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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increases in the amount of spare time by many and with increased social interest in health, the sportswear 

market is steadily growing. Thus, sportswear companies are putting more effort into developing their websites for 

differentiation strategies. It is possible to deliver effective images with the use of proper colors in websit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olors of websites of sportswear brands' and to compare their characteristics. Thirty- 

seven brands were chosen and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active sportswear, outdoor wear and golf wear. 168 color 

samples in total as main colors, sub-colors and accent colors were collected from the first screen of each websites. 

The colors were analyzed by Musell's 10 hues and by the 12 tone classifications of PCCS. The results indicated 

that white is the color most often used as the main color and sub-color on these websites. There were differences 

among the colors of the three groups. Both active sportswear and outdoor wear have a similar tendency in terms 

of their use of colors and tones, while golf wear is different from these two groups. Active sportswear websites 

and outdoor wear websites frequently used red and vivid, bright tones for their accent colors. In comparison, Green 

Yellow and light grayish tones were most commonly used as accent colors in golf wear websites.

Key words: sportswear(스포츠웨어), website color(웹사이트 색채), image(이미지).

 

Ⅰ.   론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

심이 높아지면서 운동을 생활 속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이 확산되면서 스포츠웨어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

었고, 이에 따라 스포츠웨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

장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의 경쟁

이 치열해지고, 각 기업은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위

한 강력한 수단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

단으로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브랜드 고유

의 마케팅 기법이 요구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하

나로 이용되는 것이 웹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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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IT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날

로 높아지고 있다.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가 발표한 2009년 ‘정보통신 발전지수’에서 

전 세계 154개국 중 스웨덴을 이어 2위를 차지하였

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의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

면, 2009년 5월 현재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가구 

내에서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갖

추고 있으며,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7% 이상이며, 인터넷 이용자의 70% 이상이 일상

생활에서 인터넷이 중요하다고 응답할 정도1)로 인

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인터넷 이용

환경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는 더 많은 웹사이트

를 생겨나게 하였고, 이는 기존 웹사이트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브랜드 이미지를 파

악하고,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다양한 정보도 제

공받을 수 있게 한다. 인터넷 이용자의 80%가 인터

넷을 통해 자료 및 정보 획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

을 한다는 조사 결과2)는 각 브랜드업체의 차별화된 

웹사이트 구축의 중요성을 일부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웹사이트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요

소인 레이아웃,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문자, 아이

콘, 색채 등을 통해 사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적인 

구성요소들을 이용한 방법은 사용자의 감성을 자

극하고,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며, 나아

가 구매행동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3)하는데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각적인 요소만 중시한 나머지 선명한 

화질만 요구한 대용량 이미지나 수많은 애니메이

션 및 Java Script 효과 등을 사용하면 오히려 웹사

이트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과 부정적인 인식을 가

지게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웹사이트에서의 적절

한 색채 사용은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사용자의 시

선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시각적 만족감도 줄 수 있

다.  

지금까지 국내외 패션 웹사이트의 디자인과 색

채 특성 및 이미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4～6)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포츠웨어에 대한 인식 및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스포츠 브랜드 웹사이트의 디자

인 구성요소 및 브랜드이미지에 대한 연구
7)
도 선행

되었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색채 사용이 웹사이트

의 차별성 확립과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음에도, 스포츠웨어 브랜드 웹사이트의 색채 

사용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스포츠웨어 브랜드 웹사이트의 

색채를 분석함으로써,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새 웹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기존의 웹사이트를 개선할 때 

색채 사용을 통한 이미지 전달 효과를 높이는데 도

움을 주고자 한다.

Ⅱ. 론적 고찰

1.스포츠웨어 브랜드  과 행 연

스포츠웨어는 전문적인 운동 경기나 개인이 운

동을 하기 전후에 착용하는 의복을 총칭한다.8) 하

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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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및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스포츠웨어

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리고 운동을 생활화하

는 사람이 늘면서 스포츠웨어 시장이 확대되고 동

시에 기능성만이 아니라 패션성도 가미한 스포츠

웨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9) 이로 인해 스포츠웨어

에 대한 대중의 생각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운동만

을 위해서 스포츠웨어를 착용했다면, 지금은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착용하는 일상복으로 대

중에게 다가가고 있다.10) 따라서 이제 스포츠웨어

는 특정 계층을 위한 의복이 아니라 성별과 나이의 

구분 없이 대중을 위한 의복으로 변화하였다. 

한국패션 브랜드연감에 따르면 스포츠웨어 브랜

드는 2001년 전체 복종의 10.7%에서 2008년 12.2%

로 증가한다고 나타났다.11) 또 한국패션협회는 ‘한

국 패션시장 트렌드 2009’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상

반기 스포츠웨어 시장이 아웃도어 시장의 확대로 전

체 패션시장의 12%를 기록하였으며, 추후 스포츠웨

어가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12) 

이처럼 패션시장에 있어서 스포츠웨어 브랜드 시

장은 예전에 비해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성

장 가능성도 높아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

다고 판단된다.

스포츠웨어 브랜드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보면, 

이현경13)은 1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소비자 가치

와 스포츠웨어 추구 혜택 및 속성 평가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남녀 모두 소비자 가치에 따라 브랜

드와 기업이미지를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

다. 또 이경순14)은 스포츠웨어 브랜드특성이 청소

년의 구매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브랜드 특성

이 구매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스포츠웨어 

브랜드에 있어서 브랜드 이미지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알 수 있다. 송

혜인15)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브랜드

의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적인 욕구를 조

사하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웹사이트에 있어서 브랜드의 고유성 및 제품의 표

현을 위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우호적

인 색상 및 이미지도 중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또 웹디자인에 따른 브랜드이미지 향상은 제품 

구매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밝혔다.  

2.  브랜드 웹 사 트  색채

인터넷은 시간, 공간적 제약 없이 새로운 가상공

간을 형성하는 매체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

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기

업과 고객간의 교류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

식보다 구축비용을 낮출 수 있어서 보다 경제적이

다. 

최근 인터넷의 생활화, 보편화, 대중화 등으로 인

한 인터넷 이용의 증가는 새로운 마케팅 도구인 웹

사이트의 잠재성을 이끌어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

이는데 일조하였다.
16)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업은 소

비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보다 빠르

고 손쉽게 전달할 수 있고, 소비자와의 1:1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해져 제품 및 서비스 태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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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pp. 113-123.

19) 양정은, “웹아이덴티티 구현을 위한 시각디자인에 관한 연구: 국내 아파트 상위 브랜드를 중심으로” (중앙대

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 4-34.

20) 박진아, “웹 디자인에 있어서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효과적인 레이아웃에 관한 연구: 국내 대학 홈페이

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1-16.

21) 김희정, “효과적인 Internet의 Interface 접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42.

22) David C. Brown, Esteban Burbano and Joel Minski, “Evaluating Web Page Color and Layout Adaptations," 

IEEE Multimedia Vol. 9 No. 1 (2002), pp. 86-89.

23) 정수진, 송혜인, “웹 아이덴티티가 브랜드이미지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 연구 8권 2호 (2005), 

p. 120.

24) 권현주, 구양숙, “패션 브랜드의 웹사이트 활용 실태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권 1호 (2005), p. 5, 재인

용, 박하나, “남성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외 웹사이트 색채 특성 비교,” 복식문화연구 17권 2호 (2009), p. 345.

25) 정수진, 송혜인, op. cit. p. 122.

26) 윤현정, “국내․외 백화점 웹사이트 색채 비교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 2.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쉽다. 또한 최근 기업

은 게시판과 같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장을 이용

해 소비자 간의 대화도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이러한 증대된 상호작용성을 커뮤니

케이션 도구로써 이용한다면 기업은 보다 효과적

으로 소비자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친밀감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17)

 특히 웹 디자인의 이미지와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사이트는 단순히 제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브랜

드 인지도, 신뢰성, 소비자 구매 결정 요인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18)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

되고 있다. 

정보화의 홍수 속에서 단순히 문자만으로 이뤄

진 정보 메시지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레이아웃, 색채, 타이포그래피, 

그래픽(이미지, 로고와 심볼, 아이콘) 등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
19)

로 웹사이트를 적절히 잘 구성한다면 

소비자와의 대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

다.20) 왜냐하면 시각은 인간의 오감 중 가장 발달되

어 있어서 어떤 사물을 인지할 때 효과적이며, 이

러한 시각을 고려한 정보 전달 방법은 인간의 오감 

중 80%를 차지하므로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편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21) 

레이아웃, 색채와 같은 요소들은 평균 작업시간

을 줄여주고,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용효율성을 높여주는데,
22)

 이를 통한 편

리성 증대는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

떠한 종류의 브랜드라도 이미지 구축시 시각적인 

요소가 쓰이지만, 특히 패션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주목할 만한 정보를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의 심미성과 감성을 자극하기 위

하여 전체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잘 보여줄 수 있

는 웹사이트를 더욱 잘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패션 브랜드 중 스포츠 브랜드를 이용하고자 하

는 소비자들은 TV, 잡지,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보

다 인터넷을 통해 제품 정보를 가장 많이 얻으며,23) 

웹사이트 구축 비율도 80%로 다른 어떤 패션 브랜

드보다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4)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웹사이트 구

축의 필요성을 나타내는데 크게 일조한다고 여겨

진다. 또, 스포츠 브랜드에 있어서 웹사이트 디자인

이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과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는 스포츠 브랜드에 있어서 웹사이트 

디자인이 중요함을 알려준다.25)  

웹사이트 디자인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가 있지

만, 그 중 색채는 웹사이트에 처음 접했을 때 단시

간에 전체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가장 큰 영

향력을 행사한다.
26)

 동시에 특별하거나 복잡한 기술

이 없이도 인간의 감각을 효과적으로 자극한다. 웹

사이트에서 시각에의 의존도는 90% 이상일 정도로 

큰데, 주로 사용되는 색채는 브랜드 이미지는 물론 

나아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

다.27)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색채는 시각적 컨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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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백은성, “패션 브랜드 웹사이트 홈페이지 색채계획”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22-177.

28) 정영성, “패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웹스타일 가이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13.

29) 김남희, “패션 웹사이트의 색채 분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1-83.

30) 정영성, “패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웹스타일 가이드 연구: 영캐주얼 브랜드 웹사이트 중심으로” (홍익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88.

31) 라기예, op. cit., p. 89, 91.

32) Ibid., p. 89, 91.

33) 장은영, 성공적인 패션 비즈니스를 위한 패션유통과 마케팅, (서울: 교학연구사, 2008), pp. 34-35.

구상화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요소로 주목

할 만하다.28) 

색채로 브랜드 감성을 드러내는 패션 브랜드에 

있어서 적절한 색채 구성 및 배치는 보다 중요하며, 

패션 브랜드 웹사이트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한 차별적인 마케팅 기법 중 하나로 이용 가능

하다. 김남희
29)

는 패션 브랜드 웹사이트가 사용한 

색채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다양한 색채를 사용

하여 경쟁력을 높이면 사용자들에게 시각적인 즐

거움을 주고 동시에 구매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

다고 하였으며, 조사 대상이 된 브랜드의 웹사이트

에서는 타겟이 되는 고객층에 맞추어 각기 다른 분

위기의 색채를 특징 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패션 브랜드에 있어서 웹사이트는 브랜드 인식과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강렬한 웹사이트 구축

이 필요한데,
30)

 패션 브랜드에서 브랜드 이미지 확

립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웹사이트 색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31) 라기예32)의 연구 결과, 패션 브랜

드의 웹사이트에서는 White, Gray, Black과 같은 무

채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강조색으로 Red와 

같은 난색 계열이 많이 이용되었는 데, 패션 브랜드

는 이러한 색상들을 브랜드 이미지 형성과 브랜드 

웹사이트 구축에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다르

게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패션 브랜드 웹사이

트에 적용된 색채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 이

<표 1> 연구 대상 스포츠웨어 브랜드 선정 및 분류

구분 브랜드 명

액티브스포츠웨어
나이키, 뉴발란스, 르까프, 르꼬끄스포르띠브, 리복, 스프리스, 아디다스, 아식스, 이엑스알, 

카파, 케이스위스, 퓨마, 프로스펙스, 헤드, 휠라

아웃도어웨어
노스페이스, 라푸마, 마운틴하드웨어, 밀레, 버그하우스, 블랙야크, 컬럼비아스포츠웨어, 

K2, 코오롱스포츠

골프웨어
닥스골프, 먼싱웨어, 빈폴골프, 아놀드파마, 슈페리어, 엘로드, 울시, 이동수골프, 임페리얼, 

잭니클라우스, 트레비스, 핑, 휠라골프

용될 수 있으므로 오프라인 브랜드와 웹사이트 색

채 이미지를 함께 떠올릴 수 있도록 색채 이미지를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하였고, 또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를 두기 위한 특색 있는 배색 전략도 요구되

어진다고 하였다.

Ⅲ. 연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웹사이트의 색

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스포츠웨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높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국내외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08/09 한국패션 브랜드 연감을 참조하여 서울 

주요 백화점에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웨

어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브랜드 중에서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브랜

드를 제외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브랜드 및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웹사이트만을 선별하여 

총 37개 브랜드를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스포츠웨

어의 분류에 따른 웹사이트 색채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장은영
33)

의 분류를 참조하여 스포츠웨어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표 1).

자료 수집은 수집 당일 해당 스포츠웨어 브랜드 

웹사이트를 접속한 후 가장 첫 화면을 일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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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하여 이미지화 시켰으며, 각 이미지에서 사용된  

색채를 면적별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

하여 총 168개 색채의 RGB값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색채는 분석을 위해 Munsell conversion 

(ver.10.0.8a)을 이용, HV/C값으로 치환하였다. 색상 

특성 분석을 위해서 치환된 HV/C값을 먼셀 색체계

에 따라 10색상의 유채색(R(Red), YR(Yellow Red), 

Y(Yellow), GY(Green Yellow), G(Green), BG(Blue 

Green), B(Blue), PB(Purple Blue), P(Purple), RP(Red 

Purple))과 무채색으로 분류하였다. 색조는 PCCS에 

의해 p(pale), ltg(light grayish), g(grayish), dkg(dark 

grayish), lt(light), sf(soft), d(dull), dk(dark), b(bright), 

s(strong), dp(deep), v(vivid)의 12색조 및 무채색으로 

분류하여 특성을 분석하였고, 무채색은 W(White), Gy 

(gray), Bk(Black)의 3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Ⅳ. 결  과

1.스포츠웨어 웹사 트 전체 색채 경향

스포츠웨어 웹사이트의 전체적인 색상 특성을 살

펴보면 무채색이 36.9%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

나고 있으며, 무채색 중에서는 W(62.9%)가 절반 이

상을, Bk(25.8%)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유채색 중에서는 R(22.6%)와 GY(20.8%) 

계열이 43.4%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

음으로 PB(12.3%), B(11.3%) 계열이 많이 나타났

고, P는 사용되지 않았다(그림 1). 

색조는 고채도와 중명도 이상의 v(17.0%)와 b(16.0%) 

군이 전체의 33.0%, 저채도와 중명도 이하의 ltg(12.3%)

와 g(13.2%), dkg(14.2%)군이 전체의 39.6%로, 주로 

채도에 의한 구분을 보이면서도 저채도와 고채도가 

균형을 이루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2). 

주조색은 배색에 사용된 색 가운데 가장 넓은 면

적을 차지하는 색채로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스포츠웨어 웹사이트의 주조색은 70.3%

가 무채색이며, 그 중 W(69.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유

채색은 G, B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는 

BG, YR만 사용되고, R, Y, GY, PB, P, RP는 주조

색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색조는 p, 

ltg, g, dkg, lt가 사용되어 저채도의 비중이 높은 것

<그림 1> 웹사이트의 전체 색상 분포. 

<그림 2> 웹사이트의 전체 색조 분포.

<그림 3> 웹사이트의 주조, 보조, 강조 색상 분포.

<그림 4> 웹사이트의 주조, 보조, 강조 색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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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그림 4).

보조색은 무채색의 비중이 감소하여 35.2%를 차

지하고 있지만 주조색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

게 W(57.9%)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유채색 중에

서는 GY(34.3%), R(22.9%), B(14.3%) 색상이 많이 

나타났으며, PB와 P는 사용되지 않았다. 색조는 dkg, 

g, ltg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강조색의 경우는 무채색(22.1%)의 비중이 적은 편

이고 W와 Bk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Gy는 

강조색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유채색은 R(26.7%), 

PB(21.7%), GY(16.7%)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P

를 제외한 모든 색상이 강조색으로 사용되었으며, 

색조는 v와 b톤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스포츠웨어 웹사이트

는 주로 W와 저채도의 B, G, BG의 주조색에 W와 

저채도의 GY, R, B를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밝고 깨

끗하며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편안하고 친숙하게 

전달하면서도, 고채도와 고명도의 R, PB, GY 등 색

상을 포인트로 하여 활력과 건강함, 젊음 등의 이

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스포츠웨어 브랜드  분류에 른 색채 경향 

비

액티브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웨어, 골프웨어 각

각의 웹사이트 색채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무

채색은 세 그룹 모두에서 30～40% 정도의 비중으

로 사용되고 있는데, W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아웃

도어와 골프웨어에서는 Gy를 제외한 W와 Bk만 사용

되었다. 유채색으로는 액티브스포츠웨어는 R(23.3%), 

PB(20.9%), B계열의 색상을, 아웃도어웨어는 R(29.6%), 

GY, Y계열의 색상을, 골프웨어는 GY(30.6%), R, G

액티브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골프웨어

<그림 5> 스포츠웨어 분류별 대표사진.

계열의 색상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6). 특히 R색상은 액티브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

웨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골프는 그린계열의 자

연을 배경으로 하는 스포츠이므로 이러한 연상을 

위하여 GY색상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스포츠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색조 경향에서

도 나타나는데,〈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액티

브스포츠웨어는 b(23.3%)와 v(23.2%)톤을, 아웃도어

<그림 6> 스포츠웨어의 분류에 따른 색상 분포 비교.

<그림 7> 스포츠웨어의 분류에 따른 색조 분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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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는 v(22.2%), g, dkg, b톤을, 골프웨어는 ltg(30.6%) 

톤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과 마찬

가지로 색조에서도 액티브스포츠웨어는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b, v톤을 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아웃도어웨어도 활동적인 이

미지를 위해 v톤을 많이 사용했지만, 아웃도어 스

포츠는 중명도와 저채도의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하

기 때문에 이러한 연상을 위하여 g톤의 비중도 높

은 것이 액티브스포츠웨어와는 다른 특성이다. 또

한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하여 차분하고 여유로

움이 느껴지는 정적인 분위기의 스포츠이므로 이

러한 이미지에 맞게 ltg, g, dkg, p 등 주로 저채도의 

색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분류에 따라 주조색, 보조

색, 강조색의 색채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는 스포

츠웨어의 전체적인 색채 경향과 스포츠웨어의 분

류에 따른 비교 결과가 결합된 듯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8～13).

<그림 8> 액티브스포츠웨어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

색 색상 분포.

<그림 9> 액티브스포츠웨어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

색 색조 분포.

<그림 10> 아웃도어웨어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분포. 

<그림 11> 아웃도어웨어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조 분포.

<그림 12> 골프웨어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상 분포.

<그림 13> 골프웨어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색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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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웨어 웹사이트에서 사용된 무채색의 비중을 

스포츠웨어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주조색 중 70.3%

를 차지하는 무채색은 액티브스포츠웨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골프웨어가 그 다음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데, 이 두 그룹에서는 W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에 비해 아웃도어웨어는 가장 적

은 비중으로 무채색을 사용하고 있고 W보다 Bk의 

사용 빈도가 더 많다. 보조색으로는 무채색이 35.2%

의 비중을 보이는데, 아웃도어웨어에서는 거의 사

용되지 않았다. 또한 강조색으로 사용된 무채색의 

비중은 적은 편으로, 세 그룹에서 비슷한 사용 빈

도를 보인다. 

주조색의 색상 경향을 스포츠웨어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액티브스포츠웨어는 B와 G계열, 아웃도

어웨어는 B와 BG계열, 골프웨어는 G과 BG, YR계

열이 사용되어 주로 B와 G계열의 색상이 주조색으

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색조는 p톤이 세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dkg, g, ltg, lt 등 저

채도의 색조가 나타났다. 

보조색의 색상으로는 GY가 세 그룹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났는데, 아웃도어웨어와 골프웨어에서 높

은 비중을 보이며, 액티브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웨

어에서는 R계열이 많이 사용되었다. 색조는 dkg톤

이 세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아웃도어

에서의 비중이 높다. 그 외에도 g, ltg, lt 등의 톤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액티브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

웨어는 v, b 등의 고채도를 보조색으로 사용한 데 

<표 2> 스포츠웨어 분류에 따른 주요 색상/색조와 이미지

색상/색조와

 이미지

분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이미지

전체 스포츠웨어
W, G, B, BG, YR

/저채도

W, GY, R, B

/저채도

W, Bk, R, PB, GY

/고채도

전체: 깨끗한, 밝은, 친숙한, 편안한

강조: 건강한, 젊은, 활기찬

액티브스포츠웨어
W, B, G

/저채도

R

/저채도

PB, R, YR

/고채도

전체: 깔끔한, 깨끗한, 절제된, 차분한 

강조: 에너지 넘치는, 활기찬

아웃도어웨어
BK, B, BG

/저채도

GY, R

/저채도

R, Y

/고채도

전체: 거친, 싱그러운, 어두운

강조: 에너지 넘치는, 열정적인, 활기찬

골프웨어
W, G, BG, YR

/저채도

GY

/저채도

GY, R, Y, PB

/저채도, 고채도

전체: 잔잔한, 차분한, 편안한

강조: 밝은, 산뜻한

비해 골프웨어에서는 고채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강조색으로는 R색상이 세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아웃도어웨어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사용되었고, 골프웨어에서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

다. 액티브스포츠웨어의 강조색은 PB계열의 비중

이 가장 높았으며, 골프웨어에서는 GY계열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색조는 세 그룹 모

두에서 v와 b톤이 나타났고, 그 외에도 dp, s 등의 

톤이 사용되는 등 강조색은 고채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골프웨어에서는 ltg(26.3%) 톤의 사용 빈도

가 가장 높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스포츠웨어 분류별 색채 특성

에 따른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액티브스포츠웨어

는 주조색으로 W와 저채도의 B, G색상, 보조색으

로 저채도의 R계열을 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깨

끗하면서도 차분하게 절제된 느낌을 주었으며, 고

채도의 PB, R, YR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어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스포티브 이미지를 모던하게 표현하

고 있다. 아웃도어웨어는 Bk과 저채도의 B, BG계열

을 주조색으로 하고, 저채도와 고채도의의 GY와 R

색상을 보조색으로 하여 산악지대의 토양과 바위의 

어둡고 거친 이미지와 싱그러운 숲의 이미지를 바

탕으로 하고, 강조색으로 고채도의 R과 Y계열을 사

용하여 아웃도어의 강하고 열정적인 이미지도 보여

준다. 골프웨어는 전체적으로 채도를 낮추고 주조색

에 W와 G, BG, YR색상을, 보조색은 GY, 강조색에

는 GY와 R, Y, PB 등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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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연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일부 강조색은 고채

도로 산뜻하고 밝은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표 2).

Ⅴ. 결  론

본 연구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웹사이트의 색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웹사이트의 색채 경향을 살펴

보고, 스포츠웨어를 액티브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

웨어, 골프웨어로 구분하여 웹사이트 색채를 비교분

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웹사이트에 사용되는 색채는 

무채색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W, Bk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주조색으로는 W와 저채도의 B, 

G, BG색상을 많이 사용하고, W와 저채도의 GY, 

R, B계열을 보조색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편안하게 전달하고 있다. 강조색

으로는 고채도와 고명도의 R, PB, GY 등 색상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면서, 스포츠

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활력과 건강함, 젊음 등의 이

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스포츠웨어를 액티브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웨어, 

골프웨어로 분류하여 웹사이트의 색채 경향을 살

펴본 결과, 스포츠웨어의 구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액티브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웨어는 일부 비슷한 색채 경향을 보이지

만, 골프웨어의 색채 사용은 다른 두 그룹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액티브스포츠웨어는 주조색으로 W를 많이 사용

하여 밝고 깨끗하며 모던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아

웃도어웨어는 Bk를 많이 사용하여 어둡고 거친 자

연의 느낌을 보여준다. 유채색으로는 세 그룹 모두

에서 공통적으로 R 색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데, 특히 액티브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웨어에서 활

동적이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R색상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골프웨어는 GY

색상을 사용하여 싱그러운 그린의 필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색조에서도 스포츠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보이는데, 액티브스포츠웨어와 아웃도어웨

어는 공통적으로 v톤의 비중이 높으면서 액티브스

포츠웨어는 b톤을 많이 사용하여 힘찬 이미지를 전

달하고, 아웃도어웨어는 g톤을 많이 사용하여 자연 

그대로의 거친 느낌을 주고 있다. 골프웨어는 주조

색과 보조색, 강조색 모두에서 ltg톤을 높은 비중으

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웹사이트의 색조를 통일

감 있게 사용함으로써 차분하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

어 다른 스포츠에 비해 정적이고 여유로움이 느껴지

는 골프의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웨어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색채

는 스포츠웨어 분류에 따른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

으며, 각 그룹의 특성에 적합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스포츠웨어 브랜드는 웹사이트에 본 연구

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그

룹 내에서도 각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컨셉이나 아

이덴티티에 따라 표현하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이미

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웨어 

브랜드가 웹사이트를 구축하거나 개선할 때는 우선 

웹사이트의 목적과 웹사이트로 소비자들에게 전달

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그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

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웨어 브랜드 웹사이트의 색채 

사용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스포츠웨어 웹사

이트의 색채 특성을 알아보고, 스포츠웨어의 분류

에 따라 색채 경향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웹사이트의 시각적인 마케팅 기획에 

있어서 차별성 제공에 시사점을 두고자 하였다. 하

지만 본 연구는 웹사이트의 색채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다른 구성요소를 더 

고려하지 못한 것이 제한점이다. 따라서 웹사이트

의 다른 구성요소를 파악하여 스포츠웨어 브랜드 

웹사이트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스포츠웨어 브랜

드의 분류별 웹사이트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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