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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씀

안녕하세요? 한국의류학회의 22대 회장 연세대학교 고애란 교수입니다.

한국의류학회의 2020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에 참여한 전국의 의류학 전공 학생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작품지도를 위해 수고해주신 지도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는 유능하고 창의적인 미래 패션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올해로 벌써 11회를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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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를 협찬해 주신 ㈜돌실나이, 

브론떼훼밀리㈜, ㈜영원아웃도어, ㈜지오다노, ㈜파크랜드, 패션그룹형지㈜ 대표님들의 미래 

패션인재 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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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개 대학에서 188팀이 참가 신청하였으며 한국의류학회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진 각 브랜드의 최종심사 결과, 6개 팀이 브랜드상을, 32개 팀이 

장려상을, 50개 팀이 입선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상한 모든 학생 여러분께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콘테스트의 위원장으로서 사업 진행을 위해 열정을 바쳐 수고해주신 성균관대학교 임은혁 

교수님, 우수 브랜드를 섭외하시고 작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한국의류학회 이사님 과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분과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 

훌륭한 작품으로 한국의류학회의 2020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를 빛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이 시작이 되어 패션 전문인으로서의 

여러분의 미래가 한층 빛나길 기원합니다.

2020년 10월 

(사)한국의류학회 회장

고 애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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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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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주  최: (사)한국의류학회

•후  원:  국내 대표 의류브랜드 

㈜돌실나이, 브론떼훼밀리㈜, ㈜영원아웃도어, ㈜지오다노, ㈜파크랜드, 패션그룹형지㈜

•시상 및 전시: 2020. 10. 17(토) 한국의류학회 추계학술대회 예정

 시 상 내 역

          브랜드명 수상자(팀) 부상 및 상금 

브랜드상

노스페이스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돌실나이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올리비아하슬러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지오다노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프렐린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Cashmere Class 1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 상장 및 부상

입선 ○○ 상장

 수상자 특전

•리플렛 제작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주제

•6개 참여 브랜드 중 하나의 브랜드를 선택하여, 각 브랜드에서 제시하는 주제에 맞춤



<브랜드별 주제>

브랜드명 주 제

노스페이스
“Sustainability”

-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컨셉이 잘 녹아 있는 기획안
- 남녀 각 5착장 (아이템으로는 아우터, 상하의 / 슈즈&악세서리도 가능) 정도로 제안

돌실나이

1. 주제 : 내가 입고 싶은 한복 
* 상품화가 가능한 소재 및 디자인에 한함
* 한복에 관한 본인의 철학과 스토리가 담긴 상품 

2. 단계
- 상품 기획   
- 디자인 제안(도식화 및 일러스트, 소재 선정 등)
- 상품 제작 (선별을 통하여 샘플 제작 등 지원 예정) 

올리비아하슬러

“애견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응원하는 올리비아하슬러 패션 상품 디자인 및 마케팅” 제안 
* 주제 선정 배경 :  취향의 시대인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 애견인들에게 제안할 패션 의류나 잡화 아이템을 올리비아하슬러에서 
출시한다고 할 때, 상품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

지오다노 온라인 매출 활성화를 위한 상품 기획 및 마케팅 방안

프렐린

온라인 유통채널 강화를 위한 [프렐린]의 상품 기획 및 온라인 마케팅 전략 제안
-  현재 프렐린은 오프라인 유통(파크랜드 매장 샵인샵 및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온라인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입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온라인에 특화된 프렐린의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shmere Class
‘Cashmere Class’ 라고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를 표현
부제:  우리가 생활하는 조직과 사회는 다양한 Class로 구성되어 있고 그 Class는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구분될 때가 있다.

 신청자격

•팀(5인 이내) 혹은 단독으로 신청가능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의류학 관련 전공자, 혹은 한국의류학회 회원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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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기 간: 202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ksct@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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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차 심사용 포트폴리오 제출

• 마케팅제안과 디자인제안 내용이 모두 포함된 출력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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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7월 24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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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28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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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7일) 작품집 전시 



 추 진 일 정  

일 시 내   용 장    소 

2020년 3월 2일(월) ㅇ개최공고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20년 3월   2일(월)
- 4월 30일(목)

ㅇ참가신청서 접수
(동일인의 중복지원 불가)

한국의류학회 이메일
e-mail: ksct@chol.com

2020년 7월 24일(금)
ㅇ포트폴리오 제출 마감
(우편의 경우, 24일 소인까지 유효)

한국의류학회 사무국

2020년 8월 14일(금) ㅇ1차 심사 통과자 발표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20년 8월 28일(금)
ㅇ2차 심사 제출물 마감
(우편의 경우, 28일 소인까지 유효)

한국의류학회 사무국

2020년 8월 31일(월)
- 9월 18일(금)

ㅇ2차 심사
후원 브랜드의 결정에 따름

추후공지 

2020년 9월 25일(금) ㅇ수상자 발표
한국의류학회 홈페이지

(http://www.ksct.or.kr)

2020년 10월 2일(금) ㅇ리플렛 제작용 자료제출
한국의류학회 웹하드

(추후공지)

2020년10월 17일(토) ㅇ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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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예, 오동하, 박형진, 손진아, 김재준 (중앙대학교)

돌실나이  장희, 김지수, 송수빈, 이유림 (충남대학교)



올리비아하슬러  김은주, 송남희, 최서영, 강태훈 (한성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

지오다노  박세림, 문예빈, 박은지, 이민경, 이지현 (덕성여자대학교)

브 랜 드 상



프렐린  김세인, 연승원, 김민지, 오수정 (이화여자대학교)

Cashmere Class  김민정, 차하연 (숙명여자대학교)

브 랜 드 상



장 려 상

노스페이스  강동영, 김형주, 김봉민, 구영훈 (창원대학교)

2020년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 콘테스트 덕성여자대학교  강민주 김효리 이민영 

TARGET ANALYSIS
착한소비에 대한 관심 정도

있다 없다

대부분의 20대 여성이
착한 소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착한 소비에 관심이 있고
평소 관련 제품을
이용해 본적 있다.

72.6%

대학내일 20대연구소,전국20대 여대생 트렌드 및 가치관 변화 조사. 500명 응답

COMPETITOR STATUS THE NORTH FACE STATUS

SWOT & STP

S
Strength

강점

O
Opportunity

기회

T
Threat

위협

s

W
Weaknes

약점

  

NEW LINE SUGGESTION GREEN LABEL

LOGO PATTERN

GOODS

MARKETING COMMUNICATION STRATEGY

ILLUSTRATION & FLAT SKETCHIMAGE MAP

재생종이를 이용한 TAG&PAKAGE DESIGN 업사이클링 통한 REMAKE SERVICE

에코족을 위한 환경 캠페인

제품구입시 제공되는 친환경 생 분해 폴리 지퍼 백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오면 이를 GREEN POINT로 전환해줌.

노스페이스 렌탈 & 구독 서비스

알파니스트들의 끝없는 도전정신에 이어
녹색 지구를 위한

노스페이스 그린라벨의 새로운 여정을

EXPLORE FOR THE EARTH? US!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렌탈 & 구독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OFFLINE SHOWROOM : POP-UP STORE

TARGETING

SEGMENTATION

POSITIONIG

공정에서 화학물질이 최소화 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해결하는 소재들을 개발
친환경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던

오가닉 소재의 사용 증가로 “비건 웨어”트렌드

새로운 친환경 소재의 개발 제안

경쟁사들은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소재 뿐 아니라 생산공정의 그린지향성, 브랜드, 독립된 라인으로 전개 중
또한 환경 캠페인으로 GREEN CONSUMER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음

코오롱 FNC  -   RE; CODE            

코오롱스포츠 - ‘노아’캠페인    
친환경적인 생산공정으로 오가닉 코튼 데님원사로 만든 친환경 소재와
워터리스 워싱기법, DTP프린트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데님아이템과 셔츠&원피스

더이상 낭비하지 않는 새로움을 디자인하는 브랜드

강점
• 현장경험과 테스트를 통해 기술력과 상품력, 품질을인정
•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점유율 보유

약점
•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
• 가격대와 실용성에 비해 단조로운 디자인
• 브랜드 내의 에코상품 존재> 확실한 라인이 없음

위협
• 코로나의19 지속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비변화
• 신규브랜드  및 저가 브랜드의 증가
• 아웃도어의 한정적인 시장규모- 차별성이 높은 방향으로의 
  사업확장이 힘듦

기회
•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웰빙 트렌드와 여가문화 시대
• 도심에서도 아웃도어 제품을 즐겨 입는 ‘아우트로족’의 증가
  -스포츠 의류를 생활에 접목하는 합리적 스포츠 마니아 층이 늘고 있음

노스페이스 안에서  독자적인 지속가능성 라인인 GREEN LABEL 전개
환경친화적인 소재와 화학 물질이 최소화 된 생산 공정들
제품 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프로모션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 보여줌

2030 여성의 지속 가능한 패션에 관심이 있는 아우트로족 소비자

프리미엄 고품질의 트렌디한 지속가능성 상품을 전개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문화와 글로벌에 대한 감성과 욕구 강함
자기중심적 소비로 개성과 차별화 추구
감각적 소비를 통한 가치중심적 구매
브랜드와 디자인 중시
제품의 이미지를 통해서 제품의 선호도 결정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 높은 편:

GREEN CONSUMER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율 높음

MAIN TARGET

2-30대 여성

노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높은 인지도와 기술력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제품으로

2030 GREEN CONSUMER 여성 아우트로족을 위한 독립된 GREEN LABEL 제안

에코제품
 친환경 에코 소재와 자재를 사용한 에코 제품

환경을 생각한 충전재 개발 & 봉제 기술
 공기 함유량을 높이기 위해 사선 구조로 박음질해 보온성을 높인 ‘브이모션’
‘티볼’: 혁싱적 인공 충전재를 자체개발 - 동물 복지 개념 확대
 작은 구형 입자로 다운과 유사한 볼륨감

에코 캠페인과 기획전
 에코 티 컬렉션과 캠페인

노스페이스는 충분한 기술력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에코 제품은 존재하지만 

독립된 에코 라인을 전개하지 않고 있음

노스페이스  강민주, 이민영, 김효리 (덕성여자대학교)



장 려 상

노스페이스  곽민주, 이동희 (동덕여자대학교) 

2020 F/W ECO CASUAL LINE 콘셉트2020 F/W ECO CASUAL LINE 로고

LET’S RECYCLE AND UPCYCLE!

리, 업사이클링 기술과 아웃도어 기술을 접목한 소재
&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이 더해져 활동적이며 밝은 감성을
선사하는 친환경 캐주얼 라인

2020 F/W ECO CASUAL LINE 콘셉트 보드 2020 F/W ECO CASUAL LINE 컬러 & 소재 이미지 맵

   2020 F/W 차기 시즌 상품 기획

2020 F/W ECO CASUAL LINE Product Mix         
유행성에 따른 상품 비율

2020 F/W 상품 기획 방향 맵 광고 기획

바닷소리와 페트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화면 고정.

(3~5초)

누군가 천천히 걸어와
페트병을 잡는 모습.

(5~8초)
페트병을 옷으로 만드는
과정을 빠르게 보여줌.

(2~3초)

완성된 옷 클로즈업.(2~3초)
이후 옷을 입는 모습.(1~2초)

“당신의 가치를 입으세요’’
라는 문장을 로고와 함께 보여주는
동시에 경쾌한 효과음 이펙트 사용.

(3~5초)

VMD 전략
VMD이미지 맵

매장 내 VMD

작업지시서

액세서리상품 기획

Upcycling product - 아웃도어 의류를 제작하고 남은 원단과 업사이클링 가능한
버클과 스트랩을 사용해 제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함.

2020 F/W ECO CASUAL LINE디자인

SWOT 분석

타깃 소비자& 예상 소비자

4P 분석

프로모션 전략
2020 F/W ECO CASUAL LINE 상품
500,000원 이상 구매 시, 리미티드 상품인 배지 증정.

배지 디자인, 규격
규격: 20mm x 20mm 표준형 금 도금 배지.

2020 한국의류학회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경상대학교 김수지

노스페이스  김수지 (경상대학교)



장 려 상

노스페이스  김신영, 임희진, 류희수 (한양대학교)

노스페이스  김지선, 김채린, 전진우, 조희정 (전북대학교)



장 려 상

노스페이스  박수빈, 이혜린, 부경민, 한하랑, 김신아 (고려대학교)

노스페이스  심우열, 오민주, 최수아, 최다은, 박소현 (한성대학교)



장 려 상

돌실나이  김현진, 김장은, 유가영, 이승민, 정민선 (서울여자대학교)

돌실나이  박문경 (원광대학교)



장 려 상

돌실나이  박미소, 김세영, 부민지, 김한석 (부산대학교)

돌실나이  이창훈, 김은향, 김호성 (경상대학교)



장 려 상

돌실나이  이태인 (부경대학교)

올리비아하슬러  김나연, 김은하, 류가을, 박지현 (덕성여자대학교)



장 려 상

올리비아하슬러  김마로, 원현아, 이나성 (한양대학교)

올리비아하슬러  양혜정, 고영신, 김아름, 신가람, 성치영 (한성대학교)



장 려 상

올리비아하슬러  윤수정, 구다모, 노현송, 엽비키 (고려대학교)

올리비아하슬러  한주연, 심현승, 이하림, 김수현, 서유진 (부산대학교)



장 려 상

올리비아하슬러  황민찬, 전하연, 정서정, 변지현 (수원대학교)

지오다노  강수진, 정재원, 정은수, 이소미 (중앙대학교)



장 려 상

지오다노  박수영, 정혜지, 권지현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지오다노  신은빈, 이철준, 손수민 (울산대학교)



장 려 상

지오다노  정윤겸, 성유진, 윤지현, 허윤경, 천명근 (인천대학교)

지오다노  정지휘 (울산대학교)



장 려 상

프렐린  김영화, 배현빈, 표예나, 홍세연 (성신여자대학교)

프렐린  성현하, 박세은, 곽희승, 정민지 (인하대학교)



장 려 상

프렐린  안소민, 유인지, 이엘, 이민영 (성신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

프렐린  조민지, 고다혜 (경희대학교)



장 려 상

Cashmere Class  강현수, 김예진, 김효정, 조예인 (덕성여자대학교)

Cashmere Class  신효정, 황민서 (세종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장 려 상

Cashmere Class  유지민, 이윤수 (숙명여자대학교)

Cashmere Class  정선용 (경상대학교)



수 상 자  명 단

 브랜드상

노스페이스  강선예, 오동하, 박형진, 손진아, 김재준 (중앙대학교)

돌실나이  장희, 김지수, 송수빈, 이유림 (충남대학교)

올리비아하슬러  김은주, 송남희, 최서영, 강태훈 (한성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경희대학교)

지오다노 박세림, 문예빈, 박은지, 이민경, 이지현 (덕성여자대학교)

프렐린 김세인, 연승원, 김민지, 오수정 (이화여자대학교)

Cashmere Class 김민정, 차하연 (숙명여자대학교)

 장려상

노스페이스  강동영, 김형주, 김봉민, 구영훈 (창원대학교)

 강민주, 이민영, 김효리 (덕성여자대학교)

 곽민주, 이동희 (동덕여자대학교) 

 김수지 (경상대학교)

 김신영, 임희진, 류희수 (한양대학교)

 김지선, 김채린, 전진우, 조희정 (전북대학교)

 박수빈, 이혜린, 부경민, 한하랑, 김신아 (고려대학교)

 심우열, 오민주, 최수아, 최다은, 박소현 (한성대학교)

돌실나이  김현진, 김장은, 유가영, 이승민, 정민선 (서울여자대학교)

 박문경 (원광대학교)

 박미소, 김세영, 부민지, 김한석 (부산대학교)

 이창훈, 김은향, 김호성 (경상대학교)

 이태인 (부경대학교)

올리비아하슬러 김나연, 김은하, 류가을, 박지현 (덕성여자대학교)

 김마로, 원현아, 이나성 (한양대학교)

 양혜정, 고영신, 김아름, 신가람, 성치영 (한성대학교)

 윤수정, 구다모, 노현송, 엽비키 (고려대학교)

 한주연, 심현승, 이하림, 김수현, 서유진 (부산대학교)

 황민찬, 전하연, 정서정, 변지현 (수원대학교)

지오다노 강수진, 정재원, 정은수, 이소미 (중앙대학교)

 박수영, 정혜지, 권지현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신은빈, 이철준, 손수민 (울산대학교)

 정윤겸, 성유진, 윤지현, 허윤경, 천명근 (인천대학교)

 정지휘 (울산대학교)

프렐린 김영화, 배현빈, 표예나, 홍세연 (성신여자대학교)

 성현하, 박세은, 곽희승, 정민지 (인하대학교)

 안소민, 유인지, 이엘, 이민영 (성신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상명대학교)

 조민지, 고다혜 (경희대학교)



Cashmere Class 강현수, 김예진, 김효정, 조예인 (덕성여자대학교)

 신효정, 황민서 (세종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유지민, 이윤수 (숙명여자대학교)

 정선용 (경상대학교)

 입선

노스페이스  김서영, 김수진, 박준휘 (단국대학교)

 김하늘, 주지영 (한양대학교)

 박지나, 오지훈, 최조원, 한규호, 오민용 (건국대학교)

 심인경, 김시원, 도유진, 오은정, 이주은 (부산대학교)

 윤이나, 권수빈, 김민현, 신유정 (동덕여자대학교)

 이가은, 오연경 (건국대학교)

 이미란, 김나은 (충남대학교)

 이수진, 박성은, 서자현, 정유영 (경상대학교)

  이예은, 김하은, 이예림, 전혜인 (성신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이혜민, 김지은, 박혜린 (명지전문대학교)

 인소현, 김소현, 김아람, 박다연, 안재경 (한성대학교)

 정윤지, 김민우, 박수진 (충남대학교)

 정조은, 김지원, 박지윤, 송신아, 염창엽 (고려대학교)

 조가은, 원현빈 (숙명여자대학교)

 조소현, 유남경, 윤소원, 김서경 (한양대학교)

 조소희, 박수현 (덕성여자대학교)

 최정윤, 김예림, 황은진 (서울여자대학교)

 최지민, 양서영, 김지현 (한양대학교)

 최지우, 최이슬, 한주영 (동덕여자대학교)

 허수빈, 김지선, 구민지, 장석희 (한양대학교)

돌실나이  김민영 (호남대학교)

 안유진, 박수정, 박지영, 최은선 (평택대학교)

 채희영, 박지원, 성수진 (숙명여자대학교)

 최소현, 이채영, 하나형 (숙명여자대학교)

올리비아하슬러 김주연, 김지안, 김유정, 박예인, 백지숙 (경상대학교)

 손민주, 장시은, 정하영, 김영신 (단국대학교)

 송서윤, 김나해, 임채원, 조예진 (성신여자대학교)

 안현서, 조수안 (숙명여자대학교)

 양종현, 김소연 (숙명여자대학교)

 이민지, 남근영, 문채연 (건국대학교)

 이주연, 강하연 (성신여자대학교)

 전한솔, 장지연 (신구대학교)

 최선, 김다윤, 이하얀, 유하정, 윤누리 (충북대학교)

 허단비, 장정윤, 정이나 (부산대학교)



지오다노 김샘이, 최수민, 최지수 (경상대학교)

 김소민, 박정윤, 안선영, 조희정, 한주언 (덕성여자대학교)

 김한나, 조영서 (성신여자대학교)

 김현주, 김유정, 최은희, 이수빈 (고려대학교)

 이다윤, 이지연, 김유경 (인천대학교)

 정혜정, 정다은, 이하주, 김지환 (건국대학교)

 조민경, 이선우, 손봉정, 홍기은 (성신여자대학교)

 조혜민, 박다인 (울산대학교)

 최서원, 김문주, 이승하, 조현영 (중앙대학교)

프렐린 김진하, 박다현 (전북대학교)

 이지수, 김윤영, 모수빈 (숙명여자대학교)

Cashmere Class 김소이, 이연주 (성신여자대학교)

 남원지 (계명대학교)

 박승혜, 박예인 (경상대학교)

 이지인, 신소미, 김지은, 김영서 (숙명여자대학교)

 정다연, 권홍미, 강효진, 김애지, 주은서 (건국대학교)



심사위원

 2020년도 패션상품기획콘테스트 기획위원

회        장: 고애란 (연세대학교)

위 원 장: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위        원:  고애란 (연세대학교) 

박정희 (서울대학교)

 1차 심사위원

위 원  장: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심사위원:  권하진(서울여자대학교) 

우홍주 (연세대학교) 

이미영(인하대학교)

 2차 심사위원

후원 협찬 브랜드 임원 및 부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