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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Nowadays, the family system has changed from a large extended family group to a more nuclear family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live by themselves has been increasing. Moreover, Korea is becoming an aged society, and pet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as leave the family home. So a lot of people in Korea now consider pets as their family 
members due largely to the drastic change of their life style. Therefore, the rate of importing commodities for pets like 
cats and dogs has been increasing dramatically. In this study, in response to the growing interest in the pet industry, I have 
studied recent trends and types in the pets wear markets which are still in the first stage of development in Korea. In 
order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mass producing pets ready-made clothes for making the unit cost lower, firstly, I pre-
sented a new basic design and pattern of pets wear made up of general textile. After that, following basic purpose of pet 
wear, I classified decorative clothes into party wear, everyday wear and street wear and then I developed the pattern and 
made a pair of works for each item totaling 6 in all. I hope that the number of Korean companies which can enhance their 
reputation through by marketing these products in Korean as well as all around the world will increase. I believe this will 
be possible because by taking advantage of the easy pattern developed in this thesis. They will be able to mass produce 
their own high quality pets wear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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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사회로 오면서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되었고, 노령인      

구와 독신인구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식이 전혀 없        

는 딩크(Dink)족이 생겨나는 추세이다. 이는 국제적인 경향으      

로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젊은 층들의 분방한 생활방식, 여        

성의 취업률 증가,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ㆍ국제적인 추세로 가족구성원이 적은 일부 사      

람들이 애완동물(愛玩動物, Pet)을 접하게 되었다. 애완동물이     

란 인간이 주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사육하는 동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애견이다. 과거의 애견은 단지 집을 지켜주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등의 역할이었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애견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빠른 의식변       

화로 애견은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생각과 함께 점점 자녀 없이        

애완동물을 자식처럼 양육하는 딩펫족(Din Pet)까지 등장하기     

에 이른 것이다. 딩펫족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면서도 의       

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족     

(DINK:Double Income, No Kids)과 애완동물을 뜻하는 펫     

(Pet)의 합성어이다. 즉, 아이 대신 애완동물을 기르며 사는 맞     

벌이 부부를 뜻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맞벌이 부부의 생활 형태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     

일의 한 형태이다. 이들 딩펫족은 애완시장을 성장시키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으로부터 개, 고양이 등 애완용 동물수입이 크     

게 늘어나고 있으며, 비단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 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도 애완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이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애견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견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사회     

분위기를 받아들여 현재 소개되고 있는 애견의상의 종류를 살     

펴보고, 새로운 디자인과 패턴을 제시하고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통해 애견의상 대중화를 앞당기고 브랜드화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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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애견의상의 정의와 기원

애견의상에 대한 정의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       

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애견의상이란 애완견에게 입혀지는      

옷이며 추위나 주위환경으로부터 애견의 몸을 보호하거나 견주      

(犬主)의 기호에 따라 장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상으로 볼       

수 있겠다.

애견의상의 발생과 기원에 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애        

견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시기와 맞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주        

위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 견주가 원단 등으로 몸        

을 감싸준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초기 애견의상의 형       

태는 사각형의 원단에 목과 가슴둘레를 끈으로 둘러 몸을 감싸        

는 단순한 형태로 실용적인 의상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장식        

적인 요소가 더욱 짙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애완견       

역사는 아주 짧음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을 기르기 시작하면서부      

터 점차 애견의상을 받아들였다. 

2.2. 애견의류 시장의 현황

불과 몇 십 년 전만 해도 소수사람들에 의해 입혀졌던 애견         

의상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견주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애견의상 선호도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애견에 대한 이해부족과 더불어 패턴불량, 원단불량,      

재봉불량들이 난무한 중저가 의류들이 주로 시중에 나돌게 되       

었다. 이에 식상한 견주들이 인터넷 카페와 동호회, 애견카페의       

활성화로 서로 의사소통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애견의상의      

기호도가 더욱 상승되었으며 애견 옷 만들기 카페와 애견동호       

회의 수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견주가 직접 자신의        

애견을 위한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눈요기 꺼       

리감이 아닌 애견의 입장에서 한 걸음 다가가는 시발점이 되었        

다. 원단의 선택에서부터 활동성, 보온성, 통기성 등을 더욱 고        

려하여, 애견에게 불편하지 않고 활동하기 편한 패턴들로 변해       

갔고 원단의 선택 또한 좀더 신중해졌다.

애견의상은 사람의 의상을 모방하고 있으며 주인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강아지 옷의 의인화, 민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버버리(Burberry), 뤼이비통(Louis Vuitton)등의 명품브랜드에서   

도 애견 패션을 트렌드로 인식, 상품을 내놓고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Fig. 1, 2). 애견의류 구입동기 또한 동호회나 애견샵     

등에서 다른 견주의 애견이 입은 옷을 보고 ‘이뻐보여서’라는     

답변이 월등히 많았고 그 외에 자신의 애견이 더 이뻐보이라고     

라는 답변 등 거의 대부분이 장식의 목적이다(http://cafe.daum.     

net). 이것은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한 네 가지 기원설 중 장식     

설과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백영자·유효순, 1998). 또한 이     

러한 견주들이 늘어남에 따라 동호회나 박람회, 인터넷 카페의     

활동은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

애견의상은 견주에 의해 디자인이 선택되어지는 의상이므로     

애견의 기호가 아닌 견주의 기호, 즉 사람이 선호하는 디자인     

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패션시장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 한 예로 몇 년 전 패션시장의 트렌드로서 베이직 아이     

템인 더플코트와 일부 신소재들이 애견시장에서도 그대로 트렌     

드의 반영이 이루어졌으며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일으켰다.     

견주와 함께 더플코트를 입고 나온 애견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이는 커플룩을 런칭 하는 데에도 한 몫을 하였다.     

아동복 업체 서양물산의 ‘블루독’은 아이와 함께 맞춰 입을 수     

있는 커플식 애견의류와 배낭, 침대, 액세서리 끈 등을 선보이     

고 있다(매일경제TV, 2003). 신세계백화점은 서울 강남점 여성     

의류브랜드인 ‘바닐라 B’코너에서 애견의류를 팔고 있다. 이     

코너에는 시즌마다 여성의류에 쓰이는 것과 같은 원단으로 애     

견옷을 선보인다(파이낸셜뉴스, 2003). 

우리나라의 애견의상과 외국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가장 뚜     

렷한 차이를 보이는 아이템은 니트의상이었다. 우리나라의 애     

견니트의상은 단순히 니트원단을 봉재로 연결하여 조잡하게 만     

들었거나 사이즈를 측정하여 수작업으로 제작한 단가가 아주     

높은 의류가 대부분이었다. 외국의 경우 모든 제작과정이 사람     

의 의상과 마찬가지로 기계로 짜여진 니트제품을 판매하고 명     

품의상을 모방하고 있다. 착용감과 활동성이 뛰어난 니트의류     

 
  

Fig. 1. 버버리 모직 코트.

(http://cafe.daum.net/burberry4you)

Fig. 2. 뤼이비통과 버버리 애견용품.  

(주간패션신문 200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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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욱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니트의 기계화는 놀        

라운 성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계화 된 애견니트의상 개발      

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2.3. 애견의상의 종류와 기능

조사를 실시한 7개의 사이트(꼬까마실, 럭셔리독, 멍이애견의     

류, 천사두마리, 체리독, 퍼피드림, 퍼피후드)에서 각기 다루고      

있는 아이템들은 사이트의 개성을 살려 독창적인 아이템을 사       

용한곳도 있었고 그 외에는 비슷한 아이템이었다. 그 중 두 가         

지 이상 중복되는 품목들은 코트/자켓, 원피스, 티셔츠, 니트,       

스페셜, 클래식, 러브리, 가디건이었다. 모든 사이트에서 이러한      

아이템을 채택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아이템의 분류라고는      

할 수 없으며 각 사이트의 특징과 개성을 살려 아이템을 만드         

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다만 아이템 분포도에서 알 수 있는 것         

은 아이템의 인기도 정도이다(Table 1).

본 장에서는 7개의 사이트에서 얻은 아이템을 토대로 새롭       

게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실용적인 의상과 장        

식적인 의상으로 분류해 보았다. 실용적인 의상에는 레인코트,      

목욕가운, 생리팬티로 장식적인 의상에는 파티의상, 외출복, 평      

상복으로 아이템을 세분화 시켰다.

실용적인 의상 : 레인코트는 집안에서 용변을 보지 않고 산        

책이나 야외 외출 시에만 용변을 보는 애견에게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에도 몸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외출을 가능하게 도와       

주는 의상이다. 목욕가운은 목욕 후 여분의 수분으로 몸의 체        

온을 뺏기지 않고 몸을 잘 말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상으로         

사람의 목욕가운처럼 주로 타월면 소재를 사용한다. 생리팬티      

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여아애견을 위한 의상으로 실내의       

이불이나 쿠션, 쇼파 등 집안에 혈흔이 묻지 않게 생리 시 착          

용하는 팬티이다. 애견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의상일지 모       

르나 견주의 편리함을 위해 필요한 의상이다.

장식적인 의상 : 파티의상은 명절이나 생일,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외출복보다 좀더 나은 형태로 애견의 문화적인 활동        

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상이다. 주로 한복, 웨딩드레스, 턱시        

도, 각 국의 민속의상 등이 이에 속한다. 외출복은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지만 주로 장식을 위해 외출 시 착용     

하는 의상으로 대부분의 애견의상이 이에 속한다. 평상복은 실     

내에서도 옷을 입힘으로서 옷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고 외출     

시 흙이나 이물질 등이 묻을 염려가 없어 장식적인 의류도 착     

용 가능하며 애견을 싫어하는 손님의 방문 시 애견의 혐오감을     

줄이며 친근감을 줄 수 있다.

3. 애견의상의 패턴과 디자인 개발

3.1. 애견의상의 패턴

애견의 기본치수로는 목둘레, 등길이, 가슴둘레, 가슴길이, 앞     

길이, 허리둘레 등이 필요하다. 애견의상의 특성상 사람의 옷과     

달리 앞, 뒤를 반대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보이는     

부분이 등 쪽일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장식의 목적으로 입히는     

의류의 경우 그러한 일은 더욱 허다하다. 애견의상에서 패턴이     

나 도식화를 표기할 때 앞, 뒤로 명명하면 혼란이 야기될 우려     

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등과 배로 구분하여 명명하였다.

위의 치수재기 부분을 정확히 잰 다음 간단한 기본패턴을 제     

작해 보았다. 이를 토대로 다른 의상에 응용하면 다양한 패턴     

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민소매 원피스를 기     

준으로 기본패턴을 만들어 보았으며 길이나 폭은 조절이 가능     

하며 배 부분을 깊게 파 남아의상으로의 패턴전환도 가능하게     

하였다.

애견의상의 치수 산출방법은 목둘레, 등길이, 기슴둘레, 가슴     

길이, 앞길이, 허리둘레 등을 기준치수항목으로 선정하여 기본     

원형을 제작하였으며 기준치수항목으로 중, 소형견의 기본원형     

을 제작하여 기본치수만으로 패턴제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시 기준치수항목을 기준으로 식을 만들었다. 여유분량으로는     

0.5 cm를 두었는데 이는 사람의 의상을 모방으로 하고 있어 사     

람의 경우 여유분은 1~1.5정도인 것을 기준으로 중,소형견 애견     

의상에는 0.5 cm를 임의로 두고 원형을 제작하였는데 무리가 없     

어 여유분량을 0.5로 정하였다. 앞품이 뒷품보다 3 cm넓은 것은     

뒤에서 보기에 옆선이 안보이게 하기 위한 디자인으로서의 치     

수산출이므로 패턴의 식 변형은 디자인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Table 1. 아이템 분포도

Fig. 3. 애견의상 기본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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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애견의상의 디자인 개발

파티의상 : 꼬까한복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섶코,       

깃, 고름에 중점을 두었으며 원단은 물세탁이 용이한 한복원단       

을 사용하였다. 한복의 멋은 살리 되 착용감과 활동성을 고려        

하여 민소매 원피스 형으로 제작하여 고름을 고정시켜 착용하       

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세부적 장식으로 노리개와 복주머니를      

달아 큐트한 이미지와 럭셔리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몰리드레스는 특별한 날 애견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화려하     

고 디테일이 많이 가미된 디자인을 선택하였다. 원단 또한 광     

택이 있는 공단과 화려함을 부각시키는 레이스 소재를 사용하     

였으나 애견의 활동성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화려하지만 편안     

한 옷을 제작하고자 끈으로 연결된 간단한 패턴의 원피스형으     

로 제작하였다.

외출복 : 토끼털 트리밍 코트는 방한과 장식의 목적을 충족     

시키기 위해 모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토끼털을 트리밍으로 사     

Fig. 4. 꼬까한복 패턴.

     

      

Fig. 5. 꼬까한복 등과 배부분. Fig. 6. 꼬까한목 세부모습. Fig. 7. 꼬까한복 착장.

      

Fig. 9. 몰리드레스 등부분. Fig. 10. 몰리드레스 배부분. Fig. 11. 몰리드레스 착장.

   

   

Fig. 8. 몰리드레스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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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럭셔리함을 강조하였다. 모자둘레 뿐만 아니라 소매밑      

단에도 트리밍을 사용하였으며 단추를 이용하여 완성도를 높였      

다. 안락함과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안감으로는 면으로 된 융        

을 사용하였고, 보온성을 고려해 소매가 긴 의상이므로 활동성       

을 고려하여 레글런소매의 패턴을 사용하였다.

진 플리츠 원피스는 외출 시 호감도를 고려하여 트렌드를 반        

영한 진 소재 의상을 제작하였다. 다소 두껍고 무거운 원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소매로 제작하였으며 디테일로는     

작은 칼라와 포켓으로 큐트한 이미지를 주었다. 원단의 무게감       

으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스티치로 장식하였고 디테일은 최       

대한 적게 사용하였다.

평상복 : 캥거루 원피스는 집에서 편안하게 착용하고 손님의     

방문 시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가벼운 면 소재를 사용하였고     

디테일을 많이 사용하되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리본 레이스 원피스는 편안하게 착용하며 로맨틱한 드레스     

의 이미지를 주고자 하였다. 프릴과 리본으로 여성스러움을 강     

조하였고 목둘레와 허리둘레에 고무레이스로 처리하여 편안함     

을 강조하였다.

Fig. 12. 토끼털 트리밍 코트 패턴.

 

Fig. 13. 토끼털 트리밍 코트 등부분. Fig. 14. 토끼털 트리밍 코트 배부분. Fig. 15. 토끼털 트리밍 코트 착장.

Fig. 17. 진 플리츠 원피스 등부분. Fig. 18. 진 플리츠 원피스 배부분. Fig. 19. 진 플리츠 원피스 착장.

   

   

Fig. 16. 진 플리츠 원피스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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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애견의류시장       

의 현황과 종류를 살펴보고 애견의류 업체들에게 가격의 단가       

를 낮출 수 있는 대량화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실용적인 패턴과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애견의류시장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좋은 원단과 훌륭       

한 디자인으로 된 애견의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알아낼 수 있        

었다. 이들 사이트의 아이템은 매우 다양했으나 가격 면에서는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가내수공업 형식의 생산라인에서     

탈피 해 대량생산이 가능한 실용적인 의류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외국의 사이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애견니트의상이었다. 니트는 몸에 잘 맞고 따     

뜻하고 편안하여 사람의 의상에서도 활용도가 점점 높아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니트로 된 애견의상은 단순히 니     

트 조직의 원단을 재봉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거나 직접 손으     

로 제작하여 단가가 너무 높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체계화된 니     

트 조직을 기반으로 공장에서 자동화로 니트 의상을 직조한다     

면 가격의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편안하고 몸에 잘 맞는 애     

견의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애견의상은 국내     

Fig. 20. 캥거루 원피스 패턴.

     

Fig. 21. 캥거루 원피스 등부분. Fig. 22. 캥거루 원피스 배부분. Fig. 23. 캥거루 원피스 착장.

   

Fig. 25. 리본 레이스 원피스 둥부분. Fig. 26. 리본 레이스 원피스 배부분. Fig. 27. 리본 레이스 원피스 착장.

   

   

Fig. 24. 리본 레이스 원피스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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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수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애견의상의 기본패턴을 제시하였으     

며, 애견의상의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장식적인 의상을 다루었       

으며 파티의상, 외출복, 평상복으로 세분화 시켰다. 세분화시킨      

아이템을 각각 두벌씩 총 6벌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하였       

다. 먼저 파티의상으로는 애견의류의 민족화에 따른 영향으로      

명절과 애견의 결혼식 또는 생일 등, 특별한 날을 위해 입히기         

쉽고 활동하기 편한 한복과 드레스 한 벌을 제작하였다. 외출        

복으로는 가을 겨울에 의류판매수가 높은 것을 고려해 수출에       

도 수익성이 있는 무국적인 디자인의 가을, 겨울용 코트와 소        

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트렌드소재인 진의상 한 벌을        

제작하였다. 평상복으로는 손님이 오시거나 집에서 쉴 때 입을       

수 있는 간단한 패턴의 원피스를 제작하였다. 

외출복인 토끼털 트리밍 코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걷거나 뛰       

어다니는 데에 큰 지장이 없도록 민소매로 디자인하였으며 코       

트는 방한의 목적이므로 소매를 달았다. 6개의 의상 모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간단한 패턴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디테일 면에       

서 볼 때 토끼털 트리밍 코트와 몰리 드레스의 경우 수공업적         

인 요소가 많으므로 다른 디테일로 대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남아애견의상이 따로 구분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여아애견을 위한 의상만을 다루어 다양한 아이템     

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남아애견을 위한 다양한 패턴     

연구와 함께 기계화된 니트의상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될     

과제이며 더욱 다양한 아이템으로 고품질의 의류를 브랜드화     

시켜 국내시장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뛰어난 상품으로 인정받는     

업체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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