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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안녕하세요? 한국의류학회의 22대 회장 연세대학교 고애란 교수입니다.

한국의류학회의 2019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에 참여한 전국의 의류학 전공 학생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작품지도를 위해 수고해주신 지도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미래 패션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올해로 벌써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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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를 협찬해 주신 ㈜돌실나이, 

브론떼훼밀리㈜, ㈜쏠리드, ㈜영원아웃도어, 삼성물산㈜ 패션그룹, ㈜파크랜드, 패션그룹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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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개 대학에서 186팀이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한국의류학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각 브랜드의 최종심사 결과, 7개 팀이 

브랜드상을, 31개 팀이 장려상을,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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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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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분과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 

2019년도 훌륭한 작품으로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를 빛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이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되고, 앞으로 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10월 

(사)한국의류학회 회장

고 애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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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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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 주  최: (사)한국의류학회

• 후  원:  국내 대표 의류브랜드 

㈜돌실나이, 브론떼훼밀리㈜, ㈜쏠리드, ㈜영원아웃도어,  

삼성물산㈜ 패션그룹, ㈜파크랜드, 패션그룹형지㈜

• 시상 및 전시: 2019. 10. 19(토)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예정

•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 2019. 3. 15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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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옴므 1 상장�및�상금�100만원

에잇세컨즈 1 상장�및�상금�100만원

프렐린 1 상장�및�상금�100만원

Cashmere�House 1 상장�및�상금�100만원

크로커다일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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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F/W THE NORTH FACE 상품기획

:���자유�주제�선정하여�남녀�각각�10개�내외의�아이템으로�POP-UP�Store를�위한�컬렉션�

기획�

돌실나이 신규고객 창출을 위한 VMD 전략

솔리드옴므
현 시대가 지닌 다양한 환경적인 이슈를 고려한 ‘필환경적’ 컨템포러리 남성복 상품기획 

:�관련�주제선정,�Capsule�collection�아이템개발�및�관련�Digital�marketing�전략제안�

에잇세컨즈
2030 소비자(밀레니얼 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에잇세컨즈 콜라보레 이션 전략 제안 

*�콜라보레이션�컨셉,�대상,�상품�카테고리�제안,�콜라보레이션�마케팅�방안�등

프렐린

파크랜드 샵인샵 여성복 브랜드 프렐린의 시그니처 아이템 개발 및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 

제안

*�현재�파크랜드�매장내�샵인샵�브랜드로�전개되고�있는�여성복

[프렐린]의�브랜드�분석(브랜드�컨셉,�상품,�유통,�소비자�등)을�통해�프렐린을�대표할�수�

있는�시그니처�아이템을�개발하고�이를�부각시킬�수�있는�마케팅�전략을�수립해�보자.

Cashmere�House 캐시미어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으로서 매장구성을 위한 컨탠츠와 인테리어에 대한 제안

크로커다일레이디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소재, 디자인의 여성 의류 또는 패션아이템” 제안

*주제�선정�배경�:���미세먼지가�심각한�사회적인�이슈가�되고�있고�구찌,�디올,�캘빈클라인�

등이�해외컬렉션에서��마스크/복면�패션을�선보이며�스모그�꾸뛰르(Smog�

Couture,�대기오염을�의식한�의상)가�등장하기도�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인체를�보호할�수�있는�패션의류나�잡화아이템을�크로커다일레이디에서�

출시한다고�할�때�적합한�소재와�디자인에�관해�참신한�아이디어�제안을�바랍니다.�

 신청자격

•�팀(5인 이내) 혹은 단독으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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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상품기획 포트폴리오

1. 브랜드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제출내용 및 형식이 있는 경우는 각 브랜드 제출지시사항에 맞추어 구성

2.   브랜드에서 제시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관한 제출내용 및 형식이 없는 경우  

: 제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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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3월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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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26일(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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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30일(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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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작품집 전시  

 



 추 진 일 정  

일 시 내   용 장    소 

2019년�3월�15일(금)� •개최공고�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9년�3월�15일(월)
-4월�30일(화)

•참가신청서�접수
(동일인의�중복지원�불가)

한국의류학회�이메일
e-mail:�ksct@chol.com

2019년�7월�26일(금)
•포트폴리오�제출�마감
(우편의�경우,�26일�소인까지�유효)

한국의류학회�사무국

2019년�8월�16일(금) •1차�심사�통과자�발표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9년�8월�30일(금)
•2차�심사�제출물�마감
(우편의�경우,�30일�소인까지�유효)

한국의류학회�사무국

2019년�9월��2일(월)
-9월�19일(목)

•2차�심사
후원�브랜드의�결정에�따름

추후공지�

2019년�9월�20일(금) •수상자�발표
한국의류학회�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19년�9월�27일(금) •리플렛�제작용�자료제출
한국의류학회�웹하드

(추후공지)

2019년10월�19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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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규민,�박도연,�전예은�(덕성여자대학교)

돌실나이 장유진,�전다현(이화여자대학교)



솔리드옴므 강찬주,�장지연,�이규리�(덕성여자대학교)

브 랜 드 상

에잇세컨즈 김은비,�홍수진,�황유정,�정지원,�윤지원�(이화여자대학교)



브 랜 드 상

프렐린�김신정,�이은비�(숙명여자대학교)

Cashmere House 이성혜,�이채영,�최미소,�최경은�(고려대학교)



크로커다일레이디�오미소,�김하영,�김민하,�김현우�(충북대학교)

브 랜 드 상



장 려 상

노스페이스 고현주,�배효민,�유지선�(한양대학교)

노스페이스 김규동,�김민재,�강민지�(부산대학교)



장 려 상

2019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상명대학교 김윤경, 김민숙, 김소연, 김지윤, 원다인 

 

Pop-up Store 

넓은 공간과 탁 트인 창으로 자유로움 제공. 클라이밍존을 설치하여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써 데님 라벨의 스포티함과 액티브함을 전달. 

 
 

① 나도 전문가 
② 가격 보단 품질 
③ 잊혀지는 즐거움 

(JOMO) 
④ 컨셉을 연출하라  
⑤ 젠더 뉴트럴 

( Gender Neutral )  
 

NorthFace + “DENIM” + Young + Casual 
 

“데님”에 노스페이스 아웃도어의 기술과 기능성 스트레치 소재를 
접목시켜 데님의 무핚핚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노스페이스의 새로운 시티 스포츠웨어를 선보인다.  

NorthFace + Upcycle + Recreation 
 

기존 노스페이스 제품과 데님을 재해석하여 새롭게 창조된 
제품들을 선보인다. 이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친환경 정싞을 

고취시키며,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을 선물핚다. 

Channel 

김자인 선수의 클라이밍 영상과 밴드 혁오 
X 새소년 황소윤의 화보 메이킹 필름, 공연 
영상을 업로드하며 소비자들의 공감과 흥미
를 이끌어냄. 

빈티지 라벨, 핛인쿠폰 증정 이벤트나 팝업스
토어 등의 소식을 업로드하며 노스페이스 공
식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 활성화를 위핚 홍
보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상호보완적인 역핛 

Marketing 

SWOT 분석 

노스페이스�김윤경,�김민숙,�김소연,�김지윤,�원다인�(상명대학교)

FASHION MARKET ANALYSIS 건국대학교
김인태, 김정은, 이은희, 조민경, 조하진

2020/21 DESIGNING
KOREA ORIGINAL MAP TRANSFERPOP-UP STORE CONCEPT & PROPOSAL

GLAMPING

SKI VR

FISHING

BIKE VR THE
NORTH FACE

FISHING & GLAMPING ZONE
액티비티 체험 및 휴식 가능
*브랜드 제품으로 체험 제안

SKI & BIKE VR ZONE
VR 체험 존, 고객 미션제안

THE NORTH FACE ZONE
컬렉션 영상, 메인 상품 DP

“THE NORTH FACE”

새로운 소비층의
니즈와 자사 고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타겟팅 필요

자사 베이직 상품과
트렌드가 반영된
상품으로 구성된

‘NEW
LOOK’제안

나홀로족

혼자 쇼핑
및

여가생활을
즐김

Gen Z

디지털 세대로
유행에 극도로

민감

하비 프로슈머

취미와 재능을
사고파는

새로운 소비자

자사 고객

새로운 소비층을
겨냥한 디자인의

변화

SWOT

STP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Threat

º 지역별 특화된 생산라인 & 
뛰어난

재무구조
º 방글라데시의 대규모
생산기반과

현지화 경영
º 차별화된 제조기술 확보
º 높은 브랜드 인지도

º 타브랜드와 같은 내장 충전재
사용
º 높은 가격책정으로 소비자 구매
부담감
º 다양해진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선제적 대응 미비

º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변화한
상품의 신기술 도입

º 고객 취향의 다양성으로 확대
된

라이프 스타일의 다양화
º 스포츠에 대한 고객 니즈
증가로 스포츠웨어 소비 급증

º 동종 업체와 장기불황 대응을
위한

일시적 유행 상품 대량 생산
경쟁 심화
º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비용
상승

º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로
인한 다양한 고객층 형성 가능성
º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카테고리
확장

다양한 고객층과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 전략의 가능성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됨

º 소비자의 다양해진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디자인 라인 확대
º 타브랜드와 차별화된 내장재
개발

º 차별화된 제조기술의 효과적인
홍보효과로 정상판매율 증가
º 방글라데시 대규모 생산
기반으로 생산비용 절감시켜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높아진 원가
감소 효과 가져옴

º 상품별 가격 인하 시 소비자
구매부담율
º 감소로 인한 판매 수익성 증대

SO

ST

WO

WT

노스페이스 김인태,�김정은,�이은희,�조민경,�조하진�(건국대학교)



노스페이스�윤지현,�조의성,�이채정,�장문영,�김고은�(가톨릭대학교)

돌실나이�박지민,�류희진,�이선혜,�한예림�(안동대학교)

장 려 상



돌실나이 장유빈,�노솔지,�이해리,�최수지,�김지수�(건국대학교)

돌실나이 장은성,�신소미,�이채은,�김영서�(숙명여자대학교)

장 려 상



솔리드옴므 김용석,�박혜원,�왕아적,�이종은,�황지선�(고려대학교)

솔리드옴므�김채연,�김지원�(덕성여자대학교)

장 려 상



솔리드옴므�신혜진,�박경선,�양은서,�김아인,�백정원�(이화여자대학교)

  이번 캡슐 컬렉션에 들어가는 필환경 솔리드 옴므
로고는 식물 잎 아이콘을 이용해 SOLID HOMME와
SOIL 두가지 버전으로 진행한다.
SOIL은 흙이라는 자연물을 연상시켜 환경을 생각하는
컬렉션을 상징한다.

미세먼지 정화식물인 테이블야자 씨앗, 
친환경 포장택, 설명서로 이루어진 패키지 증정
기대효과는 
(1) 필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심 증대, 
(2) 솔리드옴므의 인지도 증가,
(3) 트렌디한 마케팅으로 젊은 층의 도입을 유도

인스타그램 
리그램 이벤트

- Minimizing Waste

(1)Gender Neutral Line
(2)Zero Waste Line
(3)Multi-function Line

솔리드옴므�정영훈,�홍성준,�김지호,�남새연,�김다은�(충남대학교)

장 려 상



솔리드옴므�황준웅,�박찬영,�조영빈,�하정석�(한성대학교)

에잇세컨즈 권민경,�이현성�(경희대학교)

장 려 상



에잇세컨즈�김시호�(부산대학교)

에잇세컨즈�권유정,�김하늘,�이은주�(한양대학교)

장 려 상



에잇세컨즈 박나영,�김경현,�김이현�(서울여자대학교)

1.  사회적기준이아닌자신의기준과만족이최우선인
마이싸이더성향

2.  작은사치,소확행, 가심비구매
3.  기분전환을위한즉각적소비
4.  물건을소유하는것보다경험을중시 &경험에투자
5.  SNS에올릴가치가있는지집중을많이하는편
6.  윤리적태도가과거소비자층에비해향상

1980년대초반 ~ 2000년대초반출생한세대.
정보기술에능통하며대학진학률이높은것이특징.

MILLENNIALS

8seconds x LUSH

에잇세컨즈 LUSH러쉬

-힐링을선사하는제품군
-러쉬만의디자인 (+색감)
- 윤리적기업의식

- 다양한의류제품군
- 심플하지만한국인의
감성에맞는디자인

- 대중화된스파브랜드

+

2030 소비자밀레니얼세대의트렌드를반영한에잇세컨즈콜라보레이션전략제안

1980~2000대
초반출생자 1995~2000대

초반출생자

Z세대

1995~2000대
이후출생자

밀레니얼
세대

[낫랩,티백방향제,상의,하의,원피스,잠옷,샤워가운등]아이템으로구성.

1.패키지상품기획:
에잇세컨즈의콜라보레이션의류제품과기존러쉬상품의
패키지상품구성

2. 이니셜커스텀서비스
3. SNS해시태그이벤트마케팅
4.외관에특별함은부여한팝업스토어오픈
5. 수익금기부프로젝트
6. 친환경소재를이용한 [에잇세컨즈 X러쉬]전용패키지제작

러쉬의톡톡튀는디자인과컬러감을가진제품을기반으로,
한국인의감성에맞는패브릭패턴을자체적으로디자인

Targeting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교집합고객층을
이번콜라보레이션주타겟층으로선정

8seconds x LUSH

러쉬의

*  배쓰밤
*  샤워젤리
*  러쉬를떠올렸을때
생각나는오브제

에서영감받아
디자인함.

콜라보레이션마케팅방안및머천다이징

숙명여자대학교

신유라
안현서
임하연

에잇세컨즈 신유라,�안현서,�임하연�(숙명여자대학교)

장 려 상



에잇세컨즈 윤슬기,�김재희,�박상혁,�신윤아,�유정연�(고려대학교)

에잇세컨즈 이규현,�조유영,�신지용,�김진서,�전소현�(건국대학교)

장 려 상



에잇세컨즈 채하은,�양혁주�(연세대학교)

프렐린 김민주,�이수민,�김소연�(성균관대학교)

장 려 상



프렐린�유수미,�최현지,�심현주,�이윤아,�조민경�(성신여자대학교)

프렐린 이동민,�남선아,�홍지현,�박미영�(충북대학교)

장 려 상



프렐린 정혜인,�추한철,�김동은,�최유나�(한성대학교)

Cashmere House 김나영,�박세영,�채혜원�(숙명여자대학교)

장 려 상



Cashmere House 류민지,�김슬비,�정정효,�이현주�(호남대학교)

크로커다일레이디 김하영,�김소연,�최지아,�김주연,�이하영�(건국대학교)

장 려 상



크로커다일레이디 이동원,�강예림,�양지원,�김서정,�김보나�(중앙대학교)

/ eco conscious / eco conscious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환경 오염 속에서 여성의 행복을 위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주는 Protect Line을 만들었다.

Protect Line은 기존에 소개된 기능성 의상의 디자인적 한계를 보안해

트렌디하면서 기능성 패션에 주력한 제품 디자인을 추구한다.

Fresh Air

DUST COUTURE

PROTECT LINE
여성의 행복을 디자인하다

Targeting. : ‘Protective Line’ 

- ‘소비경제의 큰 손’이 된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그린 문화’, ‘그린소비’

1. 거시적 환경 분석을 근거.

- 3040 여성은 ‘Smart Shopper’

  : 가격이나 혜택, 합리성과 실속을 중시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경항

2. 기존 ‘CROCODILE’의 Target과 비교를 근거.

- 30~50의 폭넓은 타겟 선정에 비해, 실 소비층은 50대가 많다.

- 현재크로커다일 레이디의 ‘스포츠 라인’에서 기능성과 보호 기능이 떨어짐을 근거

◈ CROCODILE ‘Protective Line’ Target

- Main Target : 30~40대 여성

- Sub Target : 50대 여성

- Target Image  

: 미세먼지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며 트렌드를 추구하는 여성

: 가족의 미래와 자녀 양육에 관심이 있는 여성

Positioning. 
Repositioning strategy by the ‘Protective Line’

‘Protective Line’ 위치

4P Strategy.   

Product

Price

Palce

Promotion

2020 S/S 여성복, 아동복 아이템

기능성 제품인 만큼 기존 가격대보다 약간 높게 책정

온라인 확대 : 이용자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홈쇼핑 진출 본격화 : 홈쇼핑 수요 증가

로드샵 재정립

‘Protective Line’ 뮤즈 ‘소이현’ 선정

온라인 진출 확대 전략

캠페인을 통한 친환경 이미지 구축
: 나무 심기 운동 참여, 복지시설 후원

Promotion Strategy.    

1. 소이현을 뮤즈로 젊고 예쁜 3040 이미지 구축.

- 가족을 사랑하는 배우 소이현의 이미지

- 우아하고 세련미를 동시에 표현하는 배우의 이미지

- 가사와 육아로 바쁜 주부는 물론 현대 여성들에게 공감대 형성

- 3040 여성들에게 친근하게 접근 용이

2. 온라인 진출 확대 전략.

- 온라인 쇼핑몰 개선

- ‘Protective Line’ 상품 구매시, 이니셜 각인 이벤트

- 미세먼지 경보 발생시, 과감한 판촉 행사 :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3. 캠페인을 통한 자연친화적 이미지 구축.

-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함을 보여줌

- 미세먼지 없이 숨 쉴 수 있는 맑은 공기 생성에 기여

- 나무 심기 운동 단체복 후원

- 복지 시설에 공기청정기 후원

Nature Life Balance
NELABEL

MODERN CLASSIC

Fabric Board.    
1. 도전사 원단

2. 나노 소재

3. 리베텍스

: 정전기 미세먼지 방지 효과

: 고어텍스보다 가볍고 투습성이 뛰어남

: 고급기능성 소취 원단

Fabric Idea.    
1. Cooling Fabric 2. Color changed Fabric

- 온도를낮춰주는 초 미세 쿨링 선으로 
내부의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의 출입을 방어 

- 통풍이 잘 안된다는 미세먼지 차단 제품의
단점을 개선

-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장소에 가면 경고의 의미로
소재의 색이 변함

- 마스크에 부착시켜 마스크 필터를 교체할 시기가
가까워지면 악어의 색깔이 변함

워라벨에서 따온말로,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싶은 마음으로 
디자인합니다. FLOODING BREEZE

산들바람이  불어온다.

맑은 하늘을 되찾고 싶은 마음을 
담아  수채화의 번짐을 디자인합니다.  

FAMILY ON

2019 트렌드 컨셉을 연출하라의 카멜레온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행복한 엄마와 아이의 

스타일을 연출합니다.

Family Similar

Trendy casual

(C) 2019.노현정정승현조서연.All rights reserved

2019 한국 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 

미세먼지 이슈
조기 사망률 증가, 경제 피해 극심

미세먼지 관련제품 판매 증가

-  OECD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  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외부 활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침.

2019 트렌드 분석 _미세먼지 이슈와 패션 트렌드

- 이번 2019 S/S 런웨이에서는 다수의 패션 브랜드들이 다양한

    베이지 컬러를 활용한 제품을 선보였다.

- 미국 색채 연구소 팬톤도 2019 S/S 패션 트렌드 컬러에 

    베이지 계열 색상 소이빈을 포함해 베이지의 인기를 증명 시켜줬다.

1. 2019 SS Trend Color “Beige”

2. ‘핫’ 하려면 “Tie-Dye”

- 2019 S/S 시즌 키워드 중 하나인 ‘타이다이’는 그 어떤 패턴과 견주어도

   화려함과 강렬함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개성을 자랑한다. 

- 최근 아동복 시장에는 성인들의 패션 코드를 그대로 반영하여 

   아이들을 자신의 미니어쳐로 만드는 미니미 드레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 “MINI ME”
- 마스크 공기청정기 손소독제 등 판매 급증 

Market Research

Market Strategy

Design

we just want clean area

AIR
GROUND

WIND
LIGHT

AND PROTECT EVERYTHING

크로커다일레이디 조서연,�노현정,�정승현�(중앙대학교)

장 려 상



장 려 상

크로커다일레이디�홍현진,�이수희�(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수 상 자  명 단

 브랜드상

노스페이스�� 강규민,�박도연,�전예은�(덕성여자대학교)

돌실나이�� 장유진,�전다현(이화여자대학교)

솔리드옴므� 강찬주,�장지연,�이규리�(덕성여자대학교)

에잇세컨즈� 김은비,�홍수진,�황유정,�정지원,�윤지원�(이화여자대학교)

프렐린� 김신정,�이은비�(숙명여자대학교)

Cashmere�House� 이성혜,�이채영,�최미소,�최경은�(고려대학교)

크로커다일레이디� 오미소,�김하영,�김민하,�김현우�(충북대학교)

 장려상

노스페이스�� 고현주,�배효민,�유지선�(한양대학교)

� 김규동,�김민재,�강민지�(부산대학교)

� 김윤경,�김민숙,�김소연,�김지윤,�원다인�(상명대학교)

� 김인태,�김정은,�이은희,�조민경,�조하진�(건국대학교)

� 윤지현,�조의성,�이채정,�장문영,�김고은�(가톨릭대학교)

돌실나이�� 박지민,�류희진,�이선혜,�한예림�(안동대학교)

� 장유빈,�노솔지,�이해리,�최수지,�김지수�(건국대학교)

� 장은성,�신소미,�이채은,�김영서�(숙명여자대학교)

솔리드옴므� 김용석,�박혜원,�왕아적,�이종은,�황지선�(고려대학교)

� 김채연,�김지원�(덕성여자대학교)

� 신혜진,�박경선,�양은서,�김아인,�백정원�(이화여자대학교)

� 정영훈,�홍성준,�김지호,�남새연,�김다은�(충남대학교)

� 황준웅,�박찬영,�조영빈,�하정석�(한성대학교)

에잇세컨즈� 권민경,�이현성�(경희대학교)

� 김시호�(부산대학교)

� 권유정,�김하늘,�이은주�(한양대학교)

� 박나영,�김경현,�김이현�(서울여자대학교)

� 신유라,�안현서,�임하연�(숙명여자대학교)

� 윤슬기,�김재희,�박상혁,�신윤아,�유정연�(고려대학교)

� 이규현,�조유영,�신지용,�김진서,�전소현�(건국대학교)

� 채하은,�양혁주�(연세대학교)

프렐린� 김민주,�이수민,�김소연�(성균관대학교)

� 유수미,�최현지,�심현주,�이윤아,�조민경�(성신여자대학교)

� 이동민,�남선아,�홍지현,�박미영�(충북대학교)

� 정혜인,�추한철,�김동은,�최유나�(한성대학교)



Cashmere�House� 김나영,�박세영,�채혜원�(숙명여자대학교)

� 류민지,�김슬비,�정정효,�이현주�(호남대학교)

크로커다일레이디� 김하영,�김소연,�최지아,�김주연,�이하영�(건국대학교)

� 이동원,�강예림,�양지원,�김서정,�김보나�(중앙대학교)

� 조서연,�노현정,�정승현�(중앙대학교)

� 홍현진,�이수희�(한성대학교�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입선

노스페이스�� 박다혜,�이준범,�황효임,�유채은,�김승혜�(경성대학교)

� 신민지,�강다희,�이정은,�한어진�(중앙대학교)

� 조예성,�최영서,�장연란�(이화여자대학교)

� 황지민,�오송현,�김수빈�(전북대학교)

돌실나이�� 박인환,�문찬영,�석다미,�김명희,�유�연�(충북대학교)

솔리드옴므� 김다흰,�김�미,�조예람,�홍아름�(가톨릭대학교)

� 김지연,�송재현�(중앙대학교)

� 박동민,�차단비,�남주연�(부산대학교)

� 박세현,�윤은지�(동아대학교)

� 서진솔,�권고은,�신수진,�이수하,�이윤정�(한성대학교)

� 안치선,�신종하,�양희수�(충북대학교)

� 이종규,�김성준,�기다현,�지은교,�이상흠�(한양대학교)

� 이채영,�조석훈,�이수민�(중앙대학교)

� 이태희,�김보미,�김해리,�엄윤희�(경성대학교)

에잇세컨즈� 강나연,�문귀남,�정지원�(부산대학교)

� 김관영,�권진영,�전지영,�홍세연�(성신여자대학교)

� 김서영,�박세희,�한도경,�박소연,�권진영�(전주대학교)

� 김정민,�김세원,�오예별,�김순홍,�조혜빈�(가톨릭대학교)

� 김지연,�이윤건,�박수혁�(안동대학교)

� 배한빈,�김주원,�박하은,�권예지�(동아대학교)

� 송여랑,�김수민,�배성은,�최수민�(충북대학교)

� 양진희,�이윤희�(성신여자대학교)

� 오소희,�박미정�(덕성여자대학교)

� 이경수,�박준희,�백승렬�(중앙대학교)

� 이민우,�김민재�(부산대학교)

� 이주영,�김다솜,�박진아�(울산대학교)

� 조용범,�정원경,�전유영,�김선아�(충북대학교)

� 조우미,�김수정�(경상대학교)

� 추정식,�송하룡,�김호식,�이동혁�(서원대학교)

프렐린� 김향주,�김효정�(호남대학교)

� 박채윤,�정예림�(경북대학교)

� 윤현혜,�이정석�(안동대학교)

� 전우정,�손은경,�장연희�(동아대학교)



Cashmere�House� 김민경,�김민정,�엄다현,�이지원�(경성대학교)

� 임효신,�박은비�(충북대학교)

크로커다일레이디� 장현지,�서예진�(호남대학교)

� 장진경,�이가영,�이창우�(경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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