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Social Influencer 소셜 인플루언서
패션과 SNS는 트랜드를 양산하고 그것을 퍼뜨리기에 최적화된
포맷이라는 점 에서 땔래야 땔수 없는 관계이다. 예를 들어 일본
보그 편집장 안나델로루쏘 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본인이
참여한 컬렉션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올려 홍보해 주고 알려준다.
(Instagram ID. Anna_dello_russo) 이와 같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는 패션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브랜드 등이 파워 인스타그래머
등과 연계한 홍보가 매우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버버리는
데이비드베컴 아들 브루클린 베컴을 사진작가 로 고용해 애플과
손잡고 홍보를 하여 엄청난 파급효과를 얻었다.) 미국의 유력
패션지들 은 미국의 파워 인스타그래머인 키아라페라리, 니콜 완
들을 다루며 이들이 얼 마만큼 패션계에서 영향력이 있는지를
다루기도하였다. (Instagram ID, chiaraferragni, ID.
garypeppergirl) 또한 지난달 밀란패션 위크에서 "돌체앤가바
나"는 유래없이 패션쇼 피날레에 "Song of Style(Instagram ID.
Songofstyle) : 한국계 캐나디안 을 비롯 약 100여명의

영향력있는 소셜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상을 입혀
내보내거나 Gentle Monster & Song of style의 콜라보 등을
진행하 였다. 앞서 언급한 파워 인스타그래머 들은 파리나 뉴욕
혹은 밀라노에서 컬렉 션에 참석하고 패션셀럽들과 연계하여
파워 인스타그래머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온더리스트는 2017년 뉴욕, 파리, 밀란, 런던, 에서의
패셔니스타를 바탕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모바일 시대 즉, SNS를 통한 글로벌 셀러브러티 (소셜인플루언서)
를 육성하게 된다.
Ex. Dolce & Gabbana Show, Gentle Monster & Song of style

온더리스트는 지난 20년간의 글로벌 패션네트워킹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3인의 멤버(Lovely, Sexy,
Boysh)들을 명실공히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특히 아시아
마켓을 겨냥하여 그 시너지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패션라이프스타일을 위주로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구축하여 샤넬, 디올, 구찌 등의 글로벌 브랜드의 파리컬렉션 에
참여시킴으로 세계적인 셀럽인 칼라거펠트, 안나델로루소 등과
같은 파워 인플루언서들과 연계하여 온더리스트의 멤버들을
세계적으로 알림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워너비 셀럽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당사의 멤버들이 패션 셀럽이 되며 세계적인 셀럽과
연계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코스메틱브랜드와의 콜라보. 각종
행사 및 광고 출연 케이블 티브이 등의 라이프스타일 셀러브러티
패션 잡지 및 F&B (식음료부문) 스타등극 마치 쉐프들이 스타로
발돋음하듯..... 자체 쇼핑몰 구축 및 자제 브랜드 런칭 등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카피캣이 가능한 (몸은 하나이나.. SNS 등을 통한)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섹스앤더시티" 같은 형태의 각각의 팀원들은 노래하지
않는 걸그룹과도 같은 신드롬을 일으킬 셀럽마켓팅이다.

ON THE LISZT
CEO 소개
KT KIM (photographer, art director)
현재 뉴욕에 거주하며 세계적인 패션사진가 및 아트디렉터및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다.
2003 년 뉴욕의 세계적인 무크지 ‚비져네르‛에 한국작가로는
유일하게 스티 븐 마이젤, 피터 린드버그, 칼 라거펠트, 낸 골딘,
마리오 테스티노, 등과 나란히 크레딧을 올리며 사진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됨.
2004년 구찌의 톰 포드로부터 그의 회고록으로서의 사진집
『TOM FORD』에 아 시아 사진가로는 유일하게 KT KIM의 사진
2점이 게재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 기 시작했다.
2005 년 세계적인 패션 사진가 파올로 로베르시와 여배우
김희선의 초대형 사진 집을 촬영한다. ‚Marvelously...Kim
HeeSeon‛ 을 작업하며 출간함.

Visionaire 41 World / New York

TOM FORD 회고록에 아시아 포토그래퍼로서 유일하게 2컷이 실림.
Rizzoli New York

Marvelously…. Kim HeeSeon 김희선 화보집

세계 5 대 패션 포토그래퍼 중 하나인 파울로 로베르시를 비롯해
세계 최고 의 패션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테판 마라아스, 혂존하는
최고의 헤어 스타일 리스트 줄리앙 디스가 함께 참여하여 시작부터
화제를 모았다. 2006 년 세 계적인 패션 사진가 피터 린드버그와
함께 송혜교의 초대형 사진집
The Moment‛ 에 참여.
2007 년 월드 와이드 패션에세이 ‚All that Fashion‛ 올댓패션을 출갂
패션계의 지침서로 자리매김한 이 책은 현재 대한민국 서울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2011 년 4 월 서울의 삼성딜라이트(강남역 소재) 전시장에서
월드 말라리아 데이에 유엔재단과 함께 ‘패션 네츠고’ 라는
행사를 총괄 기획하였다.
유엔재단 감사장 2011

2013 년 4 월 뉴욕 소더비 전시 및 경매 한국인으로서는
배병우에 이어 두번 째이다.
2014 년 4 월 UN 단체 Fashion 4 Development 에 아트 디렉터로
임명
Art Director KT KIM Honored Designer Donna Karan The Founder F4D / Evie
Evangelou The 4th First Ladies Luncheon The Pierre Hotel New York 2014 September

KT KIM
Art Director Fashion 4 Development F4D (New York) Photo
Director ModaVie Magazine F4D (New York)
KFPA Member of Korea Fashion Photographers Association
Exhibition: 2014 All that Fashion / The Pierre Hotel New
York 2014 Man n Woman / The St.Regis New York 2013

Trees in Focus / Sotherby`s New York 2009 KFPA / Avenue
L 2007 KFPA / Walker Hill 2007 All That Fashion / Tofo
Haus 2006 KFPA / The Columns Gallery 2006 With Chivas
Regal 18 / Gong Gallery 2005 Marvelously...Kim Hee Seon /
The Columns 2004 Foto Couture 2005 / Gallery Park Youn
Soo 2004 Zone Chelsea Center for the Art / New York 2001
Sydney Book Fair / Sydney Australia 2000 Dutch Ambassy in
Korea 1998 Gallery Samtuh
Book: 2013 Trees in Focus / Assouline New York 2011
Moment / Song Hye Kyo Actress 2007 All that Fashion (Hae
Naem) 2005 Marvelously...Kim Hee Seon Actress 2004 TOM
FORD (Rizzoli New York) 2004 PEOPLE (Vogue
Korea) 2003 Visionaire 41 World (Visionaire New York)
1998 My Nineteen Nineties
Magazine: ModaVie New York, Vogue korea, W korea, GQ
korea, Esquire korea, Marie Claire korea, Madame figaro
korea, Elle china, Elle korea, Elle hong kong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