의자연에서 감을받기도한다. 자연의형태나무늬들은의복

이나액세서리디자인에 향을미치기도하며, 꽃이나가을잎사귀의색채는컬러기획에

감을주기도한다. 예를들어도나텔라베르사체는녹색의비단뱀가죽에서잘라낸잎들

로드레스전체를뒤덮었다.

형태는기능을따른다

건축가 던루이스설리번(Louis Sullivan)의 말을빌리자면, 의류디자이너역시필요에서

감을받는다고한다. 데님에대한오랫동안의갈망이진을패셔너블하게만들었는가하면,

소비자들의생활양식이활동적으로변하면서패션산업이액티브웨어를생산하는쪽으로선

회한것이바로그좋은증거일것이다. 즉많은사람들이원하면, 그것은곧패션이된다는

의미이다. 실용적인백팩이인기를누리게되자그것은곧멋진스타일로디자인되어출시되

었으며, 편안하고유연성있는의상에대한수요가있었기에스판덱스가이토록성공하게되

었으며, 스판덱스의사용은체형을드러나보이게하는스타일링을가져왔다. 이와같이종

종필요는패션을만들기도한다. 어떤디자이너들은이를숙지함으로써패션의미래를예측

하기도한다.

거리는 감의원천

디자이너들은출근하는사람들, 길을걸어가는트렌디한젊은이들, 스케이트보드를타는아

이들과같이거리에서사람들의옷차림을바라보는것만으로도아이디어를얻는다. 그들은

상점의윈도우를들여다보고, 사진을찍고, 느낌이오는옷을스케치하기도한다. 리바이스

사의디자이너는‘거리패션’의비디오를찍어동료들에게보여주고아이디어를자극했다.

이러한연유로인해일반인들이입고있는옷의사진들이종종《우먼스웨어데일리》지와패

션트렌드북에실리기도한다.

항상눈을크게뜨고디자인의원천을찾아라

디자이너들은수많은아이디어사진들, 소재스와치, 그리고창작욕을자극하는다른많은

것들에둘러싸여있다. 그들은상점을돌아보거나, 미술관에가거나, 자연을연구하거나,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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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가거나, 혹은사람들을관찰하기위해스튜디오에서거리로나온다. 그들은인터넷, 비

디오, 텔레비전으로패션을본다. 디자이너는언제어디서나아이디어를빠르게옮기기위해

서보통스케치북을가지고다닌다. 그들은정보에목말라하고, 정보를혼합하여그들나름

의모양을만들어새로운형태로탄생시킨다.

대부분의패션회사는회사내에정보센터(Resource Center)를보유하고있다. 존스뉴욕

(Jones New York)이나리즈클레이본(Liz Claiborne)과같이규모가큰회사는막강한디자

인소스와정보력을보유하고있기도하다. 예를들어리즈클레이본은빈티지패브릭저장

소, 정기간행물, 트렌드리포트, 소비자예측조사서및다양한예술서적을보유한도서관,

컬러연구소를갖추고있다.

무엇인가를인지(awareness)한다는것은창조로가는하나의열쇠이다. 디자이너는항상

눈을크게뜨고관찰력을키우고시각적인아이디어들을흡수하고혼합하여, 소비자들이좋

아할옷으로재해석해내기위한감각을습득해야한다. 어디에서아이디어가나올지혹은

어떤아이디어가라인전체에 감을줄지를예측할수는없다. 어떤사람들은여러요소를

뒤섞어새로운것을만들어내는데능하지만, 설사그렇지않다해도관찰한것을토대로한

연습과실행은감각과자신감을불어넣어준다. 여러아름다운것을접하는경험은디자이너

나바이어가순수한아름다움과품질을패드(fad)나평범한것과구분할수있도록도와준다.

114 제1부｜패션의 기초



다음의용어와개념을간단히설명하고논하라.

1. 어떤요소들이패션예측과관련되는지설명하라.

2. 디자이너는어떻게트렌드와정보서비스를이용하는가?

3. 시장조사는왜섬유및의류패션제조업체및유통업체들에게중요한가?

4. 트레이드간행물과소비자간행물의차이를설명하라.

5. 역사적의상이나민속의상은현대패션에있어어떤역할을하는가?

6. 화가패션에어떻게 향을미치는지에관한예를한가지들어보라.

1. 트렌드조사: 여러분에게가능한패션자료원을조사하고, 패션잡지의최근이슈를읽고 6개

월이나 1년전의패션의모습과내용을비교해보라. 여러분이찾은정보로부터미래의패션

방향을분석해보고생각을정리하여,컬러, 소재, 실루엣, 선의트렌드예측을시도해보라.

2. 패션잡지평가: 4개의다른패션잡지의내용을검토하고비교해보라. 광고에허용된페이지

는얼마나되는가?편집자의패션리포트의페이지수는얼마나되는가?잡지들이공통적으로

갖고있는것은무엇인가?패션예측자들이이들정보를어떻게이용하겠는가?

3. 민속의상사진이실린책을보고, 그것에서받은 감으로선, 형태, 컬러, 디테일을조합하여

오늘날의라이프스타일에맞는의상을디자인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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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편집

2. 패션예측

3. 패션트렌드

4. 표적시장

5. 콜렉션평가

6. 패션서비스

7. 트레이드간행물

8. 소비자간행물

9. 인지

10. 디자인원천

용어 개념

복습 문제

심화 학습 프로젝트

SU
M

M
A

R
Y

조사와 관찰은 패션 산업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이다. 소비자의 구매 습관을 관찰·조사하고, 디자이

너 콜렉션의 방향을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패션 출판물을 읽고, 패션 트렌드를 관찰하고, 예술의 동

향에 대해 앎으로서, 패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의 대다수가 미래에 어떤 상품을 원하게

될지 예측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패션 세계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 패션인에게 있어 인지는 제2의

천성이되어야한다.

요약



4. 소비자조사용설문지를만들어묻고싶은내용을질문하라.“어떤길이의스커트길이를선호

하십니까?”와같이가능한한구체적으로질문하라. 동네의쇼핑몰에가서소비자들에게그

질문에답해달라고부탁하고(학생연구라고설명하라)거기에서발견한사실들을간략하게보

고하라.

1 As quoted in “Donatella Takes Charge,”Women’s Wear Daily, October 1, 1997, p. 4.
2 As quoted in “King Karl,”Women’s Wear Daily, November 20, 1991, p. 7.
3 As quoted in “Juniors, a Trend Ahead,”Women’s Wear Daily, December 1, 1994, p. 6.
4 Julianne Moore quoted in “Starring Role”, Women’s Wear Daily, January 6, 2003,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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