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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s a case study for the planning process and production process of design 

project done through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research. Proposed for the design 

process and resul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ion's promotional fashion items. In 

addition, during the 3-month study period, went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of a number 

of design, planning, meetings, discussions, and colorway, sample production and selection. 

The study was carried out using mainly necktie and scarf, the ones one can make use of 

the best among men's and women's fashion items as fashion items for promotion. The 

design work was done using Adobe Photoshop CS5, Adobe  Illustrator CS5, Texpro 11 

version programs. This study is a design development case study where design research 

experts and the persons in charge from the company took part in for the PR the company 

demands, and wish it to be used as a basis material for improving company image as a 

fashion product for the PR of a company. 

Corresponding author: Park Hyewon, Tel. +82-55-213-3494, Fax. +82-55-213-3490 

                      E-mail: hwpark@changwon.ac.kr



남미화  ‧ 박혜원 / 기업의 이미지를 부여한 홍보용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 사례 연구

59

  Key words : promotional fashion product(홍보용 패션제품), design development(디자인

               개발), corporate image(기업 이미지), necktie(넥타이), scarf(스카프)

Ⅰ. 서 론

  오늘날 기업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기업의 매출과 직결되는 기업이미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이다.1) 기업이미지는 기업의 존속과 유

지 및 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추상적, 관념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변화하는 역동적 개념으로서 사용된다. 즉,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잘 지워지지 않으며 오랫동안 사람

들의 기억 속에 머물게 된다.2) 이렇듯 기업이미지는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인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차별적 전략으로서, 기

업의 이미지를 고려한 홍보용 패션상품 디자인을 개

발하고자 한다. 이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 따른 대응

인 동시에 기업경제 및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한편, 패션은 의상뿐만 아니라 의상의 장식적인 

부분과 모자, 신발, 가방, 스카프, 넥타이 등과 같은 

소품 등을 포함한다. 특히 남녀의 패션 스타일 연출

을 위한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넥타이와 스카프

는 어깨나 목에 착용될 뿐만 아니라 헤어장식, 액세

서리로서도 사용 가능하다. 즉 의복에 감각적 분위

기를 더해주는 장식적 기능으로서 활용성이 높으며 

몸의 보온 및 보호를 위한 실용적 역할을 가지고 있

다. 

  그 동안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로서는 전통문양을 활용한 패션상품개발3)4)이나 

디자인기법에 의한 상품개발5)6), 지역문화를 기반으

로 한 상품개발7)8)등이 있었으나 기업이미지를 도입

한 홍보용으로서의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2012년 

11월 8일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국내 

건설 대기업체인 D기업과 함께 D사가 생산하는 제

품이미지를 부여한 홍보용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 기

획과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이러한 실질적 사례연구는 D기업의 이미지 

창출을 목적으로 하며, 홍보를 위한 패션상품 개발

을 통한 프로세스 제안과 동시에 타 기업들과의 차

별적인 심미적 파급 효과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내용과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서론은 연구배경, 연구목적 및 의의, 연구방

법에 대해 서술했다.  

  둘째, 이론적 배경은 기업 홍보를 위한 패션상품

의 개념과 조건 및 가치에 대한 내용을 전문서적, 

선행 연구된 국내 학위논문, 학술지 게재 논문, 인

터넷 자료, 신문기사, 전문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셋째, 디자인 기획은 D 기업의 자료 조사, 면담조

사를 통해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디자인 개

발 프로세스는 컨셉 설정, 색채, 소재 및 도안 개발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D기업의 특성과 이미지 전

략은 기업의 담당자와의 면담조사 및 D사의 생산제

품과 홍보 CD를 분석해보고, 홍보를 위한 패션 상

품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패션상품 중 가장 잘 활용

할 수 있는 넥타이, 스카프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디자인 기획 과정은 3차례의 디자인 미팅과 2차례의 

컬러웨이(colorway) 과정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작

업은 Adobe Photoshop CS5, Adobe  Illustrator 

CS5, Texpro 11 version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본 

연구의 과정과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그림 1>.

  마지막으로 디자인 제작은 D기업에서 제시한 상

품 이미지들을 5가지 컨셉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으

며, 발췌한 이미지는 선의 회전, 변형, 조합, 해체의 

방법 등을 통해 패턴화시켰다. 최종 선정된 넥타이

와 스카프의 배색된 색상과 디자인을 제시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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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톤(Pantone) 컬러9)번호로 표시하였다. 개발한 넥

타이와 스카프의 패턴디자인은 3D 맵핑의 제품 형

태로 시뮬레이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D기업에서 결

정된 넥타이 1작품과 스카프 1작품을 나염방식으로 

실물 제작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 홍보를 위한 패션상품

  기업홍보란, 기업의 이념이나 사상을 널리 퍼뜨리

며, 인기를 높이고, 더 많은 팬을 확보하기 위해 이

용 된다.10) 오늘날의 패션은 대중의 지지와 유행, 스

타일 그리고 양식 등의 뜻으로 사용되며, 예술, 연

예, 종교, 가요, 시대정신11), 사상, 문화, 언어 등과 

같은 무형(無形)인 것과 의식주(衣食住) 등의 유형

(有形)적인 것이 포함한다. 패션은 우리의 일상생활

에서 매일 접하고 경험하는 것으로12), 문화 정체성

의 핵심적인 역할로서, 복잡한 문화적 구성체라 할 

수 있다.13) 패션은 사회 구조와 문화 사이에서의 차

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며, 물질문화의 과정을 밝

혀주는 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14) 반면, 상품(商品)

이란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며, 경

제주체의 필요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

이며, 유형재, 무형재(서비스, 아이디어, 금융상품 

등)로 나눌 수 있다.15) 현대에서의 상품은 시장의

<Figure 1> The Five Steps of the Research Process 

원리에 따라 유통과정을 통해 최종으로 소비자에게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는 제품을 뜻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실질적 가치가 

된다.16)

  따라서 기업 홍보를 위한 패션상품이란 패션 소재

를 활용하여 산업 활동 과정에서 생산되는 최종 결

과물로써, 오늘날의 유행이나 스타일, 양식을 나타

내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아

이디어와 기술 집약적인 상품으로 다중성, 다양성, 

가치성의 특징을 지닌다17)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 홍보용 패션상품에는 현재를 반영하는 패션적 

특성18)과 함께 시각적 상품으로서의 기능적 측면과 

그리고 기업의 홍보를 위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미

적, 상징적, 문화적 성향19)의 이중적인 특성이 포함

되어야 하며, 현 시대적 정서와 가치를 대변하는 효

과적인 전달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20)고 하겠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이를 판단하고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미지를 사용 한

다.21) 이러한 이미지의 개념은 1950년대 심리학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마케팅이나 광

고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2) 김원수는 “기업이미지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주체들이 특정의 기업에 대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심상 또는 평판”23) 이라고 하였으며, 

Schwar, D.는 “기업이미지는 다양한 소비자 집단에 

의해 형성된 기업의 퍼스낼리티(personality)로 여겨 

질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해 고객들이 형성하고 있는 

정신적 인상”24)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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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집합25)이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기업에 대

해 갖고 있는 어떤 것인 동시에 기업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또한 인간의 모든 감

각을 통해 얻어진 기업이미지는 감정적인 것이며,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26)한 것이다. 기업이

미지의 역할은 기업의 대부분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

까지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기업의 존속과도 연결되

어 있다. 따라서 기업이미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유발27)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정

보에 의해 언제든지 변화하므로, 기업은 좋은 기업

의 상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28)

  한편, 남성의 넥타이와 여성의 스카프는 기업의 

홍보용 상품에 적절한 아이템으로 이용된다. 넥타이

는 기업의 독자적 이미지와 함께 현재의 패션 트렌

드를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나이, 국적, 계절에 상관없이 모든 

남성들이 공통으로 착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상

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스카프

는 여성의 옷차림에 적절한 응용과 감각에 맞게 잘 

활용한다면 더욱더 세련되고 감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두 가지 아이템 모두 체형

이나 사이즈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지

금까지의 스카프는 현대 여성들을 위한 방한, 방풍

의 기능적인 역할에서 점차적으로 패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패션의 장식적인 역할로 그 의미

와 범위가 변화 · 확대되어 왔다. 따라서 독창적이

고 감각적인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있는 패션상품으

로서의 스카프와 넥타이는 단순히 기업의 로고나 이

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미지를 패턴화시켜 

대외적으로는 기업의 철학이나 비전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내적으로는 합

리적인 경영에 대한 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체계적

인 조직의 틀29)을 이루게 하는 것에 큰 역할을 담당

한다고 할 수 있다. 

  2. 패션상품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1980년 이후와 2000년대 초까지는 주로 기념품

(souvenir)이나 공예품(craft souvenir)에 관한 연구

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나30), 2000년도부터는 점차 

기념품에 규방문화, 지역문화, 전통적 특징, 문화적 

현상 및 트렌드를 반영하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

된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전통 문화와 한국적, 지역적 이미지를 활용한 패

션상품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박미

령31)은 고려청자를 활용하여 패션 상품 디자인을 개

발 시도하였으며, 조은미32)는 댕기를 응용하여 패션

상품을 개발하였다. 김대의33)는 연꽃, 기와문양, 한

자문양 등을 디지털 날염 기법과 엠보싱 기법을 사

용하여 패션상품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미경
34)은 전통 떡살문양을 활용하여 텍스타일 패턴 디자

인과 가방, 기갑, 넥타이 패션상품 개발을 시도하였

다. 이재민35)은 함평군의 상품 조사와 함평지역의 

주민과 방문경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패션상품을 개발하였고, 김경아36)는 글

로벌한 문화상품디자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한국적 

이미지 중 함대문양을 활용하여 아트 핸드백을 개발

하였다. 송미정37)38)은 가야지역의 유물을 활용하여 

국립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가야문화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에 대한 연구

와 함께 패션상품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현선희39)는 

한국 전통문양 중 기하문, 동물문, 식물문, 길상도

안, 문자도안 등에 대한 문헌적 조사와 함께 패션상

품 시제품 제작을 시도하였다. 정경희40)는 문화관광

축제 관계자와의 인터뷰, 상품 현황과 구매실태 조

사를 토대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의 

패션상품 디자인을 개발 시도하였고, 강민41)은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개발 및 산업화

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을 

제작하여 한국과 중국 소비자의 제품평가를 통해 상

품성을 입증 받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현대의 문화

적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상품디자인에 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윤수인42)은 하이테크 구조물을 모티

브로 사용하여 소재개발을 통한 패션디자인 상품 개

발을 시도하였고, 전유진43)은 프랙탈 아트와 조각보

의 구성미와 조합을 시도하여 현대 문화와 환경에 

맞고 독창적인 문양 디자인 개발을 토대로 다양한 

패션상품 개발을 시도하였다. 김현화44)는 고전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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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전’을 선택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모티브를 

개발하여 반복, 대칭 등을 통한 패턴을 만들어 패션

상품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이처럼 패션상품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는 전통과 

관련된 문양이나 한국적 이미지를 모티브로 사용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지역적 특

성에 따른 상품 개발이나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반영

한 연구가 많았다. 따라서 오늘날의 유행이나 스타

일, 양식을 나타내는 매개체로서 현재의 패션적 특

성과 함께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와 기술 집약적

인 상품으로서 다양한 가치와 특성을 지닌 기업의 

홍보나 이미지 부여를 통한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가 더욱더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D기업의 특성과 기업이미지 조사

  D기업의 특성과 기업이미지 조사를 위해 면담조

사와 홍보자료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남 창원시 지역 내의 D기업의 특성과 기업이미지 

전략에 대한 자료조사를 위해 D기업체의 총무나 홍

보를 담당하는 담당자(담당이사, 총무팀장, 총무대

리)와 3차례의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패션상품 선호 유형과 색상, 소재를 파악하였

다. 동시에 D기업에서 제공한 기업용 브로슈어와 상

품이미지 그리고 홍보용 CD와 D기업의 홈페이지에

서 자료를 정성적 분석하였다. 

  2. 디자인 기획과 디자인 개발

  D기업에서 요청한 넥타이, 스카프 디자인 개발을 

위해 3차례의 디자인 미팅과 2차례의 컬러웨이 과정

으로 진행되었다. 디자인 작업은 Adobe Photoshop 

CS5, Adobe Illustrator CS5, Texpro 11 version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D기업에서 제시한 상품 이

미지들은 5가지 컨셉으로 분류한 후 진행하여 패턴

화시켰으며, 개발된 2D 패턴을 직물디자인으로 배열

시켰다. 개발한 넥타이와 스카프의 패턴디자인은 3D 

맵핑의 제품 형태로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배색된 색

상과 디자인을 제시할 때는 팬톤(Pantone) 컬러 번

호로 표시하였다. 

  3. 제작 및 상품화

  연구자와 기업 담당자와의 토론에 의해 최종 결정

된 넥타이 1작품과 스카프 1작품을 실크 100% 나

염방식으로 실물 제작하였고, 제품의 패키지와 기업 

로고의 라벨을 제작하여 상품화시켰다. 

Ⅳ. 결 과

  1. D기업의 특성과 기업이미지 전략

 1) D기업의 특성 

  경남 창원시 기계공업 공단에 위치한 D기업은 

800여명의 사원이 근무하는 건설 업체이다. 현장중

심 경영을 바탕으로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이다. 정유, 가스, 석유 화학 

플랜트의 핵심기기들인, 반응기, 열교환기, 압력용기 

등의 고난이도의 다양한 CPE(chemical process 

equipment) 제작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CPE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주실력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교, 마이닝(mining) 설비 

등 다양한 초대형 육해상 강구조물 분야에서 모듈 

플랜트 및 해저설비(modular plants and subsea 

facilities)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초대형 구조물 분야에서 축척된 탁월한 제작 기술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생산 야드, 인하우스

(in-house) 엔지니어링 역량을 바탕으로 D기업은 

해양 및 육상 모듈형 플랜트 분야의 전 공정에서 작

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신기술 분야인 해저

(subsea) 플랜트 분야의 다양한 구조물과 설비 영역

에도 진출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

다. 

 2) D기업의 이미지 전략

  면담조사 결과 D기업의 이미지 파악과 차별적인 

전략 설정을 위해 기존의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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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갑고 딱딱한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친근한 글로벌한 이미지로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동시에 D기업의 패션 상품 디자인 개발 시 중점적

으로 고려하고 싶은 이미지 키워드로 ‘창의적’, ‘혁

신적’, ‘친근한’ ‘재미있는’, ‘고급스러운’, ‘세련된’, 

‘파워풀한’,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적인’ 

것이었고 <그림 2>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D기업

의 이미지 전략을 이미지맵으로 나타내면 <표 1> 

과 같다. 

<Figure 2> The Orientation of Image as a Keyword 

    <Table 1> The Orientation of Image as a Strategy

  2. 디자인 기획과 개발 과정

  1차 디자인 미팅에서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을 위

해 D기업에서 요구했던 패션상품의 컨셉은 “밝고

재미있으며 고급스런 느낌을 전달하며, 색상은 밝고 

화려한 것”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담조사

에서 요구되었던 D기업의 추구 이미지 키워드를 중

심으로 디자인 방향을 설정 한 후, 이를 바탕으로 5

가지의 디자인 컨셉을 기획하고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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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넥타이 디자인

  (1) 생산 상품과 연계된 직물 패턴이미지 구현

  D기업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시각화를 위해, D

기업에서 제공한 기업용 브로슈어(brochure)와 상품 

이미지 자료 중 D기업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발췌하여 형

상화하고 패턴작업을 하였다<표 2>. 

<Table 2> Necktie Design Concepts and Textile Designs 

  디자인 1은 ‘친근한’, ‘재미있는’, ‘고급스러운‘ 이

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D기업의 생산제품 기기 중 

’Reactor‘ 와 ’Heat Exchanger‘ 모티프를 사용하여 

선의 결합, 분리, 응용의 세 개의 과정으로 진행하

였으며, 사선방향의 리본을 추가하여 활기차게 배치

시켰다. 캐릭터 디자인에 실제 사용된 이 생산제품

은 1m ~ 1m 50cm 정도의 크기였으며, 이를 작은 

문양으로 수용하기 위해 제품의 특징을 단순화, 소



남미화  ‧ 박혜원 / 기업의 이미지를 부여한 홍보용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 사례 연구

65

형화, 캐릭터화 시켰다<표 2>. 

  디자인 2는 ‘앞서가는’, ‘파워풀한’, ‘혁신적인’ 이

미지로 타 기업보다 능력과 힘을 겸비한 우월한 기

업이라는 차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패턴 

디자인은 사선 배치로, 플랜트 핵심기기인 ‘Reactor’ 

기기와 ‘LTS-3’ 파이프 라인을 함께 사용하여 ‘끊임

없는 도전과 파워풀한’이라는 컨셉으로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며, 도전적인 느낌을 고급스럽게 표현하였

다. D 기업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한곳으로 강

하게 집중되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나선모양으로 

선회(旋回) 운동하는 형태를 변형, 단순화시켰으며,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하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

뢰감과 책임감을 표현하기 위해 나선의 처음과 끝부

분에 타원(Ο)을 첨가하여 고급스럽게 배치시켰다 

<표 2>. 

  디자인 3은 ‘미래지향적’, ‘창의적’, ‘글로벌적’, 이

미지로 기존과 보수적인 안정감과 딱딱한 섬세함과 

차별되는 신뢰성을 주고자 하였다. 이에 ‘지구본과 

LTS-3’ 파이프 라인의 결합’으로서 ‘부드럽고 유연

한 글로벌적 위치와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는 창조적 

기업’이라는 컨셉으로 표현하였다. 글로벌적 이미지 

표현을 위해 마름모꼴의 기본 틀 안에서 지구본과 

LTS-3 파이프 라인을 배치하였다. 지구본은 '◎'로 

단순화 시켰으며, 파이프 라인은 4개의 변형된 

World 의 'W'를 사용하여 디자인 2와 차별화를 시

켰다<표 2>. 

  디자인 4는 실제 D기업에서 사용했던 설계도면의 

조형성을 활용한 ‘친근한’ 라인 이미지로, 도면 라인

을 수평적으로 활용하여 선적인 회화적 이미지를 연

출하였고,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 이웃사랑 실천’이

라는 컨셉으로 아름다운 세상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특히, 사선 배치를 사용했던 디자인 2와 달리, 안정

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연출을 위해 수평적으로 배

치하였다<표 2>. 

  마지막으로 디자인 5는 ‘도전’과 ‘창조’ 의 이미지

로서 플랜트를 활용하여 거침없는 바다를 항해 하듯

이, 끊임없는 도전과 창조성, 강인한 의지와 정신을 

건축물과 D사의 선박(ship) 이미지와 파도에 비유하

여 사선방향으로 운동감 있게 표현해 보았다. 파도

에 대한 표현은 화살표(⇦) 5개를 곡선화하여 바다

에 이는 물결을 표현하였으며, 건축물의 이미지는 

선박 형상 안에서 사각형()으로 단순화시켰다<표 

2>.

  (2) 컬러 선정과 컬러웨이

  넥타이 컬러에서의 전체적인 톤은 주로 ‘bright, 

deep, light grey, grayish’를 사용하여 밝고 환한 

이미지를 위해 고채도와 중채도를 섞어 사용하였으

며, 특히 명도대비를 극소화시켜 세련미를 부각시켰

다. 색상 선택에 있어서도 난색과 한색을 자연스럽

게 매치시켜 발랄하고 재미있지만, 깊이가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나타내었다<그림 3>.

  컬러는 넥타이 색상으로 활용이 많은 옐로, 스카

이블루, 블루, 핑크, 오렌지, 그린을 중심으로 하였

고, 디자인별 컬러웨이는 <표 3>과 같다. 

 2) 스카프 디자인 

  (1) 생산 상품과 연계된 직물 패턴이미지 구현

  넥타이 디자인 기획과 개발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D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요구한 사항들(컨셉 및 색상, 

소재)을 적용하였다. 동시에, 스카프 사이즈는 D기

업에서 요청한 롱 사이즈 (170cm x 50cm) 형태로 

패턴화 시켰다<표 4>.

  디자인 1은 앞에서의 넥타이 디자인 1의 첫 번째 

디자인과 세트 개념으로서 동일 패턴으로 진행시켰

으며, D기업의 기기 중 ’Reactor‘ 모티프를 사용하

여 '친근한’, ‘재미있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

내기 위해 캐릭터화 시켰다<표 4>. 

  디자인 2는 ‘앞서가는’, ‘파워풀한’, ‘혁신적인’ 이

미지로 지금까지의 국내외에서 이룬 무수한 성과들

을 자랑하며,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고자 

하였다. 따라서 각종 D기업의 성과물들을 가공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살려 콜라주 느낌으로, 모티프들

을 자유롭게 배치시켜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을 덧

붙였다<표 4>. 

  디자인 3은 ‘미래지향적’, ‘창의적’ 이미지로 바탕

에는 원유처리시설의 관의 라인을 길게 살려 수채화 

번지는 효과를 주듯이 유사색의 그라데이션으로 끊

임없이 펼쳐지는 무한한 에너지와 경쾌함으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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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Main Color Map in Necktie 

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표 4>.  

  디자인 4는 ‘친근한’ 이미지로, ‘환경과 산업의 조

화를 이룬 세상’이라는 컨셉의 내용처럼 돌고 도는 

시계와 톱니바퀴의 형상처럼 자연에 순응하고 함께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다양함을 인정

하고 포옹하는 폭넓은 마음과 의지를 표현하였다. 

시계와 톱니바퀴의 형상은 도면의 파이프 라인을 변

형시켜 응용했으며, 환경과 산업의 조화를 나타내기 

위해 유사색상 세 가지를 선택하여 색의 농도를 다

르게 표현했다<표 4>. 

  디자인 5는 ‘창의적’, ‘고급스러운’, ‘재미있는‘, 

‘친근한’ 이미지로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손길과 나

눔을 표현하기 위해 도면 주변에 보이는 기기들의 

선을 변형, 회전, 조합 등의 방법들을 통해 손도장

찍기 놀이를 하듯이 재미있게 나타내었다<표 4>. 

  (2) 컬러 선정과 컬러웨이

  스카프 컬러의 톤은 주로 ‘bright, light , dull, 

light grey, medium grey’를 사용하였고, 앞에서의 

넥타이 색채 계획과 유사하게 색상은 밝고 환한 이

미지를 위해 고채도와 중채도를 섞어 사용하였다. 

특히 명도대비를 극소화시켜 고급스러움을 부각시켰

으며 색상 선택에 있어서도 붉은 계열, 그린 계열 

그리고 그레이 계열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밝고 재미

있지만, 한편으로 차분함도 느껴지는 오묘함을 표현

하였다<그림 4>. 

  앞의 디자인 1 ~ 디자인 5에는 6cm 너비의 보더

에 0.3cm 너비의 바탕 컬러와 같은 색상의 얇은 선

을 넣어 바탕 컬러와 구분되지 않고, 조화로우며 화

사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그림 4>. 

  컬러는 스카프 색상으로 활용이 많은 그린옐로, 

스카이블루, 블루, 핑크, 오렌지, 그린, 그레이, 퍼플

을 중심으로 하였고, 디자인별 컬러웨이는 <표 5>

와 같다. 

  4. 디자인 선정과 제작

  연구자와 기업 담당자와의 토론을 거쳐 넥타이는 

디자인 1이 최종 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메인 색채

의 경우는 제시되었던 5가지, Palace Blue 

(PANTONE18-4043TPX), Pink(PANTONE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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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lorway of Necktie



패션비즈니스 제17권 4호

68

     <Table 4> Scarf Design Concepts and Textile Designs



남미화  ‧ 박혜원 / 기업의 이미지를 부여한 홍보용 패션상품 디자인 개발 사례 연구

69

<Figure 4> Main Color Map of Scarf Design 

 <Table 5> Colorway of Sca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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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inal Confirmed Colorway of Necktie Design

<Table 7> Final Confirmed a Scarf Design 

PX), Snorkel Blue(PANTONE19-4049TPX), Shady 

Glade(PANTONE18-5624TPX), Fiery Red(PANTON

E18-1664TPX) 에서 5가지 색상이 더 추가된 총 10

가지의 색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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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색상은 Crystal Blue(PANTONE13-4411 

TPX), Orange Peel(PANTONE 16-1359TPX), Blazing 

Yellow(PANTONE12-0643TPX), Bright Lime Green 

(PANTONE14-0244TPX), Algiers Blue(PANTONE 

17-4728TPX) 이다<표 6>. 

  반면, 스카프 패턴 디자인은 스카프 디자인 5가 

최종 선정되었다<표 7>. 

<Figure 5> Final Confirmed a Necktie and Scarf as 3D Simulation Products

<Figure 6> A Necktie and Scarf as Products

  개발한 넥타이와 스카프의 패턴디자인은 3D 맵핑

의 제품 형태로 시뮬레이션 시켰으며<그림 5>, 마

지막으로 D기업에서 결정된 넥타이 작품 1작품과 

스카프 1작품을 나염방식으로 실물 제작하였다<그

림 6>.

  또한 D사의 넥타이와 스카프의 상품화를 위해 검

정색 바탕에 실버 리본장식의 케이스를 제작하였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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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산학공동연구를 통해 수행한 디자인 프

로젝트의 기획 과정과 제작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이

다. 기업의 홍보용 패션상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과

정과 결과를 실제 제작하여 상품화시키는 실제적 연

구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 개념을 

홍보하기 위한 패션제품을 고안하였으며, D기업의 

특성과 생산 제품의 이미지 자료들을 조사하고 분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전략적 추구이미지 

개념을 도입한 홍보용 패션상품 개발은 해당 기업의 

담당자와 디자인 개발자간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요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업이미지를 유지시키거

나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으며,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매개체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사례의 기업체는 건설업체로서 그동안의 딱딱하

고 강인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다 감각적, 국제적, 

진취적, 혁신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기업의 추구 이

미지로의 전환의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산학공동프로젝트 개발을 통한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혹은 장식적인 

측면에서도 꾸준한 연구와 개발은 의류학의 디자인 

연구가 실용적인 학문인 동시에 많은 주변의 다른 

영역과의 융합적 개발 연구로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홍보를 위해 디자인 연구 전

문가와 기업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한 디자인 개발 

사례 연구로써, 앞으로 각 기업체에 홍보를 위한 패

션상품으로 기업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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