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콜라보레이션은 치열한 소비 환경 안에서 둘 이상의 

브랜드가 제품 간의 결합이나 각 경쟁우위 요소를 바탕

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

는 방안이다. ‘경쟁’이 아닌 ‘협력’이야말로 무한 경쟁 시

대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이면서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1].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브랜드는 목적 달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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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이종업계 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이종업계 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시 고려할 점과 방향성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는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한 선행논문

과 문헌 연구를 통해 콜라보레이션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국내 이종업계 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사례의 유형에 따라 밀레니얼 세대 공략, 브랜드 프리미엄 포지셔닝 이동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콜라

보레이션 목적에 적합하면서 이슈가 될 만한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고 결과물은 강조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디자인 요소

가 담겨있으면서 기존 제품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이종업계 간 콜라보

레이션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디자인, 브랜드, 이종업계, 사례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onsideration and direction of collaboration among 

different industrial field in Korea which has recently increased through the analysis of design 

collaboration case of cross-business in domestic. To do this, I did literature research followed with 

theoretical background of collaboration, and I analyzed case study of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in domestic. In addition, I categorized as millennial targeting and brand premium positioning 

shifts. As a result, brand have to select a partner that is appropriate and would be an issue for purpose 

of collaboration and that the result should have a clear difference from existing product, including the 

design elements of the brand that they want to highlight. I expect this research will become a reference 

for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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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과거의 콜라보

레이션은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와 부가적인 이미지 부여

를 위해 유명 디자이너나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형태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브랜드 영역을 뛰어넘어 이종업

계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상

호보완적인 콜라보레이션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2]. 하지

만, 단순히 이종업계의 브랜드가 만나 디자인 콜라보레이

션을 진행하는 것은 자칫 각 브랜드의 가치를 저하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각 브랜드는 브랜드 이미지와 포지셔닝

이 확실해야 하며,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얻고자 하는 분명

한 목적을 가지고 적합한 파트너 브랜드를 선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이종업계 간의 디자인 콜

라보레이션 사례를 유형에 따라 나누고 브랜드의 특징, 

파트너 브랜드, 타겟 소비자층, 결과를 분석하여 고려할 

점과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어떤 브랜드

가 이종업계와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때 의사결

정을 하는 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함이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

였다. 콜라보레이션을 주제로 다룬 선행 논문과 문헌 조

사를 통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목적, 이종업계 간 콜라보

레이션의 등장 배경을 포함한 이론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사례 연구범위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이종업계 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선정하

여 콜라보레이션 상품 설명, 특징,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콜라보레이션 (Collaboration)

2.1.1 콜라보레이션 정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의 사전적인 의미는 ‘협

력, 협동, 공동연구’이다. 비즈니스에서는 ‘협업, 공동기획 

작업’을 뜻하고 있으며 동종 혹은 이종 분야와 상호협력

을 의미한다. 또한 최근에는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전

략적인 제휴(Strategic Alliance)’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

고 있다[3].

또한, 콜라보레이션은 단일 브랜드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보다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여 합리적인 

제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시각

적인 관점에서 보면 디자인에 집중된 전략이 될 수 있다

[4]. 그 외에도 콜라보레이션의 개념과 특징은 선행 논문

을 참고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Author Title Definition

W. P.
Hong.

(2005)

Result & Satisfaction 

according to 
Collaboration 

Characteristics of 
Fashion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working together 
for a period of time based 

on their core capability

H. A.

Joe.
(2005)

Collaboration strategy in 
fashion industry

Common marketing 
strategies to maximize 

profits through same or 
different industries 

collaboration

J. S.
Kim.

(2006)

Consumer's Attitudes of 
Collaboration Strategies 

by Brand Image

How to reduce time and 
money and create new 

products

H. S.

Jeong.
(2008)

A Collaboration 

between Design Fields 
Focused on Fashion 

Business

Collaborate for a period of 

time based on core 
competencies in equal 

places

S. M.
Han.

(2013)

Effects of Image 
Differences between 

Fashion Brand & Artist 

on Collaboration 

Goal is to work together to 
create synergy based on 
competitiveness and core 

capability

S. Y.

Kim.
(2014)

Exploring values of 

Marc Jacobs's fashion 
collaboration

Create new value through 

differentiated products from 
consumer needs

Y. S.
Lee.

(2016)

The effect of character’ 
collaboration on likability 
and purchase intention 

depending on brand 

image

Change brand image to 
create new positioning and 

market opportunities

S. Y.

Lee.
(2017)

A Study on the Trend of 

Fashion Collaboration in 
Korea

Expanding customers and 

increasing revenue through 
partner‘s customer sharing

Table 1. Advance research of collaboration

2.1.2 콜라보레이션의 목적

소비자들은 비슷한 제품과 프로모션에 식상함을 느낀

다. 이를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 콜라보레이션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다. 먼저 협업하는 브랜드의 장점들

이 최대한 발휘되면서 각 브랜드의 이미지 확립 및 극대

화, 고객 네트워크 확장, 새로운 가치창출, 지속적인 브랜

드의 성장, 유행에 편승 등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

된다[5,6].

2.2 이종업계 간 콜라보레이션

2.2.1 이종업계 간 콜라보레이션 특징

콜라보레이션의 여러 장점 중 이종업계 간 콜라보레이

션 진행시 두드러지는 장점이 있다. 첫 번째, 전혀 예상치 

못한 브랜드들의 색다른 만남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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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선함을 제공하여 이목을 끌 수 있다. 두 번째, 각 브

랜드의 고정고객이 새로운 고객층으로 유입되면서 다양

한 타겟층을 확보할 수 있다[7]. 이러한 장점을 통해 최근 

들어 치열한 경쟁에서 매출 증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이종 업종 간 이색 협업이 증가하고 있다.

2.2.2 이종업계 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은 협업 브랜드들의 디자인 요소

가 결합된 형태이다. 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성요소 

중 시각적인 측면인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 동

종업계뿐 아니라 이종업계와도 결합할 수 있어 파트너 

선택의 폭이 넓다[8]. 

3. 국내 이종업계 콜라보레이션 사례

최근에는 콜라보레이션 진행 브랜드 간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이종업계 브랜드 간의 

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이종업계 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통한 

마케팅 사례로 밀레니얼 세대를 타겟으로 진행한 장수브

랜드와 이종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프리미엄 포지셔닝 

이동을 위한 디자인 콜라보레이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Fig. 1. Case study categorization of design collaboration 

in Korea cross-business

3.1 밀레니얼 세대 공략을 위한 장수 식품 브랜드와 

    이종 브랜드의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장수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친근함과 익숙함을 토대

로 주요 고객층이 밀레니얼 세대인 이종업계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며 새로운 이미지 전

달하였고, 자연스럽게 유행에 편승하면서 고객층을 넓히

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3.1.1 장수브랜드의 정의

장수브랜드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점유율을 확보하면

서 생존해 있으며 소비자 다수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의식 속에서 신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을 뜻한다[9].

3.1.2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

밀레니얼 세대는 가성비보다 가심비를 추구하고 재미

와 경험을 중요시하며 유행에 민감하면서 자신만의 개성

을 표출하길 원한다. 또한, SNS를 활용하여 서로 연결되

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10].

3.1.3 메로나와 휠라(FILA), 스파오(SPAO) 

빙그레의 장수 아이스크림인 메로나는 1992년 출시 

후 27년간 사랑받아왔으며 지난 2017년부터 먹거리 브

랜드를 넘어 다른 영역으로 확장했다. 

메로나는 패션 브랜드 휠라(FILA)의 베스트 셀러인 운

동화 ‘코트디럭스’와 슬리퍼 ‘슬라이드’와 함께 콜라보레

이션을 진행하면서 1020세대의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모두 기존 휠라 신발에 메로나의 특유의 경쾌한 색과 디

자인을 입힌 제품이다. 코트디럭스는 최초 생산물량 

6,000족이 출시 2주 만에 다 판매되어 추가 생산되었고, 

슬라이드도 완판에 가까운 80% 물량이 팔렸다. 이어 메

로나는 이랜드의 SPA브랜드인 스파오(SPAO)와도 디자

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여름용 티셔츠를 만들었다. 메로

나의 색을 바탕으로 포켓에 메로나의 모양의 프린트와 

자수가 새겨져 있다. 이 제품 또한 사전 판매율이 35%를 

넘었고 출시 후 일주일 만에 5만 장이 팔리는 등 인기를 

끌었다[11].

메로나와 이종 브랜드 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은 생각

지 못한 두 브랜드가 만나 각 브랜드의 디자인적 요소를 

살린 콜라보레이션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함을 주어 화

제가 되었다. 휠라는 3040세대가 입는 패션브랜드라는 

인식을 탈피하고 1020세대가 열광하는 브랜드로 만들어

주었다. 또한 주 수요층이 젊은 세대인 패스트패션 브랜

드 스파오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브랜드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효과를 보았다.

Fig. 2. Melona’s collaboration with FILA, SPA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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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빙그레 바나나우유와 라운드어라운드의 콜라보

     레이션 

빙그레 또한 50년 이상 된 장수 식품 브랜드이다. 그

리고 올리브영은 2030세대에게는 참새방앗간 같은 곳이

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 들리거나 딱히 할 일이 없어도 

지나가다 눈에 띄면 그냥 들리는 공간이다. 이들은 협업

을 통해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푸드메틱(Food-metic) 

콜라보레이션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빙그레 바나나 우유의 

친숙한 맛과 용기 디자인을 담은 바디라인 코스메틱을 만들

었고 올리브영 매장에서 음료 코너가 아닌 코스메틱 코너에 

진열하여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었다.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은 젊은 세대에게 화제가 되면서 

자발적으로 SNS를 통해 전해졌다. 2016년 첫 콜라보레

이션으로 한정 판매 수량은 열흘 만에 완판되었고 10만

대 추가생산까지 착수되어 총 20만 개가 팔렸으며 두 번

째 콜라보레이션까지 이어졌다[13,14].

Fig. 3. Binggrae’s Banana milk collaboration with 

Roundaround[15]

3.1.5 곰표와 스와니코코, 4XR

곰표는 67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제분의 밀가루 브랜

드이다. 젊은 세대에게 곰표라는 브랜드를 인식시키기 위

해 2018년 트렌드였던 뉴트로와 걸맞은 다양한 콜라보

레이션 디자인 상품으로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

았다. 밀가루의 상징인 흰색을 기본으로 하고 젊은 세대

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으로 헙업을 진행하여 브랜드

의 신선함과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16].

먼저 천연 화장품 브랜드 스와니코코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 패키지에 곰표의 디자인을 적용한 ‘곰표 밀가루 쿠

션’, ‘선크림’, ‘핸드크림’을 한정판으로 선보였다. 이는 스

와니코코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린 지 하루도 

되지 않아 7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눌려 화제를 모았으

며, 소비자들의 잇따른 출시 요구로 재생산하여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다. 또한, 패션 브랜드인 4XR과 함께 곰표패

딩, 곰표 맨투맨 등을 선보였다. 그중에서 맨투맨과 후드

티는 5차 판매에 이르기까지 완판 행진으로 이어졌다

[17-19].

이러한 곰표의 변신은 소비자들에게 유쾌함과 신선함

을 주면서 젊은 세대들이 곰표 제품을 자발적으로 SNS

에 인증하며 재밌는 마케팅으로 회자 되었다. 대한제분 

내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선순환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Fig. 4. Gompyo’s Collaboration with Swani-coco, 4XR 

[20]

3.2 프리미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브랜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 이동을 위해 유

명 명품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사례로는 LG

와 프라다의 ‘프라다 폰’, 제네시스와 프라다의 ‘제네시스 

프라다’이다.

3.2.1 LG X 프라다 콜라보레이션 

LG전자는 이종업계로부터 고객 네트워크 확장과 시

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프라다와 협업을 시도했다. 프라다

의 디자이너들이 직접 디자인을 총괄하여 프라다 고유의 

디자인 특징이 휴대폰과 액세서리에 잘 드러나 있다[21].

당시 휴대폰 제조업체로서 LG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품명에 많은 고심을 하였다. 

제품의 정식 명칭은 ‘프라다 폰’, ‘Prada Phone by LG’

로 명명하였다. 제품의 머리말 브랜드를 ‘프라다’로 결정

하여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품상의 로고 위치에서도 프라다 로고를 

전면에 배치하고 배면에 LG로고를 배치하였다. 그 결과 

프라다 폰은 전 세계 시장에 100만대 이상 판매되고 명

품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휴대폰 중 최고의 성과를 창출

하게 되었으며, 영업 이익 확대, 세계 시장 점유율 증가,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22].

Fig. 5. LG X PRADA collaboration [23,24]

3.2.2 제네시스 X 프라다 콜라보레이션 

제네시스 프라다는 ‘현대 자동차’와 ‘프라다’의 콜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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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의 결과물로 2009년 서울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

였다. 외부에는 프라다의 배지를 부착하고 엠블럼에 다크 

크롬 등을 적용했다. 내부에는 프라다 고유의 고급 사파

이노 가죽이 사용되었다. 더불어 1,200대의 한정 판매, 

1:1 딜리버리 서비스 등 VVIP 마케팅도 이루어졌다. 하

지만, 프리미엄 협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매목표량의 

1,200대 중 300여 대가 판매된 다소 부진한 실적으로 마

무리되었다. 

전문가들이 가장 큰 부진의 원인으로 꼽은 것은 ‘브랜

드 이미지’이다.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고객들에게 명품이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대중

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으며 희소성이 생명인 명품과는 거

리가 다소 멀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외관상 디자인 측

면에서 이전의 제네시스 모델과 큰 차이가 없었고 프라

다 브랜드 고유의 디자인 요소나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인지하기에는 다소 어려웠다. 

제네시스 프라다와 달리 과거의 프라다폰이 크게 성공

할 수 있었던 점은 외관상 눈에 띄는 프라다 특유의 디자

인 요소가 많았고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25-27].

Fig. 6. GENESIS X PRADA collaboration [28]

4. 분석 결과

지금까지 국내 이종업계 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의 사

례를 분석한 결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시 특정 소비자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목표 타깃을 주 소비자로 가지

고 있는 브랜드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콜라보레이션 결과물은 브랜드들의 이미지가 상품

에 모두 드러나는 것보다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한 브랜

드의 디자인 요소 중 그래픽, 형태를 콜라보레이션 상품

에 적용했을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콜라보레이션 진행에 앞서, 각 브랜드의 이미지

와 포지셔닝이 확실한 상태에서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

어야 효과적이다.

둘째, 브랜드는 분명한 목적에 따라 적합하고 이슈가 

될 만한 파트너를 선정해야 한다. 

셋째, 콜라보레이션 결과물은 강조하고자 하는 브랜드

의 디자인적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하며 소비자들이 콜라

보레이션의 결과물이 기존 상품과 다르다는 것을 객관적

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Fig. 7. Method of collaboration

5. 결론

전 세계 기업은 다양한 형태로 이종업계 간 이벤트를 

통해 콜라보레이션으로 브랜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분명 어려운 경제극복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가 지속해서 새로움을 시도한다는 차

원에서 매력적인 마케팅의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콜라보레이션의 성공을 판단하는 것은 원하는 고

객층의 관심을 얼마나 끌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만

큼 파트너 브랜드를 선택하면서 쟁점이 되는 첫 만남이 

중요하다. 원하는 목적에 맞는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하지 

못한 경우 콜라보레이션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주목받

지 못할 수 있다. 그만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종업계 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은 예상치 못

한 브랜드들이 만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된 브랜드의 

이미지를 살리거나, 새롭게 변화 시켜 소비자에게 신선함

을 어필할 수 있다. 또한, 콜라보레이션 결과물을 통해 비

교적 단기간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어 앞으로의 

브랜드 운영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종업계 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은 물론 시간과 비용

을 절감하여 나온 결과물을 통해 단기적으로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기존과는 이미지를 전달하여 즉각적인 고객들

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순히 서로 

다른 두 브랜드의 만남 자체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콜라

보레이션은 각 브랜드의 경쟁력을 본질에서 강화해주지 

못한다.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단발성 마케팅 효과는 있겠

지만, 기본적으로 정확한 포지셔닝과 이미지를 갖추지 못

한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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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콜라보레이션과 별개로 브랜드

가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소비자 관리, 세부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디자인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

려는 브랜드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파트너와 어떻

게 협업을 진행할지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

며,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더 다양해질 콜라보레이션에 대

한 체계적인 분류를 통해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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