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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and practical use the street fashion

design analysis system(Web-SFAS) which was designed in preceding research.

Web-SFAS was developed to analyze data fast, accurately, conveniently, and to

provide them to related fields by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T) in fashion design

industry. By inputting, sorting and analyzing actual image data into this system, it

purposes to check if it needs to be corrected and to verify its operation and

application.

For this study, 191 street fashion image and paper questionaries were collected on

Oct. 16th from 4pm to 7pm in Gyeong-Nam area(4 markets), 2004. This study was

processed basically cross research(real time research). The collected data and paper

questionaries were analysed by 4 experts who had over Master Degrees, and the

results were input to the Web-SFA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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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ystem analyzed the results as follow ;

First, Top is usually wear T-shirts, cardigan item of soft material, Bottom is usually

wear Skirt, jean item of hard material.

Second, As for shoes, pumps were the most popular, and as for accessories,

diverse items such as shoulder bag, jewelry, and totebag were preferred.

Third, fashion image, most people wear a sportive casual style with semi-casual in

a close second.

Therefore, We also expect that this data can be used a prediction for the next

seasons design trends and needs, especially if we make an online database through

this development system, then it will be easier to access faster and more accurate

fashion information.

Key Words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 분석: street fashion( ), design analysis( ),

스트리트 이미지 테이터 분석street image data analysis( ),

웹 스파스 시스템Web-SFAS system( )

서 론.Ⅰ

현재의 패션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바

탕을 둔 창조적 에너지가 산업으로 유입되면서

디자인 산업과 소비자간의 정보가 빠르고 자유롭

게 커뮤니케이션된다 또한 획일화된 대량생산의.

틀을 넘어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체제로 바뀌었으

며 소비자의 기호 라고 하는 감성이 디자인(taste)

개발에 매우 중요한 몫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소비자 그룹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그들의 감성을

이해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개발 유통시

킬 수 있는 것이다 패션산업은 소비자들의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기획 개발하,

여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급하는 소비

자중심의 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산업이다, .

그러므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학

적 특성 가치관 및 자신을 스타일링하는 외형적,

관측 자료로부터 내재되어 있는 소비자의 요구를

끌어내는 고도의 소비자 디자인 조사가 있어야

하며 패션비즈니스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시즌을 위한 패션 상품 개발에 있어 현재 유통되

는 패션 상품에 대한 조사와 거리에서의 소비자

스트리트 패션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

장감을 분석하고 정확한 상품의 설계 기획에 도․
움이 되는 감성정보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1).

따라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선호도 의복행, ,

동 의식조사등과 더불어 정점관측을 통한 소비,

자의 착용경향조사 및 정기적인 패션 스트리트

조사는 효과적인 머천다이징을 기대할 수 있을

것2)이며 소비자 조사의 적극적인 어프로치는 소

비자 수요의 객관화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산업과 인터넷 세상의 새로운 패러IT

다임 속에서 패션 정보 또한 웹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국내에서는 삼성디자인넷 인터. ,

패션플레닝 한국 컬러 앤드 패션 트렌드에서 지,

속적으로 스트리트 패션 이미지를 업 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컬렉션 정보도 스타일 닷 컴.

(www.style.com 엘르 닷 컴), (www.elle.com 등)

에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사진을 전송하고 디자이

너는 데스크 탑에서 전 세계의 패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서도 웹 어크로스.

(www.web-across 스트리트패션 사이트), (www.

streetfashion.org 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선행연구3)에서 웹 기반 스트

리트 패션 디자인분석 시스템 을 설(Web-SFAS)

계 구현하였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적용 연구로․
년도 스트리트 패션을 조사한 바 있다2004 S/S .

제 보1 4)에서는 년 스트리트 패션분석을2004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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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지역소비자의 선호패션 스타일 및 의복구

매행동에 대한 선호도를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분

석 시스템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알아Web-SFAS

봄으로써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 보 에서 분석된 동일지역< 1 >

개 상권을 대상으로 시즌 스트리트 패션조4 F/W

사를 다시 시행하여 제 보의 스트리트 패션1 S/S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본 시스템의 스트․
리트 패션 정보의 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축DB

적된 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융합을 통해DB

일시적 거리조사의 한계 즉 비용 시간 정보의, , ,

단편성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동일지역을 시즌별로 연속조사 연구.

함은 상권 동향변화 추이와 소비자 디자인 경향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는 제 보의 후속연구로. 1

써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이론 배경이나 상권의

특성들은 상당 부분 반복됨을 밝힌다.

이론적 고찰.Ⅱ

스트리트 패션 선행연구와 조사방법1.

세기의 스트리트 패션은 더 이상 하위문화의21

하나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의 아이디어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스트리트 패션은 지배적인 패션의 틀에서 벗

어나 새롭게 창조되거나 변형되어 받아들여지고

상품화되어 더 많은 대중에게 또 다시 수용되는

패션의 흐름을 유발시키고 있다5) 그리고 파리. ,

뉴욕 밀라노 동경 등과 같이 패션을 소비 창조, ,

하는 도시가 다양한 문화의 코드를 형성하면서

그 상징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트렌드를 예측 분,

석하기 위해 패션 중심지를 방문하여 시장을 리

서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6) 국내에서 진행.

된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히 진

행되어 년의 가을 시즌 부산지역 청소년의2001

스트리트 패션 조사연구7) 년 겨울에 조사된, 1999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의 스트리트 패션 비교연구,

또한 청소년들의 강남과 강북의 스트리트 패션

비교연구8)가 년도 봄에 조사되었으며 서울2002

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 정점관측법의 연구9)가

있었다 이들의 연구는 모두가 정점관찰에 의한.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 촬영 후 내용 분석한 방법

으로 한 시즌의 트렌드를 이해하기에 매우 유용

하나 정보를 축적시키고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며 설문조사와 이미지 촬영 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웹상에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패션 산업은 시간에 근거한 스피드 산업이고

글로벌화 추세에 있으며 고감도 고감성 제품 산,

업이므로 관련 업계와의 전략적 제휴와 글로벌

시각에서의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

적10)한 것처럼 이제는 스트리트 패션 조사와 연

구 역시 웹 기반에서 활용되어 속도와 편리성 관,

리와 다양한 분석에 따른 결과의 도출이 필요한

시기 일 것이다 정보 서비스 분야의 연구에서는.

패션분야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웹 사이트

설계11)가 있다 의 경우 웹상에서 자. Web-SFAS

료를 입력하고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조사자의

노력과 조사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입.

력 항목에 대한 설정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조

사에 사용되는 설문은 설문 생성 마법사를 사용

하여 설문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설

문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와.

분석 결과를 화하여 저장 및 추후의 활용이DB

자유롭게 하였으며 조사 목적인 스트리트 패션의

경향 분석을 일반인도 쉽게 접근 가능한 인터페

이스로 구성하였다 정보 검색 기능을 통해 용어.

와 이미지 언어에 맞는 시각 이미지 정보를 불러

올 수 있게 하였다12).

관찰법의 일종인 정점관측법은 소비자의 착용

실태를 직접 관찰하여 개별소비자의 패션 상품

착용실태나 색채 경향 이미지 등 변화와 유행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13) 연구의 분석 대상이.

차적 자료 로써 현장감이 강하며1 (primary data)

가공된 데이터가 아니다 청소년의 유행추종행동.

을 연구하고자 할 때는 외모를 관찰하는 것이 질

문을 통해 얻는 자료보다 유익할 수 있다14) 따라.

서 대부분의 스트리트 패션 조사 연구에서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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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훈련된 조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또한 관찰 조사에 의한 이미지 정.

보의 수집은 시간적 추이를 밝히는 종적인 연구

가 아닌 공간적 성격의 횡적 조사이다 일정시기.

에 제한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조사이거나 같

은 시간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향의 비

교 조사인 경우가 많다.

지역 상권 현황 및 특성2.

경남의 중심도시인 마산과 창원은 인구가 각

만명과 만명으로 거의 하나의 도시로써 생활43 50

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중심도시로서 만여 명. 100

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접 지역.

과 합한다면 총 백 만명으로써 경남 전체의1 50

절반에 해당된다 따라서 두 도시의 규모는 울산.

광역시보다 크며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에 버

금하는 규모이다15) 마산 창원의 주요 상권으로. ,

는 마산의 창동 합성동 창원의 상남동과 용호동, ,

이 대표적이다 마산 창동은 오래된 상권으로 개.

성이 넘치는 보세옷 상점들이 넘쳐나는 곳이다.

인접한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밀집지역과 관련되․
어 문화 쇼핑의 장소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

마산 창동의 경우는 마산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 지하쇼핑몰이 발달해 있으

며 대형영화관을 중심으로 소비자층이 많은 지역

이다 창원 용호동의 경우는 중저가의 보세샾과.

액세서리 상점이 많아 주로 학생들이 몰리는 곳

이며 주말이면 인근 공연장이나 공원을 끼고 가

족단위의 소비자들이 몰리는 곳이다 창원 상남.

동의 경우는 새롭게 개발된 상권으로 대형 백화

점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관공서 등이 밀집되어

직장인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16).

제 보의 연구 결과 이 지역 상권의 스트리트1

패션 경향과 소비자 특성은 마산 창동은 영 엔터

테인먼트 쇼핑몰 등이 많아 주말을 이용한 스포

티브 캐주얼 이미지의 대 초반 대학생들의 유20

동이 많았고 합성동은 친구와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 상권을 찾았으며 쇼핑을 위한 소비자가 많

았다 특히 트렌디한 보세상품의 구매에 관심을.

가지는 대 여성의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주고객20

이었다 창원의 용호동 상권은 주변의 관공서로.

인해 직장인들이 많았는데 패션지향적인 여성들

로 페미닌 이미지의 경향을 보였다 상남동의 경.

우는 대형 백화점 중심의 상권으로 스포티브 이

미지와 세미 캐주얼 이미지의 대학생 소비자가

많았다.

연구방법 및 절차.Ⅲ

연구문제1.

본 연구는 지역상권별 스트리트 이미지조사와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개발된 웹 기반 시

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한 후 지역상권 소비자 특

성 착장아이템 재질 무늬 색상 패션 이미지, , , , ,

카테고리로 분석함으로써 웹 기반 시스템의 활용

을 검증하고 지역 상권 정보 및 소비자의 스트리

트 패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스트리트 패션의 이미1. 2004 F/W

지데이터와 설문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 후 지

역상권별 착장 아이템별 재질의 특성별 무늬의, , ,

특성별 색상별 이미지별로 자동 분석하여 지역, ,

소비자의 착장경향을 알아본다.

연구 문제 선행조사연구 의 결과2. 2004 S/S

와 본 조사인 두 시즌의 스트리트 패션의F/W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스템을 통해 DB

화와 비교분석 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본

다.

연구문제 웹 기반 시스템 활용의 문제점과3.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2.

시스템 개발1)

스트리트 패션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쉽고 정확

하게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운영자와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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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를 라 명명하였다 본 시스템의 개Web-SEAS .

발환경의 개발언어는 서버는php 4.3.9,

운영체제는 를 사용하였Aphache 1.3.33, Linux

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를. MySQL Ver 4.0.22

사용하였다17).

스트리트 패션 및 설문조사2)

대상(1)

본 연구는 주말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지역

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마산의 창동과 합성동. ,

창원의 상남동과 용호동 총 곳의 상권에서 대4 10

후반에서 대 후반의 패션에 민감한 그룹의 여20

성을 표적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점의 사. 191

진과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기간 및 방법(2)

조사일시는 년 월 일 토요일 오후2004 10 16 4

시 시였다 일반적으로 스트리트 패션 조사는~7 .

짧게는 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자료를 수2-3

집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실시간 조

사를 통한 현장감 있는 웹 기반 조사연구가 되기

위해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를 동

시에 조사하여 지역방문 소비자 특성에 좀 더 접

근하기 위해 횡적조사 방법의(cross research)

하나인 리얼타임 조사를 실시하였다(real time) .

조사시기가 월 중순으로 시 이후에는 어두워10 7

져 조사수행에 애로사항이 있어 시까지로 한정7

하였고 따라서 자료수집에도 제한이 있었다.

훈련된 의류학 전공자 명이 한 지역에 명씩8 2

투입되어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스트,

리트 패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스트리트 패,

션 이미지 사진 촬영시 패션연출관심도 조사상,

권 방문빈도 방문 이유 직업 연령 학력 결혼, , , , ,

여부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측정도구(3)

스트리트 패션 이미지는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하여 상권을 왕래하는 소비자의 양해를 구해 머

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정면 사진 촬영하였다 촬.

영 장비는 만 화소급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400

하였다 사진 촬영시 곳의 사진 이미지 사이즈. 4

를 픽셀로 통일하여 촬영하였다1600* .

이미지 분류 및 입력방법3)

수집된 이미지는 착장아이템 재질 무늬 색상, , , ,

패션이미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류기준.

및 입력방법은 시즌 분석의 제 보 연구방S/S < 1 >

법과 동일하게 하였다.

착장 아이템은 복식도감18)의 아이템 분류를 참

고로 분류 설정의 기준을 표 과 같이 정하였< 1>

다.

재질 분류는 시각적 특성에 따라 오해순의 선

행연구19)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 내용은 표 와< 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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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착장 아이템 분류< 1>

착장 아이템

상의 하의 원피스 신발 액세서리 헤어스타일 염색

티셔츠 스커트
프린세스 라인

펌프스 숄더백
짧은 머리형

유

가디건 토트백
청바지 샌들

블라우스
긴 머리형라인A

색(Sack)

자켓 면바지
로퍼 스카프

니트
카고 팬츠

중간 머리형라인X스웨터 패션운동화 두건

점퍼

무

반바지

모자스포츠운동화민소매

셔츠 묶은 머리형라인H크롭

셔츠 시계부츠

트랜치

코트

정장바지 선글러스

기타롱 토르소 기타트레이닝

팬츠
기타

기타

표 의복의 시각적 재질 분류< 2>

재질분류 시각적 특성

하 드

(Hard)

러스틱(Rustic)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요철감이 있는 느낌

크리스프(Crisp) 풀기가 있어 빳빳하고 바삭바삭한 느낌이 날 것 같은 소재

스티프(Stiff) 형태가 잘 잡히고 손으로 쥐었을 때 힘이 느껴질 것 같은 소재

크리시(Creasy)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 편안한 느낌이 날 것 같은 소재

스므스(Smooth) 매끄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날 것 같은 소재

플레인(Plain) 평직의 무난하고 시원한 느낌이 날 것 같은 소재

소프트

(Soft)

벌키(Bulky) 기모가 있어서 부피감이 크고 풍성한 느낌이 날 것 같은 소재

스펀지(Spongy) 패딩 효과가 나는 듯한 부피감이 느껴질 것 같은 소재

로프티(Lofty) 벨벳같이 수직의 파일이나 또는 보풀이 있는 느낌의 소재

코지(Cozy)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날 것 같은 소재

크리미(Creamy) 부드럽고 가볍고 유연한 느낌이 날 것 같은 소재

림프(Limp) 축 늘어지고 부드러운 흐느적거리는 느낌이 날 것 같은 소재,

트랜스패런시

(Transparency)

슬릭(Slick) 얇아서 비치며 힘이 느껴질 것 같은 소재

시어(Sheer) 얇아서 비치며 하늘하늘한 느낌이 날 것 같은 소재

레이시(Lacy) 짜임이 성글어서 틈 사이로 살갗이 비치는 느낌의 소재

브릴리언스

(Brilliance)

메탈릭(Metalic) 금속이나 에나멜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광택의 소재

고저스

(Gorgeous)
금 은사를 넣어서 짠 호화로운 광택의 소재,

글로시(Glossy) 번들거리는 야한 광택의 소재

실키(Silky) 은은하고 비단같이 부드러운 광택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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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20)는 사실무늬 양식무늬 추상무늬 기하, , ,

학무늬 원 포인트 무늬 무지로 구분하여 입력하, ,

였다 의복무늬 분류기준은 다음 표 과 같다. < 3> .

색상은 컬러 연구소IRI (www.iricolor.com 의)

색상표를 사용하여 시각 분류하여 상의 하120 ,

의 원피스 신발의 색상을 입력하였다 데이터, , .

입력 색표는 다음 그림 과 같다< 1> .

표 의복 무늬 분류< 3>

무 늬 설 명

사실적 무늬
(Realistic Pattern)

자연물과 인공물의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으로 식물 동물 새 등이, ,

있으며 인공물로는 건축물 장난감 자동차등의 무늬, ,

양식적 무늬
(Stylized Pattern)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변형시키거나

세부묘사를 단순화 또는 과장 시켜서 평면적인 형태로 묘사 한 것

추상적 무늬
(Abstract Pattern)

사물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상상력에 의해 디자인된 것으로 모티프의 크

기 형태 색채 배열 등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표현으로 디자이너, , ,

의 감각적 능력에 따라 풍부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무늬

기하학적 무늬
(Geometric Pattern)

인간의 상상력에서 생겨난 것으로 직선 원 삼각형 사각형등과 같은, , ,

기하학적 형태의 무늬

원 포인트 무늬
(One point Pattern)

브랜드 로고나 캐릭터

무 지 무늬가 없는 것

그림 데이터 입력 색표< 1> 120

출처 컬러 디자인 연구소: IRI - http://www.iricolor.com〔 〕

패션 이미지 분류는 년도 패션 트렌드 정2004

보지인 에 수록된 어휘를 수집하Fashion Insight

여 이미지 어휘로 사용하였다 기준이 된 이미지.

는 표 와 같다 이를 기준으로 패션디자인 전< 4> .

공 석사 이상의 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집된5

점의 사진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이미지자료191 .

의 시스템 입력방법은 그림 와 같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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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패션 이미지 특성< 4>

이미지 특 성

스포티브 캐주얼

이미지

(Sportive Casual

Image)

기능성을 중시한 단순한 디자인 활동적이고 경쾌하며 건강과 레저를 위.

한 밝고 선명한 색상의 디자인 주로 청바지나 트레이닝 바지 등의 편안.

한 아이템과 티셔츠에 운동화나 모자 등의 액세서리를 코디한 캐주얼 스

타일

세미 캐주얼 이미지

(Semi Casual

Image)

캐주얼하고 발랄한 스타일로 몸에 피트 되는 청바지와 상의를 코디 액.

세서리나 신발은 모던하고 여성스러움 스포츠와 캐주얼의 중간 스타일.

페미닌 이미지

(Feminine Image)

정장 소재의 바지나 스커트에 니트나 블라우스 셔츠 등을 코디하여 다,

소 고급스러운 느낌의 활동성이 느껴지는 도회적인 세미 정장 스타일

로맨틱 이미지

(Romantic Image)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꽃무늬 패턴이나 액세서리 레이스 등의 디테일과,

실루엣의 스커트 및 원피스 스타일.

영 트렌디 이미지

(Young Trendy

Image)

개성이 강하고 젊고 발랄하며 개성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스타일 대담한.

색상이나 특이한 아이템을 코디하여 매치하는 패션을 추구하는 스타일

그림 이미지자료 시스템 입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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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문자료 시스템 입력< 3>

소비자 설문 조사 내용은 시스템의Web-SFAS

자동 설문마법사 기능을 이용하여 그림 과 같< 3>

이 자동 설정입력하였다.․

결과 및 논의.Ⅳ

조사대상 소비자 특성1.

패션연출시 가장 관심 있게 신경을 쓰는 부분

에 관한 질문에서 옷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였고 다음으로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메78.5% , , ,

이크업 신발 순서였다 이는 조사와 비슷한, . S/S

결과이다 용호동의 경우는 헤어스타일이 다른.

상권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용호동 상권

이 연령층이 낮고 헤어스타일에 제한이 있는 중․
고등학생보다 대 초반의 직장인이나 대학생의20

유동이 많아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상권 방문 횟수는 주 회 이하 주 회가1 , 2-3

이상 조사되었고 주 회 주 회 이상70% , 2-3 , 5 ,

주 회 기타의 순이었다 조사상권의 방문 이4-5 , .

유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친구를 만나기 위함이

였고 다음으로 쇼핑 문화생활을 즐기기45.5% , ,

위함이 였다 상남동에서 조사된22.5%, 19.4% .

소비자의 경우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함이 37.5%,

쇼핑을 위함이 로 분석되어 다른 상권과35.4%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상권특성상 백화점이나 대

형쇼핑몰 극장 등이 인접해있어 쇼핑이나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직업은 직장인이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40.8% ,

로 대학생 고등학생 주부 및 기타의 순32.5%, ,

이었다 상남동은 대학생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

았고 연령은 대 초반 대 중반, 20 55.5%, 20

로 조사되었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27.2% ,

대학교 재학 고졸 고등학교 재학40.3%, 29.8%, , ,

기타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는 가. 98%

미혼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스템의 설, Web-SFAS

문생성 마법사 기능을 이용한 인구통계학적 설문

분석내용 다음 표 와 같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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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구통계학적 특성< 5>

패션연출시

관심도

조사상권

방문횟수

조사상권

방문이유

직업

연령

학력

결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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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의 시즌 조사와 비교했을 때에도S/S

역시 시즌에 상관없이 패션 연출시 옷에 대한 관

심도가 다른 아이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조사상권의 방문 횟수는 상남동 주,

회 주 회이하의 횟수로 시즌과 비슷하였2-3 , 1 S/S

다 조사상권의 방문 이유는 창동 합성동 용호. , ,

동은 시즌과 동일하게 친구를 만나기 위한 이S/S

유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상남동은 시즌과, S/S

같이 다른 상권과 차이를 보였는데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한 이유와 쇼핑을 위한 이유가 주로 조

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권에 따른 고유한 특.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방문하는 소비자

성향도 상권별로 특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착장아이템 분석2.

시즌의 착장아이템은 재킷이 가장 선호되F/W

었으며 다음으로 점퍼 티셔츠 카디건류가 조사, , ,

되었다 재킷은 길이가 짧고 이너웨어와 레이어.

드하여 코디되었다 상권별 선호되는 상의는 비.

슷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하의는 청바지가, S/S

시즌 조사와 동일하게 인기 있었다 원피스는 조.

사되지 않았으며 신발은 펌프스 패션 운동화, , ,

스니커즈가 시즌에 이어 가을에도 인기 있었S/S

다 액세서리는 숄더백이나 토트백 주얼리류가. ,

지속적으로 착용되었고 시즌의 패셔너블한, F/W

스타일 연출을 위한 숄 머플러 등이 착용되었다, .

시즌의 상권별 착장 분석은 표 과 같다F/W < 6> .

재질 분석3.

상의의 재질은 소프트한 재질이 로 나타58.1%

났으며 이는 상의가 점퍼나 자켓류의 소재가 벨

벳 코듀로이 울 등의 소재가 선호됨으로 해석, ,

할 수 있으며 하의는 하드한 재질이 로 나, 88.5%

타났다 이는 청바지의 선호로 청바지 재질의 표.

면이 거칠하고 딱딱한 느낌의 하드한 재질이 두

드러지게 분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권별.

로 트랜스패런트와 브릴리언스한 재질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이는 시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재.

질은 상권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상권별 상.

의 하의의 재질분석은 표 과 같다, < 7> .

무늬 분석4.

전체적인 무늬 분석의 상의는 주로 무지

원 포인트 무늬 로 상의는 무늬가76.4%, 12.6%

없거나 작은 사이즈의 브랜드로고나 캐릭터 등의

무늬가 선호되었다 하의는 무지가 로 무늬. 94.8%

가 없는 스타일이 가장 선호되었다 무늬는 상권.

별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무늬의 상권별 분

석은 표 과 같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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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권별 착장아이템 분석< 6>

상 권
착장 아이템

상 의 하 의

창 동

합성동

용호동

상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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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상권별 재질 분석< 7>

상 권
재질분석

상의 하의

창 동

합성동

용호동

상남동

표 상권별 무늬 분석< 8>

상 권
무늬분석

상의 하의

창 동

합성동

용호동

상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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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분석5.

상의1)

상의의 색상은 블랙 그린카키 네이비블루 계, ,

열의 순으로 시즌에는 그린카키계열이나 네F/W

이비블루계열이 주로 분석되어 계절적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블랙계열의 색상은 시즌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색상으로 의복착용

시 기본색상으로 사용되는 인기색상임을 알 수

있다 상권별로 용호동은 브라운이나 레드 계열.

의 색상이 많고 창동과 합성동은 그린카키나 네,

이비 블루 레드 계열의 색상이 고루 분석되어 색,

상계열이 유사하였다 상의의 색상은 시즌 색상.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받아 다양하게 분석된 것

을 알 수 있었다 시즌 상의 색상의 분석은. F/W

그림 와 같다< 4> .

그림 상권별 상의 색상 분석< 4>

그림 상권별 하의 색상 분석< 5>

하의2)

하의는 청바지가 가장 많았고 블루 블랙 브, , ,

라운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상권별로 창동은 카.

키계열의 색상이 두드러졌고 합성동과 상남동은,

블루 계열 색상이 다른 상권에 비해 우세하였다.

하의의 청바지는 시즌의 트렌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하의의 색상

은 블루 계열 색상이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시즌 하의의 색상 분석은 그림 와 같다F/W < 5> .

신발3)

시즌에는 신발의 색상이 퍼플이나 레드S/S ,

핑크계열 등의 트렌디한 색상이 주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이번 시즌에는 블랙 화이트계열 색상,

이 두드러지게 조사되었다 화이트 계열의 색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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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상권별 신발 색상 분석< 6>

표 상권별 패션 이미지< 9> F/W

상 권 패션 이미지(%)

창 동 스포티브 캐주얼 세미 캐주얼 영트렌디 페미닌 로맨틱(50.0)> (27.1)> (10.4)> (8.3)> (4.2)

합성동 세미 캐주얼 스포티브 캐주얼 페미닌 로맨틱 영 트렌디(49.0)> (25.5)> (9.8)> , (7.8)

용호동 스포티브 캐주얼 세미 캐주얼 페미닌 로맨틱 영 트렌디(45.5)> (27.3)> (18.2)> , (4.5)

상남동 스포티브 캐주얼 세미 캐주얼 페미닌 로맨틱 영 트렌디(43.8)> (33.3)> (10.4)> (8.3)> (4.2)

패션운동화나 스포츠 운동화에서 분석되었고 블,

랙계열의 색상은 펌프스에서 분석되어 검정계열

색상의 펌프스가 대중적으로 착용됨을 알 수 있

었다 신발의 색상은 시즌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시.

즌의 연관성을 알 수 있었다 시즌 신발 색상. F/W

분석은 그림 과 같다< 6> .

이미지 분석6.

시즌의 전체 이미지는 스포티브 캐주얼F/W

이미지 세미 캐주얼 이미지 가 주(40.8%), (34.6%)

를 이루었고 다음으로 세미 포멀 이미지, (11.5%),

영 트렌디 캐주얼 이미지 로맨틱 이미지(6.8%),

(6.3%) 순으로 시즌의 이미지경향과 비슷하였S/S

다 그러나 합성동은 세미캐주얼 이미지가 우세.

하였는데 이는 설문조사의 조사대상자가 대 초20

반의 직장인이 주로 조사됨으로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

상권별로는 스포티브 캐주얼 세미캐주얼 이미,

지가 시즌에 관계없이 가장 우세하게 분석된 패

션이미지 경향으로 주말 여가를 즐기는 젊은 여

성들에게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패션이미지가 선

호됨을 알 수 있다 상권별 패션 이미지는 다음.

표 와 같다< 9 .＞

스포티브 캐주얼 이미지1)

전체 조사대상자 명에서 명 이 착191 78 (40.8%)

장한 가장 인기 있는 이미지로 편안한 청바지나

면바지에 티셔츠 셔츠 가디건 등을 코디하고 모, ,

자 패션 운동화 등을 코디하는 스타일로 이는 조,

사시기가 주말의 오후시간이기 때문에 평일보다

는 좀 더 자유롭고 편한 스타일을 선호했을 것으

로 생각할 수 있다 상권별로는 창동에서 스포티.

브 캐주얼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지

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연령층이 낮고 고등학생

이 많았던 결과로 고등학생이 많이 조사되어 10

대 후반의 학생들이 즐겨 착용하는 패션 스타일

임을 알 수 있었다 를 이용한 시. Web-SFAS F/W

즌의 스포티브 캐주얼 이미지 분석 결과는 그림<

과 같다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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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 캐주얼 이미지2)

전체 조사 대상자 명에서 명 이191 66 (34.6%)

착장한 이미지로서 상의는 심플하고 베이직한 니

트나 가디건 재킷 등을 착용하고 하의는 슬림한,

스타일의 청바지나 스커트를 코디한 스타일로

시즌의 세미 캐주얼 착장스타일과 유사한 착S/S

장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신발과 액세서리의 색.

상선택에는 시즌과 큰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S/S

분 블랙 계열이나 브라운 계열의 펌프스 스카프,

착용이 두드러졌다 를 이용한 시. Web-SFAS F/W

그림 스포티브 캐주얼 이미지 분석< 7>

그림 세미 캐주얼 이미지 분석< 8>

즌의 세미 캐주얼 이미지 분석 결과는 그림< 8>

과 같다.

페미닌 이미지3)

전체 조사 대상자 명에서 명 이191 22 (11.5%)

착장한 이미지로서 정장풍의 스커트나 재킷 트,

랜치 코트 등을 코디한 스타일로 대 후반의 직20

장 여성들에게 선호되며 용호동에서 두드러지게

분석되었다 를 이용한 시즌의 페. Web-SFAS F/W

미닌 이미지 분석 결과는 그림 와 같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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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페미닌 이미지 분석< 9>

그림 로맨틱 이미지 분석< 10>

로맨틱 이미지4)

전체 조사 대상자 명 중 명 이 착191 12 (6.3%)

장한 이미지로서 여성적인 실루엣이나 소재 등의

코디로 주로 프린트 무늬의 스커트에 소프트한

소재의 울 벨벳의 니트나 가디건을 코디하고 작,

은 토트백 스카프 등의 액세서리를 코디하여 여,

성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시즌의 유행색상 뿐 아.

니라 로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개성 있

는 색상이 분석되었다 를 이용한. Web-SFAS

시즌의 로맨틱 이미지 분석 결과는 그림F/W <

과 같다10> .

영 트렌디 이미지5)

전체 조사 대상자 명 중 명 이 착191 13 (6.8%)

장한 이미지로 창동이나 합성동 상권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시즌의 유행 아이템인 미니스커, F/W

트에 부츠를 착용하거나 화려한 핑크나 옐로우

그린 계열 색상의 의상을 착용하고 개성강한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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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영 트랜디 캐주얼 이미지 분석< 11>

상의 스카프를 코디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표현하였다 를 이용한 시즌의 영. Web-SFAS F/W

트렌디 이미지 분석 결과는 그림 과 같다< 11> .

시즌 조사 비교 결과7. 2004 S/S, F/W

및 시스템 활용 제언

시즌 조사결과 상의는 소프트한 재질의 무S/S

지 티셔츠류 하의는 하드한 재질의 무지 청바지,

류가 두드러지게 착용되었다 액세서리는 주얼리.

류나 숄더백 신발은 샌들이 선호되었다, .

상의의 색상은 상권에 관계없이 주로 화이트,

블랙계열의 색상이 보여졌는데 합성동은 다른,

상권에 비해 옐로우 그린계열의 색상이 두드러,

졌다 하의는 블루 계열의 색상이 선호되었다 합. .

성동은 옐로우 그린 레드와 오렌지 계열의 색상, ,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의복착용의 색상 코디가

다른 상권보다 개성 있게 연출됨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이미지는 창동과 상남동은 스포티브 캐주

얼 이미지의 활동성 있는 편안한 스타일이 선호

되고 있는데 반해 합성동은 세미 캐주얼 이미지

가 선호되었고 용호동은 페미닌 이미지가 선호,

되었다21).

시즌 조사결과 상의는 소프트한 재질의F/W

재킷이나 점퍼류 티셔츠류가 착용되었고 하의는, ,

시즌에 이어 하드한 재질의 무지 청바지류가S/S

가장 많이 착용되어 시즌 및 연령대에 관계없이

착용되는 인기 아이템임을 알 수 있었다 액세서.

리는 숄더백 주얼리류가 선호되고 신발은 펌프, ,

스가 착용되었다 시즌에는 스카프 착용이. F/W

선호되었다.

재질은 상의는 소프트한 재질이 로 나타58.1%

났으며 이는 착장 아이템의 점퍼나 자켓류가 벨

벳 코듀로이 울 등의 소재가 선호됨으로 해석, ,

할 수 있으며 하의는 하드한 재질이 로 나, 88.5%

타났는데 이는 청바지의 선호로 청바지 재질의,

표면이 거칠하고 딱딱한 느낌의 하드한 재질이

두드러지게 분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늬는 상의의 경우 주로 무지 원 포인76.4%,

트 무늬 로 상의의 경우 무늬가 없거나 작12.6%

은 사이즈의 브랜드 로고나 캐릭터 등의 무늬가

선호되었다 하의의 무늬는 무지가 로 조사. 94.8%

되어 무늬가 없는 스타일이 선호되었다.

색상은 상의는 블랙 그린카키 네이비블루 계, ,

열의 순으로 시즌에는 그린카키계열이나 네F/W

이비블루 계열이 주로 분석되어 계절적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블랙계열의 색상은.

시즌과 무관하게 인기 있는 색상임을 알 수 있었

다 상권별로 용호동은 브라운이나 레드계열의.

색상이 많았고 창동과 합성동은 그린카키나 네,

이비 블루 레드 계열의 색상이 고루 분석되어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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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열이 유사하였다 하의는 청바지의 인기로.

시즌에 이어 블루 계열의 색상이 주로 보여S/S

졌는데 이는 청바지아이템의 편안함과 활동성이

좋은 기능성을 고려한 아이템이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이미지는 주로 재킷이나 점퍼류에 청바지

류 착용의 선호로 스포티브 캐주얼 이미지가 선

호되었고 시즌별 특성 비교 분석 및 시스템 활용,

을 요약하면 다음 표 과 같다< 10> .

이상의 비교분석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시스템

에 입력만 한다면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가 로DB

표 시즌 비교 및 시스템 활용< 10> 2004 S/S, F/W

시즌 내 용 시스템 활용

S/S

상의
원 포인트 무늬 소프트한 재질 블랙 화이트 계, , ,

열 색상 티셔츠류 선호

스트리트 패션 분석․
의 화로 시즌별 착DB

장 아이템 색상의 차,

이 비교 분석가능

지역 상권의 시즌 조․
사를 통해 지역 상권

의 마케팅 전략을 세

우는 패션업체 및 패

션연구소 등에 도움

하의
무지의 하드한 재질의 화이트나 블루 계열의 청

바지류 선호

신발 화이트 계열의 샌들 선호

액세서리 숄더백이나 주얼리류 선호

패션이미지 스포티브 캐주얼 이미지 선호

F/W

상의
원 포인트 무늬 소프트한 재질 화이트 블랙 계, , ,

열 색상의 재킷이나 점퍼류 선호

하의
무지의 하드한 재질의 블랙이나 블루 계열의 청

바지류 선호

신발 블랙 계열의 펌프스류 선호

액세서리 숄더백이나 주얼리류 선호

패션이미지 스포티브 캐주얼 이미지 선호

시즌

비교

분석

상의는 시즌의 계절적 요인으로 아이템의 차이가 있었지만 하의는 시즌에 관계없이 청

바지가 선호되었으며 색상은 시즌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신발은 아이템과 색상에서, .

차이가 있었고 액세서리는 시즌에 관계없이 숄더백이나 주얼리류가 선호되었다 패션, .

이미지는 년의 웰빙이나 캐포츠 룩 등의 유행으로 두시즌 모두 편안하고 활동적인2004

스포티브 캐주얼 이미지가 선호되었다.

활용 될 수 있으며 설문내용과 이미지사진의 소

비자 특성분석 내용이 융합되어 고급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시스템의 검색기능에서 분류검색을.

이용하여 시즌별 착장아이템별 재질별 무늬별, , , ,

색상별 패션이미지 등의 원하는 정보를 지정하,

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즌의 화이트 칼라의 티셔츠를 착용한 여성F/W

을 찾는다면 검색기능의 색상판을 이용하여 화이

트 계열의 색상을 클릭하고 분류 검색창에서 찾,

고자하는 정보를 클릭하여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시스템 활용의 예는 그림 와. < 12>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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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항목선택 창을 이용한 검색 하의 스커트 검색의 예( )

색상데이터 창을 이용한 검색 상의 화이트색상 검색의 예( )

그림 시스템 활용의 예< 12> Web-S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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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Ⅴ

현재의 소비자는 과거와는 달리 감각과 감성에

민감하여 각종 정보를 단순히 수용하기 보다는

창조 주도해 나가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

렇게 사회현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소,

비자의 감성 또한 생산자의 예측을 훨씬 능가하

는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통계학적. ,

사회적인 계층 내에서도 다양한 취향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밝혀내.

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된 패션디자인 분석시스템 의 활Web-SFAS

용 및 검증을 위해 이미지자료와 설문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였다 제 보에서는 년 시. 1 2004 S/S

즌 스트리트 패션자료를 온라인상에 입력하여

시스템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Web-SFAS

에서는 년 시즌 스트리트 패션 비주얼자2004 F/W

료와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년 경남지역 여성 스트리트 패션2004 F/W

점의 설문분석결과 패션연출시 가장 관심 있191 ,

게 신경을 쓰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서 옷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였고 다음으로 헤어스타78.5% ,

일 액세서리 메이크업 신발 순으로 여성들이, , ,

외출시 옷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시즌조사와 비슷한 결과이다, S/S .

조사상권 방문 횟수는 주 회 이하 주 회가1 , 2-3

이상 조사되었고 주 회 주 회 이상70% , 2-3 , 5 ,

주 회 기타의 순이었다 조사상권의 방문 이4-5 , .

유는 전체 조사대상자 중 친구를 만나기 위함이

였고 다음으로 쇼핑 문화생활을 즐기기45.5% , ,

위함이 였다 상남동에서 조사된22.5%, 19.4% .

소비자의 경우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함이 37.5%,

쇼핑을 위함이 로 분석되어 다른 상권과35.4%

차이가 있었는데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극장,

등이 인접해있어 쇼핑이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

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될 수 있었고,

이는 상권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분석되어짐

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은 직장인이 로 가장. 40.8%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생 고등학생 주부, 32.5%, ,

및 기타의 순이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 40.3%,

대학교 재학 고졸 고등학교 재학 기타의29.8%, , ,

순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로. 98%

조사되었다.

스트리트 패션 착장 아이템 재질 무늬 색상, , ,

및 이미지조사 분석결과 상의는 소프트한 재질,

의 벨벳 코듀로이 울이나 하드 재질인 데님소재, ,

의 재킷 점퍼류가 주류를 이루고 가벼운 티셔츠, ,

에 장식적인 스카프를 코디한 캐주얼 스타일이

많았다 재킷은 허리선이 많이 올라가 이너웨어.

와 레이어드하여 활용되었으며 재킷과 팬츠 부, ,

츠를 코디하는 스타일이 많았다 하의는 하드한.

재질의 청바지가 조사와 동일하게 가장 인기S/S

있는 아이템으로 조사되었다 신발은 펌프스 패. ,

션 운동화 스니커즈가 시즌에 이어 가을에도, S/S

인기 있었다 특히 스웨이드 소재의 부츠가. , F/W

시즌의 유행임을 알 수 있었다 숄더백이나 토트.

백 주얼리류의 액세서리는 지속적으로 착용되었,

으며 시즌에는 숄과 머플러의 패셔너블한 스F/W

타일 연출을 위해 착용되었다.

재질에 있어 상의는 소프트한 재질이 로58.1%

나타났으며 이는 착장 아이템의 점퍼나 자켓류의

소재가 벨벳 코듀로이 울 등의 소재가 선호됨으, ,

로 해석 할 수 있으며 하의는 하드한 재질이,

로 나타났다 이는 청바지의 선호로 청바지88.5% .

재질의 표면이 거칠하고 딱딱한 느낌의 하드한

재질이 두드러지게 분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트랜스패런트와 브릴리언스한 재질은 조사되.

지 않았으며 상권별로는 유사한 경향이었다 이.

는 시즌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상의의 무늬는 주로 무지 원 포인트 무76.4%,

늬 로 상의 아이템의 경우 무늬가 없거나12.6%

작은 사이즈의 브랜드 로고나 캐릭터 등의 무늬

가 선호되었다 하의는 무지가 로 조사되어. 94.8%

주로 무늬가 없는 스타일이 선호되었다 상권별.

로는 유사한 경향이었다.

색상은 상의는 블랙 그린카키 네이비블루 계, ,

열의 순으로 시즌에는 그린카키계열이나 네F/W

이비블루 계열이 주로 분석되어 계절적인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었다 블랙계열의 색상은 시즌에.

관계없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색상으로 의복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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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본색상으로 사용되는 인기색상임을 알 수

있다 상권별로 용호동은 브라운이나 레드계열의.

색상이 많고 창동과 합성동은 그린카키나 네이,

비 블루 레드 계열의 색상이 고루 분석되어 색상,

계열이 유사하였다.

하의는 청바지가 가장 많았고 블루 블랙 브, , ,

라운 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상권별로 창동은 카.

키계열의 색상이 두드러졌고 청바지는 시즌에,

상관없이 인기 있었다 신발은 블랙 화이트계열. ,

색상이 주로 조사되었고 화이트 계열의 색상은

패션운동화나 스포츠 운동화에서 분석되었고 블,

랙계열의 색상은 펌프스에서 분석되어 검정계열

의 펌프스가 대중적으로 착용됨을 알 수 있었다.

패션 이미지는 시즌 모두 스포티브S/S, F/W

캐주얼 이미지가 가장 선호되어 소비자층이 여유

있고 활동적인 느낌의 개성과 편안함 활동성 기, ,

능성을 추구 하는 패션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스트리트 패션조사 및 분석

에 있어 시스템의 활용으로 상권별 특Web-SFAS

성과 소비자경향및착장유행아이템 색상 재질, , ,

무늬 이미지를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마산시와, .

창원시의 지역적 차이보다는 상권별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착장 경향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시즌과 시즌의 스트리트 패션에 있어 착장 아이템

이나 색상의 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이렇

게 스트리트 패션의 이미지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론적인 연구만이 아닌 사용자와 온라인

상의 편의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Web-SFAS

를 구축함으로써 스트리트 패션의 한 시즌 트DB

렌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뿐 아니라 지역

별 변화의 추이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축척함으

로 년 시즌의 를 업데이트 한다2005 S/S, F/W DB

면 스트리트 패션 자료 및 정보를 용이하게 활용

하여 지역을 상권으로 하는 패션업체 및 패션 연구

소 패션 상담실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상품기획,

의 과정에 있어 직접적인 소비자의 유행 정보로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패션 정보가치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실제 착장자료로 다음 시즌.

의 패션 트렌드 예측 자료가 되며 패션의 아이디어

로차기시즌유행예측및대량생산의수요예측을

위한 기본 자료로 이용 될 수 있다. 본 시스템을

이용한 전국 규모의 스트리트 패션조사의 분석은

후속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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