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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욕구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

졌으며,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쉽

게 접할 수 있고, 시간 대비 효율성이 높은 운동 종목

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나 레저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 소비자들이 스포츠 · 레저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

었다(M. H. Kim, 2015).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일상과 스포츠 · 레저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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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suit of a healthier life has created life style changes through exercise; in addition, an athleisure look 

as well as a combination of everyday clothes and sportswear has rapidly spread through sharing based on image-

based SNS. Fashion related images shown in an image-based SNS are considered important resources for gras-

ping micro-needs with regard to the sensibility of consume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design charac- 

teristics of an athleisure look shown in image-based SNS. In order to analyze the athleisure look, images of 

the entire garment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to enable content analysis methods that analyzed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s a result, types were classified as sporty-athleisure, modern-athleisure, high-end 

athleisure, retro-athleisure, and romantic-athleisure.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thleisure look, it was 

shown that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were well expressed through differences in the direction,

material, and details by matching between the items used. This study can be used in design development pro-

cesses by deriving the characteristics of athleisure looks through an analysis of fashion images that appear in 

image-based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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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일상복과 함께 스포츠웨어 매치하여 입는 등 

사람들의 착장법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10년 이

후 확산되고 있는 이미지 기반 SNS를 통해 요가 팬츠

나 브라탑 등의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을 매치한 스타

일이 공유되면서 애슬레틱(ath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인 애슬레저(athleisure)라는 트렌드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미지 기반 SNS는 3세대 소셜미디어로 이용자

의 감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관심사 등이 반영된 이

미지를 공유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용자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를 변형하며 자신의 감성이나 

관심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 기반 SNS에서 보여

지는 패션 이미지는 세분화되어가는 소비자의 니즈

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패션 산업 및 의류학 분야에서 이미지 기반 SNS

에 관한 연구는 패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

구(Ko et al., 2014; Shin et al., 2014)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 효과(Lee & Lee, 2011), 소비자의 소셜미디

어 이용 동기나 소비 형태에 관한 연구(Chae et al., 2015)

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핵심 서비스인 이미

지 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애슬레저 룩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4대 컬렉

션에서 보여 지는 애슬레저 룩이나 브랜드에서 출시

되는 애슬레저 룩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이에 대한 정보

를 SNS를 통해 공유하면서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잡

은 애슬레저 룩에 대한 연구대상으로 보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인식하

고 활용하는 패션 이미지로서의 애슬레저 룩을 파악

하기 위해 이미지 기반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다양한 애슬레저 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애

슬레저 룩을 중심으로 그 유형과 디자인 특성에 대

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셜미디어

가 마케팅적 활용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을 넘어 다양

한 이미지와 감성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으로 

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감성을 공유하는 이미지 

기반 SNS에서 보여지는 패션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제 소비자가 인지하는 패션 이미지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이미지 기반 SNS와 패션

SNS 사용 환경이 스마트폰으로 옮겨지면서 이미

지 생산 및 업로드 행위가 용이한 상황으로 변화하

여 이용자의 라이프 스타일, 취향 등을 사진이나 영

상과 같은 시각적 요소로 공유하는 디지털 문화가 

형성되었다(Kim, 2014)  특히 이미지 기반 SNS는 소

비자의 감성이나 취향을 공유하는 매체로 빠르게 성

장하고 있어서 감성적인 패션 산업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보다 

감성적인 이미지 중심의 SNS와 패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지 기반 SNS로 급성장을 이룬 핀터레스트와 

인스타그램은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내 소셜미디어 사용 현황 조사에서 페

이스북 다음으로 주요 SNS로 자리 잡고 있다(Smith 

& Anderson, 2018). 핀터레스트(Pinterest)는 ‘Pin’과 

‘Interest’의 합성어로 이용자의 관심사에 따라 가상의 

보드에 이미지를 스크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거나(Choi et al., 2012), 타인의 스크랩 보

드를 찾아볼 수 있도록 큐레이션(curation) 기능을 제

공한다(Park, 2015). 또한 핀터레스트는 예술, 건강, 

패션, 뷰티 등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 관련 카테고리

별로 이미지가 분류되어 있으며, 핀터레스트 이용자

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수치를 살펴보았을 때 18~49세

의 고학력 여성들이 주요 이용자층으로 나타났다(Gr-

eenwood et al., 2016). 핀터레스트는 이용자의 관심사

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 일반 이용자에

게는 자신의 취향과 감성을 공유할 플랫폼으로, 기

업에게는 타겟이 되는 소비자의 감성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미지를 통한 자사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

접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Kim, 2013).

인스타그램(Instagram)은 ‘Instant’와 ‘Telegram’의 합

성어로 이용자 중심의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구축하

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필터 기능을 통해 이용자 스스

로 쉽고 빠르게 독창적인 이미지를 생산하여 타임라

인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이미지와 함께 게시되는 ‘해시태그’를 통해 이미지 

검색 링크를 생성하여 패션,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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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Jang, 2015). 특히 인스타그

램의 기업스폰서 게시물 중 1/4 정도가 패션 관련 산

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감성적이고 미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패션 산업에서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Yoo, 2018).

또한 스마트 모바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SNS 인

터페이스 환경이 모바일로 옮겨지면서 이용자가 선

호하는 패션 관련 정보나 스타일에 대한 정보 공유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NS 이용자의 일상을 

담고 있는 이미지 속에 나타나는 패션 이미지는 일

방적인 광고형 정보보다 소비자들에게 친밀감와 신

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SNS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

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의 패션 스타일은 하

나의 트렌드로 발전하기도 하며, 새로운 시장이 형

성되기도 한다(Shim et al., 2018). 이와 같이 핀터레

스트와 인스타그램은 패션, 뷰티처럼 감성적 이미지 

위주의 접근이 필요한 산업에서 마케팅 전략의 새로

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e-커머스(e-commer-

ce)에 적합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Choi et al., 

2012).

2. 애슬레저 룩의 정의 및 발생 배경

건강한 삶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는 다양한 스포

츠 · 레저 활동의 증가하였다.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효율성이 높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여성 소비자들

이 스포츠 · 레저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계기가 되

었다(S. H. Kim, 2015). 이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

화로 일상과 스포츠 · 레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일상복과 함께 스포츠웨어를 매치하여 입는 등 사람

들의 착장법의 변화와 함께 애슬레저라는 트렌드가 

발생하였다.

애슬레저는 미국에서 조깅이나 에어로빅 등이 유

행하던 시기인 1976년에 신발 제조업체인 던햄(Dun-

ham)의 광고 문구 “Athleisure Shoes by Dunham. One of 

America’s largest boot & shoe manufacturers”에서 처

음 등장하였다(Bratskeir,  2015). 당시 미국에서는 특

정 스포츠 종목의 열풍으로 애슬레저라는 용어가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현재에는 시대에 따라 유행하

는 스포츠 종목의 스포츠웨어를 포함하는 단어로 사

용되고 있다(M. H. Kim, 2015).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 스포츠 활동이 증가

하는 가운데 캐나다 브랜드인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Lululemon Athletica, 이하 룰루레몬)의 요가 팬츠가 

유행하면서 애슬레저라는 용어가 2010년 이후 재등

장하게 되었다. 룰루레몬은 짐 스포츠(gym sports)나 

요가(yoga), 필라테스(pilates), 스피닝(spinning) 등의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여성들을 위해 이너웨어로 인

식되던 요가 팬츠를 일상복과 함께 매치하여 입을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출시하였다. 또한 여성

들이 착용한 룰루레몬 제품을 SNS에 공유하면서 운

동을 통해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여성임을 암시적으

로 나타내면서 애슬레저 붐이 빠르게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M. H. Kim, 2015).

애슬레저가 등장한 1980년대나 2010년대 이후의 

애슬레저 룩은 짐 스포츠의 유행으로 사람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증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관리에 대

한 투자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에 따라 기능성 

의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레오타드(leotard), 윔업 수트(warm-up suits) 등의 아

이템이 유행하였으며(Ha et al., 2006), 2010년대 이후

에는 요가 팬츠나 브라탑과 같은 아이템이 유행하였다

(KOTRA, 2014). 즉, 스포츠 · 레저와 일상생활의 경

계가 허물어지면서 애슬레저 룩은 단순히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기능성 스포츠웨어가 아닌 가벼운 운동

과 일상생활 등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착용 

가능한 스타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애슬레저의 확산 현상은 가치 있는 경험

을 통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소비자 간의 빠르고 

광범위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이루어졌다(Im, 2017). 또

한 애슬레저는 운동을 위한 기능성 스포츠웨어나 아

웃도어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활용하던 것과는 

달리 다양한 일상복과 조화롭게 연출하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이미지 기반 SNS와 패션 산업, 애슬레저 룩에 관

한 문헌 고찰과 실증적 연구로 이루어졌다. 실증적 연

구에서는 애슬레저 룩의 유형 분류와 유형별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표적 이미지 기반 SNS인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수집하였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1, 2021

– 20 –

다.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함께 게시된 해시태그를 

중심으로, 핀터레스트는 보드(board)의 제목이나 게

시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 링크를 생성하므로 

연구자료인 이미지 게시시기나 이용자의 검색 시점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애슬레저, 애슬레저 룩, 

애슬레저 스타일’로 검색하여 이미지를 수집하였

다.

이미지 기반 SNS에서 아동복 및 남성복, 제품 위

주의 사진, 중복되거나 착장의 분석이 어려운 이미

지를 제외하고 전체 착장이 보이는 정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 4,228장 중 309장, 핀터레스트 982장 중 

284장을 수집하였다 총 593장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애슬레저 룩의 유형 분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메리엄-웹스터 사전에 애슬레저가 패션 용어로 등재

된 시점인 2016년 S/S부터 뉴트로(newtro)가 성행하기 

전인 2017년 F/W까지 국내 최대 패션 정보 사이트인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에서 제시하는 

애슬레저, 스포티브, 액티브웨어와 관련된 트렌드와 

컬렉션 분석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스포티

브, 스포티즘, 액티브웨어와 관련된 선행연구(Ha et 

al., 2006; Jung, 2009; Kim, 2007; Koo, 2007; Lee, 2018)

를 토대로 애슬레저 룩의 유형 분류 기준을 선정하였

다. 분류 기준에 따라 패션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애

슬레저 유형별 특성을 숙지시킨 후, 5인 중 3인 이상

이 유형별 개념에 적합하다고 동의하는 형식으로 5가

지 유형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유

형별 분류된 이미지는 디자인 조형 요소인 실루엣, 

색상, 소재, 패턴, 디테일 및 트리밍 그리고 착용한 아

이템을 기준으로 세부 항목을 설정하여 내용분석법

을 활용하여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IV. 이미지기반 SNS에나타난

애슬레저룩분석

1. 애슬레저 룩의 유형

이미지 기반 SNS에서 보여지는 애슬레저 룩의 유

형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스포츠웨

어, 스포티즘의 유형과 패션 전문 정보 사이트의 컬

렉션 및 트렌드 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애슬레저 룩의 

유형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애슬레저의 개념을 스포츠웨어의 하나로 인식하

고 있기에 스포츠웨어의 미적 특성과 표현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스

포티즘(Bae, 2016), 스포티브 룩(Jung, 2009)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애슬레저에 대한 선행연구(Lee, 2018; 

Park, 2014)에 대해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로맨틱, 럭

셔리, 모던-퓨처, 액티브, 레트로, 에스닉의 6가지 유

형을 도출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6가지 유

형과 2016년 S/S부터 2017년 F/W까지 트렌드 분석 

자료를 종합하여 스포티 애슬레저, 레트로 애슬레저, 

하이엔드 애슬레저, 모던 애슬레저 그리고 로맨틱 

애슬레저의 다섯 가지로 애슬레저 룩의 유형이 도출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2016 S/S 2016 F/W 2017 S/S 2017 F/W

SDN 
Trend

ㆍEnergetic street

ㆍMermaid

ㆍRetro leisure

ㆍSoft athleisure ㆍTech street
ㆍActive darkness

ㆍPlayful athleisure

Collection ㆍEnergetic vibe ㆍHybrid street ㆍAesthetic activist ㆍTech sports

+

Sportive/Sportism style type

Jung (2009) Luxury Feminine Ethnic Modern/Future Active

Park (2014) Elegant/Classic Casual Modern/Simple Active

Bae (2016) Highend Romantic Retro Athletic

Lee (2018) Luxury Feminine Mannish Retro Modern

▼

Sporty athleisure Modern athleisure Highend athleisure Retro athleisure Romantic athleisure

Fig. 1. Athleisur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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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슬레저 룩의 유형별 디자인 특성

이미지 자료를 각 유형별 개념에 따라 인스타그램

과 핀터레스트에서 수집한 593장의 이미지를 분류

한 결과, 스포티 애슬레저 216장(36.4%), 모던 애슬레

저 103장(17.4%), 하이엔드 애슬레저 72장(12.1%), 레

트로 애슬레저 101장(17.0%), 로맨틱 애슬레저 101장

(17.0%)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애슬레저 유형은 스

포츠나 운동선수와 관련된 이미지인 스포티, 도시적

이고 차가운 이미지의 모던, 디자이너의 개성이 반영

된 작품성이 강한 럭셔리/하이엔드, 과거의 것을 재

현하고자 하는 레트로,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로맨틱

의 패션 이미지와 애슬레저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웨어와 일상의 자유로운 캐주얼웨어의 결합

으로 나타나는 젊은 스트리트 감성의 애슬레저 유형

을 스포티 애슬레저라고 명명하였으며, 모던 이미지

의 불필요한 장식을 절제하고 미니멀하고 도시적인 

세련미를 지향하며 실용성과 활동성을 강조하는 미

래적, 하이테크 감각이 표현된 유형을 모던 애슬레저

로 정의하였다. 화려하고 고급스러우며 소재나 디테

일을 통한 과시성과 심미성을 강조하는 애슬레저 유

형을 하이엔드 애슬레저라고 정의하였다. 이미지 기

반 SNS에 나타난 레트로 애슬레저는 1980년대 전통 

액티브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재해석한 

것으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장식적인 리드미컬한 

디테일을 적용한 여성스럽고 소녀적인 이미지와 활

달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를 로맨틱 애슬

레저라 정의하였다.

애슬레저 룩의 유형에 따른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정량적인 분석 방법인 내용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류된 이미지 자료들은 선행연구와 패션 전문 서

적을 참조하여 형태적 특징에 따른 실루엣, 색상 및 색

조는 IRI(Image Research Institute Inc., 2017)의 HUE&

TONE 120과 골드, 실버 등의 색상을 추가하여 분석

하였다. 소재의 경우 이미지 자료라는 한계점으로 인

해 사물의 외관 효과에 따른 소재감 특성에 따라 분

류하였다. 문양, 디테일 및 트리밍과 착장에 사용된 

아이템은 패션 전문 서적과 스포츠웨어 관련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진 

코딩프레임에 의해 각각의 빈도를 파악하여 유형별 

디자인 특징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미지 기반 SNS

에서 보여지는 애슬레저 룩 유형별 내용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포티 애슬레저

스포티 애슬레저 유형은 주로 티셔츠나 브라탑, 

슬리브리스 티셔츠와 요가 팬츠, 조거 팬츠, 슬랙스

(L)의 아이템을 매치하여 연출되었다. <Fig. 2>와 같

이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요가, 필

라테스, 스피닝 등과 같은 실내 스포츠나 러닝, 마라

톤과 같은 실외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 아이템과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아이

템들을 혼합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요가 팬츠와 브라탑 위에 엉덩이를 덮는 

길이의 티셔츠를 입어 신체 곡선이 드러나지 않는 H

자형 실루엣을 연출하거나, 이와 반대로 신체 곡선

을 드러나도록 브라탑과 요가 팬츠를 매치하는 X자

형 실루엣이 나타났다.

스포티 애슬레저의 경우 다른 애슬레저 유형에 비

해 신체에 밀착되는 아이템이 많이 활용됨에 따라 활

동성이 보장되고 착용감이 편안하도록 신축성이 좋

은 기능성 소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

포티 애슬레저 유형은 무채색 계열이 많이 사용되었

으며, 유채색이 사용된 경우에는 BP 계열이나 R 계열

의 색상을 브라이트, 비비드 등의 색조를 사용하여 밝

고 경쾌한 느낌을 연출하였다.

스포티 애슬레저에서 신축성이 좋은 소재들을 사

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소매단이나 바지단에 활

동성을 고려한 립, 밴딩 디테일을 사용하였다(Fig. 

3). 근육의 위치나 형태를 고려한 패턴의 절개라인과 

기능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후드나 포켓, 슬릿

과 같은 디테일이 활용하거나 스포츠웨어나 언더웨

어에서 피부 자극을 줄이고 착용감을 향상시키기 위

해 사용되는 커버 스티치(cover stitch)나 바인딩으로 

시접 부분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었다.

2) 모던 애슬레저

모던 애슬레저에서는 티셔츠나 슬리브리스 티셔

츠, 스웨트 셔츠 위에 재킷을 걸치거나 요가 팬츠, 슬

랙스(L)나 조거 팬츠의 아이템이 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와 같이 활동성을 위한 스포츠웨

어와 직선적인 라인의 재킷이나 코트, 베스트 등을 

매치하여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이템을 활용하여 신체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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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드러내지 않는 H형 실루엣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던 애슬레저에서는 형태감을 유지할 수 있는 소

재가 주로 사용되었다(Fig. 5). 기능성 소재인 네오프

렌이나 메탈릭한 느낌의 코팅된 소재를 사용하여 미

래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티셔츠나 스웨트 셔츠

에 요가 팬츠나 조거 팬츠를 입고 울 코트나 재킷 등 

재질감이 다른 소재를 매치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연

출하였다. 모던 애슬레저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적은 색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 대

비를 강조한 무채색 배색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의 애슬레저에 비해 차가운 느낌을 주는 

실버 색상의 메탈릭한 소재가 사용되어 하이테크적

인 감각을 표현하였다. 색조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어

둡고 남성적인 느낌이나 차분하고 무거운 느낌의 색

조가 사용되어 도시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나타냈다.

모던 애슬레저의 경우 절제된 단순함을 지향하는 

모던 이미지의 특성상 전체적인 스타일에 방해가 되

지 않는 정도의 스트링이나 지퍼 등의 디테일이 사

용되었으며, 인위적으로 절개된 독특한 라인을 활용

한 면 분할 배색이나 소재의 혼용 등 구조적 디자인

이 적용된 디테일이 사용되었다.

3) 하이엔드 애슬레저

하이엔드 애슬레저는 동일한 아이템일지라도 다

른 유형의 애슬레저보다 다양한 트리밍으로 심미성

이 강조되어 하이엔드 애슬레저만의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의 경우 부드럽고 포

근한 느낌의 스웨터나 독특한 디자인의 스웨트 셔츠, 

디자이너의 쿠튀르적 요소가 가미된 아이템들이 매

치되어 애슬레저 룩으로 나타났다.

하이엔드 애슬레저에서는 오버사이즈의 아이템을 

통한 볼륨감 있는 O형 실루엣이나 과장되거나 인위

적으로 변형된 형태로 개성 있는 디자인의 T/Y형의 

실루엣 등이 나타났다(Fig. 6). 하이엔드 애슬레저 유

형에서는 블랙, 화이트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R 계열

이나 B 계열 색상을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R 계열 색상의 경우 채도가 높은 비비

드와 스트롱 색조를 사용되어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

지를 표현하였으며, B 계열의 경우 다크나 딥 색조를 

사용하여 고급스럽고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하이엔드 애슬레저 유형에서는 스포츠웨어의 아

이템들을 새틴이나 가죽, 모피와 울과 같이 고급스러

운 소재를 이용하거나<Fig. 7>, 독특한 짜임의 니트 

소재와 비닐 같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소재들이 폭

넓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활동성이나 기능

성을 고려한 소재가 아닌 심미성과 과시성을 표현하

기 위한 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하이엔드 애슬레저 유형에서는 지퍼나 버클, 스

트링 등의 부자재를 활용하여 화려하고 과장된 장식

Fig. 2. Sporty

athleisure (I).

Reprinted from

Tran (2018).

https://www.pinterest.co.kr

Fig. 3. Sporty 

athleisure (II). 

Reprinted from

Nguyen (2017).

https://www.pinterest.co.kr 

Fig. 4. Modern 

athleisure (I).

Reprinted from

Duggan (2015).

https://www.pinterest.co.kr

Fig. 5. Modern 

athleisure (II).

Reprinted from

Verner (2016).

https://www.pinter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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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출하거나, 셔링, 스트랩, 슬릿 등의 구조적인 디

테일의 변형을 통해 실용성보다는 정교하고 복잡한 

디테일의 특성을 나타냈다.

4) 레트로 애슬레저

레트로 애슬레저는 스웨트 셔츠나 윈드브레이커 점

퍼 같은 아우터와 트랙 팬츠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

며 정통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재해석하

는 형태로 표현되었다(Fig. 8). 레트로 애슬레저에서

는 주로 넉넉한 사이즈의 윈드브레이커나 봄버 점퍼, 

트랙 팬츠의 조합으로 편안하고 신체 곡선을 드러내

지 않는 실루엣을 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트로 애슬레저 유형에서는 윈드브레이커 점퍼

나 봄버, 트랙 팬츠가 다양한 소재로 나타났다. 트랙 

팬츠의 경우 70~80년대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벨벳 

소재가 사용되거나 광택 있는 실키한 소재가 사용되

기도 하였으며, 점퍼의 경우 방수 재질의 소재나 자

연스러운 형태감을 주는 스티프한 재질이 사용되었

다. 레트로 애슬레저 유형에서는 비비드나 스트롱의 

강렬한 색조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화려한 컬러블로

킹을 통해 레트로 감각을 표현하였다.

레트로 애슬레저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디테일

과 트리밍을 가장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

트로 애슬레저 유형에서 사용된 디테일을 살펴보면 

<Fig. 9>처럼 스포츠 브랜드의 로고를 사용하거나 

80년대 레터링 그래픽의 프린트를 가슴 중앙이나 소

매에 활용한 디테일이 주로 나타났으며, 트랙 팬츠

뿐 아니라 다양한 아이템에서 브레이드 트리밍이 사

용되어 정통 스포츠웨어의 모티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로맨틱 애슬레저

로맨틱 애슬레저는 로맨틱과 애슬레저라는 이질

적인 이미지의 결합을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 간

의 결합을 통해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10). 브

라탑이나 스웨트 셔츠, 요가 팬츠나 조거 팬츠 등의 

스포츠웨어의 아이템들과 맥시 드레스나 롱 쉬폰 스

커트 등이 매치하여 H형의 실루엣을 연출하거나 허

리라인을 드러내는 러버 밴드나 립 디테일을 활용하

여 X형의 실루엣을 표현하였다.

로맨틱 애슬레저의 유형에서는 R 계열이나 YR 계

열의 색상을 브라이트, 페일, 베리 페일 등의 색조로 

사용하여 활동적인 스포티 이미지보다는 여성스럽

고 섬세한 느낌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맨틱 

애슬레저 유형에서는 니트 소재로 만들어진 조거 팬

츠나 허리에 밴딩 처리된 쉬폰 스커트 등 스포츠웨

어의 퍼포먼스를 위한 기능성이 가미된 아이템이 섬

세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Fig. 

11). 또한 신체를 부드럽게 감싸는 저지 소재, 비치는 

소재인 튤, 레이스, 오간자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로

Fig. 6. Highend 

athleisure (I).

Reprinted from

Lhp_lucuaosaka (2017). 

https://www.instagram.com

Fig. 7. Highend 

athleisure (II).

Reprinted from

Staiano (2017). 

https://www.pinterest.co.kr 

Fig. 8. Retro 

athleisure (I).

Reprinted from

Collage Vintage (2016). 

https://www.pinterest.co.kr

Fig. 9. Retro 

athleisure (II).

Reprinted from

Cheng (2015).

https://www.pintere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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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틱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로맨틱 애슬레저 유형

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꽃문양이나 식물문양과 같

은 자연적 문양의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로맨틱 애슬레저는 다양한 디테일 및 트리밍이 사

용되어 장식성이 스포츠웨어에 가미된 특성을 잘 나

타내고 있었다. 허리 밴드에 프릴이나 플레어, 셔링과 

같은 곡선적인 느낌의 디테일로 부드러운 느낌을 연

출하거나 비즈나 스팽글과 같은 트리밍으로 여성스러

움을 적절히 적용시키는 것으로 로맨틱 애슬레저를 

연출하였다. 이미지 기반 SNS에 나타난 애슬레저 룩

의 유형별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IV. 결   론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운동과 일상의 경계가 흐려지

면서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을 매치한 스타일인 애슬

레저 룩이 이미지 기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

다. 이미지 기반 SNS를 통해 개개인의 감성과 취향,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현상 속에서 이미지 기반 

SNS에서 나타나는 패션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마이크

로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소비자들이 감성, 취향을 반영하는 애슬레저 

Fig. 10. Romantic  

athleisure (I).

Reprinted from

Remsen (2016).

https://www.pinterest.co.kr

Fig. 11. Romantic 

athleisure (II).

Reprinted from

Dunbar (2015). 

https://www.pinterest.co.kr/

Type Definition Design characteristics

Sporty

athleisure
A youthful street sensibility through a combination 

of sportswear and daily casual wear

Top T-shirt/Bratop/Sleeveless

Bottom Leggings/Joggerpants/Slacks (L)

Silhouette H-type/X-type

Color Black/Grey · White/BP

Tone Bright/Vivid/Pale · Deep · Dark

Fabric Soft/Ect./Hard

Pattern Solid

Detail Pocket/Rib/Cutting line

Trimming None/Zipper/String

Modern

athleisure
A futuristic, high-tech sense that emphasizes 

practicality and activity with urban sophistication

Top T-shirt/Sleeveless/Jacket

Bottom Yogapants/Slacks (L)/Joggerpants 

Silhouette H-type/X-type

Color Black/White/Grey

Tone Bright · Dark/Dull

Fabric Hard/Soft/Ect.

Pattern Solid

Detail Pocket/Rib/Rubberband

Trimming None/String/Zipper

Table 1.  Design characteristics by type of athleisure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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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현대인의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애슬레저 룩은 스포츠 활동을 위한 기능성 스포츠웨

어가 아닌 가벼운 운동과 일상생활 등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착용 가능한 스타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소비자가 인식하는 애슬레저 룩을 살펴보

면 기능성 웨어와 일상복의 매치를 통해 활동성이 

보장되어 운동과 일상의 경계가 가장 모호한 스타일

로 나타났다. 이는 70~80년대 피트니스 붐으로 생겨

난 바디라인을 관능적으로 강조하는 스포티즘이나 

2000년대 초반의 스트리트 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티즘과 달리 애슬레저 룩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

일이 반영된 실용적인 스타일로 소비자의 개별적 취

향이 적용된 다양한 착장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애슬레저 룩의 유형별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면, 스

포티 애슬레저의 경우 기능성 웨어와 일상복의 매치

를 통해 활동성이 보장되어 운동과 일상의 경계가 가

장 모호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모던 애슬레저의 경우 

무채색을 기반으로 재킷이나 코트 등을 스포츠웨어

와 매치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하이엔

드 애슬레저는 스포츠웨어 아이템을 가죽, 모피 등 고

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고, 정교하고 섬세한 디테일

로 심미성을 강조하였다. 레트로 애슬레저의 경우 비

Type Definition Design characteristics

Highend

athleisure

  Goergous and luxurious materials, detail to 

emphasize aesthetics appreciation

and conspicuous elements

Top Sweater/Sweatshirt/Blouse

Bottom Slacks (L)/Skirt (M)/Widepants

Silhouette H-type/O-type

Color Black/White/R

Tone Vivid/Strong/Verypale

Fabric Soft/Hard/Ect.

Pattern Solid/Geometric

Detail Pocket/Rib/Cutting line

Trimming Zipper/Braid/String

Retro

athleisure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heritage

of authentic active sportswear in the past

Top T-shirt/Sweatshirt/Jumper

Bottom Trackpants/Skirt (S)/Slacks (L)

Silhouette H-type/X-type

Color Black/White/R/B

Tone Vivid/Strong/Pale

Fabric Hard/Soft/Ect.

Pattern Solid/Geometric

Detail Rib/Print/Pocket

Trimming Braid/Zipper · string/None

Romantic

athleisure

A fascinating combination of feminine images

with decorative details and lively

and healthy sports images 

Top T-shirt/Sweatshirt/Sweater

Bottom Onepiece/Skirt (M)/Slacks (L)

Silhouette H-type/X-type

Color Black/White/R

Tone Bright/Vivid/Pale

Fabric Soft/Hard/Transparency

Pattern Solid/Geometric·natural

Detail Rib/Pocket/Binding

Trimming None/String/Zipper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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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한 색상이나 브랜드 로고, 레터링 그래픽을 활용

한 아이템, 트랙 팬츠, 윈드브레이커와 같이 정통 스

포츠웨어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재해석한 아이템이 

주로 활용되었다. 로맨틱 애슬레저는 스포츠웨어의 

아이템을 쉬폰, 레이스 등 여성스러운 소재를 사용하

거나 장식적 디테일을 활용하여 섬세한 여성성을 연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슬레저 룩의 유형에 따라 실루엣과 색상 및 문양

에 대해서는 유형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활

용되는 아이템 간의 매치를 통한 연출이나 소재, 색조

의 차이를 통해 애슬레저 룩의 유형별 디자인 특성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ee(2018)의 세

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애슬레저 룩과 비교해보면 

럭셔리, 페미닌, 매니쉬, 모던, 레트로의 5가지 유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나,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공유하

는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캐주얼웨어와 함께 스타일링 되는 스포티 애슬레저 

유형이 포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취향 정보를 담고 있는 이미지 기반 SNS

들이 패션 디자인 개발에 활용도는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 중 정보 수집과 컨셉 개발에 현저히 낮은 수준으

로 적용되고 있다(Im & Kim, 2014). 산업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공감과 선호, 관심사를 파악하여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만큼 

패션 산업에서도 이미지 기반 SNS에서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스타일이나 패션 감성을 분석하고 디자인

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기반 SNS에 나타나는 패션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가 인지하는 패션 

이미지에 대해 연구해보았다는 점과 애슬레저 룩의 

유형별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디자인 개발 프로세

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

가 있다. 더 나아가 후속연구로 소비자들이 이미지와 

함께 게시하는 댓글이나 해시태그 등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패션 감성을 알아보고 소비자

가 주목하는 패션 감성에 대한 기준, 선호 · 비선호 

디자인 요소 등을 분석하여 점차 개별화되는 소비자

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패션 상품 기획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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