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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and analyze costumes presented in international 
dance sports competitions, and summarize the features of Latin American dance 
costumes’ design. As for research methods, standards of Latin American dance 
costume design were analyzed via a literature review on dance sports. The scope of 
the study extended for six years from 2010 to 2015 to include the, top three UK Latin 
American dance competi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ilhouette analysis 
determined that the X silhouette to the lead with, −145 costumes (78%), followed by 
the H silhouette at 25 (13%), and other at 16 (9%). Amongst those there were 174 
one-piece dresses (94%). Furthermore, the analysis on colors of Latin American dance 
sports costumes revealed that, amongst the 186 costumes, 115 were without color 
(62%), Bl(black) is the most frequent with 37%, then Wh(white) with 21% and 
Gr(gray) with 4%. Costumes with colors, based on the six basic colors in the Munsell 
color system, are comprised most often of red with 12%, the followed by Y(yellow) 
at 10%, B(blue) at 8%, YR(yellow-red) at 4%, P(purple) at 2%, and G(green) at 2%. 
Thirdly, the cloth materials of Latin American dance costumes are recognized through 
image inspection. Among visually recognizable materials, beading materials are the 
most common with 104 costumes (60%). Shiny materials like mesh, chiffon, organza, 
lace and burn-out are in 36 costumes in total (19%). Other cloth materials included 
Luster materials and; non-sheen materials, which were in 46 costumes (25%).

Keywords: Latin American dance(라틴 아메리카 댄스), dance sports costume(댄스 스
포츠 의상), female contestants(여성 참가자), sports dance competition(댄
스 스포츠 경기)

I. Introduction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건강을 중요시하면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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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스포츠 중에서도 사교댄스는 사교를 목적으로 

남녀가 함께 추는 춤으로, 18세기 말에 영국 상류층 

사람들이 스포츠적 요소를 가미하여 댄스 스포츠

(dance sport)로 발전하게 되었다. 댄스 스포츠는 영국

에서 방영된 ‘스트릭틀리 컴 댄싱(strictly come dancing)’
이라는 댄스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리즈가 인기를 끌

며, 미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세계 39개국에서 

그 포맷이 판매되어 방송되며, 전 세계적으로 그 열풍

을 일으켰다(“Dancing with the Stars”, n.d.). 한국에서

도 2005년부터 ‘댄싱 위드 더 스타(Dancing with the 
stars)’라는 이름으로 방송되어 댄스 스포츠가 주목을 

받았으며, 대중 스포츠로 인식되면서 그와 관련된 학

원, 동호회 등도 나타났고, 댄스 스포츠는 가치있는 

문화생활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댄스 스포츠는 지속적인 관심이 많아지면서 대중

문화로서 유행을 창조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널리 퍼지고 있다.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들

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댄스 스포츠 중에도 라틴 아

메리칸 댄스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라틴 아메리칸 댄

스 의상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문적

인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 디자인 분야가 있으나, 
아시아권에서 아직 전문적인 댄스 의상 디자인 분야

가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라틴 아메리칸 댄스를 즐기

는 비전문가들은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에 대한 지

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 의상 

사진을 수집, 분석하여 전체적인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리함으로써 라틴 아메리

칸 댄스 의상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료화하여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 디자인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라틴 아메리칸 댄스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춤의 특성과 의상디자인 특성에 대한 인

식 및 참여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댄

스 스포츠 개념, 댄스 스포츠 의상의 종류 등의 자료

를 정리하였다.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 댄스 스포츠의 

현황 및 실질적 자료는 국제댄스스포츠연맹(IDSF, 
WDSF, www.worlddancesport.org), 세계무도평의회

(WDC), 댄스플라자(www.danceplaza.com) 등의 댄스 

스포츠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사진 자료 수집 범

위는 2010년부터 2015년의 6년 동안, 댄스 스포츠 경

기대회 중에서 권위와 인지도가 있는 블랙풀 댄스 페

스티벌, UK 오픈 선수권 대회, 인터내셔널 댄스 선수

권 대회로 제한하였으며, 댄스 스포츠 경기의 의상들

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문적인 선수들의 자

료 수집을 위하여 프로 라틴 부문 결승전에 진출한 여

자 선수들의 의상으로 제한하였다. 사진 자료는 댄스 

스포츠 전문 사이트 ‘댄스플라자(www.danceplaza. 
com)’에서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대부분의 

자료는 동영상 자료로 영상 자료를 직접 캡쳐하여 그

림 파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Ⅱ. Dance Sports

1. Conception of dance sports

댄스 스포츠는 15~16세기에는 유럽의 궁정 댄스였

으며, 모던 스탠더드 댄스(modern standard dance)와 

라틴 아메리칸 댄스(Latin American dance)로 구성된

다. 17세기에는 사교적 특성이 강한 사교댄스(social 
dance)로 발전하여,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는 영

국의 상류층 사람들이 사교의 목적으로 무도장이나 

볼룸(ballroom, 둥근 형태의 넓은 장소)에서 남자와 

여자가 파트너를 이루어 추었다. 이러한 이유로 19세

기에는 볼룸 댄스(ballroom dance)라는 명칭이 생겼으

며(Jang, 2008), 볼룸 댄스는 오락 활동의 목적으로 추

는 춤으로써 사교댄스를 포함한 용어이다.
국제적으로 댄스 스포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1935년 

Federation International de Dour Amateurs(FIDA: 국
제 아마추어 댄서 연맹)을 결성하고, 1936년에는 독일

에서 첫 번째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으나, 1964
년 내부 갈등으로 해체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에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 댄스 스포츠는 국제 경기

대회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1957년 올림픽의 정

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하여 국제 아마추어 댄서 협

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Amateur Dancers: ICAD)
가 창설되었다. 이후 스포츠 댄스를 널리 보급하면서 

1990년에 현재의 국제 댄스 스포츠 연맹(International 
Dance Sport Federation: IDSF)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International Dance Sports Federation”, n.d.). 1997
년에는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정식 회원이 되

고, 2000년에 시드니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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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추진 중

에 있다(Kim, 2007).
댄스 스포츠는 예술적인 요소와 스포츠 과학적인 

요소 두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커플 댄스로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면서 춤을 추기 때문에 즐겁고 힘이 덜 들

며,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크다. 또한 잘못된 자세를 

올바른 자세로 교정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도 있어 건

강에도 도움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게 인기가 있다(Choi, Seo, & Kim, 2007).

2.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dance

댄스 스포츠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 기원을 둔 라

틴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발생한 모던 스탠더드 

댄스와 라틴 아메리칸 댄스로 구분되며, 모던 스탠더

드 댄스 부문에는 왈츠(waltz), 탱고(tango), 폭스 트롯

(fox trot), 퀵 스텝(quick step), 비엔나 왈츠(vienna 
waltz)가 있다. 라틴 아메리칸 댄스에는 룸바(rumba), 
차차차(cha cha cha), 자이브(jive), 삼바(samba), 파소 

도블레(paso double)의 5개 종목이 포함되어 총 10개

의 종목이 공식적인 댄스 경기에서 사용된다. 라틴 아

메리칸 댄스와 모던 스탠더드 댄스는 춤추는 자세와 

방법, 유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라틴 아메리카 댄

스 5종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룸바는 라틴 아메리칸 댄스 5종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춤으로, 약 400년 전 쿠바에 있었던 아프리카 노

예들로부터 비롯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현재 쿠

반 룸바(cuban rumba) 형태로 진화하여 유행하였다. 
사탕수수를 재배하던 16세기경 아프리카 흑인들이 쿠

바 노예들이 힘든 생활 속에서 춤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였으며, 애절한 마음과 신나는 음악으로 그 매력을 

지니고 있다(Choi et al., 2007). 룸바에서 여성은 힘 

있는 움직임으로 남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유혹하며 

긴장도 표현한다. 여성의 관능적인 모습에 남자는 사

랑에 빠져 욕망을 계속 표현하며, 남녀가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애절한 몸짓이 바로 룸바의 특

징이다. 남성의 강함과 여성의 부드러움을 표현하기 

위해 ‘리프트’ 종작이 많은 것도 특징이다(Fig. 1).
차차차는 라틴 아메리칸 댄스의 민족성을 표현하

는 춤으로, 상체는 부드럽게 움직이며 유연성을 표현

하고, 하체는 절제된 움직임으로 순발력을 표현한다. 

<Fig. 1> Arm and leg extension for girls + firm 
support form men = perfect photo time

From Kandykane. (2014). 
http://ck-kandykane.blogspot.jp

차차차는 댄스 스포츠 10종목 중 가장 늦게 발생했지

만,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춤으로 대중에게 선호된다. 
1940년대에 빠른 템포의 음악과 춤인 맘보(mambo)가 

탄생하였는데, 맘보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음악인 살

사(salsa)의 원형적인 형태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하게 접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맘보 음악에 새로

운 박자를 넣어서 이루어진 춤이 차차차이다. ‘뉴욕

(new york)’은 차차차 댄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텝

으로 남녀의 포즈가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다(Choi et 
al., 2007; Fig. 2). 차차차는 서인도 제도의 ‘타타(tcha 
tcha), 콰콰(kwa kwa)’라는 열매 나무로 만든 타악기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또한 샷세(chasse, 한 발을 다른

<Fig. 2> Cha cha cha performance
From National Dance Teachers 
Association of America. (2014). 

http://www.nationaldanceteach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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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Jazz and Jive
From Joe Sixpack. (n.d.). 

http://www.slipcue.com

<Fig. 4> Shawn Johnson & Derek Hough- 
Jive on Dancing with the stars 2012

From Taylor. (2012). 
http://www.justjaredjr.com

발 자리로 미끄러지듯이 옮기며 추는 춤)를 할 때 나

는 발소리의 의성어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한다. 룸바

와 마찬가지로 엉덩이의 율동이 있으나, 차차차는 밝

고 선명하고 경쾌한 동작을 표현한다(Im, 2008).
자이브는 본질적으로 1945년까지 재즈(jazz), 스윙

(swing), 지터벅(jitterbug) 등으로 불리다가 1950년 영

국 왕립 댄스 교사협회(Imperial Society of Teacher of 
Dancing: ISTD)의 볼룸댄스위원회(Official Board of 
Ballroom Dancing)에서 체계화시켜 볼룸댄스의 한 종

목으로 포함되었다. 1910년대 북아메리카 뉴 올리안

즈(New Orleans)에서 발생한 재즈에 맞추어 추던 춤이 
오늘날 자이브의 기초가 되었다(Fig. 3). 이후 1930년

대 부기우기(boogie-woogie, 템포 빠른 재즈) 연주가 

더해지면서 린디홉(Lindy Hop)으로 변화되었다. 린디

홉은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흑인들이 움직임과 여성

과 춤을 출 때 남성의 다리 사이로 여성이 이동했다가 

다시 하늘로 솟구치는 장난스러운 동작들과 같이 곡

예적인(acrobatic) 요소가 많은 동작들로 구성된 지터

벅(jitterbug)으로 불리게 되었다. 자이브는 ‘Savoy in 
Harlem’이라는 지역에서 유행하였다. 무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Like the frenzy of Jittering bugs’라고 

표현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벌레의 광란처럼 보여 ‘jitterbug’으로 불리고, 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에 의하여 퍼지게 되었다. 2차 대전

이 종료되고 영국의 볼룸댄스 교사들이 원스텝으로 

하는 지터벅에 오늘날과 같이 샷세 동작인 투스텝

(two step) 또는 트리플 스텝(tripple step)을 추가하여 

현재의 자이브를 탄생시켰다(Choi et al., 2007; Sin, 
1998). 자이브는 라틴 아메리칸 댄스 5종목 중 가장 

움직임이 빠른 종목으로, 댄스 스포츠 선수들의 체력

을 검증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칸 댄스 경기(round) 중 

가장 마지막에 시행된다(Fig. 4).
삼바는 브라질 옛 수도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서 4순절 이전에 한 주를 국경일로 지정하

여 삼바 축제를 열 때 추는 민속 무용이다. 삼바도 룸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노동 인력으로 수입된 노예

들이 힘든 고통을 잊으려고 그들의 원시적인 특유의 

노래 가락에 맞추어 율동하던 움직임에서 발생하였

다. 삼바라는 용어도 흑인 여자란 의미의 잠바(zamba)
에서 유래되었으며, 노예들의 원시적인 의식부터 전

통적으로 내려왔다(Sin, 1998). 아프리카 흑인들은 골

반을 좌우로 흔들며 힙의 움직임을 만들고, 이런 율동

은 배꼽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삼바는 힙의 움직임이 

많으며, 열정적인 분위기를 지닌 축제의 춤으로 알려

져 있다(Baek, 2013). 한정된 공간에서 추는 스팟 댄

스가 아닌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추는 라인 댄

스로, 힙의 앞뒤 움직임으로 몸이 상하로 움직이는 삼

바 바운스 동작이 있다(Kim, 2008; Fig. 5).
파소 도블레는 스페인의 플라멩코(flamenco)와 

1920년대에 유행했던 투우의 판토마임(pantomime)이 

결합되어 나타난 라틴 아메리칸 댄스이다. 1974년 영

국 왕립댄스 교사협회(Imperial Society of Teacher of 
Dancing: ISTD)의 볼룸 댄스 위원회(Official Board 
of Ballroom Dancing)에서 체계화되어 볼룸 댄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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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uck & Julianne, 
Dancing with the stars 2009
From People Staff. (2009). 

http://www.people.com

종목으로 포함되었다(Choi et al., 2007). ‘파소’는 영

어의 스텝(step), 도블레는 더블(double)의 의미로 더블 

스텝을 의미하며, 스페니쉬 원 스텝(spanish one step)
이라는 옛날 춤인 서 플레이스(sur place) 등이 주체로

서 소폭인 스텝의 느낌을 더블로 표현한 것이다(Sin, 
1998). 파소도블레에서 남성은 투우사(matador)를 상

징하며, 여성은 투우사의 그림자 또는 망토, 집시 댄

서(gipsy dancer) 등의 역할을 한다. 댄스 스포츠 선수

들의 절제와 힘이 넘치는 움직임을 심사하여 라틴 아

메리칸 댄스 경기 중 가장 극적으로 연출된다(Fig. 6).

<Fig. 6> Susanna Reid, 
Kevin Clifton dance the Paso 

doble to ‘Los Toreadors’, 
Strictly come dancing, 2013
From Ballet News. (2013). 
http://www.balletnews.co.uk

3.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dance sports

댄스 스포츠의 전신인 사교댄스 경기는 1920년 영

국이 미국과 폭스트롯(fox trot)의 대항경기를 시작으

로, 1922년 왈츠의 제1회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

다. 그 후 댄스 경기는 1929년에는 볼룸 댄스의 공식 

위원회가 설립되어 규약이 제정되었다. 1950년에는 

댄스 경기의 국제행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제 볼룸 

댄스 회의(ICBD)가 설립되어, 그 규약에 따라 1959년 

처음으로 공인 세계선수권대회가 아마추어․프로의 

두 부문에 걸쳐 개최되었다. 공인 경기 종목으로서 모던 
스탠더드 댄스에서는 왈츠, 탱고, 폭스 트롯, 퀵 스텝, 
비엔나 왈츠의 5종목이며, 라틴 아메리칸 댄스에서는 

룸바,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차차차의 5종목으로, 
모두 10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된다(Traveler, 2013).

본 연구에서는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블랙풀 댄스 페스티벌(Blackpool 
dance festival), UK 오픈 선수권(United Kingdom 
open championships) 대회, 인터내셔널 댄스 선수권

(International dance championships) 대회의 댄스 의상 

자료를 수집하였다.
블랙풀 댄스 페스티벌은 가장 널리 알려진 경기 댄

스 장소 블랙풀의 윈터 가든 엠프레스 볼룸(empress 
Ballroom)에서 매년 5월에 열리며 권위 있고 전통 있

는 댄스 스포츠 대회로 꼽힌다. 1961년에 아마추어 라틴

이 열렸고, 다음 해인 1962년 프로 라틴 대회가 열렸

으며, 1964년에 챔피언십 대회가 되었다. 최근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참가하고 있다. 메인 경기는 21세 이하

의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U21, 아마추어 라틴(amateur 
latin), 아마추어(amateur), 프로 라틴(professional latin), 
프로페셔널(professional), 포메이션(formation), 시니

어(senior)까지 라틴 아메리칸 댄스, 모던 스탠더드 댄

스로 나누어 진행되며, 그 외에 국가별로 4개 나라가 

출전하여 한 국가씩 라틴, 모던 각각 2종목으로 경기

를 펼치는 팀 매치(team match), 쇼 댄스(show dance) 
경기인 이그지비션(exhibition) 부문이 있다. 블랙풀 

댄스 페스티벌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최신 유행의 음

악이 아닌 블랙풀 댄스 페스티벌에서만 쓰이는 전통 

음악이나 라이브 밴드로 연주한다(Choi, 2011).
UK(영국) 오픈 선수권 대회는 매년 1월 하순마다 

영국 본머스(Bournemouth)에 위치한 인터내셔널 센

터(International Center)에서 약 1,000여명 이상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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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가하여 3일 동안 진행한

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댄스 스포츠 선수권 대

회로 전 세계의 댄스 선수들이 우승을 소원하는 세계 

대회이다. 모던 스탠더드 댄스, 라틴 아메리칸 댄스, 
프로그룹 모던 스탠더드 댄스, 아마추어 신인 그룹(21
세 이하까지 아마추어에 속함) 등으로 나뉜다(DSI 
TV, 2016). 이 대회는 프로 볼룸 결승에 15명의 심사

위원들을 모두 남자로 배치한다. 이는 볼룸 댄스 자체

의 특성상 남자가 파트너를 리드하는 역할을 담당하

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심사 형태의 단편적 모습을 보

여준다. 모든 심사위원들은 1970년부터 1980년대 전

후의 초창기 볼룸댄스 챔피언들로 구성되었으며, 매

우 정확하고 예리한 심사로 정평이 나 있다(DSI TV, 
2016).

인터내셔널 댄스 선수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

기 댄스 스포츠 경기대회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하였다. 창시자 엘사 웰스(Elsa Wells)의 이름을 

따서 엘사 웰스 인터내셔널 댄스 선수권이라고도 한

다. 영국이 기원지이며 개최국이지만 댄스 선수권은 

전 세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선수권 대회는 프로 선

수들을 위한 경기와 아마추어 선수들을 위한 경기로 

나누어 개최된다.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의 인터내

셔널 프로 스탠더드 댄스 및 프로 라틴 아메리칸 댄스 

선수권은 10월 7~9일 모두 런던의 로얄 알버트 홀

(Royal Albert Hall)에서 개최한다(“International Latin 
American Dance Champion”, n.d.; Fig. 7).

4. Preceding research

라틴 아메리칸 댄스 스포츠 의상의 특성을 알아보

<Fig. 7> Michael Malitowski & Joanna Leunis, 
Pro Latin Final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3
From Ronda. (2013). http://www.danceplaza.com

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Kim and 
Han(2012)의 연구에서는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구성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관능미, 인체미, 장식미, 
균형미, 율동미가 나타났다. 관능미는 성적인 매력을 

부각시키는 미적 특성으로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

에서는 노출이나 시스루 의상의 착용, 인체의 실루엣

을 드러내는 꼭 맞는 의상 등을 통하여 관능미와 인체

미를 표현하였다. 균형미는 대칭과 비대칭을 통한 균

형감 및 균형감 및 안정감을 표현하는 미적 특성으로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에서 반복, 대칭, 장식, 코디

네이션, 디테일 등을 통해 균형미를 표현하였다. 율동

미는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에서 프릴, 프린지, 러
플 등의 디테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율동미를 연

출하였다.
Kim(2006)은 댄스 스포츠 의상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

상에 표현된 미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율

동미, 인체미, 장식미, 관능미, 우아미가 나타났다. 율
동미는 선과 현태, 색채, 재질 등의 디자인 요소를 의

복의 여러 부분에 반복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댄스 

스포츠 의상 스커트의 주름이나 셔링, 개더에 의한 선

의 반복, 색채의 그라데이션, 얇고 비치는 소재의 중

첩 등을 표현한다. 인체미는 신체의 직접적인 노출, 
밀착 및 비치는 소재에 의한 간접적인 노출, 절개에 

의한 노출 등의 방법으로 가슴, 허리, 등, 팔, 다리 등

을 드러내어 강조한다. 또한 비즈장식, 러플장식, 프

린지장식, 깃털장식, 셔링 등을 사용하여 장식미를 표

현하고 있다. 관능미는 신체 노출과 밀착된 형태, 비
치는 소재와 광택 소재의 효과, 화려한 장식 등을 활

용하여 표현한다고 하였다. 댄스 스포츠 의상에서 우

아미는 흰색과 검정의 색채, 쉬폰이나 새틴과 같이 드

레이퍼리가 생기는 소재, 비즈장식 등을 사용함으로

써 여성적인 우아미를 연출한다.
Jung(2008)은 비즈 장식을 이용한 라틴 아메리칸 

댄스 스포츠 의상디자인 연구에서 라틴 아메리칸 댄

스 의상은 격렬한 춤의 동작을 추기에 편한 기능성 소

재와 패턴디자인 설계를 통하여 춤을 출 때 최대한 크

게 움직일 수 있는 인체미를 연출하였다. 예술적 측면

을 표현하는 요소라서 춤 동작의 독특한 미와 역동적

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라인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강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비즈 장식은 댄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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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ceding research of the Latin American dance costume

Researcher Subject Aesthetic characteristics

Kim, K.-H., &
Han, J.-H.

(2012)

Constitutive elements analysi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dance costume

Visual beauty, 
human beauty, 

decorative beauty, symmetrical 
beauty, rhythmic beauty

Jung, J.-S.
(2008)

A study of Latin American dance sports costume design 
ornamented with beads

Decorative beauty, rhythmic beauty,
visual beauty

Kim, M.-Y.
(2006)

A study on formative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costume of dance sports

Rhythmic beauty, 
physical beauty, decorative beauty,

visual beauty, 
elegance beauty

Park, J.-Y.
(2004)

A study on the design of tournament Latin-American dance 
costume : Adapting the fringe & tassel

Traditional beauty, 
visual beauty, 

rhythmic beauty, symmetrical beauty,
space beauty

Qu, Huimin
(2014)

The study on the Latin athletes’s competition clothing colour 
of national sport dance - As an example the third
“Mingyuan Cup” open tournament of sport dance

Physical beauty, 
fashion beauty

Zhou, Qiujing
(2013)

Analysis of dance sport clothing color selection
and collection

Contrastive beauty, 
form beauty, 

popular beauty

상에 있어 조형적 효과를 확대시키고, 시각적으로 리

듬감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즈

장식은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에 활용되어 장식적 

효과와 함께 움직임을 확대하는 시각적 효과에 있어 

적합하다고 하였다. Park(2004)은 경기용 라틴 아메리

칸 댄스 의상 디자인 연구에서 프린지 장식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 프린지 장식은 기능성을 보장하면서 

인체의 미를 극대화하여 춤을 출 때 아름다운 라인을 

강조하며, 고난도의 격렬한 동작을 사용하는 댄스 스

포츠 의상의 기능성을 고려한 소매와 패턴을 이용하

는 디자인을 통해 동작에 최대한 편함을 보장하고, 나
아가서는 동작에서 강조되는 인체의 미를 연출하였

다. 라틴 아메리칸 댄스에서 술 장식은 민속적이고 자

연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으며, 조형적 효과를 확대

시키고 시각적으로 리듬감을 연출하였다.
Qu(2014)는 중국 상해시 “Mingyuan Cup” 댄스 스

포츠 오픈 선수권 사례 분석을 통해 라틴 아메리칸 댄

스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은 검정과 빨강색이고, 
가장 기피하는 색은 회색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선
수들이 좋아하는 색상을 순서대로 검정, 빨강, 파랑, 
주황, 노랑, 보라, 흰색, 녹색, 회색으로 나타났으며, 
심판원이 좋아하는 색상은 검정, 흰색, 주황, 보라, 빨

강, 파랑, 회색, 노랑, 초록색으로 나타났다. 중국 라틴 

아메리칸 댄스 선수가 가장 선호하는 색채계열은 검

정 흰색의 무채색, 난색계열, 한색계열과 중성색계열

이다. 심판원이 좋아하는 색채계열의 순서는 한색계

열, 무채색계열, 중성색 계열과 난색계열로 나타났다.
Zhou(2013)는 댄스 스포츠 의상의 색채 선택 및 코

디네이션 연구에서 댄스 의상의 색채는 무용의 내용

에 따라 결정되며, 명쾌한 감정이면 상쾌하고 밝은 색

을 채택, 비참한 감정이면 조금 어둡고 흐린 색을 채

택하면 좋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색채의 선택과 코디

네이션은 꼭 색채의 조합과 대비 법칙에 따르며, 의상

을 착용하는 선수와 주위 환경의 조합이 잘 맞아야 아

름다운 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으며, 유행 추세를 

잘 파악하고 의상, 액세서리의 색채, 코디네이션도 신

경을 써서 독특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의상을 나타내

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분석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댄

스 스포츠 의상의 특성은 관능미, 인체미, 장식미, 균
형미, 율동미, 전통미 등으로 댄스 스포츠 여성 선수

들의 여성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관능미와 율동미

를 기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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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gnieszka Melnicka, 

UK Open 2010 
From Ronda. (2010a). 

http://www.danceplaza.com

<Fig. 9> 
Yulia Zagoruychenko,

UK Open 2014 
From Ronda. (2014b). 

http://www.danceplaza.com

<Fig. 10> 
Joanna Leunis, 
Blackpool 2010 

From Blank & Golovach. 
(n.d.). 

http://www.danceplaza.com

<Fig. 11> 
Melinda Törökgyörgy, 

Blackpool 2014 
From Ronda. (2014f). 

http://www.danceplaza.com

Ⅲ.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Dance Sports Clothing Design

라틴 아메리칸 댄스의 3대 국제경기대회에 등장한 

의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패션쇼처

럼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

지 UK 오픈 선수권 대회, 블랙풀 댄스 페스티벌, 인터

내셔널 댄스 선수권 대회의 프로 라틴 결승전에 참가 

회수가 10회 이상의 여성 선수들로 선정하여 대회에

서 착용한 총 186벌의 의상을 수집하였다. 선정된 댄스 
스포츠 선수와 의상의 수는 안드라(Andra Vaidilaite) 
32벌, 애지니즈카(Agnieszka Melnicka) 35벌, 조안나

(Joanna Leunis) 39벌, 멜린다(Melinda Törökgyörgy) 
35벌, 율리아(Yulia Zagoruychenko) 45벌로 나타났

다. 이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라틴 아메리카 댄스 의

상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1. Silhouette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은 신체의 곡선을 잘 표현

하기 위해 타이트한 실루엣으로 많이 나타났다. 애즈

니즈카와 율리아의 의상은 벨리 무용복과 같이 허리

를 노출시켜 시각을 자극한다. 타이트한 피티드 실루

엣에 무릎 길이로 움직임을 자유롭고 편하게 디자인

하였다(Fig. 8 and 9). 허리를 노출하고 허리부터 프린

지를 달아 장식하며 화려한 댄스 의상을 표현한다.

수집된 사진 자료 중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실루엣은 몸에 피트되는 아워글래스(hourglass) 실루

엣 167벌, 스트레이트(straight) 실루엣 19벌로 나타났

다. 라틴 아메리칸 댄스의 동작이 빠르고 움직임이 큰 

연속 동작을 자주 사용하는 특성 때문에 몸에 딱 맞는 

댄스 의상이 필요하며, 춤의 에너지와 정열적인 느낌

을 표현할 수 있다(Fig. 10 and 11). 스트레이트 실루

엣의 길이가 긴 의상은 트임이나 절개선을 사용하여 

움직일 때 동작을 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린지의 

특성을 응용해서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의상을 구성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2 and 13).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은 형식적 규정이 없이 자

유롭게 착용하기 때문에 길이는 제한이 없다. 2010년

부터 2015년까지 프로페셔널 라틴 부문에서도 30벌 

이상의 무릎길이가 나타났다. 스커트 앞이나 옆에 슬

릿을 주거나, 앞은 짧고 뒤는 무릎까지 긴 형태는 비

대칭균형을 이루어져 무릎길이도 보인다. 또한 슬릿

을 준 스커트는 춤 동작에 따라 스커트가 퍼지는 효과

가 나타난 율동미를 연출한다.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은 소매가 없는 디자인이 

115벌(62%), 소매가 있는 경우는 비대칭 소매가 총 

71벌(38%)로 많이 나타났다. 상체와 팔을 많이 움직

이지 않지만 팔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동작에 불편함

이 없도록 슬리브리스 소매가 많이 사용되며, 이는 동

작의 자유로움을 수반한다(Fig. 14 and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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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gnieszka Melnicka, 

Blackpool 2010 
From Ronda. (2010c). 

http://www.danceplaza.com

<Fig. 13>
Yulia Zagoruychenko, 

Blackpool 2011 
From Ronda. (2011d). 

http://www.danceplaza.com

<Fig. 14>
Joanna Leunis, 
Blackpool 2011 

From Ronda. (2011f). 
http://www.danceplaza.com

<Fig. 15>
Andra Vaidilaite, 
Blackpool 2013 

From Ronda. (2013d). 
http://www.danceplaza.com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아이템은 원피스는 

174벌(94%), 투피스가 12벌(6%)로 나타났으며, 원피

스 형태는 댄스 동작의 자율성과 편리성을 위해서 노

출을 통해 시각적으로 투피스로 보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아이템들의 유형과 실루엣은 선행연구에 나타

난 특성과 같이 전반적으로 여성적인 인체미와 관능

미, 우아미 등을 표현하고 있었다.

2. Color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의 프로 라틴 결승전 

상위 선수들이 UK 오픈 선수권, 블랙풀 댄스 페스티

벌 및 인터내셔널 댄스 선수권 대회에 등장한 여성 댄

스 의상의 색채 분석에서 색상은 먼셀 색체계를 기준

으로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분류하였다. 무채색은 검

정색(Black), 흰색(White), 회색(Gray)로 3가지로 구분

하였다. 유채색은 먼셀의 색상 분할에서 빨강(Red)계
열, 노랑(Yellow)계열, 녹색(Green)계열, 파랑(Blue)계
열, 보라(Purple)계열의 5가지의 주요 색상에 댄스 의

상에 자주 쓰이는 주황(YellowRed)계열을 추가하여 6
가지 색상으로 분류하였다. 은색은 무채색의 회색으로 
포함하며, 금색은 유채색의 노랑계열에 포함하였다.

색채 분석 결과, 전체 186벌 댄스 의상 중에서 유채

색의 댄스 의상은 71벌(38%), 무채색의 댄스 의상은 

115벌(62%)로 나타나,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에서 

무채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
채색 중에서 검정색의 빈도가 3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에 흰색은 21%, 회색은 4%로 나타났

다. 이는 선이나 실루엣을 강조하기 위해 신체 움직임

의 효과를 잘 보일 수 있는 검정색과 흰색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채색의 댄스 의상들 중에서는 

빨강계열의 빈도가 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

은 노랑계열은 10%, 파랑계열은 8%, 주황계열은 4%, 
보라계열은 2%로 나타났으며, 녹색계열은 2%로 나타

났다(Fig. 16).
라틴 아메리카 댄스 의상에 표현된 검정색은 비딩 

소재를 사용하거나 검정색 레이스를 사용하였는데, 
피부의 색과 대조를 이루어 더욱 세련해 보이고 관능

적인 미를 표현하였으며(Fig. 17), 무늬가 없는 검정색 

댄스 의상도 즐겨 사용한다. 흰색의 댄스 스포츠 의상

<Fig. 16> Representative color of 
Latin American dance cost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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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Andra Vaidilaite, 
UK Open 2012 

From Ronda. (2012d). 
http://www.danceplaza.com

<Fig. 18> Melinda 
Törökgyörgy,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1 
From Ronda. (2011h). 

http://www.danceplaza.com

<Fig. 19> Joanna Leunis,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4 
From Ronda. (2014g). 

http://www.danceplaza.com

<Fig. 20> 
Joanna Leunis, 
UK Open 2012 

From Ronda. (2012f). 
http://www.danceplaza.com

<Fig. 21> 
Andra Vaidilaite, 
UK Open 2012 

From Ronda. (2012e). 
http://www.danceplaza.com

<Fig. 22> Joanna Leunis,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3 
From Ronda. (2013j). 

http://www.danceplaza.com

<Fig. 23> 
Yulia Zagoruychenko, 

UK Open 2013 
From Ronda. (2013a). 

http://www.danceplaza.com

<Fig. 24> Joanna Leunis, 
UK Open 2014 

From Michael & Joanna. 
(2014). 

http://www.malitowskileunis
.com

은 깃털이나 프린지 등의 디테일 사용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밑단선에 달린 경우가 있고, 전체 프린지를 장

식한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났으며, 비딩 소

재를 사용한 디자인도 있다(Fig. 18). 검정색과 흰색이 

같이 배색으로 사용된 경우는 대비의 극대화시켜서 

시각적 효과를 강하게 자극하여 주목성을 높이는 디

자인도 나타났다(Fig. 19). 회색은 4%로 적게 나타났

는데, 은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은색의 댄스 의상은 

부드러운 느낌으로 전달되고, 온화하며 매혹적인 미

를 표현한다(Fig. 20).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에 잘 사용되는 빨강계열, 

주황계열, 노랑계열, 녹색계열, 파랑계열, 보라계열 등

의 색상은 볼룸이란 둥근 형태의 넓은 장소에서 조명

을 잘 받기에 적합한 색상이다. 빨강색의 댄스 의상은 

발랄하고 강한 이미지로 열정적이며 섹시한 느낌을 

연출한다(Fig. 21). 밝은 노랑계열은 춤을 추는 동안에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하여 파트너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듯이 표현한다(Fig. 22). 주황계열 댄스 의상이 

가지는 이미지는 긍정적이며 밝은 이미지로 즐거운 

느낌을 더욱 쉽게 연출한다(Fig. 23). 금색의 메탈 소

재도 나타났으며, 노랑계열에 포함하며, 럭셔리하고 

환상적인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선수들은 금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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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Melinda Törökgyörgy, 

Blackpool 2014 
From Ronda. (2014e). 

http://www.danceplaza.com

<Fig. 26> 
Yulia Zagoruychenko, 

UK Open 2012 
From Ronda. (2012c). 

http://www.danceplaza.com

<Fig. 27> 
Yulia Zagoruychenko, 

Blackpool 2011 
From Ronda. (2011e). 

http://www.danceplaza.com

<Fig. 28> 
Andra Vaidilaite,
 Blackpool 2015 

From Ronda. (2015a). 
http://www.danceplaza.com

은색을 즐겨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4). 파랑 

계열의 댄스 의상은 비딩과 프린지 장식과 어울려 경

쾌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Fig. 25 and 26). 
밝은 녹색의 댄스 의상도 비딩과 프린지 소재들과 어

울려 차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섹시한 이미지를 연출

하였다(Fig. 27). 보라색의 댄스 의상은 이미지는 우아

하며 관능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Fig. 28).

3. Material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소재는 사진 자료를 통

해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비딩 소재, 레이스 번아웃 등

의 비치는 소재, 기타 무광택의 소재로 분류하였다. 
비딩 소재가 104벌(6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

으로 광택 소재이나 무광택 소재의 기타 소재는 46벌

(25%), 비치는 소재나 레이스, 번아웃 등의 소재는 36
벌(19%)로 나타났다. 같은 색상이라도 소재의 질감에 

따라 색상의 선명도나 무대 위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다르게 표현하므로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에서 적

합한 소재를 사용해야 디자인의 특성을 더욱 연출하

고 강조시킬 수 있다.
비딩 소재는 표면에 반사시키는 물질이 있거나 비

즈가 박힌 원단, 여러 가지 스팽글이나 금속성의 부자

재로 부착된 소재를 말한다. 빛의 반사와 광택 효과로 

무대 위에서 조명을 잘 받으며 빛을 반사한다. 작은 

스팽글이나 프린지가 달린 의상들이 움직임에 따라 

춤을 추듯이 표현한다(Fig. 29, 30, and 31). 이는 신체

의 움직임에 따라 자유롭게 흔들려 춤의 효과 더욱 돋

보이게 한다. 무늬 패턴일 경우에는 비딩 소재를 사용

하여 장식미를 더욱 표현하기도 한다(Fig. 32).
비치는 소재의 댄스 의상은 신체의 굴곡을 자연스

럽게 보여주며 섹시함을 전달한다. 춤 동작이 빠르고 

스텝이 많기 때문에 가벼운 소재일수록 움직임을 쉽

게 표현하기도 한다. 춤을 출 때 소재가 물결치듯 날

리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여 스커트가 자연스럽게 

생긴 주름이 춤 동작과 함께 신나게 흔들리고 율동미

를 연출한다(Fig. 33 and 34). 레이스와 번아웃 소재는 

불투명한 소재와 투명한 소재가 어우러져 신체의 신

비한 매력을 표현하며, 신체의 곡선을 표현하며 섹시

한 분위기를 연출한다(Fig. 35 and 36).
기타 소재는 표면의 재질이 매끄럽고 반사시키는 

특성이 있는 새틴과 같은 느낌의 광택 소재와 불투명

하고 광택이 나지 않는 무광 소재로 분류하였다. 댄스 

스포츠 선수가 춤을 출 때 움직임을 드라마틱하게 나

타나기 위해 심플하고 우아한 이미지의 광택 소재를 

즐겨 사용하기도 한다(Fig. 37). 무광택 소재의 댄스 

의상은 인체의 우아한 곡선을 강조한 여성미나 섹시

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었다(Fig. 38).

4. Detail decoration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은 무대에서의 드라마틱

한 동작과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 디테일 장식을 많이 

사용한다. 비즈 장식이 36%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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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Yulia Zagoruychenko, 

UK Open 2012 
From Ronda. (2012b). 

http://www.danceplaza.com

<Fig. 30> 
Joanna Leunis, 
Blackpool 2011 

From Ronda. (2011g). 
http://www.danceplaza.com

<Fig. 31> 
Andra Vaidilaite, 
UK Open 2011 

From Ronda. (2011b). 
http://www.danceplaza.com

<Fig. 32> 
Yulia Zagoruychenko,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5 

From Ronda. (2015b). 
http://www.danceplaza.com

<Fig. 33> 
Agnieszka Melnicka, 

UK Open 2014 
From Ronda. (2014c). 

http://www.danceplaza.com

<Fig. 34> 
Agnieszka Melnicka, 

Blackpool 2013 
From Ronda. (2013e). 

http://www.danceplaza.com

<Fig. 35> 
Joanna Leunis, 
Blackpool 2013 

From Ronda. (2013g). 
http://www.danceplaza.com

<Fig. 36> 
Joanna Leunis, 
UK Open 2013 

From Ronda. (2013b). 
http://www.danceplaza.com

<Fig. 37> 
Melinda Törökgyörgy,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3 
From Ronda. (2013i). 

http://www.danceplaza.com

<Fig. 38> 
Yulia Zagoruychenko, 

UK Open 2011 
From Ronda. (2011a). 

http://www.danceplaza.com

며, 그 다음은 프린지 장식이 25%로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깃털, 코사지, 스팽글, 끈장식, 러플 등의 디

테일 장식 요소들이 라틴 아메리카 댄스 의상의 아름

다운 장식미를 표현한다. 디테일의 유형은 한 가지로

만 구성되어진 경우도 있고, 2가지 종류 이상의 디테

일이 서로 어우러지게 사용하여 나타난 경우도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디테일 종류를 선택해서 

분류하였다.
비즈 장식은 의상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해 장식

적 요소로 빛에 의한 시각적인 시선을 받게 하는 효과

가 있다. 댄스 의상 소재가 비딩 소재로 만들어진 소

재 외에 장식용 비즈, 크리스탈 비즈나 보석 등을 많

이 사용하고 있었다(Fig. 39 and 40).
프린지 장식 의상이 자주 등장하며 섬세함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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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Joanna Leunis,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3 
From Ronda. (2013k). 

http://www.danceplaza.com

<Fig. 40> 
Agnieszka Melnicka, 

Blackpool 2013 
From Ronda. (2013f). 

http://www.danceplaza.com

<Fig. 41> 
Andra Vaidilaite, 
Blackpool 2012

From Ronda. (2012a). 
http://www.danceplaza.com

<Fig. 42> 
Yulia Zagoruychenko, 

UK Open 2014 
From Ronda. (2014a). 

http://www.danceplaza.com

<Fig. 43> 
Agnieszka Melnicka, 

UK Open 2010
From Ronda. (2010b). 

http://www.danceplaza.com

<Fig. 44> 
Yulia Zagoruychenko, 

UK Open 2013 
From Ronda. (2013c). 

http://www.danceplaza.com

<Fig. 45> 
Joanna Leunis, 
UK Open 2011 

From Ronda. (2011c). 
http://www.danceplaza.com

<Fig. 46> Joanna Leunis, 
UK Open 2014 

From Michael & Joanna. 
(2014). 

http://www.malitowskileunis
.com

<Fig. 47> 
Yulia Zagoruychenko, 

Blackpool 2014
From Ronda. (2014d). 

http://www.danceplaza.com

<Fig. 48> Agnieszka 
Melnicka,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0

From Ronda. (2010d). 
http://www.danceplaza.com

<Fig. 49> 
Joanna Leunis, 
Blackpool 2013

From Ronda. (2013h). 
http://www.danceplaza.com

<Fig. 50> Joanna Leunis,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0
From Ronda. (2010e). 

http://www.dancepla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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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식미를 나타났다. 프린지의 효과는 작은 움직임

이더라도 프린지 자체의 독특한 움직임에 따라 드라

마틱하고 율동적인 효과가 나타나므로 무대 위에서 

주목을 높이는 시각적인 장점이 있다. 춤을 출 때 움

직임이 더욱 역동적으로 표현된다(Fig. 41 and 42).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깃털 장식은 스커트에 

부착되어 하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며, 다리의 움직임

을 강조한다. 깃털 장식은 타조털이나 스커트와 통일

한 색상을 사용할 때 통일성과 균형성을 표현했으며

(Fig. 43), 다른 색깔을 사용할 때 전체적으로 극적 효

과를 높였다(Fig. 44).
코사지 디테일 장식도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에

서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앞 어깨에 달리거나 

벨트에 장식하여 분위기를 풍긴다. 프린지 장식을 활

용해 장미꽃 모양의 코사지를 의상에 장식하였으며, 
꽃의 줄기와 잎을 표현하여 의상 전체에 장미꽃을 표

현하였다. 이러한 코사지는 입체적인 장식적 디테일

로 효과를 준다(Fig. 45).
스팽글 장식을 기본으로 제작된 의상은 스팽글 한 

가지로만 의상의 장식미가 나타났다. 스팽글로 구성

한 의상은 빛의 방향에 따라 핑크빛, 초록빛 등의 여

러 색으로 이루어지는 스팽글을 장식한 댄스 의상이

었다. 스팽글 장식을 여러 번 반복 사용하여 율동미를 

나타났다(Fig. 46).
끈 장식의 디테일도 몸을 감싸는 꼭 맞는 형태로 

관능적인 인체미를 나타났다. X자로 크로스의 끈 장

식이 여성 인체의 곡선미를 표현하며(Fig. 47), 허리 

라인에 따라 장식된 끈 여밈의 디테일은 관능적인 이

미지를 나타낸다(Fig. 48).
풍성한 러플은 입체적 율동미를 표현한다. 댄스 의

상에서 러플은 동작의 강약에 따라 스커트 퍼지는 정

도가 달라지고, 다리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하여 러

플을 겹쳐 장식하였으며, 춤을 출 때 율동미를 더 부

각시키는 효과가 있다(Fig. 49 and 50).

Ⅳ. Conclusion

댄스 스포츠는 최근에 TV쇼의 형태로 제작되어 사

람들에게 널리 보급하고 있다. 그 중에서 라틴 아메리

칸 댄스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

상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전문적인 라

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 디자인 분야가 있으나, 아시아

권에서 댄스 스포츠의 보급이 뒤늦게 시작되어 전문

적인 댄스 스포츠 의상 디자인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디자인 특성을 자료화하여 새로운 시각의 라틴 아메

리칸 댄스 의상의 디자인 특성 기준을 제시하고,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 디자인 분야에 있어 전문성을 높

이고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의 UK 오픈 선수권, 블랙풀 댄

스 페스티벌과 인터내셔널 댄스 선수권의 영국 3대 

대회 프로 라틴 결승전에 참가한 상위권 전문 여성 선

수들을 대상으로 프로라틴 결승전에서 사용한 의상 

사진을 수집하여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사진 자료 중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

상의 실루엣은 몸에 피트되는 아워글래스(hourglass) 
실루엣 167벌, 스트레이트(straight) 실루엣 19벌로 나

타났다. 라틴 아메리칸 댄스의 특성상 몸에 딱 맞는 

댄스 의상이 필요하며, 춤의 에너지와 정열적인 느낌

을 표현하였으며,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의상에서는 

트임이나 절개선을 통하여 움직임이 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아이템은 원피스 174벌(94%), 투피스는 

12벌(6%)로 나타났다. 원피스는 자유로운 춤 동작을 

위해서 시각적으로 투피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템들의 유형과 실루엣은 전반적으로 여

성적인 인체미와 관능미를 표현하고 있었다.
둘째,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색채 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전체 186벌 의상 중에서 무채색의 의상

은 115벌(62%), 유채색의 의상은 71벌(38%)로 나타

났다. 무채색 중에서 검정색의 빈도가 37%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관능적이며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흰색은 21%, 은색과 회색은 4%로 나타

났다. 유채색의 댄스 의상들 중에서는 먼셀 색체계의 

6색을 기준으로 빨강계열의 빈도가 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랑계열 10%, 파랑계열 8%, 주
황계열 4%, 보라계열 2%, 녹색계열은 2% 등으로 나

타났다.
셋째,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소재는 사진 자

료를 통해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비딩 소재, 비치는 

소재, 기타 소재로 나눠 분석하였다. 빛의 반사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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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효과로 댄스의 율동성을 더욱 잘 표현하는 비딩 소

재가 104벌(6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광택 소재와 

무광소재의 기타 소재 46벌(25%), 망사, 쉬폰, 오간

자, 레이스, 번아웃 등의 비치는 소재는 36벌(19%)로 

사용되었으며,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었다. 
댄스 스포츠 여성들의 소재 활용 역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한 쉬폰 레이스 비딩 소재들의 활용이 많

이 나타나고 있었다.
넷째, 라틴 아메리칸 댄스 의상의 대표적인 디테일 

장식은 비딩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프린

지 장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깃털 장

식, 코사지, 스팽글 끈 장식, 러플 등이 사용되고 있었

다. 이러한 디테일들은 여성 댄스 선수들의 열정적인 

움직임을 더욱 화려하고 우아하며 강렬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효과를 주었다.
본 연구는 동영상 자료와 사진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의상과의 오차가 있을 수 있

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 댄스 스포츠 선수들 대상

의 연구를 기대한다.

References

Baek, G. S. (2013). Comparison analysis of sports in-
juries on the modern dance and latin dance in 
the sports d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cheongnam- 
do, Korea.

Ballet News. (2013, December 21). Strictly come 
dancing: The final 2013. Ballet News, Retrieved 
March 16, 2016, from http://www.balletnews.co. 
uk/strictly-come-dancing-the-final-2013

Blank, M. A., & Golovach, I. (n.d.). Joanna Leunis. 
WikiDanceSport,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wikidancesport.com/wiki/10241/joann
a-leunis#Photo-Gallery

Choi, H. Y. (2011, May 26). Blackpool Dance Fes-
tival [Blog Post]. Retrieved April 25, 2016, from 
http://blog.daum.net/sac_art/8944939

Choi, I. Y., Seo, D. H., & Kim, C. N. (2007). Dance 
sports. Seoul: Hanyang University Press.

Dancing with the Stars. (n.d.). In Wikipedia. Re-

trieved September 1, 2017, from https://en.wiki 
pedia.org/wiki/Dancing_with_the_Stars

DSI TV. (2016). UK Open Championships. Retrieved 
April 2, 2018, from https://www.dsi-london.tv/ 
catalog/category/view/s/uk-open-championships-2
016/id/119

Im, I. S. (2008). Dance sport. Seoul: Geumkwang 
Media.

International Dance Sports Federation. (n.d.). In 
Doopedia. Retrieved May 2, 2016, from http:// 
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
method=view&MAS_IDX=101013000708414

International Latin American Dance Champion. (n.d.). 
In Wikipedia. Retrieved May 6, 2016, from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Latin_
American_Dance_Champions

Jang, H. Y. (2008). Dance sports: Latin dance. Seoul: 
Gimmyoung Publishers Inc.

Joe Sixpack. (n.d.). South African Jive ‘n’ Jazz. 
Slipcue, Retrieved March 16, 2016, from http:// 
www.slipcue.com/music/international/africa/aa_st
yles/jazznjive_01.html

Jung, J.-S. (2008). A study of Latin American dance 
sports costume design ornamented with bea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
sity, Seoul, Korea.

Kandykane. (2014, October). Dance styles: Rumba 
[Blog Post]. Retrieved May 2, 2016, from https:// 
ck-kandykane.blogspot.com/2014/10/dance-styles-
rumba.html

Kim, C. (2008, September 5). Samba [Blog Post]. 
Retrieved May 16, 2016, from http://blog.daum. 
net/charleykim/6845010

Kim, H. K. (2007).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dance-sports costu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K.-H., & Han, J.-H. (2012). Constitutive ele-
ments analysis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Latin American dance costum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0(2), 32-45.



144 라틴 아메리칸 댄스 스포츠 의상의 디자인 특성 복식문화연구

－ 628 －

Kim, M.-Y. (2006). A study on formative and aes-
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costume of dance 
sport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4(6), 1042-1055.

Michael, & Joanna. (2014, January 27). M&J Photos: 
Michael & Joanna 2014 UK Champions. Michael 
& Joann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 
www.malitowskileunis.com/photos/gallery/2014/01/
27/michael-and-joanna-2014-uk-champions/2534

National Dance Teachers Association of America. 
(2014, April 22). International Cha Cha [Blog 
Post]. Retrieved March 16, 2016, from http:// 
www.nationaldanceteachers.org/252/international-
cha-cha

Park, J.-Y. (2004). A study on the design of tourna-
ment Latin-American dance costume: Adapting 
the fringe & tass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eople Staff. (2009, April 28). Chuck & Julianne: 
From romancing to dirty dancin. People, Re-
trieved March 18, 2016, from https://people.com/ 
celebrity/chuck-julianne-from-romancing-to-dirty-
dancing/#the-samba

Qu, H. M. (2014). The study on the Latin athletes’s 
competition clothing colour of national sport 
dance: As an example the third “Mingyuan Cup” 
open tournament of sport d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hanghai University of Sports, 
Shanghai, China.

Ronda, R. (2010a, January 21). The UK Championships 
2010 - Professional LA - Bournemouth 2010- 
01-21.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 
big.pl?&dirid=4458&count=337&aantalFotos=577

Ronda, R. (2010b, January 21). The UK Championships 
2010 - Professional LA - Bournemouth 2010-01- 
21.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
g.pl?&dirid=4458&count=358&aantalFotos=577

Ronda, R. (2010c, June 2). Blackpool - Professional 
Latin - Blackpool 2010-06-02. Dance Plaza, Re-

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 
plaza.com/cgi-bin/plaza-foto_big.pl?&dirid=5052
&count=381&aantalFotos=613

Ronda, R. (2010d, October 20). The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0 - Professional LA - Bent-
wood - Londen 2010-10-20. Dance Plaza, Retrie-
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 
com/cgi-bin/plaza-foto_big.pl?&dirid=5247&coun
t=212&aantalFotos=336

Ronda, R. (2010e, October 20). The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0 - Professional LA - Ben-
twood - Londen 2010-10-20. Dance Plaza, Retrie-
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 
com/cgi-bin/plaza-foto_big.pl?&dirid=5247&coun
t=282&aantalFotos=336

Ronda, R. (2011a, January 20). UK Open Cham-
pionships 2011 - Professional LA - Bournemouth 
2011-01-20.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5628&count=13&aantal
Fotos=564

Ronda, R. (2011b, January 20). UK Open Cham-
pionships 2011 - Professional LA - Bournemouth 
2011-01-20.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5628&count=97&aantal
Fotos=564

Ronda, R. (2011c, January 20). UK Open Cham-
pionships 2011 - Professional LA - Bournemouth 
2011-01-20.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5628&count=510&aanta
lFotos=564

Ronda, R. (2011d, June 1). Blackpool 2011 - Pro-
fessional Latin (5 Dances) - Blackpool 2011-06- 
01.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pl
?&dirid=6100&count=35&aantalFotos=502

Ronda, R. (2011e, June 1). Blackpool 2011 - Pro-
fessional Latin (5 Dances) - Blackpool 2011-06- 
01.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Vol. 26, No. 4 양야리․이진경․이연희 145

－ 629 －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
.pl?&dirid=6100&count=42&aantalFotos=502

Ronda, R. (2011f, June 1). Blackpool 2011 - Pro-
fessional Latin (5 Dances) - Blackpool 2011-06- 
01.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
.pl?&dirid=6100&count=410&aantalFotos=502

Ronda, R. (2011g, June 1). Blackpool 2011 - Pro-
fessional Latin (5 Dances) - Blackpool 2011-06- 
01.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
.pl?&dirid=6100&count=427&aantalFotos=502

Ronda, R. (2011h, October 13). The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1 - Professional LA - London 
2011-10-13.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6274&count=160&aanta
lFotos=314

Ronda, R. (2012a, May 30). Blackpool 2012 - Pro-
fessional Latin 5 Dances - Blackpool 2012-05-30.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
.pl?&dirid=6880&count=379&aantalFotos=824

Ronda, R. (2012b, November 19). UK Open Cham-
pionships 2012 - Professional LA - Bournemouth 
2012-11-19.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6449&count=237&aanta
lFotos=816

Ronda, R. (2012c, November 19). UK Open Cham-
pionships 2012 - Professional LA - Bournemouth 
2012-11-19.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6449&count=275&aanta
lFotos=816

Ronda, R. (2012d, November 19). UK Open Cham-
pionships 2012 - Professional LA - Bournemouth 
2012-11-19.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6449&count=339&aanta
lFotos=816

Ronda, R. (2012e, November 19). UK Open Cham-
pionships 2012 - Professional LA - Bournemouth 
2012-11-19.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6449&count=358&aanta
lFotos=816

Ronda, R. (2012f, November 19). UK Open Cham-
pionships 2012 - Professional LA - Bournemouth 
2012-11-19.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6449&count=744&aanta
lFotos=816

Ronda, R. (2013a, January 17). UK Professional Latin 
- Bournemouth 2013-01-17. Dance Plaza, Retrie-
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 
com/cgi-bin/plaza-foto_big.pl?&dirid=7190&coun
t=158&aantalFotos=533

Ronda, R. (2013b, January 17). UK Professional 
Latin - Bournemouth 2013-01-17.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 
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pl?&dirid=
7190&count=168&aantalFotos=533

Ronda, R. (2013c, January 17). UK Professional Latin 
- Bournemouth 2013-01-17. Dance Plaza, Retrie-
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 
com/cgi-bin/plaza-foto_big.pl?&dirid=7190&coun
t=176&aantalFotos=533

Ronda, R. (2013d, May 29). Blackpool 2013 - Pro-
fessional Latin (All 5 dances) - Blackpool 2013- 
05-29.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 
big.pl?&dirid=7674&count=407&aantalFotos=717

Ronda, R. (2013e, May 29). Blackpool 2013 - 
Professional Latin (All 5 dances) - Blackpool 
2013-05-29.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7674&count=578&aanta
lFotos=717

Ronda, R. (2013f, May 29). Blackpool 2013 - Pro-
fessional Latin (All 5 dances) - Blackpool 2013- 
05-29.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146 라틴 아메리칸 댄스 스포츠 의상의 디자인 특성 복식문화연구

－ 630 －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 
big.pl?&dirid=7674&count=590&aantalFotos=717

Ronda, R. (2013g, May 29). Blackpool 2013 - Pro-
fessional Latin (All 5 dances) - Blackpool 2013- 
05-29.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 
big.pl?&dirid=7674&count=635&aantalFotos=717

Ronda, R. (2013h, May 29). Blackpool 2013 - Pro-
fessional Latin (All 5 dances) - Blackpool 2013- 
05-29.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 
big.pl?&dirid=7674&count=640&aantalFotos=717

Ronda, R. (2013i, October 5). The International Cham-
pionships 2013.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7785&count=159&aanta
lFotos=260

Ronda, R. (2013j, October 5). The International Cham-
pionships 2013.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 
foto_big.pl?&dirid=7785&count=188&aantalFoto
s=260

Ronda, R. (2013k, October 5). The International Cham-
pionships 2013.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7785&count=199&aanta
lFotos=260

Ronda, R. (2013l, October 5). The International Cham-
pionships 2013.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 
plaza-foto_big.pl?&dirid=7785&count=211&aanta
lFotos=260

Ronda, R. (2014a, January 23). UK Championships 
Professional Latin - Bournemouth 2014-01-23.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
.pl?&dirid=7999&count=213&aantalFotos=494

Ronda, R. (2014b, January 23). UK Championships 
Professional Latin - Bournemouth 2014-01-23.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

.pl?&dirid=7999&count=232&aantalFotos=494
Ronda, R. (2014c, January 23). UK Championships 

Professional Latin - Bournemouth 2014-01-23.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
.pl?&dirid=7999&count=408&aantalFotos=494

Ronda, R. (2014d, May 28). Blackpool 2014 - Pro-
fessional Latin 5 Dances - Blackpool 2014-05-28.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
.pl?&dirid=8260&count=258&aantalFotos=563

Ronda, R. (2014e, May 28). Blackpool 2014 - Pro-
fessional Latin 5 Dances - Blackpool 2014-05-28.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
.pl?&dirid=8260&count=331&aantalFotos=563

Ronda, R. (2014f, May 28). Blackpool 2014 - Pro-
fessional Latin 5 Dances - Blackpool 2014-05-28.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
.pl?&dirid=8260&count=338&aantalFotos=563

Ronda, R. (2014g, October 9). The International 
Championships 2014 - Professional LA - Brent-
wood/London 2014-10-09. Dance Plaza, Retrie-
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 
com/cgi-bin/plaza-foto_big.pl?&dirid=8349&coun
t=13&aantalFotos=173

Ronda, R. (2015a, May 28). Blackpool 2015 - Pro-
fessional Latin - Blackpool 2015-05-28.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 
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big.pl?&
dirid=8691&count=264&aantalFotos=604

Ronda, R. (2015b, October 6). The International 
Championships - Professional Latin - London 2015- 
10-06. Dance Plaza,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danceplaza.com/cgi-bin/plaza-foto_ 
big.pl?&dirid=8812&count=175&aantalFotos=363

Sin, M. K. (1998). 스포츠 댄스의 여가활용 방안에 관

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recreation 
for sports d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Gyeonggi-do, Korea.



Vol. 26, No. 4 양야리․이진경․이연희 147

－ 631 －

Taylor, A. (2012, October 2). Shawn Johnson & 
Derek Hough: Jive on Dancing With The Stars: 
All-Stars. Just Jared, Retrieved April 16, 2016, 
from http://www.justjaredjr.com/photo-gallery/499328/ 
shawn-johnson-derek-hough-jive-10

Traveler. (2013, March 30). Dance sports [Blog Post]. 

Retrieved April 28, 2016, from http://yippees13. 
blogspot.kr/2013/03/blog-post.html

Zhou, Q. J. (2013). Analysis of DanceSport clothing 
color selection and collection. Unpublished ma-
ster’s thesis, Central China Normal University, 
Wuhan,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