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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프로그램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특성 연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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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Fashion Characteristics of Female

Announcers of TV Basebal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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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female announcers in the baseball programs on television are drawing attention

to their fashion. This study analyzes the shape, color, material, detail, and accessory of

female announcers in the baseball programs broadcasted by KBS N SPORTS, MBC

SPORTS+, SBS Sports, and XTM.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fashion were classified into

reliability, popularity, differentiation, attractiveness, and dynamic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fashion of the female announcers of KBS N SPORTS showed reliability in shape, color,

material, accessory, popularity, and differentiation in detail. For MBC SPORTS+, the

popularity was shown in shape, color, material, and attractiveness was shown in detail. For

SBS Sports, the differentiation and attractiveness were shown in material, and the

differentiation and dynamics were shown in accessory. For XTM, the attractiveness and

dynamics were shown in shape, the differentiation and dynamics were shown in color, the

dynamics were shown in material, and the popularity was shown in acces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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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요즘 영상매체 속 야구 프로그램은 과거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때와 달리 여성 아나운서 전성시

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년. 2009 KBS N SPORTS

의 야구 프로그램 아이 러브 베이스볼에서 여성‘ ’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아 큰 호응을 얻은 후 경쟁 3

사 모두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금은 개 방송4

사에서 진행하는 모든 야구 프로그램을 여성 아나운

서가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야구 프로그램에서 간판급 여성 아나TV

운서들이 종횡무진 활약하며 어떤 아나운서가 진행

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달라지기도 한

다 스포츠 채널은 다른 채널과 달리 아(Seo, 2014).

나운서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특성상 핵심 콘텐츠,

인 경기를 통제 할 수 없고 캐스터해설자에 따라, ·

시청률이 좌우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야구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데 야구 프로그램이 스포츠 채널을 대표하는 프로그

램으로 자리 잡음에 따라 진행을 담당하는 여성 아

나운서를 향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Noh,

남성 아나운서 못지않은 전문 지식을 갖춘2014).

여성 아나운서의 등장은 기존 남성 야구팬들과 야구

프로그램을 딱딱하게 느끼던 여성 야구팬들에게도

새로운 변화이면서 동시에 시청률 상승이라는 긍정

적인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심은 미디어의 관심으로 연결되었으며,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다

양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다 그 기사의 대부분은.

야구 프로그램에서 활약상과 성공 스토리에 대한 장

점들을 다룬 반면 반대로 패션에 대한 선정성이나,

이로 인한 연예인과 아나운서 사이의 정체성에 대해

다룬 기사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다시(Cho, 2014).

말해 영상매체 속 야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여성

아나운서의 활동과 그에 따른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

짐과 동시에 아나운서들의 정체성과 패션에 대한 선

정성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반감 또한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영상매체 속 야구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아나.

운서 패션에 대한 시각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각

으로 예능 프로그램 진행 아나운서의 패션을 이해하

는 새로운 시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 방송사의 야구 프로그램을4

진행하는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에 대해 고찰하고 각

각 야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본인만의 아이덴티티

를 구축하기 위한 패션스타일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단행본.

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현재 야구 프로그램의TV

현황과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의 특성에 대해서 고찰

한 다음 년 프로야구 경기일정 및 개막특집을, 2014

포함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방송2014 3 28 10 18

한 KBS N SPORTS, MBC SPORTS+, SBS Sports,

의 개의 방송사 야구 프로그램 동영상을 방송XTM 4

사 사이트와 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조TV

사하였고 이 중 회 이상 출연한 메인 아나운서, 10 8

명의 패션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Ⅱ

야구 프로그램 현황1. TV

년 서울에서 경성방송이 개국한 이후 년1927 1928

전국 중등학교 조선야구 예선전의 중계방송을 실시

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스포츠 중계가 시

작되었다 년 헬싱키 올림픽에는 최초의 아나운. 1952

서를 파견하여 현지 중계방송을 했고 년에는, 1954

최초의 민간방송인 기독교방송이 개국했다 년. 1961

에는 가 개국하여 스포츠 프로그램이 시작하KBS TV

였으며 는 년에 는 년에, MBC TV 1969 , SBS TV 1991

개국하여 지금까지 스포츠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

다 년 이후 위성 의 일반화(B. Yoon, 2005). 2000 TV

로 스포츠 전문 방송사가 생겨 스포츠 방송 산업TV

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년 현(Y. Kim, 2010). 2014

재는 한국케이블 방송협회 에 등록된 스포츠TV (KCTA)

전문 방송사는 총 개이고 스포츠 비전문 방송사는5 ,

개다 이 외에 홈페이2 . SK B tv, olleh tv, myLGtv

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케이블 방송

을 통해 시청자들이 접할 수 있는 스포츠 방송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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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더 있다.

현대 스포츠는 여성에게도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

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프로야구는 산업 광고, , TV ,

패션 오락 등 문화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사회의 핵심적이고 막강한 파워를 가진 매력적

인 문화코드이다 야구 프로(S. Lim & Lee, 2013).

그램이란 그 날 치러진 모든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아나운서의 진행과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종합적

으로 진행하는 포맷 을 지닌 프로그램으로(format)

각 방송은 야구 경기가 끝난 직후 시작하며 경기의,

승부처 분석 경기 우수선수 선정 및 인터뷰 선수, ,

와 감독 구단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방송을,

구성한다 이러한 방송은 관심분야의 정(Noh, 2014).

보를 보다 깊이 있고 전문적으로 얻고자 하는 시청

자들의 욕구변화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현장 중계에

서 다루지 못한 경기의 뒷이야기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이러한.

포맷으로 방영하는 야구 프로그램은 과 같이Table 1

총 개이다4 .

처음으로 현재 포맷의 야구 프로그램을 시작한 방

송사는 년 의 아이 러브 베이2009 KBS N SPORTS

스볼이며 이후 년에 의 베이스볼, 2011 SBS Sports

가 시작되었다 다음해 년에S . 2012 MBC SPORTS+

의 베이스볼 투나잇과 의 베이스볼 워너비가 후XTM

속 주자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년은 방송시작. 2014

전부터 각 방송사의 야구 프로그램 진행 메인 아나

운서 발표가 화제가 되었는데 아나운서의 프리랜서,

전향과 방송사 이동으로 인한 현상을 중계 전쟁‘ ’(J.

맞트레이드 등의 자극Kim, 2014), ‘ ’(S. Kim, 2014)

Table 1. 2014 TV Baseball Programs

Broadcaster Program
Started year of

Broadcasting
The main Announcers

KBS N SPORTS I LOVE Baseball Season 6 2009
Yoon Tae Jin,

Jeong In Young

MBC SPORTS+ 2014 Baseball Tonight 2012
Kim Seon Sin,

Bae Ji Hyeon

SBS Sports Baseball S 2011
Kim Min Ah,

Hwang Bo Mi

XTM Baseball Wannabe 2012
Kong Seo Young,

Choi Hee

적인 단어로 기사화하였다 야구 프로그램 방송 시.

작에 앞서 자극적인 기사로 대중의 이목을 끄는 현

상은 야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메인 아나운서의 발

표가 시청자들의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반.

대로 생각해 보면 방송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

는 아나운서 기용문제를 가지고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

고 있다는 점에서 야구 프로그램 아나운서의 위치와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

년 각 방송사별 프로그램 진행은 와KBS N SPORTS

는 주중과 주말을 두 명의 아나운서MBC SPORTS+

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와 은 화, SBS Sports XTM ,

수 목과 금 토 일을 두 명의 아나운서로 나누어, , ,

진행하게 되었다.

여성 아나운서 패션의 구성 요소2.

영상 매체의 발달과 함께 외모는 커뮤니케이터에

대한 수용자들의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때문에 방송 아나운서는 이처럼 시청자들에게 어떻

게 보이는가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J.

수용자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비언어Lim, 2001).

적 커뮤니케이션 중 특히 패션은 겉모습이기는 하나

착용자의 인격이나 사고방식 생활양식 취향 등과, ,

아울러 인간관계의 기본예절의 표현이기도 하다

선행연구를 통해 여성 아나운서 패션(Park, 1992).

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뉴스 여성TV

앵커 의상 특성으로 은 간결성 차별Y. Kim(2001) ,

성 대중성을 제시하였고 은 신뢰, , H. Jeo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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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문성 사회성을 선정하였으며, , , Oh &

은 여자 앵커의 인상형성 요인으로 전문Kim(2006)

성 친근성 품위성 역동성 매력성을 도출하였다, , , , .

은 앵커들이 스스로 추구하는 이미지M. Kim(2007)

를 분석한 결과 신뢰감 있는 이미지 지적인 이미, ,

지 편안한 이미지 따뜻한 이미지 교양 있는 이미, , ,

지로 평가하였고 는 신뢰성, J. Jeong & Lee(2010) ,

단순함 지성미 차별성을 강조하였으며, , , Shin(2013)

은 여성 기상캐스터의 의상 특성으로 대중성 효율,

성 여성성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본, .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특성을 정리하면 와Table 2

같다.

여성 앵커 및 진행자들의 패션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야구 프로그램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에 필요한

특성을 적용하면 신뢰성 대중성 차별성 매력성, , , ,

역동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아나운서는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커,

뮤니케이터의 가장 기본 요건인 신뢰도와 연결되므

로 야구 프로그램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또한 언론,

인으로서의 신뢰감과 지적이미지를 통해 신뢰성 있

는 패션을 연출해야 한다.

둘째 아나운서는 수용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아,

야 하며 그 시대의 삶의 가치관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므로 대중이 가장 많이 유행을 수용한 매스패션

단계를 수용하여 대중성을 갖추어(mass fashion)

야 한다(Y. Kim, 2001).

셋째 야구 프로그램 여성 아나운서는 기존 여성,

아나운서와 경계를 달리하여 프로그램의 특성과 수

용자의 연령층과 요구에 맞게 차별화된 패션을 보여

야 한다.

넷째 야구 프로그램 여성 아나운서는 주시청자인,

Table 2. Fashion Characteristics of the Female Announcers

Researchers
Y. Kim

(2001)

H. Jeong

(2004)

Oh & Kim

(2006)

M. Kim

(2007)

J. Jeong & Lee

(2010)

Shin

(2013)

Fashion

Characteristic

simplicity

popularity

discriminability

reliability

professionalism

sociality

dignity

professionalism

familiarity

attractiveness

dynamics

trusted image

intelligent image

educated image

comfortable image

warm Image

reliability

simplicity

intellectual charm

discriminability

popularity

femininity

effectiveness

남성을 타깃으로 하므로 매력적이고 호감가는 패션,

을 활용하여 매력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다섯째 야구 프로그램 여성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순발력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적,

극적이고 외향적인 이미지와 당당하고 활동적인 이

미지를 통해 역동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야구 프로그램 여성. TVⅢ

아나운서의 패션 분석

분석 대상 및 방법1.

야구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여성 아나운서의TV

패션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KBS N SPORTS,

등의 개 방송MBC SPORTS+, SBS Sports, XTM 4

사 야구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나운서 중 회 이상10

출연한 메인 아나운서로 한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각 방송사 홈2014 3 28 10 18

페이지 다시보기 및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 인TV

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회KBS N SPORTS 145 ,

회 회MBC SPORTS+ 149 , SBS Sports 137 , XTM

회를 수집하였다 이 중 는 월158 . MBC SPORTS+ 9

일에 회 한복을 입고 출연하여 회만을 다른9 1 148 ,

방송사는 수집된 자료를 모두 형태 색채 소재 디, , ,

테일 액세서리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

형태는 아이템의 구성 칼라네크라인의 종류 슬, · ,

리브와 스커트 및 팬츠의 길이 실루엣 등의 개 항, 5

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색채는 단색과 다색의,

사용 및 전체 면적의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 컬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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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가 있을 경우 메인컬러를 추출하여 먼셀 색체계의

색상환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색채는 액세서리10 .

를 제외한 의상만을 분석한 것으로 의상에 포함되어

있는 디테일의 경우 전체 의상의 면적이 넘어갈5%

경우는 색채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소재는 영상자.

료를 통해 분석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분석이 가능한

소재의 특성과 무늬로 디테일은 크게 장식 기법과,

디자인 기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및 논의2.

형태1)

야구 프로그램 아나운서의 패션에 나타난 형TV

태를 분석한 결과는 과 같다 먼저 개의 방Table 3 . 4

송사 여성 아나운서의 형태를 보면 실루엣은 라인, H

이 로 라인 보다 배 이69.0% , X 2 상 많았다 방송사별.

로 보면 라인은H MBC SPORTS+가 88.5%, KBS N

가 로 많았으며 은SPORTS 85.5% , XTM 54.4%, SBS

는 로 라인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Sports 47.4% X .

를 통해 트렌드인 루즈한 라인 실루엣2014 S/S H

은 가 가장 많이 반영한 것을 알 수MBC SPORTS+

있다.

아이템 구성은 원피스가 블라우스와 스커78.0%,

트가 원피스와 재킷이 티셔츠와 스커15.3%, 5.0%,

트가 블라우스와 팬츠가 로 나타났다1.6%, 0.2% .

방송사별로 원피스는 이 로 가장 많았고XTM 88.0% ,

그 다음은 가 였으며SBS Sports 86.1% , KBS N

는 는 로SPORTS 70.3%, MBC SPORTS+ 67.6%

Table 3. The Shape of Fashion of Female Announcers on TV Baseball Programs N(%)

Broadcaster KBS N SPORTS MBC SPORTS+ SBS Sports XTM

Silhouette
H line 124 (85.5) 131 (88.5) 65 (47.4) 86 (54.4)

X line 21 (14.5) 17 (11.5) 72 (52.6) 72 (45.6)

Total 145 (100.0) 148 (100.0) 137 (100.0) 158 (100.0)

Item

composition

One-piece Dresses 102 (70.3) 100 (67.6) 118 (86.1) 139 (88.0)

Two-piece

Dress + Jacket 13 (9.0) 1 (0.7) 8 (5.8) 7 (4.4)

Blouse + Skirt 24 (16.6) 45 (30.4) 10 (7.3) 11 (7.0)

T-shirt + Skirt 6 (4.1) 2 (1.4) 1 (0.7) 0 (0.0)

Blouse + Pants 0 (0.0) 0 (0.0) 0 (0.0) 1 (0.6)

Sub Total 43 (29.7) 48 (32.4) 19 (13.9) 19 (12.0)

Total 145 (100.0) 148 (100.0) 137 (100.0) 158 (100.0)

와 에 비해 약 정도 적었다SBS Sports XTM 20% .

와 은 원피스와 재킷 블라우스와SBS Sports XTM ,

스커트가 비슷하였으며 는 이보다, KBS N SPORTS

약 많아 정형화된 재킷으로 격식을 갖춘 이3~9%

미지를 보였다 단 는 원피스와 재. , MBC SPORTS+

킷에서 로 개의 방송사 중 가장 적었으며 블0.8% 4 ,

라우스와 스커트는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31.6% .

블라우스와 팬츠의 착용은 에서 로 건의XTM 0.7% 1

착용을 보였다.

칼라 네크라인은 앞목점과 가슴골의 시작점까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앞목점부터 중간까지 노출은 노

출이 적은 칼라네크라인 중간부터 가슴골까지 노· ,

출은 노출이 많은 칼라네크라인 중간정도에 칼라· , ·

네크라인이 지나가면 노출과 관계없는 칼라네크라·

인으로 구분하였다 스탠드칼라와 같이 노출이 적은.

칼라 네크라인은 개의 방송사에서 로 나타났· 4 53.6%

는데 이 중 가, KBS N SPORTS 72.4%, MBC

가 로 많았으며 이SPORTS+ 63.5% , XTM 40.5%,

가 로 적었다 원숄더 네크라인과SBS Sports 38.0% .

같이 노출이 많은 칼라네크라인은 개의 방송사에· 4

서 로 나타났다 이는 노출이 적은 것과는 반19.2% .

대로 가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SBS Sports 32.8% ,

음은 이 와XTM 24.1%, MBC SPORTS+ KBS N

는 각각 와 로 와SPORTS 10.8% 9.0% SBS Sports

에 비해 적었다 보우칼라와 같이 노출과 관계XTM .

없는 칼라네크라인은 개의 방송사에서 로· 4 27.2%

나타났고 이 로 가장 많았으며, XTM 35.4% , SBS

가 가Sports 29.2%, MBC SPORTS+ 25.7%, KBS N

가 순이었다SPORTS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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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N(%)

Broadcaster KBS N SPORTS MBC SPORTS+ SBS Sports XTM

Collars·

neckline

Exposure

to low

type

Bermuda collar 1 (0.7) 1 (0.7) 0 (0.0) 2 (1.3)

Boat 2 (1.4) 9 (6.1) 8 (5.8) 11 (7.0)

Cape collar type 1 (0.7) 3 (2.0) 2 (1.5) 1 (0.6)

Funnel 1 (0.7) 1 (0.7) 0 (0.0) 0 (0.0)

Jewel 91 (62.8) 70 (47.3) 35 (25.5) 39 (24.7)

Shirt collar 9 (6.2) 6 (4.1) 3 (2.2) 5 (3.2)

Stand collar 0 (0.0) 4 (2.7) 4 (2.9) 6 (3.8)

Sub Total 105 (72.4) 94 (63.5) 52 (38.0) 64 (40.5)

Exposure

to high

type

Cowl drape 0 (0.0) 0 (0.0) 1 (0.7) 0 (0.0)

Decollete type 0 (0.0) 3 (2.0) 12 (8.8) 7 (4.4)

Halter type 0 (0.0) 2 (1.4) 2 (1.5) 2 (1.3)

Keyhole type 1 (0.7) 0 (0.0) 3 (2.2) 9 (5.7)

Slit type 4 (2.8) 3 (2.0) 8 (5.8) 3 (1.9)

Square 2 (1.4) 0 (0.0) 4 (2.9) 4 (2.5)

Surplice type 5 (3.4) 8 (5.4) 11 (8.0) 11 (7.0)

Off shoulder type 1 (0.7) 0 (0.0) 3 (2.2) 0 (0.0)

One shoulder 0 (0.0) 0 (0.0) 1 (0.7) 2 (1.3)

Sub Total 13 (9.0) 16 (10.8) 45 (32.8) 38 (24.1)

Exposure-

independent

type

Bow Collar 0 (0.0) 2 (1.4) 0 (0.0) 0 (0.0)

Cowl 1 (0.7) 3 (2.0) 8 (5.8) 4 (2.5)

Diamond 1 (0.7) 0 (0.0) 1 (0.7) 5 (3.2)

Scallop 1 (0.7) 0 (0.0) 0 (0.0) 0 (0.0)

Sweetheart 1 (0.7) 0 (0.0) 0 (0.0) 0 (0.0)

U-neckline 12 (8.3) 22 (14.9) 21 (15.3) 29 (18.4)

V-neckline 10 (6.9) 11 (7.4) 9 (6.6) 16 (10.1)

Zigzag 1 (0.7) 0 (0.0) 1 (0.7) 2 (1.3)

Sub Total 27 (18.6) 38 (25.7) 40 (29.2) 56 (35.4)

Total 145 (100.0) 148 (100.0) 137 (100.0) 158 (100.0)

Sleeves

Sleeveless 44 (30.3) 30 (20.3) 66 (48.2) 83 (52.5)

Drop shoulder sleeves 13 (9.0) 32 (21.6) 14 (10.2) 24 (15.2)

Cap Sleeve 13 (9.0) 16 (10.8) 18 (13.1) 7 (4.4)

Short sleeve 32 (6.2) 46 (6.8) 13 (5.1) 14 (4.4)

Elbow-length sleeves 9 (20.0) 10 (6.8) 7 (9.5) 7 (8.9)

Bracelet sleeves 29 (6.2) 10 (6.8) 13 (5.1) 14 (4.4)

Long Sleeve 5 (3.4) 4 (2.7) 6 (4.4) 9 (5.7)

Total 145 (100.0) 148 (100.0) 137 (100.0) 158 (100.0)

Skirt·

Pants

Micro Mini (0.7) 25 (16.9) 37 (27.0) 72 (54.5)

Mini (86.9) 86 (58.1) 92 (67.2) 78 (49.4)

Knee length (11.7) 6 (4.1) 7 (5.1) 8 (5.1)

Midi (0.7) 0 (0.0) 1 (0.7) 0 (0.0)

Unable to verify (0.0) 31 (20.9) 0 (0.0) 0 (0.0)

Total 145 (100.0) 148 (100.0) 137 (100.0) 1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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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 종류는 슬리브리스부터 롱 슬리브까지 가7

지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슬리브리스가 로, 37.8%

가장 많았고 방송사별로 보면 과, XTM SBS Sports

가 각각 로 많았으며52.5%, 48.2% , KBS N

와 는 와 로 적SPORTS MBC SPORTS+ 30.3% 20.3%

었다 반면 는 쇼트 슬리브. MBC SPORTS+ 31.1%,

드롭 숄더 슬리브 는 쇼트21.6%, KBS N SPORTS

슬리브 브레이슬릿 슬리브가 로 긴22.1%, 20.0%

소매 종류가 많이 나타났다.

스커트와 팬츠 종류는 길이를 기준으로 마이크로

미니부터 미디까지 가지 그리고4 , MBC SPORTS+

처럼 방송 초기 불투명 테이블의 사용으로 아나운서

의 하의를 관찰할 수 없어 길이를 알 수 없는 기타

를 추가해서 총 가지로 분류해서 분석한 결과 스5 ,

커트의 경우 미니가 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65.4% ,

방송사별로는 는 마이크로 미니에서KBS N SPORTS

로 가장 적었으며 미니에서 니 렝스에0.7% , 86.9%,

서 로 가장 많았다 은 마이크로 미니11.7% , XTM

미니 로 다른 방송사에 비하여 노출44.9%, 49.4%

Table 4. The Color of Fashion of Female Announcers on TV Baseball Programs N(%)

Broadcaster KBS N SPORTS MBC SPORTS+ SBS Sports XTM

Color

Combination

Single Color 61 (42.1) 65 (43.9) 88 (64.2) 87 (55.1)

Multi Color 84 (57.9) 83 (56.1) 49 (35.8) 71 (44.9)

Total 145 (100.0) 148 (100.0) 137 (100.0) 158 (100.0)

Main Color

R 17 (11.7) 31 (20.9) 23 (16.8) 13 (8.2)

YR 3 (2.1) 8 (5.4) 3 (2.2) 13 (8.2)

Y 12 (8.3) 8 (5.4) 4 (2.9) 1 (0.6)

GY 4 (2.8) 13 (8.8) 13 (9.5) 4 (2.5)

G 3 (2.1) 5 (3.4) 0 (0.0) 0 (0.0)

BG 2 (1.4) 1 (0.7) 1 (0.7) 0 (0.0)

B 7 (4.8) 2 (1.4) 3 (2.2) 6 (3.8)

PB 13 (9.0) 19 (12.8) 8 (5.8) 15 (9.5)

P 3 (2.1) 1 (0.7) 4 (2.9) 5 (3.2)

RP 10 (6.9) 17 (11.5) 17 (12.4) 8 (5.1)

W 48 (33.1) 29 (19.6) 36 (26.3) 41 (25.9)

Bk 11 (7.6) 13 (8.8) 22 (16.1) 44 (27.8)

Gy 3 (2.1) 1 (0.7) 1 (0.7) 3 (1.9)

Gd 1 (0.7) 0 (0.0) 0 (0.0) 1 (0.6)

S 0 (0.0) 0 (0.0) 1 (0.7) 0 (0.0)

None 8 (5.5) 0 (0.0) 1 (0.7) 4 (2.5)

Total 145 (100.0) 148 (100.0) 137 (100.0) 158 (100.0)

을 통해 진행자의 몸매를 드러냄으로써 여성미를 강

조하였다 는 미니가. MBC SPORTS+ 58.1%, SBS

역시 미니가 로 가장 많았으며 니렝Sports 67.2% ,

스는 MBC SPORTS+ 4.1%, SBS Sports 5.1%,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디는XTM 5.1% . KBS N

와 에서 나타났다 팬츠는SPORTS SBS Sports 0.7% .

이 마이크로 미니가 이며 다른 방송사는XTM 0.6% ,

없다.

색채2)

색채를 단색과 다색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단색이 다색이 로 단색이 많았다 이51.3%, 48.7% .

를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단색은 가SBS Sports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64.2% , XTM 55.1%,

순MBC SPORTS+ 43.9%, KBS N SPORTS 42.1%

이다 의 경우 단색과 다색이 약 정. SBS Sports 30%

도 차이가 난다 메인 컬러는 가 가장 많. W(26.2%)

았고 그 다음으로는, Bk(15.1%), R(14.4%),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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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방송사별(9.3%), RP(9.0%) .

로 살펴보면 는 다른 방송사와 비교KBS N SPORTS

해 가장 많은 것은 와 이고 가장W(33.1%) Y(8.3%) ,

적은 것은 이다 또한 다색의 사용으로 인Bk(7.6%) .

한 메인 컬러가 없는 경우가 를 차지했으며5.5% ,

계열과 계열이 많아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PB B .

는 다른 방송사에 비교해 가장 많은MBC SPORTS+

것은 과 이며 는 사용되지R(20.9%) PB(12.8%) , Gy

않았고 트렌드를 반영하여 계열과 액티, 2014 S/S R

브한 느낌의 계열도 많았다 는 다른GY . SBS Sports

방송사에 비교해 가장 많은 것은 RP(12.4%),

인 반면 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GY(9.5%) , S(0.7%)

고 는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은, Gd . XTM

다른 방송사에 비교해 가장 많은 것은 와Bk(27.8%)

로 유채색과 무채색의 대비를 통해 생동감YR(8.2%)

과 정열적인 이미지를 준 반면 와 는 사용되, Gd BG

지 않았다 이를 정리하면 와 같다. Table 4 .

소재3)

Table 5. The Material of Fashion of Female Announcers on TV Baseball Programs

Multiple Choice N(%)

Broadcaster KBS N SPORTS MBC SPORTS+ SBS Sports XTM

Woven
Single 99 (68.3) 67 (45.3) 58 (42.3) 70 (44.3)

multiple 8 (24.1) 14 (42.6) 33 (27.0) 31 (26.6)

Knit
Single 35 (5.5) 63 (9.5) 37 (24.1) 42 (19.6)

multiple 3 (2.1) 4 (2.7) 9 (6.6) 15 (9.5)

Total 145 (100.0) 148 (100.0) 137 (100.0) 158 (100.0)

Material

Characteristics

Gloss, pearl 18 (12.0) 15 (9.3) 13 (8.8) 26 (14.7)

plain gauze 6 (4.0) 6 (3.7) 9 (6.1) 15 (8.5)

Chiffon 8 (5.3) 23 (14.3) 9 (6.1) 11 (6.2)

lace 13 (8.7) 23 (14.3) 24 (16.3) 30 (16.9)

Knit, Jersey 11 (7.3) 15 (9.3) 35 (23.8) 26 (14.7)

Spandex 0 (0.0) 3 (1.9) 7 (4.8) 20 (11.3)

Etc. 94 (62.7) 76 (47.2) 50 (34.0) 49 (27.7)

Total 150 (100.0) 161 (47.8) 147 (63.0) 177 (64.0)

Pattern

Natural 34 (23.1) 6 (4.0) 4 (2.9) 14 (8.7)

Geometric 17 (11.6) 22 (14.7) 5 (3.6) 19 (11.8)

Abstract 5 (3.4) 6 (4.0) 4 (2.9) 5 (3.1)

No pattern 91 (61.9) 116 (77.3) 124 (90.5) 123 (76.4)

Total 147 (100.0) 150 (100.0) 137 (100.0) 161 (100.0)

소재는 실물이 아닌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특성에 따라 크게 가지로 구분4

하였다 가지 직물만 사용된 경우는 단일 직물. 1 , 2

가지 이상 직물만 사용된 경우는 복합 직물 가지, 1

편물만 사용된 경우는 단일 편물 가지 이상 편물, 2

의 사용 또는 직물과 편물의 복합사용은 복합 편물

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단일 직물이. 50.0%,

복합 직물이 단일 편물이 복합 편물30.1%, 14.7%,

이 순으로 나타났으며 방송사별로는5.2% , KBS N

는 단일 직물이 로 다른 방송사에 비SPORTS 68.3%

해 이상 많아 하드한 감성의 직물 소재 사용으20%

로 권위적이면서 진중한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MBC

는 단일 직물 복합 직물 로SPORTS+ 45.3%, 42.6%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는 단일 직물이, SBS Sports

로 가장 많았고 복합 직물 단일 편물42.3% , 27.0%,

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은 단일 직물이24.1% . XTM

로 가장 많았으며 복합 직물 단일 편44.3% , 26.6%,

물 복합 편물 순으로 나타났다19.3%,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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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는 영상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소재의 특성과

무늬에 의해 구분하였다 소재의 특성은 크게 가지. 6

로 구분하였는데 는 광택과 펄 소, KBS N SPORTS

재가 레이스 소재가 로 많았으며12.0%, 8.7% ,

는 시폰과 레이스 소재가 로MBC SPORTS+ 14.3%

같았다 는 니트와 저지 소재가. SBS Sports 23.8%

로 가장 많아 성숙하고 페미닌한 이미지를 보여주었

다 은 레이스 소재가 광택과 펄 소재. XTM 16.9%, ,

니트와 저지 소재 스판덱스 소재 로14.7%, 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축성이 많은 소재의 사용으로,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무늬는 크게 자연무늬 기하학 무늬 추상무늬 등, ,

세 종류가 나타났는데 는 자연 무, KBS N SPORTS

늬가 는 기하학 무늬가23.1%, MBC SPORTS+

로 많았다 는 기하학 무늬는14.7% . SBS Sports

자연 무늬와 추상 무늬는 로 비슷하게3.6%, 2.9%

Table 6. The Detail of Fashion of Female Announcers on TV Baseball Programs

Multiple Choice N(%)

Broadcaster KBS N SPORTS MBC SPORTS+ SBS Sports XTM

Decoration

Techniques

Button 0 (0.0) 4 (2.7) 3 (2.2) 1 (0.6)

Ribbon 4 (2.7) 13 (8.7) 2 (1.4) 2 (1.3)

Braid 1 (0.7) 3 (2.0) 0 (0.0) 0 (0.0)

Beads 15 (10.3) 9 (6.0) 8 (5.8) 13 (8.2)

Sequins 3 (2.1) 2 (1.3) 2 (1.4) 1 (0.6)

Embroidery 0 (0.0) 1 (0.7) 0 (0.0) 2 (1.3)

Zipper 0 (0.0) 0 (0.0) 0 (0.0) 5 (3.1)

Tap 3 (2.1) 1 (0.7) 2 (1.4) 2 (1.3)

Chain 4 (2.7) 3 (2.0) 3 (2.2) 4 (2.5)

Hotfix 6 (4.1) 8 (5.4) 2 (1.4) 3 (1.9)

Not Used 110 (75.3) 105 (70.5) 119 (84.2) 126 (79.2)

Total 146 (100.0) 149 (100.0) 139 (100.0) 159 (100.0)

Design

Techniques

Gather 3 (2.0) 11 (7.1) 5 (3.5) 8 (4.8)

Ruffle 23 (15.3) 17 (11.0) 14 (9.9) 8 (4.8)

Scallop 3 (2.0) 7 (4.5) 6 (4.3) 8 (4.8)

Slit 0 (0.0) 1 (0.6) 12 (8.5) 10 (6.0)

tuck 15 (10.0) 19 (12.3) 3 (2.1) 8 (4.8)

Piping 4 (2.7) 2 (1.3) 2 (1.4) 6 (3.6)

Frill 1 (0.7) 3 (1.9) 4 (2.8) 2 (1.2)

Pleat 3 (2.0) 11 (7.1) 2 (1.4) 7 (4.2)

Not Used 98 (65.3) 83 (53.9) 93 (66.0) 110 (65.9)

Total 150 (100.0) 154 (100.0) 141 (100.0) 167 (100.0)

나타났으며 은 기하학 무늬가 로 많았다, XTM 11.8% .

무늬의 사용은 가 가장 적어 다른 방송SBS Sports

사에 비해 시청자의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정리하면 와 같다. Table 5 .

디테일4)

디테일은 옷을 꾸미기 위한 세부적인 모든 장식

기법 및 디자인 기법으로 옷에 부착하여 장식 효과,

를 주는 단추나 핫픽스와 같은 장식 기법과 원단의

모양을 변형하여 디자인에 변화를 주는 개더나 플리

츠와 같은 디자인 기법으로 나뉜다 전체적으로는.

장식 기법 디자인 기법 로 디자인 기20.4%, 34.7%

법이 많았다 방송사별로 살펴보면. KBS N SPORTS

는 장식 기법 와 디자인 기법24.7% 34.7%, MBC

는 장식 기법 디자인 기법SPORTS+ 29.5%, 46.1%,

는 장식 기법 디자인 기법SBS Sports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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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식 기법 디자인 기법34.0%, XTM 20.8%,

로 나타났다34.1% .

방송사별로 세부적 디테일을 살펴보면 장식 기법

중에서는 를 제외한 개 방송사 모MBC SPORTS+ 3

두 비즈가 많았으며 는 리본이, MBC SPORTS+

로 가장 많았다 는8.7% . KBS N SPORTS 2014 S/S

트렌드를 반영한 장식 기법인 비즈와 핫픽스가

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드가 로 가장 적14.4% , 0.7%

었으며 단추 자수 지퍼는 사용되지 않았다, , , . MBC

는 자수와 징이 로 가장 적었으며SPORTS+ 0.7% ,

지퍼는 사용이 없었다 는 리본 스팽글. SBS Sports , ,

징 핫픽스가 로 적었으며 브레이드 자수 지, 1.4% , , ,

퍼는 사용되지 않았다 은 단추 스팽글이. XTM , 0.6%

로 가장 적었으며 브레이드는 사용되지 않았다 디, .

자인 기법을 살펴보면 는 러플이KBS N SPORTS

로 가장 많았고 프릴이 로 가장 적었으15.3% , 0.7%

며 슬릿은 사용되지 않았다 러플은 크고 화려하며.

동적인 이미지로 는 형태나 색채에KBS N SPORTS

서 주는 안정감있는 이미지와 상반되는 디테일 이미

지로 차별성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MBC

는 턱이 로 가장 많았고 슬릿이SPORTS+ 12.3% ,

로 가장 적었다 또한 장식 기법과 디자인 기0.6% .

법 중 리본 개더 러플 턱 플리츠 등 수공예적 느, , , ,

낌의 디테일로 사랑스러움을 강조하였다. SBS

는 러플이 로 가장 많았고 파이핑과 플Sports 9.9% ,

리츠가 로 가장 적었다 은 슬릿이 로1.4% . XTM 6.0%

가장 많고 프릴이 로 가장 적었다 이를 정리, 1.2% .

Table 7. The Accessory of Fashion of Female Announcers on TV Baseball Programs

Multiple Choice N(%)

Broadcaster KBS N SPORTS MBC SPORTS+ SBS Sports XTM

Accessory

Earring 143 (77.3) 134 (45.3) 128 (56.1) 154 (35.1)

Necklace 19 (10.3) 67 (22.6) 9 (3.9) 28 (6.4)

Ring 1 (0.5) 5 (1.7) 9 (3.9) 123 (28.0)

Bracelet 8 (4.3) 74 (25.0) 14 (6.1) 126 (28.7)

Watch 1 (0.5) 6 (2.0) 62 (27.2) 4 (0.9)

Belt 12 (6.5) 5 (1.7) 1 (0.4) 2 (0.5)

Hairpins, Bands 0 (0.0) 5 (1.7) 1 (0.4) 2 (0.5)

Brooch 1 (0.5) 0 (0.0) 0 (0.0) 0 (0.0)

Not Used 0 (0.0) 0 (0.0) 4 (1.8) 0 (0.0)

Total 185 (100.0) 296 (100.0) 228 (100.0) 439 (100.0)

하면 과 같다Table 6 .

액세서리5)

액세서리는 출연 당시 동시에 착용한 액세서리 모

두 분석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귀걸이의 사

용이 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팔찌가53.4% ,

목걸이 반지 손목시계16.0%, 10.8%, 8.5%, 7.7%,

벨트 헤어핀과 밴드 브로치 순2.3%, 0.6%, 0.1%

으로 나타났다 방송사별로는 에서. KBS N SPORTS

는 귀걸이가 로 가장 많고 목걸이 벨77.3% , 10.3%,

트 팔찌 반지 손목시계 브로치6.5%, 4.3%, , , 0.5%

로 적었으며 헤어핀과 밴드의 사용은 없어 귀걸이를

제외한 액세서리 착용을 자제함으로써 수수한 이미

지를 연출하였다 는 귀걸이. MBC SPORTS+ 45.3%,

팔찌 목걸이 순으로 많고 손목시계25.0%, 22.6% ,

반지 벨트 헤어핀과 밴드 로 적었으며2.0%, , , 1.7% ,

브로치의 사용은 없었다 는 귀걸이. SBS Sports 56.1%,

손목시계 순으로 많고 팔찌 목걸이27.2% , 6.1%, ,

반지 벨트 헤어핀과 밴드 로 적었으며3.9%, , 0.4%

브로치의 사용은 없었다 손목시계는 다이얼 부분이.

크고 밴드가 두꺼운 가죽느낌의 스트랩 밴드로 중성

적인 이미지와 액티브한 감성을 주었다 은 귀. XTM

걸이 팔찌 반지 순으로 많35.1%, 28.7%, 28.0%

고 목걸이 손목시계 벨트 헤어핀과, 6.4%, 0.9%, ,

밴드 로 적었으며 브로치의 사용은 없었다 이0.5% .

를 통해 은 액세서리 중 금속 주얼리의 상대적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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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높아 트렌드를 반영한 것을 알 수2014 S/S

있다 이를 정리하면 과 같다. Table 7 .

야구 프로그램 여성. TVⅣ

아나운서의 패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야구 프로그램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특성을 신TV

뢰성 대중성 차별성 매력성 역동성으로 분류해서, , , ,

방송사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신뢰성1.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신뢰성으로 이는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

달하는 커뮤니케이터의 가장 기본요건인 신뢰도와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야구 프로그램 여성 아나운.

서 패션 또한 정보전달과 언론인으로서의 신뢰감과

지적이미지를 연출해야 한다 정형화된 수트 형태는.

권위적이고 신뢰적인 이미지를 주며 계열 컬러는, PB

색채특성상 침착하고 안정감을 주어 신뢰성을 준다

계열 역시 단정하면서도(S. Lim & Lee, 2012). B

도시적인 세련미를 표현하며 신뢰의 이미지를 나타

낸다 이외에도 여성 아나운서 패션의(Lee, 2012).

특성은 조명을 받으면 섬광형태의 줄무늬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광택이 심한 금속성 액세서리나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마찰음이 심한 소재의 의상이,

나 장신구의 착용을 주의해 방송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야구 프로그램 아나운서(Shin, 2013). TV

의 패션에서 신뢰성은 아나운서 패KBS N SPORTS

션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특성으로 정형화된 칼라와

어깨선이 강조되는 재킷을 사용하여 정장의 느낌과

격식을 갖춘 보수적인 이미지를 보였고 노출이 적,

은 칼라 네크라인 중 특히 주얼 네크라인이 많았으·

며 길이가 긴 슬리브와 스커트 몸매를 강조하지, ,

않는 라인의 실루엣의 사용 등 전체적으로 노출이H

적은 형태를 통해 엄격한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또.

한 색채에서 계열과 계열의 색상이 많아 시청자PB B

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진행자의 신뢰감을 높였

으며 부드러운 편물 소재보다 하드한 감성의 직물,

소재 사용이 많아 권위적이면서도 진중한 이미지를

주었다 또한 액세서리에서 귀걸이를 제외한 액세서.

리 착용을 자제함으로써 수수하면서도 지적인 이미

지를 연출하였다.

대중성2.

대중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즉 아나운.

서는 정보전달 능력 이외에 수용자에게 거부감을 주

지 않아야 하므로 그들의 패션 또한 트렌드를 고려

해야 하고 동시대의 삶의 가치관의 기준을 제시하,

기도 하므로 대중이 가장 많이 유행을 수용한 매스

패션 단계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Y. Kim, 2001).

방송이 집중되는 기간의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유

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스타일링 할 필요가 있다. TV

야구 프로그램 아나운서의 패션에 나타난 대중성은

시즌 트렌드를 가장 많이 반영한2014 S/S MBC

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그 다음으SPORTS+ ,

로는 와 순으로 판단된다KBS N SPORTS XTM .

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루MBC SPORTS+ 2014 S/S

즈한 핏의 라인 실루엣이 가장 많았다 색채는H . R

계열과 계열의 강렬한 컬러가 많았으며 그 다음YR ,

으로 액티브하고 스포티한 느낌의 계열과 계열GY Y

도 많았다 소재 또한 내추럴한 감성의 레이스와 시.

폰 소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는. KBS N SPORTS

디테일 트렌드를 반영한 자수와 보석장식2014 S/S

이 가미된 비즈 핫픽스 장식 기법이 가장 많았다, .

또한 은 액세서리 중 금속 주얼리의 상대적 비XTM

율이 타방송사에 비해 높아 트렌드를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차별성3.

차별성은 패션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이를 개성으로 발전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야구 프.

로그램의 여성 아나운서는 기존 여성 아나운서나 뉴

스 앵커와 그 경계를 달리하여 신뢰성이나 대중성만

너무 강조하여 개인의 스타일을 무시하기 보다는 프

로그램의 특성과 수용자의 연령층과 요구에 맞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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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개의 방송사가 경쟁구도. 4

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개의 방송사와는 다른 차3

별화된 패션 스타일을 보여야 한다 야구 프로그. TV

램 아나운서의 패션에서 차별성은 아나SBS Sports

운서 패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와 에서 나타난다KBS N SPORTS XTM . SBS Sports

는 소재에서 편물의 사용이 가장 많으며 특히 단일,

편물의 사용이 많았다 이러한 편물의 사용은 니트.

와 저지에서 나타나는데 부드러운 편물 소재는 유연

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며 무늬의 사용이 가장 적,

어 산만함을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부여하

였다 액세서리에서는 다른 방송사에서 많이 나타나.

지 않은 손목시계가 많았는데 이는 매니쉬한 감성,

과 능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KBS N SPORTS

는 디테일 중 장식 기법에서는 비즈가 디자인 기법,

에서는 러플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정적이고 안정,

감을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와는 다르게 화려하고 동

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디테일로 다른 방송사의 사용

에 비해 많다 은 유채색을 메인 컬러로 사용한. XTM

다른 방송사에 비해 무채색인 를 많이 메인W, Bk

컬러로 사용하여 여성미를 강조하는 형태나 소재에

비해 모던하고 지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매력성4.

매력성은 야구 프로그램의 주시청자인 남성을TV

타깃으로 하는 패션특성이라고 할 수 있은데 최근,

에는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패션을 활용하여 여성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추세이며 특히 케이블 채널을,

중심으로 의상이 화려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미가 강한 디자인은 둥근 어깨 풍만한 가,

슴 잘록한 허리를 강조하는 실루엣과 색상은 주로,

부드러운 페일 톤의 밝고 따뜻하며 은은한 파(pale)

스텔 색상을 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레이스 프릴. , ,

플라운스 리본 등을 이용한 수공예적 트리밍이 많,

이 활용되며 시폰 크레이프 저지 오간자 실크, , , , , ,

벨벳 등의 소재와 꽃무늬 잔잔하고 곡선적인 무늬,

가 나타난다 야구 프로그램 아(H. Yoon, 2014). TV

나운서의 패션에서 매력성은 를 제KBS N SPORTS

외한 에서 고르MBC SPORTS+, SBS Sports, XTM

게 나타났다 은 원피스와 노출이 많은 칼라네. XTM ·

크라인 중 키홀형 서플리스형 네크라인이 많았으며, ,

길이가 짧은 슬리브와 스커트 몸에 피트되어 몸매,

를 강조하는 라인 실루엣의 사용 등 전체적으로 노X

출이 많은 형태를 통해 진행자의 몸매를 드러냄으로

써 여성미를 강조하였다 는 소재에서. SBS Sports

샤 시폰 레이스 저지 니트의 사용이 많아 성숙하, , , ,

고 감각적인 페미닌 스타일로 여성스러움을 보여주,

었다 는 디테일에서 가장 많은 장식. MBC SPORTS+

기법 및 디자인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비즈, ,

핫픽스 등 반짝거리는 디테일로 이목을 집중시키거

나 리본 개더 러플 턱 플리츠 등 수공예적 느낌, , , ,

의 디테일로 사랑스러움을 강조하였다.

역동성5.

역동성은 아나운서가 순발력 있게 프로그램을 진

행하며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

과 관련된 특성이다 진행자의 당당하고 외향적인.

패션은 수용자에게 당당한 이미지와 함께 활동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인체 실루엣을 과감히 드러내.

는 대담하고 활동적인 디자인과 강하고 선명한 R,

등의 명도대비 보색대비가 생동YR, Y, B, PB, Bk ,

감 있는 화려한 느낌과 정열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주며 광택이 돋보이는 새틴이나 모피 가죽 레이스, , ,

등이 혼합된 소재가 이러한 역동성을 강조한다(E.

야구 프로그램 아나운서의 패션에Lim, 2013). TV

서 역동성은 에서 가장 많이 보이며 다음으로XTM ,

에서 보이고 있다 은 노출이 많은SBS Sports . XTM

칼라 네크라인과 슬리브 스커트와 몸매를 강조하는· ,

라인을 사용한 원피스가 많아 과감한 이미지와 함X

께 대담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며 색채에서 메인,

컬러로 선명하고 밝은 유채색의 R, YR, Y, B, PB

계열과 함께 무채색인 가 많아 색상대비 명도대Bk ,

비 보색대비를 통해 생동감 있는 화려한 느낌과 정,

열적인 이미지를 주었다 소재에서는 광택이나 펄.

소재가 가장 많아 외향적이고 동적인 이미지를 주었

으며 신축성 소재인 스판덱스의 사용이 가장 많아,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하였다. SBS

는 액세서리에서 다른 방송사에 비해 다이얼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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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크고 밴드가 두꺼운 가죽느낌의 스트랩 밴드

인 손목시계가 가장 많아 중성적인 이미지와 함께

모던하고 액티브한 감성을 주어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결 론.Ⅴ

최근 들어 야구 프로그램에서 여성 아나운서의 활

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과 논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BS N

개SPORTS, MBC SPORTS+, SBS Sports, XTM 4

방송사의 야구 프로그램 여성 아나운서의 패션TV

을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 액세서리 등으로 나누, , , ,

어 살펴 본 다음 신뢰성 대중성 차별성 매력성, , , , ,

역동성을 중심으로 방송사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는 형태에서 정형화된 칼라, KBS N SPORTS

와 어깨선이 강조된 재킷의 사용 및 노출이 적은 칼

라네크라인의 사용 길이가 긴 슬리브와 스커트 몸· , ,

매를 강조하지 않는 라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엄H

격하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통해 신뢰성을 표현하였

다 색채에서는 시청자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

을 주는 계열과 계열 소재에서는 하드한 감성PB B ,

의 직물 소재를 사용하여 귄위적이고 진중한 이미지

로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디테일에서는 트렌드를 반.

영하여 자수와 보석장식이 가미된 비즈 핫픽스 장,

식 기법으로 대중성을 표현하였으며 다른 방송사와,

는 다르게 장식 기법에서는 비즈를 디자인 기법에,

서는 러플을 많이 사용하여 화려하고 동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차별성을 주었다 액세서리에서는 귀걸이.

를 제외한 액세서리의 착용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수

하면서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여 신뢰성을 부여하

였다.

둘째 는 형태에서 시즌, MBC SPORTS+ 2014 S/S

트렌드를 반영하여 루즈한 핏의 라인 실루엣을 사H

용하였고 색채에서 계열과 계열의 강렬한 컬러, R YR

와 액티브하고 스포티한 감성의 계열과 계열을GY Y

통해 대중성을 강조하였다 소재 또한 내추럴한 감.

성의 레이스와 시폰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다 디테.

일에서는 가장 많은 장식 기법과 디자인 기법을 사

용하였고 특히 비즈 핫픽스 등 반짝거리는 디테일, ,

로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리본 개더 러플 턱 플리, , , ,

츠 등 수공예적 느낌의 디테일로 사랑스러움을 강조

하여 매력성을 표현하였다.

셋째 는 소재에서 편물의 사용이 많, SBS Sports

아 유연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주었으며 무늬의 사,

용이 적어 산만함을 없애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부여하여 차별성을 나타냈다 또한 샤 시폰 레이. , ,

스 저지 니트의 사용이 많아 성숙하고 감각적인, , ,

페미닌 스타일로 여성스러움을 보여주어 매력성을

강조하였다 액세서리에서는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다이얼 부분이 크고 밴드가 두꺼운 가죽 소재로 된

스트랩 밴드 유형의 손목시계가 많아 매니쉬한 감성

으로 차별성을 모던하고 액티브한 감성으로 역동성,

을 표현하였다.

넷째 은 형태에서 원피스와 노출이 많은 칼, XTM

라 네크라인 길이가 짧은 슬리브와 스커트 몸매를· , ,

강조하는 라인 실루엣의 사용 등 전체적으로 진행X

자의 몸매를 드러냄으로써 여성미를 통해 매력성을

표현하였고 과감한 이미지와 함께 대담하고 활동적,

인 이미지로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색채에서는 무채.

색인 를 메인 컬러로 많이 사용하여 모던하고W, Bk

지적인 이미지를 주어 차별성을 나타냈고 선명하고,

밝은 유채색인 계열과 의 색상대R, YR, Y, B, PB Bk

비 명도대비 보색대비를 통해 생동감 있는 화려한, ,

느낌과 정열적인 이미지로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소.

재에서는 광택이나 펄 소재로 외향적이고 동적인 이

미지를 주었으며 신축성 소재인 스판덱스의 사용으,

로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으로 역동성을 부여하

였다 액세서리에서는 다른 방송사에 비해 금속 주.

얼리의 사용이 많아 트렌드를 반영하여 대중성을 표

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구 프로그램 아TV

나운서의 패션에서 신뢰성은 아나KBS N SPORTS

운서 패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대중성은, MBC

와 순으로 반영되SPORTS+, KBS N SPORTS XTM

었으며 차별성은, SBS Sports, KBS N SPORTS,

순으로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매력성은X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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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KBS N SPORTS MBC SPORTS+, SBS

에서 고르게 나타났고 역동성은Sports, XTM , XTM

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었으며 다음으로, SBS

에서 볼 수 있었다Sports .

본 연구가 예능 프로그램 진행 아나운서의 패션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

이며 본 연구를 확장시켜 후속연구에서는 야구, TV

프로그램 아나운서의 패션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해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특성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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