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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chnical� pattern� and� product�

characteristics� of� outdoor� sportswear� marketed� in� Northern� Europe� and� North�

America.�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wanted� to� provide� practical�

data�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with� high� functionality� and� fashionability�

for� developing� outdoor� sportswear.� Therefore,� in� this� study,� technical� pattern,�

textiles,� details,� sewing,� compatibility� with� wearable� devices,� and� certification� of�

33� marketed� outdoor� sportswear� were� analyzed.� After� analyzing� various�

technical� patterns,� the� bent� arm� pattern� using� two-piece� panel� and� a� raised�

arm� pattern� connecting� the� side� seam� with� the� inner� seam� of� the� sleeve�

appeared� on� the� top.� Additionally,� the� patterns� of� bent� legs� with� darts� in� the�

knee,� cutting� the� posterior,� and� inserting� the� gusset� in� the� crotch� were� mainly�

seen� in� the� bottoms.� By� analyzing� product� characteristics,� ergonomic� pattern�

design� for� easy� activity� and� functional� materials� was� used� for� climate�

adaptation� in� extreme� outdoor� wear.� On� the� other� hand,� for� outdoor� wear�

meant� for� trekking� or� hiking,� details,� such� as� portability� and� easy� storage,� were�

considered.� Eco-friendly� materials� were� used� while� ensuring� light� weight� and�

comfort.� Furthermore,� for� convenience� of� life,� safety,� and� health,� wearable�

devices� were� integrated� into� the� outdoor� sportswear.� Eco-friendly� green�

certification� of� outdoor� products� was� obtained� for� the� labor� environment� and�

production� process,� and� relevant� information� was� provided� to�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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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근래 들어 야외 활동은 다양한 활동과 풍경을 포괄하는 광

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웃도어 업계는 등산복 중

심의 제품 출시를 벗어나, 하이킹, 캠핑, 사이클링, 래프팅, 

암벽등반, 달리기, 항해, 스키, 스카이다이빙 및 서핑 등의 

다양한 야외 활동에 적합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아웃도어 스

포츠웨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성을 추구했

다면, 2010년을 전후로는 라이프 스타일과 캐주얼 트랜드에 

맞추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 바탕

에는 아웃도어 시장의 위축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스

포티즘’이 맞물려 있다(Jung, 2018; Kim, 2017).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에 따른 내

수 침체와 시장 포화의 영향으로 침체기에 빠졌던 아웃도어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길이 막

히고 유흥거리가 줄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야외활동, 

즉 골프·캠핑·등산 등에 발을 들이는 MZ세대(밀레니얼+Z세

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플렉스(flex, 자기과시) 문화

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열풍

이 맞물리면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은 물론 스타

일까지 겸비한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고 있다(Lee, 2021).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의

류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였으며, 스마트 

의류는 웨어러블 분야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인다(Lee, 

Choo, & Kim, 2021). 스마트 의류는 내장형 웨어러블 디

바이스를 직물 또는 의류에 일체화하여 착용자를 즐겁게 하

거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이와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라이프 스타일, 엔터테인먼트, 헬스 및 피트니스로 분류되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Lee, 2008; Lee, Roh, 

& Kim, 2018; Park & Kim, 2019; Paek & Lee, 2014; 

Roh & Yoon, 2020).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의류는 

차세대 첨단제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앞으로는 스마트 의

류와의 접목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분야의 핵심 전략이다. 

이는 의류산업 업계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다분

야의 산업영역 협력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Park, 2014). 국

내에서도 아웃도어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스마트 의류가 

개발되고 있으나, 인지도, 가격과 세탁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 고취와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하여 기업들은 친환경마케팅 전략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의류 산업에서 ‘지속가능성’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

름이 되었기 때문에, 패션 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한 친환경 의류 

제품의 개발 및 사용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특성상 친환경성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Kim, Oh, & Jung, 2015; Shin & 

Lee, 2015). 

  현재까지 진행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연구는 주로 암벽 

등산복의 기능성 소매 패턴(Im & Park, 2017), 아웃도어 

집업 티셔츠 디자인(Kim & Kim, 2020), 아웃도어 팬츠 개

발(Kim & Kim, 2019),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착용 목적

과 활동 영역에 다른 디자인 특성(Lee & Kim, 2019), 재난 

대비용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디자인(Hong & Kim, 2019), 

아웃도어 재킷의 선호도와 디자인 프로토타입(Han & Lee, 

2011)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투습방수 소재의 태평가(Roh 

& Oh, 2015), 스트레치성 소재의 세탁조건에 의한 변화

(Roh & Kim, 2018)가 이루어졌다. 투습방수 아우터의 소

재, 관리, 디자인, 패턴, 부자재, 봉제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으나(Roh & Yoon, 2021),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아이

템별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눈부신 성장을 이룬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국내 패션 시장의 큰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나, 2014

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아웃도어 업

계는 핵심역량에 대한 강화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

다(Oh, 2019).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향상은 일부 

요소의 강화만으로 향상되지 않으며, 디자인, 소재, 패턴 등

의 모든 요소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 시너지 효과가 향상된

다(Roh & Yoon, 2021). 이에 해외제품 아웃도어 스포츠웨

어의 중심으로 테크니컬 패턴과 제품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하여 월등한 제품 기술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다

운 에이징(down-aging)을 통한 새로운 세대 공략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유럽과 북미에서 시판되는 아웃도어 

스포츠웨어들의 테크니컬 패턴과 소재, 디테일, 봉제, 웨어

러블 디바이스의 의류 적용 등의 제품 특성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개발 시 고기능성과 패션성을 

갖춘 제품 특성에 대한 실무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6. 7∼2018. 9 동안 북유럽과 북미 스토

어에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33종을 수집하였으며, 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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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Table 1과 같다. 아웃도어 업계의 트렌드에 맞추어 야외

에서 즐기는 모든 스포츠웨어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인간

공학적 패턴, 기능성·환경친화적 소재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

Table� 1.� Characteristics� of� Outdoor� Sportswear

Category No. Brand Model Usage
Country� of�
purchase

Season Sex

Jacket

J1 Arcteryx Beta� sl� hybrid� jacket Outdoor� activities Canada S/S Men

J2 Columbia Outdry™� ex� eco Rain� jacket USA S/S Men

J3 Northface Summit� l5� shell Alpine� climbing USA S/S Men

J4 Peak� Performance W� alpine� jacket Ski Sweden F/W Women

J5 Sail� Racing� Reference� jacket Sailing Sweden F/W Men

J6 � Eddie� Bauer Men’s� bc� alpine� lite� jacket Ski USA S/S Men

J7 Haglöfs Eco� proof� jacket Outdoor� activities Sweden F/W Men

J8 NikeLab Acg� gore-tex®�women's� jacket Outdoor� activities USA S/S Women

Padding�

PD1 Salewa Ortles� hybrid� 2� prl� M� jacket Outdoor� activities Germany F/W Men

PD2 Schöffel Lila� 22396 Outdoor� activities Germany F/W Men

PD3 Bergans Slingsby� insulated� hybrid� jacket Outdoor� activities Norway F/W Men

PD4 Save� The� Duck Save� the� duck� d3065�m Outdoor� activities Sweden F/W Men

PD5
8488� Altitude�

Jacket
8488� Altitude� alt� transform� Outdoor� activities Sweden F/W Men

Fleece

F1 Haglöfs Serac� hood�men Outdoor� activities Sweden F/W Men

F2 Haglöfs Holly� hood Outdoor� activities Sweden F/W Women

F3 Bergans Fløyen� fleece� w� half� zip Hiking Norway F/W Women

Pants

PT1 Arcteryx Gamma� lt Outdoor� activities USA S/S Women

PT2 Eddie� Bauer
Eddie� bauer� men's� guide� pro�

pants
� Travel USA S/S Men

PT3 Fjällräven Keb� trouser Trekking Sweden S/S Men

PT4 Bergans Bergans� slingsby� 3l� pants Ski Norway F/W Men

PT5 Norrøna Norrona� bitihorn� zip-off� pants Hiking Norway F/W Women

PT6 North� Face Women's� summit� l1� climb� pant Mountain� climbing USA S/S Women

Leggings

L1 Lululemon� All� The� right� place� crop� 2 Hybrid,� yoga Germany S/S Women

L2 X-Bionic Twyce� running� pants� short
Running,� training,�

Yoga
Germany S/S Women

L3 Athleta� Tropical� triple� dare Hybrid,� yoga USA S/S Women

L4 Peak� Performance� Women’s� track� tights
Fitness,

Running,� aerobics
Sweden F/W Women

Cycling�

wear

C1 Gore® Windstopper®� zip-off� jersey Bike� wear USA F/W Women

C2 8848� Altitude� Alt� kitusuma� jacket Mountain� biking Sweden F/W Women

C3 Levi's◯R � Commuter™� google� jacquard� ™ Commuting USA - Men

C4 Pear� Izumi W� sugar� cycling� 3/4� tight Cycling USA S/S Women

C5 Sugoi Sugoi� evolution� zap� short Bike� wear Canada S/S Men

C6 Craft� Verve� glow� bib� shorts Cycling Sweden S/S Men

C7 Myontec Mbody Training Finland S/S Men

스 삽입 등으로 착장 시 성능이 향상되는 제품을 우선하여 

선정하였다. 제품들은 재킷(jacket), 패딩(padding), 플리스

(fleece), 팬츠(pants), 레깅스(leggings), 사이클 웨어(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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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r) 등으로 분류하였다. 

  사이클 웨어는 MTB(mountain bike)나 로드 라이딩(road 

riding) 시 자전거를 잘 타도록 만들어진 옷으로, 기능성 소

재를 사용하여 흡한속건성을 높이고, 공기저항을 줄여 속도

를 높이기 위해 몸에 딱 맞으며, 지퍼를 부착하여 입고 벗

기 편해야 한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일반 아웃도어 스포츠

웨어의 소재와 패턴에서 차이가 있어 따로 분류하여 분석하

였다(Kim & Choi, 2017; Park & Do, 2020). 리바이스와 

구글이 합작하여 만든 재킷(C3)은 자전거 통근족을 위해 출

시된 제품이므로 사이클웨어에 포함했다.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테크니컬 패턴, 소재, 디테일, 패

턴, 봉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의류 적용과 인증을 포함하

는 제품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패턴은 제품을 역설계

하는 방법으로 재현하여 원형 설계 방법에 맞게 병합한 후 

구조를 해석하여 기능성을 분석하였다. 소재 정보와 인증은 

케어 라벨(care-label), 행택(hang-tag)과 온라인 제품 소개 

등을 통해, 봉제는 제품의 외관과 내부를 관찰하여 분석하였

고, ISO 4915(1991)와 ASTM D-6193(2020)을 기준으로 

솔기(seam)와 스티치(stitch) 종류를 조사하였다.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의 의류 적용은 온라인 제품 소

개, 육안 확인 및 작동을 통해 조사하였다. 

Ⅲ.�연구결과

1.�테크니컬�패턴

패턴은 야외 활동 시 인체의 형태 및 움직임에 따라 설계함

으로써 운동 적합성 및 쾌적성을 도와주고 있었다. 즉, 운동

Figure� 1.� Technical� Pattern� in� Outer� (no.� PD1);�
a.� Under-sleeve,� b.� Hemline,� c.� 2-Piece� Sleeve�

(taken� and� drawn� by� authors)

에 수반되는 인체의 신장, 수축, 회전 등을 고려하며, 체형, 

자세와 패턴, 핏, 실루엣 등을 인체공학적으로 연계하여 적

절한 여유량을 설정하였다. 과거에는 여유량을 크게 설정하

여 인체 움직임에 대응했지만, 최근에는 슬림한 실루엣에 적

합한 입체적 패턴 설계로 필요한 부위에 선택적인 여유량을 

부가하고 있다. 스트레치 소재의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

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최적 여유량 설계는 의복 기후의 측면에서 열 손실

을 막아 열적 쾌적성을 향상하게 하였다. 이러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테크니컬 패턴은 자연과 도시에서 동시에 착

용 가능하였으며, 테일러드된 정장이나 활동성이 강조된 캐

주얼의 패턴 영역을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패턴으로 동작 적

응성을 높이고 있었다. 

1) 아우터 

아우터의 테크니컬 패턴을 조사한 결과, 몸판과 소매를 연결

하는 넌셋인(non-set-in) 소매를 주로 사용하면서(no. J1, 

J3, J4, J7, J8, PD1, F1∼3) 암벽등반 시 팔을 위로 드는 

자세에서 동작 적합성을 고려한 아우터 패턴 설계가 많이 

나타났다. 팔의 가동범위에 따라 소매산의 높이 조절(no. 

J2, J5, J7, PD4, PD5), 안솔기(under-sleeve)의 길이 늘리

기(no. J5, J6, J8, F1, F3), 굽힌 팔 패턴(no. J1∼8, PD1, 

PD3, PD4, F1∼3)과 앞몸판의 햄라인 길이 조절(no. J1∼8, 

PD1∼3, F1, F3) 등이 적용되었다(Im & Park, 2017; Roh 

& Yoon, 2021).

  Figure 1은 암벽등반 시 팔을 위로 드는 자세에 맞도록 

설계된 아우터의 패턴으로, 몸판의 안솔기를 조정하여 몸판

과 소매의 연결된 상태, 그리고 두 장 소매의 구성을 보여



112� � � � � � 패션비즈니스�제25권� 3호

주는 패턴이다. 즉, 몸판의 안솔기를 길게 조정(Figure 1-a)

하여 앞·뒤몸판의 옆선 패널이 안소매까지 일자로 연결되도

록 설계하였다. 이로 인하여 겨드랑이 부위의 운동 분량을 

증가시키고 팔을 드는 동작에서 밑단(Figure 1-b)이 끌려 

올라가지 않는다(Kim, Park, Park, Suh, & Choi, 2012; 

Kim, Wu, & Hong, 2015; Park & Lee, 2019). 또한 소매

와 몸판의 안솔기가 일자로 연결되어 환기용 지퍼(pit 

zipper)의 부착이 용이하였다.

  아우터의 소매를 두 장이나 세 장으로 절개하여 팔꿈치를 

굽힘으로써, 운동 적합성이 향상되었다. Figure 1-c는 소매 

패턴을 두 장으로 절개하여 굽혀준 예시이다. 또한 대부분 

재킷에서 앞몸판을 짧게 커트한 햄라인(hem line)은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편안함을 제공하였다. 

2) 팬츠 

팬츠에서는 동작 적합성을 향상하기 위해 굽힌 무릎(no. 

PT1∼6), 크로치에 무(no. PT1∼6) 삽입, 옆선 이동(no. 

(a)� no.� PT4 (b)� no.� PT6

Figure� 2.� Technical� Pattern� in� Pants�
,� a.a’:� Bent� Knee,� b.b’:� Gusset� in� Crotch,� c.c’:� Side-seam,� d:� Back� Knee� Seam,� e.e’:� Back� Rise,

f.f’:� C.B.�Waistline,� g:� Side-line
(drawn� by� authors)

PT1, PT3, PT4, PT6) 또는 제거의 설계(no. PT5)가 적용되

었다. 활동량이 많은 무릎 부위에 충분한 분량의 다트를 삽

입(Figure 2-(a)-a)함으로써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서 자유로

운 활동성을 가지며, 동시에 오금 부위의 역다트(Figure 

2-(a)-d)(no. PT1∼4)를 삽입하여 여유량을 제거하고 무릎

의 굽힘을 도와주었다.

  크러치(crotch)에 긴 패널(Figure 2-(a)-b, no. PT2∼4)이

나 삼각형(Figure 2-(b)-b', no. PT1, PT5, PT6)의 무를 삽

입함으로써 다리를 A자로 벌리는 동작에서도 안솔기의 여유

분으로 인해 동작이 편안해졌다. 

  배낭이나 하네스(harness)를 매는 경우, 솔기가 골반을 압

박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지의 옆선을 이동하거나 

요크에서 앞판과 연결되도록 옆선을 제거하였다(Figure 

2-(a)-c, 2-(b)-c').

  팬츠의 뒤판은 뒤허리점을 높이고(Figure 2-(a)-f, Figure 

2-(b)-f‘,) 뒤중심선의 각도를 경사지게 함으로써(Figure 

2-(a)-e, Figure 2-(b)-e’), 뒤중심선에 운동 분량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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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앉을 때도 뒤허리가 끌려 내려오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뒤판 엉덩이 부위의 세로 절개선을 사용하여(Figure 

2-(a)-g) 입체화함으로써, 구속이 적고 맞음새와 착용감이 

향상되었다. 

3) 레깅스 

레깅스 및 타이츠(tights)에서는 크로치 부위에 무 삽입(no. 

L1∼3), 넓은 허리 밴드(no. L1∼3), 옆선 제거(no. L2, 

L3), 뒤판 중심선의 누임 설계(no. L1, L3)가 적용되었다. 

  레깅스 착용 시 다리를 일자로 벌리는 동작에서 팬츠 크

로치 부위에 삼각무를 삽입(Figure 3-a)하여 안솔기 길이를 

늘여 샅부위의 활동 범위를 최대화하는 설계 방법이 적용되

었다. 허리선의 구속이 적으면서 배 전체를 지지해주는 넓은 

앞허리 밴드(Figure 3-b)가 적용되었다. 레깅스의 뒤판 중심

선의 각도를 누임으로써(Figure 3-c), 다리를 벌리는 동작에

서도 샅부위가 편하고 뒷허리가 내려오지 않으며 엉덩이 부

위의 입체적인 맞음새가 좋다. 

4) 사이클 웨어

사이클 웨어는 기후 대응과 안정성은 물론 적당한 구속력을 

통해 운동 효율을 높이면서 동작이 편하도록 사용자의 몸에 

꼭 맞아야 한다. 그래서 상의는 타이트한 실루엣으로 제작되

고, 하의는 안장에 닿는 궁둥이 패드(pad)는 부드러운 폼

(form)으로 교체되고, 인체공학적인 패턴 설계가 적용되고 

있었다(Kim & Choi, 2017). 

Figure� 3.� Technical� Pattern� in� Leggings(no.� L3)�
a.� Gusset� in� Crotch,� b.�Wide�Waistband,� c.� Back� Rise

(taken� and� drawn� by� authors)

  

사이클 상의(no. C1, C2)의 경우에는 앞이 짧고 뒤가 길며

(Figure 4-a, a’), 옆선을 없애고, 사이드 패널(side-panel)을 

삽입하고(Figure 4-b), 2장 패널의 굽힌 소매(Figure 4-c) 

등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어깨 부위의 활동성이 좋은 몸판과 

연결된 라글란 소매(raglan sleeve)로 설계되고(Figure 4-d), 

또한 사이클링 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목 부위, 커프

스(cuffs), 밑단을 몸에 밀착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패턴이 

설계되었다.

  사이클 팬츠(no. C4∼7)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패널, 짧

은 밑위, 입체적 엉덩이, 옆선과 앞·뒤판 중심선의 수직화 

등이 적용되었다(Figure 5). 3차원 인체 형상과 사이클 동작

을 고려한 여러 개 패널이 사용되었다. 사이클링 시 하의 

뒤판 허리선의 높임(Figure 5-a’)으로 인해 뒤 중심 길이는 

늘어나지만, 앞판의 낮아진 허리선(Figure 5-b’)에 대응하기 

위해 밑위를 짧게 하여 여유분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엉덩이 

부위의 입체감을 살리고, 다리를 모으고 주행하는 활동을 고

려하여 크러치 부분에는 남는 여유량이 없도록 안솔기

(Figure 5-c’)와 뒤 중심선(Figure 5-d’)이 수직에 가깝게 

설계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바지에서는 뒤 중심선의 각도가 누울수록 

뒤 허리점이 높아지지만(Yoon & Nam, 2009), 사이클복의 

경우에는 뒤 허리가 끌려 내려오지 않도록 뒤 허리점을 높

인 기능적인 패턴이었다. 높아진 뒤판 허리선을 옆선에서 자

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요크를 절개하여 입체화하는 방

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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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echnical� Pattern� in� Cycling� Top(no.� C1)
a.� Front� Hem,� a’.� Back� Hem,� b.� Side� Panel,�

c.� 2-Piece� Sleeve,� d.� Raglan� Sleeve�

(taken� and� drawn� by� authors)

Figure� 5.� Technical� Pattern� in�
Cycling� Pants(no.� C4)

� a’.� C.F.�Waistline,� b’.� C.B.�Waistline,� c’.� In-seam,� d’.�
Back� Rise�

(taken� and� drawn� by� authors)

2.� 제품�특성

1) 소재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소재는 기후 변화로부터의 보호와 

쾌적성을 위한 기능성, 초경량과 친환경이 상호 융합된 경향

을 보였다. 열, 수분, 공기의 이동을 고려한 온열 쾌적성이 

우수한 소재들로, 수분 감응형 쾌적성 소재인 투습방수 소

재, 흡한속건 소재, 보온소재, 방취 소재, 신축성 소재 등의 

기능성 소재가 포함되었다. 또한 페트병을 재활용한 폴리에

스터,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 모와 같은 천연섬유를 

사용하여 친환경성과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부여하였다.

(1) 아우터 

투습방수 재킷(no. J1∼8)의 경우, 코팅(coating) 또는 라미

네이팅(laminating) 가공 기술에 의한 미세다공형 투습방수 

직물(hard shell)이나, 초경량 고밀도 직물(soft shell)을 사용

하여 방수성과 투습성을 부여하였다(Figure 6). 이들 재킷은 

방수기능을 위해 솔기에 심실링(seamsealing) 처리되었다. 

  인체 부위별로 요구되는 성능에 맞추어 소재가 달리 사용

되었으며, Figure 6-(a)에서 보듯이 소재에 따라 이면의 색

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축성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부분적으로 폴리우레탄 혼방의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활동성을 부여하였다(Roh & Yoon, 2021).

  투습방수 직물은 발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불화탄소

(perfluorocarbons, PFCs) 기반의 화학물질을 발수제로 사용

한다. 그러나 PFCs는 환경과 인체에 축적되어 생체역학적인 

문제를 야기하므로, PFC 발수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적인 발수기능을 발휘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었다(Figure 

6-(b)). 

  투습방수 직물에 페트병으로 만든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토글(toggle), 와셔(washer, 나사받이), 

아일렛(eyelet), 라벨, 웨빙(webbing), 지퍼, 실(thread) 등도 

재활용 부자재가 사용되었다(Figure 6-(b)). 

  경량화와 내구성을 위하여 재킷 부위에 따른 내마모성 정

도에 따라 밀도를 달리해 제직하는 퓨즈 폼(fuse-form)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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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J1,� left:� Shell,�

right:� Inside

(b)� no.� J2 (c)� no.� J3

Figure� 6.� Fabric� of� Moisture-permeable�Waterproof� Jacket
(taken� by� authors)

(a)� no.� PD1 (b)� no.� PD2 (c)� no.� PD3 (d)� no� PD4

Figure� 7.� Padding� with� Artificial� Down
(taken� by� authors)

술을 적용되어 재킷의 중량을 줄이고, 패널 오버레이

(panel-overlay)를 대신해 최소한의 시밍(seaming) 처리를 

했다(Figure 6-(c)). 

  기존에 보온 아우터의 충전제가 다운(down)이 주를 이루

었다면, 시판되는 아웃도어용 방한 아우터에는 인조 다운이 

대체 충전제로 사용되었다. 다운은 습기로 인하여 보온성이 

저하된다. 그러나 인조 다운 충전제는 부드러우면서도 통기

성, 속건성, 압축성이 뛰어나며, 젖었을 때나 비바람에도 효

과적으로 보온성을 유지하는 고성능 절연재로 그 사용이 증

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Figure 7). 

  재활용 폴리에스터를 충전제로 사용한 친환경적인 아우터

들도 있으며(no. PD2∼4), 재활용 폴리에스터의 사용은 석

유로부터 추출하는 에너지 및 원재료,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부위별로 다른 소재를 사용하

여 기능성을 향상하게 하였다(no. PD1, PD3). 

  플리스는 보온성과 통기성이 우수하며, 폴리에스터와 폴리

우레탄의 혼방으로 우수한 신축성을 보유하여 부드럽고, 편

안한 착용감을 주며, 착장 시 세컨드 레이어(2nd layer)로 

활용되었다(no. F1∼3). 

  부위별로 다른 소재가 사용되었으며(no. F3), 재활용 폴리

에스터(no. F3) 또는 재활용 양모(no. F2)를 혼방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기능성을 향상하게 하고 친환경성을 부여하였

다.

(2) 팬츠

의복은 인체 운동 때문에 탄성변형을 일으키며, 의복의 여유

분과 의복 재료의 신도로 탄성변형을 감당하지 못하면, 인체

와 의복 사이의 접촉압이 증가로 인하여 의복압이 발생한다. 

이에 하체에 집중된 움직임과 구부리는 동작이 많은 아웃도

어 스포츠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팬츠에 나일론과 폴리우레

탄(6∼12%)을 혼방한 스트레치 소재가 사용되었다(Roh & 

Kim, 2018, no. PT1∼6)

  시판되는 팬츠들은 계절별로 그 성능에서 차이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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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ants�Made� of� Stretch� and� Non-stretch� Fabrics(no.� PT3)
a.� Stretch� Fabric,� b� Non-stretch� Fabrics

(taken� by� authors)

내구성, 신축성, 통기성, 경량, 속건성, 보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일부 팬츠는 신축성을 요구하는 무릎, 엉덩이, 

바지 하단 부위에는 폴리우레탄 혼방소재를 사용하고 이외

의 부위에는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유기농면에 친환경 방수 

처리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이렇게 소재의 차이를 둠으로써 

부위에 적합한 운동 적합성, 친환경성, 내구성, 통기성, 방풍

성과 방수성이 향상되었다(Figure 8). 

(3) 레깅스

레깅스에는 나일론과 폴리우레탄 혼방의 편성물이 주로 사

용되었다. 이는 나일론이 신도가 크고 탄성과 레질리언스가 

우수하며 강도, 특히 마찰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이다. 이는 

나일론의 초기탄성률이 낮아 직물보다 편성물에 적당하기 

때문에 스포츠웨어와 레저웨어의 편성물에 다른 섬유와 혼

방하여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Kim, 2009). 

  부위별 적합한 소재의 사용으로 기능적 패턴 절개에 의한 

패널라인(panel-line)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면서 형태를 

유지하고 쾌적성을 향상하였다(no. L3, L4). 일부 레깅스는 

크러치 부위에 공기 순환이 용이한 소재(메쉬, mesh)의 삼

각무 삽입으로 통기성과 활동성을 향상하도록 하였다(no. 

L2, L3).

  나일론 단점은 흡습성이 적고 투습성이 나빠서 착용 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Kim, 2009), 섬유 단면의 모세관을 

통하여 피부로부터 땀을 빠르게 흡수하여 밖으로 배출하여 

건조하는 흡한속건성을 향상하도록 하였다(no. L1, L2).

(4) 사이클 웨어

사이클 의류는 외부의 다각적 기후 변화에 바르게 대처하고, 

제2의 피부로서 안정성은 물론 적당한 구속력을 통해 운동

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효과를 위하여 폴리에스터 또

는 나일론과 폴리우레탄의 혼방 편성물을 사용하여 신축성

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이때 부위별로 신축성이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활동성을 높였다(no. C2, C4, C6).

  또한, 사이클링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땀과 

자외선이 문제가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땀의 흡수 증발

을 촉진하는 흡한속건 및 자외선 차단 소재가 사용되었다

(no. C6).

2) 디테일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에서의 디테일은 보온성, 환기성, 휴대

성, 수납성, 위치 고정 성과 안전성을 위한 용도로 분류하였

다. 

(1) 보온성·환기성

눈, 비와 바람으로부터 또는 극한의 환경에서 열 손실을 막

기 위한 디테일은 헬멧 호환 후드, 후드 입구, 너비, 폭 조

절, 벨크로 테이프(velcro tape), 탭(tab), 스냅(snap), 엘라스

틱 밴드(elastic band)를 사용한 소매단, 밑단에 엘라스틱 스

트링(elastic string, Figure 9-(a))을 사용한 둘레 조절 등이 

있다. 또한 앞 중심 여밈과 주머니 부위에 비바람이 들어가

지 않도록 지퍼 덮개인 지퍼 쉘터(shelter, Figure 9-(b)), 플

랩(flap, Figure 9-(c))과 이중 플라켓(placket)의 디테일이 

사용되었다. 

  야외 활동 시 열과 땀을 선택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디테

일에는 재킷 겨드랑이의 PIT 지퍼(Figure 9-(d)), 팬츠의 통

기구(Figure 9-(e)), 타공된 안주머니감(Figure 9-(f)) 등이 

있다. 또한 메쉬 안감을 사용한 주머니는 수납과 통기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휴대성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패커블(packable) 기능은 의

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복의 포켓을 뒤집어 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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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ing� for� Adjusting� the�

Hem� of� Pants� (no.� PT6)

(b)� Zipper� Shelter

(no.� J6)

(c)� Flap

(no.� J6)

(d)� Fit� zipper� in� the�

Armpit(no.� J3)

(e)� Ventilation� in� Pants

(no.� PT3)

(f)� Punched� Lining� in�

Pockets(no.� PT6)

Figure� 9.� Details� for�Warmth� and� Ventilation
(taken� by� authors)

Figure� 10.� Pack� Away� Pocket
(no.� PD2)

(taken� by� authors)

Figure� 11.� Detachable� Pants
(no.� PT5)

(taken� by� authors)

Figure� 12.� Shoulder� Strap� for� Carrying�
Jacket(no.� J8)

(taken� and� drawn� by� authors)

(packing)하거나 파우치(pouch)를 이용해 작은 부피로 가볍

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디테일이다(Figure 10, no. PD2

∼4) 또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응하여 레이어를 조합할 수 

있는 집-인(zip-in)· 집-아웃(zip-out) 기능(Figure 10), 후

드(no. J5, J8), 바지통(Figure 11, no. PT1, PT5)과 소매의 

탈부착(no. C2, no. J8) 등 필요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호환 기능이 있다. 또한 착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운반을 위한 스트랩(strap)을 부착하였다(Figure 12). 

(3) 수납성

지도와 각종 디바이스들을 수납할 수 있는 가슴, 허리, 안, 

소매, 허벅지, 허리밴드 부위에 주머니가 있다(Figure 13). 

가슴 포켓은 백팩을 메고도 사용이 쉽도록 세로로 가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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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est� and�Waist�

Pocket

(no.� J6)

(b)� Chest,�Waist� and�

Sleeve� Pocket

(no.� J4)

(c)� Back-waist�

Pocket�

(no.� C4)

(d)�Waist� and� Thigh�

Pocket

(no.� PT3)

(e)�Waist� Band�

Pocket(up:� no.� L1,�

down:� no.� L3)

Figure� 13.� Pocket� details
(drawn� and� taken� by� authors)

(a)� Elastic� Gripper� in� the�

Hem� of� Top(no.� C2)

(b)� Gripper� in� the�

Hem� of� Pants(no.� L1)

(c)� Thumb� Hole� in� the�

Sleeve� Beak(no.� F1)

Figure� 14.� Details� of� Positional� Stability
(taken� by� authors)

위에 위치하며, 허리 포켓은 핸드워머(hand-warmer) 기능

이 있다(Figure 13-(a),(b)).

  사이클웨어 상의의 뒤판 하단에 수납을 위한 주머니가 있

으며(Figure 13-(c)), 팬츠는 하네스를 고려하려 허리 포켓

과 허벅지 포켓(Figure 3-(d)), 레깅스는 넓은 허리밴드 사

이에 주머니를 삽입하였다(Figure 13-(e), no. L1-3). 

(4) 위치 고정성

썸홀(thumb hole)과 그리퍼(gripper)는 의복의 위치 고정을 

도와주는 디테일이다(Figure 14). 사이클웨어에서 스판덱스 

그리퍼를 통해 상의 허리 부위(Figure 14-(a))와 팬츠 밑단

(Figure 14-(b))이 말려 올라가지 않도록 하였으며, 요가복

에서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 시 소매가 말려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썸홀(Figure 14-(c))이 사용되었

다.

(5) 안전성

퇴근 후 저녁에 걷기, 뛰기, 라이딩, 트레킹, 등산 등의 야간 

활동을 하는 나포츠족(night+sport)의 안전을 위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에 재귀 반사테이프를 부착하였다(Figure 15). 재

귀 반사란 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 재귀반사 테이프 부착 시 야간에 눈에 잘 띄어 안

전성을 확보하였다.

3) 봉제

무봉제 방식은 핫멜트 필름, 심리스 필름, 실리콘 등의 테이프

로 접합하는 기술이다. 방수기능이 큰 역할을 하는 아웃도어 

스포츠 재킷(no. J1∼8)에는 본봉과 심실링이 함께 사용되는 봉

제 방법이 주를 이루었다(Figure 16). 투습방수 재킷에서 무봉

제 방식 사용 시, 봉제선에 방수 테이프로 심실링 처리하거나, 

안단과 밑단에는 본딩과 라미네이팅으로 처리하고, 라벨에는 본

딩으로 부착하였다(Harper, 2001; Roh & Yo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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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tro-reflection� Logo(no.� J5) � (b)� Retro-reflection� Tape� of� the� Hem� of� the� Pants(no.� C4)

Figure� 15.� Retro-reflection
(taken� by� authors)

(a)� Yoke� (b)�Waist (c)� Hood
(d)�Main� Label� on�

the� Back� Center�
(e)� Sleeve (f)� Hem�

Figure� 16.� Sewing�Method� of�Moisture-permeable�Waterproof� Jacket(no� J1)
(taken� by� authors)

Figure� 17.�Welding� for� String-hole
in� the� Hood(no.� J5)
(taken� by� authors)

Figure� 18.� Hemming� with� Bonding�
after� Overlocking� Edge(no.� PT1)

(taken� by� authors)

Figure� 19.� Down� Sewing�
with� Ultra� -sonic(no.� PD5)

(taken� by� authors)

  가장 대중화된 것이 웰딩(welding, Figure 17)으로, 데코

레이션 필름을 사용하여 지퍼 부위, 스트링 터널(string 

tunnel)이나 홀(hole) 부위에 투습방수를 위한 기능적 측면

과 디자인적 측면을 보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The 

era of seamless’, 2017).

  팬츠의 경우에는 밑단의 올풀림 방지를 위하여 오버록을, 

방수성을 위하여 시접에 본딩 처리를 하며, 경량과 부드러움

을 위해 봉제와 무봉제를 적절히 사용하였다(Figure 18).

또한 방한용 재킷에서는 고주파로 순간적인 열을 발생시켜 

소재를 접착하는 기술인 울트라 소닉(ultra-sonic) 기술을 

이용하여 봉제하였다. 이로 인해 다운이 봉제 바늘구멍을 통

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였다(Figure 19). 

  직물의 신도는 10∼30%이나 편성물은 조직에 따라 신도

의 차가 크지만 대체로 50∼200%의 신도를 갖는다(Kim, 

2009). 소재의 신도 즉, 신축성에 맞추어 봉제가 행해지지 

않으면, 봉제 부분이 터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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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Needle� 4-Threads�

Overedge� Stitch� (no.� L3),� #514�

(b)� 3� Step� Zigzag� (no.� L1),�

#315

(c)� 4-Needle� 6� Thread� Cover�

Stitch� (no.� L1),� #607

(d)� 2-Needle� Bottom� Cover�

Stitch� (no.� F2),� #406

(e)� 2-Needle� 4-Threads�

Cover� Stitch� (no.� L1),� #602

(f)� 3-Needle� 5-Threads� Cover�

Stitch� (no.� F2)

Figure� 20.� Sewing�Method� of� Stretch� Fabric� #no:� number� of� seam� &� stitch� by� ISO� 4915(1991)
(taken� by� authors)

Table� 2.� Sewing�Method� Used� in� Outdoor� Sportswear

Part� Textile� type Sewings Items

Non-stretch�

Moisture-permeable�

waterproof� fabric

Lock� stitch+� seam� sealing

5-threads� safty� stitch Hard� shell� jacket,� pants

Bonding,� laminating

Fabric(no� PU)
Lock� stitch+� overedge� stitch,� or� lock� stitch+�

binding,� 5-thread� overedge,�
Jacket,� down� jacket,� pants

Stretch�

Fabric(PU� blend)
Chain� stitch,� overedge� stitch,

5-threads� safty� stitch

Hard� shell� jacket,� soft� shell�

jacket,� pants

Knit

4-thread� overedge,� cover� stitch Leggings,� cycle� wear

Cover� stitch,� overlock,� 4-thread� overedge� zigzag,�

chain� stitch� binding,�
Fleece,� pants

축성이 요구되는 부위에서의 부분적인 스트레치 소재 사용

으로 유사안전봉(2-needle 4-threads overedge stitch, 니혼

오바록, #514, Figure 20-(a)), 이중환봉(single needle chain 

stitch, #401), 또는 지그재그봉(zigzag stitch, Figure 

20-(b))이 사용되었다(Roh & Yoon, 2021). 유사안전봉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두께감이 덜 느껴지는 봉제 방법

으로, 연결과 시접 끝처리가 동시에 되는 방법이다(no. F1∼

3). 신축성이 큰 제품에는 솔기의 연결에 오드람프 편평봉

(4-needle 6 thread cover stitch, #607, Figure 20-(c))이 

사용되었고, 밑단 또는 소매부리의 엘라스틱 밴드의 연결에

삼봉(2-needle bottom cover stitch, #406, Figure 20-(d))

이나 가위룹바 삼봉(3-needle 5-threads cover stitch, 

Figure 20-(e),(f))과 같은 플랫심이 사용되었다(no. C1∼6).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봉제의 특징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소재들이 부위별로 다르게 사용되어 다양한 봉

제 방법이 한 제품에 사용됨이 확인되었다. 아이템별로 봉제 

방법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비스트레치와 스트레치 부위

에 따라 본봉과 환봉 무봉제 방식이 리드미컬하게 적용되었

다(Table 2). 

  투습방수 재킷의 경우, 옆선, 어깨선, 진동둘레선, 절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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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Recco� System(no.� J4)
(https://recco.com/technology/)

Figure� 22.� Levi's� Commuter×� Jacquard� By� Google� Trucker� Jacket� (no.� C6)
(https:://www.coolthings.com/)

인을 본봉으로 연결한 후 심실링 테이프로 보강하였다. 스트

레치 소재와의 접합 부분을 체인스티치(chain stitch)를 사용

하여 늘어나도 터지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몸판에 사용한 

소재 외에 사이드 패널에 스트레치 소재의 추가 사용 시 밑

단의 봉제에도 본봉과 환봉을 교대로 사용하였다. 

4)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적용

여러 첨단 성능들을 갖춘 디바이스를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에 적용하여 특수한 환경에서 인체를 보호하거나 모니터링

하여 야외 활동을 편리하게 하였다.

(1)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후드에 내장된 The RECCO◯R  시스템(no. J4)은 경기 중 

눈사태가 났을 경우, 조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GPS가 

적용되었다(Figure 21). 리코 시스템은 구조대가 사용하는

디텍터(Detector:탐사기)와 착용자의 옷에 삽입된 리플렉터

(Reflector:신호반사기)로 구성되어 있다. 스키 리조트와 구

조대가 휴대하는 리코 디텍터가 위치 탐색 신호를 방출하면 

조난자의 옷이나 장비에 부착된 리코 리플렉터가 신호를 받

아서 되돌려 보내어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2) 스마트 커넥티드 의류

전도성 물질을 넣은 데님 재킷(no. C6)은 소매 커프스 부분

을 좌우로 쓸어 넘기거나 탭을 해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

어 자전거를 탈 때 유용하다(Figure 22). 곡 넘기기, 전화 

수신, 문자 읽기, 구글 지도 실행, 길 찾기를 스마트폰 또는 

이어폰으로 알려주며, 전용 앱으로 원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재킷은 전적으로 옷감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작

동하는 것은 아니며, 터치 패드 기능을 가진 섬유로부터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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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Interior� Electric� Circuit (b)� Back� Interior� Electric� Circuit (c)� Front� Technical� Pattern�

Figure� 23.� Cycling� Shorts� with�Wearable� Device(C7)
(taken� and� drawn� by� authors)�

(a)� Bluesign(no.� J2) (b)� Clevercare.info(no.� J4,� J7)

Figure� 24.� Green� and� Certification�Marks
(https://www.bluesign.com/,� https://www.ginetex.ch/)

력된 제스처 신호에 따라 작동하도록 자카드 태그가 사용되

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Choi,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바이스와 구글 같은 글로벌 기

업에서 스마트 의류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한 

것에 의의가 있다.

(3) 근전도 측정 

근전도란 근섬유의 전기적 활동을 기록하여 분석함으로써 

근육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는 것이다. 근전도 측정기능이 있

는 디바이스를 사이클링 팬츠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부

착하여 훈련 중 근육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Figure 23, C7). 즉, 올바른 활성화 순서로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는 부상에 대한 불균형이 있는지 추적한다. 

  이외에도 사이클웨어에서의 기술은 1990년대 이후 패턴 

관련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스마

트 디바이스를 결합한 기술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Kim, & 

Choi, 2017)

4) 친환경과 인증마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

회로 발전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인류 공동의 중요

한 과제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에 부

착된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각국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환경적 측면을 개

선하고,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제품구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환경마크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에코 라벨(eco-label) 제도는 제품의 제조공정,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고려해 제품이 친환경적이고 

자원 절약을 인증하는 제도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었다(Na, Kim, Kim, & Na, 

2017). 

  블루사인(bluesign◯R , no. J2)은 섬유 생산에 관한 친환경 

국제 인증이다. 자원 생산성, 소비자 안전, 공기 및 물 배출, 

작업장 내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모든 요소를 평가하여 잠재

적으로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여 친환경 그린 제품을 만들었

다는 것을 알려준다(Figure 24-(a)). no. J2 재킷은 블루사

인 인증된 직물 및 단열재로 만들어졌으며, 재킷 무게를 줄

이기 위해 경량 지퍼와 실을 사용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플루오르 카본(fluorocarbon)이 함유되지 않은 



윤미경� ·� 노의경� /� 해외�아웃도어�스포츠웨어의�테크니컬�패턴과�제품�특성�분석� � � � � � � 123

DWR(durable water resistance)로 표면 처리하였다. 

  이외에도 시간·비용 절약, 환경 보호와 현명한 옷 관리법

을 제시하는 클레버케어 정보(clevercare.info, 2012)도 아웃

도어 스포츠웨어에 적용되고 있었다(Figure 24-(b), no J4, 

J7). 이에 소비자들이 지속 가능한 제품 관리를 채택함으로

써, 좋아하는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동시에 지구를 돌보는 

방식을 권장하고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 북미에서 시판되는 33종의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테크니컬 패턴, 소재, 디테일, 봉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적용과 인증에 대해 분석하였다. 

  테크니컬 패턴을 분석한 결과, 아우터에서는 넌셋인 소매, 

소매산의 높이 조절, 안솔기의 길이 늘리기, 굽힌 팔 패턴, 

앞몸판의 햄라인 길이 조절로 동작 적합성을 높였으며, 팬츠

에서는 굽힌 무릎, 크로치에 무 삽입, 옆선 이동 및 제거가, 

레깅스에서는 크로치에 무 삽입, 넓은 허리 밴드, 옆선 제

거, 뒤판 중심선의 누임이, 사이클 상의에서는 몸판 햄라인

의 길이 차이, 사이드 패널 삽입, 굽힌 소매, 라글란 소매, 

타이트한 패턴이, 하의에서는 여러 개의 패널, 짧은 밑위, 

입체적 엉덩이, 옆선과 앞·뒤판 중심선의 수직화 등이 적용

되었다. 

  제품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소재는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 쾌적성, 동작 적합성을 향상하기 위

하여 투습방수 소재, 흡한속건 소재, 스트레치 소재 등이 주

로 사용되었으며, 재활용 섬유 및 부자재, 친환경 가공제, 

플리스와 인조 다운의 사용으로 친환경성과 보온성을 향상

하였다. 또한 부위별 적합한 소재의 사용으로 활동성과 쾌적

성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보온성, 환기성, 휴대성, 수납성, 위치고정성, 안정성을 위

한 다양한 디테일들이 적용되었다. 봉제 방법이 아이템별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으며, 비스트레치와 스트레치 영역에 

따라 본봉, 환봉과 무봉제 방식이 사용되었다. GPS, 스마트 

커넥티드 의류, 근전도 측정 디바이스가 적용되었다. 또한 

노동환경과 제품생산과정에서의 친환경 그린인증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인증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에게 이에 관한 정보

가 제공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차별화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

다. 또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서로 협력해야만 더욱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6∼2018년에 아웃도어 스포츠웨어를 수집하여 

급변하는 패션 및 기능성 트렌드의 반영이 어려운 점이 있

다. 또한 시판되는 제품의 패턴 및 제품 특성을 분석하여 

각 요소의 조합으로 인한 기능성 상승 및 저하에 대한 실험

적 검증·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후에 다양한 아이템에 

각 요소의 적용 시 실제 효과 및 조합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된다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개발 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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