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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ield of fashion in this modern era, the tendency of diversification has created a variety of hybrid patterns 
and this tendency is being accelerated simultaneously by the hybrid trend.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aesthetic features of hybrid fashion in the modern "Sports Inspired Fashion(SIF)." We analyze fashion in the past 
10 years from 2001 S/S to 2010 S/S. We focus on the four largest worldwide collections from New York, Paris, 
Milano, and London and concentrate on analyzing the contents from 38 volumes of Gap Press magazine. To 
accomplish our goal of study, we first define the concept of sports-inspired fashion and propose a framework of 
analysis to study hybrid patterns by reviewing the previous studies on hybrid patterns. Second, we analyze a wide 
range of sports-inspired fashion examples that have appeared in Gap Press magazines for the past 10 years(those 
which have been inspired by sports uniforms and training wears). Third, we analyze and classify the hybrid patterns 
of sports-inspired fashion. The results of our research are as follows. We have collected a total of 534 SIF works 
from the whole set of 61359 pictures and examined 23 sports fields. In terms of seasonal changes, the SIF works 
were found the most in the spring collections. Then, we have identified 25 hybrid patterns. The time hybrid pattern 
comprises more than half of the data(58.2%). The class-culture hybrid patterns comprise 18.8%, while the gender 
hybrid patterns comprise 18.2%. However, the intercultural hybrid patterns were rarely found, comprising merely 
5% of the data. Our analysis confirms that sports and sports wear fashion are changing and developing in truly 
diverse ways in this modern era. This trend has continued to influence the high fashion in the modern age and 
is expected to exert a continuous impact on the change of fashion in the future. 

Key words: hybrid(하이브리드), sports-inspired fashion(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패션), aesthetic features
(미적특성), sport(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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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패션은 문화적 산물로서 개인, 민족,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사회의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
제적 분야의 발전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현대사회는 20세기 후반 미디어의 발전으로 정
보화, 세계화, 다원화가 가속화되고, 이동 전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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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Mirriam Webster Inc., 1986), p. 47. 
 2) 하이브리드 컬쳐연구소, 하이브리드 컬처,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8), p. 6.
 3) 박주희, “하이브리드에 의한 패션의 스포티즘 연구,” 복식문화연구 12권 5호 (2004).
 4) 박문희,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5) 김경란,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6) 공차숙, “남성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성(性)의 하이브리드 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7) 박주희, op. cit.
 8) 김경인, “현대 헤어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9) 하미희,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랜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10) Ligaya Salazar, Fashion V Sport, (London: V&A Publishing, 2008), p. 9.
11)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London: I B Tauris & Co Ltd , 1985), p. 166.

고속 인터넷 등으로 인해 세계가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하이브리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이
브리드(hybrid)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두 개의 서
로 다른 인종, 품종, 특성 등의 사이에서 탄생한 이
형이라는 의미와 둘째, 두 개의 상이한 문화나 전통
의 혼합에 의해 출현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1). 하이브리드 개념은 과거에도 나타난 것으로 새
로운 문화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유독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양한 개체들이 함께 어우러
지고 기존의 중심에 있던 것들과 다양한 요소들이 
대등한 위치로 부각되고, 사회의 많은 가치들과 문
화 양상, 체계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는 문화적 현상
이 순혈주의 문화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 시대 상황 때문이다2). 이러한 하이브리드 
표현 양상은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진화
와 가속화된 변화에 의해 더욱 확연히 드러나고 있
으며,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외 없이 패션의 변화도 하이브리드의 영향을 
받아 유행의 주기가 더욱 짧아지고 다양한 양식과 
장르가 혼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어느 
시기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원화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패션 스타일에 있어 하나
의 트렌드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서로 영
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제3의 트렌드를 양
산하고, 한 시즌에도 여러 개의 스타일과 트렌드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3).

최근 국내 학계에서 패션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패션의 하이브리드로 정의하고, 박문희4), 김경란5), 
공차숙6), 박주희7), 김경인8), 하미희9) 등에 의해 연
구되었다. 그러나 패션 하이브리드 현상에 대한 매

우 활발한 연구 경향 속에서도 어떻게 스포츠웨어
가 하이패션과 하이브리드 되어 전체 패션의 변화
에 영향을 끼쳐 왔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게 다
루어져 왔으며, 독립적인 연구가 일부 있지만 단기
적으로 연구된 한계성을 보인다. 

이제까지 스포츠웨어는 여러 용어로 진화를 거
듭하였고 개념화되어 연구되었으며, 대표적인 것으
로 스포티브 룩, 스포츠 룩, 스포티즘 등이 있다. 그
러나 이 중 스포티즘은 국내에서 연구된 논문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미문화의 어느 사전이
나 외국의 트렌드 설명에서 쓰이지 않고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연구들은 스포티즘 패
션을 지금까지 스포츠웨어가 하이패션과 혼합하여 
포멀웨어와 스포츠웨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스타일면에서 동서양 감각의 혼합 또는 성의 혼합 
등을 통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은 현대의 하이브
리드 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외국에서 발
표된 연구 사례를 조사한 결과, 스포티즘과 비슷한 
개념으로 외국의 연구에서는 sports-inspired designer 
clothes10)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찾을 수 있
었다. 패션 역사학자 Elizabeth Wilson은 패션 발전 
역사에서 스포츠 전통과 혁신의 영향을 받은 사례
들이 많았지만, 스포츠 브랜드와 패션 디자이너들
의 시도가 직접적인 연계를 맺은 것은 지난 10년간 
형성된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고, 이것이 아마도 20
세기 패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현상이라고 
피력하였다11). 이와 같이 스포츠는 지금까지 패션
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현대의 하이
브리드 현상은 스포츠웨어를 지금까지의 변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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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harlotte Monkey Calasibetta,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 1988), p. 545.
13) 정정미,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5-9.
14) 하지수,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에 관한 연구,” 복식 50권 2호 (2000). 
15) 임은안, 채금석, “현대 스포츠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9/10호 (2002).
16) 임은안, 채금석, Ibid., p. 1318.
17) 이혜원, op. cit., p. 7.

상과는 매우 다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sports-inspired 
fashion이 출현하도록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
에서 지난 10년간의 sports-inspired fashion의 하이
브리드를 연구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패
션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Sports-inspired fashion의 개념을 정의하고 하

이브리드 패턴에 관한 선행 논문의 분석을 고
찰하여 sports-inspired fashion에 나타난 하이
브리드 분석 틀을 도출한다. 

2. 지난 10년간 GAP Press 잡지에 나타난 sports- 
inspired fashion의 스포츠 유니폼 종목과 트레
이닝복에서 영감을 받은 SIF의 예를 분석한다. 

3. Sports-inspired fashion의 하이브리드 패턴을 
분석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래 
패션의 하이브리드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발
전 전망을 조망하여 디자이너들에게 앞으로 SIF 디
자인 제품 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고취하는 데에도 공헌을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Sports-Inspired Fashion

1) 스포츠웨어 개념의 변화
스포츠웨어는 1920년대에 보편화되기 시작한 개

념으로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과 활동성을 
갖춘 의복인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
와 스포츠를 관전할 때 입었던 편안한 의복의 개념
인 스펙테이터 스포츠 웨어(spectator sportswear)로 
나눌 수 있다12). 일반적으로 스포츠웨어는 운동 경
기 및 개인적 운동과 취미로 하는 운동 등에 착용

하는 피복류를 총칭하였다. 
스포츠웨어는 패션의 트렌드와 접목되어 발전하

는 양상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경향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개의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 첫 번째가 
1963년에 추동 오뜨 꾸뛰르에서 나타난 스포티브 
룩이다. 이것은 방한복 형태를 칭한 것으로 워크 
웨어나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디자인 중 소재나 디
테일 등을 평상복에 도입한 옷으로 일상복이나 타
운웨어 등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복에 액
티브 스포츠웨어의 형태, 소재 디테일, 액세서리 등
의 디자인 요소를 첨가한 것이 외형적인 특징으로 
1960년대 후반 이후 패션 트렌드의 커다란 흐름이 
되었다13). 그리고 두 번째가 1970년대 중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 카스텔 바작(Castel Bajac)에 의
해 발표된 스포츠 룩이 있다. 이것은 액티브 스포
츠웨어를 일상복으로 패션화한 것으로 애슬래틱 스
포츠 웨어(athletic sports-wear)라고도 하였고, 스키
웨어, 조깅수트, 테니스웨어, 다운베스트, 다운재킷, 
아노락 등이 이에 속한다14). 그리고 세 번째가 임은
안, 채금석15)에 의해 정의된 “스포츠패션”으로 이
것은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요소나 스포츠 감각
의 디자인 요소를 피상적으로 도입하고 응용한 일
시적 패션 현상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
어 가는 사회적 가치관을 수용하고, 미의식을 반영
하는 하나의 복식 현상16)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용어는 “스포티즘 패션”이다. 
이 용어는 1999년에 프라다가 미래적 스포티즘를 
포괄주제로 S/S컬렉션에 스포츠 라인을 출시한 것
에서 시작되었고, 스포티즘 현상의 발단이 되었으
며, 이후 다수의 디자이너들이 스포티즘 열풍에 동
참하여 큰 변화의 조류를 형성하였다17). 이혜원
(2004)은 스포티즘 패션을 스포츠와 패션의 융합으
로 활동성․기능성․실용성을 목적으로 형성된 요
소들이 디자이너의 감성에 의해 재해석되어 복장
미의 요소로 취한 것으로 스포츠웨어와 포멀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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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http://www.urbandictionary.com
19) Craik, Jennifer, Uniforms Exposed, (Oxford: Berg Publishers, 2005), p. 141.
20) Skoggard, lan, Taiwan in the Modern World, (NY: Armonk, 1996), p. 59.
21) Ligaya Salazar, op. cit., pp. 18-19.
22) Skoggard, lan, op. cit., p. 59.

또는 캐주얼웨어의 믹스 매치, 스포츠웨어의 소재
나 디테일, 액세서리, 이미지 등을 도입하여 스포티
한 감각을 보인 디자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웨어는 하이패
션에서 방한복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영향 
범위가 확대되고, 이제는 세계 하이패션 컬렉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큰 흐름으로 정착하고 있다. 

그리고 ‘sportism’이라는 용어를 유일하게 인터
넷의 Urban Dictionary 사이트에서 단 한 가지 뜻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뜻은 운동 경기 시 응원을 하는 
데 있어 광적인 행동을 하는 스포츠팬을 차별하는 
뜻18)으로 쓰였고, 이런 의미에서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제까지 깊은 고
찰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던 sportism fashion
과 같은 개념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세계 4대 컬렉션의 디자이너들이 스포츠의 
영향을 받아 디자인한 의상들을 sports-inspired designer 
clothes로 명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에서는 sportism fashion을 sports-inspired 
designer clothes에서 ‘sports-inspired fashion’으로 바
꾸고, 원래 단어의 뜻인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이너 옷’에서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패
션 디자인’으로 정의를 바꾸며, 단어가 긴 관계로 
앞으로 약자인 SIF로 표기하여 논문을 서술해 나갈 
것이다.

2) 스포츠와 패션의 연관성
패션의 세계와 스포츠의 세계는 그 연관성이 매

우 밀접하다. 현대 스포츠와 패션의 사회적 발달 
역사를 보면 인간의 신체를 구체화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그리고 상업적 문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의 신체를 구체화하는 측면과 관련하여 스
포츠 사회학자 John Hargrevies가 인간의 몸은 소비
문화와 공급 산업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

상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스
포츠와 패션은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 새롭게 정상
화된 개인을 생산해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정교화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이루어진다19)고 하였다. 또
한 그는 스포츠의 많은 특징들이 현대 패션을 정의
내리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 특징들
로는 놀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하고, 정교
한 코드와 법령에 의존하는 성격, 기대감과 흥분을 
만드는 특성, 사교적 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기초
적인 주제들에 대한 담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요소 그리고 인간의 몸을 스포츠 활동의 물
질적 중심이자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상징의 위
치에 올려놓는 특성들을 들을 수 있다고 하였다20). 
이에 더하여 경쟁적인 이득을 위해서 재료와 기술
을 끊임없이 다듬어서 혁신해야 하는 도전적 어려
움, 스포츠와 패션은 훈련과 상품을 통해 신체를 
완벽하게 페티쉬하는 점등의 연관성이 있다. 

상업적 문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스포츠와 패
션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19세기와 20세기에 영국
을 시작으로 세계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국가로 변모하면서 여가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는 
스포츠를 상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순
수 아마추어들만이 경쟁하던 올림픽에서 프로까지 
참가하는 올림픽으로의 전환은 스포츠의 근본 취
지인 박애주의 정신이나 국가 주도의 스포츠를 쇠
퇴시키고, 스포츠가 자본주의 경영과 마케팅 기술
에 더욱 의존하는 형식으로 변하도록 하였다21). 같
은 맥락의 변화를 패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
세기에는 패션이 개인의 지위나 직업 그리고 도덕
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용했는데, 패션의 대
량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19세기 중반 경에는 
패션이 축구나 테니스처럼 대중문화의 한 측면으
로 여겨지게 되었고22),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자본
주의 경영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변하였다.

이와 같이 스포츠의 아마추어리즘에서 프로페셔
날리즘으로의 변화, 스포츠 단체와 기관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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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마리 오마호니, 사라 E. 브래독, 스포츠 테크, (차인선 역) (서울: 도서출판, 2003), pp. 9-21.
24) 오모 그루페, 문화로서의 스포츠, (서울: 도서출판 무지개사, 2004), p. 45.
25) 하이브리드 컬쳐연구소, op. cit., p. 11.

지역적인 것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사들로 변화된 
것은 패션이 전근대적인 의복 생산 방식의 맞춤 방
식에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변화된 것과 같은 공통
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무엇보다 두드러진 
스포츠와 패션의 연관성은 이 두 분야 모두 가장 
현대적인 것을 대표하고, 매력적인 몸의 아름다움
을 추구한다는 점이며 이와 같은 밀접한 연관성으
로 인해 sports-inspired fashion이 필연적으로 발생
한 것으로 보인다. 

3) 아이디어의 원천
Sports-inspired fashion의 아이디어의 원천은 스

포츠 유니폼과 모든 운동 종목에 공통으로 입혀지
는 트레이닝복과 운동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스포츠 유니폼은 경기 참가 시 입혀지는 각 
운동 종목의 유니폼으로 올림픽 스포츠 종목(양궁, 
육상, 배드민턴, 야구, 논구, 복싱, 카누, 사이클, 펜
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 5종, 조정, 
요트, 사격, 소프트볼,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철인 3종, 배구, 역도, 레슬링, 승마, 스키)의 유니폼
과  올림픽 종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디자이너에
게 영감의 원천으로 자주 사용되는 폴로와 미식축
구, 골프, 검도, 스쿠버를 추가하였다. 두 번째는 어
떤 종목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입혀지는 트레이
닝복과 운동화 그리고 트레이닝복의 디테일인 트
레이닝복 선, 유니폼 넘버링 등이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의 원천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추
가하여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1990년대부터 생겨난 극한 스포츠로 
불리는 스노보드, 웨이크보드, 번지점프, 베이스 점
프, 트라이얼 라이딩, 자유형 모토크로스 등 다양한 
운동 종목23)이 있으며, 쾰른의 스포츠 사회학자 폴
리 리트너(Volker Rottner)에 의해 제시된 대안적 
스포츠24)와 같이 계속 새로운 스포츠들이 다른 종
목과 하이브리드 되어 생겨나고 있다. 그로 인해 
각종 운동 종목에 맞는 스포츠웨어 또한 계속 생겨
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스포츠웨어는 현대 패션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의 영감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의 두 조건에 
해당하는 SIF에 그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하이브리드의 개념
현대 사회에서 하이브리드는 중요한 화두로 등

장하고 있다.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사
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는 명
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25). 하이브리드 개념은 최초
로 생물학에서 출발하였으나, 과학, 문화, 예술 분
야로 확대되고 있다. 

하이브리드의 의미는 분야마다 조금씩 다른데, 
생물학적, 유전학적, 조형 예술적, 철학적, 건축학
적 그리고 교육 분야 측면에서 정리된 하이브리드 
개념을 종합해 보면 하이브리드는 기존에 존재하
는 것들의 “혼합, 결합, 혼성, 융합”의 뜻을 갖고, 생
물학적 측면이든 철학적 측면이든 간에 서로 다른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제3의 것을 생성하고 창조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패션 분야에 대입시켜 
정의하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패션의 요소들을 
혼합, 융합하여 새로운 요소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그 요소는 복식의 역사와 문화 
등 어떤 영역을 제한하지 않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했던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자들은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인
간의 역사 속에 존재한 모든 요소들이 혼합 또는 
융합하여 새로운 혼성 이미지를 창조하고 패션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오늘날 하이브리드는 ‘퓨전’, ‘크로스오
버’, ‘컨버젼스’, ‘콜레보레이션’, ‘이종교배’, ‘다문
화’, ‘혼합주의’ 등의 여러 명칭들과 혼재되어 쓰이
고 있다. 하이브리드, 퓨전, 크로스 오버, 컨버전스, 
콜레보레이션의 의미와 개념, 특징을 정리하면〈표 
1〉과 같다. 이와 같이 퓨전, 크로스오버는 하이브리
드와 같은 단어로 혼용해서 자주 쓰이고 있다. 그
리고 컨버젼스와 콜레보레이션은 디지털 기술의 발
전과 마케팅의 발전 양상으로 생겨난 하이브리드 
현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가 
퓨전이나 크로스오버와 분명히 다른 점은 퓨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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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Ibid., pp. 12-13.
27) Ibid., pp. 13-14.
28) Ibid., p. 14.
29) 전종찬, 이명진, “콜라보레이션의 의미와 가치,” 기초조형학연구 9권 1호 (2008), pp. 857-858. 
30) 김경란, op. cit.
31) 김경인, op. cit.  
32) 박문희, op. cit.
33) 하미희,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랜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표 1> 각 용어의 의미와 특징
용어 사전적 의미와 개념 특징 사례

하이브리드
․두 개의 서로 다른 인종, 품종 등의 사이에서 탄

생한 이형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
․사회 전반에 사용

․잡종
․이종교배
․혼성, 혼합, 결합, 융합,

절충, 융복합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컴퓨터

퓨전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이 만나 새로운 것

을 창출
․사회 전반에 사용되지만 정신, 문화 융합에 주

로 사용26)

․이종교배
․융합, 융해, 통합

․원자핵의 융합
․퓨전 푸드
․재즈와 록의 혼합

크로스오버 ․각각의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다른 장르와 
교차, 결합을 통해 새로운 장르나 형식 창출27)․교차, 혼합, 횡단 ․크로스오버 자동차

․파페라

컨버전스
․디지털 기술에 바탕
․기술이나 제품 및 산업간 영역의 융합, 통합
․언론 방송과 산업 영역에서 주로 사용28)

․융복합
․카메라/휴대폰/

MP 3의 결합
․싸이월드
․유비쿼터스

콜레보레이션․브랜드, 기업, 동자적인 개인들 간이 이익을 극
대화 하기 위해 일정기간 협력29)

․협업, 협조, 협동
․공동출연, 공동작업

․스포츠 용품 회사와 패션
디자이너 간의 협력
․Prada 폰

나 크로스오버와 같은 문화현상들은 일찍이 대중
문화 영역에서 실험적으로 형식화되어 왔으나, 그 
양상이 개별적이어서 삶의 제반에까지 폭넓게 영
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퓨전이 문
화와 패션 스타일 간의 경계와 구분이 흐려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면 하이브리드는 상충과 결합을 충
분히 인식하고 성숙한 새로운 이미지로의 혼합을 
의미한다. 

3. Sports-Inspired Fashion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패턴 분석의 틀

본 연구는 SIF 분류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패션의 하이브리드에 관한 연구 
중 하이브리드의 분석의 틀을 시도한 김경란30), 김

경인31), 박문희32), 하미희33)의 연구를 비교 분석하
였다. 패션, 헤어 메이크업, 니트웨어 등의 분야를 
연구한 4명의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에 나타난 분석
의 틀을〈표 2〉에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들 선행 연구들의 분석의 틀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화 간의 하이브리드, 시간의 하이브리드, 사
회계층 간의 하이브리드, 성의 하이브리드, 기능의 
하이브리드, 소재의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하이브
리드, 기술의 하이브리드 등의 하이브리드 패턴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과정에서 김경란의 연구의 
분류 중 주류 비주류의 하이브리드의 정의가 문화
의 개념에 더 맞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동서양의 하
이브리드와 함께 문화 간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하
였고, 과거와 현재는 시간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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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톨스타인 베블린(Thorstein Veblen): 미국의 경제학자. 경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변하는 인간 문

화의 경제적인 면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논쟁하였다. 부유한 계층의 여가활동은 대중보다 앞서며 
그들에 의해 모든 계층으로 전파된다고 주장하였다.

35) 은숙, “1980년대 이후 패션 테마의 공존 현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36) 임은안, 채금석, op. cit. 
37) 최경희, “현대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의 유형과 미적 특성,” 한국패션비지니스학회지 8권 1호 (2004). 
38) 박주희, op. cit.
39) Elizabeth Wilson, op. cit., p. 166.

<표 2> 하이브리드 현상의 패턴 분류
연구자 하이브리드 현상의 패턴 분류

김경란(2004)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동서양주류와 
비주류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상류와
하류

김경인(2008)
현대 헤어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문화 시공간 성 이질적
요소 스타일

박문희(2009)
현대 니트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

공간 시간 상․하위 남․여 성 기능 타 소재 스타일

하미희(2009)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디자인 트렌드 연구

문화 시간 성 기술

분류결과 문화간의 
하이브리드

시간의 
하이브리드

사회계층 
간의 하이

브리드
성의 

하이브리드
기능의 

하이브리드
소재의 

하이브리드
스타일의 

하이브리드
기술의 

하이브리드

였다. 또한 하류에서 상류로의 하이브리드 분류는 
일반 패션의 분류와 달리 스포츠웨어가 하류에서 
상류에 영향을 끼친 패션으로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본 연구의 분류에서 제외시키고 계층 문화의 
하이브리드로 명명하였다. 왜냐하면 1920년대 스
포츠웨어 개념이 생겨나기 이전인 1899년 Thorstein 
Veblen34)이 유한 계층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을 썼을 당시에도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스포
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 당시는 아직 한
정된 사회계층에 국한된 것이었다. 따라서 초기 스
포츠웨어는 상류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하류에서 상류로의 전파는 최근 현대패션에서 일
어난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술, 
기능 그리고 소재의 하이브리드는 과학의 발전을 
포함한 미래적 속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시간의 하
이브리드 중 퓨처리즘의 하위테마에 포함시켜서

지역문화의 하이브리드, 계층 문화의 하이브리드, 
시간의 하이브리드, 성의 하이브리드의 4가지 패턴
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각 하이브리드 항목의 하위
테마 차원을 구성하기 위하여 위의 선행 연구들과 
은숙35)과 임은안36)과 최경희37)와 박주희38)를 참고
하였고, 분류된 각각의 하위테마의 의미를 정의하
고,〈표 3〉을 분석의 틀로 도출하였다. 이 분석의 틀
을 기준으로 전문가 집단 조사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연구 범위는 스포츠 브랜드와 패션 디자이너들 

혹은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시도로 직접적인 연계
를 맺는 것은 지난 10년간 일어난 비교적 새로운 
현상으로 보는 패션 역사학자 Elizabeth Wilson39)의 
정의에 따라 본 연구는 2001년 S/S부터 2010년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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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하이브리드 분석의 틀
하이브리드 패턴 관련테마 하위테마

1

지역 문화의 하이브리드
＊동양과 서양의 혼합, 지역 간의 복합적 혼합, 소수 

민족문화의 결합, 에스닉 이미지, 프리미티브 이미지 
등을 의미

오리엔탈리즘, 
에스닉, 민속풍,
세계주의, 
다민족주의

아시아 룩, 유럽 룩, 
아프리카 룩

2
계층 문화의 하이브리드
＊하위문화가 상위문화 또는 저급문화가 고급문화로 

영향을 끼치거나 역류하는 것을 의미
스트리트 스트리트 스포츠 룩

그런지 룩
속옷의 겉옷화 인프라 룩

3
시간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 또는 현재와 미래의 정확한 경계가 

끊어지고 시간 개념이 혼합되는 것 등을 의미

레트로, 노스탈직,
리비아벌, 역사주의

미니멀 룩, 아방가르드 룩,
트래디셔널 룩, 빅 룩,
트로피컬 룩, 프리미티브 룩,
에콜로지 룩, 지오메트릭 룩,
밀리터리 룩

테크노, 퓨처리즘
스페이스 룩, 사이버 룩,
바디컨셔스 룩, 시스루 룩, 
기능성 룩

4
성의 하이브리드
＊여성미와 남성미의 혼합, 성의 일원화, 중성화, 

남성과 여성의 스타일이 혼재하는 스타일 등을 의미

유니섹스, 
앤드로지너스,
젠더리스, 페미닌,
머스큘린

유니섹스 룩, 앤드로지너스 룩,
젠더리스 룩, 페미닌 룩,
머스큘린 룩

까지의 최근 10년 간을 연구 기간으로 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연구 주제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내외에 발표된 논문이나 학술 
연구지와 국내외에서 출간된 패션 관련 서적 등을 
널리 살펴보았다. 그리고 SIF이 하이패션 영역에서 
다른 트렌드와 접목되어 나타난 이후 생겨난 용어
인 사실에 주목하여 분석 대상을 세계 4대 컬렉션
인 뉴욕, 파리, 밀라노, 런던으로 선정하였다. 세계 
4대 컬렉션을 소개하는 여러 잡지 중에서 부수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제한된 한 페이지에 대표적인 
패션을 많이 제시해 주어 의류 기업의 디자이너들
에게 선호되는 Gap press 잡지를 선정, 총 38권을 
집중 분석하였다. 실증적 분석 자료는 2010년 2월 
1일부터 13일까지 수집하였다. 스포티즘 관련 기사
로는 firstview.korea.com과 http://www.samsungdesign. 
net와 패션 비즈의 기사 내용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이 기간 동안 컬렉션
에 나타난 옷 중에 SIF이면서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들로 한정하였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에서 분석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로, 자료 수
집과정에서 사진 이미지 중에 앞에서 언급한 스포

츠 종목의 유니폼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SIF을 대상
으로 수집하였다. 자료가 특정 디자이너에게 집중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디자이너 당 5개로 
한정하였고, 전면을 볼 수 있는 컬러 사진 만으로 자
료를 선정하였다. 둘째로,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추
출하기 위하여 앞에서 수집한 자료들 중 선행 연구
를 통해 종합한 하이브리드 분석의 틀의 하위₷개념
과 연계성이 있는 것들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
단 교수 4인의 검증 절차를 거쳐 분석 유형을 구분
하였으며 시각적으로 유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의상
과 나열된 하위개념 중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하위
개념을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분석한 자료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 교수 4인의 분석․확인 작업을 반복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SIF을 조사하기위해 세계 4대 컬렉션

이 소개된 Gap Press 잡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 
기간인 2001년 S/S부터 2010년 S/S까지의 자료를 
추출하였다. 우선 총 사진 자료는 61,359장으로 자
료 사진 중에서 스포츠 종목의 유니폼과 하이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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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된 이미지를 나타내는 SIF이 연구자에 의해 859
장이 분류되었고,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 532
개가 선정되었다. 그리고〈표 3〉의 하이브리드 분
석의 틀에 분류된 하위테마의 의미를 상세히 서술
하고 전문가 집단 교수 4인들에 의해 사례와 패션 
테마의 하위차원을 비교․분류하여 최종 512장을 
선정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ports-Inspired Fashion의 스포츠 유니폼 종목 
분석

SIF에 나타난 것을 분석한 결과 트레이닝복과 운
동화를 포함한 스포츠 유니폼 종목은 모두 23개 항

<표 4> 스포츠 유니폼 종목과 유니폼 분화요소 시즌별 변화 추이

스포츠 
유니폼 
종목과 
유니폼 

분화요소

스포츠 유니폼 종목과 트레이닝복, 운동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수영 스키
테니스

승 마
스쿠바

육상 체조 야구 권투 폴로 골프 역도
미식축구

레슬링
싸이클

피겨스케이팅

농구 축구 펜싱

트레이닝복 선

트 레이 닝복

유니폼넘버

운동화
총
24종목

2001 S/S  23  1  4  1  2  2  6  2  1  42

2001 F/W  2  2  2  5  2  13

2002 S/S   7   1  1  1  2  1  1  14

2002 F/W   1  2  1  1  3   8

2003 S/S  27  2  8  1  3  4  4  3 2 1 10  8  4  77

2003 F/W  5  2  1  1 2 1 1 1 1  2  5  2  24

2004 S/S  20  9  3  3  5  2  2  1 1  7  3  56

2004 F/W  3  1  1  1  2  8  16

2005 S/S   8  1  8  7  3  1  4  5 1 2 3 1  7  3  3  57

2005 F/W   6  4  10

2006 S/S   4  1  1  3  6 4 1 1  2  1 2  26

2006 F/W   1  6  6  4  3  20

2007 S/S   2  1  8  3 5  19

2007 F/W   1 18  1  5  2  27

2008 S/S  11 10  6  2  3 1  1  3  37

2008 F/W 14  3  5  1  23

2009 S/S  10  2  2  6 2 1  4  2  28

2009 F/W  2   1   4

2010 S/S   4  3  5  4  8  1  1  1 2 2  31

Total 119 63 53 34 21 21 21 18 17 15 7 5 4 3 3 3 2 2 2 55 47 10 7 532

목이 조사되었다. 먼저 시즌 별 변화 추이를 살펴
보면 2007년을 제외하고 SIF은 주로 봄 컬렉션에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성이 높아지고, 스포츠와 야외 활동이 많아지
는 봄/여름에 SIF이 더욱 선호되어 디자이너들이 SIF
을 더 많이 발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W 시
즌에 SIF가 나타난 경우는 스키복이나 패딩코트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년도와 
시즌 별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2003년 S/S, 2004
년 S/S, 2005년 S/S와 2008년 S/S 그리고 2010년 
S/S에서 SIF이 더욱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2008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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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http://www.ifp.co.kr/default.asp 

이징 올림픽, 그리고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등의 올
림픽 행사가 디자이너들이 SIF을 디자인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0년 기간 중에 2003, 4, 5년에 특히 SIF 패션이 더
욱 많이 나타난 것을 보면 그 시점에 SIF이 더욱 유
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수치가 어느 
정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0 
S/S에서 그 수치가 조금 상승하였는데, 수치의 변
화는 미미하나 올해 인터패션플레닝의 2011년 S/S 
스포츠웨어 트렌드에서 스포츠웨어+∝라이징이라
는 주제로 스포츠웨어와 다른 요소와의 하이브리
드를 다음 해의 트렌드로 소개하고 있어 SIF의 유
행 경향이 다시 강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40).

스포츠 유니폼 종목별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SIF에 가장 많은 영감을 준 스포츠 유니폼 종목은 
수영으로서, 거의 모든 디자이너들이 매 시즌 컬렉
<표 5> 스포츠 유니폼 종목과 유니폼 분화요소에서 영감을 받은 SIF의 예

수영 스키 테니스 승마 스쿠버 육상 체조

2003 S/S  
Givency

2005 F/W  
Elev Kishimoto 

Ellesse

2010 S/S 
Hermes

2006 F/W 
Dsquard

2010 S/S 
Julien Macdonald

2003 S/S
House of Jazz

2001 S/S
Julien Macdonald

야구 권투 폴로 골프 트레이닝복 선  트레이닝복 유니폼 넘버

2007 S/S  
DKNY

2010 S/S 
Alexander Wang

2008 S/S 
Ralph Lauren

2003 S/S
ANNA SUI

2001 F/W  
Yohji Yamamoto  

2007 S/S  
Jean Paul 
Gautlier

2003 F/W
DIOR  

션에 한 개에서 많게는 여러 개의 수영복을 발표하
였고, 이로 인해 가장 많은 종목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두 번째로는 스키였는데, 수영이 여름을 대표
하는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라면 스키는 겨울을 대
표하는 스포츠로서 디자이너들에게 또한 많은 영
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감을 많이 
준 스포츠 유니폼 종목으로는 테니스, 승마, 스쿠
버, 육상, 체조, 야구, 권투, 골프, 역도, 미식축구, 
레슬링, 싸이클, 피겨스케이팅, 농구, 축구, 펜싱 등
의 순으로 나타났고, 트레이닝복, 트레이닝복 선, 유
니폼넘버, 운동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주
목할 점은 트레이닝복 선, 트레이닝복이 수영과 스
키 다음으로 SIF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난 것이다. 트레이닝복 선은 한 줄에서 세 
줄의 형태로, 이를 이용하여 이브닝웨어부터 정장, 
캐주얼, 아방가르드 한 패션까지 그 범주를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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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Ligaya Salazar, op. cit., p. 97.
42) 박문희, “현대 니트 패션에 나타난 혼합현상”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p. 81.
43) 은숙, op. cit., p. 55.

지 않고 의상에 스포티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디
자인 요소로 스포츠웨어를 일반패션과 접목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였다. 트레이닝복은 한 
운동 종목에 제한된 옷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선수
들이 훈련이나 대기 상태 시 입는 옷이다. 이와 같
은 운동을 위해 입혀지는 옷이라는 공통적인 속성
으로 인해 트레이닝복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도 거의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옷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지만으로도 사람
들에게 활동성과 기능성, 편안함을 줌으로써 현대 
스포츠웨어가 일반 패션에 침투할 수 있고, 더욱 
모던하게 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영감을 주는 요소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유니폼넘버, 운동화 등이 있다. 이 중 특히 운동화
는 원어로 미국에서는 스니커즈(Snikers)로, 영국에
서는 트레이니(Trainee)로 불리는데, SIF의 마지막 
터치를 담당하는데 분류된 자료에서는 캔버스 운
동화에서 영감을 받아 운동화를 분해하고 연결하
여 아방가르드하게 디자인을 연출하였다. 이 캔버
스 운동화는 사실 100년 전에 디자인 된 클래식이
다41). 그러나 최근 SIF의 유행 경향과 함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다. 각 시즌의 SIF에 나타난 스포츠 
유니폼 종목과 트레이닝복의 변화 추이는〈표 4〉
로 정리하였고,〈표 5〉는 각 종목의 SIF의 대표적
인 예들을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2. Sports-Inspired Fashion의 하이브리드 패턴 분석
Sports-inspired fashion의 하이브리드 패턴은 이

론적 고찰에서 얻어낸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1) 지역 문화의 하이브리드    
지역 문화 간의 하이브리드는 동서양 국가 간의 

전통 복식과 민족 복식의 혼합, 전통복식의 실루엣, 
착용방법 등 에스닉 이미지의 혼합 등을 의미한다42). 
이와 같은 지역 문화 간의 혼합을 나타내는 대표적 
주요 테마는 유럽 룩, 아시아 룩, 아프리카 룩, 아메
리카 룩, 오세아니아 룩으로 나누어진다43). 

<표 6> 지역 문화의 하이브리드
지역 문화의 하이브리드(26개-5%)

하이
브리드

유럽 룩 아프리카 룩 아시아 룩
스키 스키 승마

대표적
스타일

디자
이너

2006 F/W
D&G 

2010 S/S
Balenciaga

2008 S/S
Hermes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유럽 룩, 아프리카 룩, 아시
아 룩이 나타났는데, 전체 510개 중 24개(5%)로 SIF
이 타 문화와 하이브리드 되는 비율은 미비하였다
(표 6). 유럽 룩이 8개, 아프리카 룩이 11개, 아시아 
룩은 7개가 나타났다. 유럽 룩의 대표적인 스타일
은 D&G가 전체 콜렉션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영감을 받고 디자인 한 것으로 사진의 예는 운동종
목 중 스키에서 영감을 받고, 유럽의 노르딕 패턴을 
니트 패턴에 적용하여 스키와 유럽의 테마가 하이
브리드 된 것을 보여 주었다. 아프리카 룩의 경우
는 Balenciaga가 아프리카 이미지의 기하학적 패턴
을 스키의 다운 베스트 형태의 베스트에 적용하고, 
운동종목 중 스키와 하이브리드 된 형태를 보여주
었다. 또한 아프리카 느낌의 눈 화장과 스트리트적 
느낌의 고무질감으로 된 가죽을 이용하여 전체적
으로 이질적인 요소를 하이브리드 시켜 보여주었
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룩은 Hermes에 의해 시도되
었는데, 승마에서 전형적으로 입혀지는 네루(nehru) 
재킷과 조드퍼(jodhpur) 바지를 인도의 터번과 함께 
구성하여 승마와 에스닉이 하이브리드 된 스타일
을 보여 주었다. 

2) 계층 문화의 하이브리드  
하위문화가 상위문화 또는 저급문화가 고급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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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최경희, op. cit., pp. 98-100.
45) 김영인, 김신우, 김정신, 김희연, 송금옥, 이연희, 이현주, 조애래, 주미영, 한은주, 룩 패션을 보는 아홉 가지 

시선, (서울 : 교문사, 2006), pp. 81-82. 
46) 김혜경, 패션 트렌드와 이미지, (서울 : 교문사, 2007), pp. 136-138.
47) Ibid., p. 82.

<표 7> 계층 문화의 하이브리드
계층 문화의 하이브리드(96개-18.8%)

하이
브리드

스트리트 
스포츠 룩 그런지 룩 인프라 룩

권투 육상 수영

대표적
스타일

디자
이너

2003 S/S
Alexander 

Herchcovitch  

2009 F/W 
Bernhard 
Willhelm

2009 S/S
Jean Paul 
Gaultier 

로 영향을 끼치거나 역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
리트 스포츠 룩, 그런지 룩, 인프라 룩이 분류되었
다(표 7). 스트리트 룩의 특징은 다원주의에 힘입어 
젊은이들 중심으로 생성된 하위문화로 거리농구 
등의 스포츠 활동에 입혀지는 액티브 스포츠 웨어
와 스포츠 유니폼 스타일을 추종하고, 옷의 착용 방
법이나 형태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착장형태
를 말한다44). 그런지 룩은 미국 청소년들의 신조어
로 뭐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질적
인 소재의 믹스 & 매치와 프린트 물을 변화 있게 
사용하는 것으로 세기 말의 패션 전환기를 향한 하
위문화 패션의 하나로 하이패션에 깊숙이 침투한 
패션 스타일을 말한다45). 인프라 룩이란 가장 포괄
적인 개념으로는 겉옷 속에 들어가는 모든 기본 옷
의 총칭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현대 패션에서는 
속옷이 겉옷화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46).

계층 문화의 하이브리드는 총 97개로 전체 대비 
18.8%를 차지한다. SIF의 하위테마 분류에서 스트
리트 스포츠 룩은 총 51개로 전체 하위 테마 중에
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났고, 그런지 룩은 12개, 

인프라 룩은 모두 34개가 추출되었다. 
스트리트 스포츠 룩에 대표적인 스타일은 Alexander 

Herchcovitch의 디자인으로 권투에서 영감을 얻고 
스트리트 룩의 전형인 긴 길이의 후드 탑에 이질적
인 느낌의 광택이 나는 바지를 정장 재킷을 함께 
하이브리드 한 스타일을 보여 주었다. 이 스타일은 
트레이닝복 선을 연상시키는 트리밍과 지퍼로 앞
여밈을 처리하였으며, 얼굴은 축구 경기 시 상대 선
수를 속이기 위해 하는 fake eye로 처리하여 스포티
한 이미지를 더욱 확대시켰다. 그런지 룩은 Bernhard 
Willhelm에 의한 것으로 광고용으로 쓰인 것 같은 
글씨와 돈이 프린트된 배너를 함께 콜라주하여 재
활용한 것과 같은 느낌의 그런지 룩을 만들어 내었
다. 또한 운동복의 넘버링을 이용하여 육상 선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고, 그런지 룩과 하이브리드 된 
디자인을 창조하였다. 인프라 룩은 Jean Paul Gaultier
에 의해 디자인된 것으로 수영복에서 영감을 얻어 
수영복 형태의 바디수트를 정장 팬츠 위에 입는 인
프라 룩을 연출하여 새롭고 창조적인 스타일을 보
여 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3) 시간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 또는 현재와 미래의 정확한 경계가 

없이 시간 개념이 혼합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총 298
개가 도출되었고, 전체의 58.2%를 차지한다. 미니멀 
룩(47), 아방가르드 룩(33), 트래디셔널 룩(36), 빅 
룩(11), 트로피컬 룩(7), 프리미티브 룩(16), 에콜로
지 룩(10), 밀리터리 룩(16), 지오메트릭 룩(26), 스
페이스 룩(37), 사이버 룩(20), 바디컨셔스 룩(21), 시
스루 룩(18) 등으로 나타났다(표 8, 9). 

미니멀 룩은 장식과 디테일을 최대한 배제하여 심
플한 라인과 색상만으로 이루어진 룩을 의미한다47). 
대표 스타일은 2004년 Emperio Armani가 수영에서 
영감을 받아 드레스의 중심에 위치한 단순한 굵은 
한 줄의 white 라인과 수영모자의 white의 두 줄 선
은 바탕색인 black과 강한 대비를 보여줌으로써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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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Ibid., p. 8.
49) 김영인, 김신우, 김정신, 김희연, 송금옥, 이연희, 이현주, 조애래, 주미영, 한은주, op. cit., pp. 33-34.
50) 김혜경, op. cit., pp. 44-46.
51) Ibid., pp. 40-42.

<표 8> 시간의 하이브리드
시간의 하이브리드

하이
브리드

미니멀 룩 아방가르드 룩 트래디셔널 룩 빅 룩 트로피컬 룩 프리미티브 룩 에콜로지 룩
수영 운동화 골프 스키 수영 수영 스키

대표적
스타일

디자
이너

2004 S/S
Emperio 
Armani

2007 S/S
Bora Aksu

2003 S/S
Anna Sui

2001 F/W
Krizia Top

2003 S/S
Max Mara

2004 S/S
Vivienne 

Westwood

2003 S/S
Marjan Pejoski

렬하고도 미니멀한 룩을 보여주었다. 아방가르드 
룩은 전통적인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찾자는 
의미의 예술사조로 소수만이 지지하던 이질적인 요
소들과 공존하는 이미지를 가진 실험적인 옷의 형
태를 말한다. 2007년 Bora Aksu는 컨버스 운동화에
서 영감을 받아 운동화를 평면으로 펼치고, 서로 구
조적인 형태로 연결하여 바디와 무관한 실험적인 아
방가르드 패션을 만들어 내었다. 트래디셔널 룩은 
전통의 재해석 또는 과거의 유산의 부활을 의미하
는 것으로 테니스와 같은 클래식 스포츠웨어 등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헤리티지와 시대를 초
월하는 가치와 보편성을 지닌 고전적인 복식이 유
행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입혀지는 클래
식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48). 2003년 Anna Sui는 
골프에서 영감을 얻어 미국의 국기를 연상시키는 
white, blue, red를 다양한 절개선을 이용하여 칼라 
블락킹하였고, V네크라인, 원피스 스타일의 전통적
인 골프웨어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하이브리드 하
여 해석하였다.

빅 룩은 ‘큰 룩’이라는 의미로 의복의 크기 또는 
개더, 주름, 플레어, 패딩 등을 여유 있고 헐렁하게 
적용시켜 볼륨을 강조한 디자인을 의미한다49). 사

진의 예는 기름 바른 머리와 드레시한 검정 드레스
와 스타킹 그리고 신발로 인해 white의 스키 패딩 
자켓이 더욱 풍성해 보이는 효과를 2001년 Krizia
가 연출하였다. 트로피컬 룩, 프리미티브 룩, 에콜
로지는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테마로 본 연구에서
는 주로 수영 종목과 하이브리드 되었다. 트로피컬 
룩은 열대 지방의 민속의상을 도입한 것으로 작열
하는 태양, 열대 과일, 식물의 잎이나 꽃무늬 등의 
큰 문양과 강렬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으
로 시원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을 의미한다50). 대표
적 스타일은 2003년 Max Mara에 의해 디자인된 것
으로 yellow부터 orange의 강렬한 색으로 구성된 스
트라이프 문양의 로브와 orange 색의 비키니 수영
복은 강한 열대의 느낌을 보여준다.

프리미티브 룩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 대한 향
수와 단순하고 원시적인 생활방식을 동경하여 나
타난 것으로 원시부족 풍을 상징하고 토속적인 전
통미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51). 대표적 스타일
은 2004년 Vivienne Westwood가 디자인한 수영복
으로 자연 그대로의 색을 지닌 원단을 몸의 형태대
로 재단하지 않고 미완성된 듯한 앞 판과 뒷 판의 
조각들을 D-ring으로 연결하여 원시적인 룩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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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Ibid., pp. 36-38.
53) Ibid., pp. 212.
54) Ibid., pp. 102-104.
55) 은숙, op. cit., p. 49.
56) Ibid., p. 49.

<표 9> 시간의 하이브리드
시간의 하이브리드

하이
브리드

밀리터리 룩 지오메트릭 룩 스페이스 룩 사이버 룩 바디컨셔스 룩 시스루 룩
트레이닝복 선 육상 트레이닝복 선 수영 트레이닝복 선 테니스 

대표적
스타일

디자
이너

2005 F/W 
Y' 

2002 S/S
Fake London

2009 S/S 
Balenciaga

2002 S/S
Marian Djodjov 

Pejoski

2004 S/S 
Ralph Lauren

2001 S/S
Matthew 

Williamson

하였다. 또한 끈을 이용하여 다리를 x자 형태로 장
식하고 원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에콜로지 룩
은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에 동화하려는 경향을 패
션으로 표현한 스타일로 몸을 자연스럽게 감싸주
는 편안하고 단순한 스타일을 말하며, 자연 생태계
의 동물, 식물, 광물 등의 모티브를 문양으로 사용
한다52). 사진의 사례는 2003년 Marjan Pejoski가 물
고기의 비늘에서 영감을 받은 것을 스키 베스트 형
태에 적용하고 바닷물 느낌의 프린트로 된 스커트
로 자연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밀리터리 룩은 전쟁
의 영향으로 의상에 있어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
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단순한 색상으로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색상은 카키색이 중심
이며 프린트는 카무플라주가 대표적이다53). 사진은 
2005년 Y'가 보여준 것으로 카키색의 캐주얼 재킷
과 바지로 된 한 벌의 옷에 트레이닝복 선을 빨간 
스카프에 적용하여 밀리터리 룩과 하이브리드 된 
룩을 보여주고 있다. 지오메트릭 룩은 그래픽 아트
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면 위에 도형이나 색채로 표
현된 모든 조형을 일컫는 것으로 점, 선, 면, 색에 
의한 단순한 것에서부터 무늬, 모양으로 된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게 표현되는 그래픽이 보여 지는 디

자인을 말한다54) . 대표적 스타일은 2002년 Fake 
London이 발셀로나 축구팀에서 영감을 얻어 대비
되는 오렌지와 파란색의 망사 천을 연결하여 지오
메트릭한 느낌의 육상복 디자인을 보여 주었다. 

스페이스 룩은 흰색, 은색 등의 색을 사용하고, 금
속, 플라스틱, 형관섬유, 비닐 등의 소재를 이용하
여 단순화 되고 기능적인 스타일을 나타내거나 미
래 지향적 우주 이미지를 보여주는 스타일을 말한
다55). 대표 스타일은 2009년 Balenciaga가 트레이닝
복 선의 이미지를 주는 깨끗한 재단의 끝선과 그래
픽적인 칼라 블락킹, 인체 공학적인 절개선을 부드
러운 가죽에 적용하여 모델들이 안드로이드와 같
이 보이도록 우주적이고 미래적인 스타일을 보여 
주었다. 사이버 룩은 가상현실, 신체와 기계 결합, 
사이버 여전사 등을 말하고, 재료는 고무, PVC, 로
봇을 연상시키는 금속 소재, 몰딩을 사용한 룩을 
말한다56). 대표적인 예는 2002년 Marian Djodjov 
Pejoski에 의해서 디자인된 것으로 그는 이집트의 
에스닉한 패턴을 원피스 수영복에 적용하고 파라
오 왕가의 가발 장식을 변형한 헬멧과 장식적인 인
공호흡기를 적용하여 가상 미래의 여전사를 만들
어 내었다. 바디컨셔스 룩은 인체에 밀착되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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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Ibid., p. 49.
58) 김영인, 김신우, 김정신, 김희연, 송금옥, 이연희, 이현주, 조애래, 주미영, 한은주, op. cit. pp. 52-53.
59) Ibid., pp. 49-50.
60) Ibid., pp. 53-54.

성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인체를 더욱 강조하는 룩
을 말한다57). 바디컨셔스의 대표적 스타일은 2004
년 Ralph Lauren에 의해 디자인된 것으로 미래를 
나타내는 광택의 white 천에 심플한 black의 트레이
닝복 선을 이용하여 바디컨셔스 라인을 극대화하였
다. 시스루 룩은 인체의 표면과 곡선을 비쳐보이게 
하는 얇고 투명한 재질을 이용하여 몸이 비쳐보이도
록 하는 룩을 의미한다. 사진의 예는 2001년 Mathew 
Williamson이 흰색의 망사 천을 이용하여 속이 훤히 
보이는 테니스 원피스에 군인들이 쓰는 총알을 sil-
ver 색의 장식 벨트에 장착한 액세서리와 함께 보
여주었다.

4) 성의 하이브리드 
성의 하이브리드는 여성미와 남성미의 혼합, 성

의 일원화, 중성화, 남성과 여성의 스타일이 혼재하
는 스타일 등을 의미한다. 페미닌 룩, 머스큘린 룩, 
유니섹스 룩, 앤드로지너스 룩, 잰더리스 룩 등으로 
나타났고, 총 93개로 18.2%를 차지한다(표 10).

페미닌 룩은 색채나 디자인들에서 남성적 요소
가 배제된 보다 여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랑스럽고 우아한 이미지, 성숙하고 여성스
러움을 강조하는 엘레강스 룩, 성적 매력을 강조하

<표 10> 성의 하이브리드
성의 하이브리드

하이
브리드

페미닌 룩 머스큘린 룩 유니섹스 룩 앤드로지너스룩 잰더리스 룩
스키 승마 트레이닝복 선 트레이닝복 권투

대표적
스타일

디자
이너

2006 F/W
D&G

2008 S/S  
Ralph Lauren

2001 S/S
Emporio Armani

2001 F/W
Yohji Yamamoto

2006 S/S 
VPL

는 섹시 룩, 어리고 낭만적인 여성스러움을 강조하
는 로맨틱 룩을 포함한다58). 대표적 스타일을 설명
하면 2006년 D&G가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여 겨울 
스포츠인 스키에서 영감을 얻어 눈꽃송이 문양을 
니트에 적용한 여성스럽고 따뜻한 겨울 스타일을 
보여 주었다. 머스큘린 룩은 매니시룩이라고 하며, 
여성들이 전형적인 남성 복장인 바지를 착용한 남
성 이미지의 여성 복장을 의미59)하는데 좀 더 남성
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여성성을 느낄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는 2008년 Ralph Lauren이 
디자인한 것으로 승마에서 영감을 받아 전체 컬렉
션을 디자인하였다. 원래 이 승마복은 여성이 승마
라는 스포츠에 참가함으로써 남성의 일습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옷이다. 따라서 머스
큘린 룩을 대표하는 옷이라고 할 수 있고, 최근까
지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영감으로 가장 많이 사용
되는 룩이다. 유니섹스 룩은 남녀 공용, 남녀가 동
일한 의복 형태를 착용하고 옷에 있어 남녀 구별이 
없는 것을 말한다60). 대표적 스타일을 보면 2001년 
Emporio Armani가 트레이닝복 선을 디테일 선으로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이 같은 스타일의 유니섹스 
룩을 만들어 내었다. 앤드로지너스 룩은 토털 룩에
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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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Ibid., pp. 57-58.

성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는 2001년 Yohji Yamamoto
가 보여준 것으로 트레이닝복에서 영감을 얻어 트
레이닝복 형태의 상의와 반바지 그리고 한쪽이 열
려 있는 긴 개더주름치마를 입고 여성인지 남성인
지 알 수 없는 쇼트 컷의 머리와 메이크업을 하여 
양성성을 표현하였다. 잰더리스 룩은 성의 구별이 
없는, 중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델이 여성
인 경우 옷을 착용한 후에 옷으로 인해 성이 구별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61). 대표적 예인 2006년 
VPL의 디자인은 권투에서 영감을 받아 편안한 후
드달린 형태의 재킷, 무릎 아래 길이의 바지와 한 
벌로 보여 주었는데, 옷의 형태로 인해 여성의 몸 
형태를 전혀 알 수 없고, 남성적인 느낌마저 드는 
잰더리스 룩을 보여 주었다.

위의 하이브리드 패턴의 하위테마에 나타난 스포
츠 유니폼 종목과 트레이닝복의 하이브리드를〈표 
11〉에 정리한 결과, SIF 패션에서 가장 많은 부분
을 차지하는 것은 스트리트 스포츠 룩으로서 나타
난 종목도 13가지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니멀 룩, 머스큘린 룩, 스페이스 룩, 인프라 룩, 
아방가르드 룩, 지오메트릭 룩, 바디컨셔스 룩, 사
이버 룩, 시스루 룩, 페미닌 룩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에서 나타난 SIF의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유럽 
룩의 영향을 받은 경우, 스키가 중요한 종목임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인프라 룩은 역시 형태적인 측면
에서 영감의 주 근원지가 수영임을 확인하였다. 머
스큘린 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승마는 앞에서
도 설명한 것처럼 남성의 일습을 입게 된 계기를 
마련한 옷으로 현대 여성의 옷에 남성성을 부여하
는 중요한 요소로 디자이너들에게 자주 이용되는 
영감의 원천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니멀 룩은 
스포츠 종목에 의한 영향도 지대하지만 무엇보다 
한 줄부터 세 줄까지의 선을 이용하여 심플한 실루
엣에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로 사용되어 디자인을 
스포티하게 만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트래
디셔널 룩의 영감의 원천인 테니스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사실 테니스 복은 과거 역사 속에 여성 테니
스 선수들에 의해 기존의 통념을 깨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운동복 중에 대중 패션에 많은 

영향을 끼친 옷이라고 할 수 있다. 테니스웨어는 
현대에서 골프웨어로써 그리고 일반 캐주얼웨어 
등과 혼합되는 등 그 사용범위가 광범위하다. 사례 
분류에서도 테니스웨어는 운동복의 개념보다는 일
반 패션에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패션의 
클래식이 되었다. 자연주의 주제 중의 하나인 트로
피컬 룩, 에콜로지 룩, 프리미티브 룩은 특히 수영복
에 집중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면이 작아 디자인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화려한 색상이나 패턴을 이용하면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오메트릭 패턴도 같은 이
유로 수영복 디자인에 많이 쓰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의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패션의 중요한 메가트랜드로 발전하게 된 sports- 
inspired fashion의 하이브리드 패턴을 분석하였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SIF의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고, Gap 
press 잡지에 나타난 지난 10 년간의 세계 4대 컬렉
션 사례들 중에서 운동종목의 유니폼이 나타난 사
례를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다음으로 그 사례들 중
에서 분석의 틀에 분류된 하위차원의 테마와 하이
브리드 된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도출하였다.

첫째로, 지난 10년간 Gap press에서 얻은 총 61,359
개의 사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중 하이브리드
가 나타난 SIF을 분류한 결과 총 534개로 전체 컬
렉션 사진 중에 0.87%를 차지하였다. 스포츠 유니
폼 종목과 트레이닝복, 운동화까지 합쳐 총 23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시즌별 변화 추이에서 SIF은 
주로 봄 컬렉션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각 년도와 
시즌 별로 나타난 것을 살펴보면 2003년 S/S, 2004
년 S/S, 2005년 S/S와 2008년 S/S 그리고 2010년 
S/S에서 SIF이 더욱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
는데 이는 2004, 2008, 2010년의 올림픽 행사들이 
디자이너들에게 SIF을 디자인하게 하는 동기를 많
이 부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SIF에 가장 많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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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하위테마와 스포츠 유니폼 종목의 하이브리드 분석 

상위
차원

하위
차원

스포츠 유니폼 종목과 트레이닝복, 운동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 22 23

수영 스키
테니스

승 마
스쿠바

육상 체조 야구 권투 폴로 골프 역도
미식축구

레슬링
싸이클

피겨스케이팅

농구 축구 펜싱

트레이닝복 선

트 레이 닝복

유니폼넘버

운동화
총
24종목

비율
(%)

지역 
문화의

유럽 룩  7 1  8
24

(5%)
아프리카 룩  2  1 3  3  9

아시아 룩  1  4 1 1  7

계층
문화의

스트리트룩  2  4  2  1 5 7 2 1 3 1  8 11 4 51
97

(18.8)
그런지 룩  1 1 1 2  2 3 2 12

인프라 룩 19  2  1  1 1 3 1 1 1  2  2 34

시간의 

미니멀 룩  9  7  4 1 1 1 4 4 14  2 47

298
(58.2)

아방가르드 룩  5 10 1 1 5 1  7 3 33

트래디셔널 룩  1  1 27  1 3 3 36

빅 룩  7  2 1  1 11

트로피컬 룩  6 1  7

프리미티브 룩 14  1  1 16

에콜로지 룩  6  1 3 10

밀리터리 룩  3  5  2  2  1 3 16

지오메트릭 룩 15  1  2 3 1 1 1 1  1 26

스페이스 룩  8 12 2 5 2 2 2  2  2 37

사이버 룩  4  2  2  3 4 1 2 1  1 20

바디컨셔스 룩  2  1  6 3 6 2  1 21

시스루 룩  4  3  1 1 1 2 1 1 1   3 18

성의

페미닌 룩  2  1  7 2 1 1  2  1 17

93
(18.2)

머스큘린 룩  6 15 1 1 3 3 3 1 2  3  4 42

유니섹스 룩  1 3 1 1 2  2  6 16

앤드로지너스 룩  1 1 1 1  3  7

잰더리스 룩 2 1 2  1  5 11

감을 준 스포츠 유니폼 종목은 수영, 스키, 트레이
닝복 선, 테니스, 트레이닝복, 승마, 스쿠바, 육상, 
체조, 야구, 권투, 폴로, 유니폼넘버, 골프, 운동화, 
역도, 미식축구, 레슬링, 싸이클, 피겨스케이팅, 농
구, 축구, 펜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트레이닝복 
선은 한 줄에서 세 줄의 형태로서 디자이너는 이것
을 이용하여 이브닝웨어부터 정장, 캐주얼, 아방가
르드 한 패션까지 그 범주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하

여 의상에 스포티하고 신선한 느낌을 주는 요소로
서 SIF가 하이패션과 하이브리드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분석의 틀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 계층 
문화, 시간, 성의 하이브리드가 도출되었고, 하위 테
마는 총 25개가 도출되었다. 시간의 하이브리드는 
총 297개로 전체의 5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고, 계층 문화의 하이브리드는 총 96개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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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18.8%를 차지하였으며, 성의 하이브리드는 총 
93개로 18.2%를 차지하여 상하위 문화 간의 하이
브리드와 비슷한 분포를 차지하였다. 지역 문화 간
의 하이브리드는 26개로 5%를 차지하고 SIF 중 타
문화와 하이브리드 되는 비율은 미비하였다. 

각각의 하위테마와 스포츠 종목의 하이브리드를 
분석하여 그 정도를 순위로 10개까지 추려본 결과, 
스트리트 스포츠 룩, 미니멀 룩, 머스큘린 룩, 스페
이스 룩, 인프라 룩, 아방가르드 룩, 지오메트릭 룩, 
바디컨셔스 룩, 사이버 룩, 시스루 룩 순위로 나타
났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테마와 가장 많은 회수가 
하이브리드 된 스포츠 종목을 분석해 본 결과, 유
럽 룩은 스키, 인프라 룩은 수영, 미니멀 룩은 트레
이닝복 선, 아방가르드는 스키, 트래디셔널 룩은 테
니스, 빅 룩은 스키, 트로피컬 룩, 프리미티브 룩, 
에콜로지 룩, 지오메트릭 룩은 수영, 스페이스는 스
키, 페미닌 룩은 테니스, 머스큘린 룩은 승마 등과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났
다. 

따라서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SIF을 창조하기 위
한 개괄적인 포인트를 제시한다면 디자이너는 항
시 스트리트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하위문화 세대
의 스트리트 스포츠와 스트리트 패션을 주목해서 
보아야 하고 옷의 범주와는 무관하게 심플하고 단
순하며 한 줄에서 세 줄 선의 트레이닝복 선을 응
용하여 디자인을 창조한다. 고객에 따라 성은 자유
롭게 표현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미래적인 느낌을 
낼 수 있는 신소재나 디테일을 이용한다면 이상적
인 SIF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좀 더 과감한 고객에게는 남과 다른 실험적인 요소
를 제안하거나 색다른 지오그래픽 패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섹시함을 추구하는 고객에게는 몸에 꼭 
맞아 섹시하고 건강하고 멋지게 보일 수 있는 바디
컨셔스 룩과 시스루 룩을 제안할 수 있다. 그리고 
테마에 따라 위에 제시된 스포츠 유니폼 종목들과 
연계를 맺는다면 좀 더 효과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현대는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인해 스
포츠와 스포츠웨어가 계속 다양하게 변화 개발되
고 있으며, 또한 패션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원천
으로써 현대 하이패션의 변화에도 지속적인 영향

을 끼치고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현대 생활에 있어 여가와 건강이 더욱 중요해
지는 앞으로의 미래에도 그 영향이 계속될 것을 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의 결과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좀 더 정확한 SIF의 특성이 무엇인
지 알려줌으로써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길 바라며, 앞으로 변화될 SIF 디자인 제품 
개발에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
다.

본 연구의 제한 점은 SIF을 관찰하는데 있어 때
로는 하나의 옷에서 여러 가지의 하이브리드가 나
타나는 중복 현상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현
상에 대한 분석을 제외시킨 점이다. 또한 하위테마
의 분류 주제가 너무 많은 관계로 다양한 사례와 
세밀한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
서 각 하위테마 별로 미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
리고 본 연구는 지난 10년의 기간을 연구기간으로 
정하여 연구하였는데, 하이브리드 현상이 심화되기 
전의 기간과 비교 연구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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