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의류학박사 학위논문 

 

소비자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shion New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Consumer Co-Creation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재 경 

 



 

   

소비자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지도 교수  추 호 정 

 

이 논문을 의류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이 재 경 

 

이재경의 의류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이 유 리           (인) 

부위원장       박 주 연           (인) 

위    원       전 재 훈           (인) 

위    원       이 하 경           (인) 

위    원       추 호 정           (인)



 

 

i 

초    록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역량이 강화된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기업 활동에 소비자 참여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협력자로서 

기업의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의 소비자는 

구매자이자 이용자일 뿐이었으나 기술 환경의 발달과 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인해 소비자는 제품의 공동창조자(co-creator)이며 

구매자인 동시에 이용자가 되었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각도의 평가를 통해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신제품 개발(New Product Development: NPD)은 패션 산업의 핵심 

활동으로 패션 컬렉션(collection)의 빈도와 신선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패션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패션 

브랜드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리드타임(lead time)을 줄일 수 있는 패션 NPD 프로세스 

전략을 추구해 왔다. 패션기업이 NPD 프로세스의 속도를 향상시켜 

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부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패션 NPD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규명하고,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에서는 패션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기업이 소비자와 협력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활동을 공

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이라 정의하였다.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는 열 

개의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다섯 명의 전문가와 함께 최종 스레드

리스, 아카매, 어웨이투마스, 나이키 플러스, 아디다스 메이드 포, 휠라보

레이션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소비자 참여형 패션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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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례들의 구조적 특징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인인 가치제안, 목표고객, 핵심활동, 채널, 핵심파트너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패션 NPD 프로세스의 기획 과정에서 공동가치와 공동창

조자의 명확한 선정, 개발 과정에서 선정된 공동가치과 공동창조자에 따

른 적절한 공동활동의 구성, 그리고 패션 NPD 프로세스의 전 단계에서 

다양한 공동플랫폼의 활용이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공동파트너는 공동창조의 성패를 결정하기보다 공동창조 활동의 지속성

을 높이고 신제품의 차별화를 강화했다. 패션 NPD 프로세스 초기에 전

략적으로 목표을 선정해야 하는 공동가치와 공동창조자는 소비자 디자인 

선정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공동창조의 디자인 선정은 크게 고객

주도 방식과 기업주도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고객주도로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동창조 사례에서는 유형가치와 무형가치가 동시에 제시되었

다. 공동창조 활동은 점차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기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참여 빈도와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공

동파트너는 각각의 공동창조 전략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지만, 공

통적으로 소비자의 창작활동에 디자인 영감을 주고 있었다. 경쟁이 치열

한 오늘날의 시장에서 많은 기업이 수익성 달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 중 소비자와의 협

업은 다양한 연구에서 그 영향력이 강조되었으며 본 사례연구를 통해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2를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모델을 제안

하고자 소비자와 함께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팀장급 이상의 

패션 브랜드 실무자 12명을 모집하여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심층

면접은 참여자들의 경험과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된 질문으로 참여자들의 답변 유형에 따라 60분에서 90분가량 진행되었

다. 심층면접을 통해 패션기업이 공동창조 활동을 진행하는 동기와 수행 

성과, 패션기업이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촉진요인, 장애요인, 외부 환경요인을 도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패션기업은 공동창조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조직 

역량을 관리하고, 브랜드 파워와 매출 상승을 기대했다. 특히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 신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커

뮤니케이션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공동창조 활동을 계획했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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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소비자 차원에서 다양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들이 나타났다. 

공동창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은 패션 NPD 프로세

스의 진행 속도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촉진요인들은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게 되

므로 패션기업은 전략적으로 신제품 개발 과정을 설계하여 참여자들이 

능동적 조작행위를 통해 성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한, 패션기업 외부의 기술 환경요인과 시장 환경요인은 소비자 참여를 

통한 공동창조의 방법과 전략에 변화를 가져왔다. 디자인 자원의 디지털

화는 소비자 창작 활동이 용이하도록 도움이었으며, 다양한 소셜 미디어

를 활용한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참여도와 자발성을 높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상호작용 요인을 제안하였고, 

공동창조의 성과가 패션 NPD 프로세스의 성공적인 수행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패션 NPD 프로세스에 집중하여 다양한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한 

소비자들 간의 변화된 상호작용 방식과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구성요인들이 도출되었다. 또한,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함께 탐색하여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것은 경영학 분야에서 

연구해 온 공동창조 방법을 패션 신제품 개발에 적용하여 패션 신제품 

전략에 관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속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공동창조의 특징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기업의 상황과 브랜드의 성격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산업의 성숙으로 인해 더욱 과열되고 있는 패션기업에 

유용한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소비자 공동창조, 개방형 혁신, 패션 신제품 개발,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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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한 때, 전 세계 의류 수출 규모의 10%를 차지했던 한국 패션·섬유

산업은 세계 3 위의 수출 강대국이었으나 2010 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2019 년 이후 3.6%의 역성장을 기록했다(Korea 

Federation of Textiles Industries[KOFOTI], 2019). 2020 년에 발발한 

코비드 19(COVID-19)의 영향으로 패션·섬유산업의 역성장세가 심화되

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제조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KOFOTI, 2020; 박훈, 이자연, 2018).  

기업은 더욱 강력해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혁신을 이루었고, 대부분 산업에서 핵심 역량에 대

한 집중은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 간주되었다(Gassmann, 2006). 

Chesbrough(2003a)는 한정된 자원을 보유한 조직 안에서 제품 연구, 

개발 및 시장 출시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

서, 경영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개방형 혁신을 제안했다.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기업 내부 또는 외부에

서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기업의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상용화 되는 

혁신으로 정의된다(Chesbrough, 2003). 특히, 연구 개발 분야에서 외부

의 자원에 기초하는 혁신의 사례가 늘어났으며, 외부 지식과 혁신 자원

의 관련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Stern & Porter, 2001). 점차 가열화 

되고 있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국내 패션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제품 디자인과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외부 자원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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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소비자들에게 무한한 양의 정보에 대한 접근

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러한 기회로 정보활용 능력이 강화된 소비자들

과 기업의 관계가 변화되고 있다(유창조, 2008). 소비자들과 기업의 관계

가 양방향으로 변하면서 기업 활동에 소비자의 참여가 확대되었고 소비

자는 기업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Jenkins, 2006). 역량이 

강화된 소비자들은 기업의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며 

인플루언서(influence)와 프로슈머(prosumer)로서 권력을 형성해 가고 

있다(Ernst, Hoyer, Krafft, & Soll, 2017). 과거의 소비자는 수동적인 구

매자이자 이용자일 뿐이었으나 기술 환경의 발달과 소비자에 대한 새로

운 인식으로 인해 이제는 제품의 공동창조자(co-creator)이자 공동마케

터(co-marketer)이며, 구매자인 동시에 이용자가 되었다(Fuad-Luke, 

2009; O’Hern & Rindfleisch, 2010; Storbacka & Lehtinen, 2001).  

공동창조(co-creation)란 소비자가 신제품 개발 과정에 관여하여 신

제품의 다양한 요소를 결정해가며 기업과 협력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 

가는 활동으로(O’Hern & Rindfleisch, 2010), 소비자는 공동창조 활동에 

공동창작자로서 참여하게 된다(Prahalad & Ramaswamy, 2004b). 

Czepiel(1990)이 고객의 참여가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한 

후 연구자들은 고객 참여를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Kelley, 

Donnelly Jr, & Skinner, 1990). 성공적인 기업의 가치창출 시스템에 대

한 초기 연구들은 고객의 역량과 역할에 집중하였고(Bendapudi & 

Leone, 2003; Firat & Venkatesh, 1995; Prahalad & Ramaswamy, 2000),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변화된 기업환경 속에서 연구자들은 IT 기술을 

활용한 공동창조 모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Kalaignanam & 

Varadarajan, 2006). Prahalad and Ramaswamy(2002)가 가치의 경제적 

개념을 기업 중심의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제안한 이후 공동창조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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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세스에서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제품 개발(New Product Development; NPD)은 패션기업의 핵심 

활동으로, 패션 컬렉션(fashion collection)의 빈도와 신선도를 증가시키

는 것은 패션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

다(Tran, Hsuan, & Mahnke, 2011). 패션기업들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

고 소비자들의 수요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기 위해 리드타임(lead time)

을 줄일 수 있는 NPD 전략을 추구해 왔으며, 신제품 개발 속도를 향상

시켜 원가 비용 절감, 제품 생산시간 관리, 품질 개선, 시장 대응능력 향

상 등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Barnes & Lea-Greenwood, 2006; Caro & 

Martínez-de-Albéniz, 2014).  

의류학 분야에서 성공적인 패션 NPD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내부 조직 관리와 NPD 프로세스의 효율성에 주목했다. 프로세스의 혁신

을 통해 패션 NPD 전략을 제시한 연구들은 제품 생명주기(d'Avolio, 

Bandinelli, & Rinaldi, 2015), 패스트패션 비즈니스(Keiser, Vandermar, 

& Garner, 2017; Parker-Strak, Barnes, Studd, & Doyle, 2020), 4.0 산

업기술(Wijewardhana, Weerabahu, Nanayakkara, & Samaranayake, 

2020), 시장 대응력(May-Plumlee & Little, 1998)에 집중하고 있었다. 

d'Avolio et al.(2015)은 패션 NPD 프로세스를 기업의 경쟁우위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 집약적 과업이라 정의하였으며, 트렌드를 반영

하는 패션 NPD 프로세스의 민첩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제품 수명 주기

를 활용한 좋은 성능의 NPD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의 출시 시간, 리드타

임뿐만 아니라, 재고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Parker-Strak et 

al.(2020)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와 시장 전달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 자원, 인력에 대한 간결한 계획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해야 한

다고 제언했다. 선형의 프로세스로 제시되었던 프로세스는 연구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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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병렬 방식의 동시공학 프로세스로 발전했고(Keiser et al., 2017), 

4.0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강조되었다(Wijewardhana et al., 2020). 결과

적으로, 패션 NPD 프로세스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속도가 NPD 프로

세스의 성능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리드 타임을 줄이고, 출시 속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었고, 많은 연구들이 NPD 프로세스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방형 혁신을 통한 NPD 전략에 관한 최근의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주로 공동창조 환경요인(Sanders & Stappers, 2008), 소비자 참여동기

(Füller, Mühlbacher, Matzler, & Jawecki, 2009; Healy & McDonagh, 

2013; Sawhney, Verona, & Prandelli, 2005),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포

함한 영향요인(Aquilani, Silvestri, & Ruggieri, 2016; Hoyer, Chandy, 

Dorotic, Krafft, & Singh, 2010; 구혜경, 나종연, 2012a)과 관련하여 수

행되고 있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다각도의 평가를 통해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Wire, 2001), 의류학 분야에서도 소비자와의 공동창조를 통한 가치 창

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패션 신제품 개발보다

는 공동창조 프로세스(Choi, Ko, & Kim, 2016), 중소 패션기업 전략

(AbdelAziz, Saad, & Thurasamy, 2021; Kang, 2014; Millspaugh & Kent, 

2016), 고객 커뮤니케이션(Katz & Sugiyama, 2005), 공동창조 선행 조

건(Thomas, Brooks, & McGouran, 2020), 공동창조 디자인 효과(Zhang 

& Ma, 2021) 공동 지식 형성(Acharya, Singh, Pereira, & Singh, 2018) 

등 고객 서비스, 마케팅, 경영 전략에 집중되어 있다. 패션산업에서 신제

품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할때, 패션 신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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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의 성공적 수행에 집중한 연구가 필

요하다.   

패션 NPD 전략에 대한 의류학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품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NPD 프로세스의 속도에만 집

중하고 있어, 환경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Tran et al., 

2011). 특히, 기술의 진보로 인해 소비자의 변화된 역할이 패션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Parker-Strak et al., 2020), 패션 신제품 개

발 과정에 소비자의 참여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서 공동창

조와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성 단계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산업에서 나타나는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기

업 실무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공동창조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

하는 동기와 성과, 그리고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을 본 연구는 규명할 것

이다. 이를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 수행 모델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전략에 대한 후속 연

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 자원

을 활용한 혁신을 계획하고 있는 패션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과 패션기업

들의 경쟁력 있는 패션 NPD 전략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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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패션산업 환경에서 패션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 제안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기업경영 

환경에서 공동창조와 패션 NPD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사례분석과 실무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NPD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공동창조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기와 성과, 그리고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그리고 기업 외부 환경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의복을 포함하여 가방, 신발, 그리고 잡화를 

패션제품으로 규정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창조와 패션 NPD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기업의 성공적인 공동창조 사례를 분석하여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규명하고자 한다. 소비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신제품 개발한 공동창조 사례를 수집하고 다양한 각도로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를 살펴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소들을 활용하여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공동창조의 

목적과 방법에 따른 구성요소들의 역할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수행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동창조를 통해 소비자와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실무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패션기업이 소비자와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기와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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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고, 소비자와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촉진요인 과 

장애요인 그리고 신제품 개발의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업 

외부 환경요인을 탐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의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 

모델을 규명하고 성공적인 패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수행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사례연구와 심층면접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본 연구를 

통해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그동안 의류학 분야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동창조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고 규명함으로써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패션기업의 실무자들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공동창조의 효과적인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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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의 특징을 이해

하기 위해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방형 

혁신의 개념 및 유형을 알아본 후, 소비자 참여로 이루어지는 개방형 혁

신인 공동창조의 특징과 유형,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

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소비자 공동창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 

브랜드, 패션 신제품, 패션 신제품 개발 기능조직, 신제품 개발 성공요인

에 대해 알아본 뒤, 패션 NPD 프로세스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

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일반 NPD 프로세스와 패션 NPD 프로

세스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심층적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

로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 전략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모

색하고자 한다. 

 

 

 소비자 공동창조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 달성과 성

장 동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소

비자와의 협업은 다양한 연구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었다(Healy & 

McDonagh, 2013; Pongsakornrungsilp & Schroeder, 2011; Romero & 

Molina, 2011). 제품 소비 주체자로서 소비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과거 수동적 구매자였던 소비자들은 기업 가치의 공동창조자이자 

조력자로서 기업의 부분적인 조직 구성원이 되었다(Fuad-Luke, 2009; 

Larsson & Bowen, 1989; O’Hern & Rindfleisch, 2010; Prahal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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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swamy, 2004b). 본 절에서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개방형 혁신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고찰한 뒤, 개방형 혁신의 핵심자원

으로서 소비자의 참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

달로 인한 산업 환경 변화에서 공동창조가 가지는 의미와 달라진 방법의 

특징에 대하여 관련 문헌들을 토대로 논의할 것이며, 공동창조의 성과 

결정요인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점적으로 알아보

고자 한다. 

 

 

1. 개방형 혁신의 개념 및 유형 

  

 

1.1. 개방형 혁신의 개념 

 

 

혁신(innovation)이란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

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렇게 창출된 아이디어가 기존의 지식체계를 변혁

시키는 ‘창조적인 파괴 활동(Creative Destruction)’이다(Schumpeter, 

2021). 기업 경영에 있어 혁신이란 새로운 체계, 프로세스, 프로그램, 제

품이나 서비스 등을 조직에 적용하는 것으로(Fariborz, 1991), 경영 활동

에서 혁신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기존의 경영 방식에

서 벗어나 변화된 상황에 맞게 제반 경영 자원을 재분배하고 제반 프로

세스를 재구축함으로써 조직의 경영 성과와 효율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이영득, 강명수, 김병재, 2017). 혁신 방법론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혁신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직 구조와 인적자원의 혁신을 

통한 경쟁 우위의 확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한 도구로

(유인선, 2000), 혁신의 대상은 프로세스, 제품 또는 서비스, 마케팅, 조

직 등이 있다(OECD, 2005).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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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일상적인 문제와 변화를 필요로 하는 현상을 해결하거나 혁신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에서만 

진행하던 혁신 활동은 외부 자원으로 확대되어 갔다.  

개방형 혁신은 기업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외부 아이디어와 내·외부의 시장 경로를 활용하는 혁신으로 정의

된다(Chesbrough, 2003). 연구, 개발, 상업화의 과정이 단일 기업 내에

서 모두 이루어지는 방식을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이라고 한다

면,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은 각 단계마다 기업 내부와 외부 사

이의 지식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외부의 기술이 기업 내부로 도입

되거나, 기업 내부의 기술이 외부의 다른 경로를 통해 상업화 되는 방식

들을 모두 포괄한다(김석관 등, 2008). 특히, 혁신 과정에서 기업 내부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외부 지식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지속적인 혁신 성

과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업의 혁신 패러다임은 폐쇄형 혁신에서 개

방형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다(Chesbrough, 2003).  

신제품의 개발 과정에서 기업은 기존에 반복되던 혁신 관행에서 벗

어나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 속도와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신제품 개발에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인 고객이 중심이 되는 개

방형 혁신을 통해 기업은 고객의 요구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이해

를 통해 더 나은 품질과 성능의 신제품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Griffin & Hauser, 1993; Han, Kim, & Srivastava, 1998; Hurley & Hult, 

1998; Narver, Slater, & MacLachlan, 2004). 이제 기업들은 글로벌 시

장 진출 기회를 탐색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외부 자원을 활용한 세계화된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Gassmann, 2006). 개방형 혁신을 통하여 

광범위한 외부 자원을 사용하는 협업의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Miotti 

& Sachwald, 2003), 산업의 경계는 이동하거나 심지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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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ama, 1992). 지식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었으며, 소셜 미

디어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은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용자 간의 아이디어 

교환, 네트워크 상호작용 및 협업을 통해 창의성, 집단지성 및 혁신을 

촉진하는데 탁월함을 보여주었다(Matthew & Marian Garcia, 2014). 이

에 기업들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를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시장의 요구와 기술 솔루션을 수

집하고 있다(Blazevic & Lievens, 2008; Marion, Barczak, & Hultink, 

2014). 

기업들은 다양한 개방형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특정한 규정이나 제

약, 형식의 제한 없이 기술의 형태, 산업분야의 특성에 따라 외부의 지

식이나 아이디어와 같은 다양한 소스를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자원을 외

부에 공개하여 보다 넓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김홍철, 봉강호, 

박재민, 2019). 이와 같이 개방형 혁신 방법론을 통해 연구, 개발, 상업

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외부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은 혁신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며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며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Chesbrough, 2003b).   

하지만, 개방형 혁신이 언제나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부가가치를 

증가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신제품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기업은 외부 자원을 활용하려 노력하지만 플랫폼 사용 경험의 부족

(Lichtenthaler & Ernst, 2009), 파트너 간의 역량 차이(Cusumano, 

2006), 관련 역량의 부족 (Lane & Lubatkin, 1998), 기술적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Monteverde, 1995), 그리고 기술적 불확실성과 문화적 거리

(Mahnke, Wareham, & Bjorn-Andersen, 2008)에 가로막혀 외부 자원을 

통해 예상되는 이점은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개방형 혁신으로 

기술 전용성(appropriability)의 감소나 기밀유지 측면에서 부정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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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개방형 혁신은 불확실성

(uncertainty)과 위험(risk) 증가를 수반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전략이다

(안준모, 2015). 실제로 개방형 혁신 과정에서의 기밀 유출로 소송에 휘

말리는 기업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개방형 혁신을 통

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 기회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는 기업의 전략과 함께 외부와 자율적으로 소통하며 개방형 

혁신 전략을 수행하겠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응석, 김병근, 2018a).  

 

 

1.2. 개방형 혁신 프로세스 유형 

 

 

개방형 혁신에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방향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는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다. 외부로부터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혁신을 추

구하는 내향형(outside-in)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라이선스등을 

제공하여 혁신을 유도하는 외향형(inside-out)(Chesbrough, 2003; 

Chesbrough & Crowther, 2006), 그리고 외향형과 내향형의 장점을 모

두 수용한 결합형(coupled)이 개방형 혁신의 핵심 프로세스이다. 

인바운드(in-bound) 개방형 혁신이라 불리기도 하는 내향형 프로세

스에서 기업은 공급업체, 고객 및 외부 지식을 통해 기업의 지식 기반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성을 높이는 프로세스이다(Keld & Ammon, 2006). 

Enkel and Gassmann(2007)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고객과 공급업체가 

기업의 가장 유용한 외부 지식 자원인 것을 밝혀진 후, 혁신의 매개체로

써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가상 커뮤니티(virtual community)와 

같은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Ellen Enkel, 

Gassmann, & Chesbrough, 2009). 최근 기업들은 미디어를 활용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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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의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자인 고객들로부터 혁신을 위한 시장 

통찰력, 고객 욕구와 같은 시장 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기업 내부의 지식을 확장하고 있다(김석관, 2009). 내향형 혁신의 대표적

인 사례는 레고(Lego)의 소셜 미디어 기반 혁신 허브인 레고 아이디어

스(LEGO IDEAS)로, 레고는 레고 아이디어스를 활용하여 고객뿐만 아니

라 다양한 외부 파트너로부터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신제품 평

가, 시장 동향 등을 수집하고 있다(Du, Yalcinkaya, & Bstieler, 2016).  

반면, 아웃바운드(out-bound)라 불리기도 하는 외향형 프로세스는 

내부의 아이디어를 시장에 공개하여 기술을 증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Enkel et al., 2009). 외향형 프로세스의 핵심은 외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내부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상용화 하는 것으로, 

기업은 라이선스 수수료(licensing fees), 합작 투자(joint ventures), 스

핀오프(spinoffs)와 같은 외향형 프로세스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하고 있다(Gassmann & Enkel, 2004). 외향형 프로세스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 방법으로 기업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기업의 기존 지식이나 기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노하우와 솔루션을 수집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델(DELL)의 아이디어스톰(IDEASTORM)을 들 수 있다. 

델은 아이디어스톰을 통해 고객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기

술적 세부사항과 관련된 제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즉, 내향

형 프로세스는 소싱(sourcing)과 획득(acquiring)으로, 외향형 프로세스

는 노출(revealing)과 판매(selling)의 활동으로 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Dahlander & Gann, 2010). 

Gassmann and Enkel(2004)는 내향형과 외향형 프로세스를 모두 수

용하여 지식 상호 교류, 기술 융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한 결합형 프로세

스를 개방형 혁신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기업은 제휴, 협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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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합작 투자의 방법으로 보완적인 파트너들과 공동창조(co-creation)을 

통해 혁신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한다(Ellen Enkel et al., 2009). 결합형 

프로세스는 어떤 외부 지식이 유입되었고 어떤 내부지식이 외부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검토, 추적하여 지식의 흐름을 관리하고 파악한다(Ahn 

et al., 2016).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합형 프로세스는 외부의 원천지식과 

자산 그리고 내부의 보유지식과 자산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김홍철 등, 2019).  

개방형 협업을 통한 구체적인 혁신 방법론으로 크라우드소싱

(crowdsourcing),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또는 공동창조(co-

creation) 등이 알려져 있으며(김한중, 박준영, 2013), 아이디어 채택을 

주도하는 주체와 과정에 따라 분류된다. 

크라우드소싱은 대중(crowd)와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

어로 기업활동에 소비자 또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방하고 

참여자의 기여로 얻은 수익을 참여자와 공유한다는 의미로 2006년 제프 

하우(Jeff Howe)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Howe, 2006). 크라우드소싱은 

기업의 생산, 서비스 및 문제해결 과정에 특정 커뮤니티 또는 불특정 다

수의 대중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참여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 방법으로(Howe, 2006), 신제품 개발의 원동력을 무급의 혁신가

(unpaid innovator)인 소비자에게서 찾는 기업 활동이다(Kleemann, Voß, 

& Rieder, 2008).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소비자들의 신제품 개발 참여 활

동은 기업이 디자인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특히 짧

아진 제품 수명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김한중, 

박준영, 2013). 전통적인 방식의 고객 의견과 비교하였을 때, 크라우드소

싱은 NPD 프로세스에 강력한 의견을 제공하고, 기업에 제출된 창조적 

지식과 기술은 회사의 신제품 개발 팀과 공유되어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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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단축시키고 혁신성을 높이게 된다(Cook, 2008). 이러한 특징으로 

짧아진 제품 수명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크라우

드소싱은 전 과정에서 기업과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 주의가 형성되어야 

하며(Oliver, 2006), 상호 주의 없이 일방적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참여

자들은 착취를 느낄 수 있다(Fournier, Dobscha, & Mick, 1998). 

집단 지성은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

해 얻게 되는 결과로 다양성과 독립성을 가진 집단이 일정 규모가 넘으

면 개별 능력과는 다른 형태의 창조적 지성인 집단적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다(Lévy & Bononno, 1997; Surowiecki, 2004; Wheeler, 1910). 집

단지성은 다양한 개인들의 참여에 의한 지식 및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형

성되는 집단의 문제해결 능력이라 할 수 있다(Surowiecki, 2004). 다수

의 개인들이 지식과 정보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통합하는 과

정을 거쳐 도출된 집단의 지적 능력이 개인들이 갖는 지적인 능력을 넘

어서는 현상을 말한다(Maleewong, Anutariya, & Wuwongse, 2008). 집

단지성은 사회학, 군중행동, 컴퓨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

루어졌으며 1997년 피에르 레비 (Pierre Levy)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

단지성 개념을 정리한 후, IT 환경에서의 집단지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정정호, 2011). 최근 기업은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내

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업의 방법으로 집단 지성을 활용하고 있다. 

집단지성의 활용이 가장 도드라지는 분야는 컴퓨터 게임산업으로 기업은 

고객들과의 시제품 평가를 통해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인다(Moon & Sproull, 2001). 집단지성은 기업의 전

략적 직관이 개인의 창의성에 의존하기보다 다수의 지성 집단을 활용하

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활용되고 있다(정정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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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맥락에서 공동창조는 기업이 소비자와 함께 가치 창출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으로(Prahalad & Ramaswamy, 2004a), 

소비자와의 협업을 통한 공동창조는 신제품 개발 영역에서 많이 나타난

다(Hoyer et al., 2010). 기업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를 적극적으

로 참여시킴으로써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Hoyer et al., 2010). 소비자 참여를 통한 개방형 혁신인 공동창

조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 공동창조의 개념과 분류 

 

 

2.1. 공동창조 개념 

 

 

Kambil, Ginsberg and Bloch(1996)에 의해 소비자와 협력을 통한 

혁신 전략으로 공동창조가 제시된 후, 기업은 내부 인력으로만 진행되던 

기업 활동에 소비자와 같은 외부 인력을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Jenkins, Ford, & Green, 2013). 공동창조란 소비자가 신

제품 개발 과정에 적극적 관여하여 신제품의 다양한 요소를 결정해가며 

기업과 협력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 가는 활동을 정의한다(O’Hern & 

Rindfleisch, 2010).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만들어진 상품을 단순

히 구입하는 차원을 넘어 참여를 통한 경험까지도 가치의 한 분야로 인

식하고 경험의 가치를 통해 구매의 단계로 발전해 간다(Prahalad & 

Ramaswamy, 2004a). 공동창조에는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는데 적극적

인 소비자들이 공동창작자로서 참여하게 된다(Grönroos & Ravald, 2011; 

Prahalad & Ramaswamy, 2004b). 기업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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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Hoyer et al., 2010). 기업과 고객간의 공통 

창조는 기업과 고객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가치를 공동으로 창조하는 모

든 활동으로 폭 넓게 사용되며(Ramaswamy, 2011), 신제품 개발 과정에

서 소비자의 공동창조 활동은 발상(ideation), 제품 개발(product 

development), 상용화(commercialization), 출시 후(post launch)등의 

다양한 단계에서 이루어 진다(Hoyer et al., 2010). 결과적으로, 공동창조

는 기업의 지적이고 유용한 자원(intellectual capital)인 소비자를 기업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논지에서 출발한 것이다(구

혜경, 나종연, 2012a).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가 기업과 소비자

의 상호작용 공간을 확장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이 시간이나 지역적 제약 없이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공동창조의 풍부함(richness)은 이전보다 획기적인 

증가를 이루게 되었다(Füller et al., 2009; Prahalad & Ramaswamy, 

2004a; Sawhney et al., 2005). 정보 통신 기술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프로세스 관리, 프로젝트 관리, 정보 지식 관리, 참여자 간의 협업과 커

뮤니케이션 플랫폼에 활용되어 공동창조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한과 즐거

움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Nambisan, 

2003).  

공동창조는 소비자의 참여시기와 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

된다. 먼저 공동창조의 주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소비자 주도의 푸시

(push) 방식과 기업 주도의 풀(pull)방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구혜경, 

나종연, 2012b), 소비자 참여의 자율성(autonomy)에 따라 후원형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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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sponsored co-creation) 활동과 자발적 공동창조(autonomous co-

creation) 활동으로 나뉜다(Zwass, 2010). 또한 제품 출시 시점을 기준

으로 제품 출시 전과 후의 공동창조활동을 각각 상향식(upstream) 공동

창조과 하향식(downstream) 공동창조으로 나누기도 한다(Vernette & 

Kidar, 2013).  

공동창조의 또 다른 분류는 고객의 참여가 제품의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 중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공동 생산(co-production)

과 사용 가치(value in use)로 분류하는 것이다(Etgar, 2008; Grönroos, 

2011). Ranjan and Read(2016)는 생산 시점에 기업의 주도로 고객이 참

여하는 공동창조를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 정의하였고, 소비 시점

에 고객 주도로 이루어지는 공동창조를 사용 가치(value in use)라 명명

하였다. 특히, 공동 생산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치를 공동창조하는 것으로(Grönroos, 2011), 이전의 연구자

들은 아이디어 생성과 제품 컨셉 개발 같은 NPD 프로세스 초기 단계에

서의 공동창조 활동이 신제품 개발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Cooper, 2001; Gruner & Homburg, 2000).  

 

 

2.2. 공동창조 유형 

 

 

패션기업이 소비자와 신제품을 개발하는 공동창조 방식은 소비자 참

여 형태와 디자인 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대표

적인 방식으로 공동디자인(co-design), 투표(vote), 후기작성(writing 

review), 제출(submission)이 있다(그림 2-1).  

공동창조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력

적으로 신제품 디자인을 기획하고 개발해가는 대표적인 공동창조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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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submission) 

공동디자인 

(co-design) 

후기작성 

(writing review) 

투표 

(vote) 

 

[그림 ２-1] 소비자 공동창조 참여유형 

*O’Hern & Rindfleish (2010); Osterwalder & Clark(2010)의 연구를 바탕

으로 연구자가 수정 제안함 

공동디자인이다. 공동디자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하나의 

디자인을 완성해가는 활동이다(Weiler, Weiler, & McKenzie, 2016). 공

동디자인은 고객이 새로운 제품의 컨셉이나 디자인을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업이 신제품 컨셉이나 디자인을 채택할 때 선택을 돕는 것을 말한다

(O’Hern & Rindfleisch, 2010).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공동디자

인은 고객, 소매업체 및 제조업체간의 새로운 협력 방식을 모색하며 상

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Berger, Möslein, Piller, 

& Reichwald, 2005). 소규모의 그룹이 직접 디자인을 제안하는 공동디

자인은 참여자의 자율성이 매우 높아 참여자로부터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아웃소싱 할 수 있지만(Leclercq, Poncin, & Hammedi, 2017; 

O’Hern & Rindfleisch, 2010), 제품으로 생산할 만큼의 완성도를 확보하

기 위해 기업은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

기 위해 노력해야한다(Cook, 2008).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제시한 디자인 중 경쟁을 통해 최종 디자인

참여 

 형태  

디자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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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정하는 대표적인 공동창조 방식은 제출이다. 제출은 고객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동디자인과 

유사하지만 제출된 아이디어가 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선정된 디자인에 

대해 기업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는 부분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O’Hern & Rindfleisch, 2010). 패션기업들은 소비자의 역량을 활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개인의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회사에 제공하는 제출을 사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고객 

의견에 비해 제출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 강력한 의견을 제공하고, 기업

에 제출된 창조적 지식과 기술은 신제품의 혁신성을 높이게 된다(Cook, 

2008). 제출 방식으로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창의적이고 수

익성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과 기술을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로 

참여하게 된다(Leclercq et al., 2017). 제출 방식을 통해 소비자가 신제

품 개발에 참여할 경우 경쟁 방식으로 디자인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디자인에 대하여 높은 보상이 이루어진다. 참여자가 디자인 제출 형태로 

참여할 경우 기업과 양방향의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Oliver, 2006), 일방적으로 제출로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끝나는 경우 참

여자는 착취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Fournier et al., 1998) 제출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공동창조 유형 중 신제품 디자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

여 기업이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투표가 있다. 투

표는 집단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의사를 묻는 방법

이다(Niemi & Riker, 1976). 공동창조 과정에서 기업은 참여자들의 투표

를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로 

분리한다(Filieri, 2013). 투표는 가장 소극적인 고객참여 방식이지만 많

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고, 프로젝트에 대한 구성원들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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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끌기에 유용한 방식일 뿐만 아니라(Leclercq et al., 2017), 투표를 

통해 기업은 시장에서의 허용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Filieri, 

2013). 투표를 통해 기업은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의 실패를 일

으키는 시장의 모호성(market equivoca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및 

명확성의 부족(lack of clarity)을 줄일 수 있다(Tidd & Bessant, 2020). 

패션기업들은 투표를 통해 디자인을 선정하며 공동창조 프로세스의 투명

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참여자들과의 신뢰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공동창조 참여자들이 제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선별하여 신

제품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후기작성이 대표적이다. 후기작성은 시

제품을 보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수정사항이 시제품 개선에 즉시 반영

되기도 하고, 일부 수정사항은 후속 제품을 위한 아이디어로 활용되기도 

한다(O’Hern & Rindfleisch, 2010). 후기작성 방식의 소비자 참여가 가장 

도드라지는 분야는 컴퓨터 게임 산업으로 게임 제조업체는 제품이 출시

되기 전 고객들에게 사내 소프트웨어나 베타버전(beta version)의 시험

용 소프트위어를 제공하고 게임에 대한 다양한 변경의 기회를 제공한다

(Moon & Sproull, 2001). 후기작성에 참여하는 개별 고객들의 아이디어

는 완성도가 낮아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유사한 제품이 혼

잡한 시장에서 제품 차별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O’Hern 

& Rindfleisch, 2010). 후기작성을 통해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적극적이며 

장기적으로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하며 경쟁과 협력 사이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Leclercq et al., 2017). 패션 신제품 과정에서 다양한 

후기작성을 통해 패션기업은 개발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신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을 시도하

는 브랜드에서 이러한 소비자 참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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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창조의 성과 결정요인 
 

 

공동창조의 수준(degree)이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활동의 범위와 강도를 포함하는 의미이며 기업이 신제품 개발

을 위해 공동창조에 의존하는 정도를 말한다(Hoyer et al., 2010). 소비자

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지식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의 협업

은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O’Hern & 

Rindfleisch, 2010) 기업들은 공동창조의 수준을 높여 소비자 참여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다(Sawhney et al., 2005). McKeen and Guimaraes(1997)는 공

동창조 과정에 소비자 참여가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

라는 점에 집중하였으며 성공적인 소비자 참여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참여자, 과업, 시스템 등 상황적 특성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기술

의 발달로 인한 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소비자 공동창조의 성공적 수

행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Füller et al., 2009; Hoyer et al., 2010; 

McKeen & Guimaraes, 1997; Priharsari, Abedin, & Mastio, 2020; 구혜

경, 나종연, 2012a; 남기영, 유환희, 김계영, 2016).  

McKeen and Guimaraes(1997)는 공동창조 참여 소비자들이 과업과 

시스템의 복잡성에 따라 참여의 필요성을 결정하게 되며, 높은 참여 필

요성은 참여자 만족도와 참여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를 밝혀냈고 

이를 통해 참여자 역량, 참여 활동, 참여자 만족도가 성과의 주요 요인

이라고 제언하였다. 참여자 역량은 참여자들이 공동창조를 위한 과업이

나 시스템에 복잡함이나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참여자의 역량

에 따라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과 노력의 양이 증가할수록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즉, 참여자의 역량에 따른 공동창조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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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스템 난이도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기업은 참여자들의 참여활동과 

만족도를 높여 공동창조 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동창조의 공간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으로 확장되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창조 활동이 빠르게 증

가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Füller et al.(2009)는 공동

창조 환경 변화에 집중하였고, 온라인 기반의 공동창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 인지된 권한(perceived empowerment) , 즐거움(enjoyment), 

지원 도구(tool support), 과업 관여도(task involvement) 와 제품에 대

한 관여도(product involvement)가 참여자들의 참여의도를 높여 공동창

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된 권한과 즐거

움은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Priharsari et al.(2020)은 메타분석을 통해 기업이 후원하는 온라

인 커뮤니티 환경에서의 공동창조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결정요인들을 기

업, 커뮤니티, 기술, 소비자 차원에서 도출하였다. 기업 차원에서는 참여 

리더십, 보상 시스템, 투명성이 성공결정요인으로 나타났고, 커뮤니티 차

원에서 콘텐츠의 품질, 평등, 공동체 의식, 유사성, 신뢰가 도출되었다. 

기술 차원에서는 연대, 상호작용, 지속성, 가시성이 공동창조 성공에 영

향을 주고 있었으며 소비자 차원에서는 참여동기, 참여 태도, 참여자 역

량이 강조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동창조 활동에 대해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도구와 디지

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였다.  

공동창조의 성과에 NPD 프로세스의 성능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

상한 연구자들은 NPD 프로세스에 주목하여 공동창조 성과요인을 도출

했다. Hoyer et al.(2010)와 연구진들은 공동창조를 통한 NPD 프로세스

의 결과에 소비자 동기(consumer motivators)는 정적 방향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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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firm impediments)는 부적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자들은 소비자들의 금전적, 사회적, 기술적, 심리적 동기요인을 자극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자들에게 비용을 줄이고 혜택을 늘이는 자극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들의 공동창조 집중도를 높여 NPD 프로세스

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고 제언하였다. 남기영 등.(2016) 연

구진들도 공동창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NPD 프로세스에 집중하였고, 

제품차원, 사용자차원, 시스템 차원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공동창조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사용자 차원의 요인은 참여

자의 역할, 참여자의 역량과 참여 동기이며, 기업 차원의 영향요인으로

는 기업의 역할, 기업의 시스템 지원 및 운영,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 보

상, 그리고 기업이 제시하는 과업의 수준이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

났다. 남기영 등(2016)은 의사소통 도구, 개발 도구, 소비자 참여의 규

모와 형태 같은 시스템 차원의 요인과 제품의 속성 또한 중요한 요인으

로 제언하였다. 공동창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NPD 프로세스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NPD 프로세스 초기의 아이디어 제시 단

계에서 소비자 동기를 자극할 경우 공동창조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Hull, 2004), 일반적으로 신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신제품 개발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

였다(Grewal, Lilien, & Mallapragada, 2006).  

구혜경과 나종연(2012a)은 전문가 패널들을 통해 공동창조의 장애

요인을 도출하여 공동창조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패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소비자 측면에서 참여자

들의 태도, 참여자들의 역량, 참여자와 기업간의 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측면에서는 업무 우선순위, 공동참여 관리 부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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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내 위상, 최고 경영자의 인식 등이 공동창조 활동의 성과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기업 내·외부 참여

자들을 중심으로 성과 결정요인을 도출하였고, 기업 외부 참여자인 소비

자들의 역량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기업 내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지

원을 강조했다. 

공동창조의 성과 결정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업이 소비

자와의 공동창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의 단

계별 활동들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홍순구, 박순형, 

차윤숙, 김나링, 2014), 전문적인 지식과 창의성을 지닌 소비자들의 적극

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공동창조

의 핵심자원인 소비자 차원의 영향요인들에 집중하였고, 소비자 차원의 

다양한 성과 결정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창조 성과 결정요인을 소비자, 기업, 과업 그리고 생산되는 제품 차원으

로 분류한 내용은 [표 2-1]에 제시하였다.  

 

[표 ２-1] 공동창조 성과 결정요인 

구분 요인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소비자 

차원 

참여자 역량 

전문적인 지식과 창의성, 공동창조 

활동에 복잡성이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기준 

Füller et al.(2009) 

McKeen & 

Guimaraes(1997) 

Priharsari et al.(2020) 

구혜경, 나종연(2012a) 

남기영 등(2016) 

참여자 권한 

소비자가 인지하는 권리 또는 

영향력이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 

범위 

Füller et al.(2009) 

참여자 만족도 

공동창조 과정에서 자기 

효능감으로 생기는 자신감 또는 

공동창조 결과에 대한 만족감 

McKeen & 

Guimaraes(1997) 

참여자 즐거움 
공동창조 과정에서 재미나 성취에 

의해 느껴지는 긍정적 감정 
Füller et 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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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차원 

참여 동기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계기로 물질적 보상 또는 심리적 

만족감이 있음 

Hoyer et al.(2010) 

Priharsari et al.(2020)  

남기영 등(2016) 

참여 강도 

소비자가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범위와 정도 및 참여자의 

규모 

Hoyer et al.(2010) 

남기영 등(2016) 

참여자 관계 

공통 관심사로 연결된 참여자 간의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창조 

과정에서 생겨나는 연대와 신뢰 

Priharsari et al.(2020) 

참여자 태도 
공동창조 과정에 보여주는 

참여자의 적극성과 진정성 

Hoyer et al.(2010) 

Priharsari et al.(2020) 

구혜경, 나종연(2012a) 

기업 

차원 

경영진 인식 
공동창조 활동을 이끄는 경영진의 

긍정적 태도 및 지원 

Priharsari et al.(2020)  

구혜경, 나종연(2012a) 

지원 도구 

공동창조 활동을 지원하는 신제품 

개발도구, 의사소통 도구 및 개발 

시스템 

Füller et al.(2009) 

Priharsari et al.(2020)  

남기영 등(2016) 

기업 문화 

기업 내에서 공동창조 관리 부서 

위상 및 공동창조 업무에 대한 

기업 내의 인식 

Priharsari et al.(2020)  

구혜경, 나종연(2012a) 

기업 역량 

정보 소화력과 생산 실현성 등 

공동창조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업의 실력 

Hoyer et al.(2010) 

과업 

차원 

 

소비자 참여 

형태 

공동창조 활동에서 소비자가 

참여하는 방법 또는 소비자의 역할 

McKeen & 

Guimaraes(1997) 

남기영 등(2016) 

과업 수준 공동창조를 위한 과업의 난이도 남기영 등(2016) 

과업 지속성 

공동창조 참여자 간, 참여자와 

기업간에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능력 

Priharsari et al.(2020) 

상호 작용 
참여자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 및 상호작용  

Priharsari et al.(2020) 

구혜경, 나종연(2012a) 

이윤 분배 
공동창조 성과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분배 시스템 

Hoyer et al.(2010); 

Priharsari et al.(2020) 

제품 속성 
공동창조의 목표가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속성 
남기영 등(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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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이 외부 관계자들과 연결되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비즈니스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상호 의존적 활동 시스템

을 말하며(Amit & Zott, 2012; Zott & Amit, 2007), 조직이 가치를 생성, 

제공 및 전달하는 방법의 근거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다(Osterwalder, 

Pigneur, & Clark, 2010). 비즈니스 모델 혁신(business model 

innovation)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거나 고객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Massa 

& Tucci, 2013), 미래 가치 자원, 차별화된 기업 전략, 경쟁 우위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자들과 연구자들 모두에게 중요하게 인

식되고 있다(Amit & Zott, 2012).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적인 변화를 경쟁우위 유지와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김윤

정, 나종연, 이유리, 2015). 비즈니스 모델이 점차 거래중심적

(transaction base) 형태에서 고객과의 관계형성(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customer)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더욱 중

요해지고 있다(Prahlad & Krishnan, 2008). 

공동창조는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비즈니스 활동이 기업 경계를 

넘어 외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으로 확장된 개방형 혁신으로 공동창조를 

통한 비즈니스 활동에 유용한 공동창조형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Frow, Nenonen, Payne, & Storbacka, 2015; Nenonen & Storbacka, 

2010).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은 공동가치를 생성

하기 위한 독특한 모델로 나타날 수 있으며 공동창조형 비즈니스 모델을 

생성할 때 기업은 고객의 참여 정도, 고객과의 의사소통 방식과 브랜드

에 유효한 신제품 개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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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barski & Lachmayer, 2017).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어왔으며, 연구자들은 공동창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성

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인에 대해서

도 밝히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창조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언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 BMC)를 활용했다

(Kohler, 2015; Ng & Briscoe, 2012). BMC는 9개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록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기업에 수익

을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Osterwalder and Clark 

(2010)에 의해 제안된 BMC는 고객 세그먼트(customer segments), 가

치제안(value propositions), 채널(channels), 고객 관계(customer 

relationships), 수입 흐름(revenue streams), 주요 자원(key resources), 

주요 활동(key activities), 주요 파트너(key partnerships), 비용 구조

(cost structure)의 순서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 있으며, 9개의 블

록은 고객(customers), 제공(offer), 인프라(infrastructure) 및 재무실행

(financial viability)의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Gembarski and 

Lachmayer(2017)도 BMC를 기반으로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했다. 기업이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신제품 개발 전략을 수립할 때 고객의 

참여 정도, 고객과의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브랜드에 유효한 신제품 개

발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한 

Gembarski and Lachmayer(2017)는 공동창조가 창출하는 공동가치에 

집중하였고 목표고객, 채널, 고객 관계, 가치제안 등이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의 비즈니스 모델을 차별화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Frow et al.(2015)은 공동창조를 통한 혁신 전략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에 집중하며 공동창조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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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를 통한 가치창출 활동이 기업 내부의 경계를 넘어 전략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공동창조의 동기(motive), 형태(form), 참여자(engaging 

actor), 참여 플랫폼(engagement platform), 참여 수준(level of 

engagement), 참여 기간(duration of engagement)을 포함한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제안했다. 네트워크에서 공동

창조를 통해 가치를 형성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한 Nenonen and 

Storbacka(2010)는 시장(market), 제공(offering), 운영(operational), 

그리고 관리(management)의 관점을 포함하며, 디자인 원칙(design 

principles), 자원(resources), 그리고 역량(capabilities)과 상호관련된 

12개의 비즈니스 구성 요소를 도출했다. 연구자들은 도출된 비즈니스 모

델 구성요소들을 바탕으로 공동창조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실증적 연구를 통해 단일 기업 내에서 여러가지 병렬형 비즈

니스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고 제언하였다.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개방형 

혁신이 공동가치를 구현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한 Fedorenko and Berthon(2017)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구

직자(seeker), 기여자(contributors), 플랫폼(platform), 참여 메커니즘

(engagement mechanisms), 목표(objective)로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

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크라우드소싱 비즈니스 모델

(crowdsourcing business mod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대

중을 고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공동창조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인은 조금씩 다른 용

어로 표현되었지만,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경쟁력 

있는 자원과 주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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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 신제품 개발 

 

 

본 절에서는 패션 신제품 개발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패션 브

랜드, 패션 신제품, 패션 NPD 프로세스에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자 한다. 먼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패션 브랜드의 특징과 유형에 

대하여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봄으로써 패션 신제품 개발에 영향을 미치

는 환경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이 후, 선행 연구들을 바

탕으로 패션 신제품의 특징과 패션 신제품 개발에 관련된 기능적 조직의 

종류와 역할에 관하여 관련 문헌들을 토대로 확인하고자 한다. 패션 신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일반 NPD 프로

세스의 개념과 과정에 대해 고찰한 후, 패션 NPD 프로세스에 대하여 심

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 NPD 프로세스와 패션 NPD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하여 패션 NPD 프로세스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관련된 문헌들

을 토대로 살펴봄으로써 성공적인 패션 NPD 프로세스 전략 방향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1. 패션 브랜드의 특징과 유형 

 

 

패션산업이란 패션 상품의 생산과 판매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

하며 더 나아가 패션 지식 및 연출 산업 등 패션 관련 산업까지 포함시

킬 수 있다(백영자, 이유리, 2009; 소황옥, 2004). 패션산업은 섬유, 제작, 

봉제, 유통의 네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각각의 단계는 개별적이지만 상

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Steele & Major, 2020). 패션산업은 

소비자 지향적 산업으로 상품의 감각적, 심리적 가치가 투입된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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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적 가치보다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주신영, 하지수, 2016). 디지털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문화와 감성에 대

한 가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감성 산업인 패션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이호정, 2005).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패션산업에서 브랜드는 

경쟁의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박송애, 이선재, 

2003). 패션 브랜드란 특정 의류 제작자가 생산한 패션 상품이 다른 제

작자의 상품과 식별이 용이하고, 생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함

께 사용하는 상품의 이름을 말한다(안병기, 2006). 패션 브랜드는 패션제

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적 요인이 되며, 

패션기업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경쟁 우위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케팅 활동의 기본 단위가 된다(추호정, 최미영, 2007). 패션제품은 특

성상 어느 분야보다도 부가가치가 높고, 브랜드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패션기업들은 패션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브랜드를 탄생시키고 있다(박송

애, 이선재, 2003). 기술혁신으로 인해 산업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다

변함에 따라 기업 수준의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홍성태, 1999). 기업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브랜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 

환경과 제품의 성격에 따른 범주 내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을 수립해야 한다(박송애, 이선재, 2003).  

패션 브랜드에 대한 분류는 크게 패션제품 요인과 기업 요인으로 나

뉘며 [표 2-2]와 같이 분류된다. 패션제품 요인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는 일반적으로 복종에 의해 남성정장, 여성정장, 캐주얼복, 스포츠복, 내

의, 아동복, 신발, 가방으로 분류하거나 성별에 의한 남성패션, 여성패션, 

아동패션의 브랜드 구분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패션 시장에서 표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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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연령, 제품의 디자인 컨셉, 가격 수준 등 패션 소비자의 인식 및 

효용 측면의 분류 기준도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패션기업의 특성 

측면에서는 기업의 규모, 경영 소유권, 사업의 전개형태, 핵심 역량과 유

통 경로 등의 분류 기준이 활용되고 있다(윤소정, 2017). 패션 브랜드는 

패션기업이 사업 초기에 보유한 기반력과 핵심역량의 차이를 바탕으로 

디자이너브랜드, 홀세일브랜드, 리테일브랜드, 제조브랜드로 분류 할 수 

있다(이유순, 2002). 이를 국내 패션 브랜드 기업의 핵심 기반력을 기준

으로 제조업체 브랜드, 디자이너브랜드, 소매패션브랜드, 무상표로 구분

한 후, 제조업체 브랜드는 다시 모기업과의 관계에 따라 대기업형과 패

션 전문 기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추호정, 최미영, 2007). 한편 2009

년 이후 한국 패션 시장에서 창업되고 있는 신규브랜드에는 머천다이징 

능력 기반의 소규모 홀세일브랜드, 소규모 제조브랜드와 같이 혁신적인 

아이템과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되는 패션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어 패션 

브랜드의 핵심 역량별 분류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윤소정, 

2017). 

 

[표 ２-2] 패션 브랜드 분류 기준과 유형 

분류 기준 유형 연구자 

제품 

요인 

복종 남성정장, 여성정장, 캐주얼복, 스포츠복, 내

의, 아동복, 신발, 가방 

KOFOTI(2020)  

성별 남성패션, 여성패션, 아동패션 

연령 주니어, 영, 영어덜트, 어덜트, 실버 등 이은영(1997) 

 
컨셉 캐릭터, 캐주얼, 컨템포러리 등 

가격 고가, 중고가, 중저가, 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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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요인 

규모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소기업형, 개인 부틱형 안병기(1998) 

소유

권 

제조업체 브랜드, 소매업체 브랜드, 라이선스 

브랜드, 노브랜드 

안광호, 이진용

(1997)  

사업

형태 

디자이너브랜드, 수입브랜드, 라이선스브랜드, 

내셔널브랜드, 자사상표브랜드, SPA브랜드 등 

장은영(2018) 

핵심

역량 

제조업체 브랜드, 디자이너브랜드, 홀세일브랜

드, 리테일브랜드, 노브랜드 등 

이유순(2002) 

추호정, 최미영 

(2007)  

 

 

2. 패션 신제품의 특징 

 

 

패션제품은 복식, 즉 의류를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성질의 관련 제

품인 액세서리, 신발, 모자, 스카프 등을 모두 의미하며 패션 브랜드란 

패션제품을 취급하는 브랜드를 통칭한다(박송애, 이선재, 2003). 패션제

품은 일반적으로 짧은 제품수명 주기, 휘발성, 다양성, 사회 심리적 기준

에 의한 선택, 길고 복잡한 공급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Choi, 2016; Wang, Gou, Sun, & Yue, 2012; 이은영, 1997). 특히 빠른 

제품 주기의 특성과 복잡성 및 다양성의 증가로 패션 신제품 개발에 대

한 전문지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d'Avolio et al., 2015; 권수연, 

조신희, 2020). 패션 신제품 개발은  디자인, 기술, 생산, 유통 영역의 역

량들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제품을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활동을 의미

하며(Keiser et al., 2017), 성공적인 제작과정에서 창의적인 설계 단계의 

중요성이 많은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Silva & Rupasinghe, 2016). 

패션산업의 신제품 개발 과정은 이와 같은 패션 신제품의 특징으로 

인해 몇가지 특유성을 지니게 된다. 먼저, 패션 브랜드의 신제품은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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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아닌 시즌 별 제품으로 개발되고, 시즌 별 제품은 컨셉에 따라 

여러 제품 그룹으로 구성이 되며, 하나의 그룹은 각각 단일 제품을 개발

하는 여러 개의 작은 프로세스가 결합되어 구성된다(May-Plumlee & 

Little, 1998). 두 번째로 패션 브랜드는 NPD 프로세스를 연간 최소 두 

번 이상, 여러 시즌으로 구성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패션 신제품의 생

산기간은 3-4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Bandinelli, Rinaldi, Rossi, & 

Terzi, 2013), NPD 프로세스에는 반드시 생산에 대한 계획 과정이 포함

되어야 한다(Burns & Bryant, 2007). 마지막으로 하나의 브랜드에서 개

발하는 신제품이라도 제품 유형에 따라 제품의 개발 전략은 다를 수 있

고(Glock & Kunz, 1995), 이로 인해 개발 전략에 따라 적절한 NPD 프

로세스를 사용해야 한다(May-Plumlee & Little, 1998). 이러한 패션산업

이 지니고 있는  신제품 개발 과정의 특성으로 인해 패션 신제품 개발은 

일반적인 신제품 개발 이론이나 연구와 어느정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

만 패션제품만의 독특한 NPD 프로세스를 지니게 된다(Parker-Strak et 

al., 2020).  

 

 

3. 패션 신제품 개발 기능 조직 

 

 

자원기반이론(resource based theory)에 의하면 조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 관리를 실행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우위를 강화시키며 

조직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ello, 2006). 인적자원

의 관리와 조직의 경영전략 간의 연계성이 강조되는 가운데(Devanna, 

Fombrun, & Tichy, 1981) 다양한 경제활동인구에 따른 인력구성 복잡성

이 증가하면서 조직 인력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이진

규, 김태규, 이준호, 김학수, 2013). 조직 인력구성의 다양성은 경쟁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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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천이며(McMahan, Bell, & Virick, 1998), 효과적인 다양성의 추구는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요소로 인식되면서 현대 조직의 주요한 관심

사가 되었다(Cox, Lobel, & McLeod, 1991; Herriot & Pemberton, 1995). 

전통적으로 패션기업은 최고경영자 아래에 브랜드를 담당하는 임원

이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마케팅(marketing), 관리(operations), 

재무(finance) 부서로 나뉘어진 조직을 관리했다(Kunz, 2010). 패션기업

의 생존과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업무인 신제품 개발 과정

은 설계와 개발의 작업으로 나뉘어지고 신제품에 대한 책임은 마케팅, 

머천다이징, 디자인과 개발, 생산의 네 가지 기능영역에서 조정되고 공

유된다(May-Plumlee & Little, 1998). 제품 개발과 관련된 패션기업의 

주요 기능 조직은 마케팅, 머천다이징, 디자인, 기술개발, 생산으로 좀 

더 세분할 수 있고, 각각 조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마케팅은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을 극대

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개발 신제품을 소비자

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Kotler & Keller, 

2012). 마케팅은 상품이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하여 판매 이전의 모든 과

정에서 수행하는 노력을 말한다. 특히, 패션상품은 개별 소비자의 특성

에 따라 구매행동에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발견하

고 이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며 제품과 소비자와의 밀접한 접합점을 찾고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평판을 확립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이

은영, 1997).  

패션 머천다이징은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자 필요와 욕구를 예측하여

상품을 구현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원하는 상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구매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시즌전략을 수립하고 시제

품 제작에서부터 품평회까지의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다(Jernig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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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ling, 2001; 정상길, 2013). 구체적으로는 자사의 매출실적과 시장 

정보,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여 상품을 기획하고 예산을 관리하며 상품성

과 전체적인 상품 구성 비율에 의거하여 스타일, 소재, 색채 결정에 관

여하고 각 스타일 별 물량을 결정한다(이유리, 2004).  

디자인이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하는 제품의 제조를 가능

하게 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행동들로(Fox, 1993) 패션 디자인은 패션 

브랜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능으로 디자인 개발에 관련된 자료 수집

을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하여 특정한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기능을 수행한다(Jackson & Shaw, 2009). 일반적으로 패션

기업의 디자인 부서는 정보 분석 업무와 디자인 개발 업무를 진행하고 

상품기획 업무, 생산 관련 업무 등은 브랜드의 유형에 따라 업무 수행정

도에 차이가 나타난다(김영순, 황선정, 김일, 2013). 

패션 브랜드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기술개발은 제품의 완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이며 패턴 제작과 시제품 제작 과정으로 진행된

다. 기술개발 부서는 의복의 구성과 직물에 대한 기술적 조언과 함께 시

제품 개발을 담당하며 제품이 생산되기 전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 디자인 

부서와 밀접하게 작업한다(Jackson & Shaw, 2009). 패션제품에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패턴 기술이 있고 그 패턴의 특징을 봉제단계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착용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능성이 강조되는 직

무이지만 디자인을 이해하는 감성 또한 중요하다(정상길, 2013).  

패션 생산은 머천다이징과 디자인 과정을 통해 선정된 시제품을 생

산해서 물류창고에 입고시키기까지 모든 과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생산은 이 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생산일정 관리, 생산진행, 

생산관리, 생산기획과 통제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품질(quality), 원가

(cost), 납기(delivery)를 관리한다(정상길, 2013). 이와 같이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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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되고 있는 패션기업의 신제품 개발 기능조직을 분류하여 주요 

기능을 표로 나타내면 [표 2-3]과 같다. 

 

[표 ２-3] 패션기업의 신제품 개발 관련 기능조직 

조직 주요 기능 

마케팅 

- 시장조사, 트렌드 분석을 통한 소비자 욕구 이해 

- 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평판 관리 

머천다이징 

- 시즌전략부터 품평회까지의 스케줄 관리 

- 트렌드를 분석하고 제품 구성을 기획 

- 예산을 관리하여 제품 가격과 수량 결정 

- 매장 특성에 따른 제품 분배 및 판매시기 조정 

디자인 

-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트렌드 파악 

-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제품 방향성 제시  

- 소비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디자인  

기술개발 

- 패턴 제작과 시제품 제작 과정으로 진행  

- 제품 품질을 높이기 위한 패턴 기술 지원 

- 직물과 봉제에 대한 조언 및 시제품 개발관리 

생산 
- 생산이 확정된 시제품을 생산하여 입고 

- 제품 품질, 원가, 납기 관리 

자료: Fox(1993); Jackson & Shaw(2009); Jernigan & Easterling, 2001; 

Kotler & Keller(2012); 김영순 등(2013); 윤훈현(2012); 이유리(2004); 이

은영(1997); 이호정, 정송향(2013); 정상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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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특징 

 

 

4.1. 신제품 개발의 개념과 과정 

 

 

일반적으로 신제품이란 기업이 새로운 마케팅을 요구하는 제품으로 

새로운 제품이거나 기존과 다른 제품을 의미하며(Crawford, 1987), 기존 

시장에 비슷하거나 동일한 제품의 존재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제품이 개

발기업에게 새롭고 개발기업에 의해 시장으로 출시되는 제품이라 정의되

고 있다(Cooper, 1983b). 기업 간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경쟁이 심화되

면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신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Pine, 1993), 신

제품 개발은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활

동이다(Kotler, Armstrong, Harris, & He, 2020; 서용모, 조한진, 2017). 

기업의 신제품 출시는 다양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이 어떠한 순

서로 진행되고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지에 따라 신제품의 시장

성이 달라지기도 한다(서용모, 조한진, 2017) 신제품이 개발되고 출시되

는 과정에 의해 신제품의 성패가 크게 좌우되고 기업은 이를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때문에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혁신에 대한 연구

자들과 경영자들의 관심이 높다(Wijewardhana et al., 2020)  

신제품 개발(New Product Development; NPD) 프로세스는 제품 개

발을 위한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형식화된 상세계획(format 

blueprint) 또는 생각의 과정(thought process)으로(Cooper, 1983a), 신

제품 개발이 시작되면서부터 완료되기까지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들로 구

성된 과정을 의미한다(Clark & Wheelwright, 1993). NPD 프로세스의 활

동은 크게 마케팅 활동과 디자인 개발로 구분되며, 학자마다 다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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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지만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선별, 마케팅 전략 개발, 사업성 분

석, 제품 디자인 및 개발, 시제품 개발 및 평가, 시제품에 대한 외부 평

가, 상용화, 제품 생산, 출시의 단계로 진행된다(Brands & Kleinman, 

2010; Cooper & Kleinschmidt, 1993; Crawford & Di Benedetto, 2010).  

기존의 연구에서 NPD 프로세스는 일련으로 정의된 단계에 따라 순

차적으로 이동하며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활동은 다음 단계로 진

행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May-Plumlee & Little, 1998). NPD 프로

세스의 단계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의 특징은 [표 2-4]와 같다. 신

제품 개발의 시작은 신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아이

디어 생성 단계로 시작된다. 아이디어 생성 단계를 통해 내·외부적으로 

수집 된 아이디어는 평가와 채택이라는 아이디어 선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이디어 선별의 과정을 통해 신제품의 컨셉이 개발되면, 이를 바

탕으로 신제품을 시장에 소개하기 위한 초기 마케팅 전략이 개발된다. 

이 후,  제안된 신제품 컨셉이 시업적으로 매력적인지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로 신제품의 사업성이 인정되면 본격적인 신제품 개발이 시작된다. 

신제품 컨셉을 바탕으로 신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내부 평

가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의 시제품 개발을 위한 도안이 제작된다. 개발 

된 시제품에 대한 내부 평가 후 보완의 과정을 거친 시제품에 대해 외부 

평가가 끝나면 시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상용화 단계가 진행된다. 

상용화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해 생산 일정을 계획하고 라인을 설계한 후 

신제품이 생산되어 시장에 출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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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4] NPD 프로세스의 단계별 활동 

개발 단계 활동 특징 

아이디어 생성 
신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외부적으로 

찾아 수집 

아이디어 선별 
합의된 기준에 의해 수집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평가

하고, 신제품 개발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채택 

마케팅 전략   

개발 

신제품을 시장에 소개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 컨셉을 

바탕으로 신제품에 대한 초기 마케팅 전략 설계 

사업성 분석 
제안된 신제품 컨셉이 사업적으로 매력적인지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 

제품 디자인 및   

개발 

신제품 컨셉을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 및 선정, 선정 

디자인을 바탕으로 도안 제작 

시제품 개발 및   

평가 

시제품 개발 및 시제품에 대한 내부 평가, 시제품 수

정 및 보완 

시제품에 대한    

외부 평가 

보완된 시제품과 제안된 마케팅 프로그램에 대하여 

고객을 포함한 외부인력의 평가 

상용화 시장 출시를 위해 대량 생산하기 위한 보완 

제품 생산 
제품 생산을 위해 생산 일정을 계획하고 생산 라인을 

설계하여 제품 생산 

출시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고, 시장의 반응을 분석함 

자료: Brnads & Kleinman(2010); Crawford & Di Benedetto(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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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NPD 프로세스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수행자들 사이에 각 단계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구조화되어야 한다(Cooper & 

Kleinschmidt, 1993). 또한, 모든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수익

성을 높이기 위해 NPD 프로세스 상의 모든 활동이 완성도 높게 수행되

어야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단계별 중요성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

다(Cooper, 1979). 의사결정에 따른 신제품 개발 과정의 무수한 활동 내

용은 산업 간, 또는 동정 산업 내에서도 기업 간 차이가 있다(Cooper, 

1983b; Maidique & Zirger, 1984) 

산업별로 NPD 프로세스의 발전을 이끄는 원인은 제품군(product 

family)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김지대, 2002), 제품의 

특성에 따라 NPD 프로세스의 구성과 단계별 중요도가 달라질 뿐만 아

니라 단계별 평균 활동 시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Cooper, 1983a). 

예를 들어, 스마트 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과학 기술의 발전 및 구

현이 신제품 개발의 성패를 좌우했으나(이현욱, 2018), 패션제품의 경우 

고객의 요구와 시장 유행의 반영이 신제품 개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패션산업에서 나타나는 NPD 프로세스는 고객의 기대와 계절적 수

요를 만족시켜야 하는 높은 교차 기능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적인 프로세

스이다(Tyler, Heeley, & Bhamra, 2006). 패션 신 NPD 프로세스에는 일

시적으로 여러 부서가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과정이 있고, 다양한 업무

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Goworek, 2010), 일반적으로 패션 NPD 

프로세스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직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Parker-

Strak et al., 2020).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성은 소매업자(retailer),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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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업자(wholesaler), 또는 소매업자와 생산자의 합작 회사 (joint 

venture) 중 어느 유형의 기업을 위해 신제품을 개발하는지에 따라 달

라지며(Armstrong & LeHew, 2011), 신제품의 유형에 따라 일부 과정이 

생략되기도 한다. 패션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에 대하여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어 있으며, 순차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

는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은 참여자들의 기능적 독립성에 의해 특징 지

어져 선형의 형식으로 묘사되어 있다(Burns & Bryant, 2007; Keiser et 

al., 2017; May-Plumlee & Little, 1998; Moretti & Braghini Junior, 2017; 

Rozenfeld et al., 2006; Wickett, Gaskill, & Damhorst, 1999). 

패션 NPD 프로세스는 먼저 기획 단계(planning phases), 개발 단계

(development phases), 전개 단계(presentation phases)의 3단계로 분

류된다(Kunz, 2010). Rozenfeld et al.(2006)의 모델은 각각의 단계를 활

동으로 나누어 세분화 하였으며, 다른 프로세스에 비해 일반화되어 구성

되어 있어 의류 제품 개발 모델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Moretti 

& Braghini Junior, 2017). Rozenfeld et al.(2006)의 모델은 전략 계획, 

프로젝트 계획, 정보 수집, 컨셉 개발,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생산 준

비, 제품 출시, 제품 모니터링, 생산 중단의 아홉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

으며, 디자인 및 개발 부서를 포함하여 머천다이징, 마케팅, 생산 부서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모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생산이 

종료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패션 

NPD 프로세스 연구에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Moretti & Braghini 

Junior, 2017). 

May-Plumlee and Little(1998)은 매 시즌 다양한 라인의 개별 제품 이 

개발되며, 제품의 기획 시점과 생산 반복성에 따라 분류되는 의류 신제

품의 모든 유형에 적합한 6단계의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NICPPD(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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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 coherently phased product development model for apparel)로 

불리는 6단계 모델은 이전의 의류 신제품 개발 모델이 순차적인 형태의 

직렬 모델로 제안되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동시에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

들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이 모델은 의류 제품 개발에 중요한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 머천다이징, 디자인 및 개발, 생산

의 네 부서가 각각의 단계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입

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관련부서들이 의

견을 수렴해야하는 시점과 의견의 수렴을 통해 도출해야하는 결과물까지 

포함하고 있다. 

Moretti et al.(2017)은 패션 NPD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참

고 모델(reference model)로 활용할 수 있는 의류 제품 개발 프로세스

(APDP: Apparel Product Development Process)를 제시하였다. Moretti

와 연구진들은 학술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본 모델을 구성한 후, 회

사의 관리자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표준화된 의류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APDP라 불리는 이 프로세스의 가장 큰 특징은 

각각의 단계를 거시적 단계(macro phases), 단계(phases), 활동

(activities), 입력과 출력(input and output)등 다양한 수준으로 관찰하였

고, 이것은 패션 NPD 프로세스에 대한 입체적 시각을 제시한다. 

Burn and Bryant(2002) 미국 패션산업에서 나타난 사례를 통하여 

패션 의류 및 악세서리의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리서치, 디자인, 

디자인 개발 및 스타일 선택, 마케팅 계획, 사전 제작, 구매, 제품 생산, 

시장 분배 및 판매의 여덟 단계는 디자인, 생산, 마케팅, 유통 방법에 고

르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점차 대량 맞춤화 되어가는 패션 신제

품의 개발을 위해 단계 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서간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매점의 역할을 강조하여 분배 및 판매와 관련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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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Wickett et al.(1999)는 개인 상표 의류(private label apparel)로 소

매 판매되고 있는 신제품 개발에 적합한 NPD 프로세스를 실증적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의류 디자인에 관련된 NPD 프로세스는 선형적

이며 과업에 대한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Armstrong & LeHew, 2011).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많은 연구자들이 개발 목표가 뚜렷한 대량 맞

춤 의류와 패스트 패션 의류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개인 상표 의류를 위한 모델 연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리서치, 라

인 컨셉화, 제품 시각화 및 평가, 기술적 개발의 네 단계로 간략하게 구

성된 이 프로세스의 특징은 채택된 제품을 소매점 판매용으로 상용화 하

기 위해 제품 보완, 패턴 제작 등 기술적 개발의 과정이 추가적으로 진

행된다는 점이다. 

Keiser et al.(2017)는 의류 제품 개발자의 전략에 따라 라이선스

(licensing), 대량 맞춤화(mass customization),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등 점차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패션제품 판매 방식에 적응 할 수 있는 패

션 NPD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Keiser와 연구진이 제시한 라인컨셉, 리

서치, 테마 개발, 라인 개발,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소재 선택, 라인별 

마케팅 계획, 사전 생산 등의 여덟 단계 프로세스는 재고의 감소, 시장 

반응성과 고객 만족도 향상, 중복 테스트 제거를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Keiser et al.(2017)는 빠른 프로세스의 진행을 위해 각각의 단계에 관련

된 모든 부서들이 함께 참여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할 것을 강조했다.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신제품 개발 모델과 패션 신제품 개발 

모델들은 [그림 2-2]와 같다. 일반적인 NPD 프로세스는 제품 개발에 

앞서 다양한 각도로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과정에 

집중하고 있다. 일반 NPD 프로세스의 기획 과정에서 아이디어 생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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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 선별, 마케팅전략 개발, 사업성 분석의 과정을 거치며 기업은 장

기적 관점에서 신제품의 개발 필요성을 평가하고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반면, 패션 신제품 개발 모델은 창의적인 제품 개발에 집중하

여 개발과정이 다양한 단계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션 신제품 개

발은 일반적으로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반

영하여 브랜드의 신선함과 새로움을 강화하고자하는 하기 때문에 한 시

즌의 전략에 집중하여 NPD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일반 NPD 프로세스

의 개발 단계에서는 R&D 부서가 중심이 되어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며, 

패션 브랜드의 경우에도 R&D 역할을 하는 디자인과 기술팀이 중심이 

되어 NPD 프로세스가 운영된다. 하지만, 패션 NPD 프로세스의 경우 일

반 NPD 프로세스에 비해 개발 과정에 좀 더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패션 NPD 프로세스의 개발 과정은 자료수집, 컨셉개발, 

디자인, 시제품 개발, 디자인 평가, 스타일 선택, 기술 개발, 라인 별 마

케팅 계획 등의 다양한 업무가 진행된다. 일반 신제품과 패션 신제품의 

전개 과정에서 모두 고객 평가가 끝난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 후 출시로 

마무리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패션 NPD 프로세스의 경우 생산에 

대한 계획 과정이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다. 패션기업의 경우 NPD 프

로세스를 연간 최소 두 번 이상, 여러 시즌으로 구성하여 신제품을 시장

에 출시하고 패션 신제품의 생산기간은 원자재의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3-4개월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패션 NPD 프로세스는 생산에 대한 계획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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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２-2] 일반 NPD 프로세스와 패션 NPD 프로세스 비교 

자료: Burns & Bryant(2007); Cooper & Kleinschmidt(1995); May-Plumlee & Little(1998); Moretti & Braghini 

Junior(2017); Rozenfeld et al.(2006); Keiser et al.(2017); Wickett et a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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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제품 개발의 성공요인 

 

 

신제품 개발은 경영학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로 인식되어 다

양한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병윤, 2007). 특히, 연구자

들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가져오는 결정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Cooper & 

Kleinschmidt, 1995; Kowang & Rasli, 2011; Rothwell et al., 1974; 

Schilling & Hill, 1998; Zirger & Maidique, 1990). 기업 또한 신제품 개

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품 개발 주기를 단축하고 프로세스의 유효성

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NPD 프로세스 구조를 재설계하고 개

선하며, 신제품 개발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Cooper & Kleinschmidt, 1995). 성공요인들의 중요도는 

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의 특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제품 개발의 성

공을 위해 제품 특징에 따른 성공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Cooper, 

1983a).  

1968년 영국의 과학연구협의회(Science Research Council) 후원을 

받아 SAPPHO(Scientific Activity Predictor from Patterns with 

Heuristic Origins) project를 통해 산업 혁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연

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Robertson, 1973). SAPPHO project는 화학 

산업에서 나타난 43개의 성공 신제품과 43개의 실패 신제품을 분석하여 

고객 요구에 대한 이해, 마케팅과 홍보의 활용, 효율성 중심의 제품개발, 

외부 기술의 효율적 사용, 내부 인력의 책임감이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

에 결정적 요인임을 발표하였다(Rothwell et al., 1974). SAPPHO project

의 후속으로 헝가리에서 진행된 The Hungarian SAPPHO에서도 앞선 결

과와 비슷한 시장 니즈의 만족, 효과적인 내부 의사소통, 효율적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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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장 지향성, 주요 관련자들의 책임감이 성공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병윤, 2007). 

연구자들은 신제품 개발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Zirger and Maidique(1990)은 NPD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를 크게 시장

에서의 고객 요구, 연구 개발, 마케팅, 그리고 제조 영역으로 나누고 세

부적으로는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관리, 고객 요구의 반영, 전략적 접근, 

경영층의 지원, 관련 부서간의 상호작용의 다섯 요인을 신제품 개발의 

성공요인으로 도출하였다.  

프로젝트 수준의 단발적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연구되어 온 신제품 

성공의 주요 요인들은 Cooper and Kleinschmidt(1995)에 의해 기업 수

준의 장기적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연구가 확대되어 시스템, 조직, 전략, 

기업 문화, 경영진 태도의 차원에서 성공요인을 도출되었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적 연구에서 아홉 가지 요인이 신제품의 개발을 견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성공요인은 프로젝트 차원의 성공요인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9가지 요인을 모두 갖춘 기업은 찾기 

어려웠지만, 강력한 성과를 이루어낸 기업일수록 다수의 성공요인을 확

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illing and Hill(1998)은 고객 요구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신제품 개발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NPD 프로세스 영향 요인을 기술 전

략(technology strategy), 조직문화(organizational context), 팀(team), 

도구(tools)의 4가지 이슈(issue)로 분류하였다. 기술 전략은 명확성이 

중요하며, 기술 전략이 명확해야 기업의 역량을 기술 전략에 집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R&D 포트폴리오 맵을 차별화하여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조직문화 측면에서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내·외부

의 전략적 협업과 조직 차원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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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점차 다국적 경영으로 기업 전략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연

구센터를 다양한 지역에 설립하고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

하고 있다. 한 지역에서 이루어 지던 협업은 이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

진 곳에서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동시 공학(concurrent engineering)은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거치는 여러 단계의 순차적 과정을 정보 통

신망과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동기화함으로써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

용을 절감하는 기법으로 기업들은 동시 공학을 통해 효율적으로 NPD 

프로세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Kowang and Rasli(2011)는 동시 공

학 프로세스를 통한 신제품 개발의 성공을 높이기 위해 경영층의 지원, 

고객과의 연결, 동시 공학 팀의 형태, 영속성, 동시 공학 기술과 툴, 협

력사의 참여, 지속적인 개선의지의 7가지 요인을 강조했다.  

신제품 개발의 성공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성공적인 신제

품 개발을 이끄는 주요요인들은 기업전략, 기업문화, 개발조직, 개발과정, 

시장환경 차원에서 나타났으며 주요요인들을 요약한 내용은 [표 2-5]와 

같다. 개발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신제품 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기업 전략(Rothwell et al., 1974; Zirger & Maidique, 1990)에는 신제품 

전략, 기술 전략, 외부자원 활용 전략, 내부자원 활용전략이 있다. 기업

은 신제품 개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신제품 전략과 신제품에 

활용 될 기술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Cooper & Kleinschmidt, 

1995; Schilling & Hill, 1998). 또한 외부 기술력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외부자원 활용 전략과 마

케팅, 홍보와 같은 내부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성공 촉진 전략을 수립해

야 한다(Rothwell et al., 1974). 혁신과 변화에 긍정적인 기업의 문화는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도를 높여준다(Da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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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hrie, & Wright, 2005). 기업은 신제품 개발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을 계획해야 한다(Cooper & 

Kleinschmidt, 1995). 신제품 개발조직은 리더십을 지닌 리더를 중심으

로 책임감을 지닌 높은 수준의 팀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조직 리더의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과업이 몰입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업무 성

과에 영향을 주며(Schilling & Hill, 1998), 신제품 개발에 대한 구성원들

의 책임감은 업무의 완성도를 높인다(Rothwell et al., 1974). 신제품 개

발 과정은 고성능의 NPD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ooper & Kleinschmidt, 1995; Zirger & Maidique, 1990). 최근 ICT 환

경 속에서 동시공학 프로세스와 개방형 협업이 신제품의 성공을 돕고 있

으며,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도구들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Kowang & Rasli, 2011). 마지막으로 기업은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

의 특성과 잠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제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반영한 신제품을 제안해야 한다(Zirger & Maidique, 1990).  

 

[표 ２-5] 신제품 개발 성공요인 

구분 요인  조작적 정의 관련 연구 

기업  

전략 

신제품 전략 
신제품 개발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전략 

Cooper & 

Kleinschmidt(1995) 

Schilling & Hill(1998) 

Zirger & Maidique(1990) 

기술 전략 

신제품에 활용 될 기업 보유 

기술의 개발 방향성 및 외부기술 

제휴 전략 

Cooper & 

Kleinschmidt(1995) 

Schilling & Hill(1998) 

외부자원  

활용 전략 

경쟁사, 협력사, 소비자 등 

다양한 외부자원의 효율적 활용 

전략 

Rothwell et al.(1974) 

Schilling & Hill(1998) 

내부자원  

활용 전략 

마케팅, 홍보와 같은 내부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성공 촉진 전략 
Rothwell et al.(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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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문화 

기업 문화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한 

혁신과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긍정적 태도 

Cooper & 

Kleinschmidt(1995) 

경영진의 지원 
신제품 개발에 대한 경영진의 

긍정적 인식과 적극적 지원 투자 

Schilling & Hill(1998) 

Kowang & Rasli(2011) 

Zirger & Maidique(1990) 

경영진의 태도 
신제품 개발과 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감 있는 태도 

Cooper & 

Kleinschmidt(1995) 

개발 

조직 

조직 리더의 

리더십 

구성원들이 과업에 몰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신제품 개발 

방향성 제시 

Schilling & Hill(1998) 

신제품 개발 

조직의 구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높은 

수준의 팀원들과 자원들로 

적절하게 구성 

Schilling & Hill(1998) 

Cooper & 

Kleinschmidt(1995) 

Kowang & Rasli(2011) 

조직 인력의 

책임감 

프로젝트 진행을 통한 신제품 

개발에 대한 조직원들의 열정과 

사명감 

Rothwell et al.(1974) 

조직 내·외 

의사소통 

조직 안에 신제품 개발목표를 

공유하고, 신제품 개발 관련 

부서와 원활한 상호작용 

Schilling & Hill(1998) 

개발 

과정 

NPD 

프로세스 성능 

고품질의 NPD 프로세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신제품 개발 수행 

Cooper & 

Kleinschmidt(1995) 

Rothwell et al. (1974) 

Zirger & Maidique(1990) 

프로젝트의 

지속성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진행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 

Kowang & Rasli(2011) 

동시 공학 

프로세스 

여러 단계의 순차적 과정을 

동기화하여 동시 진행 

Kowang & Rasli(2011) 

Schilling & Hill(1998) 

신제품 개발 

도구 

크라우드 컴퓨팅, CAD와 같이 

신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의 활용 

Kowang & Rasli(2011) 

Schilling & Hill(1998) 

개방형 협업 

고객, 협력 업체 등 외부 

관련자의 요구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그들의 참여 유도 

Schilling & Hill(1998) 

Kowang & Rasli(2011) 

시장 

환경 

시장 특성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의 잠재성, 

경쟁 강도, 매력도를 통해 

목표시장의 특성 이해  

Zirger & Maidique(1990) 

고객 요구에 

대한 이해 

기존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과 요구, 신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에 대한 이해 

Rothwell et al.(1974) 

Kowang & Rasli(2011) 

Zirger & Maidique(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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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들은 신제품 개발의 성공을 위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와 

제품 개발 주기 단축이라는 두가지 영역에 집중하고 있다(May-Plumlee 

& Little, 1998). 패션 신제품의 개발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먼저 효율적인 조직의 구성을 바탕으로 통합(integration)과 협력

(cooperation)(Boujut & Laureillard, 2002), 그리고 조율(coordination) 

(Goworek, 2010)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프로세스와

의 연계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의류학 분야 연구자들은 다

른 제조업에서 제안된 신제품 개발 성공요인을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패션제품에 특화된 연구를 진행하는 것 보다 생산적이라 판단하여(Silva 

& Rupasinghe, 2016), 패션 신제품 개발을 대상으로한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산업에서 신제품의 연구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패션기업들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디자이너의 역량에만 집중하고 있어 시장

의 변화에 맞춘 시간, 자원, 조직원들 간에 연계된 활동을 위해 기업 차

원의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명확한 계획을 포함한 신제품 개발 전략이 

시급하다(Parker-Strak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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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

발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기업 수준에서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적 수행 과정과 성과를 탐색하여 공동창조를 통한 패

션 신제품 개발 수행 모델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공동창조를 통한 패

션 신제품 개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인 연구문제와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경영

학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는 NPD 프로세스의 개념과 패션 NPD 프로세

스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창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공동창조 활동이 지니는 중

요성과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요인들이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도 적용되는지 아

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패션기업이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패션 NPD 전략을 위한 공동창조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

의 목표로 삼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패션기업이 공동창조를 통해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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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요인을 탐색

하여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수행 모델을 제시하며, 최종적으로 공

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림 3-1).  

 

 

 

 

 

 

 

 

 

 

 

[그림 ３-1]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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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NPD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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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모델 

 

 
순차적이고 평면적으로 연구되어왔던 패션 NPD 프로세스는 최근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로 좀 

더 입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기업 활동에서부터 부서 별 활동사항까

지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

스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품의 짧은 수명 주기와 다양성, 무한 경쟁 상황에서 패션 신제품

에는 고객의 기대와 계절적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높은 교차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d'Avolio et al., 2015; Tyler et al., 2006). 또한, 패

션 신제품은 하나의 브랜드에서 개발하는 제품이라도 제품 유형에 따라 

개발 목표와 전략이 다르고, 이로 인해 개발 과정의 단계별 중요도와 역

할에 차이가 나타난다(Glock & Kunz, 1995). 본 연구에서는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패션기업에서 나타난 성공사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경영학 분야 연구자들은 공동창조를 통한 성공적으로 신제품을 개발

을위해 시즌 기획, 아이디어 생성, 컨셉 개발과 같은 NPD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 소비자가 참여하는 것이 신제품 개발의 성공률을 높일 것이

라고 제언했다 (Cooper, 2001; Gruner & Homburg, 2000). 이에 공동창

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패션 NPD 

프로세스와 비교하여 초기 활동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소비자 참여형 개방형 혁신을 통해 패션 신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

한 기업 사례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

델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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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들에서 공동창조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제안된 구성요소들을 

활용하여 성공사례들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

징들을 NPD 프로세스의 단계별로 구성하여 비교해 본 후, 사례별로 어

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니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공동창조의 목적과 방법에 따른 구성요소들의 중요도와 역할도 

함께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창조의 방식과 목적에 따른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도출된 구성요소들

을 통해 패션 NPD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차원의 공동창조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

는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연구

문제 1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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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 모델 

 

 

애플(Apple), 스타벅스(Starbucks), 나이키(Nike)와 같은 브랜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성공적인 개방형 혁신을  이끌고 있

다(Ramaswamy & Ozcan, 2016). 기업은 소비자와의 공동창조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제품혁신과 원가절감, 적기출시 등의 성과

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 시장성과를 높

일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부가적 혜택도 가져오기 때문

이다(Hajli, Shanmugam, Papagiannidis, Zahay, & Richard, 2017; Killa, 

2014; Luo, Zhang, & Liu, 2015). 연구자들은 기업 활동에 소비자가 참여

하는 모든 상황이 똑같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성공적인 공

동창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상황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Füller 

et al., 2009; Hoyer et al., 2010; McKeen & Guimaraes, 1997). 특히 기

술의 발달로 변화된 기업 환경에서 성공적인 공동창조 수행과 관련된 연

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소비자, 기업, 과업, 제품 차원에서 다

양한 성과 요인들을 도출했다(Hoyer et al., 2010; McKeen & Guimaraes, 

1997; Priharsari, Abedin, & Mastio, 2020; 구혜경, 나종연, 2012a; 남기

영, 유환희, 김계영, 2016). 

브랜드 정체성을 신제품의 디자인을 통해 구현해 가는 패션 브랜드

의 경우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의 접점을 찾기 어렵다(Millspaugh 

& Kent, 2016). 많은 패션기업들이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방형 

혁신을 지향하며 소비자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지만 그 성공사례를 찾기

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방형 혁신을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이 

어떠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그 성공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

족한 실정이다(Thomas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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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객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신제품 개발 성과를 높

인 패션기업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의 특

징을 이해하고,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촉진요인, 장

애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연구문제

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 모델을 제안한다. 

 

2.1.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동기를 탐색한다. 

2.2.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촉진요인을 탐색한다. 

2.3.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장애요인을 탐색한다. 

2.4.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외부 환경요인을 탐색한다. 

2.5.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과를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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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구성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의 구성과 방법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창조형 패션 NPD 수행 모델을 제

안할 수 있도록 사례연구와 심층면접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

하는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될 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절차는 

[그림 3-2]와 같다. 

 

 

 

 

 

 

 

 

 

 

 

 

[그림 ３-2] 연구 구성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 고찰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성공사례를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 고찰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 

이해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모델 규명 

연구문제 1 

사례연구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 모델 제안 

연구문제 2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영향요인 도출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동기 탐색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촉진요인 탐색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의 장애요인 탐색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의 외부 환경요인 탐색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과 탐색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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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연구 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강화된 소비자 역량을 이용한 공동

창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작되었으며, 패션 신제품 기획 

과정의 특유성으로 복잡하게 구성 된 패션 NPD 프로세스에서 효과적으

로 공동창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패

션기업을 대상으로 탐색적 수준의 질적 내용 분석인 사례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례연구는 선택된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

한 이해와 지식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어 온 사회과학 연구방법 중의 한 

가지이다(Yin, 2005). 사례연구는 연구문제나 연구이슈를 정의하는 것으

로부터 시작되며, 연구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깊이 있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목적을 가지고 선정하는 표집방법이 사용된다

(Creswell, 2015). 이러한 방식을 의도적 표본추출이라 하며, 연구의 설

계에 따라 전형적이고 도구적인 사례를 선정하기도 하고, 독특한 사례, 

혹은 기술되거나 상세히 알려질 필요가 있는 사례를 선택하기도 한다

(Stake, 1995). 본 연구에서는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의 특

징을 탐색하고자 의도적 표본추출법을 통해 사례를 수집하였다. 다중사

례연구를 위해 먼저 수집된 사례들을 총체적(holistic)으로 분석한 뒤, 공

동창조형 비즈니스 모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치제안, 목표고객, 

핵심활동, 채널, 그리고 핵심 파트너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인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의 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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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 선정 절차 

 

 

본 연구는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의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기업이 소비자와 함

께 성공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한 사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분

석 사례를 선정하였다. 현재 패션산업에서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션 신

제품 개발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이 있는 의류학 박사과정 이상의 전

문가 5명과 논의를 통해 사례를 선정하였다. 

먼저, 공동창조에 대한 섬유 · 패션산업 동향, 공동창조의 특징에 관

한 전문 학술지, 관련 논문 및 현 시장 현황에 관한 정부 기관과 기업의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개방형 혁신의 다양한 유형 중 소비

자가 외부 자원으로 참여하는 개방형 혁신을 공동창조의 범주로 제한하

였고, 소비자가 제품의 공동창조자이자 구매자인 동시에 이용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신제품의 다양한 요소를 결정해가며 기업과 협력적으로 신제

품을 개발해 가는 활동을 소비자 참여형 패션 신제품 개발 사례라 정의

하였다(Fuad-Luke, 2009; O’Hern & Rindfleisch, 2010). 여러 문헌과 연

구 및 검색 엔진을 통해 패션산업과 관련된 신제품 개발 과정에 고객이 

참여한 사례를 수집한 후, 수집된 사례 중 높은 매출 성과를 이루었거나 

시장과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열 개의 사례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사례는 외국 해외 사례가 7개, 국내 사례가 3개였다. 10개 사례

의 신제품 개발 과정과 성과를 전문가들에게 설명한 후 차별화된 공동창

조 방식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룬 소비자 참여형 패션 신제품 개발

이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5개 선정하도록 했다. 5명의 전문가들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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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선택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창조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

록 공동창조의 주체와 디자인 선정방식을 고려하여 최종 여섯 사례를 선

정하였다(그림 3-3).  

 

 

 
 

 
 

 

 

 
 
 

 

 

[그림 ３-3] 선정 사례 유형 

 

선정된 여섯 개의 사례 중 스레드리스(THREADLESS), 아카매

(AKAMAE), 어웨이투마스(AWAYTOMARS)는 소비자 참여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진행되는 패션기업인 

반면, 아디다스(ADIDAS), 휠라(FILA)와 나이키(NIKE)는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 특정 프로젝트에 국한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사례연구에 선정된 여섯 패션기업의 개요는 [표 3-1]과 같다. 

 

 

고객 주도 

기업 주도 

디자인 주체 

경쟁 

참여  

형태 
협력 

THREADLESS 

ADIDAS 

FILA AWAYTOMARS 

AKAMAE 

N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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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1] 사례연구 패션기업 개요 

기업 
근로자 수 

(기준년도) 
산업 복종 

주요사업 

지역 
고객관계 

THREADLESS 
100  

(2020년) 
소매업 

캐주얼, 

액세서리, 

신발, 

미국 
BtoC, 

CtoC 

AKAMAE 
5     

(2020년) 

제품,   

서비스 

여성복, 

액세서리 

북미, 유럽 

태국 
BtoC 

AWAYTOMARS 
15   

(2021년) 

디자인, 

패션 

여성복, 

남성복 
유럽 

BtoC, 

CtoC 

NIKE 
75,400 

(2020년) 

섬유,   

신발 및 

용품 

스포츠 글로벌 
BtoB, 

BtoC 

ADIDAS 
57,016 

(2018년) 

섬유,   

신발 
스포츠 글로벌 

BtoB, 

BtoC 

FILA 
260  

(2020년) 

스포츠  

의류 및 

용품 

스포츠 
한국,    

아시아 

BtoB, 

BtoC 

 

여섯 사례를 선정한 후 선정 사례에 대한 추가 자료 수집이 이루어

졌다. 먼저 여섯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 기업의 연구보고서와 연차보고

서, 여섯 기업의 공동창조 사례에 대한 전문 학술지, 관련 논문 및 도서 

등의 문헌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인터넷 검색 서비스인 

구글(google)에 ‘스레드리스 공동창조(THREADLESS co-creation)’, ‘아

카매 공동창조(AKAMAE co-creation)’, ‘어웨이투마스 공동창조

(AWAYTOMARS co-creation)’, ‘나이키 플러스(NIKE plus)’, ‘아디다스 

메이드 포(AM 4)’, ‘휠라보레이션’을 검색하여 사례 분석 기준을 중심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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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기준 
 

 

본 연구는 공동창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공동창

조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이 고객, 파트

너, 협력업체들과 연결되어 비즈니스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상호 의존적 

활동 시스템을 말하며(Amit & Zott, 2012), 조직이 가치를 생성, 제공 및 

전달하는 방법의 근거를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다(Osterwalder et al., 

2010). 공동창조는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던 비즈니스 활동이 기업 경

계를 넘어 외부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으로 확장된 것으로, 비즈니스 모델

을 활용한 분석은 공동창조의 특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Frow et al., 2015; Nenonen & Storbacka, 2010).  

패션기업은 패션 NPD 프로세스의 기획 과정인 전략기획 단계에서 

공동창조의 가치를 제안하고, 프로젝트 기획에 단계에서 목표고객을 설

정하게 된다. 패션 NPD 프로세스 개발 과정의 정보수집, 컨셉개발, 디

자인 및 스타일 선택 단계에서는 공동창조의 핵심활동이 이루어지며, 채

널은 패션 NPD 프로세스의 전 단계에서 패션기업과 목표고객이 제안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작용 경로이다. 선행연구들에서 핵심 파트너

는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의 필수적인 구성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례별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구성요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패션 NPD 프로세스에 중점을 두고, 사례 분석을 위해 사용

한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인들은 [그림 3-4]와 같다. 

가치제안은 패션 NPD 프로세스의 첫 단계인 전략기획 단계에서 이

루어진다. 가치제안이란 기업이 공동창조를 통해 목표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패션기업이 제안하는 가치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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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4] 패션 NPD 프로세스에 나타나는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인 

 

고객의 참여동기가 되기도 하며 그들의 공동창조 집중도를 높이기도 한

다. 목표고객은 패션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위한 협업의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 또는 그룹을 의미하며, 그들과의 상호작용은 공동창조를 통한 신

제품 개발의 주요 자원이 된다. 기업은 기획과정의 프로젝트 기획 단계

에서 신제품 개발 전략에 따라 그에 맞는 목표고객을 선정하여 모집하게 

된다. 공동창조의 목표고객은 패션 신제품 개발의 핵심 참여자로 공동창

작자이자 주요 기여자일 뿐만 아니라 핵심 구매자가 된다. 핵심 활동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공동창조의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다. 

핵심활동이란 기업이 제안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목표고객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패션 신제품이 개발되는 과정이다. 핵심활동은 제안된 가치에 

따라 단일의 공동창조 방식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공동창조 방

식이 결합되어 구성되기도 한다. 핵심활동의 결과는 목표고객의 역량과 

참여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채널은 기업과 목표고객이 제안된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경로이며 공동창조를 통해 실현된 가치를 목

표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업이 목표고객과 소통하는 방법

과 공동창조를 통해 제안된 가치를 목표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의미

하는 채널은 공동창조를 위한 플랫폼뿐만 아니라 패션기업이 목표 고객

핵심파트너 채널 

제품   

출시 

프로젝트  

기획 
생산 

전략  

기획 

제품  

모니터링 

정보   

수집 

컨셉   

개발 

디자인 & 
스타일 
선택 

상용화 

기획(planning) 개발(development) 전개(presentation) 

패션 NPD 프로세스 

핵심활동 목표고객 가치제안 

특정 단계에 영향을 줌 프로세스 전반에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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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소통하는 도구, 공동창조를 통해 개발된 신제품을 목표고객에게 전달, 

판매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기업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핵심고객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핵심파트너는 공동창조 활동을 돕는 협력업체 

또는 파트너를 의미하며, 지속적인 공동창조 활동을 돕는 조력자이다. 

핵심파트너는 모든 공동창조 활동에 반드시 나타나는 필수 요인은 아니

지만, 공동창조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는데 긍정

적인 역할을 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항목별 조작

적 정의는 [표 3-2]와 같다. 

 

[표 ３-2] 공동창조 주요 구성요소의 조작적 정의 

분류 조작적 정의 관련연구 

가치제안 

기업이 공동창조를 통해 목표고객에

게 제공하는 가치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

는 제품이나 서비스 

Fedorenko & Berthon(2017) 

Frow et al.(2015) 

Gembarski & Lachmayer 

(2017) 

Nenonen & Storbacka (2010) 

Osterwalder et al.(2010) 

목표고객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업이 협업하

는 사람 또는 그룹으로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의 핵심 활동가이

자 디자인 아이디어와 자원을 제공

하는 주요 기여자이며 개발 신제품

의 핵심 구매자 

Fedorenko & Berthon (2017) 

Frow et al.(2015) 

Gembarski & Lachmayer 

(2017) 

Nenonen & Storbacka(2010) 

Osterwalder et al.(2010) 

핵심활동 

기업이 가치 창출을 위해 목표고객

과 함께하는 협업 활동으로 패션 신

제품이 개발되는 과정 

Fedorenko & Berthon (2017) 

Frow et al.(2015) 

Gembarski & Lachmayer 

(2017) 

Osterwalder et al.(2010) 

채널 

기업과 목표고객이 제안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해 상호작용 경로이며 공

동창조를 통해 실현된 가치를 목표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법 

Fedorenko & Berthon (2017) 

Frow et al.(2015) 

Gembarski & Lachmayer 

(2017) 

Osterwalder et al.(2010) 

핵심 

파트너 

지속적인 공동창조 활동을 돕는 조

력자로 공동창조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협력업체 또는 파트너 

Osterwalder et 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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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면접 방법 

 

 

다양한 산업에서 개방형 혁신을 통한 신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는 반면 패션산업에서는 그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패션산업에 관련된 연구자들은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요인에 

대하여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다른 제조업에서 제안된 성공

요인을 채택하여 패션산업에 적용하고 있다(Silva & Rupasinghe,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소비자 중심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성공적인 

패션 신제품 개발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고객과 함께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브랜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를 진행하고

자 한다. 

먼저, 개방형 혁신을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

요 요인 탐색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어 탐색적 연구인 질적 연구방법

을 사용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새로운 환경

과 사회현상에 대한 탐색에 주로 사용되며 연구자의 직관으로 이론을 미

리 설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로부터 생성될 것을 기대하는 연

구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7). 양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자신을 분리하지만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연구에 대한 기

록을 위한 변화과정에 참여와 몰입을 필요로 하며(Patton, 2002), 이로 

인해 연구자의 역량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Golafshani, 2003). 정량적 연

구자들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반면, 정성적 연

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은 별도로 다루어지며 그 보다는 연구자의 역량

과 노력에 영향을 받는다(Golafshani, 2003). 이로 인해 질적 연구의 연

구자들은 가급적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에 근거하여 최종 결

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Flic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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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설계 시, 먼저 동일한 연구 주제에 대하여 서로 상이하거나 보

완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 된 

여러 자료 사이에 같은 점과 다른 점, 비교할 점을 분석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방법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혼합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Creswell, 2011).  

연구문제 2의 탐구를 위한 주된 연구방법으로 문헌 연구와 실무자

들과의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여 귀납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개방 

혁신형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시

각을 파악하기 위해 고객이 참여한 패션 신제품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

한 경력 10년 이상의 패션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1. 참여자 선정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편의 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을 이용하여 고객과 함께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팀장급 이상의 패션 브랜드 실무자 12명을 모집하였다. 패

션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창조 유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

동창조의 주체와 디자인 선정방식을 고려하여 선정된 표적 집단의 면접

은 2021년 5월 25일부터 2021년 7월 2일까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일대일 심층면접(in-depth-interview)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

정에는 근거 이론에서 주로 활용되는 이론적 표집방법(theoretical 

sampling)을 활용했다. 이론적 표집방법은 연구자가 종종 새로운 참가자

를 선택하기 위해 주제에 적합한 연구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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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이다(Draucker, Martsolf, Ross, & 

Rusk, 2007). 보통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잠정적 분석을 함께 실시하고, 

잠정적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 자료를 누구에게 얻을지를 선택하며 이러

한 절차의 반복을 통해 충분한 자료가 수집 되었다고 판단되면 표집을 

종료한다(Strauss & Corbin, 1997).  

본 연구가 시행 된 2021년 5월부터 7월은 코비드 19 팬데믹의 영

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발효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자

와 연구 참여자가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하였

으며, 면접은 2명이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을 진

행하기 전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승인

(승인번호 IRB No. 2015/003-010)을 받았다. 심층면접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IRB에 관련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서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면접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견해를 서술할 수 있도록 반 구조화(semi-structured)된 질문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면접의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으며 총 

면접 시간은 응답자의 공동창조 관여도에 따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

도 소요되었다. 심층면접 내용은 연구자가 모두 직접 필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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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자 특성 

 

 

전문가 심층면접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고객과 함께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패션 신제품 개발의 기능 조직에 따라 

패션 NPD프로세스에서의 역할이 다르고 공동창조 참여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경영, 기획, 디자인, 생산 부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 참여기업은 대기업 4개, 중소기업 5개, 소기업 3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 완사입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근무 연수는 19년이였고, 기업 대표 4명, 임원 

1명, 부장급의 실장 3명, 팀장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당 업무는 경

영 3명, 기획과 디자인 부서는 각각 4명, 생산 부서 1명으로 구성되어있

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기업은 의류와 신발을 포함하여 패션 액세서리까

지 캐주얼 브랜드 4개, 스포츠 브랜드 3개, 아웃도어 브랜드 3개, 여성

복 브랜드 1개와 캐주얼 신발 만을 생산하는 신발 전문 브랜드 1개로 

구성되어 있다. 복종 복종에 따라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신제품 개발 목표

에 차이를 나타났다. 여성복을 제외한 캐주얼, 스포츠, 아웃도어 복종의 

경우 패션 상품(fashion goods), 기본 상품(basic goods), 계절 상품

(seasonal goods), 주력 상품(staple goods)의 모든 스타일의 제품 디자

인에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지만, 여성복의 경우 주력 상품에 한

정하여 고객과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패션기업 

종사자의 특성은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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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3]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１
 생산방식은 생산업체가 유통 업체로부터 위탁생산을 의뢰받는 방식으로 분류되며, 제

품 생산만을 담당하는 임가공 거래방식, 주요 원자재만 공급받고 기타 자재를 구매하

여 생산하는 CMT(Cutting, Measuring, Trimming) 거래방식, 유통업체가 결정한 원부

자재를 생산업체가 구매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납품하는 완사입 거래 방식으로 나뉜

다(이상욱, 김경민, 2014). 

코드 

기업 특성 참여자 특성 

기업 규모

(근로자수) 
복종 

생산 

방식１ 

소비자 참여   

방식 
경력 직급 

담당  

업무 

A 30 캐주얼 완사입 Submitting 19 대표 경영 

B 1300 캐주얼 CMT Voting 20 전무 경영 

C 3 캐주얼 완사입 Co-designing 35 대표 경영 

D 990 스포츠 완사입 Co-designing 25 부장 생산 

E 300 스포츠 완사입 Co-designing 17 실장 디자인 

F 990 아웃도어 완사입 Voting 18 부장 기획 

G 300 스포츠 완사입 Submitting 20 팀장 디자인 

H 5 아웃도어 CMT 
Submitting/  

Voting 
9 대표 기획 

I 5 신발 CMT 
Submitting/  

Voting 
16 대표 디자인 

J  300 아웃도어 임가공 Voting 16 팀장 디자인 

K 300 캐주얼 완사입 
Submitting/  

Voting 
17 팀장 기획 

L 900 여성복 완사입 Writing review 18 팀장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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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접근 방식 중 하나인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은 질적 연구의 분석 

중 일반적인 형식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서 나온 개념이나 가

설을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라, 면접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내에서 반복

되는 패턴을 통해 주제를 식별하고 보고하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적 통

찰력을 얻기 위해 먼저 개방형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코딩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전체 내용에 대한 반복적 읽기와 

문장 및 문단 별 세분화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목록화 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개방형 코딩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개념들을 주제별로 

분류한 후, 공동창조의 동기, 성공촉진요인, 장애요인, 외부 환경요인과 

성과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

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중 검증을 진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와 

1차 심층면접을 통해 내린 결론을 2차 심층면접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다양한 기능 부서의 패션 신제

품 개발 실무진 (디자인 이사: 25년차, 기획 부장: 17년차, 대표: 27년차) 

3명에게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설명하며 유사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을 통해 찾아낸 결과들을 교차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같은 전공의 박사 3명에게 인터뷰 내용과 연구자의 

해석을 보여주고 범주화 된 결과들을 재검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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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사례 

 

 

본 장에서는 개방형 혁신을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 참여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성

공적으로 개발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의 개발 사

례에 대한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사례를 

선정하였고 신제품 개발 과정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성공적인 패션 신제품 개발 사례

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 참여형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

는 구성요소들을 고찰하고 공동창조의 목적과 방법에 따른 구성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성공사례 

 

 

디자이너들은 미래의 제품 사용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

고 있으며,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접근을 용이하게 도와주고 있다. 전문

가 관점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되는 신제품 개발 과정은 다양한 형태

로 진화하고 있으며, 디자이너, 연구원과 같은 전문가들과 사용자로 알

려진 소비자들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소비자 역량의 활용은 마케팅 

및 상품 개발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새

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져(Sanders 

& Stappers, 2008), 기업들은 소비자와의 신제품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

끌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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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레드리스 

 

 

스레드리스(Threadless)는 2000년 두명의 디자이너에 의해 미국에

서 설립된 회사이다. 초기 티셔츠 디자인 공모전으로 비즈니스로 시작 

된 스레드리스는 현재 예술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자상거래 웹사이

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Lawton, 2006). 설립 당시 스레드리스는 몇 달

에 한 번씩 티셔츠를 프린트 했었으나 2004년에는 매주 티셔츠를 프린

트하며 약 150만 달러의 수익을 내며 성장하였다(Nickell & Kalmikoff, 

2010). 2006년 크라우드소싱 개념을 정의한 제프 하우(Jeff Howe)는 스

레드리스가 크라우드소싱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밝혔다(Robey, 2017). 6

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제품을 판매해 오던 스레드리스는 2007년 9월 시

카고에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McCarthy, 2007). 2000년에 

1000달러로 시작한 스레드리스는 2008년 3천만 달러의 매출과 30%의 

이익을 기록하였다(Chafkin, 2008). 2017년 스레드리스는 버켓피트

(Bucketfeet)를 인수하며 소비자참여를 통한 신제품 개발 영역을 신발까

지 확장했으며(Moreno, 2017), COVID-19로 마스크가 일상이 되었던 

2020년에는 예술 커뮤니티의 디자인으로 마스크도 제작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소셜 네트워크의 성장은 스레드리스의 

참여자 수를 급속도로 증가시켰고(Soley, 2015), 이제는 의류, 액세서리, 

인테리어 용품까지 아이템을 확장하였다(Threadless, n.d.-a). 하버드 경

영대학원의 카림 라카니(Karim Lakhani)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

터뷰에서 스레드리스는 누가 생산자이고 누가 소비자인지에 대한 경계를 

새롭게 하는 브랜드로 고객은 아이디어 생성, 마케팅, 영업 등의 모든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Sipress, 2007). 소비자 디자인

의 크라우드소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스레드리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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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레드리스는 기업의 

모든 활동에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고 있다(Threadless, n.d.-a). 또한, 다양성과 포용을 바

탕으로 인종주의에 반대하며 직원, 예술가 및 지역 사회를 위한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Threadless, n.d.-a), 2020년에만 

25개의 단체에 80만 달러를 기부했다(CISION, 2021).  

 

 

1.1. 가치제안 

 

 

스레드리스는 디자인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

며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간 디자인 공모전에서 10개의 

디자인에 선정된 소비자들에게는 250달러의 상품권과 함께 매월 순이익

에 대하여 로열티가 지급되며 추가적으로 주간 디자인으로 선정된 소비

자에게는 2,500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Robey, 2017).  

또한, 스레드리스는 열정과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

어를 표현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자들이 창작활동

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고품

질의 제품으로 구현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기술이 필요하다. 스레드리

스는 소비자들의 아이디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품화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Threadless, n.d.-e). 스레드리스는 인종, 성별,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창의성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Threadless, 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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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표고객 

 

 

스레드리스는 패션 신제품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창조를 진행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신제

품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디자인을 사이트에 올리

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디

자인을 평가하고 투표를 한다. 스레드리스의 창립자인 제이크 니켈(Jake 

Nickell)은 스레드리스의 충성스러운 커뮤니티가 스레드리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다(Robey, 2017). 초기 스

레드리스가 플랫폼을 운영했을 당시에는 소비자 제출 디자인이 많지 않

아 불규칙적으로 티셔츠 한 품목을 출시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커뮤니

티를 중심으로 300만명 이상의 참여자가 매 주 1000여개 이상의 디자

인을 제출하고 있다(Soley, 2015). 스레드리스는 희소성을 지니며 새로

운 패션 신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

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매주 투표 성적이 좋은 10개의 디자인을 선정

하여 제품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제작되기 원

하는 소비자들은 주변인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디자인 투표 과정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Nickell & Kalmikoff, 2010).  

 

 

1.3. 핵심활동 

 

 

스레드리스는 디자인에 재능과 흥미를 지닌 소비자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위해 디자인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디자인을 한 후 스레드리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에 자신의 

디자인을 배치하고 디자인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제목 만들어 스레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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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제출한다(Threadless, n.d.-b). 매주 약 천 여개의 소비자 디자인이 

디자인 챌린지에 제출되어 공개되면 스레드리스 회원들에 의해 1점에서 

5점으로 일주일간 투표되고 그 중 최고 점수를 받은 10여개의 디자인을 

스레드리스 직원들이 검토하여 상용화 한다(Nickell & Kalmikoff, 2010). 

선택 된 디자인들은 의류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에 인쇄되어 온라인 스토

어와 전세계의 소매점에서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을 제출한 소비

자들은 투표 점수를 얻기 위해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활용하여 자신의 디자인을 홍보하기도 하고, 

스레드리스 회원들과 디자인에 대해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스레드리스는 신제품 개발 참여자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

해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스레드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포럼은 일반적

인 대화를 포함하여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의견, 디자인 아이디어와 팁, 

디자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스레드

리스는 제품 디자인에 재능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포

럼 페이지를 통해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참여자들과 공유하며 자

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Threadless, n.d.-d).  

 

 

1.4. 채널 

 

 

스레드리스는 소비자들이 신제품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은 소비자들이 신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아티스트 숍과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스토어로 구성되어 있다(Threadless, n.d.-a). 일반 소

비자들이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스레드리스 커뮤니티에 있

는 디자인 챌린지를 통해 자신의 디자인을 제출하고, 그 중 대중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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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선정된 소비자 디자인은 스레드리스에서 상품으로 개발된다. 스레

드리스의 커뮤니티는 새로운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스레드리스에 디자

인을 제출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다. 디자인 챌린지에 

디자인을 제출한 참여자들은 스레드리스 커뮤니티의 다양한 공간에서 자

신의 디자인을 홍보하며 높은 득표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자

인을 위한 영감과 정보를 수집하고 디자인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공유

하고 있다(Threadless, n.d.-a). 스레드리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디자인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

에게 스레드리스의 제품을 실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오

프라인 소매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스레드리스의 제품을 판매하고있

다(Nickell, 2020). 

 

 

1.5. 핵심파트너 

 

 

스레드리스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예술가이다. 스레드리스는 

2016년 온라인 플랫폼 안에 아티스트 숍을 구축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가지고 있는 무명의 예술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창의적인 신

제품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참여로 사업 기반을 마련한 

스레드리스는 이제 미지의 예술이 알려지는 것을 돕고 그것들의 상품화

를 지원하고 있다(Threadless, n.d.-e). 스레드리스는 의류를 포함하여 

가방, 파우치와 같은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이불, 베개와 같은 인테리어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예술가들의 상업 활동을 돕고 

있다. 스레드리스의 아티스트 숍에 등록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스

레드리스 온라인 스토어에 판매하기도 하고, 스레드리스가 제공하는 템

플릿을 활용하여 자신의 작품을 상용화 하기도 한다. 예술가들은 스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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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아티스트 숍을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며 작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스레드리스는 다양한 그래픽 예술가들의 협업을 공개하며 커

뮤니티의 디자인 감성을 높이고, 제품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디

자인 챌린지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영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스레드리

스가 아티스트숍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픽 예술가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이끌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예술성을 높여 다른 

플랫폼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서이다.  

공동창조를 통한 스레드리스의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 ４-1] 스레드리스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 

분류 구성 

가치제안 
- 금전적 보상 

- 창의적 디자인의 상품화 기회 제공 

목표고객 

- 패션 신제품 개발과 선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

는 소비자 

- 자신의 선호가 반영된 신제품을 구매하고자 하

는 소비자 

핵심활동 
- 디자인 챌린지 

: 소비자 디자인 제출→ 투표→ 디자인 선정→ 상용화→ 

생산 및 판매 

채널 

- 온라인 플랫폼 

a. 커뮤니티: 소비자 디자인 제출, 디자인에 대한 

참여자들간의 소통 

b. 온라인 스토어: 스레드리스의 제품 판매 

- 오프라인 매장: 스레드리스의 제품 판매 

핵심파트너 - 무명의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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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카매 

 

 

태국과 미얀마에서 난민 공동체의 자립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던 카라 보치에리(Cara Boccieri)는 로렌 브레이드(Lauren 

Braid)와 2011년 사회적 기업 WoC(Ways of Change)를 설립했다

(Fernando, 2017; O'malley, 2018). 특히 난민 정착에 관심을 가지 있었

던 보치에리는 공동체가 힘을 합쳐 지역 사회, 궁극적으로는 세계에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체론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es)

을 통해 문제에 접근했다(O'malley, 2018; Wendy, 2017). 보치에리는 난

민을 둘러싼 두려움, 공포, 빈곤의 문제를 사람들간의 연결을 통한 가치

창출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고, 그 목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아니라, 난

민들의 경제적 자립이었다(Akamae, 2015c).  

난민의 정착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마친 2014년 보치에리는 태국 매

홍손에서 윤리적 패션 브랜드인 아카매(Akamae)를 시작하였다

(O'malley, 2018). 아카매는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참여자들과 난민 장

인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공동창조활동을 통해 패션제품을 개발했으나 판

매에 한계가 있었다. 보치에리는 태국에서 난민들과 패션 신제품을 개발

하고, 브레이드는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스토어를 구축하며 소셜 미디

어 마케팅에 집중했다(Black-Paulick, 2017). 조금씩 고객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아카매는 2017년 네델란드의 라디오 진행자 플로르제 데싱

(Floortje Dessing)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

다(Black-Paulick, 2017; Fernando, 2017). 아카매의 최종 목표는 이윤

을 추구하는 패션 브랜드가 아니라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신제품의 개발

하며 지속가능한 윤리적 패션기업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Akamae, 

20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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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치제안 

 

 

아카매는 난민 장인들의 시장진출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윤리적 패션을 주요 가치로 제안하고 있다. 인도주의적 

원조 모델과 달리 아카매의 온라인 플랫폼은 난민 상황에 처한 장인들에

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카매는 패션을 통해 사람

들을 연결하는 변화의 방법(Ways of Change: WoC)을 통해 난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Wendy, 2017). 아카매는 난민 공동체가 비

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의 지원을 받아 단기적으

로 빈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용과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난민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소비자

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O'malley, 2018). 아카매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인 소비자와 난민 장인을 연결하여 개발한 패션 신

제품으로 창출한 판매 수익금은 난민 공동체의 자립을 위해 사용한다

(O'malley, 2018).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이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아카매의 프로그램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제

품을 만들며 다양한 윤리적 가치를 제안했다(O'malley, 2018). 참여자들

과 난민 장인들의 공동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진 캡슐 컬렉션은 윤리적인 

방식으로 디자인되고 생산되어 판매된다. 뿐만 아니라 아카매의 컬렉션

은 천연 소재와 공정무역 보석을 사용한 윤리적 패션제품으로 구성된다

(Helen, 2017; Wendy, 2017). 또한, 워크숍과 토론을 통해 난민 장인들

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난민 장인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구축했다

(O'malley, 2018) 아카매의 공동창조 과정을 통해 난민들은 그들이 지니

고 있는 기술들의 가치를 알고 이것이 지역 사회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

인했으며 이러한 문화적 관습이 다음 세대에 보존되도록 훈련시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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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O'malley, 2018). 아카매의 공동창조가 진행되기 전 호이푸강(Hoi 

Phu Kang) 마을의 난민들 중 베틀로 직물 짜는 법을 아는 여성이 없었

으나, 지금은 마을의 여성들이 베 짜는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훈련을 

받고 있다. 아카매는 난민 장인들과 협업 생산을 패션산업의 문화적 전

유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O'malley, 2018). 

 

 

2.2. 목표고객 

 

 

아카매는 난민 공동체의 자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와 윤리

적 패션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패션 신제품을 개발

하고 있다. 아카매는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을 위해 난민 공

동체의 자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재능이 있는 

소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아카매의 공동창조 프로그램

에는 신진 디자이너나 패션을 전공한 학생,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

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Akamae, n.d.-c). 공동

창조 참여 소비자들은 아카매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윤리적 패션제품

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으로 제작되고 있는지 정보를 얻고 있다

(Fernando, 2017). 아카매의 공동창조 활동을 통한 공동체 가치 창출 활

동은 유럽의 TV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서 관심을 받았고, 이

를 통해 소외된 집단, 난민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소비자들이 아카

매의 공동창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Boccieri, 2017). 아카매의 공동창조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윤리적 패션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패션제품

의 소비습관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까지 건강하게 만들고자 노력한다

(Akamae, 2016). 또한 아카매는 윤리적 패션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

비자들을 위한 의류와 액세서리를 공동창조 참여자들과 제작하여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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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Fernando, 2017; Helen, 2017), 아카매의 소비자들은 아캐매

의 윤리적 패션제품을 구매하며 공동창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3. 핵심활동 

 

 

아카매는 난민 장인들과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일대일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디자인, 그룹 워크숍을 통한 

캡슐 컬렉션(capsule collection), 공동창조를 위한 커뮤니티 훈련의 세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Akamae, 2015b). 각각의 프로그램을 통

해 참여자들은 난민 장인과 다양한 유형의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디자인은 일대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아카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대일 공동창조에 신청한 참여자들과 

인터뷰를 진행 한 후 참여자의 특성에 맞추어 공동창조 프로그램을 지원

한다. 공동창조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장인들과 함께 태국 전통 

섬유시장 방문, 태국 전통의 라이프스타일과 장인 기술을 순차적으로 경

험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은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난민 장인

들의 기술을 활용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게 된다(Akamae, 2015a).  

리트리트(Retreat)라 불리는 소그룹 워크숍은 5명 미만의 참여자 그

룹과 태국 북부 매홍손 지역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먼저 공동창조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학습하고 8일간 에코 리조트에서 난민 장인들과 생

활하며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경험, 난민 장인의 다양한 기술에 대한 학

습 과정을 통해 문화적 연결을 이루게 된다(Akamae, n.d.-b). 그룹 워크

숍을 통해 참여자들은 창조적 자아, 자연, 난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하고 창의적 디자인의 영감을 얻어 파트너로 연결된 난민 장인들

과 함께 캡슐 컬렉션을 만들어낸다(Akamae, n.d.-b). 소그룹 참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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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매와 함께 캡슐 컬렉션의 사진, 동영상 및 스토리북을 제작하여 아

카매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공동창조를 위한 커뮤니티 훈련 프로그램은 1년에 2번 기획되어 2

주간의 집중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커뮤니티 훈련 프로그램에는 국제 문

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의 개발자나 투자자,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먼저 참여자들은 난민촌에서 전통 식사, 명상 등 난민 공동체의 생활을 

경험하며 내면화 교육을 받은 후, 장인들의 전통 기술을 익히며 난민 공

동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된다(Akamae, n.d.-c). 커뮤니티 훈련 참

여자들은 아카매의 공동창조 훈련을 통해 자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워

크숍을 운영하며 자신만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게 된다.  

 

 

2.4. 채널 

 

 

아카매는 캘리포니아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하고, 태국에서 오프

라인 워크숍을 진행하며 고객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Black-

Paulick, 2017). 아카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동창조 프로그램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며 활동 참여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참여자들과 디

자인 워크숍을 통해 개발한 신제품을 아카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

하고 있다(Akamae, 2015c; O'malley, 2018). 아카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철학을 공유하고 제품이 지니는 유무형의 

가치를 전달하며 소비자들의 윤리적 패션제품 구매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Fernando, 2017). 또한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소비자들은 난민 마

을에 숙박을 예약하여 매홍손 근처의 난민 마을에 머무르며 태국을 여행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경험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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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endy, 2017).  

 

 

2.5. 핵심파트너 

 

 

아카매가(Prahalad & Ramaswamy, 2004b) 소비자 참여를 통해 우

수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자원은 장인 파트너

들의 공예기술이다. 아카매와 함께하는 난민 장인들은 미얀마에서 넘어

온 다양한 소수 민족으로 그들만의 언어,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어 공

동창조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영

감을 준다(Akamae, 2015c). 국경도시인 태국의 매홍손에 살고 있는 수 

천명의 이주민과 난민들은 공동창조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매홍손 주변은 주로 샨족(Shan)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샨족과 함께 흐몽족(Hmong), 카렌족(Karen), 카얀족(Kayan), 리수족

(Lisu), 라후족(Lahu)등 많은 부족과 이주집단이 있다. 화이푸컹(Huay 

Pu Keng) 마을의 난민 장인들은 후면 스트랩 직조, 장신구 제작, 원단 

직조에 능숙하고, 반라읍(Ban La Oup) 마을은 태국 전역에서 세공 기술

로 유명하며 반마이나이소이(Ban Mai Nai Soi) 난민 캠프의 장인들은 후

면 스트랩 직조, 원단 직조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봉

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Akamae, n.d.-a). 이렇게 다양한 장인들의 기술

은 아카매의 제품 디자인에 주요한 자원이 되어 다양한 패션 신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공동창조를 통한 아카매의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결

과는 [표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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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2] 아카매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 

분류 구성 

가치제안 

- 난민 장인들의 시장진출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 윤리적 패션 

- 난민이 보유한 문화의 가치에 대한 전달 

목표고객 
- 난민공동체의 자립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 윤리적 패션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핵심활동 

- 일대일 공동창조 

: 참여자 인터뷰→ 개인 맞춤형 프로세스 지원→ 디자

인 워크숍→ 패션 신제품 개발 

- 소그룹 워크숍 

: 소그룹 형성→ 공동창조 가치 학습→ 난민 장인의

기술 경험→ 장인과 파트너 연결→ 캡슐 컬렉션 

개발→ 컬렉션의 사진, 동영상 및 스토리북 제작 

- 커뮤니티 훈련 

: 가치에 대한 내면화 교육→ 전통 기술을 활용한 실용

적 창작 도구 개발→ 자체 프로젝트 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탐색 

채널 

- 온라인 플랫폼 

a. 디자인 개발 희망자 모집 

b. 아카매 신제품 판매 

c. 윤리적 패션에 대한 정보 전달 

- 오프라인 디자인 워크숍 

핵심파트너 - 다양한 난민 공동체의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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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웨이투마스 

 

 

2014년 브라질 디자이너 알프레도 오로비오(Alfredo Orobio)는 온

라인의 소셜 공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공유되고 댓글을 통해 디자

인이 발전되는 과정을 관찰하며 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패션 디자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어웨이투마스(AWAYTOMARS)를 설

립했다(Warner, 2020). 어웨이투마스는 온라인 공동창조 프로젝트를 통

해 46명의 참여자가 디자인한 데뷔 컬렉션으로 시작되었다(Warner, 

2020). 포르투갈 리스본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시작된 어웨이투

마스는 2016년 영국 런던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패션, 공동

창조, 혁신,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다(Bujor, 

Avasilcai, & Alexa, 2017). 온라인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을 운영하고 판매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며 디자이너의 유용

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어웨이투마스는 2019년부터 적극적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하였다. 어웨이투마스가 런던 예술 대학에 본사를 둔 

BFTT(The Business of Fashion, Textiles and Technology)로부터 16만 

파운드를 투자 받아 2020년 5월부터 18개월간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디

자이너와 함께 공동창작자로 인공지능(AI)를 도입하여 기존에 볼 수 없

었던 혁신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UKRI, 2021). 

어웨이투마스는 개방형 혁신의 도구로 공동창조를 활용함으로써 패

션 관여도가 높은 소비자들과 더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을 패션 신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역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Bujor 

et al., 2017).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향하며 공정무

역 소재, 생분해성 재료 등을 사용하여 패션 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Warner, 2020). 2020년 리스본패션위크에서 어웨이투마스는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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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ism Project 컬렉션을 통해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글로벌 문

제에 대한 해석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통해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합하려

는 의도로 컬렉션을 발표했다(Tjon, 2020). 궁극적으로 어웨이투마스는 

사람들에게 패션 디자인의 의미, 디자인 하는 과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온라인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바꾸고자 한다(Bujor et 

al., 2017). 어웨이투마스는 “우리 중 누구도 우리 모두만큼 강하지 않다 

(none of us are as strong as all of us).” 는 신념을 바탕으로 단합된 집

단의 창의성을 핵심자원이으로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다(Warner, 2020).  

 

 

3.1. 가치제안 

 

 

어웨이투마스는 혁신적인 패션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투명

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성을 제안하

고자 한다. 어웨이투마스가 제안하는 첫번째 가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

해 패션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고품질의 패션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해 내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어웨이투마스의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그들의 바램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형태, 컨셉에 대한 영감을 얻고 역량을 강화하여 혁신

적인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어웨이투마스의 플랫폼에서는 전 세

계 90개국 2만여명의 활동가들이 기업의 가치 사슬에 대한 완전한 통제

력을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정하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Bujor et al., 2017). 또한, 공동창조에 아이디어가 선정된 활동가는 

프로젝트의 공동참여자로서 이름이 올려질 뿐만 아니라 판매 순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어웨이투마스는 투명한 기업 활동을 통해 공정하게 이익

을 분배하는 새로운 패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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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어웨이투마스는 사회 공동체 활동, 참여자간의 협업, 표

준 공유, 평가 및 준수, 지식 공유, 신뢰 구축, 개방적 기술 활용을 통해 

사람들이 디자인 하는 과정,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

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고자 한다(Bujor et al., 2017). 또한 미래

지향적이며 지속적인 패션에 집중하고 있는 어웨이투마스는 성평등, 인

종 차별, 기후변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교육권, 멸종 등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할 7가지 글로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고자 노력하는 NGO와 예술가들에게 다양한 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Warner, 2020). 궁극적으로 어웨이투마스는 기술 사용과 공동창조의 태

도를 장려함으로써 패션산업을 변화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2. 목표고객 

 

 

어웨이투마스는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

고자 하는 참여자, 혁신적인 패션 신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패션을 창조산업으로 정의한 어웨이투마

스에는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소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어웨이투마스는 

패션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크라우드소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여

자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있다(Bujor et al., 2017). 어웨이투마스의 온라

인 플랫폼에는 16세 학생에서부터 기성 예술가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가

들이 등록되어 있다(Rosés, 2019; Warner, 2020). 어웨이투마스의 활동

가들은 경력에 상관없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웨이투마스 플랫폼에 올리고 다른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며 공동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다(Rosés, 2019).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참여자는 누구나 어웨이투마스의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디자인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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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할 수 있으며 투표과정을 통해 선발된 디자인은 판매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된다(Warner, 2020). 또한, 어웨이투마스는 혁신적인 패션 신제품

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창조를 통해 개발된 혁신

적인 패션 신제품들이 시장에 출시 되기 전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시제

품을 판매하고 있다. 기성제품들과는 차별화된 실험적인 패션 신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어웨이투마스의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판매

되는 패션제품을 크라우드펀딩과 어웨이투마스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

매할 수 있다. 

 

 

3.3. 핵심활동 

 

 

어웨이투마스는 활동가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크라우드소

싱과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Bujor et al., 2017). 

어웨이투마스는 우수한 패션제품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진

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목표로 어웨이투마스의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인 패션제품 디자인을 모집하고 선정된 디자인에 대한 생산, 

홍보, 판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웨이투마스는 플랫폼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니즈를 창작물로 표한하는 과정을 돕기위해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역량이 강화되어 플랫폼을 통한 창의적 

사고, 혁신 및 고품질의 미학을 성장시키고 있다(Bujor et al., 2017). 또

한, 패션 신제품 디자인 경험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패션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며, 컨셉, 스케치, 시제품 제작 등 디자

인 프로세스의 초기 진행 과정에 도움을 준다. 

어웨이투마스의 공동창조 프로세스는 활동가 등록에서 시작된다. 공

동창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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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로 등록한 후, 어웨이투마스가 제공하는 템플릿(template)에 맞추

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그 중 집단 구성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디자인은 컬렉션 단계로 진행된다. 매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1

천 여개의 디자인들은 투표를 통해 약 1000: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

며, 이렇게 선정 된 소비자 디자인은 참여자들로 구성된 어웨이투마스의 

공동창작위원회(unique co-creation board)를 통해 컬렉션으로 구성이 

되다. 컬렉션으로 구성된 시제품 중 활동가들의 투표를 통해 크라우드펀

딩 제품이 선정되고, 이 제품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공식 출시 전에 커

뮤니티 구성원이 독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되어 판매된다(Bujor 

et al., 2017). 어웨이투마스의 공식 컬렉션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패션위크을 통해 소개 된 후, 상용화되어 어웨이투마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다.  

 

 

3.4. 채널 

 

 

어웨이투마스는 패션 브랜드 최초로 신제품 개발 과정이 기업 외부

의 활동가들에 의해 진행되는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어웨이투마스의 전

세계 활동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모여 창조적인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Bujor et 

al., 2017). 패션 신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소비자

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어웨이투마스 플랫폼은 크게 공동창조, 제품 판매, 

어웨이투마스 소개의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웨이투마스의 플랫폼은 현재 진행중인 공동창조 프로그램을 설명

하는 콜라보레이션 페이지로 시작된다. 콜라보레이션 페이지에는 공동창

조의 의미와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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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이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콜라보레이션 페이지에서는 어웨이투마스에서 진행한 이전 공동창

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활동가들의 창작 모

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어웨이투마스는 공동창조 활동과 활동가들의 협

업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다. 여성 또

는 남성 고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제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록 구

성되어 어웨이투마스에서 최근 생산한 제품들을 모두 볼 수 있다. 또한, 

고객 투표로 선정되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판매되는 제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글로벌 커뮤니티로써 특정 지역에서 활

동하는 것을 지양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고객들과 공동창조를 진행하는 

어웨이투마스는(Rosés, 2019)  최근 오프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

다(Warner, 2020). 어웨이투마스는 2020년 리스본패션위크에 컬렉션을 

발표하며 오프라인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3.5. 핵심파트너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는 기업들과 어웨이

투마스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고 캡슐 컬렉션을 제작하고 있다(Rosés, 

2019). 혁신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패션 브랜드들도 개방형 혁신을 위한 

협업자로 어웨이투마스와 공동창조를 진행한다. 패션 브랜드는 어웨이투

마스의 공동창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인 패션 신제품을 제안하며 자

신들의 패션 지지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다

(Berlin_Fashion_Week, 2019). 어웨이투마스는 2017년 브라질 신발 브

랜드 멜리사(Melissa)와 첫 번째 파트너십을 맺고 소비자 참여를 통한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했으며, 이 후 유사한 방식으로 하비니콜스(Ha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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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s), 울마크컴퍼니(The Woolmark Company)와 같은 패션 브랜드

와 다양한 공동창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AWAYTOMARS, 2020). 2020

년에도 어웨이투마스는 엠미소니(M missoni)와 지그재그 니트 웨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

행했으며, 최근에는 런던 패션 대학(London College of Fashion)의 디지

털 인류학 연구소(Digital Anthropology Lab)와 파트너십을 맺고 AI기술

을 활용하여 온라인 크라우드소싱을 통한 패션 디자인을 새로운 차원으

로 끌어올리는 위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Warner, 2020).  

공동창조를 통한 어웨이투마스의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

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４-3] 어웨이투마스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 

분류 구성 

가치제안 

- 혁신적인 패션 신제품이 시장 진출 지원 

- 투명한 기업활동의 모델 제시 

-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성 제안 

목표고객 

-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패션 신제품 개발에 참여

하고자 하는 소비자 

- 혁신적인 패션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핵심활동 

- 크라우드소싱 

: 참여자 등록→ 디자인 제출→ 투표→ 디자인 선정→ 

컬렉션 구성→ 크라우드펀딩→ 시제품 생산→ 상용화

→ 생산 및 판매  

- 크라우드펀딩 

- : 컬렉션 중 시제품 개발 스타일 선정→ 펀딩 모집→ 

생산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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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 온라인 플랫폼 

a. 참여자 모집 및 참여방법 안내 

b.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 

c. 크라우드펀딩 

d. 어웨이투마스 신제품 판매 

핵심파트너 - 패션기업 

 

 

4. 나이키 플러스 (나이키) 

 

 

나이키는 스포츠 의류와 용품을 생산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다. 

미국 오리건 주에 본사를 둔 나이키는 1964년 블루리본 스포츠(Blue 

Ribbon Sports)란 이름으로 필 나이트(Phil Knight)에 의해 설립되어 

1966년 첫 소매점을 열었으며(Britannica, 2019), 1978년 회사 이름을 

Nike, Inc.로 변경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신발 회사인 콜 한(Cole 

Haan)과 컨버스(Converse, Inc.),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캔스타 스포츠

(Canstar Sports, Inc.)를 비롯한 수많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꾸준히 사업

을 확장하고 제품 라인을 다양화 하고 있으며(Britannica, 2019), 1990년

대 후반부터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해 사업 기능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전세계로 분산하며 공동 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Goldman & Papson, 1998). 나이키의 명성은 1970년대 조깅의 붐과 함

께 시작되어 이후 스포츠 운동화와 동의어가 되었다(Marshall & 

Morreale, 2018). 나이키는 이러한 브랜드 명성과 이미지를 유지하기위

해 광고 및 브랜드 홍보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Deng, 2009). 나이키에서 

실시한 가장 유명한 광고 캠페인인 “Just Do It”은 판매 붐을 일으키고 

브랜드 이름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의류 및 운동화 생산 업체 중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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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Trilochan, 2017). 나이키는 운동 선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사람, 지구, 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 혁

신, 지속 가능한 생산, 글로벌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29개의 목표를 만

들어 나이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자 한다(Nike, 2020).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이키는 주력 제품인 

신발을 중심으로 기술적으로 진보적인 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지역 사회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UKEssays, 

2017). 축구 커뮤니티 조가닷컴(Joga.com)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소

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성공적인 마케팅 성과를 이룬 나이키는 2006년 

온라인 러닝(running) 커뮤니티 회원들과 나이키 플러스를 개발하며 공

동창조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었다(Ramaswamy, 2008; Towers, 

2011; Wright, 2016). 나이키는 러닝에 대한 관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에서 러닝에 대한 아이디어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나이키 제품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러너(runner)들과 나이키 플러스(Nike+) 웹사이트

(nikeplus.com)를 통해 소통하며 맞춤 제작 서비스인 나이키 아이디

(Nike ID)를 포함하여 러닝 신발, 나이키 플러스 센서 등을 만들었다

(Henderson, 2018; Wright, 2016).  

 

 

4.1. 가치제안 

 

 

나이키는 ECC(Experience Co-Creation) 프로세스를 통해 공동창조 

참여자들에게 러닝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러닝에 대한 소통과 유대

적 관계 형성, 러닝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한 몰입형 경험의 혜택을 

제안했다(Ramaswamy & Gouillart, 2010). ECC 프로세스란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경험과 공동창조를 통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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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전략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제안된 나이키의 비즈니스 시스템이다

(Ramaswamy, 2008). 나이키의 공동창조 참여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러닝에 관련된 긍정적인 경험과 나이키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러닝과 러닝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된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문가로부터 러닝에 관련된 건강 교육과 훈련을 제공

받으며 러닝에 대한 몰입적 경험(immersive experiences)을 하게 된다

(Wright, 2016). 이러한 공동창조 과정을 통해 나이키는 러닝에 대한 즐

거움과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개인화된 러닝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나이키는 소비자들의 참여 플랫폼(engagement platform)을 

통해 새로운 전략적 자본을 창출했다(Ramaswamy, 2008). 나이키는 나

이키 플러스 커뮤니티 참여자들과의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고객들의 의

견을 직접 수집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창출하고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혁신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Towers, 2011). 

 

 

4.2. 목표고객 

 

 

나이키의 공동창조 활동에는 러닝과 나이키 제품에 대한 경험을 공

유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와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소비자, 그리고 러너의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참여

했다(Ramaswamy, 2008). 나이키의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나이키가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러닝 커뮤니티 회원들이다. 참여자들은 

나이키 제품에 대한 정보와 사용법을 공유하며 나이키 브랜드에 대한 높

은 애착을 나타냈고, 나이키 제품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키의 혁

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기여하고자 했다(Ramaswamy & Ozcan, 2016). 

또한, 나이키의 공동창조 참여자들은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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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러닝에 관한 

격려와 조언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관계를 형성

할 수 있길 기대했다(Wright, 2016).  

 

 

4.3. 핵심활동 

 

 

나이키의 공동창조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후기작성(writing review)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공동창조를 통한 상호작용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인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독특한 신

제품 개발로 이어진다(Yu & Park, 2014). 나이키는 소비자들과의 효과적

인 상호작용을 위해 DART 모델을 활용했다. DART는 대화(Dialogue), 

접근(Access), 위험과 혜택 관계(Risk-return relationship), 투명성

(Transparency)을 의미하며 나이키는 네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관

리하여 가치를 창출하였다(Wright, 2016). 나이키는 공동창조 참여자들

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발전 시키고 참여자들이 개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유도하였다. 나이키의 ECC프로세스 안에서 

나이키와 참여자, 애플과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 전문가와 참여자 간

의 대화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Ramaswamy, 2008). 나이키 플러스에

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축적된 참여자들의 경험은 신제품 개발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함께 집단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했다(Ramaswamy & Ozcan, 2016).  

나이키 ECC프로세스 참여자들은 자신의 최근 러닝 데이터를 포함

하여 러닝과 관련된 나이키 제품의 후기, 나이키 제품들의 효과적인 사

용법, 러닝을 위한 플레이 리스트 등을 나이키 플러스 웹사이트에 업로

드하며 자신의 러닝 기록을 확인하고, 친구들과 자료를 공유하며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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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한다(Henderson, 2018). 나이키는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웹 페이지

에 접속하며 다양한 소통과 적극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제시한다(Towers, 2011). 또한, 나이키가 개발 중인 시제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나이키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했다. 뿐만 아

니라 나이키는 참여자들이 부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러닝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훈련법

과 효과적인 러닝 방법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Ramaswamy, 

2008).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참

여자들의 태도가 중요했다. ECC 프로세스에서 DART 모델을 통해 나이

키는 고객 기반의 집단적 창의성을 활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고, 참여자들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입소문은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까지 가져왔다. 

 

 

4.4. 채널 

 

 

나이키는 러너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ECC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 애플과 협업하여 러닝 커뮤니티인 나이키 플러스 웹사이트를 개설

했다. 나이키는 나이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러닝 

기록을 기록하며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친구에게 도전하고, 커뮤니티의 

다른 러너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참여자들 간의 접근성

을 높였다(Wright, 2016). 또한, 커뮤니티에 아이튠즈(iTunes)의 플레이

리스트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갔다.  

나이키는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러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공개 포럼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들

은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가지게 되어 ECC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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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극적인 참여자일수록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졌고 이는 나

이키에 대한 충성도로 이어졌다(Ramaswamy, 2011). 나이키는 나이키 

운동화, 애플 아이팟 나노, 나이키 플러스 센서, 아이튠즈(iTunes.com))

와 나이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나이키 플러스를 연결하여 음악과 러닝

을 통한 참여자간의 연결을 강화하였다(Ramaswamy, 2008). 

 

 

4.5. 핵심파트너 

 

 

나이키는 애플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나이키 플러스 커뮤니티를 성공

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나이키와 애플의 파트너십은 러닝과 음악을 

연결하였고, 모바일기술, 온라인 커뮤니티, 운동기구의 결합을 통한 혁신

을 만들어냈다(Ramaswamy, 2008). 나이키와 애플은 나이키의 운동화, 

나이키 플러스 센서, 애플의 아이팟을 연결하여 소비자들의 참여를 촉진

시켰다. 나이키와 애플 파트너십은 공동창조를 통해 기업들이 고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집, 고객 학습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빠른 시

제품 테스트, 혁신 위험 감소, 신뢰도와 충성도 상승을 이루는 좋은 예

시가 되었다(Ramaswamy & Gouillart, 2010). 나이키와 애플의 파트너십

은 두 회사에 양방향 학습 효과를 가져왔고 판매와 브랜드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전략적 자본을 창출했다(Rao, 2018).  

공동창조를 통한 나이키의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결

과는 [표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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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４-4] 나이키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 

분류 구성 

가치제안 

- 러닝에 대한 몰입적 경험 제공 

- 러닝 경험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개인화 된 제품

개발 

목표고객 

- 러닝과 나이키 제품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

어하는 소비자 

- 브랜드에 대한 애착으로 혁신적 신제품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비자 

- 러너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싶은 소비자 

핵심활동 

- DART모델 기반의 상호작용 

: 상호작용(러닝 기록, 나이키 러닝 제품 사용법 및 후기, 

플레이리스트 등 공유) → 러닝 교육 및 훈련→ 시제품 

디자인 평가→ 시제품 후기작성→ 신제품 사용 후기 및 

제안 작성 

채널 

- 온라인 커뮤니티: 러닝에 대한 문화 교류 및 상호

작용 

- 미디어 플레이어: 플레이 리스트 공유 

- 오프라인 러닝 훈련 

핵심파트너 - 애플(apple) 

 

 

5. 아디다스 메이드 포 (아디다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Adidas)는 1924년 아돌프 다슬러

(Adolf Dassler)에 의해 시작된 독일의 다국적 기업이다(adidas, n.d.-a). 

운동을 좋아하던 아돌프 다슬러는 1925년 러닝화에 대한 첫 번째 특허

를 획득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동선수들을 위한 신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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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했다(Ind, Iglesias, & Schultz, 2015). 수제 스파이크 러닝화를 1936

년 하계 올림픽에서 단거리 선수인 제시 오언스(Jesse Owens)에게 제공

하여 제시 오언스가 금메달 4개를 딴 후 이를 기반으로 아디다스 러닝 

전문화로 인정받기 시작했다(Kirschbaum, 2005). 1960년대 나이키가 등

장으로 위기 의식을 느낀 아디다스는 1970년대 후반 레저 웨어(leisure 

wear)로 사업을 확장하고 다양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경영 스

캔들로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Ind et al., 2015). 1994년 아디다스의 

CEO로 온 로버트 루이스 드레이퍼스(Robert Louis-Dreyfus)는 브랜드

를 아디다스 퍼포먼스, 아디다스 오리지널, 스타일 에디션의 세 그룹으

로 나누고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2000년까지 매출은 4배로 증가시켰다

(Katz, 2012). 아디다스는 2004년 "Impossible is nothing" 캠페인을 통

해 제품 혁신 전략을 소비자들에게 알렸고, 2011년"Adidas is all in" 은 

아디다스 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슬로건이 되었다(adidas, n.d.-a). 경기

장 안팎에서 사람들의 삶에 스포츠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아디다스는 사업을 점점 더 다양화하고 있다(adidas, n.d.-b). 아디

다스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리더십, 개선, 성과를 이루

고 전략적으로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여성, 파트너십에 집중하며 이를 

위해 DTC(direct-to-consumer-led)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있다(Salpini, 2021). 

아디다스는 2017년 러닝 커뮤니티 회원들 중 아디다스 신제품 개발

에 관심이 있는 러너들을 모집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스피드팩

도리(SPEEDFACTORY)에서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는 아디다

스 메이드 포(Adidas made for; AM4)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아디다스는 

특정 도시의 특징을 담은 제품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디자인과정을 통해 

시제품으로 개발되었고, 소비자 테스트를 거쳐 제품으로 출시되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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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와 공동창조를 통해 디자인한 제품들은 2018년 첫번째 시리즈인 

AM4LDN(Adidas made for London)를 시작으로 파리, 로스앤젤레스, 뉴

욕, 도쿄, 상하이 순으로 제품이 출시되었다(Zierer, 2018). 

 

 

5.1. 가치제안 

 

 

아디다스는 러닝에 대한 참여자들의 문화적 몰입감을 형성, 공유하

며 그들의 러닝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아디다스는 다양한 관점

을 가진 집단이 개방적 방식으로 하나의 문제를 탐구할 때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문화적 몰입감(cultural 

immersion)을 활용해 제품 디자인의 경계를 넓히는 방식으로 고객과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을 실시했다(Denny, Leinberger, & Solis, 

2020). 아디다스는 러닝활동을 둘러 싼 모든 것들을 러닝 문화라 규

정하고, 소비자들과 러닝과 관련된 패션, 음악등 다양한 것들을 함께 

탐구하고 공유해가며 러닝 문화를 즐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신제품

을 개발하였다(Denny, 2020). 아디다스와 러닝에 관련된 문화교류의 

과정을 통해 러너들은 아디다스와 깊은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아디다스 러닝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러닝 경험을 향상시

키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러닝을 즐길 수 있게 된다.  

 

 

5.2. 목표고객 

 

 

아디다스는 지역 러닝 커뮤니티 회원 중 아디다스의 활동에 참여하

고 싶은 소비자, 다양한 러닝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과 함

께 신제품 개발을 진행했으며, 공동창조를 통해 생산 된 제품들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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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한정판 러닝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다. 아디다스

의 공동창조 참여자들은 특정 도시의 러닝 커뮤니티 회원들과 도시에서 

러닝을 즐기는 예술가들이었다(Sawyer, 2018). 러닝에 오랜 경험을 가

지고 있는 아디다스의 신제품 개발 참여자들은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자

신의 러닝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러닝 경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했다(Mireles, 2017). AM4 프로젝트는 

참여자들이 신제품 디자인의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행사와 

스포츠를 결합하였고 참여자들의 문화적 경험, 패션과 러닝에 대한 경험, 

문화적 영감이 신제품 디자인에 반영되었다(Sawyer, 2018). 아디다스는 

공동디자인을 통해 도시의 기후, 러닝 환경과 같은 지역적 특성과 지역 

러너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신제품을 한정 수량으로 생산했고, 이 제품

들은 특별한 한정판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5.3. 핵심 활동 

 

 

아디다스의 AM4 프로젝트는 문화적 몰입을 통한 공동디자인으로 

진행되었다. 아디다스는 단순히 독특한 신제품을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참여자들과 다양한 러닝 문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공동창조 

활동을 시작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러닝을 할 수 

있도록 도시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러닝 훈련을 지원하고, 러닝과 관련

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디자인 워크숍은 크

게 문화적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시제품 테스트를 위한 프로

그램으로 나눌 수 있으며, 도시의 특성에 따라 구성되었다.  

아디다스의 공동창조 과정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시작된다. 참여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러닝 경험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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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지역 러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 중 아디

다스의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오프라인 공동디자인을 실시하게 된다. 오프라인 활동은 참여자들의 문

화적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 음악 공연, 예술가들의 협업, 운동 선수들의 

포럼 등으로 시작된다(Denny, 2020). 아디다스는 도시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러닝 훈련과 다양한 외부 문화를 포함시킴으로써 참여자들의 창작

적 사고력이 높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력적인 디자인 과정은 참여

자들간의 유대감을 만들고 브랜드에 대한 애착관계를 넘어 팬쉽으로 이

어지는 감정적인 연결을 이루게 되었다(Denny et al., 2020).  

아디다스는 공동창조를 통해 개발된 신제품의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도시의 주요 장소를 러닝하고 착장감을 테스트를 실시했다. 참여

자들은 아디다스 러닝화들을 신고 도시를 달린 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에 대한 논의를 하며 함께 제품을 만들어 갔다. 공동디자인을 통해 개

발된 시제품은 참여자들의 테스트와 평가의 과정을 거쳐 상용화 후 생

산되었다(Mireles, 2017). 또한 도시 별 차별화를 위해 참여자들은 신

제품에 기능, 소재, 칼라 등에 대하여 논의하여 접착제 없는 조립, 무

선 근거리 통신 칩, 신축성이 높으며 가벼운 소재가 사용되었고, 최종 

칼라는 참여자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소비자 참여 디자인으로 시작

된 아디다스의 메이드포 시리즈는 런던, 파리, 뉴욕 등에서 다양한 예

술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Sawyer, 2018). 

 

 

5.4. 채널 

 

 

아디다스의 AM4 프로젝트를 통한 신제품 개발 과정은 온라인 커뮤

니티와 오프라인 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아디다스는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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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특정 도시에서 아디다스의 수용도를 측정한 후, 아디다스에 대

한 수용도가 높은 런던, 파리, 로스앤젤레스, 뉴욕, 도쿄, 상하이를 공동

창조 대상 도시로 선정하였다. 선정 된 지역 러닝 커뮤니티의 회원들은 

온라인으로 러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Mireles, 2017). 아디다스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들이 공동

의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활

동은 해변 달리기, 문화 공연 관람, 디자인 포럼, 시제품 테스트 등 도시

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adidas, 2018; Mireles, 2017). 아디

다스는 러닝과 관련 된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아디다

스와 사용자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도시의 러너들이 요구하는 디자인 요

인을 도출하여 신제품을 개발했다. 참여자들은 시제품으로 개발된 공동

창조 디자인을 함께 평가하며 기능성을 높였다. 소비자 참여를 통해 개

발된 아디다스의 러닝화는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고객들이 한정판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판매는 러닝화의 특징과 컨셉에 따라 선정된 일부 매

장으로 한정되었다(adidas, 2018; Sawyer, 2018). 

 

 

5.5. 핵심파트너 

 

 

아디다스는 스피드팩도리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에 혁신성을 높였다. 

스피트팩토리의 자동 생산 시스템으로 아디다스는 빠른 속도로 맞춤형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여 제품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었

으며 생산 공정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adidas, 2014). 

스피드 팩토리에서 생산되는 AM4 프로젝트의 모든 제품들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실루엣과 기술이 도입되었다(adidas, 2018).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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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부자재를 선정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개발

된 AM4PAR에는 재활용 해양 플라스틱이 부자재로 사용되었고, 영국 

런던에서 개발된 AM4LDN에는 NFC칩이 내장되었다(Just Fresh Kicks, 

2018). 또한 아디다스는 미국과 독일에 자동화한 스피드팩토리에서 

AM4 제품을 생산하여 업계 표준 생산 시간보다 최대 36배 빠르게 제품

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였다(Smith, Friend, & Hawkins, 2018). 

공동창조를 통한 아디다스의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４-5] AM4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 

분류 구성 

가치제안 
- 러닝에 대한 문화적 몰입감 형성 및 공유 

- 러닝 경험 향상 

목표고객 

- 지역 러닝 커뮤니티 회원으로 브랜드 활동에 참

여하고 싶은 소비자 

- 다양한 러닝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소비자 

- 특정 도시 한정판 러닝화를 구매하려는 소비자 

핵심 활동 

- 공동디자인 

: 도시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러닝 훈련→ 커뮤니티의 특

성에 따른 문화 행사→ 디자인 워크숍→ 시제품 테스트

→ 시제품 보완→ 상용화→ 생산 및 판매  

채널 

- 온라인 커뮤니티 

a. 소셜 미디어를 통한 아이다스 수용도 평가 

b. 커뮤니티를 통해 러닝에 관한 문화 교류 및 상호

작용  

- 온라인 스토어  

  : 온라인 공식몰을 통한 AM4 러닝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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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워크숍 

a. 러닝 관련 문화 행사 

b. 디자인 워크숍 

c. 시제품 테스트  

- 오프라인 스토어 

  : 제품 컨셉에 따른 특정 매장의 한정 판매 

핵심파트너 - 스피드팩토리 

 

 

6. 휠라보레이션 (휠라) 

 

 

휠라(FILA)는 1911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되어 의류 및 스포츠 용품

을 제조, 판매하는 대한민국 스포츠웨어 기업이다(유승호, 2007). 설립 

초기 알프스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의류 제품을 주로 생산했었으나, 

1970년대 테니스 선수와의 후원계약을 계기로 스포츠웨어 브랜드로 전

향하였다(Abdihakim, n.d.). 경영 난조로 2003년 스포츠 브랜드 인터네

셔널(Sports Brand International)로 매각 된 후, 2007년 휠라코리아가 

휠라 브랜드를 인수했다(Beckett & Young, 2007). 휠라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서 다양한 스포츠를 후원하며 스포츠 라인을 강화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캐주얼 감성의 제품들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Sohn, 2015). 스

타일리시 퍼포먼스(Stylish Performance)를 메인 콘셉트로 기능성과 패

션을 조화시킨 제품의 구성이 돋보이며 강렬한 색채 대비로 스포츠의 역

동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국제섬유신문, 2016). 최근에는 휠라는 이

종 브랜드와의 성공적인 협업은 소비자들 사이에 휠라보레이션이라 불리

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18). 휠라보레이션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두 브

랜드가 만나 각 브랜드의 디자인적 요소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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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새로움을 더했다(김정훈, 2018). 특히 휠라는 이종 브랜드와의 협업

을 통해 3040세대가 입는 패션 브랜드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1020세대

가 열광하는 브랜드로 이미지 개선을 이루었다(Park & Kim, 2020). 

이종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루어 온 휠라는 2018

년 ‘휠라 X 우왁굳 콜라보 에디션’을 시작으로 게임 스크리머(game 

streamer)들과의 협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총 5회의 휠라보레이션

을 진행하였다(정현영, 2018). 게임 스트리머는 트위치(Twitch), 유튜브

(YouTube)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시청자와 소통하며 자신만의 게임 

콘텐츠를 방송한다(Leslie, 2017). 그들은 크리에이터이자 게임 스트리머

로 팬들과 공동의 취미인 게임을 매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

다. 휠라는 게임 스트리머와 강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는 팬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여 협업을 진행했다. 휠라와 유튜브 게임 스트리머의 

협업은 스트리머의 팬들이 제안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휠라 의류와 슈즈, 

액세서리 등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프로젝트였다(양수복, 2019).  

 

 

6.1. 가치제안 

 

 

휠라는 독립적 문화예술 장르로서 자리잡고 있는 게임의 문화가치를 

높이고, 게임 스트리머는 이 과정을 통해 커뮤니티 내의 집단 유대감을 

강화하고 하였다. 휠라는 게임과 커뮤니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게임이 가

지고 있는 쾌락적 속성과 과몰입성으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제가 늘어가고 있는 환경에서(윤형섭 et al., 2012), 휠라는 1020소비

자들과 소통하며 함께 게임을 즐기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게임에 담긴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그들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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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이승택, 2019).  

또한, 공동창조를 휠라와 함께 기획한 게임 스트리머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한 커뮤니티 회원들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커뮤니티 구성원 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용어를 제품 디

자인에 활용하여 제출했으며, 게임 스트리머는 일상에서도 입기 좋은 디

자인이라 ‘일반인 코스프레’가 가능한 디자인을 내세우며 커뮤니티가 지

니고 있는 유대감을 더욱 강조하였다(국제섬유신문, 2018).  

 

 

6.2. 목표고객 

 

 

휠라는 주 고객 층인 1020세대와 접점을 확대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나가고자 게임 스트리머 커뮤니티와 함께 신제품 개발을 진

행했다(조동석, 2018). 휠라는 게임 스크리머의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

는 게임 마니아, 특히 커뮤니티에 높은 소속감을 느끼고 커뮤니티와 관

련된 활동에 적극적인 1020세대들과 게임 및 게임스트리머에 관련된 새

롭고 독특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휠라보레이션

을 진행했다. 게임스크리머들과의 휠라보레이션은 게임 방송을 진행하며 

높은 충성도의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스트리머와 팬들의 집단 지식

을 활용하고자 강한 집단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를 목표로 기획

되었다. 휠라보레이션에는 게임 커뮤니티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높은 

집단 유대감을 지닌 커뮤니티 구성원들이(황상민, 임정화, 김지연, 2005)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주는 패션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

로 참여하였다. 고유한 게임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게임 커뮤니티의 

회원들의 유대감과 그것을 바탕으로 구현되는 집단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는 신제품 개발의 핵심 자원이 되었다. 커뮤니티 내부의 협의와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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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선정되어 출시된 신제품은 신제품 개발에 참여한 커뮤니티 회원뿐

만 아니라 게임 마니아들에게도 관심을 받았으며, 게임 유저들은 물론 

보다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구매로 이어졌다(방영

덕, 2019).  

 

 

6.3. 핵심활동 

 

 

휠라와 게임 스트리머의 공동창조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치, 유

튜브 방송을 통한 디자인 제출과 투표의 디자인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게임 스트리머가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와 인터넷 방송

을 통해 휠라와의 협업에 대해 설명한 후 커뮤니티 회원들이 다양한 아

이디어를 응모하였다(국제섬유신문, 2018). 공동창조 참여자들이 휠라와 

게임 스트리머의 아이덴티티를 담아 개발한 독창적이고 기발한 디자인들

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출하였고, 제출된 디자인들에 대해 커뮤니티 회

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댓글로 달렸다(오영택, 2018b). 게임 스트리머

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1차로 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신제품 디자인이 선정되었다(조동석, 2018).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상용화 과정을거쳐 생산되었다. 휠라보레이션을 

통해 개발된 제품은 휠라 공식 소셜 미디어와 게임 스트리머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출시 한달 전에 예고 되었다. 공동창조 디자인은 온·오프라

인 매장을 통해 판매되었고, 제품 디자인과 선정에 참여한 커뮤니티 회

원들은 적극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다(이다흰, 2018; 이승택, 2019). 

휠라는 게임 스트리머와 커뮤니티 회원들이 휠라의 신제품을 개발하

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게임 스트리머와 게임 마니아들

이 독창적인 신제품 개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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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구체적으로는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정 디

자인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였고, 참여자들의 아이디어 스케치를 상용화 

하고 시제품을 개발하여 참여자들의 디자인 투표에 도움을 주었다. 

 

 

6.4. 채널 

 

 

휠라보레이션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

졌다. 게임 스트리머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창조의 목표, 과정, 

일정, 보상 등 공동창조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었고, 공동

창조의 진행 방향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이 수집되었다(오영택, 2018b). 

또한 최종 디자인 선정을 위해 참여자들의 디자인 사진과 정보를 커뮤니

티에 공개한 후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신중하게 투표를 제안했다(오영택, 

2018a). 게임 스트리머들이 주로 활동하는 트위치와 유튜브 또한 공동

창조 활동에 중요한 채널역할을 했다. 게임 스트리머들과 팬들은 트위치

와 유튜브의 생방송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휠라와의 협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조장우, 2019). 소통을 통해 공동창조의 목표와 방

향성을 함께 설정하였고, 디자인 공모를 통해 모집된 디자인들에 대한 1

차 평가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여 1차 후보를 선정했다.  

게임 스트리머가 팬들과 개발한 신제품은 특정 온라인 스토어와 오

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되었다. 휠라와 무신사의 온라인을 중심으로 

게임 스트리머에 따라 선정된 일부 오프라인 매장과 팝업 매장에서 한정 

판매가 이루어졌다(조동석, 2018). 게임스트리머와의 공동창조 활동에 참

여한 커뮤니티 회원들은 제품 디자인과 평가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이다흰, 2018; 이승택,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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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핵심파트너 

 

 

휠라보레이션에서 독특한 점은 휠라와 소비자 사이에 게임 스트리머

라는 핵심파트너가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휠라는 2018년 8월부

터 5차에 걸친 휠라보레에션을 진행하며 12명의 게임 스트리머 커뮤니

티와 공동창조를 진행했다. 열두 개의 게임 스트리머 커뮤니티는 각각의 

커뮤니티 문화와 특징을 담은 독특한 신제품들을 개발했다. 12명의 게임 

스트리머들은 자신만의 차별화 된 게임 스토리를 바탕으로 유머,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여러 계층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독창적이며 신

선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 커뮤니티 회원들의 높은 충성도

는 디자인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판매율에 있

어서도 높은 성과를 냈다.  

공동창조를 통한 휠라의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한 결과

는 [표 4-6]과 같다. 

 

[표 ４-6] 휠라 공동창조 비즈니스 모델 

분류 구성 

가치제안 
- 참여자들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높임 

- 커뮤니티의 집단 유대감 강화 

목표고객 

- 게임 스트리머의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게

임 마니아 

- 커뮤니티에 높은 소속감을 느끼고 그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인 1020세대 

- 게임과 게임 스트리머와 관련된 새롭고 독특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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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활동 

- 디자인 크라우드소싱 

: 디자인 공모→ 소비자 디자인 제출→ 디자인 평가 및 1

차 디자인 선정→ 디자인 투표→ 디자인 선정→ 상용화

→ 생산 및 판매  

채널 

- 온라인 커뮤니티 

: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디자인 공모 및 투표 

-  소셜 미디어 

: 트위치, 유튜브 생방송을 통한 디자인 평가 

- 온라인 매장 

: 휠라 온라인 몰과 무신사 스토어를 통한 제품 판매 

- 오프라인 매장 

: 공동창조 신제품 판매 및 목표고객 대상 이벤트 

핵심파트너 - 게임 스트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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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연구의 요약 및 논의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사

례 분석을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 대한 이

해를 높일 수 있었다. 패션 NPD프로세스의 기획 과정에서 공동가치와 

공동창조자의 명확한 선정, 개발 과정에서 선정된 공동가치과 공동창조

자에 따른 적절한 공동활동의 구성, 그리고 패션 NPD 프로세스의 전 단

계에서 다양한 공동플랫폼의 활용이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공동파트너는 공동창조의 성패를 결정하기 보다 공동창조 활동

의 지속성을 높이고 신제품의 차별화를 강화했다.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

된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４-1]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 

 

co-value co-partner co-creator co-activity co-platform 

▪ 이익 공유 

▪ 혁신 제품 

▪ 지식 공유 

▪ 경험 향상 

▪ 공동체 가치 

▪ 그룹 유대감 

강화 

▪ 지속가능한 

패션 실현 

▪ 창작 조력자 

▪ 참여 촉진자 

▪ 자원 투자자 

▪ 공급망 참여

자 

 

▪ 경험 추구형  

▪ 패션 고관여형 

▪ 패션 혁신형 

▪ 브랜드 충성형 

 

▪ 크라우드소싱 

▪ 투표 

▪ 공동디자인 

▪ 후기작성 

▪ 크라우드펀딩 

 

 

▪ 소셜 미디어 

▪ 온라인 커뮤

니티  

▪ 오프라인 워

크숍 

 

co-platform 

co-value 

co-activity 

 
소비자 

co-creator  패션기업 

 co-partner 

co-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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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NPD 프로세스 기획(planning) 과정의 전략기획과 프로젝트 기

획 단계에서 패션기업은 명확한 공동가치와 공동창조자 선정을 통해 패

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전략기획 단계에서 패션기업은 브랜드의 전략과 역량에 따른 

공동가치를 제안했다. 사례연구에서 도출 된 가치들은 크게 유형가치와 

무형가치로 나눌 수 있다. 유형가치로 기업은 이익 공유와 개발 신제품

의 혁신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의 외재적 동기를 자극하였다. 금전적 보

상인 이익 공유를 지향하는 참여자들은 보상에 가까워질수록 공동창조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경제적 보상을 지향하는 참여자

들은 보상에 가까워 질수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

했다(Kivetz, Urminsky, & Zheng, 2006). 패션기업이 제안한 무형의 가

치는 소비자들의 내재적 동기를 자극하는 지식 공유, 경험 향상, 공동체 

가치 실현, 그룹 유대감, 지속가능한 패션이다. 무형가치를 통해 내재적 

동기가 부여된 소비자들은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즐거움과 호

기심, 새로운 경험의 매력이 원동력이 되어 지속적으로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rnandes & Remelhe, 2016; Füller et al., 

2009). 특히,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참여자들은 공동창조를 위한 상호작

용 과정에서 러닝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러닝 경험을 기대했고, 

아카매와 어웨이투마스의 참여자들은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가

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패션을 구현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패션 비

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다.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목표가 설정된 후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패

션기업은 공동창조의 목표에 따라 경험 추구형, 패션 고관여형, 패션 혁

신형, 브랜드 충성형 소비자들을 공동창작자로 설정하였다. 스레드리스, 

아카매, 어웨이투마스는 패션 관여도가 높으며 패션 혁신성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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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공동창조 활동을 홍

보했고, 공동창작위원회에 가입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는 특정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이환수, 이나리, 2014),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회원

들과 커뮤니티 또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회원들의 참여가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나이키, 아디다스와 휠라가 진행한 공동창조에서 커뮤

니티에 대한 강한 유대감과 높은 충성도를 지닌 참여자들이 신제품 개발

뿐만아니라 제품 판매와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커뮤니티 참

여자들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공동의 목표로 인식하여 경쟁 보다는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패션 NPD프로세스의 개발(development) 과정인 정보수집, 컨셉개

발, 디자인과 스타일 선택 단계에서 크라우드소싱, 투표, 공동디자인, 후

기작성, 크라우드펀딩 등의 공동활동이 나타났다. 패션기업들은 소비자

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신제품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가치와 공동

창작자에 따른 공동활동들을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했다. 스레드리스

와 어웨이투마스는 크라우드소싱과 투표를 통해 소비자 디자인을 선정했

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후 스레드리스는 내부 직원들에 의해 상용화가 

진행되었고 어웨이투마스는 소비자로 구성된 공동창작위원회에서 공동디

자인을 추가로 진행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아디다스의 AM4와 휠라의 

휠라보레이션은 공동디자인을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했다. 공동디자인

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을 교환

하여 참여자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디자인의 독창성을 높였다. 나이키의 

공동창조 활동은 상호작용과 지식 교환을 통해 경험이 향상된 참여자들

이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했다. 집단은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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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줄 수 있는 둘 이상의 개인들로 정의되며(Leonard-Barton & 

Swap, 1999), 집단 창의성은 집단 구성원들에게 내재된 발상적 사고, 관

점, 분야별 전문성 간의 참신한 조합과 연결을 통한 결과이다(Amabile, 

1996; Cooper, 2000; Sutton & Hargadon, 1996). 패션기업들은 이와 같

은 소비자 집단의 창의성을 통해 보다 새로운 집단 창작을 이루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패션기업은 공동플랫폼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함께 활용하

고 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와 뉴미디어의 확대에 따른 ICT환경에

서 패션기업은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오프라이 워크숍을 공동창

조 플랫폼으로 활용했다.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패션기업은 소셜미디

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창조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양방향의 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고, 자신의 경

험이나 새로운 정보들을 빠르게 공유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은 소셜 미디

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유튜브와 트위치의 라이브 방송을 활

용한 집단 창작 과정은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어웨이투마스의 공

동창조 플랫폼에서는 90여개국 2만여명의 참여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나이키, 아디다스와 휠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긴밀

한 소통을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패션기업은 참여자들이 경험을 향상시

키기 위한 오프라인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었다. 문화행사, 러닝 훈련, 디

자인 워크숍과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향상된 참여자의 경험은 창의

적이고 혁신적인 패션제품 디자인에 영감이 되었다. 공동플랫폼은 신제

품, 목표시장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채널이 복

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프로세스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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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신제품을 위한 공동창조에는 특별한 경험과 기술로 창작 활동 

도움을 주는 창작 조력자, 공동창조를 활성화 시키는 참여 촉진자, 공동

창조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자원 투자자와 공급망 참여자 등의 공동파

트너가 참여하였다. 초기 소비자 참여형 패션 NPD 프로세스는 개인화된 

나만의 디자인 개발이 동기가 되었지만, 스레드리스와 아카매의 참여자

들은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레드

리스는 신제품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 아티스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디자인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카매 참

여자들은 난민 장인들의 특별한 기술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의 영감을 받

는다. 휠라는 게임 스트리머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과 패션을 결합하고, 

게임 스트리머를 중심으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이루었다. 게임 스트리

머는 참여 촉진자로써 소비자들과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하며 참여도를 

높였다. 나이키와 어웨이투마스는 그들과 다른 역량과 자원을 지닌 기업

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창조 활동을 활성화 시켰다. 아디다스는 공급

망 참여자인 스피드팩토리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신제품의 품질을 차별

화하였다. 공급망 참여자가 도시의 특성에 따라 원·부자재를 차별화하였

고 이는 디자인 별 특성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소비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패션기업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공동가치, 공동창조자, 공동활동, 공동플랫폼, 공동

파트너 요인들은 패션기업이 공동창조를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패션 NPD 프로세스 초기에 전략적으로 목표을 선정해야하는 공동가치

와 공동창조자는 소비자 디자인 선정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공동

창조의 디자인 선정은 크게 고객주도 방식과 기업주도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고객주도로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동창조 사례에서는 유형가치와 

무형가치가 동시에 제시되었다. 유형가치는 디자인을 제출하는 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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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어지는 보상이고, 무형가치는 디자인 선정과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

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공동창조의 디자인 선정과정에 

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개발되는 신제품에 오너십을 가지고, 

개인 보다는 공동체 또는 집단의 가치에 내재적 동기를 자극 받았다. 소

비자들이 주도적으로 디자인을 선정하는 공동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소비

자들은 혁신적인 패션을 추구하는 패션 고관여층이었다. 반면, 기업주도 

방식의 디자인 선정 방식에도 부분적으로 투표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동디자인과 후기작성 방법으로 진행된다. 기업주도의 디자인 

선정 방식의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개발되는 신제품보다는 공

동창조 과정을 통한 새로운 경험과 지식공유와 같은 무형의 가치에 내재

적 동기가 자극되었다. 이들은 브랜드에 충성도가 높은 경험 추구형 소

비자들이었다. 공동활동은 기업의 공동창조 전략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

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투표는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용한 방식으로 일대일 디자인 워크샵을 제외한 모든 방식의 사례에서 

나타났다. 기업의 공동창조 활동은 점차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온

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참여 빈도와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

다. 공동파트너는 각각의 공동창조 전략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지

만, 공통적으로 소비자의 창작활동에 디자인 영감을 주고 있었다. 경쟁

이 치열한 오늘날의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 달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자원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 고객

과의 협업은 다양한 연구에서 그 영향이 강조되었으며(Healy & 

McDonagh, 2013; Pongsakornrungsilp & Schroeder, 2011; Romero & 

Molina, 2011), 본 사례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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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모델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본 절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패션기업이 소비자 참여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는 동기를 포함하여 성공촉진, 장애, 외부 환경요인과 

공동창조의 성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연구에서 고찰하였던 공

동창조의 성공 결정요인과 신제품 개발의 성공 영향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패션 신제품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소비자 참

여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

하여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 모델을 제안하고자 탐색적

으로 실시하였다. 

 

 

1.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동기 

 

 

패션기업들은 이전에 최종 사용자(end-user)였던 소비자들이 시장

변화의 주도자(market changer)로서 역할을 전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브랜드가 아닌 소비자가 변화의 주도자(change agent)가 될 것이라 기

대하며 다양한 기업 활동에 고객을 참여시키고 있다. 패션기업이 신제품

을 개발할 때 소비자를 참여 시키는 동기는 다양한 부문에서 나타났다. 

패션기업은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 구축, 조직역량 강화, 신규 고객을 유

입과 고객 충성도 향상을 통한 브랜드 자산 형성과 함께 매출 증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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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동창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패션기업들은 특히 성공적인 신

제품 개발을 강조하며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차별화된 신

제품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기업이미지 관리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패션기업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점차 서비스나 상품의 차별화를 느끼기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기업 활동

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은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증가

로 이어지고 있다(위수민, 위오기, 2019). 패션기업들은 고객이 회사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친근한 회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회사, 소비자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회사 등과 같은 우호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CI(cooperate identity)를 상승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브랜드의 마케팅 활동에 유용하다고 

쉽게 생각하지만, 소비자 참여를 통해 BPI(Brand Power Index) 보

다는 친근한 회사,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회사, 소비자의 의견을 잘 

들어주는 회사, 올바른 회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CI(cooperate 

identity)가 상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 경영, 대표) 

소비자 협업을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부에서 브랜드를 바

라봤을 때는 회사가 소비자와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예요. 

(G: 디자인, 팀장) 

 

최근 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사회 문제에 대한 소비자 의식 또



 

 

122 

한 높아지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박종철, 이상엽, 이철한, 2011; 위수민, 위오기, 2019)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활동으로 인식되면서

(Boostrom, Fraedrich, Ferrell, & Ferrell, 2011),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활동 비용의 지출을 늘여가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9). 특히, 

전 세계를 팬데믹(pandemic)으로 몰아 놓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로 인해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패션기업들은 주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 패션기업들은 단순한 일방향성 기부나 자선활동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를 위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소비자 참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한 프로젝트 또한 이러한 동기로 기획

되었다. 

 

우리 회사의 창업주가 매우 중요시 하는 것 중 하나는 패션기업

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

이 지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야할지 고민했었습니다. 이

번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주제는 코로나로 지친 우리 공동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갇혀있는 우

리 고객들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 몰입하며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또한, 고객 스스로 만들어 

낸 응원의 메시지들이 공동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북돋을 수 있는 것

이라 생각했습니다. 투표과정을 거쳐 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신제품

을 개발, 생산하여 판매 수익금은 전액 WHO의 코로나19 연대 대응 

기금(COVID-19 Solidarity Response Fund)에 기부되었습니다. (K: 

기획,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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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역량 관리 

 

 

패션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 고객을 참여시킴으로써 기술역량

을 보완하고 전략 실행력을 높여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조직

역량이란 기업의 전략을 촉진하고 지원하며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보장하는 주요한 자원으로(Burgelman, Christensen, & Wheelwright, 

2008), 조직 민첩성, 전략 실행력, 기술역량 등으로 구성된다(채주석, 김

찬중, 2019).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 아웃소싱의 증가로 인해 패

션 상품 품질의 표준화 현상이 촉진되어 패션 상품의 가치는 물리적인 

품질보다 패션디자이너의 창의성에 의존하게 되었다(이민선, 김민자, 

2015). 패션기업은 지속적인 브랜드 성장을 위해 신제품 개발에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하는 디자이너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전략 실행력을 강화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수집된 소비자

들의 아이디어는 디자이너에 의해 신제품 디자인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완성도 높은 소비자의 디자인은 상용화 과정을 거쳐 제품으로 생산되기

도 한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공동창조 활동은 디자이너의 업무 과정에 

디자인 자원으로 활용되어 디자이너들의 업무 실행력을 높이고 기술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 

패션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다양한 디자인 자원

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들의 시장 지향성을 자극해 주리라 

기대했다. 내부 직원들은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고객들의 의견을 직접 

수집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

르게 창출하며 신제품의 혁신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패션기업들은 신제품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안이 내부 직원들의 

시장 지향성에 자극이 주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역량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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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신제품 개발에 참

여시켰다. 

 

소비자가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고민했던 이유는 뭔

가 자동화된 디자인 개발 시스템을 통해 브랜드 소속의 디자이너들

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비자들의 아

이디어가 디자이너들에게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디자이너가 활용할 

만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들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게 된다면 더 창의

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이 나올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A: 경영, 대

표) 

지금은 소비자가 변화 시키고 있는 트렌드를 브랜드가 얼마나 

빨리 감지하고 대비 하느냐가 중요한 브랜드의 성장, 또는 생존 요

인일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빠르게 시장에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소비자들의 참여가 직원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 경영, 전무) 

 

 

 브랜드 자산 형성 

 

 

패션기업들은 소비자들이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긍정

적인 경험을 하고,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넘어 인지적 충성도가 높아지

는 것을 통해 브랜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브랜드 

자산(brand equity)이란 고객이 특정 상표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됨으로

써 브랜드가 가지게 되는 고유의 가치로 기업의 중요한 무형자산이다

(Aaker, 1991). 기업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기업에 가치를 제공하는 브

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켜 브랜드 자산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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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있다(강석정, 2000). 소비 시장에서 브랜드 자

산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으로 상품의 가치를 더해주는(Aaker & Biel, 

1993) 상품명에 속한 추가적인 가치로(Wilkie, 1994) 브랜드 자산의 형

성 요소로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Aaker, 1991). 패션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자들을 기반

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고 인지적 충성도가 높은 팬층을 확보하여 브

랜드 자산을 강력하게 형성하고자 있었다.  

패션기업들은 공동창조 활동에 높이 관여된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팬

(fan)이 되리라 기대했다. 브랜드 활동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는 최근 마

케팅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Harmeling, 

Moffett, Arnold, & Carlson, 2017). 소비자 참여는 다차원의 개념으로 

제품 구매를 넘어 회사를 향한 행동 표현으로(Van Doorn et al., 2010), 

패션기업들은 소비자가 브랜드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브랜드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동창조 과정에서 전달되는 브랜

드의 진실한 메시지는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하게 만든다. 브랜드의 패션 

철학과 추구 가치에 공감을 하게 되는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진실한 태도

를 인식하게 되면 그들은 브랜드의 강력한 지지자로 바뀐다. 패션기업들

은 소비자들이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

고, 브랜드에 대한 애착을 넘어 인지적 충성도가 높은 팬이 되리라 기대

했다. 소비자와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는 패션기업들은 브랜드 파워를 형

성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시장을 리드하고자 하였으며, 그 시작은 브랜드

를 지지해 줄 강력한 팬층을 확보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브랜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브랜드에 큰 도움이 됩

니다. 그들의 프로그램 참여 과정을 관찰하면서 브랜드는 고객의 니

즈를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활동에 참여한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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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브랜드에 대해 오너십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오너십은 팬덤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최근 브랜드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자를 

팬으로 만들어 브랜드의 소셜 파워(social power)를 형성하는 것이

고, 그 점에서 소비자가 브랜드의 신제품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B: 경영, 전무) 

소비자와 협업하는 것이 단순히 브랜드의 마케팅, 광고용 활동

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요. 협업의 과정에서 브랜드는 진실성 있게 브

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러한 관

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었을 때, 브랜드는 강력한 지지자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J: 디자인, 팀장) 

 

최근 소셜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소셜미디어

를 통해 기존 고객과 상호작용하고 신규 고객을 발굴하고 있다(Bazi, 

Hajli, Hajli, Shanmugam, & Lin, 2019).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며 친근하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기보다

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협업의 방식으로 신제품 개발을 진행하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특정 관심사에 대한 정보 공유는 물론 사람들 간의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복합적 공간이다(이환수, 이나리, 

2014).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공동의 유대 형성

으로(배순한, 서재교, 백승의, 2010) 개인 소비자들이 지닐 수 있는 거부

감보다는 공통이 느끼는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

는 것이다. 패션기업은 브랜드의 지지자가 되어 줄 신규 고객을 유입하

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의 공동창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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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게임 스트리머 커뮤니티와 협업을 통해 1020 소비층이 

유입되기를 기대했어요. 1020 소비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는건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몰려 있는 

커뮤니티를 타깃으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건데, 커뮤니티 

회원들은 디자인 응모뿐만 아니라, 디자인 선정 과정에도 매우 적극

적으로 참여하더라고요. 디자인 참여율, 판매, 고객 반응 모두 성과

가 좋았던 프로젝트였어요. (G: 디자인, 팀장) 

우리는 소비자에게 우리 브랜드가 추구하는 건강한 운동 문화를 

전달하고 싶었고, 그 중 하나로 러닝 커뮤니티와 다양한 활동을 진

행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고객들과 함께 그룹 액티비티를 진행하며 

우리 브랜드 제품을 어떻게 활용해야 도움이 되는지 고객들에게 전

달했고, 우리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커뮤니티 회원들과 

함께 시제품 테스트를 했습니다. (E: 디자인, 실장) 

 

 

 브랜드 매출 증대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 중요시되는 구매 과정에서 패션기업은 소비

자의 구매 결정 과정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제품을 다양화하고 이

를 통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공동창조 전략을 수립했다. 마케팅 측면

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의 다양화는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이호창, 2004). 제품 다양화는 판매를 촉진하고(Quelch & 

Kenny, 1994), 시장 점유율 뿐만 아니라 매출 증가와 이윤 증대에도 기

여한다(Kekre & Srinivasan, 1990).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매출 증가가 도

드라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인 매출 증가를 위해 온라인 전용 상품

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다(박자연, 2019). 

소비자 참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의 형태이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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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기업은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

인하여 구매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패션 NPD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

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공동창조가 있다. 커스터마

이제이션(customization)은 개인의 선호와 취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

록 참여하여 제품을 개인화하는 것인 반면(Lampel & Mintzberg, 1996; 

김하연, 2018),  공동창조는 고객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 공동창작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다(Prahalad & Ramaswamy, 2004b). 패션기업은 공동창조

를 통한 패션 NPD 과정을 통해 디자인 주도권을 고객과 나누며 다양한 

유형의 패션 신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소비자와 협업을 진행한 이유 중 하나는 매출 때문이예요. 만약

에 브랜드가 혁신이나 변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한다면, 

그 방식에는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브랜드의 경우 매출 증대라는 목표에 좀 더 집중하여 소비자와 

협업을 진행했어요. 경영진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매출 올리라는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소비자와 협업하는 것이였

어요. 맨 처음 협업에서는 참여한 소비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제품

을 구입해서 출시 하루 만에 모두 매진되었어요. 이후 네 번의 협업

이 더 진행되었고, 90%이상의 높은 판매률을 기록했어요. (G: 디자

인, 팀장)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 

 

 

패션기업은 공동창조를 통해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기대했다. 소

비자와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며 제품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패션제품의 품질은 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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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인이기 때문에(김지연, 이은영, 2004), 품질의 향상은 성공적인 신

제품 개발을 의미한다. 또한 패션기업은 신제품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으로 공동창조를 활용하고 있다.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의적 신제품 개발 

 

패션기업이 소비자 참여를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첫 번째 이유

는 독창성이 높은 신제품을 통해 브랜드의 디자인 다양성을 높이려는 것

이다. 브랜드 내부에 디자이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라는 외부자

원을 통해 패션기업은 독특한 새로움을 기대하고 있다. 패션산업에서 제

품의 새로움과 신선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브랜드의 지속성에 중요한 의

미를 지니기 때문에(Tran et al., 2011), 패션기업은 독창적인 제품을 개

발하기 위해 공동창조 활동에 소비자 참여를 유도했다. 기업은 소비자 

참여를 통해 브랜드가 이전에 보여주지 못한 의외성을 지니는 재미있는 

제품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시장에서 주목 받기도 

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평가되었다.  

 

우리 회사는 브랜드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에 고객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브

랜드와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업의 파트너는 패션에 관련

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하여 우리 

브랜드화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새롭고 독특한 제품을 만들어 왔습

니다. (A: 경영, 대표) 

우리는 고객들과 함께 브랜드 안에서 “재미있는 상품” 이라 부

르는 제품 1-2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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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개발되어 기존에 우리 브랜드에

서 볼 수 없었던 의외성을 지니게 됩니다. (E: 디자인, 실장) 

 

② 제품 품질 향상 

 

패션기업은 소비자 참여를 통해 제품 기능성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

다. 소비자가 패션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속성은 가치, 

맞음새, 편안함, 내구성 등이 있다(Hemmerick & Sproles, 1988). 특히,

의복의 기능성이란 제품을 사용하거나 착용할 때 편리함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복 제품을 착용했을 때 외부환경의 

변화나 착용자 동작의 변화에 따라 느껴지는 편안함의 정도라고 정의 할 

수 있다(김경희, 2012). 패션제품은 신체 착장을 통해 소비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착장의 편안함은 의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패

션기업은 이러한 착장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소비자들과 착용 테스

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구매 경험이 많은 브랜드의 주요 고객들이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착장감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전문가는 아니라 개인적 취향에 치우쳐 말하

기 때문에 디자인적 요소, 외관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견이 크게 도

움이 되지 않지만,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개개인 마다 자신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기능적인 부분은 한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개발할 때 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E: 디자

인, 실장) 

레깅스의 경우 핏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형 디자

인에 핏 완성도를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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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스를 2스타일 이상 구매한 경험이 있는 VIP 고객들과 데님 레깅

스의 핏을 완성하여 출시했고, 현재 데님 레깅스는 3세대까지 진행

되었어요. (L: 기획, 팀장) 

 

의복의 기능성이 고부가 가치를 지니게 되는 스포츠 의류 브랜드는 

소비자들과 함께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했다. 스포츠 의류의 기능성은 의

류 소재, 피복 생리, 운동 생리학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된다(최정

화, 김명주, 이형국, 2003). 스포츠 의류의 경우 소재의 기능성과 운동 

시 활동성, 착용 시 쾌적성을 중심으로 일반 의류의 구매와는 다른 차별

적 구매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권정숙, 2016; 유화숙, 2015), 운동 기

능성이라 할 수 있는 활동성과 생리적 쾌적성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최정화 등, 2003). 소비자들과의 시제품 테스트를 통해 

스포츠 의류 브랜드는 패턴 수정으로 활동성을 높이고, 디테일을 보완하

여 쾌적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러너들은 품평회에 오기 전

에 이미 우리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을 착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들은 신제품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하고, 기존 제품과 비교

하여 주기도 하고,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을 

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착장감이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들

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E: 디자인, 실장) 

 

③ 신제품 촉진 전략 

 

패션기업은 공동창조 과정을 소비자 주연의 신제품 개발 스토리로 

활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려 하고 있다. 신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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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품 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제품의 노출 

및 홍보와 같은 마케팅을 통한 차별화 전략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션산업은 이미 성숙기를 지났고 시장은 제품들로 포화되어 있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제품의 생산과 판매 방식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

라 기획 과정에도 영향을 주어 유사한 제품이 넘쳐나고 있다. 패션 브랜

드들은 유사한 신제품을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신제품에 

대한 스토리(story)를 만드는 것이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이야기

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두어 다양한 가치를 이야기에 녹여내

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다(신혜리, 김영미, 윤성준, 2014). 패션기

업은 시제품에 대한 고객의 사용 평가와 의견이 제품 개발에 반영되었다

는 스토리는 소비자들에게 성능 검증과 같이 인식되어 구매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패션기업들은 소비자 참여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패션 브랜드에서 나올 수 있는 디자인은 현재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브랜드들이 예전과 완전

히 다른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해서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잘 활용했고 제품 스토리를 잘 풀었기 때문에 매출로 이어졌다고 생

각합니다. (B: 경영, 전무) 

러너들이 우리의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브랜드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러너들은 신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에 좋은 의견

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참여 과정은 마케팅 요소로도 활용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문 러너들과 함께 이 제품을 개발했다.' 이

런 스토리들은 요즘 소비자들에게 먹히는 흥미로운 요소들입니다. 

(E: 디자인,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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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은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소비자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으

며 본 항에서 서술한 공동창조형 신제품 개발 동기를 요약하면 [표 5-1]

과 같다. 

 

[표 ５-1] 공동창조형 신제품 개발 동기 

 

 

2.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성공촉진요인 

 

 

패션 브랜드가 고객과 협업하여 개발하는 패션 신제품이 언제나 시

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공동창조 과정에서 소비자의 적

극적인 참여를 통해 기업은 고객의 니즈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신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패션기업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 참여를 

동기 특징 

기업이미지 관리 
- 우호적인 기업이미지 구축 및 CI상승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홍보 

조직역량 관리 
- 디자이너 업무 효율성 상승  

- 시장의 지향성에대한 자극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역량 강화 

브랜드자산 형성 
- 신규 고객 유입 

- 인지적 충성도가 높은 팬층 확보 

매출 증대 - 제품 유형 다양화를 통한 매출 증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 

- 창의적이며 독창적인 신제품 개발  

- 착장감, 활동성, 쾌적성 개선을 통한 신제품 품질 

향상  

- 소비자 참여형 신제품 개발 스토리를 활용한 신제품 

촉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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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촉진요인들을 기

업, 프로젝트, 그리고 소비자 차원에서 살펴 보았다. 

 

 

 기업 차원 

 

 

 

 경영진의 공동창조 지원의지 

 

 

공동창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경영진의 메시지, 공동창조를 

위한 자금 및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 경영진과 실무진들의 상호작

용, 공동창조 과정의 특징에 대한 경영진의 이해는 신제품 개발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회사들이 상명하달(top down) 

방식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경영진의 경영 전략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이 실무진들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이정배, 2007), 

신제품 개발에 있어 경영진의 참여와 약속은 결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한다(Cooper & Kleinschmidt, 1995). 경영진이 소비자 참여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공동창조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여줌으로 실무자들은 

사기를 높였고, 경영진들과 실무진들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진들의 자신감을 고취시켰다. 또한,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는 패션 브랜드의 일반적인 NPD 프로세스와 다르기 때문

에 공동창조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추가적인 자

원과 인력의 지원이 필수적인 공동창조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

해서는 공동창조에 대한 경영진의 명확한 메시지와 상호작용, 그리고 프

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추가 자금과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은 성공촉

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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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결정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실무진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경영진이 돈 쓸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 어떤 프로젝트도 진행되기 힘들고, 특히나 

소비자와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은 패션 브랜드에서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진을 설득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 브랜드는 

고객과 함께 이슈를 만들어보라는 경영진의 지시가 있었고 그로 인

해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

던 것 같아요. (G: 디자인, 팀장) 

그동안 저희 브랜드에서 소비자가 참여하여 신제품을 개발한 프

로젝트들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

들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임원들이 대

대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지난번 프로젝트들은 사장님의 의지로 진행

되었던 것들인데 글쎄요... 새로운 임원들도 이런 프로젝트를 좋아할 

진 잘 모르겠어요. 새로 온 임원들이 이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면, 계속 진행하겠죠. 실무진들은 경영진의 지시에 따를 뿐이

기 때문에 경영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J: 디자인, 팀장) 

 

 

 공동창조 리더십 

 

 

프로젝트 리더의 공동창조 리더십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창조

의 목표와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더십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와 도움을 얻는 사회적 

영향력의 과정을 의미하며(Bass, 2002), 리더십은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Zick & Schein, 2000). 개인 중심

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행동은 팀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Burke et 

al., 2006), 사려 깊고 참여적인 리더십은 신제품 개발 성공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다(Sarin & McDermott, 2003). 특히, 소비자와 신제품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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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브랜드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구성원들은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부서원들이 본인이 담당한 업무에 집중하여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다는 프로젝트 리더의 격려는 공동창조의 성과에 중요하게 작용

한다. 공동창조 초기에 리더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조직 구성원 개별의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대인관계, 의사 결

정 과정에 영향을 주어 프로젝트의 세밀한 과정들을 수정하고 보완하도

록 돕는다. 따라서, 프로젝트 리더의 공동창조 리더십은 개발조직 구성

원들이 맡은 역할에 집중하고 구성원간의 협업을 강화하여 공동창조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전에 저희 브랜드 키즈라인에서 진행한 ‘OOOO 프로젝트’의 

경우 R&D팀이 있었는데 팀장님의 마인드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아이들의 작품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R&D 팀장의 마인드를 중심으로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팀장님의 주도로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목표

를 명확히 했고, 참여자들도 그 의도를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결과

적으로 제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제품 기획 과정을 담은 전시회에 대

한 반응 또한 성공적이었어요. (J: 디자인, 팀장)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소비자 참여형 패션 NPD 프로세스에서 소비자의 역할은 공동창조

목표에 따라 달라지며, 개발조직은 소비자의 역할에 맞추어 적절한 인력

으로 구성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란 조직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인적자원을 전개하고 구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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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Wright & McMahan, 1992). 패션기업에 따라 조직 구성이 다르고 

부서별 역할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젝트 조직 리더는 공동창조의 

목표에 맞추어 적절한 인력으로 개발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전략적인 인

적자원의 구성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이을터, 2006), 구성원들의 감

정적 몰입은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Datta et al., 

2005), 기업은 적절한 역량과 함께 공동창조의 목표에 공감하는 인력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유사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인력이라면 역량

의 정도에만 집중하기 보다 프로젝트에 대한 감정적 몰입도에 중점을 두

어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신제품 개발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   

패션 NPD 프로세스는 디자인과 생산의 기능영역에서 수행되며

(May-Plumlee & Little, 1998), 디자인과 신제품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

는 부서는 기업의 조직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대부분 디자이너

와 패턴 메이커가 담당하고 있다. 패션 NPD 프로세스에서 직능별 업무

가 점차 세분화 되며 테크니컬 디자이너(TD: Technical Designer)２의 

업무가 강조되고 있다. 테크니컬 디자이너는 감성 중심의 디자이너 업무

와 기술 중심의 패턴 제작 업무의 상호작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며 

디자이너, 패턴 메이커와 함께 패션 NPD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Kang & Yoon, 2008).  

 

누가 핸들링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

다. 저는 크라우드소싱을 구상하던 초기부터 디자이너와 마케터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２ TD의 자세한 역할과 책임은 기업의 조직 전략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공통적으로 디

자이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 디자인을 생산 가능한 제품으로 구체화하고, 

형상화하여 브랜드의 고유한 정체성에 따른 핏 목표(fit intent)를 구현하는 업무를 패

션 NPD 프로세스 안에서 담당한다(Kang & Yoon, 2008; Yo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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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했습니다. (A: 경영, 대표) 

우리 회사의 경우 TD의 업무가 다른 회사의 TD들보다 디자이

너들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TD들이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는 특징을 지지고 있어요. 특히, 드로잉을 분석하여 작업지시서를 

만들 줄 알아서 고객 디자인의 작업지시서를 만드는 일에 TD가 참

여했어요. 보통은 디자이너가 작업지시서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번에 디자이너들의 불만이 너무 많아서 TD가 그 일을 대신 한거죠. 

저는 일의 효율성과 결과를 생각했을 때, 하고싶은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TD들의 역량으로도 충분하다고 생

각되서, 디자이너 말고 시제품 개발의 전 과정을 TD들이 관리했어

요. (D: 생산, 부장) 

 

소비자 참여 과정은 공동창조의 목적에 따라 중심 부서, 부서별 업

무량, 업무의 우선 순위 등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 간

의 협력은 신제품 개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패션 신제

품 개발은 디자인, 기술, 생산, 유통의 핵심 역량을 활용한 제품의 전략

적 기획 과정으로(Keiser et al., 2017), 그 만큼 다양한 부서의 공동작업

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에 중요한 구조적 역할을 하고, 상호작용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구성원들

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문성옥, 이지만, 이주일, 2017). 기업은 

이러한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조직 내 대인 

신뢰를 강화하여 부서들의 관계는 협동을 증가시키고 갈등을 감소시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문성옥 등, 2017). 따라서, 공동창조 과

정을 거쳐 채택된 신제품 디자인이 상용화되어 제품으로 출시되기 위해

서는 브랜드 내부에서 상용화 작업을 진행하게 될 내부 조직의  협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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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인적자원 관리가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 운영함에 있어 영업팀과 마케팅팀의 적

극적인 협조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에서 영업

이 매장에서의 소비자 참여를 유도했고, 마케팅이 프로젝트를 다양

한 방식으로 알리며 참여자들을 모집했어요. 소비자와 함께하는 디

자인이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위해서는 소비자 참여 수가 많아야 하

기 때문에 영업과 마케팅 부서의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J: 

디자인, 팀장)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BI나 제품 생산 기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브랜드 내부에서 누군가가 그 부분을 수정 했어야 했고, 우

리 브랜드에서는 그 업무를 디벨로퍼가 담당했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디자인 내용이 다르지만, 지난번 프로젝트는 대부분 그래픽 물

이었기 때문에 그래픽 사이즈 조정이나 위치 조정과 같은 간단한 작

업을 디벨로퍼가 진행하여 무리없이 스케줄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

다. (C: 경영, 대표) 

소비자가 참여하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 디자이너의 참여는 필수

적이예요. 제품 디자인에 사용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 줄 수 있는 

관리자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고객 참여 디자인에 디자인 부서의 반

발이 제일 크지만, 디자인 부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어

요. 저는 디자인 부서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G: 디자

인, 팀장) 

 

 

 프로젝트 차원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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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업은 내부 참여자들의 충분한 논의

를 거쳐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해 공유하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

게 전달해야 한다.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은 브랜드만의 고유한 

특징의 조합으로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은 시장에서 브랜드력을 형성하는 

전략적 도구이다(Aaker, 1996). 패션제품은 어느 분야보다도 디자인의 

부가가치가 높고, 브랜드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박송애, 이선재, 

2003), 패션 브랜드는 제품 디자인 접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성공

적으로 브랜드력을 형성하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다(Ghodeswar, 2008) 

패션 브랜드는 브랜드의 신선도를 높이고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자극

을 주기 위해 매 시즌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새로 

출시되는 디자인들은 경쟁 브랜드와 구별되는 개성으로 일관된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브랜드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창조를 통해 독특한 신제품을 개발할 수는 있

지만, 브랜드의 지속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브랜드 정체성

의 혼란은 브랜드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에 영향을 주며, 경쟁과 차별화

에 저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Ghodeswar, 2008), 장기적인 브랜드 성장

을 고려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브랜드 정체성에 관한 디

자인 전략은 고객이라는 외부자원을 통해 신제품을 디자인 할 때도 변하

지 않아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패션기업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일관되

게 유지하기 위해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브랜드는 브랜드의 본질을 흔들면 안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신제품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협업을 소비자와 진행하고 있

습니다. 우리는 소비자 협업을 진행하기 전에 브랜드의 본질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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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고객들에게 전달하고 있

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브랜드의 시그

니처인 메쉬 폴로 티셔츠를 제품의 툴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목표했

던 메시지 디자인에만 집중 할 수 있었습니다. (K: 기획, 팀장) 

오픈 이노베이션의 1단계는 브랜드의 본질과 정체성을 견고히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이 부분에 있어 언제

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기획합니다. (F: 기획, 부장) 

 

패션기업은 공동창조 과정에서 경쟁 브랜드와 차별화 된 브랜드의 

철학과 본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브랜드의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높은 충성도를 지니며

(Ghodeswar, 2008), 다양한 브랜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브랜드가 탄생하며 사라지는 패선 산업에서 브

랜드의 철학과 본질은 경쟁우위의 요인이다. 패션기업은 공동창조 과정

에서 브랜드의 방향성에 대해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고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나는 브랜드의 명확한 이미지에 집중하여 브랜드 활동이 전개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브랜드는 친환경 활동에 진심을 담아 

집중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비자들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 아니 

저도 놀랄 만큼 열정적입니다. (I: 디자인, 대표) 

 

패션기업이 고객과 소통함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일관된 어조

이다. 패션기업이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는 태도와 어조(tone of 

voice)를 설정하는 것은 브랜드의 고유한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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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Delin, 2005). 모든 상황에서 브랜드의 가치, 개

성 또는 본질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어조를 사용하는 것은 경쟁 브랜

드와의 차별화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브랜드는 그들만의 언어 스타일

을 가져야 한다(Delin, 2005). 특히 경쟁자들이 넘쳐나는 패션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참여한 브랜드의 경우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독특한 

어조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기도 한다. 

소비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언어를 사용하는 브랜드에 대해 친근감을 느

끼고 마음의 장벽을 낮추며 브랜드 활동에 참여한다.  

 

저희 브랜드의 톤오브보이스(tone of voice)는 정말 발랄한 방향

으로 선정했어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 브랜드는 대부분 매니쉬

(mannish)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좀 지나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사랑스럽게 톤오브보이

스를 정했어요. 그런 부분에 공감하시는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해서 질문을 던지고 지금도 고객들과 생각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요. 

(H: 기획, 대표) 

 

 

  공동창조 목표 설정 

 

 

조직의 목표는 효과성의 전제조건이며(하태권, 2011) 신제품 개발의 

명확한 목표 설정은 조직의 신제품 개발 속도와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Lynn, Skov, & Abel, 1999) 신제품 개발을 성공률을 높인다

(O'Leary-Kelly, Martocchio, & Frink, 1994). 목표의 명확성은 개발조직 

내의 목표 합의 수준으로 측정되며 참여자들의 동기부여에 기여한다

(Sivasubramaniam, Liebowitz, & Lackman, 2012). 소비자가 신제품 개

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이 얻게 되는 새로운 자원을 브랜드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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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의 활용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패션기업은 소비자 참여 활동의 목적이 상업적인 것인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그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과정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등의 전략을 구체화하

고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브랜드는 목적이 커머셜

(commercial)인지 브랜딩(branding)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

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 브랜드는 매출을 증가 보다는 브랜드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전달

하고자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명확하게 했고, 그 부분에 집중하여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K: 기획, 팀장)      

우리가 여러 게임스트리머 커뮤니티의 회원들과 협업을 진행한 

이유 1020 고객층을 확장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프로젝트에서 매출

은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자들에게 그

들 커뮤니티의 특유성을 담을 수 있는 독특한 디자인을 요청했었어

요. 그들만의 구즈를 만든다는 것에 흥미를 느낀 참여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디자인을 제출했고, 고객 투표를 통해 커뮤니티의 특성

이 담긴 독특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놀라운 점은 

선정된 디자인들이 상품화되어 판매되었을 때 매출도 기대이상으로 

아주 잘 나왔다는 점이죠. (G: 디자인, 팀장) 

 

소비자 참여를 통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패션기업은 공동창조 과

정에서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목표는 성취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만족 또는 불만족을 판단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여,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만족하지 못

하게 된다(전영한, 2011).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의 역량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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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지 못하고 고객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게 될 경우, 프로젝

트의 결과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참여 고객들에게 좋지 않

은 경험이 되어 브랜드와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패션기

업은 소비자 참여로 성과를 얻고자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소비자가 

그 부분에만 집중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공동창조 참여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이것이 브랜드에 

대한 호감, 애착, 팬덤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공동창조 프로

젝트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는 고객이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에

서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은 먼저 해결을 하고 고객의 아이디어를 적

용할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아야 시간이나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옷의 경우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

습니다. 이런 전문성 말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분야에서 고객의 아이

디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브랜드에서 미리 철저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B: 경영, 전무) 

 

 

2.3. 외부자원 활용전략 

 

 

패션기업은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보

다는 공동창조의 목적에 맞는 특정 집단의 소비자들을 목표로 공동창조

를 설계했다. 다양한 아트워크를 제품 디자인에 활용했던 패션기업은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예술가들의 참여를 독려했고, 소비자가 제출한 

디자인을 통해 독창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했던 패션기업은 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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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 보다는 그래픽 디자이너나 예술가들의 적

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제품의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와 신제품

을 개발한 브랜드는 자사 브랜드의 구매 경험이 많은 VIP고객들만을 참

여자로 제한했다. 명확한 가치를 중심으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패션

기업의 경우 브랜드의 방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있는 소비자들과 공동창

조를 진행하였다. 패션제품의 경우 제품 디자인이 주는 미적 아름다움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나 브랜드가 지니는 철학과 아름다움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친환경과 같은 가치를 제품에 녹여내기 위

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브랜드 철학과 가치를 중요하게 생

각하는 패션기업은 브랜드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그 의미에 공감하는 

소비자들을 공동창조에 참여시키고 있다. 

 

나는 특별한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 소스로 사용하고 싶었습니

다. 이미 내부에 디자이너라는 전문가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에 도움이 될만한 인풋은 아티스트정도 되는 전문가 집단이라

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에 '예술가', '작품',' 예술' 이라는 단

어들을 해시테그하며 아티스트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A: 경영, 대

표) 

우리는 우리 제품을 여러 번, 많은 금액을 구매한 VIP고객들만 

선별하여 신제품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어요. 이번 데님 레깅스에 참

여한 고객은 1세대부터 3세대까지의 레깅스 중 2가지 이상을 구매

한 고객들만을 그룹화하여 참여시켰어요. (L: 기획, 팀장) 

디자인과 기능과 친환경을 모두 잡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지

만 저희는 이것들을 모두 이루어 가겠다고 고객들과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업체를 만나러 다니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인스

타에 모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소비자들은 우리 브랜드

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고객도 우리답고, 제시하시는 아



 

 

146 

이디어들도 우리다워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객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H: 기획, 대표) 

 

 

2.4. 단계별 과업 설계 

 

 

패션기업은 자기효능감을 높여 소비자들이 공동창조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과업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단계별로 설계하고 있다.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주어지는 과업이 복잡하여 참여자가 어려

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 참여자는 공동창조 활동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다. 소비자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패션기업은 과업을 단답형이나 객관

식으로 제시하거나 투표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옷의 착장감이나 기

능성 향상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도 

패션기업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간단한 질문지를 

제시했다. 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지

속적이며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패션기업은 과업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고객의 언어를 사용하여 공동창조 활동을 설계하고 있다.   

 

시제품 디자인에 대한 질문은 객관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렇게 어려운 질문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고객에게 신제품에 대한 의

견을 수집할 때도 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때 참여도가 제일 높았습니

다. 종종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투표로 제시되었던 모델들에 대해 자

세한 의견을 적어서 DM을 보내거나 사이트의 제품 리뷰에 길게 의

견을 적기도 합니다. 지금 웹사이트를 새로 개발 중이라 고객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달라고 했는데, 객관식이나 투표로 진행했을 

때만큼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I: 디자인, 대표) 

우리의 데님 레깅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고객들에게 피팅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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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제품의 디자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었어요. 테스트용 

시제품을 간단한 설문지와 함께 보냈고, 다행히 고객들은 성의 있는 

답변을 보내줬어요. 고객의 성의있는 답변의 비결이라면, 무엇보다

도 제가 설문지의 질문을 간단하게 구성한 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우리의 새로운 바지에 만족하니?” “만족하면 뭐가 좋았어? 

스타일? 소재?” “너 혹시 이런 바지를 다른 브랜드에서 본적 있어?” 

저는 이런 간단하게 질문을 구성했었어요. (L: 기획, 팀장)        

 

 

2.5. 고성과 참여시스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소비자의 참여동기가 공동창조의 성공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Etgar, 2008; 강성호, 강우성, 

2016), 패션 신제품 개발에서도 소비자들의 참여 동기가 참여자들의 적

극성과 자발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결정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에 의하면 개인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할 때 내재

적 이유와 외재적 이유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Deci & 

Ryan, 2000),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한 소비자들 또한 부여되는 동기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였다. 보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실행력을 높이는 실

용적인 방법이다(Shahzad, Bashir, & Ramay, 2008; 전영한, 2011). 소비

자들의 참여 동기는 과업을 수행하는 자체의 즐거움이 보상이 되는 경우 

형성되는 내재적 동기와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외재적 동기로 구분 

지을 수 있었으며(Deci & Ryan, 2000), 패션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참여 

동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상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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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재적 동기의 보상 

 

내재적 동기는 뚜렷한 물질적 보상이 없지만 행위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즐거움이나 호기심 등으로 참여자들이 어떤 일에 몰입하도록 유도

하며(고수일, 2002), 공동창조 활동에서는 개발된 신제품에 대한 오너십, 

활동의 결과에 대한 자부심 등이 참여도를 높이는 내재적 동기로 나타났

다. 참여자들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거나 브랜드

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채택했을 때 결과물에 대한 심리적 오너십

(psychological ownership)을 가지게 되며 공동창조 활동에도 더욱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심리적 오너십은 유무형의 대상을 자신의 것 또

는 자신의 일부분이라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며(Avey, Avolio, 

Crossley, & Luthans, 2009; Vandewalle, Van Dyne, & Kostova, 1995), 

대상을 합법적 또는 공식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거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경우 심리적 오

너십을 가지게 된다(주재훈, 신민석, 2015).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

발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제품이나 결과물에 대한 심리적 

오너십은 공동창조 활동의 참여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구매행동으로 이

어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심리적 오너십을 높여 줄 수 있는 공동

창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심리적 오너십은 대상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대상과 친숙한 관

계를 형성하며 대상에 투자 함으로써 형성하게 된다(Pierce, Kostova, & 

Dirks, 2001). 사람들은 타인에 의해 이름이 지목되었을 때 내가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여기며 관계 형성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다(Carnegie, 2009).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이는 정서적 의사소통 관계를 더욱 견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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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든다(Miller, 2007). 패션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오너십을 높

이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자, 결과물이 채택된 참여자의 이름을 호명하거

나, 참여자 아이디를 태그하여 지목하고 있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아이디어가 채택된 고객들을 제

품 사진에 태그 걸고 고객들의 이름을 꼭 불러 줘요. 고객들에게 신

제품들의 칼라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을 때 많은 고객들이 참여했고, 

투표를 거처 제품들의 칼라명이 선정되었어요. 선정 된 칼라명을 지

어 준 참여자들을 신제품 사진에 태그를 걸어서 “00님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라고 호명해 줬죠. 그럼 그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선정 되었다고 자신의 인스타에 올리고 퍼다 날라요. 이번에 펀딩할 

때도 자신의 아이디어로 된 이름이니 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H: 

기획, 대표)         

레깅스 착장 평가에 참여했던 고객들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자

신이 만든 제품이 드디어 출시되었다며 매우 적극적으로 포스팅하더

라고요. 고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명의 VIP 고객과 함께 

디자인 프로젝트’ 라고 설명했었는데, 정말 자신들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고 제품에 대해 높은 애정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20명의 VIP안에 들었다는 것도 뿌듯해 했어요. (L: 기획, 팀장)        

 

브랜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통해 고객은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브

랜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특히 신규브랜드의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단순한 브랜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브

랜드 육성에 관여한다고 생각하며 참여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브랜드

가 추구하는 철학이나 메시지가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할수록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부심이 높아졌고, 공동창조 활동에도 긍정적이고 적

극적으로 참여했다. 내재적 동기가 강한 소비자에게는 자기결정적 행동



 

 

150 

이 나타났으며, 이는 내재적 동기가 스스로의 행동과 결정을 즐거움과 

보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강성호, 강우성, 2016). 패션기업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내재적 동기를 만족 시켜주기 위한 노력으로 브랜드의 철학

에 관한 메시지와 함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진정한 메세지로도 고객을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채널에서 보여

주는냐가 고객에게 자부심을 주는 영역이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들

었어요. 친환경이 Z세대에게는 멋있는 거 잖아요. 이것이 Z세대에게

는 옷을 멋있게 보이게 하는 요소라 그 신념을 지키는 것, 그래서 

자부심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브랜드 메

시지, 매번 진행하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 고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

도록 노력해요. (H: 기획, 대표)         

 

② 외재적 동기의 보상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는 공동창조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경력

과 금전적 보상이 참여 강도를 높이는 외재적 동기로 나타났다. 외재적 

동기는 벌과 같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회피에 의해서 형성되는 동기 또

는 금전, 명예, 지위 등과 같은 외재적 보상을 얻기 위해 발생한다(Deci 

& Ryan, 2000; 고수일, 2002). 일부 참여자들은 공동창조 경험을 자신의 

이력서에 경력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몇몇 패션기업에서는 좋은 

평가를 얻은 디자인 제출자들에 대해 상장을 제공했다. 이는 제출 방식

으로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는데, 제출한 디자

인이 선정되어 상품화 될 경우 참여자는 자신의 창의성을 인정 받은 것

으로 받아들였다. 높은 순위가 아니더라도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창조 

프로젝트에 제출한 디자인이 선정된 것은 학생인 참여자에게 좋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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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이력으로 인식되어 경력이 필요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력서에 디자인 선정 사례를 수상 경

력으로 넣기 위해 참여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브랜드

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 디자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이 이력서에 넣기

에 좋은 경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 시상내역에 

상장이 있냐고 물어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J: 디자인, 팀장)    

 

외재적 동기는 자신의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의 통제와 제약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Spiro & Weitz, 1990) 신제품 개발에 대한 참여 행위는 

창조에 의한 순수한 즐거움 보다는 보상에 대한 거래 행위로 인식 될 가

능성이 크다(Amabile & Cheek, 1988). 참여자들에게는 판매 금액의 일

부가 디자인 로열티로 지급되거나, 브랜드 상품권, 구매 할인권, 제품 구

매 포인트, 제품 등 다양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금전적 보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보상의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

했으며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결과에 높은 관심

을 보였다.  

 

참여자에게는 반드시 명확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플

랫폼에 들어오는 아티스트가 이 작업이 정말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

할 수 있도록 판매금액의 10%를 로열티로 제공했고, 디자인 선정의 

누적 량에 따라 보너스도 지급하며 보너스 랭킹을 만들었습니다. 시

장의 주목을 받는 히트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브랜드에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10%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A: 경영, 대표) 

고객들이 내부 품평회에 참여했을 때에는 상품권, 제품 할인권, 

감사 선물과 같은 다양한 물질적, 금전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브랜

드에서 제공하는 내부 품평회에 소비자들을 초대했을 때 일반인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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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은 절대 오지 않는데 러너의 자격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

욱 그냥은 오지 않습니다. 참여자 중 일부는 우리 브랜드의 팬일 수

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전적 혜택을 위해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E: 

디자인, 실장) 

다양한 지역에 사는 고객들에게 시제품이 3회 보내졌고, 고객들

은 매우 적극적으로 착장 한 사진과 핏에 대한 소감을 열심히 적어

서 보내줬어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고객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포인트(약 1만원)를 줬기 때문이죠. 우

리 고객들은 금전적 보상 정도에 매우 민감하고, 금액에 따라 반응

하는 정도가 정말 다르게 나타나요. (L: 기획, 팀장) 

 

 

2.6. 소비자 창작활동 지원도구 

 

 

공동창조를 통한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업은 소비자가 소

유한 자원을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참여

자들이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도구를 지원해야 한

다(Harmeling et al., 2017). 비전문가인 고객이 공동디자인이나 디자인 

제출 활동을 수행할 때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패션기업은 

자세한 공동창조 메뉴얼을 제시하고, 아트워크(artwork)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템플릿(templet)을 지원해야 한다. 공동창조 과정에 대한 매

뉴얼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공동창조 방향성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잘못된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다. 잘못된 결과물은 낮은 효용성으

로 신제품 개발 성공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지되어 소비자의 공동창조 경험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

다. 공동창조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템플릿을 제공하여 소비자 제출 

디자인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선정된 디자인의 상용화 과정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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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구성원들의 디자인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기업은 공동창조 템플

릿을 일관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의류

의 경우 절개의 비율이 옷의 디자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

한 비율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상용화를 위

한 내부 구성원들의 디자인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협업의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브랜드가 고

객들에게 뭘 원하는지, 고객들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 어떻게 참여해

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프로젝트 성공률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 브랜드의 경우 프로젝트의 목표, 아트워크 제출 기준, 

아트워크 적용제품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여 평가 기

준에 미달하는 제품 수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K: 기획, 팀장) 

소비자들이 우리 플랫폼에 올리는 디자인의 활용성 높이기 위해

서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템플릿을 구성해 주거

나, 친절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디자인 평가를 위해 레이아웃을 맞추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건 정말 에너지 낭비입니다. (A: 경영, 대표)       

  

패션기업은 성공적인 공동창조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매개체를 활용

하여 소비자와의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패션산

업에서 생산과 유통방식뿐만 아니라 소통 패러다임에도 전환을 가져왔다. 

소셜미디어는 브랜드와 고객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상업 활동에 

유용한 플랫폼이 되었으며 이는 소셜커머스 현상이라 불리고 있다(Lin, 

Li, & Wang, 2017).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기반의 스프레

더블 미디어(spreadable media)를 활용해 패션기업은 소비자들과의 소

통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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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온라인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많은 부분을 아

낄 수 있어서 저희는 고객과 협업하기 위한 플랫폼을 온라인 기반으

로 개발했습니다. (A: 경영, 대표) 

인스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소통창구 입니다. 우리 고객들

이 인스타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근해오는 것을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인스타를 통해 신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었는데 팔로워 수가 좀 늘어난 다음에는 디자인에 관련된 간단

한 주관식 질문을 올리거나 선호 디자인에 대한 투표를 하기도 했습

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어떤 친환경적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친환

경적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에 대한 사적인 

일상도 올립니다. (I: 디자인, 대표) 

 

 

 소비자 차원 

 

 

3.1. 정서적 유대감 

 

 

패션기업은 브랜드 역사와 패션 철학, 그리고 성장과정을 소비자들

에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공감가치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결집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브랜드와 소비자가 공감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대감은 더욱 견고하게 형성되며, 브랜드와 소비자간의 친밀한 유

대는 관계유지를 위한 몰입을 유도한다(Wilson & Mummalaneni, 1986). 

공감가치를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Evans & 

Laskin, 1994), 공감가치가 증가하면 서로 간의 일체감으로 인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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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하게 된다(Morgan & Hunt, 1994). 공감가치로 브랜드와 유대 관계

가 형성 된 능동적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브랜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

며, 그 참여 빈도와 강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공감가치를 통한 정서적 

유대를 지니고 있는 소비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브랜드에 전달하려는 강

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예전의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메시지에 동조하

는 형태였지만 역량이 강화된 소비자들은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능동적으

로 행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김광민, 양재범, 2021), 그들의 

정서적 유대는 공동창조의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패션기업은 소비

자들이 공동창조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감가치를 

통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와 우리 고객들은  ‘친환경’ 이라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인스타

에 올리면, “나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니?”라고 고객들에게 연락

이 옵니다. 우리 고객들은 우리랑 관심사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I: 디자인, 대표) 

우리 회사에서는 이전에 브랜드 품평회 때 VIP 고객들을 초대

하여 시제품들에 대한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VIP로 선정된 고

객들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여서

인지 다양한 선물과 이벤트를 준비했지만 신제품 개발에 그렇게 적

극적이지 않았고, 아이디어, 의견 모두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참여자 수에 연연하기 보다는 우리 브랜드 활동에 흥미를 느끼고있

는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고객들만 선별적으로 참여시킵니다. (B: 경

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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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경계관리(boundary management)란 여러 영역 사이의 중요한 경계

를 관리하는 인식과 전략을 의미하며, 다양한 유형의 경계에서 다각적 

차원과 방향성으로 검토되고 있다(Rothbard & Ollier-Malaterre, 2016). 

소비자가 참여하는 패션 NPD 프로세스에서 내부 조직원과 외부 소비자

들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커뮤

니케이션은 개발조직이 기업의 다른조직 또는 기업 외부의 사람들과 정

보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외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개

발조직과 소비자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활동이다

(Duncan & Moriarty, 1998). 기업은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직은 

경계를 확장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향상시킨다(Kessler & Chakrabarti, 

1996). 특히,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기업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신제품 개발 출시 속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Ancona & 

Caldwell, 1992), 성공적인 공동창조를 위해 패션기업들은 소비자들과 

DtoC(Direct to Consumer) 방식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터치 포인트를 확장하며 기업의 메시지를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① 소비자와 밀접성 강화 

 

패션기업은 지속적이며 긴밀한 일대일 소통을 통해 소비자와의 밀접

성(closure)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밀접성은 관계의 밀도를 의

미하며, 높은 밀접성은 집단적 선호와 차이가 있는 개인들의 행동과 인

식을 통제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Burt, 2017).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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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발의 성공에 소비자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은 고객들과의 밀접성을 높여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는 소비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소통의 지속성과 

긴밀성, 소통 방식, 소통 도구의 활용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과거 오프라인에서만 소통하던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증가하였으며 소통의 형태와 수준 

또한 다양해졌다(구혜경, 나종연, 2009). 패션기업이 소비자에게 일방적

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방향의 시대를 지나, 패션기업과 소비자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던 양방향의 소통에서 이제는 일대일로 밀착 소통하

는 시대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개인화된 서비스와 메시지를 원

하게 되었고, 우리가 아닌 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원하고 있다. 최근 

많은 패션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DtoC(Direct to Consumer)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통도 그 중 하나이다. 짧은 한마디의 메시지라도 소

비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관계 형성과 유지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DtoC를 통해 패션기업은 소비자들에 대한 관심과 진심

을 전달하며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 된 소비자들

은 기업의 공동창조 활동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참여했다. 

 

우리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신제품에 대해 보내는 모든 리뷰나 

후기에 개별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칭찬의 글에도 

“고마워.” 라는 간단한 답변이라도 꼭 답니다. 특히, 신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 모티브에 대한 질문이나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제

안이 DM을 통해 많이 오는데, 우리 브랜드에서 인스타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러한 리뷰나 후기를 리스트업하면 상품 개발팀이 함께 읽

어보고 답변을 준비하여 인스타 관리팀이 개별 메시지를 보내고 있

습니다. 몇몇 질문은 개발 중인 신제품에 대한 흥미를 끄는 좋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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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들이라 공개답변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I: 디자인, 대표) 

저는 이미 DtoC로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신제품 개

발 과정에서도 DtoC 전략을 사용했어요.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한 브

랜드라 고객들의 질문이 매우 많은 것이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의 의견에 성의껏 

답변을 달고 있어요. 특히, 저희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는 필드에서

의 기능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DtoC

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집하고, 수렴하여 제품에 반영하고 있어요. 

(H: 기획, 대표) 

 

② 터치 포인트의 확장 

 

마케팅 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은 마케팅 목표 달

성을 위한 활동으로 기업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제품과 정보를 포함

한 자신들의 메시지를 계획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최정윤, 

2020).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브랜드 터치포인트는 소비자가 브랜드, 

상품, 서비스 또는 브랜드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경험으로 정의

되며(정해동, 박기철, 2000), 공동창조 활동에서 패션기업들은 소비자들

이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브랜드 터치포인트를 확장해가고 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의 다양한 터

치포인트를 통해 브랜드를 경험하며 브랜드와의 상호작용성을 높이게 되

는데(송에스더, 이재규, 2016), 패션기업의 공동창조 활동에 이러한 터치

포인트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 터치포인트를 통해 브랜드와 상호작용성

이 높아진 참여자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신제품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패

션기업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터치포인트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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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최근 저희는 고객과 함께하는 공간을 넓히기 위해 제품뿐만 아

니라 컨텐츠 개발과 같은 마케팅 활동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

다. 저희는 제품뿐만 아니라 포스트 카드나 스티커 등 다양한 아이

템들을 개발하여 고객들이 다양한 공간에서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 외에 다양한 아이템들을 개발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 터칭되신 고객들이 저희 브랜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신제품 전개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며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C:  경영, 대표) 

저희는 소매점이 없는데, 제품도 그렇게 저렴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물을 꼭 보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특히나 

아웃도어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아니다 보니, 자기 사이즈가 무엇인

지 매우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과 만나려고 해

요. 얼마 전에는 와디즈 오피스를 빌려서 제품을 전시했고, 저희 고

객들이 많이 가는 OOO전시장에서 작은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어

요. 지금은 오피스 쇼륨을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다양한 체

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 만들어줘야 그들과 소통할 기회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고객을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H: 기획, 대표) 

 

③ 투명한 소통 

 

공동창조 활동에서 패션기업들은 진정성 있게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자 투명한 소통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명성은 접근성

(access), 이해성(comprehensiveness), 적시성(timeliness), 관련성

(relevance), 품질과 신뢰성(quality and reliability)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Vishwanath & Kaufmann, 1999),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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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성과 달성과 함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박헌준, 신현한, 강동관, 

권인수, 2006). 기업의 가치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투명성은 소통

에 있어서도 관계의 질과 신뢰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정보통

신기술의 발달로 역량이 강화된 소비자들은 브랜드와의 관계를 주도적으

로 이끌고 있으며, 브랜드의 육성에도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

준영, 노영준, 2014). 브랜드에 대한 정보가 투명성 있게 고객에게 전달 

될수록 소비자는 브랜드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다가갈 뿐만 아니

라, 패션기업과 브랜드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인지도가 낮은거나 신규 브랜드일수록 투명한 소통의 결과가 

빠르게 나타났다. 

 

저희는 브랜드가 시작될 때부터 고객들과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소재 업체를 만나는 순간부터 첫 샘플을 만드는 순간까지 고

객들에게 모든 진행 과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저

희의 이야기를 인스타나 뉴스레터로 전달했고, 그렇게 소통하던 고

객들이 저희의 진심을 알고 이제는 팬이라며 저희 활동에 매우 적극

적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 칼라 선정에

도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I: 디자인, 대표) 

결국은 저희가 평소에 오픈해서 소통한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

요. 예전에 제가 OOO에 있었을 때는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마케팅 담당자였지만 여러 부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질문

에 100% 오픈해서 답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대표인 제가 

고객들과 우리의 이야기를 오픈하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겠다

고 정했어요. 고객과의 소통은 저와 직원 2명이 기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일과의 시작을 고객들의 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해요. 

100% 소통을 목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잘 진

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H: 기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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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항에서 서술한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촉진요인을 

요약하면 [표 5-2]와 같다. 

 

[표 ５-2] 공동창조형 신제품 개발 성공촉진요인 

차원 성공요인 특징 

기업 

경영진의 공동창조 

지원의지 

– 공동창조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과 

지지  

– 개발조직과 경영진의 상호작용 

공동창조 리더십 
–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창조의 

방향성 설정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 기술 역량과 감정적 몰입도에 따른 

적절한 인적자원 배치 

– 기업 내 관련 부서들 간의 협력 

프로 

젝트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 

– 공동창조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브랜드의 명확한 정체성 설정  

– 기업 내부에서 공유된 명확한 브랜드 

철학과 본질을 참여자들에게 전달 

–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의 일관된 어조 

공동창조 목표 설정 
– 공동창조를 통한 목표성과와 소비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외부자원 활용전략 
– 신제품 개발 동기와 목표에 따른 

참여자 선정 또는 제한 

단계별 과업 설계 

– 참여자에 맞추어 과업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개발과정을 순차적으로 설계 

–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고객의 언어 

사용 

고성과 참여시스템 
– 고객의 내재적 동기(심리적 오너십, 

자부심)와 외재적 동기(금전적 보상, 

경력)에 따른 다양한 보상시스템 구성 

소비자 창작활동 

지원도구 

– 고객의 공동창조 활동을 돕는 

가이드라인과 템플릿 제공  

– 온라인 매개체를 활용한 긴밀한 소통 

소비자 

정서적 유대감 

– 브랜드와 소비자간의 공감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참여자 간 

결집을 높임 

–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유도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DtoC를 통해 소비자와 밀접성 강화 

– 브랜드 터치 포인트 확장 

– 소비자들과 투명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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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장애요인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유형

의 장애요인이 나타났다. 공동창조형 NPD 프로세스 초기 기획 수준에서 

패션기업은 조직의 폐쇄성과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인해 공동창조 시작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높은 프로그램 구축 비용이 장애가 되었다. 공

동창조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공동창조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공동창조 기술역량 한계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가 프

로젝트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장애요인이 되었으며, 참여자들의 진정성 

부재, 역량의 한계, 참여자 자원 풀(pool)의 부족과 같은 소비자 차원의 

요인들이 개발 신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동창조 장애요인들을 기업, 프로젝트, 소비자 차

원에서 살펴보았다. 

 

 

 기업 차원 

 

 

1.1. 폐쇄적 조직문화 

 

 

여러 기능적 조직들이 상호작용하며 신제품을 개발하는 패션기업의 

경우 내부의 결집력이 오히려 외부의 인력에 대하여 폐쇄적이며 부정적

으로 반응하기도 한다.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지향적이고 시장지향적 마

케팅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조직은 조건화(conditioning)현상으

로 인해 과거의 제조, 개발 중심의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정

배, 2007). 기업문화는 기업 구성원들이 외부 환경변화에 대처할 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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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조직의 공유된 가치와 규범으로 개방형 혁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

는다(이응석, 김병근, 2018b). 공동창조의 주요 자원인 소비자와의 신제

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내

부의 개방적인 문화가 필요하다. 최고 경영진 또한 오랜 기간 학습되어

온 대로 결정하고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다. 많은 기

업이 상명하달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최고경영자에 의해 모든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구혜경, 나종연, 2012a) 경영진의 폐

쇄적인 의사결정 방식은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에 장애가 된

다.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개방

적인 기업 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과 경영진의 인식이 우선

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가 소비자 참여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패션산업 구성원들이 지니는 특유의 폐쇄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

다. 특히나 우리 회사 사람들은 외부 인력들에 대해 배타적인 것 같

습니다. (C: 경영, 대표)  

고객 참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브랜드 사이의 상호작용

이 중요한데, 브랜드가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것

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 안에서 충분히 좋은 

제품을 개발 할 수 있다고 확신했고, 고객과의 소통 보다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속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상태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B: 경영, 전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고객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

라는 경영진은 못봤습니다. 일단 경영진들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컨

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

는 일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F: 기획,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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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복잡한 의사결정구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패션기업은 자원의 재구성과 학습을 통해 

공동창조 수행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거대한 규모의 기업일 수록 내부

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 관계는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

스에 장애가 된다. 복잡한 기능적 조직들이 함께 활동하는 패션 NPD 프

로세스에서 소비자의 참여는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 내고 예측 할 수 없

었던 변수들에 대한 기업의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력인 민첩성은 제품 출

시의 시의성이 중요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조직

민첩성은 조직이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경쟁우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

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Chen & 

Siau, 2012), 끊임없는 변화로 예측할 수 없는 기업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으로 간주된다(Dove, 2002). 기업은 기회를 민첩하게 

감지하고 발현함으로써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으며(March, 1991), 기

술 환경의 영향으로 급변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서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

해내는 조직의 민첩성은 매우 중요하다(곽기영, 홍문경, 2011). 조직의 

민첩성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만,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민첩성은 변화에 대한 반응 속

도를 의미한다. 특히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은 이전과는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프로세스에서 거대한 

조직의 복잡한 의사결정구조는 민첩성은 더욱 떨어뜨려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된다. 

 

우리 회사의 경우 일단 공룡처럼 커서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무

엇인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인원들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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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그들은 모두 오랜 시간 반복해 온 일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고객 참여를 유도할 때, 마케팅, 기획, 디자인, 생산 

부서가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 인원이 보통30명 정도

입니다. 그 인원들을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성공에 다다르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과 복잡한 구조인 우

리 회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오랜 준비기간과 

비용이 듭니다. (B: 경영, 전무) 

 

 

1.3. 조직 내 저항 

 

 

저항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과 범위에 따라 개인수준의 저항과 조직

수준의 저항으로 분류되며(Hellriegel & Slocum, 2011),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에서 두 유형의 저항 모두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저항은 어떤 변화에 대한 반항적인 형태나 행위 그리고 그 자체로서 변

화에 대해 거부 또는 반발하는 조직구성원의 부정적 성향을 말하며, 조

직의 변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이다(Chawla & Kelloway, 2004; 

오종석, 김경원, 2002). 소비자가 참여하여 신제품을 만드는 것은 패션기

업의 조직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동창조

의 방법에 따라 기업 내부의 혁신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오랜 기간 같

은 시스템과 프로세스로 조건화된 조직은 쉽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

며(이정배, 2007), 변화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친다

(김정진, 박경규, 2008).  

조직수준의 저항은 구조적 관성에 의한 저항, 집단역학에 의한 저항, 

전문성 위협에 의한 저항, 매몰 비용, 기존의 이해관계, 자원의 제한 등

의 이유로 발생하는데(Kreitner & Kinicki, 1995),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

품 개발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혁신으로 생기는 변화가 나를 포함하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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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함된 조직의 특수성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며 거세게 저항하였다. 이

는 소비자의 참여가 특정 조직의 전문성이나 존재 근거를 위협한다는 전

문성 위협에 의한 저항과 이로 인해 조직이 소외 될 수 있다는 집단역학

의 저항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고 경영자가 혁신의 방향으로 의사결정

을 하더라도 실무진들이 그 방향에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은 경우 혁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패션기업이 변화를 시도할 때, 최고경영진

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에 동조하는 내부 실무진들이 있어야 하

며, 내부 실무진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충분한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설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부의 동의를 얻지 못한 혁신은 실패로 이

어질 가능성이 높고 조직의 결속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 경

영자는 조직구성원들이 어떤 이유로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신제품 개발에 

저항하는지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공동창조를 계

획해야 한다.  

 

모든 혁신에 대한 반발은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디자인을 크라

우드소싱 한다고 해도 내부 디자이너들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디자

이너들은 “그렇게 외부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할 것이면, 나도 디자

인 안하고 플랫폼에 디자인이나 올리겠다.”라며 반발했었습니다. 디

자인 크라우드소싱을 위한 플랫폼은 대표인 저의 강력한 의지로 시

작은 했지만, 내부의 반대와 분란으로 접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탑

다운 방식이 우리 같은 스타스타트업 회사에 힘든 것 같습니다. (A: 

경영, 대표)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 수준

의 저항은 공동창조로 인해 업무가 증가되는 구성원들에게서 나타난다. 

개인 수준의 저항은 선택적 인지, 습관, 종속(dependency), 알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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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대한 공포심, 경제적 이유 등에 의해 초래되며(오종석, 김경원, 

2002), 공동창조 개발조직에서의 개인저항은 변화로 인한 불편에서 초

래된 것이다. 공동창조 참여자들이 패션제품에 대한 관여도와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패션 신제품 과정에서 고객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다. 특히 디자인을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한 시제

품 도안 제작, 시제품 작업 지시서 제작, 시제품 컨펌과 같은 상용화 과

정은 일반적으로 기업 내부 인력이 진행하게 된다. 기업 내부에서 이 업

무를 담당하게 되는 구성원은 공동창조 활동으로 인해 부가된 업무에 불

만을 가지고 저항하기도 한다. 특히 디자인 상용화를 담당하게 되는 디

자이너들은 대부분 주 업무인 시즌 상품 디자인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

나 공동창조를 통해 개발되는 신제품에 대해서는 책임감이나 오너십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상용화 과정에 관여되는 것이 자신의 주 업무에 피

해를 준다고 생각한다. 

 

디자이너들은 소비자와의 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업무들

에 매우 부정적이예요. 그것들이 본업이라 생각하는 시즌 상품 디자

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스케줄에 치여가

며 일하고 있어 본업인 디자인에 대해 고민할 시간도 부족한 디자이

너들에게 남의 디자인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뺏

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죠. (G: 디자인, 팀장)         

디자이너들은 소비자 참여 디자인에 관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

다. 우리 브랜드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선정된 소비자의 그래픽 디

자인을 디자이너가 브랜드 BI에 맞추어 보정하고 제품에 적용하여 

작업지시서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이 과정

에 깊이 참여하지만 결과물이 자신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

문에 고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관여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

다. (J: 디자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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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창조 기술역량 한계 

 

 

기술역량이란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할 

지식과 기술의 집합을 의미하며(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11), 기술 지식에 

대해 이해하거나 기존 업무를 통해 습득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Westphal, Kim, & Dahlman, 1985).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

션 신제품 개발이 성과를 내가 위해서는 공동창조와 관련된 조직 구성원

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반적인 패션 신제품의 개

발과정은 기업 내부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문제와 사고가 발생하고 있

다. 그와 비교하여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참여하는 신제품 개발에는 더욱 

다양한 변수들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상황을 관리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원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제

품 개발과정에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행과정에

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동창조 기술역량을 

가진 구성원의 확보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노하우 부족과 프로젝트 과정에

서 나타나는 위기 관리 능력을 지닌 조직 구성원의 부재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패션 브랜드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 고객이 참여하여 성공한 사

례를 찾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이런 활동에 대해 충분한 

역량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을 잘 꼬

셔서 브랜드 활동에 참여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지

만, 지금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에 특별한 역량이 없어서 쉽게 시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B: 경영, 전무)       



 

 

169 

크라우드소싱을 통해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을 뽑아내기 위해서

는 특정한 규모 이상으로 플랫폼이 운영되어야 무엇인가를 고를 수 

있는 수준이 될 텐데 문제는 플랫폼의 트래픽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트래픽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크라우드소싱을 운영해 본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플랫폼의 트래픽은 쉽게 증가하지 않았고 절대적인 참

여자 수가 부족하여 디자인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A: 경영, 

대표)        

 

 

 프로젝트 차원 

 

 

 높은 플랫폼 운영비용 

 

 

패션기업이 소비자 참여를 통해 새롭고 독특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이것이 실제로 진행되어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높은 플랫폼 운영비용 때문이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공동창조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동창조 운영비용이지만 온라인으로 개발되고 있는 공동창조 플랫폼에

는 많은 개발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많은 소

비자들이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온라인 기반의 공

동창조 플랫폼과 소비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발전시키는 플랫폼 

기능들은 공동창조 운영비용을 높인다. 또한,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의 

오류로 인해 브랜드 경험에 불쾌감이 생기지 않도록 플랫폼을 공개하기 

전에 진행하는 베타 테스트(beta test)는 공동창조 운영비용을 더욱 증가

시킨다. 이러한 개발 비용과 테스트기간이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부담이 

되어 공동창조 프로젝트 운영 중단을 가져오기도 한다. 공동창조형 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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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선별, 선별된 디자인의 관리 및 상용화의 문제는 

내부 구성원들의 기술역량으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지만, 공동창조 플

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되어야 하는 높은 비용으로 패션 기업은 공동

창조의 지속적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용 또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초기 플랫

폼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사이트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니 최소 3억 이상의 견적서가 나왔고, 베타 테스트를 포함하여 플

랫폼을 구동시키고 운영하는데 최소 1년의 시간이 예상되었습니다. 

기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간과 비용이었습니다. (A: 경영, 

대표)        

고객이 참여했을 때 고객 지급 비용과 디자인 스튜디오 사용 비

용을 비교하면 금액에서 고객 참여가 더 경제적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다면 디자인 스튜디오 사용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완제품이 생산될 때까지 관리의 용이성과 추후 결과

의 만족도까지 비교해 보면 고객 참여를 통한 신제품 개발은 경제적

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F: 기회, 부장) 

 

 

 소비자 차원 

 

 

3.1. 자원 풀 부족 

 

 

소비자 참여를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

은 충분한 자원의 확보이다. 자원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좋은 품질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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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자 참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

을 경우 몇 안되는 소비자 디자인 중에서 상품화할 디자인을 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신제품 개발 과정에 

공동창조의 목적이나 컨셉에 맞는 많은 수의 디자인이 제출 되는 것이 

신제품 개발 성공에 중요한 요인이며,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제출 디자인 풀의 부족은 공동창조를 통한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에 장애

요인이 된다.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자원을 찾는 것이 힘

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은 좋지만, 창의

성에 대해서는 훈련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의 영역을 뛰

어넘는 파격성 같은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운영하면

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 있고, 주관 있고, 뚜렷한 개성을 지닌 참

여자를 만나는 것은 어려워져 플랫폼 운영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

습니다. (A: 경영, 대표) 

 

 

3.2. 참여자 진정성 부재 

 

 

소비자와 함께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태도 때문이다.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업의 수행

보다 자신의 개성을 과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소비자 참여를 통해 신

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얻으려는 패션기업의 노

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기업활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진실

하지 못한 태도는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패션기업들이 소비



 

 

172 

자를 참여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시제품 평가회에 고객들을 초대

하여 시제품에 대한 평가를 받고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것이다. 시제품 평

가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구매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평가가 과업

으로 주어지는데 많은 고객들은 독특한 제품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자신의 패션 감각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 구매가 예상되는 제품 

보다는 독특한 제품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참여자들

의 진실하지 않은 태도는 공동창조를 통해 개발되는 신제품의 성과뿐만 

아니라 디자인 방향성 선정에도 장애가 된다. 

 

크라우드소싱 전에 우리는 신제품 디자인에 대해 소비자 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한 디자인들을 전시해 놓고 VIP고

객들을 초대하여 스티커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시즌 신제품 평가회에서 같은 고객들을 

다시 만났을 때 많은 고객들이 자신이 투표한 옷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투표할 때, 뭔가 튀고 독특한 제품에 투표하

는 것이 자신의 디자인 감도를 높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투표는 진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A: 

경영, 대표) 

저희 회사는 매 시즌 시제품을 개발할 때 VIP고객들을 불러서 

제품 평가회를 진행합니다. 맨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평가회에 참여

했을 때는 참여한 고객들이 얼리어답터(early adopter)라고 생각했

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즌 경험하고 보니 참여자들의 행동들은 단순

한 과시용이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품에 호감이 가

는지, 어떤 제품을 고객들이 좋아할 것같은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참여 고객들은 저희 질문에 대한 답 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트렌드를 

앞서가는지 자랑하기 위한 답변들만 늘어놨습니다. 저는 이 평가회

가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장님이나 전무님이 이 행사를 좋

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J: 디자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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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참여자 역량 한계 

 

 

패션기업이 비용을 투자하여 신제품 개발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가

장 큰 이유는 소비자라는 외부자원을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독창적

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소비자들이 패션 브랜드

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개발 제품

에 대한 높은 관여도, 창의성, 대중성, 브랜드에 대한 이해등의 역량이 

중요한 요인이 되며, 참여자 역량의 한계는 신제품 개발 과정에 장애가 

된다.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에 소비자가 공동창작자로 참여

하는 이유는 기존의 제품과 다른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충분한 아이디어

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 진행을 더디

게 만들에 신제품 개발 속도에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

의 완성도 또한 영향을 받는다.  

또한,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이해도와 관여도는 신제품 개발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특히, 공

동창조에 참여하는 많은 소비자들의 활동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

관적이며 즉흥적일 경우 이를 상용화 하기 위한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구혜경, 나종연, 2012a). 공동창조 활동에서 소비자는 

공동창작자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없이 소비

자가 독특한 개인적 취향으로 개인화된 디자인에만 집중하게 되면 프로

세스의 진행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 결과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다. 소비자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이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패션 브랜드

의 신제품 개발 과정 개인적 성향은 신제품 디자인에서 대중화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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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오는 장애요인이 된다.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개인 소비자는 브랜

드 소비자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개인의 취향에 치우

친 의견은 디자인의 선별에 혼선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가 계획 된 시간에 목표한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서는 공동창조이 목표와 전략에 맞는 역량을 지닌 소비자의 참

여가 필요하다. 역량이 부족한 소비자의 참여는 패션 NPD 프로세스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개발 신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래픽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정물화를 그리라

고 한다거나, 뭘 지정해서 만들라고 하면 잘 만들지만 교육방식 때

문에 그런건지 “새로운 걸 만들겠다.” “내가 남들과 다른 무엇을 만

들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품이 

될만한 소스를 모으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A: 경영, 대표) 

아무래도 참여자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디테일에 

있어 생산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개인적 취향의 디자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기획팀과 디자인팀에서 선택된 신제품 디자인을 

보완하여 상용화 합니다. (E: 디자인, 실장)         

소비자가 제시하는 디자인의 경우 고객, 또는 그 집단의 특유성

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성이 부족합니다. 소비자 참여 디자

인의 경우 판매가 한정적이어서 특정 니치 시장만을 목적으로 한다

면 한번쯤 시도해볼 만 하지만, 지속적으로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 기회, 부장) 

 

본 항에서 서술한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의 장애요인을 요약

하면 [표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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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５-3] 공동창조형 신제품 개발 장애요인 

 

 

4.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외부 환경요인 

 

 

기업의 외부환경이란 기업의 활동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적, 사회적, 인구학적, 정치적 요인들을 말하며(최석봉, 하귀룡, 2011), 

신제품 개발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요인으로는 산업 환경, 시장 환경, 

기술 환경이 있다(Robert G Cooper & Kleinschmidt, 1995). 최근 소비자 

참여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으로

는 4차산업 기술의 발달로 인한 기술 환경요인과 패션산업의 성숙으로 

차원 장애요인 특징 

기업 

 

폐쇄적 조직문화 – 조건화 현상으로 인해 폐쇄적인 

의사결정과 업무 방식의 내부 조직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 관계로 

인해 민첩하지 못한 조직 

조직 내 저항 

– 조직의 특수성이나 전문성을 

위협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발생하는 

집단 수준의 저항  

– 공동창조로 발생하는 부가업무로 인해 

생긴 개인 수준의 저항  

공동창조 기술역량 한계 

– 공동창조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경험 

부족에 따른 역량의 한계 

– 프로젝트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을 

지닌 조직 구성원의 부재 

프로 

젝트 
높은 플랫폼 운영비용 

– 온라인 플랫폼의 높은 개발 비용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용 

소비자 

자원 풀 부족 
– 공동창조 참여자 또는 소비자 제출 

디자인 수의 부족 

참여자 진정성 부재 
–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업의 수행보다 

자신의 개성을 과시하고자 하는 태도 

참여자 역량 한계 

– 창의성 부족, 독특한 취향 등 신제품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개인적 특성  

– 개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관여도와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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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시장 환경요인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술 환경요인 

 

 

 디지털 기술의 발달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텍스트 정보, 이미지 정보, 소리 정보와 

같은 아날로그 정보를 이진수 단위로 변환시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사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Brennen & Kreiss, 2016), 다양한 디지털 기술

의 발달이 소비자들의 공동창조 참여를 용이하도록 도와주었다. 패션기

업들은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고객들을 위해 매장에서 디자인용 템플

릿을 제공하는 동시에 온라인에서도 디지털 가이드 북을 출력 가능하도

록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공동창조 활동 접근성을 높으며, 특히 디자인 

자원의 디지털화는 소비자들에게 디자인 영감이 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 

자원이 되었다. 또한 신제품 개발 활동에 적극적인 일부 고객들은 신제

품 개발을 위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일러스트

레이터(Illustrator), 포토샵(Photoshop)과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

하기도 했다 

 

키즈 라인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상상력

을 펼칠 수 있도록 노트를 제공했었습니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노트에 아이들이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 제출하도록 하는 프로

젝트였는데 노트는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었으나,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여 출력한 후 사용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J: 

디자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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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우리는 16*18인치 크기의 아트웍을 

이메일로 접수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포토샵과 같은 그

래픽 프로그램으로 작업하여 pdf나 jpg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확실

히 디지털화 된 자료들은 활용과 보관에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K: 

기획, 팀장) 

 

 

 상호작용 플랫폼의 다양화 

 

 

ICT 발달로 다양해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패션기업의 공동창조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기업은 자사의 홈페

이지에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그 보

다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셜 미디어을 

활용하여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소셜 미디어는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만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기술의 발달로 인한 플랫폼의 

개방화와 표준화로 이용자의 참여를 돕는 양방향 소통을 위한 다양한 서

비스를 늘여가고 있다(홍순구, 김현종, 최형림, 2012). 구체적으로 사진

을 게시하는 포스트만 가능했던 인스타그램은 최근 24시간 후 지워지는 

포스트인 스토리(story), 숏폼 영상 릴스(reels), 인터넷 방송 라이브

(live), 사용자 간에 직접 주고받는 비공개 메시지인 디엠(DM)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패션기업은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서 제

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소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

었고, 이는 고객들의 참여 강도와 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인스타 포스트뿐만 아니라 스토리, 릴스, 라이브, 디엠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신제품들

이나 이벤트는 포스트로 소개하고, 신제품 디자인을 위한 투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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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스토리를 활용합니다. 릴스에 고객들이 올린 질문의 답변, 예

를 들어 디자인 모티브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데, 이런 소통

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고객들은 DM으로 연락하기도 합니다. 인스타

는 고객들과 소통하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I: 디자인, 대표) 

 

 

 시장 환경요인 

 

 

2.1. 소비자의 역할 확대 

 

 

정보의 활용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패션기업의 다양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

며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ICT의 발달로 소비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

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ICT의 다양성, 개방성, 양방향성을 통해 정보이

용과 소통방식에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유지은, 이기백, 최문기, 조항

정, 2012). 또한 스마트 기기의 확산과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로 소비

자들은 무한한 양의 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로 

소비자들은 정보활용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역량이 강화된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와 프로슈머로서 권력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만

들어진 재화의 구매자일 뿐만 아니라 패션제품의 공동창조자, 평가자, 

변화주도자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정보를 접하는 환경이 확

대된 것이 소비자 역할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즘 소비자들이 스스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브랜드를 접하고 평가

하고 그것들을 리뷰의 형식으로 공유합니다. 브랜드에서는 각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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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 앱에 공유된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을 

개선하거나, 또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활용하기도 합니다. (F: 기회, 

부장) 

지금은 소비자가 소비 문화를 바꾸고 있으며, 마켓 체인저

(market changer)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드가, 때

로는 유통이 문화, 시장의 변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

느 날 갑자기 디자이너가 기장을 줄이면 모두가 짧아진 기장의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변화를 브

랜드가 빨리 캐치해서 공급해주는 구조로 순환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체인지 에이전트(change agent)로 역할

을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B: 경영, 전무) 

 

본 항에서 서술한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의 외부 환경요인을 

표로 요약하면 [표 5-4]와 같다. 

 

[표 ５-4] 공동창조형 신제품 개발 외부 환경요인 

 

 

차원 외부 환경요인 특징 

기술 

환경 

디지털 기술의 발달 
– 디자인 자원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템플릿의 활용 

– 디지털 그래픽 개발 도구의 범용화 

상호작용 플랫폼의 

다양화 

– 기업과 소비자의 양방향 소통을 돕는 

소셜 미디어의 다양화 

–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 

기능의 발전 

시장 

환경 
소비자의 역할 확대 

– 정보활용으로 강화된 역량에 따른 

영향력 강화와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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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성과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은 패션기업에 재무적, 조직적, 

고객적 차원의 성과를 가져왔다. 기업은 공동창조로 개발 된 신제품의 

매출로 재무적 성과를 이루었으며 기업 조직 차원에서는 구성원들의 개

방적 태도, 제품의 품질 개선의 성과를 이루었다. 패션기업과 고객의 관

계에 있어 기업은 고객들에게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하게 되었고, 공동창

조 과정에서 강화된 유대감은 정서적 애착과 팬덤으로 이어졌다. 공동창

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재무성과, 조직성과, 고객

성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재무성과 

 

 

 매출증가 

 

 

공동창조를 통해 개발된 신제품의 높은 판매율로 브랜드 매출이 크

게 증가했으며 외형 확장에도 기여했다. 동조 소비란 자신의 필요가 아

니라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거나 소외되지 않으려고 하는 소비행동으로

(기술사랑연구회, 2007) 특정 커뮤니티와 공동창조 활동을 진행했을 때 

동조적 소비행동이 나타났다. 러닝, 게임 스트리머와 같은 특정 커뮤니

티와 공동창조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브랜드의 경우 커뮤니티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팬덤의 동조현상이 신제품 개발에도 활력을 넣었

을 뿐만 아니라 제품 구매에도 영향을 주었다. 특히 브랜드가 지니고 있

는 활기찬 이미지를 바탕으로 공동창조 참여자들이 만들어낸 유머러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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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의 조합은 협업 커뮤니티의 회원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들에게도 좋

은 반향을 일으키며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5차에 걸쳐 진행된 고객참여 프로젝트 제품은 대부분 완판되었

어요.  1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 되었는데, 온라인 매장에

는 그 전날부터 팬들이 줄을 서 있어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무신사에서 함께 판매된 2차의 온라인 물량은 사이트를 오픈 한지 

1시간도 안되어 모두 판매되었고요. 초기에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3차에는 물량도 많이 늘여서 매출에 큰 도움이 되었어

요. 그러니 5차까지 진행된 거죠. (G: 디자인, 팀장) 

얼마전에 와디즈랑 인터뷰를 했어요. 보통 와디즈에서의 의류제

품 평균 객단가는 8만원인데 저희 브랜드의 경우 객단가가 35만원

이였거든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제품을 한번에 

많이 구입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희와 인스타로 꾸준히 소통

을 해오신 팬들께서 의류 펀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 팝업

스토어도 방문해서 구매해 주셨어요. (H: 기획, 대표) 

 

자신이 신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인식하는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활

동 결과물에 대하여 오너십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제품에 대해 호의

적 태도를 가지게 되며 제품의 구매나 홍보에도 적극적이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창작물에 높은 주관적 가치를 부여하며 전문가가 디자인한 제품 

보다 낮은 품질일지라도 높은 수용도를 가지게 되며(Franke, Schreier, 

& Kaiser, 2010), 소유 효과(endowment effect)의 강도에 의해 제품에 

대한 주관적 태도가 영향을 받게 된다(Reb & Connolly, 2007). 신제품에 

대한 소유 효과는 호의적 태도에서 제품 구매로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여 신제품에 대한 긍정

적인 입소문을 만들어 낸다. 기업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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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강한 요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입소문은 판매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소비자들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 자신이 참여했다고 인식하고, 

그 제품에 대해 애정을 보였어요. 함께 시제품 개발에 참여한 고객

들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그 안에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누

더라고요. 그리고 모멘트에 ‘내가 만든 제품이야.’라고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하며 브랜드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업로드 하고 있어요. 

(L: 기획, 팀장) 

 

 

 조직성과 

 

 

2.1. 구성원들의 개방적 태도 

 

 

성공적인 공동창조 활동을 경험한 조직 구성원들은 소비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긍정적 자극을 통해 공동창조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

게 된다.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신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에 패션기업이 겪

는 어려움 중 하나는 조직 내의 저항이다. 특히 신제품을 디자인 하는 

디자인 조직의 경우 공동창조 활동이 디자인 부서의 전문성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상용화를 위한 업무까지 부가되기 때문에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태도는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저항으

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디지털 그래픽 프로그램 활용 기술을 

지닌 소비자들의 창의적인 디자인들은 기업 내부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다. 신제품 디자인을 위한 영감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경험이 된다. 특히 타깃 소비자와의 협업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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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오랫동안 아동복 디자인을 하면서 막연하게 ‘아이들은 이럴 것

이다.’ 라고 생각하며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프로젝트

는 R&D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잘 될까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디자인 선정작업에 참여하면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들이 진짜 그린 그림, 아이들이 진짜 쓰는 색감. 전 좋았던 것 같아

요. 아이들과 좀 다른 것들을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J: 디자인, 

팀장)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부서 사람들도 처음 마케팅에서 협업한

다고 했을 때 매우 부정적이였어요.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일텐데, 과

연 제품 디자인으로 쓸만한 것이 나올지(…) 그런데, 정말 기발한 디

자인들이 많더라고요. 커뮤니티에서 선정된 디자인들을 보고 ‘아 요

즘 중·고등학생들은 이런걸 재밌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요. 한 5번 정도 진행했던 것 같은데, 모두 재미있었어요. 이젠 경영

진이 바뀌어서 중단된 것이 좀 아쉬워요. (G: 디자인, 팀장) 

 

 

2.2. 신제품 품질 개선 

 

 

패션기업은 공동창조 과정에서 고객평가와 후기작성을 통해 신제품

의 기능성, 착장감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품질은 기업이 시장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전략요소로(송기옥, 2010) 기업의 

모든 조직이 참여하여 해결해야할 과제이다(Taylor, 1995: 송기옥, 2010

에서 재인용). 패션기업은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조직의 해결과제인 신

제품의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패션제품의 품질은 소비자들이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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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제품

의 물리적 속성 보다는 주관적 평가인 지각된 품질로 이해되고 있다

(Dodds & Monroe, 1985). 주관적 평가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발생하며, 

가시성이 높은 패션제품의 특성상 심미성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쾌적함 또한 경험에 중요한 평가 요인

이 된다. 패션기업은 소비자 참여를 통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타깃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착장 경험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착용

감을 구현하였고 이는 곧 제품의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고객 평가로 이

어졌다. 

 

패션제품에서 디자인이 중요하지만 여성 바지 아이템은 디자인 

못지 않게 핏과 착장감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스테디셀러 바지를 

만들기 위해 우리 브랜드를 잘 알고있는 다양한 체형의 고객들과 우

리 시제품의 피팅 테스트를 여러 번 진행하며 제품 착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었어요. 매 시즌 소재를 바

꿔가며 고객들과 피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바지에 대

한 평가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시즌에도 

소재를 바꿔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예요. (L: 기획, 팀장) 

 

 

 고객성과 

 

 

 기업이미지 향상 

 

 

패션기업은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기업의 메시지와 철

학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친근하고 우호적인 기업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공동창조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기업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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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중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험은 기업에 대

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철학에 따라 다양한 사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공동창

조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공동

창조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기업의 추구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패션

기업의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생산 된 제품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프

로젝트의 의미, 목적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공동창조 프로젝

트를 통해 소비자들은 기업의 경영철학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통해 

기업은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고객들에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에너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

사는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많이 고민 했는데 이번 프로젝트

로 우리 회사가 전달해야하는 사회적 에너지를 전달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K: 기획, 팀장) 

 

 

 정서적 애착관계 형성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영철학과 메시지에 공감한 소비자들

은 기업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정서적 애착관계를 형성하였

다. 특정 대상에 대한 정서적 애착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로(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2015), 대상에 대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대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Fedorikhin, Park, & 

Thomson, 2008) 강화하기를 원한다(Aron et al., 2004). 브랜드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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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의 애착 관계는 브랜드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참여 강도와 빈도에 

영향을 주며(N. Choi, 2013), 패션기업의 신제품 개발 활동에 참여하며 

브랜드와 애착관계를 형성한 소비자들은 연예인에 대한 팬 애착과 유사

한 팬덤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이제 막 등장한 스타트업(startup) 브랜드의 철학

과 메시지에 공감하여 호감을 느끼게되면 그들에 대한 지지와 후원에 더

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패션기업은 이런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브랜

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비자들과 정서적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정서적 애착관계가 형성

된 소비자들은 소액 펀딩이나 신제품 디자인을 공모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브랜드와 소비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

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예전에 고객들은 브랜드를 소비하는 주체로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했지만, 지금의 소비자들은 스스로 브랜드를 육성하

고 성장시킬 수 있는 협력자로서 역량을 확장해 가고 있으며, 소비자 스

스로 확장된 역할을 기꺼이 즐기고 있다. 

 

이전에 저희 제품에 만족하신 소비자들이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

고 인스타로 꾸준히 소통을 해오셨고, 이번 의류 펀딩에도 참여하셨

어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보통 한 제품에 펀딩을 하시는데 꾸준히 

저희 브랜드와 소통해 오신 저희 팬들은 보통 2-3 제품을 구입하셨

어요. 그래서 저희는 '팬들이 우리 제품을 구입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소셜 네트워크 파워로 DtoC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팬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

는 팬덤을 완전 믿어요. 우리 브랜드의 성장 기반은 팬덤이고 DtoC

를 하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H: 기획, 대표) 

저희 고객들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시제품을 평가하며 

시간을 투자하는건 보상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보상은 저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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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였습니다. 저희가 생긴지 얼마 안된 

신생브랜드라 그런지 저희 고객들은 저와 함께 이 브랜드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브랜드 런칭을 준비할 때부터 

고객들과 소통했고, 첫 번째 제품이 크라우드펀딩에 올라가는 순간

까지 함께 했거든요. 저는 고객들은 애정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브

랜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객들이 바라는 올바른 방

향으로 브랜드를 키워가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I: 디자인, 대표) 

 

 

 팬덤 

 

 

공동창조를 통해 패션기업과 소통하며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에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브랜드의 방향성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은 브

랜드와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애착은 팬십이 되어 팬덤을 형성하

였다. 팬덤이란 사전적으로 하나의 무리를 짓는 조직적인 집단행동을 일

컬으며 특정 스타와 특정 문화 생산물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의

미한다(Hills, 2003). 최근 팬덤은 새롭고 영향력 있는 문화현상으로 주

목받고 있으며, 능동적으로 대상을 선택하고 향유하면서 동시에 관리자

로서 ‘육성’하는 개념으로 팬덤 문화로 진화하고 있다(이준영, 노영준, 

2014). 스타를 육성하는 팬덤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타났고, 브랜

드도 그 대상이 되었다. 팬덤 안에서 브랜드와 고객간의 결속력은 동조

현상으로 인해 더욱 높아진다. 브랜드 팬들은 브랜드 내부 활동에 적극

적으로 협조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다양한 외부 활동에도 브랜드의 

지지자이자 협력자로 활동을 이어간다.  

 

우리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셨거나, 우리와 소통을 하고 계신 분

들은우리가 어디에서 상을 받거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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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축하를 보내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어떤 경연에 참가한 것을 

알리면 우리가 너희를 1등하게 도와주기 위해 투표할 수 있어? 라

는 질문을 보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투표로 선정되는 신진 디자

인 콘테스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I: 디자인, 대표)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

이션을 하며 팝업스토어를 열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요. 저희 신제

품 개발에 참여하셨거나 인스타를 통해 소통하셨던 분들이 친구들이

나 가족들과 함께 와서 팝업스토어를 많이들 구경 오시고, 팝업 스

토어에서는 친구나 가족들이 제품을 구입해 가세요. 정말 어쩔 때는 

저희 직원들 보다 적극적으로 제품을 홍보해 주세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예요 (H: 기획, 대표)         

 

본 항에서 서술한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과를 요약

하면 [표 5-5]와 같다. 

 

[표 ５-5] 공동창조형 신제품 개발 성과 

차원 성과 특징 

재무 

성과 
매출 증가 

– 공동창조를 통해 개발한 신제품의 높은 

판매율로 브랜드 전체 매출 증가 

– 공동창조 참여 소비자들의 적극적 

입소문과 구매활동 

조직 

성과 

구성원들의 개방적 태도 
– 소비자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자극이 

구성원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냄 

제품 품질 개선 
– 고객 평가 과정을 통해 신제품 기능성, 

착장감 등의 품질 개선 

고객 

성과 

기업이미지 향상 
–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친근하고 

우호적인 기업이미지 형성 

정서적 애착관계 형성 
– 브랜드의 메시지와 철학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애착관계 형성 

팬덤 형성 
– 브랜드와의 정서적 애착이 팬덤을 

형성하고 동조현상으로 결속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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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면접의 요약 및 논의 

 

 

1.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 과정의 특징 

 

 

소비자와 함께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패션기업 실무자들과의 심층면

접을 통해 기업 수준에서 나타나는 공동창조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패션기업이 공동창조 활동을 진행하는 동기와 성공적인 수

행의 성과, 패션기업이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나타나는 성공촉진요인, 장애요인, 외부 환경요인을 도출하였다. 패

션기업은 기업, 조직, 브랜드와 제품의 성장을 위해 공동창조를 기획했

으며, 재무, 조직, 고객차원에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패션 신제품 

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패션기업은 기업, 프로젝트, 소비자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창조 과정에서 나타

나는 성공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은 패션 NPD 프로세스의 진행속도뿐만 

아니라, 신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

접을 통해 도출된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모델과 성공적 수행

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은 [그림 5-1]과 같다. 

패션기업은 공동창조 활동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관리, 조직 역량 

관리, 브랜드 자산 형성, 브랜드 매출 증대를 기대했으며, 특히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공동창조를 기획했다. 패션기업들은 공동창조 활동

을 통해 기업의 메시지와 철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 소비자들이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내부 구성원들은 시장 지향성에 

대한 자극을 받아 역량을 강화하게 되리라 기대했다. 또한 공동창조를 

통해 신규 고객을 유입하고 인지적 충성도가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여 브

랜드 자산을 강화하며 이것이 매출 증대의 효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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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 기업 이미지 관리 

▪ 매출 증대 

▪ 조직역량 관리 

▪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 

▪ 브랜드자산 형성 

 

 

촉진요인 

기업 

▪ 경영진의 공동창조   

지원의지 

▪ 공동창조 리더십 

▪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프로젝트 

▪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 

▪ 공동창조 목표 설정 

▪ 외부자원 활용 전략 

▪ 단계별 과업 설계 

▪ 고성과 참여시스템 

▪ 소비자 창작활동    

지원도구 

소비자 

▪ 정서적 유대감 

▪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장애요인 

기업 

▪ 폐쇄적 조직문화 

▪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 

▪ 조직 내 저항 

▪ 공동창조 기술역량    

한계 

프로젝트 

▪ 높은 플랫폼 운영비용 

소비자 

▪ 자원 풀 부족 

▪ 참여자 진정성 부재 

▪ 참여자 역량 한계 

 

외부 

환경요인 

기술 환경 

▪ 디지털 기술의 발달 

▪ 상호작용 플랫폼의   

다양화 

시장 환경 

▪ 소비자의 역할 확대 

 

 

성과 

재무성과 

▪ 매출 증가 

조직성과 

▪ 구성원들의 개방적 태도 

▪ 신제품 품질 개선 

고객성과 

▪ 기업이미지 향상 

▪ 정서적 애착관계 형성 

▪ 팬덤 

[그림 ５-1]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모델

동기 

 촉진요인 

 환경요인 

성과 

 장애요인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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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은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기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디자인, 품질 개선과 함께 

공동창조 과정을 스토리로 개발하여 신제품 홍보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공동창조의 동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났다. 기업 내부에 다양한 역량을 지닌 구성원을 확보하고 있

는 대기업은 공동창조를 통해 기업이미지, 조직 역량 강화, 브랜드 자산 

형성과 같은 기업차원의 강화를 기대했고, 기업 구성원이 충분하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나 신제품 개발의 노하우가 부족한 신규브랜드의 경우 제

품의 디자인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신제품 개발 과정에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소비자의 제안과 조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

응했다.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공동창조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들은 패션 NPD 프로세스의 진행속도와 결과물에 영향을 주어 

공동창조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성공적인 패션 NPD프로세스의 

수행을 위한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은 기업, 프로젝트, 소비자 차원에서 

도출되었다.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공동창조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의지를 바탕으로 

개발조직과 경영진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동

창조 리더십을 지닌 조직 리더와 기술역량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성된 인

적자원으로 개발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패션 NPD 프로세스의 특성상 

다양한 기능적 부서의 협업은 신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공

동창조 프로젝트 차원에서 기업은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브랜드의 정체성

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먼저 내부 구성원간에 브랜드의 철학과 본질에 대

한 공감과 합의를 이루고 일관된 브랜드의 정체성을 소비자들에게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 초기에 공동창조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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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제품 개발 과정의 효율성과 과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집중도를 높인

다. 패션기업은 외부자원 활용전략을 통해 공동창조의 목적에 맞는 참여

자를 선정해야 한다. 공동창조의 목표나 브랜드의 특징에 따른 참여자 

제한은 공동창조 목표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디자

인의 창의성과 완성도에 영향을 주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끄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동창조 과정은 참여자들이 과업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

록 소비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단계별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고성과 

참여시스템은 소비자들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자극하여 소비자

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므로 패션기업은 참여 소비자들

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보상시스템을 공동창조과정에 

설계해야 한다. 공동창조 메뉴얼이나 디자인 템플릿과 같은 소비자 창작

활동 지원도구는 참여자들의 창작 활동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창작물의 

효용성을 높여 신제품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의 스프레더블 미디어도 소비자 창장 활동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

로 활용 되고 있다. 참여자들과 패션기업들은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활

용한 양방향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소비자 

참여형 개방형 혁신인 공동창조에서 외부자원인 소비자의 역할은 혁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심층면접에서도 공동창조의 외부자원인 참여 소

비자들의 태도와 역량은 개발 신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이 나타났다. 패션기업들은 외부자원의 효용성을 높

이기 위해 브랜드와 참여자들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터치포

인트를 통해 소비자들과 긴밀하고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 했다. 브랜드

에 대한 참여자들의 정서적 유대를 통한 애착은 그들의 자발적이고 능동

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집중도를 높이기 때문에 패션기업은 소비자 커뮤

니케이션을 강화하려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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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신제품 개발 수행 과정의 장애요인 또한 기업, 프로젝트,

소비자 차원에서 도출되었다. 기업 차원에서는 조건화 현상으로 인한 폐

쇄적인 업무 방식,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민첩하지 못한 조직구

조, 그리고 공동창조 활동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기술역량 한계는 공동창

조 과정의 의사결정과 위기관리에 대한 미숙한 판단과 대응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협력과 협업이 강조되는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개발조직 

내의 저항은 내부 인력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공동창조 활동에 부정

적으로 작용했다. 프로젝트 차원에서 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온

라인 플랫폼의 높은 운영비용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용은 공동

창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장애가 되었다. 특히, 공동창조의 핵심

자원인 소비자 차원에서 참여자 자원 풀의 부족, 참여자의 불성실한 태

도와 역량의 한계는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에 한계를 가져왔다. 기업과 

프로세스 차원의 장애요인들은 패션 NPD 프로세스의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소비자 차원의 장애요인들은 개발 신제품의 품질과 성능

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기술 환경요인과 시장 환경요인은 소비자 참여를 통한 공동

창조의 방법과 전략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픽 프로그램, 디지털 템플

릿의 활용한 디자인 자원의 디지털화는 소비자 창작 활동에 도움이었으

며,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상호작용으로 브랜드와 참여자 간, 참

여자와 참여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는 공동창작 활동에 시

너지가 되었다. 또한 ICT를 활용하여 점차 강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기

술 역량은 기업 활동에서 소비자의 영향력 강화와 역할 확대를 통해 공

동창조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했다. 

소비자 참여형 패션 신제품 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패션기업

은 재무, 조직, 고객 차원에서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패션기업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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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재무성과는 개발된 신제품의 높은 판매율로 증가한 매출이다. 공동창

조 활동에 자발적이며 적극적이었던 참여자들은 신제품 개발 활동에 머

무르지 않고, 신제품의 구매와 홍보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특히, 커뮤

니티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공동창조의 경우 동조현상으로 인

해 신제품 구매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직 차원에서 성공적

인 공동창조의 경험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 혁신에 

대한 태도를 변화 시켰고, 조직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개발 신제

품의 품질과 성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공동창조 경험은 패션기

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공동창조 활동

에 참여하며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한 기업의 철학을 이해한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이미지를 형성했다. 신제품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

표를 이루기 위해 공동창조 과정에 몰입한 소비자들은 참여자간에 유대

감을 쌓고 브랜드와는 애착 관계를 형성하였다. 특히 참여자와 브랜드 

사이의 정서적 애착관계를 통해 팬십으로 이어지는 감정적 연결은 참여

자들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활성화시켜 패션기업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공동창조의 성과는 기업 규모, 브랜드 생명주기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기업이 주력하는 동기에 따라 다르

게 평가되었다. 대기업에서는 매출 증가와 구성원들의 태도 변화를 통한 

역량강화를 높이 평가하며 추후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동창조를 

계획하고 있었다. 반면, 중소 패션기업에서는 공동창조를 통해 형성된 

소비자와의 정서적 관계는 다양한 기업의 마케팅활동에 자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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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모델 특징 

 

 

평균 19년의 패션기업 근속 연수를 지닌 면접자들을 통해 한국 패

션산업에서의 공동창조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심층면접 과정

에서 글로벌 패션기업에서 성공적으로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이 

수행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성공사례를 찾기 힘든 상황들이 강

조되었고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그 이유로 한국 패션산업의 고유성을 언

급했다. 심층면접에서 도출되었던 한국 패션기업이 공동창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패션산업, 기업 그리고 소비자 차원에서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패션기업이 공동창조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

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패션산업, 패션기업, 소비자로 구분

지어 살펴보았고, 그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패션산업은 

2010년 이후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9년 펜데믹 이후 

역성장의 폭은 더욱 커졌다(KOFOTI, 2019, 2020). 한국 패션산업의 장

기 불황으로 패션산업 전반에 변화 또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주

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개방형 혁신의 한 유형인 공동창조에 대하

여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패션산업에서 

10인 미만 규모의 패션기업 비중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20). 

최소인력으로 운영되는 영세기업이 증가하면서 R&D를 위한 전문 연구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종업원 천명당 연구원수가 86.8명으로 제조업 

평균의 2/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또한 제조

업 평균의 38% 수준에 머물러 있다(박훈, 2020). 연구인력의 부족은 원

천기술 부재 및 기술역량 미흡으로 이어져 개발 신제품의 혁신성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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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패션기업 차원에서 폐쇄적이며 강한 상명하

달식의 조직구조와 R&D에 대한 한국 패션기업의 인식부족이 공동창조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패션산업은 다양한 기능적 부서간의 협

력뿐만 아니라 외부 업체간의 협업도 강조되고 있다. 업체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수행되는 협업이 중요한 만큼 협력관계를 구축한 조직들은 외

부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 높은 폐쇄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많은 한

국 패션기업이 오너경영 구조로 이루어져 최고경영자의 의사가 기업의 

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오너경영의 많은 한국 패션기업은 최고경

영자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혁신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동의 없

이는 변화에 대한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

는 공동창조 프로젝트 일지라도 최고 경영자가 프로젝트의 전략과 방향

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장기 불

황으로 패션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영진들의 

짧은 근속 연수가 일반화 되어 오랜기간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R&D에 

대한 경영진들의 소극적인 태도는 패션산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었다. 매

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은 2018년 1.4%로 제조업 평균의 1/3 수준도 

안되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박훈, 2020).  반면, 한국의 소비자들은 공동

창조 활동에 유용한 높은 IT활용 능력을 지니고 있어 공동창조의 잠재

력을 높였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높은 디지털 기

술 활용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한국 소비자들의 디지털 활

용 능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패션기업들은 이러한 소비

자들의 관심을 끌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기술

을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단일화된 소비패턴은 공동

창조의 전략에 한계를 가져왔다. 점차 다양성과 개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패션 트렌드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소비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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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는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패션기업들은 공동창조의 필요성을 깊

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에도 소극

적인 태도를 보였다.  

 

본 항에서 서술한 한국 패션기업의 공동창조형 신제품 개발 과정 특

징을 요약하면 [표 5-6]과 같다. 

 

[표 ５-6] 한국 패션기업의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 특징 

 

 

 

 

차원 관리요인 특징 

패션  

산업 

불황의 장기화 
– 패션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패션기업이 

변화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꺼리고 있음 

R&D 인력부족 – 최소한의 조직구조에서 연구인력 부족 

패션  

기업 

폐쇄적 조직구조 

– 업체간의 협업이 중시되는 만큼, 

협력관계를 구축한 조직들이 외부 

조직이나 인력에 대해 높은 폐쇄성을 

지님 

상명하달식 조직구조 

– 최고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혁신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동의 없이 

변화에 대한 시도 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R&D에 대한 인식 부족 
– 오랜기간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R&D에 

대한 경영진의 소극적 태도 

소비자 

높은 IT활용 능력 
– MZ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IT활용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IT기술의 활용 능력이 더욱 높아짐 

 단일화된 소비패턴 
– 패션 트렌드를 중심으로 획일화된 

소비패턴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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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1.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역량이 강화된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

조되고, 기업 활동에 소비자 참여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협력자로서 기

업의 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패션기업들은 기업의 

다양한 활동에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공동창조를 

통한 가치 창출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패션 신제품 

개발보다는 소비자 서비스나 시스템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 수행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창조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활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하고, 실무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소비자 참여형 신제품 개발의 성공적 수행에 영향을 주

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한 후 성공적인 공동창조형 패션 NPD 수행 모델

을 제안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사례연구를 통해 패션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공동

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연구를 위해 기업이 소비자와 

협력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해 가는 활동을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이라 정의하였다.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는 열 개의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다섯 명의 전문가와 함께 최종 스레드리스, 아카매, 어웨이투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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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플러스, 아디다스 메이드 포, 휠라보레이션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선정된 소비자 참여형 패션 신제품 개발 사례들의 구조적 특징

을 다각도로 살펴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요인인 가치제안, 목표

고객, 핵심활동, 채널, 핵심파트너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였다.  

패션기업은 새롭고 혁신적인 패션 신제품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만

족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을 진행했다. 패션기업은 공동창조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유·

무형의 가치를 제안했다. 금전적 보상과 혁신적인 제품 이라는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몰입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공동창조를 통해 패션기업은 참여자들의 의견

을 수집하고 수렴하여 하나의 신제품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공동창조 과

정을 통해 그룹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패션기업들은 공동체 가

치 구현,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들의 자발적이고 적

극적인 참여를 제안하고 있으며, 집단의 창의성을 반영하며 보다 혁신적

인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패션기업의 공동창조 활동은 공통의 

관심사와 유사성을 지닌 특정 고객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공동창

작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혁신성을 지닌 패션 고관여층이였다. 특히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이 높

거나, 브랜드와 긴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충성도 높은 착장자일수

록 공동창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감과 유

대감이 형성된 참여자들에게 신제품 개발 과제는 경쟁의 대상이기 보다

는 공동의 목표가 되어 참여자들간의 협업을 이끌어냈다. 커뮤니티 안에

서 참여자들은 상호작용하며 함께 성공적으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협력했다. 공동창조의 주요활동은 크라우드소싱, 투표, 공동디자인, 후기

작성, 크라우드펀딩 이다. 공동창조는 단일 활동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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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활동으로 설계되어 소비자들의 관여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패션

기업들은 브랜드와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하

기 위한 전략 도구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했다. 소셜 미

디어 또는 가상 커뮤니티 공간에서 참여자들은 긴밀한 상호작용으로 관

계를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했다. 패션기업들은 참

여자들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집단의 창의성을 이끌어냈고, 최근

에는 집단의 창의성에 AI기술을 접목하는 새로운 공동창조 방법이 개발 

중이다. 패션 신제품의 공동창조 과정에는 특별한 경험과 기술을 지닌 

핵심 파트너가 있다. 공동창조를 통해 창의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패션기업은 고객뿐만 아니라 장인, 예술가들의 조력을 받고 있었으며 차

별화된 기능성을 추구하는 패션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지닌 공급업체와 

협력하였다. 공동창조의 활력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돕는 참여 촉

진자와 자원 투자자도 공동파트너로 패션기업의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하

고 있었다. 

연구문제 2를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모델을 제안

하고자 소비자와 함께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팀장급 이상의 

패션 브랜드 실무자 12명을 모집하여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심층

면접은 참여자들의 경험과 견해를 중심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된 질문으로 참여자들의 답변 유형에 따라 60분에서 90분 가량 진행되

었다. 평균 근무 연수가 19년인 면접 참여자들의 담당 업무는 경영 3명, 

기획과 디자인 부서는 각각 4명, 생산 부서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심층

면접의 결과는 전사되어 주제 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 된 후, 신뢰성

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중 검증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의 수행과정에 나타나

는 특징을 도출하였다. 패션기업은 공동창조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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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역량을 관리하고, 브랜드 파워와 매출 상승을 기대했다. 특히 성공적

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 신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공동창조 활동을 계획했다. 기업, 

프로젝트, 소비자 차원에서 다양한 성공촉진요인과 장애요인들이 나타났

다. 기업 차원에서 경영진의 공동창조 지원의지와 공동창조 리더십, 전

략적 인적자원 관리, 프로젝트 차원에서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 공동창

조 목표 설정, 외부자원 활용전략, 단계별 과업 설계, 고성과 참여시스템 

그리고 소비자 창조활동 지원도구가 기업 내부의 성공촉진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소비자 차원에서 참여자와 브랜드의 정서적 유대감과 밀접한 소

비자 커뮤니케이션이 기업 외부의 성공촉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공촉진요인들은 참여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게 되므로 패션기업은 

전략적으로 신제품 개발 과정을 설계하여 참여자들이 능동적 조작행위를 

통해 성취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반면, 폐쇄적이고 복잡

한 의사결정 구조의 기업 문화, 개발조직 내 저항과 공동창조와 관련된 

구성원 기술역량의 한계, 공동창조 플랫폼의 높은 운영비용과 같은 기업 

내부 요인이 공동창조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기업 외부 요인으로 공

동창조의 핵심역량인 참여자의 진정성 부재와 역량 한계, 그리고 참여자

원 풀의 부족이 도출되었다. 장애요인들은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

스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신제품의 품질과 성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공동창조형 패션 NPD프로세스의 특

유성이 기업, 소비자, 프로젝트 차원에서 도출되었다. 성공적인 신제품 

개발을 위해 공동창조로 인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수용성을 바탕으로 외

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민첩한 기업문

화 필요하다. 혁신과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는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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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성공요인 중 하나이다(Cooper & Kleinschmidt, 1995). 공동창조

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개방적인 기업문화가 중요했으며, 

또한 기업 외부 소비자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변화를 감지하고 신

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민첩성이(Chen & Siau, 2012)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NPD 프로세스 수행과정에서 강조되었다. 

그룹 유대감으로 결집된 소비자들이 공동창조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

다. 기업내부의 조직 구성원들이 중심이 되어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는 

패션 NPD 프로세스와 달리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는 소비자가 

신제품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신제품의 다양한 요소를 결정

해가는 활동이기 때문에(O’Hern & Rindfleisch, 2010) 공동창조에 참여

하는 소비자들 간의 관계는 공동창조결과의 결정요인이 된다(Priharsari 

et al., 2020). 공동의 관심사로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참여자들은 신제

품 개발 과제를 공동의 목표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결집하여 협업

하였다.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문화적 몰입과 집단 창작, 

그리고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이 창의적인 신제품 개발을 촉진시켰다. 문

화적 몰입감이란 특정 국가나 장소의 문화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문화적 몰입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렌즈를 가지게 된다(Velliaris & 

Coleman-George, 2016). 패션기업은 참여자들이 문화적 몰입감을 통해 

디자인 활동에 영감을 받아 혁신적인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젝

트를 설계하였다. 창작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집단 창

의성을 집단 구성원 간의 참신한 조합과 연결을 통한 결과로 규정하고 

그 잠재력에 주목했다(Amabile, 1996; Cooper, 2000). 패션기업들은 소

비자 집단의 창의성에 주목하여 공동창조를 통해 혁신적인 패션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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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고 있다. 공동창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자원

인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성과 결정요인이며 기업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패션기업들은 소셜미디어를 포함

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소비자들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

고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창조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소셜미디

어를 활용한 양방향 상호작용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었고 

공동창조의 효과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특히 모바일의 대중화로 인해 상

호작용은 더욱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참여자와 브랜드, 참여자와 참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참여 집중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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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 

 

 

본 연구를 통해 규명된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과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 모델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바

탕으로 성공적인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을 기업, 프로젝트, 

소비자 차원에서 [그림 6-1]과 같이 제안한다. 

 

 

 

 

 

 

 

 

 

[그림 ６-1]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 

패션기업이 공동창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

해서는 기업, 프로젝트, 소비자 차원에서 기업의 역량과 브랜드의 특징

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 공동창조에 대한 경영진

의 지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공동창조에 적합한 기업 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공동창조를 수행하는 조직은 최소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조

직관계로 빠르고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는 개방적인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하며 이러한 혁

신수용 문화는 공동창조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력

■ 단계별 과업 설계 
 

■ 고성과 참여시스템 
 

■ 소비자 창작활동 지원도구 

■ 전략적인 공동가치 제안 
 

■ 공동창작자 선정 전략 
 

■ 공동파트너 차별화 전략 

■ 경영진의 지원 
 

■ 민첩한 조직구조 
 

■ 혁신 수용문화 
 

■ 공동창조 리더십 
 

■ 공동창조형 조직구성 

 

 

■ 정서적 유대감 형성 
 

■ 자원 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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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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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게 된다 한다. 공동창조를 수행하는 조직은 리더의 공동창조 리

더십을 중심으로 공동창조 기술역량뿐만 아니라 공동창조에 대한 감정적 

몰입도를 지닌 인력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차원에서 패션기업은 전략적으로 공동가치를 제안하고, 공

동창조자를 선정하며, 차별화된 공동파트너 선정을 통해 공동창조의 성

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공동가치의 전략적 선정이란 브랜드의 본질

과 철학에 따른 차별화된 공동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목

표고객의 특성에 따른 공동창조 참여 혜택과 동기를 전략적으로 제시해

야 한다. 공동창작자는 신제품 개발의 목표나 동기 그리고 공동창조 활

동에서 공동창작자의 역할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정해야하며, 다양한 공

동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 차별화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공동창

조 프로젝트의 공동활동을 설계할 때 기업은 먼저 공동창조자들의 특징

과 역량에 따라 공동창조 과업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참여자들에게 다양

한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과정을 순차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또한, 참여 소비자들의 참여도와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

의 보상시스템을 구축해야하며, 소비자의 참여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공동창조 설명서와 템플릿을 제공해야 한다. 공동활동과 공동창작자의 

특징에 따라 기업은 디지털 소스, 디지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비자 창

작활동 지원도구를 제시해야 한다. 공동창작자들과 밀접성을 강화하기 

위해 패션기업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실시간 

양방향으로 소통해야 한다.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공동창작자들과 관

계를 형성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높은 개발비용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운영 비용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재무적 불안은 프로젝

트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내부 참여자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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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창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자원인 소비자 자원 

관리를 위해 패션기업은 먼저 공동창조에 참여한 소비자들과 공감가치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참여자 간의 결집을 높일 수 있도록 소

비자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브

랜드 터치포인트를 통해 소비자들과 긴밀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브랜드 터치포인트는 온라인으로 이

동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가상환경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브랜드와 

소통하고 있다. 자원관리를 통한 소비자들과의 관계 형성 및 강화는 참

여 인력 풀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제출 디자인의 수준을 높여

줄 것이다. 

 

본 항에서 서술한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을 요약하면 

[표 6-1]과 같다. 

 

[표 ６-1]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 

차원 관리요인 특징 

 패션기업 

경영진의 

공동창조 지원 

– 공동창조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과 지지  

민첩한 조직구조 
– 최소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조직 

관계로 빠르고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 

혁신 수용문화 
–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업 조직원들의 개방적 태도 

공동창조 리더십 
– 공동창조의 방향성 설정하고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리더십 

공동창조형 

조직구성 

– 공동창조 기술역량과 감정적 

몰입도에 따른 내부인력의 

적절한 구성 및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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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젝트 

co-

value 전략적인 

공동가치 제안 

– 차별화된 브랜드의 철학과 

본질에 따른 가치 제안  

– 공동창조 참여에 따른 혜택과 

동기의 전략적 제시  

co-

creator 
공동창작자 선정 

전략 
– 신제품 개발의 목표나 동기에 

따라 적절한 참여자 선정 

co-

activity 단계별 과업 설계 

– 참여 소비자의 특징과 역량에 

맞추어 과업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개발과정을 

순차적으로 설계 

고성과 

참여시스템 

– 공동가치와 소비자들의 

참여동기에 따른 다양한 

보상시스템 

소비자 창조활동 

지원도구 

– 고객의 참여 활동을 돕는 

공동창조 설명서와 디자인 

템플릿 제공  

co-

platform 

스프레더블 

미디어 활용 

– 소비자와 밀접성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실시간 상호작용  

공동플랫폼 

운영비용 형성 

– 높은 개발 비용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용 확보 

co-

partner 
공동파트너 

차별화 전략 

– 다양한 공동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신제품 전략 

소비자 

정서적 유대감 

형성 
– 공감가치를 통해 참여자들과 

정서적 유대감과 결집을 높임 

자원 풀 강화 
–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공동창조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제출 디자인 수의 확보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 다양한 브랜드 터치 포인트를 

통해 소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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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참여를 통한 개방형 혁신이 신제품 개발에 혁신적인 성과를 

가져 온 많은 사례들과 연구를 통해 공동창조의 중요성과 가능성은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디자인의 독창성과 차별성이 브랜드의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패션산업에서 공동창조를 통한 신제품 개발

에 관한 연구는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기술의 발달로 

변화 된 시장환경 속에서 고객이라는 무한한 외부자원을 활용한 성공적

인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 참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사

례를 분석하여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이해를 높이고, 비즈니스 모델을의 구성요소별 특징을 도출하며 공동창

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규명하였다. 또한 패션기업에서 

고객과 함께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

을 통해 소비자와 함께 성공적으로 패션 신제품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참여도와 자발성을 

높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상

호작용 요인을 제안하였고, 공동창조의 성과가 패션 NPD 프로세스의 성

공적인 수행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패션 NPD 프로세스

에 집중하여 다양한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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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패션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패션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기업 내·외부 관계자들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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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소

비자들의 변화된 역할과 역량을 반영한 패션 NPD 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패션 신제품 개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신제품을 빠

르게 시장에 전달 할 수 있는 NPD 프로세스의 속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자원으로서 소비자가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여 

기업 내부의 직원들과 협업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혁신 방법

론에 집중하여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본 연구는 패션 NPD 프로세스의 단계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 NPD 프로세스 단계별로 나타나는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들에 집

중하여 공동창조형 패션 NPD 프로세스 모델을 규명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패션 NPD 프로세스의 속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

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부자원으로써 소비자의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패션 신제품 개발 아이디어가 신제품 개발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영향

을 주는 경로를 확인하고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기업의 가치창출 시스템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소비자의 역량과 역할에 

집중하였고(Bendapudi & Leone, 2003; Firat & Venkatesh, 1995; 

Prahalad & Ramaswamy, 2000),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창조의 성과 결정

요인으로 참여자 개인의 역량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Füller et 

al., 2009; McKeen & Guimaraes, 1997; Priharsari et al., 2020; 구혜경, 

나종연 , 2012a; 남기영 등, 2016).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플랫

폼들로 인해 소비자들간의 상호작용이 방식이 변하였고, 이로 인해 공동

창조 프로세스 모델에 그룹 유대감,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구성요인

들을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공동창조 과정에서 인터넷 기반

의 스프레더블 미디어를 활용한 상호작용이 참여자들 간의 정서적 유대

감을 형성하고 강화하여 집단 창작으로 이어지며, 이는 개인의 역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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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변화된 기술 환경 속에서는 소비자 개인의 역량보다는 참여자들

간의 연대와 신뢰 관계 형성이 신제품 개발 성과에 더욱 효과적으로 작

용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학 분야에서 연구해 온 공동창조를 패션 신제품 개발

에 적용하여 패션 신제품 과정의 특유성을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패

션 신제품 개발전략에 대한 후속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

구는 경영학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론을 활용하여 공동창조형 패

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규명하고, 성공적인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수준에서 관찰되던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을 패션기업 수준에서 탐색하여 좀 더 거시적인 

수준에서 공동창조를 통한 성공적인 패션 신제품 개발 수행 과정에 영향

을 주는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도출하여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한국 패션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

해 한국 패션산업 시스템의 고유성을 밝혔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측면

에서 기업경영과 조직관리 연구의 구조를 한국 패션기업의 팀장급 이상 

실무자들의 심층면접에 적용하여 한국 패션산업과 패션기업의 특유성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공동창조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

한 패션기업을 모집하고, 실무자들의 경험을 수집함으로써 공동창조가 

패션신제품 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성공적인 공동창조 수행에 영향을 주

는 한국 패션기업 환경의 특유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다양한 패션 

신제품 개발 상황에 따른 한국 패션기업의 환경조건의 발견에 기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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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역량이 강화된 소비자의 자원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

로 소비자 자원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공동창조를 통

한 소비자 자원의 활용 전략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패션 NPD 프로세스

는 길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패션 신제품 개발에 참여하

는 인원을 기업 내부의 인력과 기업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 업체

로 제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모

델을 제안함으로써 패션기업 다양한 외부자원 활용 방향과 전략을 수립

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한 소비

자들간의 변화된 상호작용 방식과 소비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기업들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 전략과 계획

을 설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브랜드의 특징과 공동창조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공동창

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패션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공동창조형 패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구조적 특징을 밝혔다. 연구결과는 패션 기업들

이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와 목표 소비자들의 특징에 따른 적절한 공동창

조 방식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동창조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한국 패션기업 실무진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해 

낸 다양한 영향요인은 한국 패션산업환경에 따른 패션 신제품 개발 전략

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패션기업의 공동창조 과정에 문화 콘텐츠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동창조 활동에 참여하는 고

객들은 기업의 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자발성과 적극성이 활성화되며, 문

화적 몰입감과 같은 촉진 전략에 의해 소비자의 창의성이 향상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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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기업의 공동창조 활동에 소비

자 참여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소비자 창작활동 

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보편

화와 뉴미디어의 확대에 따른 ICT 환경에서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

티의 효용성을 제시했다. 따라서 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패션기업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며 소비자들과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기

업 활동에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구축이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패션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다양한 

공동창조 방식을 분석하여 패션기업이 브랜드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공

동창조 방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

국 패션기업의 패션 신제품 개발 환경을 고찰하여 도출한 성공적인 개방

형 혁신의 특징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패션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한

국 패션기업들에게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글로

벌 경쟁의 심화와 산업의 성숙으로 인해 더욱 과열되고 있는 패션시장에

서 소비자 참여를 통한 개방형 혁신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패션기업, 특

히 한국 패션산업환경에 유용한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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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공동창조를 통해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패션기업을 대상

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접근법이 발견적이다. 가급적 객관적인 의견 

수집을 위해 뉴스 기사와 기업 레포트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와 함께 소

비자와 함께 패션 신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 패션 브랜드의 팀장 이

상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가자 모집 시에

도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기업과 기능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

를 모집하였으나 연구 참여 대상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본 연구에 참

여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스포츠, 

캐주얼, 아웃도어, 여성복, 신발 복종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참여하였

고, 담당 업무는 경영, 기획, 디자인, 생산이였다. 따라서 남성복와 아동

복의 실무진들과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실

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에서 강조되어 온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외부 환경요

인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답변을 중심으로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면접이 진행되

어 기업 외부요인보다 기업 내부요인에 집중하여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향후 공동창조를 통한 패션 신제품 개발 과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요인을 밝혀낼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 도출된 성공적인 공동창조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을 통해 패

션 신제품을 개발 과정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개방형 혁신이 패션산업

에서 강력한 혁신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공동창조의 주요 관계자인 

기업과 소비자의 특징을 고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동창조의 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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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객의 심리적 특성을 포괄하는 

개인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패션 신제품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어 고객의 참여 

전략을 살펴보았다. 마케팅적 관점에서 소비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제품의 기능과 품질, 서비스의 편익의 차원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황정인, 박재옥, 2013). 패션 브랜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도 

역량이 강화된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다 다양한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에 소비

자 참여를 통한 공동창조의 과정과 특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후 패션기업의 성장 전략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소비자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장기

적인 패션기업의 성장과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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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연구문제 1 공동창조 개발 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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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스레드리스, https://www.threadl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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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kam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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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shi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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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ve 

allowed consumers to use information in new ways. Consumers with 

enhanced capabilities desire to play a great role in the process of 

corporate value creation through their use of information and are 

forming power as influencers and prosumers. In the past, consumers 

were merely buyers and users; but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environment and a shift in perception, they have become 

co-creators and users of product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se 

consumers in the process of new product development not only 

enhances the likelihood of the success of new products through 

creative ideas and evaluations but also increases their market 

acceptance. 

New product development (NPD) is a key activity in the fashion 

industry, and increasing the frequency and freshness of fashion 

collections is a decisive factor in the growth and survival of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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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es. Fashion brands have pursued fashion NPD process 

strategies that can reduce lead time to reflect the latest trends and 

respond quickly to consumers' demands. In the field of clothing and 

textiles, studies are being conducted on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through consumer co-creation. However, as most research 

only focuses on reflecting consumers’ needs, studies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success of new product development through 

consumer co-creation in which consumers participate as co-creators 

are insufficient. Specifically, although 4.0 industrial technology has 

made many changes to the fashion industry, sufficient research has 

not been performed on the impact of technological advances on the 

development of new fashion products. This study proposes a strategy 

for developing new fashion products through consumer co-creation.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 new co-creative fashion 

product development process model through case analysis and 

presents this model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To respond to Research Question 1,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NPD 

process through the co-creation conducted by fashion companies. The 

fashion NPD process through co-creation was defined as activities 

through which companies develop new products in cooperation with 

consumers. Ten cases that meet the operational definition were 

selected, and Threadless, Akamae, Awaytomars, Nike Plus, AM4, and 

Filaboration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case study. To 

examin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elected successful co-

creative fashion NPD cases from various angles, the cases were 

analyzed focusing on value propositions, customer segments, key 

activities, channels, and key partners, which are componen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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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model. 

The analysis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the clear selection of 

co-value and co-creator at the planning level of the fashion NPD 

process, the formation of appropriate co-activities according to the 

co-creator in the development level, and the use of various co-

platforms in all stages of the fashion NPD process increased their 

likelihood of success. Rather tha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co-creation, co-partners increased the sustainability of co-creation 

activities and strengthened the differentiation of new products.  

In the early stages of the fashion NPD process, the co-value and 

co-creator which should strategically select goals differed depending 

on the new product design selection method. The design selection of 

co-crea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a consumer-led and company-

led methods. In the case of co-creation in which designs are selected 

by consumers, tangible and intangible values were presented at the 

same time. Corporate co-creation activities are gradually expanding 

online, and online platforms are being used to increase the frequency 

and utilization of consumers' participation. Different types of co-

partners appeared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co-creation strategies, 

but they shared strategies through which designs were inspired by 

consumers' creative activities. In today's highly competitive market, 

many companies are using new resources to achieve profitability and 

gain new growth engines. Co-creation is one such resource that has 

been emphasized in various studies and has been confirmed once again 

through this case study. 

To propose a co-creative fashion NPD model to respond to 

Research Question 2, 12 fashion brand practitioners above the team-

leader level who have experience in developing new fash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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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onsumers were recruited and participated in one-on-one in-

depth interviews. The in-depth interviews included semi-structured 

questions that centered on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and views, 

and lasted 60-to-90 minutes depending on the participants’ respons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motivation and performance of 

fashion companies' co-creation activities, stimulators, impediments, 

and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derived in the process of 

fashion companies' co-creation of fashion NPD processes. 

The results showed that fashion companies develop new products 

through consumer co-creation to manage their identity and 

organizational capability, increase brand power and revenue, and 

improve product quality. Various stimulating and impeding factors 

appeared at the company, project, and consumer level. The stimulating 

and impeding factors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co-creation were 

found to affect the quality and performance of new products as well as 

the speed of the fashion NPD process. In particular, since stimulating 

factors increase consumers’ interest and participation, fashion 

companies should strategically design the NPD process so that 

participants can feel the fun of achievement through active 

manipulation. In addition, the method and strategy of co-creation were 

chang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cal environmental 

factors and market environmental factors. The digitization of design 

resources helped facilitate consumers’ creative activities, and close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nts were formed through interactions 

using various social media. 

This study proposed various interaction factors with a focus on 

developing innovative and creative new products by increasing 

consumers’ participation and spontaneity. This study derived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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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of the changed interaction method and co-creation 

business model between consumers due to the development of online 

platforms. In addi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of new 

co-creative fashion products was enhanced by exploring factors that 

influence the process through which new fashion products are 

developed through joint creation. This not on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research on new fashion product strategi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co-creation method, which has been studied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but also provided basic data for 

subsequent research.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co-creation 

derived in this study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that 

want to develop new fashion products and can present useful data for 

establishing strategies tailored to a company's situation and brand 

characteris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fashion companies that are facing issues due to intensifying global 

competition and the maturity of the industry. 

 

Keywords : Consumer Co-creation, Open Innovation, Fashion New 

Product Development, Fashion New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Fashion New Product Develop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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