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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olor characteristics of female fitnesswear by 

analyzing the status of color usage and color arrangement method of each 

item of female fitnesswear of sports brands. This study targeted eight global 

total sportswear brands. A total of 2956 colors of female sportswear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the homepage of each bra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or of fitnesswear, first, the overall color of the fitnesswear 

showed high distribution centered on PB, Bk and R of low color tone, such as 

p and dkg. Moreover, bright tone colors were added for vitality and functional 

image of sport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lor of each item, 

commonly, the PB, Bk and R had large proportions.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2-color arrangements of fitnesswear, color arrangements including 

achromatic color had overwhelmingly higher frequency than color arrangements 

that had only chromatic colors. This shows that the color arrangement using 

achromatic color is important and has a higher preference. Fourth, as a result 

of extracting the representative color arrangement as color chip and comparing, 

the 2-color arrangement of female fitnesswear ha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r arrangement of large area main color and small amounts of emphasized 

color centered on achromatic colors of Bk and W.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for color planning of fitnesswear brands by 

subdividing female fitnesswear into 4 items and analyzing the color-tone and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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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현대인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라이프스타일

의 변화로 스포츠웨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애슬레저 트, 

렌드의 확산으로 인해 필라테스 요가 크로스핏 등 인도어 , , 

스포츠웨어의 마켓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시장의 총규모는 년 기준 조 , 2015 7

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년을 기점으로 정통 아1078 , 2013

웃도어 의류에서 트레이닝 러닝을 중심으로 스포츠 의류 매, 

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부의 상징(Kwak & Ryu, 2016). 

이 상품의 소비에서 건강한 몸매와 라이프스타일로 변화하

고 많은 현대 여성들이 운동을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고자 , 

하면서 소재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근육이 잘 잡힌 몸매를 

한층 돋보이게 해주고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패셔

너블한 피트니스웨어에 대한 여성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많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 

여성 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브랜드도 잇따라 새로운 SPA

스포츠 라인을 선보이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Lee, 

2018; Yoon, 2017). 

지금까지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웃도어웨어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디자인과 색채에 관. 

련된 연구는 아웃도어웨어 디자인(Han & Lee, 2011; IM, 

이나 아웃도어 브랜드 소비자 선Seo, Park, & Kim, 2011) 

호색 아웃도어 (Jeong & Choi, 2012; Park & Ha, 2017), 

브랜드 색채 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그밖에 자(Park, 2017) , 

전거용 의류 브랜드의 색과 소비자 선호색 연구(Jeong, Seo, 

와 전반적인 스포츠웨어의 색채 연구Choo, & Kim, 2017)

등이 있었다 한편 인도어 스포츠인 피트니(H. Kim, 2003) . , 

스와 관련된 연구로는 피트니스웨어 구매행동에 관련된 연

구 기능성 요가복 디자인 댄스복 (S. Kim, 2003), (Im, 2014), 

구매실태 스마트 피트니스웨어에 관련(Han & Lee, 2013), 

된 연구 들이 있는데 주로 소비자 선호(Park & Lee, 2017)

와 디자인 전반에 중점을 둔 연구였다.

피트니스웨어 선택에는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스타  

일도 중요한 요인이며 인도어 스포츠인 만큼 계절 , (indoor) 

보다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테마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기획이 필요하다 또한 (Kwon, 2007). 

색채는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스타일 감각을 알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요소이며 의복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색이 배색

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색보다는 배색에 따른 이

미지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피트니스웨어(Kwon, 2008). 

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운동 효과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착

용자의 개성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디자인 요소인 색채나 

배색 방법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 

구의 목적은 스포츠 브랜드들의 여성 피트니스웨어의 아이

템별 색채 사용 현황과 배색 방법을 분석함으로써 피트니스

웨어의 색채 특성을 규명하고 국내 피트니스웨어 브랜드들, 

의 효과적인 색채 기획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피트니스웨어의 전체 색채 특성을 분석한다  , .

둘째 여성 피트니스웨어의 아이템별 색채 특성을 분석한  , 

다.

셋째 여성 피트니스웨어의 아이템별 배색방법의 특성을   , 

분석한다.

넷째 여성 피트니스웨어의 아이템별 대표색 및 배색띠를   , 

추출하고 그 특성을 규명한다. 

이론적�배경II.�

스포츠웨어�마켓�현황1.�

최근 세계적인 스포티즘의 열풍으로 인해 국내 스포츠 시장

은 지난 년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10 . 

의하면 년부터 년까지 스포츠 시장의 총규모는 2011 2015 6

조 억 원에서 조 억 원으로 약 가 증가했으4056 7 1078 10%

며 그 중 스포츠 의류는 약 의 성장률을 보였다, 11% (Kwak 

삼성디자인넷도 & Ryu, 2016). (“2018 forecast and 

최근 국내 스포츠 시장은 아웃도어 시장의 strategy”, 2018) 

하락에도 불구하고 애슬레저와 골프웨어의 성장과 함께 

년에도 성장한 조 억을 전망했다 전 세계2018 2.6% 7 1326 . 

적으로 의류 산업이 저성장에 머물고 있는 반면 스포츠 의, 

류 시장은 연평균 의 성장을 보이면서 특히 최근에는 피7%

트니스웨어에 주목하고 있다 스포츠와 국민 (Choi, 2017). 1

인당 규모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만 달러 이GDP , GDP 3

상일 때 개인의 자기 관리를 위해 피트니스와 러닝과 같은 

스포츠를 즐기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여성 타깃의 

상품이 늘어나고 스포츠의 하이 패션화가 이루어진다 우리. 

나라의 경우 년 기준 국민 인당 가 만 달2015 1 GDP 2 8338

러로 주 회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는 국민 비율이 년, 1 2015

에는 에 도달하였으며 주 회 이60% (Kwak & Ryu, 2016), 1

상 운동하는 여성의 비율은 년의 경우 를 기록하2016 56.7%

여 이와 함께 여성 스포츠의류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J. 

Lee, 2017). 

타 복종에서 스포츠웨어 로의 확대 또한 스포츠 마켓의   ‘ ’



112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3 2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브랜드인 유니클로 자. SPA ‘ ’ ‘

라 등도 스포츠 라인을 론칭해 독특한 디자인과 컬’ ‘H&M' 

러로 다양한 패션 고객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이너웨어 , SPA 

브랜드 오이쇼 는 기능성 소재를 이용한 브라탑 티셔츠 저’ ‘ , , 

지 재킷 레깅스 등의 스포츠 라인을 선보였다 아웃도어 브, . 

랜드들도 스포츠 라인을 강화한 세컨드 라인을 론칭하거나 

스포츠 디자인을 추가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반면 나. , ’

이키 아디다스 휠라 등의 전통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 ’ ‘, ’ ‘ 

장기적으로 스포츠 시장의 규모를 넓히기 위해 패셔너블하

고 대중성 있는 스포츠 라인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요가나 필라테스의 열풍과 함께 룰루

레몬 등의 전문 피트니스웨어를 지향하는 브랜드들도 , MPG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다(Kwak & Ryu, 2016).

피트니스웨어의�정의�및�시장�현황2.�

피트니스웨어는 헬스 퍼스널 트레이닝 운동 요가 유산소 , , , 

운동 등 건강한 육체를 만들고 신체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

을 할 때 착용하는 의류이다 인도어 짐 스포츠인 피트니스 . 

운동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아름다움이나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부각되고 있으며 기능성과 패션성을 중요, 

시한다 특히 인 가구의 증가(S. Kim, 2003; Kwon, 2007). 1

와 함께 혼자 할 수 있는 개인화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건, 

강을 추구하면서 멋스러운 삶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트렌드

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부각

되고 있다 최근에 요가나 필라테스의 열풍과 함께 실내에서 . 

하는 짐 스포츠인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여성 전용 피트니스 센터나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여성전문 

스포츠 라인 등을 론칭 하고 있는데(S. Lee, 2017: S. Lee, 

이는 의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피트니스2018) Kwon(2007)

웨어 선택 시 기능성보다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이나 스타일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와 연결된다 현대의 여성. 

들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스타일리쉬하고 아

름답게 운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여성 피트니스웨어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년 아디다스 우먼숍 이 청담동에 오픈하면서라고 볼 2011 ‘ ’

수 있다 아디다스 스텔라 맥카트니 가 패션성을 추구하. ‘ by ’

는 여성 소비자들에게 어필함으로써 년 이후 폭발적으2015

로 여성 피트니스웨어 시장의 성장에 공헌하게 되었다 이후 . 

이지요가 등 해외 여성 요가웨어 전문브랜드와 제' ‘. ’MPG' ‘

시믹스 안다르 등 국내 요가웨어 브랜드까지 그 시장이 ’, ‘ ’ 

확대 되고 있으며 전통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S. Lee, 2017), 

나이키 아디다스 등에서는 경험 과 스토리 를 통한 하이 , ‘ ’ ‘ ’

콘셉트의 마케팅을 전개하고 감각적인 여성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능 뿐만 아니라 패션 을 강조한 ‘ ’ ‘ ’

우먼스 라인 을 확대시키고 있다‘ ’ (Kwak & Ryu, 2016). 

선행연구나 기사 등을 종합해 보면 여성 피트니스웨어 브  

랜드의 경향은 첫째 전통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우먼스 라, 

인의 강화 둘째 전문 피트니스웨어 라인 론칭 셋째는 캐, , , 

주얼이나 여성복에서 스포츠 콘셉트를 추가하여 피트니스 

라인을 추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포츠웨어�색채�선행연구3.�

피트니스웨어의 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다양한 스포츠웨

어로 확장시켜 색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의 연구에서 국내 스포츠웨어를 골프웨어와   H. Kim(2003)

액티브 스포츠웨어로 나누어 사용 색채를 분석한 결과 골프 

웨어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의 난색YR, R, R

이 sf, dl색조로 높은 비율인 반면 액티브 스포트웨어에서는 , 

한색인 가 가장 높고 무채색과 색조의 분포가 높아 PB , p, s 

같은 스포츠웨어도 차이가 났다 또한 은 여. , S. Kim(2003)

성소비자들의 피트니스웨어 선호 색상을 조사한 결과 상의, 

의 경우 흰색이나 하늘색 핑크색과 같이 밝고 부드러운 색, , 

빨간 원색계열의 선명한 색에 선호가 나타났다 하의의 경우 . 

무채색 남색 회색 순으로 어둡거나 무채색 위주로 선호하, , 

였다 즉 상의와 하의에 따라 소비자 선호색은 다르므로 피. , 

트니스웨어의 색채를 분석 할 때 상 하의로 아이템을 구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외 아웃도어 브랜드의 색채 비교 연구에서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와 국내 브랜드의 재킷 색을 비교했는데 국, 

외 글로벌 브랜드의 경우 화려한 배색 보다는 단색이나 색

조에 통일감을 주는 단순하고 유사한 배색을 많이 사용하였

으며 브랜드만의 독특한 배색 방법을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

을 드러내고 있었다(Park, 2017). 

국내외 자전거 의류 브랜드의 상품 색과 소비자 선호색에   

대한 연구에서는 검정색이 가장 선호가 높았으나 순위 선2

호색에서는 계절과 품목 점퍼 상의 하의 소비자 집단 자( , , ), (

전거 사용 빈도 패션관여도 에 따라 선호하는 색조가 다르, )

게 나타났다.(Jeong et al., 2017).

이상의 선행연구와 기사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의 트렌  , 

드인 여성 피트니스웨어에서는 색을 통해 디자인적인 개성

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소비자가 선호하는 색은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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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상 하의 복종에 따라서도 다르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방법III.�

자료수집�및�분석방법1.�

이 연구에서는 글로벌 토탈 스포츠웨어 브랜드 중 여성라인

이 있는 나이키 뉴발란스 데상트 리복 아디다스 언더아, , , , , 

머 휠라 개 와 매출 천억대를 보유, 7 (Kwak & Ryu, 2016) 1

하고 요가라인을 추가해 패션 부문을 확장한 스(Lee, 2015)

케쳐스를 추가(Key street commercial weekly report, 2017) 

해 총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년 월 일부8 . 2017 7 1

터 월 일까지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에서 여성 스포츠웨어8 31

의 색채 총 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인도어 스포츠2956 . 

의 경우 일상복과 달리 계절의 영향보다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디자인 스타일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를 참고, 

하여 제한된 시기의 색채를 수집을 하였으며 (Kwon, 2007)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 을 사용  Adobe Photoshop CS5 color picker tool

Table� 1.� Brand� and� Collective� Colors� for� Research

No Brands� Items
color�

samples
total No Brands� Items

color�

samples
total

1 Adidas

Bra-top 49

550 5 Nike

Bra-top 74

323
T-shirts 139T-shirts 315

Pants·Leggings 64 Pants·Leggings 88

Zip-up Jacket 64 Zip-up Jacket 21

2 Descente

Bra-top 45

617 6 Reebok

Bra-top 56

251
T-shirts 231 T-shirts 74

Pants·Leggings 102Pants·Leggings 215

Zip-up Jacket 126 Zip-up Jacket 19

3 Fila

Bra-top 8

183 7 Skechers

Bra-top 39

469
T-shirts 148T-shirts 108

Pants·Leggings 48 Pants·Leggings 244

Zip-up Jacket 38Zip-up Jacket 19

4 New 
Balance

Bra-top 43

370 8 Under 
Armour

Bra-top 28

193
T-shirts 108T-shirts 239

Pants·Leggings 55Pants·Leggings 82

Zip-up Jacket 2Zip-up Jacket 6

Total 2956

  

해 사진의 값을 추출한 다음 RGB Munsell Conversion 

을 사용해 값으로 변화하여 먼셀 색(Version 4.01) HV/C 10

상과 의 색조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12

를 중심으로 색상과 색조를 분석하였으며 무채색은 W,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색ltGy, Gy, dkGy, Bk 5 . , 

채는 단색으로 사용될 때 보다 배색될 때 이미지의 표현이 

더 효과적이므로 배색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배색은 주조. 

색을 기준으로 색 배색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2 . 

을 참고하여 색상과 색조(Kim & Lee, 2018; Park, 2017)

를 중심으로 동일 유사 대조 배색을 카운트 하였는데 동, , , 

일색상 동일색조 동일색상 유사색조 동일색상 대조색조 유/ , / , / , 

사색상 동일색조 유사색상 유사색조 유사색상 대조색조 대/ , / , / , 

조색상 동일색조 대조색상 유사색조 대조색상 대조색조의 / , / , /

가지와 무채색 유채색 무채색9 , (Bk, Gy, W)+ , (Bk, Gy, W)+

무채색 의 가지로 총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Bk, Gy, W) 6 15

였다. 

아이템은 기사 자료 와 브랜  (N. Lee, 2018; Kang, 2017)

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크게 브라탑 티셔츠 팬츠, , ·레깅스, 

집업 재킷으로 크게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브4 . 

랜드와 목록에 따라 수집한 색채의 수는 과 같다Tabl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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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Ⅳ

전체�색채�분석1.�

총 개의 색을 분석한 결과 유채색은 무채색은 2956 , 72.9%, 

를 차지했다 아래의 과 같이 가 로 27.1% . Figure 1 PB 35.8%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순이, Bk(18.7%), R(10%), P(7%) 

었다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색은 와 로 다음. G dkGy 1%, 

으로 낮은 색은 순이었Gy(1.2%), ltGy(1.4%), BG(1.9%) 

다 이러한 분포는 다른 패션 색채 연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 

의 스포츠웨어의 색채 연구에서 유채색에서 Kim, H(2003)

계열이 많이 분포하고 와 계열이 적게 나타난 PB, R , BG G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의 연구에서 대 직. Hong(2016) 30

장여성의 선호색은 가 로 가장 높고 가 로 PB 21.5% G 1.1%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아웃도어에 대한 소비자 선호색을 

연구한 의 연구에서 상의 하의 모두 Jeong and Choi(2012) , 

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것과 일치한다G

고 할 수 있다. 

색조는 무채색을 제외하고 와 같이 고명도 저채도  Figure 2 ·

인 가 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저명도 저채p 19.5% , ·

도인 가 로 두 번째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dkg 17.4% . 

로 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분포g(8.3%), b(7.9%), lt(6.4%) . 

를 보인 색조는 로 였으며 다음으로 sf 0.8% , dp(1.0%), 

순이었다 이는 의 스포츠웨어 색조 v(1.5%) . H. Kim(2003)

분석에서 명도 에 해당하는 와 명도 이상의 가 높1,2 dkg 9 p

은 분포를 보이고 와 가 낮은 분포를 보인 것과 일치ltGy v

하였다 하지만 저채도의 분포가 높았던 의 . Kim, H(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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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lor� Distribution� Chart Figure� 2.� Tone� Distribution� Chart

연구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가 중 상위권으로 나타났b, lt ·

다. 

전체 색상별 색조 분포는 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  Table 2 , 

로 이상 분포를 가진 색채의 대표색을 과 같이 1% Figure 3 

추출하였다 전체 색상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색. 

조 활용도가 높은 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은 R, B, PB, P , R

밝은 와 연한 가벼운 선명한 에서 많은 비중을 차b p, lt, v

지하였으며 는 와 에 많이 나타났다 는 저명, B p, lt dkg . PB

도 저채도인 와 고명도 저채도인 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dkg · p . 

는 연한 무거운 중명도 저채도인 에 많이 보였다P p, dkg, · g .

아이템에�따른�색채�특성2.�

브라탑1) 

브라탑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 와 같이 유채색은 , Figure 4

무채색은 였다 가 로 가장 많았고 다음79%, 21% . PB 28.9%

으로 순이었다 가장 낮은 분Bk(16%), R(11.4%), B(8.5%) . 

포를 보인 색은 로 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와 dkGy 0.6% , G

가 순이었다Gy 0.9%, ltGy(1.2%) . 

색조 분석 결과는 와 같다 무채색을 제외하고   Figure 5 . 

가 로 가장 높았으며dkg 19.5% , p(15.5%), lt(11.4%), 

순이었다 반면 과 가 로 가장 낮은 분포b(11.1%) . d v 0.9%

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순이었다dp(1.2%), sf(1.5%) . 

티셔츠2) 

티셔츠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는 과 같다Figure 6, Figure 7 . 

유채색은 무채색은 였다 브라탑과 마찬가지76.1%, 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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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ne� Distribution� by� Color

� � � � � � � Hue
Tone

R YR Y GY G BG B PB P RP N

p 1.73% 0.85% 0.24% 0.51% 0.14% 0.54% 1.08% 10.96% 2.81% 0.68% W 4.77%

lt 1.49% 0.74% 0.34% 0.98% 0.27% 0.47% 1.25% 0.17% 0.10% 0.61% ltGy 1.39%

b 4.13% 0.51% 0.51% 0.51% 0.30% 0.34% 0.44% 0.51% 0.03% 0.61% Gy 1.18%

v 1.08% 　 　 　 　 　 　 0.37% 0.07% 　 dkGy 0.98%

s 0.37% 0.17% 0.03% 　 　 　 0.14% 1.01% 0.07% 0.03% Bk 18.74%

dp 0.34% 0.07% 　 0.03% 　 　 0.03% 0.37% 　 0.17%

　

dk 0.14% 　 0.03% 0.03% 　 0.03% 0.14% 1.22% 0.00% 0.24%

dkg 0.20% 0.17% 0.20% 0.14% 0.03% 0.30% 1.32% 12.48% 2.10% 0.44%

g 0.10% 0.10% 0.34% 0.17% 0.03% 0.07% 0.58% 5.41% 1.18% 0.27%

ltg 0.27% 0.61% 0.24% 0.07% 0.10% 0.03% 0.20% 2.23% 0.51% 0.30%

sf 0.07% 0.10% 0.07% 0.07% 0.07% 　 0.14% 0.17% 0.10% 　

d 0.14% 0.17% 　 0.07% 0.03% 0.07% 0.37% 0.91% 0.07% 0.10%

Figure� 3.� Distribution� Ratio� 1%� or�More� Representative� Color� Extraction

로 가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PB 36.6% , Bk(13.4%), 

순으로 많았다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 색은 R(11.8%) . 

로 다음으로 순이었다dkGy 0.7%, G(1%), Gy(1.1%) . 

무채색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색조는 로 를 차지  p 27.2%

했으며 순이었다 가장 낮, dkg(13.4%),  b(7.9%), lt(7.1%) . 

은 분포를 보인 색조는 로 였으며 과 sf 0.7% , dp(1.2%), s

순이었다dk(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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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lor� Distribution� Chart� of� Bra-top Figure� 5.� Tone� Distribution� Chart� of� Bra-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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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lor� Distribution� Chart� of� T-shirts Figure� 7.� Tone� Distribution� Chart� of� T-shirts

팬츠 레깅스3) ·

팬츠 레깅스의 색채 분석 결과 과 같이 유채색은 · , Figure 8

무채색은 였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색은 67.1%, 32.9% . 

로 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PB 36.2% , Bk(27.2%), R(7.5%), 

순이었다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 색은 로 P(7.4%) . G 0.9%

였으며 다음으로 와 가 순이었다, BG ltGy 1.2% . 

색조 분석 결과는 와 같이 무채색을 제외하고   Figure 9

가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dkg 23% g (10.4%), p(9.6%) 

순이었다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 색조는 로 였으며. dp 0.8% , 

다음으로 순이었다sf(0.9%), v(1.2%) . 

집업 재킷4) 

집업 재킷의 색채를 분석한 결과는 과Figure 10, Figure 11

같다 유채색은 무채색은 였다 이 중 가 . 70.2%, 29.8% . PB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 39.3% , Bk 19%, R(8.5%), P

와 순서였다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 색상은 W(6.4%) . G, 

로 였다Gy, dkGy 1.4% . 

색조는 무채색을 제외하고 고명도  ·저채도인 가 로 p 21%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와 순이었, dkg(14.9%), b g(9.5%)

다 반면 가 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 , sf 0% , dp(0.7%), 

순이었다v(1%) . 

아이템별 색채 비교5) 

아이템별 색채 분포를 비교해보면 와 같다 가지 , Figure 12 . 4

아이템 모두 공통적으로 와 가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PB Bk

는 반면 와 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상의인 , dkGy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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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와 집업 재킷에는 가 다른 두 아이템군 보다 많이 W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하의인 팬츠 레깅스는 , · Bk

의 비율이 다른 아이템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브라. 

탑에서는 색상이 다른 아이템군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GY 

다. 

아이템별 색조 분포 비교한 결과는 과 같다 모  Figure 13 . 

든 아이템군에서 공통적으로 가 많았으며p, b, dkg, g , sf, 

가 적었다 상의인 티셔츠의 경우 고명도 저채도인 이 v, dp . · p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집업 재킷도 이상으로 다음25% , 20%

으로 높았다 하의인 팬츠 레깅스의 경우 저명도 저채도인 . / ·

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브라탑의 경우 가 다른 아이dkg . , lt

템군에 비해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와 도 가장 10% b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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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lor� Distribution� Chart� of� Pants·Leggins Figure� 9.� Tone� Distribution� Chart� of� Pants·Leg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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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lor� Distribution� Chart� of� Zip-up� Jacket Figure� 11.� Tone� Distribution� Chart� of� Zip-up� Jacket

높게 나타났다.

아이템별�배색�분석3.�

수집된 개 중 배색을 브라탑 티셔츠 팬츠2956 2 , , ·레깅스 집, 

업 재킷의 아이템 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 과 같으Table 3

며 이 중 아이템 별로 순위로 많은 빈도를 보인 배, 1, 2, 3

색을 진하게 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배색 분석을 한 결. 

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피트니스웨어에서 배색을 사용한 사례는 총 개였는  2 502

데 대담한 절개배색 보다는 주조색에 작은 면적의 강조색이 , 

포인트로 사용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피트니스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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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mpare� Tone� by� Item

배색은 주로 무채색과의 배색의 빈도가 높아 모든 아이템의 

순위 빈도에는 무채색과의 배색이 포함된 것이 가장 1, 2, 3

큰 특징이었으며 무채색 중에서도 가 가장 많이 배색에 , Bk

활용되었다 이는 유채색끼리의 배색도 높은 빈도를 보였던 . 

아웃도어 색채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를 아이템 별로 정리하면 브라탑은 유채색   , Bk+ > 

유채색 순이었다 다른 아이템에 비해 브라탑Bk+W > Gy+ . 

은 유일하게 유채색이 많이 사용되어 부드러운 배색을 Gy+

보인 것이 특징이다. 

티셔츠는 유채색 유채색 순으로 나타  Bk+W > W+ > Bk+

나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와의 배색이 중요하게 부각되었W

다 도 피트니스웨어 선호색에서 상의는 흰색. S. Kim(2003) ,

회색 검정색 순으로 나타나고 유채색으로는 하늘색 빨간색, , , 

분홍색으로 밝고 부드러운 색조 중심의 선호가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상의인 티셔츠는 흰색과 어울리는 , 

밝은 배색을 많이 기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팬츠  ·레깅스는 유채색 유채색 순으로 Bk+W > Bk+ > W+

나타나 하의로는 를 주조색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Bk

이었다 의 연구에서 하의는 주로 무채색을 선. S. Kim(2003)

호하며 검정색 남색 진한 회색 등의 어두운 색을 선호한다, , 

고 하였으며 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본 연, W , 

구에서도 과 어두운 색이 높은 비중으로 사용된 것은 동Bk

일하였으나 유채색이 순위로 많이 나타난 것이 차이점W+ 3

이었다 이는 주로 흰색을 강조색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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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or� Combination� on�Women’s� Fitness� wear�

Color� Combination� Bra-top T-Shirts Pants·Leggings Zip-up·Jacket

Same Color/Same Tone 0 0 3 1 

Same Color/Similar Tone 5 6 4 3

Same Color/Contrast Tone 0 7 4 1

Similar Color/Same Tone 2 0 0 0 

Similar Color/Similar Tone 3 7 1 0

Similar Color/Contrast Tone 3 6 3 0

Contrast Color/Same Tone 0 0 1 0 

Contrast Color/Similar Tone 2 0 0 0

Contrast Color/Contrast Tone 5 4 7 3

Neutral

+

Chromatic

Bk/Chromatic 22 18 48 36

W/Chromatic 5 35 18 12

Gy/Chromatic 6 7 7 6

Neutral

+

Neutral

Bk/W 13 51 50 24

W/Gy 1 13 6 3

Gy/Bk 2 13 17 8

Total 69 167 169 97 

즉 진하고 어두운 계열이나 검정 등을 하의의 주조색으, PB

로 하고 흰색으로 배색띠나 파이핑을 함으로써 하의 디자인

에 강조를 준 것이 많았다. 

집업   재킷의 배색은 유채색 유채색 2 Bk+ > Bk+W > W+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다른 아이템들과의 차이점을 보면 . 

유채색이나 유채색 배색에서 유채색이 주조색으로Bk+ W+ , 

무채색이 강조색으로 많이 사용되어 전반적으로 다양한 색

감이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다. 

아이템별�대표색�추출�및�배색4.�

아이템별 대표색 추출1) 

아이템별 대표색을 추출한 결과는 아래의 와 같다Table 4 .

먼저 브라탑은 의 의 의 의   R p, lt, b, YR lt, GY lt, B lt, 

의 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무채색dkg, PB p, s, dk, dkg, g . 

에서는 와 가 많이 나타났다W Bk .

두 번째 티셔츠는 다른 아이템들보다 다양한 색상과 색  , 

조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의 의 . R p, lt, b ,v, YR p, lt,

의 의 의 GY lt, B p, lt, dkg, PB p, s, dk, dkg, g, ltg, d, P 

의 의 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무채색에p, dkg, g, RP p, lt . 

서는 를 제외하고 많이 나타났다dkGy .

세 번째 팬츠 레깅스는 을 제외하면 한색 위  , · R B, PB, P 

주의 중 저채도의 색조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의 · . R lt, b 

의 의 의 ,v, B lt, s, dkg, PB p, s, dk, dkg, g, ltg, d, P p, 

가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무채색은 가지 색 모dkg, g, ltg , 5

두 많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집업 재킷은 색이 가장 편중되어 나타났는데  , 

의 의 의 의 가 높은 비중을 R s, B lt, PB p, dkg, g, ltg, P p

보였다 무채색에서는 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W, ltGy, Bk . 

이를 종합해보면 브라탑은 다른 아이템에 비해 가벼운   , lt 

색조의 의 분포가 높아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었으YR, GY

며 티셔츠는 색조의 를 많이 사용해 풍, p, lt YR, GY, RP

부한 색감을 나타냈다 팬츠 레깅스는 무채색과 저명도 저채. · ·

도의 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밝고 선명한 계열의 PB , R 

분포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집업 재킷은 가지 아이템들 . 4

중에서 가장 제한된 색을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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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별 대표 배색 추출2) 

피트니스웨어 배색 중 순위가 높은 것을 에 제시하2 Table 5

였다 배색 중 주조색을 앞에 위치시켰으며 아이템 별로 . 2

배색의 개수를 표기하여 피트니스웨어의 배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트니스웨어의 배색에 나타난 특징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라탑은 다른 아이템과 달리 유일하게 유채색  , Gy+

이 많이 사용된 것이 특징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부드럽고 밝, 

은 배색을 사용하였다 티셔츠는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 W

가 주조색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와의 밝은 배색이 중, W

요하게 부각되었다 즉 팬츠. , ·레깅스 집업,  재킷에서는 과 Bk

유채색의 배색을 더 많이 사용한 것과 차별화가 되었다 선. 

행연구결과와 같이 상의 아이템에서는 흰색이나 회색 등의 

밝은 색이 많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팬츠. , ·레깅

스는 가 주조색으로 많이 사용되어 선명하고 어두운 Bk R, 

나 밝은 와 강하게 대비되는 배색이 많았으며 를 PB GY , W

배색에 사용할 때는 강조색으로 좁은 면적에 사용하여 상의

와 차별되었다 집업.  재킷의 경우는 유채색이 주조색으로 사

Table� 4.� Representative� Color� by� Item

Item Hue-Tone� chart Item Hue-Tone� chart

Bra-

top

Pants

Leggings

T-

Shirts

Zip-

Up

Jacket

용되고 과 가 강조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배색이 많아 Bk W

다른 아이템에 비해 가장 다양한 색채 기획을 한 것이 특징

이었다 이는 대표색 선정에서 집업.  재킷의 경우 가지 아4

이템들 중에서 가장 제한된 색을 사용한다는 것과 상반되어 

보이는 결과인데 이는 배색을 할 때는 무채색과 함께 낮은 , 

빈도의 다양한 유채색을 활용하여 변화를 주는 것으로 해석

된다.

둘째 배색에 사용된 유채색을 에서 비교해보면  , Table 4 , 

전반적으로 과 색상이 다양한 색조로 무채색과 배색되R PB

고 있으며 와 색상이 소량 사용되며 발랄한 분위기를 , Y GY 

연출하고 있었다 브라탑과 티셔츠에는 좀 더 연하고 밝. (p) 

은 색조의 유채색과 무채색이 배색된 것이 많고 팬츠(lt) , ·레

깅스와 집업 재킷은 상대적으로 선명 하고 강한 색조와(v) (s) 

의 배색이 많았다 은 스포츠 웨어의 색채가 . H. Kim(2003)

채도가 낮은 색상과 원색의 선명한 색채 배색이나 색조와 p 

무채색을 많이 사용하여 활동적이면서도 기능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무채색과의 배색이 주, 

조를 이루면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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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및�제언.�Ⅴ

이 연구는 글로벌 스포츠웨어 브랜드 피트니스웨어의 아이

템별 색채와 배색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여 피트니스

웨어 브랜드 색채 기획 시 활용 가능한 색채 자료를 제시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피트니스웨어 전체 색채를 분석한 결과 와   , , p, dkg

같은 저채도의 을 중심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으PB, Bk, R

며 와 같은 밝은 색조의 색상이 더해져 활기를 띠면서, lt, b

도 스포츠의 기능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둘째 아이템별 색채를 분석한 결과 가지 아이템에서 공  , , 4

통적으로 와 이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었다 상의PB Bk, R . 

인 티셔츠와 집업 재킷에는 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고 하W , 

의인 팬츠 레깅스에서는 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이너· Bk . 

웨어인 브라탑의 경우 나머지 개의 아이템들보다 약간의 3

차이지만 덜 편중된 색상 분포를 보였다 아이템별 색조를 .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 많았다 상의인 티셔, p, b, dkg . 

츠와 집업 재킷은 고명도 저채도인 가 다른 아이템에 비해 · p

높게 나타났으며 하의인 팬츠 레깅스는 저명도 저채도인 , · ·

가 높게 나타났다 브라탑의 경우 나머지 아이템들보다 dkg . 

고명도 중채도인 의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무채색을 제외· lt . 

하고 피트니스웨어의 상의인 브라탑과 티셔츠는 고명도 저채·

도 색부터 고명도 고채도 색까지 많이 사용되고 하의는 저· , 

명도 저채도의 색이 집업 재킷은 고명도 저채도이거나 저명· , ·

도 저채도의 색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셋째 피트니스웨어의 배색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채색  , 2 , 

끼리의 배색보다는 무채색이 포함된 배색이 모든 아이템에

서 압도적으로 빈도가 높아 여성 피트니스웨어에서는 무채

색을 이용한 배색이 그만큼 중요하고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브라탑은 네 아이템 중 유일하게 유채색의 . Gy+ 2

배색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티셔츠는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 

가 주조색으로 많이 배색에 사용되어 상의에서는 대체로 W

부드럽고 밝은 배색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반면 팬츠 레. , ·

깅스는 가 주조색으로 많이 사용되어 선명하고 어두운 Bk R, 

나 밝은 와 강하게 대비되는 배색이 많았으며 는 PB GY , W

강조색으로 작은 면적에 사용하였다 집업 재킷은 유채색이 . 

주조색으로 사용되고 과 가 강조색으로 포인트를 주는 Bk W

배색이 많아 다른 아이템에 비해 색감이 부각되는 개성을 

보여주는 색채 기획을 한 것이 특징이었다.

넷째 대표 배색을 컬러칩으로 추출하여 비교해보면 여성   , , 

피트니스웨어의 배색은 과 의 무채색을 중심으로 큰 2 Bk W

면적의 주조색과 소량의 강조색이 배색되는 것이 특징이다. 

무채색이 주조색일 때는 화려한 색채가 작은 면적의 강조색

으로 사용되어 세련되면서도 발랄한 이미지를 살리고 있었

다 밝은 색들이 주조색으로 사용될 때도 무채색이 소량으로 . 

배색되어 절제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즉 여성 피트니스웨어의 배색은 화려한 유채색 간. , 

의 강렬한 절개배색 보다 도시적인 이미지의 무채색을 바탕

Table� 5.� Color� Combination� on�Women’s� Fitness� wear�

Item Color� Combination� Item Color� Combination�

Bra-

top

Pants

Leggings

T-

Shirts

Zip-

Up

Jacket



122 패션비즈니스� 제 권� 호� � � � � � 23 2

으로 한 세련되면서도 활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절제된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여성 피트니스웨어를 가지 아이템으로 세분화  4

하여 색상 색조와 배색을 분석함으로써 피트니스웨어 브랜드·

의 아이템별 색채 기획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 

피트니트웨어를 착용하는 소비자의 선호색을 조사하고 연령, 

감성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색채디자인을 제안하면 의미가 ,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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