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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outdoor apparel market has been growing very fast recently, and consumers are spending 
more time doing outdoor activities for their leisure. As the outdoor apparel market is growing, it 
has started to combine functionality with style to provide more diverse designs and colors for all 
ages. The increase of interest in heathy life-styles, outdoor activities, and leisure has lead to a rise 
in demand for outdoor apparel. Now outdoor apparel have become a part of people's daily casu-
al wear in addition to being worn for outdoor activities. This study is focused on a outdoor jack-
et design which is used as down-alternative material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outdoor jackets using a down-alternative fabrics that improve the thermal and lightweight effects 
for clothing comfort, and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wearing down-alterative outdoor jacket. The 
research of this paper was done by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The survey was used to exam-
ine the male customers’ outdoor activities, purchase behaviors, place, expense and design pre- 
ferences. Then, down-like fabric was used to make the prototype down jacket and its design, 
function, and satisfaction with wearing compared with other brands down jacket products were 
analyzed. Although duck down fabrics are representative of outdoor jackets, they have many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such as feathers falling out or its vulnerability to moisture. They 
have competitive prices compared to down jackets so down-alternative jackets are able to gain 
more proportion of its market share.

Key words: down-alternative(다운대체), goose down(거위 털),
outdoor jacket(아웃도어 재킷), outdoor wear(아웃도어 웨어) 

본 논문은 글로벌전문 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100359599)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Corresponding author: Sham Ho Chung, email: cau03@cau.ac.kr



服飾 第63卷 8號

- 144 -

Ⅰ. 서론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소득수준의 향상 및 생활수

준의 향상은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에 대한 변화와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 여

가생활과 레저문화의 확산 등 소비자의 생활양식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다양한 레저 스포츠 활동의

증가와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

웃도어 시장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고부가가치 산

업으로 도약하였다. 국내·외의 불안정한 경기 침체

및 불황에도 불구하고 아웃도어 시장의 규모는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아웃도어 패션시장은 2008

년~2013년 연평균 성장률 28.9%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캠핑문화와 발달, 클라이밍 등 레포츠 인구 확

산 및 주요 소비층인 20-30대의 소비인구의 증가 영

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었다.1) 2012년도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아웃도어 시

장은 매년 30%이상의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2012년 시장규모 5조 7500억 원 규모에 비해 2013년

은 6조 4000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추정되고 있다.2)

아웃도어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의 배경으로는 주 5

일제 근무와 수업제가 정착되면서 가족단위의 캠핑

및 여행문화의 활성화를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또한

여행을 주제로 하는 방송매체의 인기와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등산, 트레킹 및 캠핑 등 아웃도어 활

동의 증가로 아웃도어 의류와 용품의 수요 증가로

아웃도어 시장의 소비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3) 과

거 아웃도어 웨어 시장은 40-50대 중·장년층을 중심

으로 형성되었으나, 아웃도어 웨어는 패션성과 기능

성을 갖춰 젊은 층과 여성층, 키즈 라인까지 확대되

어 의류 뿐 아니라 아웃도어 상품으로 확대되고 있

다.4) 특히 남성소비자들에게 아웃도어 웨어는 아웃

도어 웨어일 뿐 아니라, 일상복 및 캐주얼,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아웃도어 의류는 기능성과 편안함을 갖춘 일

상복으로 대중화가 되어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고 있

으며 심미성과 패션성을 겸비한 아웃도어의 생산으

로 기존의 등산복 및 야외 스포츠복의 사용 대체로

꾸준한 성장세를 올리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별로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 제품이 증가하고 있으

며 소재의 고급화와 패션성에 중점을 두며, 자연환경

을 고려한 친환경 상품과 밝은 색상의 가볍고 활동

적인 초경량의 고가의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재 면에서 첨단 섬유 기술의 발전과

IT 기술 발전에 힘입어 투습방수, 항균, 방취, 발광,

자외선 차단, 내구성이 강한 합성섬유, 다양한 복합

기능성을 겸비한 소재들이 사용되어 기능성을 강조

함은 물론 트랜드를 반영한 유행성은 슬림하고 가벼

운 디자인으로 다양화와 고급화 되어 패션에 중점을

디자인 상품으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5) 아웃도어

재킷의 고기능성 소재 사용으로 인한 상품의 가격

인상과 고가의 다운재킷의 충전재인 거위털과 오리

털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및 사회문제까지 야기

되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와 그의 특징 및 디

자인 선호도를 연구하여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적

합한 기능성과 활동성 및 패션성이 가미된 트랜디한

아웃도어 다운재킷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아웃도어 웨어의 시장의 규모의 증가 확대와 소비

자 층의 세분화 등으로 아웃도어 웨어의 연구도 증

가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연구는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성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아이템

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킷의 경우, 등산복 및 일

상생활의 겉옷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 덕다운과 구

스다운 재킷의 디자인 연구와 더불어 충전재로 사용

된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가의 수입

충전재인 구스다운과 덕다운을 이용한 방한용 아웃

도어 다운재킷의 충전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구성된 충전재를 충전한 고보온성, 초경량의 아웃도

어 다운대체 재킷을 시제품으로 제작하여 기존의 다

운재킷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다운대체의 단점을 보

완한 제품의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아웃도어 웨

어를 즐겨 입는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 후, 다운재킷의 디자인과 소재 선호도를 알

아보고, 시제품을 제작하여 착의 평가를 통해 브랜드

제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으로 다운대체 재킷에

대한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다운대체 소재를 이

용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아웃도어 생활을 병행하여



다운대체 아웃도어 재킷의 디자인 개발

- 145 -

사용 할 수 있는 기능성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

자재의 대체 재료로서의 활용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고가의 수입품에 의존하던 다운대체 소

재의 국내개발 및 사용의 활성화로 국내시장의 활성

화와 기술 개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다양하고

세분화된 소비자 계층의 확대로 소비자 욕구를 만족

시키기 위해 우수한 기능성을 지니면서 가격 경쟁력

을 갖춘 아웃도어 재킷의 소재 및 디자인 개발에 기

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웃도어 개념 및 아웃도어 재킷의 특성
아웃도어(outdoor)란 집밖, 야외를 말하며, 야외로

나가 자연과 함께 활동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아

웃도어 활동으로는 고산등산(alpine climbing), 등산

(hiking), 암벽등산(climbing), 트레일 러닝(trail run-

ning), 낚시(fishing), 사이클링(cycling), 스노우보딩

(snowboarding), 스키(skiing), 스노우슈잉(snow-

shoeing), 캠핑(camping)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아

웃도어 활동을 위해 착용되는 의복을 아웃도어 의류

라고 한다.6) 야외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위해 착용

되는 의복으로 등산복, 스키복과 같은 산악활동을 위

한 의류에서 조깅복, 트레킹복, 자전거, 수상스포츠

의복 및 다목적 스포츠를 목적으로 하는 의류를 지

칭하고 있다.7) 이러한 의복은 활동성과 기능성이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웃도어 스포츠의 특성상

야외활동으로 인한 신체의 땀이나 습기의 배출 및

흡수 조절이 필요하며, 겨울철 체온유지를 위한 소재

와 기능성이 매우 중요시 된다. 겨울철 신체의 보온

유지를 위한 충전재의 사용과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인체의 활동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량성을

가미한 상품 등 목적에 따른 디자인의 기능성의 요

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아웃도어 신소재로 인한 고기

능성의 특성으로 일반 의류에 비해 극한의 기후나

환경요인에 대처할 수 있어 전문가를 위한 전문적이

고 활용도의 폭이 넓으며, 이런 고기능성을 바탕으로

일상복과 다른 운동복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아웃도어 웨어 하나만

으로 등산복, 레저복, 일상복, 작업복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8) 이러한 소비 추세에 발맞

춰 최근 개발되고 있는 겨울용 다운재킷의 경우, 보

온. 경량, 방풍, 투습의 고기능성을 가지면서 내피와

외피를 분리해서 입을 수 있는 스마트한 아웃도어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으며 그 사용 빈도 역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대부분의 방한용 재킷은

내피겸용 충전재로 우모(羽毛,feather)인 구스다운

(goose-down), 내피용(구스다운 재킷용) 원단으로

초경량 원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피용으로는 고어

텍스 원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웃도어 재킷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의류에 비

해 활동성과 내구성을 중요시한다. 아웃도어 재킷 디

자인의 기능성 설계는 운동성과 활동의 편리성을 고

려한 디자인 설계가 필요한데, 격한 야외활동 시 땀

배출과 체온의 밸런스를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겨드

랑이 부분과 목 뒤 부분에 벤틸레이션(ventilation)9)

과 야외의 날씨 변화 및 다목적 활용을 목적으로 외

피와 내피의 탈부착이 가능한 집인집(zip-in-zip) 재

킷으로 외피와 내피를 각각 입거나, 동시에 착용할

수 있는 멀티 기능성 디자인을 고려한다. 또한 장시

간 착용하여도 형태의 변형이 없는 내구성이 뛰어나

야 하며, 장시간 걷거나 활동 시 무게감을 경감해 주

는 경량소재를 활용한 디자인과 바람막이의 기능의

방풍성, 땀을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 투습

방수성과 땀 냄새와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기능의

항균 방취성을 고려한 디자인 특성을 볼 수 있다. 특

히 겨울철 체온유지를 위한 충전재 제품의 보온성과

패커블(packable) 기능 등 아웃도어 활동의 목적에

따른 다양한 기능의 특징을 아웃도어 재킷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아웃도어 다운재킷 소재 경향
아웃도어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친환경적인 소재

나 고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신소

재를 적용한 아웃도어 의류 제품이 늘어가고 있다.

아웃도어 의류는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이 빠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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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특징

천연

재료

식물 면솜(cotton)
· 피부자극이 적고 세탁취급성이 나쁨

· 무겁고 압축능력 및 복원력이 낮음

우모
덕다운

구스다운

· 경량감, 보온성, 단열성과 뛰어난 압축능력과 복원력

· 세탁취급성이 취약함

· 수분 접촉 시 부피감소로 인한 보온효과 상실

· 고가의 전량 수입의존

· 단백질 성분으로 인한 세균 번식과 곰팡이 서식으로 기능성으로

취급에 주위 요구

합성

재료

부직포
Thinsulate(3M사)

Primaloft (Albany사)

· 경량성, 보온성 및 단열성

· 땀, 수분 접촉 시에도 보온성 및 회복성 유지

· 단순한 공기층을 이용한 보온과 단열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함 기능적인 문제

솜형태 Polyester+cotton
· 저렴한 가격과 압축 및 복원 기능 낮음

· 보온 및 단열 기능 없음

-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정리함

<표 1> 아웃도어 충전재 종류 및 특징

로 참신한 소재와 다양한 구조의 소재와 디자인이

개발되고 상용화 되고 있다.10)

아웃도어 의류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소재의 경

량화로 도레이와 유니클로가 공동으로 개발한 'New

Ultra light down' 제품은 경량성과 보온성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다. 내구성이 있는 소재로 발수가공 처리

하여 비나 물을 튕겨 내는 효과가 있다. 경량성을 높

이게 된 기술은 우모(羽毛)를 직접 의류에 넣어 가

능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다운재킷의 경우 우모

를 넣는 경우에는 다운백(down bag)이 있어 주머니

와 외피와의 2중 구조에 의해 우모가 원단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 기술은 기존에 사용되던

다운백 사용이 필요 없어 다운백의 중량에 해당하는

만큼 중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11)

최근 개발되고 있는 겨울용 다운재킷의 경우, 보

온, 경량, 방풍, 투습의 고기능성을 가지면서 내피와

외피를 분리해서 입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개념의

아웃도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그 사용 빈도 역

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운의 경우 수분에 취약

하기 때문에 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발수 가공

의 소재 개발과 물에 강한 합성섬유를 만들어 보온

성을 높이는 등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데상트의 마

무트(mammut) 브랜드는 다운을 나노 수준으로 발

수 가공을 처리하여 상품을 개발하였다. 외피 소재

뿐 아니라 다운에도 발수 가공을 실시하여 다운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고 물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켰

다. 합성섬유의 다운 모방화 현상과 합성섬유를 사용

한 충전재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2)

현재 대부분의 방한용 아웃도어 재킷의 경우 내피

용 충전재로 우모인 구스다운 재킷용 원단을 초경량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피용으로는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다운재킷의 경우,

보온성의 증진을 위하여 거위나 오리 등의 우모를

사용하고 있으며, 보온을 위하여 다양한 충전재 들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거위털은 단위 무게 당 함량과

보온성이 뛰어나지만, 국내 제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운재킷의 필수 원자재인 오리

털과 거위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격인상이 불가

피해져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13) 특히,

봉재 작업 시 털 날림 현상이 심하고 습기에 취약해

물에 젖었을 때 냄새와 보온 기능을 전혀 할 수 없

는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대안한 대

체 충전재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재 국내에

서의 구스다운 대체를 위한 충전재의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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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품과 보다 우수한 감성과 기능(경량감, 보

온, 단열성)을 가지면서 기존 구스다운과 덕다운을

대체할 수 있는 충전재의 개발을 통해, 현재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합성 충전재에 대한 대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국외에서 개발되고 있는 아웃

도어 제품의 충전재용으로 사용 적합한 단열, 보온성

을 지닌 합성소재 충전재는 이태리 알바니사와 미국

3M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멤브레인 부직포 타입의

충전재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3M사에서 생

산하는 신슐레이트 (thinsulate)는 두께나 무게 대비

보온력이 뛰어나고 얇고 가볍기 때문에 활동이 자유

롭고 젖었을 때 빨리 건조되어 보온성을 유지한다.14)

이들 소재의 개발은 다운재킷 뿐 아니라 다양한 제

품의 단위 소재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20~

3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웃도어 시장의

수입 대체 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계

층의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기 소

재보다 우수한 기능성을 가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지

닌 범용적인 다운재킷 제품과 이를 위한 국내 소재

의 개발과 합성 충전재에 대한 수입 대체가 시급하다.

3. 윤리적, 환경적 측면에서의 다운재킷
스포츠 및 레저 시장의 고성장과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웃도어 시장의 규모가 증

가 하는 등 소비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아웃

도어 의류 및 제품의 고 기능화 현상과 패션성이 가

미되어 활동성과 기능성, 전문성을 갖춘 일상복으로

서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는 아웃도어 제품의 범

용화를 위하여 다양한 스포츠 웨어 및 일상 생활복

과의 멀티 착장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출시

되고 있다. 방풍과 방수, 보온의 목적으로만 입던 이

미지를 벗어나 아웃도어 생활이 가능한 기능성을 부

여하면서 일상생활 제품에 접목이 가능한 다양한 소

재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아웃도어 다운재킷의 경우

고 기능성을 지닌 섬유의 개발로 인해 활용도가 더

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증가시

키고 있다. 고기능성 소재의 사용이 증가 할수록 상

품의 동반상승이 이어지며 이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다운재킷의 필수 충전재인 거

위털과 오리털을 이용한 천연 다운 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막대한 양의 거위와 오리의 사육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의 사육 방식으로 인

한 동물 학대 문제와 불법으로 가축을 도살하여 동

물보호 단체 및 환경단체로부터 강한 항의와 국제적

인 제재를 받고 있다.15) 또한 봉재 작업 시 털 날림

이 심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작업환경의 개

선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명하고 윤리적

인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소비

자들의 인식의 고조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대신할

수 있는 상품을 요구하고 산업체에서도 이를 반영한

다고 할 수 있다. 덕다운과 구스다운을 대체할 수 있

는 합성 소재를 이용한 다운재킷의 증가와 해외 수

입 대체를 통한 가격 합리화 등 여러 문제점은 해결

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

으며, 대상은 아웃도어 의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30-40대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기간

은 2012년 1월 4일에서 2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응답이 정확

하지 않은 35부를 제외하고 285부만이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겨

하는 동호회 및 등산모임과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

고객 중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16)17)18)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내

용은 설문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구매행동, 구매

선호도, 디자인 선호도, 기능성 및 소재, 착용 만족도

등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

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 2위 브랜드를 선택하여, 결

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운대체 충전재를 충전한 아웃

도어 재킷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제품과 착용 만족

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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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항목 빈도(%)

자주 구입하는

아이템

다운재킷 130(46%) 다운조끼류 23(8%)

티셔츠류 63(22%) 조끼류 9(3%)

팬츠류 54(19%) 기타 6(2%)

합계 285(100%)

구매빈도

1년에 1~2회 122(43%) 2년에 1회 이하 46(16%)

1년에 3~4회 108(38%) 1년에 5회 이상 9((3%)

합계 285(100%)

구매장소

백화점 77(27%) 인터넷쇼핑몰 31(11%)

아웃도어/스포츠 아울렛 60(21%) TV홈쇼핑 23(8%)

아웃도어/스포츠전문대리점 51(18%) 기타 5(2%)

대형할인매장 37(13%) 합계 285(100%)

구매비용

10만 원 미만 51(18%) 50만원이상~70만미만 14(5%)

10만원이상~20만원미만 66(23%) 70만원 이상 5(2%)

20만원이상~30만원미만 117(41%) 기타 3(1%)

30만원이상~50만원미만 29(10%) 합계 285(100%)

<표 2> 응답자의 구매특성

(n=285)

Ⅳ. 연구결과
1.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행동

1) 응답자의 구매 특성, 구매빈도, 구매장소 및

구매비용

전체 응답자 285명 중 아웃도어 의류 구매 행동을

조사한 결과, <표 1>와 같이 자주 구입하는 아이템으

로는 다운재킷(46%)이 가장 높았으며, 티셔츠(22%),

팬 츠류(19%), 다운조끼류(8%), 조끼류(3%), 기타

(2%) 순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다운재킷의 1회 구

입 빈도를 조사한 결과 구매 빈도는 1년에 1회~2회

(43%)로 가장 높았으며, 1년에 3~4회(38%), 2년에

1회 이하(16%), 1년에 5회 이상(3%) 순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임민정 외19) 의 연구에서의 구매

빈도 결과와 일치하였다. 구매 장소로는 백화점

(27%)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웃도어/스포츠 아울렛(21%), 아웃도어/스포츠 전

문 대리점(18%), 대형할인매장(13%), 인터넷쇼핑몰

(11%), TV 홈쇼핑(8%), 기타(2%) 순으로 나타났

다. 일회 평균 구매 비용으로는 10만원 미만(18%),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23%), 20만 원 이상~

30만 원 미만(41%)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만 원 이

상~50만 원 미만(10%), 50만 원 이상~70만 원 미

만(5%), 70만 원 이상(2%), 기타(1%)로 나타났다.

결과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 1년에 1회~2회 정도

구매를 하며, 1회 평균 구매 비용으로 20만 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 소

비자들은 아웃도어 재킷 구매 시 디자인과 가격을

선호하는 항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형할인점 및

아울렛 등에서 구매하는 남성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

이 반영되어 다른 요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

웃도어 다운재킷의 일 회 구입 빈도를 조사한 결과

구매 빈도는 1년에 1회~2 회(43%)로 가장 높았으

며, 1년에 3~4회(38%), 2년에 1회 이하(16%), 1년

에 5번 이상(3%)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 장소로는

백화점(27%)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아웃도어/스포츠 전문 대리점(21%), 아웃도

어/스포츠 아울렛 매장(18%), 대형할인매장(13%),

인터넷 쇼핑몰(11%), TV 홈쇼핑(8%),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일회 평균 구매 비용으로는 10만원

미만(18%),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2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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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항목 빈도(%)

선호하는

브랜드

노스페이스 69(24%) 라푸마 23(8%)

코오롱스포츠 46(16%) 네파 20(7%)

K2 39(14%) 밀레 14(5%)

콜롬비아 34(12%) 아이더 9(3%)

블랙야크 25(9%) 기타 6(2%)

합계 285(100%)

구매

선호도

디자인 83(29%) 사이즈 20(7%)

가격 57(20%) 브랜드인지도 14(5%)

기능성 39(14%) 세탁및관리의용이성 9(3%)

활동성 및 착용감 29(10%) A/S 및 부가서비스 6(2%)

소재 및 품질 29(9%) 기타 3(1%)

합계 285(100%)

<표 3> 아웃도어 다운재킷 브랜드 선호도 및 구매 선호도

(n=285)

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41%)이 가장 높았으며,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10%),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5%), 70만 원 이상(2%), 기타(1%)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 남성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

1년에 1회 정도 구매를 하며, 1회 평균 구매 비용으

로 20만 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아웃도어 다운재킷 브랜드 선호도 및 구매 선

호도

아웃도어 다운재킷의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한 결

과 선호하는 브랜드 결과는 <표 2>와 같이 노스페이

스(24%), 코오롱스포츠(16%), K2(14%), 콜롬비아

(12%), 블랙야크(9%) 라푸마(8%), 네파(7%), 밀레

(5%), 아이더(3%),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브

랜드 선호도 조사 결과는 장은정20)과 김찬호21) 연구

에서도 상위 1~3위 까지 일치하였으며, 심희란22)의

연구에서 매출액 상위 5개 브랜드와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아웃도어 다운재

킷 구매 시 가장 선호도 조사 항목에 대한 분석 결

과, 디자인(29%)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가

격(20%), 기능성(15%), 활동성 및 착용감(12%), 소

재 및 품질(9%), 사이즈(7%), 브랜드 인지도(4%),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2%), A/S 및 부가 서비스

(1%), 기타(1%)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2. 아웃도어 다운재킷 선호도
1) 아웃도어 다운재킷 디자인 디테일 선호도

아웃도어 다운재킷의 선호하는 디자인을 살펴보면

<표 3>에서와 같이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임민

정 외23)의 연구에서와 같이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나

제품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디

자인이나 디테일 요소 별로 나누어서 결과를 얻어

분석하였다. 후드의 경우 스탠드칼라+탈부착 후드형

(34%), 탈부착 후드(23%), 내장후드형(20%), 스탠

드칼라+후드의 혼합 형태(12%), 라운드칼라+후드의

혼합 형태(8%), 후드 없음(3%) 순으로 탈부착형 혼

합 후드 형태의 재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밑단의 경우는 벨크로 조임형(38%)로 디자인

된 것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벨크로+고무 밴드의 형

태(23%), 일직선형태(18%), 고무 밴드형(12%), 시

보리(Rib)형(9%) 순으로 나타났다. 벨크로와 고무

밴드로 혼합된 형태의 소매 밑단의 경우 보온성과

활동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온효과를 높이는

디자인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몸판 앞여밈의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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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디자인 요소 빈도(%)

후드

스탠드칼라+탈후드형 97(34%)

탈부착후드형 66(23%)

내장 후드형 57(20%)

스탠드칼라+후드형 34(12%)

라운드칼라+후드형 22(8%)

후드 없음 9(3%)

소매밑단

벨크로조임형 103(38%)

벨크로+고무 밴드형 66(23%)

일직선형 51(18%)

고무 밴드형 34(12%)

시보리(Rib)형 26(9%)

몸판 앞여밈

덮개 있는 지퍼형 165(58)

덮개 없는 지퍼형 91(32%)

벨크로형 29(10%)

재킷밑단

밑단 조절 조임끈형 92(34%)

부분 고무 밴드형 76(28%)

일직선형 55(20%)

고무 밴드 33(12%)

언발런스형 16(6%)

재킷스타일

활동성 128(45%)

기능성 74(26%)

착용성 51(18%)

유행성 32(11%)

재킷길이

엉덩이 길이 137(48%)

허리~엉덩이 길이 68(24%)

엉덩이 덮는 길이 48(17%)

허리길이 32(11%)

<표 4> 아웃도어 다운재킷 디자인 디테일 선호도

(n=285)

는 덮개가 있는 지퍼 형태(58%), 덮개가 없는 지퍼

형태 (32%), 벨크로 여밈(10%)순으로 나타났다. 재

킷의 밑단 디자인은 밑단조절 조임 끈이 있는 형태

(38%), 부분 고무 밴드 형태(26%), 일직선형(20%),

고무 밴드(11%), 언밸런스 밑단 형태(5%)로 나타났

다. 밑단 조절 조임 끈은 개인의 사이즈에 따라 폭

조절이 가능하여 보온성과 착용감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

의 전체적인 스타일에 관한 설문에서는 활동성

(45%)과 기능성(26%)을 남성 소비자들이 가장 선

호하고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감각적인 스타일을 중

시하는 유행성(18%), 착용자의 체형을 고려한 착용

성(11%) 순으로 나타나 활동성과 기능성을 우선으

로 하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킷길

이에 대한 선호도는 엉덩이길이(48%)로 가장 선호

하는 길이로 나탔으며, 허리와 엉덩이 사이 길이

(24%), 엉덩이 덮는 길이(17%), 허리길이(11%)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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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빈도(%) 항목 빈도(%)

선호하는

소재

고어텍스 128(43%) 쉘러 29(10%)

윈드스토퍼 68(24%) 에픽 17(6%)

라이크라 34(12%) 기타 9(3%)

합계 285(100%)

선호하는

다운재킷 충전재

구스다운 162(57%)

덕다운 100(35%)

합성소재(다운대체) 23(8%)

합계 285(100%)

<표 5> 아웃도어 다운재킷 소재 선호도 및 기능성 선호도

(n=285)

기능성항목 평균 표준편차

보온성 4.35 0.69

경량성 4.32 0.66

내구성 4.28 0.76

방풍성 4.14 0.83

투습방수성 4.07 0.75

흡한속건성 4.06 0.74

친환경성 4.03 0.75

활동성 4.01 0.74

자외선차단성 3.92 0.69

방오성 3.81 0.62

<표 6> 아웃도어 다운재킷 기능성

2) 아웃도어 다운재킷 소재 선호도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아웃도어 다운재킷의 대표적

인 소재들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해 본

결과, 선호하는 소재로는 고어텍스(43%), 윈드스토

퍼(24%), 라이크라(14%), 쉘러(10%), 에픽(6%), 기

타(3%)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들은 다운재킷

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된다. 충전재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충전재에 대

한 선호도는 구스다운이 전체 응답자의 57%를 차지

하였으며, 덕다운은 35%, 합성소재(발열소재)는 8%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합성소재의

충전재에 대한 인식 부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에 충전재에 대한 인식고취와 함께 충전재 개발과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아웃도어 다운재킷 소재 기능성 중요도

아웃도어 다운재킷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의 기능

으로는 보온성 소재, 경량성 소재, 투습방수성 소재,

흡한속건성 소재, 신축성 소재, 발열쾌적성 소재 등

이 있으며, 다운재킷의 기능성에 대한 중요도를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표 5>는 아웃도

어 다운재킷 소재 기능성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이

며, 인체의 체온유지를 위한 보온성(4.35)을 아웃도

어 다운재킷 소재의 기능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고, 의복 착용 시 느끼는 경량성(4.32), 오래

착용해도 외관의 변형이 없는 내구성(4.28), 공기가

잘 통하고 신체를 쾌적하게 해주는 방풍성(4.14), 땀

을 잘 방출하고 눈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투습방수

성(4.07), 땀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마르게 하는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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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노스페이스
코오롱

스포츠
K2 콜롬비아 블랙야크 라푸마

가격대 330,000~ 240,000~ 250,000~ 250,000~ 250,000~ 200,000~

특징

무지개컬러로

다양한 색상 제안

후드 탈착

젊은 감성과

슬림한 핏의

다양한

디자인제품 출시

컬러감을 살린

슬림한

디자인에

다양한 아이템

루즈한 핏의

남성적 디자인

컬러블럭, 퀼튕

모양의 다변화

및 리버시블

디자인

사선퀼팅 및

슬림핏 디자인

제품

- http://www.theno

rthface.com

- http://www.kol

ongsports.com

- http://www.k

2outdoor.co.kr

- http://www.c

olumbia.com

- http://www.bla

ckyak.co.kr
- http://www.lafu

makorea.co.kr

<표 7> 아웃도어 다운재킷 스타일 특성

한 속건(4.06),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성(4.03),

활동성(4.01), 자외선차단성(3.92), 방오성(3.81)로 분

석되었다. 김찬호24)의 연구에서는 경량성을 기능성에

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소비자

들은 아웃도어 다운재킷의 기능성 요소를 매우 중요

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다운재킷에서 보온성과

경량성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아웃도어 다운재킷 개발
1) 아웃도어 다운재킷 브랜드 분석

아웃도어 다운재킷 브랜드 선호도 조사 결과 국내

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 중 상위 6위까지의 브랜

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스다운 상품을 선택하여

디자인과, 소재, 가격, 제품 특징을 분석하였다. 설문

지 조사 결과 상위 6위까지의 브랜드의 아웃도어 다

운재킷의 스타일을 분석은 다음 <표 6>과 같다. 아웃

도어 브랜드의 다운재킷의 특징으로 디자인과 소재

에서 보온성과 경량성, 기능성을 갖춘 전문성을 강조

한 디자인과 고어텍스를 비롯한 발수, 방수, 투습성

등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고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였

다. 슬림핏(slim-fit) 실루엣을 강조한 스타일을 이루

고 있었으며, 사선 퀼팅과 간단한 소지품 수납이 가

능한 기능성과 간결함이 돋보이는 디자인 제품으로

단순하면서도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과 슬림핏의

실루엣으로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격대는 25만 원~35만 원대로 구매비용 조사 시 결

과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다운대체 아웃도어 재킷 시제품 개발

다운대체 다운재킷 브랜드 스타일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다운대체 충전재를 이용한 아웃도어 재킷을

<표 7>과 같이 디자인 전개 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를 반영하여 다운대체 아웃도어 재킷을 개발하기 다

운대체 충전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선호도 조사

의 결과에 따라 남성 소비자가 선호하는 디자인 디

테일의 결과를 반영하여, 스탠드 칼라의 재킷으로,

소매 밑단은 벨크로 조임과 지퍼형의 앞여밈과 활동

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스타일로 시제품을 제작하였

다. 본 연구에 제작된 시제품을 위하여 다운대체 아

웃도어 재킷에 적합한 필요한 충전 소재는 한국 실

버패션디자인연구소의 공동 연구인 지식 경제 기술

혁신 사업의 글로벌 전문 기술 개발사업 수행으로

㈜뉴맨 텍스타일에서 지원받아 제작하였다. 충전재

소재는 다운의 성능과 감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로, 보온과 단열이 우수한 폴리프로필렌 단섬유 중공

사를 이용한 부직포 단열재를 개발하여 다운대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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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자인 설명 시제품

중공 PP충전재12mm

중량240g

사선퀼팅 및 슬림핏 디자인

스탠드 칼라와 지펌 여밈

방풍을 위한 소매 및 허리 단 설계(벨크로 조임 사용)

스트레이트 실루엣

사이즈: 남성 100호

- 연구자 제작

<표 8> 시제품 제작

소재로 사용하였다. 이 폴리프로필렌 소재는 구스다

운의 대체 소재로서 이용되며, 세탁 시 뭉침 현상을

방지하고 털 날림의 방지와 함께 압축 회복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적정 수분율과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다운재킷의 대체

소재로서 앞으로 아웃도어 시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아웃도어 다운재킷 착용만족도 비교분석

아웃도어 다운재킷의 착용만족도는 개발 제품의

성능 및 착용감 등의 평가를 위하여 동작우수성, 디

자인, 소재, 전체 외관 등 착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5점 척도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20일, 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에서 아

웃도어 남성 소비자 30대 2명과 의류 전문가 (아웃

도어 브랜드 디자이너 2, 의류학과 교수 3명) 등 총

7명이 참석하여 이루어 졌다. 제작한 시제품과 착용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착용만족도의 분석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브랜드 선호

도가 높으며,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2개의 브랜

드의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시제품의 디자인과 동일

컬러, 동일 사이즈(100호 기준)등 같은 조건으로 시

제품과 착용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착용만족도

는 면접법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전체 외관 및 적

합성 위주로 문항을 구상하여 평가하였다. 착의 평가

후 착용만족도에 대한 평균 분석을 한 결과, 평균

4.3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시제품에 대한 개

발 상품의 상품성을 입증하였다. 덕다운과 구스다운

의 브랜드 제품보다 월등히 좋은 성능으로는 인지되

지 않았지만, 착용 경량감에서는 동일한 정도로 인지

되고 있었다. 특히 보온성과 충전재의 적합성 비교

결과는 다운재킷과 대체 충전재와의 차이가 크지 않

아 앞으로 소비자들의 충전재에 대한 보급을 통한

다운대체 상품으로 아웃도어 시장의 가능성을 보였

다. 치수의 적합성이나 동작 우수성에서는 모두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또한, 가격 면에서 시제품이 NF

제품과 KS 제품보다 약 30% 이상 가격대가 낮아,

다운대체를 이용한 시제품의 경우 가격 면에서 소비

자와 전문가들에게 높은 점수를 얻어,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과 경쟁력의 우위로 인해 앞으로 아웃도어 시

장에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아웃도어 다운재킷의 디자인 선호도

와 구매행동, 착용만족도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아웃

도어 다운재킷의 디자인 선호도에서 다양한 디테일

의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특히 아웃도어 다운

재킷의 내피용으로 충전재를 활용한 탈부착 형태의

재킷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구매행동에서 아웃도어 재킷 구매 시 디자인과

함께 가격이 고려사항으로 나타나서 고가의 아웃도

어 다운재킷에 대한 가격적 부담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착용만족도에서는 구스다운 및 덕다운의

충전재 사용과 합성소재의 충전재 사용한 제품의 착

용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충전재의

소재에 따른 가격만족도에서는 합성소재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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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평가항목

NF제품

구스다운

- http://www.northface.com

전체외관 4.8

착용경량감 4.7

보온성 4.8

충전재적합성 4.8

치수적합성 4.5

동작우수성 4.6

상품성 4.7

가격만족도 4.3

KS제품

덕다운

- http://www.kolongsports.com

전체외관 4.8

착용경량감 4.7

보온성 4.7

충전재적합성 4.8

치수적합성 4.6

동작우수성 4.6

상품성 4.6

가격만족도 4.2

다운대체

시제품

- 연구자 제작

전체외관 4.6

착용경량감 4.6

보온성 4.6

충전재적합성 4.5

치수적합성 4.4

동작우수성 4.7

상품성 4.5

가격만족도 4.7

<표 9> 착용도 만족도 비교분석

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아웃도어의 시장의 확대와,

아웃도어 활동의 증가로 인한 아웃도어 웨어의 소비

증가에 따른 아웃도어 재킷에 대한 수요의 팽창으로

소비자의 다운제품 만족도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해 소

비자들이 원하는 제품 디자인 및 다운대체에 대한 인

식에 대한 수요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였다.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디자인 요소에 대한 분석과 다운대체

충전재 사용의 시제품과 기존 상품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조사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제품과 다운대체 충전재의 샘플제품과 비교분석

을 통하여 다운대체 충전재의 사용이 다운 소재의

사용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적인 외관, 착용 경량감,

보온성, 소재의 적합성 등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고

가의 구스다운 및 덕다운의 충전재 사용과 합성소재

의 충전재 사용한 제품의 착용 만족도에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충전재의 소재에 따른 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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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차이로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로 아웃도

어 시장에서의 발전 가능성과 경쟁 가능성을 시사하

고 있다. 고가의 구스다운과 덕다운의 충전재의 사용

으로 인한 상품 가격의 고가 현상과 원자재에 대한

가격 불안정, 동물학대 및 윤리적인 소비를 고려한다

면, 합성 소재의 충전재의 개선의 논의가 여전히 필

요한 상태이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인식을 알리고,

합성 소재의 충전재 개발과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다운의 경우 동물을 이용한

소재이므로 비 생태학 적이며, 세탁 취급성이 좋지

않아 세균번식이나 곰팡이 등 비위생적이며 윤리적

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다운대체 소재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운대체 충전재의 사용으로 인한 원자재의 수급

완급 조절을 가능케 하여, 아웃도어 시장에서의 상품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고

가의 수입품에 의존하던 다운대체 소재의 국내개발

및 사용의 활성화로 국내시장의 활성화와 기술 개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수입 제품 가격 대비 저

렴한 가격 경쟁력과 제품의 보온성, 경량성, 내구성

을 증가시켜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의 수입 대체 효

과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소비자 계층의 확대로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수한 기능성을 지니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아웃도어 재킷의 소재 및 디자

인 개발과 보온, 단열성이 뛰어난 충전재의 역할은

적은 양과 부피로 기존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므

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류용 뿐

아니라 경량 보온성 소재를 적용한 실제 생활에 적

용 할 수 있도록 제품화 기술 개발에 응용되어 다양

한 분야로 확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웃도어 다운대체 재킷의 충

전재를 이용하여 아웃도어 시장의 가격 합리화로 인

한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연

구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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