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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GSN�
서비스소개



미래를정확히예측하고
오늘의비즈니스결정을지원하는
서비스
1998년 영국 런던에 설립, 소비자 분석부터, 디자인 개발, 그리고 유통과
마케팅제안까지활용가능한비즈니스필수도구입니다.

250명+ 전문가들이 세계 21개국에서 분석한 글로벌&로컬 분석 자료는
회원사 분들의 트렌드와 비즈니스 업무에 잘못된 판단으로 놓치게 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며 앞으로의 히트상품을 누구보다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시즌판매율에서바로확인하실수있도록지원합니다.

현재 전세계 약 3만명+ 이용자가 WGSN을 신뢰하고 있으며 약 350+
회원사에서이용하고있습니다.주요클라이언트는아래와같습니다.

• 패션 :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섬, 삼성패션, LF패션, 대현, FNF, 코오롱,
바바패션,시선인터내셔날,세정, 형지, 신원, 지오다노등

• 뷰티 : 로레알,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조말론,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코스맥스,인터코스등

• 라이프스타일&인테리어 : ZARA HOME, IKEA, KOHLER,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현대자동차, LG하우시스,모던하우스,퍼시스등

• 푸드 & 드링크 : 네슬레, 유니레버, 힐튼, 코카콜라, 펩시, 조선호텔,
스타벅스코리아, CJ제일제당,삼성전자등



Some of Our Clients



에서는
WGSN을

어떻게활용할수
있을까요?

홍익대학교



새로운소비자,기술의변화,
COVID-19같은전례없는변화가
시장과소비자의사고방식을바꾸고있습니다.

오래된교재,미디어대신
실시간으로어디에서나볼수있는
최신패션트렌드자료는없을까요?

정보를제공받고,
학생을교육하고,
연구를추진하세요.

Problem: Solution:

WGSN의글로벌전문가들을통해
실시간으로업데이트되는
소비자,라이프스타일,패션트렌드



Problem: Solution:

WGSN에서는전세계의패션&디자인기업과
서울대,�홍익대, FIT,�Marangoni,�Esmod등

TOP�교육기관에서사용하는자료를
100% 한글로제공받을수있습니다.

학생들이우수한포트폴리오를제작하고,
실무경험을쌓을수있도록

학생들에게더나은
미래를만들어주세요.

학생과교수진은
신뢰할수있는마켓인텔리전스가필요합니다.

글로벌패션기업과
전세계TOP디자인대학교는
어떤정보를활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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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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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앙도서관로그인

2.전자정보->국외Web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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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술DB�중 ‘WGSN’검색

4.클릭시https://www.wgsn.com/accounts/edu/으로
접속하여ID생성

https://www.wgsn.com/accounts/edu/new_user
https://www.wgsn.com/accounts/edu/new_user
https://www.wgsn.com/account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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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GSN은학교의자산으로교내에서사용하실수있도록IP가제한되어있습니다.
학교내전산망을통하여https://www.wgsn.com/accounts/edu/으로접속할경우에만신규계정이생성됩니다.

https://www.wgsn.com/account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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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GSN은귀사의자산으로교내에서사용하실수있도록IP가제한되어있습니다.
학교내전산망을통하여https://www.wgsn.com/accounts/edu/으로접속하여신규계정을생성합니다.

6.학교이메일주소입력

7.학교이메일주소로패스워드세팅메일이자동발송됨

https://www.wgsn.com/account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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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학교이메일주소입력

9.계속하기클릭

계속하기버튼클릭시에도
다음페이지로넘어가지않을경우
빨간밑줄부분삭제후계속하기재클릭

8. https://www.wgsn.com/으로접속하여로그인을시도합니다.

https://www.wg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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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catholic.ac.kr

10.�비밀번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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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이용하기



신제품개발,
카테고리운영,
브랜드운영

혁신/인사이트,
신제품개발&패키징,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카테고리운영,
리테일바잉

사업전략,
리테일&마케팅기획,
크리에이티브기획

크리에이티브기획,
경험디자인,
패키징디자인,
카테고리바잉

MindsetLifestyle & 
Interiors

Beauty

소비자인사이트,�
리테일전략,�
마케팅

Food & 
Drink

Insight Fashion

크리에이티브기획,
디자인,

카테고리바잉

홍익대학교
열람가능카테고리

홍익대학교
열람가능카테고리



Main tools



WGSN�구독서비스의메인화면입니다.왼쪽상단에서카테고리를선택할수있습니다.



모든카테고리의우측상단에서는문의,도움말,언어설정,북마크,전체검색기능이있습니다.개인설정에서뉴스레터를선택하여새로운
업데이트소식을받아보세요.



뉴스레터수신빈도와언어를선택할수있습니다.



메인페이지최상단에는추천리포트와한국어유저들이가장많이클릭한주요리포트가있습니다.



그하단에는최근발간된리포트중주목할만한리포트와최신리포트를바로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
WGSN�Insight 둘러보기>를클릭하시면전체리포트를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



최하단에는최근조회한리포트를빠르게바로가기할수있으며,팀소개에서는전문가프로필을확인할수있습니다.



각리포트내부에서활용하실수있는버튼기능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왼쪽상단의메뉴클릭시리포트내부목차확인과이동이가능합니다.다운로드버튼을통해각리포트를PDF로저장할수있습니다.



리포트내의이미지를클릭하면,출처와같은이미지정보와함께확대및다운로드가가능합니다.WGSN의모든이미지는내부자료,고객사
제안서를만드는등비영리목적으로자유롭게사용할수있으니내부검토및보고용도로유용하게활용하세요.



Insight



인사이트의구성카테고리는
1) 현주요이슈인 ‘코로나 19’에서는관련한대응자료
2) 소비자를나이별로나눈 ‘세대’ 3) 미래의전망을예측하는 ‘미래전략’
4) 현재가장이슈인트렌드컨텐츠를카테고리별로세분화해보여주는 ‘트렌드’
5) 담당하는업무에따라활용하기좋은 ‘리테일’및 ‘마케팅’소셜미디어이슈만몰아보는 ‘소셜미디어’로구성됩니다.



먼저세대별분석항목은사회적분류기준에따른세대별로나누어리포트를확인할수있습니다.

알파세대 : 2011년이후출생한영유아세대
Z세대 : 90년대중반~2000년대초반출생한젊은세대로,디지털네이티브(디지털원주민)의특징을지님
밀레니엄세대 : 80년대초반~2000년대초반출생한세대로,글로벌금융위기및고용감소를겪었지만현재경제활동이왕성한세대
X세대 : 60년대와70년대베이비붐세대이후에태어난세대
베이비부머세대 : 2차세계대전(46년)에서64년사이에출생률이급격히증가된시기에태어난중노년세대



미래전략의＇매크로트렌드’에서는WGSN의미래예측의토대가되는핵심자료를확인할수있습니다.



미래전략카테고리에서는2021년, 2022년도처럼연도별로나누어미래혁신및트렌드비전을확인할수있는 ‘매크로트렌드’및
소비자의마인드를심화해서분석한자료를확인할수있는 ‘소비자트렌드전망’을다룹니다.



트렌드카테고리에서는뷰티 /컬처&미디어 /패션 /럭셔리 /지속가능성과같은주요분야별인사이트를확인할수있어
본인이속한업계뿐만아니라다양한분야의아이디어를얻을수있습니다.



리테일카테고리에서는유통과관련한리테일매장,�옴니채널,�재고등비즈니스전략뿐아니라시장조사를위한글로벌신규오픈매장의
디자인,�정보및리뷰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



마케팅카테고리에서는마케팅의다양한영역(컨텐츠마케팅,온오프믹스,브랜드&커뮤니케이션등)에서참고하실만한
브랜드이벤트 /광고캠페인 /컨퍼런스 /커뮤니케이션전략자료를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



빠르게생겨나고없어지는수많은소셜미디어의주요업데이트는아무리부지런해도모두챙겨보기는어렵습니다.
주요이슈만뽑아분석한리포트를 ‘소셜미디어’카테고리에서편리하게확인하여업무시간을단축하세요.



Lifestyle & Inter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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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타일&인테리어카테고리의메인페이지입니다.
‘인사이트’카테고리처럼다른카테고리에서결합하여구독하시면시너지효과가날수있는카테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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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Interiors미래전략

빅아이디어

매크로예측
소비자예측

제품예측

디자인의미래

CMF 인테리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침실 & 욕실
장식품

가구 & 조명

포장

상업 & 공공 공간

부엌 & 다이닝

이벤트

문구

텍스타일

벽지 & 바닥재

리테일

비즈니스전략

바잉
박람회 & 전시회

VMD

이미지
라이브러리

Color

Materials
Print�&�Pattern

Sustainability

라이프스타일기술

소비자라이프스타일

DIY
정원 & 야외

건강 & 웰니스

반려동물

이동수단 & 모빌리티

실시간
피드

라이프스타일&인테리어의세부카테고리입니다.리포트(웨비나,팟캐스트포함), 실시간피드, 1천만장이상의이미지가포함된
라이브러리,디자인자료의형태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디자인
자료

WGSN Lifestyle & Interiors 카테고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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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trategies�->�Contents�Calendar를통해발간되는리포트의종류,시즌, 카테고리를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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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캘린더에서는시즌별리포트 /박람회&전시회일정 /전체카테고리별컨텐츠발간주기를확인할수있습니다.



새로운 L�&�I�콘텐츠타임라인

41

2�년

41

3�~�6�개월

Ones�to�Watch
파괴자,�혁신가,�영향력있는사람,
브랜드등특정영역을뒤흔드는

주목할만한컬렉션

Trade�Shows
주요글로벌박람회의최신트렌드,�

테마,�혁신,�브랜드

12-18�개월

Key�Trends
라이프스타일과인테리어의주요제품을
소개하고이들이카테고리전체에서신제품

개발에미치는영향분석

Retail�&�VM�
Analysis

트렌드가작업현장과VM에서어떻게
구체화되는지분석하여카테고리및
지역,�전략,�글로벌창및매장내제품

보고서별로정보를제공

Big�Ideas
미래동인과미래혁신리포트중
L&I에영향을미칠주요아이디어들

Personas
주력미래소비자프로필에서추출한
L�&�I�소비자페르소나와이들이
요구하는제품및서비스

Forecasts
미래의컬러,�제품,�이벤트를미리

대비하기위한예측

L&I�Feed
라이프스타일과인테리어모두에대
한최신트렌드알림을다루는전세계

실시간최신자료

최대5년

Intelligence
라이프스타일및인테리어산
업과제품에중대한영향을
미칠이슈,아이디어,테마를
색상,디자인,문화의
측면에서조사

Future�of…
문화,�사회및공간에영향을
미치는거시적동인과이러한
변화가L�&�I에의미하는바를
바탕으로장기적인10�년전

망구축

Trend�Curve
데이터기반보고서추세움직임을추적,�분석
및해석하여신상품개발및구매결정을검증

5�~�10�년

Design�Futures
미래의디자인과라이프스타
일에초점을맞춘장기간의

컨셉트보고서

6-12�개월

Buyers’�Briefings
모든주요인테리어제품카테고리
를포괄하는데이터기반및전시회
정보를바탕으로시즌보다6�~�12�
개월앞서무엇을언제구입해야하
는지에대한인텔리전스

Retail�&�
Business�
Strategy

라이프스타일및인테리어산
업에중대한영향을미칠
떠오르는리테일,과제
비즈니스트렌드분석

Lifestyle�Trends
소비자라이프스타일트렌드,�소비자행동과

제품우선순위를결합하여분석

CMF�Trends
새로운색상,�소재및마감제품및공간디자인

전반의트렌드

Experience�Design
경험,�소비자,�라이프스타일및디자인을연결

하는광범위한트렌드보고서

Online�
Merchandising

이커머스와온라인MD�트렌드에
중점을두는전략

L�&�I에새로도입되었지만다른
카테고리에는있었던보고서

L�&�I와관련된새로운콘텐츠
유형보고서 기존에서유지되는리포트

확장된리포트

Press�Previews
시즌별브랜드출시및언론미리보기

Sustainability
무역박람회및구매자브리핑에서인텔리전스
및전략또는디자인에이르기까지모든

분야에서가장중요해질것
발간되는리포트의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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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Strategies�의 Macro�Forecast에서미래소비자와업계의빅아이디어를먼저리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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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별3가지의트렌드컨셉이라이프스타일&인테리어전반,프린트&패턴,컬러, 키친, 키즈, 베딩등각기다른분야별트렌드
컨셉리포트가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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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필요한리포트를선택하여활용해보세요.리포트아이콘클릭시,최신컨텐츠를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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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yle�& Interiors�피드에서는실시간으로업데이트되는트렌드를주요해시태그와함께빠르고컴팩트하게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
해시태그또한전문가들이직접트렌드를반영해제작한키워드로이를SNS운영에활용하기에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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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라이브러리에서는필터에따라필요한자료를선택하실수있으며,모든이미지는원본으로업데이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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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카테고리선택시전세계온/오프라인리테일매장의제품과VMD를확인할수있습니다.



48

오리지널CAD와 Print&Graphic 자료의상업용도로사용하실수있는저작권이포함됩니다.오리지널이미지는편집가능한파일로
제공되어사이즈나컬러를변경하여바로제품으로출시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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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시,이미지의정보열람및부가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WGSN의모든이미지는내부자료,고객사제안서를만드는경우등비영리
목적으로자유롭게사용할수있습니다.

크게보기
정보
확대&자르기
사이트내저장
다운로드
인쇄
보내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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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Resource 카테고리에서는업무에실질적인도움을주는디자인리소스와컬러,소재, 패키징,프린트&패턴관련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컬러라이브러리 : 컬러시스템코드를확인할수있는자료실
오리지널아트워크 : 로얄티프리의수정사용가능한WGSN의자체제작
프린트 &그래픽
디자인컴포넌츠 : 바로사용가능한CAD 디자인, Brush & Fills , 
Embellishments & Trim 파일자료
컬러플레이 : 나만의컬러팔레트를만들고저장할수있는작업공간
프린트&그래픽디렉토리 : 최신프린트 &그래픽리포트모음



City b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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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워진City�by�City는 WGSN구독회원이라면누구나이용할수있습니다.도시별최신분석자료를가이드자료로제공합니다.
최근에는국가간이동이더욱제한된만큼실용성이높은자료입니다.



Our�report�types

보고서는핵심도시의가상가이드, 최신핫스팟, 글로벌예술및문화
분야에서최고를강조하는영감보고서까지제공합니다.

CoreCities Hotspots Inspiration City�by�CityFeed

매월 매월 시즌별 매일

글로벌트렌드 글로벌트렌드 글로벌트렌드 글로벌트렌드

꼭봐야할라이프스타일
트렌드,�최신핫스팟,�

떠오르는로컬브랜드,�
혁신,�인플루언서와
문화를다룹니다.

전시회, 문화등
새로운영감을

위해
꼭보아야하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Covid19이후의
전략에서부터떠오르는

팝업까지새로운혁신을
다룹니다.

비디오,�Q�&�A�및핵심
인사이트를통해주요

도시를심층분석하고
소비자의감정을파악할수
있는필수항목을
소개합니다.

영감을주는리서치를
위해

떠오르는도시를
다루는가이드입니다.

트렌드와
관련된

예술및문화,
글로벌

트렌드를위한
새로운
목적지를

소개합니다.

전세계의최신도시소식을
온라인으로만나보세요.

3

트렌드를 발굴하고,

로컬 브랜드를 발견합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나보세요.

Core�cities에서는메인주요도시, Hotspots에서는글로벌도시가월간으로업데이트됩니다. Inspiration은시즌별로,글로벌
도시들에서볼만한전시회,문화등이담겨있습니다. City�by�City Feed에서는실시간글로벌트렌드를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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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바이시티피드에서는실시간으로업데이트되는트렌드를주요해시태그와함께빠르고컴팩트하게확인해보실수있습니다.해시태그
또한전문가들이직접트렌드를반영해제작한키워드로이를SNS운영에활용하기에유용합니다.



Thank you
이용관련문의는WGSN�Korea

02)2055-3540혹은
카카오톡상담하기로연락주세요.

플러스친구추가 채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