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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 of a functional design for a commer-
cial outdoor brand jacket based on 3 types of functions : windproof, waterproof, and cold proof. 
To analyze the design and fabric characteristics of outdoor jackets by function, 903 men’s and 
women’s outdoor jacket images were selected from the catalogues during S/S 2009 - F/W 2011 of 
the 6 brands: The North Face, Columbia Sports Wear, Kolon Sports, K2, Arcteryx and 
Mont-Bell. These brands were selected based on their high market share and brand awareness of 
the outdoor brands in Korea. In this study, design elements analysis was conducted as following 
8 elements: hood/collar height/central front flap/waistline/pocket location/ventilation for the body 
part/sleeve patterns/cuff for the sleeve part. Fabrics were analyzed by the frequency of fabric 
types used in the 3 jacket types. According to the result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six 
brands of outdoor wear jacket design trends by year, detachable hood and a co-use of velcro and 
elastic bands have been mainly designed for all of windproof, waterproof, and cold proof jacket 
to all in order to respond quickly to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For reinforced storage 
function on trekking, the number of pockets has been gradually growing, and a function was be-
ing developed to connect an electronic device to a pocket. The method, result, and collateral ob-
servations relevant to each of these phases are described. Outdoor jacket desig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for outdoor brands, which can provide data to suggest more accurate functional 
design, and satisfy functional design need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was 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it suggested preliminary data to reconsider competitiveness of the bran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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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여가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등산

과 같은 일상생활권의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이

어지고 있다.1) 수요의 증가는 아웃도어 활동을 세분

화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비제품의 다양화를 이

끌었다. 이러한 트렌드를 배경으로 아웃도어 시장은

수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리딩 아

웃도어 브랜드들은 지난 10년간 최대 17배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아웃도어 시장규모는 4조원에 이르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다.2) 아웃도어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도 세분화되어 기능성 위주의 정통 아웃도

어 라인과 아웃도어 캐주얼 라인으로 나누어지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3) 특히 아웃도어 시장이 등산복과

남성 중심이라는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국내의 아웃

도어 브랜드들은 등산복을 비롯해 바이크, 하이킹,

캠핑 등 다양한 제품라인을 출시하고 캐주얼 의류

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고객층도 40~50대

중장년층에서 20~30대 젊은 신규고객과 여성으로

확대되면서 라인의 다각화와 일상복 겸용제품까지

출시하는 등의 다양한 디자인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기능성 아웃도어의 디자인 경향을 요약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아웃도어 웨어가 기능성이 뛰어난 일상 의

류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중․고등학생의 외투로 착

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아웃도어를 타운웨어로

입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구매 연령대가 크게 낮

아졌다.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10~20대를 위한 화이

트 라벨 출시를 시작으로 다른 아웃도어 브랜드도

여성고객과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아티스트

와의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해 패셔너블한 기능성 아

웃도어 웨어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새

로움을 선사하여 아웃도어를 타운웨어로 입는 젊은

층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둘째, 등산복에 집중되었던 아웃도어 웨어가 트레

킹, 워킹, 러닝 등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어번(urban)

아웃도어룩으로 변화하고 있다. 웰빙 트렌드의 확산

과 합리적인 가치소비의 조합은 아웃도어 활동을 일

상적인 생활의 범주로 이끌었다. 이러한 경향은 레인

코트와 레인부츠 등의 라이프 스타일형 캐주얼 아웃

도어 상품의 비중을 높이고 캐주얼과의 경계를 허물

었다.4)

셋째, 기존 아웃도어 웨어의 색채는 고채도의 원색

중심이었으나, 최근 밝고 화사한 색조로 변화하고 있

다. 기능성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색감을 시도

하지 못했던 아웃도어 제품들은 다양한 염색이 가능

한 기능성 소재의 등장으로 블랙의 사용이 상대적으

로 줄어들고 있다. 최근 화사한 색채의 유행으로 업체

들이 블랙제품 출시를 전년대비 10~30%가량 줄인

것으로 보고되고, 일부 브랜드는 바지를 제외한 상의

에 블랙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났다.5)

디자인 경향을 요약하면 아웃도어 복종은 새로운

디자인 컨셉이 적용되고 다양한 디자인의 아웃도어

웨어가 출시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아웃도어 활동

에 적합한 기능성을 지니면서 패션성과 심미성을 모

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웃도어 웨어의 개발이 요구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웃도어 시장의 최근

경향은 일반 대중으로 소비자층을 확대하기 위해 캐

주얼화 되는 트렌드를 보이지만 아웃도어 웨어에 사

용되는 소재와 디테일은 기능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된다.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성은 아웃도어 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자 타 의복과 구분

짓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

가선용과 건강증진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고조

되어 고기능성 아웃도어 웨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아웃도어 웨어가 일상복으로 확장되는 시점에서 소

비자가 아웃도어 웨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 기능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캐주얼화 현상이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아웃도어 웨어의 아이덴티티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성

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연구는 소재의 기능성과 의복

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동작 기능성에 대한 연구 등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능의 향상은

일부 요소의 기능 강화만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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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기능 향상의 시너지를 만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등산복 재킷의 기

능적 디자인에 대해 소재, 구조, 디테일의 종합적인

특성 분석을 토대로 아웃도어 재킷의 기능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등산복 재킷의 종류와 주

요기능을 규명하고, 국내외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

복 재킷의 기능별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아

웃도어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구축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등산복 재킷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문

헌연구, 아웃도어 브랜드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고찰하고, 현재 등산복 재킷의 기

능별 디자인 특성은 국내 대표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카탈로그를 중심으

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범위는 가벼운

산행을 위한 남녀 등산복 재킷에 한정하였다. 분석대

상 선정방법은 패션브랜드연감6)을 기준으로 가장 높

은 시장점유율과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6개의 브랜

드(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컬럼비아스포츠웨

어, 아크테릭스, 몽벨)를 선정하였다. 등산용 재킷의

주요기능을 중심으로 재킷 종류별 디자인 경향을 형

태, 소재로 분석하였다. 형태분석은 선행연구를 토대

로 등산복의 기능성이나 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생각되는 디자인 세부요소 총 8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소재의 분석은 카탈로그에서 기술된 소

재명칭과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웃도어의 개념과 등산복의 종류
사전적인 의미로 ‘아웃도어(Outdoor)’는 단순명사

로 실내가 아닌 야외(野外)나 옥외(屋外)를 의미한

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아웃도어’란 의미는 1980년

대 나이키를 런칭했던 ㈜화승에서 ‘아웃도어 스포츠’

란 용어를 홍보차원에서 인용하면서 한국어로 토착

되었다.7)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웃도어 스포츠 혹은

레저 스포츠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산과 연

계하지만 삶의 여유가 생기고 자연친화적인 사고가

확산되면서 산악 바이크, 암벽 등반 등 등산에 기반

을 둔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에서 아웃도어 웨어가 등산복으로 시작되면서 동시

에 기능성 소재 의류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등산복은 등반활동 시 착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고

활동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보온, 방수,

방풍의 기능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등산 활동을

위한 최적화된 의복이다.8) 등산복의 종류는 선행연

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표 1>. 최진영9)은 등산복의 종류를 입는 용

도에 따라 익스트림, 트레킹, 트래블링 등으로 구분

하였고, 이은혜10)는 등산복을 착장방식에 따라 1st

layer, 2nd layer, 3rd layer로 구분하였다. 레이어링

시스템(layering system)은 옷의 겹쳐입기를 통해 다

양한 상황에서 단계별로 인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착장방법으로 1st layer, 2nd layer, 3rd layer로 구분

한다. 1st layer는 맨살위에 입혀지는 속옷으로 흡수

속건을 통한 쾌적성이 요구되고, 2ad layer는 단열성

옷으로 보온성과 활동성, 3rd layer는 외부의 환경으

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방풍, 방수, 투습성이 필요하

다. 따라서 등산복 재킷은 3rd layer에 속하는 마지막

에 입혀지는 의복(Outwear)으로 1st layer, 2nd layer

에서 배출된 땀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할 뿐만 아

니라, 외부의 비, 바람으로부터 체온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풍, 방수, 투습성과 방한성이 요구된다. 또한

박용준11)은 등산복을 아이템의 종류에 따라 바지, 재

킷, 조끼, 셔츠 등으로 구분하였고, Verde12)는 등산

복 재킷을 사용된 원단의 종류에 따라 하드쉘, 소프

트쉘로 구분하였다.

2. 등산복 재킷의 종류
선행연구에 의하면 등산복의 재킷 종류는 여러 가

지 기준에 따라 다르게 구분될 수 있다<표 2>. 박우

미13)는 착용용도에 따라 산악용 방풍재킷, 방한용 다

운재킷으로 구분하였고, 차현정14)은 착용용도, 소재

에 따라 윈드재킷, 플리스재킷, 우모복으로 구분하였

다. 이은혜15)는 주요기능에 따라 방수, 방풍, 방한재

킷으로 구분하였고, 최진영16)은 카탈로그 분석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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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17) 착용용도

익스트림 암벽 등반 등의 활동을 위한 최고의 기능성을 추구하는 등산복

트레킹
등반과 하이킹의 중간 형태로 가볍게 걸으면서 하는 도보여행을 위한 기능성과

활동성에 바탕을 둔 등산복

트래블링 도시와 자연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신체를 보호하면서도 세련된 등산복

이은혜16) 착장방식

1st layer
흡수속건을 통해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땀을 잘 배출시켜 끈적거림이 없는

내의류 또는 속옷류

2nd layer
땀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투습 또는 속건 기능을 기본으로 한 티셔츠, 셔츠, 조끼

나 바지

3st layer
1st layer와 2nd layer에서 배출된 땀을 외부로 배출할 뿐 아니라 외부의 비·바람

으로부터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방수·방풍·방한 재킷류

박용준11)
아이템

종류

바지
주 소재인 나일론에 신축성을 더하기 위해 스판덱스를 혼방하거나, 젖었을 때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보온성이 좋은 모 혼방을 한 하의

베스트
심부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다운이나 합성섬유, 폴라 폴리스 등의 가벼운 보온

재로 만든 상의

재킷 가볍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며 외부와의 마찰에도 잘 견디는 소재의 상의

티셔츠

셔츠
춥고 젖은 몸의 저체온증을 막아 주는 합성섬유로 된 의류

Verde12)
소재특성

(방수성)

하드쉘
강풍 비바람 폭설의 악천후에서 완벽한 방수기능을 가진 인체를 보호하는 껍질

같은 역할, 주소재는 고어텍스, 이벤트, 엔트란트, 디아플렉스

소프트쉘
완벽한 방수기능은 없지만 생활 방수 기능을 가진 투습성, 보온성, 착용감이 우수

한 재킷, 주소재는 윈드스토퍼, 파워실드, 쉘러, 에픽, 윈드블럭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등산복의 종류

연구자 분류기준 종류 내용

박우미13) 착용용도
산악용 방풍재킷 등산시 방풍을 목적으로 하는 재킷

방한용 다운재킷 방한을 목적으로 하는 다운재킷

차현정14)
착용용도

소재

윈드자켓 여름철 바람막이를 목적으로 입는 재킷

플리스(Fleece) 재킷 폴라시스템(Polar System) 또는 파일(Pile) 이라 불리는 천으로 된 재킷

우모복 날짐승의 털을 이용하여 보온재로 사용한 파카류

이은혜15) 주요기능

방수 재킷 방수기능을 목적으로 입는 재킷

방풍 재킷 서늘한 날씨에 바람막이를 목적으로 입는 재킷

방한 재킷 체온을 유지의 목적으로 입는 재킷

최진영16)
카달로그

분석

고어텍스 재킷 고어텍스 소재로 만든 재킷

전문 방수/투습재킷 투습방수 소재로 만든 재킷

방수재킷 방수소재로 만든 재킷

2in1 재킷 내피와 외피가 세트로 구성된 재킷

일반 보온재킷 보온 소재로 만든 재킷

윈드재킷 방풍소재로 만든 재킷

<표 2> 선행연구에 나타난 등산복 재킷의 종류

하여 고어텍스재킷, 전문 방수/투습재킷, 방수재킷,

2in1재킷, 일반보온재킷, 윈드재킷으로 구분하였다.

3. 등산복 소재의 기능성
제2의 피부역할을 하는 등산복은 등산 활동을 하

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

록17) 등산복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의 다각적인 연

구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기능성 소재란 직물의 기본

적인 기능 외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의미한다. 소재의 기능은 디자인의 총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많은 부분을 기여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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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기능적 디자

인에 대한 연구는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가의 여부가 기능적 디자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등산복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성 소

재 중에서 방수, 방풍, 방한 3가지 주된 기능을 중심

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1) 방수소재

방수는 물이 스며들거나 새는 것을 막는 것을 의

미하고, 방수가공은 직물 표면에 물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거나 혹은 섬유 표면을 소수화하여 물이 직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다. 물과 수증기까

지도 직물 내부에 침입할 수 없는 불통기성 방수와

수증기는 통과할 수 있는 통기성 방수가 있다. 통기

성 방수는 씨실과 날실 사이에 기공을 그대로 남겨

둔 채 통기성을 유지하면서 방수성을 주는 방법인데,

의복용으로 위생적이지만 완전한 방수효과가 감소된

다.18) 방수와 투습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 방수기능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투습기능이 저하된다. 그러나

피부로부터 배출되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

의복내부의 쾌적한 기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투습가공은 이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도

록 특별하게 처리한 가공이다. 투습가공과 방수가공

을 복합하여 처리할 경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투습·방수가공이라고 한다.19)

방수성과 투습성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지

닌 대표적 소재는 고어텍스(GORE-TEX)로 1976년

부터 실용화되어 아웃도어 용품뿐만 아니라 우의, 텐

트, 등산화, 침낭커버, 우주복 등의 소재로 보편화되

었다. 원리는 테플론계 수지를 가열하여 늘려서 많은

수의 작은 구멍이 생긴 엷은 막을 만들어 이를 나일

론 천에 접착한 것이다. 1제곱인치당 90억 개 이상의

미세한 구멍은 물 분자는 통과하지 못하지만 땀은

수증기 분자로 빠져나갈 수 있다.20) 고어텍스는 원단

의 두께에 따라 두 겹과 세 겹짜리가 있다. 이를 2L,

3L이라 표기하며 세 겹은 두 겹보다 내구성이 우수

하나 무겁다.

고어텍스 외에도 미국 도날드슨社의 테트라텍스

(Tetratex), 일본 도레이(Toray)社의 엔트란트DT

(EntrantDT), 미국 BHA테크놀리지社의 이벤트(Event),

독일의 파워텍스(Powertex), 스위스 쉘러(Schoeller)

社의 Soft-Shells WB-400, 효성의 ProACT와 Rain

Off, 미국 넥스텍(Nextec)사의 에픽(Epic) 등이 있다.

2) 방풍소재

방풍소재는 원단에 닿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바람을 차단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직물 안쪽으로 바

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준다. 방풍가공이란 섬유를

납작하게 눌러주어 실과 실사이의 간격을 줄여 공기

가 통과 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한 직물의 안쪽에 얇

게 코팅하여 바람이 통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미국 고어社가 개발한 윈드스토퍼

(Wind-Stopper)가 대표적이다. 윈드스토퍼는 방풍기

능성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산용 바지, 재킷, 장갑, 모자, 귀마개 등의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원단에 덧붙인 얇은 바람막(wind

stopper membrane)으로 바람은 막아 주면서 땀을

쉽게 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온 기능보다는

방풍 성능에 중점을 두었고 투습, 발수 기능도 뛰어

나 가벼운 비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 쉘에

속하는 기능성 소재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 부드럽고 신축성이 뛰어나 활동하기 편하다.

등산 중 악천후에 노출되었을 때는 고어텍스와 함께

겹쳐 입으면 우수한 보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밖에 방풍소재로는 방풍 가공된 나일론, 말덴社

의 윈드블록(Windbloc)등이 있다.21)

3) 방한소재

열악한 환경에서 체온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방한

소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방한소재란 외기를 차

단하여 방한의 효과를 발휘하거나 발열기능이 추가

되어 체온유지를 보조할 수 있는 소재이다. 솜이나

새의 깃털 등의 충전재는 적은 양으로 많은 공기를

머금어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고 누비는 방식으로

보온 효과를 높인다.

대표적 보온소재는 미국 말덴 밀스(Malden Mill)

社 제품인 폴라플리스(Polar fleece) 및 폴라텍(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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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브랜드

2009 2010 2011
합계

S/S F/W S/S F/W S/S F/W

노스페이스 0 17 57 48 59 46 227

코오롱스포츠 17 18 28 30 13 31 137

K2 27 16 3 16 0 6 68

컬럼비아스포츠웨어 21 30 28 25 0 15 119

아크테릭스 20 21 19 22 10 19 111

몽벨 31 52 32 44 34 48 241

합계 116 154 167 185 116 165 903

‘0’은 업체에서 카탈로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표 4> 조사대상 브랜드의 카탈로그에서 수집한 등산복 재킷 이미지 빈도

분류기준 종류 주요기능 특징 소재

기능

방수재킷
방수성

투습성

방수 기능과 함께 재킷 내부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땀을

효율적으로 배출시키는 투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재킷.

고어텍스Ⓡ, 테트라텍스Ⓡ(Tetratex),

엔트란트 DTⓇ(EntrantDT), 이벤트Ⓡ(Event),

PowertexⓇ, Soft-Shells WB-400Ⓡ, ProACTⓇ,

RainOffⓇ, 에픽Ⓡ(Epic)

방풍재킷 방풍성

바람 막는 것을 목적으로 입는

재킷으로 바람막이 또는

윈드브레이커라고 함.

윈드스토퍼, 나일론에 폴리우레탄 코팅,

윈드블럭

방한재킷 보온성
단열재나 충전재를 사용한 보온을

목적으로 입는 재킷.

폴라텍(Polartec), 써모라이트Ⓡ(Thermolite),

PolarliteⓇ, Thermal ProⓇ, 쉘러-PCMⓇ,

SportwoolⓇ

<표 3> 선행연구에 따른 등산복 재킷의 주요기능

lartec)과 미세섬유와 중공섬유를 결합하여 만든 금

오텍스의 써모라이트(Thermolite)가 있다. 그 외에도

미국의 Malden-Polartec의 Thermal Pro, 쉘러코리아

의 쉘러-PCM, Sportwool 등이 있다.

등산복의 기능, 등산복 재킷의 기능, 등산복 소재

의 기능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등산복 재킷의 주요 기능은 방수, 방풍, 방한으

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세 가지의

주요 기능이 서로 교차·융합되면서 다양한 용도의 등

산복 재킷이 출시되면서 등산복 재킷의 구분이 모호

해진 시점이기에 기능에 따른 디자인 요소 조합의

특성 규명이 필요하다.

<표 3>과 같이 등산복 재킷의 주요기능은 크게 방

수성, 방풍성, 방한성 3가지로 구분되며 주요기능에

따른 등산복 재킷의 종류는 방수재킷, 방풍재킷, 방

한재킷으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

내 아웃도어 브랜드 등산복 재킷의 기능별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Ⅲ.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등산복
재킷의 기능별 디자인 분석결과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컬럼비아스포츠웨

어, 아크테릭스, 몽벨 총 6개의 브랜드의 카탈로그를

통해 수집한 등산복 재킷 이미지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각 브랜드별 2009 S/S시즌부터 2011 F/W시즌

까지 카탈로그에서 총 903개의 재킷이미지를 분석하

였다. 디자인 분석을 위해 장승옥22)의 스포츠 웨어의

부위별 구성 요소 대한 연구와 나가자와 스스무23)의

체형에 따른 의복 패턴 디자인 연구, 임민정 외24)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등산복의 기능성이나 디자인 특

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를 먼저 머리, 몸통,

팔 세부분으로 나누고, 세부적으로 머리 부분은 후드

와 칼라, 몸통부분은 앞중심덮개, 허리라인, 포켓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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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소 세부 디자인

머리

후드

탈부착 일체형 인포켓 없음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칼라

높은 칼라 낮은 칼라

- -

<그림 1-5> <그림 1-6>

몸통

앞중심

덮개있음 덮개없음

- -

<그림 1-7> <그림 1-8>

허리라인

라인 있음 라인 없음

- -

<그림 2-1> <그림 2-2>

포켓위치

몸판 상 몸판 하 몸판 상하 소매

<그림 1-9> <그림 1-10> <그림 1-11> <그림 2-3>

벤틸레이션

있음 없음

- -

<그림 1-12> <그림 1-13>

팔

소매형태

셑인 래글런 4DM25)

-

<그림 1-14> <그림 1-15> <그림 1-16>

소매여밈

조임밴드 혼합형 고무밴드

-

<그림 1-17> <그림 1-18> <그림 1-19>

<그림 1> 등산용 재킷의 디자인 요소 도식화 - 임민정 외27)연구, p. 159 / <그림 2> 연구자가 추가한 디자인 요소 도식화

<표 5> 등산용 재킷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세부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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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틸레이션, 팔 부분은 소매형태와 소매여밈으로 나

누어 분석하였다. 회색으로 표시된 <그림 2>은 연구

자가 추가한 디자인 요소이고 최종적으로 정리된 디

자인 요소는 <표 5>와 같다.

1. 방수재킷
방수 재킷은 등산할 때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

장 바깥쪽에 덧입는 외피용 재킷이다. 방수재킷의 주

된 기능은 물이 스며들거나 새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지만, 내부의 땀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투습기능도

중요하다. 방수재킷의 형태와 소재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와 같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수재킷 후드는 90%이상 후드가 달린 형태이다.

남녀 모두 탈부착 형태가 6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브랜드별로는 아크테릭스만 일체형이 70%이상 차지

하였고 나머지 브랜드는 탈부착후드가 많았다. 연도

별 후드변화를 살펴보면 일체형은 줄고 탈부착이 증

가되는 현상을 보인다. 목 부분을 덮는 칼라도 성별,

시즌, 브랜드별 모두 높은 칼라가 80%정도로 나왔다.

브랜드 중에는 아크테릭스가 90.3%로 가장 높은 수

치를 보였다. 소매디자인은 전체적으로 60%이상 셑

인 소매가 적용되었으나 여성은 래글런과 4DM 소매

의 사용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브랜드별 소매형태는

아크테릭스와 몽벨에서 셑인이 많이 나타났고, K2는

4DM이 60%대로 많았다. 연도별 소매변화는 셑인이

2009보다 2011년에 20%정도 증가하였고, 4DM은 9%

정도 감소하였다. 소매여밈은 80%이상 혼합형 소매

여밈이 사용되었으나 연도별로 변화추이를 보았을

때는 혼합형 사용이 약 15%정도 줄어들고 조임밴드

가 10%가량 증가하였다. 방수재킷의 벤틸레이션 디

자인은 10%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몽벨, 콜럼비아스포

츠웨어스포츠웨어, K2에서 벤틸레이션이 사용된 디

자인이 나타났다. 앞중심 덮개는 60%이상 있었고 시

즌별로는 F/W가 S/S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브랜드

별로는 콜럼비아스포츠웨어스포츠웨어, K2, 코오롱,

노스페이스에서는 앞중심 덮개가 많이 나타났으나

아크데리스와 몽벨은 없는 디자인이 많았다. 허리라

인은 80%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로 보았

을 경우 여성(32.2%)이 허리라인 있는 디자인이 많

았다. 포켓의 위치는 몸판 위・아래 혹은 아래에만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아크데리스의 경우 몸판

의 아래에만 위치한 것이 93.5%로 많았다. 방수재킷

의 소재는 고어텍스가 50%이상 사용되었다. 분석결

과 고어텍스 퍼포먼스, 고어텍스 팩라이트, 고어텍스

프로쉘, 고어텍스 소프트쉘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하이벤트가 가장 많았다. 시즌별 소재사용은

S/S시즌에 고어텍스 팩라이트가 30%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F/W시즌에 고어텍스퍼포먼스가 31%

비율로 많이 사용되었다. 브랜드에서 자체 개발한 노

스페이스의 하이벤트, 컬럼비아의 옴니테크 소재의

사용빈도가 30%를 넘게 나타났으나 그 외의 브랜드

는 고어텍스의 사용비중이 높았다. 연도별 소재사용

의 변화는 고어텍스와 폴리에스테르는 감소하였고,

나일론과 하이벤트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방수재킷은 대부분 높은

칼라와 탈부착형 후드, 앞중심 덮개가 있는 디자인이

다. 소매는 셑인과 래글런, 소매여밈은 혼합형이 가

장 많았다. 벤틸레이션은 거의 없었으나, 원단특성상

내부 습기와 열을 순환시키기 위해 겨드랑이에 벤틸

레이션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소재는 고어텍스가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노스페이스의 하이벤트,

컬럼비아스포츠웨어의 옴니테크와 같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수소재가 있는 브랜드의 경우 고어텍스의

사용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형태적으로 높은 칼

라와 앞덮개중심의 사용, 혼합형 소매여밈이 주로 사

용된 것을 보면 물이 새어드는 방지하기 위해 외부

와 접촉되는 부위를 최소화하는 디자인 요소의 조합

으로 볼 수 있으며, 탈부착후드는 환경변화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기 위한 형태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방수재킷은 다른 재킷과 구별되는 뚜렷한 디자인 차

이가 있었으며 방수재킷의 디자인 특성에 대한 내용

은 <표 7>과 같이 정리하였다.

2. 방풍재킷
방풍재킷은 서늘한 날씨에 바람을 막는 것을 목적

으로 가볍게 걸치는 실용적인 점퍼이다. 바람막이 또

는 윈드브레이커라 불리며 주로 나일론에 폴리우레

탄이 코팅된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 많다. 방풍재킷의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등산복 재킷의 기능별 디자인 특성

- 9 -

방수 재킷 총개수
(424개)

연도 시즌 성별 브랜드

2009 2010 2011 S/S F/W man women
Arcte-
ryx

Mont-
bell

Colum-
bia K2

Kolon-
Sports

The
North
Face

후드

없음 9(2.1) 4(3.5) 2(1.3) 3(2.0) 7(3.1) 2(1.0) 4(1.6) 5(2.8) 1(3.2) 2(2.7) 0 4(12.1) 1(0.5) 1(0.5)

일체형 126(29.7) 47(41.2) 38(24.1) 41(27.0) 80(35.2) 46(23.4) 69(27.9) 57(32.2) 22(710) 24(32.0) 7(11.7) 13(39.4) 15(35.7) 45(24.6)

탈부착 272(64.2) 51(44.7) 115(72.8) 106(69.7) 130(57.3) 142(72.1) 163(66.0) 109(61.6) 2(6.5) 39(52.0) 53(88.3) 16(48.5) 26(61.9) 136(74.3)

인포켓 17(4.0) 12(10.5) 3(1.9) 2(1.3) 10(4.4) 7(3.6) 11(3.4) 6(19.4) 6(19.4) 10(13.3) 0 0 0 1(0.5)

칼라
턱 위 342(80.7) 98(86) 134(84) 110(72.4) 170(75.8) 172(86.3) 200(81.0) 142(80.2) 28(90.3) 60(80.0) 56(93.3) 23(69.7) 32(76.2) 142(78.1)

턱 아래 82(19.3) 16(14) 24(15) 42(27.6) 27(24.2) 55(13.7) 47(19.0) 35(19.8) 3(9.7) 15(20.0) 4(6.7) 10(30.3) 10(23.8) 40(21.9)

어깨

셑인 286(67.5) 59(51.8) 111(70.3) 116(76.3) 145(93.9) 141(71.6) 184(74.5) 102(57.6) 31(100) 30(100) 41(68.3) 6(18.2) 29(69.0) 149(81.4)

래글런 73(17.2) 22(19.3) 29(18.4) 22(14.5) 49(21.6) 24(12.2) 33(13.4) 40(22.6) 0 0 18(30.0) 7(21.2) 2(4.8) 22(12.0)

4DM 65(15.3) 33(28.9) 18(11.4) 14(9.2) 33(14.5) 32(16.2) 30(12.1) 35(19.8) 0 0 1(1.7) 20(60.6) 11(26.2) 12(6.6)

기타 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매
여밈

고무밴드 6(1.4) 0 1(0.6) 5(3.3) 6(2.6) 0 5(2.0) 0 0 0 0 0 1(2.4) 5(2.7)

조임밴드 50(11.8) 8(7.0) 13(8.2) 29(19.1) 20(8.8) 30(15.2) 21(8.5) 30(16.9) 0 29(38.7) 0 1(3.0) 10(23.8) 10(5.5)

혼합형 367(86.6) 106(93.0) 144(91.1) 117(77.0) 201(88.5) 166(84.3) 220(89.1) 147(83.1) 30(96.8) 46(61.3) 60(100) 32(97.0) 31(73.8) 168(91.8)

기타 1(0.2) 0 0 1(0.7) 0 1(0.5) 1(0.4) 0 1(3.2) 0 0 0 0 0

벤틸
레이션

유 22(5.2) 10(8.8) 8(5.1) 4(2.6) 11(4.8) 11(5.6) 13(5.3) 9(5.1) 0 9(12.0) 8(13.3) 4(12.1) 0 1(0.5)

무 402(94.8) 104(91.2) 150(94.9) 148(97.4) 216(95.2) 186(94.4) 234(94.7) 168(94.9) 31(100) 66(88.0) 52(86.7) 29(87.9) 42(100) 182(99.5)

앞중심
덮개

유 269(63.4) 65(57.0) 113(71.5) 91(59.9) 130(57.3) 139(70.6) 152(61.5) 117(66.1) 0 25(33.3) 49(81.7) 27(81.8) 27(64.3) 141(77.0)

무 155(36.6) 49(43.0) 45(28.5) 61(40.1) 97(42.7) 58(29.4) 95(38.5) 60(33.9) 31(100) 50(66.7) 11(18.3) 6(18.3) 15(35.7) 42(23.0)

허리
라인

유 61(14.4) 8(7.0) 37(23.4) 16(10.5) 39(17.2) 22(11.2) 4(1.6) 57(32.2) 0 15(20.0) 1(1.7) 4(12.1) 4(9.5) 37(20.2)

무 363(85.6) 106(93.0) 121(76.6) 136(89.5) 188(82.8) 175(88.8) 243(98.4) 120(67.8) 31(100) 60(80.0) 59(98.3) 29(87.9) 38(90.5) 146(79.8)

포켓
위치

몸판上 18(4.2) 13(11.4) 1(0.6) 4(2.6) 3(1.3) 15(7.6) 8(3.2) 10(5.6) 2(6.5) 14(1.7) 1(1.7) 0 1(2.4) 0

몸판下 194(45.8) 45(39.5) 82(51.9) 67(44.1) 134(59.0) 60(30.5) 92(37.2) 102(57.6) 29(93.5) 21(25.0) 15(25.0) 13(39.4) 24(57.1) 92(50.3)

몸판 上下 210(49.5) 56(49.1) 75(47.5) 79(52.0) 89(39.2) 121(61.4) 147(59.5) 63(35.6) 0 38(50.7) 44(73.3) 20(60.6) 17(40.5) 91(49.7)

소매 2(0.5) 0 0 2(0.5) 1(0.4) 1(0.5) 0 2(1.1) 0 2(2.7) 0 0 0 0

소재

고어팩
라이트 87(20.5) 28(24.6) 35(22.2) 24(15.8) 68(30.0) 19(9.6) 47(19.0) 40(22.6) 20(64.5) 14(18.7) 11(18.3) 13(39.4) 14(33.3) 15(8.2)

고어퍼포
먼스 112(26.4) 27(23.7) 51(32.3) 34(22.4) 51(22.5) 61(31.0) 62(25.1) 50(28.2) 0 32(42.7) 20(33.3) 14(42.4) 23(54.8) 23(12.6)

고어소
프트쉘 10(2.4) 10(8.8) 0 0 6(2.6) 4(2.0) 6(2.4) 4(2.3) 0 10(13.3) 0 0 0 0

고어프로쉘 23(5.4) 14(12.3) 3(1.9) 6(3.9) 10(4.4) 13(6.6) 13(5.3) 10(5.6) 10(32.3) 4(5.3) 9(15.0) 0 0 0

나일론 41(9.7) 12(10.5) 9(5.7) 20(13.2) 27(11.9) 14(7.1) 29(11.7) 12(6.8) 0 9(12.0) 0 1(3.0) 4(9.5) 27(14.8)

폴리
에스테르 13(3.1) 7(6.1) 4(2.5) 2(1.3) 4(1.8) 9(4.6) 10(4.0) 3(1.7) 0 6(8.0) 0 0 0 7(3.8)

윈드스토퍼 12(2.8) 0 5(3.2) 7(4.6) 10(4.4) 2(1.0) 8(3.2) 4(2.3) 1(3.2) 0 0 0 1(2.4) 10(5.5)

서플 랙스 31(7.3) 2(1.8) 15(9.5) 14(9.2) 17(7.5) 14(7.1) 14(5.7) 17(9.6) 0 0 0 0 0 31(16.9)

에어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옴니 텍크 16(3.8) 3(2.6) 6(3.8) 7(4.6) 6(2.6) 10(5.1) 10(0.8) 6(3.4) 0 0 16(26.7) 0 0 0

옴니 쉴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옴니드라이 4(0.9) 0 0 4(2.6) 0 4(2.0) 2(0.8) 2(1.1) 0 0 4(6.7) 0 0 0

하이 벤트 63(14.9) 7(6.1) 27(17.1) 29(19.1) 24(10.6) 39(19.8) 39(15.8) 24(13.6) 0 0 0 0 0 63(34.4)

쉘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파워 쉴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12(2.8) 4(3.5) 3(1.9) 5(3.3) 4(1.8) 8(4.1) 7(2.8) 5(2.8) 0 0 0 5(15.2) 0 7(3.8)

<표 6> 방수재킷의 디자인 요소별 빈도분포

(%)

형태와 소재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방풍재킷은 후드 유무가 비슷한 비율(유50.6%, 무

46.9%)로 조사되었다. 방수재킷에서 후드사용이

90%를 넘는 것에 비교하면 다른 특성이다. 남성이

여성보다 7%정도 후드없음이 높게 나왔고 후드가

사용된 경우에는 탈부착, 일체형이 비슷한 비율로 나

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아크테릭스가 후드없음이 80%

로 가장 높게 나왔고 컬럼비아스포츠웨어는 탈부착

이, K2는 일체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연도별 후

드변화는 탈부착후드가 많아졌다. 칼라는 전체적으로

75%이상 낮은 칼라가 사용되었으나 시즌별로 높은

칼라 사용이 30%이상 증가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다.

소매는 60%이상 셑인 소매이고, 남녀/브랜드별/연도

별로도 차이가 없었다. 소매여밈에서는 혼합형과 고

무밴드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벤틸레이션은

80%이상 사용되지 않았으나 아크테릭스, 몽벨, 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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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재킷

<그림 3> 노스페이스(남/여)

- www.northfacekorea.co.kr

<그림 4> K2 (남/여)

- www.k2.co.kr

<그림 5> 코오롱 (남/여)

- www.kolonsport.com

<그림 6> 컬럼비아 (남/여)

- www.columbiakorea.co.kr

<그림 7> 몽벨 (남/여)

- www.monbell.co.kr

<그림 8> 아크테릭스 (남/여)

- www.acteryx.co.kr

형태

탈부착형 후드

높은 칼라

앞중심 덮개 있음

혼합형 소매여밈

셑인 소매

포켓위치 몸판 上下

고기능성 소재 사용

<그림 9> 방수재킷의

대표 디자인 도식화

- 연구자 그림

소재

고어텍스 퍼포먼스

고어텍스 팩라이트

고어텍스 프로쉘

고어텍스 소프트쉘

나일론

서플렉스

하이벤트(노스페이스 자체개발)

내추럴 스트레치 옴니테크 2L

(컬럼비아스포츠)

옴니 드라이 3L(컬럼비아스포츠)

주요기능 방수, 투습

부가기능 자외선차단, 발열

봉제기법 &

특수부자재

무봉제웰딩기법

지퍼웰딩

코너웰딩

심실링

방수지퍼

<표 7> 브랜드별 방수재킷의 대표 이미지와 디자인 특성

비아스포츠웨어에서 벤틸레이션이 1~2개 정도씩 나

타났다. 앞중심 덮개도 80%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이

는 방수재킷과 반대되는 특징이다. K2 브랜드만 타

브랜드와 달리 앞중심 덮개가 나타난 디자인이 비교

적 많았다. 허리라인은 70%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허리라인이 있는 디자인이 많아지고 있다.

코오롱스포츠, 노스페이스 브랜드에서 허리라인 사용

이 많았고, 남성보다 여성이 허리라인이 있는 디자인

이 많았다. 포켓은 주로 몸판의 아래쪽에 위치하였고,

몸판 위아래 모두에 위치하는 디자인이 증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방풍재킷의 소재는 나일론이 가장

많았고, 윈드스토퍼, 나일론폴리혼방, 폴리에스테르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크테릭스가 윈드스토퍼를 많이

사용하였고, 몽벨, 코오롱스포츠, 노스페이스는 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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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재킷 총개수
(239개)

연도 시즌 성별 브랜드

2009 2010 2011 S/S F/W man women
Arct-
eryx

Mont-
bell

Colu-
mbia K2

Kolon-
Sports

The
North
Face

후드

없음 112(46.9) 44(55.7) 46(44.7) 22(38.6) 79(44.4) 33(54.1) 66(50.0) 46(43.0) 36(80.0) 37(44.0) 5(19.2) 3(15.8) 29(47.7) 10(47.6)

일체형 54(22.6) 20(25.3) 22(21.4) 12(21.1) 44(24.7) 10(16.4) 26(19.7) 28(26.2) 9(20.0) 12(14.3) 4(15.4) 12(63.2) 11(25.0) 6(28.6)

탈부착 67(28.0) 11(13.9) 33(32.0) 23(40.4) 52(29.2) 15(24.6) 36(27.3) 31(29.0) 0 31(36.9) 17(65.4) 4(21.1) 11(25.0) 4(19.0)

인포켓 6(2.5) 4(5.1) 2(1.9) 0 3(1.7) 3(4.9) 4(3.0) 2(1.9) 0 4(4.8) 0 0 1(2.3) 1(4.8)

칼라
높음 58(24.3) 18(22.8) 31(30.1) 9(15.8) 33(18.5) 25(41.0) 27(20.5) 31(29.0) 14(31.1) 26(31.0) 3(11.5) 5(26.3) 7(15.9) 3(14.3)

낮음 181(75.7) 61(77.2) 72(69.9) 48(84.2) 145(81.5) 36(59.0) 105(79.5) 76(71.0) 31(68.9) 58(69.0) 23(88.5) 14(73.7) 37(84.1) 18(85.7)

어깨

셑인 161(67.4) 51(64.0) 66(64.1) 44(77.2) 118(66.3) 43(70.5) 88(66.7) 73(68.2) 45(100) 38(45.2) 14(53.8) 9(47.4) 39(88.6) 16(76.2)

래글런 63(26.4) 24(30.4) 31(30.1) 8(14.0) 47(26.4) 16(26.2) 33(25.0) 30(28.0) 0 37(44.0) 12(46.2) 6(31.6) 3(6.8) 5(23.8)

4DM 15(6.3) 4(5.1) 6(5.8) 5(8.8) 13(7.3) 2(3.3) 11(8.3) 4(3.7) 0 9(10.7) 0 4(21.1) 2(4.5)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매
여밈

고무밴드 89(37.2) 32(40.5) 32(31.1) 25(43.9) 76(42.7) 13(21.3) 44(33.3) 45(42.1) 0 47(56.0) 2(7.7) 10(52.6) 16(36.4) 14(66.7)

조임밴드 30(12.6) 4(5.1) 13(12.6) 13(22.8) 21(11.8) 9(14.8) 20(15.2) 10(9.3) 0 18(21.4) 1(3.8) 2(10.5) 8(18.2) 1(4.8)

혼합형 91(38.1) 35(44.3) 44(42.7) 12(21.1) 64(36.0) 27(44.3) 52(39.4) 39(36.4) 17(37.8) 19(22.6) 23(88.5) 7(36.8) 19(43.2) 6(28.6)

기타 29(12.1) 8(10.1) 14(13.6) 7(12.3) 17(9.6) 12(19.7) 16(12.1) 13(12.1) 28(62.2) 0 0 0 1(2.3) 0

벤틸
레이션

유 25(10.5) 9(11.4) 13(12.6) 3(5.3) 19(10.7) 6(9.8) 13(9.8) 12(11.2) 6(13.3) 13(15.5) 6(23.1) 0 0 0

무 214(89.5) 70(88.6) 90(87.4) 54(94.7) 159(89.3) 55(90.2) 119(90.2) 95(88.8) 39(86.7) 71(84.5) 20(76.9) 19(100) 44(100) 21(100)

앞중심
덮개

유 26(10.9) 6(7.6) 18(17.5) 2(3.5) 16(9.0) 10(16.4) 17(12.9) 9(8.4) 0 12(14.3) 1(3.8) 2(10.5) 9(20.5) 2(9.5)

무 213(89.1) 73(92.4) 85(82.5) 55(96.5) 162(91.0) 51(83.6) 115(87.1) 98(91.6) 45(100) 72(85.7) 25(96.2) 17(89.5) 35(79.5) 19(90.5)

허리
라인

유 51(21.3) 4(5.1) 29(28.2) 18(31.6) 35(19.7) 16(26.2) 17(12.9) 34(31.8) 0 37(44.0) 2(7.7) 0 9(20.5) 3(14.3)

무 188(78.7) 75(94.9) 74(71.8) 39(68.4) 143(80.3) 45(73.8) 115(87.1) 73(68.2) 45(100) 47(56.0) 24(92.3) 19(100) 35(79.5) 18(85.7)

포켓
위치

몸판上 18(7.5) 8(10.1) 8(7.8) 2(3.5) 14(7.9) 4(6.6) 10(7.6) 8(7.5) 10(22.2) 1(1.2) 1(3.8) 6(31.6) 0 0

몸판下 153(64.0) 57(72.2) 61(59.2) 35(61.4) 122(68.5) 31(50.8) 75(56.8) 78(72.9) 32(71.1) 49(58.3) 18(69.2) 9(47.4) 26(59.1) 19(90.5)

몸판上下 59(24.7) 10(12.7) 30(29.1) 19(33.3) 36(20.2) 23(37.7) 41(31.1) 18(16.8) 3(6.7) 25(29.8) 7(26.9) 4(21.1) 18(40.9) 2(9.5)

소매 9(3.8) 4(5.1) 4(3.9) 1(1.8) 6(3.4) 3(4.9) 6(4.5) 3(2.8) 0 9(10.7) 0 0 0 0

소재

고어팩
라이트 3(1.3) 0 3(2.9) 0 1(0.6) 2(3.3) 3(2.3) 0 0 0 0 0 2(4.5) 1(4.8)

고어
퍼포먼스 3(1.3) 2(2.5) 1(1.0) 0 2(1.1) 1(1.6) 2(1.5) 1(0.9) 0 1(1.2) 0 2(10.5) 0 0

고어
소프트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어
프로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나일론 100(41.8) 31(39.2) 32(31.1) 35(61.4) 78(43.8) 20(32.8) 54(40.9) 44(41.1) 0 53(63.1) 2(7.7) 5(26.3) 24(54.5) 14(66.7)

폴리
에스테르 25(10.5) 14(17.7) 11(10.7) 2(3.5) 19(10.7) 8(13.1) 14(10.6) 13(12.1) 4(8.9) 12(14.3) 5(19.2) 0 3(6.8) 3(14.3)

윈드
스토퍼 66(27.6) 20(25.3) 35(34.0) 11(19.3) 49(27.5) 17(27.9) 34(25.8) 32(29.9) 26(57.8) 13(15.5) 8(30.8) 4(21.1) 15(34.1) 0

서플랙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에어쉘 2(4.2) 0 2(1.9) 0 2(1.1) 0 1(0.8) 1(0.9) 0 2(2.4) 0 0 0 0

옴니텍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옴니쉴드 10(4.2) 0 8(7.8) 0 6(3.4) 4(6.6) 6(4.5) 4(3.7) 0 0 10(38.5) 0 0 0

옴니
드라이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하이벤트 1(0.4) 0 0 0 1(0.6) 0 0 1(0.9) 0 0 0 0 0 1(4.8)

쉘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파워쉴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29(12.1) 12(15.2) 11(10.7) 0 20(11.2) 9(14.8) 18(13.6) 11(10.3) 15(33.3) 3(3.6) 1(3.8) 8(42.1) 0 2(9.5)

<표 8> 방풍재킷의 디자인 요소별 빈도분포

(%)

론 사용비율이 높았다. 나일론의 사용이 2009년에는

39.2%에서 2011년 61.4%로 증가하였다.

방풍재킷의 형태적 특징은 후드가 없고, 낮은 칼

라와 앞중심 덮개가 없는 디자인이 많고, 고무밴드

소매여밈, 포켓은 몸판 아래에 위치한 사이드포켓이

주로 나타났다. 벤틸레이션은 사용빈도는 낮았지만,

주머니 안쪽을 메쉬 원단으로 디자인하거나, 겨드랑

이, 뒷목, 가슴, 소매 일부분을 펀칭처리하여 통기성

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 소재는 나일론이 많았고, 최

근 투습 기능이 강화된 윈드스토퍼 소재나 초경량

나일론 원단 등이 사용된다. 방수재킷에 비해 입체적

패턴의 사용이 적고, 형태가 단순하며 재킷을 포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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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재킷

<그림 10> 노스페이스 (남/여)

- www.northfacekorea.co.kr

<그림 11> K2 (남/여)

- www.k2.co.kr

<그림 12> 코오롱 (남/여)

- www.kolonsport.com

<그림 13> 컬럼비아 (남/여)

- www.columbiakorea.co.kr

<그림 14> 몽벨 (남/여)

- www.monbell.co.kr

<그림 15> 아크테릭스 (남/여)

- www.acteryx.co.kr

형태

후드없음

낮은 칼라

앞중심 덮개 없음

혼합형, 고무밴드 소매여밈

셑인, 라글란 소매

포켓위치 몸판 下

경량 소재 사용

<그림 16> 방풍재킷의

대표 디자인 도식화

- 연구자 그림

소재

나일론

윈드스토퍼

나일론폴리혼방

폴리에스테르

주요기능 방풍, 경량

부가기능 자외선차단, 투습

봉제기법 &

특수부자재
부자재와 장식 최소화

<표 9> 브랜드 방풍재킷의 대표 이미지와 디자인 특성

모두 말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량화된 디자

인이 많다. 또한 경량화 되었기 때문에 휴대가 용이

하며, 방수재킷의 내피로 입을 수 있다. 최근 스트레

치 원단을 사용해 활동성을 강화하여 가벼운 산행은

물론, 자전거, 러닝 등 가벼운 레포츠활동에까지 사

용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나아가 투습, 방수, 방풍

기능이 모두 향상된‘하이브리드 재킷’이라는 명칭으

로 멀티기능이 강화된 전문가형 디자인이 선보여지

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가벼운 산행 시에

는 방풍재킷만으로도 효율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아웃도어 시장 전반에 불고 있는 캐주얼화

경향으로 다양한 룩으로 연출이 가능한 방풍재킷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그리고 간절기의 큰 일교차와

변덕스러운 날씨도 기능이 강화된 방풍재킷의 수요

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방풍재킷은 다른 재킷과 구

별되는 뚜렷한 디자인 차이가 있었으며 <표 9>와 같

이 정리하였다.

3. 방한재킷
방한재킷은 등산할 때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

기 위한 목적으로 입는 재킷이다. 오리나 거위 등의

털을 충전재로 사용한 다운재킷이나 패딩재킷이 이

에 속한다. 방한재킷의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방한재킷은 후드없음이 36.3%로 가장 많았고, 성별

에서도 차이가 없었다. K2와 코오롱스포츠는 후드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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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재킷 총개수
(240개)

연도 시즌 성별 브랜드

2009 2010 2011 ss fw man women
Arctery
x

Mont-
bell

Colum-
bia K2

Kolon-
Sports

The
North
Face

후드

없음 87(36.3) 30(39.0) 42(46.2) 15(20.8) 0 87(36.3) 51(37.5) 36(34.6) 14(40.0) 27(32.9) 7(21.2) 10(62.5) 24(47.1) 5(21.7)

일체형 78(32.5) 24(31.2) 29(31.9) 25(34.7) 0 78(32.5) 42(30.9) 36(34.6) 19(54.3) 25(30.5) 14(42.4) 3(18.8) 10(19.6) 7(30.4)

탈부착 71(29.6) 21(27.3) 20(22.0) 30(41.7) 0 71(29.6) 40(29.4) 31(29.8) 0 28(34.1) 12(36.4) 3(18.8) 17(33.3) 11(47.8)

인포켓 4(1.7) 2(2.6) 0 2(2.8) 0 4(1.7) 3(2.2) 1(1.0) 2(5.7) 2(2.4) 0 0 0 0

칼라
높음 118(49.2) 36(46.8) 44(48.8) 38(52.8) 0 118(49.2) 70(51.5) 48(46.2) 21(60.0) 30(36.6) 26(78.8) 2(12.5) 19(37.3) 20(87.0)

낮음 122(50.8) 41(53.2) 47(51.6) 34(47.2) 0 122(50.8) 66(48.5) 56(53.8) 14(40.0) 52(63.4) 7(21.2) 14(87.5) 32(62.7) 3(13.0)

어깨

셑인 223(92.2) 69(89.6) 81(89.0( 68(94.4) 0 223(92.2) 127(93.4) 91(87.5) 35(100) 72(87.8) 28(84.8) 15(93.8) 50(98.0) 23(100)

래글런 12(5.0) 4(5.2) 10(11.0) 3(4.2) 0 12(5.0) 7(5.1) 10(9.6) 0 6(7.3) 5(15.2) 1(6.3) 0 0

4DM 5(2.1) 4(5.2) 0 1(1.4) 0 5(2.1) 2(1.5) 3(2.9) 0 4(4.9) 0 0 1(2.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소매
여밈

고무밴드 51(21.3) 17(22.1) 29(31.9) 5(6.9) 0 51(21.3) 29(21.3) 22(21.2) 0 28(34.1) 5(15.2) 6(37.5) 7(13.7) 5(21.7)

조임밴드 48(20.0) 7(9.1) 24(26.4) 17(23.6) 0 48(20.0) 25(18.4) 23(22.1) 0 28(34.1) 1(3.0) 2(12.5) 16(31.4) 1(4.3)

혼합형 112(46.7) 47(61.0) 26(28.6) 39(54.7) 0 112(46.7) 66(48.5) 46(44.2) 7(20.0) 26(31.7) 27(81.8) 8(50.0) 27(52.9) 17(73.9)

기타 29(12.2) 6(7.8) 12(13.2) 11(15.3) 0 29(12.2) 16(11.8) 13(12.5) 28(80.0) 0 0 0 1(2.0) 0

벤틸
레이션

유 8(3.3) 4(5.2) 2(2.2) 2(2.8) 0 8(3.3) 5(3.7) 3(2.9) 4(11.4) 2(2.4) 1(3.0) 0 0 1(4.3)

무 232(96.7) 73(94.8) 89(97.8) 70(97.2) 0 232(96.7) 131(96.3) 101(97.1) 31(88.6) 80(97.6) 32(97.0) 16(100) 51(100) 22(95.7)

앞중심
덮개

유 58(24.2) 21(27.3) 21(23.1) 16(22.2) 0 58(24.2) 33(24.3) 25(24.0) 0 14(17.1) 17(51.5) 8(50.0) 9(17.6) 10(43.5)

무 182(75.8) 56(72.7) 70(76.9) 56(77.8) 0 182(75.8) 103(75.7) 79(76.0) 35(100) 68(82.9) 16(48.5) 8(50.0) 42(82.4) 13(56.5)

허리
라인

유 48(20.0) 9(11.7) 24(26.4) 15(20.8) 0 48(20.0) 12(8.8) 36(34.6) 0 25(30.5) 3(9.1) 2(12.5) 10(19.6) 8(34.8)

무 192(80.0) 68(88.3) 67(73.6) 57(79.2) 0 192(80.0) 124(91.9) 68(65.4) 35(100) 57(69.5) 30(90.0) 14(87.5) 41(80.4) 15(65.2)

포켓
위치

몸판上 3(1.3) 3(3.9) 0 0 0 3(1.3) 2(1.5) 1(1.0) 1(2.9) 1(1.2) 1(3.0) 0 0 0

몸판下 174(72.5) 49(63.6) 72(79.1) 53(73.6) 0 174(72.5) 92(67.6) 82(78.8) 28(80.0) 65(79.3) 10(30.3) 11(68.8) 41(80.4) 19(82.6)

몸판上下 60(25.0) 25(32.5) 17(18.7) 18(25.0) 0 60(25.0) 40(29.4) 20(19.2) 6(17.1) 14(17.1) 22(66.7) 5(31.1) 9(17.6) 4(17.4)

소매 3(1.3) 0 2(2.2) 1(1.4) 0 3(1.3) 2(1.5) 1(1.0) 0 2(2.4) 0 0 1(2.0) 0

소재

고어팩
라이트 7(2.9) 2(2.6) 5(5.5) 0 0 7(2.9) 6(4.4) 1(1.0) 0 0 4(12.2) 0 3(5.9) 0

고어
퍼포먼스 8(3.3) 4(5.2) 2(2.2) 2(2.8) 0 8(3.3) 4(2.9) 4(3.8) 0 0 6(18.2) 0 1(2.0) 1(4.3)

고어
소프트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어
프로쉘 5(2.1) 4(5.2) 0 1(1.4) 0 5(2.1) 3(2.2) 2(1.9) 4(11.4) 0 1(3.0) 0 0 0

나일론 126(52.5) 37(48.1) 44(48.4) 45(62.5) 0 126(52.5) 69(50.7) 57(54.8) 0 59(72.0) 4(12.2) 8(50.0) 35(68.6) 20(87.0)

폴리
에스테르 14(5.8) 5(6.5) 7(7.7) 2(2.8) 0 14(5.8) 9(6.6) 5(4.8) 0 7(8.5) 2(6.1) 0 3(5.9) 2(8.7)

윈드
스토퍼 33(13.8) 14(18.2) 10(11.0) 9(12.5) 0 33(13.8) 19(14.0) 14(13.5) 7(20.0) 14(17.1) 2(6.1) 2(12.5) 8(15.7) 0

서플랙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에어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옴니텍크 4(1.7) 0 4(4.4) 0 0 4(1.7) 0 4(3.8) 0 0 4(12.1) 0 0 0

옴니쉴드 6(2.5) 3(3.9) 3(3.3) 0 0 6(2.5) 3(2.2) 3(2.9) 0 0 6(18.2) 0 0 0

옴니
드라이

2(0.8) 0 2(2.2) 0 0 2(0.8) 1(0.7) 1(1.0) 0 0 2(6.1) 0 0 0

하이벤트 2(0.8) 0 1(1.1) 1(1.4) 0 2(0.8) 2(1.5) 0 0 0 0 0 2(3.9) 0

쉘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파워쉴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33(13.8) 8(10.4) 15(16.5) 10(13.9) 0 33(13.8) 20(14.7) 13(12.5) 24(68.6) 1(1.2) 1(3.0) 6(37.5) 1(2.0) 0

<표 10> 방한재킷의 디자인 요소별 빈도분포

(%)

는 디자인이 많았으나 아크테릭스와 컬럼비아스스포

츠웨어는 일체형이 많았다. 높은 칼라와 낮은 칼라가

비슷하게 디자인되고 있지만, 점차 높은 칼라가 디자

인되고 있다. 소매는 90%이상 셑인 소매고, 혼합형

소매여밈이 사용되었다. 벤틸레이션은 각 브랜드별

한 두 개의 상품에서 조사되었으나, 90%이상 사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중심 덮개와 허리라인은

없는 디자인이 많았고, 컬럼비아스포츠웨어, K2, 노

스페이스가 앞중심 덮개가 있는 제품이 많았고, 아

크테릭스는 앞중심 덮개가 없는 디자인이 많았다. 그

러나 허리라인은 남성보다 여성을 위한 방한재킷에

서 사용빈도가 높았으며 허리라인은 연도별 추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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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 부 내 용

대표 재킷

<그림 17> 노스페이스(남/여)

- www.northfacekorea.co.kr

<그림 18> K2 (남/여)

- www.k2.co.kr

<그림 19> 코오롱 (남/여)

- www.kolonsport.com

<그림 20> 컬럼비아 (남/여)

- www.columbiakorea.co.kr

<그림 21> 몽벨 (남/여)

- www.monbell.co.kr

<그림 22> 아크테릭스 (남/여)

- www.acteryx.co.kr

형태

후드없음

높은 칼라

앞중심 덮개 없음

혼합형 소매여밈

셑인 소매

포켓위치 몸판 下

<그림 23>

방한재킷의 대표 디자인

도식화

- 연구자 그림

소재

나일론

나일론 폴리혼방

윈드스토퍼

고어텍스

주요기능 보온, 방한, 제전성

부가기능 투습, 자외선차단

봉제기법 &

특수부자재
충전재와 퀼팅기법

<표 11> 브랜드별 방한재킷의 대표 이미지와 디자인 특성

서 9%정도 소폭 증가하였다. 포켓은 70%이상 몸판

아래쪽에 위치했으나, 몸판 위아래 모두 위치하는 디

자인이 증가하고 있다. 소재는 나일론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분석결과 나일

론 51.7%, 나일론 폴리혼방13.8%, 윈드스토퍼13.8%,

고어텍스8.3%로 조사되었다. 또한 컬럼비아스포츠웨

어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단인 옴니테그, 옴

니쉴드, 옴니드라이 등의 사용비율이 37.5%로 매우

높았다.

방한재킷은 방수, 방풍의 재킷과 비교하여 디자인

요소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아웃도어

웨어의 캐주얼화 경향으로 방한 재킷이 일반 타운웨

어 겸용으로 입혀지면서 기능성보다는 다양한 룩에

활용되는 디자인이 많기 때문이다. 충전재의 사용으

로 인해 부피감이 커져 후드나 앞중심 덮개 사용이

적었다. 소재는 나일론이 51.7%로 가장 많았고, 기능

성 소재로 윈드스토퍼, 고어텍스 등도 사용되었다.

방한재킷의 디자인 특성에 대한 내용은 <표 11>와

같이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6개 브랜드의 등산복 재킷의 디자인 경

향을 살펴 본 결과는 방수, 방풍, 방한재킷 모두 탈

부착후드가 증가하고, 혼합형 소매여밈 방식이 증가

하는 등 외부환경변화에 빠르고 대처하기 위한 효과

적 디자인이 많았다. 또한 수납을 위한 포켓의 수가

증가하고, 포켓 안에 mp3 등의 기계를 연결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메쉬 안감의 포켓으로 통기성을 높이

는 등 진보된 다목적 기능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입체후드, 입체소매, 팔을 들어도 재킷

이 함께 올라가지 않도록 겨드랑이에 거셋(gusset)처

리를 하는 등의 인체의 부분 활동성을 고려한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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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Ⅴ. 결론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등산복 재킷의

종류에 대하여 고찰하고 등산복 재킷을 주요기능별

로 분류하여 방풍재킷, 방수재킷, 방한재킷으로 나누

었으며, 대표적인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의 2009년부

터 2011년까지 3년간 카탈로그를 중심으로 등산복

재킷의 기능별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등산복재킷 기능별 디자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수재킷은 등산 활동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바깥쪽에 덧입는 방수기능을 가진 외피용

재킷으로 높은 칼라와 탈부착형 후드, 앞중심 덮개,

셑인 소매, 혼합형 소매여밈 디자인이 가장 많이 조

사되었다. 방수재킷에서 높은 칼라와 앞중심 덮개의

사용, 혼합형 소매여밈이 주로 사용된 것을 보면 물

이 새어드는 방지하기 위해 외부와 접촉되는 부위를

최소화하는 디자인 요소의 조합으로 볼 수 있으며

탈부착후드는 등산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디자인요소로 분석할 수 있다. 방수재킷에서

고어텍스 등 가장 고기능성의 소재가 사용되었고, 최

근에 브랜드 자체적으로 개발된 방수원단의 사용으

로 고어텍스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둘째, 방풍재킷은 서늘한 날씨에 바람을 막는 것

을 목적으로 가볍게 걸치는 실용적인 재킷으로 낮은

칼라와 후드가 없고, 앞중심 덮개가 없는 디자인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경량화를 위한 디자인

조합으로 볼 수 있으며 방수재킷의 내피로 입는 등

의 다양한 착장방식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으로 분석

된다. 또한 부드럽고 가벼운 나일론이나 윈드스토퍼

소재가 많이 사용되어 재킷의 부피감이 적기 때문에

착장방식이 다양하고 수납과 휴대가 용이하도록 디

자인되고 있다. 최근 재킷을 포켓에 모두 말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량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등산뿐만 아니라 자전거, 러닝 등 가벼운 레포

츠활동에까지 사용 범위를 확장시킨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방한재킷은 등산 활동시 추위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는 재킷으로 앞중심 덮개

가 없고, 후드가 없고, 셑인 소매 디자인이 많이 조

사되었다. 이는 충전재의 사용으로 인해 부피감이 커

져 후드나 지퍼의 앞중심 덮개 사용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방수, 방풍의 재킷에 비해 디자인 요

소가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아웃도어 웨

어의 캐주얼화 경향으로 방한 재킷이 일반 타운웨어

겸용으로 입혀지면서 기능성보다는 다양한 룩에 활

용되는 디자인이 많기 때문이다.

전체적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면 방수재킷에서 가

장 고기능의 소재가 사용되었고 방풍, 방한 재킷은

나일론을 중심으로 가벼운 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졌

다. 외부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이 강하

게 요구되는 상황일수록 등산복 재킷의 기능이 강화

되고, 반면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워킹, 러닝 등의 가

벼운 정도의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제품의 수납․이

동이 쉽다는 기능을 강조했다. 이는 등산복 재킷이

요구되는 상황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른 기능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킷의 착용상황

중 특히 방한재킷은 다른 재킷과 달리 손에 장갑을

착용하므로 포켓의 크기조절이나 여밈의 방법 변경,

혹한에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mask) 등의

기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착용환경을 통해 기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형태적 보완에 대한 연구가 계

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웃도어 시장에서 새로운 패러

다임은 아웃도어에 패션 감성이 접목되고 있으며 최

근 늘어나고 있는 가족단위의 캠핑에서 요구되는 안

전과 유희성에 대한 기능, 하이테크와 접목된 아웃도

어 액세서리의 다기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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