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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suggest the design of a new direction that copes with the chang-
ing environment.  For example, the design for outdoor wear can be made through various meth-
ods that allows it to be worn for anytime and anywhere. Also, the research aimed to seek a de-
velopment direction of outdoor wear design with environment-friendly expanded function that 
handles unpredictable environmental changes.  The analysis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said that the trend of the outdoor wear design according to climate and environment 
changes is a design that seeks an efficient and rational role in functional aspects such as complex 
multi-functionality and minimum decorations as well as enhancing economic efficiency. Second, 
the outdoor wear design provides the optimal climate for the human body even in a con-
tinuously changing artificial environment. Its easy and comfortable function also helps to keep de-
fense from possible risk elements. Lastly, this research seeks interactions among design, the body 
and environment. It also tries shape change using buttons and zippers, etc. according to ex-
pansion of a structural form of clothes as multi-functionality and versatility tools, and seeks a de-
sign form that can be reconstructed. The research that geared toward environmental changes 
should be further progressed in order to produce apparel that have efficient adaptability of any 
climate situations.

Key words: changing climate and environment(기후환경변화), expanded function(기능확장), 
multi-functionality(다기능성), outdoor wear(아웃도어웨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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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환경문제의 대두로 사회와 자연환경 그리고

패션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와 대처능력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변화된 기후 조건에 따른 패션

경향의 변화를 고찰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패션디

자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된 기능의 패션디자인 방향, 특히 언제 어디서든 다

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의 발전방향 모색에 그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기후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패션 디자인의 영역을 고려하고 환경에 대응하는 기

능이 확장된 패션디자인의 분석․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과 패션이 접목되어 변

화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

시하는 것을 목표로 단순히 ‘입는다’라는 옷의 기능

에서 벗어나 옷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특

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 확

장과 유형을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에서 트랜드를 발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곳인 삼성디자인넷, 퍼스트

뷰 코리아, 인터패션플래닝1)에서 제시하는 2000년

이후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패

션 경향에 대해 분석하여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다. 둘째, 환경 변화에 따른 패션분야의 변화된 패러

다임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능성이 확장된 아웃도

어 웨어 디자인의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의 다기능적 요소의 유형을 분

류하여 확장된 기능의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의 조형

성을 분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범위는 과학기술과 융합으로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패션 영역에서

변화하고 진화된 기능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2000년 이후로 한정하였다. 단, 의복만이 가지는 고

유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유형분류

에 있어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디지털 기계조작에 의

한 기능 확장은 제외하였다.

환경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친환경, 에코디자

인, 그린디자인을 키워드로 섬유, 디자인, 마케팅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연

구동향은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

한 디자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환

경에 관련된 선행 연구는 그 표현 유형을 감량화, 재

사용, 다기능, 윤리적 디자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연

구2), 21세기 현대 디자인의 기능성과 연관하여 연

구3), 이를 기후변화와 연관하여 분석한 연구4)가 있

다.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선행연구는 스포츠웨어,

운동복, 등산복 등의 연구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 각 스포츠의 특수성, 소비행동 등에 관

한 연구5)가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타운웨어 겸용

등산복에 대한 연구6)가 진행되는 등 다기능화되는

스포츠 웨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측이 어려운 기후변화라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패션 디자인은 편안함과 내구성, 보호의 경향을 갖기

를 원한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더욱 효율적이고

기능성을 가지면서 날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환경문제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환경변화에 대처능력을 가진 아웃도어 웨어

에 관한 연구로 그 차별성을 가질 수 있으리라 사료

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후변화에 따라 변화한 사회적 배경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심화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기후와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상이변

현상이 새로운 기후로 자리잡게 되어 자연환경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이나 수산업 등 산업 역시 달

라지는 기후에 따른 변화를 가져왔다.7) 또한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분야에서도 변화된 기후

조건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전반에 걸친 환경의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 103 -

변화는 패션 스타일과 라이프스타일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패션영역에서 역시 다양

한 보고서와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속

가능한 섬유와 의류에 대한 RITE(Reducing the

Impact of Textiles on the Environment) 컨퍼런스에

서는 의류와 직물이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윤리적이고 경쟁력 있는 의류산업에 대

한 연구와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 SFI Spring

Street Fashion 보고서8)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의해

사람들의 옷 입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기능

적인 소재들로 새로운 방식의 레이어드 룩을 선보이

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날씨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모든 날씨에 적합한 옷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스타일 등장할 것이라 예상하

였다. 이에 따라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

의 계절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생긴 시즌리스

아이템이 증가하였고, 얇은 두께와 가벼운 중량감의

레이어드 착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패션영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이 대두되

어 ‘그린디자인’, ‘친환경디자인’, ‘재활용디자인’ 등의

컨셉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친환경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환경적, 사회적, 도덕적 영향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전체 시스템 속에서 제품

을 생각하는 총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디자인 개

념이라고 할 수 있다.9) 이것은 기업의 경영자, 디자

이너, 소비자로서 각각의 책임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

결방안을 제안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

감량화디자인, 재활용과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고안된

재디자인, 형태의 변형이 쉬워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디자인, 사회․윤리적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윤리적 디자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0) 특히 형태가 쉽게 변형

될 수 있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변형,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자연의 유효 이용 기간을 연장시켜 폐

기물을 줄이는 다기능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변 용이한 다기능

디자인은 기능성과 효율성을 기초로 사용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2.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 확장
아웃도어 웨어(outdoor wear)는 말 그대로 야외에

서 입는 옷을 지칭하며, 야외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위해 착용되는 의복으로 등산복이나 스키복과 같은

산악활동을 위한 의류에서 조깅복, 다목적 스포츠 의

류를 통칭한다. 기존의 스포츠웨어에서 아웃도어 웨

어 개념으로의 변화는 골프, 트레킹, 등산 등 야외활

동의 다양화에 따라 기능적이면서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의류가 발달하고 일상복과 스포츠웨어간의 경

계가 사라짐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섬유

산업연합회 등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아웃도어 웨어

시장규모는 2001년 약 5,200억 원에서 2008년 1조

8,000억 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1) 이처럼 아웃도어 시장이 급성장한 데는

생활수준 향상, 주 5일 근무제의 도입, 웰빙 경향 등

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소비층이 늘

었으며, 이를 겨냥해 기능성과 패션성을 갖춘 스포츠

웨어와 일상복을 겸할 수 있는 아웃도어 웨어의 수

요가 발생했음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웃도어 웨어는

전문적인 레포츠에 적합한 의류, 캐주얼 의류로도 병

행할 수 있는 기능적이면서도 편안함을 동시에 갖춘

형태의 의류로 발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운동용으

로 인식되어 왔던 아웃도어 웨어가 일상복으로 활용

되어지는 소비자의 인식이 증가하면서 아웃도어 웨

어는 패션 스타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신소재 개발 등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아웃도어 웨

어 영역은 다양한 영역과의 융합과정을 거치면서 활

동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고성능 다기능의 디자인으

로 설계 및 제작되고 있다.

Ⅲ.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 확장에
따른 유형분석

1.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 확장에 따른 유형분석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 확장에 대한 개념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확장, 형태적 변형에 따른 확장 등 다

양한 범위에서 연구되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

웃도어 웨어의 기능 확장에 대한 개념의 범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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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 확장

은 ‘사용자의 요구와 환경에 따라 형태가 쉽게 변화

하여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복식’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내렸다. 이는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일반적 개념

과 기능의 확장이라는 전제조건을 포함하였고, 의복

만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유형분류에 있어 과학기술이 접목되어 디지털

기계조작에 의한 기능 확장은 제외한 조작적 정의이

다. 또한 개념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기능 확장

유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아웃도어 웨어 영

역에서의 기능 확장 유형은 단어적 의미를 기준으로

간단한 조작에 의한 기능 확장, 대체물을 이용한 기

능 확장, 형태적 변형에 따른 기능 확장, 환경과 조

건에 반응하는 기능 확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간단한 조작에 의한 기능 확장은 디자인의

일부 변형이나 조절에 중점을 두고 폭이나 높이 실

루엣을 조절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는 양면으로 입

을 수 있는 소재나 기법을 사용하거나 착장자의 연

출에 의해 기능이 확장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

Junya Watanbe는 2000 S/S 컬렉션에서 변덕스러운

기후상의 조건들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의상

을 선보였다<그림 1>.12) 일반 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타일 회사인 토레이(Torat)사와의 협조로 공기

가 통하면서도 방수가 되는 합성 소재들을 개발하였

다. 그림 1은 리버시블 디자인(reversible design)으로

방수 원피스로의 가변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의 외

부적 요인에 대해 방수의 기능성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성을 가지는 기능 확장을 의미한다.

Hussein Chalayan은 <그림 2>13)의 2003 F/W 컬렉

션에서 에어백을 이용한 드레스를 통해 과도적 환경

안에서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외부적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 보호 기능성들을 제시하였다.14) 스커

트에 부착된 주머니를 열어 숨겨져 있던 에어백이

구명조끼로 부풀어 오르는 형태로 의복의 휴대기능

성을 활용하여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체물을 이용한 기능 확장은 탈부착을 통

한 기능의 변화로 용도의 확장, 관리의 편리성, 개성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의복의 부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 해체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로 가

변되고 기능의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한 디자

인이다.15) 즉, 한 가지 의복 내에서 분리· 조합되는

탈· 부착개념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림 3>16)의 경우는 ‘Smart &

Supplies’란 주제로 YKK 한국㈜과 에스모드 서울에

서 개최한 워크샵의 작품이다. <그림 3>은 ‘WATER

RESIST’라는 주제로 호우 및 각종 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성 의류로 지퍼와 버클 등을 이용하여

소매와 바지의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우비가

내장되어 있고 아우터에 부착된 고무관을 불면 구명

조끼의 기능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아우터의 스트링

과 지퍼를 이용하여 가방으로 변형이 가능하여 아웃

도어 웨어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게 한 기능 확장

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형태적 변형에 따른 기능 확장은 비교적 간

단한 수작업을 통해 펼치거나 접어서 형태가 변화하

고 이에 따라 기능이 변화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의 확장은 디자이너의 창조적인 아이디

어, 혁신적인 부자재와 기술의 뒷받침으로 만들어진

다. 특히 의복이 패션 소품으로 전환되는 유형이나

다기능성과 휴대성을 갖춘 텐트, 의자, 쿠션 등으로

변형되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로 C.P.

Company의 ‘The Transformables Collection'은 의복

이 다른 영역의 기능성을 가지면서 가변되는 의복을

보여준다. <그림 4>17)는 armchair jacket으로 PVC소

재를 사용하여 평상시에는 의복으로 사용하고 공기

를 주입하여 부풀리면 안락의자로 가변되는 의복이

다. 이는 실용적인 기능과 함께 현대의 복잡한 요구

에 잘 부합되는 디자인의 예를 보여준다. 또 다른 디

자인인 <그림 5>18)의 shoulder pack은 등에 있는 큰

포켓에 후드를 접어 넣어 방수 방풍 기능을 갖춘 가

방으로의 변형을 보여주며 이는 다기능성과 휴대성

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디자인들은 옷

의 기능이 단순히 입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

을 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그림 6>19)과 <그림 7>20)

의 디자인은 제 3회 소레파 환경 패션쇼(So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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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조작에

의한 기능 확장

(manipulable

design)

<그림 1> Junya Watanabe, 2000 S/S

- www.style.com

<그림 2> Hussein Chalayan, 2003 F/W

- www.style.com

대체물을

이용한 기능

확장

(detachable

design)

<그림 3> "SMART&SUPPLIES" Fashion Transformer(Water Resist), 2007

- www.esmod.co.kr

형태적 변형에

따른 기능 확장

(transformable

design)

<그림 4> Moreno Ferrari for CP

Company, "Armchair from the

Transformables Collection", 2001

- www.cpcompany.com

<그림 5> Moreno Ferrari for CP

Company, "Shoulderpack from the

Transformables Collection", 2001

- www.cpcompany.com

<그림 6> Socially Responsible Fashion Eco-Fashion

show 웨어러블 셀터(wearable Shelter), 2009

- www.ecouterre.com

<그림 7> Socially Responsible Fashion

Eco-Fashion show 웨어러블 셀터(wearable

Shelter), 2009

- www.ecouterre.com

<표 1> 아웃도어 웨어 영역에서의 기능 확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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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는 기능

확장

(responsive

design)

<그림 8> Alexandre Herchcovitch,

2001 S/S

- www.style.com

<그림 9> Hussein Chalayan, 2007 F/W

- www.style.com

<표 1> 계속

Responsible Fashion Eco-Fashion show)에 발표된

디자인이다. 소레파 환경 패션쇼는 매년 건축, 패션,

제품, 그래픽 등 여러 분야의 디자인을 선보이는 행

사인 디자인 필라델피아(Design Philadelphia)에서 주

관하는 패션쇼이다. ‘웨어러블 셸터(Wearable Shelter)’

는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잇는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가상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야 하는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옷

이다. <그림 6>은 급증하고 있는 자연 재앙과 경제적

혼란 같은 사회적 불확실성 속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몸을 피할 곳 없는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사

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 <그림 7>은 2인용 텐트로

쓸 수 있는 아우터로 ‘웨어러블 셸터’라는 이름대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즉석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

는 의상이다. ‘웨어러블 셸터’는 옷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으며 물과 바

람에 잘 견디는 방수 재질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든 다양한 방법으로 누구나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는 기능 확장은

온도나 시간, 환경에 반응하여 변형이 이루어지는 디

자인 유형이다. 발광염료를 사용하여 환경에 따라 색

채변화를 시도라거나 특수 소재를 사용하여 우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이 이에 포

함된다. <그림 8>21)은 2001년 Alexandre Herch-

covitch의 디자인으로 형관 염료의 성질에 의해 밝은

곳에서는 원단과 동일한 색채의 원피스였다가 어두

운 곳에서는 형광색으로 빛을 발하는 디자인이다. 체

크와 꽃문양으로 빛을 발하면서 시각적 변형으로 이

루는 디자인 사례로 환경에 반응하여 색채가 변하는

가변성을 보여준다. Hussein Chalayan 이전 컬렉션에

서 기술이 결합된 실험적이고 파격적인 의상을 많이

시도하였는데,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공간을 확장시킴

으로써 인체와 기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가능

성을 창조하기도 하였다.22) 2007년 컬렉션에서는 좀

더 섬세해진 기술에 의한 변형을 선보였다<그림 9

>.23) 무대 뒤에 있는 대형 시계가 돌아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델의 의상도 자동적으로 변형되는 의

상으로 외부환경에 의한 변화에 대응하여 낙하산과

같이 의복이 펼쳐져 바람마개 역할을 하여 신체를

보호한다. 이는 기술과 의복이 결합되어 기능성과 함

께 보호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 확장에 대한 내재적
의미와 특성

이론고찰과 사례고찰을 바탕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이 확장된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

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스포츠웨어

가 아웃도어 웨어로 활용되기 위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디자인이다. 특히 기후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 경향은 복합적인 다기능

성과 최소한의 장식 등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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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확장

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동시에 추구하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웃도어에서 기능성과 보호를 지

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험요소로부터의 방어와

함께 안락하고 편안한 기능성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기능적 요소는 내재화 되어 일상복으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신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모색하고, 다기능성, 다목적성 도구로서

의 의복의 구조형식을 확장함에 따라 버튼이나 지퍼

등을 이용한 형태변화를 시도하고 개조 가능한 디자

인의 형태를 추구한다.

이러한 패션 영역에서의 기능 확장 유형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내재적 의미와 특성은 다양한 선행연

구에서 효율성, 절충․복합성, 실험성, 이동성, 보호

성, 가상성, 유희성 등으로 분류되어져 왔다. 본 연구

에서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

로 기능의 효율, 인체의 보호, 구조의 확장으로 나누

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패션디자인의 기능성 확

장에 대한 내재적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패션 디자

인 경향은 자원의 유용성을 최대로 높이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찾는데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 형태적 기

능성과 내구성에 의한 에너지 효과는 효율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복합적인 다기능성과 최

소한의 장식등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효과적이고 합

리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

이는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연

구는 친환경 디자인과 그 일부를 공유한다. 본 연구

의 연구주제인 패션 영역의 기능성 확장은 친환경

디자인의 표현유형의 일부로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

기 위한 패션 디자인의 기능성 확장을 포함하고 있

다. 즉, 형태가 쉽게 변화하여 디자인에 융통성을 부

여하고 사용자의 요구와 환경에 따라 기능을 확장하

는 디자인 원리를 통하여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에너

지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인 친환경 디자인의 표현유

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체의 보호성은 변화하는 외부의 기후뿐만

아니라 자연 재앙과 경제적 혼란과 같은 사회 환경

에서의 보호까지를 포괄하여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공적인 환경에서도 인체를 위한 최적의

기후를 제공하고 위험요소로부터의 방어와 함께 안

락하고 편안한 기능성을 가진다. 이는 특히 오염된

환경이나 위험요소로부터 직접 대응하여 신체를 보

호하는 디자인이나 구명조끼나 보호 장비를 내장하

여 위험상황에서 기능이 확장되어 인체를 보호하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착용자 중심의 공간

형성을 의도하거나 인위적 공간의 확보로 사회환경

으로부터 방어를 의도한 디자인 등으로 나타났다.24)

마지막으로 구조의 확장은 의복의 구조형식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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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함에 따라 인체 활동의 확장 나아가 다원적 사고

방식에 의한 미의식의 확장을 들 수 있다. 언제 어디

서나 탈부착과 조합을 통하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구조 형식을 가진다. 이는 입

는 방법의 확장을 가지고 왔으며 인체의 움직임을

더 자유롭게 하는 움직임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또한

길이와 둘레의 확장은 의복 공간의 확장을 가져왔으

며, 조형적 의미에서의 미의식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고 할 수 있다.25)

Ⅳ. 결론
현재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그 실용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아웃도어 웨

어 디자인의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 확장과 유형을 분

류하고 분석해 보았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 영역에서의 기

능 확장 유형은 간단한 조작에 의한 기능 확장, 대체

물을 이용한 기능 확장, 형태적 변형에 따른 기능 확

장,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는 기능 확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이를 통해 확장된 기능의 아웃도

어 웨어 디자인의 내재적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확장된 기능의 아웃도어 웨어는 기후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형태적 기능성과 내구성에 의한 효율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변화하는 외부의 기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공적인 환경에서도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인체의 보호성을 가진다. 기

능의 확장을 위한 구조의 확장은 의복의 구조 형식

을 확장함에 따라 사고방식에 의한 미의식의 확장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기능성과 착용자의 감성

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아웃도어 웨어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자연 재

앙과 경제적 혼란과 같은 사회적 불확실성 속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용도로 변화하여 영역이

확대된 새로운 기능성을 가진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국․내외 서적, 인터넷 자료

등의 시각자료로 한정되어 분석하여 의복에 있어서

외형적인 특징의 고찰로 국한된 점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예측이 힘든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날씨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소재, 디테일 분석에 관한 후속연구, 체계적인

이론적 틀이 적용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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