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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안녕하세요? 한국의류학회의 21대 회장 서울대학교 박정희 교수입니다.

한국의류학회의 2017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에 참여한 전국의 의류학 전공 학생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작품지도를 위해 수고해주신 지도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는 미래 패션산업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내 굴지의 의류패션 기업과 협력하여 사단법인 한국의류학회가 

주관하는 브랜드 맞춤형 콘테스트입니다. MD와 디자이너를 꿈꾸는 전국 대학의 의류학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산학 협력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는 매우 뜻 깊은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류학회의 2017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를 협찬해 주신 ㈜돌실나이, 

㈜이새FnC, ㈜영원아웃도어, 삼성물산 패션그룹, ㈜파크랜드, 패션그룹형지㈜, 휠라코리아㈜ 

대표님들의 미래패션인재양성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 중에도 이번 콘테스트 수상작 심사에 협조해 주신 각 브랜드의 담당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의류·패션산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고, 작품의 

전문성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52개 대학에서 196팀이 참가 신청하였으며 

한국의류학회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각 브랜드의 최종심사 결과 8개 팀이 브랜드상을, 28개 팀이 

장려상을, 57개 팀이 입선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한 모든 학생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기쁜 결과가 시작이 되어 패션 전문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미래가 한층 

빛나길 기원합니다.

이번 콘테스트의 위원장으로서 사업 진행을 위해 열정을 바쳐 수고해주신 부산대학교 이진화 

교수님, 우수 브랜드를 섭외하시고 작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한국의류학회의 패션디자인분과 

교수님들과 패션마케팅분과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 2017년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시상식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시상식 참여와 더불어 학술대회의 유익한 프로그램도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작품으로 

콘테스트를 빛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7년 10월 

(사)한국의류학회 회장

박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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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개최공고

 개 최 목 적

•  한국의류학회는 미래 패션산업의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재 발굴을 위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패션의류기업들과 협력하여 

브랜드 맞춤형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를 개최하고자 함

•  기업이 요구하는 패션상품기획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학회와 업계간의 긴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발굴한 인재를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의류업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패션 브랜드 탐구와 실제 상품기획업무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정한 

심사 및 평가 feedback을 통해 미래 패션업계 역군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행 사 개 요    

• 행사명: 2017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 주   최: ㈔한국의류학회

• 후   원:  국내 대표 의류브랜드 

㈜돌실나이, ㈜이새FnC, ㈜영원아웃도어, 삼성물산 패션그룹, ㈜파크랜드, 

패션그룹형지㈜, 휠라코리아㈜

• 시상 및 전시: 2017. 10. 21(토)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예정

•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2017. 3. 20 - 2017. 4. 30 

 시 상 내 역

  

          브랜드명 수상자(팀) 부상 및 상금 

브랜드상

노스페이스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돌실나이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에잇세컨즈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와일드로즈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이새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프렐린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크로커다일레이디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FILA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 상장 및 부상

입선 ○○ 상장

    

 수상자 특전

• 후원 브랜드의 internship 요청시, 수상자를 우선 추천함

• 리플렛 제작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주제

• 8개 참여 브랜드 중 하나의 브랜드를 선택하여, 각 브랜드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맞춤

<브랜드별 주제>

브랜드명 주 제

노스페이스

IOT 의류 상품 기획
기획방향은 다음 중 선택하거나 자유 제안 바랍니다.
1)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지원하는 IOT
2)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Protection IOT
3) 일상의 다양하고 건강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IOT

돌실나이 생활한복 시장 속 남성복 현황과 더불어 꼬마크 남성복의 마케팅 방향 및 방안

에잇세컨즈
“8세컨즈”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8세컨즈 e커머스, 모바일 커머스로의 연결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강화
방안 제안 – 차별화된 SNS 마케팅 기획 아이디어 등」

와일드로즈 여성에 특화된 아웃도어 상품기획/디자인 제안

이새
친환경 신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
*신청서 접수 후, 본사에서 소재에 대한 설명회 및 샘플 제공

프렐린

1. daily wear & urban casual
2. on-off time을 충족시킬 수 있는 item개발

*1, 2번 주제에 적용사항
- ageless의 디자인으로 접근
- 40∼50대 소비자에게 젊게 제시할 수 있는 디자인

<참고사항: 브랜드 ‘프렐린’ 소개>
- 파크랜드 매장에 샵인샵 형태, 그리고 전국 대형할인점에서 별도 매장 형태로 판매를 전개
-   프렐린은 커리어우먼의 감성을 깨우는 women's wear로 품위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커리어우먼을 위한 브랜드
-   매일 매일을 세련되고 젊게 살고자 하는 타겟층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제된 느낌의 

심플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 

크로커다일레이디 3050세대를 위한 트래블웨어 상품기획/디자인 제안 (ex. 크루즈 트래블)

FILA 2018 SS “Tennis 기반의 기능성 애슬레져룩” 제안

 신청자격

• 팀(5인 이내) 혹은 단독으로 신청가능

•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의류학 관련 전공자, 혹은 한국의류학회 회원 교수의 추천을 받은자 

 패션상품기획 포트폴리오

<마케팅제안>

• 패션마케팅 환경 조사 및 소비트렌드 분석

• STP 전략

• 마케팅 전략 및 머천다이징 기획  



<디자인제안>

• 이미지보드

• 컬러 패브릭보드

• 6개 이내 스타일화

• 25개 이내 아이템별 도식화

• 6개 이내 작업지시서(스타일화에 제안된 디자인선택, size spec, 원부자재 Swatch 및 Sample 포함 제시)

※ 포트폴리오에는 <마케팅제안> 및 <디자인제안>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세부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음. 

 심사기준

1. 마케팅과 디자인 제안의 일관성 및 연결성 

2. 머천다이징 기획 및 마케팅 전략의 적합성, 창의성, 유효성, 신뢰성

3. 창의적 디자인 컨셉과 종합적 디자인 표현력

4. 브랜드에서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심사기준이 있을 수 있음

  

 심사위원 구성

본 콘테스트의 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이루어짐

• 1차 심사: 한국의류학회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or 브랜드별 자체 심사

• 2차 심사: 브랜드별 자체 심사

 참가신청 및 포트폴리오 제출방법

• 참가비·참가신청서 접수:

• 참가비: 신청서 참가자 대표의 이름으로 아래의 계좌로 입금, 팀별 2만원

*참가비를 보내실 때, 소속과 참가 대표자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참가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14-194016, (사)한국의류학회

• 참가신청서 및 윤리확약서는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http://www.ksct.or.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기 간: 2017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ksct@chol.com) 

*접수 확인메일을 못 받으신 경우, 한국의류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1차 심사용 포트폴리오 제출

- 마케팅제안과 디자인제안내용이 모두 포함된 A4 30쪽 이내의 출력물 1부(제출물은 칼라출력물로 스프링 제본하여 제출)

- 2017년 7월 28일(금)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2차 심사용 포트폴리오 제출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함)

- A4 출력물 2부(1차 심사용과 내용이 같으면 1부만 제출)

- 2017년 9월 1일(금)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주의사항

* 동일인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후원브랜드에서 원할 경우, 구두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작품은 한국의류학회와 해당기업에 귀속되며, 우수한 작품은 해당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 전시

•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당일(2017년 10월 21일) 작품집 전시 

 

 추 진 일 정 

일 시 내   용 장    소 

2017년 3월 20일(월) •개최공고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7년 3월 20일(월)
4월 30일(일)

•참가신청서 접수
(동일인의 중복지원 불가)

한국의류학회 이메일
e-mail: ksct@chol.com

2017년 7월 28일(금) •포트폴리오 제출 마감 한국의류학회 사무국

2017년 8월 11일(금) •1차 심사 통과자 발표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7년 9월  1일(금)
•2차 심사 제출물 마감

(우편의 경우, 1일 소인까지 유효)
한국의류학회 사무국

2017년 9월  4일(월)
9월 15일(금)

•2차 심사
후원 브랜드의 결정에 따름

추후공지 

2017년 9월 22일(금) •수상자 발표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7년 9월 29일(금) •리플렛 제작용 자료제출
한국의류학회 웹하드

(추후공지)

2017년 10월 21일(토) •수상작 전시 및 시상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수상자는 반드시 참석)

※ 상기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문 의 사 항 

문의사항은 한국의류학회 사무국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TEL: 02) 844-3601/ E-mail: ksct@chol.com



브 랜 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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