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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needs of the trail runners as trail running has become a pop-
ular outdoor activity, and give suggestions for high functional outdoor menswear design that can 
satisfy the needs of the highly demanding taste of runners. The design development is as follows: 
1) The design had to be made of lightweight material and be easily packable in all situations, 
and 2) we also considered the ergonomic and compact fit for activity, 3) the functional location 
of high functional fabric, 4) the reflective use and layering system giving a wide range of outdoor 
workout time and 5) the trend in 2016 S/S active sports and outdoor wear. Based on the above 
elements, the men’s outdoor wear design has been developed for trail running in spring and 
summer. The design development includes a total of 7 items. The design focused on lightweight, 
availability of packaging, “comfortability” and freshness in activity, functional suitability of location 
of highly functional materials and the layering system to protect body temperature under the 
changing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layering system was implemented to provide ventilation, 
and it was done in body parts that released the most body heat. Therefore, mesh materials were 
actively used on the side panel, sleeves and center of the back piece for necessary sweat emission 
without any problems and ventilation for trail running. 

Key words: functional design(기능적 디자인), layering system(레이어링 시스템), 
outdoor wear(아웃도어 웨어), trail running(트레일 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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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자연 환경에서 달리는 것으로 발생한 트레일 러닝

(trail running)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것에서부터 도

심 속 트레일 러닝인 어반 트레일 러닝(urban trail

running), 동네 한 바퀴를 달리는 가벼운 러닝부터

익스트림한 환경에서 달리는 어드벤쳐 레이스까지

다양하다(Kim & Ahn, 2014).

트레일 러닝은 등산이나 기타 아웃도어 활동과 같

이 무거운 배낭이나 번거로운 재킷과 장비가 필요

없고 러닝화와 물통 하나면 활동이 충분하며, 러닝과

등산이 결합된 아웃도어 스포츠의 특성으로 두 영역

을 즐기는 젊은 아웃도어 활동 계층을 대상으로 대중

적 확산을 빠르게 이루고 있다(Ahn, 2014, August).

트레일 러닝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

계적인 오지레이스를 포함하여 단거리를 질주하는

경기 구성과 같은 대회 참가보다는 가볍게 트레일

러닝을 즐기는 것을 중심으로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산이나 공원 등을 달리며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여

행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화 되었기 때문이다.

힐링과 웰빙이 트렌드를 넘어서 라이프 스타일의

한 부분으로 크게 차지하고 있는 현상에서 아웃도어

활동은 연령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아웃도어 활동인 등산, 캠핑, 트

레킹 등에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Han

& Lee(2011), Im, Seo, Park, & Kim(2011), Kim

(2014), Kim & Ha(2012), Lee, Seo, Seo, &

Kim(2013), Oh & Kim(2012) 등과 같은 대다수 선

행연구들은 아웃도어 웨어 중 등산복에 국한되거나,

등산에 국한된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 개발, 선호실태

조사, 구매 행동 및 소비자 추구 혜택에 관한 선호도

연구, 기존 아웃도어 웨어의 아이템이나 스타일 특성

분석, 기능별 디자인 특성 분석에 따른 연구가 대부

분이다. 반면 아웃도어 활동의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이에 따른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포함하는 의류제품이 세분화되는 시

점에서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의류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웃도어 활동의 다양화 현상 속

에서 발생한 트레일 러닝의 대중화에 따른 트레일

러닝 활동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요소와 기능적 요소를 도출한 후 이들의 감

성 및 소비욕구 충족을 위한 트레일 러닝용 남성 아

웃도어 웨어 디자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통해 새롭게 대중화되고 있는 트레일 러닝 시장

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능성과 고감성의 디자인을

갖춘 트레일 러닝을 위한 특화된 아웃도어 웨어를

개발함으로써 트레일 러닝의 대중화와 국내 패션디

자인의 학문적 발전과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

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한 방법으로는 선행연구를 비

롯해 학술지, 시사지, 사전, 패션 정보 관련 사이트인

트렌드포스트, 스타일사이트, 삼성디자인넷 등의 관

련 자료를 이용하였다. 실증적 연구에서는 트레일 러

닝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 개발의 방향 설정을 위하

여 트레일 러닝 활동자들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트

레일 러닝용 웨어에 대한 니즈를 도출하고자 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트레일 러닝을 주 1회 이상 즐기고

2년 이상 트레일 러닝 활동을 유지한 25-45세 연령

의 트레일 러닝 동호회원 남성 7명을 대상으로 2015

년 1월 중에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트레일 러닝

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 관련 학술적인 연구가 전무

하여, 탐색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으로 표적집단면접

법(focus group interview, FGI)을 통해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인터뷰는 착용하고 있는 의류 관련 불편

사항과 디자인 관련 요구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니

즈를 도출하였다. FGI를 통한 기초 자료와 2016년

S/S 아웃도어 관련 트렌드 경향을 분석하여 이를 토

대로 총 일곱 가지 아이템의 트레일 러닝을 위한 아

웃도어 웨어를 개발하였다.

Ⅱ. 트레일 러닝 및
아웃도어 웨어 시장 현황

1. 트레일 러닝의 정의 및 특성
2000년대 초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붐을 일으

키기 시작한 트레일 러닝은 러닝(running)과 도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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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하이킹(hiking)으로 구성된 스포츠의 한 장르로

영국과 아일랜드(Ireland) 공화국에서는 마운틴 러닝

(mountain running) 혹은 펠 러닝(fell running)으로

불리기도 한다(Trail running, n.d.). Park, Lee, Kim,

Yoo, Kim, & Lee(2010)는 트레일 러닝을 “오솔길을

뜻하는 트레일(trail)과 러닝이 결합된 의미로, 산뿐

만 아니라 포장되지 않은 길, 숲이나 들판 등을 걷거

나 달리는 것”(p. 221)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육상선

수들의 보충 훈련인 크로스컨트리에서 시작되어 일

반 아마추어 러너들에게까지 전이되었다는 설명(Yoo,

2014)도 있으나, 각각의 정의가 내포하는 공통된 내

용은 자연과 함께하는 아웃도어 러닝이라는 점이다.

트레일 러닝은 아웃도어 활동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게 나타난다.

트레일 러닝은 일반적으로 포장도로를 달리는 로

드 러닝(road running)과 트랙 러닝(track running)

과는 다르며, 산과 들로 이루어진 하이킹 코스<Fig.

1>, 산이 많은 지형, 사막과 오지와 같은 비포장 도

로를 걷고 뛰는 것<Fig. 2>을 의미한다. 이는 도심과

도로에서의 러닝이나 조깅보다 자연과 함께 고요하

고 평온함을 즐기며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트레일 러닝의 성장과 대

중화는 끊임없는 환경보존운동의 인지에 따른 것으

로 볼 수 있다. 러닝을 위한 레이스(race)를 인공적

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전통적인 방식의 러닝으로

자연 속 최소한의 그린 레이스(green race)를 사용하

면서 환경을 유지하는 환경 친화적인 운동이기 때문

이다. 도시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로드 러닝의 경

우 갇힌 상태의 운동으로 지루한 경관과 매연, 미세

먼지, 자동차 경적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인 쾌

적함의 추구가 어려운 반면 트레일 러닝의 경우 자

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맑은 공기와 아름다

운 자연 경관을 통해 심신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트레일 러닝을 즐기는 트레일 러너

(trail runner)들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다. 알프스

산맥을 포함하여 많은 산과 들로 이루어진 유럽은

트레일 러닝이 대중 스포츠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트레일 러닝 활동 인구가 가장 많다. 유럽을 제외하

고 트레일 러닝 인구가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매해

수백 개의 크고 작은 트레일 러닝 대회가 열리고 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미국

의 아웃도어 활동 참가자 현황을 보면 1억 4천만 명

이 넘는 사람들이 아웃도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인구 3억의 3분의 1수준으로 3명중 1명

은 아웃도어 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웃

도어 활동 인구의 증가는 이 중 트레일 러닝과 어드

벤쳐 레이스 참가자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Kim &

Ahn, 2014). 전 세계적으로 지난 몇 년간 트레일 러

닝 대회의 개최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북아메리카의

경우 현재 100개 이상의 트레일 러닝 대회가 개최되

고 있다(Trail running, n.d.). 최근 일본과 홍콩, 중

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 아시아에서도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개최하면서 대중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우

리나라에서도 아웃도어 활동의 열풍과 함께 젊은 층

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Fig. 1> Trail Running of Hiking Trails

(Let's run facing the beautiful nature of Jeju,

2014, August 11)

<Fig. 2> Trail Running in the Hinterland

(2014 Madagascar ultra trail running, 2014,

Septemb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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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트레일 러닝 현황
2000년대 활성화를 이루었던 국내 마라톤은 등산,

하이킹, 트레킹, 캠핑, 여행 등 아웃도어 활동의 다양

화 및 아웃도어 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 트레일 러

닝으로 전환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웃도어 의류

및 용품 업체들은 트레일 러닝 시장 진입을 통해 아

웃도어 관련 시장 포화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며, 이

러한 현상 속에서 트레일 러닝의 대중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Ahn, 2014, June).

국내에서 트레일 러닝은 1980년대 후반 산악구보

의 형식으로 알려졌으나, 근래에 들어 일반인들에게

스포츠로 인식되며 대중화되고 있다(Park, Lee, Kim,

Yoo, Kim, An, & Lee, 2010). 특히 등산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이 생활화되어진 2000년

대 후반 이후 트레일 러닝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개최하거

나 협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트레일 러닝의 활성

화와 빠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갈

맷길 트레일 러닝’ 대회가 열리고 있으며, ‘제주국제

트레일러닝대회’는 2011년 시작되어 매해 진행되고

있다. 트레일 러닝과 오지레이스의 경계는 모호하게

존재하지만 국내에서의 트레일 러닝은 좀 더 대중들

에게 생활 스포츠로 접근하여 발전하고 있다. 트레일

러닝은 젊은 연령층에게 더욱 인기 있는 스포츠로

중장년층에 인기를 끌었던 마라톤에 비하여 연령대

가 낮은 편이며 여성 러너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트

레일 러닝은 산악마라톤과 비슷하나 시간 제약에 얽

매이는 기록을 위한 달리기가 아니며 자연을 즐기며

달리는 운동으로 짧은 시간에 충분한 운동량도 얻을

수 있다(K. Kim, 2014).

사단법인 한국산악마라톤연맹에 따르면 트레일 러

닝은 대표적인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인 러닝과 하

이킹이 접목된 운동답게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의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으며, 일반 등산에 비해 시간

당 2.5배 정도의 에너지가 더 소비된다(Yoo, 2011).

또한 트레일 러닝은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 등 근육

등 로드 러닝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보조근육들을 활

성화 시켜 몸의 균형적 발전과 안정을 가져다준다

(Ahn, 2014, June). 운동량이 부족한 도시인들에게

짧은 시간으로 많은 운동량을 제공하며 동호회와

SNS 및 아웃도어 관련 기업들의 많은 홍보와 후원

으로 빠른 대중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트레일 러닝은 타 운동과 같이 장비가 많이 필요

하거나 익히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경제적인 측면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누구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새

로운 아웃도어 스포츠로 아름다운 산이 많은 우리나

라에서 트레일 러닝은 기존의 포화된 아웃도어 및

스포츠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차세대 대중

스포츠이다. 최근에는 매번 멀리 떠날 수 없기에 도

심 속의 작은 여유를 느끼고자 도심 속 트레일 러닝

인 ‘어반 트레일 러닝’을 즐기는 인구의 수요증대가

높게 발생하고 있다(Yoo, 2014). 우리나라에서 트레

일 러닝이 인기 있는 스포츠로 성장한 근본적 이유는

많은 등산인구와 함께 도심형 등산인구가 많기 때문

으로 트레일 러닝은 포화된 국내 아웃도어 시작의 확

대와 성장을 이어갈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이다.

3. 트레일 러닝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의 특성
및 현황

트레일 러닝 시에는 일반적인 등산이나 다양한 아

웃도어 활동과 같이 무거운 배낭이나 재킷과 장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한 의류 및 장비로는 자

연 속 달리기를 위한 가볍고 접지력이 우수한 러닝화

와 체온 조절을 위한 가벼운 레이어링 시스템

(layering system)의 의류, 물통 등이 있다. 트레일 러

닝은 달리기에 기본을 두고 있으므로 러닝 시의 무게

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트레일 러닝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 중 아우터(outer)는 가늘고 튼튼한 원사로 구성

된 저(低)데니어(denier) 소재의 초경량 제품들로 이

루어진 것들이 많으며, 7~15D(데니어) 소재가 주로

쓰이고 100g이 안되는 무게와 작은 부피를 가진다.

기본적으로 트레일 러닝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는

흡한속건, 냉감, 발열, 자외선 차단, 항균방취성이 우

수한 티셔츠 혹은 속옷, 신축성과 방오성, 내구성, 통

기성이 우수한 숏팬츠, 롱팬츠, 레깅스, 방수, 방풍,

발수, 통기성을 포함하는 베스트와 방풍, 발수성이

우수한 경량 재킷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아웃도어

웨어와 마찬가지로 착용자가 활동 시 인체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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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여 운동성과 효율성, 편안함을 도와주는 입

체 패턴 구조와 기능성 소재로 이루어진다. 트레일

러닝을 위한 의류는 아웃도어 웨어에 그 기반을 두

고 있으며, 트레일 러닝 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

황에서 단계별로 인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착장방

법인 레이어링 시스템(Finn, Sagan, & Mukhopad-

hyay, 2000; Lee, 2010)으로 구성된다. 트레일 러닝

용 웨어의 레이어링 시스템은 일반적인 아웃도어의

레이어링 시스템과 원리를 같이하지만 아이템에서

차이가 있다. 레이어링 시스템은 몸의 온도를 조절해

주고 활동을 위한 쾌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3단계 구성으로 나타난다.<Table 1> 1st

layer는 흡수속건의 기능을 가지고 쾌적성을 유지하

는 속옷이나 티셔츠 류이며, 2nd layer는 보온성과

활동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프 집업 티(halp zip-up

tee)가 일반적이다. 3rd layer는 아우터로 방풍, 방수,

발수, 투습, 통기의 기능을 가지는 원단으로 이루어

지며 경량의 재킷이나 물통 등을 소지할 수 있는 배

낭형식의 레이스 베스트(race vest)가 주를 이룬다.

트레일 러닝은 인체에 최소한의 무게를 유지하며 달

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방풍, 발수 기능을

중심으로 체온조절을 위한 가벼운 아우터로 제한된다.

트레일 러닝은 다른 아웃도어 활동에 비하여 여성

참여 인구가 높고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아웃도어 웨어 브랜

드들은 기능성과 패션성, 합리적 가격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아웃도어 관련 기업들 중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는 2013년 ‘팩 시스템(PAC, system-

physical active construction system)’을 적용한 ‘다이

나믹 하이킹(Dynamic Hiking)’ 라인을 출시함으로써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들 중 트레일 러닝 관련 신발

과 의류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팩 시스템은 인간

운동 공학을 채용하는 것으로 극한 상황과 과격한

활동 시의 운동 메커니즘을 철저히 연구하여 신체

각 부분에 대한 구조적 구성을 통해 신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자연스러운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다. 네파(NEPA)의 브랜드인 ‘이젠벅(ISENBERG)’

은 등산복과 러닝을 결합한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바쁜 낮 시간 대신 야간 시간대를 활용하여 야

간 트레일 러닝과 같은 야간 레포츠 활동자들을 위

한 컨셉으로 어둠속에서의 가시성 및 체온조절과 같

은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트레일 러닝을 위한 전문

컬렉션 ‘에스 랩(S-LAB)’으로 더욱 특화되어있는 살

로몬(SALOMON)은 전문 트레일 러닝팀을 후원하

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2014년 6월 북한산 둘레

길 10km를 달리는 ‘트레일 런 서울 2014(trail run

Seoul 2014)’<Fig. 3> 개최와 ‘부산 갈맷길 트레일 러

닝 대회’를 후원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도심 속 자연

을 달리는 ‘시티트레일 러닝(citytrail running)’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트레일 러닝 컬렉션 라인을 출시하

는 데상트(DESCENTE)는 2013년부터 매해 서울대

Layering System

Items

1st layer 2nd layer 3rd layer

T-shirt + Pants T-shirt + Zip-up T-shirt +

Pants

T-shirt + Zip-up T-shirt +

Jacket + Pants

(The North Face : performance, 2013 fall, n.d., pp. 50-52)

<Table 1> Laye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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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Trail running line

(apparel & shoes)
Image

Sponsorship for

trail running

The North Face

(licensing brand)

Dynamic Hiking,

Dynamic Trail

(domestic development)

(The North Face Korea, n.d.)

ISENBERG

(domestic brand)

ISENBERG

(domestic development)

(Isenberg, n.d.)

SALOMON

(licensing brand)

S-LAB

(Imported goods)

(Salomon, n.d.)

sponsor trail running team,

trail run Seoul 2014, &

Busan galmaetgil trail

running

DESCENTE

(licensing brand)

TRAIL RUN, Make the

Transformation

(Imported goods)

(Descente, n.d.)

sponsor trail race

ARC'TERYX

(overseas brand)

ENDORPHIN line

(Imported goods)

(Arcteryx, n.d.)

LECAF

(domestic brand)

outdoor/ X-runnung

(domestic development))

(Lecaf, n.d.)

<Table 2> Outdoor Brand Line for Trail Running

<Fig. 3> Trail Run Seoul 2014

(Salomon trail run Seoul 2014, 2014, June 15)

<Fig. 4> Trail Race

(The scene of 2013 trail race, 2013, Jun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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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마라톤코스와 삼림욕장, 청계산을 따라 달리는

도심 속 트레일 러닝 행사인 ‘트레일 레이스(trail

race)’<Fig. 4>를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 아

웃도어 브랜드 아크테릭스(ARC'TERYX)의 ‘엔돌핀

라인(ENDORPHIN line)’과 국내 스포츠 브랜드인

르까프(LECAF)의 아웃도어 러닝 라인이 있다.

<Table 2> 그러나 해외 라이센스 체계로 운영되는

노스페이스와 네파의 이젠벅 만이 국내에서 트레일

러닝 관련 의류의 디자인과 생산을 진행하는 반면

살로몬과 데상트는 해외 본사에서 트레일 관련 의류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트레일 러닝용 아웃도어 웨어 제품 개

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Ⅲ. 디자인 방향 설정
1. 활동자 니즈 분석
트레일 러닝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 개발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트레일 러닝 활동자의 의류 관련 불

편 사항과 디자인 관련 요구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실질적인 니즈를 도출하였다. 특히 대중적으로 확산

되고 있는 트레일 러닝을 위한 의류 관련 학술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하므로, 탐색적인 접근방법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트레일 러닝 활동자의 요구 파악을

위한 표적집단면접법을 통해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

다. FGI는 트레일 러닝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수행하

였으며, 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트레일 러닝을 주 1회

이상 즐기고 2년 이상 트레일 러닝 활동을 유지한

25-45세 연령의 서울 시 거주 남성 7명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중에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3>

면접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트레일 러닝을 위한

전문적인 아웃도어 웨어의 보급이 많지 않은 시장

상황으로 인해 많은 트레일 러닝 활동자들은 등산이

나 하이킹, 트레킹을 위한 아웃도어 집업 티셔츠

(zip-up t-shirt)나 라운드 티셔츠, 스포츠웨어 브랜

드의 슬리브리스 티셔츠(sleeveless t-shirt)를 착용하

였고, 트레일 러닝을 위한 전문적인 디자인 의류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에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소매가 부착된 티셔츠의 경우 러닝 시 많은 땀 배

출로 인하여 소매통이 팔에 감기는 현상과 몸통의

너비가 넓고 짧은 것을 불편함으로 지적하였다. 스탠

드(stand)형 칼라로 구성된 집업 티셔츠의 경우 러닝

시 고개의 앞뒤 흔들림으로 인해 스탠드 칼라 끝이

턱밑에 닿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칼라의 높이가

일반 아웃도어 의류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언급하였

다. 라운드 티셔츠의 경우 쿨맥스(COOLMAX) 원단

으로 제작된 것들도 있지만 코튼으로 제작된 것들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무게가 아주 가볍지 않고, 핏이

일반적인 박스형이라 트레일 러닝 시 몸에 감기거나

많은 땀을 흘릴 시 무게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팬츠의 경우 최근 활동성과 근육 보호, 공기저항

등의 목적으로 레깅스(leggings)의 착용이 일반화되

고 있으나, 수입 브랜드 혹은 해외 라이센스 브랜드

들의 제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트레일

Interviewee Age
Frequency of trail running

for a week

Total activity period of

trail running(year)

A 28 3-4 2

B 34 1 3

C 32 1 2

D 43 2 3

E 36 1 4

F 39 2 5

G 41 1 3

<Table 3> Information of Intervie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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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들의 인체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핏으로 인한

불편함을 문제 제기 하였다. 긴 기장 레깅스의 경우

기장이 지나치게 서구 중심 사이즈에 맞추어져 있어

긴 기장으로 인한 발목 부분의 불편함, 짧은 밑위길

이, 허벅지 둘레 등의 부적합 등을 지적하였으며, 디

자인적으로는 보기 좋지만 잘못된 절개부분의 위치

와 삼봉 스티치(3-needle-coverstitch)가 움직임에 있

어 불편함을 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숏팬츠(short-

pants)는 일반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조깅용 숏팬츠가

레깅스와 함께 착장되기도 하는데, 이는 단독으로 착

용하기에는 너무 짧은 길이로, 풀들이 있는 산속 트

레일 러닝의 경우 신체 보호의 측면에서도 불리하다

고 지적하였다.

“트레일 러닝 시 해외에서처럼 전문적인 트레일
러닝 전용의 아웃도어 의류를 입고 싶은데, 막상

한국에서 찾기 힘들어요. 저 말고도 대부분의 트레
일 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아웃도어 브랜드의 옷을
일반적으로 입고 뛰죠... 우리나라 아웃도어 웨어들

은 등산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트레
일 러닝만큼 활동성을 서포트하지는 않는 것 같아
요. 집티의 칼라도 너무 높고, 집티 길이도 애매하

게 짧고... 그래도 요새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 슬림하게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트레일
러닝만을 위한 것처럼 전문적이지는 않죠...해외 출

장갔을 때 접하고 역시 전문적인 의류는 다르다는
생각을..."(interviewee F)

“트레일 러닝을 위해서는 레깅스가 가장 편한데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해외 스포츠 브랜드들은 실
내용이나 도심형 러너들을 위한 것... 직수입이라

밑위길이가 착장시 허벅지나 종아리가 조금 더 타
이트하거나 헐렁하거나 하고 우선은 길이가 너무
길어요. 레깅스는 길이가 길어서... 자를 수도 없

고... 국내 아웃도어에서 제작한 것들이 길이는 더
좋은데 조금 피부에 쓸리는 느낌도 들고..."(inter-
viewee B)

“스포츠 브랜드들의 조깅용 반바지는 너무 짧아서
레깅스랑 같이 입는 것 아니고는 효율적이지 못해

요. 여름에는 반바지만 입고 뛰기도 하는데..."
(interviewee A)

면접에 응한 트레일 러닝 활동자들은 대체적으로

주말 이른 아침 혹은 주중 업무 후 저녁 시간을 이

용하여 트레일 러닝을 위해 1-3시간을 소요하였다.

30-40대의 경우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을 매우 중요

시하여 주말 이른 아침 일찍 집 근처의 산이나 숲이

있는 대형 공원을 트레일 러닝 후 가족과의 활동에

지장 없도록 하거나 주중 업무 후 트레일 러닝을 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였다. 면접자들은 트레일 러닝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 효과를 얻고 혼자 할 수

있으며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

인 스포츠이며, 대중들에게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하였다.

“워낙에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는데... 트레일 러
닝을 시작하기 전 등산과 마라톤 같은 것들을 많

이 했어요. 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만족
스럽지만 주말 시간을 통째로 혼자 보내는 것이라
와이프와 아이들의 불만이 많았죠... 산에도 올라가

고 달릴 수도 있어서 좋아요... 운동량도 엄청나고...
주말 아침 일찍 트레일 러닝을 하고 아이들과 시
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평일도 퇴근 후 헬

스같은 것보다는 시민의 숲을 뛰는 것이 더 좋아
요..."(interviewee D)

“주말 등산 후 친구들끼리 식사하고 술도 간단히
한잔하는 것도 좋았는데 너무 하루를 다 잡아버린
다는 생각이에요... 와이프도 평일에는 일을 해서

서로 주말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아
이도 주말에는 같이 놀아줘야 하고... 시간 대비 매
우 효율적인 운동이고 짬을 내서도 혼자할 수 있

어서 더욱 좋아요..."(interviewee F)

면접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땀 배출 및 통기성과 관

련한 의류소재의 기능적 적합성 문제, 활동성과 사이

즈 관련 문제, 의류의 휴대 문제들로 소비자 니즈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디

자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

용될 것이다.

2. 디자인 의도 및 개발 방향
패션 정보 관련 사이트인 스타일사이트와 트랜드

포스트, 삼성디자인넷에서 나타난 2016년 S/S 액티

브 스포츠(active sport)와 아웃도어 트렌드 경향을

살펴보면 자연스러움과 컨템포러리(contemporary),

테크(tech)의 조화를 통하여 실루엣과 질감을 인체공

학적인 측면으로 강조한다. 발광성을 가지고 바스락

거리지 않는 촉촉한 촉감의 초경량 소재와 자연 속

컬러의 그라데이션과 컬러 블록킹, 테크니컬한 메탈

릭 컬러와 심플하면서도 정교한 디테일이 함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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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모던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테크 네이처

(tech-nature)를 컨셉<Table 4>으로 디자인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트레일 러닝 활동자 대부분은 도심 속

자연 혹은 도시 근교의 자연에서 생활 속 트레일 러

닝을 즐기는 편이다. 따라서 디자인 기획 컨셉은 생

활 스포츠로써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트레일 러닝

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개성을 드러내는

젊은 감성과 세련되고 실용적이며 활동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트레일 러닝용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을 제

시하는 것이다. 앞에서의 트레일 러닝 활동자 니즈

분석결과와 2016 S/S 액티브 스포츠와 아웃도어 트

렌드 경향을 반영하여 트레일 러닝 활동을 위한 기

능성과 활동성, 패션성을 고려한 디자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1)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트레일 러닝을 위하여

의류에 경량성과 팩커블성(packable) 적용

트레일 러닝 활동은 일반적인 등산과는 달리 빠르

게 산이나 초원과 같은 자연이나 도심 속 자연 공원

등을 달리는 것으로 러닝시의 무게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계획적이기 보다는 퇴근 후 혹은 일상에서 트

레일 러닝을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여 항상 부담 없이 휴대가 용이하

도록 팩커블성을 적용하여 디자인한다. 경량성은 러

닝시의 무게에 따른 문제 고려뿐만 아니라 팩커블성

을 가능하도록 하는 요소이다.

2) 활동성을 위한 인체공학적이며 콤팩트

(compact)한 맞음새 고려

현재 전문적인 트레일 러닝용 아웃도어 웨어를 제

공하는 아웃도어 웨어 브랜드들이 많지 않은 상황으

로 많은 대다수의 트레일 러닝 활동자들은 등산용

아웃도어 웨어 혹은 스포츠웨어를 착용하고 있다. 트

레일 러닝을 위한 좀 더 인체공학적이며 콤팩트한

맞음새와 실루엣을 적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한다.

3) 고기능 원단의 기능별 위치 적합성

자연 속에서 짧은 운동 시간에 비하여 운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트레일 러닝의 경우 통기와 땀

배출․흡수 정도, 보온성과 활동을 위한 신체 보호

등의 기능성 등을 고루 갖추어야 하며, 소재 사용이

디자인과 기능에 맞추어 적합하게 위치하여야 한다.

4)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폭 넓은 운동 시간대

고려

이른 아침이나 업무 후 시간을 할애하여 트레일

러닝을 즐기는 활동자들이 많다. 반사력이 뛰어나 어

두운 곳에서도 잘 보이는 재귀반사 기능의 디테일을

사용해 야간에도 최적화된 가시성과 보호기능을 가

지며 안전하게 트레일 러닝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자연에서 이루어지

Design Concept with 2016 S/S trend

Concept

Tech Nature: Harmony with natural, contemporary & tech. Simple detail.

Ergonomic silhouette & texture. Natural color gradation & blocking.

Technical & metallic color. Emphasize the modern & energetic image

Image map &

color

(An author making)

<Table 4> Design Concept & Image Map



服飾 第65卷 3號

- 160 -

는 스포츠이므로 변화하는 날씨와 체온 변화에 신체

를 보호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레이어링 시스템을

디자인에 적용한다.

5) 2016 S/S 액티브 스포츠와 아웃도어 트렌드

경향을 반영

자연의 이미지 및 기능적이며 볼드한 느낌을 통해

역동적인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테크 네이처를 컨

셉으로 한다. 컬러는 미래적인 느낌과 역동성을 강조

하는 실버그레이(pantone 11-4201 TCX), 네온 옐로

우(pantone 12-0643 TCX), 딥 스카이 블루(pantone

18-4537 TCX), 레드(pantone 18-1561 TCX), 블랙

을 사용한다.

Ⅳ. 트레일 러닝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 개발

본 연구에서는 트레일 러닝 활동자들을 통한 니즈

분석 결과와 문헌조사, 트렌드 분석 자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트레일 러닝을 위한 봄, 여름용 트레일

러닝을 위한 남성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였

다. 디자인은 초경량 재킷, 긴소매 반집업 티셔츠, 반

팔 라운드 티셔츠, 슬리브리스 티셔츠, 레이스 베스

트, 레깅스, 숏팬츠의 총 일곱 가지 아이템을 제안하

였다. 디자인은 경량성과 팩커블성의 용이, 그리고

활동 시 편안함과 쾌적성, 고기능 소재의 기능별 위

치 적합성과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체온 보호를 위한

레이어링 시스템을 중점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레이

어링 시스템은 신체의 열이 발산되는 부분을 고려하

여 벤틸레이션(ventilation)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트레일 러닝 시 필수적인 원활한 땀의 배출과 통기

작용을 위해 사이드 패널, 소매, 등판 중앙 등에 벤

틸레이션 기능 향상을 위한 메쉬(mesh) 니트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야간 산행과 불시에 발

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재귀반사 기능의 리플

렉티브(reflective)를 아이템에 사용하였다. 리플렉티

브 프린트의 경우 야간 활동 시의 시인성 강화의 기

능만이 아닌 액티브한 감각을 보여주는 디자인으로

고려하였다.

1. 초경량 재킷
봄, 여름의 계절 특성에 맞추어 하드쉘 재킷(hrad

shell jacket)이 아닌 방풍기능과 방수성, 투습성의 기

능 및 휴대를 위한 컴팩트성과 팩커블성이 용이한

초경량 재킷을 디자인하였다. 바람과 비와 같은 변화

하는 자연에 대응하고자 발수기능의 고밀도 DWR

(Durable Water Repellent)로 가공된 10D의 립스탑

(rip-stop) 초경량 원단과 초경량 메쉬 원단을 안감

으로 앞판에 사용하여 원활한 통풍이 가능하도록 하

였고, 트레일 러닝 시 땀으로 인하여 재킷이 몸에 감

sketch
detail

sketch
color fabric

subsidiary

materials

ultra

light-

weight

jacket (Hyosung,

n.d.-a)

front back stow pocket
DWR 10D

rip-stop

1cm stopper,

reflective print

(An author making)

<Table 5> Design Development for Ultra Lightweight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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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불쾌함을 초래하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초경량성

을 위해 부자재는 무게를 고려하여 메쉬 테이프

(mesh tape)로 구성된 지퍼와 지퍼 풀러(zipper

puller), 밑단의 둘레 조절을 위한 1cm의 초경량 스

토퍼(stopper)와 스트링(elastic string)을 사용하였다.

야간 산행시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가시성이 있는 리

플렉티브 프린트와 함께, 팩커블성이 용이하도록 뒷

판 허리 아래쪽으로 스토우 포켓(stow pocket)을 디

자인하여 따로 보관주머니 없이도 수납과 팩커블이

모두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2. 긴소매 반집업 티셔츠
긴소매 반집업 티셔츠는 흡습, 속건 기능을 가진

쿨맥스 원단을 사용하여 트레일 러닝 시 땀의 흡수

와 건조를 용이하게 하였다. 옆구리 부분과 등, 칼라

에는 메쉬 쿨맥스원단을 사용한 메쉬 패널(panels)로

구성하여 높은 통기성과 역동적인 느낌이 나타나도

록 디자인하였다. 등산을 위한 일반적인 아웃도어 반

집업 티의 칼라보다 낮은 3/4인치 높이의 칼라로 구

성하여 트레일 러닝 시 칼라가 턱 아래쪽이 닿는 불

편함을 해소하였다. 지퍼 길이를 길게 하여 착의와

탈의가 용이하며 더위에서 지퍼를 내려 빠르고 즉각

적인 통풍 및 체온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달리는

도중 소매가 딸려 올라오면서 티셔츠 몸판이 들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 끝을 텀루프(thumb

loops) 형태로 구성하였다. 리플렉티브 프린트를 소매

와 팔꿈치 사이에 위치시켜 트레일 러닝 시 팔의 움

직임과 함께 보이도록 하여 더욱 역동적인 느낌과

기능성을 가지게 하였다.

3. 반팔 라운드 티셔츠
반팔 라운드 티셔츠는 트레일 러닝 시 땀으로 인

하여 소매가 감기는 현상을 방지하고 근육을 보호하

기 위하여 이중 소매 구성으로 디자인하였다. 안쪽

소매는 컴프레션 티셔츠와 같이 신체에 꼭 맞도록

하여 근육을 압박해주며 운동 시 근육을 보호하고

트레일 러닝 시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바깥쪽 소매는 일반 아웃도어 라운드 티셔츠의 소매

와 같은 형태를 가지며 짧은 길이로 디자인하였다.

전체적인 핏은 일반 등산복보다 조금 슬림하고 길이

를 길게 하여 몸에 감기지 않도록 하였다. 땀을 빨리

흡수하고 말려주는 흡습속건 기능이 강화된 쿨맥스

소재를 사용하였고, 바깥쪽 소매와 뒷판, 옆구리의

패널, 앞 목부분은 쿨맥스 메쉬 니트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을 최대화하였다. 안쪽 소매는 사방 스트레치

(4-way stretch)를 위해 라이크라가 추가된 냉감성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여 이중 소매로 인한 더위를

최소화 하였다. 열을 통한 고온 접착 봉제 기법인 웰

sketch
detail

sketch
color fabric

subsidiary

materials

long

sleeve

halp

zip-up

t-shirt (Coolmax, n.d.)

front back thumb loops

COOLMAX,

COOLMAX

mesh

reflective print

(An author making)

<Table 6> Design Development for Long Sleeve Halp Zip-up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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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welding)을 통해 어깨와 앞 목 아래에 리플렉티

브를 부착하여 야간 산행 시 가시성을 높였다.

4. 슬리브리스 티셔츠
보편적으로 여름에 많이 착용하는 슬리브리스 티

셔츠는 슬림한 핏의 라운드 네크라인으로 디자인하

였다. 전체적으로 쿨맥스 소재를 사용하였고, 뒷판

허리부분에서 앞판으로 넘어오는 패널과 암홀 밑부

분에 쿨맥스 메쉬 니트소재를 사용하여 통기성이 원

활하도록 구성하였다. 착장 시 뒷판 오른편 아래로

웰딩 포켓을 위치시켜 카드나 현금, 자동차 키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트레일 러닝 시 햇빛을 받아 어깨에 더위를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티셔츠 아이템들

의 어깨 부분에 메쉬 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배낭을 착장하고 달릴 경우 어깨부분과 배낭의 마찰

로 인하여 마찰에 약한 나일론 소재인 쿨맥스 메쉬

니트에 보풀이 발생하여 미적으로 좋지 않으며, 견고

성도 약하기 때문이다.

5. 레이스 베스트
레이스 베스트는 의류보다는 용품에 가까우나 몸

sketch
detail

sketch
color fabric

subsidiary

materials

sleeve-

less

t-shirt

(Coolmax, n.d.)

front back
welding zipper

pocket

COOLMAX,

COOLMAX

mesh

reflective welding

(An author making)

<Table 8> Design Development for Sleeveless T-shirt

sketch
detail

sketch
color fabric

subsidiary

materials

short

sleeve

t-shirt

(Coolmax, n.d.)

front back double sleeve

COOLMAX,

COOLMAX

mesh

reflective welding

(An author making)

<Table 7> Design Development for Short Sleeve T-shirt



트레일 러닝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 개발

- 163 -

의 체온 조절 기능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

서는 트레일 러닝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 개발에 포

함시킨다. 버클(buckle) 여밈 구성의 레이스 베스트

는 배낭을 메고 달릴 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불

편함이 전혀 없으며, 베스트와 같이 착장하고 간단한

비상식과 물팩, 휴대폰, 지갑, 자동차 열쇠 등을 수납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서도 가벼워야 한다. 상단

에 두개의 물팩을 수납할 수 있는 입체 주머니와 하

단에 지퍼가 부착된 두개의 주머니로 구성하고, 등

안쪽과 어깨, 앞판의 안쪽을 모두 테크 메쉬 소재로

구성하여 통기가 원활하면서도 무게가 가볍도록 디

자인하였다. 착장 시 왼쪽 어깨 부분에는 호루라기를

부착하여 비상 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레깅스
레깅스는 긴기장과 7부, 무릎 위에 위치하는 짧은

기장이 대표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긴기장의 레깅스

를 디자인하였다. 긴 기장은 더운 여름에 더위로부터

취약할 수는 있으나 산이나 들판, 초원을 달릴 시 풀

숲으로부터 다리를 보호하고 나뭇가지 등에 바짓단

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이유로 많은 트

레일 러닝 활동자들이 착용한다. 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냉감 기능이 적용된 트리코트(tricot) 형의 라

이크라 나일론을 사용하여 쾌적함을 유지하고, 양방

향 스트레치를 적용하여 근육을 잡아줌으로써 움직

임이 많은 활동 시 편안함을 고려하였다. 움직임이

sketch
detail

sketch
color fabric

subsidiary

materials

race vest

(Hyosung,

n.d.-b)

front
pocket for water

pack
tech mesh buckles

(An author making)

<Table 9> Design Development for Race Vest

sketch
detail

sketch
color fabric

subsidiary

materials

leggings

(Lycra, n.d.)

front back secure zipperless pocket Lycra with tricot reflective welding

(An author making)

<Table 10> Design Development for Legg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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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격한 퍼포먼스가 반복되는 트레일 러닝 시 최

적화를 고려하여 근육 움직임에 따른 입체 절개 디

자인을 통해 운동 시 절개 봉제 부분과 피부의 접촉

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뒤 허리밴드 아래

안쪽으로 지퍼가 없는 스트레치 메쉬 니트소재 포켓

을 부착하여 배낭이나 레이스 베스트 착용 없이도

열쇠나 카드, 현금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숏팬츠
숏팬츠는 레깅스 위에 레이어드하여 입거나 단독

으로 착용 가능하다. 발수 코팅된 나일론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활동성의 편안함과 쾌적함을 고려

하였다. 숏팬츠의 사이드심(side-seam)에 지퍼와 메

쉬 소재의 거셋(gusset) 벤틸레이션을 구성하여 몸의

온도가 높아졌을 때 지퍼를 열어 몸의 체온 조절을

위한 즉각적인 통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안감으로

는 메쉬 소재를 적용하여 러닝 시 감기는 현상을 방

지하였다. 길이가 매우 짧은 스포츠웨어 조깅 숏팬츠

와 달리 무릎 위 기장으로 숏팬츠 단독으로도 착용

이 편안하도록 하였으며, 허리 밴드 안쪽의 스트링으

로 허리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바지 인심(in-

sketch
detail

sketch
color fabric

subsidiary

materials

shorts

(Hyosung, n.d.-c)

front back
side zipper for

ventilation

nylon stretch with

waterproof coating
waist string

(An author making)

<Table 12> Design of the Outdoor Wear for Trail Running

Design of the Outdoor Wear for Trail Running

Items

sleeveless T-shirt+

race vest+shorts

ultra lightweight jacket+short

sleeve round t-shirt+leggings

long sleeve halp zip-up

t-shirt+race vest+

shorts+leggings

(An author making)

<Table 11> Design Development for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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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 부분의 메쉬 소재 컬러 블록 패널은 트레일

러닝 시 통풍의 기능성과 함께 역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트레일 러닝을 위한 아웃도어 디자인

개발에 관한 것으로 실증연구와 문헌연구를 바탕으

로 트레일 러닝 활동자들의 니즈를 탐색하고 도출된

니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능성과 트렌드

를 반영한 트레일 러닝용 남성 아웃도어 웨어 디자

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에서는 트레일

러닝 활동자들의 의류관련 불편사항이나 니즈 도출

을 위하여 표면집단면접 및 아웃도어 웨어 관련 선

행연구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땀 배출 및 통기

성과 관련한 의류소재의 기능적 적합성 문제, 활동성

과 사이즈 관련 문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트레일

러닝을 즐기기 위한 의류의 휴대 문제, 전문적 기능

과 연계된 디자인의 문제 등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

야 할 요소로 요약되었다.

도출된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의 방

향으로 언제나 활동 가능하도록 휴대가 용이한 트레

일 러닝 웨어의 경량성과 팩커블성, 등산이나 다른

아웃도어와 차별화된 트레일 러닝의 활동성을 위한

인체공학적이며 콤팩트한 맞음새와 실루엣, 짧은 운

동 시간에 비하여 운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트레

일 러닝을 위한 의류 내에서 고기능 원단의 기능별

위치 적합성, 폭 넓은 운동 시간대를 고려하여 야간

활동시의 가시성과 신체 보호기능, 자연의 변화하는

날씨와 체온 변화로부터 신체보호를 위한 레이어링

시스템의 적용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요약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2016 S/S 액티브 스포츠와

아웃도어 트렌드 경향을 반영하여 테크 네이처를 컨

셉으로 초경량 재킷, 긴소매 반집업 티셔츠, 반팔 라

운드 티셔츠, 슬리브리스 티셔츠, 레이스 베스트, 레

깅스, 숏팬츠의 총 일곱 가지 아이템의 트레일 러닝

용 남성 아웃도어 웨어를 개발하였다.

디자인은 자연의 이미지와 볼드하며 역동적인 젊

은 이미지를 강조하였고 실버그레이, 네온 옐로우,

딥 스카이 블루, 레드, 블랙 컬러를 사용하였다. 트레

일 러닝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경량성과 팩커

블성의 용이, 활동 시의 편안함과 쾌적성, 고기능 소

재의 기능별 위치 적합성, 자연 활동에서의 체온 보

호를 위한 레이어링 시스템을 고려하여 통기성 향상

을 위해 메쉬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야간 활동과 사고 대응 시 가시성 확보를 위한 리플

렉티브를 적용하여 트레일 러닝 아웃도어 활동의 운

동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의류 디자

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디자인은 트레일 러닝 활동시

의 운동성과 이를 고려한 기능성, 다양한 환경에 대

응할 수 있는 신체 보호적 측면 및 패션성을 고려하

였을 뿐 아니라 가벼운 산행과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아웃도어 웨어 브랜드

들에서 등산이 아닌 트래킹, 캠핑과 같은 다양한 아

웃도어 활동을 위한 전문화된 의류를 조금씩 출시하

고는 있으나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확대 수요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트레일

러닝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그 요구에 기반을 두고 디

자인을 개발하여 세분화되는 아웃도어 웨어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여성 활동자들을 위한 디자인 개발 및 타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고기능성과 감성을 만족시키는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 개발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트레일 러닝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 개

발에 있어서 트렌디한 패션디자인 개발의 한계에서

벗어나 기능이 중요시 되는 패션 산업의 의류제품과

패션디자인이 결합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세

분화와 대중적 성장을 보이는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추세로 볼 때, 관련 의류 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이 고려되는 디자인 교육 또한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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