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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color preference for mountain 
climbing wear according to gender, season and item. Total of 749 photos of mountain climbers 
were taken in 2009 during weekends in May and October at two mountains in Seoul. In order 
to analyze color by hue and tone, all the data were digitalized using Photoshop and converted to 
HV/C by using the Munsell Conversion software. For the purpose of data analysis, 13 colors of 
hue, including 10 base colors of the Munsel color system plus white, gray and black, and 12 
tones of PCCS were grouped into 5 groups according to close distance. Jumper, t-shirts, vest and 
pants were selected as the 4 item categories.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clear differences in 
color preference based on gender. Women, with a preference for red, reddish purple, black, pur-
ple and blue, displayed wider range of choices in color as compared to men, who preferred 
black and blue color throughout all seasons. Yellow, green, and greenish blue were less preferred 
by both men and women. For pants, black represented over 90% as the main color for both 
genders. Overall, men preferred dark tones and women preferred vivid and bright tones. 
Moreover, there were less distinct differences in color preference according to season an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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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대 한국 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

제로 인해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증가하고 삶에 대

한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현상이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하여 건

강과 삶의 여유를 실현하려는 사람이 많아져 스포츠

활동이 대중화 되어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등산은

건강과 친목을 위한 대표적인 아웃도어스포츠 가운

데 하나이다. 등산은 생리적, 사회적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고 일상생활에 즐거움과 행복한 삶의 기회

를 제공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KBS 1 뉴스광장 보도에 의하면 성인 10명 중 4명

이 한 달에 한번 이상 산에 오를 정도로 최근 등산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2008년 경우 연인원 5억명

이상이 산을 찾았다고 하였다.1) 그리고 한국패션협

회(KFA)의 ‘2008년 한국패션협회 올해 패션 10대뉴

스’에 따르면 한국 아웃도어시장이 연평균 20%이상

상승세를 보이며 패션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라

매출이 1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며 고속성장 중이라

고 하였다.2) 이처럼 등산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최근

등산복시장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

로 의류판매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산복 브

랜드의 매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등산인구와 등산복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

등산복 관련 연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등산복

관련 선행연구들을 보면 소재3)와 구매행동4), 디자인

개발과 특정 디자인에 대한 선호경향5)에 관한 연구

등 여러 주제들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색채는

상품을 구매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디자인 요

소이며 또한 상품의 판매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등산복 매장이나 실제 등산현장에 가보면

등산복 디자인은 몇 가지 종류에 불과하여 다양하지

않고 주로 색채의 차이를 통해 개인의 개성을 표현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처럼 등산복 구매와 착용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디자인 요소인 색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미비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색채경향을 파

악하기 위해 남․여의 등산복 색채 선호 차이를 비

교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실제 등산현장

에서 남⋅여 등산객이 착용한 등산복을 관찰 조사하

여 남․녀가 시즌과 아이템에 따라 선호하는 등산복

의 색상과 색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였다. 이 연

구를 통해 등산객이 선호하는 등산복의 색상과 색조

경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등산복 상품기획

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

하였다. 첫째, 남녀는 등산복 색채 선호에서 성별 차

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남녀는 등산복 색채 선호에

서 시즌별 차이를 보일 것이다. 둘째, 남녀는 등산복

색채 선호에서 아이템별 차이를 보일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상품에서 색채의 중요성
색채는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물체에 비추어

반사․투과․흡수될 때, 눈의 망막과 여기에 따르는

시신경의 자극으로 감각되는 현상에 의해 나타난

다.6) 색채는 사람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이며 감성이

며 이미지의 결집체이다. 따라서 상품의 색채를 보면

상품의 이미지나 사람의 기호를 알 수 있다. 색채는

행동적 유형 또는 습관적 유형의 구매에 중요한 역

할을 맡고 있으며 경영심리적 측면에서는 상품의 기

능적 가치보다는 오히려 상품의 색채가치에 더 치우

치는 경향이 있으며 소비자들이 즉흥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데 더 주목하게 된다7)고 하였다.

색채는 제품의 특징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역

할을 하기도 한다. 기업은 신제품출시와 함께 색채로

브랜드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으며 중요한 마케

팅전략으로 색채를 활용하고 있다. 제조회사는 색채

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때 종류와 기

능, 특징, 가격차이에 대한 시각적 메시지를 전달하

는데 이것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과 더불어 제품

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높여주어 구매판정시간을

단축시켜주기도 한다. 김향란8)은 색채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징적 혹은 문화적 의미를 연상시킴으로

서 그 색상이 가진 특징적인 의미를 제품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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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결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밝혔고, 김

주훈9)은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색채는 차별

화된 개성을 소비자에게 가장 빠르고 강하게 전달하

는 수단이며 감성적 접근에 용이한 커뮤니케이션 수

단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성능보다 감성에 비중을

두는 시대에 색채는 각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 색채 분류 기준 및 색채 분석
색채를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색상(hue)과 색조(tone)이며, 색상 분류를 위한

대표적 색채시스템은 먼셀(Munsell) 표색계이다10).

먼셀표색계에서는 빨강(R), 노랑(Y), 녹색(G), 파랑

(B), 보라(P)를 제1차 기본색으로 하고 이들 5개 기

본색 사이에 위치하는 주황(YR), 연두(GY), 청록

(BG), 남색(PB), 자주(RP)를 제 2차 기본색으로 하

여 모두 10가지를 기본색으로 한다. 10개 기본색들간

의 간격을 10등분하여 총 100개의 색상(hue)을 수치

와 기호로 표기하고, 또한 100개 색상들의 명도

(value)는 11단계, 채도(chroma)는 14단계로 구분한

다. 즉 먼셀표색계는 색상(hue), 명도(value), 채도

(chroma)의 3개축에 따라 등간격의 색채들을 입체적

으로 배열해 놓음으로써 색채의 체계를 설명하는 이

론이다. 따라서 먼셀표색계에서는 이들 3개의 물리적

속성을 나타내는 HV/C기호(H:색상, V:명도, C:채

도)로 모든 색채를 표기 한다.

색조는 일본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ion

System)에서 처음 제시되었으며, 명도와 채도의 복

합개념이라 할 수 있고, 색상의 명암, 강약, 농담 등

상태의 차이를 보여준다. PCCS에서는 색조를 viv-

id(v), strong(s), bright(b), pale(p), light gray-

ish(ltg), light(lt), grayish(g), soft(sf), dull(d),

deep(dp), dark(dp), dark grayish(dkg)의 12개 그룹

으로 나누었다.11) 한편 Kobayashi(小林重顺)는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색명법을 토대로

먼셀표색계 10개 기본색상을 12개 톤으로 배열하고,

무채색을 포함 한 총 130개 색으로 구성된 hue and

tone system을 구축하였다.12) Kobayashi의 색조분류

는 PCCS와 유사하나 very pale 톤을 추가하고 soft

는 제외시킨 것이 차이점이다.

의복의 색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주로 색상과 색

조 유형에 따라 색채의 경향을 분석하는데, 수집한

자료를 디지털화한다음 Photoshop을 이용하여 RGB

값이나 Lab값을 구하고 이들을 Munsell Conversion

Software를 이용해 HVC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가

장 많이 사용되었다.13) 이들 연구에서 색상은 먼셀

10가지 색상 또는 40색상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무채

색은 W, ltGy, mG, dkGy, Bk로 나누어 분포를 파악

하며, 색조는 PCCS 시스템의 색조분류에 의거하여

12색조와 N(neutral)을 합한 13가지 종류로 나누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해 분포를 파악하였다.

3. 등산복 색채 연구
등산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들이 주를 이루었고 디자인이나 색채를 주제로 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등산복 구매와 착용실태를 조사

한 이은혜14)의 연구를 보면 등산복 구매목적이 ‘등산

만을 위해서’와 ‘등산과 일상복으로’ 구매하는 경우로

분류되었고 구매빈도는 일년에 1~2회, 시즌별로 1번

이상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매시 기능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디자인, 색상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 여성의 경우 등산복

을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에 더 신경써

주기를 원하였다.

등산복 디자인 성향을 분석한 차현정 연구15)에서

는 성별에 따라 색채에 대한 선호가 차이를 보였으

며 스타일은 성별에 관계없이 활동에 편안한 것을

선호하였다. 색상에서 베스트, 자켓, 바지는 남·여가

같고 셔츠는 차이를 보였다. 베스트는 모두 빨강계열

을, 자켓은 회․검정계열을 선호하였고, 바지는 회·검

정계열을 선호하였다. 연령별 선호색상은 아이템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결혼여부도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등산복의 경우 성별과 아이템에 따라 선호하

는 색채가 비교적 뚜렷하게 존재함을 알려주었다. 그

러나 색상만 조사하여 색의 다른 요소인 색조 즉 명

도와 채도에 대한 선호는 알 수 없고, 설문에 의해

조사되어 실제 등산현장에서 착용하는 등산복 색상

의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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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구 성 약 자

연하고 엷은 pale, light, light grayish p, lt, ltg

밝고 선명한 bright, vivid, strong b, v, s

진하고 어두운 dark, deep, dark grayish dk, dp, dkg

부드럽고 둔한 soft, dull, grayish soft, d, g

무채색의 white, gray, black W, Gy, Bk

<그림 1> PCCS에서의 색조(tone) 배열

- 칼라코디네이터를 위한 색채학 입문, p. 41.

<표 1> 색조(톤)의 분류

따라서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등산복의 색채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보다 현장에서

직접 등산객들이 착용한 등산복을 관찰하여 색채를

색상과 색조의 관점에서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2개 시즌(S/S, F/W)으로 나누

었고, 서울지역에서 등산객이 많이 찾는 산들가운데

연구자가 사진촬영하기 편리하다고 판단한 관악산과

청계산을 선정하여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복을 착용

한 등산객을 관찰조사하였다. S/S는 2009년 5월 첫

째 주, 셋째 주 주말에 촬영하고, F/W는 10월 둘째

주, 넷째 주 주말에 촬영하였다. 전신자세와 화상이

뚜렷한 자료만 채택한 결과 S/S에는 남자 144명 여

자 151명 합 295명, F/W에는 남자 268명 여자186명

합 454명, 모두 749개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

었다.

자료 분석을 위한 색상 분류는 먼셀시스템의 10가

지 기본색상과 흰색, 검정색, 회색을 포함하여 모두

13가지 색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색조는 PCCS의 12

가지 톤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인접

한 색조들이 유사한 이미지를 전달하므로 위치상으

로 인접한 3개의 색조들을 그룹으로 묶어 4개로 만

들고 여기에 무채색조를 더하여 5개 유형으로 묶었

다. 색조를 쉽게 연상하기 위해 한글 형용사로 함께

표현하였다<표 1>. 색상과 색조의 한글명은 KCS 기

준에 근거하였다. 촬영한 사진자료에 대해 photoshop

6.0에서 RGB값을 구하고 Munsell Conversion Soft-

ware를 이용하여 HVC값을 구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색상과 색조의 분포도를 작성한 후 각 분포도의 빈

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전체 사진을 대상으로 예비

분석한 결과 아이템은 가장 착용빈도가 높은 티셔츠,

점퍼, 베스트, 바지의 4개 아이템으로 구성하였다. 등

산객이 착용한 등산복에 무늬가 사용된 사례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무늬의 경우는 제외하고 단색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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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분석
1. S/S 시즌 남⋅여 등산복 색상과 색조
S/S 시즌의 남⋅여 등산복 색상과 색조를 비교하

기 위해 등산복을 상의와 하의로 나누고 상의는 기

본 아이템인 티셔츠, 점퍼, 베스트, 하의는 바지로 구

분하여 비교하 였다.

1) 티셔츠

남자 티셔츠 색상 출현빈도는 파랑(34.7%)이 가

장 많고 다음으로 검정색(29.7%)이 많았으며 하양

(11.0%)은 중간정도를 보였다. 그리고 회색과 빨강,

노랑, 자주, 연두, 주황, 청록 등은 매우 적은 빈도를

보였으며 (5.9-1.6%), 남색과 보라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표 2><그림 2, 4, 5>. 여자 티셔츠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색상은 검정(21.6%)이며 빨강(18.6%),

자주(14.7%), 연두(10.8%), 파랑(7.0%), 보라(6.9%),

주황(6.9%), 하양(5.9%) 등 다양한 색상들이 사용되

었고, 노랑, 청록, 회색, 남색, 초록은 매우 적은 빈도

거나 사용되지 않았다<표 2><그림 2 , 6>.

색조를 보면 남자 티셔츠는 무채색계열(46.6%)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밝고 선명한 색조(15.2%)

와 진하고 어두운 색조(15.1%), 연한 색조(10.9%)와

둔한 색조(10.8%)들로 구성되어 비교적 고른 색조의

분포를 보였다. 여자 티셔츠는 밝고 선명한 색조

(46.2%)가 가장 많으며 무채색 계열(29.5%), 연한

색조(17.8%)가 그 뒤를 이으며 둔한 색조(4.9%)와

진하고 어두운 색조(2.0%)의 빈도가 낮았다<표 2>,

<그림 3>.

2) 점퍼

등산복 점퍼로 남자가 가장 많이 착용한 색상은

검정(51.9%)이고 파랑(22.2%)이 다음으로 많아 이

들 두 가지 색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선호하였다.

연두(7.4%)와 주황(7.4%), 빨강(3.7%)과 하양(3.7%),

회색(3.7%) 색상은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였고, 노

랑, 초록, 청록, 남색, 보라, 자주는 찾아볼 수 없었다

<표 3>, <그림 7, 9, 10>. 여자 점퍼에서 가장 많은

색상은 파랑(20.9%)과 빨강(19.4%)이었으며 다음으

로 검정(17.9%), 자주(13.4%)의 순서를 보였다. 남

자와는 달리 주황, 노랑, 남색, 보라 등 적은 빈도이

기는 하나 다양한 색상이 착용되었다.용되지 않았다

<표 3>, <그림 7, 11, 12>.

색조를 보면 남자는 무채색(59.3%)이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진하고 어두운 색조(22.2%), 밝고 선명

한 색조(14.8%), 둔한 색조(3.7%)의 순서를 보였고,

연한 색조는 사용되지 않았다. 여자는 밝고 선명한

색조(49.2%)가 가장 많았으며 무채색(23.9%)과 연

한 색조(12%), 진하고 어두운 색조(9%)와 둔한 색

조(6%)는 적은 수치로 나타나 남녀의 차이를 보였

다<그림 8>.

3) 베스트

남자는 베스트로 파랑(28.2%)을 가장 많이 입었

고 다음으로 검정(23.1%), 빨강(17.9%), 노랑(10.2%)

의 순서를 보였으며, 연두, 청록, 자주, 회색은 같은

분포(5.1%)를 보였다. 초록, 남색, 보라, 주황, 하양은

사용되지 않았다<표 4>, <그림 13, 15, 16>. 여자는 빨

강(33.4%)이 가장 많았으며, 보라(18.8%), 검정

(14.6%)도 비교적 많이 입었다. 이 밖에 파랑(8.4%),

노랑(6.3%), 연두(6.3%), 자주(4.2%), 회색(4.2%),

초록(2.1%), 청록(2.1%) 등 다양한 색상들을 입었으

며 남색, 주황, 하양은 사용되지 않았다<표 4>, <그림

13, 17, 18>.

색조에서 남자는 무채색 계열(28.2%)과 진하고

어두운 색조(28.1%), 밝고 선명한 색조(25.6%)가 비

슷한 분포를 보이고, 다음은 둔한 색조(12.8%)였고

연한 색조(5.1%)가 가장 적었다. 여자는 밝고 선명

한 색조(64.8%)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무채색계열

(18.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둔한 색조(8.4%), 연

한 색조(4.2%), 진하고 어두운 색조(4.2%)의 출현율

은 낮은 편이었다<그림 14>.

4) 바지

남자 바지를 보면 검정(76.2%)이 가장 많고 파랑

(11.9%)을 합하여 거의 90%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

다. 그 외의 색상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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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YR Y GY G BG B PB P RP 색조합

연한 - 2.9 - 1.0 - 2.0 0.8 2.0 0.8 - - 1.0 6.8 1.0 - 1.0 - 4.9 2.5 2.0 10.9 17.8

선명한 2.5 15.7 1.7 5.9 1.7 1.0 - 5.9 - - - 1.0 9.3 2.0 - - - 2.0 - 12.7 15.2 46.2

어두운 0.8 - - - - - 0.8 - - - 0.8 - 12.7 2.0 - - - - - - 15.1 2.0

둔한 0.8 - - - 1.7 - 0.8 2.9 - - 0.8 - 5.9 2.0 - - - - 0.8 - 10.8 4.9

색상합
4.1 - 1.7 - 3.4 - 2.4 - 0.8 - 1.6 - 34.7 - - - - - 3.3 -

합계
52.0

- 18.6 - 6.9 - 3.0 - 10.8 - - - 2.0 - 7.0 - 1.0 - 6.9 - 14.7 70.9

W 12.5 5.9 GR 5.7 1.5 BK 29.7 21.6 무채색합계 48.0 29.1

<그림 2> S/S 남․여 티셔츠 색상 백분율 비교 <그림 3> S/S 남․여 티셔츠 색조 백분율 비교

<그림 4> S/S 남자

티셔츠(검정)

- 촬영일자 2009. 5. 17,

청계산

<그림 5> S/S 남자

티셔츠(파랑, 어두운)

- 촬영일자 2009. 5. 18,

관악산

<그림 6> S/S

여자티셔츠(자주, 선명한)

- 촬영일자 2009. 5. 3,

관악산

<표 2> S/S 남․여 티셔츠 색상 분포

남자 (117) 여자(10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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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Y Y 효 G BG B PB P RP 색조합

연한 - - - 1.5 - 1.5 - 1.5 - 1.5 - - - 3.0 - - - 1.5 - 1.5 - 12.0

선명한 3.7 19.4 3.7 1.5 - - - 3.0 - - - 4.5 7.4 10.4 - - - - - 10.4 14.8 49.2

어두운 - - - - - - 7.4 - - - - - 14.8 7.5 - - - 1.5 - - 22.2 9.0

둔한 - - 3.7 1.5 - - - 1.5 - - - - - - - 1.5 - - - 1.5 3.7 6.0

색상합
3.7 - 7.4 - - - 7.4 - - - - - 22.2 - - - - - - -

합계
40.7

- 19.4 - 4.5 - 1.5 - 6.0 - 1.5 - 4.5 - 20.9 - 1.5 - 3.0 - 13.4 76.2

W 3.7 5.9 GR 3.7 - BK 51.9 17.9 무채색합계 59.3 23.8

<그림 7> S/S 남․여 점퍼 색상 백분율 비교 <그림 8> S/S 남․여 점퍼 색조 백분율 비교

<그림 11> S/S

여자점퍼(자주, 밝은)

- 촬영일자 2009. 5. 3,

관악산

<그림 10> S/S

남자점퍼(검정)

- 촬영일자 2009. 5. 3,

청계산

<그림 9> S/S

남자점퍼(파랑, 선명한)

- 촬영일자 2009. 5. 4,

청계산

<그림 12> S/S

여자점퍼(빨강, 선명한)

- 촬영일자 2009. 5. 4,

청계산

<표 3> S/S 남․여 점퍼 색상 분포

남자(27) 여자(67)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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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YR Y 효 G BG B PB P RP 색조합

연한 - 2.1 - - 5.1 - - - - - - - - 2.1 - - - - - - 5.1 4.2

선명한 12.8 27.1 - - - 4.2 5.1 6.3 - 2.1 - 2.1 2.6 4.2 - - - 18.8 5.1 - 25.6 64.8

어두운 5.1 2.1 - - - - - - - - 5.1 - 17.9 2.1 - - - - - - 28.1 4.2

둔한 - 2.1 - - 5.1 2.1 - - - - - - 7.7 - - - - - - 4.2 12.8 8.4

색상합
17.9 - - - 10.2 - 5.1 - - - 5.1 - 28.2 - - - - - 5.1 -

합계
71.8

- 33.4 - - - 6.3 - 6.3 - 2.1 - 2.1 - 8.4 - - - 18.8 - 4.2 81.6

w - - GR 5.2 3.8 BK 23.1 14.6 무채색합계 28.3 18.4

<그림 13> S/S 남․ 여 베스트 색상 백분율 비교 <그림 14> S/S 남․여 베스트 색조 백분율 비교

<그림 17> S/S

여자베스트(빨강, 선명한)

- 촬영일자 2009. 5. 18,

관악산

<그림 15> S/S

남자베스트(검정)

- 촬영일자 2009. 5. 17,

관악산

<그림 18> S/S

여자베스트(자주, 밝은)

- 촬영일자 2009. 5. 3,

청계산

<그림 16> S/S

남자베스트(파랑, 어두운)

- 촬영일자 2009. 5. 4,

청계산

<표 4> S/S 남․여 베스트 색상 분포

남자(39) 여자(48)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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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YR Y GY G BG B PB P RP 색조합

연한 - - - - - - - 0.7 - - - - - 0.7 - - - - - - - 1.4

선명한 - - - - - - - - - - - 0.7 - 0.7 - - - - - 1.3 - 2.7

어두운 - 0.7 - - - 0.7 0.7 - - - 0.7 0.7 6.3 7.3 - - 0.7 - - - 8.4 9.4

둔한 0.7 0.7 - 0.7 2.8 1.3 - - - - 1.4 - 5.6 1.3 0.7 - - - - - 11.2 4.0

색상합
0.7 - - - 2.8 - 0.7 - - - 2.1 - 11.9 - 0.7 - 0.7 - - -

합계
19.6

- 1.4 - 0.7 - 2.0 - 0.7 - - - 1.4 - 10.0 - - - - - 1.3 17.5

W 3.5 4.5 GR 0.7 2.0 BK 76.2 76 무채색합계 80.4 82.5

<그림 19> S/S 남․여 바지 색상 백분율 비교 <그림 20> S/S 남․여 바지 색조 백분율 비교

<표 5> S/S 남․여 바지 색상 분포

남자(144) 여자(151) (단위: %)

<그림 15, 16>. 여자 바지 역시 검정(76.0%)이 압도

적으로 많았고 파랑(10.0%)과 합해 86%에 달하였다.

그 외 하양, 노랑, 회색, 청록과 빨강 등은 1.4-4.0%

의 매우 적은 빈도를 보였다<표 5>, <그림 19, 17,18>.

색조에서 보면 남자는 무채색 계열(80.4%)이 가

장 많고 둔한 색조(11.2%), 진한고 어두운 색조

(8.4%)가 다음으로 많았으며 연한 색조와 밝고 선명

한 색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여자의 경우도 무채색

계열(82.0%)이 가장 많았고 진하고 어두운 색조

(9.4%), 둔한 색조(4.0%), 밝고 선명한 색조(2.7%),

연한 색조(1.4%)의 순서를 보였다<그림 20>.

2. F/W 시즌 남⋅여 등산복의 색상과 색조
1) 티셔츠

F/W 시즌에 남자는 티셔츠 색상으로 파랑(39.6%)

을 가장 많이 입었으며, 검정(21.6%)이 다음으로 많

았다.<표 6>, <그림 21, 23, 24> 그리고 회색, 연두, 빨

강, 하양, 주황, 노랑 들은 비교적 낮은(4.2-8.4%) 빈

도를 보였고, 남색, 청록, 보라, 초록과 자주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여자 티셔츠로는 자주(28.7%)와

검정(25.9%)을 가장 입었으며 다음으로 빨강(13.9%),

보라(11.1%), 남색(7.5%)의 순서로 입었다.<표 6>,

<그림 21, 25, 26> 노랑, 파랑, 연두와 하양, 초록과

청록, 주황은 매우 적은 빈도(0.9%-2.8%)를 보였고,

회색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남자 티셔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색조는 무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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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YR Y GY G BG B PB P RP 색조합

연한 0.4 - - - 0.4 - - - - - - - - 0.5 - - - - - - 0.8 0.5

선명한 - 0.5 - - - - - - - - - - 0.4 2.2 - - - - - - 0.4 2.7

어두운 0.4 - - 0.5 0.8 - - - 0.4 0.5 0.8 - 8.6 5.9 0.4 0.5 - - - 0.5 11.4 7.9

둔한 - 1.1 1.1 0.5 2.3 0.5 - - - - - - 3.8 - 0.4 - - - - - 7.6 2.1

색상합
0.8 - 1.1 - 3.5 - - - 0.4 - 0.8 - 12.8 - 0.8 - - - - -

합계
20.2

- 1.6 - 1.0 - 0.5 - - - 0.5 - - - 8.6 - 0.5 - - - 0.5 13.2

W 0.5 - GR 1.9 - BK 77.4 86.6 무채색합계 79.8 86.6

<그림 39> F/W 남․여 바지 색상 백분율 비교 <그림 40> F/W 남․여 바지 색조 백분율 비교

<표 9> F/W 남․여  바지 색상 분포

남자(268) 여자(186) (단위: %)

계열(34.8%)이고 다음으로 밝고 선명한 색조(29.4%)

가 많았으며, 진하고 어두운 색조(18.0%), 연한 색조

(10.8%), 둔한 색조(7.8%)의 순서를 보였다. 여자

티셔츠에서는 남자와는 달리 밝고 선명한 색조

(50.1%)가 많았으며, 그 다음은 무채색 계열(27.8%),

연한 색조(13.9%), 진하고 어두운 색조(6.5%)와 둔

한 색조(1.8%)의 순서를 보였다<그림 22>.

2) 점퍼

남자는 점퍼 색상으로 파랑(39.0%)과 검정(27.5%)

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연두(8.0%), 빨강(5.3%),

회색(4.6%), 주황(3.9%), 노랑(3.8%), 청록(3.1%),

남색(3.1%)은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였으며, 초록,

보라, 자주, 하양은 거의 입은 사람이 없었다<표 7>,

<그림 27, 29, 30> 여자는 가장 많이 입은 점퍼 색상

이 빨강(27.8%), 자주(25.0%)이며 검정(13.9%)은 중

간정도를 보였다. 보라(8.3%), 주황(6.5%), 청록

(4.6%), 파랑(4.6%), 하양(3.7%)은 출현빈도가 적었

으며, 연두, 노랑, 남색은 1.8%-1.9%로 매우 낮으며

초록과 회색은 없었다<표 7>, <그림 27, 31, 32>.

점퍼 색조를 보면 남자는 밝고 선명한 색조

(39.4%)가 많았으며, 무채색계열(32.9%)이

이와 유사한 빈도를 보였다. 진하고 어두운 색조

(13.8%)와 둔한 색조(12.3%)는 중간 장도, 연한 색

조(3.1%)는 가장 적었다. 여자는 점퍼 색조로 밝고

선명한 색조(70.3%)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무채색

계열(17.6%), 연한 색조(6.5%), 진하고 어두운 색조

(3.7%), 둔한 색조(1.8%)의 순으로 입었다<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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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YR Y GY G BG B PB P RP 색조합

연한 - - 1.2 0.9 3.0 - 1.2 - - - - - 4.8 0.9 - 2.8 0.6 5.6 - 3.7 10.8 13.9

선명한 5.4 13.9 1.2 0.9 0.6 1.9 4.2 1.9 - 0.9 - 0.9 16.8 1.9 1.2 1.9 - 3.7 - 22.2 29.4 50.1

어두운 1.2 - 1.2 - - - 0.6 - - - 0.6 - 13.8 - 0.6 2.8 - 0.9 - 2.8 18.0 6.5

둔한 0.6 - 0.6 - 0.6 0.9 1.2 - - - - - 4.2 - 0.6 - - 0.9 - - 7.8 1.8

색상합
7.2 - 4.2 - 4.2 - 7.2 - - - 0.6 - 39.6 - 2.4 - 0.6 - - -

합계
66.0

- 13.9 - 1.8 - 2.8 - 1.9 - 0.9 - 0.9 - 2.8 - 7.5 - 11.1 - 28.7 72.3

W 4.4 1.9 GR 8.0 - BK 21.6 25.9 무채색합계 34.0 27.8

<그림 21> F/W 남․여 티셔츠 색상 백분율 비교 <그림 22> F/W 남․여 티셔츠 색조 백분율 비교

<그림 24> F/W

남자티셔츠

(파랑, 어두운)

- 촬영일자 2009. 10.

4, 관악산

<그림 23> F/W

남자티셔츠(검정)

- 촬영일자 2009. 10.

17, 관악산

<그림 25> F/W

여자티셔츠

(자주, 진한)

- 촬영일자 2009. 10.

3, 청계산

<그림 26> F/W

여자티셔츠(검정)

-촬영일자 2009. 10.

18, 청계산

<표 6> F/W 남․여 티셔츠 색상 분포

남자(167) 여자(108)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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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YR Y GY G BG B PB P RP 색조합

연한 - - 0.8 1.9 1.5 0.9 - - - - - - - - 0.8 - - 3.7 - - 3.1 6.5

선명한 5.3 27.8 0.8 3.7 0.8 - 4.9 1.9 0.8 - 1.5 4.6 23.7 4.6 - 0.9 0.8 4.6 0.8 22.2 39.4 70.3

어두운 - - 1.5 - - - 0.8 - - - 0.8 - 10.7 - - 0.9 - - - 2.8 13.8 3.7

둔한 - - 0.8 0.9 1.5 0.9 2.3 - - - 0.8 - 4.6 - 2.3 - - - - - 12.3 1.8

색상합
5.3 - 3.9 - 3.8 - 8.0 - 0.8 - 3.1 - 39.0 - 3.1 - 0.8 - 0.8 -

합계
68.6

- 27.8 - 6.5 - 1.8 - 1.9 - - - 4.6 - 4.6 - 1.8 - 8.3 - 25.0 82.3

W 0.8 3.7 GR 3.1 - BK 27.5 13.9 무채색합계 31.4 17.6

<그림 27> F/W 남․여 점퍼 색상 백분율 비교 <그림 28> F/W 남․여 점퍼 색조 백분율 비교

<그림 29> F/W 남자

점퍼(검정)

- 촬영일자 2009. 10.

17, 청계산

<그림 30> F/W남자

점퍼(파랑, 선명한)

- 촬영일자 2009. 10.

17, 관악산

<그림 31> F/W 여자

점퍼(빨강, 선명한)

- 촬영일자 2009. 10.

18, 청계산

<그림 32> F/W 여자

점퍼(자주, 진한)

- 촬영일자 2009. 10. 3,

관악산

<표 7> F/W 남․여 점퍼 색상 분포

남자(131) 여자(108)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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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YR Y GY G BG B PB P RP 색조합

연한 - 1.7 - 6.9 - - 1.1 1.7 - - - - - - - - - 5.2 - 1.7 1.1 17.2

선명한 7.9 13.8 1.1 - - - 1.1 1.7 - - - - 9.0 3.4 - 5.2 - 6.9 7.9 17.2 27.0 48.2

어두운 1.1 - 1.1 - 2.2 - - 1.7 2.2 - - - 14.6 3.4 - 1.7 - - - - 21.2 6.8

둔한 - - - - 5.6 3.4 6.7 - - - 1.1 - 4.5 - - - - - - 3.4 17.9 6.8

색상합
9.0 - 2.2 - 7.8 - 8.9 - 2.2 - 1.1 - 28.1 - - - - - 7.9 -

합계
67.2

- 15.5 - 6.9 - 3.4 - 5.1 - - - - - 6.8 - 6.9 - 12.1 - 22.3 79.0

W - - GR 6.7 2.0 BK 25.8 19.0 무채색합계 32.5 21.0

<그림 33> F/W 남․여 베스트 색상 백분율 비교 <그림 34> F/W 남․여 베스트 색조 백분율 비교

<그림 35> F/W

남자 베스트(검정)

- 촬영일자 2009. 10. 3,

청계산

<그림 36> F/W 남자

베스트(파랑, 진한)

- 촬영일자 2009. 10. 4,

청계산

<그림 37> F/W

여자 베스트(검정)

- 촬영일자 2009. 10. 3,

관악산

<그림 38> F/W 여자

베스트(자주, 어두운)

- 촬영일자 2009. 10.

17, 청계산

<표 8> F/W 남 ․ 여 베스트 색상 분포

남자 (89) 여자(58)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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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스트

남자 베스트는 파랑(28.1%)이 가장 많았으며 검

정(25.8%)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 밖에 빨강

(9.0%), 연두(8.9%), 자주(7.9%), 노랑(7.8%), 회색

(6.7%) 등 다양한 색상 분포를 나타내었다. 초록, 주

황, 청록은 매우 적은 빈도(1.1-2.2%)를 보이고 남색,

보라, 하양은 전혀 없었다<표 8>, <그림 33, 35, 36>.

여자 베스트 색상은 자주(22.3%), 검정(19.0%), 빨

강(15.5%), 보라(12.1%),남색(6.9%), 주황(6.9%), 파

랑(6.8%), 연두(5.1%),

노랑(3.4%) 등 색상 분포가 다양하였고, 초록, 청

록, 하양, 회색은 사용되지 않았다<표 8>, <그림 33,

37, 38>.

4) 바지

F/W 시즌 남자 등산복 바지는 검정(77.4%)이

가장 많았으며 파랑(12.8%)과 함께 두 색상이 90%

이상을 차지하였다<표 9>, <그림 39, 35, 36>. 노랑,

회색, 주황, 청록, 남색, 빨강, 하양, 초록은 있기 하

나 매우 적은 수치(0.4-3.5%)를 보였으며 연두, 보

라, 자주는 전혀 없었다. 여자도 검정(86.6%)이 가

장 많았으며 파랑(8.6%)과 함께 95%이상을 차지하

였고 다른 색은 매우 저조한 빈도를 보이거나 없었

다<표 9>, <그림 39, 37, 38>.

색조를 보면 남자의 경우 무채색계열(80.1%)이

대부분이고 진하고 어두운 색조(11.4%), 둔한 색조

(7.6%), 연한 색조(0.8%), 밝고 선명한 색조(0.4%)

의 순서를 보였다. 여자 역시 무채색 계열(86.5%)

이 주를 이루며 진하고 어두운 색조(7.9%), 밝고

선명한 색조(2.7%), 둔한 색조(2.1%), 연한 색조

(0.5%)의 순서를 보였다<그림 40>.

Ⅴ. 결론
본 연구는 남․여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색채경향

을 비교하기 위해 실제 등산현장에서 남․여 등산

객의 등산복을 조사하여 색채와 색조가 시즌과 아

이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등산복 색채선호는 성에 따라 색상과 색조

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였다. 등산복 색상으로

성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색상은

검정이며, 선호도가 낮은 색상은 남색, 청록, 초록이

었다. 차이점으로는 모두 남성들은 파랑과 검정 색

상을 가장 선호하였고, 여성들은 빨강, 자주, 검정,

보라 색상을 주로 선호하여 여자의 색상 사용범위

가 더 넓었다. 남자는 자주와 보라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데 비해 여자는 회색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색조에서는 남녀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자는 주로 무채색 계열과 어둡고 진한 색조를 선

호하는데 비해 여자는 밝고 선명한 색조를 가장 선

호하였다. 따라서 연구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

었다.

둘째, 등산복 색채선호는 시즌의 관점에서 볼 때

공통점과 차이점이 함께 존재하였다. 남자는 시즌에

따라 색상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거의 일관되게 파

랑과 검정을 주로 사용하며 이것은 각 아이템에서

도 일관되게 유지한다. 반면 여자는 전체적으로는

자주, 빨강, 검정, 보라를 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

이지만 S/S에는 파랑 계열색을, F/W에서는 붉은

계열을 선호하는 등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점을

보였다. 이는 여자일 경우 남자보다 유행에 관심이

많고 시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하의는 시즌에 따른 차이점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연구가설 2도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등산복 색채선호는 아이템에 따라서도 색

상과 색조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였다. 공통

점은 상의에서 순서는 조금씩 다르나 남자와 여자

각각 선호하는 색상군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남자

는 파랑, 검정을 주로 선호하고 여자는 빨강, 자주,

검정, 보라, 파랑의 범위안에서 색상을 선택한다. 바

지는 남녀 모두 검정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파랑

을 일부 사용하였다. 청록, 초록, 남색은 아이템에

상관없이 적게 나타났다. 차이점을 보면 상의 즉 티

셔츠와 베스트, 점퍼는 사용한 색상의 범위가 다양

한데 비해 하의는 매우 제한적이다. 티셔츠와 베스

트는 시즌에 관계없이 남자는 파랑이 1순위, 검정이

2순위였고, 여자는 자주가 1순위, 빨강이 2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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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색상의 순위가 유사하였다. 다만 베스트는

남자도 다른 아이템에 비해 빨강색이 많아 등산시

베스트를 강조나 대비 효과를 위해 착용함을 보여

주었다. 점퍼는 S/S 시즌에서 남자는 검정, 여자는

파랑을 가장 선호하였고 F/W에는 남자는 파랑, 여

자는 빨강을 가장 선호하였다. 색조는 아이템간에

공통점이 뚜렷하게 존재했다. 모든 아이템에서 남자

는 검정을 중심으로 한 무채색 계열을 가장 선호하

고 이어 진하고 어두운 색조를 선호하며 여자는 일

관성있게 밝고 선명한 색조를 선호하였다. 다만 남

자의 F/W 시즌 점퍼에서 밝고 선명한 색조가 가장

많이 착용되어 점퍼의 색상과 색조 선택은 티셔츠

와 베스트와는 달리 계절과 유행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연구가설 3도 부분적

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년 남녀들

의 등산복 색채 선호경향에서 몇 가지 패턴이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색채 선정은 기능성과 실용

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등산복에서 무채색인 검

정을 성, 아이템, 시즌에 관계없이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특히 바지는 거의 대부분의 등산객이 검은색

을 착용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검정은 체형을 커

버하고 오염이 되어도 눈에 띄지 않으며 다른 색상

의 옷과 맞취입기 편한 점 등 여러 가지 기능성과

실용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하양과 노랑 등 옅은 색상과 연한 색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고 본다. 남색, 청록, 초록은 남녀 모두 거의 입지

않는데 이것은 이들 색상이 산에서 잘 눈에 띄지

않아 사고를 당하였을 때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

하며, 회색과 회색조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도 같

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남녀의 색채에

대한 고정관념이 등산복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남자

는 파랑, 여자는 빨강, 자주, 보라 등 붉은 계열 색

상 위주로 색을 선정하는 경향이 높아 남녀간에 뚜

렷한 색상 대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등산인구가 주로 40-50대의 중년층이 많은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중년의 경우 아직도 색에 있어

남자는 파랑, 여자는 빨강이라는 이원적인 대비개념

을 갖고 있음을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셋

째, 상의와 하의 배색에서 남녀의 차이가 존재한다.

남자는 상의와 하의 모두 어둡고 진한 배색을 선호

하고, 여자는 밝고 선명한 상의와 어두운 하의 배색

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여자의 경우 “상의는

가볍게, 하의는 무겁게”라는 인식이 등산복 구매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등산복 상품기획을 위해 다음

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등산복은 디자인이 유

사하여 구매시 색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색채 기획시 소비자들은 기능과 실용적 면을 많이

고려하므로 검정 외에도 체형을 날씬하게 보이면서

도 오염시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는 색상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자는 파

랑, 여자는 빨강과 자주라는 이원적 색채 대비에서

벗어나 남보라와 주황 등 옆의 기본색들로 범위를

넓혀 색채 팔레트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색조도 남자는 어둡고 진한 색조, 여자는 밝고 선명

한 색조라는 이분적 사고를 벗어나 soft, dull, deep

등의 중간 색조들을 기존의 색조들과 조화롭게 배

색하여 소비자들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택

의 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등산객들이 선호하는 색채경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현장촬영을 진행하였으나 촬영장소를

서울 남부지역의 2개 산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서울 외 다른 지

역의 다양한 등산 지점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지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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