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20권제 1호, (2012. 2), pp.83 98

83

. IntroductionⅠ

교육통계서비스 에 따르면 년 집계된(KEDI) 2010

한국의 년제 대학은 산업대 개교와 교육대 개4 11 10

교를 포함하여 모두 개로서 대학200 (KEDI, 2010),

역시 기업 못지않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 다.

이처럼 치열하게 급변하는 세기 환경 속에서 대21

학은 교육과 연구의 고유한 역 수행을 하면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교신저자 E-mail : simple8401@gw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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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2009, two national universities were integrated into one and the following was newly named Gangneung-

Wonju National University. Therefore, this university requires consolidation and promotion of UI(University Identity)

as a college brand in order to secure and enhance its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nd develop campus-wear, ultimately, it can be used as a part of the Gangeung-Wonju University's UIP policy.

A qualitative approach of searching==incorporating books, dissertations, and web-based information==was taken to

investigate theoretical backgrounds. The campus-wears were collected from the selected universities in Korea and

abroad for the distinct design development. The result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concept for the design

planning was wit, exciting & challenge for campus life . The developed UI had focused on expressing positive

images of the University. Six items were chosen for the campus-wear design. The goal was to demonstrate

practicality and fashion trend. The color arrangement primarily focused on the University's official color and

pursued a bright, breeze look. The detailed techniques used for the actual production were printing, embroidery,

and accessories. The UI products may not only instill the members of the university with the spirit and pride by

strengthening the sense of belonging, but also create a synergistic effect in education by boosting the university

promotion and by newly establishing standing as the integrated university.

대학 정체성 캠퍼스의류 대학이미지Keywords: UI( ), campus-wear( ), university image( ), product design development

상품디자인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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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좋은 이미지 창출.

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라는 대학자율 경쟁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대학은 이러한 문제의 돌파구로 기

업에서나 적용했던 마케팅전략까지 도입하여 대학

의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글로벌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서 인식되어져야 하며 소비자로써의 학생,

이 그 대학의 가치를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경쟁력

을 갖춰야 비로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

로 접어든 것이다 이미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대.

학마다 의 중요성을 인BIP(Brand Identity Program)

식하고 학생들의 선호도와 트렌드를 반 하면서 대

학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UI(Unversity

를 재정비하고Identity) , UIP(Unversity Identity Pro-

를gram)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투자와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고 발전.

을 위해서 대학의 홍보활동은 반드시 필요한 중요

한 요소로 등장한 것이다.

국립대학교는 국립강릉대학교와 국립원주대학G

이 통합하고 년 월 일 국립강릉원, 2009 3 1 주대학교

로 교명 변경을 함으로써 새로운 학교에 대한 홍보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 후 새로운 대학 명칭.

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

학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통합작업과 홍보가 필요

한 실정이며 새로운 로고가 결정됨에 따라 타 대,

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긍심과 소속

감을 높여줄 수 있는 상품 개발에 관심과 투자UI

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외 대학의 를 활용한UI

홍보용 의류상품의 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강릉원주대학교의 를 활용한 캠퍼스의UI

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외적 커.

뮤니케이션 활동과 대학이미지 제고 브랜드 가치,

상승에 필요한 상품개발 연구의 한 부분으로써 강

릉원주대학교의 심벌 로고 엠블럼 시그니춰를 활, , ,

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대학의 정책의 일부로UIP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교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는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고 내방객에게

는 홍보용 기념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통합대학교로서의 이미지를 재.

정비하는 차원에서 대내 외적인 대학의 홍보방안

을 되돌아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강릉원주대학교

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대학교 및 홍보와 관련한UI

서적 선행논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로 그 이, ,

론적 배경을 조사하고 조사된 자료와 각 대학의,

나 홍보용 의류상품 조사를 토대로 강릉원주대UI

학교의 를 활용한 캠퍼스의류 상품을 디자인하UI

고 제작한다 국내 대학의 선정은 서울 소재지 대.

학 중 홍보용품이 잘 개발되어 있는 대학 중 인지

도가 높은 개 대학을 중심으로 조사하 으며 국5 ,

외 대학은 인터넷 사이트가 잘 되어 있고 홍보용품

으로써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대학 중 미국의

그리고 국의Arizona, Berkeley, Cornell, Harvard

대학을 중심으로 조사하 다Oxford .

. Conceptual FrameworkⅡ

1. Image PR of university and UI

1) University’s image and necessity for PR

오늘날 대학이 처해 있는 당면 과제는 대학의‘

생존전략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Fig. 1 의 그

래프를 보면 년쯤에 대학정원과 대학입학이2017

가능한 세 인구는 의 비율이다 년부터18 1:1 . 2017

2021년까지는 입학정원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공급 초과의 불균형 속에서 대학.

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지방대는 수요 부족

을 실감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대학들은 아직은 지,

원자가 정원을 넘어서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

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러한(Lee, 2010).

입시환경에 따라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의 이미지란 대학에 갖는 기대되는 모습으

로 이미지 대상자가 특정한 대학에 대하여 마음속,

에 지니고 있는 친숙도 호감 등 연상되는 총체적,

인 개념을 가리킨다.

은 대학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한Park(2010)

디자인에 관한 그의 연구를UI(University Identity)

통하여 사람들에게 대학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크게 경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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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00

472,000

4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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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person)

18 age population University enrollment number

capacity/seat 595,000

<Fig. 1> Changes in university enrollment number. From. Lee, Y. S. (2010). p. 8.

승인효과 쿠션효과로 나누어 제시하 다, .

대학의 좋은 이미지로 얻는 강점은 첫째 경쟁효,

과로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선적으로 선택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승인효과로 그 대상에. , ,

대하여 탐색기간이 필요 없이 처음부터 쉽게 인정

하는 시기와 승인의 효과를 갖는다 셋째 쿠션효과. ,

로 평소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발적으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여 분

쟁의 피해가 경감될 수 있는 쿠션효과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효과들은 결국 대상자들에게 대학.

의 의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지는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 관리의 중요성과 함

께 적극적인 의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하겠다PR .

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대학시장에Oh(2008) PR

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활성화된(public relations)

것은 시장의 원칙이 국내 대학시장에도 접목되기

시작한 불과 여년 정도로 봐야 할 것이다 대학10 .

은 대학이 주체가 되어 대중 에게 긍정적PR (public)

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현재 주로 활용되고 있는 대학, PR

활동은 매체광고 라디오 잡지 신문 등 언론(TV, , , ),

홍보 방문 홍보 설명회 등의 각종 이벤(publicity), ,

트 자체 홍보물 대학요람 브로슈어 교지 다이어, ( , , ,

리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념품, , , CD-ROM

등 제작 및 배포 의 개발 등) , UI(University Identity)

다양한 모습과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대.

학의 전략적 마케팅은 학생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좋은 대학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입시에서 선,

택되기를 바라는 대학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PR

활동은 대학구성원 및 사회구성원이 모두 인정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결국 PR

은 대학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다양한 내 외부의 홍

보 대상자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PR

홍보 대상자를 중심으로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

고 대상에 적절한 개별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러한 대학의 활동이 단번에 대학의 이미지를PR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상호의존의 사회 속에서 생존 발전하기 위

한 수단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대학에,

대한 가치와 신뢰 회복이란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

목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Understanding and effect of UI

는 기업이미지 통일화 계획CI(Corporate Identity)

으로써 좁게는 디자인의 조정 통합 작업이며 넓게, ,

는 기업문화의 일환이다 이러한 기업에서 활용하.

는 의 개념을 대학의 개념으로 준용한 것이CI UI(Uni-

라 할 수 있다 대학의 브랜드 가치versity Identity) . 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는 대학의 이UI 미

지를 주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하나로 구축해 주는

대학이미지 통일화 프로그램 이라 정의할 수 있‘ ’ 다.

는 안으로는 대학구성원들의 의식개혁과 주체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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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립 및 의식의 통합화를 도모하고 밖으로는,

대학 진학생과 이해자 집단에게 그 대학에 대한 긍

정적 이미지를 인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는 대학이 지향UI

하는 이미지를 체계적이며 능동적으로 전달하여

장 단기적으로 대학의 위상을 고양시키는 시스템

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은 시(Lee, 2010) UI

각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 대학의 마음과 의

지 경 전략과 비전 등이 담겨 있도록 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를 구성하는 요소는 과UI Jung(2007)

의 연구 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음Lee(2010)

행동 시(MI: Mind Identity), (BI: Behavior Identity),

각 으로 는 이들의 요소들로(VI: Visual Identity) , UI

구성된 복합개념이라 할 수 있다.

Fig. 2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 요소인UIP MI

(Mind Identity), BI(Behavior Identity), VI(Visual Iden-

를 연결시키는 회로로서의 중심은 그 대학이tity) 갖

는 대학의 가치 이념 철학 기대사항 목표 등 대, , , ,

<Fig. 2> UI's structure and constituting factors.

<Table 1> Symbol of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UI University tree University flower Symbol animal

Symbol 'U' Needle fir Rose Dragon

학의 정체성인 에 수렴하게 됨으로써 아이덴티티UI

의 체계화가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중. VI

는 대학의 이미지 관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시각적

요소로서 비시각적 요소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대

학 이미지를 좌우하게 된다 특히 요소 중 로고나. VI

심벌은 그 대학을 일차적으로 상징하는 요소로 대

학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홍보 대상자들

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의 활, UI

용을 통한 다각적 접근은 대학의 이미지 개선 및 경

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 도입 및 개선 개발이 가져오는 효과, UI

는 대내적으로는 내부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시,

킴으로써 내부의 인재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관련,

사업 진행시 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

다 대외적 효과로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홍보.

효과의 상승 입시율 취업률의 상승 등 대학의 대, ,

외적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대학의 정체성 확

립에 따른 대학의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2.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s UI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년 월 일 국립 강2007 3 1

릉대학교와 원주대학이 통합 년 월 일 국립, 2009 3 1

강릉원주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함으로써 다가오는

세기의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 다원화 시대21 , , ,

지방화 시대를 이끄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국립대

학교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

가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가.

교육목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지식은 자기 인식

과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된

구체적이며 실천적 지식을 추구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과 사회를 이해하고 국제사회발전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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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s UI

Symbol

(Basic) (Application)

Logo

Signature

Emblem

(Basic) (Application)

Character

(Basic) (Application)

Sub

character

(Sub Character A) (Sub Character B)

전문적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의 상징물 과 를 살펴보(Table 1) UI(Table 2)

면 심벌 마크는 자가 사방으로 어우러진 형태로, U ,

전국으로 세계로 열려 있는 대학 열린 생각으로,

창의적 사고를 지향하는 종합대학으로서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교목은 사계절 늘 푸르.

며 올곧은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전나무

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의미하며 교화인 장미꽃,

은 정열적인 도전과 고상한 기상을 의미한다 또한.

상징동물인 용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소유자이며,

호국으로 대학통합을 통해 욱일승천하는 대학의

높은 기상과 강함 지혜 생명력을 상징한다, , .

. Method and ConsiderationⅢ

1) Campus-wear that utilizes UI and UIP system

(1) Research problem

연구문제 대학의 이미지 과 의 효과를1. PR UI 알

고 로서의 캠퍼스의류와 그 개발과정을 고찰한다, UIP .

연구문제 국내 외 대학의 캠퍼스의류 상품 디2.

자인 현황을 조사한다.

연구문제 조사 결과에 근거 응용디자인을3. , UI

전개하여 를 활용한 캠퍼스의류 상품 디자인을UI

개발한다.

각 대학들에게 있어서 학생 소비자들에게 호감

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의 수립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지.

금까지 대학이미지 제고를 위한 로서의 의류상UIP

품연구는 주로 유니폼 연구(Bae, 2009; Kim & Park,

2008; Lee, et al., 2009; Yoo, 2006; Kwon & Chae,

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착용대상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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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정해져 있는 유니폼과 달리 걸어 다니는 학교

홍보용품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를 이UI

용한 캠퍼스의류 연구는 캠퍼스의류가 재학생들의

필요와 요구 또는 대학 브랜드 이미지를 선호하는

소비자에 의해 구매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캠퍼스의류란 칼리지웨어 스쿨웨어 등을 포함,

한 것으로 넓은 뜻에서 학생의 복장을 말하며 단품

을 코디네이트한 캐쥬얼 웨어의 일종이다(Hwang &

대학생들이 주로 대학의 교정에서 착용Lee, 2005).

하기에 적합한 의복을 지칭하는 것이다.

캠퍼스의류에 있어서 로고나 시그니춰와 같은 UI

의 역할은 착용자에 대한 상징적인 역할과 상대방

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사람이나 전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단순화시켜 주게 되며 착용자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단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

감과 집단의 동질성을 강조해준다 즉 캠퍼스. , UI 의

류는 로고라는 시각적 매체의 도입을 통해서 대외

적으로는 타 대학과의 차별화는 물론 소속된 대학

이 추구하는 추상적 이미지와 컨셉을 전달하며 내,

부적으로는 강제성 없이 대상자의 의사에 의해 선

<Table 3> Structural component of the UI system

Basic design system

Symbol mark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UI that represents the university visually.

Logotype

Along with the symbol, Logo type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components of UI. It can

be classified into two large categories, those with full formal names and those with

simplified names.

University color
A color that is officially chosen by the university due to its effectiveness in representing the

spirit.

Typeface A specially designed font that is used in diverse activities in university

Signature A design created by combining logotype and symbol that is used in practice

Character An animal or other ornament that supplements abstract image of symbol

Application design system

Document Name card, document, envelop, letter, certificate

Sign Exterior/interior signs, placard, signal board, bulletin board, billboard

Vehicles Large-sized bus, small-sized bus, van

Clothing Uniform, work-clothing, gym-clothing, campus-wear(jumper, shirts, vest etc.)

Accessories and supplies Bag, hat, writing material, mug cup, paper cup, watch, trash-can, etc.

Building interior design College buildings and affiliation building design and color

Promotional material School bulletin, annual report, catalogue, etc.

택되지만 집단에 대한 일체감이나 소속감을 확보,

하기 위해 착용하게 되는 의복이다 단체에의 귀속.

감과 긍지를 갖고 소속되고 싶어 하는 선택권에 의

해 착용한다는 점이 집단이 규정하는 강제적 성격

의 유니폼과 다르다고 하겠다.

(2) Campus-wear as a component of UI sys-

tem

시각적 구성요소인 체계로서의 디자인 시VI UI

스템은 기본디자인 시스템 과(Basic Design System)

응용디자인 시스템 으로(Application Design System)

나누어진다 전자는 기본디자인 요소의 사용을 여.

러 가지 아이템에 실제로 도입시켜 아이덴티티의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시킨 시스템 전

개방법이며 후자는 여러 매체에 각 항목의 고유조,

건을 만족시키면서 개개인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일관성 있게 정립하는 것을 말

한다 의복류는 응용 디자인 시스템의 하나이며 의. ,

복류에는 유니폼 작업복 운동복 외에도 캠퍼스의, ,

류 가 이에 속한다 시스템 각각의 구(campus-wear) .

성요소는 Table 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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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의UIP

통일된 이미지를 인식시켜 대학이 대상자들과 끊

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종합‘

커뮤니케이션 체제(Total Communication System)’

라고도 할 수 있다 를 활용한 의류 상품화는 이. UI

러한 작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UIP

나로 조직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신입생의 유치와 재학생의. ,

애교심을 높이기 위하여 로고나 상징물을 이용한

친근감 있는 의류아이템의 개발은 대학의 긍정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체가 될 것이며 다양,

한 상품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UI .

2) The status research of universities' campus-

wear design

(1) Research subjects

를 활용한 캠퍼스의류의 상품화 개발을 위하UI

여 국내 외 대학을 중심으로 인터넷 및 실증적 사

례 연구를 통하여 홍보용 의류 상품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 다 조사대상은 국내 외 대학 중에.

서 홍보용 의류상품을 판매하는 대학을 조사하고,

그중 인터넷 사이트 및 구내 매장이 잘 정비된 대

학을 각각 개교씩 선정하여 의류상품의 현황을 조5

사하 다 국내 대학의 선정은 용 의류가 잘 개. UI

발되어 있는 대학이면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을 위

주로 하여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 ,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의 개 대학을 중심으, 5

로 조사하 으며 국외 대학은 인터넷 사이트가 잘,

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대학 중 미국

의 그리고 국Arizona, Berkeley, Cornell, Harvard

의 대학을 조사대상으로 하 다Oxford .

(2) Data collection and measurement

인터넷 조사와 방문 조사는 년 월 일부터2010 9 1

월 일까지 진행하 다 국내 대학의 경우는 주10 31 .

로 인터넷 매장을 통해 파악하고 부족한 내용은 연

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촬 과 설문을 병행하 으

며 해외 대학은 인터넷 사이트가 비교적 잘 구비,

되어 있어 주로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

다 조사내용은 각 대학별 개발 아이템의 종류 디. ,

자인 및 스타일 소재 색상 기법 가격 등과 잘 판, , , ,

매되는 아이템별 판매 빈도를 조사하 다 판매 빈.

도는 대학별 가장 잘 팔리는 인기 아이템을 순서대

로 나열하도록 하 고 그 결과를 생산 아이템 선,

정에 반 하 다 사용된 측정도구로서의 기기는. 디

지털 카메라 을 이용하여SONY DSC-T70 4.0 mega

로 촬 을 하 다pixel .

(3) Sample characteristics

국내 외 대학교의 캠퍼스의류 상품을 조사한 결

과 아이템은 국내 외 개 대학 모두 후두 티 반, 10 ,

소매티셔츠 긴소매티셔츠를 공통으로 생산하고 있,

었으며 그 외 아이템으로는 야구점퍼 브이넥 민소, ,

매티셔츠 폴로티셔츠 등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

었다 색상은 각 대학의 전용 컬러를 메인으로 하.

여 주로 화이트 그레이 엘로 레드 네이비 블랙, , , , ,

등의 컬러가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소재는면 과 면폴리혼방(100% cotton) (90% cotton, 10%

이 주로 사용되었고 아이템에 따라 폴리polyester) ,

에스테르와 가죽 울 등이 사용되었다 사용기법은, .

주로 나염 기법 자수 그리고 와펜 등이 사용된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4).

국내 외 대학의 아이템별 판매 빈도를 분석한 결

과 국내 대학은 짧은 소매 라운드티셔츠 가, (27.6%)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며 후드티셔츠 긴소, (23.5%),

매 라운드티셔츠 야구점퍼 그리고(22.3%), (11.6%) 기

타 의 순으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6%) .

또한 국외 대학의 경우는 긴소매 라운드티셔츠(32.8%)

가 가장 판매율이 높고 다음으로 짧은 소매 라운드

티셔츠 긴소매 라운드티셔츠 폴로(31.6%), (22.3%),

티셔츠 후드티셔츠 그리고 기타(14.7%), (14.3%) (6.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짧은 소매 라운드티셔츠. , ,

긴소매 라운드티셔츠 후드티셔츠는 국내 외 모두,

에서 인기 아이템이며 야구점퍼는 주로 국내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인 반면 폴로티셔츠는 주로 국,

외에서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

사 중 이들 상품이 재학생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

학 내 외부 관계자들에 의해 많이 구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조사한 학교의 이미지,

에 대한 높은 신뢰가 홍보효과로 이어진 예로 파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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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tatus of Korea and abroad universities' campus-wear design

University Logo wear Signature Product features Design features

SUNGKYUNKWAN

Item

Short round T-shirts,

long round T-shirts,

basic hood T-shirts,

baseball jumper

Fabric 100% cotton, wool, leather

Color Navy, white, black, grey

Technique
Print. embroidery,

an emblem

Size Free

Price 9,000 73,000

SEOUL

NATIONAL

Item

Short round T-shirts,

long round T-shirts,

basic hood T-shirts

Fabric 100% cotton

Color
White, grey, black, red,

yellow, navy

Technique
Print. embroidery,

an emblem

Size 90, 95, 100, 105, 110

Price 15,000 30,000

YONSEI

Item

Short round T-shirts,

basic hood T-shirts,

V-neck T-shirts

Fabric 100% cotton

Color White, grey, navy, black

Technique Print. embroidery
Size 90, 95, 100, 105, 110

Price 12,000 30,000

EWHA

WOMANS

Item

Short round T-shirts,

Long round T-shirts,

basic hood T-shirts,

baseball jumper,

polo shirts

Fabric 100% cotton, wool, leather

Color White, grey, black, red

Technique
Print. embroidery,

an emblem

Size  M, X, L, XL, XXL

Price 18,000 68,000

KOREA

Item

Short round T-shirts,

long round T-shirts,

basic hood T-shirts,

baseball jumper,

polo shirts

Fabric 100% cotton, wool, leather

Color White, grey, red

Technique
Print. embroidery,

an emblem

Size Free

Price 9000 60,000

BERKELEY

Item

Basic hood T-shirts,

short round T-shirts,

long round T-shirts

Fabric
100% cotton, 90% cotton,

10% polyester

Color
White, black, grey, yellow,

blue, navy

Technique Print
Size S, M, L, XL, XXL

Price 20.00 55.00

ARIZONA

Item

Basic hood T-shirts,

short round T-shirts,

long round T-shirts

Fabric
100% cotton,

100% polyester

Color
White, red, black, grey,

gold

Technique Print
Size S, M, L, XL, XXL, XXXL

Price 14.00 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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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inued

University Logo wear Signature Product features Design features

OXFORD

Item

Basic hood T-shirts,

polo shirts,

short round T-shirts,

long round T-shirts

Fabric

100% cotton,

90% cotton/

10% polyester

Color Green, pink, grey, blue

Technique Print. embroidery
Size XS, S, M, L, XL

Price 25.00 40.00

CORNELL

Item

Basic hood T-shirts,

polo shirts,

short round T-shirts,

long round T-shirts.

Fabric 100% cotton

Color White, red, black, grey

Technique Print. embroidery
Size S, M, L, XL, XXL

Price 20.00 45.00

HARVARD

Item

Basic hood T-shirts,

polo shirts,

short round T-shirts,

long round T-shirts.

Fabric

100% cotton,

75% cotton/

25% polyester

Color White, red, black, grey

Technique Print. embroidery
Size S, M, L, XL, XXL

Price 22.00 65.00

. Development of Campus-WearⅣ

Design that Utilizes UI

1. Design planning

1) Setting up a basic direction for design

대학교의 이미지 통합이미지 프로그램 중에서 강

릉원주대학교 컨셉인 자유 진리 창조라는 교UI ‘ , ,

육이념을 바탕으로 정보화 다양화 세계화를 이끌, ,

어갈 열린 마음의 인재양성 지역사회와 국가와 인,

류사회의 번 에 기여하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춘

인재양성 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갖도록 기본방향’

을 설정하고 착용목적에 따라 기능성 상징성 심, , ,

미성을 고려한 캠퍼스의류를 디자인하도록 세부디

자인방향을 설정하 다.

2) Establishing design concept

디자인 컨셉은 wit, exciting & challenge for campus

life 로 대학생활이 단순히 교육받는 곳으로서의 생

활이 아닌 젊은이다운 위트와 재미를 즐기는 캠퍼

스 속에서 새로운 지식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호,

기심과 도전을 키워간다는 대학인의 이미지를 부

여하 다 디자인테마는 젊은이다운 위트와 재미. ‘ ,

즐거움의 표현 이라는 테마와 새로운 지식에 대한’ ‘

흥미로운 호기심과 도전 을 테마로 하여 트렌디한’

개성을 추구하는 패션성과 실용성을 표현함으로써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꾀한다(Table 5).

3) Unfolding of UI design

대학의 를 활용한 캠퍼스의류 상품을 제작하UI

기에 앞서 재학생들의 선호도 및 트렌드 경향을

조사하고 자료 수집을 하 으며 조사된 기초 자,

료를 토대로 대학의 이미지와 심벌마크 로고타입, ,

메인컬러 등 디자인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전UI

개하고자 하 다 응용디자인은 기존의 도장형 심.

벌이 아닌 개성 있고 변화 가능한 유연성 있는 디

자인이 요구되며 타 대학에서 볼 수 없었던 캐릭,

터 개발과 다양한 디자인요소를 도입하여 발랄하

고 유쾌한 대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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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ign concept map for UI campus-wear

Concept Wit, exciting & challenge for campus life

Design theme

Theme 1 : challenge for new knowledge motivated by curiosity

Theme 2 : expression of youthful wit, fun, and joy

emphasis on practical and fashionable features pursuing unique individuality

Image map

Item

(6 types)

Round T-shirt Short-sleeves, long-sleeves

Hood T-shirt Basic hood, zip-up hood

Jumper Wind jumper, baseball jumper

Color White, black, grey, yellow, blue, green

Fabric Cotton, polyester, wool, leather

Detail Print. embroidery

(1) Symbol

심벌은 상품 디자인에 기본요소로써 대학의UI

실체와 속성 이미지를 집약적으로 표상하는 상징,

체인 동시에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으로

표현되도록 하 다(Table 6).

<Table 6> Symbol design development

Basic design Application design

<Table 7> Logo design development

Basic design Application design

(2) Logo

로고는 대학의 핵심을 이루는 심벌과 더불어

대학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대학의 정식명을 로고화

한 정“ 식명 과 대학의 이니셜을 합성하여 독특한”

서체로 디자인한 약칭명 두 유형으로 전개하 다“ ”

(Table 7).

(3) Character

대학을 상징하는 인물이나 장식물의 일러스트로

써 심벌이 갖는 추상적 이미지를 보안하여 일반 대

중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미지를 전

개하 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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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racter design development

Basic design Application design

(4) University color

대학의 이념 및 대학 실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특정한 색을 통하여 대학을 상징화한 것으로

호감이 가는 대학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려

하 다(Table 9).

4) Design item selection & unfolding

의류의 아이템 선정은 타 대학 조사자료 중 가장

판매율이 높은 종 즉 라운드티셔츠 후드티셔츠3 , , ,

점퍼를 중심으로 정하고 라운드 티셔츠는 긴팔 반, ,

팔의 가지 아이템으로 후드티셔츠는 앞이 막힌2 ,

기본형과 앞지퍼가 있는 지퍼형의 가지 아이템으2

로 점퍼는 바람막이용과 야구점퍼의 가지 아이템, 2

<Table 9> University color development

Basic design Application design

Logo Logo

Campus

wear

Campus

wear

으로 각각 전개하여 총 개의 개발아이템을 선정하6

다 그리고 앞에서 전개한 심벌 디자인 로고디자. ,

인 캐릭터를 응용하여 아이템에 어울리는 이미지,

를 선정하 고 색상은 전용색상을 메인컬러로 사,

용하여 아이템별 개의 컬러 전개를 적용하2 3

다 소재는 아이템에 적당한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소재 중에서 패션디자인 전공인 명의 의5

견을 반 하여 선정하 다.

2. Design development

디자인 개발연구에서는 앞의 조사 분석 자료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 고 강릉원주대학교의 심벌, ,

로고 엠블럼 시그니춰 등 의 응용디자인 작업, ,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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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xample of the sample worksheet.

<Table 10> UI campus-wear design proposal

Factor Design Factor Design

Item
Short round

T-shirts
Item

Short round

T-shirts

Style No. T2011-001 Style No. T2011-002

Fabric 100% cotton Fabric 100% cotton

Color Navy, purple Color Blue, yellow

Price 23,000 Price 23,000

Item
Short round

T-shirts
Item

Short round

T-shirts

Style No. T2011-003 Style No. T2011-004

Fabric 100% cotton Fabric 100% cotton

Color White, grey Color White, blue

Price 23,000 Price 23,000

Item
Short round

T-shirts
Item

Short round

T-shirts

Style No. T2011-005 Style No. T2011-006

Fabric 100% cotton Fabric 100% cotton

Color White, grey Color White, blue

Price 23,000 Price 23,000

Item
Long round

T-shirts
Item

Long round

T-shirts

Style No. T2011-011 Style No. T2011-012

Fabric 100% cotton Fabric 100% cotton

Color White, black Color
White, black,

brown

Price 23,000 Price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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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ed

Factor Design Factor Design

Item
Long round

T-shirts
Item

Basic hood

T-shirts

Style No. T2011-013 Style No. T2011-021

Fabric 100% cotton Fabric Julian fluff

Color White, blue Color Charcoal, grey

Price 25,000 Price 25,000

Item
Basic hood

T-shirts
Item

Basic hood

T-shirts

Style No. T2011-022 Style No. T2011-023

Fabric Julian fluff Fabric Julian fluff

Color Navy, grey Color Yellow, green

Price 35,000 Price 35,000

Item
Front zipper

hood T-shirts
Item

Front zipper

hood T-shirts

Style No. T2011-031 Style No. T2011-032

Fabric Julian fluff Fabric Julian fluff

Color Black, grey Color Grey, navy

Price 35,000 Price 38,000

Item Windbreak cloth Item Windbreak cloth

Style No. T2011-041 Style No. T2011-042

Fabric 100% Polyester Fabric 100% polyester

Color Black Color Black

Price 38,000 Price 38,000

Item Baseball jumper Item Baseball jumper

Style No. T2011-051 Style No. T2011-052

Fabric Wool+leather Fabric
synthetic leather

+wool

Color Navy, red Color Pink, navy

Price 80,000 Price 80,000

을 바탕으로 대학의 이미지와 특성을 살린 의류상

품을 디자인하여 도식화를 그리고 작업의뢰서를,

작성하 다 개발된 디자인은(Fig. 3). Tex-Pro CAD,

등의 프로그램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을 이용하여 형태와 색채를 구성하고 제시하 다

(Table 10).

3. Production and results

앞에서 도출된 디자인을 다양하게 전개시켜 UI

를 활용한 강릉원주대학교 캠퍼스의류 디자인을 개

발하 다 디자인은 제작업체의 전문 작업을. CAD

통해 디자인 시안이 다시 정리되어졌다 또한 제작.

에 앞서 업체와 차에 걸쳐 상호 수정 보완 작1, 2, 3

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완성 제품들이 제작되어졌

다 생산아이템은 종 로 총 벌을 제작하. 6 18 style 47

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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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final design of UI campus-wear

Short sleeve round T-shirt

T2011-001 T2011-002 T2011-003

T2011-004 T2011-005 T2011-006

Long sleeve round T-shirt

T2011-011 T2011-012 T2011-013

Hooded T-shirts

T2011-021 T2011-022 T2011-023

Zip-up hooded T-shirts Wind jumper(A)

T2011-031 T2011-032 T2011-041

Wind jumper(B) Baseball jumper

T2011-042 T2011-051 T201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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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lusion and ImplicationsⅤ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각 대학들은 좋은 이

미지 창출이 곧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대학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마케팅의 개념을 도입한 를 개발하여 홍보UI

활동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요소 중 로고. UI

나 심볼은 그 대학을 일차적으로 상징하는 요소로

대학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홍보대상자

들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의, UI

활용을 통한 다각적 접근은 대학의 이미지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학의 정UI

체성을 빠른 시일 내에 재정립해야 하는 시점에서

를 활용한 상품화 개발은 대학 홍보에 시너지효UI

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이미지 통일화 프로그램인 의UIP

일환으로 대학 홍보의 주요한 매체가 되고 있는 캠

퍼스의류의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을 제안하

고자 하 다 따라서 를 활용한 캠퍼스의류 개발. UI

을 시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 타 대학교의 홍보용 의류상품을, 조

사한 결과 캠퍼스의류 상품은 짧은 소매 라운드티,

셔츠 긴소매 라운드티셔츠 후드티셔츠는 국내 외, ,

모두에서 인기 아이템이며 야구점퍼는 주로 국내,

에서 폴로티셔츠는 주로 국외에서 인기 있는 아이,

템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학교의 상징색을 중심으.

로 하고 있었으며 소재는 주로 면을 사용하고 아,

이템에 따라 폴리에스테르와 가죽 울 등이 사용되,

었다 둘째 캠퍼스의류 디자인기획은. , UI wit,

exciting & challenge for campus life 를 컨셉으로 트

렌디한 개성을 추구하는 패션성과 실용성을 추구

하 으며 개발 아이템은 라운드 반팔 티셔츠 라운, ,

드 긴팔 티셔츠 후드 달린 티 지퍼형 후드 티 바, , ,

람막이 점퍼 야구점퍼 등 가지 아이템을 선정하, 6

다 셋째 캠퍼스의류에 적용할 로고 심벌 캐릭. , , ,

터 등 의 응용디자인의 전개는 디자인요소를 활UI

용하여 발랄하고 유쾌한 대학의 긍정적인 이미지

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 고 아이템의 디자인개발,

은 응용 개발된 를 디자인 아이템에 맞게 적용UI

및 배치하 다 컬러기획은 대학전용컬러를 메인으.

로 하여 경쾌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추구하 으며,

아이템별 개의 컬러전개로 다양하게 전개하2 3

다 디테일 기법은 주로 나염 자수 와펜을 사용하. , ,

여 실물 제작하 다.

이와 같이 를 활용한 캠퍼스의류의 개발 상품UI

은 디자인 컨셉을 바탕으로 대학의 이념이나 전통,

역사 미래지향성 등을 상징하고 대학의 긍정적 이,

미지를 조화롭게 표현하도록 개발함으로써 대학의

홍보 전략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

하 다 이러한 연구는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는 학.

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통합대,

학교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대학의 홍보 강화를 통

한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으로 본 연구를 통해 의,

류상품화 연구가 대학의 작업에 중요한 부분UIP

으로 응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캠퍼스의류 개발,

연구에 이어 가방이나 모자를 포함한 다양한 용품

및 액세서리 등의 상품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UI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제안된 아.

이템이 대학의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

화하는 소비자의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함과 동시

에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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