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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아동복의 디자인 특성 분석

- 2006S/S~2010S/S 컬렉션의 여자 아동복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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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on Children's Clothes for Girls From The 2006S/S-2010S/S Collec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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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clothes for school girls from the 2006S/S-2010S/S col-
lections reveal that the most frequent type of item composition was 2’PS & 3’PS. T-shirts were the popular kind of item
for upper garments and pants for lower garments. The major silhouettes were H and A line. The predominant neckline
was U, which was followed by camisole and V. The major collar styles were stand-up and flat. Chromatic colors were used
more than achromatic ones and after white the most popular colors were blue, pink, red, black, navy, and green. The dom-
inant color scheme was a two-color or three-color scheme. The percentage of solid and patterned material garments was
the highest and the most popular pattern was flowers. The most popular style of garment had no decorative detail that
was followed by one-item, two-item, and three-item decoration. The major kinds of decorative detail were frills, pleats,
and pr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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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혼인 연령의 상승 및 미혼율의 증가에 따른 저출산은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경향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사

회적 환경의 변화는 패션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

복의 패션화·다양화·고급화·명품화가 바로 그것이다. 자녀

수가 적어지자 내 아이만큼은 최고로 키우겠다는 인식이 고조

되면서 아이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백화점들

은 기존의 유·아동 매장을 변화시켜 해외 아동복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들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5, 2006, 2007년도 아동복 매출 현황을 보면

내셔럴브랜드는 매출액에 큰 차이가 없거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수입브랜드들은 2003년 국내 런칭 이후에 매년

20~30%의 높은 성장으로 국내 브랜드의 매출신장률을 크게 앞

지르고 있다(Bea, 2003). 2010년 7월 기사에 따르면 해외 명품

아동복이 인기를 끌면서 백화점 아동복 판매에서도 처음으로

수입제품이 국내 제품 비중을 넘어섰다고 한다(“No recession”,

2010). 이 같은 분위기는 백화점 매출에서도 감지된다. 수입아

동복의 전년대비 2010년 매출액은 롯데백화점 본점 23%, 신세

계백화점 강남점의 경우에 34.6% 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또

한 2011년 국내아동복 시장 매출 분석에 따르면 수입 아동복

브랜드의 매출증가율이 작년에 비해 무려 30% 이상 상승한 것

으로 조사됐다(“Star moms”, 2011). 수입브랜드의 급증에 비해

국내 브랜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제품의 질이나 디자인 등이 수입브랜드에 뒤지기 때문이다.

수입브랜드의 유행으로 순수 국내 아동복브랜드는 할인점으

로 밀려나가거나, 고사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따라서 당장의 매

출에만 급급한 근시안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아동들의 개성을 독

특하게 발산시키려는 소비자들의 추세에 맞추어 수입브랜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인 우리 아동복 브랜드의 디자인을 개발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아동복 브랜드들

의 디자인을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요즘 상황의 심각

성을 인식하여 국내 아동복디자인 및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아동

복디자인을 조사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개선해야 함을 주

장하는 연구는 많지만 다른 나라의 제품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

하여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게 제시한 것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5년 간 해외 컬렉션에 나타난 유명 브랜드의

아동복의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아동복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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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추구해야 할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세계 패션시장

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세련되고 창의적인 차별화된 국내 고유의

아동복 디자인의 질적인 향상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만 7세~12세의 학령기 여아아동복의 디자인

이며, 분석 대상 시기는 최근 2006S/S부터 2010S/S까지 5년으

로 제한하였다. 연구방법은 아동복 전문잡지인 밤비니 컬레죠

니(Bambini Collezioni)에 나타난 작품 중에 시각적으로 식별이

명확한 작품 1,159점을 선정하여 크게 아동복에서 중요시되는

옷의 아이템의 구성과 디자인의 요소인 형태(실루엣, 칼라 및

네크라인, 장식) 색, 소재(무늬)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밖에 기존의 아동복과 관련된 각종 연구 및 문헌, 신문, 인

터넷 등의 자료들도 참고하였다. 연구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동복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이 한 부분이

며, 최근 아동복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

이 다른 한 부분이다. 

본 연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동복 브랜드의 디자인들의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여 실제 디자인 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복 브랜드의 활성화와 발

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아동복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2.1. 아동복 디자인에 대한 선행 연구

일반적으로 만 7세-12세의 초등학교 학령기의 여아들은 옷

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본인이 입고 싶거나 입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줄 안다. 이 학령기는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고, 아동복은 아동들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의 각각의 연령과 체형에 따른 신체

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변화 과정의 특징 및 아동들이 선

호하는 스타일을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아동복 선택이 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인

터넷이나 각종 대중매체의 활성화로 아동들 스스로 선택하는

폭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아동복의 이러한 중요성이 인식되어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아동복에 대한 기존

의 연구를 분석하면 크게 아동복의 역사 및 변천에 관한 연구

(Chon, 1979; Ha, 2000; Im & Jo, 1999; Jung & Lee,

2002; Kim, 2003; Lee & Kim, 1985; Seo, 1999), 아동복에

대한 구매행동 및 소비자선호조사에 관한 연구(Chang & Nam,

2006; Cho, 1991; Im & Kim, 2001; Jeong, 1986; Kim,

1998; Kim, 2011; Ko, 2010; Ko & Kim, 2009; Lee, 2011;

Nam, 1981; Nam, 2006; Park, 1986; Park, 1995; Song,

2002), 아동복 브랜드의 판매 및 마케팅에 관한 연구(Kim,

2004; Kim, 1991; Bea, 2003; Ryu, 2003), 아동복의 디자인

에 관한 연구(Jung, 2005; Kang, 1993; Kim & Kim, 1973;

Kim, 1986; Kim, 1991; Kim et al, 1999; Kim, 2004; Lee,

2004; Lee, 2005; Moon, 2004; Nam, 1981; Park & Jo,

2002; Park & Nam, 2009; Park, 2010; Seong & Choi,

2003; Song & Park, 2002; Suh, 2003), 아동관과 아동복의 관

련성에 관한 연구(Chungee, 2009; Lee, 1997; Lee, 2003), 아

동복의 사이즈 및 제작에 관한 연구(Jo & Choi, 2002; Kim

et al., 2002; Yun et al., 1995), 및 기타 연구(이미지광고, 로

고체, VMD)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들 가운데 가

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일반적인 아동복의 디자인과 아동복디

자인의 소비자선호도분석에 관한 것이었으며, 이외에 디자인의

요소 중에 하나인 색채, 특정장식, 특정소재, 특정 아이템을 선

택하여 구체적으로 고찰한 연구들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적인 아동복의 특징 및 변천을

고찰하거나, 국내 브랜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부모

와 아동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몇 개의 디자인을 제시하는 정도

에 불과하여 국내 아동복디자인 브랜드를 활성화시키는 데 실

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입브랜드에게 점 점

더 밀려나는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는 아동복에 대한 기존의 연

구 방식에서 탈피하여 아동의 연령과 용도에 맞게 세분화·다

양화한 분석을 통해 외국의 수입브랜드에 견줄 수 있는 디자인

을 가능케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00년부터 2011년 최근까지 10년 동안에 이루어진 아동복

에 대한 연구 가운데 디자인에 대한 특징만을 중점적으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Hurlok, 1978; Jung, 2005; kim & Kim,

1973; Kim et al., 1977; Kim & Cha, 1978; Kim & Kang,

1985; Kim, 2000; Kim, 2006; Park & Jo, 2002; Song &

Park, 2002).

첫째, 아동복에서의 디자인형태는 성인복처럼 유행의 영향

뿐 만 아니라 소비자 선호에 따라 변화되므로 그에 맞는 차별

화되고 고급화된 디자인이 필요하다. 특히 학령기의 아동들은

신체적 변화가 많으므로 신체성장 변화 및 그에 따른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신체의 성장에 잘 어울리도록 옷

의 소매와 바지단의 길이나 품에 여유분을 두어 오랫동안 착용

할 있으면서 활동하기에 편리한 형태로 혼자서도 입고 벗기에

용이하면서 앞, 뒤 구별이 되도록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복잡한 선을 피해 단조롭고, 귀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중

요하며, 형태에서는 몸에 너무 꼭 끼는 피트한 형태나 칼라가

큰 것, 스커트길이가 긴 것, 지나친 장식 등을 피해야 한다.

옷의 사이즈는 몸에 헐겁게 맞는 것보다 메리야스나 바이어

스 재단으로 신축성을 주는 것이 더 좋으며, 내구력과 안락을

위해 좁고 편편한 솔기와 부드러운 구조로 솔기의 처리방법이

자극을 주지 않아야 하며, 목둘레 파임정도를 적당히 해서 목

이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많아야 하고, 소매의 팔둘레와 소매

가장자리에 여유를 주어 조이지 않게 하며, 어깨선은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알맞아야 한다. 특히 고무줄을 사용할 경

우 다리, 팔, 허리부분에 국한시켜서 사용하고 턱밑부부에는 고

무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한 형

태의 예로 아동복의 캐쥬얼웨어에 나타난 실루엣은 간결하고 직

선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엠파이어 라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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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과 활동적이고 편안한 여유분의 벌크 실루엣의 박시라인, A

라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복에서 색은 아동들이 의복을 선택할 때에 흥미를

줄 뿐 만 아니라 아동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요

소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의 색은 어둡고 칙칙한 색보다는 밝고

환한 색이 아동복에 적합하고, 아동의 피부색을 고려하여 색과

색채대비를 결정해야 한다. 아동복의 색은 매 시즌마다 기본 색

을 바탕으로 변화를 모색하여 안정적이고 선명한 색채를 표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학년은 밝은 색을, 고학년은 옅은 색

을 좋아하며 여름 상의 색으로는 모두 하늘색과 흰색을 선호하

고, 하의는 파랑색을 선호하며, 여자 아동복에서는 비비드 색상

보다는 파스텔 색상이 선호되고 있다.

셋째, 아동복의 소재는 위생적이며 가볍고 부드러우며 쉽게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좋다. 아동은 입고 벗기에 편하고, 통학

하기에 적당하며 활동하기에 알맞은 튼튼한 소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겨울에는 조밀하게 짜여진 소재를 사용하고, 여름에는 느

슨한 조직의 메리야스로 흡습성과 통기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

라서 아동복의 소재로는 천연섬유가 가장 적합한데 그 중에서

도 면이 흡습성, 통기성, 안전성이 우수하고 세탁이 쉬워 실용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최근 들어 기능성 소재의 사

용이 두드러졌고, 흡습성과 내구성이 강하고 다양한 소재개발

로 스트레치성이 가미된 데님소재는 활동성이 많은 아동에게

적합하여 애용되고 있다. 

넷째, 아동복에서 무늬는 아동의 성격 특성이나 선호 경향에

따라 매우 다른 경향을 보이므로 아동들이 좋아하는 무늬를 응

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복에 나타난 무늬에 있어서는 단색

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스트라이프나 체크의 가

하학적인 사용이 많았고, 그 밖에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들이 만

화무늬나 동물무늬, 문자무늬를 선호하고 있다. 

다섯째, 아동복의 장식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요소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심리적으로 효과적인 장식이어야 한다. 지나친 장

식을 한꺼번에 사용하면 산만하여 놀이에 집중할 수가 없거나

활동에 방해가 되므로 가능한 한 장식을 통일하여 간단하게 악

센트를 주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장식은 여아가 남아보다 더

좋아하며, 러플, 보우, 단추, 보석류 등이 주된 장식으로 활용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동복을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이 단순한 미적

감각 이외에 아이들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

다. 따라서 아동복 디자인을 할 대 고려해야 할 것은 건강과

안전(재료, 구조, Fit, 디자인, 무게감)에 적합한지, 아동복의 구

조(솔기처리는 부드럽고 평평하게 잘 처리되고 튼튼하게 박음

질)은 적당한지, 아이의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보온에 적

합한지, 개성(성별, 연령별 선호)을 살릴 수 있는지, 어린이의

성장(성장하는 키와 품 등을 고려)에 따라 계획되어진 옷인지,

옷의 용도는 어떤 것인지, 아이가 선호하는 색이나 디자인, 장

식이 있는지 등 다양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 밖에 Kim(2004)의 연구에서는 해외의 오뜨꾸뛰르 아동복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여 국내 아동복 디자인이 새롭게 추구

해야 할 독자적인 방향성 및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예술성을 부

여한 디자인이 필요성하다는 점을 각인시켰으며, Jung(2005)은

아동복에 나타난 아메리칸 캐쥬얼을 고찰한 후 그 특징을 아동

복에 적용한 디자인을 제시하였는데 여가문화의 확산에 따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캐쥬얼화 경향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매우 유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Park and Nam(2009)의 연

구에서는 아동복의 변화를 설명하고 국내 아동복의 현황조사와

선호디자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아동복디자인을 제안했

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가 5명에 불과하

고 2개의 디자인을 제시한 점에서 신뢰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

다. 또 Kim and Cha(1978)는 기성복의 디자인의 실태를 조사

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적합한 미래의 아동복 디자인에 대해 제

시하였으며, Kim and Kim(1973)은 아동복의 구매 계획 및 아

동복디자인의 조건, 성장기에 따른 아동복의 종류 등을 고찰하

여 아동복이 아동의 정서적·심리적·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동복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긴 패션 분야로 그러한 중

요성에 부응하여 관련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

존의 연구를 검토해 볼 때 국내의 브랜드를 분석한 후 문제점

을 제시한 것은 많지만 다른 나라 제품의 디자인 특성을 구체

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을 실제로 참고로 할 수 있게 제시한 것

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유명한 아동복의 디자인 분석

을 바탕으로 아동복 디자인의 명품화·고급화를 추진하여 국

내 브랜드가 활성화되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2.2. 국내 아동복시장의 특징

현대의 아동복은 어른옷의 축소가 아닌 아동을 위한, 아동들

의 눈높이와 선호에 맞추어 아이다운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옷을 만든다는 것은 아이들 개성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출생

률 저하에 따라 가족 안에서 아동의 영향력이 크게 상승되면서

자연스럽게 구매의사 결정권에 있어서도 아이의 의견이 존중된

다는 사실이 바로 그 현실적인 이유이다. 특히 학령기 여아의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므

로 옷에 대해서 더 민감한 편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아동복 디

자인의 선택이 주로 기능성과 실용성에 치우쳤다면 현대에는

좀 더 미적이고 독특하면서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

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 세계화된 성인복의 패션트랜드의 영향

을 받아 아동복만의 또 다른 차별화된 시장이 확대되어가고 있

는 추세이다.

최근 국내 의류시장에서 아동복은 출산율의 감소에도 불구

하고 소득의 증가로 인해 아동에 대한 질적인 소비욕구가 높아

짐에 따라 이동복에 대한 지출비용이 증가하여 수요가 크게 감

소되지 않는 추세에 있다(Ko, 2010). 그 예로 최근 국내 패션

전문업체인 패션비즈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 패션마켓규모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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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추이와 전망에서 국내패션 전체마켓이 전년대비 8.8%의 증

가를 보인 반면에, 유아동복은 2010년 5.3%의 증가에서 2011

년에는 -1.3%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0%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수요 시장에 경쟁브랜드가 급증하기 때문이

며 앞으로 그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Fashion

era”, 2011).

최근 아동복 특징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 및 자료를 분석

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변화한 국내 아동복 시장에

다음과 같은 디자인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ea, 2002; Kim, 2004; Kim, 2007; Na, 2011; Park, 2010;

Park & Nam, 2009; Ryu, 2003)

첫째, 아동복의 고급화, 명품화,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활성화

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주부들의 사회 진출 증가로 경제력이 향상되고 낮은

출산율로 인해 한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특

별하게 키우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 즉 자녀를 왕자나 공주

로 키우려는 “플래티넘 키즈”의 부모 및 할머니와 이모, 고모

등 친척의 선물용에서도 그 소비형태가 변화(“Prestigious

children's”, 2011)되면서 자녀에 대한 패션투자가 늘어 고급라인

을 찾는 소비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명한 세계

적인 해외브랜드가 활발히 수입되어 아동복의 명품화가 이루어

지고, 더 많은 디자이너브랜드들이 앞을 다투어 아동라인을 런

칭하여 아동복에서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최근 이런 소비자의 구매욕구로 인해 백화점의 아동복 매장

에는 이른바 “소황제 명품”으로 불리는 아동용 명품 브랜드가

증가하면서 아동복의 고급화, 명품화가 이루어졌다. 2007년만

해도 수입브랜드의 매출비중이 25.6%였던 것이 2010년 5월 수

입브랜드의 매출이 51.4%로 국내브랜드를 추월하였다. 2009년

국내 브랜드의 매출액증가가 10.3%에 비해 같은 기간 수입브

랜드의 매출액 증가율은 23.1%였다. 명품 아동복을 모은 편집

매장 “키즈” 스타일은 2010년 5월의 매출은 전년도보다 매출

액이 78%나 증가했으며, 버버리 칠드런(신세계 강남점)의 매출

액은 단일 배장으로서 아시아 내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으며

(“Vogue of prestigious”, 2010)2011년 닥스키즈는 전년대비

44%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Blue Dog re-emerging”,

2011).

고급스러운 명품 수입브랜드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

라 국내 브랜드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현실을 반영해 수입

브랜드와 차별화된 국내 브랜드에 개발보다는 안정된 직수입 상

품을 투입하려는 경향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 예로 (“More

& upscale”, 2011), 1997년에 런칭한 프랑스 브랜드 “쇼콜라”를

국내 라이센스에 맞게 상품을 전개하다가 점차 글로벌화되고 소

비자들의 오리지널 상품에 대한 요구로 인해 올해부터 수입과

라이센스를 병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독점채널로 유통이 한정되어 국내의 아

동복 랄프로렌이 미국보다 40%나 더 삐싼 가격임에도 불구하

고 구입할 정도로(“Ralph Lauren Kids”, 2010) 아동복의 명품

화 선호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디자이너 수입 전문업체

에이치이븐의 박성희 대표는 부모들 자신의 좋아하는 스타일링

과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신의 아이들에게 좀 더

특별하면서도 차별화된 자신만의 브랜드를 입히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해서 겉으로 한눈에 명품이란 것을 알 수 있는 한정

판을 선호한다고 말했다(“Star moms”, 2011).

인터넷을 통한 빠른 글로벌한 세계의 유행전파로 아동복은

점 점 더 고급화·명품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계적

인 브랜드의 명품 아동복 라인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므

로 국산 아동복은 점차 판매율에서 말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아동복의 연령 및 용도, 컨셉에 따라 세분화되었다.

최근 기존의 아동복업체들은 전 연령의 기획에서 벗어나 일

부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타켓의 집중화 및 다양한 컨셉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즉, 아동의 연령에 따라 신생아(Baby: 0-1세),

베이비(Baby Toddler: 1-3세), 토들러(Toddler: 3-7세), 아동복

(Child: 7-13세), 주니어(Junior: 13-17세)로 세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진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브랜드

간에 차별화된 컨셉과 기획력으로 경쟁하게 되었다. 

수입브랜드인 버버리칠드런도 전체적인 상품구성에 있어서

뉴본(newborn), 인펀트(infant) 키즈(kids)로 나뉘며 구성비는

1:4:5로 나눈다. 자라는 2-14세 타겟으로 핫 & 트렌디한 디자

인과 캐쥬얼 및 베이직 의 3개 태마로 시즌별 유행 아이템을

제안하며 아동복 같지 않은 디자인과 컬러감이 특징이며, 갭은

0-14세 타겟의 전통적인 아메리칸 스타일로 티셔츠 카고팬츠

데님등을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베이직한 상품 구성, 실용적이

고 활동적인 심플한 디자인, 톤다운된 칼라로 세련된 느낌을 준

다(“Chocholat Original”, 2009). 프랑스의 브랜드 드팜은 어린

이들의 동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크리에이티브한 디

자인에 퀼리티, 가격의 삼박자를 갖춘 브랜드로 대중적인 인기

가 있는데, 디자인 컨셉은 편안한 이지룩, 귀엽고 아이들의 상

상력을 자극하는 룩, 컬러풀하고 재미난 룩, 교육적이고 감성적

인 룩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Georges Spitzer”, 2008).

국내브랜드인 프렌치캣은 2006년 베이비 퀴즈를 리뉴얼한 브

랜드로 ‘프랑스 고양이’라는 뜻인데 고양이에게서 느껴지는 귀

여움과 도도함, 엘레강스를 메인컨셉으로 전개하였으며, 핑크와

블랙을 메인컬러로 사용하면서 실버 골드 등 트렌드 컬러와 모

든 옷에 펄 레이스, 큐빅 단추 등 반짝이는 장식으로 포인트를

사용(“A new dark”, 2008)하여 타 브랜드와의 차별을 두어 성

공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여자아이는 핑크, 남자아이는 블루라는 고정관념은 버

려야 하며 성인처럼 아이들에게도 나름의 패션 스타일이 있다

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 예로 일반적으로 유·아동복은 깨

끗하고 깔끔한 분위기의 파스텔톤을 많이 쓰는데 쇼콜라, 아가

방은 네이비 블루컬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베이비부·베이

비 헤로스·이솝 등은 고유칼라를 통한 컨셉 강화에 나섰으며,

베비라·리오브라보·미키클럽은 강한 원색적 비비드 칼라를

활용하여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등 최근 유아복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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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컬러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강화에 돌입하였다(Park & Jo,

2002).

이 밖에도 라인 익스텐션 브랜드인 빈폴키즈, 에스크JR,

MLB키즈 등은 기존 성인 브랜드의 인지도를 등에 업고 성인

과 동일한 컨셉을 풀어내면서 뚜렷한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

다. 특히 이들 브랜드는 아메리카 캐쥬얼, 트래디셔널 캐쥬얼,

스포츠 등 뚜렷한 아이덴티티가 있는 캐쥬얼 브랜드를 근간으

로 하면서 이제껏 유아동복업계에서 선보인 여타의 브랜드와

차별화되어 기존의 아동복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Emerging

line”, 2010). 

따라서 현대의 소비자들은 심플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평범

하지만 세련된 이미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대비 품질이 우

수하고 입었을 때 아이가 편안해하면서 외출 시에 타인으로부

터 멋스러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특이한 패턴과 디자인으로 차

별화되어 우리아이만의 특별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옷을 선

호하고 있다. 패션성, 합리성,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신세

대 주부들은 의복선택시 독특한 감각의 이미지가 뚜렷한 브랜

드를 선호하며 가격에 상관없이 욕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

한다(Kim, 1994)

셋째, 성인복과 아동복을 한 매장에 구성한 패밀리브랜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명품 유아동복 트렌드는 버버리와 아르마니, D&G,

디젤, 빈폴, 폴로, 타미힐피거, 등 부모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아

이와 함께 입는 패밀리룩이 유행하고 있다. 패밀리룩은 부모들

이 자녀에게 자신과 같은 옷을 입히고 싶어 하는 심리와 아이

들이 어른의 패션을 모방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동시에 잘 반

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엄마와 딸이 같은 브랜드를 입는

마더 앤 도터 룩은 엄마가 즐겨 입는 브랜드의 품질과 디자인

이 좋기도 하지만 딸과 함께 같은 브랜드의 옷을 입음으로써 일

체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 미(MIni Me. 작은 나)로 예전에는 귀여운 아이다운 옷이

대세였다면 이제는 아이 옷도 성인처럼 입히고자 하는 부모가

늘면서 성인 브랜드의 키즈라인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아이를

둔 엄마들이 20대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스타일리시한 자신과 아

이를 가꾸려는 움직임에서 기존의 아동복스러운 옷보다는 브랜

드의 이미지가 있는 성인복의 미니사이즈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패밀리룩 착용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 헐리우드 스타인 톰크

루즈의 딸 수리가 엄마가 즐겨입는 명품 아르마니의 베이비라

인을 입어 똑같은 패션룩을 연출한 것과 국내배우인 정혜영이

아이와 함께 입는 패밀리룩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션은 직접

패밀리브랜드인 “릴션”을 런칭해 인기를 끌고 있다. 꼭 명품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화하기 쉬운 패밀리룩으로 인

해 미니미 브랜드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2005년 상의 10위의

전문 7개의 브랜드가 2008년에는 4개로 줄어들면서 성인 라인

의 키즈라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Dressing my”, 2010).

이러한 패밀리 브랜드들은 아동복 전문브랜드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내 아이에게도 입히려는 부

모들이 많아 백화점들이 아동라인을 갖추고 있는 패밀리브랜드

의 입점을 늘이고 있는 추세이다(“Putting on”, 2008). 패밀리

브랜드는 불경기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외 명품 브랜드, 국내

캐쥬얼, 글로벌 SPA, 아웃도어 브랜드까지 모두 증가추세에 있

다(“Fierce competition”, 2011).

제일모직의 빈폴은 모든 방면에서 라인 익스텐션 추구와 패

밀리브랜드 전략 구사를 회사 방침으로 정해서 성인복과 통일

감 있게 상품 및 매장 인테리어를 전개하면서 상품의 디테일만

은 아동만의 특징을 반영하기도 하였다(“Emerging line”,

2010). 또 기존의 온라인의 쇼핑몰에서 벗어나 패밀리룩 쇼핑

몰인 '맘앤 베베는 한국에서 제조한 퀼리티 있는 상품들로 구

성해, 가족적이면서 가정안에서 아이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는 스타일을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Cool family”, 2010). 

따라서 아동복 시장에서는 성인복에서 라인 익스텐션된 브

랜드들이 큰 활약을 하고 있다. 빈폴의 빈폴키즈부터 MLB의

MLB키즈, 애스크의 애스크쥬니어까지 브랜드의 인기가 상승하

면서 단독브랜드를 런칭하지는 않았지만 써어스데이아일랜드,

흄, 폴햄, NII 등도 아동라인을 만들어 가족단위 고객을 잡고

있으며, 국내 아동복 브랜드인 트윈키즈도 2011년 4월 패밀리

라인을 런칭하였다(“Codes Combine Kids”, 2011).

과거 아동복이 알록달록한 색상과 레이스, 과장된 캐릭터 등

귀여운 느낌을 강조했다면, 최근 아동복은 성인의 축소판처럼 세

련되어지면서 패션화되고 있다. 패션에 관심이 높은 젊은 부모

들이 세련된 아동복을 선호하면서 패밀리룩의 인기가 증가하면

서 성인복과 아동복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또 패밀리룩 쇼핑

몰은 아이 옷을 고를 때 부모 옷도 함께 골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요즘은 겉옷에서부터 셔츠, 바지, 원피

스, 악세서리, 잠옷 등 패밀리룩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넷째, 아동복 시장의 유통구조가 다양화되었다.

2009년 아동복이 경기침체 영향으로 가격대에 따라 판매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고급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는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적

정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세분화되어 가고 있

다. 즉, 아동복의 고급화로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의 유아동라인

이 국내런칭되면서 각 백화점은 수입브랜드 유아복 대표브랜드

를 모아 전문 상권화(대형 전문 엔터테인먼트쇼핑몰)하거나, 매

장에 5~6개의 브랜드를 함께 구성하는 아동복의 멀티샵을 강

화하여 고급화를 추진하는 반면에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은 할인점, 홈쇼핑, 아울렛, 인터넷 쇼핑몰등을 통해 의

복을 구매하는 백화점과 할인점으로 유통망이 이원화되어 가고

있다. 각각의 아동복브랜드들은 유통망형태를 달리하여 유통별

브랜드 세분화 전략 및 할인점 전용으로 분리하여 자신의 색에

맞게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명품 브랜드의 아동복은 보통 ‘샵인 샵(shop in

shop)’ 형태로 입점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입브랜드의 급격한 성

장세에 따라 수입 아동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멀티샵과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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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쇼핑몰 등도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아동복 고급 브랜드 매

장의 경우에 어른 매장과 분리해 단독매장으로 구성된 곳도 있

지만 대부분 편집매장으로 한 점포 내에 다양한 여러 개 브랜

드 제품을 입점시킨 샵으로 각종 소품부터 원스톱으로 쇼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8년 f/W시즌부터 백화점에서 유아

동복 MD구성의 특징은 자체 편집 샵확대와 수입브랜드의 증

가로 저가의 고객은 대형마트로 옮기고 백화점은 점차 고급화

와 차별화를 내세우며 유럽 등의 인지도가 높은 수입 아동복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들여오고 있다(“Three new”, 2008).

그런가하면 국내 브랜드 중에 참존 어패럴, 꼬망스, 제로투

세븐 등은 디자인이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

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차별화된 기획과 상품력으

로 매스 마켓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로 이

원화되는 시점에서 신유통을 선점했기에 안정적인 브랜드를 유

지할 수 있었으나 매스 마켓의 매출 비중이 큰 데 비해 백화

점의 패션성, 브랜드파워, 고객충성도 면에서 백화점브랜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Three stars leading”, 2009). 

특히 인터넷시장에서는 과거의 백화점에서만 접할 수 있었

던 아동복의 브랜드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해외브랜드의 구매대행

도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또한

요즘 주부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져 인터넷에 익숙해진 세대이

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방면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

게 아동복의 이원화와 대형할인점의 활성화 및 인터넷쇼핑몰과

홈쇼핑 등 유통채널의 다양한 확대를 통하여 온-오프라인의 통

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면서 아동복 브랜드의 다양화 및 선

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ha, 2011).

최근 국내 아동복 시장은 규모면에서는 축소되는 추세이지

만 수입브랜드의 국내 진출 활성화 및 기존 브랜드들의 확장이

지속되면서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

복 업계는 세심한 마케팅 전략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주

부의 아동복 구매행동에 관해 기존의 전략과 차별되는 관점으

로 접근해야 한다.

3. 최근 아동복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의 특성

백화점에서 점 점 더 수입아동복 브랜드가 급증하면서 국내브

랜드가 감소하는 이유는 국내 아동복브랜드들이 수입브랜드와

같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원하는 아동복을 제발하지 못하기 때

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많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수입 명품

브랜드들의 분석을 통하여 그들만의 특징적인 디자인이 무엇인

지를 파악하여 그 특징을 중심으로 국내 브랜드도 디자인 부분

에 새롭게 접근하여 질적인 향상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서 디자인을 시즌에 따라 S/S와 F/W

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기존 아동복디자인의 연구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아동

복의 아이템의 구성 및 디자인의 요소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아이템의 구성에서는 한 벌의 옷에 코디네이트되어 나타난 아

이템의 구성수와 아이템의 각각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또 디자

인의 요소인 형태, 색채, 소재(Kong & An, 2003)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세분화하여 형태요소에서는 실루엣, 칼라 및 네크라인, 장

식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색채부분에서는 색과 배색으로, 소재부

분에서는 구성 및 무늬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최근 2006S/S-2010S/ 5년 간의 아동복 컬렉션에 나타난 시

즌 및 전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아이템의 구성

아동들은 성인과는 달리 멋을 위해 무조건 불편함을 감수하면

서 옷을 입고 오랜 시간 견디지 못한다. 아동복에서 아동들에게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신체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기능적, 실용적인 면이며, 그 다음으로 뭔가 흥미를

주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싶어 하는 장식적인 면이다.

그러므로 인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입브랜드 아동복

에 나타난 아동복의 아이템에 대한 특성을 통해 아이템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1.1. 아이템 구성의 종류

아동복에 코디네이트된 아이템의 구성을 분석하는 일은 디

자이너가 아동복의 디자인을 기획할 때 매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아이템 구성수은 입고 있는 한 벌에 나

타난 옷의 개수에 따라 1'PS, 2'PS, 3'PS, 4'PS이상 등으로 나

누었으며, 옷을 입을 때의 옷의 입는 위치 및 순서에 따라 크

게 상·하의, 외투, 상의, 중의, 하의로 나누어 아이템 구성을

분석하였다. 이때 특성상 속옷 및 하의부분에 스커트와 같이 코

디하여 입는 스타킹개념의 레깅스의 경우에는 이 분류에서 제

외시켰다.

아동복에 나타난 아이템의 구성수는 S/S에는 주로 2'PS(44.9%)

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F/W에는 3'PS(42.3%)의 비중이 높았으

며,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아동복은 일반적으로 2'PS(49.2%)과

3'PS(36.7%)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1'PS(17.5%), 4'PS(6.6%)

순으로 나타났다(Tabel 1).

아동복에서 시즌에 따라 각각의 아이템 구성 비율에 변화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즌에 상관없이 2'PS와 3'PS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아동들은 많은 구성수의 옷보다

는 활동하기에 편한 상의와 하의, 외투 등 기온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아이템만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2. 아이템의 종류 

아동복에 나타난 아이템의 종류에서는 크게 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원피스형태, 상의부분만 있는 형태의 코트, 자켓, 잠바,

가디건, 베스트, 블라우스, 티셔츠, 하의부분만 있는 형태로는

스커트, 바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때 정장개념의 블라우스

나 셔츠종류는 블라우스에 포함시켰으며, 가볍게 입는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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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이나 티의 종류들은 모두 티셔츠의 분류에 포함시켰다. 

S/S에는 상의&하의(14.8%), 상의(51.8%), 하의(33.4%)의 비

율로 나타났고, 상의의 아이템 중에서는 티셔츠(20.0%)가 가장

많았으며, 하의에서는 바지(18.9%)가 스커트(14.5%)보다 약간

더 많았다. F/W에서는 상의&하의(11.1%), 상의(60.1%), 하의

(28.8%)의 비율로 나타났고, 상의의 아이템 중에서는 티셔츠

(19.8%)가 가장 많았으며, 하의에서는 바지(15.3%)가 스커트

(13.5%)보다 약간 더 많았다. 종합한 결과 상의&하의(12.4%),

상의(57.1%), 하의(30.5%)의 비율로 상의 비율이 하의의 2배정

도로 높았으며, 모든 아이템 중에서 가장 많은 아이템은 티셔츠

(20.0%)였으며, 그 다음으로 바지(16.7%), 스커트(13.9%), 원피스

(12.4%), 자켓(10.2%), 블라우스(7.7%), 점퍼(5.6%), 코트(3.5%),

조끼(3.2%) 순이었다. 또 하의에서 스커트는 모두 무릎위의 길이

가, 바지는 무릎아래의 길이가 더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1. Analysis according to Number of Item composition 

Classification  1'PS  2'PS  3'PS  More than 4'PS Total

Composition
 Upper, lower

 (OPS)

OPS+Upper

(or lower)
Upper+ Lower

Upper, middle, 

lower(or OPS)

Outer, upper, middle, 

lower(or OPS)

Example

07 S/S, p.322

Abitino

Monnalisa

08 S/S, p.232

 Eleganza

sulla spiaggia

08 S/S, p.206

 Dall'arma 

dio della mamma

06SS, p.325

Essentiel, Girls

0708 FW

p. 250, Nuove

visioniurbane

Work

number

(%)

S/S(%) 117 (24.7%)
28(5.9%) 185(39.0%)

135(28.5%) 9(1.9%) 474(100%)
44.9%

F/W(%) 86(12.6%)
103(15.0%) 139(20.3%)

290(42.3%) 67(9.8%) 685(100%)
35.3%

Total(%) 203(17.5%)
131(11.3%) 324(27.9%)

425(36.7%) 76(6.6%) 1,159(100%)
49.2%

   

 

 

Table 2. Analysis according to Kind of item 

Upper·lower Upper Lower Total

Item type OPS CT JK JP CD VT BL TS

Skirt Pants

Knee length Knee length

Above Below Above Below 

Work 

Number

(%)

S/S(%)

145

(14.8%)

13

(1.3%)

83

(8.4%)

56

(5.7%)

49

(5.0%)

24

(2.5%)

85

(8.6%)

200

(20.3%)

116

(11.8%)

27

(2.7%)

58

(5.9%)

128

984

(100%)

(13.0%)

14.5% 18.9%

51.8% 33.4%

F/W(%)

189

(11.1%)

82

(4.8%)

192

(11.3%)

127

(7.5%)

102

(6.0%)

61

(3.6%)

121

(7.1%)

338

(19.8%)

166 65 62 199

1,704

(100%)

(9.7%) (3.8%) (3.6%) (11.7%)

13.5% 15.3%

60.1% 28.8%

Total(%)

334

(12.4%)

95

(3.5%)

275

(10.2%)

183

(6.8%)

151

(5.6%)

85

(3.2%)

206

(7.7%)

538

(20.0%)

282 92 120 327

2,688

(100%)

(10.5%) (3.4%) (4.5%) (12.2%)

13.9% 16.7%

57.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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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템 분석 결과 상의의 비율이 하의보다 2배정도 높게

나타내는 이유는 상의의 아이템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이며,

여자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티셔츠와 바지의 아이템의 비율이 높

은 것은 성인복과는 달리 아동들은 활동성과 기능성이 좋은 아

이템들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3.2. 디자인 요소

3.2.1. 형태

1) 실루엣

성장기 아동에게서 실루엣은 입고 벗기에 편리하고, 몸에 적

절한 여유를 주어 아이의 성장이나 왕성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디자인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성인과는 다른 절개선과 패턴 구성으로 아동에게 적합한 실루

엣 형태가 요구되어 진다.

아동복에 나타난 주된 실루엣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A라인,

H라인, 프린세스라인, 박스라인,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에 따른 결과 S/S에는 H라인(41.4%)과 A라인(31.0%)이, F/W

에는 A라인(36.4%)과 H라인(26.4%)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A라인(34.2%)과 H라인(32.5%)이 주를 이루고,

기타라인(13.2%), 프린세스라인(12.3%), 박스라인(7.8%)의 순으

로 나타나고 있다(Table 3). 

S/S에는 직선적인 H라인 실루엣이, F/W에는 여아에서만 주

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라인인 A라인 실루엣의 비중이 가장 높

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기온이 낮은 때 원피스나 스커트에

유행하는 레깅스를 받쳐 입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

에서의 실루엣은 기본적으로 여아아동들에게 활동성과 기능성

을 고려하여 인체에 적당하게 알맞는 A라인과 H라인이 실루

엣이 크고 루즈한 박스나 볼륨감있게 부풀린 프린세스 디자인

의보다 훨씬 더 많이 활용됨을 알 수 있다.

2) 네크라인과 칼라

아동복에 등장하는 목부분의 장식에서는 칼라의 유무로 구

별하여 칼라가 없는 네크라인과 칼라가 있는 것으로 구별하여

분석하였다. 칼라가 없는 네크라인의 경우에는 아동복에서 많

이 등장하는 라운드, 브이, 캐미솔, 스궤어 및 기타로 크게 구

분했으며, 칼라의 있는 경우는 테일러드, 셔츠, 스텐드, 플랫,

후드칼라로 나누었다. 네크라인과 칼라를 동시에 비교함으로써

아동복에 나타난 목부분 장식의 특징을 더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었다.

네크라인에서는 S/S에는 라운드 네크라인(37.2%)이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캐미솔네크라인(15.3%)과 브이네크라인(6.0%)로

높게 나타났으며, F/W에도 역시 라운드 네크라인(24.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브이네크라인(6.9%)과 스궤어네크라인

(3.4%), 기타(2.1%), 캐미솔네크라인(1.2%)의 순이었다. 

종합한 결과에 의하면 라운드 네크라인(45.8%)이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 브이네크라인(10.5%), 캐미솔네크라인(9.7%),

스궤어네크라인(5.2%), 기타(3.2%)의 순이었다(Table 4).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즌에 상관없이 라운드네크라인의 비

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S/S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

캐미솔네크라인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F/W에는 라운드네크라

인과 캐미솔네크라인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칼라가 증가했으며

나머지 브이네크라인, 스퀘어네크라인과 기타는 시즌에 상관없

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칼라의 경우 S/S에는 플랫(10.1%)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F/

W에는 스텐드(23.0%)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분석

결과 스텐드(17.5%), 플랫(9.6%), 셔츠(8.1%), 테일러드(7.2%),

후드(6.8%), 기타(4.0%)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아동복에서 네크라인과 칼라의 비중이 S/S에는 63.6%와

36.4%로 네크라인의 비중이 높고, F/W에는 이와는 반대로

Table 3. Analysis according to Silhouette

 Silhouette 

Classification A Priness H Box etc. Total

Example

07 S/S, p.231

Il ritorno

dell'ele ganza

07-08 FW

p.68

Vuacchubo Jackioo.

  07-08 FW

p.189

Piace una cifra

10-11FW

P.224

An extra gear

07~08FW

p.72

Gas

Work

number(%)

S/S(%) 147(31.0%) 41(8.6%) 196(41.4%) 35(7.4%) 55(11.6%) 474(100%)

F/W(%) 240(36.4%) 102(14.9%) 181(26.4%) 55(8.0%) 98(14.3%) 685(100%)

Total(%) 396(34.2%) 143(12.3%) 377(32.5%) 90(7.8%) 153(13.2%) 1,15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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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와 62.4%로 칼라의 비중이 높은 것과 칼라종류에서도 S

/S에 플랫칼라가 많은 반면에 F/W에 스탠드칼라가 많은 것으

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동들이 기온에 매우 민감한

탓이며, 시즌에 상관없이 목장식에서는 라운드 네크라인이 가

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동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3) 장식

아동복은 성인복과는 달리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해야 하

므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장식은 대상을 매력적이거나

아름답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으로, 옷에서의 장식의 의미

는 봉제과정에서 세부선으로 바탕천의 표면에 제작되어지는 디

테일과 이미 만들어진 것을 덧붙이는 트리밍으로 나누어진다.

장식의 종류로는 크게 디테일의 플리츠, 드레이프,프릴, 개저,

러플, 턱, 플라운스셔링, 러쉬, 스모킹, 탑스티치, 새들스티치,

퀼팅, 패치워크, 패거팅, 베이닝, 스갤럽, 보우, 탭, 프린징, 파

이핑, 슬릿과 트리밍의 프린트, 브레이드, 레이스, 시퀸, 빈즈,

스팽글, 코사지, 단추, 털, 가죽, 기계수, 리본, 지퍼 등으로 나

누어진다(Kong & An, 2003). 본 연구에서는 모든 장식 중에

서 아동복에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유사한 장식으로 묶

어 크게 주름은 프릴&플리츠과 개더&셔링으로 나누고 그 이

외에 프린트, 스티치, 자수&아플리케, 리본, 보석&브로치, 모피

&가죽, 브레이드&바인딩, 레이스, 기타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의복의 기본의복구성상에 필요한 단추나

지퍼의 경우는 제외시켰다. 

아동복에 나타난 장식의 수를 중심으로 무장식(0개), 장식 1

개, 2개, 3개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동복에 사용된 장식 중에서 무장식이 S/S(38.2%)와 F/

W(35.5%)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무장식이

Table 4. Analysis according to kind of Collar

Kind of neckline  Kind of collar

Classification Round V Camisole Square etc. Tailored Flat Stand Shirt Hood etc. Total

Work

number

(%)

S/S

(%)

244 39 100 20 14 34 66 49 46 17 26 655

(37.2%) (6.0%) (15.3%) (3.0%) (2.1%) (5.2%) (10.1%) (7.5%) (7.0%) (2.6%) (4.0%) (100%)

63.6% 36.4%

F/W

(%)

294 84 14 41 23 100 114 279 106 110 49 758

(24.2%) (6.9%) (1.2%) (3.4%) (1.9%) (8.2%) (9.4%) (23.0%) (8.7%) (9.1%) (4.0%) (100%)

37.6% 62.4%

Total

(%)

538 123 114 61 37 134 180 176 152 127 75 1,717

(28.8%) (6.6%) (6.1%) (3.3%) (2.0%) (7.2%) (9.6%) (17.5%) (8.1%) (6.8%) (4.0%) (100%)

873(46.7%) 996(53.3%)

Table 5. Analysis according to number of details 

Classification
 Number of details 

Total
0 1 2 3

Example

09-10F/W

p.230

Diesel

0607/FW

P.192

Tanto di capp ello

09S/S

P.328

Barcarola

08-09 F/W

p.264

 Lilica Ripilica

Work 

number

(%)

S/S(%) 181(38.2%)
143(30.2%) 110(23.2%) 40(8.4%)

474(100%)
61.8%

F/W(%) 243(35.5%)
190(27.7%) 148(21.6%) 104(15.2%)

685(100%)
64.5%

Total(%) 424(36.6%)
333(28.7%) 258(22.3%) 144(12.4%)

1,159(100%)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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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의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으로 장식 1개(28.7%), 장식

2개(22.3%), 장식 3개 이상(12.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근래에 들어 아동복을 구입하는 부모들의 취향으로 인해서

무장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장식이 있는 옷

(63.4%)과 무장식의 비율(36.65)은 S/S/와 F/W에 별 차이가 없

이 거의 장식작품수가 무장식작품의 2배정도로 아동복에 장식

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동들에게 장식은 흥미와 시선

집중의 요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에서 장식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어떤 장식들이 주

로 사용되었는지 장식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이때 장식의 특징

이 유사한 것끼리 모으고, 한 작품에 사용된 장식의 수를 모두

조사하였으므로, 장식이 1개-3개까지 중복되어 계산되었으므로

작품수보다 장식수가 많게 나타났다.

아동복에 나타난 장식종류로는 S/S에는 프린트(21.3%)와 프

릴&플리츠(18.2%)의 비율이 높았으며, F/W에는 프릴& 플리츠

(15.0%)와 개더&셔링(14.9%)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한

결과 프릴&플리츠(16.2%)와 프린트(15.9%)가 가장 많이 나타

났으며 이어 개더&셔링(14.6%), 리본(9.6%), 보석&브로치장식

(9.4%), 자수&아플리케(6.9%), 모피&가죽(5.9%),스티치(5.3%),

브레이드& 바인딩(5.2%), 레이스(5.1%), 기타(6.8%)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6). F/W에는 S/S에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모피

및 가죽의 비중이 증가하고 레이스의 사용이 줄면서 다른 모든

장식들이 S/S보다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장식에 있어서 학령기 여아들은 단순한 부착의미의

장식인 리본, 보석이나 브로치보다는 귀여우면서 활동성이 고

려된 스타일의 프릴&플리츠와 개더 &셔링이외에 좋아하는 캐

릭터나 그림, 글씨 등 특징적인 것을 표현하는 프린트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2. 색

1) 색

아동들은 이 시기에 색에 대해 관심이 많아 민감하게 반응

하므로 아동복의 색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아동복에 나타난 색

은 빨강색(Red), 주황색(Orange), 분홍색(Pink), 노랑색(Yellow),

그린색 (Green), 카키색(Khaki), 베이지색(Beige), 파랑색(Blue),

남색(Navy), 보라색(violet), 자주색(Purple), 갈색(Brown)의 유

채색과 흰색(White), 회색(Grey), 검정색(Black)의 무채색 및 기

타색 등 16가지로 나타났다. 이 때 한 옷에 표현된 배색들까지

모두 조사하였으므로 조사된 색의 수는 전체 작품수보다 더 많

게 나타났다.

S/S의 아동복에 나타난 색은 흰색(26.4%)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파랑색(14.6%)이었으며, F/W에는 남색(15.6%)과 흰

색(14.8%)이 많았고, 그 다음으로 빨강색(11.0%), 분홍색

(9.8%), 검정색(9.8%), 회색(6.8%), 파랑색(6.5%)이 비슷하게 나

타났다. 종합해보면 흰색(19.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색(11.9%)이었으며, 이어 빨강색(9.9%), 분홍색(9.7%), 파랑

색(9.4%), 검정색(9.4%) 등이 비슷하게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

회색(5.1%), 그린색(4.6%), 보라색(3.5%), 노랑색(3.4%), 기카키

Table 6. Analysis according to kind of details 

 Kind of details 

Classification
Gather &

shiring

Frill & 

pleats
Ribbon Brooch Lace

Embroidery

& Applique

Fur &

Leather

Braid&

Binding
Print Stitch etc. Total

Work

number

(%)

S/S 68 94 66 54 37 22 18 109 17 32 517

(%) (13.1%) (18.2%) (12.8%) (10.5%) (7.2%) (4.2%) (3.5%) (21.0%) (3.3%) (6.2%) (100%)

F/W 125 126 63 73 32 71 79 52 106 55 59 841

(%) (14.9%) (15.0%) (7.5%) (8.7%) (3.8%) (8.4%) (9.4%) (6.2%) (12.6%) (6.5%) (7.0%) (100%)

Total 198 220 129 127 69 93 79 70 215 72 91 1363

(%) (14.6%) (16.2%) (9.6%) (9.4%) (5.1%) (6.9%) (5.9%) (5.2%) (15.9%) (5.3%) (6.8%) (100%)

Table 7. Analysis according to number of color

                         Chromatic Achromatic Total

Classification Red Orange Pink Yellow Green Khaki Beige Blue Navy Violet Purple Brown White Grey Black etc.

Work 

number

(%)

S/S

(%)

365.5

(7.9%)

49.5

(2.3%)

218.3

(9.5%)

63.4

(4.6%)

106

(4.2%)

76.1

(1.6%)

67.7

(1.6%)

152.1

(14.6%)

336.9

(5.3%)

94.4

(2.1%)

28.5

(1.2%)

59.8

(1.0%)

418.6

(26.4%)

147.9

(2.1%)

216.5

(8.7%)

26.8

(6.9%)

2,228

(100%)

55.9% 44.1%

F/W

(%)

223

(11.0%)

45

(2.2%)

199

(9.8%)

56

(2.8%)

97

(4.8%)

71

(3.5%)

63

(3.1%)

131

(6.5%)

316

(15.6%)

88

(4.3%)

26

(1.3%)

56

(2.8%)

301

(14.8%)

139

(6.8%)

198

(9.8%)

19

(0.9%)

2,028

(100%)

67.7% 32.3%

Total

(%)

314

(9.9%)

72

(2.3%)

309

(9.7%)

109

(3.4%)

146

(4.6%)

90

(2.8%)

81

(2.5%)

299

(9.4%)

377

(11.9%)

112

(3.5%)

40

(1.3%)

68

(2.1%)

605

(19.0%)

162

(5.1%)

298

(9.4%)

99

(3.1%)

3,181

(100%)

63.4%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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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2.8%), 베이지색(2.5%), 주황색(2.3%), 갈색(2.1%), 자주색

(1.3%), 기타(3.1%) 등으로 나타났다(Table 7). 

아동복에 나타난 색의 특징은 S/S에는 유채색(55.4%)이 무

채색(44.1%)보다 조금 많았으며, F/W에는 유채색(63.4%)이 무

채색(36.6%)의 2배인 것으로 보아 색은 시즌에 상관없이 유채

색이 무채색보다 많이 사용되며, S/S보다 F/W에 유채색의 비

중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울 때 더 발랄하고 생기

있는 유채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복에 가장 많

이 쓰이는 색은 흰색(19.0%)과 남색(11.9%)이었으며 그 다음으

로 빨강색, 분홍색, 검정색이 많이 쓰이고, 이어서 그린색, 보

라색, 회색, 노랑색이 보조로 쓰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비

중을 보인 흰색과 남색은 깨끗하고 깔끔하면서 세련된 이미지

로, 빨강색은 생기 있고 발랄한 이미지를, 분홍색은 소녀적인

공주풍의 이미지를, 검정색은 도시적인 세련된 이미지로 아동

들이 좋아하는 기본적인 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배색

아동복은 아동들의 시선을 자극하여 흥미를 끌기 위해 다양

한 색을 사용하다 보니 일반적인 성인복과는 달리 배색의 비중

이 크게 나타났다. 배색은 S/S에는 1가지 배색(28.3%), 단색

(27.6%), 2가지 배색(25.3%), 3가지 배색(18.8%) 순으로 나타났

고, F/W에는 2가지 배색(35.5%), 3가지 이상 배색(34.7%), 단

색(16.4%), 1가지 배색(13.4%) 순이었다. 종합해보면 2가지 배

색(30.8%), 3가지 배색(29.4%), 단색(20.6%), 1가지 배색

(19.2%) 순으로 나타났다. S/S에는 단색이 27.6%였고 배색은

72.4%로 매우 차이가 많았으며, F/W에서도 역시 단색 16.4%

에 배색이 83.6%로, S/S보다 배색비율이 11.2% 더 증가한 것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동들은

따뜻한 시기보다 추운 계절에 더 많은 배색이 필요하며, 기본

적으로 심플한 단색보다는 화사한 다양한색의 배색 조화, 즉 1

가지 배색보다는 2~3가지 배색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Table 8).

3.3.3. 소재

1) 솔리드와 무늬

일반적으로 아동복에는 면과 울, 린넨 등 천연섬유 소재를

주고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아이템별로 소재의 종

류을 분석하지 않고, 입고 있는 옷 전체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솔리드와 무늬의 배색구성 및 사용된 무늬의 종류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옷을 디자인할 때 코디네이션을 고려하여 솔리드와 무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모델이 입고 있는 옷

전체에 디자인에 대해서 솔리드&솔리드, 솔리드&무늬, 무늬&

무늬인지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입고 있는 한 벌의 옷에 무늬가 들어가는 구성을 살펴보면 S/

S에는 솔리드&무늬(49.2%)가 가장 많았고, F/W에는 솔리드&무

늬(52.7%)가 가장 높았으며, 종합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하게 솔

리드 &무늬(51.3%) 비중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이어 솔리드 &

솔리드(32.5%), 무늬& 무늬(16.2%)로 나타났다(Table 9). 

전체적으로 보면 시즌에 상관없이 솔리드&무늬의 비중이 가

장 높았으며, 무늬를 응용한 것(67.5%)이 솔리드&솔리드

(32.5%)보다 2배 가량 높았으며, S/S보다 F/W에는 솔리드 &

솔리드의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무늬&무늬와 솔리드&무늬의

Table 8. Analysis according to number of dominant colors scheme

Classification 0
Dominant colors scheme(1'ps) Total

1 2 More than 3 Work number Color number

Example

08 S/S p.256

Chic in

biancoe blu

07S/S

p.265

Parrot ourfit

09-10F/W

p.240

Miss blumarine 

 10-11/FW

P.80

Ice lceberg

Work

number

(%)

S/S(%)
131(27.6%) 134(28.3%) 120(25.3%) 89(18.8%) 474

1153(100%)
72.4%

F/W(%)
112(16.4%) 92(13.4%) 243(35.5%) 238(34.7%) 685

2028(100%)
83.6%

Total(%)
243(20.6%) 226(19.2%) 363(30.8%) 346(29.4%)

2,228(100%)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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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더 높았다. 추울 때 무늬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는 것으

로 보아 아동복에는 적절하게 무늬를 배색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무늬의 종류

위 아동복의 무늬구성에서 나타난 무늬들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크게 스트라이프와 첵크, 물방울, 꽃무늬, 기타로 나누어

졌다. 이 때 한 벌의 옷에 나타난 무늬의 종류가 다른 경우를

다 첵킹하여 한 벌에 무늬종류가 2개 내지는 3개가 사용된 것

도 있으므로 기본적인 위 무늬구성의 작품수보다도 무늬수가

더 많이 나타났다.

그 결과 무늬의 경우에 S/S에는 꽃무늬(29.7%)가, F/W에도

역시 꽃무늬(25.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종합적로는 시즌

에 상관없이 꽃무늬(26.8%)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다

음으로 체크(19.7%)와 스트라이프(18.6%)가 거의 비슷하게 사

용되었으며, 이어 물방울(9.4%)이었고, 그 외에 추상무늬, 캐릭

터무늬 등 현대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무늬의 등장으로 기타무

늬(25.5%)의 비중도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Table 10). S/S보다

F/W에는 꽃무늬와 기타무늬가 줄면서 체크와 스트라이프, 물

방울 등의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더 증가하였으며, 시즌마다 약

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무늬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통해 아동들 자신들만이 좋아하는 세계가 비슷

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아동들에게 의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들의 감각과 지적

발달, 성격 형성 및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아동복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

동복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에 따라 아동복 디

자인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동을 위한 디자인

개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Table 9. Analysis according to solid & pattern of composition

Classification
 Solid & pattern of composition(1'ps)

Total
Solid & solid Solid & pattern Pattern & pattern

Example

09S/S

P.328

Barcarola

09-10F/W

p.230

Diesel

07-08FW

p.295

Oility

Work 

number 

(%)

S/S

(%)

176

(37.1%)

233

(49.2%)

65

(13.7%)

474

(100%)

F/W

(%) 

201

(29.3%)

361

(52.7%)

123

(18.0%)

685

(100%)

Total

(%)

377

(32.5%)

594

(51.3%)

188

(16.2%)

1,159

(100%)

 

 

 

Table 10. Analysis according to kind of pattern

Classification
 Kind of pattern

Total
Check Stripe Dot Flower etc.

Example

0809 F/W

p. 271

Miss blumarine

07S/S

  p.271

Miss Grant

Book Moda

06S/S, P.331

Simonetta

10S/S, p.299

Panoon

Chicilace

10S/S,

p.326

Parrot

S/S

(%)
61(16.2%) 62(16.4%) 27(7.2%) 112(29.7%) 115(30.5%)

377

(100%)

Pattern

number (%)

F/W

(%)
135(21.8%) 123(19.9%) 67(10.8%) 155(25.0%) 139(22.5%)

619

(100%)

Total

(%)
196(19.7%) 185(18.6%) 94(9.4%) 267(26.8%) 254(25.5%)

9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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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명품 디자인을 선호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도 아동복 분야에서도 독자

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여 해외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브랜드

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아동복 브랜드를 만들

기 위해서는 해외 아동복 디자인 경향을 파악하는 기초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초 작업을 토대로 국내

아동복 디자인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독자적인 방향성을 제안

하고 나아가 아동복 디자인에 고부가 가치를 부여하는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현대 아동복디자인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6S/

S~2010S/S 시즌의 아동복 컬렉션에 나타난 학령기 여자 아동

복을 분석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디네이트된 아이템의 구성수는 S/S에는 주로 2'PS가,

F/W에는 3'PS의 비중이 높았으며, 종합적으로는 2'PS에 이어

3'PS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PS, 4'PS 순으로 나타

났다. 시즌에 상관없이 2'PS와 3'PS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동

들은 많은 구성수의 옷보다는 활동하기에 편한 상의와 하의, 외

투 등의 옷차림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아이템의 전체적인 비율 및 아이템의 종류에서는 S/S,

F/W 모두 상의 아이템이 하의 아이템보다 높았으며, 가장 많

은 수의 아이템은 티셔츠였으며, 그 다음으로 바지, 스커트, 원

피스, 자켓 순으로 높았으며, 이어 블라우스, 점퍼, 코트, 조끼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템 분석 결과 상의의 비율이 하의보다 2

배 정도 높게 나타내는 이유는 상의의 아이템의 종류가 다양하

기 때문이며, 여자아동임에도 불구하고 티셔츠와 바지의 비율

이 높은 것을 통해 성인과는 달리 아동들은 활동성과 기능성이

좋은 아이템들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디자인의 요소의 실루엣에서는 S/S에는 직선적인 H라

인이, F/W에는 여유있는 슬림라인인 A라인이 많았으며, 종합적

으로 종합한 결과 A라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H라인, 그 밖

에 프린세스라인, 박스라인,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아

아동복에서는 몸에 자연스럽게 알맞는 크기의 A라인과 H라인

이 활동성과 기능성면에서 크고 루즈한 박스나 볼륨감있게 부

풀린 프린세스 디자인이 훨씬 더 많이 애용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네크라인과 칼라의 비교에서 S/S에는 네크라인이, F/W

에는 칼라가 많았으며, 종합적으로 칼라가 네크라인보다 높았

으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라운드네크라인이었다. 네

크라인에서는 S/S에는 라운드네크라인에 이어 캐미솔네크라인

이, F/W에는 라운드네크라인이 가장 많았으며, 종합적으로 라운

드 네크라인에 이어 브이네크라인, 캐미솔네크라인, 스궤어네크

라인,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칼라에서는 S/S에는 플랫칼라가, F/

W에는 스탠드 칼라가 많았으며, 종합적으로 스탠드 칼라의 비

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플랫, 테일러드, 셔츠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후드와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에서 네크라인과 칼라의 비율이 S/S와 F/W에 거의 2

배 정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동들이 기온에 민감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시즌에 상관없이 라운드네크라인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가장 아동들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받아

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아동복에 사용된 장식에서는 장식이 있는 옷이 무장

식한 옷보다 S/S/와 F/W 모두 많았으며, 장식수에 따라 나눈

분석에서는 S/S와 F/W모두 무장식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장식 1개, 장식 2개, 장식 3개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에 나타난 장식수에 따른 분석에서 무장식의 비중이 크

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장식한 것을 모두 합하면 그 비율이 무

장식의 2배인 것으로 보아 아동들에게 장식이 흥미와 시선 집

중의 요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식의 종류에서는 S/S에는 프린트와 프릴&플리츠가, F/W

에는 프릴&플리츠와 개더&셔링의 비중이 높았다. 종합적으로

여아아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프릴&플리츠, 프린트, 개더

&셔링이고, 그 다음으로 리본, 보석이나 브로치, 자수나 아플리

케를 그리고 나머지 장식들이 골고루 다양하게 다 사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식은 이시기의 이동들에게 단순한 부착의미의 장

식인 리본, 보석이나 브로치보다는 귀여우면서 활동성이 고려

된 스타일의 프릴&플리츠와 개더&셔링이외에 좋아하는 캐릭

터나 그림, 글씨 등 특징적인 것을 표현하는 프린트를 더 좋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사용된 색의 종류는 시즌에 상관없이 유채색비율이

무채색보다 높았으며, 색종류에서는 S/S에는 흰색과 파랑색이,

F/W에는 남색과 흰색이 많이 나타났으며, 종합해본 결과 흰색

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남색, 파랑색, 빨강색, 분홍색,

검정색등이 비슷하게 많이 나타났으며, 이어 회색, 그린색, 보

라색, 노랑색, 기카키색, 베이지색, 주황색, 갈색, 자주색, 기타

등으로 골고루 조금씩 나타났다. 여아들은 흰색과 남색을 중심

으로 파랑색, 빨강색, 분홍색, 검정색 등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S/S보다 F/W에 유채색비율이 무채색의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추울 때 더 발랄하고 생기있어 보이는

유채색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복에 사용된 배색수에서 S/S에는 1가지 배색이, F/W에

는 2가지 배색와 3가지 이상 배색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종

합해보면 2가지 배색과 3가지이상의 배색에 이어 단색, 1가지

배색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색비율은 단색보다 시즌에 상관없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동복의 높은 배색의 비율을 통해 아동

들이 심플한 단색보다는 화사한 색의 조화를 좋아한다는 것과,

S/S보다 F/W에 배색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이들이 추울 때 더

많은 다양한 배색을 원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솔리드와 무늬의 배색구성에서는 시즌에 상관없이 S/

S와 F/W 모두 솔리드&무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솔

리드&솔리드, 무늬&무늬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시즌에 상관

없이 무늬를 사용한 것이 솔리드&솔리드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을 볼 때, 아동복에는 단순한 솔리드보다 적절하게 무늬를 배

색함으로써 흥미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아동복에 나타난 무늬의 종류에서는 S/S와 F/W에 모두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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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체크와 스트라이프가, 이어 물

방울, 추상무늬, 캐릭터무늬, 기타 현대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무

늬로 나타났다. 여아아동복에 시즌에 따라 무늬간에 약간의 비

율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꽃무늬를 중심으로 체크와 스트

라이프, 물방울 등이 중심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아동들

이 좋아하는 세계가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아동복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을 토대로 살펴 본

여아학령기 아동복의 디자인의 특징들은 수입브랜드를 선호하

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

동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들이 선호하는 아이템구성 및 종

류, 실루엣, 네크라인과 칼라, 색과 배색, 솔리드와 무늬, 장식

등을 구체적으로 응용하여 기존디자인에서 탈피한 새로운 디자

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특징을 지닌 수입브랜드의 다

양한 디자인에 견줄 수 있는 아동을 위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개발만이 급증하는 수입브랜드 시장에서 국내

브랜드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시즌별 특징을 중심으로 학령기

여자 아동복의 특성을 디자인 과정에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아

동복의 디자인 수준도 틀림없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

다. 본고에서는 분석 자료가 방대하여 아동복 전체를 분석하지

못하고 학령기의 여자 아동복만을 검토하였다. 컬렉션에 나타

난 남자 아동복의 디자인 특성은 차후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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