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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의 트렌드에 따라 신제품 개발
주기는 더욱 짧아지고 있다. LF는 신제품 개발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고객과 시장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를 내부에서 원활히 공유할 수 있으며, 디자인
데이터를 포함한 회사의 지적재산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PLM 솔루션인 마이컬렉션을 도입 후 시장 반응성을 이전보다
향상시켰다. 또한, 브랜드별 컨셉에 기반한 시즌별 라이브러리를

솔루션
LF는 다쏘시스템의 패션 및 소비재 산업 특화 PLM(제품
수명주기 관리) 솔루션인 3D익스피리언스 ‘마이컬렉션(My
Collection)’ 도입을 통해 실시간 협업 지원, 개발 프로세스
관리, 디자인 데이터 관리 등의 역량을 증진할 수 있었다.

통해 팀원 간 원자재 및 색상 등 디자인에 필수적인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디자이너들이 시즌별 컨셉에
맞는 디자인을 보다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쏘시스템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마이컬렉션은 Adobe Illustrator와의
높은 호환성 제공함으로써 디자이너가 평소와 같이 자연스러운

혜택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모든 작업 정보들이 라이브러리에

LF는 일러스트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되어 회사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보안 및 데이터 손실

구축하였다. 또한 Adobe Illustrator에서 작업한 내용을 기반으로

방지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켰다. 이와 같은 효율적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한 생산 업체와의 제조의뢰서 교환 등을 통해 보다

관리는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향상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효과적인 생산 환경을 구축하였다.

주기 및 시장 반응 시간을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협업으로 가능해진 빠른 의사 결정
제품 디자인 시에는 스타일이나 원단, 원가, 출시 시기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다쏘시스템의 패션 PLM

LF,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 기업

솔루션인 마이컬렉션(My Collection) 도입 후 스타일 디자이너,

LF는 1953년에 설립된 이후로 지난 60년 동안 한국의 패션

원단 디자이너, 테크니컬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단

산업을 이끌어왔다. 설립 이후 다양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하나의 데이터 소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었다.

고루 아우르기 위해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대해왔다. LF(Life in

또한, BOM (Bills of Materials)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계속

Future)라는 기업명과 같이 브랜드를 통해 고객의 삶의 질을

업데이트 됨에 따라 각 브랜드별 상품기획팀장 및 디자인실장

향상한다는 것을 회사의 미션으로 삼는 것과 동시에 10대 글로벌

등 관리자와 기획바이어 및 디자이너 등 실무자들이 실시간으로

생활문화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회사의 비전 아래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LF는 Hazzys, Maestro, Towngent

트렌드가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패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3DEXPERIENCE 플랫폼의 도입
이후, LF는 더욱 다양한 원단과
넓은 범위의 디자인 디테일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시장
트렌드가 반영된 신제품을 보다 빠르게
생산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경험이
가능해졌다.”

역량 중 하나는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다. LF는

— LF 박종삼 실장

등의 자체 브랜드와 Lafuma와 Allegri 같은 라이센스 브랜드를
비롯하여 34개 이상의 브랜드를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브랜드를 제안하고
있다.

시장 반응성 및 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다쏘시스템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기반 패션 산업 특화

PLM 화면을 통해 원부자재 및 원가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즉각적이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지원하며 협업의 효율성이
강화되었다.
LF는 MDP(자체 개발 Merchandise Planning System)
업그레이드 및 다쏘시스템 PLM의 도입으로 상품기획 단계부터
매장 출시까지 기존 5-6개월에서 45-60일 정도로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해당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과 동기화되어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상품을 판단하고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표준화를 통해 증진된 고객 구매 경험
고객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옷을 직접
착용해 본 후에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온라인 가상
스토어에서는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객은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할 때 제품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어울릴지 가늠한 후 구매 결정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이와 같은 온라인 가상 스토어 환경에서는 표준화된 제품을 통해
소비자가 옷을 직접 입어 본 것과 같은 수준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 기반 패션
PLM 솔루션인 마이컬렉션( My Collection )은 사이즈와 원단을
포함한 제품의 세부사항을 표준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온라인
가상 스토어 상에서 고객 구매 경험을 이전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인사이트 획득
LF는 미래의 제품군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러한 LF의
노력은 다쏘시스템의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현실로 실현될 것이라 기대한다. 다쏘시스템의 우수한 3D
시뮬레이션 기능은 제품을 회전시키거나 내부를 들여보는 등
고객이 직접 매장을 방문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온라인상 고객
경험을 확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LF:한국에 거점을 두고 남성복과 여성복을 제조, 유통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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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11개의 자체 브랜드 (Maestro, Hazzys, Towngent
등), 다수의 국내 상표권 보유 브랜드(Lafuma, Allegri, Jill
Stuart New York, Vanessa Bruno 등), 1개의 라이센스
브랜드 (DAKS), 수입 브랜드(Max Mara, Isabel Marant,
Vince, Joseph 등)
본사: 대한민국, 서울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www.lfcorp.com

다쏘시스템 3D익스피리언스 ® 플랫폼은 12개
산업군에 특화된 인더스트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3D익스피리언스® 회사인 다쏘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세계를 비즈니스와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전세계를
선도하는 다쏘시스템의 솔루션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 및 서비스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다쏘시스템의 협업 솔루션은 현실세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세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사회적 혁신을 촉진합니다.
다쏘시스템은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다양한 산업계의 210,000
이상의 고객사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3ds.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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