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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안녕하세요? 한국의류학회의 21대 회장 서울대학교 박정희 교수입니다.

한국의류학회의 2018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에 참여한 전국의 의류학 전공 학생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작품지도를 위해 수고해주신 지도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미래 패션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올해로 벌써 아홉 번째의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의류패션 기업과 

협력하여 사단법인 한국의류학회가 주관하는 브랜드 맞춤형 콘테스트입니다. 머천다이저와 

디자이너를 꿈꾸는 전국 대학의 의류학 전공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산학 협력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는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류학회의 2018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를 협찬해 주신 ㈜돌실나이,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 ㈜엠티콜렉션, ㈜영원아웃도어, 삼성물산 패션그룹, (주)진도, 

㈜파크랜드 대표님들의 미래 패션인재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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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개 대학에서 159팀이 참가 신청하였으며 

한국의류학회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각 브랜드의 최종심사 결과 7개 팀이 브랜드상을, 28개 팀이 

장려상을,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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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김영삼 교수님, 우수 브랜드를 섭외하시고 작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한국의류학회 이사님 및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분과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 

2018년도 훌륭한 작품으로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를 빛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 앞으로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10월 

(사)한국의류학회 회장

박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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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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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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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백을 통해 미래 패션업계 역군으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행 사 개 요  

• 행사명: 2018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 주  최: (사)한국의류학회

• 후  원: 국내 대표 의류브랜드

            ㈜돌실나이, ㈜밀레에델바이스홀딩스, ㈜엠티콜렉션, ㈜영원아웃도어, 

             삼성물산 패션그룹, (주)진도, ㈜파크랜드

• 시상 및 전시: 2018. 10. 20(토)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예정

•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2018. 3. 12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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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시티 1 상장�및�상금�100만원

밀레 1 상장�및�상금�100만원

빈폴�악세사리 1 상장�및�상금�100만원

진도모피 1 상장�및�상금�100만원

프렐린 1 상장�및�상금�100만원

장려상 ○○ 상장�및�부상

입선 ○○ 상장

 수상자 특전

• 리플렛 제작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주제

•�7개 참여 브랜드 중 하나의 브랜드를 선택하여, 각 브랜드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맞춤

<브랜드별 주제>

브랜드명 주 제

노스페이스

다음�중�택�1하여�상품을�전개하세요.�(TNF�:�The�North�Face)
-�제품�80%�:�매장�20%(매장�컨셉,�이미지�첨부�요망)�비율로�아이디어�제안
*제품이�어떤�매장�환경에�놓일�것인지를�제안
�예를들어�마운틴�컨셉�스토아는�통나무로�지은�자연속의�매장이라든지,�어번�컨셉은��
�미니멀하면서도�럭셔리한�매장을�상상해�본다든지�하는�것으로서,�현재의�전형적이면서도�
�특색없는�매장이�아닌,�컨셉을�녹여낸�새로운�유형(이미지)을�제안
1)�TNF-Sports�Concept�Store�상품�구성�@Busan
2)�TNF-Mountain�Concept�Store�상품�구성�@Jeju
3)�TNF-Urban�Concept�Store�상품�구성�@Seoul
4)�TNF-Women’s�Concept�Store�상품�구성�@Seoul

돌실나이
*런칭�23주년을�맞이한�돌실나이�브랜드의�리뉴얼�전략
��-�돌실나이�브랜드�노후화에�따른�브랜드�마케팅�제안
�-�신규고객�창출�전략

메트로시티
유스컬처를�반영하여�이탈리아�헤리티지를�느낄�수�있는�
패션�&�라이프스타일�상품기획과�디지털�마케팅�전략�제안

밀레
"밀레의�역사와�헤리티지를�현대적�관점에서�재해석�하여,
�youth고객을�대상으로�한�Branding�IDEA�제시"

빈폴�액세서리
2030�소비자의(혹은�밀레니얼�세대의)�라이프스타일을�반영한�빈폴�액세서리(BEANPOLE�
ACCESSORY)�신규�상품�라인�제안.
(남성/여성�가방의�새로운�컨셉,�새로운�상품�카테고리�제안�등)

진도모피

*2가지�주제�중�선택하여�진행:�
�1)�Online�/�Moblie�shopping에�특화된�상품기획/디자인�제안
�2)�기존�Outer�위주의�복종�구성을�탈피한�새로운�아이템�상품기획�/�디자인�제안
�*�ex.)�대품�종류�다변화�/�소품�및�관련�아이템�/�남성복�및�kids�등
���������-�소재는�모피를�완전�또는�부분�사용해야함

프렐린

파크랜드�샵인샵�여성복�프렐린의�리포지셔닝�및�이에�따른�상품기획�전략�제안
-�현재�파크랜드�매장내�샵인샵�브랜드로�전개되고�있는�여성복�
[프렐린]의�브랜드�분석�(브랜드�컨셉,�상품,�유통,�소비자�등)�및�소비자�변화�및�경쟁�관계
분석을�통해�변화하는�시장변화에�대응할�수�있는�리포지셔닝�전략�제안

 신청자격

•�팀(5인 이내) 혹은 단독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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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상품기획 포트폴리오

1. 브랜드에서 제시한 주제가 있는 경우 

   : 아래 3번 안내 사항을 모두 포함하되, 세부구성은 자유롭게 제작

2. 브랜드에서 제시한 주제가 없는 경우 

   : 제출자가 주제를 설정하고 아래 3번 안내 사항을 모두 포함하되, 세부구성은 자유롭게 제작



3. 제출 내용 및 형식(공통)

마케팅제안 디자인제안

·패션마케팅�환경�조사�및�소비트렌드�분석
·STP�전략
·마케팅�전략�및�머천다이징�기획

·컨셉보드
·컬러�패브릭보드
·일러스트레이션�6개�이내
·아이템별�도식화�20개�이내
·작업지시서�3개�이내
��:�일러스트레이션에�제안된�디자인에서�선택,�
�����Size�spec,�원부자재�Swatch�및�Sample�포함�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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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브랜드별 자체 심사

•�2차 심사: 브랜드별 자체 심사

 참가신청 및 포트폴리오 제출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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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ksct@chol.com) 

   ※ 접수 확인메일을 못 받으신 경우, 한국의류학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2. 1차 심사용 포트폴리오 제출

•�마케팅제안과 디자인제안내용이 모두 포함된 출력물 1부

   (제출규격: A4 사이즈 / 제출분량: 40쪽 이내 / 제출형태: 칼라출력물로 스프링 제본)

•�2018년 7월 25일(수)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2차 심사용 포트폴리오 제출 (1차 심사 통과자에 한함)

•�출력물 2부 (1차 심사용 출력물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1부만 제출)

•�2018년 8월 30일(목)까지 학회 사무국으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주의사항

•�동일인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후원브랜드에서 원할 경우, 참가자에게 구두발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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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작 전시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당일(2018년 10월 20일) 작품집 전시 

 

 추 진 일 정  

일 시 내   용 장    소 

2018년�3월�12일(월)� •개최공고�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8년�3월�12일(월)
����������4월�30일(월)

•참가신청서�접수
���(동일인의�중복지원�불가)

�한국의류학회�이메일
�e-mail:�ksct@chol.com

2018년�7월�25일(수) •포트폴리오�제출�마감 �한국의류학회�사무국

2018년�8월�10일(금) •1차�심사�통과자�발표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8년�8월�30일(목)
•2차�심사�제출물�마감
���(우편의�경우,�30일�소인까지�유효)

�한국의류학회�사무국

2018년�9월��6일(목)
�����������9월�14일(금)

•2차�심사
�후원�브랜드의�결정에�따름

�추후공지�

2018년�9월�21일(금) •수상자�발표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8년�9월�28일(금) •리플렛�제작용�자료제출
�한국의류학회�웹하드

�(추후공지)

2018년�10월�20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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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페이스 최희준,�박소은,�유제정,�진예진,�박다은�(덕성여자학교)

돌실나이 이원미,�손영현(부산대학교)



COLLABORATION 
-’중소기업-수공업연합회(CAN) 네트워크 협동 조합’과 ‘이탈리아 장인 조합(EMG)’과의 협업 라인 런칭 
-이탈리아 리빙 스타일 브랜드 ‘카르텔’, ‘스메그’와의 콜라보

‘Italian Heritage’  
반영한  

2019 F/W 상품기획

따라서 Z세대의 경험주의/ 메가트렌드 ‘나만의 것’ +  소비자 조사 중 ‘고가의 상품일 경우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중요도 높아짐’ 을 보아 디지털을 주로 사
용하는 소비자이지만 색다르고 직접적이며 차별화됨 경험을 원함.  따라서 소비자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상품 기획이 필요함.

CUSTOMIZE 
-소비자가 자신만의 가방을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는 커스텀 가방 라인 런칭 

Make                                                            their                                                               own   style,                YOUTH                                                            CULTURE

(2) 패션 트렌드 (3) 소비자 트렌드

10대~ 20대에서는 나만의 개성을 표출하는 것에 거침없고 자유로움. 
8090년대 레트로와 서로 다른 무드를 가진 아이템을 믹스매치하는 등의 
다양한 스타일이 나타난다. 동시에 스트리트 캐주얼이 결합되어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실루엣을 나타내는 등의 자신만의 룩을 연출

KEYWORD : 어글리 패션, Meme, 스트리트, 고프코어, 8090’S 
KEYAGES: 10~20대 
KEYBRAND: 배트멍, 발렌시아가, 고샤 루브친스키

2. 상품기획제안

: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와 유스컬처를 반영한 2019 F/W 상품기획 제안 

1. 외부환경조사

메트로시티

: 1992년 이탈리아에서  런칭한 토탈 패션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혁신을 지향하는 네오클래식 브랜드로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이탈리아의 역사와 전통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변화하는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 

4P / SWOT 제안
Product / WO 

Price / ST

Place / WT

Promotion / SO 단순한 상품 전개위주에서 벗어나 체험형 라이프스타일 전개 이탈리아 헤리티지를 반영한 
커스터마이징 상품(Masscustomize), 웰니스를 반영한 라이프 스타일 라인 보완

온라인 유통망 확대를 위한 모바일에 최적화된 플랫폼의 개발, 브랜드 헤리티지를 접목한 문화     
마케팅 개발

명품에 준하는 상품을 구매하고 싶으나 가성비를 따지는 고객에게 메트로시티만의 높은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어필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과 유스컬처 반영한 디자인으로 올드한 인식 탈피

(1) 메가 트렌드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김영원 신나라 유재용 이예진 

‘ YOUTH IN YOUR LIFE ’

2019 F/W 패션 라인 방향 

MAKE                             YOUR                          OWN                               STYLE

HERITAGELINE

2019 F/W 패션 라인은 컬
러풀하고 다양한 소재와 
퀼팅을 포인트로 하는 스
트리트 캐주얼을 전개, 그 
중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담 긴 상 품 을 분 류 해 
‘Heritage line’을 구성

YOUTHLINE

2019 F/W 패션 라인은 컬
러풀하고 다양한 소재와 
퀼팅을 포인트로 하는 스
트리트 캐주얼을 전개, 그 
중 유스 컬처처럼 개성있
는 상품을 분류해 ‘Youth 
line’ 을 구성

2019 F/W 라이프 스타일 라인 방향 

소비자들은 메트로시티의 브랜드가 20~ 30대의 타겟층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 따라서 타겟의 트렌드인 유스컬처를 반영한 디자인 전개를 제안

KEY DESIGN 키치 스트릿 캐주얼 / 젊음과 에너지가 느껴지는 플레이풀 
컬러 / 편안한 실루엣과 러플 등 페미닌한 디테일의 조화 / 저지, 니트, 새틴 
등 캐주얼과 페미닌 소재 믹스 매치 

이탈리안 헤리티지를 활용하여 이탈리안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며 
상품에 대한 높은 가격의 합당성을 부여하고 상품에 대한 ‘경험’을 위해 커
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추가 

KEY DESIGN 이탈리아 특유의 리빙 스타일을 반영하여 컬러풀하고 개
성있지만 실용성있는 디자인으로 유스 컬쳐를 이끌어냄

  

Digital magazine (소비자의 관심사를 주제로 한 기사 자료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상품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제공)  
Personalized email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마다의 라이프스타일 예측을 기반한 개인화 이메일 서비스 제공)  
Insta marketing (해시태그(#)를 활용한 마케팅, 브랜드 이미지 전달을 위한 감성 콘텐츠 게시) 

불안정한 사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벗고 나에게 진정 의미있는 것에 시간과 에
너지를 사용하며 나 자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선시함. 차별화된 취향
을 서로 공유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내가 중요해지는 시간

워라밸, 웰니스 다원주의 나만의 것 (취향)

KEYWORD 

AI 모바일화 온라인 플랫폼

디지털 기기 사용 보편화와 함꼐 수많은 디지털과 기술 혁신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디
지털 인플루언서, 이커머스, 빅데이터 등 데이터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기술이 
익숙해짐.

KEYWORD 

디지털로 통하는 세상

디지털 마케팅 제안

디지털 소비자, GENERATION Z
: 2010년생부터 1995년생의 소비자, 전세계 소비자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디지털 네이티브 :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각 콘텐츠 공유하는 SNS 선호 
의식있는 소비자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 똑똑하고 의식있는 소비자 
경험주의: 구매하고자하는 상품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하는 성향 
B급 유머 : SNS에 위트있고 유머러스한 ‘밈(meme)’을 공유하고 소비

KEYWORD 

메트로시티 김영원,�이예진,�유재용,�신나라�(덕성여자대학교)

브 랜 드 상

밀레 김승환,�박가람,�이수정�(고려대학교)



브 랜 드 상

빈폴의기본이미지에트렌디한감성을녹인
제품들을선보임으로써

새로운이미지를더한지속가능한사용을
추구하는라인.

Name tag

건물 외관 Living room

Seoul _ 플래그쉽스토어,체험위주오프라인샵

Ocean 
room

Park 
room

경성대학교김진, 김희원, 박하은, 우소영, 장윤승

“ 2030라이프스타일을반영한
신규상품라인제안”

“COZY라인”

P Positioning

빈폴악세사리�장윤승,�김진,�김희원,�박하은,�우소영�(경성대학교)

진도모피 이유은,�김건호,�이진수,�이희성,�박도원�(한성대학교)



2019 S/S 프렐린 리포지셔닝 및 상품기획 전략 제안
한성대학교 김하영 박준현 조은호 최혜원

PRELIN ‘ NEWTOPIA ’

패션 마켓 트렌드 분석   리포지셔닝 맵   리포지셔닝 전략

인터넷 쇼핑 시장의 발전으로 오프
라인매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온
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소비자
들을 쇼루밍 족이라고 한다.

쇼루밍 족

P오늘날의 60대는 중년도 노년도
아닌 특별한 세대로 멋쟁이로 거듭
나려 꾸미는 60대들을 뉴 식스티
족 이라고 부른다.

뉴 식스티 족

욜로 족과 비슷한 용어로 미래를위
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투데이 즉, 오늘을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자들을 투데이 족 이라고 한
다.

투데이 족

“ Proud Realisers of Added 
Value “ 의약자로 명품, 브랜드를
따지기 보다는 개성을 추구하는 사
람들을 프라브 족이라고한다.

프라브 족

50.2%

51.3%

51.8%

52.1%

52.6%

2013 2014 2015 2016 2017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정장형 캐주얼 의류 소비 증가

 현재 65세 이상인 우리나라 실버 시장은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과거와는 다른 소비 경향을 보임

-> 자신을 위한 지출 UP

소비자들이 잦은 할인과 프로모션을 
기대하면서, 이전보다 구매를 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가 제품의 구매 또한 
줄어들고 있다. 

 Consumer Trend

     브랜드 분석          디자인

① 판매사원 대상 설문조사

② 일반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프렐린 김하영,�조은호,�박준현,�최혜원�(한성대학교)�

브 랜 드 상



장 려 상

노스페이스 김신혜�(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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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찬우 신영훈 고지원 김형준 채승명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2018 한국의류학회 상품기획 콘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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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생활 속 편안함 속에 자연스러운 멋스러움이 깃든 스타일

노스페이스 김찬우,�신영훈,�고지원,�김형준,�채승명�(전주대학교)



장 려 상

노스페이스 김민경,�박하은,�이선명�(동아아대학교)

노스페이스 신혜림,�박정원,�박해주�(고려대학교)



돌실나이 송다은,�권유리,�이지은�(대구대학교)

돌실나이 강민지,�황이란,�딩투어,�이정현�(충북대학교)

장 려 상



장 려 상

돌실나이 박주현,�이현지,�이의진,�최윤주�(숙명여자대학교)

돌실나이 이동현,�정한결,�정민지�(덕성여자대학교)



메트로시티 노은빈,�이연지,�도연우,�박새연,�문현아�(전주대학교)

메트로시티 박세현,�윤은지,�정지윤�(동아대학교)

장 려 상



장 려 상

부산대학교 송윤정, 조희경

LA DOLCE VITA

메트로시티 송윤정,�조희경�(부산대학교)

메트로시티 전우주,�박지영,�김남희�(덕성여자대학교)



밀레 김혜주,�장정윤,�김재희,�전다영�(연세대학교)

밀레 이동원,�함소연�(중앙대학교)

장 려 상



장 려 상

밀레 이송원,�나은,�김민지,�이채린�(덕성여자대학교)

밀레 조민지,�김예인,�김정연,�조민경,�조아빈�(이화여자대학교)



MILLENNIALS  
HOTEL CHECK-IN

EXPERIENCE. FEEL. IMAGINE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주말을  

빈폴 ACC Online festival(가칭)으로 정해  
온라인 쇼핑을 자주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공략 

구축된  
브랜드 고급 이미지를 이용한 온라인 전용 광고 

(네이버 홈 배너에 뜨는 영상 등)

빈폴의 네임과 로고가 보이지 않는 상품 디자인을  
통해 기존보다 자유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전개 

기존의 빈폴의 아이덴티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디자인적 시도를 통해  

빈폴ACC만의 시그니처 상품 혹은 디자인 구축으로  
장기적인 수입(이익) 기대 (Ex.유니클로 ‘히트텍’)

HERMES와 같은 명품 브랜드처럼  
빈폴의 가방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영상을  
유튜브 또는 SNS 등의 매체에 게재함으로써  

저가 브랜드보다 높은 품질 강조 

진입 초기, 신생 온라인 브랜드들의  
적은 상품 카테고리를 감안해  
악세사리 상품 카테고리를  
먼저 추가하여 시장선점

플래그쉽 스토어를 통한  
신생 온라인 브랜드와의 차별화 및 견제 

신생브랜드보다 브랜드간 관계를 맺기 쉽기때문에  
다른 기업과의 콜라보 상품과 마케팅을 통해  

신생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차별화를 도모해 경쟁력을 높힘 
(ex.FILA X 빙그레 ‘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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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법한 브랜드 인지도 

   활발한 온라인 샵 운영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통한 고급 이미지 구축

명확하지 않고 차별성이 부족한 디자인 identity 

실험정신의 부재 

밀레니얼 세대가 느끼는 Old한 브랜드 image

중저가 액세서리 브랜드를 선호하는 시장 트렌드 

  의류상품과 비교해보았을 때  
액세서리 상품의 높은 유행 지속성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하는 밀레니얼 세대 

 비교적 가격대가 낮은 품목인 만큼 마음껏 소비하려는  
‘작은 사치’의 유행 (밀레니얼 세대: 시발비용, 탕진잼)

신생 온라인 브랜드의 시장 진입 증가 

 저가 액세서리 브랜드의 공세 

 해외직구를 통해  
해외 액세서리 브랜드의 상품을 쉽게 구매 가능

내부환경요인

외부환경요인

SWOT 분석

설문 조사

18%

22%

24%

36%

가심비 웰니스
모어 모바일 워라밸

8%

18%

32%

42%

디자인 가격
브랜드 성능

1.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 2.상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 3.상품 구매 후 특별히 얻고자하는 것

2%

6%
14%

32%

46%

가격적 이득 심리적 만족감
새로운 경험 생활상의 편리함
없음

밀레니얼 세대가 상품을 구매할때 

가심비를 충족시킬 요소로 가격이 아닌 디자인이나 심리적 만족감 등을 우선시 한다!

밀레니얼 세대 대상 라이프스타일 관련 설문 조사
설문대상 20~30대 밀레니얼 세대 남녀 50명

작업 지시서

매 시즌 별 다수의 예술영화와 콜라보를 진행 

색감을 강조하거나 독특한 분위기로 대중적으로 성공한 예술영화에서 느껴지는  
Art적인 감성을 악세서리 상품을 통해 경험하도록 하여 가심비와 경험소비를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킬 상품 라인을 제안 

가상의 경험을 통한 심리적 만족감 획득 

‘나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패션을 담은 영화가 아닌 영화를 담은 패션(악세사리)’ 

어떠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거나 상품을 렌탈하는 등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밀레니얼 세대로 하여금  
과거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등 가상의 경험을 체험하게 함 → 밀레니얼 세대의 경험소비 범위를 확대

BEANPOLE X ART BUSTER

빈폴악세사리 박준희,�백승렬�(중앙대학교)

빈폴악세사리 성주경,�김예린�(경북대학교)

장 려 상



장 려 상

빈폴악세사리 신유진,�정채윤,�허정은�(동아대학교)

빈폴악세사리 임지원,�정다혜,�이승희,�김예슬�(충북대학교)



진도모피 권세현,�황보선우�(전북대학교)

Segmantation Targeting PositioningSTP 

Premium
18F/W

Trendy Trendy Classic

Casual

Formal

ElegantFeminine

Sporty Dandy

Classic

Mass

Brand Positioning

브랜드 포지셔닝
Image Positioning

이미지 포지셔닝

재포지셔닝

17F/W

진도모피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의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는 

그대로 가지고 가되 최근 각광받는 유색 모피에 대응하여 

트렌디 함을 강조하여 젊은 타겟층을 확보하기 위함

브랜드 재포지셔닝 2018 F/W 이미지 포지셔닝

2018 f/w 이미지 포지셔닝 전략은 

진도모피가 가지고 있는 elegance한 이미지를 유지시키되 

디자인과 color부분에서의 트렌디 함을 강조시켜 

우아 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전개 

JINDO

Vo g u i s h  C a s u a l
브라이트한 핑크, 블루가 메인컬러로 
눈에 띄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젊고 에너지 있는 느낌

2018 F/W JINDO FUR Product Planning

 [ 2018 상품기획콘테스트 ]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김남혁 김은빈 조준영 조현진

진도모피 김남혁,�김은빈,�조준영,�조현진�(충북대학교)

장 려 상



장 려 상

진도모피 이예원,�이진우,�고명준,�박도영,�최화형�(충남대학교)

진도모피 정지혜�(덕성여자대학교)



프렐린 김수원,�이시원�(이화여자대학교)

장 려 상

프렐린 이유화,�김소리,�유태경,�양지우�(숙명여자대학교)



장 려 상

프렐린 이진현,�이인호,�황윤정�(부산대학교)

#출근 #퇴근 #커리어우먼 #업무중 #일하는_여자 #기자실 #아들스타그램 #럽스타그램 #데이트그림 #OOTD #전시회

 · BI를 전달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위한 Flagship store 운영 필요

 ·  제품 고급화를 위한 꾸뛰르 라인 개발 요구  

<2018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최은영, 서예솔, 김아름, 안혜림

ON Time(무채색의 포멀 정장)/OFF Time(포인트 컬러의 세미 포멀) 크로스 오버 가능한 디자인 전개

볼륨 캐쥬얼 영역과 커리어 캐쥬얼 영역으로 이동

Brand Introduction_ SWOT Analysis

Competitive Brand Research_ Repositioning

Target Consumer_ Consumer Tracking

프렐린 최은영,�김아름,�서예솔,�안혜림�(덕성여자대학교)



수 상 자  명 단

 브랜드상

노스페이스� 최희준,�박소은,�유제정,�진예진,�박다은�(덕성여자학교)

돌실나이�� 이원미,�손영현(부산대학교)

메트로시티� 김영원,�이예진,�유재용,�신나라�(덕성여자대학교)

밀레� 김승환,�박가람,�이수정�(고려대학교)

빈폴악세사리� 장윤승,�김진,�김희원,�박하은,�우소영�(경성대학교)

진도모피� 이유은,�김건호,�이진수,�이희성,�박도원�(한성대학교)

프렐린� 김하영,�조은호,�박준현,�최혜원�(한성대학교)�

 장려상

노스페이스� 김신혜�(연세대학교)

� 김찬우,�신영훈,�고지원,�김형준,�채승명�(전주대학교)

� 김민경,�박하은,�이선명�(동아아대학교)

� 신혜림,�박정원,�박해주�(고려대학교)

돌실나이� 송다은,�권유리,�이지은�(대구대학교)

� 강민지,�황이란,�딩투어,�이정현�(충북대학교)

� 박주현,�이현지,�이의진,�최윤주�(숙명여자대학교)

� 이동현,�정한결,�정민지�(덕성여자대학교)

메트로시티� 노은빈,�이연지,�도연우,�박새연,�문현아�(전주대학교)

� 박세현,�윤은지,�정지윤�(동아대학교)

� 송윤정,�조희경�(부산대학교)

� 전우주,�박지영,�김남희�(덕성여자대학교)

밀레� 김혜주,�장정윤,�김재희,�전다영�(연세대학교)

� 이동원,�함소연�(중앙대학교)

� 이송원,�나은,�김민지,�이채린�(덕성여자대학교)

� 조민지,�김예인,�김정연,�조민경,�조아빈�(이화여자대학교)

빈폴악세사리� 박준희,�백승렬�(중앙대학교)

� 성주경,�김예린�(경북대학교)

� 신유진,�정채윤,�허정은�(동아대학교)

� 임지원,�정다혜,�이승희,�김예슬�(충북대학교)

진도모피� 권세현,�황보선우�(전북대학교)

� 김남혁,�김은빈,�조준영,�조현진�(충북대학교)

� 이예원,�이진우,�고명준,�박도영,�최화형�(충남대학교)

� 정지혜�(덕성여자대학교)

프렐린� 김수원,�이시원�(이화여자대학교)

� 이유화,�김소리,�유태경,�양지우�(숙명여자대학교)

� 이진현,�이인호,�황윤정�(부산대학교)

� 최은영,�김아름,�서예솔,�안혜림�(덕성여자대학교)



 입선

노스페이스� 김태희,�이보미�(한경대학교)

� 이재훈,�이지현,�구은영,�오채현�(충북대학교)

� 정재빈,�심유경�(중앙대학교)

돌실나이�� 김유정,�제연지,�강나연,�권청지,�조영준�(경성대학교)

� 김이진,�김진유,�신혜준,�송기운,�이동수�(전북대학교)

� 최혜원,�노소영,�조유정,�최연우,�이예인�(한성대학교)

메트로시티� 김민서,�김주연,�엄혜실,�윤보경,�허현주�(경상대학교)

� 김은나,�김한별,�김현주,�정세영,�최영은�(이화여자대학교)

� 김종현,�조석훈�(중앙대학교)

� 김지영,�박나영,�임희정,�윤지현�(이화여자대학교)

� 서다연�(중앙대)

� 성은지,�배진솔,�김지인�(동아대학교)

� 이유라,�김승연,�양예린,�김민지�(충북대학교)

� 이지원,�심효정,�임효정�(동아대학교)

� 이혜민,�안소영,�김태령�(경북대학교)

� 임지현,�양다혜,�남주연,�표정현�(이화여자대학교)

� 최재훈,�김소은,�박정숙,�채해인,�손가영�(대전대학교)

밀레� 김종원,�정윤호,�차이잉잉�(부산대학교)

� 김지원,�이재은,�이효정,�박민정�(전주대학교)

� 안혜진,�전주아,�박영서,�윤지수�(이화여자대학교)

� 장준덕,�이은채,�조선영,�박준형�(충북대학교)

� 최유나,�안지영,�남은선,�김은혜,�이윤희�(성신여자대학교)

빈폴악세사리� 정민경,�오주희�(부산대학교)

� 최금덕,�강민경,�송해인,�안가현�(안동대학교)

진도모피� 김우연,�김도진,�윤희주�(안동대학교)

� 신경화,�김혜원,�한유나�(동아대학교)

� 한시현,�나예지�(경북대학교)

프렐린� 윤현혜,�지우미,�반경옥,�김은아�(안동대학교)

� 장지연,�김지윤,�김효진,�박민경,�김나연�(울산대학교)

� 하혜정,�하유진,�정진의,�김유란�(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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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박정희�(서울대학교)

위원장:�김영삼�(중앙대학교)��

위���원:�고애란�(연세대학교)

�����������오경화�(중앙대학교)

�����������이유리�(서울대학교)

 1차 심사위원

위�원�장:�김영삼�(중앙대학교)�

심사위원:�박민정�(이화여자대학교)

��������������서성은�(가천대학교)

�������������이진화�(부산대학교)

 2차 심사위원

후원�협찬�브랜드�임원�및�부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