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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디자인 기획 학습모듈의 개요

학습모듈의 목표 

보석 디자인 기획의 범위를 파악하고 소비 대상의 설정, 소비자의 요구 및 디자인 트렌드, 경쟁  

디자인 분석을 통해 상품을 구성하고 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 

선수학습

보석의 이해, 주얼리 렌더링 기초, 장신구의 이해, 귀금속 디자인 기법, 귀금속 기초, 패션 주얼리

학습모듈의 내용 체계

학습 학습 내용
NCS 능력단위 요소

코드 번호 요소 명칭

1. 소비자 대상 
  설정하기

1-1. 트렌드와 소비자 대상 설정

2202020501_16v3.1
소비자 대상
설정하기

1-2. 시장 분석과 소비자 대상 설정

2. 예산 산정하기 2-1. 디자인 예산 산정 2202020501_16v3.2 예산 산정하기

3. 디자인 트렌드 
조사하기

3-1. 디자인 트렌드 정보 수집 및 분석

2202020501_16v3.3
디자인 트렌드 

조사하기
3-2. 경쟁 브랜드 현황 조사

4. 상품 구성하기

4-1. 디자인 기획(상품 기획)

2202020501_16v3.4 상품 구성하기

4-2. 상품 구성

핵심 용어

디자인 기획, 트렌드, 콘셉트, 정보 수집 및 분석, 리서치, 디자인 분석, 소비자 대상, 브랜드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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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소비자 대상 설정하기

학습 2 예산 산정하기

학습 3 디자인 트렌드 조사하기

학습 4 상품 구성하기

1-1. 트렌드와 소비자 대상 설정 

학습 목표

• 소비자 트렌드와 시장 상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 자회사의 연도별 히트 아이템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장 방향을 예측하고 소비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디자인 기획을 위해서는 실제로 주얼리 제품을 착용할 소비자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들의 패션과 문화, 생활 패턴, 트렌드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를 폭넓게 이해하고, 열린 

사고로 합리적인 디자인 기획 방향을 설정한다. 

 트렌드와 소비자 대상 

1. 트렌드(trend)

‘경향’,‘변동’,‘추세’라는 뜻으로 유행 현상과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 현상을 의미

한다. 

트렌드 분석가 헨릭 베일가드(Henrik Vejlgaard)는 그의 저서 『트렌드를 읽는 기술

(Anatomy of a trend)』에서 “트렌드는 패션, 디자인, 가구, 주얼리, 자동차, 건축 등 다

양한 분야에서 제품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브랜드, 유명인 등 트렌드를 리드하는 트렌드 세터(trend setter)를 연구함으로써 트렌드를 

예측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곧 대중에게 트렌드를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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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패드(fad)

- ‘변덕스러운 유행’이라는 뜻으로, 일시적 현상을 말함.

- 소수의 일부 집단에 의해서 급격히 채택되어 유행을 이루다가 곧 쇠퇴하

는, 수명이 짧은 패션

- 예) 한쪽만 하는 귀걸이 등

크레이즈

(craze)

- 일시적 대유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유행을 말함.

- 급격히 광범위하게 대중을 향해 퍼져 나가는 열광적인 특성이 있음. 

붐(boom)
- ‘경기가 좋다’라는 뜻으로 약간의 기간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함.

- ‘붐이 일어나다’ 등 경제상의 유행 현상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됨.

패션(fashion)
- 어느 정도 정착된 유행의 현상을 의미함.

- 패션은 변화하고 모방의 의해 전파되며, 사이클과 주기를 가지고 있음.

트렌드(trend)

- ‘경향’,‘변동’,‘추세’라는 뜻으로 그에 따른 사회 현상을 말함.

- 패션은 주변의 많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장기간 주기를 유지할 때 트렌드

로 정착됨.

문화(culture) - 트렌드가 정착되어 문화가 됨.

<표 1-1> 용어의 정의

2. 소비자와 패션 현상

아이템을 채택하는 소비자의 채택 인구와 패션 현상이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 패션의 수명

이 결정된다. [그림 1-1]은 패션의 수명 비교 주기로서 패드는 짧은 주기로 잠깐 유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패션은 패드보다 긴 주기로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행

하는 것이다. 완만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클래식은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채

택되는 것이다.

[그림 1-1]  패션의 수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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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문화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이 있으

며, 그 세부 내용은 [그림 1-2]와 같다. 트렌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사회적 

동향, 여행, 패션,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등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현상이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림 1-2]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패션 테마와 이미지 스케일

1. 패션 테마

패션 테마에 대한 설명은 <표 1-2>와 같다.

패션 테마 내용
엘레강스

(elégance)
- 우아하고 고상하며 품위 있는 이미지를 지향하는 클래식 패션 스타일
- 진주 목걸이 등

스포티(sporty)

- 스포츠 웨어의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한 패션 이미지
- 밝고 강한 색상과 활동적인 운동감을 표현
- 심플한 라인과 로고를 이용한 포인트 등
- IT와 스포츠를 접목한 패션 주얼리 등장

소피스티케이트

(sophisticate)

- 도시적인 세련미와 성숙미를 가진 전문직 여성의 패션 리더로서의 자부심과 
개성 있는 연출, 심플함을 표현

- 기하학적인 형태의 보석

컨트리(country)

- 전원과 같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나타냄.
- 소박한 서민적 영감을 표현 
- 라피스라줄리(lapis lazuli), 오닉스(onyx), 아게이트(agate) 등을 활용하여 자연의 

감성을 표현한 브로치 등

모던(modern)
- 간결함과 단순한 현대적 감각의 패션을 지향
- 차가운 이미지와 도시적인 세련미
- 블랙과 화이트가 대세

매니시(mannish) - 여성복에 남성적인 요소가 가미된 스타일

로맨틱(romantic)
-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성적인 표현의 패션 테마
- 하트, 리본, 꽃무늬를 모티브로 한 주얼리

<표 1-2> 패션 테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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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미지 스케일 

패션 테마를 기준으로 하여 [그림 1-3]과 같이 기본 이미지 스케일을 그린다. 이미지 스케

일을 위에 브랜드가 지향하는 패션 스타일을 표현한다. 각각의 패션 테마를 이해하고 브

랜드의 이미지 스케일을 완성하면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이미지 타깃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림 1-3] 브랜드의 이미지 스케일

 히트 상품 조사 및 분석

특정 시기의 패션 트렌드와 그 시기에 선호되는 주얼리 디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기

간 내에 유행하는 히트 아이템을 선행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템별로 판매 결과

를 분석하는 것은 디자인을 기획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스타일, 가격, 색상, 수량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그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에 따라 지난 시즌의 히트 상품의 

디자인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전략 상품으로 선정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히트 상품을 조사해 본다.

1. 연도별 히트 상품

(1) 시즌(season)에는 각 연도별로 봄/여름 트렌드의 경우 S/S로 표기하고, 가을/겨울 트렌

드는 F/W로 표기한다. 예) 2014년도 봄/여름은 2014S/S, 2014년도 가을/겨울 트렌드는 

2014F/W로 분류한다.

(2) 패션 테마, 컬러 트렌드, 소재, 스타일로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한다. 

(3) 트렌드 분석은 연도별로 역순(2015년 ~ 2013년)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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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패션 테마 컬러 소재 스타일

2015F/W

2015S/S

2014F/W

2014S/S

<표 1-3> 시즌(season)별 디자인 트렌드 분석

2. 연령대별 히트 상품

3. 아이템별 히트 상품

4. 보석별 히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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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1 / 트렌드를 반영한 소비자 대상(target) 설정하기

재료·자료

Ÿ 트렌드 정보 수집 및 분석 자료, 시장 환경 조사 자료

Ÿ 국내외 패션 잡지, 귀금속･보석 관련 신문 및 잡지 등

Ÿ 웹 리서치 자료

Ÿ 붙임쪽지(post-it), 복사 용지, 사인펜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스캐너, 카메라, 프린터, 복사기 등

Ÿ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등

안전 ･ 유의 사항

Ÿ 여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얼리 및 패션 트렌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Ÿ 조사된 자료는 출처 및 연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수행 순서

 디자인 프로젝트의 팀원을 구성하고 팀 이름을 결정한다.

1. 3명의 인원으로 팀 단위를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을 결정한다. 예) 디자인 팀장 1명과 

디자이너 2명인 팀 또는 디자인 팀장 1명과 디자이너 1인, MD 1인의 팀으로 구성한다.

     

[그림 1-4] 역할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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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를 통해 팀장과 팀원의 역할을 결정하고 역할 분담표를 완성한다.

3. 팀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명을 결정한다. 

역할 조사 기간 및 방법

팀장 총괄 책임 

팀원 1
소비자 인지도에 따른 브랜드 

포지셔닝 조사

경쟁 업체 조사 

연구소 등 전문 자료 조사

팀원 2 트렌드에 대한 조사 

<표 1-4> 트렌드 조사 역할 분담표 예시

 소비자 인지도에 따른 브랜드 포지셔닝을 조사한다.

1. [그림 1-5]는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에서 제시한 브랜드 포지셔닝 맵으로서 소비자의 브

랜드 인지도에 따라 그룹 1, 그룹 2, 그룹 3으로 형성됨을 파악한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http://www.w-jewel.or.kr).

[그림 1-5] 브랜드 포지셔닝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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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디자인 콘셉트를 결정한다.

1. 각자 조사한 트렌드 자료를 팀원들에게 보여 주고 모의 회의를 통해 브랜드의 콘셉트를 

결정한다.

2.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브랜드 콘셉트는 간단한 표와 이미지 맵으로 정리함으로써 디자

인 기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3. <표 1-5>의 브랜드 설정 예시를 파악한다.

브랜드명 내용

브랜드 네이밍 - Eco Box

브랜드 콘셉트

- 심플한 디자인과 자연주의 감성 추구

- 데일리하게 착용 가능한 모던한 주얼리

- 실용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대의 패션 주얼리

브랜드 타깃 - 20 ~ 30대

마인드 타깃
- 합리적인 소비의식, 나를 위한 소비 추구, 좀 더 싸고 좀 더 가치 있는 소

비를 지향

<표 1-5> 브랜드 설정 예시

4. [그림 1-6]의 브랜드 콘셉트 이미지 맵 예시를 파악한다.

디자인 콘셉트는 K-Jewelry이며, ‘한국의 이야기(story of Korea)’를 전통, 자연, 곡선, 

완벽한 조화, 대칭성, 도전, 변화라는 키워드와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그림 1-6] 디자인 콘셉트 이미지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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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트렌드, 브랜드 콘셉트, 이미지 맵을 토대로 소비자 대상인 브랜드의 타깃

(target)을 설정한다.

1.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이미지 타깃 설정을 위해 앞의 [그림 1-3]과 같은 이미지 스케일

을 그린다. 각각의 패션 테마를 이해하고 브랜드의 이미지 스케일을 완성한다. 

2. [그림 1-7]과 같이 이미지 스케일을 완성해 본다. 노란 부분이 바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이며, 섹시함(sexi)보다는 로맨틱(romantic)이 우세하고 포멀(formal)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내추럴(natural)이 강세를 보인다.

[그림 1-7]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 맵 예시 

3. 가격과 연령에 따른 브랜드의 포지셔닝 맵을 완성한다. 

낮은 가격에서부터 높은 가격까지, 1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을 구분하여 이미지 스케일을 

그린다. [그림 1-8]의 포지셔닝 맵에 의한 브랜드는 2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를 주요 

타깃으로 하며, 가격 수준 또한 중가에서 중고가 상품을 선호한다.

[그림 1-8] 연령과 가격에 따른 브랜드 포지셔닝 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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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랜드의 소비자 대상을 선정한다.

브랜드명 내용

소비자 대상 - 50세 이상 

특징
- 시니어 소비자는 품질과 친숙성에 중점을 둔 쇼핑을 선호 

- 경험으로 인해 높은 풀질을 요구

패션 스타일
-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단정하고 편함을 추구

- 엘레강스, 클래식한 스타일 선호 

<표 1-6> 소비자 대상 설정 예시(Ⅰ)

브랜드명 내용

소비자 대상 - 20대 중반 ~ 40대 중반의 여성

특징

- 1인 소비  

- 현실적 알뜰 소비

- 유행에 민감

-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음.

- 야누스적인 소비 패턴

패션 스타일 - 모던, 소피스티케이트 

<표 1-7> 소비자 대상 설정 예시(Ⅱ)

 수행 tip

Ÿ 트렌드 자료를 미리 조사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도록 한다.

Ÿ 결정된 브랜드의 콘셉트에 따라 이미지 맵을 작성

한다. 

Ÿ 기존 브랜드의 자료를 참고하여 소비자 대상의 연

령과 범위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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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2 / 히트 상품 조사하기

재료·자료

Ÿ 트렌드 정보 수집 및 분석 자료, 시장 조사 자료

Ÿ 문헌 자료(잡지, 디자인 서적 등)

Ÿ 붙임쪽지(post-it), 복사 용지, 사인펜, 가위, 풀, 스케치북 등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스캐너, 카메라, 프린터, 복사기 등

Ÿ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등

안전 ･ 유의 사항

Ÿ 여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얼리 및 패션 트렌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Ÿ 시장 조사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Ÿ 조사된 자료는 출처 및 연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수행 순서

 디자인 프로젝트의 팀원을 구성하고 히트 상품 아이템을 조사한다.

1. 3명의 인원으로 팀 단위를 구성하고, 각자의 역할 및 히트 상품 조사 범위와 기간을  

결정한다. 

2. 각자 조사하고자 하는 연도와 아이템을 구분하여 중복된 자료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3. <표 1-8>과 같이 팀원별 아이템 조사 역할 분담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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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조사 기간 및 방법

팀원 1 2015S/S 히트 상품을 조사 및 분석
인터넷 자료 및 스트리트 방문 

조사를 실시 

팀원 2 2014F/W 히트 상품을 조사 및 분석

2014. 1. 1. ~ 2014. 12. 30.

인터넷 자료 등 선행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

팀원 3 2013년도 히트 상품 조사 및 분석

2013. 1. 1. ~ 2013. 12. 30.

인터넷 자료 등 선행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

<표 1-8> 팀원별 아이템 조사 역할 분담표 예시

 연령대별로 히트 아이템 자료를 조사한다.

1. 전문가가 제시한 트렌드 자료나 주얼리 및 패션 잡지를 조사하여 연령대별 히트 상품을 

조사한다.

2. 올 시즌 히트 아이템을 조사할 경우에는 A지역, B지역, C지역 등 주요 지역을 결정하여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데이터 분석에 의해 연령별 트렌드 자료를 제시한다.

3.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주얼리를 착용한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히트 아이템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4. [그림 1-9]를 참고하여 <표 1-9>의 연령별 히트 아이템 조사표를 완성한다.

아이템 특징/키워드

20대
화려한 귀걸이, 볼드한 팔찌 미니멀리즘(minimalism)

다양한 소재

30대 

40대 
파인 주얼리, 예물 귀걸이

명품 가방과 어울리는 클래식 주얼리

메탈리즘(metalism)

모노톤

<표 1-9> 연령별 히트 아이템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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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http://www.w-jewel.or.kr).

[그림 1-9] 20대의 연령별 히트 아이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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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http://www.w-jewel.or.kr).

[그림 1-10] 40대의 연령별 히트 아이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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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별로 히트 상품을 조사한다.

1. [그림 1-11]과 같이 오버사이즈 뱅글, 시그닛 링, 포인트 반지 등 아이템별로 히트하고 

있는 상품을 분류한 사례를 조사한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http://www.w-jewel.or.kr).

[그림 1-11] 2015 F/W 주얼리 트렌드-아이템 

2. <표 1-10>을 활용하여 아이템 별 히트 상품 조사표를 완성해 본다. 

(1) 조사한 자료를 아이템별로 자르고 붙여서 완성해 본다. 

(2) [그림 1-12], [그림 1-13]과 같은 아이템별 히트 상품 조사 사례를 참고한다.

아이템 히트 상품 이미지 특징

반지 예) 레이어드 반지의 강세

귀걸이
예) 큰 진주 장식이 

부착된 귀걸이 유행

팔찌 예) 오버사이즈 뱅글

기타

<표 1-10> 아이템별 히트 상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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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아이템별 주얼리 트렌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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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아이템별 주얼리 트렌드(2015)

 조사한 히트 상품 자료를 분석하여 소비자 대상 선정 및 아이템 기획에 적용한다.

 수행 tip

Ÿ 히트 상품을 아이템별로 조사할 경우,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상품을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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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3 / 보석에 따른 소비자 대상 설정하기  

재료·자료

Ÿ 트렌드 정보 수집 및 분석 자료, 시장 조사 자료

Ÿ 문헌 자료(잡지, 디자인 서적 등)

Ÿ 붙임쪽지(post-it), 복사 용지, 사인펜, 가위, 풀, 스케치북 등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스캐너, 카메라, 프린터, 복사기 등

Ÿ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등

안전 ･ 유의 사항

Ÿ 여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얼리 트렌드 및 보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Ÿ 보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힌다.

Ÿ 시장 조사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Ÿ 조사된 자료는 출처 및 연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수행 순서

 보석별 소비 시장 분석을 진행한다.

1. 주요 보석인 ‘다이아몬드 주얼리’, ‘진주 주얼리’, ‘유색 보석 주얼리’와 ‘큐빅 

주얼리’, ‘보석이 없는 주얼리’로 구분하여 시장 조사를 실시한다.

2. 전문 기관의 문헌 자료를 수집한다. 

전문 조사 기관인 WJRC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의 ‘보석별 주얼리 소비자 조사’를 참고

하여 보석의 크기, 가격, 종류, 형태, 특징, 주얼리 품목 등에 대한 인식과 경험 등에 대한 

소비자 조사 자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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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별 주얼리 구매 품목을 조사한다. 

1. [그림 1-14]과 같은 보석별 주얼리 구매 품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다.

다이아몬드는 반지가 70 %이상을 차지하며,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남녀 구

분 없이 결혼 예물로 다이아몬드 반지가 인기 있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진주의 경

우는 반지, 목걸이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진주 목걸이의 구매 비율

은 거의 40%에 가깝게 나타났다. 귀걸이의 경우는 2012년 대비 2014년에는 17.9%에서 

22.5%로 약간 상승하였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http://www.w-jewel.or.kr), 보석별 주얼리 소비자 조사 2014.

[그림 1-14] 보석별 주얼리 구매 품목

 보석별 주얼리 구입 채널을 조사한다. 

1. [그림 1-15]과 같은 보석별 주얼리 구입 채널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보석별 주얼리 구입 채널에 대한 조사 결과(2014년 기준)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주얼리의 

경우 ‘일반 소매상’과‘ 주얼리 밀집 상가’의 구매가 각각 38.0%, 3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 주얼리의 경우, 2012년 대비 2014년에는 ‘일반 소매상’의 비율이 

52.0%에서 38.0%로 감소한 반면, ‘주얼리 밀집 상가’의 비율은 30.0%, 백화점 16.7%로 

각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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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http://www.w-jewel.or.kr), 보석별 주얼리 소비자 조사 2014.

[그림 1-15] 보석별 주얼리 구입 채널

 구매 보석의 크기를 조사한다.

1. [그림 1-16], [그림 1-17]과 같은 다이아몬드 주얼리 내 다이아몬드 크기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3~3.9부 다이아몬드의 구매가 51.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5~5.9부의 

구매 비율이 22.6%로 높게 나타났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http://www.w-jewel.or.kr), 보석별 주얼리 소비자 조사 2014.

[그림 1-16] 다이아몬드 주얼리 내 다이아몬드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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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진주의 크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진주는 8~9mm크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http://www.w-jewel.or.kr), 보석별 주얼리 소비자 조사 2014.

[그림 1-17] 구입 진주 크기 분포

 보석별 소비자 대상을 설정한다. 

보석별 소비자 대상

다이아몬드

-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 신부를 위한 다이아몬드 반지 및 세트 주얼리

- 신랑을 위한 다이아몬드 반지

진주 
- 8~9mm의 진주를 선호하는 20대 패션 리더

- 패션 스타일의 진주 목걸이 반지, 반지를 구매할 수 있는 30대 직장인

유색 보석 - 좋은 품질의 유색 보석을 선호하는 50대

<표 1-11> 보석별 소비자 대상 설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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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장 분석과 소비자 대상 설정

학습 목표

• 타 회사 및 국내외 브랜드별 시장 조사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 거시적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 신규 소비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시장 조사

1. 시장 조사의 정의
시장조사란 제품의 디자인, 판매 가격, 마케팅 요소,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말한다. 시장 분석을 할 때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

로는 경쟁 업체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다. 경쟁 시장 분석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향

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 아이템별로 분류하여 정

리하면 다음 시즌 신제품 개발의 아이템 선정 및 신규 소비 대상 설정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한다.

2. 시장 조사의 목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디자인 기획을 할 때에는 구체적인 제품의 판

매 가격, 매출 규모, 예상 고객 수, 시장 트렌드 분석을 통해 향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

여 분석함으로써 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시장 조사 내용

목적
국내외 주얼리 브랜드의 시장 흐름, 마케팅, 소비자 반응 등을 조사

하여 자사의 브랜드에 적합한 소비자 대상을 설정하기 위함.

범위
주얼리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브랜드별 특징, 유행 아이템, 제품 

가격, 마케팅, 소비자 만족도 등을 분석

과정 인터넷 검색, 잡지, 조사 보고서, 직접 방문 등

트렌드 조사 

참조 기관 및 매체 

국내외 주얼리 브랜드 홈페이지,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주얼리신

문, 귀금속경제신문, 관련 트렌드 잡지 등

<표 1-12> 시장 조사 지역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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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조사 방법 및 분석

1. 국내외 브랜드별 시장 조사 방법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1차적으로 주얼리 산업 밀집 지역이나 백화점, 주얼리 로드

숍 등 경쟁 업체를 직접 현장 방문하여 현재 유행하고 있는 품목이나 아이디어 상품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2. 시장 조사 지역

(1) 주얼리 밀집 지역 방문 조사 

주얼리 산업의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보석, 금속 재료에 대한 자료 및 주얼리 제

조, 디자인 정보를 수집한다. 

[그림 1-18] 주얼리 상가 밀집 지역

(2) 백화점 등 시장 조사  

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공간으로 다양한 상품을 한곳에서 구매 

할 수 있어, 다소 비싸지만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1-19] 백화점 시장 조사(영국런던의 Harrose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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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브랜드 시장 조사

해외 명품 주얼리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곳으로, 명품 주얼리 브랜드는 각각의 고유한 

컬러와 차별화된 디자인, 전략적 마케팅으로 고객과의 만남을 준비한다.

 

[그림 1-20] 해외 브랜드 시장 조사(영국 런던의 Bond Street)

3. 2차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마케팅, 상품에 대한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한 책, 잡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획

득해야 한다.

출처: 월곡주얼리재단(http://www.w-jewel.or.kr).

[그림 1-21] 2014~2015 주얼리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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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1 / 시장 조사에 의한 소비자 대상 설정하기

재료·자료

Ÿ 웹 검색 이미지

Ÿ 직접 출사한 사진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스캐너, 카메라, 프린터

Ÿ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포토샵, 일러스트 등

안전 ･ 유의 사항

Ÿ 3~5명이 팀을 정해서 시장 조사를 실시하며, 팀별로 같은 지역이나 중복된 매장을 방문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문 지역 및 매장을 조율한다.

Ÿ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사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에게 목적과 

용도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사진을 촬영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

Ÿ 신뢰 할 수 없는 자료나 출처가 불확실한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행 순서

 시장 조사 지역과 대상을 선정한다.

1. 시장 조사의 목적, 범위, 과정, 트렌드 조사 참조 기관을 결정하고 시장 조사를 실시한다.

2. 시장 조사 지역 및 대상을 결정하여 <표 1-13>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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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사 내용

목적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새로운 소비 계층의 발굴

범위

과정 

트렌드 조사 

참조 기관 

<표 1-13> 시장 조사 지역과 대상 

 시장 조사한 자료를 분류하여 정리한다.

1. 직접 시장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다.

2.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자료를 정리한다.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브랜드의 시장 흐름과 관련된 자료, 마케팅 및 홍보 자료, 

소비자 만족도 정보 자료를 수집한다.

3. 컴퓨터에 폴더를 만들어 자료를 키워드별로 저장한다. 

4. 필요한 자료는 출력하여 스크랩(scrap)하고 기록해 둔다.

[그림 1-22] 국내 주얼리 시장의 소비 트렌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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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3]과 같은 국내 주얼리 시장의 소비 트렌드 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다.

국내 주얼리 시장의 소비 트렌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리적 소비, 힐링 소비, 가치 소비, 여

가 소비, 감성 소비를 추구하는 1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월곡주얼리연구재단.

[그림 1-23] 국내 주얼리 시장의 소비 트렌드 조사 

 [그림 1-24]과 같은 해외 브랜드 시장의 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생활 산업과 접목된 패션 주얼리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SWAROVSKI)와 소비자의 수집 심리

를 디자인에 접목한 판도라(PANDORA)가 세계 매출액 3위에 오를 만큼 시장 성장세를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4] 해외 브랜드의 주얼리 트렌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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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5]와 같은 시장 규모와 주얼리 산업 동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다.

자료에 따르면, 20~30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얼리 브랜드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소비자 대상은 20~30대 여성 또는 남성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브랜드 디자인 

콘셉트, 아이템 기획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면 된다.

 

[그림 1-25] 소비자 대상 선정

 수행 tip

Ÿ 시장의 소비 트렌드 조사는 문화, 경제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견해가 있는 자

료를 참고하는 것이 신뢰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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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2 / 경쟁 업체의 시장 분석 노트 작성하기

재료·자료

Ÿ 웹 검색 이미지

Ÿ 직접 출사한 사진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스캐너, 카메라, 프린터

Ÿ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포토샵, 일러스트. 프레젠테이션 소프트웨어 등 

안전 ･ 유의 사항

Ÿ 하나의 집단은 5~6명으로 구성한다.

Ÿ 팀장의 진행으로 자유롭게 팀원들은 경쟁 업체를 선정하고 자료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Ÿ 자료를 내려받을 때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한다.

Ÿ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나 출처가 불확실한 자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수행 순서

 시장 분석을 할 경쟁 업체를 선정한다.

1. 시장 분석의 가장 기본은 경쟁 업체에 대한 시장 조사이다. 집단별로 소비자 대상 선정 

및 디자인 기획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경쟁 업체를 선정한다.

2. 모든 팀원은 자유롭게 경쟁 업체를 제시하고, 그 선정 이유를 설명한다.

<표 1-14>에 경쟁 업체 선정에 대한 의견을 기록한다.

3. 팀장은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의를 통해 최종 경쟁 업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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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선정 이유

판도라
각자의 개성에 따라 ‘참’을 조합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주얼

리로 20~30대 여성들에게 인기 있음.

크롬하츠 주로 남성을 위한 실버 주얼리 브랜드로서 두터운 마니아 층을 보유

트롤비즈
판도라와 유사한 콘셉트이나 가격대가 저렴하여 10~20대의 인지도가  

높음.

필그림 중저가 브랜드로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주얼리를 선호

제이에스티나
뚜렷한 디자인 모티브와 콘셉트, 피겨 여왕 김연아를 모델로 한 광고 

등  국내 기업 중 20대 여성에게 가장 인지도 높음.

<표 1-14> 경쟁 업체의 선정 예시 

 시장 조사를 실시한다.

1. 각 팀원은 선정된 업체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매장 등을 직접 방문

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한다.

대표적인 주얼리 브랜드 매장을 방문하여 트렌드 제품이나 디스플레이 등의 시장 조사를 

실시한다([그림 1-26] 참조).

[그림 1-26] 주얼리 전문 브랜드 방문 사진 

2. 사진 자료와 메모를 적극 활용하여 경쟁 시장 분석 노트를 만든다.  

3. 아이템별, 보석별, 지역별로 분류하고, 경쟁 브랜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관한다.

<표 1-15>는 경쟁 업체 시장 조사에 대한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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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사 과정 

1단계 
제품 디자인, 판매 가격, 마케팅 요소,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기록함.

2단계
향후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경쟁 시장 분석 노트를 

만듦.

3단계 
아이템별, 보석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여 소비자 대상 선정이나 신

제품 개발의 범위 선택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함.

<표 1-15> 경쟁 업체 시장 조사 과정 

 수집한 자료는 판매 가격, 마케팅 요소,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만족도, 종합 평가 등으로 

분류하여 시장 분석 노트를 작성한다.

1. <표 1-16>의 시장 분석 노트 양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업체 명, 주요 디자인, 

판매가격, 마케팅 요소,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 조사를 실시

한다. 

업체명  분류 내 용

규모

주요 디자인

판매 가격

마케팅 요소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만족도

종합 평가 

<표 1-16> 시장 분석 노트 양식



34

 팀별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1. 각 팀은 경쟁 업체의 시장 분석 자료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출처: 동신대학교 보석귀금속학과 학생 과제. 

[그림 1-27] 기업별 시장 분석 노트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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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신대학교 보석귀금속학과 학생 과제. 

[그림 1-28] 기업별 시장 분석 노트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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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팀의 발표 자료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시장 분석 노트를 완성한다.

분류 시장 조사 내용

업체명

규모

160m2 정도

1일 20팀 정도 상담

자체 예물 디자인 보유

특징 사장님의 디자인 감각이 좋고 직원들이 친절함

강정
다양한 디자인 보유 

자체 보석 감정 가능

약점 홈페이지, 블로그 등 IT, SNS를 활용한 이미지 노출이 미비

주요 디자인
다이아몬드 웨딩 반지

진주 등 유색 보석을 활용한 패션 주얼리 디자인 우수

판매 가격 다이아몬드: 캐럿 당 300~1,000 만원

마케팅 요소

브랜드 이미지

소비자 만족도 재방문 고객이 많음.

종합 평가

<표 1-17> 시장 분석 노트 예시

 수행 tip

Ÿ 시장 분석 노트는 디자인 기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브랜드의 특징별, 시즌별, 아이템별로 분류하여 조

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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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소비자 대상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식 수업, 협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소비자 대상 설정의 과정을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실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집단별 소비자 대상 설정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각 집단별로 순회 지도한다.

• 자료 수집을 통해 과제 수행이 용이 하도록 실습실에는 관련 서적을 비치하고, 참고 도서 목록을 

게시한다. 

학습 방법

• 소비자 대상 선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및 특징을 이해하고 실습에 적극 활용한다.

• 팀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조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팀별 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 학습자는 제시된 다양한 방법에 의해 실제로 소비자 대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실습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 인터넷 검색, 관련 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스크랩하는 습관을 생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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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취수준

상 중 하

트렌드와 소비자 

대상 설정

- 소비자 트렌드와 시장 상황 분석 자료를 활용하

여, 소비자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 자회사의 연도별 히트 아이템 분석 데이터를 활

용하여 시장 방향을 예측하고 소비 대상을 설정

할 수 있다.

시장 분석과 소비자 

대상 설정

- 타 회사 및 국내외 브랜드별 시장 조사 분석 데

이터를 활용하여 소비 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 거시적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 신규 소비 대상

을 설정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사례 연구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트렌드와 소비자 

대상 설정

- 트렌드 조사 등 관련 분석 보고서에 대한 이해도

- 리서치 대상 선정의 타당성

- 트렌드 분석에 의한 소비자 대상 설정의 신뢰성 

시장 분석과 소비자 

대상 설정

- 시장 분석 보고서에 대한 이해도

- 조사한 시장 분석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 시장 분석 자료에 의한 소비자 대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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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발표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트렌드와 소비자 

대상 설정

- 트렌드 조사 등 관련 분석 보고서에 대한 이해도

- 리서치 대상의 타당성

- 올바른 소비자 대상 설정

시장 분석과 소비자 

대상 설정

- 시장 자료 분석 데이터의 이해

- 소비자 대상 설정의 적절성

피 드 백

1. 사례 연구

  - 학습에 적절한 사례를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사례 연구 결과를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정보화하여 제시한다.

2. 구두 발표

  - 발표 종료 후에 발표 내용을 정리하여 확인하고, 주요 사항을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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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소비자 대상 설정하기

학습 2 예산 산정하기 

학습 3 디자인 트렌드 조사하기

학습 4 상품 구성하기

2-1. 디자인 예산 산정

학습 목표

• 자회사의 매뉴얼 자료를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에 따른 소요 예산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원재료비 분석 매뉴얼 자료를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에 따른 소요 예산 비용을 산정 

할 수 있다.

• 제품 원가 분석 매뉴얼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 회사의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제품 기

획 및 개발비를 자사와 비교 평가할 수 있다.  

• 전년도 광고 예산과 매출 신장에 준거하여 광고 예산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주얼리 프로젝트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collection)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얼리 프로젝트가 필요하며,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1. What: 콘셉트는 무엇인가?

2. How many:  얼마나 많은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3. How much: 예상 소매가와 제조에 소요되는 최대 직접 비용이 얼마인가?

4. How long: 제작 과정은 얼마나 걸리는가? 

조사(research)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제품 생산, 가격 설정, 광고와 홍보, 매

장 디스플레이, 판매 출시 등 모든 과정을 포함

5. Who designed: 누가 디자인할 것인가?

6. Who making: 누가 제조할 것인가?

7. Which jewelry: 어떤 품목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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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1 / 브랜드별 매출 현황 파악하기 

재료·자료

Ÿ 예산 분류표, 예산 항목, 비용 계정 분류표, 재무제표 등

Ÿ 시장 조사 자료, 브랜드별 매출 현황 자료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프린터

Ÿ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등 

안전 ･ 유의 사항

Ÿ 브랜드별 매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충실하게 

검토를 수행한다.

수행 순서

 브랜드별 매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쟁 회사를 선정한다.

주얼리 업계는 귀금속과 보석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경영 체계를 유지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로 주얼리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선정된 경쟁 회사의 매출 현황을 조사한다.

1. 전문 기관의 선행 자료를 통해 타 브랜드의 매출 현황을 파악한다.

2. 수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다.

 브랜드별 매출 현황을 분석한다.

1. ㈜불가리코리아의 매출 현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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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코리아의 2009~2013년까지의 매출 현황으로, 2013년에 다소 주춤한 하락세를 보

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그림 2-1] 브랜드별 매출 현황_㈜불가리코리아

2. ㈜티파니코리아의 매출 현황을 분석한다.

(1) ㈜티파니코리아의 경우, 2009년(482억 원) 대비 2013년(1,213억 원)에는 약 2.5배의 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2) ㈜티파니코리아와 ㈜불가리코리아의 브랜드 매출 현황을 비교하면(2013년 기준), ㈜티

파니코리아가 약 1.5배 정도 많은 매출을 나타내고 있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그림 2-2] 브랜드별 매출 현황_㈜티파니코리아

 보고된 매출 예산이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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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2 / 디자인 예산 파악하기

재료·자료

Ÿ 예산 분류표, 예산 항목, 비용 계정 분류표, 재무제표 등

Ÿ 구매 장소에 따른 주얼리 매출 현황 파악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프린터, 계산기 등

Ÿ 저울, 버니어 캘리퍼스 등 측정 도구 

Ÿ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등 

안전 ･ 유의 사항

Ÿ 소요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정 중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충실하게 검토를 

수행한다.

Ÿ 귀금속, 보석 재료의 선택에 따라 예산의 오차 범위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재료를 

선택한다.

수행 순서

 예산 편성 지침과 일정 계획을 확인한다.

1. 예산 편성 단계별 예산 편성에의 참여 조직과 담당자를 확인한다.

2. 모든 자료와 일정 등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모두 기록하여 남겨 둔다.

3. 예산 수립 일정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서 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정을 관리

한다.

 부문별 소요 예산을 파악한다.

1. 실무 담당자들은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매량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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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 2-3]의 다이아몬드 예물과 다이아몬드 예물의 구매율, 구매 비율, 구매 장소에 대

한 조사 자료와 [그림 2-4]의 다이아몬드 외 예물의 구매율, 구매 비용, 구매 장소를 나

타낸 자료를 분석한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한국갤럽.

[그림 2-3] 다이아몬드 예물의 구매율, 구매 비용, 구매 장소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한국갤럽.

[그림 2-4] 다이아몬드 외 예물의 구매율, 구매 비용, 구매 장소

3. 예측된 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자들과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여 디자인 개발의 수

량을 결정한다.

예측 방법 계산식

단순 평균법 차기 수요 실적 = 당기✕ 당기 실적/전기 실적

이동 평균법

<표 2-1> 과거 실적에 의한 판매량 예측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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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담당자들은 확정된 개발 수량에 따라 각 제품의 가격, 매출 원가, 판매 이익, 판매 

지역 등을 고려하여 매출액 예산을 편성한다.

(1) 연간 매출액 예산을 수립한다.

(2) 연간 매출액 예산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일들을 고려하여 분기별 매출액 예산

으로 배분한다.

(3) 월간 매출액으로 예산을 배분한다.

구분

총 매출액 제품 A 제품 B

판매

수량
단가 매출액

판매

수량
단가 매출액

판매

수량
단가 매출액

1월

2월

3월

1/4

분기

4월

5월

6월

2/4

분기

7월

8월

9월

3/4

분기

10월

11월

12월

4/4

분기

연간

합계

<표 2-2> 과거 실적에 의한 판매량 예측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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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된 매출 예산이 회사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는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한다.

 신제품 개발 주얼리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한다.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세부 비목은 추가할 수 있다. 

비목 금액 구성비 비고

1. 직접비

인건비

시설 및 장비

재료비

디자인비

캐드 출력비

제

작

비

원본 제작비

보석 세팅비

도금비

활동비

2. 간접비

합  계 

<표 2-3> 비목별 예산 양식

 수행 tip

Ÿ 예산 산정 실습 시에는 목표로 하는 예산 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세부 항목에 따라 비율을 결정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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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2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예산 편성과 관련된 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시한 후 설명한다.

• 예산의 분류, 예산 편성의 유형 등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학습자가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모든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 산정을 할 수 있도록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습을 진행한다. 

• 자료 수집을 통해 과제 수행이 용이하도록 실습실에는 관련 서적을 비치하고, 참고 도서 목록을 

게시한다. 

학습 방법

• 팀원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실제 디자인 예산을 산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실습한다. 

• 예산 세부 내역별 목표 수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습과 반복적인 실습을 시행해 

본다. 

• 예산 산정 단계 및 예산 편성 목표 설정 전반에 관하여 미리 학습한다. 

• 예산 산정하기 위해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중점 사항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48

학습 2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취수준

상 중 하

디자인 예산 산정 

- 자회사의 매뉴얼 자료를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에 

따른 소요 예산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원재료비 분석 매뉴얼 자료를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에 따른 소요 예산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제품 원가 분석 매뉴얼 자료를 활용하여 경쟁 회

사의 신제품과 기존 제품의 제품 기획 및 개발비

를 자사와 비교 평가할 수 있다.

- 전년도 광고 예산과 매출 신장에 준거하여 광고 

예산 비용을 예측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작업 포트폴리오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디자인 예산 산정 

- 자회사 디자인 프로젝트 매뉴얼의 이해도

- 신제품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소요 예산 비용의 

적절성

- 원재료비 분석 매뉴얼의 활용성

- 예산 수립을 위한 정보 분석 방법의 적절성

- 기존 신제품 개발비와의 비교 분석의 정확성

- 소요 예산 수립을 위한 과정과 내용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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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드 백

1. 작업 포트폴리오

  - 예산 기준을 모의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산정한다. 

  - 예산 산정의 과정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실습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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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소비자 대상 설정하기

학습 2 예산 산정하기

학습 3 디자인 트렌드 조사하기

학습 4 상품 구성하기

3-1. 디자인 트렌드 정보 수집 및 분석

학습 목표

• 리서치, 신문, 잡지, 인터넷, 전문가 의견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다.

• 시장 조사 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디자인 분야 글로벌 트렌드 자료를 디자인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 자사 디자인 분석(SWOT)을 통한 시장 진출 관련 장단점을 파악하고, 매출 촉진을 위

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디자인 트렌드와 리서치 

1. 디자인 트렌드(design trend)

현재의 시장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며, 트렌드 

분석을 위해서는 라이프스타일, 패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상이나 스토리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하다. 

2. 리서치(research)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리서치(research)’의 개념에 대해 ‘사실을 확립하고 새로운 결론

에 도달하기 위해 자료와 출처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즉, 리서치는 책이나 문서를 읽거나, 직접 방문하여 경험하고 감상하는 작업이며, 무

엇보다도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다. 리서치의 가장 기본 방

법은 직접 그리거나, 사진 촬영을 통해 이미지를 수집하고 일기나 일지를 기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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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트렌드 정보 수집 방법

21세기는 IT의 발달로 인해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

기보다는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범위와 대상을 설정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디자이너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인 1차적 정보 수집 방법, 경험과 신뢰도가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에 의해 조사 및 분석

된 자료를 찾는 2차적 정보 수집 방법이 있다. 

1. 정보 수집 목표 설정하기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와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파인 주얼리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라면 유행하

는 컬러 및 디자인 경향에 대한 조사와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 보석의 컬러 트렌드 파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사회 분위기와 소비자 성향, 패션 테마, 컬러, 소재, 스타일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여 한다. 

2. 1차적 정보 수집 방법

보석 및 주얼리 관련 전시회, 주얼리 산업 밀집 지역 및 백화점 등에 직접 방문하여 사진

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고, 상품 카탈로그 등 필요한 정보를 문서로 기록하는 것이다. 수집

한 자료는 항목별로 정리 한 후 자료의 출처, 날짜, 특징 등을 메모하여 컴퓨터에 저장하

거나 스크랩북을 활용하여 보관한다. 효과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2차적 정보 수집 방법

경험과 신뢰가 있는 기관 매체 또는 전문가들이 정리 및 분석해 놓은 자료를 찾는 것으

로, 국내외 디자인 정보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디자인 매거진이나 블로그 또는 월곡주얼

리산업연구소, 주얼리 관련 전문 신문사 등을 통해 필요한 디자인 자료를 수집한다. 

 전시회를 통한 트렌드 정보 수집

국내·외의 보석 및 주얼리 관련 전시회에 참관하여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조사한다.

1. 한국 주얼리 페어(Jewelry Fair Korea)

2015년 13회를 맞이하는 ‘한국 주얼리 페어’는 국내 귀금속 및 시계 산업의 발전과 수

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얼리 산업의 수출입 경향 및 디자인 

트렌드에 대한 세미나,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작품 전시, 패션쇼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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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2015 제13회 ‘한국 주얼리 페어’ 전경
    

       

[그림 3-2] (사)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K-Jewelry Design 특별전 전경(2015 제13회 한국주얼리페어)

2. 홍콩 주얼리 & 젬 페어(Hong Kong Jewellery & Gem Fair)

주얼리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이다. 특히, 9월에 

열리는 '홍콩 주얼리 & 젬 페어'는 전 세계 보석 시장의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는 효과적

인 플랫폼을 자랑한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다이아몬드, 유색 보석, 장비, 주얼리 제품 

등이 Asia World-Expo(AWE)와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HKCEC)의 두 

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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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15 홍콩 주얼리 & 젬 페어 입구 전경

[그림 3-4] 2015 홍콩 주얼리 & 젬 페어 내부 전경 

3. 방콕 보석 & 주얼리 페어(Bangkok Gems& Jewelry Fair)

‘방콕 보석 & 주얼리 페어’는 매년 2월과 9월에 방콕 임팩트 전시장 챌린저 홀에서 개

최된다. 태국보석주얼리무역협회(Thai Gem and Jewelry Traders Association)와 태국 상무

부 국제무역진흥국(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Ministry of Commerce) 

주최로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국제 보석·귀금속 전시회로서 이탈

리아, 러시아, 미국, 중국, 대만, 홍콩, 이스라엘 등 약 35개국에서 1,500개 이상의 업체들

이 참가해 보석 및 주얼리 상품을 선보인다. 특히 루비, 사파이어 등 최고의 보석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림 3-5] 2015 방콕 보석 & 주얼리 페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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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런던 주얼리 페어(International Jewellery London)

매년 9월 영국 런던의 중심부에 위치한 얼스 코트(Earl's Court)에서 개최되는 화려한 보석

과 주얼리의 축제이다. 파인 주얼리, 실버 주얼리, 디자인 갤러리, 디자인 브랜드, 보석, 

다이아몬드와 준보석, 주얼리 문제 해결(solution)이라는 7개 분야로 구성되어 다양한 주얼

리 신제품과 최신 트렌드를 만날 수 있다. 

출처: http://www.jewellerylondon.com/

[그림 3-6] IJL International Jewellery London 국제 주얼리 페어 런던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한 트렌드 정보 수집

국내·외의 보석 및 주얼리 관련 연구소의 연간 보고서나 주얼리 관련 논문이나 서적을 통해

서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다. 

1.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WTRC: Wolgok Jewelry Research Center)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는 2000년부터 매회 한국주얼리디자인포럼(Korea Jewelry Design 

Forum)을 개최하여 트렌드와 브랜드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의 

리포트를 통하여 주얼리 산업의 경기 동향, 주얼리 시장 동향, 주얼리 브랜드 소비자 조

사, 트렌드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www.w-jewel.or.kr)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다.  

2. 논문, 전문 서적 등 문헌 조사를 통한 정보 수집

국내외의 보석 및 주얼리 관련 논문, 전문 서적, 주얼리 전문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정

보를 수집한다. 수집한 자료는 지식 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자료의 

출처, 날짜, 특징 등을 메모하여 스크랩(scrap)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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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웹을 통한 정보 수집

웹 검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파일의 제목만 보아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한다. 또 인터넷 사이트 주소 등 출처와 날짜, 특징을 문서로 정리한

다. 특히, IT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정보가 보편화되면서 정보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기 때

문에 수집한 정보의 발생 시기 및 효율성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절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 수집처 내 용

1. 정부 기관 보고서

- 한국디자인진흥원(http://www.kidp.or.kr)

- 디자인 DB((http://www.designdb.com)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http://www.kcdf.kr)

2. 민간 연구 기관 보고서 

-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http://www.w-jewel.or.kr)

- LG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

-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 KT경제경영연구소(http://www.digieco.org)

3. 주얼리 관련 언론

- 주얼리신문

- 귀금속경제신문

- 귀금속과 시계

4. 업계 전문가의 파워블로그 -

<표 3-1>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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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1 / 디자인 트렌드 조사하기 

재료·자료

Ÿ 보석･주얼리 관련 전문 잡지 및 신문 자료

Ÿ 주얼리 연구소 자료(연간 리포트, 분기 리포트, 주얼리 소비자 조사 및 산업 조사 자료 등)

Ÿ 인터넷 정보 자료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Ÿ 카메라

안전 ･ 유의 사항

Ÿ 정보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정보 수집 및 분석 전에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를 파악하고, 

중복되는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면서 자료를 정리한다.

수행 순서

 트렌드 조사를 위해 3~5명의 팀원을 구성하고 팀장을 결정한다.

 팀별로 디자인 트렌드 조사 방법을 결정한다.

1. 디자인 트렌드 정보 수집을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2. 조사 목적, 방법, 대상 시기 및 기간 등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팀원 각자의 역할을 설정하고 역할 분담표를 만든다.



57

팀원 역할

1 문○○(팀장) 팀원이 조사한 자료를 통합하고 조율한다.

2 이○○ 미술관을 방문하여 트렌드를 조사한다.

3 김○○ 도서관을 방문하여 주얼리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4 황○○ 연구소의 트렌드 자료를 조사한다. 

5 박○○ 주얼리 관련 신문 등 매체를 통한 자료를 조사한다.

<표 3-2> 역할 분담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트렌드 자료를 수집한다. 

1. 미술관, 박물관 등 방문을 통해 트렌드를 조사한다.

(1)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본 그림을 직접 묘사를 통해 기록한다.

(2) 패션이나 문화는 반복 현상에 의해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한다.

   예) 로코코 스타일이 유행을 예측하였다면, 실제 로코코 시대의 그림이나 의상을 직접 

보고 그림으로 기록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다.

[그림 3-7] 미술관 방문을 통한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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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소 발표 자료를 통한 트렌드를 조사한다. 

주얼리 전문 트렌드 보고서 자료를 통해 주얼리 산업의 경기 동향, 주얼리 시장 동향, 주

얼리 브랜드 소비자 조사, 트렌드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그림 3-8] 전문 트렌드 보고서_WJRC QUARTERLY REPORT 2015 2nd 

3. 전문 서적이나 논문을 통한 자료를 조사한다. 

도서관에 방문하여 전문 서적이나 논문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그림 3-9] 전문 서적을 통한 자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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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얼리 관련 신문 자료나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출처: 주얼리신문.

[그림 3-10] 신문 및 잡지를 통한 자료 수집

 직접 조사한 시장 조사 자료와 신문 및 잡지, 전문 트렌드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통합하여 

시장 조사 분석 자료를 작성한다.

 

 수행 tip

Ÿ 수집한 자료는 지식 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자료의 출처, 날짜, 특징 등을 메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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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2 / 전시회를 통한 디자인 트렌드 조사하기

재료·자료

Ÿ 각종 보석･주얼리 페어 정보 자료(전시회 도록, 기업 안내서, 명함 등)

Ÿ 보석·주얼리 관련 전문 잡지 및 신문 자료

Ÿ 인터넷 정보 자료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복사기 등

Ÿ 카메라, 녹음기

안전 ･ 유의 사항

Ÿ 정보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전에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를 파악하고, 

중복되는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면서 자료를 정리한다.

Ÿ 주얼리 페어나 시장 조사를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격식에 맞는 복장과 최대한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한다.  

수행 순서

 주얼리 관련 전시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1. 보석 & 주얼리 관련 전시회의 일정 및 장소의 목록을 작성한다. 

2. 전시회별로 특징 및 중요한 요소를 명시하고, 트렌드 조사의 목적 및 시기에 따라 참여 

가능한 전시회를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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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페어 기간 특징

1 한국 주얼리 페어

2 방콕 주얼리 페어 보석 구입(특히 루비, 사파이어 등)

3 홍콩 주얼리 페어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주얼리 페어(9월)

4 런던 주얼리 페어

5 북경 주얼리 페어

6 동경 주얼리 페어

7 고베 주얼리 페어 진주, 진주 관련 주얼리 제품 구매

<표 3-3> 국제 주얼리 페어 일정 및 특징

 참여하고자 하는 전시회를 결정하고, 참가 신청 등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한다. 

1. 참여하려는 전시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인터넷을 통해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 접수를 신청한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도 직접 접수를 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접수를 하면 시간

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전시회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E-badge를 전자 우편(e-mail)으로 받고 출

력한다. 또는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출입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그림 3-11]은 주얼리 페어 출입증 사진이다.

[그림 3-11] 주얼리 페어 출입증 사진

 수행 tip

Ÿ 주얼리 페어는 고가의 보석과 주얼리가 전시되는 

곳으로, 보완과 경비가 철저하다. 입장 시에 신분증

(또는 여권)과 출입증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므로 잊

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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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을 통해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다.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전시회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그림 3-12]  홍콩 주얼리 페어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바이어 가이드 

 주얼리 페어에서 트렌드 정보를 수집한다.

1. 주얼리 페어에서 얻을 수 있는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한다. 

2. 각 부스(booth)별로 준비된 기업의 전시 도록, 기업 안내서, 제품 설명서, 샘플 이미지, 

명함 등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그림 3-13]  주얼리 페어 기간에 수집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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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회장에 진열된 최신 트렌드의 제품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 정보를 수집한다. 전

시장의 특징에 따라 사진 촬영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회사 명함을 준비

하여 제시하고 사진 촬영에 대한 허락을 요청한다. 

[그림 3-14]는 최신 장비인 3D 스캐너와 3D 프린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사진이다.

[그림 3-14] 주얼리 페어 기간에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

4. 필요시 기업에 브랜드 정보 및 샘플 디자인의 사진을 요청한다. 

추후 전자 우편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그림 3-15] 홍콩 주얼리 페어에서 보석의 트렌드를 조사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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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담에 의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를 하거나 녹음을 하여 정확한 정보 

출처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16]은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위에 직접 금속의 종류별 가격을 기록해 놓았다. 

 

[그림 3-16] 목걸이 체인 업체의 회사 소개 및 명함

6. 수집한 정보는 해당일 저녁에 일자별 또는 키워드별로 간단한 메모와 함께 정리해 둔다.

7. 너무 많은 자료는 공해이므로 불필요한 자료는 즉시 정리해서 버린다.

 수행 tip

Ÿ 기업 안내서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

함이 필요하므로 명함은 여유 있게 준비한다.

 

 트렌드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트렌드 보고서의 경우는 출장 보고서와 달리 정형화된 양식에 없기 때문에 개요, 현황

보고, 향후 발전 방향,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출장 보고서는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된 양식에 출장의 목적, 기간, 업무 내용, 경

비 지출 등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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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으로 상품별 포지셔닝 맵을 제시하거나, 트렌드 예측에 따른 디자인 콘셉트 제

안, 경쟁사 디자인 특징 및 가격 비교 등 회사가 원하는 정보를 키워드별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주얼리 페어의 개요에 해당하는 전시회 명칭(국문, 영문), 전시 기간, 전시회 규모, 전시 

분야 등에 대해서 기록한다.

2. 주얼리 페어의 정보 및 사진을 <표 3-4>와 같이 기록한다.

(1) 주얼리 페어의 참가 정보(주요 전시회 동향 및 향후 전망)

(2) 주얼리 페어 및 현지 바이어 동향(분위기 및 전시회 총평, 사진 등 첨부)

 

출처: Jewelry Fair Korea 2014.

[그림 3-17] 주얼리 페어 참가 업체 현황 조사 자료

전시회의

개요

전시회명
국문

영문

개최 도시

전시 기간 2015. ○○. ○○ ~ ○○. ○○.

전시장

전시 주최사

전시회 

규모

참가 부스 개

참관객 명

전시 분야

전시장 사진

- 전시장 내외부 주 출입구: 반드시 신청 전시회 

이름 및 회사 인물이 배경으로 나오게 해야 함.

- 전시장 내부 사진

- 부스 사진: 반드시 회사 상호명을 알 수 있는 

부스 사진이 나오도록 해야 함.

- 활동 사진: 부스 내에서 바이어 상담 모습

<표 3-4> 전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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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바이어 

정보

기업명 담당자

전자 우편(email) 

주소 
전화번호

주력시장 관심제품

 명함(바이어 명함 부착)

상담 내용

핑크 투어멀린(tourmaline)으로 알려진 

루벨라이트(rubellite) 페어 컷 형태

캐럿 당 가격 확인

디자인 이미지

기타 사항

<표 3-5> 바이어 상담 사례

 수행 tip

Ÿ 주얼리 페어에서 많은 부스를 방문하고 상담을 진

행하다 보면, 받은 명함이나 정보들을 혼동할 수 

있다. 따라서 간단히 디자인이나 특징을 메모해 두

는 것이 좋다.

Ÿ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정보들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Ÿ 며칠 동안 주얼리 페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메모가 없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기억을 하

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메모하는 것을 습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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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3 / 인터넷 검색을 통한 디자인 트렌드 조사하기 

재료·자료

Ÿ 웹 검색 이미지, 인터넷 정보 자료

Ÿ 보석･주얼리 관련 전문 잡지 및 신문 자료

Ÿ 주얼리 연구소 자료(연간 리포트, 분기 리포트, 주얼리 소비자 조사 등)

Ÿ 가위, 풀, 스케치북, 펜 등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프린트, 스캐너 등

Ÿ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안전 ･ 유의 사항

Ÿ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트렌드 정보를 수집한다.

Ÿ 정보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수집한 자료가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를 검증한다.

Ÿ 중복되는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는 과감하게 제거하면서 자료를 정리한다.

수행 순서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자료를 내려받는다. 

1. 주얼리, 보석 및 디자인과 관련된 국내외 사이트를 통해 보석에 대한 정보, 시장의 흐

름, 디자인 트렌드, 산업 경향, 유행 상품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 한국디자인진흥원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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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http://www.w-jewel.or.kr).

[그림 3-18] WJRC QUARTERLY REPORT 2015 2nd

2. 주얼리 전문가를 통해 트렌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파워 블로그를 찾아 자료를 검색한다.

출처: 김희정주얼리디자인연구소.

[그림 3-19] 파워 블로그를 통해 자료 수집하기 

출처: http://www.adorn-london.com/

[그림 3-20] 해외 파워 블로그를 통해 자료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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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얼리 관련 신문을 통해서 트렌드 자료를 수집한다.

출처: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

[그림 3-21] 주얼리 관련 신문을 통한 자료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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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털 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로 관련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분류한다.  

- 구글(www.google.co.kr)

- 네이버(www.naver.com)

- 다음(www.daum.net)

출처: 구글 사이트.

[그림 3-22] 키워드를 활용한 인터넷 리서치 

5. 패션 주얼리 브랜드에서 제시하는 디자인 트렌드 북 자료를 활용한다.

출처: 스와로브스키 홈페이지(http://www.swarovski.com).

[그림 3-23] 스와로브스키(SWAROVSKI)의 디자인 트렌드 북

 수집한 자료는 키워드별로 분류하여 컴퓨터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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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트렌드 보고서에 적합한 자료들은 출력하여 스크랩한다.

1. 자료를 오려 내어 종류별로 분류한다.

2. 스케치북에 붙인다. 이때 메모할 공간은 남겨 둔다.

3. 자료에는 출처와 날짜를 기입하고, 자료의 특징을 서술한다.

         

[그림 3-24] 자료를 출력하고 스크랩하기 

  

    

 자료에서 디자인 트렌드로 활용할 키워드 및 요소를 추출한다.

1. 스크랩한 자료에서 콘셉트, 컬러 등 트렌드 요소를 추출한다.

2. 디자인 기획 및 디자인 개발에 적절히 활용한다.

 수행 tip

Ÿ 수많은 정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

록 한다. 

Ÿ 컴퓨터를 활용하여 조사한 이미지나 자료는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고, 인터넷 사이트 주소, 출처, 날짜, 

특징을 문서로 정리한다.

Ÿ 웹 검색 중 유용한 페이지는 북마크를 하여 [즐겨찾

기]로 저장해 놓고, 이를 트렌드 조사 시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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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쟁 브랜드 현황 조사 

학습 목표

• 경쟁사･경쟁 제품의 디자인 전략과 제품 특성을 분석하고, 소비자 인지 조사 자료를 

근거로 분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경쟁 제품군과 유사 제품군에 대한 지적 재산권 등록 현황 파악을 통해 디자인 개발

을 차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시장 현황 SWOT 분석(SWOT Analysis)

시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SWOT 분석에 의

한 것이다. 자회사의 환경과 여건을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서 강점(strengths), 약점

(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의 요소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주얼리 마케팅 믹스(marketing mix)

1. 제품(product)

경쟁사의 주얼리 디자인, 제품의 기능, 품질 등과 같은 모든 요소를 조사한다. 경쟁 제품

과의 차별화 전략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얼리 품목의 

선정이 중요하다. 자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는 자사의 핵심 제품, 중점 제품, 보완 제품, 

그리고 전략 제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가격(price)

제품의 가격 결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만족과 회사의 수익 창출이다. 제품

을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에 대한 계산이 정확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경쟁 업체와

의 비교 우위에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통(place)

소비자와 만나는 최적의 장소로 브랜드의 경영 전략, 디자인 콘셉트, 제품의 가격 등에 따

라 매장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4. 프로모션(promotion)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려 판매를 촉진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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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 SWOT 분석을 통한 브랜드 전략 수립하기

재료·자료

Ÿ 경쟁사 시장 조사 자료

Ÿ 보석･주얼리 관련 전문 잡지 및 신문 자료

Ÿ 주얼리 연구소 자료(연간 리포트, 분기 리포트, 주얼리 소비자 조사 및 산업 조사 자료 등)

Ÿ 인터넷 정보 자료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스캐너, 프린트 등

Ÿ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안전 ･ 유의 사항

Ÿ 정보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전에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를 파악하고, 

중복되는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면서 자료를 정리한다.

수행 순서

 팀별로 경쟁 업체를 선정한다.

1. 팀원은 회의를 거쳐 5개의 경쟁 업체를 선정한다.

2. 각각의 팀원은 1개의 업체를 결정하여 자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 업체의 SWOT 분석을 실시한다.

<표 3-6>은 다이아몬드 전문 업체의 SWOT 분석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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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강점(strength) W:  약점(weakness)

- 최고의 명성에 준하는 최고의 서비스

- 오랜 전통과 신뢰

- 축적된 고도의 기술력

- 전문 인력의 양성이 미흡

- 가족 경영 중심으로 회사 시스템 구축 미흡

<표 3-6> SWOT에 의한 분석 양식

O:  기회(opportunity) T:  위협(threat)

- 명품 업체의 귀금속 부문의 강화

- 패션 브랜드의 주얼리 아이템 확대

-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지역 경제 위기

- 수입 명품 브랜드의 강도 놓은 시장 공격

- 소비 심리 약화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브랜드 전략을 수립한다.

1. [그림 3-25]와 같은 브랜드 전략 사례를 참고하여 수립한다.

2. [그림 3-26], [그림 3-27]과 같은 마케팅 전략 수립 사례를 참고하여 수립한다.

[그림 3-25] 브랜드 전략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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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 마케팅 전략 수립 사례(Ⅰ) 

[그림 3-27] 마케팅 전략 수립 사례(Ⅱ)

 수행 tip

Ÿ 브랜드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브랜드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업의 이념, 경영 철학, 디자인 철학 등에 대

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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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3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실제로 다양한 방법에 의해 경쟁 브랜드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수행 과제를 제시한다. 

• 교수자는 경쟁 브랜드 현황 조사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단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개인별 또는 그룹별로 경쟁 브랜드 현황 조사를 위해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시장 조사를 실시하도

록 한다.

• 정보의 정확한 전달과 분석을 위해 소비자 대상 및 경쟁 브랜드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한다. 

• 학습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방법

• 사전 학습에 제시된 소비자 조사와 트렌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학습한다.

• 개인별로 학습 자료에 필요한 조사 자료를 준비하여 그룹별 학습 과제에 도움에 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수자가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쟁 브랜드의 현황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쟁 브랜드를 결정하고 SWOT 분석 및 전략을 제시하는 실습을 실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반복적으로 학습한다. 

• 학습자 간 트렌드 자료 및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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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3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취수준

상 중 하

디자인 트렌드 

정보 수집 및 분석

- 리서치, 신문, 잡지, 인터넷, 전문가 의견 등을 활

용하여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내외 디자

인 트렌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다.

- 시장 조사 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디자인 분야 글

로벌 트렌드를 디자인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 자사 디자인 분석(SWOT 분석)을 통한 시장 진출 

관련 장단점을 파악하고, 매출 촉진을 위한 시사

점을 도출할 수 있다.

경쟁 브랜드 

현황 조사

- 경쟁사･경쟁 제품의 디자인 전략과 제품 특성을 

분석하고, 소비자 인지 조사 자료를 근거로 분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경쟁 제품군과 유사 제품군에 대한 지적 재산권 

등록 현황 파악을 통해 디자인 개발을 차별화함으

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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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 사례 연구

학습내용 평가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트렌드 정보 

수집 및 분석

- 리서치, 신문, 잡지, 인터넷, 전문가 의견 등을 활용

하여 소비자 트렌드를 조사하는 능력

- 국내외 시장의 디자인 트렌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능력

- 시장 조사 결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디자인 분야 글

로벌 트렌드를 디자인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경쟁 브랜드 

현황 조사

- 자사 디자인 분석(SWOT 분석)을 통한 시장 진출 관

련 장･단점 파악 정도

- 매출 촉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 경쟁사･경쟁 제품의 다자인 전략과 제품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

- 소비자 인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자료를 활

용할 수 있는 능력

피 드 백

1. 사례 연구

  -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서 트렌드 수집 및 분석을 이해한다.

  - SWOT 분석에 대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수집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근거 분석 자

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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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소비자 대상 설정하기

학습 2 예산 산정하기

학습 3 디자인 트렌드 조사하기

학습 4 상품 구성하기  

4-1. 디자인 기획(상품 기획)

학습 목표

• 소비자 구매 욕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계절별 제품 콘셉트와 신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

• 소비 유형과 구매 동기에 따른 세분화된 상품을 파악하여 출시 일정과 출시 지역을 

기획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주얼리 상품 계획 

1. 상품 구성 계획

상품 구성 계획이란 타깃(target)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의 넓이와 폭의 균

형을 잡는 구성을 말한다. 각 상품군의 비율은 전년도 매출이나 마케팅 환경 분석에 따라 

상품군의 구성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상품 구성 계획은 각 브

랜드에 따라 시즌별로 생산하여 판매할 모든 상품 라인과 아이템에 대한 계획이다. 

2. 주얼리 상품 구성 

상품군은 크게 기본 상품군과 전략 상품군으로 나뉘며, <표 4-1>은 주얼리 상품 구성에 

대한 사례이다.

구분 내용

기본 상품

- 유행성이 강하지 않는 기본 상품으로 예물용 다이아몬드 반지나 기본 

커플링

- 트렌드를 반영한 유행성이 강한 시즌 상품 

전략 상품 
- 판매 촉진을 위한 저가 상품

-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획 상품 등 

<표 4-1> 주얼리 상품 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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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구성의 기본 시스템

주얼리 상품의 기획 단계를 업무 내용에 따라 9단계로 구분하면 [그림 4-1]과 같다. 

출처: 박영희(2004), 『귀금속 디자인』, 한국산업인력공단.

[그림 4-1] 상품 기획의 기본 시스템

수행 내용 / 시즌별 신상품 기획서 작성하기

재료·자료

Ÿ 전년도 매출 동향, 트렌드 정보

Ÿ 보석･주얼리 관련 전문 잡지 및 신문 자료

Ÿ 주얼리 연구소 자료(연간 리포트, 분기 리포트, 주얼리 소비자 조사 및 산업 조사 자료 등)

Ÿ 마케팅 환경 자료 등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계산기, 카메라 등

Ÿ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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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유의 사항

Ÿ 브랜드의 고객 분석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를 파악하고, 

중복되는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면서 자료를 정리한다.

 

수행 순서

 신제품의 기획을 위한 시즌과 브랜드를 설정한다.

1. 시즌별로 소비자 대상 선정 및 디자인 기획에 필요한 브랜드의 표적 시장(target 

market)을 파악한다.

2. 브랜드 콘셉트의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트렌드 자료를 활용한다.

[그림 4-2] 상품 전략 기획

 타사 제품 또는 자사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신상품 디자인을 기획한다.

1. 계획서는 핵심적인 콘셉트와 디자인 의도, 차별화 전략을 제시한다. 

2. 디자인 기획서의 목적은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한다.

3. 디자인 실현 방법에서는 실제로 디자인 개발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과

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품화 가능성에 대해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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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디자인 기획서 

1. 디자이너 이름 

2. 디자인 콘셉트

3. 개요

1) 목적

2) 디자인 

실현 방법

3) 차별화 

전략

4. 디자인 

<표 4-2> 상품 기획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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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디자인 기획서 

1. 디자이너 팀 이름 T . m(매너가 남자를 만든다.)
2. 디자인 콘셉트 댄디(dandy) 젠틀(gentle), 모던(modern)

3. 개요

1) 목적

- T . m은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는 의미로 남성들이 주로 사용하

는 아이템을 주얼리로 디자인 하고자 함.

- 30~40대 트렌디 한 남성을 타깃으로 한 주얼리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좀 더 세련되고 품격 있는 남성을 위한 주얼리 시제품 개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상품전략 

- 스터드, 키 링, 차량용품, 멀티케이스(키, 카드, 담배 등을 휴대 

할 수 있는 케이스 주얼리 제품화) 등 남성 패션 및 실생활 액

세서리 상품으로 기존에 있는 주얼리 시장과 차별화.

- 품목

   <manners>           <life>

    볼 마커(골프용품)    키 링(열쇠고리)

    휴대용 재떨이       멀티 케이스(키, 카드, 담배 등 케이스)

    차량 네임카드  

3) 차별화 

   전략

- 기존의 여성 중심의 주얼리 시장에서 벗어나 남성을 위한 주얼

리를 제작하고 확실한 타깃의 확보와 마케팅 프로모션을 계획 

- 아이템의 실현화를 위해 3D 프린터와 왁스작업을 진행

- 실리콘 몰드를 활용한 대량 생산 및 주조 시스템 구축

4. 디자인 

<표 4-3> 상품 기획서 예시

 수행 tip

Ÿ 시즌별 상품 기획서는 보통 한두 시즌 정도 먼저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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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품 구성

학습 목표

• 대상 소비자에 따른 경쟁사의 제품과 디자인 전략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상품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소비자의 구매 유형, 매출 현황, 시장 동향을 파악하여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주얼리 상품 구성 

주얼리 개발 품목의 구성이란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브로치(brooch), 타이핀(tiepin), 

커프스 링크(cuffs link), 헤어핀(hairpin) 등을 단일 디자인 또는 세트 디자인을 포함한다. 

주얼리 산업에서 상품 구성에 있어서 다이아몬드 주얼리, 파인 주얼리 상품의 경우는 제

품의 원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스타일 수, 종류별 로트(lot)는 적게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얼리 상품 구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용도별 주얼리의 분류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1. 결혼 예물 주얼리

다이아몬드 예물과 비다이아몬드 예물 주얼리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그림 4-3]은 다이

아몬드 반지와 다이아몬드 세트 예물 사례이다. 

   

출처: 자비시주얼리(www.javisi.com).

[그림 4-3] 다이아몬드 예물 주얼리 사례(세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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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색 보석을 활용한 파인 주얼리(fine jewelry) 

고가의 유색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정교하게 세팅된 주얼리로 장인 정신을 중시하여 수공

작업으로 제작하는 상품으로,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선보이다.

   

[그림 4-4] 파인 주얼리 사례

3. 패션 주얼리(fashion jewelry)

패션 주얼리 또는 커스텀 주얼리(costume jewelry)라고도 한다.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디

자인이 변화하고, 귀금속과 천연 보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소재를 융합하거나 

신소재를 활용한 주얼리를 말한다. 패션과 어울리는 실용적인 주얼리로서 모조 보석이나 

준보석 위주로 고가보다는 중저가의 보석을 사용한 주얼리가 대부분이다. 

 

[그림 4-5] 패션 주얼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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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골드 주얼리(gold jewelry)

순금 제품에 대한 인기가 커지면서 단순히 보관용으로 구입하던 순금 주얼리에도 차별화

된 디자인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순금의 경우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으로서 지속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4-6] 골드 주얼리 사례 

5. 실버 주얼리(silver jewelry)

최근 천연 보석을 세팅한 실버 주얼리가 유행하고 있으며, 또한 직접 반지를 제작하는 공

방에서 연인과 함께 반지를 만드는 체험도 인기가 있다. 특히, 실버 주얼리는 다양한 스타

일의 디자인을 제공하면서도 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

출처: 문소이 작(作).

[그림 4-7] 실버 주얼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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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성 주얼리(man's jewelry)

최근 들어 남성의 주얼리 착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남성 주얼리 브랜드의 인기가 증가하

고 있으며, 남성을 위한 주얼리 형태인 부토니에(butonie), 커프스 링크(cuffs link)를 포함

한 팔찌, 목걸이, 시계 등 다양한 주얼리 아이템이 개발되고 있다. 

[그림 4-8] 남성 주얼리 사례

7. IT 주얼리(IT jewelry)

IT의 발달로 인해 패션 웨어러블 디바이스 주얼리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기능성 

뿐만 아니라 패션과의 공동 작업(collaboration)을 통해 첨단 IT 제품이 멋진 패션 아이템

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림 4-9]는 핏빗(Fitbit)사의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로 

무선 활동, 수면 추적기(tracker)이다. 걸음 수, 이동 거리, 소모한 칼로리, 활동 시간(분)을 

추적 가능하며, LED 표시등을 통해 일일 목표 진행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에 IT의 

기능적인 면에만 중점을 두어 기술을 개발하던 핏빗사(Fitbit)는 토털 패션 브랜드 토리버

치(Tory Burch)와 공동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멋진 패션 아이템으로 그 시장 영역을 확대

해 가고 있다.  

  

출처: http://www.toryburch.com/fitbit.

[그림 4-9] 웨어러블 디바이스 주얼리(Tory Burch for Fit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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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리의 용도별 분류

1. 목걸이(necklace)

목에 거는 장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주얼리 상품이다. 목걸이는 목에 꼭 맞는 초커(choker)

부터 가슴 아래까지 늘어뜨리는 로프(lope)까지 길이와 형태에 따라 그 종류가 많다. 

이름 설    명

초커

(choker)
길이가 약 36~40cm 정도로 목에 꼭 맞게 감긴 짧은 목걸이

프린세스

(princess)
길이가 약 42cm 정도의 기본형 목걸이

마티니

(martini)
길이가 약 54cm 정도로 가슴까지 내려오는 목걸이

오페라

(opera)
길이가 약 71cm 정도로 가슴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는 목걸이

로프

(rope)
길이가 약 107cm 정도로 두 번 감아서 착용할 수 있는 목걸이

<표 4-4> 길이에 따른 목걸이의 분류

    

                  초커                        프린세스                    마티니

 

  

         

              오페라                        로프         

[그림 4-10] 길이에 따른 목걸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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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지(ring)

손가락에 끼는 주얼리로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반지를 여러 개씩 겹쳐서 착용하기도 한

다. 형태에 따라서 밴드형, 보석이 1개 세팅되어 있는 솔리테르(solitaire)형 반지, 스파이럴

(spiral) 반지, 트윈 링(twin ring), 레이어드 링(layered ring), 가드 링(guard ring) 등으로 분

류한다. 또한 반지는 목적에 따라 인게이지먼트 링(engagement ring), 웨딩 링(wedding 

ring), 참 링(charm ring), 커플링(couple ring)으로 구분한다. [그림 4-11]의 왼쪽은 보석이 

중심에 1개 세팅되어 있는 솔리테르형 반지이다. 사진 속의 두 가지 반지를 겹쳐서 착용

하는 것을 레이어드 링이라고 한다.

   출처: 김희정주얼리디자인연구소

[그림 4-11] 반지

3. 브로치(brooches)

브로치는 핀으로 의복에 고정시켜 착용하는 주얼리이다. 고대에는 옷을 고정시키는 목적

에서 만들어졌으나 현대에 와서는 기능성과 더불어 장식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다른 주얼리보다 정장에 착용하는 브로치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

다. 다양한 디자인의 브로치를 코디네이션함으로써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출처: 문소이 작(作).

[그림 4-12] 브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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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귀걸이(earrings)

귀에 거는 장신구를 말하며 현재 국내·외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품목 중에 하나이다. 귀

고리의 앞 장식은 형태에 따라서 귀에 바싹 붙는 버튼형과 길게 늘어진 드롭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출처: 문소이 작(作).

[그림 4-13]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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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1 / 품목별 상품 구성하기

재료·자료

Ÿ 보석·주얼리 관련 전문 잡지 및 신문 자료

Ÿ 주얼리 연구소 자료(연간 리포트, 분기 리포트, 주얼리 소비자 조사 및 산업 조사 자료 등)

Ÿ 인터넷 정보 자료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카메라

Ÿ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안전 ･ 유의 사항

Ÿ 정보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전에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를 파악하고, 

중복되는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면서 자료를 정리한다.

Ÿ 품목별 주얼리 시장 조사 자료를 수집한다. 

 

수행 순서

 전문 기관의 주얼리 품목별 구매 비율에 대한 자료를 조사한다.

1. [그림 4-14]와 같은 구입 주얼리 품목에 관한 리서치 자료를 분석한다.

최근 1년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주얼리 품목은 귀걸이 26.5%, 목걸이 24.2%, 반

지 23.2%, 팔찌 12.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로 주얼리 구입 변화를 살펴보면 

귀걸이의 구입이 해마다 감소 추세이며, 목걸이, 세트 주얼리, 팔찌는 증가세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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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월곡주얼리재단.

[그림 4-14] 구입 주얼리 품목에 대한 리서치 자료

 

 신제품 기획을 위해 컬러 트렌드를 조사한다.

1. 컬러 트렌드는 전문 기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한다.

2. [그림 4-15]와 같이 주얼리 관련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컬러 트렌드와 그에 어울리는 

보석에 대한 트렌드 정보를 습득한다.

출처: 귀금속경제신문.

[그림 4-15] 컬러 트렌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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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을 기획을 위해 주얼리 품목별 시장 조사를 실시한다.  

1. 트렌드 조사 결과 현재 여러 개의 반지를 레이어드(layered) 하거나, 하나의 손가락이 

아닌 여러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는 것이 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

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품목별 주얼리 상품 구성 중 반지의 상품 구

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조사를 더 실시한 후 반지 상품 구성을 기획한다. 

- [그림 4-16]은 반지의 상품 구성을 조사한 사진이다. 

- [그림 4-17]은 반지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귀걸이 상품 구성을 조사한 사진이다. 

[그림 4-16] 반지의 상품 구성 사진

[그림 4-17] 반지와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귀걸이 상품 구성 사진

 조사한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품목별 상품 구성을 기획한다.

   <표 4-5>는 반지 디자인 기획서 예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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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 디자인 기획서 

1. 디자이너 이름 문○○

2. 디자인 콘셉트 일상의 아름다움을 그리다!

3. 개요

1) 목적

- 재미있고 스타일리시한 반지

- 매일 착용 가능하나, 누가 착용하였는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독

특하게 변화하는 반지

2) 디자인 

   실현 방법

- 건축물, 자연 등 일상에서 찾은 소소한 오브젝트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 전개

- 창의적인 형태를 주얼리라는 작은 공간에 담고, 착용자와 교감

할 수 있도록 함.

3) 차별화 

   전략
- 다양한 컬러의 유색 보석을 활용

4. 디자인 

<표 4-5> 반지 디자인 개발 기획서 예시

 수행 tip

Ÿ 아이템 선정은 트렌드나 시장 조사를 토대로 아이

디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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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2 / 시즌별 상품 구성하기 

재료·자료

Ÿ 보석･주얼리 관련 전문 잡지 및 신문 자료

Ÿ 주얼리 연구소 자료(연간 리포트, 분기 리포트, 주얼리 소비자 조사 및 산업 조사 자료 등)

Ÿ 상품 이미지, 가위, 스케치북, 풀 등의 문구류

기기(장비 ･ 공구)

Ÿ 컴퓨터, 카메라

Ÿ 문서 작성 프로그램

안전 ･ 유의 사항

Ÿ 시장 조사를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격식에 맞는 복장과 최대한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한다.  

 

수행 순서

 신제품의 기획을 위해 시즌의 트렌드를 조사한다. 

1. 시즌별로 소비자 대상 선정 및 디자인 기획에 결정적인 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트렌드 

자료를 조사한다.

[그림 4-18], [그림 4-19]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매장 전경 사진과 쇼윈도에 디스플레이 되

어있는 주얼리 상품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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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크리스마스 시즌의 C브랜드 매장 전경(런던)

  

[그림 4-19] 크리스마스 시즌의 T브랜드 쇼윈도 사진(런던)

2. 아이템별 상품 구성을 조사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연말 모임이나 행사들이 많다. [그림 4-20]은 목걸이와 귀걸이의 세

트를 구성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4-20] 크리스마스 시즌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품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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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제품 또는 자사 다른 제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신상품 디자인을 기획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한 디자인 기획서 

1. 디자이너 이름 문○○

2. 디자인 콘셉트 꿈꾸는 세상~ 

3. 개요

1) 목적

- 재미있고 스타일리시한 반지

- 매일 착용가능 하나, 누가 착용하였는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독특하게 변화하는 반지

2) 디자인 

   실현 방법

3) 차별화 

   전략

4. 디자인 

<표 4-6> 시즌별 디자인 기획서

 수행 tip

Ÿ 디자인 기획 이후에 토론이나 회의를 통해 아이디

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다.

Ÿ 교수자의 지도를 통해 전문적인 의견을 추가하여 

지속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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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4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학습자가 주얼리 상품의 기획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교수자는 시즌 트렌드 분석에 따른 아이템 결정 시에 다양한 이미지 자료 등 사례를 함께 제시하

여 설명함으로써 학습자의 이해를 꾀한다.

• 상품 구성에 있어서 주얼리는 고가의 귀금속과 보석을 소재로 하는 특수성 때문에 아이템 결정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 소재를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다양한 부자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수업에 

도움을 준다.

• 수업의 전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지식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습 방법

• 주얼리 상품의 기획을 단계적으로 이해한다.

• 학습자는 트렌드 분석 자료를 이해하고 디자인 기획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상품 구성을 결정할 때에는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 재료를 다루기 때문에 아이템 결정에 신중해야 

함을 염두에 두고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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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4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학습 내용 학습 목표
성취수준

상 중 하

디자인 기획

(상품 기획)

- 소비자 구매 욕구와 트렌드를 파악하여 계절별 제품 

콘셉트와 신상품을 기획할 수 있다.

- 소비 유형과 구매 동기에 따른 세분화된 상품을 파

악하여 출시 일정과 출시 지역을 기획할 수 있다.

상품 구성

- 대상 소비자에 따른 경쟁사의 제품과 디자인 전략 

등을 파악하여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소비자의 구매 유형, 매출 현황, 시장 동향을 파악하

여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평가 방법

• 사례 연구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디자인 기획

(상품 기획)

- 제품의 콘셉트와 신상품의 기획에 있어서 소비자 구

매 욕구와 트렌드의 반영 여부

- 조사된 소비 유형과 구매 동기에 따른 세분화된 상

품 파악 및 기획의 정확성 

상품 구성

- 소비자에 따른 경쟁사의 제품과 디자인 전략의 파악 

정도

- 구매 유형, 매출 현황, 시장 동향 파악에 따른 제품 

성공 가능성의 판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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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 체크리스트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디자인 기획

(상품 기획)

- 제품의 콘셉트와 신상품의 기획에 있어서 소비자 구

매 욕구와 트렌드의 반영 여부

- 기 조사된 소비 유형과 구매 동기에 따른 세분화된 

상품 파악 및 기획의 정확성 

상품 구성

- 소비자에 따른 경쟁사의 제품과 디자인 전략의 파악 

정도

- 구매 유형, 매출 현황, 시장 동향 파악에 따른 제품 

성공 가능성의 판단 여부

• 구두 발표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디자인 기획

(상품 기획)

- 제품의 콘셉트와 신상품의 기획에 있어서 소비자 구

매 욕구와 트렌드의 반영 여부

- 기 조사된 소비 유형과 구매 동기에 따른 세분화된 

상품 파악 및 기획의 정확성 

상품 구성

- 소비자에 따른 경쟁사의 제품과 디자인 전략의 파악 

정도

- 구매 유형, 매출 현황, 시장 동향 파악에 따른 제품 

성공 가능성의 판단 여부

피 드 백

1. 사례 연구

 - 다양한 사례를 조사한 후, 적절한 사례를 선별하여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사례 연구 결과를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회의나 발표 시간을 가진다.

2. 평가자 체크리스트

  - 제출한 디자인 기획 내용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자가 점검하거나 교수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3. 구두 발표

  - 발표 종료 후에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요 사항을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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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포트폴리오

바이어 

정보

기업명 담당자

전자 우편 주소 전화번호

주력시장 관심제품

 명함(바이어 명함 부착)

상담 내용

디자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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