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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상품과 생산, 마케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 급격하게 비중이 커져가는 니트 갑피
를 활용한 스니커즈의 스타일 유형과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디자인 전략과 상품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니트 갑피 스니커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브랜드의 상품과 온라인 마켓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 총 924개를 대상으로 스타일 유형과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연구의 결과는 첫째, 
고유성으로, 전통적인 소재와 제작기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니트 갑피 스니커즈만의 고유한 하이브리드적 스
타일과 디자인이 정립되고 있다. 둘째, 복합성으로 컬러와 소재에 있어 다양한 조합을 통해 각각의 특성을 살
린 멀티플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 실험성으로 일반 스니커즈에 비해 한층 더 공학적이고 새로운 재
료와 기법을 접목하여 과감한 디자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스니커즈 시장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산업의 경향을 반영한 본 연구를 통해 신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산업 분야의 브랜드 기획 방향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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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directions of design strategies and product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style types and design features of sneakers using the knitted upper which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ue to merits in a variety of aspects including goods, production and marketing aspect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otal 924 style types which had been gaining popularity in online markets 
and brand products drawing attention in the sneaker market with the knitted upper and their design 
features. In accordance with the analysis results, uniqueness was identified as the first merit. The 
unique hybrid style and design of sneakers with the knitted upper have been established without 
complying with the conventional materials and production techniques. The next merit was 
multimodality. The sneakers with the knitted upper create multiple images highlighting each feature of 
colors and materials by mixing those elements in various ways. The third merit was experimentality. 
The sneakers with the knitted upper have been attempted decisive change of designs by combining 
more engineering approach and new materials and techniques than existing sneakers. In these days 
when the sneaker market has been gradually expanded,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reflecting the 
industrial trends will provide the fundamental data for a variety of research activities related to shoes 
and for the direction of brand planning in the relevant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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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패션 소비 트렌드가 의류에서 신발로 이동[1]하면서 
관련 세부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니커즈 시장
은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분야로서 신발 산업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섬유산업연합
회가 발표한 2020년 한국패션시장(KFI, Korea 
Fashion Index) 복종별 규모를 통해 알 수 있는데, 
2020년 패션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가운데 캐주
얼, 신발, 가방이 상대적인 매출 호조로 시장을 주도하
였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니커즈 시장 역시 상
당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조사기업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
르면, 2020년 글로벌 신발 시장 규모는 3,655억 달러
로 평가된다. 글로벌 신발 시장은 2020년부터 2027년
까지 연평균성장률(CAGR) 5.5%를 기록하며, 5,30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2]. 특히 니트 갑피를 활
용한 신발의 시장 규모는 2017년 2,031백만 달러로 평
가되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이 5.9% 성장하
여 3,195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3]되어 신발 시
장 성장률을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 
브랜드를 중심으로 신발 비중이 상승할 때 이익률이 개
선되는 모습을 보여[4] 스니커즈 시장의 확대에 대한 
대비와 세부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니트 갑피를 활용한 신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2010년부터 현재까지 스니커즈와 관련한 연
구는 소비자 구매행동 및 심리와 관련한 연구 18편, 인
체공학 관련 연구 3편, 경제 관련 1편, 문화와 디자인 
관련 9편 등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합쳐 총 31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중 구매행동 및 심리 관련 연구를 제
외하면 패션 분야에서 연구된 논문은 7편으로 관련 연
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나이키(Nike) 플라이니트
(Flyknit)가 처음 선보인 2012년 이래 니트 갑피를 활
용한 스니커즈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신
발 디자인의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니트 갑피를 활용한 스니커즈 시장은 높은 성장이 예
측되고 있어 국내 스니커즈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환경에 맞춰 상품을 기획하기 위해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 상품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디자
인 전략과 상품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니트 스니커즈의 스타일 유형
과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상품기획의 방향 설정에 자
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크
게 세 가지로 구성될 것이다. 

첫째,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고찰을 통해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기원과 
역사, 제작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 
서적과 관련 저널 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사
례를 조사하고자 한다. 사례는 스니커즈 관련 보고서를 
통해 니트 갑피 분야의 선두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와 
함께 국내 온라인 마켓을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와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품 이미지를 수집할 것이다.

셋째, 수집된 상품을 스타일별로 분류하여 유형을 구
분하고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스타일 유형은 
일반적으로 스니커즈의 스타일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
라 구분할 것이며, 디자인 특성은 형태와 색채, 소재 및 
기법, 장식 등을 기준으로 분석할 것이다.

Ⅱ. 일반적 고찰 

1.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기원과 역사 
스니커즈는 1830년대 리버풀 러버 컴퍼니(The 

Liverpool Rubber Company)에서 캔버스 갑피와 고
무 소재 창의 플림솔(Plimsoll)을 개발[5]한 이후 역사
적으로 제품의 무게보다 발을 얼마나 잘 지지해 주는가
에 관해 중점을 두었다. 캔버스와 가죽 소재의 갑피가 
주를 이뤘던 1900년대 초중반을 지나 나이키가 설립된 
1970년대는 러너들을 중심으로 강화 나일론 갑피가 선
호되었고, 1980년대는 나이키에서 에어 트레이너1(Air 
Trainer1)과 같이 부피가 큰 스니커즈와 함께 운동화 
요소를 극소화한 삭 레이서(Sock Racer)를 제작했다. 
그러나 이런 초기의 스니커즈는 가죽이나 플라스틱, 내
장형 발목 지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무게가 다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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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지대 개발에 집중하였다[6]. 1990년대는 미드
솔(중창, Mid-Sole) 내부에 공기를 주입한 나이키의 에
어맥스 90⋅95⋅97 시리즈가 인기[7]를 끌었으며 농
구의 열풍과 함께 나이키 에어 조던이 1985년 발매[8]
되는 등 스니커즈의 개발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2000
년대는 나이키가 어퍼의 무게를 최소화하면서 지지대를 
고무로 보강한 쿠니키(Kuniki) 모델을 선보였다[6]. 

전통적으로 창 개발에 주력했던 스니커즈 개발 방향
은 나이키에 의해 전환되었다. 나이키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볼트(Volt) 컬러의 플라이니트 레이서
(Flyknit Racer)를 공개했다[그림 1]. 플라이니트 레이
서는 안정적인 구조와 함께 양말과 같은 착화감을 목적
으로 횡편 편직기를 사용하여 용도에 따라 다른 데니어
(Denier)와 인장 속성을 가진 폴리에스터 원사로 편직
되었다. 플라이니트 레이서 출시 몇 달 후 아디다스
(Adidas)는 프라임니트(Primeknit) 소재의 아디제로 
프라임니트(adiZero Primeknit)를 발표하였다[6][그
림 2]. 같은 해 나이키는 다시 미국의 육상팀 선수 다산 
리첸하인(Dathan Ritzenheim)을 위한 장거리 트랙 
스파이크를 개발했다[9]. 아디다스는 2013년 아디제로 
프라임 부스트(adiZero Prime BOOST)[그림 3] 개발 
이후 울트라부스트(UltraBOOST)를 도입하여 프라임
니트와 부스트 쿠셔닝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스니커즈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끌며 오리지널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10]. 또한 퍼포먼스 라인이 아닌 패션 라인에 적
용한 SLVR 프라임니트 캠퍼스(SLVR Primeknit 
Campus)를 출시했다[11]. 2013년 나이키에서는 최초
로 니트 갑피를 적용한 농구화 코비 9 엘리트(KOBE 9 
Elite)를 공개하였다[그림 4]. 코비 9 엘리트는 로스앤
젤레스 레이커스(LA Lakers) 팀의 가드인 코비 브라이
언트(Kobe Bryant)를 위한 시그니처 농구화이다[12]. 
2014년 아디다스는 클리트(Cleats)와 양말의 하이브리
드 형태[13]인 세계 최초의 니트 축구화 삼바 프라임니
트(Samba Primeknit)[그림 5]를 출시했으며, 나이키 
역시 같은 달 마지스타(Magista)를 출시했다[14]. 이 
해 나이키는 농구화, 러닝화, 축구화, 트레이닝화 등 모
든 분야의 스니커즈에 니트를 사용하는데 이어, 2016
년 최초의 니트 소재 골프화인 처카(Chukka)를 출시했
다[그림 6]. 처카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주목받은 

디자인으로 스트리트 스타일로 인기를 끌다 스파이크
리스(Spikeless) 골프화로 출시되었다[15].

그림 1. Nike, 
Flyknit Racer, 2012

(https://www.nike.com)

그림 2. Adidas, 
adiZero Primeknit, 2012

(https://www.nicekicks.com)

그림 3. Adidas, adiZero 
Prime BOOST, 2013

(https://www.shoenet.org)

그림 4. Nike, 
KOBE 9 Elite, 2013

(https://www.whatproswear.com)

그림 5. Adidas, 
Samba Primeknit, 2014

(https://www.footyheadlines.com)

그림 6. Nike, 
Chukka, 2016

(https://www.golfdigest.com)

2.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제작과 특징 
2.1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제작 
일반적인 갑피의 스니커즈는 구두의 제조 방식과 유

사한 과정으로 제작된다. 원자재를 패턴의 형태대로 재
단하고 가죽 소재의 경우 패턴끼리 연결되는 부분의 두
께를 줄이기 위해 피할(스카이빙, Skiving)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두께를 줄이기 위해 분할(스플리팅, 
Splitting)을 한다. 필요한 부분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심지를 부착하고 슈레이스(Shoelace)를 위한 아일렛
(Eyelet)을 처리한 후 봉제한다. 완성된 갑피는 라스트
(Last)에 씌워 창을 부착한다[16][17]. 

반면 니트 갑피 스니커즈는 재단 과정을 생략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피할과 분할, 심지 부착 과정을 생략
할 수 있다. 특히 4D 편직은 운동화 제조 방식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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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일체형 갑피 디자인은 위편 편직기인 CNC 편
직기로 제작된 후 창 작업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 설포
(Tongue), 라이닝 재료 및 보강재로 조립된다. 고가의 
신발에서 주로 사용되던 4D 니트 갑피는 저가의 신발
로 확대되고 있다. 니트 갑피에 사용되는 주요 원사는 
폴리에스터, 나일론 또는 폴리우레탄 섬유인데, 한 번에 
최대 10가지 색상과 섬유를 혼합하여 1개 또는 3개의 
갑피를 편직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래밍 및 섬유의 종
류에 따라 갑피의 두께와 신축성을 조절할 수 있는 등 
섬유의 종류나 색상, 니트의 밀도 및 구성을 조정하여 
디자인 변화가 무한하다[18].

2.2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특징 
니트 갑피는 가죽이나 패브릭 소재의 전통적인 스니

커즈와 차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니트 갑피는 첫째, 기능 면에서 우수한 통기성과 유

연성으로 뛰어난 착화감, 손쉬운 관리와 함께 경량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스니커즈의 기능성을 높여준다. 최초
의 니트 갑피 스니커즈인 나이키 플라이니트 레이서 기
준, 갑피와 설포의 중량은 34g, 전체 무게는 160g(US 
size 9 기준)으로 2022년 월드 챔피온쉽 마라톤 경기
에서 착용된 나이키 줌 스트릭(Zoom Streak) 3보다 
19% 더 가볍다[19]. 또한 기존 스니커즈처럼 부속들을 
봉제하거나 인터페이스에 붙인 개별 섹션으로 만드는 
대신 단일 레이어로 구성이 가능하다. 즉, 재봉선 없이 
무재봉으로 갑피 전체가 하나의 편직물로 완성됨으로
써 잠재적인 압력과 마찰 지점을 제거[20]함으로써 착
화감을 높여준다. 갑피 부분의 기능에 따라 신축성과 
비 신축성 섬유를 조합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부분의 
구조를 강화하거나 약화시켜 구역별로 편직함으로써 
활동성을 높여줌과 동시에 플렉시블한 핏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디자인 면에서는 새로운 색상과 패턴 실험이 
용이하여 상품개발에 제한이 없다. 니트의 조직에 따라 
다양한 컬러의 원사를 이용, 플레시지(Flechage, 
Short Row Knitting), 인타르시아(Intarsia), 자카드
(Jacquard), 터크편(Tuck Stitch) 및 코 이동(Stitch 
Transfer) 기술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가장자리를 마감
하는 바인딩 오프(Binding off) 기술[21]을 사용하여 

소재 사용에 제한이 없고 자유로운 문양을 표현할 수 
있다. 즉, 3D와 4D 디자인 기술을 통해 두 가지 색상 
이상의 섬유를 사용할 수 있어 조합된 색상과 그래픽, 
텍스처 요소로 다양하게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소
재의 사용에 있어서도 탄소섬유(Carbon)나 양모, 케블
러(Kevlar), 금, 스테인리스 스틸 등 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이용하여 편직할 수 있어 디자인의 가능
성이 무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 

셋째, 생산 면에서 전형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꼽
히는 신발 산업에 작업 공정을 축소하여 노동력과 제작 
시간 및 비용,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원부자재 역시 원사의 색상만 바꿔 디자인을 표현
할 수 있고 패턴 형태로 편직을 하여 재단 과정을 거치
지 않아 재료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니트 기법을 사용
한 갑피는 재단에서 발생되는 자투리 부분이 없어 생산 
폐기량이 약 60% 가량 감소된다. 나이키는 플라이니트 
생산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150만kg 용량의 
폐기물을 줄였다[6]. 이렇게 재단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외에 갑피 봉제를 위한 실이나 접착제, 그 밖에 부자재
도 사용하지 않아 전통적으로 최대 30개의 개별 부자
재로 구성할 수 있는 일반 스니커즈에 비해 부자재 사
용량 역시 줄일 수 있어 지속가능성 측면의 이점도 높
이 평가받고 있다. 

넷째, 마케팅 측면에서도 더욱 빨라진 트렌드 주기에 
따라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스니커즈 전문가이
자 마켓 리서치 기업 엔피디 스포츠 그룹(NPD Sports 
Group) 부사장인 매트 포웰(Matt Powell)은 스니커즈
의 평균 상품 출시 시간은 약 18개월이라 밝혔다. 그러
나 이렇게 긴 출시 기간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자 선호도에 따라 평균 재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니
트 편직을 활용한 생산 방법은 실시간 수요에 따라 현지
에서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22]. 즉 
거점 시장에 보다 가까운 거리에 생산 공장을 둠으로써 
운송 비용과 관세 절감 효과[23]를 얻을 수 있으며 단축
된 유통 구조와 함께 소비자들의 커스터마이징 상품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런 많은 장점 때문
에 세계적으로 니트 갑피를 활용한 스니커즈의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신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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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스타일 유형 및 디자인 특성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스타일 유형과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미국의 마켓 분석 업체 보고서
[24]에서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주요 브랜드로 제시된 
나이키, 뉴발란스(New Balance), 브이에프 코퍼레이
션(VF Corporation), 스케쳐스(SKECHERS), 아디다
스, 아식스(Asics), 잭울프스킨(Jack Wolfskin), 케이
스위스(K-SWISS), 푸마(PUMA), 휠라(FILA) 등 10개 
브랜드 중 한국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잭
울프스킨과 케이스위스 두 브랜드를 제외한 브랜드의 
상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국내 시장의 판매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에서 랭킹순 10개 
브랜드 나이키, 미소페(MISOPĒ), 밸롭(BALLOP), 블랙
마틴싯봉(BLACK Martine Sitbon), 스케쳐스, 아디다
스, 포나리나(FORNARINA), 포멜카멜레(FORMEL 
CAMELE), 프라다(Prada), 핏플랍(FITFLOP)의 상품
을 대상으로 하되 반복적인 상품 노출을 고려하여 브랜
드별 상위 200개의 국내 배송상품으로 제한하여 수집
하였다. 또한 신발 전문 블로그에서 시작하여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을 운영하는 무신사 홈페이지에서 니트 갑
피 스니커즈를 검색 키워드로 하여 노출된 총 146개 상
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상품 이미지 수집은 2022년 4월 17일부터 5월 15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상품 이미지는 연구자의 1
차 분류와 스니커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G사 전문가의 
2차 분류를 통해 최종적으로 924개로 선정되었다. 

표 1. 스타일
Athletic Non-athletic

TotalGolf Basketball Running Outdoor Soccer Training&Gy
m Etc Lifestyle Walking

1.3% 0.9% 30.8% 2.1% 9.3% 1.0% 0.8% 45.3% 8.5% 100.0%
- 운동용은 스포츠 스타일로 퍼포먼스 중심의 전문적인 운동을 위한 기능적 성격의 디자인
- 일상용은 캐주얼 스타일로 일상생활에서 가볍게 착화되거나 걷기용으로 사용되는 디자인

Nike_Air Zoom 
Infinity Tour Adidas_UltraBOOST 22 The North Face

_Flight VECTIV
Adidas_Predator 

Edge +FG
LAR_EARTH KNIT 

around Busan 
Skechers_Go Walk 

Evolution Ultra 
클래식한 골프화의 형식에
서 벗어난 형태 추구

조직 변형으로 토팁을 표현
하여 경량성 향상

일반 아웃도어화와 달리 슬
림한 외형 표현

기존 축구화에 비해 날렵하
고 가벼운 이미지 부여

힐 노치 부분 니트 처리로 
일상화의 패션성 부여

힐 카운터 보강으로 워킹 
시 안정성 확보

선정된 상품의 분석기준은 선행연구[25]를 참고, 니
트 갑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1.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스타일 유형 
니트 갑피 스니커즈 스타일은 크게 운동용과 일상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표 1]. 먼저 운동용은 골프와 
농구, 러닝, 아웃도어, 축구, 트레이닝과 기타로 세분되
어 나타났다. 일상용은 라이프스타일과 워킹 두 가지 
용도로 나눌 수 있다. 운동용 스니커즈 중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이는 것은 러닝화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였
고, 그 다음 축구화 9.3%, 아웃도어화 2.1%, 골프화 
1.3%, 트레이닝화 1.0%, 농구화 0.9%, 서프, 자전거, 
테니스로 구성된 기타 스타일이 0.8%로 나타났다. 러닝
화 외에 스타일의 경우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주요 운
동용 스니커즈에 니트 갑피가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러닝화의 높은 비율은 달리기가, 전문적인 퍼포
먼스를 요구하는 여타의 운동에 비해 대중적으로 보급
되어 수요층이 넓어진 현상과 관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량성은 다른 운동에서도 중요하지만 러닝화에 
있어 필수 조건으로 꼽혀 달리기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니트 갑피 스니커즈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라 볼 수 있다.

일상용 스니커즈는 라이프스타일화 45.3%와 워킹화 
8.5%의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라이프스타일화는 전체 
스타일 중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과거와 달리 스니커즈가 기능성 
상품의 한계에서 벗어나 패션 상품으로서 인식되고 있
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 Vol. 22 No. 10218

또한 워킹화 역시 축구를 제외한 다른 운동용 스니커
즈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걷기가 생활화되
면서 관련 상품의 개발까지 활발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2.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디자인 특성
2.1 형태 
신발의 형태는 흔히 앞코의 모양으로 형태를 결정짓

지만, 스니커즈는 발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능
화로 시작하여 패션 브랜드에서 생산되는 디자인 중심
의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앞코의 형태가 원형을 
이룬다. 따라서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형태는 앞코의 
모양 외에 갑피의 높이와 칼라(Collar)의 스타일을 분
석 기준으로 하였다[표 2]. 칼라의 스타일은 일반 스니
커즈에서는 구분하지 않으나 니트 갑피의 특성상 분석 
요소로 활용하였다.

갑피의 높이는 스니커즈 형태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로우 컷이 78.5%로 나타나 대다수의 스니커
즈가 해당되었으며, 미드 컷은 14.3%, 하이 컷은 6.9%
로 나타났다. 기본 높이인 로우 컷 스니커즈가 압도적
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기는 하지만, 양말의 형태를 띄
는 니트 갑피 특유의 특성으로 길이가 길어질수록 하
이브리드적인 감성을 나타냈다. 또한 매우 낮은 비율이
지만 기타(0.3%) 타입으로 뮬 형태의 스니커즈가 있어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다양한 상품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라의 경우 칼라 부위가 원피스로 구성되어 양말처
럼 보이는 삭스 타입이 54.6%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표 2. 형태
Height Collar

Low Cut Mid Cut High Cut Etc Total Basic Sock Complex Etc Total
78.5% 14.3% 6.9% 0.3% 100.0% 20.8% 54.6% 14.9% 9.7% 100.0%

- 갑피 높이는 스니커즈 형태 분류 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톱 라인(Top Line)의 높이에 따라 구분
- 칼라 형태는 칼라 라이닝과 설포로 구성된 기본 타입과 칼라와 설포 일체형의 삭스 타입, 기본 타입과 삭스 타입의 복합적 타입으로 구분
- 칼라 형태의 기타 타입은 바인딩, 오버로크, 접어서 지그재그 스티치, 시접 없이 재단된 기타 소재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구성

Nike_Space Hippie 04 Adidas_Tubular Nova 
Primeknit

Onitsuka 
Tiger_P-trainer Knit

Nike_React Infinity Run 
Flyknit 2 Premium

Nike_Air Zoom Alphafly 
Next% Flyknit

Adidas_Ultra Boost 20 
(FX7992)

스니커즈(Sneakers) 길이 
양말과 같은 낮은 높이로 일
반적인 형태

단목(Ankle) 길이 양말과 
유사한 중간 높이로 발목을 
감싸주는 형태

중목(Mid) 길이 양말 이상
의 높이로 패션 상품의 이미
지가 강한 형태

칼라 라이닝 처리 & 설포 
분리로 일반적인 스니커즈
의 칼라와 유사

칼라와 설포의 일체형으로 
니트 갑피 스니커즈만의 특
징 부각

칼라 앞부분과 설포는 일체
형, 힐 노치 부분은 라이닝 
처리하여 기능 보완

나타났다. 일반 스니커즈는 대부분 칼라와 설포가 분리
되어 있는데, 니트 갑피 스니커즈는 이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착화 시 설포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원단과 봉제하여 조립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작업시간과 부자재비용 측면에서 경제
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스니
커즈처럼 칼라 라이닝(Collar Lining)으로 처리하는 기
본 타입이 20.8%로 나타났다. 갑피의 무게나 제작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삭스 타입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
만 기본 타입으로 처리할 경우 발목 보호와 내구성 강화, 
디자인 변화 등 다른 측면에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 외 삭스 타입과 기본 타입을 혼합하여 디자인한 
복합적인 타입도 14.9%에 이르렀다. 이 타입은 디자인
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설포 없는 
삭스 타입의 착화감과 라이닝 처리된 기본 타입의 내구
성, 두 가지 특징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타 타입도 9.7%에 달하여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형태 변화에 있어 칼라 부분이 중요한 요소
임을 알 수 있다. 

2.2 색채 
스니커즈는 굽이 없고 기능성이 중시되어 일반화에 

비해 형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형태의 변화보다 일반화에서 시도되지 
않는 다양하고 과감한 컬러로 구성하는 등 색채를 디자
인 변화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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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컬러에서는 3가지 이상 컬러를 사용한 콤비 
타입과 2가지 컬러를 사용한 콤비 타입이 각각 57.5%
와 35.0%로 나타나 두 경우가 90%를 넘는 높은 비율
을 보였다[표 3]. 전통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과 
화이트는 4.1%와 1.7%를 보였다. 그 외에는 모두 1% 
미만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갑피와 창을 같은 컬러
로 통일하기보다 배색으로 처리하여 다양한 컬러의 변
화를 추구하는 스니커즈 특성이 반영된 점과 니트 갑피
가 일반적인 스니커즈에 비해 컬러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갑피의 경우 2
가지 컬러를 사용한 콤비 타입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가지 이상 컬러의 콤비 타입도 33.0%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블랙이 1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화이트가 4.3%, 기타 컬러가 
4.1%로 나타났다. 또한 브라운 계열(3.3%)과 블루 계열
(3.1%), 그레이 계열(2.8%)와 레드 계열(2.5%)이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그린 계열과 옐로우 계열은 1% 이하
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창의 경우 2가지 이상 컬러를 사용한 콤비 타입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가지 이상 컬러를 사
용한 디자인도 25.0%에 달하였다. 

표 3. 색채
Whole

White Black Grey Red Blue Yellow Green Brown Combi-2 Combi-3 Etc Total
1.7% 4.1% 0.1% 0.1% 0.5% 0.1% 0.0% 0.8% 35.0% 57.5% 0.1% 100.0%

Upper
White Black Grey Red Blue Yellow Green Brown Combi-2 Combi-3 Etc Total
4.3% 10.1% 2.8% 2.5% 3.1% 0.2% 0.8% 3.3% 35.8% 33.0% 4.1% 100.0%

Sole
White Black Grey Red Blue Yellow Green Brown Combi-2 Combi-3 Etc Total
18.0% 8.8% 0.3% 0.4% 1.0% 0.2% 0.2% 1.6% 43.0% 25.0% 1.5% 100.0%

- 전체는 갑피와 창 모두의 컬러를 기준으로, 단색 컬러 타입과 2가지 컬러를 사용한 Combi-2 타입, 3가지 이상 컬러를 사용한 Combi-3 타입, 메탈릭 컬러의 기타  
  타입으로 구분
- 갑피는 갑피 부분만의 컬러로 전체 컬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메탈릭이나 멜란지(Melange) 컬러는 기타 타입으로 구분
- 창은 창 부분만의 컬러로 전체 컬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투명이나 멀티 스프레이 컬러는 기타 타입으로 구분

Adidas_Ultra Boost 22 Adidas_NMD R1 
Primeblue

Adidas_X Pharrell 
Williams Superstar 

Primeknit

Nike_Air VaporMax 
2021 Flyknit

Adidas_Stella 
McCartney 

Ultra Boost 20

Adidas_X Pusha T EQT 
Support Ultra 

Primeknit Stone 
갑피와 창, 전체 컬러를 화
이트로 통일하여 소재 특성
이 효과적으로 부각

전체 컬러를 블랙으로 통일
하여 실용성 확보 및 의상과
의 매치 용이

화이트, 블랙에서 벗어나 통
일된 원색 갑피와 창 컬러로 
차별화 추구

형광색의 여러 컬러를 조합
하여 멜란지 그레이 갑피와 
대비 효과 추구

일반적인 블랙 갑피에 문양
이 있는 창을 매치하여 그래
픽 효과 부여

화이트 창에 통일된 컬러에 
여러 소재를 매치하여 개성 
부여

한편 스니커즈의 대표 창 컬러인 화이트가 니트 갑피 
스니커즈에도 18.0%로 나타나 강세를 보였다. 갑피에
서 화이트 보다 높게 나타났던 블랙은 8.8%로 나타나 
화이트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는 브라운 계열 
1.6%, 기타 컬러 1.5%, 블루 계열 1.0%로 나타났으며, 
다른 유색 창은 모두 1%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여 콤비 
컬러와 화이트, 블랙 외에 단색은 많이 사용되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2.3 소재 및 기법 
니트 갑피 스니커즈는 원사로 갑피를 편직하는 소재 

특성상 내구성이 좋은 폴리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등의 합성섬유 원사가 기본이었으며, 일부 디자인에서 
면사나 모사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극히 소수의 디
자인에 그쳐 일반 스니커즈에 비해 다양한 주소재가 사
용되지 않았다. 이런 소재의 제한적인 부분은 부가적으
로 사용하는 소재와 기법에서 변화를 주어 보완, 다양
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있어, 부소재와 기법을 기준으로 
소재를 분석하였다[표 4].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PVC(폴리염화비닐, Polyvinyl Chloride)와 TPU(열가
소성 폴리우레탄, 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
재의 필름 기법으로 전체 중 35.8%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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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C는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표면효과를 낼 
수 있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26]. TPU 필
름은 이음새와 스티치가 없는 부품을 만드는데 주로 사
용되는데 다이컷(Die Cut), 레이저 컷(Laser Cut)과 고
주파 접착(RF Welding; Radio Frequency Welding) 
방식으로 절단하고 부착하며 장식 및 부자재 모두에 사
용할 수 있다. 투명과 불투명, 착색 등 모든 색채와 대부
분의 엠보싱 질감으로 표현이 가능하다[27]. 또한 고주
파나 열 접착 방식으로 스티치 없이 처리하여 경량지지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필름 절단 및 접착 전에 스크린 
인쇄를 하여 문양을 표현하기도 한다. 장점으로는 탄성
과 방수성, 내마모성이 있다[28]. 여러 기법의 필름 방
식 오버레이(Overlay)는 다양한 색채와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고 마모가 많은 
부분과 지지력이 필요한 부분을 강화하는 기능도 있어 
니트 갑피 스니커즈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소재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디자인이 
26.0%로 나타나 니트 갑피 스니커즈에 있어 여러 가지 
소재와 기법을 혼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니트만 사용한 경우도 22.9%에 달해 다른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편직 조직의 느낌을 살려 니트 갑피만의 
특징을 부각시킨 상품도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 소재 및 기법

Knit Leather Fabric PVC/TPU
_Film 

PVC/TPU
_Injection TPR_Press Screen 

Printing Combi Etc Total

22.9% 8.6% 1.5% 35.8% 2.5% 1.4% 1.0% 26.0% 0.3% 100.0%
- 니트 타입은 다른 소재나 기법의 사용 없이 니트 갑피만으로 구성
- 가죽 타입은 천연 피혁과 합성 피혁의 일반 피혁, 문양을 넣은 특수 피혁으로 구성
- 패브릭 타입은 편직된 니트 외에 기타 직물로 구성
- PVC/TPU 필름 타입은 각 소재로 만든 필름을 부착한 디자인으로 구성
- PVC/TPU 사출 타입은 각 소재를 사출 방식으로 성형하여 부착한 디자인으로 구성
- TPR 프레스 타입은 TPR 소재를 프레스 방식으로 성형하여 부착한 디자인으로 구성
- 스크린 인쇄 타입은 스크린을 이용하여 각종 잉크로 인쇄한 디자인으로 구성
- 콤비 타입은 두 가지 이상의 소재와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구성
- 기타 타입은 엑스폰 비닐에 고주파를 이용하여 엠보싱(Embossing)으로 처리한 디자인으로 구성

Nike_ZoomX Invincible 
Run Flyknit

Adidas_Ultra Boost 
4.0 DNA

Prada_Logo4E3572 
3KFP F0002

Nike_Air Zoom Tempo 
Next% Flyknit Nike_LeBron 18 Adidas_Stella McCartney

Ultra Boost 22
TPU 필름을 아일렛과 로고 
부분에 부착, 스티치 없는 
심플한 마감 처리

TPU 사출을 이용하여 장식
적인 효과와 함께 아일렛으
로서의 기능 충족

TPR 프레스를 조형적인 요
소와 레이스 루프 고정의 기
능적 요소로 활용

스크린 프린팅으로 갑피와 
창 부분 로고를 연결하여 조
형적 효과 추구

서로 다른 물성의 다양한 소
재를 활용, 복합적인 이미지
와 개성 표현

고주파 엠보싱으로 니트 질
감과 대비되는 시각적 효과
와 입체감 부여 

스니커즈의 기본 소재라 할 수 있는 가죽과 패브릭은 
각각 8.6%, 1.5%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PVC나 TPU 
소재의 사출(Injection)이 2.5%, TPR(열가소성 고무, 
Thermoplastic Rubber) 소재의 프레스(Press)가 
1.4%로 나타나 입체적인 표현에 합성 소재가 많이 사
용됨을 알 수 있었다. 사출은 현재 플라스틱 가공 중 
1/3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정밀하면서 성형 사이클이 짧고 컴퓨터 기술과 결
합하기 용이하며 자동화를 구현하기 쉬운 장점을 가지
고 있는데[29] 재료의 특성상 PVC 사출은 다소 딱딱한 
형태를 가지며, TPU는 PVC에 비해 부드럽다. TPR은 
유연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고무와 플라스틱 중간 형태
의 소재로 일반적으로 고무보다 가볍고 신축성이 좋은 
반면 복원력이 뛰어나 많이 사용된다[30]. 또한 쉽고 경
제적인 처리 방식, 가격 대비 높은 가치, 뛰어난 미적 
효과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31]. 이런 TPR을 이용하
여 프레스 처리한 TPR 프레스는 착색이 잘 되고 성형 
시 표면이 매끄럽다[32]. 이와 같이 세 소재는 성형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아 입체적인 효과를 내거나 부속
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 외 스크린 인쇄도 
1.0% 나타났는데, 스크린 인쇄는 컬러 사용에 거의 제
한이 없고 광택과 무광택, 퍼프(Puff) 또는 3D 스타일
과 같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33]. 또한 낮은 비율
이지만 고주파 방식을 사용한 기타(0.3%)의 경우도 있
어 여러 가지 소재와 공업적 기법으로 디자인이 전개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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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식 
신발은 다른 패션아이템에 비해 활동성이 중요한 품

목이며, 특히 스니커즈는 구두에 비해 한층 더 기능적
인 성격을 가져 보행을 방해하는 장식은 가급적 사용하
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니트 갑피 스니커즈 역시 장식 
없이 니트의 소재 특성을 살린 디자인이 74.9%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5]. 그러나 나머지 디자인에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다양한 장식이 사용되었다. 

먼저 개폐용 장식의 경우 모든 장식이 1% 미만의 비
율을 보여 비중이 높지 않았으며, 일반 스니커즈와 달
리 니트 갑피 스니커즈는 장식 없이도 발에 밀착되어 
감싸는 구조로 이루어져 이마저 본래의 기능보다 디자
인 효과를 위해 사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음 보석을 활용한 장식에는 핫픽스가 2.0%, 크리스탈이 
0.4%로 나타나, 화려한 감성을 표현하되, 입체적인 장
식보다는 평면적이고 보행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장식
이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적인 요소를 활용한 밴드나 스트랩, 스트링도 
보였다. 특히 밴드로 처리한 디자인이 2.1%로 스트랩
(1.0%), 스트링(0.4%) 보다 많이 사용되었는데, 밴드는 
니트 갑피의 탄력성을 저해하지 않으며 장식적인 효과
를 부여하였다. 면적인 요소를 활용한 타입 중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프레임(7.1%)으로 이는 다양한 

표 5. 장식
Open&Close Jewelry Line

TotalBoa Stopper Velcro Zipper Crystal Flatback HF Band Strap String
0.4% 0.3% 0.3% 0.3% 0.4% 2.0% 2.1% 1.0% 0.4%

Face Ribbon Non-deco Complex Etc 100.0%Embroidery Frame Graphic
3.7% 7.1% 0.3% 0.9% 74.9% 4.0% 1.8%

- 개폐 타입은 신발의 착화와 사이즈 조절 기능의 보아와 스토퍼, 벨크로, 지퍼 등으로 구분
- 주얼리 타입은 크리스탈 등의 보석 장식과 열로 부착하는 플랫백 핫픽스 등으로 구분
- 선 타입은 선으로 이루어진 장식이며 밴드, 스트랩, 스트링 등으로 구분
- 면 타입은 면으로 이루어진 장식이며 자수, 프레임, 그래픽 등으로 구분
- 복합 타입은 두 가지 이상 장식으로 구성
- 기타 타입은 슈레이스 버클이나 고주파 엠보싱 문양으로 구성

Fitflop_Rally Ombre 
Crystal Knit Sneaker

Eider_Cool Knit 
Slip on

Nike_Zoom Alphafly 
Next Nature

Adidas_Stella 
McCartney Solar Glide Asics_NOOSA TRI 13 Nike_X Off-White Air 

Zoom Tempo Next
플랫백 핫픽스를 전면에 부
착하여 화려하고 패셔너블
한 이미지 부여

밴드로 발볼을 잡아주는 기
능과 스트라이프 문양으로 
미적 효과 추구

로고를 자수로 처리하여 니
트 질감과의 조화와 공예적 
이미지 표현

프레임을 활용하여 갑피 형
태 보완 효과와 시각적 효과 
동시 충족

갑피 전체를 그래픽으로 처
리하여 화려하고 그래피티
한 감성 표현

스토퍼와 케이블타이로 장
식적 효과와 모델 고유의 시
그니처 기능 부여

소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질감의 주소재와 대비되며 
갑피의 형태에 변화를 주는 시각적 효과도 있지만, 니
트 갑피 소재의 유연한 성질로 발이 고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보완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음으로 자수도 3.7%로 나타나 다른 장식에 비해 많이 
사용되었다. 자수는 니트 원사와 같이 실을 재료로 사
용함으로써 갑피와의 이질감을 최소화하며 갑피 원사 
특유의 소재감을 살려주는 효과를 보였다. 많지는 않지
만 그래픽을 활용하여 화려한 문양을 표현한 디자인도 
0.3% 보였다.

또한 복합적인 장식을 사용한 디자인이 4.0%로 나타
났는데, 복합적인 장식은 장식마다 다른 특성이 조합되
어 입체감을 부여하고 개성을 살려주었다. 그 외 기타
의 경우도 1.8%에 달하였으며 리본으로 여성스러운 이
미지를 살린 디자인도 0.9% 나타났다.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스타일 유형 및 디자인 특성
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타일은 라이프스타일화와 러닝화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니트 갑피 스니커즈에 양말과 같
은 착화감과 경량성이 확보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가볍
게 신거나 달리기를 할 때 최적화된 기능이 상품 구성 
비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형태의 경우 니트 갑피 스니커즈만의 독특한 
형태를 보이는 디자인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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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적으로 갑피 높이는 일반 스니커즈와 같이 로우 
컷이 많지만 길이에 상관없이 칼라의 형태에 있어 삭스 
타입의 비율이 매우 높아 전체적으로 니트 갑피 스니커
즈만의 고유한 형태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색채의 경우 2가지나 3가지 이상의 컬러를 복
합적으로 사용한 디자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화이
트와 블랙 외에는 단색 컬러를 사용하기보다 여러 컬러
를 조합하여 디자인에 변화를 주었다. 이는 편직 시 다
양한 종류와 컬러의 원사를 사용할 수 있는 니트 갑피
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소재와 기법의 경우 디자인 변화가 용이하고 
기능도 보완할 수 있는 필름 타입이나 복합적인 타입이 
많이 사용되어, 소재에 있어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반면 다른 소재나 기법의 사용 없이 니트
의 소재감을 부각시키는 디자인도 많이 나타나 다양한 
상품 구성을 보였다.

다섯째, 장식의 경우 별다른 장식 없이 니트의 특성
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많았는데, 이는 일체형 갑피
로 부자재 없이 발에 밀착되어 장식이 불필요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용된 장식 중에서는 니트
와 이질감이 없는 자수가 가장 많아 일체감과 무게를 
중시하는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포화 상태인 패션시장에서 브랜드의 경쟁력을 만드
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새로운 기술을 접
목한 트렌디한 디자인의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기본적
인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스니커즈는 최
근 몇 년간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더해 기능성과 패션성
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스트리트 패션의 필수 아이
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 스니커즈의 퍼포먼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함께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니트 갑피를 활용한 스니커즈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스타일 유형과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성으로, 전통
적인 소재와 제작기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니트 갑피 
스니커즈만의 고유한 하이브리드적 스타일과 디자인이 
정립되고 있다. 둘째, 복합성으로 컬러와 소재에 있어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각각의 특성이 돋보이는 멀티플
한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셋째, 실험성으로 일반 스
니커즈에 비해 한층 더 공학적이고 새로운 재료와 기법
을 접목하여 과감한 디자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렇
듯 니트 갑피 스니커즈는 패션상품이지만 기술집약적 
아이템이니만큼 니트 소재가 갖고 있는 본연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의 시도를 통한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라이프스타일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컬러와 소재 및 기법이 디자인의 중요 요소
로 분석된 바, 일상생활용 스타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합의 컬러로 패션성을 표현하고 첨단의 소재와 기법
으로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니트 갑피 스니커즈 개발에 
힘써야겠다. 

급변하는 시장의 트렌드와 기술에 따라 재편되고 있
는 스니커즈 시장의 흐름에 맞는 상품을 구성하기 위해 
산업적인 상품개발과 학문적인 연구가 동시에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한 니트 갑피 스니커즈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내에 자료가 거의 없는 니트 갑피
를 활용한 스니커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주제
에 대한 후속 연구의 수행을 도울 것이다. 둘째, 메이저 
스포츠 브랜드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스니커즈 브랜드
의 상품기획의 방향 설정과 디자인 전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패션의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류 중심으로 편중된 연구의 범위를 확대
하여 연구 주제 간 균형을 이루고 연구의 다양화를 이
루는데 일조할 것이다.

즉, 신발 산업, 특히 스니커즈 시장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산업의 경향을 반영한 실질적인 연구
를 통해 신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산업 분
야의 브랜드 기획 방향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
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후속 연구에서
는 각 스타일별로 용도와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인 연구
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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