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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xpressions of racing girl uniforms that promote automobile brands shown at Seoul

and Busan motor sho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each of the design components expression, the glossy

and plain material, the achromatic color, and the dress style appeared most frequently in the uniform design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automobile brands. In the fashion image expression, sexy image appeared the

most, followed by modern image, romantic image, active image, elegance image and ethnic ima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following expressive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First, sexy images were used

in uniform design to express the streamline and speedy feeling of a car metaphorically. Second, modern

image, glossy material, and achromatic color were used for a uniform design to express advanced technology

and the future orientation of an automobile. Third, fashion images that match the automobile type empha-

sized the brand image of the car. Fourth, some of the manufacturers that prevailed in the automobile mar-

ket promoted several automobile brands exhibited with a unified uniform design that expressed the design

philosophy and concept. As such, the motor show racing girl uniform contributed to promoting automobile

brand identity and the automobile industry.

Key words: Motor show, Racing girl, Uniform design, Fashion image: 모터쇼,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패션이미지

I. 서 론

최근 자동차 산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

하고 있으며 자동차 디자인은 첨단기술과 더불어 동시

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감성적 요소가 회사의 경제적 가

치를 높이는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모터쇼

의 레이싱걸은 자동차 기업의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을

착용하고 해당 자동차를 홍보하는 고객과 기업 간의 연

결매개체로써 역할을 하게 되면서 레이싱걸 유니폼은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아이덴티티 중 하나

가 되고 있다. 자동차는 짧은 시간 동안 인간생활에 많

은 변화와 영향을 끼친 발명품으로 오늘날 자동차 소비

자의 관심은 기계장치, 기술을 넘어서 스타일과 디자인

에 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터쇼는 국내외의 자동차 및 자동차 브랜드들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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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생산 중이거나 연구개발 중에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새롭게 선보

이며 바이어도 참여하는 전시회로서, 컨셉트 카와 신차

모델, 현행모델, 자동차 액세서리 등을 보여준다. 바이어

들과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에게는 홍보가 이루

어지는 여러 목적을 가진 전시회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

이 모터쇼가 세계적이고 대중적인 이벤트가 되어감에 따

라 자동차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레이싱걸

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모터쇼의 꽃’이라 불

리며 레이싱걸을 보기 위해 모터쇼에 참관하는 사람들

이 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래 레이싱걸은

자동차 경주에서 자신이 속한 팀의 깃발 등을 들고 관람

객의 사진촬영에 응시하는 등의 역할에서 비롯되었는데,

모터쇼에서의 레이싱걸은 기업의 이미지나 자동차의 이

미지를 표현한 유니폼을 착용하고 해당 자동차를 홍보

하는 움직이는 이미지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국

내 모터쇼에서 레이싱걸은 자동차의 이미지보다는 상업

성에 의해 과도한 노출이나 의상 자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의상을 착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표방하는 유니

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자동차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

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 모터쇼 레이싱걸 유니폼 디

자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모

터쇼에 나타난 14개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들의 레이싱

걸 유니폼 사례들을 분석하여 자동차 제품이미지를 상

승시켜줄 수 있는 모터쇼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절차는 먼저 이론

연구로 모터쇼 개요와 모터쇼 레이싱걸 유니폼의 유래

와 역할을 알아보고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유니폼 디자인

의 구성요소와 패션이미지 항목을 분석틀로 모터쇼에

나타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모터쇼 개념과 발전

모터쇼는 자동차 전시회를 이르는 말로, 다른 이름으

로는 오토쇼(auto show)라고 불리며 ‘자동차와 소비자와

의 만남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Jeong, 2000).

19세기 말부터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상류층 젊은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자동차 레이스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차에 다양한 장식을 선보였

고 단순히 레이싱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진귀한 자

동차를 구경하기 위하여 관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중들을 위해 박람회장 같은 곳에서 따로 자동

차를 전시하기 시작한 것이 모터쇼의 기원이 되었다. 19세

기 말 최초로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부터 1995년

처음 열린 서울 모터쇼까지 모터쇼는 국내외 각지에서

각양각색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국외를 살펴보면 대표적

으로 손꼽히는 세계 5대 모터쇼가 있다. 먼저 매년 1월

에 개최되는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북아메리카 국제 오

토쇼(North American International Motor Show)’라는 정

식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디트로이트 모터쇼라고 더 잘

알려져 있다. 1907년을 시작으로 총 13일간 진행되는 승

용차 위주의 모터쇼이며 디트로이트 자동차 딜러협회

(Detroit Auto Dealer Association; DADA)에서 주관한다.

매년 열리는 수백 개의 모터쇼 중 가장 빠른 새해 첫 모

터쇼이기 때문에 한 해 자동차 업계의 트렌드를 읽는 중

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Detroit motor show”, n.d.).

매년 3월에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는 1931년 처음 개최되

었고 프랑크푸르트와 파리 모터쇼보다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4대 모터쇼에는

들지 못하지만,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에서 열리

는 모터쇼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며, 자국의 생산업체가

없지만 오히려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중립적인 관

점으로 자동차 생산동향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작

용하고 있다(“Geneva motor show”, n.d.).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1897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홀수 해 9월, 짝

수 해 5월 격년제로 개최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

터쇼이며 홀수 해의 9월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승용차

중심으로, 짝수 해의 5월에는 하노버에서 상용차 중심으

로 개최되고, 독일 브랜드들이 중심이 되어 기술적 측면

이 강조되는 모터쇼로 유럽 지역 자동차 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Frankfurt motor show”,

n.d.). 파리 모터쇼는 1898년 처음 시작되어 프랑크푸르

트 모터쇼와는 격년으로 열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

는 모터쇼이며 가장 많은 차종이 출품되어 ‘자동차 세계

박람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컨셉트 카보다는 양산차 위

주로 전시되는 성향이 강하며 이듬해 출시된 유럽 자동

차의 경향을 잘 보여준다(“Paris motor show”, n.d.). 마지

막으로 매년 11월경에 개최되는 도쿄 모터쇼는 1954년

‘전일본자동차쇼’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되어 매년 지

속되다가 1975년부터 승용차와 상용차를 분리하여 격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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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홀수 해 11월경에 개최되고 있다. 아시아 최고의 모

터쇼로 주도적 역할을 해왔는데 최근 중국의 베이징 모

터쇼, 상하이 모터쇼가 급부상함에 따라 주도권을 잃고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Tokyo motor show”, n.d.).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터쇼는 서울 모터쇼와 부산 모터

쇼가 있으며, 서울 모터쇼는 서울모터쇼조직위원회, 즉,

한국자동차산업협회(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

sociation; KAMA), 한국수입자동차협회(Korea Automo-

bile Impoters and Distibutors Association; KAIDA), 한국

자동차산업협동조합(Korea Auto Industries Coop. Asso-

ciation; KAICA)이 주최하는 자동차 전시회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세계자동차연합회(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s Constructeurs d'Automobiles; OICA)의 공인을 받아 개

최된다. 1995년 5월 KOEX(한국종합전시장)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였다(“Seoul motor show”, n.d.).

부산 모터쇼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자

동차 전시회이며, 부산시가 주최하며 벡스코, 한국자동

차공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

조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주관한다. 2001년 처

음 개최되었고 2003년 2회 대회가 열렸다. 서울 모터쇼

와 번갈아 개최하기 위해 2005년을 쉬고 2006년부터 다

시 격년제로 열리기 시작했다(“Busan International Motor

Show”, n.d.). 서울 모터쇼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내실 있

는 구성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터쇼로 자리매김했

다.

2. 모터쇼 레이싱걸 유래와 역할

본래 레이싱걸은 레이싱 경기 시작 직전 각 그리드에

서 출전선수의 국가명, 팀명, 혹은 선수명이 써진 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며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 이

유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는 ‘그리드 걸(grid girl)’

이다. <Fig. 1>을 보면 ‘그리드 걸’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는 레이싱걸을 볼 수 있다. 또한 레이싱걸은 레이싱

모델로도 불리우며 다른 역할은 경기장의 그리드, 패독

(paddock), 또는 피트(pit)에서 드라이버들을 태양으로부

터 보호해주기 위해 우산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면서 ‘엄

브렐라 걸(umbrella girl)’, ‘패독 걸’ 또는 ‘피트 걸’이라

고 불리기도 한다(“레이싱 모델 [Racing model]”, 2017).

최근 자동차 제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레이싱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더불어 레이싱 모델이라는 직업이 부상

되고 있다. 화려하게 튜닝된 자동차와 함께 최근 인터넷

인기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레이싱 모델은 연예

인 못지않은 팬을 거느리고 있으며 모터스포츠의 꽃으

로 대우받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Lee & Kim, 2006).

국제 모터쇼에 최초로 출품된 차는 현대에서 제작된

독자모델 ‘포니’였다(“Hyundai Heritage #2”, n.d.). <Fig.

2>는 1974년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 출품된 현대자

동차 ‘포니’(1200cc)로 한복을 입은 여성이 자동차 옆에

서 오늘날의 모터쇼 레이싱걸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에서 레이싱걸이 첫 선을 보인 것은 국제 공인 레이싱

경기가 처음으로 열린 1995년이다. 처음에는 활동하는

인원이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레이싱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95년 하반기에는 활동하는 레이싱 모델이 무

려 50~60명에 달했다고 한다. 2000년대 이후 IT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레이싱

걸의 인기가 급격히 치솟아 레이싱걸을 지망하는 젊은

여성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레이싱 모델

[Racing model]”, 2017).

자동차 산업의 발전으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각종 박

람회나 이벤트가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주최자의 의사

전달 방식도 관중의 감동을 중시하는 소비자 중심의 커

뮤니케이션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장의 해설자가 필요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시회, 박람회 등에 유니폼을 입

고 안내, 설명요원으로 모델들이 대거 투입되었고 피켓

걸, 엑스포 도우미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Fig.

3>은 서울 모터쇼의 개최 초기인 1999년 현대 티롤의 레

이싱걸이다. 모터쇼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의 관심을 전

시차량에 유도하고 전시차량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제

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는 레이싱

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동

차와 어울리는 이미지의 모델들에게 기업의 로고가 찍

히거나 색채가 적용된 유니폼을 입혀 브랜드를 소비자

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기업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

고 매우 다양한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자동차의 광고 효과와 홍보

의 장으로 모터쇼가 활용되고 있다. 모터쇼에서는 기업

과 브랜드들의 차량이 한 번에 전시되는 만큼 홍보 효

과의 일익을 담당하는 레이싱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

해지고 있는 것이다. Han and Park(2005)은 오늘날 유

니폼이 작업복의 기능뿐만 아니라 기업과 조직의 이미

지를 표현하는 홍보 목적으로 착용된다고 하였다. 따라

서 모터쇼에서의 레이싱걸 유니폼 의미와 중요성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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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크다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서울 모터쇼

와 부산 모터쇼의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총 14개의 레

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관련 요소들을 분석하는 사례연

구로 이루어졌다. 분석대상은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 표현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5개, 국

외 9개의 자동차 브랜드 유니폼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

으며 국내의 경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

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의 5개 브랜드, 국외는 BMW,

폭스바겐, 아우디, 토요타, 렉서스, 닛산, 인피니티, 포드,

링컨 등의 9개 브랜드로 하였다. 사례수집은 인터넷 사

이트, 모터쇼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기사, 레이싱걸 사

진을 주기적으로 업로드 하는 블로그를 통해 수집하였

다. 수집된 사례수는 처음 362점이었으나, 패션이미지

및 디자인 특성을 파악할 수 없거나 애매모호한 사례,

5개를 제외하고 총 357개의 레이싱걸 유니폼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패션이미지와 디자인 구성요소

의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고 상하의를 확인할 수 있는 고

화질의 정면 사진사례들로 채택하였으며 트레인이 있는

드레스나 패턴 등을 확인할 경우에는 옆모습이나 뒷모

습을 분석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라도 색상이 다르거나 배색의 위치 및 색상

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사례로 채택하였다. 사례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상학 전

공자 5인에 의해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전원이 판단한

사례들을 선정하였다.

2. 분석항목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

니폼 구성요소와 패션이미지의 분석항목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디자인 구성요소 분석은 소재, 색상, 스타일로 이루어

졌으며 소재는 사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재질감에 중점

을 두어 광택이 없으며 비침이 없고 평평한 느낌의 유연

한 소재를 플레인(plain), 진(jean)과 같이 거친 재질감의

소재를 러스틱(rustic), 비치는 투명소재를 시스루(seeth-

rough), 광택이 나는 소재를 글로시(glossy), 두 가지 이상

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를 소재혼합(mixed materials)으로

정의하였다. 색상은 Kim and Yang(2005)의 연구를 바탕

으로 무채색, 원색으로 분류하고 사례분석 중에 도출된

항목인 파스텔과 은색과 금색을 분석항목으로 추가하여

원색, 무채색, 금은색, 파스텔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단,

배색인 경우에는 면적이 큰 쪽의 색상을 기준으로 분류

하였다. 스타일은 Lim and Kim(2003)과 Kim and Kang

(2003)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슈트, 캐주얼웨어

로 분류하였고 사례수집에서 다수 발견된 드레스 항목

을 따로 분류하여 슈트, 드레스, 캐주얼웨어 3개의 항목

으로 분류하였다. 단, 슈트로 분류될 경우 상하의 색상이

다른 경우도 포함시켰다.

패션이미지는 의복과 관련한 의복이미지나 의복스타

일의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Lee

and Kim(1998)은 의복이미지를 클래식, 모던, 로맨틱, 에

스닉, 캐주얼, 댄디, 컨추리, 시크, 아방가르드, 페미닌, 프

리미티브, 내추럴, 엘레강스 이미지로 분류하였고 Kim

et al.(2010)은 미래지향적, 우아한, 현대적, 소박한, 낭만

적, 고전적 이미지로 나누었다. Jun and Yoo(2014)는 패

션이미지를 에스닉, 클래식, 모던, 퓨처리스틱, 섹시, 판

Fig. 1. Grid girl, 2013.

From Seo. (2013).

http://www.newsis.com

Fig. 2. Racing model, 1974.

From Hyundai Heritage #2. (n.d.).

http://brand.hyundai.com

Fig. 3. Racing girl, 1999.

From Hyundai - Tirol. (2011).

https://www.allcarind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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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틱, 키치의 7개의 이미지로 분류하였으며 Shin and

Kim(2013)은 베이직 캐주얼, 빈티지 퍼포머, 이지 쉬크,

생활레이디, 시티 오피스걸, 클럽마니아의 6개 패션이미

지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이미지 분석항목

을 Kim et al.(2010)과 Jun and Yoo(2014)의 연구를 바탕

으로 레이싱걸 유니폼과 관련이 부족한 ‘키치’ 이미지는

제외하고 ‘컨츄리’, ‘소박한’ 이미지는 ‘에스닉’ 이미지

에 포함하여 로맨틱(romantic), 엘레강스(elegance), 섹시

(sexy), 모던(modern), 액티브(active), 에스닉(ethnic)의 총

6가지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Table 1>은 디자인 구성요

소의 분석항목은 정리한 표이며, <Table 2>는 분류된 패

션이미지의 레이싱걸 유니폼 사례사진을 정리한 표이다.

IV. 모터쇼에 나타난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분석

1. 레이싱걸 유니폼 사례분포도와 출현빈도 연도

별 변화추이

자동차 브랜드 레이싱걸 유니폼 사례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국내 147개, 국외 경우 210개로 모두 357개

의 사례들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Fig. 4>는 국내 자동

차브랜드의 레이싱걸 유니폼 사례분포도로 한국지엠이

41개(27.9%)로 가장 많았으며, 기아자동차 35개(23.8%),

르노삼성자동차 29개(19.7%), 현대자동차 25개(17.0%),

쌍용자동차 17개(11.6%) 순으로 나타났다. <Fig. 5>는 국

외 자동차의 출현사례 분포도로 폭스바겐이 42개(20.0%)

로 가장 많았으며, 닛산이 32개(15.2%), 포드 24개(11.4%),

아우디 22개(10.5%), 토요타 22개(10.5%), 인피니티 21개

(10.0%), 렉서스 19개(9.0%), BMW 17개(8.1%), 링컨 11개

(5.2%)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브랜드 레이싱걸 유니폼 사례들의 6년간

출현빈도 변화추이<Fig. 6>를 보면 2014년 부산 모터쇼

에 불참한 쌍용자동차의 출현빈도로 인한 급격한 변화와

2013년 이후 유니폼 사례수가 줄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제

외하고는 브랜드 3개사의 사례들은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2011년, 2013년 홀수 해의 출현빈도 증가

는 행사규모가 부산 모터쇼보다 큰 서울 모터쇼가 홀수

해에 이루어진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외 자

동차 9개 브랜드의 레이싱걸 유니폼 출현분포도<Fig. 7>

Table 1. Analysis items of design components

Components Items

Materials Plain Rustic See-through Glossy Mixed

Colors Primary Achromatic Gold & Silver Pastel

Styles Suit Dress Casual wear

Table 2. Fashion images of the racing girl uniforms

 Fashion images

Romantic Elegance Sexy Modern Active Ethnic

Toyota, 2015.

From Choi.

(2015). http://

www.mhj21.com

SSangyong, 2013.

From Oh.

(2013). http://

www.autodiary.kr

INFINITI, 2016.

From Hong.

(2016). http://

www.ilyosisa.co.kr

Hyundai, 2015.

From Kim.

(2015). http://

www.thegolftimes.

co.kr

GM Korea, 2011.

From Choi.

(2011). http://

kr.aving.net

SSangyong, 2013.

From Kwon.

(2013). http://

autotimes.hankyung.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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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국내 자동차 브랜드 레이싱걸 유니폼과 유사한

변화추이를 폭스바겐, 포드, 아우디, BMW, 인피니티의

5개사에서 보였다. 닛산, 토요타, 렉서스, 링컨은 상반된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국외 브랜드 중에서도 유럽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국내 브랜드와 유사한 변화추이를 보

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징적인 점은 현대자동차가 2014년, 2012년 출현빈

도가 4개, 3개로 축소되다가 2016년에는 2개로 축소되

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레이싱걸 유니폼의 디자인

에 자사 정체성을 통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자 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스타일의 레이싱걸 유니

폼을 선보인 자동차 브랜드들은 브랜드 이미지보다 출

품한 차종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유니폼으로 모터쇼 참

관자들의 눈길을 끌고자 했다.

2.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구성요소와 패션이미

지 출현양상

1) 소재

<Table 3>은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레이싱걸 유니폼 디

자인 구성요소 중 소재항목의 출현빈도 분포표이다. 국

내 브랜드는 전체 사례의 개수인 147개 중, 글로시 소재

Fig. 4. Distribution of the cases in domestic brands.

Fig. 5. Distribution of the cases in foreig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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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rend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the cases (domestic brands).

Fig. 7. Trend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the cases (foreig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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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36.1%), 플레인 소재 46개(31.3%), 소재혼합 29개

(19.7%), 시스루 14개(9.5%), 러스틱 5개(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 브랜드의 경우에도 전체 210개의 사례 중,

글로시 소재가 78개(37.1%), 이어서 플레인 소재 68개

(32.4%), 소재혼합 52개(24.8%) 시스루 10개(4.8%), 러스

틱 2개(0.9%)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브랜드를 비교하여 보면, 국내외 브랜드 모두

글로시 소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의 첨단기술과 관련된 미래적인 이미지와 연관된 것으

로 보인다.

<Fig. 8>−<Fig. 9>는 국내외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구성요소 소재의 6년간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징

적인 점은 국내의 경우 글로시 소재 사용이 비슷한 출현

빈도로 6년 연속해서 나타났으나 국외 브랜드의 경우는

2014년 이후 점차적으로 줄고 있었다는 것이다. 상대적

으로 국외 브랜드의 경우 플레인 소재와 소재혼합 사용

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나타났다. 국내외 브랜드의 유

사점은 시스루 소재 사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는 것이다. 러스틱 소재는 국내 브랜드에서 2012년과

2014년에 2016년 격년제로 즉, 부산 모터쇼에서 주로 나

타났고 국외 브랜드에서 2014년 이후 발견하기 어려웠

다. 러스틱 소재는 주로 데님 소재 사용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경기의 거친 이미지와 관련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색상

<Table 4>는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레이싱걸 유니폼 디

자인 구성요소 중 색상항목의 출현빈도를 정리한 표이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 전체적으로 147개의 사례들 중, 무

채색이 77개(52.4%)로 가장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어서 원색 35개(23.8%), 파스텔 26개(17.7%), 금은색

9개(6.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 브랜드 경우는 총

210개의 사례 중, 무채색이 148개(70.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원색 32개(15.2%), 파스텔 17개(8.1%),

마지막으로 금은색 13개(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본

적인 색상항목의 출현빈도 분포도 순위는 국내외의 경

우가 동일하나 국외의 경우 무채색 사용이 70.5%로 국

내 52.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국내 브랜드

의 경우는 원색과 파스텔색이 각각 23.8%, 17.7%로 국외

브랜드 15.2%, 8.1%보다 많았으며 파스텔 색상은 두 배

이상 높았다.

국내외 브랜드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구성요소 색

상의 6년간 변화추이<Fig. 10>−<Fig. 11>을 보면 국내외

유니폼 모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채색이 모두 가

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국외 브랜드의 경우에 비해 국내

브랜드 유니폼의 무채색 사용분포도 비율이 2012년 이후

점차적으로 많아졌다. 국외 브랜드의 경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내내 압도적인 무채색 사용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 브랜드 모두 파스텔 색상의 사용분

포가 줄고 있는데 2015년에는 국내외 브랜드 모두 파스

텔 사용사례가 없었다. 2012년에는 국내는 원색 사용이

35.0%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외 브랜드는 사용사례가 없

었다.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레이싱걸 유니폼에서 이 같

은 차이가 보이는 이유는 국내 레이싱걸 유니폼에서는

Table 3. Distribution of materials in the cases from 2011 to 2016

Years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Materials n (%) n (%) n (%) n (%) n (%) n (%) N (%)

Domestic

brands

Plain 8 (026.7) 8 (040.0) 13 (038.3) 8 (032.0) 7 (038.9) 2 (010.0) 46 (031.3)

Glossy 13 (043.3) 8 (040.0) 10 (029.4) 8 (032.0) 6 (033.3) 8 (040.0) 53 (036.1)

See-through 5 (016.7) 2 (010.0) 3 (008.8) 0 (000.0) 1 (005.6) 3 (015.0) 14 (009.5)

Mixed 4 (013.3) 1 (005.0) 8 (023.5) 7 (028.0) 4 (022.2) 5 (025.0) 29 (019.7)

Rustic 0 (000.0) 1 (005.0) 0 (000.0) 2 (008.0) 0 (000.0) 2 (010.0) 5 (003.4)

Total 30 (100.0) 20 (100.0) 34 (100.0) 25 (100.0) 18 (100.0) 20 (100.0) 147 (100.0)

Foreign

brands

Plain 9 (025.0) 6 (017.6) 15 (035.7) 11 (033.3) 13 (037.1) 14 (046.7) 68 (032.4)

Glossy 14 (038.9) 12 (035.3) 18 (042.9) 15 (045.5) 13 (037.1) 6 (020.0) 78 (037.1)

See-through 3 (008.3) 3 (008.8) 1 (002.4) 2 (006.1) 1 (002.9) 0 (000.0) 10 (004.8)

Mixed 9 (025.0) 13 (038.2) 7 (016.7) 5 (015.2) 8 (022.9) 10 (033.3) 52 (024.8)

Rustic 1 (002.8) 0 (000.0) 1 (002.4) 0 (000.0) 0 (000.0) 0 (000.0) 2 (000.9)

Total 36 (100.0) 34 (100.0) 42 (100.0) 33 (100.0) 35 (100.0) 30 (100.0) 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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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rend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materials in the cases (domestic brands).

Fig. 9. Trend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materials in the cases (foreign brands).

Table 4. Distribution of colors in the cases from 2011 to 2016

Years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Colors n (%) n (%) n (%) n (%) n (%) n (%) N (%)

Domestic

brands

Primary 2 (006.7) 7 (035.0) 12 (035.3) 5 (020.0) 6 (033.3) 3 (015.0) 35 (023.8)

Chromatic 15 (050.0) 8 (040.0) 16 (047.1) 13 (052.0) 11 (061.1) 14 (070.0) 77 (052.4)

Gold & Silver 2 (006.7) 1 (005.0) 2 (005.9) 3 (012.0) 1 (005.6) 0 (000.0) 9 (006.1)

Pastel 11 (036.6) 4 (020.0) 4 (011.7) 4 (016.0) 0 (000.0) 3 (015.0) 26 (017.7)

Total 30 (100.0) 20 (100.0) 34 (100.0) 25 (100.0) 18 (100.0) 20 (100.0) 147 (100.0)

Foreign

brands

Primary 7 (019.4) 0 (000.0) 11 (026.2) 6 (018.1) 5 (014.3) 3 (010.0) 32 (015.2)

Chromatic 23 (063.9) 27 (079.4) 25 (059.5) 20 (060.6) 28 (080.0) 25 (083.4) 148 (070.5)

Gold & Silver 0 (000.0) 1 (002.9) 4 (009.5) 5 (015.2) 2 (005.7) 1 (003.3) 13 (006.2)

Pastel 6 (016.7) 6 (017.7) 2 (004.8) 2 (006.1) 0 (000.0) 1 (003.3) 17 (008.1)

Total 36 (100.0) 34 (100.0) 42 (100.0) 33 (100.0) 35 (100.0) 30 (100.0) 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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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색의 사용으로 자사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례

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무채색 사용이 국내 브랜

드의 경우 2012년 이후 점차 사용비율이 높아졌다는 것

이 특징적인 것으로 자동차의 첨단적 이미지를 표현하

는데 무채색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스타일

<Table 5>는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구성요소 스타일

항목의 출현빈도 표이다. 국내 브랜드는 전체 147개 중

에서, 드레스가 94개(63.9%)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캐

주얼웨어가 47개(32.0%), 마지막으로 슈트가 6개(4.1%)

로 나타났다.

국외 브랜드 또한 전체 210개의 사례 중, 드레스가

150개(71.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캐주얼웨어가

51개(24.3%), 슈트가 9개(4.3%)의 순으로 나타나 국내외

출현빈도 분포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Fig. 12>−<Fig. 13>은 각각 국내와 국외의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구성요소 스타일의 연도별 변화추이 분

석결과이며, 국내외 브랜드 모두 전반적으로 유사한 변

화추이를 보였다. 인상적인 점은 국내 브랜드의 경우는

캐주얼웨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국외의

경우는 드레스 스타일이 비교적 많이 나타났다. 2015년

과 2016년에는 국내외의 캐주얼 스타일과 드레스 스타

일이 상반된 추세로 나타났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이

Fig. 10. Trend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colors in the cases (domestic brands).

Fig. 11. Trend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colors in the cases (foreig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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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istribution of styles in the cases from 2011 to 2016

Years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Materials n (%) n (%) n (%) n (%) n (%) n (%) N (%)

Domestic

brands

 Suits 2 (006.7) 0 (000.0) 1 (002.9) 1 (004.0) 1 (005.5) 1 (005.0) 6 (004.1)

Dresses 18 (060.0) 12 (060.0) 23 (067.7) 16 (064.0) 10 (055.6) 15 (075.0) 94 (063.9)

Casual wear 10 (033.3) 8 (040.0) 10 (029.4) 8 (032.0) 7 (038.9) 4 (020.0) 47 (032.0)

Total 30 (100.0) 20 (100.0) 34 (100.0) 25 (100.0) 18 (100.0) 20 (100.0) 147 (100.0)

Foreign

brands

 Suits 1 (002.8) 1 (002.9) 1 (002.4) 1 (003.0) 3 (008.6) 2 (006.7) 9 (004.3)

Dresses 28 (077.8) 24 (070.6) 32 (076.2) 22 (066.7) 25 (071.4) 19 (063.3) 150 (071.4)

Casual wear 7 (019.4) 9 (026.5) 9 (021.4) 10 (030.3) 7 (020.0) 9 (030.0) 51 (024.3)

Total 36 (100.0) 34 (100.0) 42 (100.0) 33 (100.0) 35 (100.0) 30 (100.0) 210 (100.0)

Fig. 12. Trend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styles in the cases (domestic brands).

Fig. 13. Trend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styles in the cases (foreig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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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국내외 모두 드레스가 압도적으로 큰 비율로 나

타났고 슈트가 적게 나타났다는 것인데 이것은 드레스

종류가 가지는 여성적인 섹시미가 액티브한 자동차의 이

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었고 이것이 브랜드 이미지와 연

결된 것으로 보인다.

4) 패션이미지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레이싱걸 유니폼의 패션이미지

출현빈도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 섹시이미지 43개(29.3%), 모던이미지 35개(23.8%),

액티브이미지 25개(17.0%), 엘레강스이미지 21개(14.3%),

로맨틱이미지 20개(13.6%), 에스닉이미지 3개(2.0%)의

순으로, 국외 브랜드의 경우는 섹시이미지 79개(37.6%),

모던이미지 55개(26.2%), 엘레강스이미지 23개(11.0%),

액티브이미지 22개(10.5%), 로맨틱이미지 26개(12.4%),

에스닉이미지 5개(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레이싱걸 유니폼 패션이미지는 섹시이미지가 국내외

모두 큰 비율로 나타났는데 국외 브랜드가 37.6%로 국

내 29.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다. 반면 국내 브랜드는 액티브이미지가 국외 10.5%

에 비해 17.0%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국내외 브랜

드를 비교해봤을 때, 특징적인 점은 섹시이미지와 모던

이미지가 우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의 유선형 이

미지와 속도감을 표현하는데 섹시이미지와 모던이미지

가 활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것은 국내 브

랜드는 섹시이미지와 모던이미지 다음으로 액티브이미

지, 로맨틱이미지가 나타났고 국외 브랜드의 경우는 로

맨틱이미지, 엘레강스이미지가 이어서 나타났다는 것이

다. 이것은 국외 브랜드 9개 중 4개의 브랜드가 일본에

서 생산되는 브랜드로 이들 브랜드는 여성스러운 로맨

틱이미지와 엘레강스이미지의 레이싱걸 유니폼을 상대

적으로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Fig. 14>−<Fig. 15>는 각각 국내와 국외의 레이싱걸

유니폼 패션이미지의 연도별 출현빈도 변화추이이다.

자동차 브랜드 모두 로맨틱이미지 비율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상대적으로 줄고 있었으며 그 외의 이미지들

은 국내외 브랜드를 비교해볼 때 같은 추세로 변화되지

않았다. 2011년 국내 브랜드의 섹시이미지가 높은 비율

로 나타났을 때, 국외 브랜드는 모던이미지가 강세를 보

였다. 2013년에는 2011년과 상반된 추세를 보였고 2015년

에도 국내가 모던이미지가 강세일 때 국외는 섹시이미지

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패션이미지는 국내

외 브랜드를 자율적인 디자인 전략에 의해 변화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다만 모던이미지와 섹시이미지가 번갈아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대목이다. 특징적으로 에스닉이

미지가 국내 브랜드의 경우 2013년에, 국외 브랜드 경우

2011년, 2013년, 2014년에 간헐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며 액티브이미지는 국내 브랜드의 경우 2013년, 2014년

에 비율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국외 브랜드의 경우 2013년

에 많이 나타났다.

Table 6. Distribution of fashion images in the cases from 2011 to 2016

Years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Total

Materials n (%) n (%) n (%) n (%) n (%) n (%) N (%)

Domestic

brands

Romantic 6 (020.0) 5 (025.0) 4 (011.8) 2 (008.0) 1 (005.6) 2 (010.0) 20 (013.6)

Elegance 3 (010.0) 4 (020.0) 4 (011.8) 2 (008.0) 3 (016.6) 5 (025.0) 21 (014.3)

Sexy 10 (033.3) 5 (025.0) 7 (020.6) 11 (044.0) 5 (027.8) 5 (025.0) 43 (029.3)

Modern 5 (016.7) 4 (020.0) 10 (029.4) 5 (020.0) 8 (044.4) 3 (015.0) 35 (023.8)

Active 6 (020.0) 2 (010.0) 7 (020.6) 5 (020.0) 1 (005.6) 4 (020.0) 25 (017.0)

Ethnic 0 (000.0) 0 (000.0) 2 (005.9) 0 (000.0) 0 (000.0) 1 (005.0) 3 (002.0)

Total 30 (100.0) 20 (100.0) 34 (100.0) 25 (100.0) 18 (100.0) 20 (100.0) 147 (100.0)

Foreign

brands

Romantic 7 (019.4) 7 (020.6) 3 (007.1) 5 (015.2) 2 (005.7) 2 (006.7) 26 (012.4)

Elegance 0 (000.0) 6 (017.6) 6 (014.3) 3 (009.1) 4 (011.4) 4 (013.3) 23 (011.0)

Sexy 6 (016.7) 15 (044.1) 18 (042.9) 14 (042.4) 17 (048.6) 9 (030.0) 79 (037.6)

Modern 15 (041.7) 5 (014.7) 8 (019.0) 9 (027.3) 8 (022.9) 10 (033.3) 55 (026.2)

Active 5 (013.9) 1 (002.9) 6 (014.3) 1 (003.0) 4 (011.4) 5 (016.7) 22 (010.5)

Ethnic 3 (008.3) 0 (000.0) 1 (002.4) 1 (003.0) 0 (000.0) 0 (000.0) 5 (002.4)

Total 36 (100.0) 34 (100.0) 42 (100.0) 33 (100.0) 35 (100.0) 30 (100.0) 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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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레이싱걸 유니폼 패션이미지와 디자인

구성요소 상관성 분석

1) 패션이미지와 소재

<Table 7>은 패션이미지별 소재 출현빈도 분포를 알

아본 것이며 <Fig. 16>−<Fig. 17>은 각각 국내와 국외 브

랜드의 레이싱걸 유니폼의 패션이미지와 디자인 구성

요소인 소재 표현항목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것이다.

엘레강스이미지, 섹시이미지, 모던이미지는 국내 브

랜드와 국외 브랜드가 유사하게 소재 표현항목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엘레강스이미지에서는 글로시 소재와

플레인 소재가 표현항목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섹시이미

지에서는 글로시 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모던이

미지에서는 플레인 소재와 글로시 소재가 가장 많이 사

용되었다.

로맨틱이미지, 액티브이미지, 에스닉이미지에서는 국

내와 국외 자동차 브랜드가 서로 다른 소재 표현항목과

관련되었다. 국내의 경우는 로맨틱 패션이미지 소재 표

현항목으로 시스루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국외의 경

우는 소재혼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로맨틱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시스루를 중

심으로 표현하였으나 국외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시스

루 소재와 글로시, 레이스 소재 등을 결합하여 로맨틱이

미지를 표현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액티브이미지에서

Fig. 14. Trend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fashion images in the cases (domestic brands).

Fig. 15. Trends of changing the distribution of tfashion images in the cases (foreign br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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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내의 경우는 글로시 소재와 러스틱 소재 순서로 비

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국외의 경우는 글로시 소재와 플

레인 소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액티브이미지는 국내

브랜드와 다르게 플레인과 글로시가 같은 비율로 나타

났는데 그 이유는 국내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플레인 느

낌의 소재를 사용한 스타일로 액티브이미지를 표현하

였으나 국외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레더 소재로 액티브

이미지를 표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에스닉이

미지에서는 국내의 경우는 글로시와 소재혼합에서 나

타났고 국외의 경우는 플레인, 글로시 소재 순으로 나타

났다.

2) 패션이미지와 색상

<Table 8>은 패션이미지별 색상 출현빈도 분포를 알

아본 것이며 <Fig. 18>−<Fig. 19>는 각각 국내와 국외 브

랜드의 레이싱걸 유니폼의 패션이미지와 디자인 구성

요소 색상 표현항목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섹시이미지, 모던이미지는 색상 표현항목도 소재표현

Table 7. Distribution of materials by fashion image

Images Romantic Elegance Sexy Modern Active Ethnic Total(%)

Materials n (%) n (%) n (%) n (%) n (%) n (%) N (%)

Domestic

brands

Plain 6 (030.0) 5 (023.8) 9 (020.9) 14 (040.0) 12 (048.0) 1 (033.3) 47 (032.0)

Rustic 0 (000.0) 0 (000.0) 0 (000.0) 0 (000.0) 5 (020.0) 0 (000.0) 5 (003.4)

See-through 6 (030.0) 3 (014.3) 3 (007.0) 1 (002.9) 0 (000.0) 0 (000.0) 13 (008.8)

Glossy 5 (025.0) 11 (052.4) 21 (048.8) 10 (028.6) 6 (024.0) 1 (033.3) 54 (036.7)

Mixed 3 (015.0) 2 (009.5) 10 (023.3) 10 (028.6) 2 (008.0) 1 (033.3) 28 (019.0)

Total 20 (100.0) 21 (100.0) 43 (100.0) 35 (100.0) 25 (100.0) 3 (100.0) 147 (100.0)

Foreign

brands

Plain 4 (015.4) 10 (043.5) 17 (021.5) 27 (049.1) 9 (040.9) 3 (060.0) 70 (033.3)

Rustic 0 (000.0) 0 (000.0) 0 (000.0) 0 (000.0) 2 (009.1) 0 (000.0) 2 (001.0)

See-through 3 (011.5) 2 (008.7) 3 (003.8) 2 (003.6) 2 (009.1) 0 (000.0) 12 (005.7)

Glossy 6 (023.1) 10 (043.5) 38 (048.1) 15 (027.3) 7 (031.8) 2 (040.0) 78 (037.1)

Mixed 13 (050.0) 1 (004.3) 21 (026.6) 11 (020.0) 2 (009.1) 0 (000.0) 48 (022.9)

Total 26 (100.0) 23 (100.0) 79 (100.0) 55 (100.0) 22 (100.0) 5 (100.0) 210 (100.0)

Fig. 16. Comparison of Correlation between the fas-

hion images and the materials (domestic br-

ands).

Fig. 17. Comparison of Correlation between the fas-

hion images and the materials (foreign bra-

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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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국내 브랜드와 국외 브랜드가 유사하게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섹시이미지는 무채색의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검정색과의 배색이나 블랙계열 색상을

사용하여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

났다. 모던이미지에서도 무채색을 사용하여 심플한 이미

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로맨틱이미지에서는 국내 브랜

드는 파스텔 색상, 국외 브랜드는 무채색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서로 다른 소재 표현항목으로 나타났다. 엘

레강스이미지에서는 국내 브랜드와 국외 브랜드 동일

하게 무채색의 사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원색과 파스

텔 색상도 관련 표현항목으로 나타났으나 국외의 경우

는 파스텔 색상도 관련 항목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국내

브랜드와 차이가 있었다. 액티브이미지는 국내 브랜드

경우 원색과 무채색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국외 브랜

드의 경우는 무채색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에스

닉이미지는 국내 브랜드 경우 원색 사용, 국외 브랜드의

경우는 무채색을 사용한 자연물 패턴이 주로 나타났다.

3) 패션이미지와 스타일

<Table 9>는 패션이미지별 스타일 출현빈도 분포를 알

아본 것이며, <Fig. 20>−<Fig. 21>은 각각 국내와 국외 브

랜드의 레이싱걸 유니폼의 패션이미지와 디자인 구성요

소인 스타일 표현항목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것이다.

레이싱걸 유니폼의 패션이미지에 나타나 스타일 표

Fig. 18. Comparison of Correlation between the fash-

ion images and the colors (domestic brands).

Fig. 19. Comparison of Correlation between the fash-

ion images and the colors (foreign brands).

Table 8. Distribution of colors by fashion image

Images Romantic Elegance Sexy Modern Active Ethnic Total

Colors n (%) n (%) n (%) n (%) n (%) n (%) N (%)

Domestic

brands

Primary 1 (005.0) 4 (019.0) 11 (025.5) 6 (017.2) 10 (040.0) 2 (066.7) 34 (023.1)

Chromatic 5 (025.0) 10 (047.7) 28 (065.1) 23 (065.7) 11 (044.0) 1 (033.3) 78 (053.1)

Gold & Silver 0 (000.0) 3 (014.3) 2 (004.7) 4 (011.4) 0 (000.0) 0 (000.0) 9 (006.1)

Pastel 14 (070.0) 4 (019.0) 2 (004.7) 2 (005.7) 4 (016.0) 0 (000.0) 26 (007.7)

Total 20 (100.0) 21 (100.0) 43 (100.0) 35 (100.0) 25 (100.0) 3 (100.0) 147 (100.0)

Foreign

brands

Primary 5 (019.2) 2 (008.7) 12 (015.2) 8 (014.5) 2 (009.1) 1 (020.0) 30 (014.3)

Chromatic 14 (053.8) 17 (073.9) 55 (069.6) 41 (074.5) 17 (077.3) 4 (080.0) 148 (070.5)

Gold & Silver 0 (000.0) 0 (000.0) 8 (010.1) 4 (007.3) 0 (000.0) 0 (000.0) 12 (005.7)

Pastel 7 (026.9) 4 (017.4) 4 (005.1) 2 (003.6) 3 (013.6) 0 (000.0) 20 (009.5)

Total 26 (100.0) 23 (100.0) 79 (100.0) 55 (100.0) 22 (100.0) 5 (100.0) 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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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항목은 액티브이미지를 제외한 모든 이미지에서 국

내와 국외 브랜드가 동일하게 드레스의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액티브이미지에서 국내 브랜드는 캐주얼웨

어, 국외 브랜드는 드레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는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팬츠(pants)의 착

용이 많이 나타났으며 원피스 위에 캐주얼 재킷을 착용

하여 액티브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특히 SUV 차량을 홍

보하는 레이싱걸 유니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SUV 차량의 캐주얼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유니폼에서

도 살려 캐주얼 스타일로 표현되었다. 국외 브랜드 경우

는 활동적인 액티브이미지에서도 드레스의 비율이 많이

나타났는데 가죽 소재를 사용한 원피스 드레스로 디자

인된 사례들이 많았다.

4. 2011~2016년 모터쇼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표현특징

앞 절에서 진행되었던 유니폼 디자인 구성요소와 패

션이미지 항목들의 양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Fig. 22>의

모터쇼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표현특징을 밝혔다.

위에서 도출된 모터쇼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네 가

지 표현특징은 다음과 같은 실증적 사례들로 논의 정리

하였다.

1) 자동차의 유선형과 속도감의 은유적 표현

국내외 브랜드를 비교해봤을 때, 특징적인 점은 섹시

이미지가 우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의 유선형 이미

Fig. 20. Comparison of Correlation between the fash-

ion images and the styles (domestic brands).

Fig. 21. Comparison of Correlation between the fash-

ion images and the styles (foreign brands).

Table 9. Distribution of styles by fashion image

Images Romantic Elegance Sexy Modern Active Ethnic Total

Styles n (%) n (%) n (%) n (%) n (%) n (%) N (%)

Domestic

brands

 Suits 0 (000.0) 1 (004.8) 0 (000.0) 2 (005.7) 2 (008.0) 0 (000.0) 5 (003.4)

Dresses 19 (095.0) 19 (090.4) 28 (065.1) 25 (071.4) 1 (004.0) 3 (100.0) 95 (064.6)

Casual wear 1 (005.0) 1 (004.8) 15 (034.9) 8 (022.9) 22 (088.0) 0 (000.0) 47 (032.0)

Total 20 (100.0) 21 (100.0) 43 (100.0) 35 (100.0) 25 (100.0) 3 (100.0) 147 (100.0)

Foreign

brands

 Suits 0 (000.0) 1 (004.3) 0 (000.0) 7 (012.7) 2 (009.1) 0 (000.0) 10 (004.8)

Dresses 26 (100.0) 21 (091.4) 55 (069.6) 43 (078.2) 2 (009.1) 3 (060.0) 150 (071.4)

Casual wear 0 (000.0) 1 (004.3) 24 (030.4) 5 (009.1) 18 (081.8) 2 (040.0) 50 (023.8)

Total 26 (100.0) 23 (100.0) 79 (100.0) 55 (100.0) 22 (100.0) 5 (100.0) 2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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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속도감을 표현하는데 섹시이미지가 활용되었기 때

문으로 보인다. 2010년 이후 투싼ix가 ‘Sexy utility vehi-

cle’이라는 브랜드 컨셉을 기반으로 차의 주행력, 기능의

우수성 등 성능 관련 메시지를 섹시하고 잘 빠진 차라는

연상이미지로 부각시키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례분석 결

과와도 관련되는 것이다. 레이싱걸 유니폼의 섹시이미지

는 자동차의 유선형과 속도감을 연상하는 이미지와 관련

되어 표현되었다. <Fig. 23>은 2012년 토요타의 유니폼

으로 자동차 레이싱의 상징요소 중 하나인 그리드 패턴

을 섹시한 의상에 배치하여 자동차의 속도감을 연상시키

는 섹시이미지를 표현하였다. <Fig. 24>는 2013년 토요

타 유니폼이다. 자동차의 속도감과 자동차의 유선형을 연

상시키는 선들을 은유적으로 활용하여 섹시한 감성의 스

포티 자동차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Fig. 25>는 2015년

렉서스의 유니폼으로 여성 인체를 그대로 드러나는 글

래머러스하고 섹시한 가죽 점프 슈트로 자동차의 다이

나믹한 속도감과 유연한 라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Fig. 26>은 2016년 포드의 시스루 소재와 가죽 소

재를 스타일링으로 조합하여 인체를 드러나게 디자인한

섹시이미지의 레이싱걸 유니폼이다.

2) 자동차 브랜드의 첨단기술과 미래지향성 표현

모터쇼는 국내외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새로이 개발된

자동차를 선보이고 자사 신제품의 첨단기술과 미래지향

성을 집약적으로 홍보하는 자리로 레이싱걸 유니폼은 바

이어와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커뮤니케

이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 모터쇼 레이싱걸 유니폼 디

자인은 자동차 브랜드들의 첨단기술과 미래성을 보여주

는 디자인 방법으로 글로시 소재와 무채색이 디자인 구

성요소로 주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Fig. 27>은

2016년 부산 모터쇼에서 한국 토요타의 레이싱걸이 퍼

스널 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i-Road’를 소개하는 장면

이다.

흰색과 블랙으로 심플하게 디자인된 모던이미지의 튜

닉은 미래적 기술을 상징하는 인텔리전트 감성을 표현

하였다. <Fig. 28>은 아우디의 2015년 유니폼이다. 흰색

셔츠 칼라가 장식된 회색 원피스에 같은 색상의 롱 재킷

은 미래적 감성의 기술을 표현하였고 하이테크 업무 종

사자를 연상시키고 있다. <Fig. 29>는 2011년 기아자동

차의 레이싱걸로 글로시 소재의 상의와 레깅스로 미래

적 감성과 첨단기술을 표현하였다. <Fig. 30>은 2013년

Fig 22. The characteristics of motor show racing uniform design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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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유니폼으로 글로시 소재와 어깨가 과장

된 미니멀 드레스는 첨단기술이 담긴 미래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3) 자동차 디자인 컨셉에 따른 패션이미지 활용

자동차 디자인은 패션트렌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지며 패션트렌드는 다양한 패션이미지에 의해 시각적

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니폼 디자인 사례들에서는 자동차 브랜드가 표방하

는 디자인 컨셉 표현을 위하여 패션이미지가 활용되었

다. 이러한 사레들은 자동차 브랜드의 신차홍보에서 적

극적으로 나타났다. <Fig. 31>은 2011년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

합한 스포티하면서 럭셔리한 스타일의 중형 컨셉트 카

블루 스퀘어 HND6로 흰색의 순수함을 보여주는 유니

폼은 자연친화적인 자동차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Fig.

32>는 2011 서울 모터쇼에서 한국지엠이 공개한 컨버터

블 스포츠카 시보레 미래로 이 차는 경차 시보레 스파크

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카의 독특한 스타일을 가졌는데

경차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차의 컨셉트

다. 레이싱걸에게 스포티한 감성의 액티브이미지로 표

현된 독특한 유니폼을 착용시켜 자동차 디자인의 이미

지를 강조하였다. 2013년 서울 모터쇼에서 쌍용자동차

는 <Fig. 33>의 체어맨 서밋을 발표하였는데 체어맨의

럭셔리하고 우아한 디자인 컨셉을 엘레강스이미지의 레

이싱걸 유니폼으로 표현하였다. 2016년 폭스바겐은 부

Fig. 23. Toyota, 2012.

From Byun. (2012).

http://news.hankyung.com

Fig. 24. Toyota, 2013.

From Yoon. (2013).

http://www.koreaherald.com

Fig. 25. Lexus, 2015.

From Ko. (2015).

http://www.encarmagazine.com

Fig. 26. Ford, 2016.

From AutoTribune. (2016).

http://www.autotribune.co.kr

Fig. 27. Toyota, 2016.

From Son. (2016).

http://www.newscj.com

Fig. 28. Audi, 2015.

From Nam. (2015).

http://biz.newdaily.co.kr

Fig. 29. KIA, 2011.

From C. E. Kim. (2011).

http://www.newsway.co.kr

Fig. 30. SSangyong, 2013.

From Oh. (2013).

http://www.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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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모터쇼에서 내외관이 완전히 새로워진 2세대 신형

티구안을 국내 최초로 공개했는데 스포티하고 카리스

마를 뿜어낸 디자인은 콤팩트 SUV의 새로운 디자인 트

렌드를 제시했다. 정교하고 명확해진 캐릭터 라인은 시

각적으로 눈길을 사로잡으며 타 경쟁차종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Fig. 34>의 레이싱걸 유니폼도 카

리스마가 느껴지는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스포티 감성

의 자동차 디자인과 조화되었다. 이와 같이 레이싱걸 유

니폼은 새로운 자동차의 디자인을 부각할 수 있는 패션

이미지로 자동차 브랜드 홍보에 기여하였다.

4) 통합된 유니폼 디자인으로 자동차 브랜드 정체성

강화

자동차 브랜드는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에서는 자사의 이미 알려져 있는 기술

력이나 시장 점유의 강점을 한두 개의 유니폼 디자인으

로 통합하여 단일화된 유니폼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

화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현대자동차의 유니폼과 BMW

의 유니폼 사례이다. ‘역동성, 모던함, 세련됨’은 현대자

동차의 디자인 철학으로 <Fig. 35>는 모던이미지의 우

아하고 고급스러운 유니폼 디자인으로 이를 반영한 것으

로 사료된다. <Fig. 36> 역시 같은 시기 현대자동차의 레

이싱걸 유니폼으로 캐주얼한 액티브이미지는 현대의 유

러피언 프리미엄 미니버스 쏠라티의 홍보에 활용되었다.

현대자동차는 통합된 유니폼 스타일로 2016년 부산 모

터쇼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국외 브랜드 BMW

는 2012년 이래 통합된 유니폼 디자인 전략으로 브랜드

의 고유성을 지속하였다. 2015년에도 BMW는 서울 모

터쇼에서 국내 모터쇼 참가 역사상 최대 규모로 BMW

자동차 23종을 출품하였는데 <Fig. 37>−<Fig. 38>의 유

니폼 디자인으로 자사의 ‘우아함, 다이내믹, 디자인과

기술의 결합’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보여주는 현대적 감

각의 유니폼이다. 각각 흰색과 검정색 무채색과 아프리

카 타투와 자동차 엔진을 혼합한 추상적 텍스추어로 미

래적인 패턴의 유니폼으로 디자인되어 우아하고 역동적

인 BMW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홍보하였다. 이처럼 자

동차 기업의 디자인 철학은 유니폼 디자인이라는 새로

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담겨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

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의 서울 모터쇼와

부산 모터쇼에 나타난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를 홍보하는

레이싱걸 유니폼의 디자인 표현특징을 파악하고자 디자

인 구성요소와 패션이미지의 표현방법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례분석 결과 패션디자인 표현에서 국내외 자

동차 브랜드 모두 글로시와 플레인 소재, 무채색, 드레스

스타일이 디자인 구성요소별로 각각 가장 많이 나타났

다. 패션이미지 표현에서는 섹시이미지가 가장 많이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모던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이어

서 로맨틱이미지, 액티브이미지, 엘레강스이미지, 에스

닉이미지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레이싱걸의 유니폼 디

자인 표현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섹시한 이미지는 자

동차의 유선형과 속도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었고 모터쇼 관람

Fig. 31. Hyundai, 2011.

From Jung. (2011).

http://www.nanumnews.com

Fig. 32. GM Korea, 2011.

From H. Y. Kim. (2011).

http://www.top-rider.com

Fig. 33. SSangyong, 2013.

From Kim. (2013).

http://www.joseilbo.com

Fig. 34. Volkswagen, 2016.

From Ro. (2016).

http://www.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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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눈길을 끌어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부각시켰다. 둘째, 모던이미지, 글로시 소재, 무채색은 자

동차의 기계적 이미지 표현과 조화되어 자동차 기업의

첨단기술과 미래지향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유니폼 디

자인에 사용되었다. 셋째, 자동차 브랜드의 디자인 컨셉

에 부합되는 패션이미지를 사용하여 레이싱걸 유니폼 디

자인을 표현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새

로운 트렌드의 신차소개에 주로 사용되었다. 넷째, 자동

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몇몇 제조사들에서는 그들의

디자인 철학이나 컨셉을 표현하는 통합된 유니폼 디자

인으로 그들이 출품한 여러 개의 자동차 브랜드를 홍보

함으로써 자동차 기업의 선도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강

조하였다.

이와 같이 모터쇼 레이싱걸 유니폼은 자동차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취하고 자동차 기업홍보에 크게 기여하

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이 앞으로 자

동차 브랜드 레이싱걸 유니폼 디자인 개발과 이론연구

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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