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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considered the characteristics of athleisure wear shown in male street fashion. 
Fashion item’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nd characteristics of fashion color and tone were an-
alyzed to make prototypes for each fashion imag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aracteristics of each fashion item were analyzed. Second, color tone for each fashion color was 
analyzed to derive fashion color characteristics of athleisure wear shown in male street fashion. 
PB pale color tone and PB, R, YR color dark grayish color tone appeared in order and P color 
showed the lowest distribution in all color tones. Third, characteristics of male athleisure wear 
shown in street fashion were grouped for prototyping, and three types of mix match type 
(cross-over, strong personality sports set-up type and daily life sports casual) were suggested. Mix 
match of athleisure wear containing unique taste and preference of male consumer. It means the 
possibility of various utilization of athleisure wear in daily life with mix match of casual items and 
sporty style. This study examined athleisure wear shown in male street fashion to the point that 
athleisure wear was analyzed as street fashion styled by ordinary men themselves and not for 
fashion display methods based on sense, creativity or the artistic sense of designers shown in de-
signer collections. This led to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athleisure wear in daily male fashion and 
allowed for diversified fashion adaptation methods and display methods to be contemp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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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패션 시장에서 애슬레저웨어는 기능성과

활동성을 지닌 스포츠웨어에서 출발하여 심미성과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운동과 같은 스포츠

활동만을 위한 스포츠웨어에서 나아가 기능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동시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안

된 애슬레저웨어는 다양한 일상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한 패션스타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애슬레저웨어는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를 비롯해 뉴욕의 알렉산더 왕, 칼 라거펠

트의 샤넬과 같은 하이엔드 패션디자이너의 컬렉

션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베트

멍(Vetements)과 같은 하위문화를 대표하는 하이

패션 브랜드와 리복의 콜라보레이션은 온라인에서

젊은 층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다. 스페인의 자라

(ZARA), 영국의 탑샵(Topshop)등과 같은 SPA

브랜드에서도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애슬레저웨

어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특히 Baek & Yu(2019)

에 따르면 유럽의 여성 소비자들에게는 편하면서

도 쉽게 입을 수 있는 애슬레저 룩(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운동복)의 판매량이 증가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Kim(2017)에서도 “나이키 코리아와 아디다

스 코리아와 같은 정통 스포츠 브랜드가 스포츠웨

어의 경계를 넘어 패션 시장으로 확장 중이다”라

고 전한다. 국내 패션 산업에서도 애슬레저웨어의

비중이 크게 늘리고 있는데 Cho(2017)에서는 기

존 브랜드에 스포츠웨어 아이템 카테고리를 차별

화하여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하고 있는 사례로 시

선인터내셔날의 ‘잇미샤’, 엘지 패션의 ‘질스튜어트

스포츠’, 신원의 ‘이사베이’를 제시하며, “일상에

서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는 패션스타일부터

야외활동에 적합한 기능성과 활동성을 겸비한 스

타일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

명한다.

이러한 패션업계의 추세에 따라 일반인들을 대

상으로 하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에도 스포츠웨어

와 일상복을 함께 연출한 다양한 스타일링 방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애슬레저웨어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고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

기 위한 다각화된 애슬레저웨어 디자인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패션에 관심이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스트리트

패션은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일상복의 현

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패션선도자들의 스트리트

패션은 일상적으로 착용이 가능한 디자인 영감 및

다양한 스타일링 연출 방식과 가능성을 담고 있

다. 이러한 다양한 패션디자인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스트리트 패션 연구는 주로 여성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에 비해 남성의 스트리

트 패션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대

남성들은 그들의 개성과 취향, 기호, 의식 등을 표

현하기 위해서 패션스타일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

양한 남성복 디자인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

며, 패션스타일링에 관심이 있는 남성들이 증가하

고 있다. 또한 남성들에게도 운동과 레저 등의 스

포츠 활동복에서 나아가 보다 실용적이고 세련된

애슬레저웨어 스타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

다는 점에서 남성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보다 심

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남성 애슬레저웨어를 연

구대상으로 하여 디자인 특성과 유형을 살펴보고

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남성 스트리트 패션의 개념과 특성
스트리트 패션이란 컬렉션의 런웨이에서 모델

이 착용한 패션스타일을 포착한 사진이미지가 아

닌, 거리에서 촬영된 패션스타일 이미지를 의미한

다. 특히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 등의 컬렉션 기

간 동안 촬영된 스트리트 패션이미지의 경우 모델

이나 패션디자이너, 패션바이어, 패션 잡지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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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패션 영역에 종사하는 패션선도자들의 패션

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패션선도자의 경

우 다양한 패션아이템과 트렌드를 접목하여 보다

새로운 패션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패션스타일링의 다양성을 분석할 수 있다.

Kim(2003)은 “현재의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을 개

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

라 다양한 아이템을 혼합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연출하는 것”으로 설명한다(p. 300). Park &

Chun(2018)은 스트리트 패션의 특성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개인의 독창성이나 차별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의 믹스매치를 스트리트 패션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활동성이 강조된 저가형의 애슬레저웨

어에 고급스러운 핸드백이나 화려한 의상을 매치
하는 것과 같은 믹스매치 연출법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p. 56).

한편 이러한 스트리트 패션은 주로 여성을 중

심으로 하여 스트리트 패션스타일을 비교연구하거

나 스트리트 패션의 특징적 현상을 고찰(Ro &

Yang, 2003; Lee, 2005; Park & Chun, 2018 등)

하거나 여성과 남성을 함께 연구대상(Kim & Ro,

2018)으로 유행하는 패션 트렌드와 접목된 스타일

이나 룩을 중심으로 스트리트 패션이미지를 분석

하였다.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남성의

스트리트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보

기 위해 연구대상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Table 1>와 같다. 남성 스트리트 패션 선행연구

는 Kim(2003)의 연구와 같이 패션스타일을 유형

화하거나, 특정 패션아이템 혹은 스타일을 분석하

였다. Kim & Ro(2007)은 스트리트 패션스타일은

“고유한 민족적 정서, 생활양식, 패션 트렌드 수용

정도, 의복을 통한 자기 표현, 의복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p. 1007).

Kim(2018)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남성 스트리트

패션에서 나타나는 네오-우라하라 패션을 “새로운

개성적 스타일로 독창성과 자기정체성의 표현하는

스타일”로 설명하였다(p. 13). 지금까지의 선행연

구는 주로 남성 스트리트 패션을 유형화하거나 패

Researcher Subject Content

Kim(2003)
Street fashion of men

(London, Paris, New York , Tokyo)

Identified the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treet fashion

of men living in world fashion-leading cities.

Park(2006) Domestic men's street fashion

Surveyed and analyzed in 2005 S/S domestic men's street

fashion by using the Web-SFAS system that was developed

and completed in the earlier research.

Kim &

Ro(2007)

Male denim fashion data were

collected from large cities of the

East and the West

The denim fashion in Europe and America, Beijing and Seoul

differed largely owing to their different tastes for expressing

themselves.

Kim(2018) Men's street fashion in Japan

Neo-urahara fashion is no longer a subcultural fashion with

the resistance of subculture, but it can be explained as a

representative Japanese male street fashion style that

expresses originality and self-identity.

Kim &

Ro(2018)

Military fashion as it has appeared

in the street fashions of 5

fashion-leading cities (Paris, Milan,

London, New York and Tokyo)

Analyzing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military

fashion as it has appeared in the street fashions of Korea and

overseas.

The military look was classified into 4 styles:

mix-and-match, hip-hop, layered, and work wear.

<Table 1> Advanced Research of Men's Street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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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스타일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 왔으며, 공통적으로 스트리트 패션은 개인의

생활양식과 정체성 그리고 취향을 반영한 중요한

개념이자 일상적인 남성의 패션스타일을 연구할

수 있는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대부분 남성 스트리트 패

션을 유형화하거나, 특정 패션아이템 혹은 패션스

타일을 주제로 연구되어 왔으며, 남성의 스트리트

패션은 일반 남성들의 패션을 통해 드러내는 기호

와 개성, 생활양식, 패션 트랜드 수용 정도, 패션

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

반 남성의 다양한 패션스타일링의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션에 관심이 있는 남성 패

션선도자를 중심으로 한 패션 스트리트 패션에 대

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2. 애슬레저웨어의 개념 및 특성
애슬레저웨어의 개념은 1990년대 이후로 건강

한 신체와 여가로서의 운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

심이 증가함으로써 등장하고 있다. Lee(2018)의

연구에서는 “운동 후 일상생활로의 복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생겨나게 된 스타일로 전통적인 스

포츠 룩 보다는 캐주얼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p. 446). 이러한 애슬레저웨어는 Ha,

Lee & Park(2006)에 따르면 나이키, 리복, 아디

다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스포츠 브랜드의 디자인

개발과 다양화를 통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p. 882). 애슬레저웨어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 <Table 2>와 같다. Lee &

Park(2010)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경기복에서부

터 영감을 받은 패션스타일”로 정의하고 있으나

(p. 572), 최근 연구에서는 애슬레저웨어를 일상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어 패션성이 가미된 스타일로

정의하는 추세이다. Lee & Ahn(2016)은 애슬레

저웨어를 “젊은 여성들을 위한 패션성과 트렌드가

가미된 캐주얼 스포츠웨어”로 정의하고 있다(p.

30). Lee & Ahn(2016)의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패션 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확대되면서 애슬레

저웨어는 스포츠, 레저 활동 및 일상생활 등 다양

한 생활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p.

35). Kwon(2016)은 “아웃도어와 스포츠의 영역간

의 경계를 허물고 캐주얼웨어와 일상복이 자연스

럽게 융합된다”고 하였으며(p. 103), “비경계성의

미적 특성을 지닌 패션스타일로 일상생활에서 다

양한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스포츠와 일상복의 영

역의 경계가 허물어진 패션스타일”로 설명하였다

(p. 114). Kim(2016)은 “레저와 스포츠, 일상 생

활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자유롭게 착용하는

패션경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pp. 66-67). 이는

스포츠, 취미, 여가 생활 및 소비자의 일상을 통합

할 수 있는 독창적인 패션디자인으로의 가능성으

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Lee(2018)의 연구에서

는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스포츠 즐길 수 있도록

일상복을 기능성 스포츠웨어 아이템과 매치하여

세련되게 스타일링한 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p.

448). 특히 Lee(2018)의 연구에서는 “경기복 또는

스포츠웨어와 관련된 디자인 요소를 차용한 룩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분석하였다는 데서 가

볍게 즐길 수 있는 일상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p. 448). 최근 선행연구로 여성 스트리트 패션의

애슬레저 룩의 연출 특성을 분석한 Park &

Chun(2018)은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을 유지하되

일상복과의 자연스러운 매치를 위한 일상복적 디

자인 요소가 가미된 룩”으로 정의하고 있다(p.

58). 특히 애슬레저웨어가 “개성과 실용성, 심미성

을 갖추고 있으며, 대중들의 다양한 개성 표현과

활용을 확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p. 69).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스포츠와 일상복의 경계

를 넘어 다양한 기능성 웨어의 일상적 활용이 이

루어지는 애슬레저웨어는 개성, 실용성, 심미성,

트렌드성을 모두 갖춘 스타일링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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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패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

성 스트리트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특히 오늘날 남성소비자의 패션을 통한 다

양한 개성 표현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스트

리트 패션에서 나타난 애슬레저웨어의 특성을 도

출하여 남성 스트리트 패션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

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조사 대상
남성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웨어의

연출 특성의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애슬레저웨어와 남성 스트리트 패션스타일에 관한

개념 정의를 위하여 선행 연구 및 서적, 신문 기

사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실증 연

구를 위해 남성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

웨어 패션이미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대

상으로는 패션 스트리트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

기 위해 2018 S/S(2017년 6월 촬영됨)부터 2019

F/W(2019년 1월 촬영됨)시즌의 남성복 패션 위

크에서 쵤영된 스트리프 패션 사진을 대상으로 하

였다. 뉴욕, 런던, 밀라노, 그리고 파리의 4대 남성

복 패션 위크(Menswear Fashion Week) 및 최근

남성복 영역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피티 워

모의 스트리트에서 포착된 패션이미지를 수집하였

다. 피티 워모(Pitti Uomo)는 매년 1월과 6월, 총

2회에 걸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열리는 국제적

규모의 남성 패션 행사이다. 정장을 기본아이템으

로 취급하는 신사복 브랜드에서부터 젊은 층이 선

호하는 스트리트웨어 및 캐주얼웨어, 액세서리 등

에 이르기까지 라이프스타일의 전 영역에 걸친 세

계 남성복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

(Shin & Nam, 2019)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

러한 피티 워모를 4대 패션쇼와 더불어 분석 대상

Researcher Subject Definition of Athleisure Wear

Lee &

Park(2010)

Sports-inspired fashion (uniforms and

training clothing) in Gap Press

magazine.

Sports-inspired fashion: The fashion styles inspired by

sports.

Lee &

Ahn(2016)
Top 5 brands of revenue.

A stylish, modern style casual sports wear that adds

fashion to young women as it expands consumer choice

with the ability to wear sports, leisure activities and daily.

Kwon(2016)

A study on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athleisure with sports

wear, outdoor wear and casual wear

focused on fashion after 2014.

Athleisure is a fashion style that breaks the boundaries of

outdoor wear and sportswear and naturally combines

casual wear and daily wear.

Kim(2016)

Athleisure fashion design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Ready to Wear

collections since 2010.

Possibility as a fashion design that integrates sports with

leisure and daily life.

Lee(2018)

Athleisure look selected by Vogue

magazine from 2013 S/S to 2016 S/S

of the world’s top 4 collections (Paris,

Milan, London, New York).

It was shown that athleisure look allowed various free

styling by matching the look with different techniques or

items.

Park &

Chun(2018)

A mixed fashion image of a street

fashion captured during the four major

fashion week.

-Defined as a look incorporating to maintain the

functionality of sportswear but to match daily wear.

-Positively influence the expression and utilization of

various personalities of the public.

<Table 2> Advanced Research of Athleisure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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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하였다.

스트리트 패션이미지의 자료 수집에 있어서 스

트리트 패션이미지의 시기와 지역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출처 확인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패션

위크 기간 동안 전문적으로 패션 스트리트 이미지

자료를 업로드해주고 있는 미국 보그(www.

vogue.com)와 영국의 보그(www.vogue.co.uk), 모

델스닷컴(models.com), 하퍼스바자닷컴(harpersba

zaar.com), 오노벨로닷컴(onobello.com)에서 시즌

별 스트리트 패션을 검색하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취합하여 총 509개의 이미지를 수

집하였다. 수집된 이미지들은 스트리트 패션스타

일 이미지의 촬영 특성상, 정면 사진 뿐만 아니라

사진 속 인물이 걷고 있거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미지, 인물의 상반신만 촬영되거나 착용한 패션아

이템의 디테일이나 프린트만 클로즈업된 이미지,

인물의 뒷모습을 촬영한 이미지들도 포함하고 있

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상, 하의 아이템과 신

발 액세서리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전신 촬영

이미지 및 측면 사진만을 선별하였고, 선정한 이미

지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 <Table 3>과 같다.

분석 대상 이미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Fig. 1>과 같이 정면을 포착한 사진 중에서 상,

하의, 액세서리까지 착용한 아이템을 구분할 수

있는 사진과 <Fig. 2>와 같이 측면을 포착한 사진

중 상, 하의, 액세서리까지 착용한 아이템을 구분

할 수 있는 사진을 허용하였다. <Fig. 3>와 같이

뒷면을 촬영한 스트리트 패션 사진은 뒷면에서 애

슬레저 디자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아이템

을 구분할 수 없었으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

고, <Fig. 4>와 같이 측면을 포착한 사진 중에서

상, 하의, 액세서리를 기준으로 착용한 아이템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사진은 제외하였다. 이러

한 이미지 선정 기준으로 선별한 216개의 이미지

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 애슬레저웨어 아이템의 분석 기준 도출
선행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애슬레저웨어 아

이템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남성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웨어의 패션아이템 이미지를 분류

하였다. 패션아이템의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

하기 위해 Lee & Ahn(2016)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출액 상위 브랜드(나이키, 아디다스, 룰루

레몬, 뉴발란스, 르꼬끄스포르티브) 웹 사이트와

Park & Chun(2018)의 연구에서 제시한 애슬레저

Images included in survey Images excluded from survey

<Fig. 1> Frontal photograph

(Vogue.com, n.d.-a)

<Fig. 2> Side Photograph

(Vogue.co.uk, n.d.-a)

<Fig. 3> The back of one's

head photograph

(Vogue.co.uk, n.d.-b)

<Fig. 4> A cut in the body

part of photograph

(Vogue.com, n.d.-b)

<Table 3> Criteria for the selected image to b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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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의 아이템 분류 카테고리를 참고하였다 매출

액 상위 브랜드의 웹 사이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애슬레저 상품 카테고리 현황

과 스트리트 패션이미지 중에서 여성 애슬레저웨

어의 믹스매치 연출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애슬레저웨어 아이템을 종합하면

다음 <Table 5>와 같다.

이를 종합하여 취합된 스트리트 패션이미지들

을 큰 카테고리로 1차 분류하였고 1차 분류 후 출

현 빈도를 참고하여 위의 제시된 분류기준을 수정

보완하였고, 기타(스윔팬츠) 및 언더웨어 등을 제

외하였다. 1차 분류 기준으로 구분된 아이템 카테

고리는 실제로 스트리트 패션이미지 분류기준으로

적용한 결과, 출현빈도를 기준으로 패션이미지의

형태와 디테일로 세분화 할 수 있었다. 세분화된

애슬레저웨어의 패션아이템 카테고리로 아우터류

(5가지)는 패딩 및 다운류의 윈터재킷, 윈드브레

이커, 트레이닝재킷, 아노락, 베스트로 상의류(5가

지)는 반팔 티셔츠, 긴팔 티셔츠 및 스웻셔츠, 하

프집업, 후디, 슬리브리스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하

의류(2가지)는 레깅스를 제외한 숏팬츠, 트레이닝

팬츠로 분류되었다.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2~3개

의 아이템을 레이어드할 경우 중복 허용(20회)으

로 분류하여 236개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시즌

별 남성 애슬레저웨어의 출현빈도를 도출하면 다

음 <Table 6>과 같다. 아우터류에서는 패딩 및 다

운류의 윈터 재킷이 54회(65.1%)로 출현 빈도수

가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트레이닝재킷과 윈드브

레이커, 아노락, 베스트 순으로 출현하였다. 상의

류에서는 반팔 티셔츠가 27회(33.75%)로 출현 빈

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후드 티셔츠

가 22회(27.5%)로 근소한 차이의 빈도수를 보이

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긴팔 티셔츠 및 스웻셔

츠, 하프 집업, 슬리브리스 탑 순이었다. 하의류에

서는 트레이닝팬츠가 50회(68.5%)로 가장 출현

횟수가 높았고, 이는 여성의 애슬레저 스트리트

패션을 연구한 Park & Chun(2018)의 연구 결과

와 유사하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날씬하고 슬

림한 다리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해 레깅스의 믹스

매치” 가 등장하고 있었으나(p. 64), 남성의 경우

Brand/Researcher Women/Men
Fashion Item Category of Athleisure Wear

Outer Top Bottom

Nike Men Jacket, Vest

Hoody T-shirts, Crewneck

T-shirts (Sweat shirts),

Half Zip-up top, Jersey

top(sleeveless), Jersey T-shirts

Pants, Tights,

Short pants

Addias Men
Winter Jacket,

Jacket

Track top, Short sleeve T-shirts,

Long sleeve T-shirts, Sleeveless

Pants, Tights, Short

pants, Etc(Swim pants)

Lululemon Men Jacket, Hoodie
Tank top, Short sleeve T-shirts,

Long sleeve T-shirts

Pants, Short pants,

underwear

New Balance Men
Down/Vest

Jacket

Sleeveless, Hoody, Sweat

shirts(Man to man)

Pants, Tights,

Short pants

Le Coq Sportif Men

Padding/Down

Jumper,

Padding/Down

Vest, Jacket

Long sleeve T-shirts, Short

sleeve T-shirts
Pants, Short pants

Park & Chun

(2018)
Women

Windbreaker,

Training Jacket

Sweat shirts, T-shirts, Hoody,

Bra top

Leggings, Training

pants

<Table 5> Fashion Item Category in Athleisure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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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레깅스를 활용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반면

남성의 애슬레저웨어 하의류에서는 숏팬츠를 활용

하는 경우가 73개의 이미지 중에서 23회(31.5%)

로 그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특히 2019년 최근 애슬레저웨어 트렌드에 힘입어

다양한 애슬레저웨어 아이템을 코디네이션에 활용

하며 애슬레저웨어의 연출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스트리트 패션스타일 연구를 위하여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의 비교 분석 또한 학문적

의미가 있으므로 여성 스트리트 패션에서 나타난

애슬레저웨어의 믹스매치 연출 특성을 분석한

Park & Chun(2018)의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여성 애슬레저웨어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운점퍼류와 같은 아우터류는

제외하고 있었으나, 남성의 애슬레저웨어의 경우

아우터 출현 빈도수가 높았기 때문에 분석 아이템

에 있어서 아우터류도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남성의 애슬레저웨어 아우터, 상의와

하의를 중심으로 이들과 매치되는 패션아이템의

특성과 색채를 분석하였고, 유사한 패션스타일을

보이는 이미지끼리 그루핑하여 패션스타일을 유형

화하였다.

Ⅳ. 남성 스트리트 패션의
애슬레저웨어 연출 특성 분석

1. 아우터류를 중심으로 한 아이템별 디자인
특성

애슬레저웨어의 아우터류는 패딩 및 다운류의

윈터 재킷, 트레이닝재킷, 윈드브레이커, 아노락,

베스트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아우터류를 중심

으로 한 아이템별 남성 애슬레저웨어의 디자인 특

성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7>과 같다. 패딩 및

다운류의 실루엣은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배럴 실

Season

Item

Category

2018 2019

Total
Percentage

(%)S/S F/W S/S F/W

Outer

Padding and Down Winter Jacket 5 17 12 20 54 65.1%

Windbreaker - 1 5 2 8 9.6%

Training Jacket 2 2 3 3 10 12.1%

Anorak 2 - 2 2 6 7.2%

Vest - - 2 3 5 6.0%

Total 9 20 24 30 83 100%

Top

Short sleeve T-shirts 12 - 14 1 27 33.75%

Long sleeve T-shirts & Sweat shirts 1 1 7 7 16 20.0%

Hoody 3 9 7 3 22 27.5%

Half zip-up - 1 6 4 11 13.75%

Sleeveless 1 - 2 1 4 5.0%

Total 17 11 36 16 80 100%

Bottom

Short Pants 5 - 12 6 23 31.5%

Training Pants 10 5 23 12 50 68.5%

Total 15 5 35 18 73 100%

Total(20 duplicate allowed) 236

<Table 6> Frequency of Men's Athleisure Wear by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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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ategory
Street Fashion Image Characteristics

Outer

Padding

&

Down

<Fig. 5>

2019 S/S

Menswear London

(Vogue.co.uk,

n.d.-c)

<Fig. 6>

2019 F/W

Menswear Milan

(Vogue.com,n.d.-c)

<Fig. 7>

2019 F/W

Menswear london

(Vogue.co.uk,

n.d.-d)

Silhouette
Oversized silhouette

Barrel silhouette

Fabric Quilting, Nylon

Fashion

Item

Match

Item

Training pants,

Denim pants,

Casual pants

Accessory
Beanie, Mask,

Sunglasses

Bag

Big size shopper

bag, Body cross

bag

Shoes

Sneackers,

Running shoes,

High-top sneakers.

Wind-

breaker

<Fig. 8>

2019 F/W

Menswear Milan

(Vogue.com,n.d.-d)

<Fig. 9>

2019 F/W

Menswear Milan

(Vogue.com,n.d.-e)

<Fig. 10>

2019 S/S

Menswear Paris

(Vogue.com,n.d.-f)

Silhouette Oversized silhouette

Fabric Lightweight nylon

Fashion

Item

Match

Item

Training pants,

Denim pants,

Casual pants,

Short pants

Accessory Mask, Sunglasses

Bag
Backpack, Body

cross bag

Shoes
Running shoes,

Casual shoes

Training

Jacket

<Fig. 11>

2019 S/S

Menswear Paris

(Vogue.com,n.d.-g)

<Fig. 12>

2018 F/W

Menswear Paris

(Vogue.co.uk,

n.d.-e)

<Fig. 13>

2018 F/W

Menswear

New York

(Vogue.co.uk,

n.d.-f)

Silhouette Straight silhouette

Fabric Nylon, Jersey

Fashion

Item

Match

Item

Set-up, Wool

woven pants,

Casual pants,

Black Jean

Accessory Sunglasses

Bag
Shoulder bag,

Body cross bag

Shoes
Sneackers,

Running shoes

<Table 7> Characteristics of Men's Athleisure Wear by Outer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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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엣과 같이 부피감이 있는 실루엣이 나타났다.

소재는 퀼팅이나 나일론과 같은 기능성 합성소재

들이 등장하였다. <Fig. 5>와 같이 트레이닝팬츠,

<Fig. 6>과 같이 데님팬츠 혹은 캐주얼팬츠와 주

로 연출하는데 비니, 마스크, 선글라스와 같은 액

세서리를 활용하거나 가방은 빅사이즈 쇼퍼백, 바

디 크로스백으로 스타일링한다. 신발은 스니커즈,

러닝화, 하이탑 스니커즈와 같은 스포츠한 스타일

이 많이 등장하였다. 한편 <Fig. 7>과 같이 다른

아우터와 매치하거나 클래식한 정장 수트와 같이

매치하는 연출 방법도 나타났다는 점에서 다양한

패션이미지의 경계를 허무는 믹스매치 기법이 등

장하고 있었다. 윈드브레이커는 오버사이즈 실루

엣으로 낙하산(parachute)을 연상시키는 경량화된

나일론의 기능성 소재가 주로 등장하고 있었다.

하의로는 <Fig. 8>, <Fig. 9>와 같이 트레이닝팬츠,

<Fig. 10>과 같이 숏팬츠, 데님팬츠, 캐주얼팬츠

등의 다양한 팬츠와 활용하였고, 액세서리로는 마

스크, 선글라스가 주로 등장하였다. 가방은 백팩,

크로스백, 신발은 러닝화, 캐주얼화와 같이 연출하

였고 기능적이면서 스포티한 이미지를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트레이닝재킷과 같은 경

우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나일론 혹은 저지의 소

재로 연출하고 있다. 특히 <Fig. 11>과 같이 상,

Anorak

<Fig. 14>

2018 S/S

Menswear New

York (Vogue.co.uk,

n.d.-g)

<Fig. 15>

2018 S/S

Menswear Paris

(Vogue.co.uk,

n.d.-h)

<Fig. 16>

2019 S/S

Menswear London

(Vogue.co.uk,

n.d.-i)

Silhouette Oversize silhouette

Fabric
Cotton, Lightweight nylon,

Denim.

Fashion

Item

Match

Item

Snow boarder

pants,

Denim pants

Accessory Beanie

Bag Backpack

Shoes

Sneackers,

Outdoor style

Walker

Vest

<Fig. 17>

2018 S/S

Menswear Paris

(Vogue.co.uk,

n.d.-j)

<Fig. 18>

2018 S/S

Menswear Paris

(Vogue.co.uk,

n.d.-k)

<Fig. 19>

2019 F/W

Menswear Paris

(Vogue.co.uk,

n.d.-l)

Silhouette Straight silhouette

Fabric
Quilting, Cotton,

Wool, Nylon, etc.

Fashion

Item

Match

Item

Casual pants,

Short pants,

Denim pants

Accessory
Base ball cap,

Sunglasses

Bag Shoulder bag

Shoes

Running shoes,

Sandals,

High-top Sn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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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가 한 벌인 셋업 스타일로 연출하거나, <Fig.

12>와 같이 디자인이 다른 트레이닝팬츠와 연출하

였다. <Fig. 13>과 같이 클래식한 울우븐팬츠와 연

출하며, 그 외에도 캐주얼팬츠, 블랙 진과 같은 팬

츠들과 활용하였다. 액세서리는 선글라스, 가방은

숄더백, 바디크로스백, 신발은 스니커즈, 런닝화가

주로 매치되는데 전체적으로 빈티지하면서 복고풍

의 레트로 스타일이 제안되고 있다. 아노락은 오

버사이즈 실루엣으로 코튼, 경량화된 나일론,

<Fig. 15>와 같은 데님 셋업 등 기능성 소재에서

부터 캐주얼한 소재로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함께 연출한 하의는 <Fig. 16>과 같이 보드용 팬

츠 혹은 <Fig. 14>와 같은 캐주얼한 데님팬츠가

있었다. 액세서리로는 비니, 가방은 백팩, 신발은

스니커즈 혹은 아우도어 스타일의 워커가 주로 등

장하는데, 전체적으로 역동적이고 기능적인 특성

이 드러난 아웃도어 패션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베스트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몸에 잘 맞게 디

자인되었으며, 퀼팅, 코튼, 울, 나일론, 데님등 다

양한 디자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함께 연출한

하의로는 <Fig. 17>, <Fig. 19>와 같은 캐주얼팬츠,

<Fig. 18>과 같은 숏팬츠, 데님팬츠 등과 연출하며

액세서리로는 베이스볼 캡이나 선글라스, 가방은

캐주얼한 숄더백, 신발은 런닝화, 샌들, 하이탑 운

동화가 주로 등장한다. 전체적으로 캐주얼하고 일

상적인 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출하고 있다.

2. 상의를 중심으로 한 아이템별 디자인 특성
애슬레저웨어의 상의류는 반팔 티셔츠, 긴팔 티

셔츠 및 스웻셔츠, 후디, 하프집업, 슬리브리스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상의류를 중심으로 한 아이

템별 남성 애슬레저웨어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

면 다음 <Table 8>과 같다. 반팔 티셔츠의 실루엣

은 스트레이트 혹은 오버사이즈 실루엣이 등장하

며, <Fig. 20>과 같은 저지 소재로 제안된다. 긴팔

티셔츠와 레이어드하거나 <Fig. 21>과 같은 숏팬

츠, <Fig. 22>와 같은 트레이닝팬츠 등과 함께 연

출한다. 액세서리로는 버킷햇, 비니, 베이스볼 캡,

선글라스 등이 등장하고 있으며, 바디크로스, 힙

색, 백팩의 가방류가 활용되며, 스니커즈, 런닝화

로 연출하였다. 전체적으로 스포츠 캐주얼한 이미

지가 많이 연출되었다. 긴팔 티셔츠 및 스웻셔츠

는 <Fig. 23>과 같은 주로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제안되며, 쿠션감이 있는 저지 소재가 자주 등장

하였다. 하의류는 트레이닝팬츠, 캐주얼팬츠 등 다

양하게 매치하며, 액세서리로는 비니, 선글라스,

가방으로는 바디크로스백, <Fig. 24>과 같이 힙색

을 매치하거나, 신발로는 <Fig. 25>와 같은 스니커

즈, 런닝화가 매치되었다. 긴팔 티셔츠 및 스웻셔

츠 또한 스포츠 캐주얼한 이미지로 활용되거나 스

포티하되 디테일이나 색채 배색을 줄여 모던한 스

타일링으로 활용되었다. 후디는 오버사이즈 실루

엣으로 제안되며, <Fig. 26>과 같은 쿠션감이 있는

저지 혹은 <Fig. 27>, <Fig. 28>과 같은 경량화된

나일론 소재들로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울우븐팬

츠, 데님팬츠, 캐주얼팬츠 등 다양한 패션스타일의

하의류와 매치되었다. 액세서리로는 베이스볼캡,

버킷햇으로 가방은 백팩, 바디크로스, 힙색, 신발

은 스니커즈, 런닝화를 활용하였다. 캐주얼한 스타

일에서부터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링까지 다양하게

연출되었다. 하프집업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Fig. 29>와 같이 저지, 경량화된 나일론 등의 소

재가 활용되었고, <Fig. 30>과 같이 캐주얼팬츠,

숏팬츠 등과 활용한다. 액세서리는 선글라스, 혹은

털모자에 귀마개가 달린 트루퍼햇, 가방은 백팩,

<Fig. 31>와 같이 바디크로스, 신발은 스니커즈,

런닝화와 함께 연출한다. 전체적으로 복고풍의 스

포티 이미지로 연출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슬리브

리스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Fig. 32>와 같은

저지, <Fig. 32>와 같은 니트의 편성물 혹은 <Fig.

33>과 같은 벨벳 소재가 등장하였다. 하의류는 트

레이닝팬츠, 숏팬츠와 연출하거나 상, 하의가 같은

소재의 셋업 스타일로 매치되기도 하였다. 액세서

리로는 선글라스, 버킷햇, 가방은 크로스백, 힙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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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Category
Street Fashion Image Characteristics

Top

Short

sleeve

T-shirts

<Fig. 20>

2018 S/S

Menswear London

(Vogue.co.uk,

n.d.-m)

<Fig. 21>

2018 S/S

Pitti Umo

Florence

(Vogue.com,n.d.-h)

<Fig. 22>

2019 S/S

Menswear

New York

(Vogue.com,n.d.-i)

Silhouette
Straight silhouette,

Oversize silhouette

Fabric Jersey

Fashion

Item

Match

Item

Layered with

long-sleeves T-shirts,

Shot-pants,

Training pants

Accessory

Bucket hat, Beanie,

Baseball cap,

Sunglasses

Bag
Body cross bag,

Hip-sack, Backpack

Shoes
Running shoes,

Sneakers

Long

sleeve

T-shirts

&

Sweats

hirts

<Fig. 23>

2018 S/S

Menswear London

(Vogue.co.uk,

n.d.-n)

<Fig. 24>

2019 S/S

Menswear Paris

(Vogue.com,n.d.-j)

<Fig. 25>

2019 S/S

Menswear

New York

(Vogue.com,n.d.-k)

Silhouette Oversize silhouette

Fabric Jersey

Fashion

Item

Match

Item

Various training

pants,

Casual pants, etc.

Accessory Beanie, Sunglasses.

Bag
Body cross bag,

Hip-sack

Shoes
Running shoes,

Sneakers

Hoody

<Fig. 26>

2019 S/S

Menswear Paris

(Models.com,

n.d.-a)

<Fig. 27>

2018 S/S

Menswear London

(Vogue.co.uk,

n.d.-o)

<Fig. 28>

2018 F/W

Menswear Paris

(Vogue.co.uk,

n.d.-p)

Silhouette Oversize silhouette

Fabric Jersey, Nylon

Fashion

Item

Match

Item

Wool woven pants,

Denim pants,

Casual pants

Accessory
Base ball cap,

Bucket hat

Bag

Backpack,

Body cross bag,

Hip-sack

Shoes
Running shoes,

Sneakers

<Table 8> Characteristics of Men's Athleisure Wear by Top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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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은 스니커즈, 런닝화로 연출하였다. 슬리브리

스의 특성상 몸을 노출하여 개성이 강한 스포츠

룩이 제안되었다.

3. 하의를 중심으로 한 아이템별 남성
애슬레저웨어의 디자인 특성

애슬레저웨어의 하의류는 숏팬츠, 트레이닝팬츠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하의류를 중심으로 한

아이템별 남성 애슬레저웨어의 디자인 특성을 정

리하면 다음 <Table 9>와 같다. 숏팬츠는 스트레

이트 실루엣,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그 기장과

품이 다양하게 제안되었으며, 소재는 경량화된 나

일론, 저지가 등장하였다. 함께 연출한 아이템으로

는 <Fig. 35>와 같이 캐주얼한 셔츠, <Fig. 36>과

같이 클래식한 우븐재킷을 함께 매치하여 새로운

스타일링을 시도하거나 <Fig. 37>과 같이, 긴팔 티

셔츠, 후디, 스웻셔츠와 같은 스포티한 아이템과도

스타일링하였다. 액세서리로는 <Fig. 37>과 같이

버킷햇, 베이스볼 캡과 같은 모자류, 크로스백, 숄

더백과 같은 캐주얼한 가방류와 매치하거나 런닝

화, 스니커즈와 같은 신발과 매치하였다. 전체적으

로 개성이 강한 스포츠 룩을 제안하고 있었다.

Half

zip-up

<Fig. 29>

2019 S/S

Menswear Paris

(Vogue.com,n.d.-l)

<Fig. 30>

2018 F/W

Menswear New

York

(Vogue.co.uk,

n.d.-q)

<Fig. 31>

2019 S/S

Menswear Paris

(Models.com,

n.d.-b)

Silhouette Straight silhouette

Fabric Jersey, Lightweight nylon

Fashion

Item

Match

Item

Casual pants,

Short pants

Accessory
Sunglasses,

Trooper hat

Bag
Backpack,

Body cross bag

Shoes
Running shoes,

Sneakers

Slee-

veless

<Fig. 32>

2018 S/S

Menswear Paris

(Vogue.co.uk,

n.d.-r)

<Fig. 33>

2019 S/S

Menswear Milan

(Vogue.com,n.d.-m)

<Fig. 34>

2019 S/S

Menswear New

York

(Vogue.com,n.d.-n)

Silhouette Straight silhouette

Fabric Jersey, Knit, Velvet

Fashion

Item

Match

Item

Training pants,

Short pants

Accessory
Sunglasses,

Bucket hat

Bag
Body cross bag,

Hip-sack

Shoes
Running shoes,

Sn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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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닝팬츠는 오버사이즈 실루엣,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제안되며, 경량화된 나일론, 저지, 기

모감이 있는 플리스(fleece)와 같은 소재들이 등장

하였다. <Fig. 38>과 같이 다운점퍼, 후디 등과도

스포티하게 매치되거나, <Fig. 39>와 같이 클래식

한 셔츠, <Fig. 40>과 같은 우븐코트 등 이질적인

패션이미지의 아이템과 함께 다양하게 연출되었

다. 액세서리로는 포인트되는 비니, 선글라스, 가

방으로는 힙색, 바디크로스, 백팩, 신발류는 스니

커즈, 런닝화, 캐주얼화가 등장하였다. 숏팬츠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패션아이템들과 활용하여 개성

이 강한 스포츠 룩을 제안하고 있었다.

4. 남성 애슬레저웨어의 패션 색채 분석
2018 S/S(2017년 6월 촬영됨)부터 2019 F/W

(2019년 1월 촬영됨)시즌의 남성복 패션 위크에서

쵤영된 스트리프 패션 사진 총 236개 중에서 주조

색(색채 배색에 있어서 60%이상)을 분별할 수 없

는 11개의 이미지를 제외한 225개의 이미지를 분

Item

Category
Street Fashion Image Characteristics

Bottom

Short

Pants

<Fig. 35>

2019 S/S

Menswear

New York

(Vogue.com,n.d.-o)

<Fig. 36>

2018 S/S

Menswear Paris

(Vogue.com,n.d.-p)

<Fig. 37>

2019 F/W

Menswear Paris

(Vogue.co.uk,

n.d.-s)

Silhouette
Straight silhouette,

Oversize silhouette

Fabric Jersey, Lightweight nylon

Fashion

Item

Match

Item

Casual shirts,

Hoodies, Sweatshirts,

Woven jackets.

Accessory
Bucket Hat,

Baseball Cap

Bag
Body cross back,

Shoulder bag

Shoes
Running shoes,

Sneakers, Plain toe

Training

Pants

<Fig. 38>

2018 F/W

Menswear Paris

(Vogue.co.uk,

n.d.-t)

<Fig. 39>

2019 S/S

Menswear Milan

(Vogue.com,n.d.-q)

<Fig. 40>

2019 S/S

Menswear Paris

(Models.com,

n.d.-c)

Silhouette
Straight silhouette,

Oversize silhouette

Fabric
Jersey, Lightweight nylon,

Fleece

Fashion

Item

Match

Item

Casual shirts,

Hoodies, Down

Jumper, Woven coat

Accessory
Beanie,

Sunglasses

Bag
Hip-sack, Body cross

back, Backpack

Shoes

Running shoes,

Sneakers,

Casual shoes

<Table 9> Characteristics of Men's Athleisure Wear by Bottom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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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그래픽 프로그램

Adobe Photoshop의 컬러 픽커 툴(Color picker

tool)을 사용하여 RGB값을 추출하였고, 이를

Munsell Conversion(Version 12.19.2)를 사용하여

HV/C 값으로 변환하여 먼셀 10색채와 PCCS의

12색조를 중심으로 색채와 톤을 분석하였다. 스트

리트 패션에 나타난 남성 애슬레저웨어의 색채와

색조의 분포를 분석하면 다음 <Fig. 41>과 같다.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남성 애슬레저웨어의

색채는 PB가 24.4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R(15.91%), YR

(14.77%)순이었고, P(2.84%)의 비중이 가장 낮았

다. 색조 분포에서는 저명도, 저채도의 dark gray-

ish(19.5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고명도, 저채도의 pale(14.22%) 그리고 무채색인

black(13.33%), 고명도, 고-중채도의 bright(8.89%)

의 비중이 높았다. 이를 종합하면, 남성 애슬레저

웨어의 색채는 전체적으로 어둡고 채도가 낮은 색

채들이나 밝고 채도가 낮은 색채가 자주 출현하고

있었고, bright나 pale을 중심으로 고명도의 색채

로 어두운 색채와 명도대비를 이루어 연출하고 있

었다. 한편 각각의 패션 색채별 색조 분포를 분석

하면 다음 <Table 10>과 같다.

패션 색채별 색조 분포를 분석하면, Black(13.33%),

White(8.00%)의 무채색과 PB의 pale 색조

(6.67%), PB, R색채의 dark grayish 색조(4.44%)

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P색채가 모든 색

조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각각의

색채별 색조 분포를 살펴보면, R색채의 경우에는

dark grayish 색조(4.44%), YR은 bright 색조

(3.11%), Y는 grayish(1.33%), soft(1.33%), dark

grayish 색조(1.33%), GY는 light와 dark(1.33%),

G와 BG는 dark grayish 색조(2.67%), B는 pale과

dull(1.78%), PB는 pale 색조(6.67%), RP는 pale

색조(1.33%)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분석 결

과 검정색과 같은 어두운 무채색 혹은 저명도, 저

채도의 dark grayish 색조의 색채가 많이 등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남성복의 색채를 분석

한 선행연구(Kim et al., 2004; Kim & Kim,

2014; Hong, 2015)의 명도가 낮고 채도가 낮은

파랑이나 갈색 계열의 비중이 높았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포티한 애

슬레저웨어의 경우에는 PB색채의 pale 색조와 같

은 고명도, 저채도의 패션 색채 혹은 R, YR색상

<Fig. 41> The Distribution of Fashion Hue and Tone in Men's Athleisure Wear in Street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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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명도, 고-중채도인 bright 색조로 활력있는

포인트의 패션 색채 배색을 보이고 있다.

5. 남성 애슬레저웨어의 연출 유형화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남성 스트리트 패

션에서 나타난 애슬레저웨어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비슷한 그룹끼리 분류하여 분석하는 이미

지 그루핑(Image Grouping) 기법을 활용하여 남

성 애슬레저웨어의 연출 방식을 유형화하였다. 다

음 <Table 11>와 같이 크로스오버를 통한 믹스매

치 유형, 개성강한 스포츠 셋업 유형, 일상적 스포

츠 캐주얼 유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할 수 있

었다.

첫 번째 유형은 크로스오버를 통한 믹스매치

유형(Mix match with Cross-over)으로 클래식한

패션이미지와 스포티한 패션이미지를 믹스매치하

여 이질적이면서 전통적으로는 시도되지 않은 새

로운 연출 시도로서 패션이미지들간의 크로스 오

버를 제안하고 있다. <Fig. 42>과 같이 트래디셔널

한 정장 수트와 스포티한 다운점퍼를 믹스매치하

거나, <Fig. 43>와 같이 클래식한 체스터필드 코트

와 스포티한 집업 후드와 트레이닝팬츠를 믹스매

치하는 연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Fig. 44>는

클래식한 수트 재킷과 화이트 티셔츠, 트레이닝팬

츠의 스타일링을 통해 다양한 장르간의 융합을 시

도를 통해 새로운 스포츠 룩을 제안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개성강한 스포츠 셋업(Unique

Sports set-up)으로 셋업 스타일의 애슬레저웨어

를 활용하여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Table 10> Hue & Tone Distribution by Fashion Color of Men's Athleisure Wear in Street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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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Fashion Image Characteristics

Mix match

with

Crossover

<Fig. 42>

2019 F/W

Menswear London

(Vogue.com,n.d.-r)

<Fig. 43>

2019 S/S

Menswear Paris

(Models.com, n.d.-d)

<Fig. 44>

2018 S/S

Menswear Paris

(Frenchystyle.com, n.d.-a)

Attempt to

cross-over the

fashion image

by mixing

classic and

sporty image.

Unique

Sports

set-up

<Fig. 45>

2019 F/W

Menswear Milan

(Harpersbazaar.com, n.d.-a)

<Fig. 46>

2018 F/W

Menswear New York

(Onobello.com, n.d.-a)

<Fig. 47>

2019 S/S

Menswear Paris

(Vogue.com, n.d.-s)

Expressing

personality by

creating a

sports look in a

set-up style.

Daily

Sports

Casual

<Fig. 48>

2019 F/W

Menswear Milan

(Vogue.co.uk, n.d.-u)

<Fig. 49>

2019 S/S

Menswear Paris

(Models.com, n.d.-e)

<Fig. 50>

2018 S/S

Menswear London

(Vogue.co.uk, n.d.-v)

Mix-match the

basic casual

items with

various uses of

sportswear in

daily life.

<Table 11> Types of Man's Athleisure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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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와 같이 색채대비가 뚜렷한 컬러 블로킹

(color blocking)의 트레이닝 셋업 스타일은 타인

과는 차별화된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취향을 반영

하고 있다. <Fig. 46>는 스포츠에서 영감을 받은

스노우보드 스타일의 셋업 스타일을, <Fig. 47>는

스웻셔츠와 숏팬츠의 셋업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

는데 스포츠에서부터 영감을 받은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연출함으로써 개성있는 애슬레저웨어

를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일상적 스포츠 캐주얼(Daily

Sports Casual)로 일상생활에서 주로 입는 캐주얼

한 패션아이템을 기본으로 스포티한 패션아이템과

함께 연출하여 애슬레저웨어의 일상적인 활용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 48>과 같이 캐주얼

점퍼와 후드의 일상적인 스타일링에 비비드(vivid)

색조의 보라색의 트레이닝팬츠로 포인트를 주었

다. 또한 <Fig. 49>과 같이 아노락점퍼와 캐주얼팬

츠로 일상적인 룩을 제안하고 있었으며, <Fig. 50>

는 소매를 접어 올린 캐주얼 셔츠와 스포티한 숏

팬츠를 매치하여 새로운 스타일링을 시도하고 있

었다.

Ⅴ. 결론
이 연구는 남성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애슬

레저웨어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상의와 하의를

중심으로 한 패션아이템의 특징을 분석하고 패션

색채와 색조의 특성을 분석하여, 패션이미지 특성

별로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우터, 상, 하의를 중심으로 한 패션아이

템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아우터에서 패딩 및 다

운류는 다른 아우터와 매치하거나 클래식한 정장

수트와 같이 매치하는 연출 방법도 나타났다는 점

에서 다양한 패션이미지의 경계를 허무는 믹스매

치 기법이 등장하고 있었다. 윈드브레이커는 경량

화된 나일론의 기능성 소재가 주로 등장하여 기능

적이면서 스포티한 이미지를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트레이닝재킷의 경우 상, 하의가

한 벌인 셋업 스타일로 연출하거나 클래식한 울우

븐팬츠와 연출하거나, 캐주얼팬츠, 블랙진과 같은

팬츠들과 활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복고풍의 스타

일이 제안되고 있었다. 아노락은 기능성 소재에서

부터 캐주얼한 소재로 다양하게 제안되며, 보드용

팬츠 혹은 캐주얼한 데님팬츠와 매치하여 역동적

이고 기능적인 특성이 드러난 아웃도어 패션이미

지를 보여주고 있다. 베스트는 스트레이트 실루엣

으로 몸에 잘 맞게 디자인되어, 캐주얼하고 일상

적인 룩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출하고 있다.

상의에서는 반팔 티셔츠는 긴팔 티셔츠와 레이

어드하거나 숏팬츠, 트레이닝팬츠 등과 함께 연출

하여 스포츠 캐주얼한 이미지가 많이 연출되었다.

오버사이즈 실루엣으로 제안되는 긴팔 티셔츠 및

스웻셔츠 또한 스포츠 캐주얼한 이미지로 활용되

거나 스포티하되 디테일이나 색채 배색을 줄여 모

던한 스타일링으로 활용되었다. 후디는 하의류로

는 울우븐팬츠, 데님팬츠, 캐주얼팬츠 등 다양한

패션스타일의 하의류와 매치되었고, 캐주얼한 스

타일에서부터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링까지 다양하

게 연출되었다. 하프집업은 캐주얼팬츠, 숏팬츠 등

과 활용하여 빈티지하면서 복고풍의 레트로한 스

포츠 이미지로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슬리브리

스는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 만큼 개성이 강한 스

포츠 룩으로 제안되었다.

하의에서 숏팬츠는 클래식한 우븐재킷, 캐주얼

한 셔츠와 함께 매치하여 새로운 스타일링을 시도

하거나 후디, 스웻셔츠와 같은 스포티한 아이템과

도 스타일링하였다. 트레이닝팬츠는 클래식한 셔

츠, 우븐코트 등 다양한 패션이미지로 연출되며

후디, 다운점퍼 등과도 스포티하게 매치되었고, 숏

팬츠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패션아이템들과 활용하

여 개성이 강한 스포츠 룩을 제안하고 있었다.

둘째, 패션 색채별 색조 분포를 분석하여 남성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웨어의 패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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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특성을 도출하였다. Black, White의 무채색과

PB의 pale 색조, PB, R, YR색채의 dark grayish

색조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P색채가

모든 색조에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검정색과 같은 어두운 무채색 혹은 저명도, 저채

도의 dark grayish 색조의 색채가 많이 등장하고

있었으며, PB색채의 pale 색조와 같은 고명도, 저

채도의 패션 색채 혹은 R, YR색상의 고명도, 고-

중채도인 bright 색조로 활력있는 분위기로 포인

트를 주거나, 주목성과 시인성을 강조한 패션 색

채 배색을 보이고 있다.

셋째, 스트리트 패션에서 나타난 남성 애슬레저

웨어의 특성별로 그루핑하여 유형화하였고, 크로

스오버를 통한 믹스매치 유형, 개성강한 스포츠

셋업 유형, 일상적 스포츠 캐주얼 유형의 세가지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이질적이면서 전통적으로는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연출 시도로서 패션이미지

들간의 크로스오버를 통한 믹스매치 유형, 남성

소비자의 독특한 취향과 기호, 개성을 담은 셋업

스타일의 애슬레저웨어 유형, 캐주얼한 아이템과

스포츠한 스타일을 믹스매치하여 애슬레저웨어를

일상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

여준 일상적 스포츠 캐주얼유형으로 특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남성의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웨어

를 분석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디자이너의 감각과 창의성, 예술성에 기초한 애슬

레저웨어의 패션 연출 방식이 아닌, 일반 남성들

이 스스로 스타일링한 스트리트 패션으로서의 애

슬레저웨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남성 애슬레저웨

어의 일상적 활용 가능성과 다양화된 패션 수용방

식과 연출 방식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일상복에 활

용할 수 있는 애슬레저웨어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패션 브랜드의 남성복

애슬레저웨어의 패션아이템 개발과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애슬레저웨어가 스트

리트 패션에 등장한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라는 점

에서 이 연구에서는 시즌별로 이미지 취합과 분석

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즌

별 연출 특성 및 색채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남성 소비자들의 다

각화된 기호와 취향, 개성을 반영한 애슬레저웨어

의 아이템 개발 및 디자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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