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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유행에 민감한 세기 현대는 정보화 사회이자21

인간의 사고와 행동 특성을 디자인으로 어떻게 표
현할 것인가라는 전환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는 새로운 것을 지향하고 끊

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 마케
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상품이나.

서비스 브랜드를 포지셔닝 할 때는 무엇보다 기능,

의 독자성을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만
족을 위한 맞춤형 마케팅을 기획하거나1) 고객 감동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감성 마케팅에 성공한 스타
벅스의 기획처럼2) 패션 산업에서도 차별화된 디자

†교신저자 E-mail : clothing333@hanmail.net

1) 야마모토 나오토, 마케팅의 는 기획이다99% 방지선 역 서울 토네이도, ( : , 2006), p. 132.

2) 김영한 임희정, , 스타벅스 감성마케팅 서울 넥서스 북스( : , 200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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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neckties that are motivated by Christmas symbol images that have been

known to public most widely in the basis of Day marketing so as to develop the competitive commodities closed

to consumers' emotion in the fashion industry. As a method of this study were to use Adobe Illustrator CS2, which

is one of the vector graphic programs, to present the motif design such as Santa Claus, trees, presents and letters

among Christmas symbols, and are to apply to neckties by giving a change with striped pattern, all over pattern

and one point patter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Santa Claus image was expressed by color contrast with

red and white, which was perceived by red, green and white that are mostly used in Christmas. Secondly, tree

images are expressed abstractly with color contrast where red and green are contrasted, and color way change was

given for symbol color of Christmas. Third, in the image of gift, the image of share and image of colorfulness

were considered for expression by making motifs of three dimensional hexahedron shape. Fourthly, in the image

of type, motif was expressed by giving a change in horizontal and vertical writing types.

데이 마케팅 산타 클로스 트리 선물 문자Key words: day marketing( ), Santa Claus( ), tree( ), gift( ),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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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 현대사회는 새로
운 소비 문화로써 여러 가지 목적과 기념일에 부합
한 데이 마케팅 이 대중의 감성 마케(day marketing)

팅과 함께 다양하게 정착되고 있다 데이 마케팅이.

란 기업 이익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특정 기간 동안 특정 대상을 상대로 개별
적 직접적 오감의 자극과 체감을 통해 실시하는,

일련의 비일상적 마케팅 활동이라 할 수 있다3) 즉. ,

특정한 날을 만들어 상품을 파는 신종 마케팅으로
유행에민감한세대들에게있어크리스마스(Christmas),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Valentine day), (White

day) 등은 경기 침체 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정한 날
을 위한 소비 문화로 정착되었다 특히 크리스마스. ,

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기념일로 생활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
께 소비 의식 또한 상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패션 산업에서도 소비자의 변화에 대한 흐
름과 시장 변화를 예측하여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
하는 상품 개발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적절한 때에 감성 세대들에 접근하는,

감성 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의 넥타이 디자인에 대한 선행 연구
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전통 문양이나 회화 이미
지 등에 관한 연구4) 등의 유형에 그쳐 소비자의 감
성에 어필한 데이 마케팅에 관한 디자인 연구도 필
요하다고 보았다.

더불어 넥타이는 남성복의 대표적인 소품으로
이제는 정장의 악센트 외에 남성의 멋을 표출해 줄
있는 개성적인 장신구로써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

폭 넓은 소비층을 자극하는 크리스마스라는 특정

한 날과 주 소비자층인 남성들에게 있어서 넥타이
는 지위와 신뢰도 개성 능력을 표현해 주는 가장, ,

중요한 소품이기에5) 감성 소비의 주 타켓인 젊은
여성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선물 아이템이라
볼 수 있으며 나아가 디데이에 맞는 넥타이 디자, 인
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감성과 니드가 반영됨으로
써 데이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의 고유한 정서가 반
영된 패션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 마케팅에 입각한 소비자
의 감성에 접근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이
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크리스마스의 상징물
을 모티프로 한 넥타이를 디자인하고 소비자의 감
성에 다가선 패션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
발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은 데이 마케팅의 발생 배경과 사례 크리스마,

스의 개념 및 상징물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모티프
및 패턴을 제안하여 작업으로 넥타이에 접목CAD

시켜 다양한 디자인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연
구 방법은 벡터그래픽 프로그램인 Adobe Illustrator

를 이용하여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모티프 디CS2

자인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올오버 패턴 스트라이,

프 패턴 그리고 원포인트 패턴 등으로 변화를 주어
넥타이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Ⅱ

데이 마케팅의 발생 배경 및 사례1.

데이 마케팅의 발생 배경1)

데이 마케팅 이란 예정된 좋은 날(day marketing)

을 기념하는 의미로써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목적
에 부합되고 그 효용 가치로서 인정받는 뉴미디어

3) 황재근 데이마케팅 에서의 광고 전략 발렌타인데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산업정보대학, “ (Day Marketing) : ” (

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 1-82.
4) 송현주 고구려와당문양을응용한넥타이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 ( , 1998), pp. 1-72.

박희정 민화 이미지에 의한 넥타이 패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 , 1998), pp. 1-121.

오상은 앙리마티스작품세계를응용한넥타이디자인연구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 ( , 1998), pp. 1-71.

김소희 컴퓨터를 이용한 쟈카드 넥타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 ,

1998), pp. 1-55.

이정신 호접문을 이용한 컴퓨터지원 넥타이 디자인, “ ,” 부천대학논문집 권19 (1998), pp. 229-243.

이상필 김선홍 를 활용한 함평나비축제 문화상품 디자인 콘텐츠 연구 를 중심으, , “CAD : Adobe Illustrator CS2

로” 복식문화연구 권 호15 5 (2007), pp. 760-769.

5) 존 몰로이T. , 성공하는 남자의 옷차림 이진 역 서울 황금가지, ( : , 2005), 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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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기념일을 의미한다6)
.

즉 데이 마케팅은 기념일을 이용하여 수요를 창,

출하는 마케팅 기법으로써 년대부터 유행하기1990

시작하였으며 기념일에 뜻을 담은 선물이나 행사,

로 수요를 창출한다7)
.

요즈음 기업들은 자사의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스페셜 데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일,

반 기업들이 진행해 온 구매 할인 혜택을 주는 단
순차원이 아닌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차
별적인 혜택을 제공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

즉 기업들은 특정한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

하여 고객들의 존재를 깨우치고 자연스럽게 연관
된 제품을 홍보하는 한 몫을 하고 있으며8) 위축된
소비 심리와 더불어 불황 타결의 전략으로 데이 마
케팅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데이 마케팅은 특정한 날을 지정해 고객
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과 기업,

간의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

특히 유사한 고객 마케팅이 증가하고 희소성 있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소비 문
화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차별화된 기업 이미
지를 제공하는 데이 마케팅은 감성을 중시하는 소
비자에게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감성이,

반영된 패션 상품은 새로운 마케팅 풍속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데이 마케팅의 사례2)

데이 마케팅은 특별한 날 특별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감성을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대부
분 대들이 주도하는 기념일이라고 하여 포틴 데10

이인 일이 대부분이며 이들을 겨냥한 이벤트가14 ,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표 참조 본 연구에서는( 1 ).

주 소비계층인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기념일

이라 할 수 있는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그리,

고 빼빼로 데이를 중심으로 그 유래와 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렌타인 데이(1) (Valentine day)

발렌타인 데이의 유래로써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은 로마 시대 사제였던 성 발렌타인 의(Valentinus)

처형 날짜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즉 세기경. , 3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세는 청년들을 군대로 보2

내기 위해 금혼령을 내렸는데 이를 어기고 발렌,

타인 사제가 젊은 남녀를 결혼시킴으로써 발렌타인
은 년269 월 일 처형당하게 되었고 이를 기념해2 14 ,

서 월 일에 연인들 사이에 사랑의 선물이나 편2 14

지를 주고받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이러한 풍습을 이용한 일본의 유명제과회사 모
리나가는 년의 시대상으로 사랑의 고백이 서1958

툰 여성들에게 사랑 고백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었
고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고백하,

자는 메시지로 당연히 발렌타인 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도록 만들었다9)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큰 호.

응을 받지 못하다가 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 인90

기를 끌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그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그 한 예로 국내에서 종합생활문화기업인 제일
제당은 년 월 발렌타인 데이를 맞아 감성적인2009 2

소재를 매출에 도입하였는데 이벤트 이름도 내, ‘

남자를 울려라라는 스토리텔링 마케’ (Storytelling)

팅으로10) 연인에게 감동을 전하면서 또 당첨금을
주는 컨셉으로 데이 마케팅에 어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발렌타인 데이 마케팅은 최근 외식업계에서는
쉽게 사용하는 신조어로써 젊은 층을 겨냥하여 다
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제는 연인뿐 아,

6) 황재근, op. cit., p. 3.
7) 데이마케팅“ ,” 사전IT 온라인사전 년 월 일 검색[ ] [2009 4 1 ];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enc.daum.

net/dic100/contents.do?query1=15xxx22807

8) 데이 마케팅 전략과 활용“ (Day) ,” 리테일매거진 온라인잡지 년 월 년 월 일 검색[ ] (2005 4 [2009 2 7 ];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microsoft.com/korea/smallbusiness/bizguide/day_marketi...

9) 데이 마케팅 전략과 활용“ (Day) ,” 리테일매거진 온라인잡지 년 월 년 월 일 검색[ ]; (2005 4 [2009 2 7 ];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www.microsoft.com/korea/smallbusiness/bizguide/day_marketi...

10) 발렌타인데이 맞아 소비자 감성 마케팅 활활“CJ, ,” 뉴스와이어 온라인뉴스 년 월 일 년 월[ ]; (2009 2 4 [2009 2

일검색18 ];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amews.icross.co.kr/anews/eventread.php?idx=218889&is=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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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동료 친구 친척들에게 초콜릿 외에 향수 속, , ,

옷 꽃 케익 등의 개성있는 선물을 주는 날로 변해, ,

가는 추세이다.

화이트 데이(2) (White Day)

월 일 화이트 데이는 월 일 발렌타인 데3 14 2 14

이에 선물에 받은 남자가 답례의 뜻으로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써 이러한 풍조를 착안해 제과업
계에서 사탕 판매를 활성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래는 년 일본의 마시멜로 제조업자가 만들1965

어서 처음에는 마시멜로 데이로 불리다가 나중에‘ ’

화이트 데이로 바뀌었고 그 뒤로 초콜릿 제조업체,

도 화이트 초콜릿을 판촉하기 시작했다는 설이 널
리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화이트 데이에 대한 이벤트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는데 남자 아이돌 가수 비스트(Beast)

는 년 월 일 모 방송가요 방청을 온 팬들에2010 3 14

표< 1> 데이 마케팅 광고 전략을 위한 기념일13,14)

기념일 기념일 대상 및 내용
월 일 다이어리 데이1 14 한해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에서 이성에게 수첩을 선물하는 날
월 일 발렌타인 데이2 14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
월 일 화이트 데이3 14 남성이 발렌타인 데이에 받은 선물에 답하는 날
월 일 블랙 데이4 14 솔로가 자장면을 먹는 날
월 일 로즈 데이5 14 연인에게 장미를 주는 날
월 일 성년의 날5 17 어른으로서 출발을 알리는 날
월 일 키스 데이6 14 연인끼리 키스하는 날
월 일 실버 데이7 14 은반지를 교환하며 미래를 약속하는 날
월 일 뮤직 데이8 14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날
월 일 포토 데이9 14 기념사진을 찍는 날
월 일 와인 데이10 14 와인을 마시는 날
월 일 빼빼로 데이 가래떡 데이11 11 , 연인끼리 빼빼로를 주는 날 가래떡 먹는 날,

월 일 무비 데이11 14 연인끼리 영화를 보고 오렌지주스를 마시는 날
월 일 허그 데이12 14 연인끼리 포옹으로 추운 겨울을 함께 녹이는 날
월 일 크리스마스12 25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 드리는 날

게 화이트 데이를 맞아 직접 사탕을 전해주는 행사
를 가짐으로써11) 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에 데이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빼빼로 데이(3)

빼빼로 데이는 영남 지역의 한 여중생들 사이에
서 과자 빼빼로처럼 길고 날씬하게 예뻐지자며 11

월 일 과자를 주고 받았던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11

한다12) 빼빼로 데이는 발렌타인와 화이트 데이 다.

음으로 국내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호응 받는 기념
일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제과업계에서는. 2009

년 연말에 빼빼로 데이가 발렌타인 데이나 화이트
데이를 넘어선 대표 기념일로 자리매김하면서 모
든 제과업계나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패션업계에
서는 빼빼로 데이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시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반해 농림부에서는 월. 11

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면서 이날을 가래떡 데11 ‘

11) 남친돌 비스트 팬들에 화이트데이 선물 화제“ , ,” 서울경제 온라인신문 년 월 일 년 월 일[ ] (2010 4 24 [2010 4 24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economy.hankooki.com/1page/entv/201004/ e20100414110628943220.htm

12) 안종배, 나비효과 디지털마케팅 서울 미래의 창( : , 2004), p. 181.

데이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게시판 년 월 일 년 월 일 검색13) “ ,” (2009 6 23 [2010 3 5 ];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cafe430.daum.net/_c21_/bbs_print?grpid=1Hfyk&mgrpid=&fldid...

황재근14) , op. cit.,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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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정하고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일환으로’

웰빙 문화와 함께 데이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다. 더
불어 안철수연구소15)에서도 이 날을 가래떡 데이로
정하고 색깔있는 빼빼로보다는 선조의 전통이 깃
든 가래떡을 간식으로 즐기는 이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데이 마케팅은 감성 전략과 함께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각종 데이에 맞추어 동일한 제‘ ’

품이더라도 재미있는 이벤트와 함께 더욱 높은 구
매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마스의 기원 및 상징물2.

크리스마스의 기원1)

크리스마스의 어원은 그리스도교 예배를 뜻하‘ ’

는 중세 시대의 그리스도 와 미‘Christres( )’ ‘Masse(

사 또는 예배 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영국에서 이)’ , 두
단어를 결합하여 로 부른 것이 그 기원‘Christmas’

이다16)
.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성서에서 살펴보면 이사야
장 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7 14 “

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누가복음 장 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2 14 “

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로다 이 말씀들을 통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

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
상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경배 드리는 날,

17)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는 이 날.

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는 축
제의 날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유래가 된 어원인 크리스마‘

스는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 , ,

어 그 직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예식 행위라는 의‘ ’

미로 쓰였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에.

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유력한 설 중의 하나는 고
대 로마에서 지키던 동짓날을 채택한데서 비롯되‘ ’

었다 당시 로마의 이교도들은 동지절 월 일. (12 24 ～

다음 해 월 일을 축제적인 명절로 지키고 있었1 6 )

다 그리하여 고대 교회의 로마 주교는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교의 축제일인
동지를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했던 것이다‘ ’

19)
.

하지만 예수의 탄생일이 처음부터 월 일이12 25

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그 날 행하는 의례는 원래,

기독교도들에 의한 것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 당시.

의 로마 주변 지역은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
문에 농사와 태양에 관련된 의식들과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월 일에는 집을 나무와 등불로 장식하1 1

는 것 등의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가 혼합되어졌고,

이 문화가 크리스마스 의식과 더해졌다 그 후에.

중세 민족들의 대이동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맞
이하면서 게르만족과 켈트족의 크리스마스 축제 의
식과 다시 합쳐졌고 이 혼합된 문화가 각 나라의,

민속적인 관습과 섞이면서 크리스마스의 축제 풍
습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졌다20)

.

결국 교회가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축하하게
되면서 로마의 주교 줄리어스 세 가 그리1 (Julius I)

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을 성탄절로
정하였고 크리스마스는 그 후 동방 교회로 퍼져나
가 교회력의 기원이 되었고 현재 세계적으로 통용,

되고 있는 기원이 된 것이다.

크리스마스 상징물2)

산타 클로스(1) (Santa Claus)

산타 클로스는 본래 아이들의 수호 성도‘ ’ ‘ ( )聖徒

성 니콜라스 의 전화(Saint Nicholas) ( )’轉化
21)로써 그

안철수연구소 가래떡데이 사내 이벤트개최15) “ , ,” 뉴스와이어 온라인뉴스 년 월 년 월 일 검[ ] (2008 11 [2010 4 20

색]; available from World Wide Web@http://press.chosun.com/newsRead.php?cat=600&cat1=609&md= A01&no=

369986&tm=1

16) 이영제, 크리스마스 서울 주살림출판사( : ( ) , 2004), pp. 10-11.

17) Rick Warren, The Purpose of Christmas (New York: Howard Books, 2008), p. 13.

18) 이영제, op. cit., pp. 10-11.
19) Ibid., p. 8.

20) 한치호, 성탄절 축제 프로그램 서울 기민사( : , 1999),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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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다 이 가운데 세. 4

기 초 소아시아의 파타라 에서 출생한 대 주(Patara)

교 성 니콜라스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하다22)
.

특히 카톨릭과 보수 개신교는 이 설을 지지하며23)
,

이 이름이 영어로 불러지게 되면서 세기에 산타18

클로스가 되었다24) 즉 성 니콜라스는 네덜란드어. ,

로 신트 니코라스 였고 시간이 지나(Slint Nikolaas) ,

면서 신터 클라스 로 바뀌었으며 이것(Sinter Klass) ,

을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 산타 클로스로 되었다
는 것이다25)

.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산타 클로스의 풍습은 성 니
콜라스가 평상시 불쌍한 어린이들에게 많은 선물
을 나누어 준것을 기념하는 관습에서 유래되었다26)

.

성 니콜라스는 젊은 나이에 주교가 되었는데 가난,

한 사람들에게 관대하여 많은 선행과 자선을 베풀
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산타 클로스의 초창기 모습은 날렵하고 큰 키였
으나 년 뉴욕 주간지 하퍼스 시사 만화가 토, 1862 마
스 네스트 가 년에(Thomas Nast, 1840 1902) 1863～ 그
린 만화를 통해 오늘날 흔히 보이는 흰 털이 달린
옷과 검은 벨트를 두르고 긴 고깔 모자를 쓴 통통
한 볼에 뚱뚱한 모습의 산타 클로스가 나타나게 되
었다27) 그림 그리고빨간옷을입게된것은( 1). 1930

년대에 선드 블롬(Haddon Sundbolm, 1899 1976)～ 에
의하여 코카콜라 광고에 빨간 옷을 입은 산타 클로
스의 모습이 나오면서부터라 할 수 있으며그림( 2),

이 광고는 후에 산타 클로스의 이미지를 각인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세기에서 세기에 걸쳐 산타 클로19 20

스의외모가조금씩바뀌는것을알수있는데 성, 니
콜라스의 명성으로 인하여 이후에 같은 이름을 가
진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산타 클로스는 착한 어, 린
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미지로 상품화되면서 어

그림< 1> Thomas Nast's

출처Original Santaclaus( :

Illust Vol. 60, p. 14, 2003).

그림< 2> Haddon Sundblo's Coca-Cola Santaclaus

출처( : Illust Vol. 90. p. 21. 2006).

린이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문학작품과,

디자인에도 등장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트리(2) (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유래는 몇 가지 설이 있
지만 가장 유력하게 전해지는 것은 옛날 성목(聖

과 관련된다)木
28) 즉 고대 유럽인들은 예전부터. ,

나무를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들은 소나무,

과 나무를 영생의 상징으로 여겼고( )科 29) 성서에서,

21) Essence Dictionary 서울 민중서림( : , 1997), p. 2058.

22) “Christmas & Santa claus,” Illust Vol. 60 December (2003), p. 14.

23) 김병도, 코카콜라는 어떻게 산타에게 빨간 옷을 입혔는가 위기를 돌파하는 마케팅: 서울 주북( : ( ) 21), p. 80.

24) 이영제, op. cit., p. 47
25) “Christmas & Santa claus,” op. cit., p. 14.

26) 이경희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 “ ” (

문, 2008), p. 33.

27) 이영제, op, cit., p. 52
28) “Wish you a Merry Christmas,” Illust Vol. 114 December (2008),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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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아의 방주창세기 장 절나 하나님을 찬양( 6 14 )

했었던 다윗의 악기사무엘하 장 절도 잣나무와( 6 5 )

전나무로써 소나무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부터 이러한 상징이 남아 있지만 현대의 크
리스마스 트리는 독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
시 선교사였던 영국인 보니페이스(Boniface, 680～

는 게르만인 드루이드족의 참나무 숭배 신앙에754)

대하여 참나무가 신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
면서 전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하여 장식,

에 이용되었다고 한다30)
.

이외 세기 경 독일 선교사 오딘 이 떡갈8 , (Odin)

나무의 야만적 풍습에 반대하여 전나무를 이용한
예수 탄생을 기리면서 시작되었다는 일화와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와 관련된 일화 등(Martin Luther)

과함께크리스마스트리풍습이전파되었다31)
. 19세

기 초 독일에서 북유럽 국가들로 전파되었고, 1841

년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알버트 공(Albert)

에 의하여 영국에 알려졌다 또한 미국에서는 세. , 19

기 초 펜실바니아 지방에 이주한 독일계 정착인들
에 의하여 전달되었는데 곧 미국 전역에 퍼져 나,

가 트리가 공공장소에 높이게 되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기에 이르러 스19

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 , 대
중화되었고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중국과 일본, ,

한국 등 동양에도 전파되었다.

크리스마스 카드(3) (Christmas Card)

크리스마스 카드의 기원은 정확히 언제부터 시
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편과 목판 기.

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종
교적인 주제를 가지고 인쇄하기 시작하였다 일반.

적으로 널리 알려진 최초의 카드는 년 영국 런1843

던의 상인이자 빅토리아 앤드 알버트 박물관의 제
대 관장이었던 헨리 코울 경을 위하1 (Henry Cole) 여
그의 친구 존 호슬리 에게 부탁해(John C. Horsley)

서 만든 카드라 할 수 있다32) 이 카드를 같은 영국.

인인 조빈스 라는 사람이 석판 인쇄를 이용(Jobbins)

하여 만들면서부터 상업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33) 맨 처음 카드 그림의 소재는 온가족이 모여 크.

리스마스 파티를 여는 장면이었다고 한다 년. 1860

찰스 구달 이라는 사람이 카드를(Charles Goodall) 대
량으로 인쇄하여 저렴한 값에 팔기 시작하였고 이,
때 디자인된 카드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
기 속의 주인공들을 넣고 인사말을 넣는 방식이었
다.

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인쇄 기술의 발달과19

함께 이 때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는 그 종류도 다양
해지고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실(4) (Christmas Seal)

크리스마스 실은 결핵 퇴치를 위한 중요한 재원
으로 사용된 것이 시초이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결핵이 전 유럽에 만연되었고 이 때 덴마크인 아,

이날 홀벨 은 당시 결핵으로 죽는 어(Einar Holboell)

린 생명을 생각하여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많은
우편물과 소포에 동전 한 닢짜리 실을 판매하여‘ ’

붙인 수익금으로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34)

.

그리하여 년 월 일 세계 최초의 크리1904 12 10

스마스 실을 발행하게 되었으며35) 덴마크와 미국,

에서 크리스마스 실 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
고 그 후 스웨덴이나 독일 노르웨이 등에 전파되, ,

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년부터 결핵 퇴치를 위. 1933

한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와 있던 미국 감리회
의료 선교사 셔우드 홀 에 의해 일(Sherwood Hall) 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크리스마스 실의 발행 작업
에 들어갔고 년 선교사 강제 추방과 함께 중, 1940

단된 후 해방 후 대한결핵협회에서 다시 발행하게
되었다.

29) 이영제, op. cit., p. 37.
30) 이영제, op. cit., pp. 37-38.
31) 이경희, op. cit., p. 38.
32) “Wish you a Merry Christmas,” op. cit., p. 44.

33) 이영제. op. cit., p. 42
34) 이영제, op. cit., pp. 44-45
35) “Christmas Seals Story,” Illust Vol. 90 December (2006),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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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양말과 선물(5) (Christmas Hose & Gift)

크리스마스 전날 양말을 걸어 두는 풍습은 산타
클로스로 잘 알려진 성 니콜라스 당시로부터 내려
오는 풍습이라 할 수 있다 니콜라스 주교는 몰락한.

귀족의 세 딸이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한 사
연을 듣고서 크리스마스 전날 밤 이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갑을 굴뚝을 통해 집안으로 던졌다고 한
다 이 때 걸어놓은 양말 속으로 지갑이 들어가게.

되었고 크리스마스 아침 세 딸은 양말 속에 들어간,

이 지참금을 보고 은총을 베푼 사람과 하나님께 진
정 감사를 드렸다고 한다 이후로 아이들은 크리스.

마스 전 날 밤에 뜻밖의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들기 전에 양말을 걸어놓는 풍습으로 이어졌다.

또한 크리스마스 선물의 시작은 성서에 나타나
듯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드린 가지 선물이3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의 근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36,37) 이러한 선물 교환의 전통은 세기 후반. 19

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산타 클로스가 양말에 선
물을 넣어주고 간다는 이야기와 함께 상업적인 요
소를 곁들여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크리스마스의 상징물에 의한.Ⅲ

넥타이 디자인
디자인 컨셉1.

본 연구에서는 서양문화인 크리스마스가 축제일

표< 2> Design concept

Design concept

Image 축제의 컨셉에 맞게 자유롭고 화려하면서도 모던한 감각으로 연출
Concept 축제도시적 감각의 패션성 추구( )

Target 독특한 자신만의 감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계층
Color

메인 컬러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레드 그린 화이트 등의 모노톤- , ,

서브 컬러블루 엘로우 오렌지 등의 딥 톤- , ,

Fabric 실크
Design point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상징물 가운데 산타 클로스 트리 선물 그리고 문자 등, , , (Merry Christmas)

을 모티프로 하여 올오버 스트라이프 그리고 기타 원 포인트 패턴 등을 적용한 문양 디자인,

로 정착되면서 치밀한 기획으로 특정한 날 소비자
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 상품의 호감도 및 이해도,

를 재고 그리고 판매와 연결시킨다는 데이 마케팅
에 주안점을 두고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디자인.

컨셉은 표 2〈 〉와 같다.

모티프 디자인2.

모티프 디자인은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상징물
가운데 산타 클로스 트리 선물 문자 이미지 등을, , ,

모티프로 하여 넥타이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러.

한 디자인을 위하여 를 활용하Adobe Illustrator CS2

여 디자인하였다.

산타 클로스 이미지의 모티프는 산타의 상징적
인 의상이라 할 수 있는 빨간 옷과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항상 웃는 얼굴이라는 점을 이미지화
하였다 그리하여 산타 클로스의 웃는 눈과 빨간.

코를 그린 후 그라디언트 컬러로 입체감을 주어 모
티프를 완성하였다 트리 이미지의 모티프는 카운.

트 다운의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으로 다각
형의 툴을 선택하고 기하학적이면서 모던하게 표
현하였다 또한 나눔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 선물. ,

이미지는 화려한 육면체의 선물 꾸러미를 반복 패
턴 기법으로 표현하였으며 문자 타입 이미지는 크,

리스마스라는 문자만으로도 패션 문화 상품의 모
티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문자를 오브젝
트로 디자인하여 모티프를 설정하였다.

전체적인 모티프의 적용 컬러는 크리스마스를 상

36) 이경희, op. cit., p. 42
37) “Christmas Seals Story,” op. cit.,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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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otif & color application

Santa Claus Tree Gift Type

Motif
Color

application
Motif

Color

application
Motif

Color

application
Motif

Color

application

징하는 레드 그린 화이트 등의 모노톤을 메인 컬, ,

러로 하였고 그 외 블루 엘로우 오렌지 등의 딥, , ,

톤을 서브 컬러로 하여 화려하면서도 모던하게 디
자인하였다표 참조( 3 ).

패턴 디자인3.

완성된 모티프의 오브젝트를 활용하여 올오버 패
턴과 스트라이프 패턴을 제작하였다표 참조( 4, 5 ).

올오버 패턴1) (All-over Pattern)

표< 4> Motif & all-over pattern

Motif
All-over

pattern motif
All-over pattern Motif

All-over

pattern motif
All-over pattern

Santa

Claus

image

Gift

image

Tree

image

Type

image

산타 클로스 올오버 패턴을 제작하기 위하여(1)

산타 클로스의 오브젝트를 사각형의 오브젝트에 놓
고 추가적으로 눈의 입자와 같은 오브젝트를 만든
후 사각형의 오브젝트 위에 산타 클로스 오브젝트
를 맨 위로 배치한 후 스와치 팔레트에 패턴으로
등록하였다 등록된 패턴을 사각형의 원단 모형에.

적용시킨 후 크기 조절에서 로 축소 조절하여30%

완성하였다.

트리 이미지의 모티프에서는 사각형의 오브(2)

젝트 위에 삼각형을 트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하여 삼각형을 이용하여 선을 분할하고 트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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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Motif & stripes pattern

Motif
Stripes

pattern motif
Stripes pattern Motif

Stripes

pattern motif
Stripes pattern

Santa

Claus

image

Gift

image

Tree

image

Type

image

티프를 맨 위로 배치한 후 스와치 팔레트에 패턴으
로 등록하였다 등록된 패턴을 사각형의 원단 모형.

에 적용시킨 후 크기 조절에서 로 축소 조절하30%

여 완성하였다.

선물 이미지의 올오버 패턴을 제작하기 위하(3)

여 사각형의 오브젝트 위에 선물 이미지를 배치한
후 스와치 팔레트에 패턴으로 등록하였다 등록된.

패턴을 사각형의 원단 모형에 적용시킨 후 크기 조
절에서 로 축소 조절하여 완성하였다30% .

문자 이미지의 올오버 패턴을 제작하기 위하(4)

여 사각형의 오브젝트 위에 두 개의 원에 ‘Merry

를 넣고 패턴으로 등록하였다 등록된 패Christmas’ .

턴을 사각형의 원단 모형에 적용시킨 후 크기 조절
기에서 로 축소 조절하여 완성하였다30% .

스트라이프 패턴2) (Stripes Pattern)

산타 클로스 이미지에서는 스트라이프 패턴(1)

을 위하여 사각형의 오브젝트 위에 위 아래 같은,

굵기의 선을 그렸다 전체를 선택하여 패턴으로 등.

록한 후 크기 조절에서 로 조절한 후 사각형의, 30%

원단 모형에 적용시켰다.

트리 이미지의 스트라이프 패턴도 스트라이(2)

프 패턴을 위하여 위 가장자리에 또 다른 사각형의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위치를 조정하고 그 위에,

마름모 오브젝트로 다양한 색상을 적용하고 사각
형 오브젝트와 그룹을 이뤄 모티프를 만든 후 패턴
으로 등록한 후 크기 조절에서 로 조절한 후, 30%

사각형의 원단 모형에 적용시켰다.

선물 이미지의 스트라이프 패턴을 제작하기(3)

위하여 사각형의 오브젝트를 등분하였고 분할될4 ,

사각형의 각각의 오브젝트 위에 선물 모양의 오브
젝트를 복사하여 배치한 고 패턴으로 등록한 후,

크기 조절에서 로 조절한 후 사각형의 원단 모30%

형에 적용시켰다.

문자 이미지에서는 와 의 문(4) Merry Christmas

자를 수직 수평으로 배치한 후 패턴으로 등록한,

후 사각형의 원단 모형에 적용시켰다.

넥타이에 패턴 적용4.

각 넥타이 패턴은 기존 넥타이의 길이라 할 수
있는 길이 폭 위 아래 를 기준140cm, 4cm, 8cm－ －

으로 하여 크기 조절에서 로 패턴을 축소한 가25%

운데 패턴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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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오버 패턴1) (All-over Pattern)

산타 클로스 이미지에서는 작품의 패턴 사(1)

이즈를 크기 조절 사이즈에서 로 적용한 그대30%

로 배경색을 red(Cyan: 0%, Magenta: 90%, Yellow:

와100%, Black: 0%) Green(Cyan: 80%, Magenta:

계열을 적용한 작0%, Yellow: 100%, Black: 20%)

품이다 축제인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위하여 넥타.

이 컬러는 강하지만 잔잔하고 부드러운 패턴 적용
으로 자연스럽고 모던하게 표현되도록 하였다그(
림 3).

그림< 3> Santa Claus image, all-over pattern N.

Background C: 0, M: 70, Y: 80, K: 0.

Background C: 70, M: 0, Y: 100, K: 50.

그림< 5> Gift image, all-over pattern N.

Background C: 6, M: 0, Y: 32, K: 0.

Background C: 0, M: 0, Y: 0, K: 100.

그림< 4> Tree image, all-over pattern N.

Background C: 90, M: 25, Y: 100, K: 15.

Background C: 0, M: 80, Y: 95, K: 0.

그림< 6> Type image, all-over pattern N.

Background C: 0, M: 11, Y: 40, K: 0.

Background C: 24, M: 0, Y: 52, K: 0.

트리 이미지에서는 배경색을 먼저(2) C: 90, M:

로 하였고 또 다른 컬러웨이로써25, Y: 100, K: 15 ,

으로 하여 올오버 패턴을C: 0, M: 80, Y: 95, K: 0

넥타이에 적용하였다그림( 4).

선물 이미지에서는 배경색을 먼저(3) C: 6, M:

으로 하였고 또 다른 컬러웨이로써0, Y: 32, K: 0 ,

는 을 올오버 패턴을 넥타C: 0, M: 0, Y: 0, K: 100

이에 적용하였다그림( 5).

문자 이미지에서는 파스텔 톤으로 배경색을(4)

하고자 먼저 으로 하였고C: 0, M: 11, Y: 40, K: 0 ,

컬러웨이에서는 으로 변화C: 24, M: 0, Y: 52, 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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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어 패턴을 넥타이에 적용하였다그림( 6).

스트라이프 패턴2) (Stripes pattern)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변형의
회전 조절에서 로 조절하여 가로 세로의 스트라45°

이프보다 훨씬 눈에 익숙하게 적용시켰다.

산타 클로스 이미지에서는 레도의 배경색(1) C:

에 그린의 배경색0, M: 70, Y: 80, K: 0 C: 80, M:

을 사선으로 하여 스트라이프 패턴0, Y: 100, K: 20

그림< 7> Santa Claus image, stripes pattern N.

Background C: 0, M: 70, Y: 80, K: 0.

Background C: 0, M: 0, Y: 0, K: 0.

그림< 9> Gift image, stripes pattern N.

Background C: 0, M: 90, Y: 100, K: 0.

C: 0, M: 0, Y: 0, K: 0

Background C: 0, M: 90, Y: 100, K: 0.

C: 80, M: 0, Y: 100, K: 20

그림< 8> Tree image, stripes pattern N.

Background C: 0, M: 90, Y: 100, K: 0.

Background C: 80, M: 0, Y: 100, K: 20.

그림< 10> Type image, stripes pattern N.

Background C: 9, M: 0, Y: 65, K: 0.

Background C: 95, M: 80, Y: 0, K: 0.

을 넥타이에 적용시켰다 또한 다른 컬러웨이에서. ,

는 그린의 배경색에 그라디언트 의 효과로(Gradient)

단색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변화되어 가는 효과
를 주었다그림( 7).

트리 이미지에서는 레드의 배경색(2) C: 0, M:

으로 하였고 또 다른 컬러웨이에90, Y: 100, K: 0 ,

서는 그린의 배경색 으로C: 80, M: 0, Y: 100, K: 20

하여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다그림( 8).

선물 이미지에서는 배경색(3) C: 0, M: 0, Y:



54 를 활용한 데이 마케팅에 의한 넥타이 디자인 연구CAD 복식문화연구

652－ －

과 화이트를 그리고 또 다른 컬러웨이에100, K: 0 ,

서는 과C: 0, M: 90, Y: 100, K: 0 C: 80, M: 0, Y:

으로 하여 스트라이프이지만 직접적인100, K: 20

선물의 이미지를 밝게 표현하였다그림( 9).

문자 이미지에서는 배경색(4) C: 9, M: 0, Y: 65,

과 또 다른 컬러웨이 배경색을K: 0 C: 95, M: 80,

으로 하여 적용하였는데 올오버 패턴에Y: 0, K: 0 ,

서 응용하였던 원 오브젝트 위의 문자 표현이 아니
라 문자를 그대로 회전되어 세로 쓰기 형태로90°

그림< 11> Santa Claus image, others pattern N.

Background C: 0, M: 85, Y: 95, K: 0.

Background C: 87, M: 36, Y: 100, K: 33.

C: 0, M: 84, Y: 95, K: 0.

Background C: 0, M: 71, Y: 80, K: 0.

그림< 13> Gift image, others pattern N.

Background C: 90, M: 30, Y: 90, K: 26.

Background C: 0, M: 100, Y: 100, K: 0.

그림< 12> Tree image, others pattern N.

Background C: 0, M: 95, Y: 95, K: 0.

Background C: 0, M: 0, Y: 0, K: 0.

그림< 14> Type image, others pattern N.

Background C: 90, M: 30, Y: 90, K: 26.

Background C: 0, M: 90, Y: 100, K: 15.

입력하여 크리스마스 의미의 공감을 다각적으로
얻도록 표현하였다그림( 10).

기타3)

위에서 살펴 본 이미지 외에 스트라이프 패턴 및
온 포인트 패턴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디자인하여
보았다 그림. 11〈 〉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산타
클로스의 모티프를 두 개 놓고 공간을 두고 디자인
함으로써 잔잔하고 경쾌한 이미지를 살렸고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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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원포인트 패턴에서는 방사형의 그라데이션 효과
를 주어 한 모티프에 강조점을 두었다 그림. 12〈 〉

의 첫 번째 디자인에서는 트리 모티프를 불규칙적
으로 반복효과를 주어 리듬감을 주었고 두 번째,

디자인에서는 원포인트로 블랙 바탕에 레드로써
콘트라스트의 효과를 살펴 표현하였다 그림. 13〈 〉

의 첫 번째 디자인은 산타와 선물 이미지를 동시에
표현하여 그린 바탕에 강조점을 주었고 두 번째,

디자인은 선물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모
습을 이미지화 하였다 그림. 14〈 〉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디자인은 모두 원포인트 패턴으로 모티프
를 강조하면서 방사형의 그라데이션 효과를 자연
스럽게 주어 모던하게 표현하였다.

결 론.Ⅳ

세기 패션 산업의 성패는 마케팅 전략이라고21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부흥하듯 데이 마케팅은.

경기 침체 여부와는 달리 특정한 날을 중심으로 희
소성 있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에
입각한 마케팅 전략의 새로운 붐으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신세대 소비계층의 소비 형태는 과거 기.

능중심적인 물질적인 충족감에서 이제는 자신만의
느낌을 만들어낸 이미지와 감성을 추구함으로써
패션 문화 상품 또한 기념일에 맞게 치밀하게 사전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만
인의 축제인 크리스마스라는 컨셉으로 대표적인
상징물인 산타 클로스 트리 선물 문자를, , , Adobe

를 이용하여 모티프 디자인을 제시하Illustrator CS2

였다 그리고 기본적인 올오버 패턴 스트라이프 패. ,

턴 그리고 원 포인트 패턴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남성용 소품인 넥타이에 적용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감성에 다가선 경쟁력 있는 패션 문화 상품을 제시
하였다.

첫째 산타 클로스 이미지에서는 화려한 축제 분,

위기인 크리스마스에 특히 눈에 띄는 레드 그린, ,

화이트를 메인 컬러로 하여 웃고 있는 산타 클로스
의 이미지를 모티프로 하였다 올오버 패턴에서는.

레드와 눈의 입자 모양을 넣은 화이트의 대비된 컬
러배색으로 디자인하였고 스트라이프 패턴에서는,

그린 라인을 첨가하여 심플하면서도 모던하게 디
자인하였다 둘째 트리 이미지에서는 기다림의 카. ,

운트 다운을 알리는 만큼 삼각형을 형상화하여 기
하학적인 모티프를 제시하였다 올오버 패턴에서는.

그린 계열에 레드를 포인트 컬러로 하여 표현하였
고 스트라이프 패턴에서는 트리에 매달리는 여러,

가지 상징물을 의미하는 마름모를 다양한 컬러를
적용하여 모티프와 함께 패턴화하여 디자인을 제
시하였다 셋째 선물 이미지에서는 나눔의 의미와. ,

화려한 이미지를 생각하여 육면체의 선물 상자 모
티프로 하여 올오버 패턴를 전개하였고 스트라이
프 패턴에서는 화려한 모티프가 부각되도록 화이
트 바탕에 그린의 라인을 첨가하여 디자인하였다.

넷째 문자 이미지에서는 두 개의 원안에 오브젝트,

를 첨가하여 올오버 패턴을 디자인하였고 스트라,

이프 패턴에서는 가로와 세로 쓰기로 하여 크리스
마스 문자만으로도 모티프가 되어 축제의 설레임
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넥타이 결과물에서 스트.

라이프 패턴은 로 회전 조절하여 가로 세로의45°

스트라이프보다 훨씬 눈에 익숙하게 적용시켰다.

이러한 결과 를 이용하였기에 넥타이 디자, CAD

인에서는 디자인 전개 방향을 훨씬 명확하게 제시
할 수 있었고 창의적인 디자인 작업이 가능하였지,

만 포토샵을 연계한 디자인 작업은 포함하지 않았,

다 하지만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티셔츠 신발. , ,

스카프 장신구외 기타 소품 등에도 적용할 수 있,

을 것이며 다양하고 독창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

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물 제작도 가능하리라 사,

료된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감성이 풍부한 젊은. ,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데이를 중심으로 하
여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데이 마
케팅에 의한 다양한 패션 문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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