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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utdoor wear, which is typically worn for outdoor activities, has become a style that is 

worn on a daily basis, much like ordinary clothes, through recent megatrends. There are 

new approaches to outdoor wear with high-fashion brands and designers recently taking 

part in the trend.  This indicates that outdoor wear has already reached high-fashion, no 

longer making it just a megatrend or daily fash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new 

features of outdoor looks and designs, through the latest women's ready-to-wear 

collections from 2014 to 2015. The study will focus on mega collections, which have 

shown many new approaches, and searches to change and development the present day 

outdoor look design, by using the word 'outdoor look' which is explained as a 'style' in a 

broad sense, and using it a general term of 'clothes'. High fashion brands have pursued 

changing their styles by mixing their designs with  outdoor wear's variety, functionality and 

details; attempting new approaches and challenges. Due to these updated changes, the 

outdoor look is thriving and becoming part of high fashion. Looking forward to future new 

approach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outdoor look will help catapult this type of 'style' 

into a new category of moder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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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연구배경 및 목적  1. 

지난 몇 년간 아웃도어 시장은 눈부신 성장을 해  

왔고 예전에는 그저 기능성 바지와 컬러풀한 바람막

이 재킷으로 대표되어 젊은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았

던 아웃도어 웨어 가 일상복으로 통(Outdoor Wear)

하는 의류가 되었다 스포츠 웨어의 하위 범주에 속. 

하여 아웃도어 활동만을 위해 착용되던 아웃도어 웨

어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 년대 중반 이후 2000

메가트렌드 로 떠올랐으며 이제는 트(Mega Trend) , 

렌드를 넘어 하나의 스타일 로 자리 잡아 평상(Style)

복이나 다름없는 일상적인 룩이 된 것이다 이에 아. 

웃도어 전문 브랜드가 아닌 일반 패션 브랜드들에서

도 아웃도어 라인을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하이패션 브랜드나 디자이너들에 의해 아웃

도어 웨어의 새로운 시도들이 보여 지고 있고 상업, 

적인 아웃도어 웨어 브랜드들 역시 아웃도어 웨어에 

있어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성이 필수로 요구되

어지고 있다 이는 아웃도어 웨어가 메가트랜드에서 . 

일상화를 지나 하이패션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의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국내외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상품기획이나 마

케팅에 대한 연구와 소비자 분석이 가장 많으며 그 , 

외에 아웃도어 웨어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들에 대

한 연구와 패턴 연구 등에 치중해 있다 그나마도 . 

아웃도어 웨어가 메가트렌드로 급부상 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선행연구의 수가 많지 않고 아웃도어 웨어

의 디자인적 특성이나 트렌드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선행연구 중 와 . I. Kim and J. Ha (2012) S. 

의 연구가 가장 최근의 연구들로 아웃도Yoon(2012)

어 웨어의 디자인적 특성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다루

고는 있지만 그 내용은 극히 일부로 전반적으로는 

그 전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아웃도어 웨어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찰이나 아웃도어 웨어의 일반적인 스타

일 분석에 치중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웃도어 . 

웨어라는 단순히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착용하는 ‘

의복 의 개념을 넘어 더욱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의’

미에서 아웃도어 룩 이라는 용어를 (Outdoor Look)

사용하여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착용하는 의류 의 ‘ ’

개념에 아웃도어 웨어의 요소나 기능을 디자인적으‘

로 접목한 캐쥬얼 스타일의 의류 를 포함하고자 한’

다 그리하여 좁은 의미의 의류 에서 넓은 의미의 . ‘ ’

스타일 로 의미를 확대하여 최근 아웃도어 룩의 디‘ ’

자인적인 변화와 발전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새롭게 선보인 아웃도어 룩들의 디자인적 특성

을 연구하여 아웃도어 룩 스타일을 패션 디자인에 

활용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 및 방법  2. 

  본 연구는 확대된 영역에서의 아웃도어 룩의 디자

인적인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해외 패

션 컬렉션의 실증적 이미지를 수집 분석하여 본 연, 

구를 위한 아웃도어 룩 스타일을 한정지었다 이때 . 

아웃도어 웨어와 함께 아웃도어 웨어와 믹스 앤드 

매치된 캐쥬얼 포멀 스타일과 아웃도어 웨어의 소재

나 디테일 액세서리 등을 활용한 스타일 역시 아웃, 

도어 룩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기존의 아웃도어 브. 

랜드를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아웃도어 룩의 새로운 , 

시도가 많이 보여 지고 있는 최근의 메가 컬렉션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아웃도어 웨어가 . 

메가 트렌드였던 년대 후반을 지나 새로운 시2000

도가 보여 지는 년부터 년까지2014 2015  가장 최근

의 컬렉션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패션 대 도시인 밀4

라노 파리 뉴욕 런던(Milano), (Paris), (Newyork), 

의 여성복 컬렉션(London) (Ready-to-wear 

에서 나타난 아웃도어 룩의 실증 연구를 Collection)

통해 최근 아웃도어 룩의 디자인적 특성에 대해 연

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기존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위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 

웃도어 웨어와 관련된 용어와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

리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 논문 및 아웃도어 전문 서

적 인터넷 자료와 기사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 

참고하였다 그리고 신뢰성이 있고 컬렉션의 모든 . 

브랜드가 소개되는 패션 전문 사이트인 스타일닷컴

퍼스트뷰코리아(www.style.com), (www.fir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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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자인넷korea.com), (www.samsungdesign. 

에서 추출한 실물 사진들을 대상으로 컬렉션의 net)

실증적 이미지를 수집 분석하여 아웃도어 룩의 이, 

미지를 한정짓고 이를 통해 최근 아웃도어 룩의 디

자인적 특성을 도출해 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론적 배경II. 

아웃도어 룩의 개념  1. 

아웃도어 룩의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웃도어. 

의 사전적 의미는 의 반대 개념으(Outdoor) ‘indoor'

로 집밖의 옥외의 또는 야‘ ’, ‘ (outside the house)’ ‘

외의 라는 뜻이다 그리고 아웃도(in the open air)’ . 

어 활동이란 야외에서 여가를 즐기거나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존에는 아. 

웃도어 활동에 대한 범주를 등반 등산(Climbing), 

트레일 러닝 낚시(Hiking), (Trailrunning), (Fishing),

사이클링 스노우보딩 스(Cycling), (Snowboarding), 

키 스노우슈잉 캠핑(Skiing), (Snowshoeing), (Camping)

Outdoor look

casual and multi purpose clothes 

featured elements of outdoor wear design

Outdoor wear

clothes for outdoor sports 

and leisure activity

Sport wear

clothes for outdoor 

sports except ball 

games 

Figure 1. The Concept of Outdoor Look

등으로 나누었다 하지만 (C. Kim & M. Ro, 2009). 

최근 인라인 스케이팅 스케이트보(In-line Skating), 

딩 이나 서핑 과 요팅(Skateboarding) (Surfing)

산악자전거 와 산악마라톤(Yachting), (MTB) (MTM) 

등 새로운 아웃도어 활동들이 생겨나고 있고 사냥, 

과 버드워칭 과 같은 서구(Hunting) (Bird Watching)

의 오래된 아웃도어 활동들까지 더한다면 그 영역이

나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아웃도어 웨어 란 야외 스포츠나   (Outdoor wear)

레저 활동을 위해 착용하는 의류를 말하는데 등산복

과 같은 산악활동을 위한 의류부터 동계 스포츠 의

류 수상 스포츠 의류 자전거나 조깅 시 착용하는 , , 

의류 및 구기 종목의 스포츠들을 제외한 야외용 스

포츠 웨어를 통칭한다 하지만 이것(S. Yoon, 2012). 

이 좁은 의미에서의 아웃도어 웨어의 개념이라면 앞

으로 사용할 아웃도어 룩 은 아웃도어 (Outdoor look)

활동을 위해 착용하는 의류에 아웃도어 웨어의 디자

인 요소를 특성으로 하여 일상복으로도 범용이 가능

한 다목적 의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 

에 소재나 컬러 디테일 등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특, 

징과 아웃도어 웨어가 지닌 다양한 기능성의 내적인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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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룩의 형성 배경  2.  

세기 영국에서는 사냥과 낚시를 즐겼는데 이때   19

영국 신사들은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어 정신적 

만족의 가치를 추구하였고 이에 따라 운동 시 착용

했던 의류도 우아한 기품을 지닌 캐주얼 의류와 같

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웃도어 스포츠를 혹독한 . 

자연과의 싸움으로 여겨 즐겼는데 그 때문에 기능성

을 갖춘 의류를 착용하였다 이후 년대에 유럽. 1970

과 미국은 경제 부흥을 맞게 되고 아웃도어 레저산

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아웃도어 활동 시 착용하는 

의류 역시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일본 역시 경제력. 

이 높아진 년대에 들어서 아웃도어 활동과 더1980

불어 아웃도어 웨어 시장이 호황을 누렸다(Lee & 

이처럼 경제력의 향상은 삶의 여유와 함Ro, 2006). 

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여가생활을 즐기

는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은 . 

운동을 통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으로 이어지며, 

아웃도어 활동과 관련된 의류와 용품에 대한 관심으

로 이어진다.

이후 경제적 여유와 함께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  

심은 더욱 더 높아지고 레저 스포츠(Leisure sports)

의 확대와 더불어 익스트림 스포츠(Extreme sports)

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아웃도어 웨어 역시 낚시, 

자전거 캠핑 스키 조깅 인라인 스케이트 등 다양, , , , 

한 스포츠 활동에 착용하는 의류로 그 의미가 확대

되었다 현재는 아웃도어 활동 시에(J. Yoon, 2011). 

만 착용하는 의류가 아닌 점점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하는 의류가 되었으며 전 복종에 걸쳐 디자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웃도어 룩의 일반적 특징  3. 

  기존에 아웃도어 활동 시 착용했던 의류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양한 기능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착용하는 것이었기에 그 활동

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갖추어야 했다 그래서 소재. , 

기법 디테일 컬러 아이템 모두 기능에 초점을 맞, , , 

추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활동성 보온성 방수성 및 경량  , , 

성이 중요시 된다 먼저 활동성을 높여주기 위해 스. 

트레치성을 가진 라이크라 스판텍스(Lycra), 

등의 소재가 사용되며 주로 스트레치성(Spandex) 

이 필요한 스포츠 웨어와 이너웨어에 많이 사용된

다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은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 

이기 때문에 추위에 견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러기 위해 발열 소재와 더불어 다운 을 사용(Down)

하거나 패딩을 넣어 퀼팅 을 하는 등 보온(Quilting)

성을 높이기 위한 소재 가공법이 다양하게 활용된

다 다음으로 아웃도어 소재에 중요한 기능이 방수. 

성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방수 소재가 사용되고 폴, 

리우레탄계 코팅이나 라미네이팅(Polyurethane) 

가공을 통해 외부의 물기는 막아주고(Laminating) , 

내부의 습기는 밖으로 배출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고

기능성의 소재는 아웃도어 웨어의 재킷이나 바지 등 

겉옷에 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가(Choi, 2009). 

벼운 아웃도어 활동 시나 더운 날씨에서의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경량 소재가 사용되는데 경량 소재로는 

나일론 과 폴리에스테르 계의 소재(Nylon) (Polyester) 

가 대부분으로 활동 시 외부 바람을 막아주고 휴대

를 편리하게 한다. 

기법에 있어서는 활동성과 경량성을 높이는 동시  

에 방수나 방풍과 같은 기능성을 위해 무봉제 기법

이나 무시접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열을 이용하여 . 

고온으로 접착하는 웰딩 기법은 무봉제 기(Welding) 

법으로 봉제 바늘구멍이 없기 때문에 방수성이 좋

고 시접이 움직이지 않아 활동성이 좋다 그리고 , . 

무시접 봉제 기법으로는 개의 바늘로 시접 없이 봉4

제하는 오드람프 기법과 봉제와 (Free-off-the-arm) 

동시에 장식 스티치가 들어가는 가이롭바(Cover 

기법이 있는데 이러한 기법stitch) (S. Yoon, 2012), 

을 이용하면 시접 분량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무게

를 줄일 수 있고 활동 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게 , 

된다 또한 방수성과 방풍성을 높이기 위해 심실링 . 

테이프 기법이 사용되는데 시(Seam sealing tape) 

접 선에 생긴 봉제 바늘구멍과 원단 사이의 틈을 막

기 위해 심실링 테이프를 열로 부착하는 기법이다.

디테일에 있어서는 활동성과 수납의 기능성을 높  

이기 위해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포켓들이 사용되는

데 크게 패치의 형태로 부착되어 물건의 수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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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아웃 포켓 과 옷에 부착되어 (Out pocket)

옷을 넣을 수 있는 패커블 포켓(Packable pocket)

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형태와 크기는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지퍼에 있어서는 비(S. Yoon, 2012). 

슬론 지퍼 투웨이 지퍼 방수 지퍼와 같은 기능성 , , 

지퍼가 많이 사용된다 비슬론 지퍼. (Vislon zipper)

는 지퍼의 맞물리는 부분이 특수 플라스틱으로 가볍

고 방풍성이 좋으며 투웨이 지퍼, (Two way zipper)

는 위와 아래 양방향으로 열 수 있는 지퍼로 활동성

을 높이는데 좋다 방수 지퍼는 방수 코팅제 처리가 . 

된 지퍼로 방수와 방습의 기능성이 있다 그 밖에도 . 

터널을 만들어 끈을 통과하게 하는 드로스트링

과 갈고리 모양의 작은 돌기가 있는 면(Drawstring)

과 올가미 형태의 면을 서로 접착하여 고정하는 벨

크로 테이프 는 길이나 폭을 조절하여 (Velcro tape)

방풍과 보온성을 가지게 하는 디테일로 아웃도어 웨

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여밈 디테일들이다. 

컬러에 있어서는 활동의 특성에 따라 무채색과 더  

불어 명시성을 위해 밝고 비비드한 컬러를 사용하는

가 하면 반대로 위장을 위해 자연의 색과 무늬를 사

Table 1. General Attributes of The Outdoor Look 

General attributes of the outdoor look

Fabric

Major attributes are activity, thermokeeping, waterproof, light weight. Generally use 

extensible lycra and spandex, down and quilting, lightweight fabric, and particular 

waterproof treatment. 

Techniques
For functionality like activity, thermokeeping, waterproof, light weight, by using no 

sewing and seamless technique or seam sealing tape.

Details

Variety size and shape of pocket are in use for activity and storage. For 

wind&waterproof and thermokeeping,  particular zipper and sewing techniques are 

also in use.

Color
Following of use, using evident colour to outstand at nature, or natural colour and 

pattern to camouflage.

Functional 

items

Wearing special clothes for a particular purpose, functional fashion accessories and 

equipments are in use.

용하기도 한다 먼저 산악 활동이(Kim & Ha, 2012). 

나 수상 스포츠 등 조난의 위험이 있는 아웃도어 활

동 시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컬러의 의복 착용

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채도와 명도가 높은 컬러

를 사용하여 명시성을 높인다 반대로 사냥이나 서. 

바이벌 등과 같이 몸을 숨겨야 하는 활동(Survival) 

에 있어서는 위장을 위해 자연의 색과 유사한 색이

나 무늬의 의류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때 주로 사용

되는 컬러가 베이지 카키 블랙 등이며 카모플라쥬, , , 

와 같은 패턴이 많이 사용된다(Camouflage) .  

아이템에 있어서 아웃도어 활동에서는 일상복과는   

달리 활동의 특성에 맞는 특수 의복들의 착용이 많

다 수상 활동에 착용하는 방수복 이나 . (Waterproofs)

야외 활동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윈드브레이커

휴대가 편리하여 다양한 아웃도어 (Wind-breaker), 

활동에 사용되는 패커블 재킷 산(Packable jacket), 

행 시 보온을 위해 착용하는 마운틴 파카(Mountain 

움직임이 많은 활동에 착용하는 타이츠parka), 

등 특수한 기능을 가진 의복들이 있다(Tights) (S. 

또한 의복뿐만 아니라 등산화와 등산Yoon, 2012). 



김미경 간호섭·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아웃도어 룩의 특성 연구/

37

가방 등산 모자 스키 장갑과 털모자 등 기능성을 , , 

가진 특수 잡화들이 의류와 함께 착용되며 침낭, , 

텐트 등이 야외 취침 시 사용되고 안전을 위해 구, 

명조끼와 헬멧 보호대 등이 사용되는 등 다양한 아, 

이템들이 사용된다.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III. 

아웃도어 룩의 특성

  아웃도어 룩의 디자인적인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

기 위해 해외 패션 컬렉션의 실증적 이미지를 수집, 

분석하여 최근 아웃도어 룩의 디자인적 특성을 도출

해 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능성 소재의 활용  1. 

소재의 믹스 앤드 매치  1) (Mix & Match)

최근 컬렉션을 통해 본 하이패션 브랜드들은 자신  

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지닌 소재들에 아웃도어 웨어

에서 사용되는 소재들을 믹스 앤드 매치하여 브랜드

만의 독특한 아웃도어 룩을 만들어내고 있다. 

Figure 2. 

MiuMiu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3. 

MiuMiu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4. 

Sacai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5. 

Sacai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6. 

Fendi

2014 F/W

Millan

-www.style.com

Figure 7. 

Fendi

2014 F/W

Millan

-www.style.com

년 시즌 미우미우 는 걸  2014 Fall/Winter (MiuMiu)

리쉬함과 스포티함을 믹스한 컬렉션에서 아웃도어 

의류와 잡화에서 방수의 기능으로 사용되는 소PVC 

재로 된 아우터들을 실키한 레이온 소재와 스팽글 

장식이 된 소재의 이너들과 믹스 앤 매치하여 미우

미우만의 소녀스러운 하이브리드 아웃도어 (Hybrid) 

룩을 선보였다 또한 특유의 여러 소재와 (Fig. 2,3). 

디테일의 믹스 앤 매치로 유명한 사카이 역(Sacai) 

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폴리에스테르 다운 

소재들에 램스 퍼와 울 펠트를 믹스 앤 매치한 아우

터들을 선보여 한겨울 추위에도 끄떡없는 사카이만

의 아웃도어 룩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펜(Fig. 4,5). 

디 역시 같은 시즌 광택 있는 퀼팅 소재와 (Fendi) 

스포티한 메쉬 소재에 최고급 모피와 울 소재를 믹

스 앤 매치하는가 하면 실크 소재와 리얼 송(Fig. 6) 

치의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광택감에 메쉬 소재의 스

포티함을 믹스 앤 매치하여 펜디만의 고급스(Fig. 7) 

러운 아웃도어 룩 스타일을 선보였다. 

하이패션 브랜드들은 기존의 아웃도어 룩과는 달  

리 기능성 아웃도어 소재와 다른 소재와의 믹스 앤

드 매치로 단순한 아웃도어 룩이 아닌 브랜드 고유

의 아이덴티티와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새롭고 한

층 더 고급스러워진 아웃도어 룩들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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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성 소재의 활용  2) 

겨울 시즌 이상 기온 현상으로 언제 닥칠지 모를   

극한의 날씨에 대비하는 것은 아웃도어 브랜드들뿐

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들이라면 당연한 과제처럼 여

겨진다 하지만 패션 브랜드들이 선보이는 보온성 . 

디자인 제품들은 일반 아웃도어 브랜드들과는 달리 

저마다의 독특한 디자인과 실루엣으로 새로운 스타

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시즌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스트  2015 Fall/Winter 

릿한 패션을 선보이는 모스키노 는 비비(Moschino)

드한 화려한 색감의 오버사이즈 다운 아이템들을 대

거 무대에 올렸다 누가 보아도 스포티하고 (Fig. 8). 

키치한 모스키노의 컬렉션에서 한겨울 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앞선 시즌에서 겐조 도 화. (Kenzo)

려한 프린트의 오버사이즈 다운 봄버 코트와 퀼팅 

소재의 다양한 아이템들로 추위에 대비한 겐조만의 

세련된 겨울 아이템들을 내놓았다 특히 (Fig. 9,10). 

퀼팅 팬츠들은 촌스러운 아줌마 바지라는 편견을 깨

고 슈트와 같은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탈바꿈

되어 하이패션 브랜드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 

펜디 는 메쉬와 퀼팅 소재의 코트에 퍼 장식(Fendi)

을 더한 망토로 추위에도 끄떡없을 럭셔리 버전의 

아웃도어 룩을 보여주었고 프린 바이 손튼 (Fig. 11), 

브레가찌 역시 하늘(Preen by Thomton Bregazzi) 

거리는 쉬폰 드레스 위에 세련된 프린트의 오버 사

Figure 8.

Moschino 

2015 F/W

Millan

-www.style.com

Figure 9. 

Kenzo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10. 

Kenzo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11. 

Fendi

2014 F/W

Millan

-www.style.com 

Figure 12. 

Preen by T. B. 

2014 F/W

London

-www.style.com

이즈 핏 윈드브레이커 파카를 선보여 역시 보온성 

좋은 럭셔리 아웃도어 룩을 보여주었다 그(Fig. 12). 

밖에도 페이 와 미우미우 스텔라 맥카(Fay) (MiuMiu), 

트니 는 독특한 누빔 처리와 컬러 (Stella Mccartney)

블로킹의 패딩 아이템을 선보였고 준야 (Fig. 13,14), 

와타나베 와 사카이 퍼블(Junya Watanabe) (Sacai), 

릭 스쿨 은 오버사이즈 다운 코트를 (Public School)

선보였다(Fig. 15,16,17). 

이렇듯 한겨울 추위 보다는 스타일을 중시하고 패  

딩 코트와 다운 파카를 불명예스럽게 여기던 하이패

션 브랜드들에서 이제는 스타일을 위해 보온성을 포

기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 

고급스러운 겨울 아이템들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디자인성을 위한 장식화  2. 

기능성만을 중시하던 아웃도어 룩이 패션 브랜드  

들을 통해 일상화되고 하이패션화 되면서 기능성 보

다 디자인성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고 디자인성을 , 

높이기 위해 장식적인 면에 더욱 치중하고 있다. 

기능성 기법과 디테일의 장식화  1) 

최근 컬렉션을 통해 보여 지는 아웃도어 룩들을   

보면 아웃도어 웨어에서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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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Fay

2014 F/W

Millan

-www.style.com

Figure 14. 

Stella Mccartney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15. 

Sacai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16. 

Junya Watanabe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17. 

Public School

2014 F/W

NewYork

-www.style.com

Figure 18. 

Alexander

2014 F/W

NewYork

-www.style.com

Figure 19. 

Fay

2015 S/S

Millan

-www.style.com

Figure 20. 

Fay

2015 S/S

Millan

-www.style.com

Figure 21. 

V Files

2015 S/S

NewYork

-www.style.com

Figure 22. 

Lacoste

2015 S/S

NewYork

-www.style.com

Figure 23. 

Hunter Original

2015 S/S

London

-www.style.com

일들이 기능과는 무관하게 장식적인 목적으로 디자

인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먼저 컬렉션에서 알렉산더 왕  2014 Fall/Winter 

은 퀄리티 좋은 울 소재의 옷들에 (Alexander Wang)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아웃포켓들을 같은 울 소재로 

장식하여 마치 사냥을 준비하는 영국 귀족들을 연상

케 하였고 페이(Fig. 18), 2015 Spring/Summer 

는 배색 소재와 컬러로 된 패커블 포켓들을 장(Fay)

식적 포인트로 활용하였으며 비슬론 지퍼(Fig. 19), 

와 드로스트링 투 터치 버클을 함께 사용하여 스포, 

티함을 더하였다 그리고 (Fig. 20). 2015 Spring/

Summer 에서 브이 파일즈 도 투 터치 버클(V Files)

을 모든 옷에 포인트로 활용하여 역시 스포티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아웃도어 웨어에서 방수(Fig. 21). 

의 기능을 위해 사용하던 심실링 테이프를 활용한 

사례들도 있는데 심실링 테이프는 남성복 컬렉션에, 

서는 이전부터 캐쥬얼 웨어에서 보이던 디테일로 최

근 여성복 컬렉션에서도 장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와 에서 라코스테2015 Spring/Summer Fall/Winter

는 심실링 테이프의 라인을 장식적으로 활(Lacoste)

용한 아우터 디자인을 선보였고 헌터 오리(Fig. 22), 

지날 역시 심실링 테이프를 활용하(Hunter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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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Fendi

2014 F/W

Millan

-www.style.com

Figure 25. 

Fendi

2014 F/W

Millan

-www.style.com

Figure 26. 

Acne Studios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27. 

Stella Mccartney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28. 

Junya Watanabe

2014 F/W

Paris

-www.style.com

여 포켓과 밑단 어깨와 소매의 시접 선을 블랙 선, 

으로 장식하여 레인코트를 더욱 모던하게 표현하였

다(Fig. 23).

야외 활동에서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던 포켓 지  , 

퍼 스트링 버클 등이 스포티함을 살려주는 디자인, , 

적 디테일로 활용되고 방풍과 방수를 위한 심실링 , 

테이프가 접착과 봉제의 기능이 아닌 라인이라는 디

자인적 요소로 활용이 되는 등 하이패션 브랜드들에

서 보여 지는 아웃도어 룩들은 기능과 디자인적 디

테일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새로운 디자인적 시도들

을 하고 있다. 

오트쿠튀르 적 장식화  2) (Haute couture)

아웃도어 룩이 하이 패션화 되면서 장식적인 면에   

있어서 오트쿠튀르적으로 더욱 섬세하고 정교해졌

다. 

정교한 모피 작품의 전통을 지닌 펜디 는   (Fendi)

에서 특유의 모피 공예 기술을 이2014 Fall/Winter

용해 울과 메쉬 소재에 모피를 감각적인 패턴으로 

장식하는 수공예 패치워크 로 펜디만의 (Patchwork)

정교한 아웃도어 룩을 완성하였고 같은 (Fig. 24,25), 

시즌 아크네 스튜디오 는 울과 가죽 (Acne Studios)

소재에 모던한 컬러 배색의 정교한 염색 패턴을 통

해 아트적이고 모던한 아웃도어 룩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스텔라 맥카트니(Fig. 26). (Stella 

는 마치 추상주의 회화 작품과 같은 섬Mccartney)

세한 퀼팅 스티치를 통해 특유의 여성스러운 아웃도

어 룩을 선보였고 준야 와타나베(Fig. 27), (Junya 

는 기존에 없던 독특하고 정교한 다운 스Watanabe)

티치를 통해 각이 없는 독특한 실루엣의 아방가르드

한 다운 코트를 선보였다(Avant-garde) (Fig. 28). 

하이패션 브랜드들이 보여준 오트쿠튀르적 장식성  

은 절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수공예적

이고 섬세한 디테일들로 투박하고 단순한 아웃도어 

룩에서 고급스럽고 세련된 아웃도어 룩으로의 변화

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급스러운 컬러 사용과 디지털 프린팅의    3. 

다양화     

기존의 아웃도어 룩에서는 명시성을 높이기 위해   

밝고 비비드한 컬러들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많은 절

개 면들을 통한 단순한 컬러 배색이 주로 사용되었

다 프린트에 있어서도 단순한 도형의 반복적 패턴. 

이나 카모플라쥬 와 같은 위장을 위한 (Camouflage)

패턴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 하이 패션 브랜드. 

들이 선보인 아웃도어 룩에서의 컬러 사용과 디지털 

프린팅 패턴은 매우 다양해지고 고급스러워 졌다.  

컬렉션에서 아크네 스튜디오  2014 Fall/Winter 

는 톤온톤의 컬러 사용과 더불어 유(Acne Studios)

기적 곡선의 아트적이고 모던한 패턴을 사용하였는

데 군더더기 없는 심플한 디자인들과 잘 매치되어 

미니멀하고 모던한 아웃도어 룩을 보여주었고(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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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Acne Studios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30. 

Acne Studios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31. 

Kenzo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32. 

Kenzo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33. 

Peter Pilotto

2014 F/W London

-www.style.com

Figure 34. 

Peter Pilotto

2014 F/W London

-www.style.com

Figure 35. 

Preen by T. B. 

2014 F/W London

-www.style.com

Figure 36. 

Preen by T. B. 

2014 F/W London

-www.style.com

겐조 는 단순한 지그재그 패턴과 더29,30), (Kenzo)

불어 추상적으로 단순화시킨 식물 패턴과 아트적인 

페인팅 프린트까지 다양한 프린트에 톤다운 된 컬러

와 비비드한 컬러를 배색으로 사용하여 화려한듯하

면서도 모던한 새로운 느낌의 퀼팅 겨울 아이템들을 

선보였다 그리고 같은 시즌 피터 필로(Fig. 31,32). 

토 는 블랙과 네이비 바이올렛 컬러를 (Peter Pilotto) , 

기본으로 산수화를 연상케 하는 패턴과 추상적인 아

트 느낌이 가미된 화려한 컬러 블록킹의 패턴들로 

고급스럽고 화려하면서도 특유의 여성스러움을 살린 

아웃도어 룩을 완성하였고 프린 바이 (Fig. 33,34), 

손튼 브레가찌 역시 (Preen by Thomton Bregazzi) 

하늘거리는 실크 스커트와 쉬폰 스커트에 기하학 패

턴이 들어간 오버 사이즈 핏 윈드브레이커 파카들을 

매치하였는데 블랙 컬러를 바탕으로 채도와 명도가 

비슷한 컬러들을 사용하여 가볍지 않으면서 모던하

고 여성스러운 럭셔리 아웃도어 룩을 보여주었다

(Fig. 35,36).

이처럼 최근 컬렉션을 통해 선보인 아웃도어 룩들  

은 톤온톤의 컬러를 사용하거나 블랙을 기본으로 , 

한 유사한 채도나 명도의 컬러들을 사용하여 화려한

듯하면서도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보여주었

고 디지털 프린팅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다, 

양한 모티브를 사용한 아트적인 느낌의 새로운 패턴

들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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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Chanel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38. 

Marc by

MarcJacobs

2014 F/W

NewYork

-www.style.com

Figure 39. 

Marc by

MarcJacobs

2014 F/W

NewYork

-www.style.com

Figure 40. 

Fay

2015 S/S

Millan

-www.style.com

Figure 41. 

Kenzo

2014 F/W

Paris

-www.style.com

Figure 42. 

Kenzo

2014 F/W

Paris

-www.style.com

아이템의 믹스 앤드 매치  4. (Mix & Match)

최근 아웃도어 잡화를 응용하여 디자인된 아이템  

들이 하이패션 브랜드의 의상들과 스타일링 되어 브

랜드의 새로운 도전과 스타일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시즌 가장 큰 이슈가 된 컬렉션  2014 Fall/Winter 

은 샤넬 이다 럭셔리의 상징인 샤넬이 자신(Chanel) . 

의 시그니쳐 트위드 투피스와 원피스에 스포티한 레

이스업 부츠와 운동화를 더하여 샤넬만의 하이브리

드 럭셔리를 표현했기 때문이다(Hybrid) (Fig. 37). 

반면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Marc by Marc 

는 모터 크로스 패션을 연상Jacobs) (Motor-cross) 

케 하는 년 컬렉션에서 마치 보드화2014 Fall/Winter 

와 등산화를 떠올리게 하는 딱딱하고 투박한 운동화

들을 의상에 매치하여 마크 바이 마크제이콥스만의 

한층 더 캐쥬얼하고 스포티한 컬렉션을 연출하였고

컬렉션에서 페(Fig. 38,39), 2015 Spring/Summer 

이 역시 익스트림 스포츠를 연상케 하는 벨크(Fay) 

로 테이프와 스트링으로 장식된 신발들을 페이만의 

캐쥬얼 샌들로 변신시켜 스포티함에 여성스러움을 

더한 아웃도어 룩을 보여주었다 신발뿐만 (Fig. 40). 

아니라 가방에서도 아웃도어 느낌의 믹스 앤 매치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폴리에스

테르 퀼팅 소재의 가방들로 겐조2014 Fall/Winter 

는 퀼팅 소재에 컬러 블로킹과 퍼를 믹스 앤 (Kenzo)

매치하여 겐조만의 새로운 윈터 백을 만들어냈다

(Fig. 41,42).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사용되던 기능성 잡화들이   

하이패션 브랜드들을 만나 전혀 다른 새로운 디자인

으로 재탄생되면서 브랜드는 새로운 디자인적 시도

들을 보여주었고 아웃도어용 잡화들도 기능과 더불, 

어 디자인적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최근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아  

웃도어 룩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와 같다Table 2 .

결론IV.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착용되던 아웃도어 웨어가   

메가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아 평상

복이나 다름없는 일상적인 룩이 되었다 최근에는 . 

하이패션 브랜드나 디자이너들에 의해 아웃도어 웨

어의 새로운 시도들이 보여 지고 있는데 이는 아웃

도어 웨어가 메가트랜드에서 일상화를 지나 하이패

션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본 . 

연구는 아웃도어 웨어라는 단순히 아웃도어 활동을 ‘

위해 착용하는 의복 의 개념을 넘어 더욱 포괄적이’

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아웃도어 룩 이라는 용어를 ‘ ’

사용하여 좁은 의미의 의류 에서 넓은 의미의 스타‘ ’ ‘

일 로 의미를 확대하여 최근 아웃도어 룩의 디자인’

적인 변화와 발전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아웃도어 

룩의 새로운 시도가 많이 보여 지고 있는 메가 컬렉



김미경 간호섭·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아웃도어 룩의 특성 연구/

43

Table 2. Features of Outdoor Look in Modern Fashion Collection

Features of outdoor look in modern fashion collection

Fabric

Utilization of 

functional 

fabric

  

Mix & match of fabrics Utilization of thermal fabric

Mix & match of outdoor wear's 

functional fabric and commonly 

using fabric in high fashion brand.

Designers showed exclusive winter 

items with their own style by 

using thermal fabric.

Techniques

Decorations 

for design
 

 

Details

Using functional techniques and 

details as decorations

Decorations being exclusive like 

haute couture

Functional techniques and details 

in outdoor wear are using as 

decorations purpose of aesthetic. 

Getting more delicate and exquisite 

like haute couture as outdoor 

look turn into high fashion.

Color

Using 

exclusive 

colors and 

diversify of 

digital printing
  

Colors and patterns changed into modernistic and chic. Especially digital 

printing is getting various and exclusive.

Items
Mix & match 

of items   

Designers are showing their new challenge and changing of style, by 

using high fashion brand clothes and items applying outdoor accessorie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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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을 중심으로 년부터 년까지 가장 최근의 2014 2015

여성복 컬렉션을 통해 아웃도어 룩의 새로운 디자인

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가지의 특성을4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기능성 소재의 활용이다 하이패션 브랜드  , . 

들은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지닌 소재들에 아웃

도어 웨어에서 사용되던 폴리에스테르 다운 소재, 

퀼팅 소재 메쉬 등 기능성 소재를 믹스 앤드 , , PVC 

매치하여 각 브랜드만의 독특한 아웃도어 룩 스타일

을 선보였고 한겨울 추위 보다는 스타일을 중시하, 

던 하이패션 브랜드들에서 이제는 스타일을 위해 보

온성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보온성을 살린 소재들

을 활용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고급스러

운 겨울 아이템들을 선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디자인성을 위한 장식화이다 최근 컬렉션  , . 

을 통해 보여 지는 아웃도어 룩들을 보면 아웃도어 

웨어에서 기능적으로 사용되는 기법과 디테일들이 

기능과는 무관하게 장식적인 목적으로 디자인에 다

양하게 활용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아웃, 

도어 룩이 하이 패션화 되면서 장식적인 면에 있어

서 오트쿠튀르적으로 더욱 섬세하고 정교해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고급스러운 컬러 사용과 디지털 프린팅의   , 

다양화이다 하이패션 브랜들이 선보인 아웃도어 룩. 

은 비비드한 컬러 일색이던 기존의 아웃도어 웨어와

는 달리 톤온톤의 컬러나 블랙을 기본으로 한 유사

한 채도나 명도의 컬러들을 사용하여 모던하고 고급

스러운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디지털 프린팅에 ,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다양한 모티브를 사용한 

아트적인 느낌의 새로운 패턴들을 볼 수 있다. 

넷째 아이템의 믹스 앤드 매치이다 아웃도어 잡  , . 

화를 응용하여 디자인된 아이템들이 하이패션 브랜

드의 의상들과 함께 스타일링 되어 기존에 브랜드가 

가지고 있던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스포티하고 캐쥬

얼한 이미지 변화를 주어 브랜드의 새로운 도전과 

스타일 변화를 보여주었고 아웃도어용 잡화들도 기, 

능과 더불어 디자인적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최근 패션 컬렉션을 통해 본 아웃도  

어 룩은 더 이상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 착용되는 의

류가 아닌 새로운 스타일과 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캐쥬얼 룩과 아웃도어 룩의 구분이 무

의미해졌다 그만큼 캐쥬얼 룩과 아웃도어 룩의 경. 

계가 불분명해졌으며 아웃도어 룩이 일상적인 룩이 ,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스. 

타일이 되어 그 기능성과 디테일을 오히려 하이패션 

브랜드들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게 되면서 점점 더 하

이패션화 되어가고 있다 하이패션 브랜드들은 아웃. 

도어 웨어가 가진 다양한 기능성과 디테일들을 자신

들의 디자인에 접목하여 스타일의 변화를 추구하였

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고 있다 이, . 

처럼 아웃도어 룩은 하나의 스타일로 더욱 더 발전

해 나갈 것이며 디자인적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계, 

속 전개될 것이다 현대 패션에 있어 새로운 스타일. 

로 발전하게 될 아웃도어 룩의 더 큰 발전과 새로운 

패션 디자인들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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