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0년 10월 31일(토) 
        09:00~17:40
장소: 부산 벡스코/온라인 (동시진행)
주최: (사)한국의류산업학회
주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파크랜드
        다이텍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초대의 글

(사)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이진화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0년 추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라이프케어 인 스타일테크(Lifecare in Styletech)”라는 주제로 부산 벡스코

에서 2020년 10월 31일(토)에 개최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라는 사태로 인해 “언택트”라는 키워

드 아래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패션 산업 내 “라이프케어-디자인

기반 기술융합”과 관련하여 패션산업의 미래 비전을 발견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기조 강연으로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박재현 본부장님의 “뉴노멀시대, 디자인주도 기술창업”

과 사맛디의 이종혁 대표님의 “언택트시대, 패션AI와의 컨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포럼으로

는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디자인융합 스포츠 창업”과 관련하여 이현규 박사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알앤디비의 하종규 대표님과 ㈜이너스코리아의 김규덕 대표님께서 각각 “스포

츠제품의 서비스 디자인”과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략” 등에 대해 강연해 주십니다. 또

한, 패션산업분야의 차세대 인재양성과 관련하여 “4차산업 분야 신진연구자 포럼” 세션을 준비하

였으며,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스마트 텍스타일,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의류설계 및 평가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진연구자의 최근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패션산업 내 

연구분야와 교육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학회는 디지털패션 분야의 작품 전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9회 국제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작품전 및 제7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이 전시되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두발표와 포스터 발표에서 103편의 최신 연구논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

씀을 전합니다. 특히 부산섬유산업연합회의 박만영 회장님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직위원장과 운영진들,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부산디자인진흥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류패션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도

전과 기회를 고민하고 앞으로 패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사)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이 진 화

2020년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이 선 희



축하의 글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회장 박만영

반갑습니다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회장 박만영입니다. 

국내외 의류산업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의류산업학회의 2020 추계학술대회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 행사를 준비하신 부산대학교 이진화학회장님과 동아대학

교 이선희준비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진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추계학술대회는 “2020 패패부산”과 함께 하여 더욱 빛나고, 뜻 깊은 것 같습니다.

“라이프케어 인 스타일테크”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 좋은 강연과 토론으로 지역의 섬

유패션인과 더불어 더욱 풍성한 행사되시길 바라며 많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강연자님과 교수님, 내외빈들께도 좋은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부산섬유산업연합회장 박 만 영





축하의 글
 

부산디자인진흥원장 강경태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의류산업학회의 2020년 추계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진화 학회

장님 이하 전 회원 여러분들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이슈 속에서도 

연구정진의 결실을 맺기 위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되고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속

도와 융합인데,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인공지능, 바이오 등 오프라인의 기술들이 현실과 가상을 

오가며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새롭고 다양하게 융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산과 유통의 속

도 또한 초를 다투는 수준에 까지 이르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러한 현실감을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던 디자인산업 진흥 목적의 

사업들은 그 규모를 키워 나가고, 새롭게 도전해야 할 초연결 산업 분야 및 서비스산업 분야의 

부산형 프로젝트 발굴 및 유치, 고용유발효과가 큰 디지털패션산업에 대한 진흥과 이를 근간으로 

한 대형 정부정책의 사업화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규

모의 정부사업을 유치해서 수행할 때 지역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 나아가 부산시민에

게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주력하고 있습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계란 속 병아리가 바깥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부

리로 계란 벽을 쪼는 것과 이 소리를 듣고 어미 닭이 바깥에서 계란 벽을 쪼아 돕는 것을 일컫

습니다.  계란 벽을 두고 안과 밖에서 쪼는 병아리와 어미 닭의 그 순간은, 빨라도 그렇다고 늦

어도 안 됩니다. 안팎의 절묘한 타이밍, 그 찰나의 순간을 맞춰야 건강한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부산디자인진흥원은 2015년부터 로컬 기반의 우수한 창업기업 배출을 목표

로 6년간 230억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 창업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극명한 가운데 디자인 역량 강화 기반의 제품개선, 유통연

계, 투자연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멘토링과 컨설팅, 최신 기술전수 등 초기 창업자가 가진 참

신한 아이디어가 시장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지원하다보니, 같은 사업을 하는 전국의 주관

기관 가운데 항상 상위 랭커로 분류되기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디자인융합 스포츠창업지원센터로 선정되었는데, 부

산이 지닌 해양이라는 지형적 요건과 문화적 특성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풍성한 콘텐츠들이 나른

해진 수도권 일방의 콘텐츠보다 경쟁력이 더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명확하게 알게 되도록 더욱 

노력할 생각입니다. 다르다는 것이 우월할 수는 없지만 다르다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접할 

수 있는 경제, 문화, 기술, 정보, 자본 등이 지역에서도 접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디자인산업 분

야에서 그 역할을 우리 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 동남권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에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국내외 

디자인트렌드 분석정보, 4차 산업혁명 분야와의 융 복합 기술정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학술대회 개최

를 기원하며 축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부산디자인진흥원장 강 경 태



2020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라이프케어 인 스타일테크(Lifecare in styletech)”

       일시: 2020년 10월 31일 (토) 09:00~17:40

       장소: 부산 벡스코/온라인

시간 발표 및 내용 사회 및 장소 

09:00~
10:00 

등록 
등록처: Bexco 2층 
포스터게시: 온라인(홈페이지)

10:00~
10:20

개회사/국민의례
학회장 인사: 이진화 회장(부산대)
축사: 박만영 회장(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강경태 원장(부산디자인진흥원)
시상: 우수기업상/공로상/학술상/신진학술상/우수사독상 

사회: 이선희 조직위원장(동아대)
장소: 벡스코 2층 214호/ Zoom live  

10:20~
11:10 

기조강연 1  스타일테크
   주  제: 뉴노멀시대, 디자인주도 기술창업

발표자: 박재현 본부장(부산디자인진흥원)

사회: 도월희 수석부회장(전남대)
장소: 벡스코 2층 214호 / Zoom live 

11:10~
12:00 

기조강연 2  라이프케어 인 스타일테크
   주  제: 언택트시대, 패션AI와의 컨택트
   발표자: 이종혁 대표(사맛디) 

사회: 김문영 부회장(계명대)
장소: 벡스코 2층 214호 / Zoom live  

10:00~
16:00 

제9회 국제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출품작 전시
2020 제7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 전시

Bexco 2층 217호/온라인 

12:00~
13:30 

중식  
이사회의  

사회: 이신영 총무이사(동아대) 

13:30~
14:50 

특별포럼 1  디자인융합 스포츠 창업
          사회: 이선희 교수(동아대)

       장소: 벡스코 2층 214호/Zoom live 
   1. 디자인융합 스포츠창업

발표자: 이현규 박사 
             (부산디자인진흥원 

디자인융합스포츠창업지원센터)
   2. 스포츠제품 서비스 디자인을 위한 사용성 평가 

발표자: 하종규 대표(㈜알앤디비)
토론자: 김하연 박사(한국의류지능화연구소)

   3. 신발디자인중심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발표자: 김규덕 대표((주)이너스코리아)
토론자: 최희정 대표(디아우스 )

특별포럼 2  신진연구자 포럼 
    사회: 이소희 교수(경상대)

 장소: 벡스코 2층 216호/Zoom live 
   1. 자동화니팅기를 활용한 스마트 텍스타일 

개발과 어플리케이션 
발표자: 송지은 교수(서원대학교)

   2. 의류제조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한 
자동화 기술현황 
발표자: 이수현 박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스마트 의류 설계 및 평가분야

발표자: 김시연 박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50~
15:00 

휴식 

15:00~
16:00 

구두발표 장소: 벡스코 2층 214호 

16:00~
16:30 

연구논문 포스터 발표 및 심사 진행: 손수영 교수(경북대) 

16:30~
16:40 

제9회 국제디지털패션콘테스트 시상식
진행: 장남경 부회장 (한세대)
장소: 벡스코 2층 214호 / Zoom live  

16:40~
17:40

정기총회 
   우수논문상 및 디지털패션우수작품상 시상 
폐회사

사회: 이신영 총무이사 (동아대) 
장소: 벡스코 2층 214호 / Zoom live  



연구논문 발표(구두)

시간
구두 발표 (장소: 벡스코 214호)

좌장 : 최은주(영산대) 
토론 : 최은주(영산대)

최영림(대구대)
김문영(계명대)
김문영(계명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15 하체 근력 운동 동작별 스마트 레깅스의 스트레인 센서 신호 분석
이정은*, 도월희

(전남대학교) 

15:15~15:30 한국의류 봉제산업의 공진화
권기용*, 추호정

(서울대학교) 

15:30~15:45
A PHENOMENOLOGICAL STUDY & DEVELOPMENT ON THE 

DIMENSIONS OF KINFOLK LIFESTYLE

Heeju Chae*, Henny Puspita

(Kyungsung University)

15:45~16:00

CGI 인플루언서 특성이 지각된 브랜드 품질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최우림*, 김효정,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순번 제 목 성명(소속)

의복구성

P1
Rhino와 Grasshopper 알고리즘을 활용한 3D 인체형상의 하반신 기준점 

자동탐색 알고리즘 개발

유은주*, 송화경

(이화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P2 팬츠의 가상착의와 실제착의 비교
원윤혜*, 이정란

(부산대학교)

P3 고령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 실태 조사
박정현*, 이정란

(부산대학교)

P4 군 방한복 상의 패턴 치수 및 형태 비교
최희은*, 전정일, 최경미 

(서울대학교*, 동서울대학교)

P5 온라인 맞춤 셔츠 제작을 위한 플랫폼 개발
윤혜준*, 안재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6 니트 원단의 3D 가상의복 표현을 위한 드레이프성 연구
윤혜준*, 김효현, 안재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7 의류생산 공정방법 및 공정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윤혜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8 원단 물성을 이용한 드레이프 등급 도출방법 연구
윤혜준*, 우경배, 안재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9 한중전통문양을 활용한 스마트웨어 개발
김희숙*, 왕이

(안동대학교)

P10 안동포를 활용한 스마트의류제품디자인
김희숙*, 김준종

(안동대학교)

P11 해양레포츠 의류 선호도 연구
차수정

(국립목포대학교)

P12 대마를 활용한 부직포개발에 관한연구
김희숙*, 김수현

(안동대학교)

P13 성인 여성의 시판 네일 팁 착용 적합성 평가
김하은, 도월희*

(전남대학교)

P14 지방기능경기대회 의상디자인 직종 과제에 관한 연구
박지은*, 김여숙

(창원대학교)

P15 간병인의 치매환자복 사용 실태 연구
박광애*, 양정은, 이재향, 김희정

(대구가톨릭대학교)

P16 Product analysis by brand of domestic and foreign Athleisure wear
Jong-kyu Lee, Ho-sun L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연구논문 발표(포스터)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진행 : 손수영 (경북대)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사위원 : 

[패션디자인] 김정미 (부경대) 

[패션마케팅] 성희원 (경상대) 

[의복과학]  손수영 (경북대) 

[의복구성] 이명희 (부경대) 

장소: 온라인 (학회홈페이지 게시)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7 파라메트릭 의류패턴 CAD 프로그램 비교
이아람*, 한현숙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P18 기능성 허리 보호대 디자인을 위한 제품 분석 및 착용 평가
김소영*, 이희란

(충남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P19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이용한 압력분포 분석
박현정*, 도월희

(전남대학교)

패션디자인

P20
패션 소재에 따른 감성적 이미지 분석

- 최근 3년간의 컬렉션을 바탕으로 -

김세은*, 구영석

(부산대학교)

P21
스마트 발열의류의 Technical Design 요소 도출을 위한 국내외 시판 

제품분석

김규연*1)2), 김시연1), 임대영1), 

정원영1), 하지수2)

(한국생산기술연구원1), 

서울대학교2)) 

P22
FDM 3D 프린터를 활용한 모듈 디자인 설계

- TPU 소재를 중심으로 -

이유선*, 최윤미

(충남대학교)

P23
피겨 스케이팅 의상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 김연아와 피겨 신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서우*, 권미정

(부산대학교)

P24 패션 맥락에서 플렉스(Flex) 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박주하*, 전재훈

(서울대학교)

P25
매체 간 등장인물의 의상 표현 비교 

- 하루키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 ⌜노르웨이의 숲⌟을 중심으로 -

최영현*, 김성은, 이규혜

(한양대학교)

P26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재희, 김문영*

(계명대학교)

P27
육아맘을 위한 파우치 접목형 가방 디자인 연구

- 멀티유즈 컨셉 디자인 및 내부 공간설계 중심으로 -

김정하*, 나인식, 정태식, 김대석

(㈜캐롯*, ㈜쉴드론, 

㈜앤에이피에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28 한국과 중국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 비교연구
조염*, 이경희

(부산대학교)

P29
한복 비즈니스 종사자 특성에 따른 한복 교육 수요 연구 

- 수요자의 예술적 역량과 기업가 정신을 중심으로 -

이하경*, 장주연, 윤소정1)

(서울대학교, 가천대학교1))

P30 아웃도어 웨어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유현정*, 김정미

(부경대학교)

P31 한국과 중국의 SNS에 나타난 남성 패션스타일 비교연구
양샤오치엔*, 이경희

(부산대학교)

P32 브리티시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김정미

(부경대학교)

P33 영화 <아가씨>의 여주인공 의상표현 연구
조연화*, 권미정

(부산대학교)

P34 1980년대 이후 경찰 제복의 디자인 변화에 관한 연구
주영민*, 권미정

(부산대학교)

P35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베트멍과 발렌시아가를 중심으로 -

이지민*, 이경희

(부산대학교)

P36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 연구
김새봄, 이은숙*

(울산대학교)

P37 ｢보그[Vogue]｣의 패션사진에 표현된 페미니즘(Feminism)
신파람*, 이효진

(전북대학교)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38 추동용 낚시재킷의 요구 성능과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공다예*, 권영아

((주)시울프마린*, 신라대학교)

P39 비건의 유튜브 패션 콘텐츠에 나타난 비거니즘 메시지
정지운*, 전재훈

(서울대학교)

P40 창살문양을 응용한 전통 패턴 디자인 개발
오유경*, 송정아

(경북대학교)

P41
현대의 패션쇼에 나타나는 아포칼립스적 표현에 대한 연구 

- 2010 S/S ~ 2021 S/S를 중심으로 -

권다영*, 전재훈

(서울대학교)

P42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중국 전통 문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 비비안 탐과 양 리를 중심으로 -

탁혜민*, 권미정

(부산대학교)

P43 월경 중에도 착용 가능한‘365 컴피 무브아 스포츠 레깅스’개발

조민서*, 장혜수, 

Ngo Thi Mai Ngoc, 여은아

(계명대학교)

P44
꽃을 형상화한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의 조형적 분석 및 미적 특성 연구 

- 에르뎀 모랄리오글루, 지암바티스타 발리를 중심으로 -

이지인*, 권미정

(부산대학교)

P45
민족 의상의 전통문양을 응용한 현대패션디자인 연구 

- 뇌산 묘족 복식의 물고기 문양을 중심으로 -

진소동*, 홍미정

(계명대학교)

P46
한국 뷰티 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소셜미디어 뷰티 콘텐츠 분석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허유선*, 전재훈 

(서울대학교)

패션마케팅

P47 한복패션문화산업을 매개로 한 부산 자성대의 문화적 도시재생 콘텐츠 개발

전은하*, 박준서, 유도영, 

이수진, 이인호

(동아대학교)

P48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대한 인스타그램과 인플루언서 특성의 영향
박은주*, 김시헌, 이아현, 이유빈

(동아대학교)

P49
인플루언서의 라이프스타일 노출 영상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을 중심으로 -

허단비*, 이진화

(부산대학교)

P50 패션 블로그 마켓의 이용 동기와 소비성향
서혜진*, 이진화

(부산대학교)

P51 Z세대 남자 고등학생의 패션과 뷰티에 관한 태도와 행동
강영훈*, 전재훈

(서울대학교)

P52

인플루언서 특성이 패션 정보 진정성과 정보 유용성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지식과 소비자 유사성의 조절효과 -

김슬아*, 홍금희

(신라대학교)

P53 스마트슈즈 위험지각이 스마트슈즈 유형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주리*, 오경화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P54 결정적 사건기법(CIT)을 이용한 소비자의 스마트 의류 경험에 대한 연구
이재경*, 이하경, 추호정

(서울대학교)

P55 먼셀 색입체 기반의 메이크업 및 네일제품 기능성 정리대 개발 연구

임수은*, 김수현, 박미영, 

김모남, 이소연, 이은정, 여은아

(계명문화대학교*, 계명대학교)

P56 공유가치창출이 패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오명수*, 이영선, 김한나

(충남대학교)

P57 포스트 COVID-19 글로벌 SPA 브랜드의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연구
박소영*, 이진화, 정소원1)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1))

P58
SPA 브랜드와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소구 

-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

이민우*, 이진화

(부산대학교)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59 패션기업의 마케팅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안미강, 류은정*

(창원대학교)

P60
패션 큐레이션 커머스 품질의 특성이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고객 참여와 의견 선도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ian Yurou*, 최우림,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61 패션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사례
박연경*, 이진화

(부산대학교)

P62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인게이지먼트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 타오바오 라이브(Taobao live)을 중심으로 -

Chenjie*, 김효정,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63
아마존의 인공지능 활용 

- 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

이주은*, 이진화, 정소원1)

(부산대학교, 인하대학교1))

P64 경량화 용기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이명희*, 김문영

(계명대학교)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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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도월희
전남대학교

하체 근력 운동 동작별 스마트 레깅스의 스트레인 센서 신호 분석

본 연구는 무릎 동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레깅스의 프로토 타입 개발을 위해 압박 

레깅스에 스트레인 센서를 장착시킨 후 전문 트레이너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체 근력 트레이닝 

기기별 동작 실험을 실시하여 스트레인 센서값의 변화 측정 및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스트레인 센서는 높은 민감도와 넓은 감지 범위를 가지는 정전용량형 센서이고, 동작 센싱에 사

용한 트레이닝 기기는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레그 프레스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센서

의 부착 방향에 따른 센싱 성능 차이 비교 결과, 신호 크기는 직선보다 사선 센서에서 더 큰 신

호를 검출하였고, 민감도는 부착방향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다. 히스테리시스율은 사선 센서에서 

더 작게 나타났으며, 신호 크기의 최저값은 사선 센서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최고값은 부착 

방향과 관계없이 센서가 신장할수록 증가하였다. 운동 전문성에 다른 동작 센싱 신호 크기 비교 

결과,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레그 프레스의 모든 동작 시 사선 센서에서 더 큰 크기의 신호를 

검출하였고, 센서의 부착 방향에 따라 유의차가 나타났다. 민감도 측면에서는 레그 컬의 경우 사

선 센서의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고, 레그 익스텐션은 직선 센서의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고, 레그 

프레스의 경우에는 부착방향에 따른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트레이닝 기기별 신호 파형을 비

교한 결과, 레그 컬 동작 시에는 전문성에 따른 평균 신호 크기에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일반인은 동작이 반복될수록 최대값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고, P-P값도 점점 작아졌다. 

레그 익스텐션 동작 시에는 전문성에 따른 평균 신호 크기에 유의차가 나타났고, 직선 센서는 전

문가에서, 사선 센서는 일반인에서 평균 신호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고, 동작이 반복될수록 일반

인의 P-P값이 급격하게 변하였다. 레그 프레스 동작 시에는 사선 센서에서만 전문성에 따른 유의

차가 나타났고, 전문가의 평균 신호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동작이 반복될수록 전문가의 

P-P값은 커지는 반면, 일반인은 급격한 변화와 함께 P-P값이 작아졌다. 센싱 신호 간격 비교 결

과,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레그 프레스의 모든 동작 시 전문성에 따라 신호 간격이 유의하게 

나타났고, 전문가가 일반인보다 전체적으로 낮고 값이 일정한 반면, 일반인은 신호 간격이 크고 

변화량도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문가의 센싱 신호는 일반인에 비해 평균 신호 크기

가 크고, P-P 폭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최소값과 최대값의 변화도 거의 없었고, 센싱 신호 간격도 

전문가는 일정한 폭으로 유지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문성에 따른 동작 센싱 크기의 차이를 검증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데이터는 일반인의 셀프/홈 트레이닝 

시 올바른 동작과 자세 설정에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스트레인 센서의 성능평

가에만 그치지 않고, 센서를 의류에 내장시켜 실질적으로 동작 모니터링을 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이는 동작 모니터링 스마트 스포츠 의류 개발 관련 연구분야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정

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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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용*·추호정
서울대학교

한국 의류 봉제산업의 공진화

1. 서론

현재 봉제산업은 대외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의 값싼 노동력이 기반이 되는 생산력과 제조 선진

국들의 기술 기반의 생산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제도, 주52시간제

와 같은 제도적 요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메르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는 국가별 생산과 교역정체를 심화 시키고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켰

다. 미래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봉제산업의 구조와 변화를 규명하는 기

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의류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패션 브랜드와 유통업체(백화점, 점포)

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들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거나 관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

는 요인들에 대한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김미란, 홍병숙, 2005; 이수진 외, 1997). 일부 봉제기

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봉제기업의 생산 공정에 따른 지리적 분포와 공간

적 특성을 중심으로 의의를 밝히고 있거나(강혜주, 최동혁, 2019; 장미진, 양승우, 2015), 봉제 기

술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권성하, 2009).

의류산업은 효율성 재고를 위한 전략으로 생산된 부분을 분리하는 아웃소싱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봉제기업들은 패션 브랜드와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전

략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국내 봉제산업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에서 나타

나는 거래 관계를 하나의 기본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경영학 분야에 적용된 

공진화 이론은 기업의 진화는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은 

양방향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Ehrlich & Raven, 1964). 기업은 제도, 

기술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자원의 선택과 변화과정을 통해 진화하며, 변화된 자원은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진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Moore(1993)에 따르면 기업은 파트너 기업과 

공진화를 통해 산업 내에서 진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봉제산업 역시 최저임금제

도, 주5일근무제도와 같은 정책적 요인 및 기술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김

영민, 강은영, 2016). 공진화 이론을 통해 봉제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봉제기업이 어떠한 양상으로 패션 브랜드와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사이에서 관찰되는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봉제기업과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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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원을 고찰하고 봉제기업의 진화 과정을 공진화 양상으로 살펴보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가 봉제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기업과의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혁신노력을 지속하는 봉제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3. 이론적 배경

공진화(co-evolution)개념은 꽃과 벌의 관계를 연구하던 생물학 분야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Ehrlich & Raven, 1964). 꽃은 벌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벌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꽃

의 분말을 널리 퍼트렸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특정 꽃은 자신들의 종을 더 널리 퍼트리기 위하

여 벌이 선호하는 영양분을 더 생성하게 되었고 벌은 자신들의 선호하는 영양분을 생성하는 꽃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생존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꽃은 더 넓게 자신들의 종을 퍼트릴 

수 있었으며, 벌 또한 더욱 튼튼한 개체로 진화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를 공진화라고 정의하였다. 공진화는 여러 종이 포함된 생물 집단 사이

에서 발생하는 상호 관계를 통해 양측 모두 영향을 받고 진화적 생물로 바뀌는 과정을 의미한다

(Wong, 1975). 생물학 분야에서만 주로 사용하던 공진화 이론은 Moore(1993)에 의해서 재조명받

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연생태계에서 동물들이 생존해 나아가는 방식과 기업이 생존해 나아가는 

방식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동물들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생존해 

나아가는 방식을 살펴보면, 기업이 생존해 나아가는 과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과거 기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기업 내부의 능력 및 기업의 규율과 체계에 중점을 맞추어 설명하

였다면 Moore는 기업은 실제 자연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태계 상황처럼 다양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을 설명하기 위해 생태계 개념을 도입하

였다. 

생태계에서 관찰되는 공진화 현상처럼 주변환경의 변화는 산업 내에서 특정기업의 발전을 유

도하고 이러한 특정기업의 발전은 거래관계에 있는 주변 기업들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주변 기업의 발전은 다시 그 거래관계에 있던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다. 즉, 산업 생태계 내에서 환경과 더불어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꽃과 벌처럼 서로가 공진

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4. 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연구문제 1.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봉제기업의 주요 거래자원 및 환경적 

요인을 밝힌다.

연구문제 2. 봉제기업의 진화 과정을 주요 거래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진화 과정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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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봉제 기업의 실무자와 해당 기업과 실질적으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 실무자들을 눈덩이 수집을 통해 표집하고 심층 면접을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봉제기업과 관련된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6명이었다. 패션 브랜드의 경우 심층 인터뷰 대상자는 

9명이었으며, 총 16명이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참가하였다.

5. 연구결과 및 결론

심층 인터뷰를 통해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대한 봉제 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제도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최저 임금제도, 주52시간 근무제도, 하도급 법

과 같은 정책요인이 봉제산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요인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봉제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디지털 커뮤

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해외 공장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

하는 봉제기업의 경우 고령화 현상으로 IT기술을 다루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의류산업에서 관찰되는 봉제기업의 주요 거래자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의류산업에

서 관찰되는 봉제기업의 주요 거래 자원은 크게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조직 자원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물리적 자원으로는 공장의 위치 및 기기 설비가 있는 것을 밝혔으며, 인적 자원으

로는 최고 경영자와 숙련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산업에서 최고 경영자는 경영적인 측

면, 생산적인 측면 모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숙련공은 제품의 품질과 기업의 기술

력을 결정하는 주요인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직 자원은 작업지시서 이행 정도에 따라 결정되

는 생산품질과 납기일을 지키기 위한 위험관리 능력, 제품 생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반응생산 

능력이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조직 자원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 봉제산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봉제기업의 진화 과정을 공진화 양상으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내 봉제산업은 크게 대량 생산체제를 갖춘 봉제기업과 소량 

생산체제를 갖춘 봉제기업들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량 생산 봉제기업의 경

우 생산 수량 및 단가, 가격을 고려한 제품품질, 반응 생산에 적합한 방향으로 기업이 진화하고 

있었다. 소량생산 봉제기업의 경우 고난이도 제품 생산과, 우수한 제품품질, 빠른 재생산에 적합

한 형태로 기업이 진화하고 있었다. 대량생산 봉제기업의 경우 해외 생산에 특화된 형태로 인적 

자원과 조직 자원이 발전해 나아갔으며, 소량생산 봉제기업의 국내 생산에 특화된 형태로 진화해 

나아갔다. 특히, 국내 생산의 경우 빠른 생산을 위하여 물리적 자원 중 공장의 위치를 패션 브랜

드 본사와의 거리, 원부자재 수급 업체들의 위치를 고려하여 재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와의 거래관계를 통한 진화과정에서 공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진화 

진입조건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제기업과 패션 브랜드 사이에서 관찰되는 공진화 진

입조건은 관계 자원 축적을 통해 얻어지는 신뢰와 커뮤니케이션, 거래기업 적합성과 관련된 생산 

체제에 적합한 주문 물량, 결제 조건이 있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류산업에서 봉제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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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패션브랜드 간의 공진화 성과로는 지식교환, 경험 최적화, 비수기 수량 제공, 거래기업에 대

한 투자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봉제산업은 현재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고령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

다. 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봉제 기술력, 봉제 노하우와 같은 것들은 성문화 또는 전산화 과정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봉제기술력은 봉제장인이 직접 생산

에 참여하여, 같은 기업 구성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인력이 봉제산업으

로 유입되지 않으면, 봉제기술력을 전수받을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

로 국내 생산 기반의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에 영

향을 받는 열악한 근무조건을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봉제기업의 임가공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으

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가주도적으로 봉제 장인을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관리하여, 

봉제 단계에서 해당 장인이 제품을 생산하면 그에 걸맞는 임가공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 가격상승 

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봉제기업이 패션 브랜드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가 공동으로 발전 가능한 공진화 

형태로 진화하면 경험 최적화, 비수기 수량 제공, 거래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산업 내 우

수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공진화 진입조건에 해당되는 신뢰, 커뮤니케이

션을 주요한 기업의 공진화 요인으로 간주하고 해당 자원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분야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공진화 이론을 봉제산업에 적용시켜 환

경 요인을 고려한 봉제기업의 진화과정과 패션 브랜드와의 상호협력적 공진화 결과를 도출하였

다. 따라서 새로운 시각으로 기업의 발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확장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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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sung University A Phenomenological Study & Development on the 

Dimensions of Kinfolk Lifestyle

1. Introduction

According to Mayell(2004), 1.7 billion people worldwide now has certain consumption 

habit that includes a devotion to own and eventually accumulate non-essential goods. Ax 

(2017) suggests that the way of human consumption is growing is not sustainable despite the 

technology development to use energy and material efficiently. In the midst of all of these 

consumption euphoria and intense lifestyle, Kinfolk offers an alternative lifestyle to public. 

Many people, especially millennials were attracted to Kinfolk’s aesthetic, concept and lifestyle. 

Kinfolk lifestyle promotes slow lifestyle and the harmony of human relationship and nature 

(Lin & Yim, 2017). In general, this lifestyle combines the concept of slow living, sustainable 

and ethical living into one. Since Kinfolk lifestyle includes many aspects, the understanding 

of Kinfolk lifestyle is very vague. This lack of understanding becomes problematic since con-

sumerism and cheap mass production even made sustainability become more like a trend 

rather than an actual movement. Thus, this research aims to (1) find out what are Kinfolk 

lifestyle’s underlying dimensions and (2) characteristic of people who pursue Kinfolk lifestyle.

2. Theoritical Development

Jensen(2007) proposed that individual lifestyle has two contexts, first is routinized manifes-

tation of self-identity and the second is a pattern of repeated acts. Besides manifestation of 

self-identity, lifestyle can be used to promote a social change. Lifestyle movement is a move-

ment that actively promote a lifestyle, or way of life, as a primary means to foster social 

change. One of the example is ethical consumption(fair trade), voluntary simplicity(reducing 

material possession), locavore(supporting local econom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low food, and green living(Haenfler, Jonhnson, & Jones, 2012). Kinfolk was founded in 

2011 by Nathan Williams, Katie Searle-Williams and Doug Bischoff in Denmark. The mag-

azine called themselves “a slow lifestyle magazine that explore ways for readers to simplify 

their lives, cultivate community and spend more time with their friends and family(Williams, 

2019). Kinfolk has established itself as a ‘culture’ by creating Kinfolk culture, which means a 

lifestyle type, design aesthetics or style that represent their philosophy and follow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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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Kinfolk catch the world’s attention is their emphasis on most fundamental, familiar and 

precious aspect that have been forgotten and lacking in human life(Lim & Yim, 2017). Lim & 

Yim(2017) analyzed Kinfolk’s articles and images resulting in grouping of 5 types of Kinfolk 

lifestyle, which is essentialism, nature-friendliness, retro-sensibility, socio-ethical awareness, and 

diversity. Kinfolk is popular among millennials, or also have been known as the Generation 

Y. They are people who are born between 1977 and 2000(Kotler & Armstrong, 2013). Their 

life’s philosophy is living in the moment and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Millennials also inclined to acquire status, personality, and a sense of rebellion through con-

sumption(Francis & Burgess, 2015).

3. Research Design

This study used a combination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sample consisted of people who pursues kinfolk lifestyle or interested in kinfolk 

lifestyle. This study used judgement sampling method to find the right respondents who 

could provide the right information as suggested in Churchill’s(1979) literature. Data acquired 

in this study will be analyzed with phenomenological method based on Colaizzi(1978)’s 

literature. 25 people are interviewed through several methods, which are email, Instagram 

DM, or other messaging service. Before the actual interview, screening questions were pre-

sented to respondents to further confirm whether they are suitable for the data collection or 

not. Respondents then were given a short description of Kinfolk in order for them to have 

same understanding about the subject. After reading short description, respondents were be-

ing asked questions about their opinion about Kinfolk lifestyle and their preference as some-

one who pursue the lifestyle. Additional questions are generated from Lim & Yim’s(2017) lit-

erature about Kinfolk lifestyle types. In total, the interview contains 6 open-ended questions. 

Analysis of qualitative study result is meant to be the base of scale development by provid-

ing general topics and dimensions about Kinfolk lifestyle. The items generated from this 

in-depth interview are combined with items from previous literature in similar topic to create 

an online questionnaire. Quantitative study is done twice to enhance the validity of the 

result. For the first study,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is used to eliminate items with 

weak correlation. In second study, both EFA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is used to 

both eliminate items and purify the existing dimensions found in previous study.

4. Results & Conclusion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the in-depth interview and factor analysis, this study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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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Kinfolk lifestyle can be categorized into 6 dimensions. Those dimensions are: life quality, 

anti-consumption, responsible consumption, and diversity. People who pursue this lifestyle has 

characteristic such as: viewing leisure as an important aspect of life, values human connection 

and quality time with family and close ones, have ‘less is more’ principal, and lastly they 

have great awareness about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Although Kinfolk lifestyle is 

mainly known with public with their minimalistic aesthetic, similar as Lim & Yim(2017)’s find-

ing, the expected result of this study could indicates that Kinfolk lifestyle has very broad 

concept that technically can be an umbrella for several lifestyles from slow living to sustain-

able lifestyle. What makes Kinfolk lifestyle is more than a collage of several lifestyles is its 

emphasis on the human connection(i.e. life quality) and acceptance as well as open-minded 

thinking(i.e. diversity). The result of this study contribute to lifestyle research as theoretical 

base about Kinfolk lifestyle as well as creating an opportunity for lifestyle product brands to 

re-educate consumers about the philosophy of Kinfolk. By adding educational aspect in the 

marketing, consumers can feel brands’ authenticity and not view it as just a bandwagon hop-

per that tries to use Kinfolk to sell products. 

Key words: kinfolk lifestyle, scale development,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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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림*ㆍ김효정ㆍ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CGI 인플루언서 특성이 지각된 브랜드 품질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
-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4차 산업 환경과 더불어 언택트 시대가 도래되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상의 캐릭터를 

활용한 CGI(Computer Generated Imagery) 인플루언서 광고 마케팅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현

실의 인플루언서와 달리 개인 사생활에 따른 광고 이미지 리스크가 없으며, 디지털 아바타로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정보원 공신력 모델(Source 

Credibility Model) 이론은 정보 전달자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이나 지각 과정을 알아보는 단계이

며 유명인의 전문성과 매력성 및 신뢰성 등의 속성이 광고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본 연구에서는 CGI 인플루언서의 정보원으로서의 특성을 지식이나 능력의 정도인 전문성, 외

적 및 내적 매력의 정도인 매력성, 객관적 정직함의 정도인 신뢰성, 화제성의 정도인 영향력, 애

정의 정도인 호감성의 5가지 차원으로 살펴보았다. CGI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팔로워들과 활발

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미디어에 따른 가상의 대인관계인 파라소셜 관계가 강할수록 유

명인이 추천하는 제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GI 인플루언서가 홍보하

는 브랜드 광고에서 보여 지는 특성이 파라소셜 관계를 통해 소비자의 지각된 브랜드 품질 및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개인적 특성으로 SNS 미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정도인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따른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사전조사를 

통해 CGI 인플루언서들 중 브랜드 홍보 게시물의 빈도가 가장 높은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선정

하였다. 온라인 설문 전문 업체를 통해 인스타그램을 사용 중인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고, CGI 인플루언서가 홍보한 특정 브랜드 광고들을 모두 살펴본 후 설문에 응답하

도록 하였다. 총 364명의 응답이 결과분석에 활용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와 조절효과를 

위한 다중집단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CGI 인플루언서 특성인 매력성, 신뢰성, 영향

력, 호감성은 파라소셜 관계의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전문성은 파라소셜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파라소셜 관계는 지각된 브랜드 품질과 행위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

된 브랜드 품질은 행위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 파라소셜 관계가 지각된 브랜드 품질에 미치는 영향과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디어 

인게이지먼트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CGI 인플

루언서의 광고를 볼 때, 제품 지식에 대한 전문성 보다는 매력적이고 호감을 일으키는 활동이 신

뢰도와 영향력을 높게 인지시켜 실제 생활에서 만나는 대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이러한 몰입 관계는 CGI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우수하게 지각

하게 하여 적극적인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소에 SNS 사용

과 참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CGI 인플루언서의 홍보 브랜드 품질을 높게 인식하여 제품을 구

매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미디에 광고 관련 연구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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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정보원 공신력 모델을 SNS 환경 내 가상의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이론적 

매커니즘으로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디지털 미디어 마케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될 CGI 인플루언서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와 같은 학술적 

접근을 통해 향후 CGI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광고 마케팅 전략에 실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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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no와 Grasshopper 알고리즘을 활용한 3D 인체형상의 
하반신 기준점 자동탐색 알고리즘 개발

3D 인체 스캔 상에 기준점 탐색은 서피스 데이터만을 이용해야 하므로 3D 스캔용 기준점 탐

색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사이즈코리아 사업에 이용

된 BodySizer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준점의 수가 한정적이었고 현재는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화로 인해 체형 변화가 나타나는 50대 여성의 하반신 기준점을 3D 인체 스캔 상에

서 자동탐색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향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기준점 탐색, 치수측정, 

3D 인체 서피스로부터 디자인별 2D 전개패턴 설계가 가능하도록 Rhino의 add-in 알고리즘 에디

터인 Grasshopper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상체 분석과 상의 제작에 필요한 11개의 기준점(허리앞/옆/뒤점, 배꼽점, 배돌출점, 

엉덩이돌출점, 샅점, 볼기고랑점, 넙다리가운데점, 무릎뼈가운데점, 종아리아래점)을 선정하고 제6

차 SizeKorea 자료 중 BMI 25 이하의 50대 여성 스캔을 연구에 이용하였다. 허리뒤점은 옆면에

서 볼 때, 뒷면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점으로 설정하고, 허리옆점은 허리앞점과 허리뒤점의 

이등분점으로 설정하였다. 몸통 정면의 배 부위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점을 배꼽점으로 설정

하고, 엉덩이돌출점은 뒤쪽으로 가장 돌출된 점으로 설정하였다. 배돌출점은 배꼽점과 엉덩이돌출

점 사이의 범위에서 가장 앞쪽으로 돌출된 점으로 설정하였다. 

다리에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해 하체의 단면이 1개에서 2개가 되는 지점을 다리 부위로 정한 

후 오른쪽 다리만 분리하여 기준점을 탐색하게 하도록 하였다. 무릎부위에서 2mm 간격으로 con-

vex hull을 추출한 후, 이로부터 몸까지의 거리가 가장 긴 부분, 즉 다리 안쪽에서 가장 오목하게 

들어가는 지점을 무릎으로 정하였다. 무릎높이의 수평면에서 앞쪽으로 가장 돌출된 점을 무릎뼈

가운데점으로 설정하였다. 넙다리가운데점은 엉덩이돌출점과 무릎뼈가운데점의 이등분점으로 설정

하였다. 볼기고랑점 설정을 위해 엉덩이돌출점 높이와 넙다리가운데점 높이 사이 범위에서 

2.7mm 간격으로 세로 단면을 만들고 세로 단면에서 엉덩이와 넙다리가 꺾이는 각도가 큰 부분

을 탐색하여 볼기고랑점으로 정하였다. 종아리아래점은 다리 부위에서 최소 둘레지점으로 설정하

였다. 샅점은 하체의 단면이 1개에서 2개가 되는 지점의 최상위 지점을 샅점 설정을 위한 기준선

으로 정의하였다. 샅점 기준선 높이의 수평면과 배돌출점과 엉덩이돌출점의 이등분 지점을 지나

는 관상면이 만나는 안쪽점을 샅점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된 알고리즘의 실행을 위해 Rhino 소프트웨어 상에 작동가능한 커맨드를 생성

하여 전 과정을 자동화하였다. 본 연구자는 향후 제6차 SizeKorea 자료 중 50대 여성의 스캔을 

임의추출하여 SizeKorea 측정치와 알고리즘으로 추출한 측정치를 비교하여 본 연구가 개발한 알

고리즘의 정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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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혜*ㆍ이정란
부산대학교 

팬츠의 가상착의와 실제착의 비교

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첨단통신기술(ICT)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의류 패션 산업에도 3차원 그래픽 기술과 CAD. CAM을 기반으로 의류 제품 제작과정

을 시뮬레이션 기술로 이용하여 실제 의류를 시각화하는 3D 가상착의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의

류업체에서는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상품기획, 의복 디자인,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 

적용함으로써 패턴 및 의복 제작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Kim et al., 2015).

3D 가상착의 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로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패턴의 개발 및 비

교연구(Shin et al., 2016; Shin & Suh, 2018; Lim, 2019), 디자인 개발연구(Lee et al., 2019) 그

리고 가상착의와 실제착의 비교연구(Lee et al., 2011; Lee & Lee, 2013; Kim et al., 2014; Kim 

et al., 2015; Kwak, 2016) 등이 있었다. 연구에 적용된 실험복은 대부분 스커트와 재킷이었으며, 

가상착의와 실제착의 비교연구에서는 한 종류의 실험복에 대해 프로그램별, 소재별, 체형별 차이

를 보았으나 팬츠의 동작에 따른 가상착의와 실제착의를 비교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가상착의 프로그램 CLO를 이용하여 팬츠의 가상착의와 실제착의의 외

관 유사도를 동작별로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작 기능성이 중요한 팬츠의 핏(Fit)에 

대한 가상착의의 구현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고서(Size Korea, 2015)에서 20~29세 여성의 인체치수 자료를 

참고하여 20대 여성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국내에 출간된 의복구성 전공 서적의 팬츠(트라우저) 

원형들을 피험자 사이즈로 제작하여 외관평가를 통해 맞음새가 가장 좋은 원형 1가지를 선정하고 

실험복을 제작하였으며 원단은 광목 60수를 사용하였다. 가상착의를 위한 아바타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3차원 인체형상(Size Korea, 2010) 중 피험자의 인체치수와 유사한 3차원 인체형

상을 선택하여 제작하였다. 프로그램으로는 CLO 5.2ver을 이용하여 가상의상을 제작하였으며, 가

상원단은 CLO의 물성 장비로 실험복 원단과 동일한 물성을 제작하였다. 가상착의와 실제착의의 

유사도 평가방법은 바로 선 자세(동작1), 왼쪽 다리 올린 자세(동작2), 의자에 앉은 자세(동작3)를 

정면, 측면, 후면으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사진을 통해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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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외관평가는 다리 올린 자세와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보이지 않는 부위를 제외한 팬츠 실험복

의 동작별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유사도를 평가하였다. 전반적인 실루엣 유사도에서 정ㆍ측ㆍ후

면의 전체 실루엣은 바로 선 자세에서 4.1∼4.5로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동작2와 동작3의 

각각 3.0∼3.9, 2.5∼3.0으로 동작1에 비해 낮았다. 측면의 앞ㆍ뒤쪽 실루엣은 동작1이 4.5/3.5, 

동작2는 3.8/3.2, 동작3은 3.1/2로 모두 앞쪽 실루엣이 실제착의와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주름 표현에서는 정ㆍ후면의 <허리선에서 밑위까지>는 동작1이 4.2/3.7, 동작2는 3.4/3.5, 동작

3은 2.8/3.6로 평가되었고, 정ㆍ후면의 <밑위 선에서 무릎선까지>는 동작1이 3.8/4.1, 동작2는 

3.3/2.5, 동작3은 3.3(정면), <무릎선에서 밑단까지>는 동작1이 3.8/3.7, 동작2는 3.5/3.5, 동작3은 

3.8(정면)로 평가되어 <밑위 선에서 무릎선까지>항목의 동작2 후면과 <허리선에서 밑위까지>항목

의 동작3 정면을 제외하고는 군주름 표현에서는 유사도가 보통 또는 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위치 항목에서 앞ㆍ뒤 중심은 동작1과 동작3에서 4.1~4.6으로 유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동

작2는 3.2/2.3으로 동작1과 동작3에 비해 낮았다. 앞ㆍ뒤 다트의 위치는 동작1이 4.4/4.3로 유사

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동작2와 동작3은 각각 3.4/2.7, 3.8/3.7로 동작1에 비해 낮았다. 정ㆍ측ㆍ

후면의 허리선은 동작1이 4.3/4/4.3로 전체적으로 유사도가 높게 평가된 반면 동작2와 동작3이 

각각 4.1/3.3/2.9, 2.7/2.3/1.9로 부위마다 유사도의 차이가 있었다. 정ㆍ측ㆍ후면의 엉덩이선은 

동작1과 동작2가 각각 4.5/4.1/4.3, 4.1/4.2/3.3으로 동작3에 비해 유사도가 높았다. 정ㆍ측ㆍ후면

의 무릎선은 동작1이 4.6/3.8/4.5로 다른 동작보다 높게 평가되었고, 정ㆍ측면의 동작2와 동작3이 

각각 2.8/2.2, 2.8/2로 유사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정ㆍ측ㆍ후면의 밑단 위치는 동작1이 

3.6/3.8/3.9로 평가되었으며, 동작2와 동작3은 각각 2.6/1.9/1.7, 2.1(정면)/1.5(측면)로 유사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여유분 항목에서 정ㆍ후면의 허리둘레 여유분 표현은 동작1이 3.7/4.3으로 동작2와 동작3에 

비해 유사도가 높았다. 정ㆍ후면의 엉덩이둘레 여유분은 동작1이 4.5/4.2, 동작2가 3.7/3.8 그리

고 동작3의 후면에서 3.9로 유사하다고 평가되었다. 정ㆍ후면의 넙다리 둘레 여유분은 동작1이 

4.3/4.1, 동작2는 3.8/2.8, 동작3이 3.5(정면)로 동작2의 후면만이 유사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정ㆍ후면의 무릎 둘레 여유분은 동작1이 4.5/4.3으로 동작2와 동작3에 비해 높게 평가되었으며, 

동작2는 3.4/3.1, 동작3은 3.8로 평가되었다. 정ㆍ후면의 밑단의 여유분은 동작1이 3.7/4, 동작2가 

3.3/3.6, 동작3의 정면이 3.1로 평가되었다. 측면의 밑단 앞ㆍ뒤폭은 동작1이 4/4.2, 동작2가 

3.5/3.4, 동작3이 3.8/3.5로 유사하다고 평가되었다.

4. 결론

팬츠의 실제착의와 가상착의를 동작별로 비교한 결과, 유사도는 동작1>동작2>동작3의 순서로 

평가되었다. 즉 동작의 범위(관절의 꺾임)가 커질수록 가상착의와 실제착의의 유사도가 낮았다. 

이는 동작에 따른 체표 변화와 압박감 등이 가상착의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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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 군주름, 기초선의 위치 그리고 여유분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특히 무릎관절의 굽힘에 따른 

무릎선에서 실제착의와 큰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밑단의 위치와 형태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타났

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팬츠 패턴에 대해 동작별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유사도를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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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 실태 조사

브래지어는 가슴의 형태를 보정하고 적절한 압력으로 가슴을 감싸주어 가슴의 흔들림을 최소

화시키는 기능성 의복이므로 연령과 체형특성에 따라 적절한 형태와 기능성이 요구된다(Shon et 

al., 2015). 고령 여성은 노화로 인해 체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히 유방은 아래로 처지고 

옆으로 벌어지는 특성을 나타내므로 이를 보정하려는 욕구가 많다. 따라서 유방의 위치와 모양을 

적절한 위치에 재배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구현하는 체형보정 브래지어가 필요하지만, 

시판 브래지어는 20∼30대 여성을 기준으로 개발된 경우가 많아 고령 여성의 체형특성을 고려한 

기능성 브래지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착용 실

태를 조사하여 체형보정용 브래지어의 요구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인체적합성이 높은 브래지어 패

드 설계 및 브래지어 패턴 설계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1)

이를 위해 60세 이상 고령 여성 260명을 대상으로 착용하는 브래지어의 종류, 인지하고 있는 

유방의 형태적 특성, 브래지어 착용 시 불편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대부분의 응답자(96.5%)가 본인의 브래지어 사이즈를 알고 있었으며, 착용하는 브래지어의 사

이즈는 85A(21.2%), 80A(16.9%), 85B(11.2%), 80B(9.25), 75A(8.5%) 순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

를 착용하는 시간은 외출 시 착용(50.8%)이 가장 많았으며, 24시간 착용(25.4%), 자는 시간 이외

에 착용(23.8%)이 그 뒤를 따랐다. 주로 착용하는 브래지어의 종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패드형

(30.8%), 몰드형(30.0%), 무봉제형(16.9%), 브라렛(11.5%), 스포츠형(10.8%) 순으로 나타났다. 브

래지어의 컵 형태는 풀컵(72.3%), 3/4컵(24.6%), 1/2컵(3.1%)순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의 와이어

는 없는 경우(72.7%)가 있는 경우(27.3%)보다 많았으며, 브래지어의 패드 두께는 0.5∼1.5cm 정

도의 중간두께(52.3%), 0.5cm 이하의 얇은 두께(33.8%), 패드 없음(10.4%), 1.5cm 이상의 두꺼운 

두께(3.5%) 순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의 여밈 형태는 대부분 뒤여밈(8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하고 있는 유방의 형태와 선호하는 유방의 형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인지하는 유방 형

태는 하수형(40.4%), 원추형(32.3%)이 많은 반면 선호하는 유방의 형태는 반구형(61.2%)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인지하고 있는 유방의 형태와 선호하는 유방의 형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유방의 형태적 특성에 조사한 결과, 유방 크기는 

‘보통이다’(43.1%)라고 느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약간 작다’(27.3%)고 느끼는 응답자가 ‘약

간 크다’(20.0%)고 느끼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유방의 돌출 정도는 ‘보통이다’(50.8%)라고 느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유방의 처짐 정도는 ‘약간 처졌다’(58.1%)라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유방의 벌어짐 정도는 ‘보통이다’(53.1%)가 가장 많았으며, ‘약간 벌어졌다’(41.2%)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9R1A6A3A0109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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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 뒤를 이었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주요 목적은 ‘유두점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38.8%),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유방 모양을 만들기 위함’(20.8%), ‘처진 유방을 받쳐주기 위함’ 

(20.0%), ‘유방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함’(13.5%) 순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 착용 시 불편 부위는 

와이어 부위(27.7%), 어깨끈 부위(25.4%), 컵 밑받침과 날개 연결 부위(16.2%) 순으로 나타났으

며, 브래지어 제품의 착용감(31.5%), 가슴형태 보정 기능(22.7%), 사이즈와 맞음새(17.7%)에 대한 

개선 요구도가 높았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인체적합성이 높으면서 유방의 처짐과 벌어짐을 효과적

으로 보정할 수 있는 브래지어에 대한 개발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 고령 여

성의 유방 부위의 3차원 형태 분석과 이를 반영한 브래지어 패턴설계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참고문헌

Sohn, B. H., Choi, J. Y., & Kweon, S. A. (2015). Clothing pressure and subjective sensations depending on breast and bra 

ty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9(4), 58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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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방한복 상의 패턴 치수 및 형태 비교

1. 서론2)

군 방한피복류는 겨울철 근무 및 작전 상황 시 체온을 보호함으로써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작

전역량을 높이는 목적의 피복류(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2013)로, 추위로 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방호적인 측면 뿐 아니라, 군인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활동성이 보장되

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옷을 겹쳐입는 군 방한복의 착장방식으로 인해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군인들의 활동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우수한 군 방한복 개발을 위해서는 

동작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패턴 요소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군 방한복으로는 일반 군인

들이 전원 보급받아 착용하는 일반 방한복인 방상외피 뿐 아니라, 전방 부대에 보급되는 기능성

방한복이 있으며 특수 방한복으로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이 있다. 최근 육군에서는 군 방한복에 

대한 전력지원체계개발의 일환으로 일부 방한복의 패턴, 소재를 변경하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현재 군에 보급되어 착용되고 있는 방한복을 기준으로 조사했음을 밝힌다. 기

존 군 방한복 관련 연구로는 대부분 단일 방한복에 대한 착용실태 연구(Kwon et al., 2012; Lee 

et al., 2011)와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Lee et al., 2012; Jeong, 2014; Han et al., 2016)가 있

지만 군 방한복 간의 치수와 패턴을 비교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현 군 방

한복의 각 부위별 여유분과 패턴 형태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기능적으로 우수한 군 방한복 상의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대상은 현재 군 방한복으로 착용하고 있는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 방상외피, 기능성방한

복, 국내 동계 평균 환경 온도 범위에서 착용 가능한 미군 방한복 Level 5로, 총 4종이다. 착용평

가에 사용된 군 방한복의 호칭은 2013년 차세대국방섬유기술개발 협력사업(1,430명)과 2015년 제

7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사업 중 군인(641명)을 포함한 총 2,071명 중, 20~50대 남성 평균 인

체 치수인 가슴둘레 100.0cm, 키 173.0cm를 가진 남성이 착용할 수 있는 호칭을 선택하였다.

2) 분석 방법

패턴의 주요 항목에 대한 치수와 소매, 칼라 패턴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로 국방부 주관의 전력지원체계개발 과제(18-전력지원-01)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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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복을 착용했을 때 의복이 어깨에 안착되는 위치가 중요하므로 H.P.S(High Point of 

Shoulder)을 기준으로 몸판 패턴을 겹친 후, 그 위에 소매 패턴을 H.P.S의 어깨선 연장 끝점과 

각 몸판의 앞품점(Front Notch), 뒤품점(Back Notch)에 배치하여 패턴의 형태를 비교하였다. 사

용한 프로그램은 YUKA CAD 2.7 Version이다.

3. 결과 및 논의

첫째, 몸판의 목앞깊이는 9.0~13.4cm 목뒤깊이는 1.0~3.8cm, 목앞너비/2는 7.9~12.6cm, 목뒤

너비/2는 8.4~10.8cm 목밑둘레는 22.0~32.5cm 구간에 있었으며 앞ㆍ뒤 어깨 각도의 평균값은 방

상외피 18.8°, 미군복 17.6°, 기능성방한복 12.4°,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 10.4° 였다. 어깨가쪽사이

길이/2의 경우, 기능성방한복(59.4cm),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57.0cm), 미군복(56.3cm), 방상외피

(55.2cm) 순으로 길었으며, 20~50대 군인의 평균 어깨가쪽사이길이가 44.0 cm임을 감안하면 

5.6~7.7cm의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요 치수 항목 가슴둘레는 124.0~140.0cm의 범위로 100.0cm 가슴둘레 착용자를 기준

으로 미군복(40.0cm), 기능성방한복(37.2cm),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34.8cm), 방상외피(24.0cm)의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립조직 형태인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을 제외한 다른 방한복의 밑단둘

레는 가슴둘레 치수보다 1.2~14.0cm 작게 설계돼 외기가 옷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

록 밑단의 여유를 설정하였다. 상의길이(H.P.S 기준)의 측정 결과, 기능성방한복(85.3cm), 방상외

피(78.4cm), 미군복(75.0cm),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67.2cm) 순으로 상의길이가 길었으며 그 경

향성은 목뒤점을 기준으로 한 상의길이와 동일했다. 진동깊이는 기능성방한복(33.6cm), 미군복

(28.5cm),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26.7cm), 방상외피(25.3cm) 순으로 진동깊이가 깊었다.

셋째, 군 방한복의 소매는 기능성방한복의 라글란 소매를 제외하면 모두 셋인 소매로, 모든 

소매 패턴은 팔꿉 부위에 다트량을 부여하면서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 입체적인 소매패턴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제 패턴을 분석한 결과, 겨드랑 부위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패턴은 궤도차

량 승무원 재킷으로, 앞소매 부위에만 2.5cm의 활동분을 적용하고 있었다. 군 방한복의 소매 패

턴 요소를 파악하고자, 소매산, 소매둘레, 소매달림각도를 측정한 결과, 소매산 높이는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이 15.7cm, 방상외피가 11.3cm, 기능성방한복이 0.0cm, 미군복이 5.2cm이고, 소매둘

레는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이 50.0cm, 방상외피가 55.3cm, 기능성방한복이 68.8cm, 미군복이 

64.4cm로 소매산이 낮아질수록 소매둘레가 더 넓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매달림각도는 앞소

매달림각도와 뒤소매달림각도가 차이가 있어 이를 평균한 결과,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30.7°), 방

상외피(22.8°), 미군복(18.5°), 기능성방한복(12.0°) 순으로 소매달림각도가 컸다. Jeong(2016)은 한

국 군용 방한복 상의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소매와 몸판의 연결각이 작을수록, 즉 소매달림각도가 

클수록 소매산이 높아지고 소매둘레가 좁아져 팔운동과 관련된 동작적합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다. 

실제 소매달림 각도에 따라 활동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착용평가를 통해 소매달림 

각도에 따른 착용자의 활동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스탠드 칼라 형태를 띠고 있는 방상외피는 7.5cm, 미군복은 9.5cm로 앞 뒤 길이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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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지만, 기능성방한복의 앞칼라높이는 11.5cm, 뒤칼라높이는 9.5cm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었다. 

칼라 각도의 경우, 궤도차량 승무원 재킷은 위로 4.5cm, 방상외피는 위로 2.4cm, 기능성방한복은 

아래로 3.4cm, 미군복은 아래로 2.0cm 회전량을 주고 있어, 아래로 칼라 각도를 설정한 기능성

방한복과 미군복은 상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군 방한복의 주요 부위별 치수는 최외곽에 착용하는 방한복으로서 함께 착용

되는 내피 의복을 고려한 여유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유분의 편차는 의복마

다 상이하여 실제 착용하는 군인들의 임무 환경 및 임무 동작을 고려하여 여유분이 반영되고 있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군인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소매 위주로 패턴의 기능

적인 요소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4종 방한복 모두, 어깨 관절이 아닌, 팔꿉 관절 위주의 각도를 

패턴에 반영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방상외피는 팔꿉 다트의 위치가 낮아 팔꿉 관절 동작 시 불

편함이 예상되며, 기능성방한복은 소매산은 0으로 설정하므로써 소매둘레가 68.8cm까지 커져 겨

드랑 부위에 간섭이 예상된다. 따라서 소매산을 낮추면 소매의 활동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분

법적인 패턴 개발 방식이 아닌, 임무 동작에 따른 적절한 활동 여유분을 반영한 과학적인 소매 

패턴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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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맞춤 셔츠 제작을 위한 플랫폼 개발

최근 온라인에서 맞춤 셔츠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맞춤 셔츠의 세부부속의 조합

으로 디자인된 완성된 의류에 다양한 원단을 웹상에서 simulation 될 수 있다면 보다 온라인에서 

맞춤제작에 있어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pattern 

제작에 의한 의류제품 생산이 아닌 2.5D 형태의 mapping 기술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simulation 

기술로 의류에 대한 세부부속 조합 및 시뮬레이션, 생산지시서를 생성하고자 한다. 기존 기술들

에 비해 운영의 간편함과 시스템 운영의 단순화를 통해 맞춤셔츠 업체들이 손쉽게 운영 가능하도

록 하며, 생산업체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온라인 맞춤 생산 작업지시서 생성기술을 개

발하여, 단순 정보제공 차원이 아닌 맞춤 생산 공정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주문/생산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D modeling 기술을 바탕으로 하며, 의류 도식화의 조합기능을 이용하여 Grid가 

설정된 셔츠의 디테일을 자동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만들며, 디자인된 프린트, 원단 이미지 또는 

디지털카메라 및 스캐너 등에서 얻어진 원단의 사진 이미지를 대입하여 Simulation이 될 수 있도

록 개발 되었다. 기술개발의 공정은 기존 off-line에서 제작되었던 2.5D mapping simulation 기술

을 Web에서 구현하도록 하여, 디자인 기획공정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상호 interactive communi-

cation이 가능한 마케팅용 제품 및 공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일고 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먼저 맞춤 셔츠 고객이 세부부속 선택 및 의류 조합을 하고 조합된 의류에 대해 원하는 원단 선

택 및 simulation이 진행 된다. 그 후 선택된 의류에 대한 고객의 체형 및 신체 치수 Data 입력

하면 고객에 대한 사이즈 정보가 형성되어 온라인 생산 작업지시서가 생성되어 생산업체에게 작

업지시서가 전송되고 생산이 진행된다. 온 라인 시장에서 의류의 판매는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지만 현재 온라인 의류 판매 사이트들에서 대부분은 고객이 완성된 제품에 대한 사진 정

보를 통해 의류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는 의류업체에서 업로드 시켜놓은 제품만을 선

택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 쇼핑몰상의 제품 이미지와 실제 제품의 디자인, 품질, 그리고 사이

즈에 대한 문제로 제품 반송건수가 높은 실정이나 본 시스템의 할용으로 일방적인 의류 제조사에 

의한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가 아닌 고객들이 직접 고객의 취향에 맞는 의류 제품을 선택해서 구

매할 수 있는 양방향 제품 구매시스템으로 브랜드 또는 의류 제조사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Interactive 플랫폼으로 의류산업의 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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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원단의 3D 가상의상 표현을 위한 드레이프성 연구 

3D 가상 의상제작 시스템은 기존의 2차원 패턴을 활용하여 사실성이 높은 가상의류를 제작함

으로써 패션제품의 생산 공정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의류샘플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이유로 다양

한 패션상품 기획에 사용되고 있지만 원단물성 실험 kit로 측정되는 원단의 물성이 3D 가상의상 

시뮬레이션에만 사용되어 원단에 대한 다양한 감성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반면 KES-FB(Kawabata Evaluation System for Fabrics)시스템은 고가의 장비이며, 실험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실험을 통한 요소들의 복합 결과로 드레

이프성 등의 감성적인 특성을 알아낼 수 있다. 원단물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KES-FB 시스

템에서 측정한 물성 값으로부터 감성적인 특성인 드레이프성을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았다. 

위편성물로 구성된 니트 원단 285종을 수집하여 의류의 용도나 감성적인 특성에 따라 Outer, 

Active, Top으로 분류하였으며, 한 원단이 여러 복종으로 중복되기도 하여 Outer 74종, Active 77

종, Top 236종으로 원단물성 실험 kit와 KES-FB시스템 실험을 진행하였다. 드레이프 실험을 진행

하여 드레이프 계수에 따라 드레이프성 등급을 7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원단물성 실험 kit결과와 KES-FB시스템 실험 결과의 상관성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KES-FB시

스템 인자와 드레이프 계수의 상관성을 비교한 결과 ∛(B/W)값이 가장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그 값을 7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원단 드레이프 등급과 ∛(B/W)값의 등급을 비교한 

결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원단물성 실험 kit에서 나타낼 수 없는 감성적 특성인 드레이프를 분류하기 위해 구축된 

KES-FB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B/W)값을 얻어내어 드레이프성을 확인하고 3D 가상의

상 시스템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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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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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생산 공정방법 및 공정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의류 생산공정은 직/편물과 같은 유연한 소재의 취급과 섬세한 작업이 요구되는 등의 한계점

으로 인하여 섬유패션산업에서는 타 산업에서 추구하는 무인 전자동화와 같은 설비 중심의 개발

이 유용성, 투자비용 등의 문제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의류생산의 비용대비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일부 봉제공정의 자동화 기기와 기존 설비에 부착하는 스마트 모듈 개발, 

이들을 통합하고 기술, 그리고 대량 제조라인의 관리기법의 리뉴얼을 통한 보급형 시스템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봉제 생산관리 시스템은 오더관리, 작업 스캐쥴링 소요시간 예측에 

유용하므로, 국내의 소규모 라인과 도심형 스마트 팩토리, 기업 간 협업을 고려하여 재설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침체, 노동력 상승, 동남아시아 경쟁력 강화 등으로 위

기에 직면한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을 시스템과 기술의 혁신으로 제고하고, 섬유패션제품의 

제조생산 프로세스 개선 및 근무환경과 생산관리 시스템 정보의 신뢰성 향상을 통한 생산 효율성

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시스템 구현을 위해 기획과 구현 단계 중심의 생산관리 스케쥴 조정의 

개선방법을 도출, 의류 제조 생산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가능한 스마트 지능기반의 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의류생산 공정관리 시스템은 의류를 생산하기 위한 공정도 생성과 관

리하고 수정하는 공정관리 서버와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DB(Data Base), 공정관리 서버로 접

속하고 공정도를 생산하기 위한 정보 입력의 사용자 단말 단계, 의류아이템 선택 모듈, 선택 아

이템의 패턴선택 모듈, 패턴 작업부위를 위한 작업부위 선택 모듈, 공정순거 결정의 순서결정 모

듈, 공정도 생성의 생성 모듈을 포함하고 있다. 의류아이템, 패턴, 작업부위 및 작업방식의 세부 

종류, 공정순서, 공정도는 DB에 저장되어 있으며 저장되어 있지 않은 종류는 수기입력이 가능하

고 사용자단말, 의류아이템, 패턴, 작업부위 및 작업방식을 선택 또는 수기입력을 화면에 표시하

는 디스플레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공정순서 결정을 위한 모듈은 DB에 저장된 공정

순서 또는 의류아이템 선택 모듈, 패턴조각 선택 모듈, 작업부위 선택모듈 및 작업방식 선택 모

듈에서의 선택에 따라 순차적으로 생성되고 생성된 공정순서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특징이 있다. 공정도 생성 모듈은 공정순서를 순차적 번호순으로 표기하며 각 공

정순서의 번호는 공정기호 중앙에 표기, 작업부위 및 작업방식은 오른쪽 윗단에 기계명과 보조기

는 오른쪽 아랫단에 기재하였다. 의류생산 공정관리 서버는 저장된 공정도를 수정할 수 있고, 공

정도의 공정기호, 작업방식 및 작업방법을 클릭 또는 드래그 하여 수정 또는 삭제, 추가할 수 있

으며 공정관리 서버 또한 자유롭게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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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물성을 이용한 드레이프 등급 도출방법 연구

최근 의류산업에서는 의류 샘플을 제작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3D 가상의상을 구현하여 

대체하기도 한다. CLO fabric 물성실험 kit를 사용하여 측정된 원단의 물성을 3D 가상의상 프로

그램에 반영하여 3D 가상의상을 표현하도록 되어있으나, 원단의 감성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없다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KES-FB(Kawabata Evaluation System for Fabrics)은 원단의 감성

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고가의 장비이며, 실험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접근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원단 물성특성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후 이를 활용하여 원단

의 중량, 두께 등 간단한 기본적인 원단스펙을 통하여 KES-FB의 물성 값을 도출해낸 후 이를 이

용하여 감성적인 특성인 드레이프성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위하여 우븐 원단 총 243종을 실험을 하였다. 원단의 복종은 의류의 용도에 따라 outer, ac-

tive, top, dress로 구분하였다. 한 원단이 여러 개의 복종으로 중복 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outer 

123종, active 73종, top 118종, dress 71종으로 진행하였다.

CLO fabric 물성실험 kit와 KES-FB 실험, 드레이프 측정실험을 통하여 원단 물성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하였으며, 드레이프 정도를 드레이프 계수에 따라 총 7등급으로 설정하였다. 구축된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CLO fabric 물성실험 kit와 KES-FB 실험 결과의 유사도를 확인하였으며, 드레

이프 특성과 연관이 된 특성을 확인하였다. CLO fabric 물성실험 kit의 단위 면적당 무게와 두께

를 유클리드 거리공식을 이용하여 유사한 원단 5개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원단의 드레이프 등

급이 표출되도록 하였다.

유클리드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드레이프 등급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원단의 기

본적인 스펙인 중량, 두께 등의 값을 이용하여 추출된 원단의 드레이프 등급을 실제로 실험한 드

레이프 등급과 비교하였을 때, 등급의 차이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단 물성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활용하여 의류산업에서 3D 가상의상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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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ㆍ왕이
안동대학교 

한ㆍ중 전통문양을 활용한 스마트웨어 개발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사용하여 한중 전통

문양에 대해 혁신을 이루고자 하였다. 전자기술 발전이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면서 세계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교류방식에 영향을 준 것은 인류역사의 프로세

스에서 커다란 변화이다. 그래서 양국의 우호 교류를 주제로 하여, 전자통신 기술을 이용한, 양국

의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교호교제를 통해 의복 상의 LED 색채 변화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다음의 세 가지의 교호방식에 의해 스마트의상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는 악수는 현대인들 간의 우호적인 교류의 방식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악수의 

교호방식을 사용하였다. 옷에 LilyPad Arduino USB를 설치하고 Neopixel LED를 그에 연결하여 

LED 발광을 제어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또 악수를 할 때 LED 불빛의 색이 변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장갑 중앙에 전류가 흐르는 선으로 간단한 스위치 시스템을 만들어 악수를 할 때 

압력에 의한 개폐를 보장해 LED 불빛의 색상 변화를 유도했다. 

두 번째는 간단한 게임 교호방식으로 우호관계를 쌓으려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

로 의상에 빛의 색 변화를 주기 위해 LilyPad Arduino와 Neopixel LED가 사용되어 의상에 생명

력을 갖게 했다. 그러나 첫 번째에 비해 블루투스의 인터랙티브를 더하고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

하여 게임 케이스를 하나 만들었다. 게임 박스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중국을, 

파란색으로 한국을 나타낸다. 빨간 버튼만 누르면 LED가 붉은 빛을, 파란 버튼만 누르면 파란 빛

을, 두 나라 사람이 동시에 두 버튼을 누르면 붉은 빛과 파란 빛이 합쳐져 장미색 불빛을 발한

다. 이는 양국 국민의 우호와 화합을 상징한다. 

세 번째는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교호 방식이다.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것도 오늘날 세계에서 

통용되는 우호 교류 방식 중 하나이다. 세 번째 방식에서는 주로 LilyPad Arduino, LED램프, 그

리고 동작 감지 장치가 사용되었다. 손을 흔들 때 동작의 변화를 감지해 동작 감지 장치를 촉발

시켜 LED램프가 켜지게 한다. 여기서는 두 가지 동작 감지 장치를 비교하고, 실험의 대비와 분석

을 통해 각각의 장단점을 발견하고, 이를 설계에 활용하여 교류의 결과를 확인한다. 이들 세 디

자인은 모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각국의 관광객에게 인정받았다. 양국의 관계와 발전

은 보통 사람들 간의 우호적인 교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통설이다. 그리고 

전자통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디자인의 전통의상도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네 번째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웨어에 대한 소비지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이다. 한ㆍ

중 양국의 전통의상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페스티벌 의상은 화려한 조명 효과를 통해 호평을 받

았다. 축제장 분위기를 더하고, 교류를 촉진하고, 관람객이 한ㆍ중 양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교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에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스마트웨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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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전통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전통문화를 어느 정도 널리 알리고, 전통 의상, 전통문화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했다. 한ㆍ중 양국은 전통문화에서도 공통분모가 있

으므로 서로의 문화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양국 전통의상의 스마트웨어 기술을 통한 혁신적

인 방식으로 양국의 우호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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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ㆍ김준종
안동대학교 

안동포를 활용한 스마트의류제품 디자인

안동포는 경북북부권의 대표적인 친환경의류소재로서의 명성을 지니고 있다. 안동포제품은 질

기고 통기성이 좋으며 항균력이 매우 높아서 친환경 섬유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통의류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현대인의 소비관념 변화에 의해 성장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전통문화의 전승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문화의 중요한 매개체로

서 역사적 세월의 축적을 담고 있는 복식을 민족의 전통문화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고양하여 새

로운 에너지를 공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을 보존계승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어릴 적부터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고 스스로 전통문화 보호 대열에 합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정부기관도 전통문화산업을 부양하고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방

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포에 전자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지역페스티벌에서 활용될 스마트웨어 개발

을 진행하였다. 즉, 지역문화축제를 위해 지역자원인 안동포를 활용하여 전통의상과 문양의 이미

지에 현대적인 전자통신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현대인의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서 전

통의류산업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안동포의류제품 이용자가 동작의 교호(交互)를 통해 LED 불빛의 색을 바꾸는 목

적을 달성하고 화려한 색상을 통해 전통의상이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전

자통신기술을 사용하였다. 이에 소형 전자소자를 이용해 의상에 컬러 패턴을 표현할 수 있는 새

로운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고안했다. 과학기술과 전통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색채를 발하게 하

였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해 전자기기와 의류를 결합한 교호방식을 구현함으로서 전

통의상, 전통문양을 활용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표현하였다. 

연구결과로서의 소비자만족도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안동포에 기반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스마트웨어개발은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축제의상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전자통신 기술과 LED불빛 효과를 활용해 축제 분위기를 더 

부각시켰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또한 불빛으로 인해 밤에는 멀리서도 눈에 띄어 

더욱 관광객에 대한 홍보효과가 우수했다. 다음으로는 문화자원의 계승 및 교류실현 가능성’을 꼽

았다. 현대화된 사회에서 전자통신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으며, 스마트웨어는 하나의 신흥개념으

로서 소비자들의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청소년들은 이런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

으며 미래의 패션산업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IT기술의 접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스마트웨어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은 재활용이 가능

해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웨어에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한계가 있다. 우선 전자제품이라 의상세탁에 문제가 있다. 또한 장시간 사용가능한 전원확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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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이 있고 가격이 비싼 것도 소비자의 부담이다. 그러므로 제품의 생산방식을 개선하고 그 

기능을 다양화하며 현대인의 생활에 대한 적용가능 여부가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었다. 따라서 제

품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더욱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전자 기술

의 발전에 의해 사람들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전통문화자원에 현대기술을 

접목하고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융합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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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정
국립목포대학교 

해양레포츠 의류 선호도 연구

1. 서론3)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득증가와 주 5일 근무 등 여가의 확대로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국민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여가활동과 레저스포츠에 대한 참여 의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웨어는 전문적인 운동선수에서 일반인까지 착용하는 복장으로 기능성

뿐만 아니라 패션성까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Choi,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

양레저스포츠를 해본 경험이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양레포츠웨어의 구

매실태, 착용실태, 구매만족도, 선택기준,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조사ㆍ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해양레포츠웨어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해양레포츠 종류별 의류 디자인 개발

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지역에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을 하는 대학생, 일반인들이었으며, 설문

조사는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전남지역 요트협회 등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협회 및 체육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3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대답이 불성실한 33부를 제외하고 297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26.0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의 대상자는 10대가 19명(7.7%), 20대가 171명(69.2%), 30대가 32명(13.0%), 40대 이상이 

25명(10.1%)으로 분석되었다. 미혼이 204명으로 82.6%를 차지하였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19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학생이 126명으로 51.0%를 차지하였고, 평균 신장은 

174.7cm였으며, 몸무게는 73.94kg으로 나타났다. 해양레포츠의 참여동기에 대해서는 여가 및 취

미생활(3.81), 스트레스 해소(3.66), 더위를 피하기 위함(3.49)이 ‘그렇다’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

었다.

해양레포츠의류를 구매한 횟수를 살펴보면 2년 이상에 1회 구입하는 경우가 64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래쉬가드가 166명(67.2%), 수영복이 154명(62.3%)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였다. 브랜

드는 나이키가 185명(74.9%)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구매하는 장소로는 인터넷 쇼핑몰이 119명

본 논문은 2020학년도 MNU육성사업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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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출시되어 있는 해양레포츠의류에 추가되기를 원하는 기능에 대해

서는 날씨변화, 미세먼지, 자외선 등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보호 기능’

이 95명(38.5%)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해양레포츠의류 착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불편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입

고 벗기에 불편하다는 질문에만 3.06으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답하였다.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운동으로 물에 접촉함으로써 입고 벗기에 어려움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해양레포츠의류의 선호

색상으로는 회색 및 검정색 등의 무채색이 상의(47.4%)와 하의(62.3%), 액세서리(47.0%) 모두 가

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양레포츠의류의 선호무늬에 대해서는 스트라이프가 145명(58.7%)

으로 가장 많았다. 해양레포츠의류 소재 기능성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 땀 냄새와 더러움을 

방지하는 항균방취성이 4.14, 태양광선으로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4.12로 중요시 되었다.

해양레포츠의류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양한 가격대의 브랜드’가 3.60으로 가장 개선

되어야 할 점으로 평가되었다. 해양레포츠의류를 착용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필링(3.21)으

로 분석되었다. 운동의 경우 마찰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는 스포츠 클라이밍 의류의 경우

에도 ‘필링’이 생기는 것을 문제점으로 생각한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Moon & Lee, 2018).

체력증진을 위해 해양레포츠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양레포츠의류 선택 시 착용감, 다른 용도

로의 활용 가능성, 봉제상태 및 내구성, A/S등의 부가서비스를 고려하여 의류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래시계형보다 큰삼각형과 사각체형의 경우에는 유행(F=2.70, P=.046)에 좀 더 민감

하게 반응하며 해양레포츠의류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형에 따른 해양레포츠의류 착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모래시계형에 비해 큰삼각형과 사각체형은 치수가 잘 맞지 않는 

경우(F=2.79, P=.041)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에 따른 해양레포츠의류 선택기준을 살펴보면, 10대에 비해 20대, 30대, 40대 이상이 디자

인, 색상, 사이즈 및 패턴, 가격, 동작적합성, 활동성, 신축성, 착용감을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생각

하였다. 연령에 따른 해양레포츠의류 소재 기능성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원단신축성, 오래 착용

해도 변함없는 내구성, 가벼운 경량성, 태양광선으로부터 자외선 차단, 신체의 온도를 유지하는 

보온성에 있어서 10대에 비해 20대, 30대, 40대 이상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해양레포츠의 경우 여름에 주로 이루어지고 물과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스포츠로 무엇보다 기

능성이 중요시된다. 또, 해양레포츠의 특성상 오래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가격

대에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디자인의 해양레포츠의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입고 벗는데 불편

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으로 이러한 점을 개선하면서 마찰에 의한 필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해양레포츠의 특성상 태양광선으로부터의 자외선 차

단 기능도 중요하므로 소재에 기능성을 가미하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운

동에 따라 근육의 움직임도 달라지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위별 치수를 차별화한 패턴의 개

발도 이루어져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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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활용한 부직포 개발에 관한 연구 

화학섬유의 특성인 환경 및 인체 유해성으로 인하여 친환경섬유의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고 있으며, 의류제품 소비자들은 생태학적으로 해가 없는 소재, 자원의 보존을 염두에 둔 제

품의 사용, 오염 물질 배출 감소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더불어 기존 화학섬유의 유

해성에 거부감을 갖게 되어 천연섬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는 친환경 섬유의 개발로 이어

졌다. 최근의 섬유산업동향은 인체에 해롭지 않은 천연섬유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

며, 이에 대마섬유가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섬유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마의 유

해한 성분으로 인하여 아직 의류소재용 연구는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산업의 발달에 비례하는 

환경오염도의 상승은 곧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무방비한 유

해환경에 노출되고, 성인이 되어서는 이미 환경호르몬에 영향을 받아 건강 이상 및 기형아 출산 

등의 문제점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에 대마는 검증되어진 친환경 의류소재로서 그 활용성이 높

다고 판단된다.

대마를 활용한 대표적인 결과물로는 줄기를 이용한 안동포와 씨를 이용한 대마오일을 들 수 

있는데, 대마 산업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의약품, 화장품, 식.음료, 산업용 자재 등 대마

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산업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최근 안동이 의료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마의 특정 물질을 이용한 치료목적의 의약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나, 의료용으로 한정하는 등 대마의 활용성을 다양화하는 데에는 아직도 법적 규제에서 벗

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 항균성, 소취성, 통기성 외에도 다양한 효능이 이미 검증된 

대마는 대중의 이미지 개선이 절실하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노소가 생활 속 다양한 환경과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밀도 대마 부직

포를 개발하여, 치료 이전에 예방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조공정과정에서 화학물

질이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대마의 효능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였다. 천연

섬유인 대마를 부직포로 제작하기 위해 텐셀(유칼립투스나무 추출물로 제조한 천연섬유)을 이용하

여 흡착을 유도하였고 사용 용도에 따라 적합하도록 대마와 텐셀의 혼합비율을 3가지 타입으로 

조합하고 두께와 무게에도 변화를 주어 다양한 산출물로 생산하였으며, 부직포 제조공정 방식은 '

스펀레이스' 공법으로 제작하였다. 대마부직포의 혼용율은, ①대마 20 : 텐셀 80(중량 40gsm), ②

대마 20 : 텐셀 80(중량 60gsm), ③대마 50 : 텐셀 50(중량 60gsm)의 3가지 유형으로 실험하였다.

연구결과물의 특징은, 천연섬유인 대마 고유의 색상이 유지되었고 강도와 질감에 따라 유아제

품(기저귀), 여성용 생리대, 실버 기저귀, 방역용 마스크, 피부관리용 마스크팩, 필터, 의류용제품 

등에 사용하기 적합하다.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의 유해물질논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회, 환경오염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 발암물질, 생식독성 물질, 기타 유해물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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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유해물질이 몸에 축적되어 호르몬 불균형, 자궁내막증, 골반염증 질환, 여성 자궁 질환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체에 무해한 제품사용으로 하여 환경호르몬 노출에서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일회용품 증가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때에 친환경 대마 부직포는 분해속도의 단축으

로 환경오염의 개선을 기대하고, 산업용 부직포시장에서 위생용 부직포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실생

활에 밀접한 제품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대마를 활용한 대마 산업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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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성의 시판 네일 팁 착용 적합성 평가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염과 위생을 우려하는 이들도 셀프 네일을 찾고 있으며, 올해 셀

프 네일 시장 규모는 1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Park & Jo, 2020). 그중 부착형 

네일 제품인 시판 네일 팁은 구매했을 때 네일 팁 모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

에 소비자의 손톱 모양이 모두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일 팁이 손톱에 잘 붙지 않

으며, 기대했던 것보다 손톱에서 빨리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Yeom, 

2019).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손톱 유형에 따른 합리적인 네일 팁 제품 호수를 파악하기 위하

여 네일 팁 제품 적합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손톱 유형별 적합성이 높

은 네일 팁 사이즈 호수를 알아보기 위해 Kim et al.(2020)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손톱 계측 대

상자 147명 중 적합성 평가에 동의한 52명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손

톱 유형별 시판 네일 팁 착용 평가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착용 평가에 사용된 네일 

팁 제품은 브랜드 인지도를 기준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필름을 떼어 붙이는 스티커 접착방

식의 슬림핏(Slim fit) 형태이다. 0호∼11호의 12개의 네일 팁 사이즈와 30개의 팁 개수로 되어있

으며, 호수 체계 방식이 동일한 두 브랜드의 제품 Dashing Diva(A Brand)와 Kiss New York(B 

Brand)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네일 팁 제품 적합성 평가 방법은 오른손을 기준으로 0호∼11호

까지의 네일 팁을 필름지가 붙어있는 쪽이 큐티클라인에 맞닿게 하여 각 손톱에 부착하게 하였으

며, 큐티클라인과 손톱 너비가 잘 맞는 호수를 주관적 평가를 통해 다중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실

시하였다. 네일 팁 착용 적합성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합성 평가자 총 52명의 각 손톱 별 해당 유형의 빈도율을 살펴보면 엄지의 유형 1은 

21명(51.9%), 유형 2는 11명(21.2%), 유형 3은 14명(26.9%), 검지의 유형 1은 20명(38.5%), 유형 

2는 21명(40.4%), 유형 3은 11명(21.2%), 중지의 유형 1은 8명(15.4%), 유형 2는 27명(51.9%), 

유형 3은 17명(32.7%), 약지의 유형 1은 17명(32.7%), 유형 2는 19명(36.5%), 유형 3은 16명

(30.8%), 소지의 유형 1은 10명(19.2%). 유형 2는 18명(36.4%), 유형 3은 24명(46.2%)로 나타내

었다. 

둘째, 네일 팁 제품 적합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두 브랜드 제품의 호수 사이즈 간격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길이는 A 브랜드의 제품이 B 브랜드의 제품의 호수 사이즈보다 전체적으로 길

게 나타나고 있었다. 너비는 1호의 경우 두 브랜드 모두 제품의 치수가 동일하였고, 0호와 2호는 

A 브랜드 제품보다 B 브랜드 제품이 낮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3∼11호는 B 브랜드 제품이 더 넓

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손톱 별 각 제품 호수의 효용 범위가 10% 이상의 유효율이 나타난 기준으로 살펴본 결

과 엄지는 A 제품의 0∼1호, B 제품의 1∼2호의 효용 범위에 포함되어 이는 손톱의 폭이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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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에 해당하는 손톱이 B 제품의 2호에도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지는 A 제품의 

5호와 6호, B 제품은 4∼6호에 포함되어 폭이 넓고 측면의 높이가 높은 유형 3에 해당하는 손톱

이 B 제품의 4호에도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지의 A 제품은 3호와 5호, B 제품은 3

호, 5호, 6호에 포함되어 이는 손톱의 폭이 넓고 측면의 높이가 편평한 유형 1의 손톱이 사이즈

가 비교적 넓은 두 브랜드의 3호에도 착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며, 두 브랜드 모두 4호에서는 

효용 범위가 포함되지 않아 제품의 호수 적합성이 비교적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약지는 A 제품

의 6호와 7호, B 제품은 6∼8호까지 포함되어 이는 B 브랜드의 제품 7호와 8호의 너비 차이가 

없기 때문에 B 제품의 8호까지 착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지는 A 제품의 9∼11호, B 제

품의 11호의 포함되어 이는 A 제품의 9호의 폭이 B 제품의 11호의 폭과 비슷하기 때문에 손톱이 

넓고 볼록한 유형 3의 손톱이 A 제품의 9호에서도 착용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두 

브랜드 모두 엄지와 소지는 손톱 별 호수의 범위가 각각 구분되었으나, 검지ㆍ중지ㆍ약지의 손톱

은 착용 가능 한 호수의 효용 범위가 비교적 넓고, 서로 교차되고 있어 다중으로 적용이 가능하

도록 설계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넷째, 제품 별로 유효율 10% 이상의 호수 적합성을 파악한 결과 A 제품은 0∼1호, 3∼11호수

가 적용되었으나, 2호수는 적용되지 않아, 제품의 호수를 없애거나 1호와 3호의 사이즈 간격 조

정을 통해 손톱 유형에 적합한 호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B 제품은 제품의 

호수가 모두 적용되고 있으나 가장 폭이 좁은 11호의 사이즈가 A 제품의 9호 정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이즈 간격차가 크게 나타난 10호와 11호의 간격 조정을 통해 11호 이하의 새로운 사이

즈 규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손톱 유형에 맞는 제품 호수의 간격 

조정을 통해 제품 적용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연구의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의 수와 두 브랜드의 제품만으로 합리적인 네일 팁 호수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사이즈 개발을 위해 시판 네일 팁과 손톱 유형별 측정치의 비교 

분석 등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인 제품 호수의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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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ㆍ김여숙
창원대학교 

지방기능경기대회 의상디자인 직종 과제에 관한 연구

1. 서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우수 숙련기술자 발굴과 숙련기술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기능

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된다면 숙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가

능한 고부가가치 고품질 제품 개발은 도태될 수 있으며 숙련기술 분야는 성장할 수 없게 될 것

이라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기능경기대회는 그 중요성을 가진다.

기능경기대회가 50여 년 넘게 숙련기술 장려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기능경기대회에 관한 학술

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의상디자인에서의 과제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므로,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지방기능경기대회 의상디자인 부문에서 과제에 나타난 

출제 형식과 요구 사항을 분석,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과제 출제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지방기능경기대회 의상디자인 직종에서 출제

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에 사용된 어휘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디자

인 과제의 분석과 수정을 실시하고,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류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기출 과제와 수정한 과제의 도식화 작업을 각각 진행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과제명의 분석

과제명은 제작될 의복의 전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과제명에는 의복의 종류와 

더불어 제작할 의상의 특징이 될 수 있는 칼라의 형태, 소매의 형태, 싱글 또는 더블의 여밈 형

태, 롱 또는 숏의 기장의 형태 등의 특징을 과제명에 밝히고 있다. 의복의 특징적인 형태라 하더

라도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제목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무표항1)과 

디테일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토대로 과제명은 디테일 + 소매 형태 + 칼라형태 + 

여밈형태 + 의복 명칭 순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무표(unmarked): 유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무표는 어휘 조어에서 기본이 되는 형태를 말한다. 무표 어휘에 어떤 

표지를 붙여서 새로운 조어를 형성할 때 그 붙인 표지를 유표라고 한다. 예컨대, 경찰이 무표라면 여경은 유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표는 중립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표현의 기준이 된다. 유표적일수록 표현이나 형태가 복잡

하며 의미와 기능도 복잡해진다.



206 _____ 라이프케어 인 스타일테크(Lifecare in styletech)

2) 어휘 분석

연도별 사용 어휘를 분석하면, 사용된 어휘의 수는 2009년에는 38개로 시작하여, 점차 늘어났

으며 평균 56개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외래어와 고유어의 비율에서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래어 평균 34%, 고유어 평균 66%가 사용되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패션 분야에서 사

용되고 있는 외래어에 대해 적당한 순화어를 찾아 제시하고 있으나 영어를 한글화시키는 수준의 

순화어가 대부분이며, 외래어와 그 이미지가 합치되어 오랜 시간 사용되어져 왔으므로 순화어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는 등 대중화시키는 데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어문 규범을 벗어난 어휘는 (1) 사이시옷의 오류, (2) 비표준어 사용의 오류, (3) 띄어쓰기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동일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단어의 생략이나 외래어 용어를 고유어

와 외래어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형태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3) 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디자인 과제 분석 

과제명은 ‘래글런 슬리브의 셔츠 칼라 롱 재킷’으로 하고 세부 기출 과제는 문장 서술의 규칙

에 따라 수정하였다. 디자인 정확도는 수정 전 과제보다 수정 후 과제의 도식화에서 비교적 정확

하게 그려졌으며, 특히 앞ㆍ뒤 맞주름, 허리ㆍ소매 벨트와 관련된 부분이 개선되었다(Fig 1).

수정 전 과제 도식화 수정 후 과제 도식화

Fig 1. 수정 전ㆍ후 과제 도식화

앞ㆍ뒤 맞주름의 경우 맞주름의 위치 및 고정 속 박음의 길이, 고정 속 박음 위아래 처리로 

수정 전 과제의 경우 장황한 설명으로 인해 맞주름의 위치 처리가 부적절하였다. 주머니의 경우 

주머니의 위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점수에 영향을 끼쳤다. 허리벨트와 소매벨트의 경우

도 여밈에 관련된 필수적인 내용을 누락으로 점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수정 

전 과제의 경우 구술되는 방향의 흐름이 일관되지 않아 도식화 작업 시 혼란을 빚는 경우도 다

소 보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경기 운영된 의상디자인 부문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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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과제에 사용된 어휘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디자

인 과제의 출제 형식 및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과제 수정을 진행, 도식화 작업을 통해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효과적인 과제 출제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명은 디테일 + 소매 형태 + 칼라형태 + 여밈형태 + 의복 명칭 순으로 표현하는 것

이 바람직하며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제목이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표

항과 디테일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어휘 분석을 살펴보면 연도별 사용 어휘 중 외래어와 고유어의 비율이 외래어 평균 

34%, 고유어 평균 66%이다. 외래어의 꾸준한 사용이 있는데, 패션 용어의 외래어에 대한 순화 

노력은 있으나 영어를 한글화시키는 수준의 순화어가 대부분이며, 오랜 시간 사용되어져 온 외래

어 대신 순화어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는 등 대중화시키는 데는 부족함이 많아 

보인다. 어문 규범을 벗어난 오류는 (1) 사이시옷의 오류, (2) 비표준어 사용의 오류, (3) 띄어쓰

기의 오류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동일 의미를 나타내는 다양한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데, 어

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특별하게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통합된 단일 어휘를 지정하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능경기대회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국내 의상디자인 용어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디자인 과제를 문자의 서술 규칙에 따라 수정한 수정 과제

의 도식화가 요구하는 디자인과 유사하며 특히 앞ㆍ뒤 맞주름, 허리ㆍ소매 벨트와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이는 구술의 방향이 일관되고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며, 간결성을 가짐은 

물론 명확성까지 유의하여 출제해야 함을 뒷받침해준다 할 것이다.

숙련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경기과제에 이러한 수정 과정을 거친 과제가 출제되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의 한계로는 기능경기를 치르지 않은 일

반 학생을 대상으로 도식화를 진행하여 과제의 이해도에 있어 대회 지원자보다 부족함이 있었고, 

또 디자인 과제가 2020년도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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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의 치매환자복 사용 실태 연구

1. 서론2)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8년 7,389,48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51,301,008명 중 

14.4%를 차지하였고, 2030년에는 12,252,027명, 2050년에는 19,007,129명으로 약 40%를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통계청 2019). 노인인구 증가는 치매환자 수 증가로 이어지는데 65세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 유병률은 2015년에 65만명으로 9.54%, 2019년 794,280명으로 10.29%으로 조사

되었고, 2030년에는 7.2111,320,069명 중 치매환자 수는 816,393명으로 치매유병률은 7.21%이고, 

2030년에는 1,36,864명으로 10.48%, 2050년에는 3,023,404명으로 15.91%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

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치매는 뇌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기질적으로 손상되어 전반적인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

지기능과 행동, 정신기능이 감퇴되는 신경계 질환으로 일상수행능력 장애가 발생되어 의존적인 

생활을 함으로 24시간 조호가 필요하고, 환자 본인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함께 고통 받는 질환

으로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안상락 외, 2017). 우리나라는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1996년부터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만들었고, 2008년에는 노인 장

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65세 이상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매년 증가하여 2016년에는 5187개, 2018년에는 5320

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치매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대부분 전문교육을 받은 간병인들이 치매환자를 간병

하고 있는데 간병하는 과정에서 치매환자의 질병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부담으로 

경험될 수 있다고 한다(조성곤, 2003). 특히 배변만지기, 기저귀 빼버리기 등의 불결행위, 신체적 

공격 등 돌발적인 이상 행동을 하는 치매환자들로 인해 항상 긴장된 상태로 환자를 간병해야 함

으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돌발적인 이상행동을 제어할 목

적으로 상의와 하의가 붙어있는 우주복 형태의 환자복을 착용시키지만 착탈의가 불편하고 기저귀 

교체가 어려워 오히려 간병인의 간병 부담을 가중시켜 치매환자의 치료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류은정 외, 2006). 

노인전문병원의 간병인 3명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따르면, 대부분 간병인 1명당 8~10명의 치매

환자를 케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시간마다 치매환자의 기저귀 상태를 확인하거나 교체하고, 

환자 1명당 최소 1~3회 환자복을 교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 반복적인 힘사용, 자세 

등으로 관절계통의 통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율정, 심현보의 연구(2012)에 따르면, 간병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

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4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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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긴 업무시간, 육체적 부담 자세, 그리고 업무스트레스가 많아 근골격계 증상이 발생할 위험

이 높은 집단으로 요양병원의 간병인의 72.9%가 근골격계 유병를을 보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복 착탈의 시 불편사항, 디자인 선호도 등

을 파악하고 치매환자복 착탈의와 기저귀 교체를 반복적으로 할 때 신체적인 통증, 피로도가 발

생하는 부위를 파악하여 치매환자의 케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치매환자복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본 설문평가는 2019년 12월~2020년 2월 20일까지 약 3개월간 대구와 경산에 있는 치매전문 

시설의 간병인 87명에 대하여 설문평가를 실시하여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예비조사에서 치매환자 케어 경력 10년 이상 되는 간병인 3명을 선정하여 요양원

에서 사용하고 있는 치매환자복의 특징, 착탈의 시 불편한점, 신체 통증 유무와 부위 등에 대하

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설문평가 항목을 추출하였다. 설문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간병인의 성별, 치매 케어 경력, 나이, 케어 환자 수 등의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두 번째는 상하분리형 환자복과 우주복형 환자복을 분리하여 세부 동작별 불편정도를 평

가하는 내용으로 각각 12문항과 16문항에 대하여 리커드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세 번째는 반복

적인 환자복 교체와 기저귀 교체 동작으로 인해 신체 통증 또는 신체적 스트레스가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하여 10-borg로 평가하여 분석 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Minitab 16을 활용하

여 처리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 대상자는 50대(59%)로 가장 많았고, 60대(35%) 순으로 가장 조사 되었다. 치매환자를 

케어 하는 간병인의 연령은 50대가 가장 많았고, 케어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으로 장기간 근무한 

간병인은 78% 조사되었다(Table 1). 즉 전반적으로 간병인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대

로 형성되어 있었고, 치매환자만 전문적으로 장기간 케어 하는 간병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

악되었다. 간병인은 평균적으로 8~10명 정도의 치매환자를 케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치매환

자 1인당 1일 기저귀 교체는 8~12회, 환자복 교체는 1~2회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저귀 교체

를 위해 일반적으로 2시간 마다 환자의 대소변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치매환자가 

수면 중일 때도 기저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복을 탈의시킬 때마다 환자의 수면을 방해하기

도 하여 케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 간병인은 8~10명의 환자에 대해 

하루 동안 평균 75~140회 이상 기저기 교체와 환자복 교체를 반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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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환자의 건강 상태와 따라 기저귀 및 환자복 교체 횟수가 많이 증가되기도 하는데 이

런 경우 매우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기관마다 치매환자가 착용하는 

의복의 종류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대부분 경증 치매로 인지 기능이 상대적으로 있는 환자

는 본인의 소유인 일반복과 상하분리형 환자복을 병행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치매의 

정도가 중등도, 중증이면서 이상적 행동을 하는 환자는 우주복과 일반 환자복을 병행하여 사용하

였다. 

 

Table 1. Demographic distribution of caregiver

구분 인원 수(명) 분포(%)

연령

40대 5 6

50대 48 59

60대 이상 28 35

Total 81 100

경력

1년 미만 10 12

1~2년 8 10

3~4년 9 11

4년 이상 56 67

Total 83 100

Table 2. The actual care condition of Dementia Patients of caregiver

간병인 1인당 케어 하는 환자 수 8~10명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1일 환자 1인당 기저귀 교체 수 8~12회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교체 수가 

더 증가할 수도 있음
1일 환자 1인당 환자복 교체 수 1~2회

1일 간병인 1인당 총 기저귀 교체 및 환자복 교체 총 횟수 75~ 140회

Table 3은 조사 대상 기관에서 착용하고 있는 환자복의 착탈의 편리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이

다. 매우 불편하다(1점) ~ 매우 편하다(5점)으로 평가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환자복은 전반

적으로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탈의 동작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 결과 특히 팔을 끼

우거나 뺄 때, 몸통 둘러 입기, 몸통빼기 동작에서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편사

항의 원인으로 신축성이 없어 가동범위가 큰 팔을 끼우고 빼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

자복은 대부분 고온 세탁을 할 수 있는 면 100% 소재를 사용하는데 신축성이 없고 잦은 고온 세

탁으로 사이즈가 줄거나 뻣뻣하게 되어 착탈의 동작시 요양사의 신체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하분리형 환자복과 우주복형 환자복의 착탈의 편리성의 비교 그래프에서는 팔빼기, 

몸통빼기, 엉덩이끼우기를 제외한 다른 동작에서 우주복형 환자복이 더 불편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Fig. 2). 

우주복형 환자복은 대체로 불결행위 또는 옷을 아무데서나 벗는 행위 등 이상적 행동을 하는 

치매환자에게 착용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우주복은 상하의가 붙은 구조로 되어 있어 기저귀 교체

할 때 대소변의 오염물이 환자복에 묻을 경우 환자복 전체를 교체시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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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치매환자의 불결행위와 같은 이상적 행동을 제한시키고, 기저귀 교체가 

편리하며 대소변 또는 기타 오염으로 환자복을 착탈의 해야 할 경우 부분적으로 갈아입히는 수 

있어 효율적인 케어를 수행할 수 있는 환자복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3. Convenience of change motions of Patient Clothes

구분
우주복형 환자복 상하 분리형 환자복

Mean SD Mean SD

트임위치 적절성 2.9 0.9  

단추/지퍼 조작성 2.6 1.0 3.2 1.0 

팔 끼우기 2.4 1.0 2.6 1.0 

몸통둘러입기 2.4 1.0 2.6 1.0 

팔 빼기 2.4 1.0 2.4 1.0 

몸통 빼기 2.6 1.0 2.6 0.9 

다리 끼우기 2.8 0.9 3.2 1.0 

엉덩이 끼우기 2.8 1.0 2.9 1.0 

다리 빼기 2.8 0.9 3.2 0.9 

엉덩이 빼기 2.6 0.9 2.9 0.9 

기저귀 교체할 때 바지탈의 2.3 1.0 2.9 1.0 

기저귀 교체할 때 개구부 위치 2.7 1.0  

기저귀 교체의 편리성 2.3 1.1  

사이즈 적절성 2.7 0.9 2.8 0.9 

Fig. 2. Comparison of Uncomfortableness between Jumper suit and Separated Patient Clothes

Table 2에서 간병인 1인당 케어 하는 치매환자 수는 평균 8~10명으로 근무시간 동안 평균 

75~140회 정도 기저귀와 환자복 교체를 위해 치매환자의 체위를 변경시키는 동작을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반복적인 동작을 장기간 하게 될 경우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99%는 신체의 통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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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ate of distribution of physical pain experience of caregiver

간병인의 신체적 통증 부위와 통증정도에 대해 10-borg 척도로 평가 및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Fig. 4와 같다. 본 연구대상자의 치매 간병 경력은 대부분 3년 이상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층적 면접에서 기저귀 교체와 환자복 교체는 신체적인 부담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통증 부위와 통증 정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손가락과 허리, 손목, 어깨 부위 순으로 통증이 높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손가락은 

기저귀 교체와 환자복 착탈의 시 손가락에 힘을 주어 환자복을 잡당김는 동작을 함으로써 다른 

부위 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허리 부위는 환자를 케어할 경우 구부리거나 

환자를 들어 올릴 때 허리힘을 사용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위로 장기간 

치매환자를 간병하는 경우 빈번히 허리 통증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간병인의 이러

한 신체적 통증 경험은 치매환자 케어의 질(Quality)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체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자복 개발이 시급하다. 

Table 4. Results of pain assessment by body part of a caregiver

신체부위 구분 Mean SD

1. 목 부위 2.8 2.1 

2. 어깨 부위 4.1 0.3 

3. 견갑골 부위 3.0 2.7 

4. 위팔 부위 3.2 2.6 

5. 팔꿈치 부위 3.7 2.8 

6. 손목 부위 4.5 2.8 

7. 손가락 부위 4.7 3.3 

8. 허리 부위 4.7 3.0 

9. 고관절 부위 3.0 2.6 

10. 허벅지 부위 2.5 2.1 

11. 무릎 부위 3.7 2.8 

12. 장단지 부위 2.6 2.2 

13. 발목 부위 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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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leisure wear

As the boundary between daily life and sports are removed with functional materials that 

combine fashion and function, the Athleisure wear, which can be worn extensively in every-

day life, is evolving into a lifestyle. The market for Athleisure wear is emerging as a new 

market due to the spread of telecommuting and distributed work systems in the aftermath of 

Corona 19, home-ware that can combine work and daily life, and increased home training 

that exercises at home and the establishment of work-life balance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developing various products through 

product analysis to see what characteristics of the athletic wear products by domestic and 

foreign bran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four brands, Nike, Lululemon, which is called Chanel of 

Yoga-wear, and Andar, which has a Total Sales of more than 20 billion won in 2019, and 

the newly highlighted Xexymix. The product line which was released on the online product 

sales website in 2020 S/S was analyzed by focusing on leggings and bra-top products by re-

ferring to products with high sales rate.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brand, Nike's leggings were designed for exercise enthusiasts 

and showed the shape of the muscles rather than artificial incision to look visually thin, so 

that the problems of the lower body were checked and effective exercise effect was made. 

Lululemon is a fit that does not press the body. It uses its own development material to 

maximize the adhesion and fit by giving the functionality of the material. The domestic brand 

Andar organized cellulite with 3D stereoscopic pattern, covered body shape, complemented 

the disadvantages of Korean women, and designed a design with few sewing lines. The 

Xexymix is a lightweight material for summer that does not smell using three high-perform-

ance yarns with unique technology. It corrects the inside of the powerful thigh and gives the 

effect of slim thighs and legs.

The Nike bra top consists of three different types depending on the activity, the first is 

yoga Pilates with light support, the bra optimized for ballet, the second is a bra optimized 

for running, exercise (fitness club) and spinning with medium support, and the third consists 

of a bra optimized for running, dancing, and high-intensity active exercise with high support. 

Lululemon's bra-top was quick to absorb sweat, and there was no exposure to the belly or 

back due to its tight fit, very comfortable fit, and long down to the hip line, and the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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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not up during the movement and perfectly covered the belly. Andar was able to hold 

the chest reliably and to exercise without putting a strain on the muscles in a variety of per-

formances, give a solid hold on any movement, and also good permeability and sweat ab-

sorption, it constitutes a comfortable fit with a no wire built into the bra pad to create a 

natural chest silhouette. The top of the Xexymics product consists of a basic design in which 

a wide shoulder line stably holds the upper body. The yarn was woven on both sides, giv-

ing a feeling of wearing that is comfortable and comfortable to the body.

The analysis shows that, most brands were developing Athleisure wear products for you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It was insufficient for middle-aged women who are in the 

trend of increasing consumption of Athleisure wear.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research is 

needed on the development of Athleisure wear products that are broken down by age group 

and take into accoun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diversity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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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트릭 의류패턴 CAD 프로그램 비교

의류산업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량맞춤 기술 중 파라메트릭 CAD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패턴 

생성방법은 소비자의 특성이나 요구사항을 파라미터 입력을 통해 쉽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맞춤복 제도 방법과 닮아 있어 다른 기술들에 비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량맞

춤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루어진 파라메트릭 

CAD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의

류 패턴 제도 프로그램 중 파라메트릭 패턴 제도가 가능한 프로그램 3종을 비교 분석하여 프로그

램의 구성요소에 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각 프로그램별 사용 특성을 비교하여 효율적인 파라메트

릭 CAD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3)

본 연구를 위하여 선택된 파라메트릭 CAD 프로그램은 Yuka & Alpha 사의 SuperALPHA: 

Plus, GRAFIS CAD Software사의 GRAFIS, Roman Telezhinsky & Susan Spencer가 개발한 

Seamly2D 세 종류이다. 세 가지 제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Muller식 여성상의원형을 제도해 보았으며, 프로그램별로 공유하는 공통적인 개념

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 파라메트릭 CAD 프로그램을 비교한 결과 세 프로그램 모두 공통적으로 객체(entity), 

구속조건(constraint), 파라미터(parameter)를 활용하지만 각 프로그램별로 이들에 대한 정의 방법, 

범위 및 활용방법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객체는 좌표계에 표시되

는 위상학적 특성들로 점, 선, 곡선 등을 의미하고, 구속조건은 객체들 사이의 기하학적, 치수적 

관계로 거리, 직각, 평향 등을 의미하며, 파라미터는 구속조건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입력변수로 

신체치수 또는 여유량 등을 의미한다. YUKA는 기존 패턴 제도방식을 유지하되 패턴을 생성하는 

전체과정을 구속조건별로 재현가능한 스크립트 방식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스

크립트 방식 특성상 한꺼번에 여러 사이즈의 패턴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객체별 구속조건

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제한점이 많았다. GRAFIS는 세 프로그램 중 가장 세분화된 파라미터 분류

법을 바탕으로 객체별로 적용된 구속조건으로 패턴을 생성하고, 그레이딩 결과를 시각화하는 기

능을 지니고 있어 편리하였으나 객체에 입력하는 구속조건이 다소 복잡하여 사용성이 떨어졌다. 

Seamly2D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구속조건을 파라미터화 하는 단계를 

생략하여 가장 직관적인 패턴생성을 장점으로 한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각 프로그램을 비교 분

석한 결과 향후 파라메트릭 CAD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안점으로 파라미터 특성의 세분화를 

통한 그레이딩 활용도 확장, 구속조건을 파라미터화 하는 단계를 생략한 직관적인 패턴 제도법 

이 성과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NRF-2017R1A2B401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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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객체 선택에 용이한 대화창으로 사용성 향상, 객체 정의 시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의 유동적

인 사용, 곡선 표현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과의 조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19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김소영*ㆍ이희란1)

*충남대학교ㆍ1)금오공과대학교

기능성 허리 보호대 디자인을 위한 제품 분석 및 착용 평가

허리 보호대의 착용은 허리 통증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형태가 투박하고 착용

이 불편하며 현재 시판되는 허리 디스크 보조기의 경우 원단, 디자인, 활동성 등에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허리보호 용품은 체형이나 나이, 요통의 강도에 

따라 세세하게 분류된 제품들이 별로 없고, 단순히 허리둘레에 따른 사이즈 체계를 갖춘 정도이

다. 실제 허리 보호대의 구매 목적이 요통의 경감이나 요통을 방지하기 위한 자세 교정, 복압을 

높여 통증으로 인한 활동에 도움을 받기 위함 등 용도가 매우 다양하지만, 심미적 디자인 요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증의 만성 요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기능적이면서 심미적인 허

리보호 코르셋 디자인 시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판 중인 허리 보호대 5종에 대한 디자인을 분석

하고 주관적 착용감을 평가하였다. 허리 보호대는 소프트(soft) 타입 2종, 세미-하드(semi-hard) 타

입 2종, 하드(hard) 타입 1종을 선정하여 디자인, 소재, 제품 착용 방법 및 패턴 등을 분석하고 

각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착용감 평가는 허리둘레 70.0(±5.0)cm인 20대∼60대 여성 7인을 

대상으로 허리 보호대의 디자인, 소재 선호도, 밀착성, 착용 쾌적감, 보정 정도, 동작 용이성, 압

박감, 앞여밈 장치의 편의성 등에 대하여 리커트 7첨 척도로 평가하였고, SPSS 22.0으로 일원분

산 분석을 하였다.4)

연구 결과 소프트 타입의 경우 별도의 서포트 벨트가 없는 디자인으로 경량의 유연하면서 적

정한 텐션이 있는 기능성 본을 삽입하여 착용감 및 활동성을 향상하였으며, 세미-하드 타입은 파

워네트 소재로 본체벨트와 서포트 벨트를 더블 방식으로 부착하여 고정력을 조절하고 기능성 본

을 삽입하여 압박 및 밀착 기능성을 향상하였다. 하드타입의 경우 세미-하드 타입과 같이 기능성 

본과 더블 벨트 구조로 디자인되었는데 이때 본의 경우 척추의 형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뒤로 젖

히는 동작을 제한하도록 기능적으로 설계되었다.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인체의 3차원 형태의 특성

이 반영된 제품이 평면적으로 제작된 제품에 비하여 착용감이 우수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허리 

보호대 5종은 기능적으로 제작된 허리 보호대의 성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제품의 착

용 위치 및 착용 방법이 설명되어 있었다. 허리 보호대 5종에 대한 착용감 평가 결과 디자인과 

소재 선호도에서는 소프트 타입(5.0)과 세미-하드타입(5.5)이 우수하였고, 밀착성(6.1), 착용쾌적감

(6.1), 보정 정도(5.9), 압박감(6.1)에서는 세미-하드타입이 유의하게 우수하였다(p<.05). 하드타입

의 경우 대부분 항목에서 점수가 낮게 평가되어 제작 성능 대비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착용감이 우수한 허리 보호대의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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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ㆍ도월희
전남대학교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이용한 사이클 웨어 상의의 압력분포 
분석

의류패션산업에서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3차원상에서 실제 사이즈의 아바타를 생성하여 가상

착의한 후, 디자인과 착의상태 및 의복압을 확인할 수 있어 스포츠웨어 개발에 이를 활용하고 있

다. 스포츠웨어 시장의 확대와 함께 적정한 압력을 가해 운동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밀착형 의류

가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사이클 웨어는 유선형 자세의 사이클 선수에게 편리하도록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서 있을 경우 

앞부분이 타이트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사이클을 하는 동안 어깨는 계속 긴장되고 목을 신전시

킨 상태로 주행하게 된다(Shannon Sovndal., 2009/2010). 본 연구에서는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자세와 사이클 동작에 따른 사이클 상의의 맞음새를 압력분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함

으로써 기능성 사이클 웨어를 제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Park, 2018)에서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에게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들 중에서 소매의 종류가 

각기 다른 3개 브랜드를 선정하였고, YUKA CAD에서 브랜드의 패턴을 dxf 파일로 변환하여 

CLO 5.2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아바타에 가상착의하였다. 아바타는 사이클 선수의 대표 신체 사

이즈로 정자세와 사이클 자세의 아바타를 생성하였고, 소재는 CLO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Knit_ 

jersey를 적용하여 3D 가상착의로 압력분포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Brand A는 래글런 소매의 디자인으로 어깨선은 곡선으로 되

어있어 정자세와 사이클 자세 모두 어깨 부위에 군주름이 형성되었다. 사이클 자세에서는 겨드랑

이 부위에서 다소 강한 압력을 나타냈고, 소매밑단, 상의밑단에서 강한 압력(104.07∼174.07 kPa)

을 나타냈다. Brand B는 사이클 자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어깨 부위에 요크가 있고, 소매는 겨드

랑이 부위에 무(Gusset)를 덧댄 디자인으로 정자세에서는 앞목을 제외한 앞가슴, 뒤어깨, 겨드랑

이, 상의밑단 부위에서 강한 압력(200.77∼396.39 kPa), 특히 칼라에서는 최대 396.39 kPa의 압

력을 나타냈다. 사이클 자세에서는 어깨 부위와 소매 밑단에 강한 압력(205.29∼261.07 kPa)이 

나타나 사이클 경기시 팔의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Brand C의 칼라는 하이

넥 칼라의 형태로 다른 브랜드보다 목높이가 높아 앞목둘레와 옆목둘레부분에서 들뜸 현상이 나

타났으며, 약한 압력(24.90∼38.95 kPa)을 나타내 여유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브랜드는 

에폴렛 소매로 정자세에서 앞진동 부위에 강한 압력(151.58∼169.75 kPa)을 나타냈고, 사이클 자

세에서는 겨드랑밑, 뒤소매 패널 전체에 강한 압력(201.22∼217.12 kPa)을 나타내 팔 부위에 압

박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앞판과 뒤판 패널은 일반 의류패턴과 같으며, 옆선 패널에서만 사

이클의 굽은 자세를 반영하고 있어 정자세에서 등 부위에 강한 압력(최대 110.09 kPa)분포를 나

타냈고, 사이클 자세를 취하면서 등 부위에 가로 방향으로 더욱 강한 압력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후면 부위에 강한 압력(196.57∼216.16 kPa)을 나타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이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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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세를 반영하기 위한 브랜드별 몸판의 절개선, 각 브랜드의 소매 디자인에 따라 압력의 분포

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트랙 경기와 다르게 유산소적 운동 능력이 요하는 도로 사이

클의 경우 인체에 받는 적정 의복압과 주행시 팔동작에 적합한 소매 형태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이클 웨어에 가해지는 의복압은 사이클 주행시 선수가 받는 공기저항과 호흡

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후 실제 착용감 테스트와 의복압을 측정하여 부위별 적정 의복압과 

3D 가상착의 시스템을 이용한 의복압 측정에 대한 정량적 분석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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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부산대학교 

패션 소재에 따른 감성적 이미지 분석
- 최근 3년간의 컬렉션을 바탕으로 -

1. 서론

소비자가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데에는 실용적 요소와 심미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양

한 소재의 개발과 발전으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소비자들의 패션제품에 대한 기

대가 높아지고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패션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심미적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패션 소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제품의 감성적 특성과 이미지를 연구하고, 이를 

최근 3년간의 Ready-to-Wear 컬렉션에 적용하여 브랜드 이미지와 패션 소재의 상관관계를 이해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브랜드 런칭 또는 패션 제품 디자인 시, 원하는 

이미지에 맞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S/S시즌과 F/W시즌의 컬렉션에 많이 사용된 소재를 수집하기 위해, 

파리 프리미에르비죵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다. 프리미에르비죵의 ‘fabric’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보

도자료에서 직접적인 소재의 명칭과, 소재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추출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재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표 형용사 10개(WT(wet), DY(dry), SO(soft), 

HD(hard), TH(thin), TK(thick), FL(flat), RS(rustic), LS(loose), DS(dense)를 선정하였다. 

 

2) 실증연구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혼합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의 컬렉션 중 Vogue의 top show에 선정된 적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가 

뚜렷한 7개의 브랜드(발렌시아가, 샤넬, 더로우, 에트로, 르메르, 셀린느, 베르사체)를 선정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같이 주관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항목은 패션에 

관심이 있으며 패션 브랜드를 잘 알고 있는 20-50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객관

적인 수치로 통계를 냈다. 혼합 연구 방법을 통해 결과가 다소 주관적이라는 질적 연구의 단점과 

피상적인 결과를 제시한다는 양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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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논의

첫째, 2018~2020년까지의 컬렉션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 소재를 조사한 결과, S/S 시즌에

는 가벼운, 반투명한, 유연한, 부드러운 특징의 cotton, seersucker, linen blend, rayon, viscose 

등의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F/W 시즌에는 두꺼운, 무거운, 탄탄한, 견고한, 부드러운, 매트

한 특징의 woolen, felt, cotton, velvet, tweed 등의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둘째, 패션에 관심이 있으며 패션 브랜드를 잘 알고 있는 20-50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진행한 결과, (1) 발렌시아가는 유니크한, 미니멀한, 아방가르드한, 매니쉬한 이미지를, (2) 샤

넬은 화려한, 페미닌한, 로맨틱한, 클래식한 이미지를, (3) 더로우는 미니멀한, 심플한, 현대적인, 

도시적인 이미지를, (4) 에트로는 에스닉한, 화려한, 시골풍의, 클래식한 이미지를, (5) 르메르는 

미니멀한, 자연스러운, 캐주얼한, 편안한 이미지를, (6) 셀린느는 세련된, 현대적인, 고급스러운 이

미지를, (7) 베르사체는 럭셔리한, 화려한, 고급스러운, 유니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각 브랜드에서 주로 사용된 소재의 시각적 촉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

다. (1) 발렌시아가는 S/S 시즌, F/W 시즌 둘 다 FL-SO, FL-HD 소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S/S 

시즌에는 SO, F/W 시즌에는 WT, HD 소재가 뒤를 이었다. (2) 샤넬은 RS-TK 소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샤넬 특유의 트위드 소재가 모든 컬렉션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레이스도 자주 사용되어 LO-RS 가 많이 나타났다. (3) 더로우는 FL, SO, DY, 

HD가 골고루 많이 나타났다. 겉옷, 상의, 하의에서 비슷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었

다. (4) 에트로는 TH-FL-SO 소재가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그와 정반대되는 특징의 TK-RU 소재

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었다. (5) 르메르는 SO-FL, HD-FL-DY, FL-SO의 소재가 많이 나타

났다. 상하의에 같은 소재를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6) 셀린느는 여러가지 특성이 골고루 나타나

는 편이었는데, 겉옷에서 FL-HD, 셔츠류에서 WT-SO, FL-SO, 바지에서 HD-DS, FL 소재가 많이 

나타났다. (7) 베르사체는 겉옷에서 FL-HD, TK-HD, FL-HD, 치마와 원피스류에서 FL-SO, WT-SO 

소재가 많이 나타났다. 겉옷에는 빳빳한 소재를, 하의에는 부드러운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

을 보였다. 

분석 결과, 현대적인 이미지의 브랜드일수록 여러가지 소재가 골고루 나타났으며, 미니멀한 이

미지의 브랜드는 통일된 소재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 조사 결과 분포가 

고르지 않고 뚜렷한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일수록 특정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요약 및 결론

제품의 감성적 이미지는 패션 소재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밀접한 관계이다. 원하는 이미지의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재 선정이 필요하다. 패션 감성과 심미적 요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8년∼2020년까지의 컬

렉션에서 자주 이용된 소재와, 그에 따른 감성적 이미지를 알아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패션소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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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이미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지표를 구축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패션 

기획자는 추구하는 이미지에 맞는 소재를 선정하여 제품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고, 소비자들은 

패션 이미지와 소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패션 제품 구매에 도움을 얻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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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생산기술연구원ㆍ2)서울대학교 스마트 발열의류의 Technical Design 요소 도출을 위한 국내외 
시판 제품분석 

1. 서론5)

오늘날 의류와 전자기기를 접목시키는 시도는 악세서리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을 넘

어 고기능성 섬유와 컨트롤 디바이스를 의복에 접합시킨 의복일체형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이

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발열체를 의복에 접목시킨 발열의복은 겨울철 야외 활동에 적합한 아

웃도어웨어를 비롯해 실외 작업이 필수적인 방한 작업복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발열의

복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발열 효과를 위한 발열 성능에 관한 연구, 발열 위

치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발열 기능 제품에 관한 연구 등 다각도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발

열제품에 관한 연구의 경우 아이템이 조끼에 치중되어 있으며 제품의 대중화 단계에 필수적인 외

관 디자인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패션 트렌드의 반영에 관한 연구

는 부족하다. 스마트 발열의복의 디자인 시에 고려해야할 속성으로는 사용의 편의성, 맞음새, 경

량성,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속성의 충족은 타겟에 적합한 실루엣, 색상, 포

켓, 충전재 및 부자재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발열의복을 

대상으로 내, 외관의 디자인적 요소와 발열 기능을 담당하는 기술요소의 비교 분석하여 향후 발

열관련 스마트웨어 디자인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국내외에서 상용화된 발열재킷 4종과 조끼 1종, 양말, 장갑 등의 잡화 3종을 대상으로 제품의 

구성 및 외관을 비롯하여 발열 기능을 담당하는 발열 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재

킷의 외관 구성요소로서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을 분석한 이영화 외(2013), 이달아 외(2013)의 선

행연구를 토대로 분석항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되는 발열 시스템이 의류에 적용된 위

치, 작동방식, 크기 및 마감 처리 방법, 배터리 포켓 등을 분석하여 실제 사용시의 편의성에 중점

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분석 대상 발열의류 제품은 대개 아웃도어웨어에 기반한 디자인 컨셉으로 전개하고 있었으나 

M사의 재킷 1종의 경우 세미정장 스타일로 제작되어, 현재 발열의류 시장에서 스마트 발열 기능

본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주요사업 “지능형 전자섬유 기반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개발(kitech JA-20-0001)”과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지능형 전자섬유 기반 스마트텍스트로닉스 개발(kitech IZ-20-000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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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야외활동 뿐 아니라 일상 의류에서도 적용 가능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

관 디자인의 측면에서 아우터웨어의 경우 경량 패딩 처리된 제품이 주요하게 나타났으며 의복 내

부에 전원 공급을 위한 배터리 포켓을 별도로 구성하여 이질감은 줄이고 무게감을 덜며 수납공간

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 목 둘레를 감싸는 칼라, 소맷단 처리시 

시보리, 고무줄 처리, 피부와 마찰력이 있는 안감 등을 사용한 점, 몸판 밑단의 스토퍼 처리 등으

로 의복의 맞음새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발열 기능을 통한 온기를 의복 내부에서 유지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기술적 설계의 측면에서 발열체의 삽입 위치는 모든 브랜드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적용되어 등

부위와 가슴부위, 등과 양 포켓 부위, 등과 가슴, 양 포켓부위 모두에 발열체가 삽입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발열체 간의 전선 연결 시 선의 유연성, 전원선의 외부 노출 방식은 의복 착용시 

편의성의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잡화 제품 중 장갑은 발열선이 다섯 

손가락에 고루 닿도록 설계되어 야외 활동시의 손가락 부위의 온열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양말의 발열체는 발바닥 부위에 접착, 전선부의 섬유 피복 처리 및 신축성 있는 마감부 설

계를 통해 이물감을 최소화하였다.

4. 결론

스마트 발열 시스템은 재킷, 장갑, 양말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하는 의류 아이템에 

적용되어 매해 발전을 거듭해왔다. 사용성과 안전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는 제품 상용화 단계에 

이른 현재 기존의 방한 의류에 안정적으로 접목되어 실용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서 유

용하다. 그러나 현행의 디자인에서 아웃도어 용품에 집중된 한정적인 아이템, 소재, 컬러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의복 카테고리, 디자인 구성의 측면에서 보다 다채로운 디자인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상용화의 시작 단계인 스마트 발열제품을 대상으로 디자인 발달의 현황을 밝히며 

스마트 의류로서의 사용성과 외관의 미적 요소를 갖춘 디자인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각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발열 제품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각 카테고리별 세분화된 아이템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며, 제품의 내외관에 대한 연구

자의 주관적 분석이 주를 이루어 추가 연구를 통해 발열의류의 사용성, 맞음새와 관련한 사용자 

측면의 평가와 객관적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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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M 3D 프린터를 활용한 모듈 디자인 설계
- TPU 소재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보급형 FDM 방식의 3D 프린터로 제작 가능한 패션제품을 위해 TPU 소재로 출력 

가능한 모듈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보급형 FDM 3D 프린터는 출력물 크기가 제한되어 일정크기의 

출력물을 반복출력해서 연결고리 등으로 확장해야 하고 이는 의류제작에 고급 기술적용이 필요하

며 다양한 활용을 어렵게 한다(Chun, 2017). 기본 단위인 모듈은 자유로이 연결하여 원하는 디자

인을 만들고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Lim & Lee, 2012) 3D 프린터를 이용한 패션제품제작

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3D 프린팅은 Cubicon Style, 모델링은 Fusion 360, 

필라멘트 소재는 TPU를 사용하였다.

모듈의 기본 형태는 정사각형으로 연결과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정사각형 각 변에 하나씩 연결

부분이 있어 자유로이 확장되며 시계의 체인 구조와 유사하다. 연결부분은 돌출형과 함몰형 직사

각형 2가지 형태가 서로 맞물리고, 직사각형의 좌우에는 모듈의 연결을 유지할 원뿔을 배치하여 

돌출형에는 돌출된 원뿔을 함몰형에는 함몰된 원뿔이 모듈 연결시에 서로 맞물리는 구조이다. 모

듈 기본형태인 정사각형 한 변은 20 mm, 직사각형 연결부분의 돌출부 가로 세로 길이는 3 x 5 

mm, 함몰부 길이는 4 x 4.5 mm, 직사각형 연결부분 좌우의 원뿔 중 돌출형 원뿔의 지름과 높

이가 각각 3, 4 mm, 함몰형 원뿔은 3.2, 4 mm 이다. 모듈의 세부 치수는 4차례 이상의 단계적 

치수변화를 거쳤으며 모듈을 연결했을 때 상하로 움직여서 걸림이 없는지를 보는 ‘가동성’, 모듈

을 연결하고 분리할 때 그 상태가 잘 유지되는지를 보는 ‘탈부착성’, 모듈의 움직임과 탈부착에서 

파손 없는지를 보는 ‘내구성’ 기준이 모두 사용가능한 치수를 최종 선택한 것이다.

위의 기준으로 모듈의 밀도, 크기비율, 두께에 차등을 두어 각 모듈의 가동성, 탈부착성, 내구

성을 비교하였다. 밀도는 30, 25, 20, 15, 10(%)의 5구간으로 크기비율은 120, 110, 100, 90, 

80(%)의 5구간으로 두께는 4.0, 3.6, 3.2, 2.8, 2.4(mm)로 나누었다. 출력시 노즐온도는 220도 베

드 온도는 50도로 하였다. 밀도별로는 가동성과 탈부착성은 유사했고 내구성에 차이가 있어 밀도

가 낮아질수록 단위모듈의 유연성이 더 커지고 모듈을 연결하여 잡아당겼을 때 쉽게 분리되었다. 

두께별로는 4.0, 3.6, 3.2 mm는 가동성, 탈부착성, 내구성이 모두 양호하고 2.8 mm는 크기비율 

120, 110 %에서 가동성과 탈부착성이 불편했으며 2.4 mm는 출력후 분리가 되지 않아 부적합했

다. 크기비율별로는 100, 90 %는 가동성, 탈부착성, 내구성 모두 양호하고 120, 110 %는 가동성

이 불편하고 탈부착성이 견고하지 못했으며 80 %는 내구성이 떨어지고 출력물 상태도 다소 지저

분하였다. 비교결과 크기비율 100, 90 %, 두께 4.0, 3.6, 3.2 mm, 밀도는 전 구간에서 사용 적합

했다. TPU 소재는 유연한 성질로 인해 모듈에 별도의 트임이 없어도 탈부착이 가능했지만 분리

도 쉽게 되므로 모듈간의 견고한 연결을 위해 모듈의 치수결정과정에서 원뿔의 길이를 점점 길게 

하여 최종치수를 완성하였다. 또한 소재의 유연성은 내구성에 영향을 미쳐 모듈의 직사각형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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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너비도 치수 결정 과정에서 점점 줄여 최종치수를 결정하였다. TPU 소재의 유연함은 모

듈을 면으로 연결하였을 때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장점이 있으므로 단위모듈의 크기를 확대한 모

델링 설계가 가능하고 패션제품으로 적용했을 때 모듈의 밀도와 높이에 따라 완성품의 무게가 달

라지므로 그에 따른 추가연구로 실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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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스케이팅 의상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 김연아와 피겨 신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스포츠는 운동이라는 정의를 넘어 국경, 인종을 넘어서 전 세계인이 즐기는 여가 콘텐츠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여가 생활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제17회 인천 아시안 게임 등 여러 국제 

스포츠 대회가 우리나라에 유치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의 김연아 선

수의 활약에 힘입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기에 이르렀다.

피겨 스케이팅은 스케이트를 타고 링크장을 활주하며 점프, 스핀 등 여러가지 동작으로 기술

의 정확성과 율동의 아름다움을 겨루는 빙상경기의 한 종목이다. 피겨 스케이팅은 스케이팅의 기

술적인 면 외에도 우아한 동작, 음악, 의상 세 가지 요소의 아름다운 조화가 비중이 큰 스포츠이

기 때문에 일반인 또한 예술적인 부분을 기대하며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다. 

피겨 스케이팅 의상에 대한 선행연구로, 김지선ㆍ염혜정(2008)은 피겨 스케이팅 의상의 이미지 

분석에 관한 연구, 김성은(2011)은 피겨스케이팅 음악의 장르별 의상분석, 나현숙ㆍ김은실ㆍ배수

정(2013)은 주제곡에 따른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의상 디자인 분석이 있다. 하지만 그 이

후 신세대 선수들의 피겨 스케이팅 의상에 대한 연구는 다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미래 

피겨 의상계의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 목적으로는 첫째, 김연아 선수의 의상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둘째, 신세대 4인의 의상

의 이미지를 분석, 셋째, 김연아 선수와 신세대 선수들의 의상의 이미지를 서로 비교ㆍ분석해 보

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학술적 기초자료와 앞으로도 계속 배출될 피겨 꿈나무들을 위해 피겨 의상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연구로는 논문, 책, 인터넷 기사 등을 활용하였고, 실증적 연구에서는 

YouTube에 있는 여러 영상들 중에서 김연아 선수는 14장, 신세대 4인 선수들은 각 10장 캡쳐하

고, 각종 SNS와 인터넷 기사에서 김연아 선수 14장, 신세대 4인 선수들 각 10장의 사진을 수집하

여 총 108장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범위 설정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한 가지 측면은 선수의 활동 연도, 한 가지 측면은 

이미지 선정이다. 먼저 김연아 선수는 시니어 시즌을 시작하는 시기의 의상부터 다양하게 비교해

보기 위해 은퇴 전 마지막 시즌인 13-14 시즌을 시작으로 중간에 1년 쉰 시즌(11-12)을 제외하고 

이전 7개년(2006-2013)으로 설정하였다. 김연아 이후 세대의 선수들 중 여러 국내 및 국제대회에

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최다빈(현 20세), 김예림(현 17세), 임은수(현 17세), 유영(현 16세)

으로 선별하고 그들의 본격적 활동 시작인 자신의 커리어에서 이전 5개년(2015-2019)으로 정하였

다. 국제대회로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그랑프리, 국내대회로는 랭킹전, 동계체전 5개의 대회를 조

사하였다. 시즌 별로 중복되는 의상은 제외하였고, 갈라쇼는 선수의 성적에 따라 유무가 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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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갈라쇼 의상은 제외하였다. 각 의상을 비교하기 위한 이미지는 8미의식

으로 설정하려 하였으나, 피겨 의상에는 적절하지 않아 2개의 선행 연구에서 쓰인 15개의 이미지 

중 중복된 이미지 7개는 제외하고 신세대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2가지 이미지를 추가하여 

‘카리스마, 우아한, 단아한, 성숙한, 순수한, 화려한, 강렬한, 요염한, 경쾌한, 독특한’ 이미지 10개

로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연아 선수는 총 10개의 이미지나 7시즌*2(쇼트,프리)*3(가지 이미지)=42번 추출되었는

데 성숙한 이미지가 총 7번으로 가장 많이 보였다. 성숙한 이미지를 위해서 다채로운 색상을 썼

으며, 화려한 비즈와 문양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우아한, 강렬한, 독특한 

이미지가 그 뒤를 따랐다. 대체적으로 검은 계열이나 어두운 계열의 색상의 의상에서 우아한 이

미지가 돋보였고, 강렬한 의상 또한 검은 계열이거나 중간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색상이 포함되

어 있었다. 독특한 이미지의 의상은 스커트 라인이나 숄더 라인이 독특한 특징이 보였다. 특히나 

13-14 시즌의 프리 의상은 비대칭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서 두 부분의 색상을 나눠서 배치하

여 독특함을 보였다.

둘째, 신세대 선수들은 5시즌*2(쇼트,프리)*3(가지 이미지)=30번 추출되었는데 그 중 최다빈 선

수는 우아하고 단아하며 순수한 이미지가 6번으로 가장 많이 보였다. 특히 본격적으로 시니어 그

랑프리를 준비한 16-17 시즌부터 우아하고 단아한 이미지가 돋보였는데, 이를 위해서 파스텔 톤

의 색상을 쓰거나 긴 소매로 디자인함으로써 슬리브가 부드럽게 흩날림을 표현했다. 그 이미지가 

독보적으로 많이 보이다 보니 독특한 이미지는 아예 보이지 않았다. 김예림 선수 의상 중 가장 

많이 보인 이미지는 성숙한 이미지였다. 시니어 그랑프리에는 19-20 시즌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

고 그 전부터 성숙한 이미지가 돋보였다. 특히나 화려한 비즈 장식이 돋보였는데, 앞, 뒷부분 모

두가 비즈로 연결되는 듯한 의상이 대부분이었다. 비즈로 인해 화려한 이미지가 다음으로 많이 

보였다. 또한 차분한 톤의 색상이 많이 쓰여 단아한 이미지도 화려한 이미지와 동률을 이뤘다. 

임은수 선수는 우아한, 요염한, 경쾌한, 독특한 이미지가 각 4번으로 골고루 보였다. 18-19 시즌

부터 시니어 그랑프리에 배정받았는데, 그와는 관계없이 모든 이미지가 각 해에 골고루 보인 선

수이다. 하지만 독특한 이미지는 주니어 그랑프리에서만 돋보인 이미지인데, 의상에 패턴이나 숄

더 라인이 독특했기 때문이다. 시니어 그랑프리에 진출한 이후 의상의 원형은 대칭을 이루며 우

아하고 단아한 이미지가 특히 많이 보였다. 유영 선수는 화려하고 강렬한 이미지가 5번으로 가장 

많이 보였다. 시니어 그랑프리에 진출한 19-20 시즌 전에 해당 이미지가 많이 보였고, 그 이후에

는 우아하고 성숙한 이미지가 돋보였다. 다음으로는 독특한 이미지의 의상이 많았는데, 여자 선

수들은 잘 택하지 않는 바지 의상을 택했기 때문이다. 주니어 때와 시니어 때의 차이가 가장 큰 

선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모든 선수들에게 우아한, 성숙한, 단아한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보면 김

연아 선수는 성숙한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고, 신세대 선수들은 우아한, 단아한, 화려한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에게 순수한 이미지가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 최다빈 선수

에게는 유독 많이 보인 이미지였다. 김연아 선수는 시니어 초기에는 순수하고 화려한 이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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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지만, 08-09 시즌부터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가 많이 보였다. 또한 최다빈 선수와 

김예림 선수는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컨셉으로 변화가 크게 없었고, 임은수 선수와 유영 선수는 

시니어에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김연아 선수는 시니어 데뷔 이후를 다뤘지만 신세

대 선수들은 주니어와 시니어 시즌을 걸쳐서 분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점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피겨스케이팅 의상을 살펴본 결과, 신세대 선수들에 비해 성인이 된 후의 김연아 

선수는 다채로운 컨셉트를 소화하며 강렬하고 요염한 이미지가 많이 표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아

직 성인이 되지 않은 신세대는 우아하고 단아한 이미지가 더 많이 나타났다. 피겨스케이팅 의상

이 선수들이 소화할 수 있는 컨셉트와 관련되기 때문에 나이와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후속 연구로는 이러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가 함께 연기를 펼치는 

아이스댄스나 페어 팀의 의상을 연구해 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김연아 선수와 신세대 선수들 

간 음악에 따른 의상의 특징도 비교해 봄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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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맥락에서 플렉스(Flex) 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

1. 서론

최근 국내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플렉스(Flex) 문화가 형성되면서 명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플렉스 용어는 1990년대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미국의 

흑인 래퍼들이 주로 자신의 부나 귀중품을 과시할 때 사용한 것으로, 최근 국내에도 이러한 문화

가 유입되어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중은 

고가의 사치품, 집, 슈퍼카, 라이프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진으

로 촬영하고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과시 소비를 ‘인증’ 하는 플렉스 문화에 동참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이 향유하는 플렉스 문화가 기존의 과시 소비와는 어떠한 차이점

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인의 지위나 신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거듭 활용되어 온 패션의 맥락

에서 플렉스 문화의 향유 방식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유행처럼 번지

고 있는 플렉스 문화의 주된 소비 대상이 고가의 의류나 잡화인 만큼, 플렉스 현상을 패션과 소

비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플렉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구부리다’, ‘근육에 힘을 주다’이다. 주로 의학이나 생리학 

분야에서 ‘근육 이완(flexing muscle)’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몸을 단련하는 사람들이 운동으로 다

져진 자신의 근육이나 몸매를 자랑하는 식의 과시의 의미가 더해지게 되었다. 이 용어는 1900년

대 후반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미국의 흑인 래퍼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는

데, 1992년 흑인 래퍼인 아이스 큐브(Ice Cube)가 ‘Down for whatever’라는 노래 가사에서 플렉

스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이후 노래 가사에 자주 등장하였다.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활동했던 

힙합 뮤지션들은 과거 노예 시대에 겪었던 억압과 차별에 대한 보상 심리로 고가의 운동복이나 

금장식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부를 과장되게 표현하게 된 것이 플렉스의 시초이다

(Polhemes, 1994). 국내 힙합 문화는 2000년대에 들어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최근 힙합 서

바이벌 TV 프로그램 ‘쇼미 더 머니(show me the money)’에 출연한 래퍼 염따가 자신이 갖고 있

는 고가의 명품들을 자랑하며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라고 말한 후 이 용어가 소개되었으며, 그 

후 TV에서 래퍼들이 자신의 물건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면 플렉스라는 자막이 달리기 시작한 

것이 국내 플렉스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었다. 

패션 제품을 활용한 플렉스 인증은 다른 고가의 제품에 비해 비교적 구매가 용이하고, 대중의 

반응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패션 인플루언서들이 제작한 ‘명품 하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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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제품 플렉스’와 같은 콘텐츠들은 유튜브 내 시청자들 사이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으

며, 일반 시청자들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플렉스한 결과물을 과시하고, 이를 주제로 

익명의 타인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 내 플렉스 문화의 기저에는 지위나 

신분을 상징하는 사치품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소비력을 보여 주고자 하는 과시 소비의 개

념이 내포되어 있다. 과시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의 개념은 19세기 말 소스타인 베블런

(Thorstein Bunde Veblen)이 주장한 개념으로, 상류 계급층이 자신의 우월한 지위나 금전적 위력

을 과시하기 위해 주로 쓸모없는 사치품이나 고가의 특징적인 의복을 구매하는 소비 현상을 설명

한 이론이다(Veblen, 1899/2018). 본 연구는 이러한 과시 소비가 최근 플렉스 문화와의 유사성과 

상이한 측면이 공존한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 소셜 미디어 내에서는 계급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다양한 참여자들이 플렉스 문화에 동참하고 있고, 상류층의 과시 소비를 하류층이 일방적으로 모

방함으로써 문화가 확산되는 과거와는 차이가 존재하기에(Lee & Yang, 2010), 소셜 미디어 내 

패션 제품을 활용한 플렉스 문화의 향유는 더욱 다층적인 의미들이 내포될 수 있다고 보았다. 

3. 연구방법 

자료 수집은 뉴스 기사 및 소셜 미디어에서 관련 키워드와 내용을 추출하는 빅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과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사진과 텍스트가 포함된 시각자료를 수집하는 사례연

구를 병행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20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먼저 뉴스 기사와 소셜 

미디어 빅 데이터 자료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첫째, 플렉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에 관한 자료 수집을 위해 온라인 빅 데이터 수집 업체인 썸트렌드(Sometrend)에서 트위터

(Twitter), 블로그(Blog), 인스타그램,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 사용된 플렉스 단어의 빈도수를 추출

하고 감성 연관어를 도출하였다. 둘째, 뉴스 기사 분석은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국내 중

앙지 11개와 경제지 8개, 기타 지역 종합지를 포함한 총 653건의 기사에서 플렉스 용어를 추출하

고, 중심어를 기준으로 단어 관계도를 형성하였다. 셋째, 인스타그램 내 ‘플렉스’ 해시태그를 이용

한 빅 데이터 분석은 소셜 미디어 분석 전문 업체인 미디언스(MEDIANCE)를 이용하였다. 2020년 

8월 10일을 기준으로 ‘플렉스’ 키워드를 검색하여 도출된 실시간 이미지의 포스팅 총 223,986건에 

대한 실시간 해시태그 및 연관 단어를 추출하였다. 

사례연구는 인스타그램에서 ‘플렉스’ 키워드로 도출된 223,986개의 게시물 중, 연관성이 떨어지

는 해외 게시물이나 단순 광고를 제외한 100개의 이미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소

셜 미디어 내 업로드된 정보들로부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내고, 그 속에서 현상

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연구 목적이다. 따라서, 현상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규범적

(normative) 접근보다는 사례의 사실을 분류하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기술적(descriptive) 접근

을 취하기에, 이미지와 글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여 각 사례들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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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논의

뉴스 기사와 소셜 미디어 빅 데이터를 통해 도출한 ‘플렉스 문화’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렉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2020년 5월을 기점으로 7월까지 단어 사

용이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2020년 5월 10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매체에서 언급된 플렉스 단어

의 빈도수는 117,930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렉스와 관련된 감성 연관어로는 ‘귀엽다’, ‘좋다’, ‘대

세’, 그리고 ‘즐기다’가 주된 내용으로, 해당 키워드가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빅카인즈를 이용한 뉴스 분석 결과, 플렉스와 연관된 총 108개의 단어 중, 16

개의 키워드가 미디어 플랫폼이나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의 패션 제품에 

관한 리뷰 영상이나 과시소비의 인증이 주로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유튜브’, ‘인스타

그램’과 같은 단어들이 관계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영향력의 크기는 작으나 플렉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단어로는 ‘Z세대’, ‘롤스로이스(Rolls-Royce)’, ‘생로랑(Saint Laurent)’, ‘에르메스

(Hermes)’, ‘롤렉스(Rolex)’가 있었으며, 플렉스 행위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명품 브랜드 

키워드가 함께 도출되었다. 셋째, 인스타그램 내 플렉스와 관련된 실시간 해시태그 및 연관 단어

를 추출한 결과, 총 39개의 키워드 중, 20개 이상의 해시태그가 패션 스타일, OOTD(outfit of the 

day), 패션 코디, 그리고 브랜드 제품명과 관련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디올 가방’, ‘명품(폰) 케

이스’, ‘생로랑/셀린느 가방’, ‘구찌 모자’와 같이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후 이미지와 함께 제품명을 

태그 하는 경우에 ‘플렉스’ 용어가 함께 사용되었다. 

빅 데이터 자료와 더불어 인스타그램 내 게시물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종합한 본 연구

의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플렉스 문화는 ‘놀이’의 성격을 갖는다. 놀이의 주된 목적은 놀이 참여자들 간 재미를 추

구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문화적 창조가 가능하다. 또한, 놀이 속에는 일정 규칙을 습득하는 과

정이나 놀이를 위한 창의력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예로 인스타그램에 ‘플렉스’라는 키워드로 검색

된 13만 개의 게시물 대부분은 고가의 명품이나 자신의 취향에 소구 되는 물건, B급 감성의 제품 

이미지와 해시태그가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었다. 플렉스한 대상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 개인은 

대상의 심미성, 전달 방식, 분위기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

의 창의성이 발현되기도 한다. 이는 플렉스 한 결과물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이 하나의 놀이 문화

이자 자신의 존재감이나 개성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플렉스 행위의 결과물에 반응하는 대중의 태도에 일정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한

국 사회에서 겸손은 가장 큰 미덕 중 하나이며,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비추어

져 왔다. 과시적 소비는 물질만능주의와 무분별한 과소비,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 같은 

사회 문제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유명인들은 

‘FLEX TALK’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자기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며, 시청자들

은 유명인의 플렉스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타인의 성취와 능력을 인정하는 등 타인의 과시

적 행동을 ‘솔직함’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긍정적이게 평가한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대중은 타

인이 플렉스 한 명품 잡화나 고가의 의류를 착장한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남기거나 호의를 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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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동경심과 부러움을 표현하며, 플렉스를 한 대상 자체에 대한 정보 수집에도 적극적인 모습

을 보인다. 

셋째, 대중은 플렉스라는 용어를 개인의 지위나 소유한 재산 수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나타나

는 계급 사회의 문화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다양한 상황에 접목시켜 보다 

광의적이고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다. 플렉스하는 대상은 꼭 고가의 ‘명품 브랜드’ 제품에 국한되

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패션 취향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장신구와 같은 저가의 제품을 모으는 수

집가로서 플렉스하거나, 개인의 능력과 인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기부 및 봉사활동을 실천

하는 등 플렉스에 접두사를 붙여 ‘선행 플렉스’, ‘기부 플렉스’, ‘자선 플렉스’와 같이 활용하고 있

다. 이는 과거 물질주의 측면에 국한되어 있던 과시 소비문화를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플렉스 행위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개인의 

정체성이나 재미를 발산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함과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써 그 

의미가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플렉스 문화는 하나의 문화로써 

소셜 미디어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패션 제품을 활용한 플렉스는 타인에게 자신의 정

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플렉스 행위가 과거 명품 소비와 같은 물

질주의적인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자신에게 만족감이나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플렉스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과시 소비의 대상과 표출 방식이 변화하는 현상을 

패션의 맥락에서 고찰하였으며, 이를 각종 빅 데이터와 소셜 미디어 자료에 근간하여 살펴보았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패션 제품을 이용하는 플렉스 행위가 과시 소비를 넘어 개인에

게 소구 되는 유희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되어, 이것이 하나의 긍정적인 사회 문화로 자

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Lee, J. H., & Yang, S. H. (2010). A study on the conspicuous consumption characteristic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8(1), 177-189.

Polhemes, T. (1994). Street Style. London: Thames and Hudson.

Veblen, T. B. (2018).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Lee, J. I, Trans.). Paju: Hdjisung. (Original work published 1899)



236 _____ 라이프케어 인 스타일테크(Lifecare in styletech)

최영현*ㆍ김성은ㆍ이규혜
한양대학교 

매체 간 등장인물의 의상 표현 비교
- 하루키 원작 소설과 각색 영화 ｢노르웨이의 숲｣을 중심으로 -

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의상은 시각적 요소를 표현함과 동시에, 인물의 성격, 

스토리의 전개, 작가의 메시지 등을 표현하는 상징적 도구로 기능한다. 1987년 발간된 소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Norwegian Wood)’은 독특한 분위기와 구성으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등극하였고, 2010년 트란 안 홍(Tran Anh Hung) 감독의 영화 각색을 통해 재해석

되었다. 소설은 영화와 달리, 삽화가 없는 경우 오로지 텍스트에 의존해서 의상 표현이 구체화되

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의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양이 충분하고, 의상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함을 전제로 한다. 소설 ‘노르웨이의 숲’은 장편 소설로, 약 50편에 달하는 

음악과 함께 섬세한 의상 묘사가 특징이므로(Shin, 2018),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에서는 소설과 영화에서 나타난 등장인물의 의상 표현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대부분의 영화 속 등장인물 의상은 소설 속 묘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인물은 와타나베와 레이코로, 와타나베는 소설 속에서 단정하고 댄디룩을 고수

하는 인물이지만, 영화 속에서는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의 셔츠를 입거나, 커다란 독수리가 프린트 

된 반팔 티셔츠를 입어 단정하기 보다는 다소 튀는 인상을 주었다. 레이코의 경우에도 소설에서

는 남성용 트위드 재킷, 청바지, 마치 여자 목공과 같은 작업복을 주조로 중성적 스타일로 묘사

되었다면, 영화 속에서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긴 스커트, 하늘하늘한 슬립 드레스, 트렌치코트 등

을 통해 우아하고 여성스럽게 연출되었다. 

둘째, 인물에 의상에 대한 소설의 묘사가 제대로 반영된 장면은 4컷으로 나타났다. 와타나베

와 미도리의 첫 만남에 대해, 소설 속에서는 미도리가 머리가 굉장히 짧고, 짙은 선글라스를 끼

고, 하얀 면으로 된 미니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묘사된다. 영화 속 미도리 또한 짧은 머리와 

짙은 선글라스, 미니 원피스를 입어 소설 속 묘사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묘

사된 흰 원피스와 달리, 영화 속에서는 강렬한 오렌지색 원피스를 착용하여 보다 개성 있는 느낌

을 연출했다. 하쓰미의 경우, 소설에서는 미드나잇 블루 원피스에 금 귀걸이를 착용했지만, 영화

에서는 이를 조금 변형하여 스트라이프 패턴의 미드나잇 블루 원피스, 진주 귀걸이를 착용해 전

체적인 스타일링이 소설과 유사하도록 연출되었다. 돌격대 또한 소설과 영화 속에서 모두 짧은 

머리에 학생복 차림으로 등장했으나, 소설에서는 돌격대에 대해 툭 불거진 광대뼈에 키가 큰 이

미지로 묘사하고 있다면, 영화 속 돌격대는 커다란 테의 안경을 착용하고, 통통하고 어리숙한 이

미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각색된 영화에서는 미도리, 하쓰미, 돌격대를 제외하고 대체로 등장인물들의 상징

적 아이템과 스타일링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오코의 나비모양 머리핀이나 손

수건, 자주 입는 것으로 나타난 카멜색 코트, 기즈키의 단정한 스타일, 레이코의 중성적인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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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도리의 튀는 옷차림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지적

했던 바로, 영화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소설의 섬세한 표현들이 많이 사라진 문제가 의상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미도리의 원피스 컬러나 하쓰미의 의상과 어우러지는 우아한 말투는 청

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더해, 영화 매체가 주는 미학적 강점을 극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상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난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작 소설 ‘노

르웨이의 숲’을 바탕으로 매체 간 의상 표현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장

르의 차이에 따라, 의상을 표현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타나며, 표현양식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표현 특징이 있음이 증명되었다(Roh, 2018). 문학작품 속 의상과 영화 의상 또한 모두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시각적 요소이자 스토리를 구성하는 비언어적 도구이지만, 

매체 간 특성에 따라 의상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텍스트에 나타난 

의상에 대한 묘사는 독자들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지만, 영화

에 나타난 의상 표현은 소설 속 묘사에 청각, 시각 등의 감각 장치를 부여하여 의상 표현을 극대

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문학작품 속에서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의상 묘사가 존재하며, 독자들은 직접 본 적

은 없지만 주어진 텍스트를 조합하여 머릿속에서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구상한다. 이렇듯 영화나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소설 속에서도 의상에 대한 섬세한 표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매체

에서 나타난 의상 표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문학작품 속 등장인물의 의상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소설 속 등장인물의 의상 묘사

와 같은 소재를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구체화된 영화 속 의상 표현을 비교함으로써, 각 매체 간 

표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 속 의상 연구에 대한 다양성을 제시하였다

는데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향후 문학작품과 관련된 후속연구에 기초연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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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색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최근 사회적으로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로 여가활동의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에서 은퇴한 이후 자신의 활력과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쏟아 부을 곳을 필

요로 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여가활동의 참여는 삶의 만족도와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

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하민아, 2018). 액티브 시니어는 55~64세로 은퇴 

후 자신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위한 소비가 가능하며, 자신의 여가활

동 및 문화생활 참여로 느끼는 만족감과 행복감을 중요시한다(황지민, 2017). 기존의 시니어와는 

달리 액티브 시니어는 교육수준이 높고 여가와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높아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비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있다(김난도, 2015). 의

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에 필요로 하는 욕구가 늘게 되며 자아실현의 동기 또한 함께 생

기게 된다. 이에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만한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

대되고 있고 있으며(최미정, 2005), 빠른 사회변화 흐름에 적응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낼 수 있도

록 시니어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이예은, 2020). 그 중 색채교육은 자신의 

정서를 똑바로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상황에 맞게 정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표

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김혜진, 2020). 현 시점까지도 색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은 꾸준하

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효과적인 

색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인식되어지고 있지만(이정아, 2011), 미술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색채교육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니어세대 50~60대를 대상으로 색채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

다. 문화ㆍ정서함양에 기초한 액티브 시니어 색채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색채

교육의 효과와 색채교육 프로그램 현황 등에 관련된 국내 논문 및 각종 학회 저널 자료 등을 살

펴보았다. 기존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분야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

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색채중심이 아닌 그리기나 표현력에 관한 연구들로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색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필요한 

내용요소를 추출하고 액티브 시니어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색채교

육은 활동성을 겸비한 정서함양, 문화함양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색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된 내용은 활동성에 대한 프로그램, 정서함양에 대한 프로그램, 문화함양의 교육프로그램으로 

3단계로 이루어진다. 개발된 색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을 

이용하여 감정을 조절 하는 능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정서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색채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속적인 색의 탐구 욕구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정서적인 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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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합되어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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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맘을 위한 파우치 접목형 가방 디자인 연구
- 멀티유즈 컨셉 디자인 및 내부 공간설계 중심으로 -

패션시장에서 점차 소비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육아맘 소비자들은 육아용 필수품으로 아름다

운 디자인과 디테일한 편의성이 가미된 멀티기능의 가방제품에 관심이 많아 소비로 이어지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토종 브랜드 가방인 ‘59먀오’는 스위치를 눌러주면 가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살균되는 소독 가방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 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방 내 공간구획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투박한 디자인 등으로 인해 패션

성과 다목적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육아맘을 위한 

파우치 접목형 가방 디자인을 연구하고 제품으로 제작하여, 실용적인 멀티유즈 컨셉 가방 디자인 

및 내부공간 설계의 다양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6)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장조사를 통한 육아맘용 가방 제품 디자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

로 실용적이면서 심미성이 가미된 파우치 접목형 가방을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개발 디자인은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는 여성소비자 중심으로 ‘work hard play hard’를 메인

테마로 설정하고, 웨이스트백 style 가방, 실용성을 구비한 백팩 style 가방 및 패셔너블한 연출이 

가능한 핸드백 style 가방 등 총3종류의 서브테마로 기획하여 제품을 제작하였다. 

가방의 형태는 웨이스트백을 기본으로 하되, 타겟 소비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스트랩의 위치

조정과 길이조정을 통해 TPO에 따라 핸드백, 백팩 및 유모차가방 등 4way-type으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디자인하였으며, 베이스 컬러로는 블랙, 화이트, 옐로우-그린에 무궁화 및 오얏꽃과 같은 

플라워 패턴을 접목하여 차별적이면서 세련된 심미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가방 내부는 메인 수

납공간에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기저귀, 수건, 이너웨어 등 비교적 부피가 큰 물건들을 넣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가방 외부에는 휴대용 파우치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접목한 별도의 살균 

전용공간과, 살균제어를 위한 모듈 등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기 및 USB케이블 내장을 위

한 IT기기류 부속공간을 분할 설계하여 소형 젖병류, 젖꼭지 및 치발기 등 야외활동 시 살균이 

힘든 유아용품의 보관 및 살균이 용이하도록 고안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의 연출이 가능한 파우

치 접목형 가방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다만, 소비자의 세밀한 니즈에 대한 직접적 방식의 조사를 통한 분석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써,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사용자 그룹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하여 디자인 및 사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토대로 가방의 

내·외부 디자인과 공간설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본 연구로 소비자들의 다양화

된 니즈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패션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멀티유즈 컨셉의 육아용 가방제품이 개

발되어 육아맘들의 잇템(It item)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2019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S2811952)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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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염*ㆍ이경희
부산대학교 

한국과 중국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 비교연구

1. 서론

21세기 한국의 웨딩스타일은 웨딩문화의 변화에 따라 20∼30대의 웨딩 스타일에 대한 욕구와 

웨딩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되고 있다. 한류의 진원지인 중국은 인터넷 환경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 사용이 능숙한 중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단

계를 넘어서 한국 상품 및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의 젊은이

들의 SNS사용의 활성화에 따라 SNS를 통해 신부웨딩 스타일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이러

한 현상은 양국의 웨딩 산업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웨딩스타일

에 관련된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현대 웨딩문화와 웨딩메이크업 변천 비교(양

빼이빼이, 2013), 중.한 웨딩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트렌드 분석(최은미, 2017), 중국의 웨딩 한

류 확산을 위한 웨딩촬영용 의상 디자인 개발(이선민, 2012)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한. 중 웨딩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에 관한 부분적인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전체적인 신부 웨딩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SNS에 나타

난 신부웨딩스타일은 웨딩 산업에 중요한 정보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중국의 대표적인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을 비교분

석함으로써 양국의 웨딩산업을 위한 웨딩스타일 기획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은 둔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한국: instagramhttps://www.instagram.com/ 

중국: 샤오홍수 https://www.xiaohongshu.com/)에서 ‘신부웨딩사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

집하였다. 

2) 자료수집

SNS 팔로워 수가 2만명 이상인 웨딩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좋아요'라는 공감 수 500개 이상

인 전신 신부웨딩스타일 사진 정면 사진 총 845장의 사진을 수집하였다. 그 중에 신부 이미지가 

불명확하거나 반복되는 사진을 제외하고, 디자인과 이미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15

장(한국 362장, 중국 353장)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수집범위는 2018년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최

근 3년간이며 수집기간은 2020년 5∼6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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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기준

신부웨딩스타일은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헤어로 이루어지므로 선행연구(안금희 & 노희영, 2011; 

이선민 2012)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웨딩드레스스타일은 실루엣, 색채, 소재, 네크라인, 디테

일, 트리밍,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메이크업스타일은 피부표현, 눈썹, 입술화장 색채, 이미지로 구분

하였다. 헤어스타일은 앞머리 유무, 귀선여부, 헤어컬러, 헤어길이, 이미지로 구분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한국과 중국의 신부스타일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통계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3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교차분석, χ²-test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1) 한국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의 특성

한국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웨딩드레스에서 실루엣은 볼 가운(19.9%)과 머메이드(12.9%), 색채는 화이트(47.4%), 소재는 

레이시(17.9%)와 크리스프(10.5%)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세부디자인은 V 네크라인(22.7%), 

장식은 디테일 없음(20.8%), 개더(12.0%), 트리밍은 자수(14.8%) 등이 많이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이미지는 내추럴(13.7%), 엘레강스(10.8%)가 많이 나타났다. 웨딩드레스이미지와 디자인요소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루엣(p=0.000), 색채(p=0.001), 네크라인(p=0.014), 디테일(p=0.000), 트리

밍(p=0.000)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내추럴은 A라인, V네크라인, 개더, 자수 등으로, 엘

레강스는 머메이드, 스퀘어 네크라인, 개더, 자수 등에서, 로맨틱과 클래식은 볼 가운, 스퀘어 네

크라인, 개더, 자수 등으로, 섹시는 머메이드, V네크라인, 컷 워크, 자수 등으로 나타났다. 큐트는 

프린세스라인, V네크라인, 개더, 자수 등으로, 모던은 프린세스라인, V네크라인, 보우, 비즈 등으

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에서 살펴보면, 투명한(33.1%)과 자연스러운(8.1%) 피부표현, 눈썹색은 브

라운(42.2%), 눈썹형은 일자형(29.1%)과 기본형(18.5%), 입술색은 핑크(15.8%), 피치(11.2%) 부드

러운 색깔 위주, 내추럴 이미지(20.6%)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메이크업이미지와 메이크업요소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눈썹 형태(p=0.007), 입술화장색(p=0.000)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 내추럴은 일자형과 피치, 로맨틱과 클래식은 일자형과 핑크, 엘레강스는 기본형과 브라운 및 

피치, 모던은 기본형과 브라운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헤어에서는 앞머리 없음(38.3%), 귀는 

반 매입(21.1%), 긴머리(42.4%), 헤어컬러는 블랙(24.5%), 내추럴 이미지(16.9%) 등에서 가장 많

이 나타났다. 헤어이미지와 헤어요소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귀선여부(p=0.000), 헤어길이

(p=0.009)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내추럴, 엘레강스, 클래식은 반매입과 긴 머리, 로맨틱

은 완전매입과 긴 머리, 모던은 완전노출과 완전매입, 단발머리 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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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의 특성

중국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웨딩드레스에서 실루엣은 볼 가운 실루엣(27.7%), 화이트(41.4%), 소재는 레이시(17.9%) 등이 

많이 나타났다. 세부디자인은 V 네크라인(24.4%), 장식 디테일은 개더(23.6%), 트리밍은 자수

(19.4%)와 벨트(7.0%) 등이 많이 나타났다. 웨딩드레스 이미지는 로맨틱이미지(13.3%)가 가장 많

이 나타났다. 웨딩드레스이미지와 디자인 요소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루엣(p=0.000), 색채

(p=0.000), 소재(p=0.004), 디테일(p=0.000), 트리밍(p=0.000)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웨

딩드레스이미지에서 로맨틱, 엘레강스, 클래식, 큐트는 볼 가운, 화이트, 레이시, 개더, 자수 등으

로 나타났다. 섹시는 머메이드, 화이트, 레이시, 개더, 자수 등으로, 내추럴은 볼 가운, 화이트, 스

티프, 개더, 자수 등으로 나타났다. 모던은 볼 가운, 화이트, 크리스프, 개더, 러플, 슬릿 등이 나

타났다. 메이크업에서는 피부표현은 밝다(36.8%)와 자연스럽다(7.3%), 눈썹은 브라운(26.2%)과 블

랙(15.8%), 형태는 기본형(30.5%), 입술화장색은 레드(14.8%)와 브라운(12.7%) 등이 많이 나타났

다. 메이크업이미지는 클래식 이미지(15.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메이크업이미지와 메이크업 

요소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피부표현(p=0.000), 눈썹색(p=0.002), 입술화장색(p=0.000)에서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피부표현은 모든 이미지에서 밝다가 많이 나타났다. 클래식과 엘레강스

는 브라운 눈썹색, 레드 입술화장색, 모던은 브라운 눈썹색, 브라운 입술화장색, 내추럴은 블랙

(6.5%), 피치(6.8%), 로맨틱은 브라운(6.8%), 핑크(8.2%) 등으로 나타났다. 헤어는 앞머리 없음

(42.9%). 귀가 완전 노출(31.2%), 헤어컬러는 블랙(35.1%), 긴머리(40.1%), 내추럴 이미지(21.8%)

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헤어이미지와 헤어 요소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귀선여부(p=0.000), 헤

어길이(p=0.009)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3) 한국ㆍ중국의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의 특성 차이

한국과 중국의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의 특성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웨딩드레스스타일에서 실루엣(p=0.000), 장식 디테일(p=0.000), 트리밍(p=0.000), 이미지(p=0.000)

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메이크업에서 피부표현(p=0.000), 눈썹색채(p=0.000), 눈썹형태

(p=0.000), 입술화장색(p=0.000), 이미지(p=0.000)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헤어에서 앞머

리유무(p=0.000), 귀선여부(p=0.000), 헤어컬러(p=0.000), 이미지(p=0.000)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한국보다 중국의 웨딩드레스에서 장식 디테일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

리밍은 중국은 벨트, 스팽글, 큐빅, 로즈버드 등 다양한 트리밍을 사용하고 한국은 비즈, 레이스

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드레스이미지는 한국은 내추럴 이미지 중국은 로맨틱 이미

지가 많이 나타났다. 메이크업스타일에서 한국이 투명한 피부, 중국은 밝은 피부가 많이 나타났

다. 눈썹은 한국이 일자형, 중국은 기본형으로 많이 나타났다. 메이크업이미지는 한국이 내추럴 

이미지, 중국은 클래식 이미지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헤어스타일에서 한국은 귀를 반매입 머리 

스타일, 중국에 앞머리 없고 귀가 완전노출인 깔끔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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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첫째, 한국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웨딩드레스는 볼 가운과 머메

이드 실루엣, 색채는 화이트, 장식 디테일은 없음, 트리밍은 자수 등으로 많이 나타났다. 메이크업

은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갈색의 눈썹색, 핑크와 피치의 부드러운 입술화장색 등으로 나

타났고, 헤어는 앞머리 없음, 귀는 반매입 등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는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헤어 

모두 내추럴로 나타나 한국의 신부웨딩스타일은 내추럴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국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웨딩드레스는 볼 가운과 머메

이드 실루엣, 화이트 컬러와 포인트 컬러, 다양한 장식 디테일과 트리밍 등이 많이 나타났다. 메

이크업은 밝고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브라운과 블랙의 눈썹색, 레드와 브라운의 입술화장색 등이 

많이 나타났고, 헤어는 앞머리 없음, 귀는 완전 노출, 블랙 헤어 등으로 많 나타났음을 알 수 있

다. 이미지는 웨딩드레스는 로맨틱, 메이크업은 클래식, 헤어는 내추럴 이 많이 나타나 이미지 연

출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은 소재, 네크라인과 헤어길이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국. 중국의 SNS에 나타난 신부웨딩스타일의 특성 차이는 실루엣, 장식 디테일, 트리

밍, 드레스 이미지, 피부표현, 눈썹색채, 눈썹형태, 입술화장색, 메이크업이미지, 앞머리 유무, 귀

선여부, 헤어컬러, 헤어이미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웨딩드레스는 한국보다 장식 디테일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다양한 트리밍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은 내추럴 이미지가 많고, 중국은 로맨틱 이미지가 많은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메이크업은 한국은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내추럴 이미지의 메이컵을 많이 하였고, 

중국은 강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클래식 이미지의 메이컵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헤어는 한국은 귀가 반매입인 헤어, 중국은 앞머리 없고 귀가 완전노출인 깔끔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웨딩스타일은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부웨딩스타일을 기획한다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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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비즈니스 종사자 특성에 따른 한복 교육 수요 연구
- 수요자의 예술적 역량, 기업가 정신, 혁신성을 중심으로 -

최근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신(新)한복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한복을 새롭게 수용하고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한복 트렌드는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디자

인과 소재에 변화를 준 한복을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 시장에

서 한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맞춤과 대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한복 비즈니스는 영

세 자영업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복 산업에도 브랜드 마케팅과 체계적인 공급사

슬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며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복 산업 내 종사자와 잠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복 관련 교육 경험과 수요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수요자들의 예술적 

역량과 기업가 정신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한복 비즈니스 종사자의 특성에 맞춘 한복 교육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한복 교육의 발전적 변화에 도움이 될 학술적ㆍ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복 브랜드 운영자 27명, 근무자 14명 및 한복 비즈니스 잠재 근무자 172명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213개의 데이터에 대해 SPS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

석, 카이제곱 분석, 분산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혁신성, 예술적 역량, 기업가 역량

을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한복 비즈니스 (잠재) 종사자 213명을 4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집단은 예술적 역량이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전통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는 집단으로 Traditionalists(n=31)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혁신성, 

예술적 역량, 기업가 역량이 모두 높게 나온 집단으로 예술적 역량도 높고 시장의 기회포착에 능

하며 새로운 도전 및 변화를 통해 성장하기 원하는 특성이 나타났으므로 Opportunists(n=80)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 집단은 예술적 역량과 혁신성은 높으나 기업가적인 마인드는 다소 부족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Craftsman(n=68)으로 명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Businessman(n=34) 그룹은 

예술적 역량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사업 기회의 포착, 비즈니스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집단에 따라 기존에 한복 교육을 받은 경험(장소 및 과목)에 차이가 

났으며 각 집단에서 원하는 한복 교육의 내용 역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집단별 한복 

교육수요에 대한 카이제곱 분석을 진행한 결과 Traditionalists는 다른 집단에 비해 한복 패턴 교

육과 온라인 유통 교육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pportunists는 창업 실무 교육을 원하

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가적 마인드에 대한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복 실무 

종사자 비율이 높은 Craftsman 그룹은 한복 관련 머천다이징과 브랜드 매출/이익 기획에 대한 교

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usinessman은 한복 산업의 특성과 같이 거시적인 비즈니스 환

경에 대한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한복 산업 종사자에게 유용하게 제공

될 수 있는 한복 교육 자료 및 커리큘럼 개발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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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웨어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등산이 재유행하면서 아웃도어 웨

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요즘 아웃도어 웨어는 특유의 복잡한 절개선이 아닌 합리적이고 간결

한 절개선을 사용하여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Park, 2018).

Kim & Ha(2012)는 국내 아웃도어 웨어의 디자인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아웃도어 재킷

은 주로 옆선을 사선으로 절개하거나 인체 곡선에 맞는 슬림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인체의 곡선

의 흐름을 강조한 역동적 라인의 절개선은 몸을 움직일 때 편안함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날씬해 

보이는 착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팬츠는 무릎에 다트를 넣거나 유선형의 절개선을 넣

어 입체적으로 봉제하여 몸에 딱 맞는 피팅감으로 기능성을 살리면서도 슬림한 핏을 살린다고 하

였다. 즉 재킷과 팬츠를 구성하는 절개선은 몸에 잘 맞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날씬

하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아웃도어 웨어의 재킷과 팬츠는 절개선의 형태 및 구

성에 따라 시각적 이미지와 효과가 달라지므로, 절개선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재킷과 팬츠를 구성하는 절개선에 대해 알아보고, 아웃도어 

재킷과 팬츠의 절개선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와 효과를 파악하여 아웃도어 웨어의 구성 조건

의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인의 미적 가치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아웃도어 재킷과 팬츠 개발을 위한 디자인 기초자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본 연구는 아웃도어 재킷과 팬츠의 구성 평가의 전 단계로서, 아웃도어 재킷과 팬츠

의 절개선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미분척도 개발을 위한 주요 표현용어를 추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의미미분척도 분석 및 재킷과 팬츠 제작은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도어 웨어의 재킷과 팬츠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최근 출시되는 아웃도어 재킷과 

팬츠의 절개선을 분석한다. 셋째, 절개선에 따른 아웃도어 재킷과 팬츠의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

미분척도 개발을 위한 주요 표현용어를 추출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문헌연구는 아웃도어 웨어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해 패션 관련 서적 및 선행 논문을 주로하고, 신문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한다. 그리고 

사례연구는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의 시즌 카탈로그 및 인터넷 사이트에 나타난 아웃도어 웨어 재

킷과 팬츠 사진을 대상으로 이미지를 분석한다. 브랜드는 2020년 패션사이트 패션비즈

(www.fasionbiz.co.kr)에서 언급한 상위 8개 브랜드인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Discovery Expedition), K2, 네파(Nepa), 블랙야크(Black-yak), 아이더(Eider), 코오롱스

포츠(Kolon Sports), 컬럼비아(Columbia)를 선정한다(Kwak,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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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도어 웨어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액티브 이미지 171점, 캐주얼 이미지 144점, 소피

스티케이티드 이미지 39점이 나타났다. 액티브 이미지는 H형 실루엣에 절개선이 복잡하게 들어

가고 몸판에 플랩포켓 등이 가미되어 기능성이 두드러지는 재킷과 팬츠로 나타났으며, 캐주얼 이

미지는 다소 여유 있는 실루엣에 플랩포켓이 들어가 편안한 감각을 주는 재킷과 팬츠로 나타났

고, 소피스티케이티드 이미지는 슬림한 실루엣에 디테일이 두드러지지 않아 단순한 느낌을 주는 

재킷과 팬츠 등에서 나타났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결과 아웃도어 재킷의 디자인 요소로 머리(후드유무, 칼라의 높이) ㆍ 몸

통(앞중심덮개 유무, 허리라인 유무, 포켓위치) ㆍ 팔(소매형태, 소매여밈)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킷의 절개선은 단순절개와 복합절개가 나타나는데, 가로와 세로의 단순한 절개는 단순

절개로 가로/세로의 단순절개 외 복잡한 절개는 복합절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웃도

어 팬츠의 디자인 요소는 허리(허리밴드) ㆍ 샅부위형태 ㆍ 무릎 형태 ㆍ 바지밑단 형태로 나누

어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팬츠의 절개선은 허벅지와 무릎의 가로절개 및 허벅지 세로절개로 나

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Im, M. J., Seo, M. J., Park, J. Y., & Kim, Y. I. (2011). Development of the Design Prototype for Funtional Men’s 

Outdoor-wear Jack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4), 152-168.

Kim, I. H., & Ha, J. S. (2012). A Study on Design Characteristics in Outdoor Wea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2(1), 93-109.

Kim, J. E., & K, E. K. (2019). A development of outdoor pants for active senior males.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1(2), 57-73. doi:10.30751/kfcda.2019.21.2.57

Kwak, S. M. (2020, May 27). Outdoor sales up 17% year-on-year. Fashionbiz. Retrieved September 15, 2020, from 

www.fashionbiz.co.kr/TN/?cate=2& recom=2& idx=178344

Lee, K, S., & Kim, Y. I. (2019). A Study on Functional Design Characteristic based on the Wearing Purpose and Activity Area 

of Outdoor Climbing Wea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9(2), 124-144. doi:10. 

18652/2019.19.2.8

Park, J. H., & Chun, J. S. (2017). Consumer’s demands on functional design for sports climbing pants and product 

development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5(3), 391-404. doi:10.7741/rjcc.2017.25.3.391.

Park, J. M. (2018, March 22). Spring Outdoor. Danga, Retrieved September 15, 2020, from https://bizn.donga.com/trav-

el/3/all/20180321/89205544/1

Yoo, H. J., & Kim, J. M. (2016). An Analysis of the Image of Domestic Men’s Outdoor Wear. Fashion & Text. Res. J., 18(4), 

399-411. doi:10.5805/SFTI.2016.18.4.399



248 _____ 라이프케어 인 스타일테크(Lifecare in style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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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한국과 중국의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 비교연구

1. 서론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의 대중화에 따라 SNS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SNS는 문자보다

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한 이미지 정보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스마

트폰의 보급으로 이미지와 함께 간편한 인터페이스가 SNS의 몰입을 가져왔다(김동섭, 2016). 시

각적 특성이 강한 SNS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많은 글보다 하나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큼을 보여준다. 요즘 남성들은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지향하고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

며 패션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경향을 SNS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중국은 문화, 예술, 패션 등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므로 SNS를 통

해 공유되고 있는 남성들의 패션스타일의 경향은 패션시장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

다. SNS와 패션스타일에 관련된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 여성의 스트리트 패션 컬

러트렌드 비교(오현아 & 배수정, 2013), 인스타그램 패션 인플루언서(김새봄 & 이은숙, 2019), 

SNS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정보의 사회적 거리가 패션 스타일 선호에 미치는 영향(심혜령, 2017)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한국과 중국의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의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을 알아보고, 비교분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

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중국의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한국, 중국의 SNS

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

스타일 사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SNS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

(Twitter),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자가 2018년에 약 22억 명 이용할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

이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지대하다(김새봄 & 이은숙, 2019). 따라서 한국은 인스타크램(www. 

instagram.com)을 선택하였고, 중국은 2013년에 설립된 샤오홍슈(www.xiaohongshu.com)를 대상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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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SNS에서 검색어 'Fashion' '남성패션' '남성캐주얼' 로 2018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년간에 

나타난 남성패션사진을 802장을 수집하였다. 그 중 디자인이나 무늬가 불명확하거나 반복되는 사

진을 제외하고, 디자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최종 727장(한국 374장, 중국 353장)의 사진을 선정

하였다. 

3) 자료분석기준

자료분석기준은 관련문헌(이경희 & 이은령, 2017 ; 이경희의 2인, 2012)과 선행연구들을 참고

로 하여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패션디자인과 패션연출로 구분하였다. 패션디자인

은 색채(색, 톤, 배색), 형태(실루엣-H형, T형, O형), 무늬-사실적, 양식적, 추상적, 기하학적, 체크 

무늬), 장식(디테일, 트리밍), 재질(종류, 조합) 등으로 구성하였고, 패션연출은 아이템(상의, 하의, 

이너), 코디네이션(토털, 코로스오버, 플러스 원, 멀티 앤 슈퍼), 패션이미지(클래식, 아방가르드, 

액티브, 로맨틱, 매니시, 모던, 에스닉, 엘레강스)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은 통계분석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프로그램 SPSS 23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차이검정(χ²-test)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한국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한국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남성

패션스타일의 디자인 특성 중에 먼저 색채를 살펴보면 상의색은 검은색 29.1%, 흰색 24.7%, 갈

색 12.5% 순으로 나타났고, 톤은 수수한 톤 23.1%, 어두운 톤 12.9%, 화려한 톤 5.6% 순으로 나

타났다. 배색은 무채색배색 10.0%, 콘트라스트 10.0%, 세퍼레이션 6.5%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색

은 검정색 28.3%, 흰색 7.7%, 파랑색 6.2% 순으로 나타났다. 톤은 무채색 톤이 31.6%, 수수한 

톤 8.5%, 어두운 톤6.3% 순으로 나타났다. 배색은 단색 배색 34.8%, 무채색 배색 5.5%, 톤 온 

톤 2.8% 등으로 많이 나타났다. 실루엣은 T형이 22.4%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의에서 무늬 없음 

31.1%, 양식적 무늬 7.2%, 추상적 무늬 6.7%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에서 무늬 없음 30.5%, 추상

적 무늬 6.9%, 양식적 무늬 6.6% 순으로 나타났다. 재질은 소프트 재질(상의 24.8%, 하의 

21.2%)과 동일한 재질 조합(상의 29.6%, 하의 30.0%)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패션연출에서 아이

템은 상의에서 코트 7.2%, 티셔츠 6.9%, 스웨터 6.7%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에서 데님 팬츠 

15.3%, 숏/하프팬츠 11.6%, 슬랙스 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너에서 티셔츠 13.5%, 후드 티 

9.1%, 맨투맨 8.3% 등이 많이 나타났다. 코디네이션은 토털 코디네이션 21.9%, 멀티 앤 슈퍼 코

디네이션 13.8%,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10.9% 등이 많이 나타났다. 패션 이미지는 클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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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매니시 9.5%, 액티브 9.1% 순으로 나타났다.

2) 중국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중국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남성

패션스타일의 디자인 특성에서 먼저 색채를 살펴보면 상의색은 보라색 17.3%, 초록색 15.2%, 파

랑색 12.9% 순으로 나타났다. 톤은 수수한 톤 21.5%, 화려한 톤 9.2%, 어두운 톤 8.5% 순으로 

나타났다. 배색은 톤온톤 14%, 세퍼레이션 10.7%, 톤 인 톤 7.7%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색은 검

은색이 15.7%, 회색 9.1%, 파랑색 6.2% 순으로 나타났다. 톤은 무채색 톤이 42.9%, 화려한 톤 

2.6%, 밝은 톤 1.4% 순으로 나타났고, 배색은 단색 배색 43.1%, 무채색 배색 1.5%, 톤 온 톤 

1.5% 등으로 많이 나타났다. 실루엣은 T형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의에서 무늬 없음 

23.9%, 양식적 무늬 10.7%, 사실적 무늬 5.8%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에서 무늬 없음 29.3%, 양

식적 무늬 7.0%, 체크무늬 4.4% 순으로 나타났다. 재질은 소프트 재질(상의 21.9%, 하의 22.0%)

과 동일한 재질조합(상의 30.5%, 하의 30.8%)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패션연출에서 아이템은 상

의에서 재킷 5.8%, 재킷 5.8%, 맨투맨 5.4%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에서 트레이닝 팬츠 18.0%, 

린넨 팬츠 9.8%, 정장 팬츠 7.7% 순으로 나타났다. 이너에서 후드 티 12.8%, 티셔츠 9.6%, 셔츠 

8.0% 등이 많이 나타났다. 코디네이션은 토털 코디네이션 13.1%, 멀티 앤 슈퍼 코디네이션 

12.9%,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 11.4% 등이 많이 나타났다. 패션 이미지는 아방가르드 14.2%, 클

래식 12.2%, 액티브 11.6% 순으로 나타났다. 

 

3) 한국, 중국의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차이

한국과 중국의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을 비교분석한 결과, 패션디자인에서 색채는 상의

색(２=424.467, P=.000), 하의색(２=23.761, P=.014), 상의톤(２=40.651, P=.000), 상의배색(２

=100.781, P=.000), 하의배색(２=55.904, P=.000)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형태는 실루

엣(２=23.733, P=.000), 상의무늬(２=34.641, P=.000), 하의무늬(２=22.145, P=.000) 등에서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패션연출에서 상의(２=31.679, P=.011), 하의(２=161.383, P=.000), 이너 

(２=28.580, P=.000)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코디네이션(２=33.139, P=.000), 패션이

미지(２=87.226, P=.000)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4. 결론

첫째, 한국의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은 무채색이 

위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하의에서 검은색, 흰색이 많이 나타났다. 톤은 수수

한 톤이 많이 나타났고, 배색은 콘트라스트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패션이미지는 클래식과 매니

시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코디네이션은 토털 코디네이션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따라서 한국의 

남성패션 스타일기획은 무채색과 클래식 이미지를 고려한 패션스타일을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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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국의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중국은 보라색과 

초록색 등의 중성색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톤은 수

수한 톤이 많이 나타났고, 배색은 톤 온 톤이 많이 나타났다. 패션이미지는 아방가르드와 액티브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코디네이션은 토털 코디네이션이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은 유채색

을 많이 사용하고,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을 위한 남성패션 

스타일기획은 유채색과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고려한 패션스타일을 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한국, 중국의 SNS에 나타난 남성패션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 하의 톤, 하

의디테일, 상의 트리밍, 재질 등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색채, 실루엣, 무늬, 아이템, 코디네이

션, 패션이미지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은 무채색, 수수한 어두운 톤, 콘트라스트 

배색이, 중국은 다양한 유채색, 수수한 톤과 화려한 톤, 톤 온 톤 배색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하

의에서는 양국 모두 동색배색이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국은 무채색 배색, 중국은 톤온톤 배

색이 많이 나타났다. 실루엣은 한국과 중국에서 T형이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H형은 한국이, 

O형은 중국에서 많이 나타났다. 무늬는 한국과 중국에서 민무늬가 많이 나타났으며, 상의에서는 

양식적 무늬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상의와 하의에서 추상적 무늬가 많이 나타났고, 중

국은 상의에서 사실적 무늬, 하의에서 양식적 무늬가 나타났다. 아이템은 한국은 코트, 데님 팬츠

가 많이 나타났고, 중국은 재킷, 트레이닝 팬츠가 많이 나타났다. 이너는 한국은 티셔츠가 많이 

나타났고, 중국은 후드 티가 많이 나타났다. 패션 이미지는 한국은 클래식, 매니시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고 중국은 아방가르드, 액티브 등 한국보다 활동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코디네이션

은 한국이 토털 코디네이션이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해 중국은 다양한 코디네이션이 골고루 많이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남성패션스타일은 색채, 이미지, 코디네이션에서 차이가 두드러지

게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잘 활용한다면 한국과 중국의 남성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패션

디자인 및 스타일기획의 차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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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부경대학교 

브리티시 수트(British Suit)의 시각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영국은 남성복의 현대적 원형이 정립된 나라로, 20세기 초까지 세계의 선도적인 모 가공국으

로 요크셔에 거대한 방적, 직조, 의류생산 산업을 형성하고 세빌 로(Savile Row) 스타일이라는 우

수한 남성정장 제조 기술과 그를 보완하는 액세서리로 이루어진 뚜렷한 브리티시 스타일을 구축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브리티시 스타일을 기초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새

로운 패션을 추구함으로써 남성 패션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이경희, 김윤경, 2004).7)

브리티시 수트에 관한 연구논문으로는 현대 영국 남성복에 나타난 조형미를 토대로 포멀 수트

와 캐주얼 수트를 제작(Song, 2003)한 연구와 폴 스미스(Paul Smith) 개인의 아비투스(habitus)와 

영국의 문화에서 오는 브리티시니스(Britishness)의 통합적 시각에서 폴 스미스 패션을 분석하거나

(Kim, 2014), 폴 스미스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 재킷의 디자인 특성 변화를 이미지를 기준으로 분

석한 연구(Lee and Lee, 2014) 등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남성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수트의 디자인 선호도 조사(손희순, 최혜옥, 2000), 수트 스타일에 따른 구매 및 맞음새 조사

(김명옥, 서미아, 2011),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수트 디자인 요소가 체형에 미치는 시각효과

(박순천, 2001), 재킷과 팬츠의 실루엣에 따른 디테일의 차이(박영희, 2015), 직장 남성에 대한 

Good 수트 스타일과 Bad 수트 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평가(제기연, 이경희, 2004) 등이 있다. 

하지만 역사적 고찰을 통해 브리티시 스타일과 수트에 대해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스타

일 변화에 따른 브리티시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연구자는 남성복의 황금기이면서 현대 남성 수트의 원형이 정립되어 발전된 시기인 에드

워디안 시대(Edwardian era)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브리티시 스타일과 수트에 

대해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스타일 변화에 따른 브리티시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와 효과

를 파악하여 브리티시 수트 구성 조건의 적정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는 브리티시 수트를 이

해하기 위한 매우 적절하며 통합적인 접근 방법으로, 브리티시 수트의 스타일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디자인 개발시 현대 남성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브리티시 수트의 시각적 평가의 전 단계로서, 브리티시 스타일과 수트에 대

해 살펴보고,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남성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 고찰한 후, 브리티시 수

트의 스타일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브리티시 수트 

구성 조건의 적정성 평가는 후속 연구에서 계속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2016학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Ⅱ] 교수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C-D-201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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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에드워디안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브리티시 스타일 과 수트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브리티시 수트의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브리티시 수트의 스타일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의미미분척도 개발을 위한 주요 표현

용어를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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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화*ㆍ권미정
부산대학교 

영화 <아가씨>의 여주인공 의상표현 연구

1. 서론

영화의상은 등장인물에 관한 정보를 직ㆍ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영화의 중요한 일

부로써 영화의 주제를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도 제공한다. 

특히 시대극에 있어서 영화의상은 영화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할 뿐만 아니라 시대적 고증과 함께 

제작자들에 의해 창조적으로 변화된 인물의 모습을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2016년 개봉하여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는 해외에서도 아름

다운 영상미로 큰 주목을 받았다. 2016년 제6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첫 선을 보인 이 

영화는 칸 국제영화제 마켓에서 전 세계 176개국에 판매되며 종전 '설국열차'가 가지고 있던 167

개국 판매 기록을 넘어선 한국영화 역대 최다 국가 판매 기록을 경신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미 

지난해 11월 아메리칸 필름 마켓(American Film Market), 올해 2월 유로피안 필름 마켓(European 

Film Market), 올해 3월 홍콩 필름 마트(Hong Kong Film Mart) 등을 통해 120개 국가와 선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최근 ‘경성패션’이 뉴트로 붐을 타고 유행하며 1900년대 초기 의상들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화려하고 세련된 복합적인 스타일이 젊은 층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 소비되고 있

다. 영화 <아가씨>는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핑거스미스>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제작진들은 혼란스러운 빅토리아 시대를 조선의 일제강점기로 치환시켰다고 한다. 영화의상

계의 대가인 조상경 디자이너는 아가씨에서 영화의상을 복합적인 시대적 배경과 설정을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과 철저한 고증으로 미학적이게 표현하였다. <아가씨>의 영화의상은 많은 이슈가 되

었고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았으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없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첫째, 등장인물 중 아가씨 의상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아가

씨 의상에 나타난 외면적 표현을 알아본다. 셋째, 아가씨 의상에 나타낸 내면적 표현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본 연구는 후에 시대극 영화의 의상 표현연구에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아가씨>의 시대적 배경은 1930년대이다. 하지만 여주인공 ‘히데코’는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1910년대에 정신이 머무른 캐릭터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패션관련 서적과 논문, 인

터넷을 통한 1910년대 의복흐름을 이해한 후 DVD를 통해 실증적으로 2016년 영화 <아가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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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주인공 아가씨 의상의 특징을 캡처하여 분석하였다. 1부 23 장, 2부 30장을 총 53장을 캡처

하여 주인공인 ‘히데코’의 의상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 결과

첫째, 여주인공 히데코 의상의 조형적 특징은 실루엣, 문양, 디테일, 장식품을 살펴보았다. 

1910년대 당시의 조선의 상류층들은 대부분 일본의복을 그대로 차용하여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일본 지도층은 국민들에게 화양절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였고 그에 따라 일본식 기

모노에 서양식 양산, 부채를 드는 것이 상류층들의 유행이었다. 영화에서 부유층으로 나오는 아

가씨의 의상 또한 그러한 양상을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루엣은 S자 실루엣과 T자 실루엣이 주로 나타난다. 이는 당시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르셋은 1900년대 서양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써 영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다. 코르셋은 갸날픈 허리를 만들어 여성 몸의 곡선을 부각시켜준다. 또한 히데

코와 하녀 숙희의 은밀하고 섬세한 유혹을 표현해주는 오브제로써 역할을 하였다. 화려한 S자 실

루엣을 보여주는 2개의 드레스에 비해 블라우스와 치마를 착용한 모습은 대부분 T자형 실루엣을 

띄고 있다.

히데코 의상의 문양으로는, 식물들이 얽히고 휘감긴 유기적 곡선문양이 나타난다. 이러한 문양

은 1910년대 서양에서 유행하였던 독특한 동식물, 아라베스크, 동양적 양귀비, 아이리스, 수련 등

이 어우러진 반영한 것이다. 

디테일은 빅토리아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시대는 레이스, 리본, 러플, 게더,.코르셋 

등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풍성하며 로맨틱한 스타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히데코의 

의상 전반의 디테일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에 러플이 달린 페일 톤의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백작과 처음 그림 수업을 하는 장면, 하녀 숙희와의 첫 만남에 흰색 핀턱 레이스 블라우스

를 입은 장면 등이 있다.

장식품으로는 양산과 장갑, 모자가 두드러진다. 히데코는 기모노에 하늘색 기모노에 서양식 레

이스 장식이 된 양산을 즐겨드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크고 폭 넓은 모자를 쓰는 장면이 있는데 

얼굴을 가려주어 히데코의 신비로운 모습을 부각시킨다. 그에 더해 그녀에게 상징적인 소품인 장

갑은 바깥 세계로부터 그녀의 내면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며 영화 속에 숨겨진 동성애적 코드를 

잘 표현해준다.

둘째, 1부에서는 순수하고 연약한 이미지와 부유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2부에서는 유혹적이고 

치명적인 이미지, 카리스마 있는 강렬한 모습의 이미지가 표현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신비로운 

이미지가 나타난다. 먼저 순수한 이미지는 시어한 소재로 이루어진 흰색, 분홍빛의 페일 톤 블라

우스를 자주 착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이템들로 아가씨의 미성숙하며 연약한 이미지를 표현하였

다. 아가씨의 부유한 이미지는 황금빛 드레스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아라베스크 문양이 돋보이며 

깊은 스퀘어 넥 라인으로 우아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어깨부분에 크리스털 비즈들이 장식되

어 있어 고급스럽고 화려한 의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뒷 여밈은 수많은 단추로 이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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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단추들이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이 아닌 장식적인 역할을 하여 사치스러운 이미지를 준다. 

치마 부분은 버슬 스타일로 부풀어져 있어 화려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기모노에 서양식 

장갑과 양산을 매치한 모습을 통해 1910년대 부유한 여성의 이미지도 보여준다.

2부에서는 유혹적이고 치명적인 이미지는 특히 2부의 가짜 백작을 유혹하는 장면의 아가씨의 

의상에서 두드러진다. 검정색 배경의 기모노에 흰색, 짙은 초록빛의 무늬가 불규칙적이게 그려져 

있다. 손에는 검정 가죽 장갑을 착용하여 팜므파탈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아가씨의 카

리스마 있는 강렬한 이미지도 의상으로 표현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소설을 읽을 때 아가씨

는 스트롱 톤의 초록 기모노와 검정 가죽 장갑을 착용하여 1부의 청순한 모습과는 대조되는 카리

스마 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 1,2부 모든 극 전체에서 깔려있는 신비로운 이미지는 특히 검정색, 

보라색등의 짙은 색과 시스루 소재를 같이 활용하여 극대화된다. 아가씨는 장갑과 큰 모자를 자

주 활용하는데 그러한 아이템들을 통해 비밀스럽고 묘한 이미지를 표현해준다. 

셋째, <아가씨>는 특히 내면적 표현으로는 먼저 1부에서는 속임수를 가진 이미지, 위선적인 

이미지, 2부에서는 솔직함을 표현하는 모습과 상처를 극복해나가는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영화의 

큰 줄기가 되는 반전인 속임수를 가진 아가씨의 이미지는 다양한 의상들로 표현되었다. 1부에 백

작과 첫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아가씨는 짙은 에메랄드 빛 드레스를 입었다. 드레스가 멀리서 보

면 오프숄더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까이 클로즈업 샷으로 보여줄 때, 드레스 목 부분이 살색 비

치는 시스루 소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가씨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실제의 모

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드레스였다. 또한 가짜 귀걸이를 착용하며 하녀 숙희에게 

허영심을 불어넣는 장면에서는 검정 시스루 드레스와 검정 가죽 장갑을 착용하고 있다. 검정은 

그 안을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색상으로 드레스의 팔 부분만 꽃 모양 시스

루로 이루어져 있어 더욱 은밀하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 시킨다. 또한 위선적

인 이미지는 자신 대신 하녀 숙희를 정신병원에 가두는 장면에 그녀는 보라색 기모노를 입고 있

다. 그 전까지의 기모노는 화려하고 장식적 이였지만 해당 장면에는 비교적 서민적이고 소박한 

기모노를 착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숙희를 걱정하는 척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대립되는 양면성의 감정이 혼재하는 심리를 나타내는 색인 보라색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장면에서 

아가씨의 내적 표현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였다. 그와는 대조적이게 숙희와 점점 진정한 사이로 

거듭나게 되는 아가씨는 자신의 있는 모습그대로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솔직한 이미지가 보인다. 

특히 자신의 침실에서 숙희와 단 둘이 있을 때 피치색의 유카타를 착용하는데 자연스럽게 아가씨

의 신체에 덮어져 편안함을 준다. 또한 앞의 옷들은 코르셋이나 버슬형태, 기모노의 오비 등으로 

신체가 억압되고 과장되었는데 침실에서의 유카타는 아가씨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진정한 사랑을 찾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장면에서 아가씨는 1930년대의 남성의복을 입고 있

다. 스트라이프 무늬의 비즈니스 슈트에 중절모를 착용하여 신분을 위장하였다. 1910년대에 머물

던 히데코의 의상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1930년대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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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영화 <아가씨>의 실질적 시대 배경은 1930년대 이다. 하지만 여주인공인 아가씨는 어린시절의 

트라우마와 이모부에게 받았던 억압으로 인해 1910년대에 멈추어 있는 캐릭터이다. 따라서 아가

씨의 의상은 다른 캐릭터들과 달리 1910년대의 의상을 고증하고 있다. 조선인이면서 조선과 일본

생활을 겸하며 두 문화를 복합적이게 받아들인 히데코의 의상은 당시의 격동적인 시대와 맞물려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외면적인 상황 표현과 내면적인 심리가 잘 표현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형적 특징으로는 

S자ㆍT자형 실루엣과 유기적인 문양 빅토리아 풍의 디테일, 페일톤의 색상과 장식품이 나타난다. 

둘째, 외면적 표현으로는 1부에서는 히데코의 순수성, 부유성, 2부에서는 카리스마적인 이미지, 

매혹적인 이미지, 신비로운 이미지로 나타난다. 셋째, 히데코의 내면적 표현으로는 위선의 이미

지, 속임수의 이미지, 솔직함의 이미지, 극복성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아가씨>는 박찬욱 감독, 

조상경 의상디자이너의 명성에 한 번 더 확신을 주는 영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그로테

스크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박찬욱 감독의 취향과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인물에게 독특한 생명

력을 불어 넣어주는 조상경 디자이너의 감각이 어우러져 매혹적인 영화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아가씨>의 남성 캐릭터인 후지와라 백작과 아가씨의 이모부의 

의상도 아가씨 히데코 의상 못지 않게 많은 의미와 숨겨진 복선들이 많기에 <아가씨> 남성 주인

공들의 의상을 연구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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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ㆍ권미정
부산대학교 

1980년대 이후 경찰 제복의 디자인 변화에 관한 연구

1. 서론

대한민국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산하 경무국(지금의 경찰청)이 창설된 이래 건

국ㆍ구국ㆍ호국 경찰의 역할을 하고 경비, 교통, 치안, 수사 등 여러 분야에서 항상 시민 곁을 지

키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다양한 활동에 있어 제복의 

역할은 중요하며, 또한 경찰이 입는 제복 정복, 교통복, 근무복 등은 종류마다 기능과 역할이 제

각기 다르다. 경찰 제복은 1945년 창설 이후 정치나 사화, 문화적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오고 있으며 또한 경찰에 대한 각계각층에서의 관심도 크다.

따라서 경찰 제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찰 제복에 관한 선행 연구에는 한국경찰사Ⅳ(1994), 한국 경찰제복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

구(강병석, 1995), 경찰 제복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백재은, 2010), 교통경찰제복의 디자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양수현, 박우미, 2003)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1945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찰 

제복에 관한 연구들이고, 2016년 새로 개정된 경찰 제복과 부속품 및 장신구에 관한 연구는 없

다. 또한 시대별로 그 당대에 제작된 경찰 소재의 영화와 실제 경찰 제복을 비교하는 연구는 없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경찰 제복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경찰 제복의 종류를 3가지(정복, 교통복, 근무복)로 분류하고 1980년대 이

후 4개의 시기별로 나누어 디자인의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1980년대 이후 경찰 제복

의 부속품과 장신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각 시기별 실제의 경찰 제복과 이 시기에 

제작된 경찰이 등장한 영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적인 방법과 실증적인 방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관련 문헌, 논

문, 포털 영화 사이트,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의 통계 연보 및 대한민국 관보를 참고하였다. 실증

적으로는 1983-1995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 8편, 1996-2005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 13편, 2005- 

2015년을 배경으로 한 작품 14편, 2016년-현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 5편, 총 40편 중 각 시대별로 

정복, 근무복, 교통복이 잘 드러내는 2편을 선정하여 본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좀 더 현대화된 서양식의 양복디자인을 체계화 했던 1983~1995년, 부정부패를 척결

하고자 새로이 디자인 된 1996~2005년, 집회ㆍ시위가 많아 근무에 편리하도록 기능성이 강화된 

디자인으로 재탄생된 2006~2015년, 기능성 특화의 2016~현재 4개의 시기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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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복의 종류는 기동복, 임부복 등 많은 종류가 있으나 경찰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근

무복, 교통복, 정복으로 한정하였다. 부속품 및 장신구는 가슴표장(흉장), 계급장, 약장, 모자, 신

발을 살펴보았다. 

3. 연구 결과

첫째, 경찰 제복의 변천을 살펴보면 1983-1995 시기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 직후 내린 경

찰복제 개선지시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는 디자인을 한번 전체적으로 수정하면서 새로운 느낌

으로 정권을 시작하려 했다. 정복은 서양의 양복 상의와 비슷하게 블레이저 종류의 상의와 양쪽 

가슴과 허리선 부근에 가슴 포켓을 달아 실용성을 더했다. 정복 바지는 남색의 긴 바지로 디자인

되었으며 요즘 입는 정장바지와 그 질감이 비슷하다. 교통복은 청색의 상의에다가 현장 상황 근

무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호루라기 끈이 연결되어 있다. 바지의 질은 정복의 그것과는 비

슷하나 색이 좀 더 청색에 가깝다. 근무복은 경찰서 내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경찰이 입는데, 

몸에 잘 맞으면서 소매부분이나 목 칼라 부분이 편리하도록 좀 널널하게 제작되었다. 여름 근무

복의 색은 남색에 가까우며 겨울 근무복은 진청색인 것이어서 눈에 잘 띄는 것이 특징이다. 둘 

다 가슴 포켓이 있으며, 근무의 편리를 위해 넥타이가 없다. 허리띠를 하고 바지는 위의 다른 종

류의 바지와 질감이 비슷하다. 둘째, 1996-2005 시기에는 김영삼 정권 시절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종래의 제복이 폭력적이며 권위적이고 위압감이 있다는 지적이 들어와 

경찰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디자인을 전면 교체했다. 정복은 전 시기보다 어깨 품이 커져서 입었

을 때에 팔이나 어깨를 움직이기 쉬워졌고, 색을 좀 더 밝은 남색으로 바꾸어 편의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향상시키고자 노력된 흔적이 보인다. 교통복의 상의는 전 시기보다 더 푸르게 제작되었고 

근무복의 경우, 동계 근무복은 연청색으로 디자인되어 밝은 느낌을 주었다. 하계 근무복은 전 시

기와 마찬가지로 반팔에 넥타이가 없는데 의복의 무게 자체를 줄여 여름에 활동하기 편리하게 제

작되었다. 셋째, 2006-2015 시기에는 2005년 경찰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권 때 

경찰복제의 종합적인 개선이 추진되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편의성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특히 

디자인 부분은 지금까지의 제복 중 가장 세련된 디자인으로 꼽힌다. 첫째로 정복은 휘장이 왼쪽 

가슴에 붙어 있고 양쪽 소매에는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있다. 교통복은 상의는 흰색으로 넥타이와 

넥타이 핀 및 계급장을 달 수 있는 어깨선이 제작되어 있다. 왼쪽 팔 부분에 경찰 마크가 부착되

어 있다. 바지는 통풍이 잘 되는 넓은 통의 정장 바지이고 흰색의 상의와 잘 어울려 디자인이 고

급스럽다. 근무복의 경우, 동계 근무복은 연한 아이보리 색에 넥타이를 달 수 있고 교통복과 디

자인은 거의 같다. 하계 근무복은 넥타이가 없으며, 여름에 활동하기 편하도록 팔 부분이 넓게 

제작되었다. 넷째, 2016-현재, 지금까지 사용되는 복장은 2015년 경찰 70주년 기념사업으로 박근

혜 정부 때에 추진되었는데, 2006년부터 사용되던 근무복 상의가 너무 밝은 색이라 범죄자가 경

찰을 먼저 보고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찰 근무

복이 공권력의 엄중함을 상징하는 어두운 톤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변경되었다. 복제 개정은 디자

이너 이상봉과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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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이 편의성은 향상되었으나, 디자인이 전작에 비해 별로 좋지 않다는 평을 많이 내놓았다. 정

복은 지금까지는 남색에 가까웠으나, 이번 시기에 새로 제작된 정복은 검정에 가까워 무거운 느

낌을 준다. 소매의 금색 테두리는 없으며,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넥타이에 그어져있던 사선이 없

어져서 깔끔하고 정갈한 이미지를 강조한다. 교통복은 흰색 와이셔츠, 남색 정장 바지는 이전과 

같으나, 세세한 디자인에서 차이가 있는데 전작보다 주름이 덜 져있고 팽팽한 소재가 사용되었

다. 근무복의 경우 색깔이 많이 달라졌는데, 전작과 다르게 어두운 청색에 가까워 엄숙함을 강조

한다. 넥타이는 따로 없고, 단추 부분에 검정 천을 덧대어 넥타이를 맨 것과 같은 분위기를 나타

낸다. 교통복, 근무복 모두 소매에 태극 문양이 봉제되어 있어 깔끔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둘째, 경찰 제복의 부속품 및 장신구의 경우 1) 1883-1995 시기에는 계급장이 정복 상의에 고

급스럽게 부착되어 있고, 왼쪽 가슴 부근에는 가슴표장이 달려 있으며 단추는 플라스틱 단추가 

쓰였다. 정복을 입을 때에 모자는 양옆으로 챙이 길고 청색이 특징이며, 모자 한가운데에는 경찰 

마크가 부착되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교통복에 입는 허리띠는 많이 두꺼워서 무거웠으며, 

왼쪽에는 권총을 넣을 수 있는 집이 하나 들어가 있다. 교통모는 하얀색인데, 교통 쪽 근무를 하

다 보니, 시민의 눈에 더 잘 띄기 위한 디자인으로 사료된다. 정복, 교통복, 근무복 모두 착용할 

때 경찰용 단화를 신는다. 끈으로 조절할 수 있고, 고무 밑창 재질이라 무거웠다. 2) 1996-2005 

시기에는 가슴표장도 새로이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가운데에 넣고 그 한가운

데에 태극 문양을 빨강ㆍ파랑을 넣어 디자인되어서 볼 때마다 애국심을 부여해주는 효과를 지니

고 있다. 가슴표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 개인 고유의 일련번호를 삽입하여 경찰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모자의 경우 전 시기와 크게 변한 것은 없으나, 

가운데 참수리의 색깔이 은색에서 금색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 교통복 허리띠는 흰색이다. 동계 

근무복에 넥타이를 다시 넣어 격식 있는 제복으로 바뀌었다. 또한 전 시기와 다르게 야구모자형 

근무모가 제작되어 외근을 할 때 머리에 부과되는 무게가 좀 더 줄어들어 근무를 할 때 불편함

이 더 줄어들었다. 단화 또한 고무재질인 바닥창을 폴리우레탄창으로 바꾸어 신었을 때의 피로감

을 줄게 했고, 경량화된 새로운 단화가 제작되어 보급되었다. 또한 추후에 넥타이핀을 개선하여 

넥타이와 근무복 상의 와이셔츠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2006-2015 시기에는 정복

의 목 밑 부분의 칼라 쪽은 경찰 마크가 부착되어 있어 경찰으로서의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시

킨다. 단추는 은색의 동그란 단추가 박혀있다. 상의 왼쪽 가슴 밑에는 가슴표장이 메어져 있다. 

근무복에는 캡 모자 형태의 근무모, 교통복에는 넓은 챙의 교통모가 사용되는데 전 시기의 모자

들이 무겁다는 현직들의 평을 수용하여, 경찰청에서 좀 더 가벼운 재질로 모자를 만들어 보급하

였다. 4) 2016-현재의 시기에는 정복의 왼쪽 가슴에는 휘장과 가슴표장이, 오른쪽 가슴에는 금색

의 명찰이 부착되어 있다. 금색의 동그라미 단추가 부착되어 있으며, 목 칼라 쪽에는 전작과 마

찬가지로 경찰 마크의 작은 배지가 달려 있다. 가슴표장은 은색의 배지형태보다 포제형으로 되어 

있어 상의 자체에 부착되어 있다. 교통복의 흰색 허리띠에 한 가운데에는 금색의 문양이 있어 고

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근무복의 가슴표장 역시 가슴표장은 상의 자체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다. 교통모는 조금 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챙이 작고 날렵해졌으며, 근무모는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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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씌우는 부분의 무게가 줄어들어 경량화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단화는 검정에 조금씩 더 가

벼운 무게로 제작되었다.

셋째, 1) 1983-1995 시기의 ｢1987｣(2017)에서는 배우 김윤석이 정장을 입고 나왔는데, 휘장과 

계급장 및 정모와 가슴표장이 전부 시대 반영을 잘 하였다. ｢26년｣(2012)에서 배우 임슬옹이 입

었던 교통복은 청색의 상의에 호루라기 줄, 검정 계급장, 흰색 교통모 모두 동시대 경찰 제복과 

동일하게 고증되었다. 2) 1996-2005 시기의 ｢공공의 적｣(2002)에서 배우 설경구가 입었던 교통복

은 청색에 검정 계급장, 교통모, 호루라기 줄 모두 당시 시대의 제복과 일치하였고, ｢미스터 소크

라테스｣(2005)에서 배우 김래원은 목 칼라 부근의 경찰 마크, 계급장, 검정 경찰모 모두 당시 시

대의 제복과 동일하다. 3) 2006-2015 시기의 ｢끝까지 간다｣(2014)에서 배우 박보검 외 다수가 교

통복을 입고 등장하는데 밤이라 형광 경찰조끼를 입었고 그 외에 흰색 와이셔츠, 검정 사선 넥타

이 등은 당시 시대와 같았고, ｢신세계｣(2013)에서의 배우 이정재나 최민식이 입었던 경찰 제복도 

짙은 남색과 지휘장, 정모,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었다. 4) 2016-현재 시기에는 ｢걸캅스｣(2019)에

서의 배우 김성경, ｢청년경찰｣(2017)의 배우 박하선이 청색의 근무복을 소화했는데, 목 칼라의 넥

타이 대용의 검정 천, 계급장, 가슴표장이 실제 제작된 것과 같았다.

4. 결론

1980년대 이후 오늘날에 가까워질수록 경찰 제복은 전반적인 디자인이 발전되어 가는 것이 나

타난다. 특히 2006년 시기로 들어서면서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바지는 다른 일반 공무원이

나 군대에서 참조할 정도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어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에 비해 초창기

는 몸에 딱 맞는 핏보다는 상의나 하의 모두 통이 넓은 핏이어서 경찰이 근무를 할 때 움직임에 

불편함을 호소했다. 최근에는 캐주얼한 느낌의 몸에 잘 맞는 디자인과 기능성, 그리고 사람의 몸

에 맞는 인체공학적인 의복으로 제작된 점에서 큰 향상이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좋은 소재를 구하기 어려워 경찰 제복이 전부 무거웠고 따라서 현직 경찰들이 

활동적으로 움직이기에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벼운 소재를 써서 경찰 제복의 무

게를 낮추는 소위 의복의 경량화가 이루어졌고, 기능성도 향상되어 착용감이 향상되었다.

다만 기능적 특화 시기인 2016년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채택된 디자인이 변경되어서 청색의 칙

칙한 느낌의 근무복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직 경찰의 의복에 대한 불만이 많아졌다.

본 연구 결과, 경찰 제복이 여러 번에 걸쳐 변천되어 가는 것은 각 시기별로 정치ㆍ경제ㆍ사

회ㆍ문화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찰 제복을 디자인 한다면,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상징성이 더욱 더 부각시

키도록 디자인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료된다. 후속 연구로는, 대한민국 경찰의 제복을 타국가의 

제복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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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 연구

1. 서론

최근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MZ세대가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패션업계를 포함

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MZ세대를 미래 문화를 이끌 세대로 인식하고 있다. MZ세대는 1980

년대 이후 출생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함께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 중반 이후 디지털 

환경에서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들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변화에 민감하

다는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MZ세대의 분포는 전체 인구에서 2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Statistics Korea, 2019), 생산과 

소비 능력이 가장 좋은 주력 세대로 떠오르고 있다. 즉 MZ세대는 현재의 실질적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핵심 소비층이라 할 수 있다(Kwon, 2020). 패션업계에서도 이들의 등장에 주목하

고 이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MZ세대를 분석하는 것은 패션 소비시장

의 주요 소비자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MZ

세대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연구로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MZ세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2019년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관련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MZ세대의 

패션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방법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는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키워드를 추출한 후 키워드를 분석하

고 키워드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MZ세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2019년 중반인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신문기사를 수집하

였다. 수집 및 분석 도구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BIGKinds)를 사용하였다. 신문

기사의 수집은 11개 중앙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

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와 8개 경제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

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총 19개 언론사의 신문기사를 검색하여 수

집하였다. 신문기사는 제목 또는 본문에 ‘MZ세대’라는 키워드가 사용된 신문을 수집하였으며, 검

색결과 총 998건의 신문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는 키워드 분석을 하여 워드클라우드로 시

각화하여 제시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키워드간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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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는 MZ세대와 관련된 신문기사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MZ세대

와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하고 키워드간 연관성을 살펴보는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키워드 분석

은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고, 네트워크 분석은 키워드 간의 연관성과 각 신문사간

의 키워드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MZ세대의 신문기사 추이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1년간 MZ세대의 뉴스기사 추이를 살펴본 결과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MZ세대 관련 뉴스기사는 2019년 9월 3건에서, 2019년 10월 9건, 

2019년 11월 17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5월부터 관련 기사가 급증하여 2020년 5월 108건, 6월 150건, 7월 

221건, 8월 260건으로 MZ세대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Changes in news articles of 'MZ generation'

2) MZ세대의 키워드 분석

MZ세대의 신문기사에서 ‘MZ세대’에 대한 연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

화하여 보면 <Fig.2>와 같다. ‘MZ세대’와 연관된 키워드는 백화점(755개)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다음으로 소비자(709개), 밀레니얼(663개), 코로나19(429개), 한정판(372개), SNS(336개), 유튜

브(31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따라서 MZ세대와 연관된 키워드는 백화점, 소비자로 많이 

기사화되었으며 MZ세대를 설명해주는 밀레니얼 또한 연관 키워드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급변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도 많이 나타났으며, 

MZ세대의 소비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한정판, 유튜브 중심의 SNS, 중고거래, 번개장터 등이 연

관키워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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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ed keywords of “MZ generation”

3) MZ세대 신문기사의 네트워크 분석

‘MZ세대’의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Fig.3>과 같다. MZ세대와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유튜브’(가중치 20)였으며, 다음으로 ‘인스타그램’(가중치 17), ‘코로나’(가중치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MZ세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SNS와 미디어에 매우 

강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MZ세대가 언텍트 시대의 주요 소비층

으로 부각된 신문기사가 많았기 때문이다. 주요 신문사를 중심으로 한 ‘MZ세대’의 네트워크 분석

을 살펴본 결과는 <Fig.4>와 같다. 주요 신문사 중에서 특히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의 3사

에서 MZ세대에 대한 기사를 다수 보도하여 연관 키워드가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Fig. 3. Network analysis of 'MZ generation'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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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etwork analysis of 'MZ generation' 

by major newspaper

4. 결론

이상과 같이 신문기사에 나타난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분석한 결과, MZ세대는 주요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소비트렌드임을 알 수 있었다. MZ세대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이들에 대한 신문기사 또한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문기사에 나타난 MZ

세대와 연관된 키워드는 백화점, 소비자, 밀레니얼, 코로나19, 한정판, SNS, 유튜브 등으로 나타나 

MZ세대의 특성과 소비스타일을 알 수 있었다. 즉 MZ세대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한 SNS의 언택트 소비로 강점을 보였다. 그리고 이들 세대는 차별화를 

중요시하여 한정판 제품을 즐겨 구입하지만 중고거래, 번개장터와 같은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특

성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MZ세대는 국내외 글로벌 패션시장의 중요한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연구로는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토대로 MZ세대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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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베트멍과 발렌시아가를 중심으로 -

1. 서론

지난 몇 년 사이 정체되었던 패션계는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의 패션으로 새로운 전환점

을 맞이하였다. 인스타그램과 스트리트웨어가 하이패션을 삼켰고, 어떤 가치보다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가 도래했다(손기호 & 남현지, 2019). 그에 따라 자신만의 느낌을 추구하는 트렌드

가 패션계를 장악하였고, 그 중 뎀나 바잘리아(Demna Gvasalia)가 최근까지 이끌어온 베트멍

(Vetements)과 발렌시아가(Balenciaga)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의 번영을 끌어내었다고 할 수 있다. 

패션 하우스에 창조적 지각 변동을 일으킨 베트멍은 해체주의적 성향의 옷으로 럭셔리는 럭셔리

해야 한다는 패션 하우스의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렸고, 그 결과 뎀나 바잘리아는 지금의 패션

을 움직이는 거대한 트렌드인 레트로와 힙스터리즘, 해체주의, 로고 플레이 등의 중심에 있다(안

미은, 2017). 따라서, 뎀나 바잘리아는 특유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명품 브랜드의 고정관념을 부

수고 패션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뎀나 바잘리아에 대한 선

행연구를 살펴보면 디자인 작품 특성(조은애 & 박주희, 2017), 디자인 방법(이현승, 박주희 & 이

재정, 2018)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뎀나 바잘리아는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에서 같은 

기간에 디렉터로 활동함으로써 패션트랜드를 이끌어가는 디자이너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컬

렉션에 나타난 뎀나 바잘리아의 작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의 컬렉션에 나타난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뎀나 바잘리아가 대표 디자이너와 아티스틱 디렉터의 위치에서 동시대에 활동한 베트멍과 발

렌시아가 두 브랜드를 대상으로 Ready To Wear로 발표된 컬렉션을 범위로 정하였다. 패션사진

은 둘 이상의 모델이 등장한 경우 대표적이라고 여겨지는 두 벌의 패션사진을 연구자료로 선정하

였다. 컬렉션 자료는 보그 코리아(VOGUE KOREA: http://www.vogue.co.kr/)의 런웨이 사진과 

각 브랜드의 공식 유튜브 영상을 참고로 수집하였다.

2) 자료 수집

뎀나 바잘리아가 마지막으로 두 개의 브랜드에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2020 S/S 컬렉션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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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최근 3년간의 컬렉션을 범위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베트멍은 2017 F/W∼2020 S/S까지 347

점, 발렌시아가는 2017 F/W∼2020 S/S까지 451점으로 총 798점의 패션사진을 수집하였다. 

3) 자료 분석 기준

자료 분석 기준은 실루엣(사각형, 삼각형, 원형, X형, 부정형), 색채(유채색, 무채색, 배색), 재

질(하드, 소프트, 트랜스페어런트, 브릴리언트, 복합), 소재(일반소재, 특수소재), 무늬(사실적, 양

식적, 추상적, 기하학적, 복합, 민무늬, 기타), 패션 이미지(클래식, 아방가르드, 엘레강트, 액티브/

스포티브, 포멀, 모던, 에스닉, 매니시, 페미닌, 기타), 발상법(극한법, 전환법, 결합법, 제거법, 부

가법, 변경법, 연상법, 기타), 세부장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방법은 차이검정을 위한 통계분석(빈도분석, 백분율, χ²-test)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베트멍에 나타난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

베트멍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실루엣은 부정형 30.8%, 삼각형 28.0%, 색채는 유채색

ㆍ무채색 배색이 72.3%, 무채색ㆍ무채색 배색이 11.2%로 나타났다. 재질은 하드 89.0%, 소재는 

일반소재 89.1%, 특수소재 8.9% 순으로, 무늬는 민무늬 52.2%, 기하학무늬 15.6%, 세부장식은 

없음 63.7%, 프린징 7.2%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 이미지는 액티브/스포티브가 65.3%, 발상법은 

기타 50.1%, 결합법 20.7%로 많이 나타났다. 시즌별로 베트멍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차이를 살

펴본 결과, 재질(χ²=9.744, P=.045), 무늬(χ²=13.684, P=.033), 세부장식(χ²=22.399, P=.021), 패션

이미지(χ²=19.793, P=.031)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S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은 실루엣

이 부정형과 삼각형이 많이 나타났으며, 재질은 하드와 소프트, 패션이미지는 액티브/스포티브와 

페미닌, 세부장식은 없음과 파이핑 등이 많이 나타났다. F/W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은 실루엣이 

삼각형과 부정형이 많이 나타났고, 재질은 하드와 복합, 패션이미지는 액티브/스포티브와 아방가

르드, 장식은 없음과 프린징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베트멍 디자인 특성은 인체의 구조를 

무시한 독특한 실루엣이 많이 나타나며, 유채색ㆍ무채색 조합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채도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소재와 민무늬가 대

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보았을 때 일반 대중들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발상법은 결합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실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도 서로 다른 소재를 분리 재조합 시키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디자이너의 특성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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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렌시아가에 나타난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

발렌시아가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실루엣은 사각형 25.5%, 삼각형 20.8%, 색채는 유

채색ㆍ무채색 배색이 56.3%, 무채색이 14.6%, 재질은 하드 76.1%, 소프트 11.8%, 소재는 일반소

재 84.5%, 특수소재 15.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무늬는 민무늬 52.5%, 기하학무늬 20.2%, 세

부장식은 없음 71.6%, 단추 5.5%, 금속 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 이미지는 액티브/스포

티브 33.3%, 모던 16.7% 등이 많이 나타났고, 발상법은 기타 54.5%, 변경법 14.6%, 결합법 

13.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시즌별로 발렌시아가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실루엣(χ²=12.818, P=.012), 재질(χ²=12.244, P=.016), 특수소재(χ²=8.946, P=.030), 무늬(χ²=36.621, 

P=.000), 세부장식(χ²=24.053, P=.013), 패션이미지(χ²=22.105, P=.009), 발상법(χ²=25.614, P=.001)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S/S와 F/W 컬렉션에서 하드와 소프트 재질, 액티브/스포티브와 

모던 이미지, 발상법은 기타와 변경법 등으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시즌별 차이는 S/S에서 사각형

과 삼각형 실루엣, 무늬는 없음과 기타, F/W에서는 X형과 사각형 실루엣, 무늬는 없음과 기하학 

등에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발렌시아가의 디자인 특성은 각진 코트와 재킷 등으로 

어깨를 강조한 실루엣이 특징적이며, 베트멍과 마찬가지로 색채도 유채색ㆍ무채색 조합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채도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유사 소재를 이용해 통합적인 느낌을 

주었다. 발상법은 변경법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누구나 접하기 쉬우면서도 차별화를 두는 

디자인 특성을 알 수 있다.

3)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에 나타난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 차이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에 나타난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 차이를 시즌과 년도별로 비교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S 컬렉션에서 살펴보면 년도에 관계없이 실루엣, 색채, 무늬, 패션이

미지, 발상법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18년도는 재질(χ²=13.347, P=.010), 세부장식

(χ²=14.861, P=.038)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19년도는 세부장식(χ²=35.423, P=.000), 20년도

는 재질(χ²=9.590, P=.022)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W 컬렉션을 살펴보면 년도에 관계없

이 실루엣, 패션이미지, 발상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18년도는 재질(χ²=15.988, 

P=.003), 특수소재(χ²=10.516, P=.005), 무늬(χ²=38.407, P=.000)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19년도는 색채(χ²=15.747, P=.008), 재질(χ²=16.978, P=.001), 세부장식(χ²=30.006, P=.001)등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의 디자인 차이점은 베트멍이 시즌에 상관없이 

독특한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지만, 발렌시아가는 시즌에 상관없이 각진 어깨가 부각된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베트멍에서는 프린징과 파이핑 등을 사용한 디테일 장식이 많이 나타났으

나, 발렌시아가는 단추와 금속 등을 사용한 트리밍 장식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공통점

으로는 베트멍과 발렌시아가 대체적으로 하드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S/S시즌에는 F/W시즌

보다 실키하거나 레이시한 소재를 반영하였다. 두 브랜드 모두 S/S시즌은 사실적인 무늬를 사용

하여 보다 여성스럽고 활발한 이미지를 나타내었지만, F/W시즌은 기하학적 무늬와 강렬한 색상

을 이용한 글자나 그림 등의 무늬를 사용한 디자인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두 브랜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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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소재와 민무늬, 세부장식이 적은 디자인이 대부분을 차지함과 동시에 패션이미지에서 

액티브/스포티브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던 것으로 보아 일상적으로 입을 수 있고,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첫째, 베트멍에 나타난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은 부정형의 실루엣, 유채색ㆍ무채색 배

색, 하드 재질, 세부장식은 없음, 액티브/스포티브 이미지, 기타와 결합법에 의한 발상법이 특징적

으로 나타났다. 베트멍의 시즌에 따른 디자인 차이는 이미지와 세부장식을 사용하여 차별화를 시

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발렌시아가에 나타난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은 사각형과 삼각형 실루엣, 유채색, 

하드 소재, 세부장식 없음, 액티브/스포티브 이미지, 기타와 변경법의 발상법이 특징적으로 나타

났다. 시즌에 따른 디자인 차이는 형태적 요소인 실루엣, 무늬를 통해 디자인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베트멍과 발렌시아가에 나타난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색채, 재

질, 세부장식, 이미지 등은 유사하게 나타났고, 실루엣, 무늬, 발상법 등에서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뎀나 바잘리아는 두 브랜드에서 형태적 요소인 실루엣과 무늬를 

사용하여 디자인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베트멍과 발렌시아가를 통해 나타난 뎀나 바잘리아의 디자인 특성은 빅 숄더에 오버사이즈, 

해체적인 디자인으로 스트릿한 감성으로 주로 나타났으며, 자신만의 독창성을 대중이 쉽게 받아

들일 수 있게 나타냄과 동시에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내세운 점이 특징

적이다. 이는 뎀나 바잘리아가 오버 핏의 직선적인 실루엣과 90년대의 스트릿 무드의 패션이 명

품 브랜드 컬렉션에 많이 나타난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명품 브랜드들은 이전

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빠르게 스트릿 무드를 받아들였고, 이는 발렌시아가에 영입된 뎀나 바잘

리아에게서 나타난 디자인 특성에 영향을 받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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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파람*ㆍ이효진
전북대학교 

｢보그[Vogue]｣의 패션사진에 표현된 페미니즘(Feminism)

1. 서론

미국의 1960년대 후반은 민권운동과 반전 운동 등으로 사회적인 동요가 있던 시기로, 다양한 

영역에서 혁명적 정신을 가지고 파생된 문화 운동이 있었다. 특히 여성의 이미지와 사회적 권리

를 남성과 동등하게 삼는 것을 목표로 삼는 페미니즘 운동이 있었다. 이 시기는 프랑스와 네덜란

드에서 일어난 제1세대 페미니즘 운동에 이어 제2세대 페미니즘으로 지칭되며 미국 사회에서 여

성의 의식에 큰 반향이 있었던 시기로 평가 받는다(Lee, 2017). 변화하는 여성의 사회적 의식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매체에 반영되기에 동시대의 사회문화 현상을 반영하여 패션사진이 의도하

는 여성의 이미지(Choi, 2009)를 패션 잡지에 실린 패션사진을 통해 분석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 후반의 패션사진이 의도한 여성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진을 추

출하여 이를 페미니즘이라는 사회ㆍ문화적 맥락에서 그 이미지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함에 있다. 이

를 위해 여성 이미지가 놓인 배경을 연구 분석의 기본 틀로 설정하고 여성의 사회적 영역이 표현된 

패션사진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패션매거진 ｢Vogue｣
의 뉴욕판에 실린 패션사진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페미니즘 운동이 미국 사회에서 큰 대중적 

파급력을 가졌던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로, 분석 대상이 된 사진 자료의 시기는 1968~1969년

으로 하였다. 보그지의 사진 자료 수집은 ‘ProQuest’에서 제공하는 출판물 데이터베이스인 ‘The 

Vogue Archive’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의 문서형식은 ‘광고’ㆍ‘패션사진’ 그리고 문

서 특징은 ‘사진’으로 설정하여 검색한 후 총 223개의 기록물 중 386장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본론

1960년대 후반 사회적 여성 이미지 분석 기준 정립을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 페미니즘의 사회

ㆍ문화적 맥락을 고찰하였다. 페미니즘의 발생은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이뤄졌다. 첫

째, 미국의 1960년대는 사회문화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다. 특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반문

화혁명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기존의 도덕적 가치를 재창조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이는 문화적 혁명이었다(Flexner, 1975). 사회운동에 참여한 여성들 사이에서 촉발된 여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부상하게 되었다. 둘째,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이 발

표한 여성의 신비(The Feminine Mystique)를 통해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재인식 계기가 있었다. 프리단에 따르면 1960년대까지 미국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가사노

동에 적당한 대상이었을 뿐 그들의 정체성은 무시되고 있었으며,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결혼한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즉 여성들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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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하는 공적 사회에서의 여성이 아닌 가정에서 활동하는 사적 사회에서의 여성으로의 역

할이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셋째, 미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여성들의 일자리 종류 중 화이트칼라 및 전문관리직 비율이 증가하였다. 여성경제활동 참가

율의 증가로 인해(Choi& Yang, 2016) 가정경제에서는 부부의 맞벌이 구조가 형성되었고 여성 자

신의 이중적 역할이 구조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여성의 이미지는 그들의 사회적 역할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결정됨

을 알 수 있었다. 1960년대 후반 촉발된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의 역할을 가정의 영역으로 한정 

짓는 사회적 분위기에 저항하는 것이었으며, 여성도 공적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일할 권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운동이었다.

3. 결과 및 결론

연구 결과 1960년대 후반 보그지에서는 페미니즘의 진보적 여성 이미지가 아닌 구시대적 이미

지로 여성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즉, 당시 보그지에서 여성의 모습은 사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역할이 중점적으로 연출 되었고 특히 레저(leisure) 시간을 향유하는 상류층 여성의 모습이 표현되

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국적 배경을 활용한 여신의 모습을 띤 여성 이미지이다. 미국을 벗어난 

배경인 아시아, 유럽 및 아프리카 대륙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연출한 이미지는 여신을 형상화한 모

습으로 위엄 있게 나타났다. 둘째, 실내 공간에서의 우아한 모습을 띤 이미지이다. 외출복 또는 실

내복 차림으로 연출되며 가족과의 연출이 아닌 여성 단독의 모습으로 럭셔리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셋째, 자연 배경 속에서 연출된 이미지이다. 배경으로는 해안가와 숲, 평원 및 정원이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단독 혹은 소수의 인원을 통해 휴양지 속 독립된 공간에서의 패셔너블한 여성을 

연출하고 있었다. 사회적 현실과 비교하여 특이점으로는 당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적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여성 이미지의 연출의 빈도는 빈약한 수준이

었다. 당시 직장여성임을 나타내던 셔츠와 타이차림의 여성 또한 아이들과의 행복한 모습을 연출함

으로써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모습 즉, 여성의 사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 후반 뉴욕판 보그지 패션사진에 표현된 여성의 이미지는 공적인 영역보

다 사적 영역에 한정 되어 있었으며 이는 당시 여성의 이미지가 사회적 영역보다 가정의 영역에 

여전히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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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용 낚시재킷의 요구 성능과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1. 서론8)

최근 주5일제 실시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여가생활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낚시의류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낚시인들은 해상에서 조난 시 또는 장시

간 차가운 환경에 노출 시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저제온증 예방을 위

해 실험 및 수치적 방법을 이용하여 구명조끼의 단열성에 대한 상당한 연구(Kim et al., 2015; 

Kim et al., 2016; Jang et al., 2015)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낚시의류 중 낚시재킷의 보온성

은 물론 다양한 요구 성능 및 낚시인 대상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복합기능 낚시재킷의 개발을 위한 기초정보를 구하고자 낚시인을 대상으로 추동용 낚시

재킷의 요구 성능과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0년 9월 3일 ~ 9월 12일 국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낚시 

인 20명을 조사대상자로 포함하여 추동용 낚시재킷 요구 성능과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상황 9개 문항과 낚시 관련 활동 9개 문항, 낚시재킷 착

용 실태 5개 문항, 낚시재킷의 성능 중요도 12개 문항, 낚시재킷 디자인 선호도 20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추동용 낚시재킷의 성능 중요도 평가는 리커트형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추동용 낚시

재킷의 디자인 선호도에 관련된 문항에 있어서 소매, 소매부리, 포켓, 모자, 칼라, 밑단, 앞여밈의 

형태, 통풍구, 문양 등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_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인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낚시재킷의 요구 성능과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동용 낚시재킷 착용 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95%)이 방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보온성(85%), 활동성(85%), 맞음새(85%), 투습성(85%), 흡한성(80%), 방수성

(75%), 경량성(75%)도 대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관리성(70%), 방오

성(70%), 저벌키성(60%), 범용성(55%)도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과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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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을겨울에 출조 시 낚시조끼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76.7%)이 착용하며 낚시조끼와 함

께 방수재킷(36.6%) 또는 패딩재킷(19.9%)을 착용하기도 하며, 발열조끼(3.3%) 및 부력허리밴드

(3.3%)를 낚시조끼와 함께 착용한다는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낚시재킷에 사용되는 발열장치에 대해서 조사대상자의 45%가 보온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안전성(25%), 무거움(10%)이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보온을 원하는 추동용 낚시재킷의 부위는 어깨(13.3%)만 단독으로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등, 윗가슴, 허리 뒤, 아랫배, 손목 등 개인별로 보온이 필요한 부위

의 조합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낚시재킷의 길이는 허리아래(40%) 또는 엉덩이 중간길이(35%)가 대체로 선호되며, 밑

단 형태는 고무밴드(45%), 부분밴드(20%), 드로우 삽입형(20%) 순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매 형태는 탈부착식(30%)이 가장 높게 선호되었으나 라글란소매(25%), 셋인소매(25%), 절

개소매(20%) 등 다양한 소매 형태가 고루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단 형태는 벨크로와 고

무밴드가 결합된 형태(50%)가 가장 선호되었으며, 윗가슴 포켓은 방수 아웃포켓(26.6%)과 덮개 

있는 지퍼포켓(26%)이 선호되는 반면, 덮개 없는 지퍼포켓 또는 박스포켓은 선호도가 낮게 것으

로 나타났다. 아웃포켓의 위치는 사선형(45%) 및 가로형(35%)이 세로형(20%)에 비해 더 높게 선

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낚시재킷의 색상은 검정색(16.7%), 남색(16.6%), 빨강색(9.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나 개인별로 흰색, 베이지색, 회색, 초록색 등 선호하는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문양은 낚시

재킷의 전체(20%)보다는 부분만(40%) 들어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양은 추

상문양(35%), 자연문양(30%)이 기하 문양(5%)에 비해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양 적용 

부위는 몸판상단(35%)과 몸판소매상단(35%)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에서 추운 환경에서 낚시 활동을 하는 경우 낚시조끼와 함께 방수 낚시재킷을 주

로 착용하므로 추동용 낚시재킷의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추동용 낚시재킷의 길이, 밑

단 형태, 소매단 형태 등의 선호도는 방풍성과 함께 활동성, 보온성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

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동용 낚시재킷에 적용할 수 있는 발열장치의 보온성, 안전성, 

경량성의 개선이 필요하며, 어깨 부위는 물론 등, 윗가슴, 뒤허리, 아랫배 등을 선별하여 보온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선호되는 포켓의 형태 및 포켓의 방향은 낚시 활동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낚시도구 및 휴대품 

수납에 편리하고 방수가 되는 사선형의 덮개 지퍼 포켓 또는 방수 포켓이 적합하다. 추동용 낚시

재킷의 문양 배색은 남색 또는 검정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되 빨강색 및 형광색을 포인트 색상으

로 사용하여 추상문양 또는 자연문양을 몸판상단과 소매상단에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낚시인을 대상으로 낚시의류에 대한 인식 확산과 낚시재킷 디자인을 위한 기초 

정보를 구한 것에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낚시의류의 고급화, 다양화로 인하여 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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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낚시의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를 확대하여 낚시인의 인구 통계적 특성 및 낚시활동 특성

에 따른 낚시재킷의 디자인 선호도 조사가 필요하며, 낚시인의 체형별 디자인 개발의 접근도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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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의 유튜브 패션 콘텐츠에 나타난 비거니즘 메시지

1. 서론

지속되는 환경오염 문제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는 바, 일상생활에서 친환경 운동

을 실천할 수 있는 비거니즘(veganism)이 주목 받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비거니즘은 실천적 라

이프스타일로 간주된다. 특히 의생활에 있어 비거니즘은 지속가능, 친환경 패션과 관련되며 ‘비건 

패션’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일반적으로 비건 패션은 비거니즘의 정신에 입각한 의복을 지

칭하며, 구체적으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과정에서 동물을 해치지 않으며 만들어진 

의복을 의미한다(Cherry, E., 2006). 동물의 생명을 해치며 얻어지는 원료인 가죽, 퍼, 깃털, 실크

와 울은 논-비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양, 라마, 알파카 등의 동물 털로 만들어진 제품은 식물성 

소재나 합성 천 등으로 대체된다. 비건은 생활과 소비에 의도를 가지며 환경과 동물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쳤는지의 여부를 고려한다. 더불어, 비건들은 주변인에게 본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설

명하고 비거니즘을 널리 전파하는 것을 강조한다. 최근 비건들은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

여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비거니즘에 대한 논의를 대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영상 콘텐

츠의 상승 추세에 맞추어 비건 커뮤니티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YouTube)를 기반으로 비

거니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영상 콘텐츠를 통해 비거니즘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제시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으며, 구체적으로 비거니즘 콘텐츠가 전달하는 비거니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향점과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건의 유튜브 패션 

콘텐츠의 유형을 분석한다. 둘째, 비건의 유튜브 패션 콘텐츠에 나타나는 비거니즘 메시지의 내

용을 알아본다. 셋째, 비건의 유튜브 패션 콘텐츠 유형별로 나타나는 비거니즘 메시지를 구분한

다. 본 연구는 비건의 유튜브 콘텐츠 중 패션 영상을 사례로 분석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거

니즘 메시지가 전달되는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제품에 관련한 비

건 유튜브 콘텐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전달하는 비거니즘 메시지와 전반적인 커뮤니케이

션 방법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비거니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패션 콘텐츠를 살피는 이유는, 

의생활까지 확장된 비거니즘 실천은 식습관보다 고착화된 라이프스타일이기에 더 구체적인 메시

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비거니즘은 공장식 축산업이 야기하는 환경오염과 비윤리성에 반대하고, 동물을 해치며 만들

어진 제품의 사용을 거부하는 생활양식이다(Dyett et al., 2013). 비거니즘을 생활 전 영역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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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고 유지하는 이들을 비건(vegan)이라 한다. 모든 산업구조에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제도의 필요성마저 의문을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풍조에서, 비건은 사회적 소수자에 속할 수 있다. 이에 비건들은 1944년 

비건소사이어티, 1984년 Movement for Compassionate Living 등 각종 단체들을 만든 바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공동의 가치관과 관심사를 바탕으로 비거니즘 메시지를 확산하고자 한다. 이들

은 생활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비거니즘을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삶의 철학을 공

유하는 이들과 친목 관계를 맺는 집합체를 구성해왔다. 

최근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비건 커뮤니티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그 규모를 키우고 있다.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회사 GlobalData의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 중 비건으로 확인된 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1%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GlobalData, 2018). 이러한 비건 인구의 증가는 비거니즘이 소셜미디어에 의해 가시화됨에 

따라 비거니즘 메시지가 널리 전파되었기 때문으로 나타나며, 비건 인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해석된다. 비건 인구의 수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은, 비거니즘이 문화 콘텐츠로 제작되고 소비될 수 있을 수준의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그 중 유튜브는 개인의 경험과 생각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생산할 수 있게 함

으로써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의 흐름을 유통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발견할 수 있

게 한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유튜브는 비건 커뮤니티가 본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이에 동참하기를 장려하는 등 비거니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건 유튜버를 비거니즘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과 정보들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

작하여 시청자와 소통하는 이들로 정의하고자 한다. 생활방식의 변화와 특정 습관의 지속적인 유지

를 요하는 비거니즘의 특성상, 비건 유튜버의 콘텐츠는 더욱 생활과 밀접하게 나타날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비건의 유튜브 패션 콘텐츠를 분석하여, 유형적 특성과 비거니즘 메시지의 전달 방

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의 목적에 맞는 콘텐츠 수집을 위하여 유튜브 영상

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집하였다. 우선 비건 유튜브 채널 선정은 국제적인 SNS 통계 데

이터 애널리틱스 녹스인플루언서(Noxinfluencer)를 통해 진행하였다. 포괄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

해 녹스인플루언서에서 ‘vegan’ 키워드를 검색하여 상위에 노출된 유튜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

집하였다. 2020년 검색 기준으로 패션 콘텐츠를 만드는 비건 유튜버를 검색하여, 총 누적 조회 

수, 구독자 수, 동영상 수, 구독자 대비 조회 수 백분율, 온라인 활동량을 기반으로 정렬된 결과

를 수집하였다. 또한, 채널 순위는 날마다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총 누적 조회 수, 구독

자 수, 동영상 수, 온라인 활동량, 구독자 대비 조회 수 백분율 데이터에 기반을 두어 전 세계를 

기준으로 순위의 상위부터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유튜브 채널 30개를 대상으로 각 

채널 당 약 5개의 샘플을 수집하였으며 총 143개의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에 있어, 본 연구는 사례로 수집한 패션 영상을 패션 미디어이자 영상 콘텐츠의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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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서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패션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사례에 대

한 해석 시 중점적으로 서술되어야 할 특징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건의 패션 영상 콘텐

츠들을 유형화하는 범주 기준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비건 유튜브 패션 콘텐츠가 전달하는 비거

니즘 메시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정보

의 메시지 전달 방식, 소구법 등의 표현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활용되는 연구방법으로 커뮤니

케이션 내용의 비언어적 및 언어적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Samiee & Jeong, 1994). 이

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범주 기준을 통해 콘텐츠를 유형화 하였으며, 내용분석을 통해 그 특징

을 파악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건의 유튜브 패션 콘텐츠의 유형 분석 결과, 형식별 

유형의 영상 수는 ‘패션 노하우’에 관한 영상이 46개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패션 제

품 하울’ 영상이 38개로 나타났고, ‘패션 일상’ 26개, ‘패션 제품 소개/평가’ 유형의 영상과 ‘패션 

코디네이션’ 영상이 동일하게 14개, 마지막으로 ‘패션 엔터테인먼트’ 영상은 5개로 나타났다. 패션 

노하우 유형 영상은 ‘스타일링 방법 및 트렌드 소개’, ‘스타일링 및 쇼핑 조언’, ‘특정 스타일 튜토

리얼’, ‘패션 DIY(Do It Yourself)’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패션 제품 하울 영상은 ‘비건 패션 하

울’ 과 ‘빈티지 패션 하울’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패션 일상 유형 영상은 ‘쇼핑 브이로그’, ‘비

건의 하루 일상’, ‘함께 옷장 정리하기’, ‘함께 외출 준비하기’ 등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패션 제품 

소개/평가 유형은 ‘비건 패션 제품 및 브랜드 사용 후기’, ‘비건 패션 제품 추천 및 비추천’, ‘이번 

달에 제일 좋아한 비건 패션 제품’ 형식의 영상이 주를 이루었으며, 패션 코디네이션 유형의 영상

은 ‘비건 패션 룩 북’과 ‘옷장에 있는 옷 전부 입어보기’ 형식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패션 앤터

테인먼트 영상은 ‘새로운 패션 스타일 시도 챌린지’, ‘다른 이들의 패션에 대한 리액션’ 등의 형식

으로 구분되었다. 패션 콘텐츠를 만드는 비건 유튜버들의 범주를 살펴보면 30개의 채널 중 모두

가 여성이었으며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유튜브에서 패션과 뷰티에 

관련한 콘텐츠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Cayari, 2011)와 같이, 패션 크리

에이터의 성장과 그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그것이 실제 현상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거니즘 라이프스타일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비거니즘 메시지는 특수한 콘텐츠 장르나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로 개발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패션 영상 유형에 비거니즘이라는 키워드가 가미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음을 발견

했다. 이는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내용과 형식의 콘텐츠들을 활용함으로써 비거니즘을 기존 생활

의 연장선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찰 할 수 있다. 

둘째, 비거니즘 메시지는 주로 비거니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비거니즘 생활의 윤리성과 장점

을 강조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비거니즘 생활을 시도해보기를 회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더

불어, 비거니즘 메시지의 내용은 패션 콘텐츠의 내용과 관련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비건 유튜

버들은 중고 및 빈티지 패션 구입을 장려하고, 옷장을 정리하여 미니멀리스트적 삶을 살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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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으며, 패스트 패션 제품 구입을 지양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시청

자로 하여금 의생활의 변화를 추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과 가치관을 뒤돌아보고 비거

니즘에 동조하게 하는 계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패션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비거니즘 메

시지는 내용에 있어 더 넓은 시청자 층을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다시 말해, 패션 콘텐츠의 비거니즘 메시지는 이미 비거니즘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 뿐만 아

니라, 비거니즘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시청자 또한 염두에 두고 패션 정보를 전달하는 내용이

었다. 이는 비건 유튜브 패션 콘텐츠가 소수의 집단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

고, 보다 넓은 시청자 층을 향유하려는 비거니즘의 메시지 전달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비건의 유튜브 패션 콘텐츠 중 비거니즘 메시지가 드러나는 영상은 패션 노하우 유형과 

패션 제품 하울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사례로 선정 된 143개의 영상에서 나타난 비거니

즘 메시지의 전달 방법은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직접적 표현은 

제목에 단어 vegan을 명시한 영상으로 총 5개로 구분되었다. 이 영상들의 내용은 패션 제품 하

울, 스타일링, 미니멀 패션과 지속가능 패션에 관하였으며, 비거니즘에 대한 논의를 직설적인 언

어로 설명을 통해 전달하고 있었다. 간접적 표현을 활용한 54개의 영상은 영상 하단에 위치한 설

명란이나 영상 내에서 비건 단어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 유형은 화면 구성으로 비건의 생활방식

을 보여주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등 언어적인 설명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비건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간접적으로 비거니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은 패션 노하우 유형 29개, 

패션 제품 하울 유형 20개, 패션 일상 유형 5개로 분류되었다. 나머지 84개는 비거니즘과 관련된 

단어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았으며, 영상 제목과 내용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유튜브라는 거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비거니즘 메시지를 전달하는 패션 유튜브 영

상을 분석하였다. 비건 유튜브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패션을 분석함은, 비건 패션을 소비행동과 

제품으로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이는 향후 비건 커뮤니티가 비거니즘 메시지

의 전달에 있어 취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비건 패션 브랜드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요 소비자가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점차 주류로 

떠오를 비건 패션을 이해하고 비거니즘 실천의 복합적인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후 비건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미디어를 이해하는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

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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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살문양을 응용한 전통 패턴 디자인 개발

1. 서론 

최근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기술 및 기능을 접목시킨 디지털문화 상품들이 글로벌 네

트워크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IT기술을 매개체로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을 한 공동체로 만

드는 사회가 지속발전함에 따라 지역 및 국가 간의 사회문화의 격차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또한 

한류열풍, K-POP이라는 용어와 함께 한국 대중문화가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은 ‘아이돌(IDOL)’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전통복식

구성을 현대화한 의상을 착용하였으며, 블랙핑크(Black Pink)는 ‘How you like that'라는 곡의 뮤

직비디오에서 전통문양 중 하나인 봉황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텍스타일 의상을 선보여 관중들

에게 주목받았다. 그에 따라 한국에 대한 관심도 및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수도 증가하

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한국 전통문화가 담긴 문화상품,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를 반영한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고유문화유산으로

부터 가져온 이미지는 타국의 문화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하고 명확한 소재이다. 그러므로 우리

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상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전통문화상품, 한국문화의 독창성 및 고유성을 가진 문화상품디자인은 세계인

들의 관심과 한국의 패션산업을 고부가가치로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에 대

한 연구 분석을 통해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전통복식인 쾌자의 디테일 및 실루엣과 한국 전통창살문양을 주제로 특

징들을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전통복식의 디테일 및 전통문양패턴을 응용하여 현대적 기술 중 하

나인 레이저 컷팅 기법으로 전통한복문화상품디자인에 활용하는 디자인 방법을 제시하고자한다. 

2. 이론적 배경 

쾌자(快子)는 반비(半臂)에서 유래한 것으로, 통일신라 때 중국에서 전래되어 조선시대까지 이

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선고유색사전]에 “옛날의 전복(戰服)의 일종”이라 하여 일반 전통

복식과 달리 소매와 섶, 고름이 없으며 전통복식구성에서 볼 수 있는 무가 달려있고 뒷트임과 옆

트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에 군복으로 왕을 제외하고 착용하였으며 겉옷위에 입는 외

투이다. 서양복식인 베스트(VEST)와 유사한 외형을 가졌으며 베스트에 비해 길이가 많이 긴 형태

이다.

현대의 재단법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컷팅 기법은 기존 수작업의 재단시간 비해 소요되는 시간

이 많이 절감된다. 또한 복잡한 디자인 선들을 빠른 시간에 재단할 수 있으며 정확한 레이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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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정밀 재단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한옥에서 볼 수 있는 전통창살문양의 미적 특징과 조형적 요소를 찾고 한국 

전통창살문양을 현대적으로 변형 및 활용하여 창살문양의 응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러 

창살문양 중 조형적 요소 변화 시 미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아(亞)자살’, ‘귀(貴)자살’, ‘숫대

살’의 창살문양을 모티브로 가져오고 모티브의 일부를 생략, 회전, 결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변

화시켜 새로운 디자인의 문양들을 도출하였다.

전통복식 중 하나인 쾌자(快子)를 디테일 및 실루엣 선과 저고리의 직선재단법을 활용하여 흰

색으로 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창살문양들을 검정으로 하여 전통한복문화상품의 전면과 후면에 장

식 디자인으로 하였다. 각 디자인은 Adobe Illustrator CS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식화로 제시하

였다.

 

4. 연구 결과 

현대사회에 편리성, 실용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전통복식이기 때문에 전통문양패턴을 응용한 전

통한복문화상품디자인에 활용하였다.

모티브 기본형 변형 작품

아자살

귀자살

숫대살

아자살 모티브의 기본형을 좌우 반전시켜 하나의 오브젝트로 설정하고 45˚씩 회전을 반복 후 

겹합하여 모티브를 변형하였다. 옷의 앞 중심에 변형 모티브 3개를 세로방향의 일정한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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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였으며 뒷 중심에는 변형모티브 1개를 앞의 변형모티브의 크기보다 축소하여 중심에 배치

하였다.

귀자살 모티브 기본형을 활용하여 120˚씩 좌우로 회전을 한 후, 결합하여 모티브를 변형하였

다. 옷의 앞 중심에 변형모티브를 상하 반전시켜 배치하고 뒷 중심에는 앞의 변형모티브 형태를 

축소 및 상하 반전하여 중심과 좌우모티브 방향을 반대로 변형모티브를 배치하였다.

숫대살 모티브 기본형을 45˚씩 회전을 반복 후 겹합하여 모티브를 변형하였다. 옷의 앞 중심

에 변형모티브 2개를 상하로 배치하고 뒷 중심에 앞의 형태를 축소하여 2개를 상하 점진적으로 

배치하였다.

위와 같이 한국전통 창살문양을 응용하고 전통복식 쾌자의 디테일을 반영하여 디자인을 제안

하였다.

5. 결론 및 제안

한국의 고유한 이미지를 활용한 전통복식문화를 반영한 패턴디자인을 제안하기 위해 전통문양 

중 하나인 창살문양들 중 아자살, 귀자살, 숫대살을 모티브로 활용하여 변형된 새로운 문양을 개

발하였다. 

현대복식에 활용할 수 있는 베스트와 유사한 외형을 가진 전통복식인 쾌자를 선택하여 전통적

인 디테일과 실루엣 선을 반영하고 저고리의 직선재단법을 활용하였다. 색상은 고유 복식의 색상

인 흰색으로 하였다. 

아자살, 귀자살, 숫대살 모티브를 변형한 문양은 검정색으로 쾌자의 전면과 후면에 장식하여 

전통복식문화상품으로 개발하였다.

전통문양을 활용하여 독창성 및 고유성을 가진 문양패턴디자인은 한국의 패션문화산업의 발전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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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패션쇼에 나타나는 아포칼립스적 표현에 대한 연구
- 2010 S/S ~ 2021 S/S를 중심으로 -

1. 서론

세계보건기구는 지구의 평균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전염병은 4.7% 증가한다는 결과를 내놓

으면서, 코로나19 위기는 기후 변화가 초래한 재앙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현대 패션도 지속가능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고, 과잉 생산에서 오는 환경 파괴라는 사회적 이슈

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팬데믹과 환경 파괴 상황 속의 인류 모습을 보여

주는 ‘아포칼립스(Apocalypse)’를 주제로 삼는 패션쇼가 증가하고 있다. 아포칼립스는 성경을 비

롯한 여러 종교 예언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예술, 소설, 그리고 영화에서 매우 오래 전부터 하나

의 장르로 자리 잡아 왔다. 패션에서도 디스토피아를 주제로 다룬 선행 연구가 있기는 하나

(Kwon, 2011), 아포칼립스를 다루는 패션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세계 멸망 이후의 패션을 다룬다

는 점에서 디스토피아 패션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주제의 패션쇼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

된 모티프여서 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포칼립스 패션’을 환경오염과 자연재앙으로 인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임을 경고

하는 의상이나 혹은 이러한 종말 이후의 황폐화된 세상에서 살아남은 인간들이 착용하게 될 의상

으로 정의하고, 현대 패션에 표현된 아포칼립스적 모티브를 분석해 봄으로써 아포칼립스 패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제의 패션쇼 속의 다양한 디자

인이나 무대 연출의 미감과 조형적 특징의 분석이라는 방식을 통해 그 내재적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면서, 패션을 통해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제고하며, 지속가능한 패션의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아포칼립스는 종교문학의 한 장르로, 성서의 <요한계시록(The Book of Revelation)> 등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종말’에서 비롯되었다. 이 용어는 대참사, 재앙, 인간 사회의 파멸을 일컫는 

보통명사인데, 기독교 문화권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권에서 고대 신화 속의 자연 재해 등 인간의 

예측을 넘어서는 공포나 존재의 불안을 야기하는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되어 왔다(Kim & Chang, 

2016). 초기의 아포칼립스적 개념은 궁극적인 최후의 파멸이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

한 필연적인 과도기이기에 결국은 구원을 위한 비전이라 할 수 있었다(Koh, 2006). 이 모티브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실존을 위한 계몽적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이의 종교적 의미는 줄어들면서 인간에 의해 유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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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에너지의 사용이나 지구 온난화 등과 같은 재난 상황의 맥락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

라서 현대의 종말론은 신에 의해 완성되는 미래가 아닌, 인간의 환경오염이 야기하는 파멸적 미

래를 다루고 있다. 현대의 아포칼립스 관련 담론은 크게 계급론과 환경담론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계급론은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다루면서, 계급 차이의 타파가 어려운 불평등한 미래를 조

명한다. 한편, 환경담론은 자연에 대해 인간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생태 중심적 태도를 갖게 하

자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책임을 주제로 다룬다. 환경담론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책임감과 도덕

성을 강조한다(Kim & Chang, 2016). 패션의 관점에서 볼 때, 아포칼립스 담론은 계급화로 인한 

디스토피아적 패션보다는 환경문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포칼립스 패션’을 다루되, 인간의 환경오염이나 자연재앙으로 인해 초래될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경고적 패션, 그리고 세상의 종말 후 황폐화된 세상에서 생존해야할 인간들이 착용하게 될 의상

이라는 개념으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포칼립스는 디스토피아(Distopia) 미래관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디스토피아 미래관은 지배와 

대량생산을 위해 획일성이 강요된 기계시대, 감시로 인한 자유 상실 상태가 온 지식 정보 시대, 

극리고 기계로 인한 환경파괴가 된 디스토피아적 사회를 포함한다. 아포칼립스 패션은 인간에 의

한 환경적 멸망을 경고하는 패션과 멸망 이후의 패샨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Kwon(2011)의 디스토피아 연구에 의하면 디스토피아 패션은 기술로 의한 환경 파괴를 우려한 패

션으로 환경 파괴 경고 패션과 환경 파괴 대비 패션으로 나뉘며, 디스토피아 미래관이 표현된 패

션은 사회가 디스토피아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먼저 미학, 복식사, 예술학 관련 서적과 선행 연구를 통해 아포칼립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

였으며, 이를 통해 ‘아포칼립스 패션’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과 정의를 구체화 하였다. Kwon(2011)

의 환경 파괴를 우려한 패션 분류인 ‘환경 파괴를 경고하는 패션’과 ‘환경 파괴에 대비한 패션’을 

분석의 기준으로 참고하여 ‘아포칼립스를 경고하는 패션’,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생존 패션’, 그리

고 ‘낙관적 포스트 아포칼립스 패션‘을 아포칼립스 분류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아포칼

립스 개념을 사례연구에 적용하여 ｢Vogue｣ 온라인 사이트의 패션 전문가 논평과 ｢The New 

York Times Style Magazine｣의 디자이너 인터뷰 등을 통해 아포칼립스 패션쇼를 선정하였다. ‘아

포칼립스’와 ‘종말 패션’을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사례연구의 범위는 본격적으로 아포칼립스 모티

브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0 S/S부터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패션쇼에 대한 디자인 논평을 통해 

세계 종말을 경고하는 패션과 포스트 아포칼립스 패션을 주제로 다룬 29개의 컬렉션을 선정하고, 

이 중에서 총 1149장의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아포칼립스 패션에 대한 고찰을 위해 설정한 본 연구의 분류 기준인 ‘아포칼립스를 경고하는 



286 _____ 라이프케어 인 스타일테크(Lifecare in styletech)

패션’,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생존 패션’, 그리고 ‘낙관적 포스트 아포칼립스 패션’을 바탕으로 29

개의 패션쇼를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포칼립스를 경고하는 패션’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재앙의 두려

움을 주제로 하여 패션쇼를 전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릭 오웬스(Rick Owens)는 2016 F/W에서 

과거 멸종한 장비(長鼻)류인 ‘Mastodon’을 주제로 삼아 변화하는 환경과 인류의 종말을 진화의 연

장선으로 표현하였는데, “인류는 미래의 mastodon이 될 것이다. 이는 피할 수 없는, 허무주의적

인 종말이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는 아포칼립스가 내포하는 죽음의 이미지와 허무주의적 미

래관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발렌시아가(Balanciaga)는 2020 F/W에서 아포칼립스의 어두움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끔찍한 세상을 종교적 의상과 고딕 풍 의상으로 묘사했다. Y-3는 2017 S/S에

서 블랙과 화이트라는 최소한의 컬러만을 이용해 암울한 미래를 그렸고, 샤넬(Chanel)은 2011 

F/W에서 척박한 배경과 함께 트위드를 변형한 무채색의 갑옷을 연상시키는 코트와 밀리터리 팬

츠를 선보이며 앞으로 다가올 암울하고 척박한 미래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둘째,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생존 패션’은 세계의 종말 이후 생존하기 위한 패션을 주제로 다

룬다. 이는 환경 재앙 이후 문명이 파괴된 상황에서의 패션을 의미하기 때문에, 심미성보다는 기

능성에 중점을 두며, 신체 노출은 피한다는 특징이 있다. 마린 세르(Marine Serre)의 2020 F/W와 

토가(Toga)의 2020 F/W에서는 강추위에 대비하는 거대한 부피를 가진 패딩을 선보였는데, 토가

의 디자이너 프루타(Furuta)는 “소용돌이치는 불안 속에서 보호의 아이디어를 담은 거대한 부피의 

의상은 아무데서나 잘 수 있는 옷”이라고 말했다. A.F.반데보스트(A.F.Vandevorst)는 2015 F/W를 

비롯한 7개의 컬렉션에서 대기 오염에 대비하는 마스크와 고글을 등장시켰으며, 캘빈 클라인

(Calvin Klein)은 2018 F/W에서 화재에 대비하는 방화복 패션과 춥고 위험한 상황에서 착용하는 

발라클라바(balaclava)로 거친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생존 패션을 보여주었다. 

셋째, ‘낙관적 포스트 아포칼립스 패션’은 세계의 종말 이후에도 패션은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

적인 미래를 소망하는 패션이다. 마린 세르는 2021 S/S에서 원유로 인해 오염된 해양을 바탕으로 

컬렉션을 전개하고, 패션쇼의 후반부에는 화이트 컬러의 히피 패션을 보여주었다. 사막 행성에서 

삶을 개척하는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2020 F/W에서는 다채로운 색상의 옷을 입은 임산부와 어린

아이를 등장시킴으로써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매티 보반(Matty Bovan) 또한 2020 S/S에서 

디스토피아적 스토리를 다루면서 다양한 의상과 물건들을 실험적으로 결합하여 유희적으로 표현

함으로써 미래에 착용하게 될 의상을 해학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이는 우리에게 변화를 촉구하면

서도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었다. 낙관적 포스트 아포칼립스 패션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아

포칼립스 패션과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생존 패션과 함께 보여주어 우리에게 즉각적인 변화를 촉

구하며 인류 생존에 대한 희망적인 미래관을 보여준다. 

5. 결론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패션업계에서

도 아포칼립스 패션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여 2010 S/S 컬렉션부터 2021 S/S 컬렉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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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아포칼립스 패션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분석해 보았다. 아포칼립스 패션은 환경오

염으로 인해 불거지는 환경오염과 전염병의 두려움을 패션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메시지의 적극

적인 전달을 통해 대중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주고 있다. 2010 S/S부터 2015 F/W까지의 컬렉션은 

환경 파괴 원인에 초점을 두지 않았지만, 2015 F/W 이후 컬렉션부터는 지구온난화, 산불, 강추위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세계 멸망에 초점을 두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생존 대비 패션

을 보여주었고, 2020 S/S 컬렉션부터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포함하는 패션쇼가 등장을 하였다. 

2010년대 초 중반의 생존 전사의 어둡고 강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패션과는 다르게, 2015년 이후

의 아포칼립스 패션은 환경오염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지구의 종말에 대비하는 실질적 패션을 

보여주고 있다.

아포칼립스 패션은 현실 세상에 대한 불안함과 아울러 멸망 이후에도 생존을 희망하는 인간 

욕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아포칼립스를 주제로 한 패션쇼는 2010년부터 매년 꾸준히 등장

하여 왔으나, 특히 최근 1년간 아포칼립스를 테마로 한 패션쇼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아포칼립스 패션 연구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

다. 본 연구는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직관적이고 충격적으로 

전달해줌으로써 환경 파괴에 대한 자각과 환경윤리와 생태의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포칼

립스 패션에 대해 조명해 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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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중국 전통 문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 
- 비비안 탐과 양 리를 중심으로 -

1. 서론 

21세기 들어, 중국은 본격적인 개방화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일부 도입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1949년 문호 개방을 실시한 이후 2002년에는 WTO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시장에 문을 열고 

2006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그들만의 전통을 세계인에게 자랑했다. 

2017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이어, 중국은 세계 소비 마켓 3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소비 구매력

을 보여주었고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패션계에서도 중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여러 디자

이너들은 작품에 중국적 요소를 재해석하고 있으며 중국 출신의 디자이너들 역시 패션계의 주목

을 받고 있다. 이미 H.M 디자인 어워드, LVMH 영 패션 디자이너 프라이즈 등의 많은 패션 콘

테스트에서 중국계 디자이너들이 발굴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중국적 특징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데,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비비안 탐과 

양 리가 있다. 비비안 탐은 ‘새로운 중국 대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중국적 색채를 잘 보여

주는 디자이너이다. 1957년에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란 그녀는 용, 산수화 등의 자

수나 문양 등의 중국적인 요소를 적용한 디자인으로 놀라움을 선사했으며 뉴욕을 중심 무대로 지

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뒤를 이은 1988년생 베이징 출신 양 리 역시 중국적 이미

지를 작품에 녹여낸 디자이너이다. 그는 ‘중국의 질 샌더’로 불리며 한족의 전통의상인 한푸(漢服)

를 스포티한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혁신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였으며 인민복 등의 중국적 요소를 

일상적인 트렌드와 연관 지어 색다르게 연출하기도 하였다. 이제 중국 출신 디자이너들의 손에 

의해 중국의 문화적 요소는 재탄생되고 정제된 동양의 의복 그 자체에서 벗어나 신선한 패션의 

한 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미 비비안 탐의 컬렉션에 드러난 중국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는 활

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계보를 잇는 양 리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비비안 탐의 

작품과 함께 양 리의 작품에 드러난 중국적 요소를 찾고 두 디자이너의 작품을 비교하고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뻗어 가는 발걸음에서 동양적인 요소를 담은 디자인

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전통 문화적 요소를 고찰

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비비안 탐의 컬렉션에 나타난 중국 전통 문화적 

요소를 살펴본다. 셋째 양 리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이에 드러나는 중국적 요소를 알아본다. 넷째 

위에 기술된 양 리와 비비안 탐의 작품들을 소재, 문양, 색채, 형태의 4가지에 따라 서로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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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연구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에는 관련 문헌 그리

고 패션 뉴스(Fashion News), 위대한 유산(Great Heritage 69), 패션 인사이트(Fashion Insight), 

보그(Vogue) 등의 패션 정보지와 네이버(Naver), 구글(Google) 등의 검색엔진과 함께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유튜브(Youtube)와 블로그 기사, 트위터(Twitter) 등의 소셜 미디어 역시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비비안 탐의 공식 홈페이지(www.viviennetam.com)와 

양 리의 공식 홈페이지(www.yangli.eu)를 이용하여, 각각 컬렉션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2010년 S/S부터 2020년 S/S까지 지난 10년간 비비안 탐과 양 리가 발표한 컬렉션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디자이너 컬렉션 중 중국 전통문화와 관련성이 있는 150개를 선정하여 총 300

매의 디자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첫째 중국의 문화적 특징을 고찰할 수 있었던 부분에는 크게 종교, 사상과 철학, 회화와 건축, 

공예와 도자기, 전통복식이 있었다. 먼저 종교에 있어 무위자연설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종교이자 

철학인 도교가 있었고 중화사상과 도가 사상이 접목된 불교 역시 널리 퍼져있었다. 사상에 있어

서는 천일합일(天一合一) 등의 자연과 하늘을 강조하고, 조화와 상생을 중시하는 음양오행(陰陽五

行)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회화나 건축 역시 사상적 부분에 영향을 받아 자연물을 표방하거나 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통 공예로는 대표적으로는 금색의 실로 여러 전통문

양을 수놓는 자수 장식과 홀치기염색, 종이를 오려 문양을 만들어내는 전지공예, 조개 껍데기을 

이용한 나전칠기가 있었다. 또한, 도자기 역시 중국의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인데 청색 

코발트 안료로 다양한 무늬를 그린 청화백자와 하얀 바탕에 황색, 녹색, 남색 등의 색깔을 칠한 

채색자기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복식에는 잘 알려진 치파오 외에도 소수 민족의 복식, 경극 의

상, 한족의 의상인 한푸(漢服), 나아가 신해혁명 이후 개혁의 일환으로써 탄생한 인민복이 있었

다. 이렇듯 중국은 오랜 역사와 다민족을 기반으로 구성되어있어 민족마다, 시대마다 독자적이고 

풍부한 민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 

둘째 비비안 탐은 원단, 색감, 트리밍과 디테일, 형태 부분에서 중국 전통 문화적 요소가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원단에 중국 전통 꽃문양이나 부처상, 산수무늬 등의 중국의 

종교적 요소를 프린트하였으며 색채 부분에는 중국의 화려하고 쨍한 색감과 명쾌한 색채들이 조

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선명하고 또렷한 배색 효과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곳곳에 금 은색 실을 사

용한 용무늬, 전통 문양 자수도 엿볼 수 있었으며 고유한 차이나 칼라, 요대, 네크라인 등이 눈에 

띄었다. 형태에서도 전통 복식인 치파오의 피트한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여 허리선을 강조한 H라

인이 나타났다. 이렇듯 비비안 탐은 원단, 색감, 트리밍, 형태에 있어 적극적으로 중국 전통 문화

적 요소를 재해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양 리 같은 경우 크게 원단, 색감, 트리밍에서 중국 전통 문화적 요소가 드러나고 있었

다. 원단에 있어 중국 전통 실크와 같이 드레이프성 있는 원단을 이용하여 중국 한족의 전통복식

인 한푸(漢服)가 바람에 흩날리는 느낌을 잘 살려냈다. 색감에는 화이트, 블랙과 같이 중국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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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화를 연상시키는 무채색의 색채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색채 역시 덜 톤의 유사 색감을 사용하여 

색상대비보다는 톤온톤 배색이나 명도 대비가 눈에 띈다. 또한, 변형된 차이나 칼라, 인민복의 단

추 장식과 가슴 포켓 등을 드레스, 코트에 단순하게 적용시켜 현대화된 중국 전통복식의 모습을 

세련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는 중국적 요소를 젊은 감각과 자신만의 심플함과 자유로움으로 

풀어냈다. 불필요한 트리밍과 디테일을 과감하게 생략한 그의 디자인은 보다 전위적인 중국의 모

습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다. 

넷째 비비안 탐과 양 리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중국의 문화적 요소를 담아냈는데, 이를 소

재, 문양, 색감, 형태의 4가지에 따라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소재에서, 비비안 탐과 양리 모두 

광택감이 있고 자연스러운 드레이프성을 가진 중국 전통 실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비비안 

탐 같은 경우 양 리보다는 중국 소수 민족을 연상시키는 가죽이나 모를 데님, 레이스와 같이 현

대적 요소와 결합하여 좀 더 폭넓게 소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소재 자체에 의도적인 구멍을 뚫

거나 원단에 중국적 요소인 부처, 산수화를 프린트하거나 서로 이질적인 원단을 덧씌우거나 이어 

붙여 독특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반면 양 리는 전체적인 옷감으로는 크리스프한 느낌의 태피터

를 중심으로 인민복의 강인한 느낌을 살리고 슬릭하고 시어한 옷감을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다. 전

통 문양의 사용면에서는 비비안 탐이 압도적으로 사용이 잦았다. 양 리 같은 경우 전통 문양을 

직접 작품에 새겨 넣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비비안 탐은 중국의 전통 꽃문양이나 불교적 상징물, 

용 문양을 자수기법으로 표현한 것이 자주 발견되었다. 색감에 있어서는 두 디자이너의 작품 모

두, 청화 백자의 빛깔을 차용한 청색의 컬러나 수묵화를 연상시키는 무채색이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난 비비안 탐은 양 리보다 선명하고 비비드한 느낌의 레드를 자주 사용하여 중국적인 느낌을 

살렸으며 색을 폭넓게 사용하고 뚜렷한 콘트라스트 배색으로 화려하고 과감한 이미지의 중국적 

요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양 리 같은 경우 비비안 탐보다는 무채색이나 뉴트럴 톤의 컬러의 사용

으로 여백의 아름다움을, 명도 차에 의한 콘트라스트 배색이나 유사한 색상 조합의 톤온톤 배색

으로 부드럽고 차분한 문인화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비안 탐과 양 리가 형태적 

측면에서 중국 문화적 요소를 보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공통으로 H라인과 A라인을 주로 사용하

고 있다는 점이다. 한푸의 루즈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본뜬 기장이 길고 풍성한 스커트나 밑

단은 두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양 리 같은 경우 허

리선을 느슨하게 변형하여 슬림핏에 가까운 H 라인 실루엣을 연출하였으나 비비안 탐은 치파오

의 피트한 형태적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차이나 칼라, 옆 여밈, 요대 등을 직접적 방법으로 활

용하여 중국 고유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4. 결론

이상으로 촉망받고 있는 중국 두 디자이너의 전통적 요소를 비교 분석해보았다. 비비안 탐과 

양 리 모두 중국과 서구 문화권이 혼재된 유년기를 거쳤는데, 이런 성장배경은 그들에게 중국 전

통 문화적 요소를 적절히 융합시켜 복합적이고 새로운 패션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비비안 탐은 컬렉션 주제 자체를 부처, 상해 여성, 음양오행으로 잡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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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국적인 색채인 빨간색과 청색, 치파오의 형태, 차이나 칼라, 전통문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전통문화요소를 반영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양 리의 경우는 현대적인 방식으

로 전통문화요소를 변형하여 더욱 세련된 중국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결론적으

로 두 디자이너 모두 자신만의 개성과 함께 문화적 정체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작품에 담아내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은 패션계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차별화하고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일조한다. K-문화가 세계에 널리 부흥하는 이 시점에서 타국의 문

화적 요소가 어떻게 패션에 차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역시 K-POP이나 드라마 외

에도 고유의 문화를 복식에 적용하여 세계에 제안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전통문화 요소를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게 진출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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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중에도 착용 가능한 ‘365 컴피 무브아 스포츠 레깅스’ 개발

건강중시 문화와 애슬레저룩 트렌드가 부상함에 따라, 여성용 스포츠웨어 시장이 확대 되었고, 

그 중 스포츠 레깅스의 사용과 개발이 활발하다. 2017년부터 이슈화된 생리대 발암물질 논란 이

후 생리대 대체용품으로 여성의 분비물을 흡수하고 쉽게 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섬유소재와 이

를 이용한 언더웨어들이 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월경 중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레

깅스는 없는 상황이므로, 위생팬티와 운동레깅스를 결합한 ‘365 컴피 무브아 스포츠 레깅스’ 개발

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첫 단계로 4중 구조 섬유를 활용한 언더웨어 제품을 제작ㆍ판매하고 있는 D사의 ‘논샘팬티’와 

‘자유레깅스’, 생리팬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T사의 ‘생리팬티’, 패턴 절개로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며 통기, 흡습 기능성이 포함된 F사의 운동레깅스 제품을 조사ㆍ분석함으로서 소재

구조, 패턴, 흡수 및 방수기능, 장단점 등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3중지 이상의 다층 구조 직

물을 생산하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PJ사와 운동레깅스 전문 브랜드 PS사를 방문하여 전문가 자

문을 얻고 시제품 제작에 사용될 방수 원단과 레깅스 원단을 제공받았다. 추가적으로 방수 및 고

흡수 원단을 생산하는 E사의 PP/PET 자카드 편물을 제공받아 테스트를 거쳐 제작에 활용하였다. 

세 번째로, 운동성과 기능성이 강화된 레깅스 개발을 위해 피트니스 강사와 회원을 대상으로 일

반 상황과 월경 상황에서 레깅스 착용시 장단점과 특징, 교우사항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

다. 이러한 3단계에 걸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레깅스 자체 내구성 문제(무릎, 허리와 같이 활동

량이 많은 부분의 원단 늘어남 및 필링)와 월경 중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함 등의 의

견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패턴과 봉제법을 설계하였다. 결과물로 생리혈량 및 디자인에 따라 총 3

가지 형태의 레깅스를 디자인하였고, 생리혈을 흡수하면서도 방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안감/흡수

층/방수층/레깅스 겉감’ 총 4가지 원단을 겹쳐 4중 구조를 구성하였다. 디자인은 총 3가지로 구성

하였으며 혈량에 따라 봉제법을 다르게 제작하였다. TYPE 1은 기존 레깅스 디자인에 4중 구조를 

결합한 디자인이었다. TYPE 2는 TYPE 1과 마찬가지로 4중 구조를 적용하고 레깅스 다리 부분에 

절개선을 넣어 심미성과 레깅스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이었다. TYPE 3은 사이클 팬츠 형

태를 착안하여 4중 구조를 생리대 형태로 제작하여 적용하고, 외관 봉제선을 최소화한 디자인이

었다. 1차 시제품인 TYPE 1을 생리 3일차에 7시간 착용 테스트를 거친 결과, 패턴 구조 및 원단

의 문제점과 그로 인해 4중 구조 패드 부분의 두꺼워지는 현상으로 인한 블편한 착용감이 수정사

항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TYPE 2, 3에 수정ㆍ적용했으며, 오드람프 

봉제 전문 공장에 의뢰하여 최종 시제품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365 컴피 무브아 레깅스’는 기존 

레깅스에 4중 구조 흡습 원단 패드를 부착한 형태로 안감/흡수층/방수층을 형성하며, 팬티라인 

부분을 중심으로 안감을 지그재그로 봉제하여 피부에 닿는 면의 마찰감을 최소화하였다.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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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패드 구조가 육안으로 표시나지 않으며, 팬티라인 존에는 안감이 있기 때문에 샘을 방지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시제품 착용 테스트를 거쳤고, 참여자들 착용시 불편함이 없으며 생리기간

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쾌적함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추가적으로 샅 부분 절개선과 허리선에

서 앞 다트가 시작되는 점에서 종아리 아래까지 이어지는 곡선 절개선, 그리고 무릎 절개선이 들

어간 패턴을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도 근력 운동 시 근육 움직임을 고려

한 절개형 디자인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레깅스과 생리대 일체형 팬티 구조를 결합하여 여성 소비자의 근본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365 컴피 무브아 레깅스’를 개발하였다. 스포츠 웨어 시장이 확대 추세

와 함께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품의 경제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시

장 출시 시 긍정적 반응을 얻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개발 후 다수의 실사용자

를 대상으로 하는 시착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인데, 추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품의 시

판 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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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인*ㆍ권미정
부산대학교 꽃을 형상화한 패션 디자이너 컬렉션의 조형적 분석 및 미적 

특성 연구
- 에르뎀 모랄리오글루, 지암바티스타 발리를 중심으로 -

1. 서론 

고전적인 미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닌다. 고전에는 많은 테마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꽃’은 매년 디자이너들의 사랑을 받는 모티브가 된다. 꽃은 고유한 외적 

아름다움으로 인해 다양한 상징을 지니며 디자이너들에게 채택되어 왔다. 꽃은 자수와 비즈, 프

린트 등 단순히 표현 기법에만 차이를 두어도 다채로운 분위기와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꽃은 무한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꽃은 앞으로도 디자이

너들에 의해 계속해서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패션에 내재된 꽃 이미지에 관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꽃과 패션의 상관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패션 트렌드 반영 연구, 조형미 연구, 디자인 연

구, 플로럴 모티프 연구 등이 존재하지만, 특정 디자이너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아

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꽃 이미지의 사용을 

5년 이상 컬렉션에서 진행한 디자이너와 결부시켜 컬렉션에 꽃 이미지를 사용한 정확한 사례를 

찾아야겠다고 판단했고, 꽃을 패션에 다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5년간의 컬렉션에서 지속적으로 

꽃을 표현한 ‘에르뎀 모랄리오글루(Erdem Moralioglu)’와 ‘지암바티스타 발리(Giambattista Valli)’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매 시즌 꽃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하는 행보를 보

이며, 이 때문에 두 디자이너의 작품을 통해 꽃이 패션에 적용되어 표현되는 방식을 이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에르뎀 모랄리오글루 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꽃 모

티브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둘째, 지암바티스타 발리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꽃 모티브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두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꽃의 조형 특성에서 나

타나는 미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꽃을 표현하여 다양한 변주를 시도하는 데 기초

자료로서 도움을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로는 일차적으로 관련 논문과 인

터넷 홈페이지에서 패션 디자이너인 지암바티스타 발리와 에르뎀 모랄리오글루의 생애와 이력, 

작품 세계를 파악하였다. 실증적 연구인 컬렉션 분석은 5년간 진행된 지암바티스타 발리와 에르

뎀의 2016 S/S부터 2020 F/W 시즌까지 총 10시즌의 Ready-to-Wear 컬렉션 작품을 대상으로 정

했다. 에르뎀 브랜드의 Haute couture 컬렉션이 없는 관계로 Ready-to-Wear 컬렉션을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사진의 수집 기준으로는 전체 컬렉션의 작품 중에서 꽃 이미지를 담고 있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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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며, 꽃이 차지하는 부분이 10% 미만인 작품을 제외하였다. 에르뎀의 컬렉션 60장, 지암바티

스타 발리의 컬렉션 60장으로 총 120장의 사진을 ‘Vogue Runway(https://www.vogue.com/fash-

ion-shows)’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 내용으로는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컬렉션 

작품의 실루엣, 아이템, 색상, 소재의 재질감, 패턴의 표현 특성, 꽃 이미지를 표현한 기법의 여섯 

가지로, 디자인 요소 중 실루엣과 색상, 재질은 Lee& Lee(2017)를 참고하였고, 문양을 표현하는 

기법을 분석하는 기준은 Lee(2003)를 참고하였다. 꽃을 표현하는 장식 기법은 Kim(2018)에서 분

류된 장식 기법을 참고하였다. 세 번째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미적 특성의 분석 기준과 아이템 

분류 기준으로는 Hwang(2017)의 ‘플로럴 패션디자인의 조형미’에서 여섯 가지 미적 특성을 선정

하였다. 사진 자료와 연구 자료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는 데는 객관성을 유

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패션 매체에서 제공하는 리뷰 기사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첫째, 에르뎀 컬렉션에서 나타난 6가지 조형 특성 중 ‘실루엣’에서는 사각형과 삼각형이 2/3를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슬림 실루엣과 트라페즈의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실루엣을 통해 

여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템으로는 원피스가 46점으로 압도적인 수를 보이

는데, 이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원피스가 적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색상에서는 큰 

차이 없이 균등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유채색 외에 무채색의 사용도 두드러졌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적인 컬렉션의 분위기는 로맨틱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지

만, 그중에서도 강렬한 색상의 사용으로 대담한 표현을 시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소재에서 나타

나는 재질감은 트랜스페어런트가 23점으로 가장 많이 등장했다. 트랜스페어런트 재질 중에서도 

시어 재질, 브릴리언트 재질 중에서는 실키 재질의 사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텍스쳐에서 나

타나는 작품의 분위기는 여성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준다. 꽃문양의 특성은 사실적, 양식적, 

추상적의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에르뎀의 컬렉션에서는 사실적 표현이 32점, 양식적 표현이 22

점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에르뎀의 작품이 로맨틱하고 섬세하게 표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도 

고전미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꽃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프린트, 자카드, 자수가 각 

18점, 13점, 12점으로 나타났고, 이는 에르뎀 작품에서 드러나는 패턴의 성격에 적합한 표현 기법

을 적용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암바티스타 발리 컬렉션에서 나타난 6가지 조형 특성 중 실루엣은 사각형 실루엣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나타났다. 사각형 실루엣 중 슬림과 H라인 실루엣이 표현된 작품이 많이 

나타났으며,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지암바티스타 발리의 컬렉션 또한 

에르뎀과 마찬가지로 원피스가 가장 많이 표현되었다. 색상은 적색이 32점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보였는데, 이는 지암바티스타 발리의 컬렉션 작품에서 꽃의 생명력과 활기를 표현하는 데 

나타났다. 재질감은 트랜스페어런트 재질이 가장 많이 등장했는데, 이는 은근하게 드러나는 여성

의 보디라인을 살리며 로맨틱함을 표현하며 여성적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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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에르뎀과 반대로 양식적 문양이 34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세련미를 주면서도 예술

적 묘사가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다. 표현 기법으로는 레이스 17점, 프린트 15점, 자카드 14점으로, 

단독으로 사용된 레이스 기법이 많이 보였고, 화려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레이스의 효과를 극대화

했다.

셋째, 에르뎀 모랄리오글루와 지암바티스타 발리의 작품에서 파악한 조형 특성을 바탕으로 미

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절제된 우아미’, ‘퇴폐적 관능미’, ‘현대적 여성미’, ‘자연적 낭만미’, ‘이국

적 환상미’, ‘미래적 유희미’ 중, 에르뎀의 작품은 자연스러운 여성의 곡선을 드러내는 원피스를 

선보이는 동시에 꽃을 표현하는 데 있어 사실적 패턴의 활용, 자연적인 색을 사용함으로써 자연

적 낭만미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동서양의 조화가 느껴지는 패턴과 적, 청, 황의 다채로운 

색의 사용으로 이국적인 환상미가 표현한 디자인 또한 많이 등장한다. 따라서 에르뎀 모랄리오글

루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미적 특성으로 ‘자연적 낭만미’와 ‘이국적 환상미’의 두 가지가 융합된 형

태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암바티스타 발리의 작품은 허리 라인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신

체 곡선을 잘 드러내는 실루엣의 원피스를 대다수 채택하고, 꽃을 나타내는 데 있어 양식적 패턴

을 활용하였다. 적색 계통의 색을 주로 사용하면서도 무채색과의 배색을 통해 자칫 발랄해 보일 

수 있는 분위기를 적절히 제어했다. 여성의 신체를 노출시키는 가벼우면서도 얇은 소재를 사용함

으로써 화려하고 관능적인 이미지보다는 우아한 느낌을 강조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암바티스

타 발리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미적 특성으로 ‘절제된 우아미’라는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다.

4. 결론

자연을 향한 아름다움의 추구는 인간의 역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계속해서 나타났다. 문명의 

발전이 오랜 시간 이루어졌으나 기계문명이 자연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연

과의 공존을 꾀하고 자연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에 따라 자연을 모티프

로 하여 예술적 감각을 표현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패션 디자인의 분야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에르뎀 모랄리오글루의 컬렉션에서는 사각형과 삼각형의 실루엣, 원

피스 아이템, 다채로운 색의 사용, 트랜스페어런트와 브릴리언트 재질의 사용, 꽃의 사실적 문양 

표현, 프린트와 자카드, 자수 기법이 작품에 나타나며 꽃이 주는 여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암바티스타 발리는 사각형 실루엣, 원피스 아이템, 적색 꽃의 표현, 트랜스페어

런트 재질, 꽃의 양식적 문양, 레이스와 프린트, 자카드를 활용함으로써 생기 있으면서 동시에 로

맨틱한 여성의 이미지를 컬렉션에서 표현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에르뎀의 조형 특성에서 

나타나는 미적 특성으로 ‘자연적 낭만미’와 ‘이국적 환상미’의 결합을 들 수 있으며, 지암바티스타 

발리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미적 특성은 ‘절제된 우아미’가 나타났다.

지암바티스타 발리와 에르뎀 모랄리오글루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디자인적 특성을 비교하고 조

형성에서 나타나는 미적 특성을 분석해 보면서, 같은 모티프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면서도 다

른 방향성을 지니고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대상을 묘사했지만 디자이너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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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가치관에 따라 다른 작품을 선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행보들이 패션 업계에 존재하는 여

타 디자이너들에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가며 창조적 디자인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꽃과 같은 모티프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이너들에게 적용 가능성을 더 넓힐 수 있다는 기대

를 지닌다. 차후 연구를 통해 꽃이 차용된 모티프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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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소동*ㆍ홍미정
계명대학교 

민족의상의 전통 문양을 응용한 현대 패션디자인 연구
-뇌 산 묘족 복식의 물고기 문양을 중심으로 -

1. 서론 

민족의 전통 문양은 한 민족의 특정 문화유산과 신앙의 매개체로 의류 디자인에 적용되며, 의

류에 독특한 정서적인 스토리를 주입함으로써 강력한 서사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현

대 패션 디자이너들은 다양한 민족의상 문양을 의류에 적용하여왔다. 다만, 문양을 현대 의류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많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전통 민족 복식의 고유한 문양을 그대로 

현대의 패턴 디자인에 넣을 경우, 전통패턴과 현대 패션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현대인의 미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패턴 자체에 내포한 정취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뇌산 묘족의 물고기 패턴을 응용하여 현대적인 패션 디자인

에 전통적인 민족 요소를 넣어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민족 전통 패턴의 역사적인 정서를 살리는 

동시에 현대 소비자들의 미적 요구에도 부합되는 패션 디자인의 방법을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중국 서남부 지역을 답사하여 이미지 수집, 기록 관찰, 인터뷰 등 실시하였고, 인터넷 정보와 

출판 서적에서 유용한 민족의상 콘텐츠와 패턴 디자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

고, 지역과 종류별로 문양을 분류하였다.. 

정리된 자료를 분석하고 현대적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문양을 의상 디자인에 적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3. 연구결과

문양 패턴구조를 디자인하는 방법 중 분해 재조합법, 기하 구성법, 대칭 중복법, 비율 분할법, 

축대칭 반전 변형법 등으로 문양디자인을 하였다. 기존의 패턴구조를 분해하여 다시 배열하는 방

법이나 전통 의류 패턴 중의 주 패턴을 추출하고, 부 패턴을 간결하게 하여 패턴을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기하 도형의 패턴의 가장자리를 재 디자인하여, 정돈된 기하 형태의 패턴을 구성하거나, 

패턴을 대칭되게 중복하여 2개 연속 혹은 4개 연속 중복하여 조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 하였다.

민족의상 중 기존의 일정한 비율을 사용하여 패턴을 재구성하여 비율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을 

하였다. 

문양 패턴의 일부분을 상하 혹은 좌우 방향으로 대칭 반전 복제를 진행하여 연속패턴을 구성

하였고, 민족의상의 다양한 컬러에서 명도와 채도를 단순화하여 디자인된 문양을 의상 디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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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다. 

4. 결론

소수민족의 문양은 종류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서사성이 강하고 문화유산을 내포하고 있어 전

통문화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 적용하는 것은 전통문화의 계승인 동시에 

현대적 창조의 승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뇌산 묘족 의류 중 물고기 패턴을 일례로, 서남 

소수민족의 패턴을 연구하였고, 이를 적용한 현대 의상 디자인에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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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유선*ㆍ전재훈
서울대학교 한국 뷰티 산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소셜미디어 뷰티 

콘텐츠 분석
-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1. 서론

오늘날 소비자들은 수동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TV, 신문 등의 광고보다 그들이 직접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더욱 반응하고 있다(Kim & Hwang, 2019). 뷰티 산업에서

의 마케팅 흐름 역시 기존의 상업성이 강조되는 광고에서 정보성이 강조된 콘텐츠형 광고로 변화

하는 추세이다(Choi & Jung, 2017). 뷰티 브랜드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브랜드 채널을 형성하

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Ahn & Mok, 2013), 나아가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해 소비자와 소통하

면서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Choi & Jung, 2017). 

뷰티 산업에서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은 한국뿐만 아니라 뷰티 시장이 형성된 아시아

의 여러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뷰티 시장인 중국에서는 ‘웨이보

(Weibo)’, ‘틱톡(TicTok)’을 통해 뷰티와 관련된 콘텐츠가 제작되며 최근에는 ‘샤오홍슈(小红书)’라

는 SNS 형식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인기를 끌고 있다(Lee, 2019). 중국의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가 편리한 미디어 플랫폼을 선호하는데, 샤오홍슈의 창립자는 이러한 중국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SNS였던 샤오홍슈에서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Jin, 2018). 

뷰티 산업의 또 다른 신흥 시장인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유튜브(YouTube)’ 및 ‘인스타그램

(Instagram)’ 등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뷰티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Kim, 2016; Shin, 2017). 반면 

각 국가의 소비자마다 선호하는 뷰티 콘텐츠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데, 상업성이 드러

날 경우 거부감을 느끼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과 달리 중국 소비자들은 상업성이 드러

나는 콘텐츠를 전문성이 느껴진다는 이유에서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뷰티 산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접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국가별 소셜미디어 마케팅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함으로써 한국 뷰티 산

업의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아시아의 세 국가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소셜

미디어 뷰티 콘텐츠를 분석하였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한국 화장품 수출의 상위 15위 안에 

자리 잡은 아시아 국가이며(IPResearch, 2019), 뷰티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각 국가의 소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국가별로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찾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뷰티 인플루언서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 결과 중국은 샤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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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와 ‘타오바오 쯔보(淘宝直播)’, 태국은 유튜브, 인도네시아는 인스타그램이 가장 영향력 있는 소

셜미디어 플랫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가별 뷰티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분석하였는데, 플

랫폼에 상관없이 팔로워 수가 가장 많은 다섯 명의 인플루언서를 선정하여 그들의 게시물을 살펴

보았다. 중국의 샤오홍슈에서는 ‘하하니w(哈哈妮w)’, ‘부뚜파오파오데유(不吐泡泡的鱼)’, ‘메이쯔(美

子)’의 게시물을, 타오바오 쯔보에서는 ‘리자치(李佳琦)’, ‘웨이야(微娅)’의 게시물을 유튜브에 검색

하여 분석하였다. 태국의 유튜브에서는 ‘마리알(Marry R’), ‘아키타 스테이션(Archita Station)’, ‘노

블럭(NOBLUK)’, ‘아이스패디(icepadie)’, ‘파 사리카(Fah Sarika)’의 게시물을, 인도네시아의 인스타

그램에서는 계정 ID로 검색하여 ‘jharnabagwani’, ‘suhaysalim’, ‘fathinrm’, ‘jeanmilka’, ‘flovivi’의 

게시물을 분석하였다. 콘텐츠의 분석을 위해서 유튜브 상에서의 K뷰티 확산 전략에 대해 연구한 

Lee와 Lee(2018)의 내용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으로 각 콘텐츠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는 

콘텐츠 등록자 유형, 등장인물, 콘텐츠 주제를 비교하였다. 특히 콘텐츠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콘텐츠 주제는 게시물에서 소개되는 제품의 유형과 이를 소개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

였다. 또한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댓글과 ‘좋아요’ 수를 함께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Yu와 Kim(2020)은 한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언서 요인을 매력성, 신뢰성, 전문성, 진

정성으로 나누어 상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문성과 진정

성이 최종 상품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소셜미

디어의 뷰티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과 진정성을 기준으로 콘텐츠의 성격, 수요가 높은 콘

텐츠 유형, 수요가 높은 제품을 비교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의 소비자들은 진정성과 전문성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진정성 있는 콘

텐츠를 접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샤오홍슈로, “중국의 모든 유행은 샤오홍슈에서 시작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 세대가 즐겨 찾는 플랫폼이었다. 샤오홍슈의 뷰티 콘텐츠는 제

품의 이미지와 사용자가 작성한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이미지를 터치할 경우 제품을 

판매하는 채널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샤오홍슈는 영향력을 갖춘 인플루언서

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이 아닌,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모든 일반 사용자들이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더불어 샤오홍슈에서는 상업적 광고의 성격을 

지닌 텍스트에 대해 경고를 주는 시스템이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샤오홍슈의 뷰티 콘텐츠에 

대한 신뢰가 높은 편이었다. 샤오홍슈 콘텐츠에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양질의 정

보였는데, 제품의 구매처, 제품의 효과 등을 상세하게 제시한 게시물이 ‘좋아요’를 많이 받았다. 

반면 중국의 소비자들은 진정성과 동시에 전문성 있는 뷰티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이는 

타오바오 쯔보를 통해 충족되었는데, 타오바오 쯔보는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정해진 시간 동

안 여러 제품을 직접 사용하며 실시간으로 후기를 소개하는 동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었다. 타오바오 쯔보에서 영향력을 갖춘 인플루언서를 ‘타오바오 쯔보주’라고 불렀으며, 중국에서 

단순히 인기가 많은 이미지의 ‘왕홍’과 달리 소비자들은 쯔보주를 뷰티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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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쯔보주들은 제품을 직접 언박싱하면서 제품의 패키지부터 발림성, 나아가 

브랜드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해주고 있었다. 타오바오 쯔보에서는 실시간 라이브 도중에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제품은 금새 모두 판매되었다. 각 소셜미디어 플랫폼

에서 수요가 높은 제품을 살펴보면 샤오홍슈에서는 스킨케어 제품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았고, 타

오바오 쯔보에서는 색조 제품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대부분이었다. 중국의 소비자들은 원하는 제

품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선택하여 뷰티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다. 

둘째, 태국의 소비자들은 진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찾기 위해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뷰

티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다. 뷰티 인플루언서의 경우 유튜브에서 주로 활동하였는데, 유튜브는 

동영상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좀 더 진정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두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인플루언서에 대한 태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전

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는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뷰티 브랜드와 공동으로 제품을 제작하

게 되면서, 그들의 영향력에 비해 제품의 퀄리티는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소비자들은 진정성 있는 뷰티 콘텐츠를 찾기 위해 일반 사용자들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후기를 공유하는 트위터나 ‘Jeban’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추가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진짜 

후기’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하여 진정성 있고 신뢰도가 높은 뷰티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태국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찾는 제품은 스킨케어 제품이었다. 특히 태국 

소비자들은 더운 날씨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많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성능의 제품에 대해 

수요가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소비자들은 진정성보다는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

서 일반 사용자들이 제품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는 것보다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소비하는 모습

이 더욱 많이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인플루언서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었고, 이들은 최근 5년 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이 이미

지와 동영상을 모두 제작할 수 있다는 서비스를 활용하여 메이크업 과정을 보여주는 ‘튜토리얼

(tudorial)’, 메이크업 전, 후의 모습을 비교하는 ‘비포 앤 애프터(befor & after)’와 같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인플루언서에는 서구적인 생김새의 인플루언서와 동

양적인 생김새의 인플루언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자신의 니즈에 맞는 인플루언서

의 콘텐츠 소비가 가능하였다. 최근 서구적인 메이크업 스타일이 인도네시아에서 유행을 하게 되

면서 소비자들은 색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유럽이나 북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이었다. 반면 스킨케어 제품을 소개하는 인플루언서도 있었으며, 이들은 브라이트닝 성능의 제품

을 자주 소개하였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요가 높은 스킨케어 제

품은 대부분 한국 제품이었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소셜미디어 속 뷰티 콘텐츠를 비교한 결과,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

를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뷰티 콘텐츠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였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즐겨 찾

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태국의 경우,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후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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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중요시하여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발달한 반면, 인도네시

아의 소비자들은 전문성을 갖춘 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뷰티 제품 사용 경험이 많은 인플

루언서의 영향력이 큰 소셜미디어의 플랫폼을 즐겨 사용하였다. 중국 소비자들은 일반 소비자의 

후기와 전문적인 인플루언서의 정보 모두 추구하였기에 이와 같은 성격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모두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아시아 세 국가의 뷰티 콘텐츠 및 이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브

랜드의 아시아 시장 진출 시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한국의 화장품 수출 시장 중 상위에 속한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 속한 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니즈가 다르며,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발달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뷰티 콘텐츠 역시 소비자가 원하는 전문성 혹은 진정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콘텐츠의 유형과 콘텐

츠를 구성하고 있는 제품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소비자들이 진정성을 중요시할수록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스킨케어 제품 관련 콘텐츠가 많았고, 전문성을 중요시할수록 색

조 제품 관련 콘텐츠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 뷰트 브랜드의 시장 확장을 위해서는 타깃 국가에 

따라 각기 다른 접근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실제적인 제품 개발에 앞서 각 국가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우선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중 인플루언서의 콘텐츠

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소비

자에 대한 양적 데이터를 수집하여 확장된 범위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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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서ㆍ유도영ㆍ이수진ㆍ

이인호ㆍ전은하
동아대학교 

한복패션문화산업을 매개로 한 부산 자성대의 문화적 도시재생 
콘텐츠 개발
- 자성대 지역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

본 연구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에 중점을 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및 전

시회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도시 낙후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지역민의 거주와 지역의 커

뮤니티 형성, 문화 자원의 지속 방법과 함께 지역 문화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도시들

의 재생 사례와 방법에 관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부산 자성대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의 기초로 삼

았다. 또, 도시재생의 연구 동향과 개념적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 공간적 범위인 자성대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의 특징과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해 심도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자성대에 거주 

중인 주민과 자성대에서의 사업 경험이 있는 상인 총 8명을 목적 표집으로 조사하여 1:1 심층 인

터뷰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인터뷰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성대

만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을 적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낙후된 도

시 이미지 개선 및 관광객 유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콘텐츠 개발에 문화적 

요소를 접목하여 도시경쟁력 강화 및 차별성을 갖게 한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주체적, 적극적 참여와 의견 반영이 중요하며 자성대 지역의 문화, 역사적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성대 한복 패션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제안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자성대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를 기

대할 수 있다.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자성대 한복 패션문화산업을 매개로 한 한복 문화관의 상

설, 특별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폐원단을 이용한 DIY 교육 프로그램과 한복 체험 프로그램, 전통 

푸드 트럭 부스 콘텐츠 및 자성대 홍보영상을 기획하였다. 

홍보 영상은 자성대 지역의 역사 문화적 자원과 한복 패션문화거리를 2분 10초 분량의 시각

적 영상으로 제작했으며, 자성대 홍보영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트로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인연: 실-천까지’ 전시회 포스터를 본 남성이 

등장하며, 자성대에 남아있는 역사적 문화 자원들, 자성대 공원 숲속도서관, 조선통신사 역사관의 

모습을 담았다. 또 한복집에 명장이 한복을 만드는 모습과 조선 시대 왕이 입던 곤룡포를 손수 

입혀주는 명장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조선 통신사 역사관 내부 모습과 ‘인연: 실-천까지’ 포스터

로 마무리된다. SNS, 유튜브를 통한 영상 홍보로 밀레니얼 세대에게 부산 자성대와 한복 패션문

화거리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잠재적 관람객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도시재생 전

략에 있어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부산 자성대의 새로운 이미지 확립 기여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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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ㆍ김시헌ㆍ

이아현ㆍ이유빈
동아대학교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대한 인스타그램과 인플루언서 특성의 

영향 

SNS는 패션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에서 판매 등을 목적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며 친근하게 다

가가기 위한 마케팅의 홍보도구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이용률이 계속 증가

함에 따라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가 가지는 마케팅 효과는 기업의 중요 마케팅 도구로 자리 매

김하고 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 시장에서의 인플루언서들의 효과로 인한 소비자행동 연구들이 미

비하여 이에 관련되는 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스

타그램의 특징과 패션 인플루언서의 특징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인플루언서나 제품에 대한 팬쉽과 소비자 만족을 매개로 인스타그램에서의 구매행동과 인플루언서

에 의한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효율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12월에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

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분석에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총13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

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 

프로그램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스타그램의 특성 중 정보

성만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팬쉽과 제품에 대한 팬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인플루언서의 

특성 중 매력성과 유사성이 인플루언서와 제품에 대한 팬쉽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인스타

그램의 정보력이 좋을수록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이 높고 팔로워와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인

플루언서나 제품에 대한 팬쉽이 증가하였다. 둘째, 인플루언서나 제품에 대한 팬쉽이 높을수록 소

비자 만족은 증가하여 인플루언서나 제품에 의한 강한 애착과 충성심이 높을수록 팔로워는 만족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플루언서나 제품에 대한 높은 팬쉽으로 만족한 팔로워는 인스타

그램 상에서 구매행동이 증가하였으나,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에 팬쉽을 느끼는 팔로워일수

록 만족하든 안하든 인플루언서에 의한 충동구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스타그램의 

특성이나 인플루언서의 특성에 자극되어 인플루언서나 그들이 제안하는 제품에 팬쉽이 형성되면 

소비자의 만족이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만족은 인스타그램 상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제품에 팬쉽을 많이 느끼는 팔로워일수록 만족과 상관없이 인

플루언서에 의한 충동구매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인플루언서 본인이나 그들이 추천하는 제품에 

대한 강한 충성도는 소비자 만족으로 이어지고 만족을 경험한 팔로워들은 그들이 이용하는 인스타

그램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플루언서의 팔

로워들은 인플루언서가 사용 혹은 추천하는 제품에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충동적인 구매 경향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은 제품에 부합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진행

함으로써 그들의 팔로워들이 원하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디자인의 다양성과 제품의 품질 등을 

보완하는 등 구매만족과 구매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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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단비*ㆍ이진화
부산대학교 인플루언서의 라이프스타일 노출 영상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을 중심으로 -

1. 서론

유튜브의 활성화와 함께 1인 미디어의 확대가 정보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인 미

디어를 통해 유명해진 1인 크리에이터를 인플루언서라고 부른다. 인플루언서들은 각종 디지털 매

체를 기반으로 구독자를 보유하여 강력한 팬층을 확보하고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영상을 시청하는 잠재적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게 되고, 마케

팅 활동을 인플루언서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인플루언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광고의 회피성을 낮추고 

콘텐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라이프 스타일 노출 영상(브이로그)을 시청한 소비자의 구매 

의도와 함께 인플루언서에 대한 ‘전문성, 진실성, 매력성’을 분석하여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전개할 

때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연구해보려고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라이프 스타일 노출 영상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

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선행된 이론적 배경에 따르면 인플루언서의 라이프 스

타일을 노출한 영상이 소비자들에게 그들이 착용한 패션 제품에 대한 궁금증을 야기하며, 이것이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 의도까지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브이

로그 콘텐츠의 속성으로 전문성, 진실성, 매력성을 선택하였으며 해당 속성들이 소비자의 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아래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 문제 1: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 영상의 전문성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 영상의 진실성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연구 문제 3: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 영상의 매력성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라이프 스타일 노출 영상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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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문헌 조사와 구술 인터뷰를 병행했는데 문헌 조사의 

경우 인플루언서의 개념 및 브이로그의 개념과 브이로그의 속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

서 실시한 구술 인터뷰에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구술 인터뷰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Playboard(유튜브 구독자 수를 측정하는 사이

트) 기준 패션/뷰티 부문에서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브이로그 인플루언서 “조효진”의 영상을 시

청해 본 적 있는 20대 여성 50명을 구술 인터뷰 진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술 인터뷰를 진행한 이유는 브이로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속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내기 위해서이다. 연구 목적에 따라 (질문1) 조효진의 브이로그를 즐겨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2) 브이로그를 통해 인플루언서의 착용/추천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있으십니

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3)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전문성, 진실성, 매력성 중 택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와 같은 공통된 질문을 하

였으며 구술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본인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구술 내용에 따라서 부가적인 

질문을 추가해 나갔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라이프 스타일 노출 영상이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 문제 1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 영상의 전문성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는 구술 인터뷰 결과 모두나 쉽게 브이로그를 제작할 수 있고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지만, 짧은 길이의 브이로그 영상 완성도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패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시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브이로그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패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쉽고 구매 의

도로 연결된다고 도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 문제 2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 영상의 진실성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는 구술 인터뷰 결과 전문성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최근에 대두된 

뒷광고 문제를 비롯하여 진실성이 전보다 더 주요한 속성이 되었다. 인플루언서가 브이로그 영상

에서 제품의 단점도 말한다던가, 직접 구매했다는 점을 언급하면 신뢰성이 두터워지고 시청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었다.

세 번째, 연구 문제 3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 영상의 진실성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는 구술 인터뷰 결과 전문성, 진실성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

었다. 누구나 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업로드할 수 있는 유튜브 환경에서 이미 브이로그 영상은 

매우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중에서 잠재적 소비자의 시선을 끌게 하는 것은 매력적인 영상이

고 계속하여 시청하게 만드는 것도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매력적인 인플루언서의 팬심에서 비롯하여 소비자의 구매로 연결될 수 있

다는 점이다.



309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인플루언서의 라이프 스타일 노출 영상을 통해서 진실성과 매력성을 느낀 소비자는 제품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업과 브랜드가 제품을 판매하

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마케팅을 목적으로 인플루언서의 브이로그를 활용할 경우 매력적이

고, 스타일리쉬하며, 인간미가 있고, 친밀감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비자가 제

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나 구술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의류 제품을 사진이 아닌 

움직이는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점을 토대로 영상 콘텐츠의 

특징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뒷광고처럼 소비자에게 진실하지 못하거나 거짓 정보를 포함하

고 상업성이 돋보이는 브이로그 영상은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

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시사점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하고자 하는 브랜드와 기업이 유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앞서 설문조사와 구술 인터뷰를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라이프 스타일 노출 영상의 속성을 크게 전문성, 진

실성, 매력성으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3가지 속성 외에도 다양한 속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구술 인터뷰의 대상자를 20대 여성으로 

한정 지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과 성별을 포함한다면 조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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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ㆍ전재훈
서울대학교 

Z세대 남자 고등학생의 패션과 뷰티에 관한 태도와 행동 

패션 정보는 청소년에게 빠르게 전파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패션 정보를 습득하여 자신

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있다. 그 중 고등학생은 Z세대로서 신기술에 민감하며, 이를 소비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정보를 얻으며, 개인적이면서 독립적이고, 

기존 세대와는 다른 소비활동을 보인다. 현재의 즐거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소비문화를 바탕

으로 청소년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실질적 마케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Z세대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패션 

정보원과 패션태도를 살펴 본 뒤 외모관리행동과 패션ㆍ뷰티제품소비행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탐

색하여 Z세대의 패션과 뷰티에 관한 태도와 행동을 정성적으로 파악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남성 10인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2019년 11월 8일부터 11월 22일

까지 네 차례에 걸쳐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5개의 중심의미와 11개의 보조의

미가 도출되었다. 중심의미 1, 기존에 연구되었던 Z세대의 특성이 본 연구의 면담 결과에서도 나

타났는데 이들은 신기술에 능하며 이미지 및 짧은 영상 기반의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를 활발하게 사용하였다. 중심의미 2, 이들은 SNS에서 타인의 패션 스타일을 보며 패션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주로 인스타그램 혹은 인터넷 쇼핑몰(무신사)에서 패션 정보

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이는 실질적인 구매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가지 채널 

모두 손쉬운 방법으로 패션 스타일 사진에서 패션 상품 구매 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Z세대 남자 고등학생이 즐겨보는 유튜브, 쇼미더머니, 고간지 그리고 고등래

퍼 등의 출연진이 착용한 패션과 스타일이 Z세대 남자 고등학생 패션의 흐름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구와 일상생활을 하거나 함께 쇼핑하는 상황에서 패션 정보를 교류한다고 하

였으나, 친구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에 어울리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보 교

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과거 남자 고등학생의 패션 정보 수용에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쳤던 부모의 경우 Z세대에서는 그 영향이 현저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의미 3, 개

성을 강하게 추구하면서도 일정부분 유행을 따르는 복합적 태도가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만의 스

타일이 타인에게 존중받길 원하는 동시에 자신의 패션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답변자 중 개성을 강하게 추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복을 착용하는 사례도 나타났으며, 대다수가 이러한 스타일이 그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면 매

우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개성이 과도하게 강하거나 자신의 기준보다 특이한 

경우에는 눈살이 찌푸려지고 이해할 수 없다고 답하여 타인의 개성을 수용하면서도. 수용의 한계

가 존재하는 복합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이처럼 개성을 표출하는 경우와 수용하는 경우 모두에서 

양면적이고 복합적인 태도가 나타나 Z세대의 패션에 대한 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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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었다. 중심의미 4, Z세대 남자 고등학생은 기존 세대보다 외모관리에 있어 개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일상적인 외모관리 행동으로는 

교복 맞음새와 옷맵시를 위해 꾸준히 운동 및 식이조절을 수행한다고 하였으며, 선크림, 발색이 

있는 립밤, 레드 이레이징 크림 등 다양한 뷰티 제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피

부 관리를 위한 기초 제품과 트러블 관리 제품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패션 

브랜드 인지도와 비교했을 때 뷰티 브랜드의 인지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뷰티 브랜드의 

적절한 홍보 전략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비일상적인 외모관리 유형으로는 때때로 눈썹을 다듬거

나 다리털 등을 제모 한다는 답변이 도출되었으며, 여드름 관리와 같은 피부과 시술을 종종 받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중심의미 5, 이들은 용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한 충분한 소비력을 바탕으로 

패션 및 뷰티 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며, 가성비와 가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명품 혹은 고가의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와 관심도가 높았으나,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편 오프라인 쇼핑 환경에서 충동구매나 과소비와 같은 비합리적 구

매행동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다수의 답변에 따라 Z세대의 소비문화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

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Z세대 남성 고등학생의 경우 SNS를 기반으로 패션정보를 적극적으로 수

용하고 있으며, 기존 세대보다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도와 구매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기존 세대가 주류문화에 동조적이었던 것에 반해 이들은 본인에게 집중하고, 주류가 아

닌 자신만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고등학

생 연구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는 점과 새롭게 문화와 소비

시장을 이끌어 나갈 Z세대를 연구하였다는 것에 연구 의의가 있다. Z세대의 패션과 뷰티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자신만의 스타일 구축, 비교적 높은 구매력 그리고 현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라

이프 스타일은 패션과 뷰티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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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ㆍ이진화
부산대학교 

패션 블로그 마켓의 이용 동기와 소비성향

1. 서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인터넷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SNS를 당연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되

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 상으로 진행되는 많은 일이 생겨났

다. 그 중,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의 형태에서 온라인이 가장 많이 이용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형

태의 플랫폼이 생겨났다. 패션 블로그 마켓은 수많은 플랫폼 중 한 가지로 원래는 상거래의 용도

가 아니었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업적으로 사용되게 된 플랫폼이다. 패션 블로그 마켓의 확

산과 수용은 의류 전자 상거래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1인 주방용품, 1인 주방가구, 1인 방송 등 1인이 중시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1인의 취향에 

맞게 구성되어 나오는 삼성의 비스포크(Be spoke) 가구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각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파악하고 이에 맞춘 마케팅이 승리를 거두고 있다. 패션 블로그 마켓은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생겨났다. 1인의 취향에 딱 맞는 상품으로 구성하여 정해진 수량과 제품

을 간헐적으로 판매하고 어떠한 패션 블로그 마켓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구매자에 의해 구매된다. 

블로그 마켓은 대략 2012년부터 점차 등장하였고 인터넷을 쉽게 사용하는 세대에 의해 성장하

기 시작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의 SNS 쇼핑 소비자 설문조사(2018)에 따르면 블로그 마켓을 

포함한 SNS 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51.6%로 두 명중 한 명은 

이용해본 적 있는, 반이 넘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중 의류 및 패션상품을 다루는 마켓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패션 블로그 마켓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1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플랫폼이라는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원래 상업적 용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보니 결제 시의 불편함과 신용카드의 사용 불가로 인한 후처리의 어려움 등 일부의 

단점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패션 블로그 마켓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알아보고 도출된 결과를 맞춤형 마케팅에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소비자가 패션 블로그 마켓을 이용하는 동기를 파악하고 패션 블로그 마켓을 이용

하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블로

그마켓 이용 경험이 있는 20대에서 40대에 해당하는 소비자 00명이며, 연구대상에 대해 연령 외

에는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았다.

본 조사는 설문지 플랫폼인 네이버 오피스 폼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는 

2020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되었고, 최종분석에서 총 140부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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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혁신 성향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시작하는 편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는데 관심이 많은 편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사용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사용을 좋아함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출시되면 빨리 교체하는 편

1) 패션 블로그 마켓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블로그 마켓을 블로그를 통해 의류 또는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을 말

한다. 블로그 마켓은 사이트 개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블로그

라는 플랫폼을 사용해 1인 마켓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한된 상품을 제한된 수

량으로 간헐적으로 판매한다. 패션 블로그 마켓은 마켓의 마케팅을 위해 블로그의 ’태그‘ 기능을 

이용해 검색어에 노출되게 하거나 SNS를 홍보에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 패션 블로그 마켓 이용 동기

소비자 이용 동기는 소비자 행동을 이끄는 출발점으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

해 중요한 요소이다. 패션 블로그 마켓은 원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

기 때문에 일반 웹사이트 쇼핑몰보다 장바구니 기능, 결제 기능 등 일반적인 기능들에 대해 편리

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블로그 마켓을 이용하는 동기에 주목

하였다. 이용 동기에 대해 다섯 문항이 설문에 이용되었으며, 모든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

를 적용하였다.

문항

주변 사람들의 권유

패션 블로그 마켓에서 쇼핑하는 것이 다른 쇼핑몰보다 재밌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

다른 쇼핑몰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독특한 상품 구입가능

3) 소비자의 소비성향

소비자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매체가 확산되고 특정 산업 또는 시장이 발전하기도 

한다. 패션 블로그 마켓은 인터넷 사용 1세대 보다 SNS가 익숙한 2세대에게 더 익숙한 매체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혁신 성향과 동조 성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항은 이길아(2019)의 연구에 사용

된 질문을 가져와 사용하였다. 각 성향별 다섯 개 문항씩 총 열 개의 문항을 측정도구로 구성하

였으며, 모든 문항에 5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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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문항

동조 성향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인정할 것 같은 제품을 구매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여 소속집단 사람들과 동일시

주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을 참고하여 구매결정을 내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제품 정보를 믿는 편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편

3. 연구 결과

1) 이용 동기

소비자가 패션 블로그 마켓을 이용하는 동기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용 동기는 총 5개의 질문

으로 나누어 낮음의 1부터 높음의 5까지 점수를 매겨 관련 수준을 살펴보았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서 37명(26.4%)이 1을, 24명(17.1%)이 2를, 20명(14.3%)이 3을, 30명(21.4%)이 4를, 29명

(20.7%)이 5를 선택하였다. 낮음의 1,2와 높음의 4,5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주변 사람들의 

권유는 패션 블로그 마켓의 이용을 유발하는 주요 동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패션 블로그 마켓에서 쇼핑하는 것이 다른 쇼핑몰보다 재밌음’에서는 30명(21.4%)이 낮음인 

1,2를 선택한 것에 비해 80명(57.2%)이 높음인 4,5를 선택했다. 이는 패션 블로그 마켓을 이용하

는데 있어 유희적 동기가 높게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에서는 과반수 이상인 92명(65.7%)이 낮음

인 1,2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패션 블로그 마켓 사용 동기에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에서는 36명(25.7%)이 낮음의 1,2를 선택하였고 24명(17.1%)

이 3을, 80명(57.1%)이 4,5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패션 블로그 마켓 상품

의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합리적이지 않은 가격과 다른 동기가 합쳐져 구매를 이끌어 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쇼핑몰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독특한 상품 구입가능’에서는 109명(77.8%)의 높은 숫자

가 4,5를 선택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소비자가 패션 블로그 마켓을 이용하는 데에 심미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 블로그 마켓 이용 동기
빈도

1 2 3 4 5

주변 사람들의 권유 37 24 20 30 29

패션 블로그 마켓에서 쇼핑하는 것이 다른 쇼핑몰보다 재밌음 14 16 30 40 40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 44 28 20 19 9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 14 22 24 38 42

다른 쇼핑몰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독특한 상품 구입가능 3 8 20 5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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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성향

패션 블로그 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살펴본 결과 혁신 성향과 동조 성향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 개의 질문을 제외하고 5점 척도로 질문하여 평균이 3점을 모두 넘는 것을 보

아 패션 블로그 마켓의 소비자들은 혁신 성향과 동조 성향을 갖고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도 소속

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이 3점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여 소속집단 사람들과 동일시’에

서는 낮음과 높음의 비율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의식, 참고하고 수용하

지만 ‘동일시’에는 각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성향 변수
빈도

1 2 3 4 5

혁신성향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서비스를 빠르게 시작하는 편 7 18 30 40 45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는데 관심이 많은 편 6 13 25 47 49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사용 6 18 26 50 40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 사용을 좋아함 4 9 22 48 57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출시되면 빨리 교체하는 편 10 26 26 37 41

동조성향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인정할 것 같은 제품을 구매 3 9 20 51 57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제품을 구매하여 소속집단 사람들과 

동일시
14 30 31 27 38

주변 사람들이 구매한 제품을 참고하여 구매결정을 내림 4 10 24 51 51

주변 사람들로부터 얻게 되는 제품 정보를 믿는 편 3 7 24 57 49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편 3 10 21 50 56

4. 결론 및 고찰

블로그 마켓은 1인 시대에 맞는 각각의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주목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블로그 마켓을 이용하는 개인은 타인과 다른 독특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원

하는 혁신 성향을 갖는 동시에 주류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동조 성향도 갖고 있었다. 

두 가지의 성향을 동시에 주목함으로 지금까지 블로그 마켓은 성공을 하였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결제 시의 불편함과 구매 후 처리 등 일부 고객 서비스를 더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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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아*ㆍ홍금희
신라대학교 인플루언서 특성이 패션 정보 진정성과 정보 유용성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지식과 소비자 유사성의 조절 효과 -

SNS에서 정보생산과 확산에 영향력이 높은 정보원인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주목을 받게 되

면서 패션기업에서는 최근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

플루언서는 매력적이고 신뢰도가 높으며 전문적인 특성에 의해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Kim & Choo, 2019).

초기 인플루언서가 연예인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비연예인 층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또한 진정

성, 유사성이 중요해지고 있다(Lee & Ha, 2020). 이는 인플루언서가 유명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험을 공유하는 소비자와 같은 일반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

과 정보의 특성은 소비자의 정보 수용, 설득, 태도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Bansal & 

Voyer, 2000). 또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특성도 정보 수용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Kim & 

Kwon, 2016). 특히 정보원이 메시지의 수신자와 비슷한 성격이나 특성을 가졌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설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Kim,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상에서 정보원인 인플루언서가 가진 특성 요인이 패션 정보의 진정성

과 정보의 유용성을 통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때 소비자가 영향받는 인플루언

서에게 느끼는 유사성의 정도와 소비자 지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SNS를 

사용하며 패션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고 인플루언서 정보에 영향받아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40대 남녀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총 930부가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

은 SPSS 25를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값은 .70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인플루언서 특성인 신뢰성, 전문성, 매력성이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를 진정성 있게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며(β=.45, p<.000, β=.35, p<.000, β=.16, p<.000) 유용한 정보로 인지하

는데 영향을 미쳤다(β=.12, p<.000, β=.33, p<.000, β=.27, p<.000). 그리고 패션 정보의 진정성

이 유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β=.35, p<.000), 패션 정보의 진정성과 유용성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β=.51, p<.000, β=31, p<.000) 또한, 소비자 지식에 따라 정보 진정성

을 높게 인식하여 구매의도까지 이어지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때 소비자 유사성은 조절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가 가진 특성인 신뢰성, 전문성, 매력성으로 인해 

정보를 진정성 있고 유용한 정보로 인식하여 영향을 미치며, 구매의도까지 영향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지식의 정도에 따라 정보 진정성과 구매의도 사이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패션기업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특성으로 어필하는 패션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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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표시 광고법을 준수하면서도 과도한 필터링이 없는 진정성 있고 유용한 경험적 콘텐츠를 

기획한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최근 패션 분야에서 마케팅 창구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패션 인플루언서와 소

비자의 관계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에 학술적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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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리*ㆍ오경화
*서울대학교ㆍ중앙대학교

스마트슈즈 위험지각이 스마트슈즈 유형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는 스마트웨어 시장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76.6%씩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KIPO], 2018), 국내 소

비자들의 스마트웨어 인지도와 구매의도는 그에 반해 저조한 편이다. 이는 스마트웨어 출시 초기

에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지 못하였거나, 스마트웨어가 아직 보편화되

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지각되어 구매의도가 높아지지 못한 것으로 추론된다(Kang & Jin, 2008; 

Ko et al., 2009). 이에 지금까지 의류학에서는 스마트의류나 스마트워치를 중심으로 위험지각 및 

성장 요인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지만, 스마트슈즈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신발은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패션 아이템 중 하나로서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

들이 집중 분포되어 있다(Lee et al., 2016). 따라서 스마트슈즈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슈즈의 소비자 위험지각 요인을 규명하고, 스마트슈즈의 유형을 구분하여 

스마트슈즈 위험지각이 스마트슈즈 유형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소

비자 특성으로써 패션혁신성과 기술혁신성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외적으로 스마트

슈즈 개발이 활발한 현시점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들의 스마트슈즈 제품 개발 및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방법

설문 조사에 앞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스마트슈즈의 유형을 건

강관리용 스마트슈즈, 스포츠용 스마트슈즈, GPS용 스마트슈즈, 엔터테인먼트용 스마트슈즈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 대상은 

20~50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조사는 2019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281부의 응답 중 연구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35부의 응답을 제외하고 총 246부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그리고 SPSS Macro Process 

(Hayes, 2013)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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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스마트슈즈 위험지각의 하위 차원은 기능적 위험, 심미ㆍ심리적 위험, 프라이버시 위험, 

경제적 위험, 사회적 위험, 신체적 위험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스마트슈즈 위험지각이 스마트슈

즈 유형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능적 위험지각은 GPS용 스마트슈즈 구매의

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심미ㆍ심리적 위험지각은 모든 유형의 스마트슈즈 구매의도에 부(-)

적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위험지각은 엔터테인먼트용 스마트슈즈 구매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

쳤고, 사회적 위험지각은 GPS용 스마트슈즈와 엔터테인먼트용 스마트슈즈의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스마트슈즈 위험지각이 스마트슈즈 유형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패션혁신성과 기술혁신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제적 위험은 패션혁신성과 기술혁신성을 

매개하여 건강관리용, GPS용, 엔터테인먼트용 스마트슈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신체적 위험은 패션혁신성을 매개하여 엔터테인먼트용 스마트슈즈 구매의도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슈즈 위험지각의 하위 요인을 파악하고, 스마트슈즈 유형별 구매의도를 살펴

본 초기 연구로써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아직 스마트슈즈가 상용화되지 않아 설문 응답자

들이 스마트슈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나타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

서는 스마트슈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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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 사건기법(CIT)을 이용한 소비자의 스마트 의류 경험에 
대한 연구

정부의 4차산업 기술개발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스마트 의류 기술 특허는 증가 추세이지만, 

아직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접하게 되는 스마트 의류 상품은 매우 적다(Park, 2016). 패션 업계에

서도 스마트 의류의 시장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의 니즈(needs)를 밝힌 학술적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15년간 한국 학술지에 등재된 스마

트 의류 관련 논문은 대부분 새로운 스마트 의류 기술이나 스마트 의류 소재를 소개하는 연구들

로 편향되어 있다. 의류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요구가 우선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Perry & 

Chung, 2016), 그동안의 연구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도에만 집중될 뿐 소비자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스마트 의류의 개발 방향이나 전략

을 도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장애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CIT(Critical Incident 

Technique)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스마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나아가 스마트 

의류 개발 방향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소비자 그룹별 긍정 요인

과 부정 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패 이유를 알 수 있

는 질적 연구 방법인 CIT를 통해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는 스마트 의류의 호감과 비호감 이유에 

대해 83건의 의견을 수집했다. 연구 결과 스마트 의류의 긍정요인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최신 

기술을 통한 생활 편의 제공을 언급하였고, 새로움ㆍ 재미, 건강과 질병 치료 등이 주요 긍정요

인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의류의 부정 요인으로는 미적으로 예쁘지 않은 디자인과 불필요성이 높

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스마트 의류에 대한 긍정적이며 구매의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최신 기술과 

생활, 편익 제공이 중요 요인으로 나타나지만, 스마트 의류에 대한 부정적이며 구매를 꺼리는 집

단에서는 디자인이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의류에 부정적 이지만, 구매 가능성이 있

는 집단에서는 불 필요성이 중요한 요인이였고, 스마트 의류에 무관심한 집단에서는 스마트 의류

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구매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수직 성장과 비교하여 스마트 의류 시장의 성장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 의류의 대중화에 저해가 되는 장애 요인을 알아보고 나아가 스마트 의류

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별로 그룹을 나누고, 그룹별 스마트 의류 수용 조건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국내 스마트 의류 상품 개발 연구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패션기업들

이 경쟁력 있는 스마트 의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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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셀 색입체 기반의 메이크업 및 네일제품 기능성 정리대 개발 
연구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미용시장의 규모는 3조 5천억 원, 종사자 수는 14만 명으

로 날로 성장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미용인들은 장시간의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직무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 적합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도구는 쉽고 빠르

게 도구를 정리하고 찾아쓸 수 있는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위생성을 확보하고 공간활용

의 효율성과 미적 효과까지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색조 미용 도구 수납을 해결할 

수 있는 먼셀 색입체 기반의 메이크업 및 네일제품 기능성 정리대를 개발하고자 한다. 기능성이

란 기능이 가지는 효과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정리대의 기능성에는 정리효율성, 위생성, 보관

용이성이 대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충족될 수 있는 기

능성 정리대를 개발하고자 한다.9)

개발에 앞서 기존 정리대의 특허취득 제품과 시판 경쟁제품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 정리대들은 크기가 작아서 정리할 수 있는 제품 개수에 한계가 있고, 칸막이가 낮아서 제품

을 보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리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조사하

기 위하여 메이크업샵과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는 미용인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미용인들은 평균 600개 이상의 컬러제품을 보관ㆍ사용하기에 적합한 정리도구함이 없어 

수많은 제품들을 선반 위에 일자로 나열하거나 서랍 안에 무작위로 넣는 방법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였으며, 가장 불편한 점은 원하는 컬러들을 찾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므로 칸막이로 

나뉘어 원하는 분류정리가 가능한 형태를 원하였다. 소재는 가볍고 안이 들여다보여 내용물 확인

이 쉬운 아크릴 재질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리대의 설계도를 작성하고, 종이로 목업(mock-up) 샘플을 제작

하였으며,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최종 설계도를 완성하였다. 수납함의 금형 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납함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였다. 최종적으로 디자인한 결과물은 

먼셀 색입체에서 착안한 구조로 하단에 수납 서랍을 포함한 지지대가 있고 중앙에 위로 뻗은 봉

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 가능한 직사각형 아크릴 상자들을 봉 위에 차곡차곡 꽂는 구조이다. 각 

아크릴 상자는 확대ㆍ축소 가능한 형태이며, 원하는 개수의 상자를 꽂아 쓸 수 있도록 모듈화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기능성 정리대는 미용인 들이 색조제품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색채 디자인 기반 제품 수납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완성된 결과물은 목업 샘플과 3D 설계도 형태로 제작되었다. 시판용 정리함 개발시 이를 실사용

자에게 시험 사용 후 기능성 효과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기능성 정리대는 2020년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20-0020755)을 완료하였다. 

This study was supported by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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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치창출이 패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패션 산업은 환경오염, 노동 관행 등 사회문제 해결 노력을 위해 공유가치 추구 목적으

로 설립된 패션 사회적 기업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의 역량

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Porter & Kramer, 2011)으로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에 더 넓은 영향

력을 가진 제도화된 신경제 자본주의에 적합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가치창출이 소비자 특성에 따라 기업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만 20세부터 49세 국내 거주자 남녀를 대상으로 

2020년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347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

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가치창출을 요인분석 한 결과,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총 분산의 설명력은 72.41%, Cronbach’s α값은 .83∼.91

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유가치창출이 패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태도와 구매의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공유가치창

출의 하위차원인 3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가치는 

기업태도      에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매의도      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으로 공유 가치

를 위해 노력하는 패션 사회적 기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는 있지만, 기업의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실질적인 신뢰감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

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계적 가치는 기업태도      와 구매의도      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가치 또한, 기업태도      와 

구매의도       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 사회적 기업태도가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기업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패션 사회적 기업태도는 구매의

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직원 및 협력업

체 관계자들과의 상호 협력하는 관계적 가치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기업의 역량과 경제력을 향상하고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

제적 가치 또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공유가치창출 방안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 사회적 기업에서의 공유가치창출의 요인을 사회적 가치, 관계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태도 및 구매의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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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ㆍ1)인하대학교 포스트 COVID-19 글로벌 SPA 브랜드의 온라인 마케팅에 관한 
연구
- COVID-19 전후 온라인 마케팅 사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COVID-19가 전 세계 전염병인 ‘팬더믹’으로 지정되면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지

침이 내려졌다. 이에 자가격리(Quarantine),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재택근무, 심한 

경우 봉쇄령이 내려져 집안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로 인해 소비자의 소비 

활동에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는 온라인몰

에서 활발한 소비 활동을 보여주었다. 글로벌 SPA 브랜드 기업은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소비

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

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언택트(Untactㆍ비대면) 소비’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화, 

플랫폼 기반 시장의 확대 현상이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진상기, 2020). COVID-19로 가속화된 

산업 모든 분야에서의 급속한 디지털화는 기업의 향후 마케팅 전략 방향성 설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패션분야 온라인 플랫폼의 대두에 따라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포스트 COVID-19 온라인 마케팅 사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연구를 통해 COVID-19 전후 글로벌 SPA 브랜드의 마케팅 변화를 파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COVID-19 이후 온라인 마케팅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사례연구를 하였다. 브랜드사 제공 미디어, 신문기사 등에서 자료를 수집

하여 COVID-19 전(2019.12.이전)과 후(2020)로 나누어 현재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패션브랜

드의 온라인 마케팅 사례를 온라인 마케팅 믹스 4P(Price, Product, Promotion, Place)로 분류 및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해 COVID-19 전후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펼친 많은 SPA브랜드 중 전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매장을 모두 보유하면서 글로벌 SPA브랜드 내 영

향력을 가진 기업으로 대표적인 글로벌 SPA브랜드 2개사, ZARA, H& M을 선정하여, 2019년 12월 

이전, 그리고 2020년 이후 해당 브랜드에서 진행했던 온라인 마케팅 사례를 분석하였다. 

강희태(2004)는 온라인 기업의 유형별 마케팅 전략을 4P관점에서 분류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마케팅 믹스 4P(제품, 유통경로, 판매가격, 판매촉진)의 관점에서 분류하였

다. 온라인에서만 제공될 수 있는 혹은 오프라인 보다 더 상세한 정보,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Product), 오프라인에서의 불필요한 유통과정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

하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판매 가격(Price),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양방향성 의사소통으로 제품 혹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촉진(Promotion), 통합적인 유통망을 설정하여 소비자에게 빠른 배송, 상품의 재고 확인, 주문을 

이루어내는 유통(Place)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COVID-19 전후, 2019.12.이전과 

2020년 동안의 글로벌 SPA브랜드의 온라인 마케팅 사례 유형을 마케팅믹스 4P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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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VID-19 이전(2019.12.이전)과 이후(2020) 글로벌 SPA브랜드 온라인마케팅 사례

유형
COVID-19 이전(2019.12.이전)

ZARA ž H& M 사례

COVID-19 이후(2020) 

ZARA ž H& M 사례

가격

(PRICE)

중저가 SPA 브랜드 ZARA –10% ~ 20% 가격 인상

정기세일 날짜/주기

ZARA: 1년 3회(2019) 3월/6월/12월

H& M: 1년 3회(2019) 6월(여름)/

8월(섬머 시즌오프)/12-1월(연말) 

ZARA: 1년 2회(혹은 그 이상) 4월/6월/이후 미정

H& M: 1년 2회(혹은 그 이상)

3월(미드시즌)/6-7월(여름)/7-8월(섬머 시즌오프) / 

이후 미정

촉진

(PROMOTION)

ZARA 

- 증강현실(AR) 서비스

자사 앱 활용 AR패션쇼

- 클릭 앤 콜렉트(RFID)

H& M

카카오톡 채널 연동

ZARA 

– 셀럽과의 SNS 라이브 방송

H& M

국내(한국) 런칭 10주년 캠페인 

SNS 활동(게시글 수)

ZARA(2020.09. 기준)

-Instagram: 2,830 posts

-Facebook: 5,219 photos

H& M(2020.09. 기준)

-Instagram: 5,696 posts

-Facebook: 354 photos

ZARA(2020.09. 기준)

-Instagram: 3,102 posts

-Facebook: 5,453 photos

H& M(2020.09. 기준)

-Instagram: 5,816 posts

-Facebook: 951 photos

유통

(PLACE)

ZARA 

- O2O 확대(online to offline) 

- 전자상거래 플렛폼 전세계 확대

H& M

The most visited eCommerce fashion 

websites(2019)

ZARA

– 전 세계 자라 매장의 16% 축소 

– 온라인 부문 투자 약 25% 확대 

H& M 

– 국내 온라인 채널(SSG) 입점

– COVID-19 이후 오프라인 매장 축소 예정 

오프라인 매장 수(전세계 기준) 

ZARA: 2,270(2019.12. 기준)

H& M: 4,492(2019.12. 기준)

ZARA: 1,958(2020.09.23. 기준)

H& M: 4,471(2020.05.31. 기준)

온라인 매장 수(전세계 기준)

H& M: 51(2019.12. 기준) H& M: 51(2020.05.31.기준)

상품

(PRODUCT)

H& M 

– 세계 최초 패션 브랜드 내 제품의 투명성 론칭

ZARA 

– 향수(조말론 협업) 출시

 Zara Emotions by Jo Loves

지속가능한 패션 이미지

ZARA

Join Life Care for Water 

 Denim for Denim

H& M

Concious 라인 보유

ZARA

Sustainability hubs 예정

H& M

Re:newsell 소재 상품 론칭

 H& M의 제품의 57% 재활용 혹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재 사용

ex.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이브닝 가운, 

염색되지 않은 100% 오가닉 코튼 데님, 

비제아(VEGEA) 제작 가방 출시

신제품 출시 주기

ZARA: 주 2회

H& M: 매일

ZARA: 주 2회

H& M: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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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에 나타나듯이 글로벌 패션 SPA브랜드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요소 4개 모두 COVID-19 

이전(2019.12.이전)과 이후(2020) 사이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유통(Place)과 촉진(Promotion)

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이전

(2019.12.이전) 온라인 마케팅 전략은 촉진(Promotion)을 중점에 맞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자유

롭게 드나드는 옴니채널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다. 반면, COVID-19 이후(2020) 오프라인 

매장을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 이전과 유사하게 온라인 판매에 집중된 온

라인 마케팅 전략을 보여준다. 둘째, COVID-19 이전(2019.12.이전)과 이후(2020) 모두 온라인 마

케팅 전략은 유통(Place)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COVID-19 이전(2019.12.이전)부터 글로벌 

패션 SPA브랜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쌓아왔다.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소비자 관심 품목 혹은 추천 상품을 제공하며 온라인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COVID-19 이후(2020) 오프라인 매출 하락과 언택트 소비가 증

가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 수를 축소하고 온라인 마켓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

째, COVID-19 이후(2020) 상품의 가격이 인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사한 글로벌 SPA브랜드는 

온라인 판매로 최소한의 유통과정을 이뤄내면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

만, COVID-19 이후 세계 경제 악화와 오프라인 매출 감소로 글로벌 패션기업의 재정 상황이 어

려워졌다. 그 결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과거와 달리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

한 모습으로 보인다. 넷째, COVID-19 이전(2019.12.이전)과 이후(2020) 상품(Product)에서는 글로

벌 SPA 패션계의 이슈인 지속가능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되었다. 큰 변

화 없이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COVID-19 이후 상품 출시에 있

어 다른 모습은 의류뿐만 아닌 패션 아이템을 새롭게 선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온라인 마켓은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더 확장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패션기업의 

유통망을 더 넓혀가고 유통비,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부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온라인 마

켓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소비자의 관심사 혹은 추천 상품을 제시하며 소비자 

개별을 위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가진다. 이를 활용하여 글로벌 패션 SPA브

랜드는 촉진과 유통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한 글로

벌 패션 SPA브랜드에서는 COVID-19 이전(2019.12.이전)과 이후(2020) 모두 오프라인 매장을 축

소하고 온라인 마켓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전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매장은 판매보다

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체험형 마케팅 전략을 구성하고 온라인 마켓은 판매와 

유통에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으로 온라인 마켓이 없는 글로벌 패션기

업이라면 새로이 구축하기 추천하고 온라인 마켓을 가진 글로벌 패션기업이라면 온라인 마켓의 

비중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더 높이는 방향으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소비자는 언택트 서비스의 편리함과 신속함을 지속적으로 원할 것이

다.(서동현 외 5명, 2020) COVID-19 사태가 종식되어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찾는 소비자가 발생

할 것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이전(2019.12.이전)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경계를 넘나드는 온라

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 다시 고찰하고 COVID-19 종식 이후의 글로벌 패션기업이 필요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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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ZARA는 COVID-19 이전(2019.12.이전)부터 온라인 마

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장기적으로 온라인 마켓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클릭 앤 콜렉

트’, ‘AR 패션쇼’ 등 자사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자유롭게 넘나드는 옴

니채널을 구축해왔다. 소비자에게 이전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심을 유도하고 온라인 마

켓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추천한

다. COVID-19 이후(2020) 소비자 대다수는 온라인 마켓을 경험했을 것이고 온라인 마켓의 편리

함을 느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온라인 마케팅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온라인 마켓은 점차 더 

확대되어야 하고 오프라인 매장은 체험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국내 사례 고찰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전략요소 연구에 기여한다. 또

한, 4개 온라인 마케팅 유형별 향후 글로벌 패션기업이 미래지향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수리

하는데, 실무적 조언을 제공한다. 한편, 이 연구는 사례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을 글로벌 패션기업 

2곳에 국한하였고, 패션 마케팅 전략요소로 사례분석을 제한하였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글로벌 패션기업과 온라인 마켓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분류 및 효과 분석 등 보다 세부적인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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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ㆍ이진화
부산대학교 

SPA 브랜드와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소구
–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

1. 서론

현대 사회에 들어서 트렌드의 변화 속도와 제품의 확산 속도는 무척 빨라지고, 제품의 수명 

주기 또한 짧아지게 되었다. 현대인들의 소득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욕구를 

다양하게 분화시켰다. 소비자들은 단순 필요를 넘어선 본인의 감각과 개성을 만족시키는 제품을 

요구하고 있어, 각 브랜드들은 단순히 뛰어난 제품 디자인만이 아닌 고부가 가치를 함께 제시해

야만 하는 상황에 쳐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겨난 SPA브랜드는 GAP을 필두로 하여 일본의 UNIQLO, 유럽의 ZARA, 

H& M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이들은 빠르면 2주 내에 제품의 기획과 판매

가 가능한 ‘빠른 공급’,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중점으로 합리적인 소비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여

타 브랜드들과의 차별점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SPA 브랜드의 수가 급증하

고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각 SPA 브랜드는 매출의 감소, 악성 재고의 증가라는 부정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다양화됨으로써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의 필요성은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SPA 브랜드들은 외부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초반부터 2000년 초

반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전 세계 인구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경

제 인구로 산업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가장 주목받는 소비자 계층인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고찰하고, 

SPA 브랜드가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구

하는 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가 SPA 브랜드들에게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 전

략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무적 도움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 소구를 위한 SPA 브랜드와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연구로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과 사례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논문의 구체적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문헌 및 선행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SPA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특징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신문, 논문, 학술지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새로운 소비 계층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개

념적 정의와 특징, 소비 성향을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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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밀레니얼 세대가 가진 특성과 소비 성향을 앞선 요소들과 매칭하여 SPA 브랜드와 디자

이너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소구 특성을 분석하였다.

넷째, 결론 및 제언에서는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패션 브랜드와 패션 브랜드 혹은 패션 디자이너가 협업하는 콜라보레이션 형태는 패션 산업에

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유형 중 하나이다.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은 제품 가격을 절감

하고 유통 경로를 줄이거나, 유통망의 확대를 통해 구매력을 상승 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브랜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으며, 고객층의 확대, 뛰어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SPA 브랜드가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행하여 밀레니얼 세대에게 소구할 수 있는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SPA 브랜드는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위해 최고의 디자이너를 선점하며, 그들의 

명성을 활용하여 브랜드의 고급화를 추구한다. SPA 브랜드는 유명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에게 있어 기존의 저렴하고 질 낮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명 디자이너의 개성

적 디자인과 명성으로 쇄신할 수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경쟁의 

심화로 인해 제품의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명 디자이너의 감성적 특성은 브랜드에 신선

함을 줄 수 있다. H& M은 2004년 세계적인 디자이너이자 샤넬(Chanel)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시작으로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를 비롯

한 수많은 유명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H& M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

었다. 2014년에는 알렉산더 왕(Alexander Wang)과의 콜라보레이션에 관련하여 소셜 네트워크에 

약 17만개의 포스트가 게시되었는데, 컬렉션 출시 후 34%가 긍정적인 반응일 정도로 밀레니얼 

소비자에게 호의적인 인지도와 만족도를 가질 수 있었다. H& M은 최고의 디자이너의 명성과 디

자인을 활용하여 밀레니얼 세대에게 브랜드의 고급화와 인지도의 상승이라는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둘째, SPA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스토리텔링과 화제의 유발을 가능하게 

한다. SPA 브랜드와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에 있어 디자이너의 이야기나 제품과 관련된 새롭고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이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의 관심의 증대를 유발할 수 있다. SPA 브랜드 디

자이너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한정판이라는 희소한 가치를 가질 때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러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SNS의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H& M은 2019년 지암바티스타 발리(Giambattista Valli)와의 콜라보레이션에서 켄달 제

너(Kendall Jenner)라는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셀레브리티와 함께 하였다. 약 1억 

4천만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켄달 제너는 H& M과 지암바티스타 발리의 콜라보레이션 

드레스를 입고 칸 영화제 암파 갈라 파티에 참여하였다. 켄달 제너는 이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

여 약 520만의 좋아요를 받으며 밀레니얼 세대의 흥미를 유발하고, 큰 화제가 되었다. 여기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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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바티스타 발리가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처음으로 남성복을 선보인다는 이야기가 더해져 콜

라보레이션 제품은 H& M 기존 가격대보다 훨씬 고가인 수십만원의 가격대임에도 발매일에 빠르

게 품절 되었으며, H& M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현상이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공적인 스토리

텔링에 밀레니얼 세대에게 핫한 아이콘의 활용이 더해짐으로 H& M은 성공적인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밀레니얼 세대에게 소구할 수 있었다.

셋째, SPA 브랜드는 브랜드의 경영 철학과 디자이너의 철학의 일치를 추구한다. SPA 브랜드

의 정체성과 디자이너의 철학이 상응할 때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SPA 브랜드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따라서 SPA 브랜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디자이너의 철학과 밀레니얼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특성에 부합한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 그럴 때,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는 느낌을 주어 이들

의 해당 SPA 브랜드 충성도를 상승시키고,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 또한 증진시킬 수 있다. 유니클

로는 2015년 각광받는 디자이너인 크리스토퍼 르메르(Christophe Lemaire)와의 성공적인 콜라보

레이션을 런칭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크리스토퍼 르메르를 파리 R& D 센

터 아티스틱 디렉터로 임명하고, 유니클로 U 라인을 런칭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콜라보레이션

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온라인 매장에서 콜라보레이션 라인 런칭 3시간 만에 11종류의 상

품 품목이 완판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는 유니클로의 노멀하면서도 실용적인 

옷이 크리스토퍼 르메르의 미니멀리즘 디자인과 상통하며, 나아가 유니클로의 브랜드 가치인 ‘라

이프-웨어(Life-Wear)’의 철학에 크리스토퍼 르메르가 공감하여 실용적인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

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유니클로와 크리스토퍼 르메르의 미니멀리즘과 라이프-웨어라는 가치는 현

재 밀레니얼 세대에게 중요하게 제시되는 가치이기도 한데, 이러한 브랜드 및 디자이너의 가치와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가 합치했던 것이 유니클로 U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소구할 수 있었던 이유

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현재 SPA 브랜드를 비롯한 패션 시장의 경쟁은 진행 중인 상태이며 앞으로는 더욱 치열한 경

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의 영향력은 이들이 주요한 경제 활동 인구로 떠

오르면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SPA 브랜드들이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밀레니얼 세대에게 소구하고자 할 때에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부합하는 최고의 디자이너의 감

성을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에 부합하게끔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SPA 브랜드가 디자이

너와의 콜라보레이션에서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꾸준히 구축

하는 차별적 전략을 가질 때, 밀레니얼 소비자들에게 성공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으며, 브랜드

의 이미지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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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의 마케팅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객과 기업의 상호 지속적 관계는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 관계는 외부 고객인 소비자 뿐 아니라 내부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 품질 향

상과 만족을 제공하는 마케팅 활동에서 비롯된다. 기업의 내, 외부 고객을 향한 마케팅 활동에 

대한 객관적 지표는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산출하여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기

업의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지출되는 마케팅 활동 비용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내부마케팅은 직원에 대한 교육과 직무환경 개선 등이 고객을 위한 내부 직원들의 능력으로 

이어져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를 측정하였다. 외부마케팅은 고객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매관리비, 광고선전비와 접대비 등의 비중으로 측

정하였다. 종속변수는 경영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의 평균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

다. 먼저 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인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였다. 

또한 영업이익 비중을 측정하여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도 함께 검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금흐

름표의 영업현금흐름을 세 번째 지표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의류제조 관련 기업 중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총 284개의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된 재무제표의 자료

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영성과의 대용치인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영업현금흐름의 평균

은 각각 –0.048, 0.022, 0.013으로 나타나 의류제조업은 평균적으로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다. 표

본기업들은 매출액대비 복리후생비를 평균 0.7%정도 지출하고 있었으며, 교육훈련비를 지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다. 외부마케팅 변수에서 판관비는 평균 32.1%정도, 광고선전비는 평균 1.1%

정도 매출액에서 지출되었다. 

둘째, 내부마케팅 활동의 영향 분석결과(table1), 복리후생비 비중인 IM1은 유의한 음(-)의 부

호를, 교육훈련비 비중인 IM2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가져 내부고객인 직원들에 대한 지출

별로 경영성과에 다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복리후생비의 증가는 손익구조를 그대로 반영하

여 이익의 감소를 가져왔으나 교육훈련비의 증가는 직무환경 및 직원들의 능력을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부 마케팅활동에 대한 분석결과(table 2), 판매관리비와 접대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손익구조의 틀에서 패션기업의 판매관리비와 접대비는 고정적인 

지출 행태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광고선전비는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영

업이익과 영업현금흐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의류제조업에서 고객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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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케팅 활동은 특정 고객으로 한정되어지는 판관비나 접대비 보다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활동이 잠재적으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내부, 외부 마케팅 활동으로 측정된 5가지 비용 변수는 경영성과에 각각 다른 영향

을 미쳤으며, 구체적으로 복리후생비와 판매관리비 및 접대비는 음(-)의 영향을, 교육훈련비와 광

고선전비는 대체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션기업 마케팅 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인 재무 자료를 통해 밝힘으로써 , 패션업계의 회계 정보가 마케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나아가 외부마케팅과 내부마케팅 활동의 요소별로 영향력을 살펴봄

으로써 지속적 고객관계를 위한 전략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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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큐레이션 커머스 품질의 특성이 소비자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고객 참여와 의견 선도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패션 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해졌으며, 제품에 대한 소

비가치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 온라인 쇼핑 환경은 소비자에게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탐색과정에서 과도한 제품정보로 인해 제품 선택이 번거로워지고 혼란을 야기해 도리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다. 큐레이션 커머스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의견

을 반영해 선별된 제품의 맞춤형 스타일링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의 형태이며, 이러한 개인화된 

서비스는 제품 정보를 간소화하고 구매결정시간을 최소화해 소비자로 하여금 질적 향상을 일으키

게 한다. 본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큐레이션 커머스의 특성을 밝혀 구매의사까지의 영향관계

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큐레이션 커머스 서비스의 품질 요인을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경험하

는 정도인 유용성, 서비스의 정확함을 인지하는 정도인 확신성, 서비스 대응 능력의 정도인 응답

성, 개인화된 서비스를 지각하는 정도인 공감성으로 구성했고, 품질 요인은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

와 브랜드 신뢰를 높여 만족감과 구매의사를 형성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리고 소비자 성향의 고

객 참여와 의견 선도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연구방법은 패션 큐레이션 커머스 

구매 경험이 있는 18-40세 중국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214부의 응답을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했다.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했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및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유용성과 응답성은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유용성, 확신성, 응답성은 브랜드 신뢰에 정적 영향

을 미쳤다. 공감성은 지각된 가치와 브랜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소비자의 지각

된 가치와 브랜드 신뢰는 고객만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고객 만족은 소비자 구매 의도

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성향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고객참여가 낮은 집단은 응답성이 

지각된 가치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고객참여가 높은 집단은 유용성이 지각된 가치에 정적 영향

을, 응답성은 지각된 가치와 브랜드 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의견 선도력이 낮은 집단은 응

답성이 지각된 가치와 브랜드 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공감성이 브랜드 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큐레이션 커머스에서의 서비스 품질을 규명하여 소비활동의 

동기를 이해하고 소비자의 성향에 따른 차이로 학문적 입지를 넓힌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패션 

큐레이션 커머스 운영에 있어 소비자의 구체적인 체험과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

도록 실무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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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사례
- 21세기의 패셔놀로지(Fashion-ology) -

1. 서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신조어가 아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

통신용어사전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하고 있다.(“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d.) 이렇듯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들은 전 산업분야의 생산, 관리, 지배구조를 새롭게 재편하였으며1) 

패션산업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정보

통신기술들이 패션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사례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

지능(AI)의 융합, 가상현실(AR)과 증강현실(VR) 그리고 패션 리테일링 플랫폼의 혁신 총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한 후 이들이 어떠한 새로운 양식의 패션산업시장을 제시하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또 정보통신기술들이 패션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구

매를 촉진하는지 연구한다. 이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시장에서 미래경쟁

력을 확보하고 보다 민첩하고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패션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이 활용된 실제사례를 온라인 중심으로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의 분석과 인공지능의 융합,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패션 리테일링 플랫폼의 혁신 

총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사례 수집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인터넷 기사, 동향보고

서, 회사 홈페이지, 해외저널 외에 여러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먼저 빅데이터의 분석과 인

공지능의 융합에서는 ‘셔츠스펙터’, ‘펄핏’, 미국 ‘서드러브’, 네이버 ‘에이아이템즈(AiTEMS)’, 프랑스 

‘휴리테크’, 미국 ‘스티치픽스’, 중국 알리바바의 ‘패션 AI’, ‘오드컨셉’, 미국 ‘엔트러피’의 사례를 수

집하였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서는 ‘피팅몬스터’, ‘롤로룩스,’ ‘에프엑스기어’, ‘워너킥’, ‘텐스 스

트리트 햇’, ‘갭’의 드레싱 룸, 호주 마이어백화점의 VR백화점, 더현대닷컴의 VR백화점, 영국 ‘미테

일’, MEH의 ‘더릿지 354’ 그리고 ‘구찌’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패션 리테일링 플랫폼의 혁신에서는 

‘무신사’, ‘W컨셉’, ‘브랜디’, ‘지그재그’ 등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회사 그리고 ‘그립’, 중국 ‘샤오홍

슈’ 등의 라이브 커머스 사례를 수집하였다.

1) 김지은, 이진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패션산업의 동향”, 한국의류학회지, 2018, 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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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의 섬세한 기술은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사이즈를 제안하고 개

인이 선호할만한 디자인의 아이템을 추천하기까지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셔츠 전문 업체 트라이

본즈의 ‘셔츠스펙터’를 들 수 있다. 셔츠스펙터는 남성 소비자 100만 명의 셔츠 패턴, 상담내역 

등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셔츠 사이즈 재는 AI’를 개발하여 고객 유형에 따라 적합한 소재, 디자

인의 셔츠를 제작한다. 온라인 신발 쇼핑 플랫폼 ‘펄핏’은 AI 기반의 사이즈 추천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가장 맞는 사이즈의 신발을 추천한다. 네이버의 AI 기반 상품 추천 시스템 ‘에이아이

템즈’(AiTEMS)는 사용자 정보와 쇼핑 이력을 분석해 맞춤형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가상현실과 증

강현실 기술은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에프엑스기어의 ‘에프엑스미러(FXMirror)’는 

사용자의 키와 골격을 분석해 사이즈를 측정하고 제스쳐를 파악하며 이를 통해 3D 가상 피팅 및 

드레이핑 시뮬레이션 구현이 가능하다. 에프엑스미러에서 촬영된 영상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핏

앤샵(FIT’N SHOP)’으로 송출하면 아바타가 아닌 본인의 실제 영상을 활용해 가상 피팅이 가능하

며 해당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는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스니커

즈 피팅 앱을 선보였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스니커즈를 선택한 후 스마트폰 카메라

에 발을 비추면 선택한 신발을 가상으로 피팅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구찌는 앞으로 출시 예정

인 신제품에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 한편 ‘무신사’, ‘W컨셉’, ‘브랜디’, ‘지

그재그’와 같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회사들이 온라인 패션 커머스에서 판도를 넓혀가고 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온라인 편집숍이라는 점 그리고 주 타겟층이 MZ

세대라는 점이다. 그들은 다양한 브랜드를 한 데 모아 고객이 개별 쇼핑몰이나 가게를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시켜주었으며 새로운 소비 주축으로 떠오른 MZ세대의 속성에 부합한다. 

M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나를 위한 소비, 가

치 중심적인 소비를 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그립’, 중국의 ‘샤오홍슈’와 같은 라이브 커머스 시장

도 성장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란 라이브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

의 합성어로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 또한 동영상 콘텐츠를 

선호하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MZ세대에 부합하는 패션 리테일링 플랫폼으로 MZ세대들이 세력을 

넓혀감에 따라 온라인 패션 커머스 시장에서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다양한 정

보통신기술들이 패션산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들이 

패션시장에서 활용된 최근 5년간의 사례를 온라인 중심으로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의 융합,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그리고 패션 리테일링 플랫폼의 혁신 총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

2) 김성민, “충동구매 도움된다…명품 업체도 홈쇼핑도 VRㆍAR마케팅”, 조선비즈,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

dir/2019/07/10/2019071002966.html?utm_source=naver& utm_medium=original& 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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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고객의 개인화 서비스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다양한 패션회사들은 방대하게 흩어져있었던 고객 데이터들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둘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보다 새롭고 직접적인 고

객경험을 제공하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한다. 가상현실ㆍ증강현실을 통한 소비자 경험이 

구매 만족도를 높이고 구매 확률도 높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방식의 리테일 모델을 제시한

다. 셋째, 다양한 온라인 패션 플랫폼 회사들이 패션 리테일링 형태에 혁신을 일으켰으며 이는 

핵심 소비 주축으로 새롭게 등장한 MZ세대의 부상과도 연결된다. 즉, 패션영역이 점차 오프라인

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을 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개성을 중시하는 MZ세

대가 주력 소비층으로 떠오름에 따라 온라인 패션 커머스에 새로운 막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된 기사, 동향보고서, 회사 홈페이지, 해외저널 그리

고 여러 학술자료 등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들이 패션산업시장에 새롭게 제시한 양식들을 최신사례를 통해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의존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등장하는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그 활

용성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래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하여 하루

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패션산업시장에 보다 기민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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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jie*ㆍ김효정ㆍ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인게이지먼트가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 타오바오 라이브(Taobao live)를 중심으로 -

최근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모델이 가져 오는 수익성을 가치 있게 여기

기 시작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실시간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를 융합한 모델로써 판매자와 소

비자와 즉각적인 소통과 다양한 제품 시현을 가능하게 하는 쇼핑 플랫폼이다. 라이브 커머스 인

게이지먼트란 라이브 스트리밍 쇼핑 컨텐츠에 기반한 사용자들의 행동과 심리적 상태를 비롯한 

고객 참여를 말한다. 라이브 커머스 쇼핑의 사용자들은 원거리에서 이용자 활동을 실시간 동기화

하여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텔레프레즌스를 형성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

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실재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실시간 채팅과 상품 실물에 대한 현장감 때문에 몰입도가 높아지게 되어 쇼핑경험에 대

한 만족도와 신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의 만족감과 신뢰는 구매행동과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유명 

전자상거래 쇼핑몰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라이브 스트리밍(TaoBao Live)의 인게이지먼트인 텔레프

레즌스, 사회적 실재감, 정서적 유대감, 몰입이 만족도와 신뢰도를 매개로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

도와 지속적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의 

작업 환경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여 연구대상을 한국의 동대문 시장과 실내 작업실로 나누

어 차이를 검증하였다. 조사방법은 중국 현지 온라인 설문 전문 업체를 통해 타오바오 라이브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여성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15일~5월 30일까지 진행

하였다. 연구 피험자들은 동대문 환경의 라이브 커머스 동영상 5개와 스튜디오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 5개의 총 10개 동영상을 무작위로 두 개 집단에 배정하여 자극물로 제시된 영상 1개를 

시청한 후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SPSS를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모형방정식모형 및 평균분석을 위해 AMOS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라이브 커머스 쇼핑의 인게이지먼트 요소인 텔레프레즌스, 사회적 실재감, 정서적 유대

감, 몰입이 만족도와 신뢰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만족도와 신뢰도는 구매의도와 지

속적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라이브 커머스 환경에 대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 텔레프

레즌스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도가 지속적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동대문 환경이 높

았으며, 사회적 존재감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과 몰입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내작업실 환

경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자가 동대문이라는 점포 환경에서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

로 판매할 때 소비자가 실제의 판매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주어 신뢰도를 높여 만족감을 주고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변의 소음이 없는 깨끗한 환경의 실내작

업실은 판매자의 사회적 존재감을 부각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몰입하게 만들어 만족감을 높인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환경심리학의 "자극(Stimulus)-유기체(Organism)-반응(Response)" 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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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서 쇼핑환경은 소비자 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라이브 스트리밍 소셜 커

머스의 판매 증대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장소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는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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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은*ㆍ정소원1)ㆍ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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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인공지능 활용
- 패션 서비스를 중심으로 -

1. 서론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국가, 기업, 산업, 개인 전체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디지털 기

반의 새로운 기술 혁신으로 핵심 기술, 산업 체제, 직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각 산업 분

야에서는 4차 산업의 주요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 운용 전략을 

활발히 모색(Kim& Kim, 2020)하며, 현대 산업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전염병이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고 공급망을 방해하고 수요 둔

화, 경쟁 심화, 인구학적 선호도 변화를 초래하면서 많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Business in-

sider India, 2020).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언택트 서비스가 늘고 오프라인 매출이 줄면서 

온라인 소매점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으며, 이제 매장과 유사한 수준의 영감과 발견 및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경험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인공지

능을 통해 개인화된 서비스 속에서 온라인 경험을 비용ㆍ효율적으로 확장하여 온라인에서도 오프

라인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이에 대한 기술과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술자료 

또한 매우 빈약하고 국내 인공지능 기반의 패션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외 인공지능 관련 패션 

산업의 사례를 찾고 분석하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을 벤치마킹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해외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

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마존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서비스가 주는 편의성에 대

해 고찰하여 국내 패션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것에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을 이용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적용

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해외 기업 아마존의 사례를 수집하고 각각의 특성을 도출해 아마존에 적용

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해하고, 아마존의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가 이끌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

를 조망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사례 고찰 분석을 병행한다. 먼저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패션 디자인 환경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를 이와 관련된 전문 서적과 선행연구, 인

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개인 맞춤 서비스를 이해한다. 연구범위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마존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내⋅외 전문서

적, 학술 저널과 논문, 인터넷 자료조사를 통해 아마존에 적용된 인공지능 서비스 분석한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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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상품 추천(Style by Alexa)’, ‘예측 배송’, ‘AI 음성비서를 통한 음성 쇼핑’, ‘가상 시착 네트

워크(Outfit-VITON)’ 4개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선별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콘텐

츠 특성 중 하나인 편의성 관점에서 아마존의 인공지능 개인화 서비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서비스 서비스 특성 분석 인공지능 기술적 특성 분석

1.
상품

추천

-사용자가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표시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추천하는 서비스

-사용자가 검색한 제품을 살펴보고 이미 관심을 보인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모양, 크기 및 브랜드의 매우 유사한 제품을 추천

-보고 된 고객 만족도, 가격 및 품질 수준은 물론 

고객 피드백과 평가를 고려해 고객의 관심사에 맞

는 추천 제공

-항목 간 협업 필터링으로 대량 데이터 세트로 확장

하고 실시간으로 고품질 추천 생성

-사용자가 구매하고 평가한 각 항목을 유사한 항목

과 일치시킨 다음 이러한 유사한 항목을 사용자를 

위한 추천 목록으로 결합

-고객의 구매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구매 한 다른 사람들의 구매 내역을 활용하여 상품 

목록에 ‘자주 함께 구매하는’ 정보를 이용

2.
예측

배송

-무엇을 배달할지 결정할 때, 고객의 과거 구매 기

록, 검색 기록, 위시리스트,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 

리스트를 고려하며, 고객이 화면에서 머문 시간을 

분석하여 특정 시점에 원하는 제품을 알고 고객에

게 예측 배송하는 서비스

-아마존은 고객에 대한 실행 가능한 데이터가 풍부

하고 고객이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를 알고 있

기 때문에 주문을 '예측'할 수 있으며 딥 러닝 및 

AI의 최신 발전으로 이제는 상당한 정확도로 예측 

배송이 가능

-아마존의 특허 예측배송 알고리즘 사용

-알고리즘의 진행 과정

1. 예측배송을 위한 상품군 선정 (소비자의 구매율이 높

은 상품군을 위주로 예측배송에 적합한 상품 선정)

2. 선정된 상품군에 한해 물류센터나 배송센터와 같

은 다양한 물류거점들로 운송을 위한 출고 및 포

장 작업 후 과거 주문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배

송될 지역 범위를 선정하고 최종 목적지에 관한 

정보 없이 지역 범위 내 물류거점으로 운송

3. 상품이 가까운 물류거점에 도착한 후 고객의 주

문이 발생하면, 상품의 상태 및 위치를 파악하고 

주문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 

4. 물류거점에 보관 중인 상품이 주문 내용과 일치

한다면 최종 배송주소를 추가 입력하여 그대로 

최종 목적지로 배송

3.
음성 

쇼핑

-아마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비서인 알렉사를 통해 

음성으로 상품을 검색하고 주문하는 서비스

-고객이 AI 음성 비서 알렉사에게 쇼핑하고자 하는 

상품을 검색하면, 알렉사는 상품을 추천

-에코의 음성쇼핑 검색은 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

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이전에 구매했던 상품을 우

선적으로 추천하고 구매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상품 

가격이나 리뷰, 평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상품을 추천

기술적 측면에서 알렉사는 아래의 기술을 통해 사용

자와 디바이스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1. 자동음성인식 

(ASR: Automated Speech Recognition)

2. 자연어 이해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3. 텍스트 음성 변환 (TTS: Text to Speech)

4. 알렉사 스킬 (Skills)

5. 학습 (Learning)

6. 지식베이스 (Knowledge Base)

4.
가상 

시착

-가상 피팅룸이 개발되고 여기서 선택한 의류를 착

용 한 고객의 이미지가 합성적으로 생성되어 가장 

원하는 룩을 비교하고 선택을 도울 수 있는 가상 

시착 서비스(VentureBeat, 2020)

-사람의 이미지, 생성 된 항목을 실제 이미지와 판별

하는 구성 요소가 있는 모델 유형인 ‘생성적 적대 네

트워크(GAN)’를 사용하여 단일 사진에서 스스로 훈

련 할 수 있는 차세대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

-기준 의류의 모양을 대상 사람에 맞게 변경하는 기

하학적으로 정확한 분할 맵을 생성하고 알고리즘은 

합성 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온라

인 최적화 체계를 사용하여 텍스처, 로고 및 자수와 

같은 미세한 의복 특징을 정확하게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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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주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편의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상품 추천 서비스의 편의성은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 비용 등을 최소

화 시키는 반면 가치는 증대시키고 이용자에게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개인 맞춤화

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는 큐레이션은 이용자의 시간 절약과 니즈 

충족을 동시에 만족 시킬 수 있는 서비스이다. 

둘째, 예측 배송 서비스는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구매가 예상되는 상품을 예측하고 미리 상품

을 포장해 고객과 가장 가까운 물류 거점에 배송하고 보관하여 고객은 보다 빠르게 제품을 받아

볼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잘못 예측되어 배송된 상품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되어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 

셋째, 아마존의 음성 비서를 통한 쇼핑 서비스는 AI 음성인식 기술에 기반한 음성 상호작용을 

통해 음성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제품을 검색 및 비교하고, 주문이나 결제 등 쇼핑이 가능한 편

리함을 가진다. 말로 원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밴 자연스러운 방식

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쇼핑에 대한 학습이 쉽고 원하는 명령을 복잡한 검색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음성 명령을 통해 바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다.

넷째, 아마존의 가상 시착 네트워크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에서의 불가능한 물리적인 시착을 

가상 피팅을 통해 고객의 몸에 어울리는 실루엣과 핏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선택한 의

류를 착용 한 고객의 이미지가 합성적으로 생성되어 가장 원하는 룩을 비교하고 선택을 도울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다.

아마존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테크에 기반해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는 패션 산업의 마케팅

과 리테일 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패션 산업에서도 인공지능에 기반해 개인화된 

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스피커를 통한 쇼핑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도 완성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국내 소비자의 정서와 특성에 

더 맞는 방향으로 변형 발전시켜야 한다.

4. 결론

패션 산업은 IT 기술과의 융합적 진보를 통해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고도화된 개인화 서비스

가 온라인 상품구매 각 단계마다 다양하게 적용되며 놀라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연구 결과, 인

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개인 맞춤 패션 추천 서비스는 유사한 제품을 찾아주고, 제품과 개

인 프로파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추천에 적용하며 무한한 온라인 공간의 수천 가지의 패션 

정보에서 사용자가 좋아할 것 같은 제품을 선별하여 추천하며 소비자 패턴을 반영해 미리 예측 

배송하는 서비스까지 발전하고 있다. 또한 가상 착의 이미지의 어울림 지수를 수치화하여 평가해

주는 추천 서비스와 디자인 속성에 대한 태그를 생성하고 새롭게 조합하는 서비스는 개인에게 특

성화된 맞춤 패션 스타일 개발이 실용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아마존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개인화된 서비스에 적용되었는지를 이해하

고 소비자의 관점에서 편의성에 대해 고찰하여 국내 패션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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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공 지능에 기반한 패션 서비스는 타 분야와 융합되는 응용 가치로 미루어 볼 때, 긍정적 

혁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각도적인 접근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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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ㆍ김문영
계명대학교 

경량화 용기 화장품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코로나19이후, 화장품의 유통 경로는 SNS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발생되는 포장재 및 배출 쓰레기의 증가도 사회 문

제로 대두되고 있고, 관련 업계와 정부 간의 분리배출 활성화 협약, 즉 ‘포장재 감량을 위한 자발

적 협약서’까지 체결하게 되었고,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소비패턴과 거래 비중의 

증가 등의 이유로 관련업계들에게 포장공간비율과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를 하고, 친환경 포장재

를 개발토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화장품 산업에서도 물류 이동에 용이한 형태와 소재의 용기 개

발과 함께 전반적인 패키지 경량화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경량화(輕量化-weight lightening)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이나 규모 등이 이전보다 줄거나 가벼워짐을 말하는데, 화장품 용기의 경량화

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화장품 업계의 경량화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

으므로 음료 용기의 발전사에 관한 연구에서 경량화 용기사용에 대한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대

표적 경량화 용기의 사용은 음료 용기중 하나인 우유용기의 재료로 ‘테트라 팩’이라 불리는 종이

팩이다. ‘테트라 팩’은 유리병과 플라스틱 병을 대체 하는 소재로, 최근 친환경적인 생산과 유통과

정, 그리고 재활용까지 가능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포장재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한국포장재재활용

사업공제조합). ‘테트라 팩’은 종이 75%, 폴리에틸렌 20%, 알루미늄 호일 5%로 구성되며, 종이가 

주재료이기 때문에 우유병 대비 1/8의 무게에 해당된다. 또한, ‘테트라 팩’의 멸균 및 밀봉 기술 

덕분에 유통기한이 늘어나 냉장보관을 하지 않아도 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해 최근 친환경 용

기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용기에 ‘테트라 팩’ 용기와 유사한 경량화 용기를 

사용하는 가상의 화장품 브랜드를 자극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 거주 화장품 소

비자로 2020년 9월21일부터 10월 4일 2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69부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화장품 용기의 평가속성에 사용한 선행연구를 참조

하여 경량화 화장품 용기의 속성평가에 관한 13문항, 중요도 평가 13문항, 일반적인 화장품 구매

행동 8문항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기타 인구통계적 질문을 사용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응답한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여성이 168명

(62.5%), 남성이 101명(37.5%)이고, 연령은 만 15세에서 77세까지로 평균 연령은 32.25세이다. 조

사자들의 경량화 용기 화장품 구매경험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매경험이 있는’ 응

답자는 55명(20.4%), ‘구매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214명(79.6%)로 나타났으며, 구매경험이 있는 응

답자의 구매이유는 사용이 편리해서 19명(34.5%), 호기심 14명(25.5%), 기타 11명(20%), 환경을 

생각해서 5명(9.1%), 용기디자인과 가격 이 각각 3명(5.5%)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화장품에서 

경량화 용기의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제시된 가상의 

경량화 용기 화장품 자극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로 향후 구매 의도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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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화장품 용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속성평가는 기능성,친환경성,심미성 순으로 중요도를 보이

고 있으며, 경량화 용기 화장품에 대한 태도는 255명(94.8.%)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197명

(73.2%)은 ‘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일반 소비자들이 경량화 용기 화장품

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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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현*ㆍ안가영ㆍ이규혜
한양대학교 

소비자의 가치관이 사회적 책임의식과 윤리적 패션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이후로, 패션

산업에서도 후속 세대를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의 사회의식은 패션기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기업의 매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내적동인인 가치관과 환경의식, 노동문제의식과 같은 사회의식과 윤리적 패

션제품의 구매행동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의식은 환경문제와 노동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Reimers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식을 노동문제의식과 환경의

식으로 세분화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윤리적 소비와 연결되는 

가치관으로 이타주의와 자기중심주의를 변수로 구성하고, 윤리적 제품의 소비자 행동으로 프리미

엄 가격 지불의도를 변수로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가치관(자기중심적, 이타주의적), 

사회의식(환경의식, 노동문제의식), 윤리적 제품의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 사이의 경로를 알아보

고,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가치관, 사회의식,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 측정항목을 선행 연구

들을 토대로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도록 적합하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46.2%(277명), 여성 

53.8%(32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분포는 20대 19.5%(117명), 30대 29%(174명), 40대 22% 

(132명), 50대 16%(96명), 60대 13.5%(81명)으로 나타났다. 사용 프로그램은 Smart PLS 3.0을 사

용했다. PLS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를 확인했으며, 집중타당성, 내적신뢰성, 판별타당성을 평가했다. 각 요인부하량의 기준치가 .70 

이상인지 확인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측정문항들을 제거하고, 최종 15문항을 분석에 사

용했다. 최종적으로 모든 측정문항의 요인부하량은 .77에서 .90사이로 분포되었다. 평균분산추출

(AVE), 복합신뢰도(CR), 각 잠재변수의 AVE제곱근 값, HTMT 값의 범위가 기준치를 만족했으며, 

구조모형 평가에서도 R2값과 Q2값, VIF 지수가 모두 적정 범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

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하여 각 경로의 유의성 검증을 진행했으며, PLS-SEM 분석에서의 권장 샘

플링 횟수인 5,000번의 샘플링을 진행했다(Hair et al., 2017).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이타주의적 가치관은 환경의식(β=.09, p<.05)

과 노동문제의식(β=.29, p<.001)에서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중심

적 가치관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노동문제의식(β=.18, p<.001)과는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환경

의식과는 유의한 영향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는 이타주의적 가치

관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외부 세계에 관심을 두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특성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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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Loureiro & Lotade, 2004), 이에 기인하여 환경의식과 노동문제의식에 모두 영향 관계를 가

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중심적 가치관의 경우, 환경의식과는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동문제의식과 영향 관계를 가진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환경의식과 윤리

적 패션제품의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β=.18)와 노동문제의식과 윤리적 패션제품의 프리미엄 가

격 지불의도(β=.23)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바탕으로, 환경의식과 노동문제의식을 포함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기업이 생산한 패션제품, 환경친화적인 패션제품,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제조된 패

션제품과 같은 윤리적 패션제품에 대해 기꺼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었

다. 셋째, 가치관(이타주의적, 자기중심적)과 윤리적 패션제품의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에 사회적 

책임 의식(환경의식, 노동문제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환경의식과 

노동문제의식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 책임 의식의 하위차원인 환경의식과 

노동문제의식이 다르게 발현됨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적 책임 의식이 강한 소비자들의 경우, 윤

리적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 또한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소비자의 가치관에 따라 사회적 책임 의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패션기업들은 

사회 책임적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소비자의 개인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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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패션 소비의 변화
- 머신러닝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

올 초에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pandemic)으로 번지면서 아

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물론 소비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대면 접촉을 통한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고 물품을 배송받

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언택트 소비’라는 새로운 소비 트

렌드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패션 산업 및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머신러닝 기반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패션 소비의 변화를 다

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중심

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현 시점의 패션산업 내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해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언어와 자연어 처리 라이

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블로그를 대상으로 

기간과 관련 없이 ‘코로나 패션’ 키워드를 포함하는 모든 게시글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의 전

처리 단계에서는 텍스트를 정제하고 단어 수준에서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사전 클렌징(Cleansing),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한 토큰화(Tokenization), 불용어 제거(Stop words)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텍

스트 정규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TF-IDF(어휘 빈도-문서 역빈도)를 통해 코로나 패션과 관

련 있는 어휘의 빈도수를 계산하고, 연결망 분석을 시행하여 각 어휘의 상대적 중요성과 단어 간 

관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위주의 라이브러리인 Gensim을 활용하여 LDA 알고리즘을 

적용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하여 토픽과 연관어를 도출하였다. TF-IDF 결과를 통해 각 포스팅에서 

비중있게 사용된 단어를 파악할 수 있는데 마스크, 패션위크, 패션쇼, 업계, 브랜드, 일상, 온라인 등

과 같은 단어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혼란도

(perplexity)와 정합점수(coherence scores)에 따라 최적의 토픽수가 6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토

픽에 해당하는 연관어가 도출되었다. 각 토픽의 텍스트들의 의미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제를 추론

한 결과, 1번 토픽은 코로나와 관련된 데일리 패션, 2번 토픽은 패션쇼 취소 및 디지털 패션쇼, 3번 

토픽은 온라인, 시장, 구매 등과 같은 언택트 소비와 관련된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4번 토픽에서는 

트랩(마스크줄), 파자마, 홈웨어 등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소비되고 있는 패션 아이템이 

나타났으며 5번 토픽은 코웰, 브랜드, 디자인, 스타일 등과 같이 코로나로 인한 패션 브랜드의 상황 

관련 내용이 도출되었고, 6번 토픽으로는 블랙, 연예인, 트렌드 등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패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패션 산업 및 패션 소비에 미치는 영향

력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탐색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새로운 소비 행동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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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소비자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친근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 광고에 비해 패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은 정보의 유용성, 신뢰성, 

진정성과 같은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내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에 

대한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존재 유무에 따른 영향력 혹은 전통적 광고 모델과의 차이 비교라는 기초

적인 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력성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체형은 비교하는 대상의 위치에 따라 상향 혹은 하향비교를 통해 상대에 대한 평가 및 소비자 감정

에 영향을 미친다. 유사 혹은 하향 비교의 대상에 대해서는 자신과 유사한 능력 혹은 속성에 대해 

유대감과 친근감을 형성하고 이를 매개하여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 반응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차이에 따른 소비자의 감정반응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패션 인플

루언서의 체형 차이가 친근감을 매개하여, SNS 게시물에 대한 자기표현의도와 자기제시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패션 인플루언서에 대한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패션 인플루언서의 체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NS 게시물에 나타난 인플루언서의 체형을 이

상적 체형과 현실적 체형으로 조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80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SPSS22.0과 

AMOS18.0을 통해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확인적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SNS 게시물에 나타난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현실적일수록 친근함을 매개하여(β=.613, 

p<.001) 자기표현의도(β=.557, p<.001)와 자기제시의도(β=.546, p<.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플루언서 체형이 자기제시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β=-.215, p<.05), 이는 SNS 게시물에 나타난 인플루언서의 체형이 이상적일수록 자기제시

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적인 체형의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매개하지 

않고 바로 자기제시의도가 높아져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혹은 소속집단이 드러나는 콘텐츠

를 게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기표현의도(β=.611, p<.001)와 자기

제시의도(β=.174, p<.001)는 모두 패션 인플루언서를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자기표현의도와 자기제시의도가 인플루언서 추천의도에 미

치는 경로계수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자기표현의도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자기제시의도

가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통계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χ2=4.537, df=1, p<.05). 본 연

구는 신체 관련 정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패션 온라인 쇼핑 맥락에서 구체적인 모델 평가 요소

인 체형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감정반응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였다는 의의를 지닌

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에서 인플루언서의 신체적 매력성이 강조되어왔는데 본 연구를 통해 이

상적인 체형이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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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빈티지패션 인식변화 연구

- 2015~2018년을 중심으로 - 

진화하는 첨단산업시대에 소비자들의 개성추구가 심화되면서 빈티지패션이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빈티지 패션에 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

찰함으로써 빈티지패션 마케터들에게 소비자들의 욕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빅데이

터 분석을 위하여 “빈티지패션+빈티지스타일”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 텍스톰(Textom)을 활용

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4년간의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여 정제과정을 거쳤다. 자료 분석은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단어빈도, TF- 

IDF, 연결중심성, UCINET프로그램을 활용한 CONCOR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년도별 단어빈도 분석결과, 2015년도에 주요 키워드로 패션, 빈티지, 스타일, 데님 등으

로 나타났고 ‘복고‘라는 단어가 해당년도에 유일하게 등장하였다. 2016년도는 빈티지, 패션, 스타

일, 데님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2016년도 모두 ‘데님’ 키워드가 등장하여 소비자들이 데님스

타일 복고에 대한 관심이 지속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7년도는 빈티지, 스타일, 패션, 판매 

등으로 나타났고 ‘판매’ 키워드가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빈티지판매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는 패션, 빈티지, 스타일 순으로 나타났으며 ‘레트

로’, ‘라이프’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이 레트로 라이프에 대한 관심도가 증

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CONCOR 분석결과 2015년도에는 ‘빈티지 트렌드’, ‘빈티지 웨딩’, 

‘빈티지 구매’, ‘빈티지 클래식’ 으로, 2016년도는 ‘빈티지 구매’, ‘빈티지 패션’, ‘빈티지 아이템’, ‘빈

티지 트렌드’로, 2017년도에는 ‘빈티지 제품’, ‘빈티지 판매’, ‘빈티지 스타일’, ‘빈티지 트렌드’로, 

2018년도에는 ‘빈티지 판매’, ‘빈티지 패션’, ‘빈티지 아이템’, ‘빈티지 트렌드’로 분류 되었다. 분석 

결과 해마다 유사하게 분류되었지만, 2015년도에 ‘빈티지 웨딩’에 대한 군집이 생성되었다 이후에 

등장하지 않아 관심도가 떨어졌고,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는 ‘빈티지 아이템‘ 군집이 나타나 

2016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빈티지 아이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마케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도의 단어빈도 분석결

과 ‘레트로’ 와 ‘라이프’라는 키워드가 상위에 있는데 이는 최근 국내 레토르 열풍이 빈티지 패션

에도 접목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관심키워드가 패션에 접목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의 관심키워드에 맞는 제품 등 마케팅전략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각 년도마다 ‘데님’ 키워드가 꾸준히 등장하는 것을 보아 소비자들은 빈티지에서 데님을 주

로 찾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빈티지 패션 시장에서는 ‘데님’과 관련된 빈티지 스타일을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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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뷰티제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발달 이후 소비자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로로 유튜브를 가

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개인방송 서비스 시장에서도 유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유튜브는 온라인 상에서 경쟁력 있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급성장 

중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뷰티시장에서도 나타나 유튜브를 통한 화장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소

비자는 유튜부 정보를 구매여부와 상관없이 즐거움을 위해 탐색하기도 하다가 구매결정으로 이어

져 소비자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대 대학

생을 중심으로 뷰티 유튜버의 특성과 유튜브 채널의 특성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신뢰, 만족을 통

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유튜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뷰티제품을 구매할 때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유

튜브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유튜브 채널 정보의 정확성과 유용성이 신뢰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유튜버의 개성, 유희성, 소비자와의 유사성들은 유튜브에 

대한 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유튜브에 대한 신뢰에는 상대적으로 유

튜버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유튜브에 대한 소비자 만족은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전문성과 유용성 그리고 유튜버의 개성과 유희성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

며 유튜브에 대한 신뢰와 만족은 상호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소비자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고 유용하다고 인지하거나 유튜버가 개성있고 재미있다고 인지할수록 소비자는 만

족하였으며 유튜브를 신뢰할수록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유

튜브에 대해 만족할수록 유튜버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가 제시하는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튜브에 대한 신뢰는 뷰티제품 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즉, 소비자가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전문성, 유튜버의 개성이나 유희

성 등에 의해 만족감을 느낄수록 유튜버가 제시하는 뷰티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튜

브에 대한 신뢰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말하자면, 유튜버의 개성이나 유희성은 소비자

에게 만족감을 줌으로써 유튜버가 제시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뷰티 유튜브 채널이나 관련 유튜버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과 그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고려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개성이나 유희성을 겸비한 유튜버를 선정

함으로써 유튜버를 활용한 구매행동을 촉진시키도록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뷰티 관련 리

테일러는 유튜브에서 소비자의 컨텐츠 검색, 사용후기 및 소개 컨텐츠, 댓글 반응 등을 통하여 

유튜버에 대한 반응과 제품에 대한 반응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반응들을 유튜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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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제품에 반영하고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솔직한 후기, 구매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자연스럽게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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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뢰*ㆍ이진화
부산대학교 K-beauty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SMIs)가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에 미치는 영향
- 인플루언서 유형, 협찬 표시 여부, 제품 노출 방식을 중심으로 -

1. 서론

한류 영향을 받은 중국 소비자가 K-beauty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Kang et 

al., 2020). 중국 소비자는 웨이보(Weibo) 등의 소셜 미디어로 K-beauty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SMIs: Social Media Influencers)의 콘텐츠를 접하고, 또 콘텐츠를 리뷰하는 방식으로 K-beauty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인플루언서의 매출 점유율이 높아져 SMIs를 사용한 마케팅 산업화가 급

격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SMIs를 활용한 마케팅을 많은 브랜드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SMIs

가 화장품 산업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Wang and Lee, 

2019).

SMIs가 화장품 산업에서 지니는 막대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소비자가 신제품을 수용하고 구매

하는 원인이 되는 핫 트렌드(Hot trend)라 말할 수 있으며, 이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Schouten, 2019). K-beauty SMIs 콘텐츠로 K-beauty 신제품에 대한 수용의도와 구매의도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고민도 이후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K-beauty SMIs의 유형과 협찬 표시 여부, 그리고 제품 노출 방식을 구분하여 

이들에 관한 실험연구를 통해 각 변수의 주요효과와 변수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다. 그로 

인해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소셜 

미디어 수단으로써 SMIs가 가지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실무적으로 K-beauty 산업과 SMIs 마케팅

을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1) 인플루언서 유형

연예인 인플루언서는 브랜드를 위한 대규모 소비자 시장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일반인 인플루언

서는 예를 들어 더 높은 투자 수익(ROIs: Returns on investments)을 제공 할 수 있다(Trivedi, 

2018). 따라서 올바른 인플루언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협찬 표시 여부

마케팅 담당자는 게시물에 "협찬" 태그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메시지의 상업적 의도를 알리

고 소비자가 광고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Friestad and Wright, 1994). 물론 시청자가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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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이 실제로 협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는 인플루언서와 회사 모두에게 신뢰 부족

을 야기할 수 있다(Bataineh, 2015). 따라서 협찬 표시 여부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중요한 측면

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3) 제품 노출 방식

Russell(2002)에 따르면 어떤 제품이 게시물에 유기적으로 나타날 경우,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제품이 매우 두드러진 위치에 배치되고 현장과는 관련이 없

이 보이면 소비자들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며, 이를 자연하지 않은 광고라고 느낀다(Cowley 

and Barron, 2008). 이러한 결과는 제품 노출 방식이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게시물과 관련이 있다(Jin and Muqaddam, 2019). 

4) 상호작용효과

인플루언서 유형, 협찬 표시 여부 및 제품 노출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나타

나는 세 가지 변수이지만 이러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은 이전 연구의 초점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밀레니얼 세대가 K-beauty SMIs 유형, 협찬 표시 여부, 제품 노출 방식 등 마케팅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조사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K-beauty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한 연구다. 따라서 인플루언서 유형(연예인 vs. 일반인), 협찬 표시 여부(표시 vs. 비표

시) 및 제품 노출 방식(노출 vs. 무노출)의 2 × 2 × 2 집단 간(Between subjects) 요인설계

(Factorial design)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성을 위해 중국 소셜 미디어 웨이보(Weibo) 상에서 가상 웨이보 게시물을 

제작해 자극물을 만들었다. 인플루언서의 게시물 형식, 메시지 구성에 맞게 제작했다. 자극물은 

인플루언서 유형 2개 조건과 협찬 표시 여부 2개 조건 및 제품 노출 방식 2개 조건으로 조작했

으므로 총 8종류다. 자극물의 조작점검(Manipulation check)을 위해 20-30대 중국 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한 결과, 인플루언서 유형, 협찬 표시 

여부, 제품 노출 방식에 대한 실험자극물의 조작이 적절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는 

중국 밀레니얼 세대 여성 소비자 81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응답자는 8종류 

설문지 중 하나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설문지에는 자극물이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Three-way ANOVA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2가지 주효과와 4가지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 모집단 사이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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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여러 집단들 중에서 특정한 집단들을 대비시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는 단순주

효과(Simple main effec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인플루언서 유형, 협찬 표시 여부, 제품 노출 방식에 따른 소비자

의 신제품 수용의도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는 일반인 인플루언

서일 때(F1,792=292.97, p<.001)와 협찬 비표시일 때(F1,792=11.82, p<.01)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

으며, 제품 노출 방식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1,792=1.55, p>.05). 둘째, 이원 상호

작용 효과가 있어 (1) 협찬 표시할 때 일반인 인플루언서의 경우(F1,792=4403.69, p<.001), 협찬 표

시하지 않았을 때 유명인 인플루언서의 경우(F1,792=1776.96, p<.001)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제품 노출할 때 일반인 인플루언서(F1,792=1640.16, p<.001), 제품 

노출하지 않았을 때 유명인 인플루언서가(F1,792=265.45, p<.001) 신제품 수용의도에 더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제품 노출할 때 협찬 비표시의 경우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1,792=6.69, p<.01). 셋째, 삼원 상호작용 효과가 있어, 제품 

노출할 때, 협찬 표시할 때, 일반인 인플루언서는 신제품 수용의도에 미친 영향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F1,792=3920.49, p<.001). 한편 제품 노출하지 않았을 때, 협찬 표시하지 않았을 때, 

유명인 인플루언서가 신제품 수용의도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1,792=2945.78, p<.00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K-beauty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SMIs)가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에 미치는 영

향에 초점을 맞추어, 인플루언서 유형, 협찬 표시 여부, 제품 노출 방식이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중국 뷰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

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과 부합하며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밀레니얼 세대 소

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플루언서 유형, 협찬 표시 여부, 제품 노출 방식에 따른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인플루언서를 활

용한 마케팅 전략과 나아가 뷰티 인플루언서의 유형에 따른 마케팅 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는 

뷰티 기업과 관계자에게 뷰티 인플루언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론적 자료와 실무적 지

침을 제공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플루언서 유형, 

협찬 표시 여부와 제품 노출 방식이 중국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K-beauty 소셜 미디어 인

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 따른 폭 넓은 연구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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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Fang Wuㆍ

Eun Young Ki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ploring Consumer’s Perceived Task-Relevant Cues and 

Flow Experience of Live Streaming e-Commerce in China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growing live streaming trend in China is powered by 

social media and seamlessly merges retail brands, real-time consumer interactions, influencers 

into the live streaming e-commerce. Given this situ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is 

critical to be successful live streaming e-commerce in fashion venue. This study is to explore 

underlying factors of task-relevant cue and flow experience as perceived by Chinese consum-

ers in the live streaming e-commerce. A cosmetic brand ‘Florasis,’ which is ranked as the top 

1 under popularity of live streaming brands in the beauty industry, was selected. For live 

streaming e-commerce, it consists of three members: brand-Multi Channel Network agen-

cies-streamers. Streamers are usually KOLs(key opinion leader), KOCs(key opinion consumer), 

celebrities, or brand staff. Also, the brand used three types of platform: e-commerce(e.g., 

Taobao live, JD live), video sharing app(e.g., TikTok, KuaiShou.), and social media(WeChat, 

Weibo). This study used in-depth interviews with 7 female Chinese residents who represent a 

target in the live streaming. The interview was conducted in a one-on-one for 20-30 minutes 

per interview, by using phone call over the WeChat due to geographical distance. The entire 

interview was transcribed for content analysis. With respect to task-relevant cue, 241 para-

graphs were excerpted. Respondents most frequently mentioned about service(104 excerpts), 

followed by product(78 excerpts) and streamer(59 excerpts). Specifically, service-related cues 

included contents regarding real-time interaction, promotion event, social presence, ease of 

use and accessibility, information richness, etc.; product-related cues included product descrip-

tions, product views, and product trial effect; and streamer-related cues included contents 

about strong relationship expertise, attractiveness, and homophily. Based on the flow theory, 

content analysis found that flow experience was mentioned with task-relevant cues. Of flow 

experience, control and curiosity were the most frequently referred to service relevant 

cues(e.g.,social presence, promotional event, real-time interactions). Particularly, enjoyment 

was frequently mentioned with product-relevant cues(e.g., product view, product description, 

trial effect) and the streamer-related cues(e.g., attractiveness, strong relationship). The flow 

experience of immersion was related to product-relevant cue(e.g., product view, description), 

streamer expertise, and real-time interaction service. This study discussed managerial im-

plications for fashion retailers to utilize live streaming 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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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숙ㆍ성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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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패션 유형 분석 및 마케팅 활동 사례 연구

소비자가 추구하는 신념과 가치가 달라지면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지속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선보이거나 기업 자체를 환경 친화적

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G7 정상회담에서 샤넬, 프라다, 매치스패션 

등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 환경보호 선언서를 제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스웨덴 컨설턴트 기업

(Green strategy)은 지속가능한 패션 생산과 소비를 7가지(주문제작, 환경친화적 제작, 타임리스 

디자인, 공정ㆍ윤리적 생산, 수선ㆍ업사이클링, 임대ㆍ대여, 중고ㆍ빈티지 상품 판매)로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년간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 국내외 패션브랜드 동향을 파악하고자, 

앞에서 언급한 키워드를 이용하여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2019년 5월부터 1년간 관련기사를 검색하

였다. 지속가능 패션과 관련된 기사가 약 600여개 검색되었고, 조사된 브랜드 중 추가 검색을 통

해 마케팅 믹스활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브랜드 64개(1개 브랜드 중복분류)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다. 패션브랜드를 7가지 분야로 분류한 후, 대표적인 세 분야를 선별, 브랜드 특성 

및 마케팅 활동을 분석하였다. 

먼저 7가지 지속가능 패션 유형은 환경친화적 제작 브랜드 16개(24.6%), 수선ㆍ업사이클링 판

매 브랜드 14개(21.5%), 중고ㆍ빈티지 상품 판매 브랜드 10개(15.4%), 동물복지 등 윤리적 브랜

드 9개(13.9%), 임대ㆍ대여 브랜드 8개(12.3%), 타임리스 디자인 브랜드 5개(7.7%), 주문제작 브

랜드 3개(4.6%)로 분포하였다. 그 중 높은 빈도를 차지한 상위 3개 유형에 속한 구체적인 브랜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는 ‘환경친화적 제작’은 국내, 해외

브랜드가 각각 8개로 구성되었다. 국내브랜드들은 캠페인이나 환경을 주제로 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브랜드를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21.5%)를 나타낸 ‘수선ㆍ업사이클링 유

형’에서 수선서비스는 파타고니아만이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국내 브랜드(4개)는 업사이클링에만 

포함되었고 그 중 3개는 잡화브랜드였다. 그에 비해 국외 브랜드(10개)는 럭셔리, 여성복, 스포츠 

등 다양한 복종에서 업사이클링을 시도하고 있었다. 국내 브랜드는 협업을 통한 상품기획에 적극

적인 반면, 해외 브랜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하는 차이가 있었다. 마린세르의 경

우 버려진 옷을 활용하여 새로운 옷으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을 SNS로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중

고ㆍ빈티지 상품 판매 유형’(국내 6개, 국외 4개)은 중고 명품이나 여성복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

부분 개성과 희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주 타깃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형식이 

많았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조사된 브랜드의 

표적시장은 환경에 관심이 높거나 2030세대가 주를 이루었다. 여성복, 럭셔리 복종의 비율이 높

고 남성복 비율이 낮은 편이었는데, 이는 타깃의 특성이나 브랜드 콘셉트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브랜드의 신념이나 제작방법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온라인ㆍ오프라인 채널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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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 패션 유형 및 마케팅 활동 사례를 제시함

으로써 패션산업에서의 지속가능성 최신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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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구독 서비스의 유형별 사례분석

1. 서론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 온라인 경제로 탈바꿈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19 팬데믹 이

후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일상화되면서 규모의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특히 구

독경제 시장은 산업전반에서 더욱 급성장하여 소비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2023년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 중 75%가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구독경제는 결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과거에부터 존재하던 우유, 신문배달, 정수기 렌탈 서

비스 등 이미 존재해왔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다. 그런데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

기에는 3가지 특성이 존재한다. 먼저 대기업의 시장 진입, ‘공유’개념의 침투, 마지막으로 ‘개별 

커스터마이즈’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소비자는 구독경제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기업은 안

정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다. 즉 구독경제는 소비자와 기업 양측 모두 윈윈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의식주 전반에 걸쳐 구독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과 스타트업이 늘고 있

다. 특히 의식주 중 의류 분야에서는 대표적인 패션 아이템인 옷, 가방, 시계 등을 정기적으로 렌

탈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소유’에서 ‘체험’으로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들은 변하고 

있기에 패션업계에서의 구독 서비스는 더욱더 잠재력 있는 신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구독경제의 유형과 국내외 패션 구독 서비스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성장방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관련 서적, 논문, 신문 및 잡지 기사, 웹문서 등을 이용하여 구독경제의 개념 

및 특성, 패션에 대한 구독경제의 의의와 최근 동향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국내외 패션 구독 서비스의 성공 사례 수집을 위해 구독경제 관련 서적, 신문 

및 인터넷 기사, 웹문서 등을 참고하였다. 패션 구독 서비스의 성공 사례에 대한 연구 범위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설립된 사례 중 영리 목적의 패션 구독 서비스로 한정하였다. 둘째, 패

션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류, 신발, 가방, 안경, 액세서리 등)을 구독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체

를 조사하였다. 셋째, 구독경제가 부상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에 설립된 플랫폼 중 연구 시점에 

정상 운영 중인 플랫폼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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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의 개념과 특성, 패션 구독 서비스의 최근 동향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성공 사례분

석을 하여 국내 패션 구독 서비스를 위한 성장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구독경제의 유형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구독방식

에 따른 유형, 재화의 특성, 소유관점에 따라 나눈 유형, 요금 징수에 따른 유형, 구독 니즈에 따

른 유형 등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었다. 

기준 유형 특징

구독 

방식

넷플릭스 모델
납부한 만큼 무제한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 주로 영상, 음악, 책과 

같은 상품 제공.

정기배송 모델
매달 소비자가 정한 날짜에 해당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 최근 맥주, 

꽃, 화장품 등으로 확대.

렌탈 모델
매달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모델. 자동차, 보석, 가구 등 주로 고가 

제품에 적용.

재화의 

특성

/

소유 

관점

제조품 소유형
업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고객에게 정기 배송을 통해 

제공.

유통/서비스 소유형 업체가 유통하는 제품 또는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제조품 공유(렌탈)형 업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고객에게 렌탈해주는 서비스.

유통/서비스 공유(렌탈)형
업체가 유통하는 제품 또는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렌탈해주는 서비스.

요금 

징수

정액-무제한 사용 요금은 정액으로 부과되며 사용 총량에 제한이 없음

정액-제한 사용 요금은 정액으로 부과되나 사용 총량에 제한이 존재

가격 패키징 타겟 고객에 맞춰 요금/서비스를 3~4개로 구분하여 운영

종량제형 고객은 회비(기본요금)에 더불어 사용 총량에 따른 추가 비용도 부담

Freemium
기본 제품/서비스는 무료 또는 기본요금으로 제공되나 고급품목은 추가 

요금 징수

하이브리드 제품/서비스 제공 총량 및 요금 징수 체계를 다양하게 결합

구독 

니즈

보충형(돈,시간 절약) 동일, 유사제품 자동 재구매

큐레이션형(다양한 제품 시도) 업체(전문가)가 맞춤형 상품 선정

멤버쉽형(배타적 수혜) 회원대상 특가, 특정 상품 구매 기회 제공

 

패션 구독 서비스의 유형 분류를 위해 선행 연구(위의 표 참조)를 참고하였다. 그 중, 재화의 

특성, 소유관점에 따른 ‘제조품 소유형’, ‘유통/서비스 소유형’, ‘제조품 공유(렌탈)형’, ‘유통/서비스 

공유(렌탈)형’이라는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성공 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제조품 소유형 : 프랭크 앤 오크(Frank and Oak), 나이키 어드벤처 클럽(Nike Adventure 

Club), 미하이삭스(Mehisox), 월간가슴(Monthly-Gasm) 등

‘제조품 소유형’은 업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고객에게 정기배송을 통해 제공하

는 유형이다. 먼저 캐나다 브랜드 ‘프랭크 앤 오크(Frank and Oak)’는 소비자들의 간략한 설문조

사를 바탕으로 자사의 스타일리스트가 소비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신상품을 배송한다. 배송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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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이고 박스 당 25$의 수수료지만 한 상품이라도 구매한다면 수수료는 면제되고, 배송받은 후

의 상품을 모두 구매할 시 2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7일동안 3가지 품목을 착용할 수 있고 

선택 구매 후 무료 반납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이키 어드벤처 클럽(Nike Adventure Club)’은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화 구독 서비스이다. 한 

달 구독료 20$를 지불할 경우 1년에 4켤레, 30$의 경우 6켤레, 50$의 경우 12켤레를 배송받게 

된다. 직접 매장을 방문할 필요없이 약 100여종의 나이키 및 컨버스 운동화 중 원하는 제품을 선

택할 수 있고, 일주일 이내 무료 교환이 가능하다.

국내 브랜드 ‘미하이삭스(Mehisox)’는 국내 유일 양말 구독 서비스이다. 베이지/스탠다드/비즈

니스/스포츠 패키지 등 패키지 별로 기능과 디자인이 다 다른 양말을 선별해 제공해 준다. 매달 

1켤레(6900원)/2켤레(7900원)/3켤레(9900원)이고 100% 순면으로 제작된다. 직장인 남성들이 주요 

타켓층이고 최근에는 롯데닷컴에 입점하여 기획전을 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브랜드 ‘월간가슴(Monthly-Gasm)’은 국내 최초 브라 큐레이션 서비스로 이용

자의 성향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적합한 브라를 추천해주는 구독서비스이다. 다양한 가슴 형태

를 고려해 고객의 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첫 3개월은 9900원(브래지어+팬티세트, 배

송비 별도)이고, 이후부터는 12900원이며 매달 집으로 새상품과 관련 룩북을 제공한다. 

유통/서비스 소유형 : 스티치 픽스(Stitch Fix), 트렁크 클럽(Trunk Club) 등

‘유통/서비스 소유형’은 업체가 유통하는 제품 또는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

하는 서비스이다. 먼저 대표적인 예로 ‘스티치 픽스(Stitch Fix)’의 경우 2011년에 설립된 미국의 

온라인 개인 스타일링 서비스이다. 이 업체는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AI 기계 학습 시스템, 고객 

심리에 대한 이해로 의류경험을 향상시키고 있다. 고객은 2-3주마다 3개월 동안 자동으로 박스를 

받도록 선택하거나 원하는 주기를 선택하여 다음 박스를 받고 싶은 특정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캘빈클라인(Calvin Klein)’, ‘랄프 로렌(RALPH LAUREN)’ 

등 1000개 이상의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다. 

‘트렁크 클럽(Trunk Club)’은 ‘노드스트롬(Nordstrom)’의 소유로 스타일 퀴즈를 통하여 취향에 

맞는 박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박스를 받기 전 각각의 아이템을 미리 확인하고 취

소할 수 있으며, 배송받은 후 사고 싶은 상품은 보관하고, 반납라벨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반

납하면 된다. 또한 박스 당 25$의 스타일링 수수료(한 상품이라도 구매하면 수수료 면제)가 부과

되며 스타일리스트와 꾸준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띠어리(Theory)’, ‘휴고 보스(HUGO BOSS)’, ‘래

그 앤 본(rag & bone)’ 등의 수 천개의 브랜드들이 경험가능하다.

제조품 공유(렌탈)형 : 앤테일러의 인피니트 스타일(Infinite style of Ann Taylor), 스트라이프 

인터내셔널(Stripe International)-메차카리(Mechakari), 트렌디(Tlendy) 등

‘제조품 공유(렌탈)형’이란 업체가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고객에게 렌탈해주는 서비

스이다. 먼저 패션 제조업체인 앤 테일러에서 진행 중인 렌탈 서비스 ‘앤 테일러의 인피니트 스

타일(Infinite style of Ann Taylor)’은 수백 개의 앤 테일러 룩을 볼 수 있는 월별 의류 대여 서비

스이다. 고객들은 온라인 옷장에 받고 싶은 패션 상품들을 넣고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다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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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능하다. 한 달에 95$로 무제한 박스 수령이 가능하고 박스마다 

3개의 아이템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이즈 경험이 가능하다.

국내 구독형 패션 서비스인 ‘트렌디(Tlendy)’는 원하는 옷을 정해진 기간 동안 빌려주는 서비

스이다. 트렌디 어플을 통해 원하는 디자인 옷을 선택해 신청하면 다음날 배송된다. 한 번 구독 

시 10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동 반납신청되어 택배기사님께 전달하

면 된다. 다양한 옷을 쉽게 시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이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집안일에 뺏기는 시간도 절약 가능하다. 또한 트렌디에서는 5회 이상 이용된 상품은 제공

하지 않는다. 

유통/서비스 공유(렌탈)형 : 렌트 더 런웨이(Rent the runway), 백로맨스(Bag Romance), 에어

클로젯(airCloset), 클로버랩(Clover Lab)-카리도케(Karitoke), 메가네노 다나카(メガネの田中)-니나

루(Ninal) 등

‘유통/서비스 공유(렌탈)형’은 업체가 유통하는 제품 또는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렌탈해주는 서비스이다. 먼저 ‘렌트 더 런웨이(Rent the runway)’는 의류와 액세서리를 대여해주

고, 란제리와 화장품 등의 필수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렌탈이라는 단점인 오염의 경

우, 이 업체의 기술자들은 숙련되어 있기에 옷의 얼룩을 보면 2분 안에 세탁방법을 찾아내고 얼

룩을 지우는데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백로맨스(Bag Romance)’는 2015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시작된 명품 핸드백 대여와 판매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이다. 이 업체는 전 세계로부터 모은 ‘샤넬(CHANEL)’, ‘셀린느(Celine)’, ‘구찌

(GUCCI)’, ‘루이비통(Louis Vuitton)’, ‘생로랑파리(Saint Laurent Paris)’ 등의 명품 가방 컬렉션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대여하고 싶은 가방과 기간을 정하여 구독이 가능하다.

‘니나루(Ninal)’는 일본 안경 브랜드인 ‘메가네노 다나카(メガネの田中)’에서 운영하는 안경 정기

구독 서비스이다. 월 2100엔을 내면 안경, 선글라스를 교환해주는 정기 구독 서비스로서 3년 동

안 약 300종의 상품 가운데 취향에 맞는 안경 또는 선글라스로 세 개까지 교환가능하다. 뿐만 아

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상 분석 iPad앱’으로 고객의 얼굴 윤곽과 눈 모양 등 얼굴 생김새를 

분석해 안경 추천 서비스, 기호와 취향을 판단해주는 ‘취향 진단 툴’, 시력교정에 필요한 도수를 

찾아주는 ‘시생활 카운슬링’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에게 남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위 기업의 성공 사례에서 도출한 성공 요인은 아래와 같다.

경제성 : 개별 구매 대비 비용 절감, 구매까지 도달 시간 절약

지속성(연속성) : 공급자의 안정적 수익, 소비자의 신상품 업데이트 정기적으로 확인

다양성 : 다양한 상품 경험 가능, 비선호하는 상품 무료 반환 또는 교환 가능

편의성 : 구매 과정 간소화, 정기배송에 따른 효율성, 오프라인 불필요

이에 따라 국내 구독 서비스가 앞으로 갖추어야 할 성장방안은 먼저 ‘개인화된 서비스’이다. 

구독경제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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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가 차별화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성 강화’가 필요하다. 테크놀로지가 향

상될수록 고객에게 감동은 물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고객 체험으로 차별화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철저한 고객 시점 유지’가 필요하다. 고객의 시점에서 생각하는 프로세

스,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프로세스 등 고객 니즈와 문제점에서 

힌트를 얻어 콘텐츠의 차별화를 세우고 개선해 나간다. 또한 ‘탄력적인 가격 선택권’도 필수 요소

이다. 고객에 대한 통찰을 심화하여 자사 서비스의 가격 적절성, 서비스의 수준 적당성 등 고객

과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매체의 

양적, 질적 향상 유지’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를 경험하도록 만든다.

4. 결론

국내외 패션 구독 서비스의 성공 사례에서 도출한 유형과 요인을 토대로 앞으로의 가이드라인

을 제시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구독 서비스의 성공 사례에서 파악된 기본 유형은 ‘제조품 소유형’, ‘유통/서비스 

소유형’, ‘제조품 공유(렌탈)형’, ‘유통/서비스 공유(렌탈)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 구독 서비스의 각 유형별 성공 요인은 ‘경제성’, ‘지속성(연속성)’, ‘다양성’, ‘편의성’

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구독 서비스의 유형과 성공 요인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국내 구독 서비스가 갖

추어야 할 성장방안은 ‘개인화된 서비스’, ‘철저한 고객 시점 유지’, ‘탄력적인 가격 선택권’, ‘기술

성 강화’. ‘지속적인 매체의 양적, 질적 향상 유지’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급성장하는 구독 경제에 따른 패션 구독 서비스의 사례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향후 

패션 구독 서비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현재 국내 구

독경제 시장은 미국, 일본 등 해외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지만 다양한 서비스와 품목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앞세운 다양한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패션 구독 서비스 

관련 연구와 비즈니스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패션 구독 서비스의 경우 의류, 악세서리 등 제품 이용을 주로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분

야들과 같이 서비스 또는 정보재 측면에서도 패션 관련 구독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다면 보다 

분석에 있어서 면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재화 특성을 좀 더 다양화하

여 다양한 성공요인 분석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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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원광대학교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중등학교 의생활교육의 과제

1. 서론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 시점에 있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제47회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로봇기술, 생명과학, 인공지능(AI)이 주도

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정의한 데서 기인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

의 제조업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O2O(Online to Offline) 등의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어, 맞춤형 소량생산, 스마트공장

과 같은 제조공정 측면의 혁신과 소비자 역할이 강조되는 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들 수 있다

(Schwab, K., 2016; Chae, 2017; Song, 2017). 이와같이 3차 산업혁명의 연속선상에서 시작된 4

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의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변화는 결국 학교교육에서의 변화를 유도하여 

교육의 개혁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중등교육에서 의생활교육 환경 변화 또한 요구할 것이다.

의생활교육을 교과목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고종 32년(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

령에 재봉이 포함되고부터이지만(Lee, 2000), 사실상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중등교육에서 강조

되어 왔다. 의생활교육은 여러 가지 환경적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실

천할 수 있는 환경에서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즉, 개개인들이 어떤 문제

나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 차이를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갈등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의 사회에서 각 영역 간에 단절된 내용이 서로 관

련성을 지닌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상호관계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한다. 즉, 의생활교육내용은 현실 생활을 반영하여야 하며, 학습자의 실생활에 활용되

고 발전되어 앞으로의 생활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의생활교육은 메이커교육,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강조되면서 미

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wearable technology)의 확대를 통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성 증대,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활용을 통한 현실과 가상의 결합,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인체 적응성 향상과 개

성 표현 가능성의 증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대적 변

화에 의생활교육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가? 결국,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

를 주도한다고 볼 때, 의생활교육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 본 연구가 수행돼야 

하는 필요성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교육의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특징과 의생활교육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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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의 변화에 따른 중등학교 의생활교육의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아직 그 

시작의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교육현장에 대한 논의와 양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헌을 통한 분석을 활용하였다.

2. 본론

1)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특징

역사적으로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 영국의 섬유산업에서 출발한 물과 증기를 이용한 기

계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이용을 통한 전기화, 3차 산업혁명은 전자와 정보기술을 이용

한 정보화가 핵심 개념이라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화를 

핵심 개념으로 들고 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형성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lbert(2015)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이버 보안과 

다양한 센서에 대한 이해, 사이버 물리적 체계로서의 기계에 대한 이해, 빅데이터의 중요성, 인간

의 권한 등을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본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산업혁명 시대별 교육의 흐름을 살펴보면, 제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고

전주의적 교육인 행동주의가 중심이었다면, 제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인지 

이론의 교육내용이 강조되었다. 또한, 제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컴퓨터 기반 교육이 중심이 되는 

지식 위주의 교육을, 4차 산업혁명에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또는 MOOL 

(Massive Open Online Laboratory)가 강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 미래교육 보고

서(2017)에 의하면,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시도한 결과, 미래

교육 콘텐츠의 변화로 도전 의식과 창의성 교육, 인성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소통을 중시하는 자

아 정체성 교육, 감성적 사회활동을 위한 자아중심교육의 강화, 소통과 협력의 리더십, 진로교육,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인문학적 성찰, 소프트웨어교육, 예술 활용 체감형 교육, 과학기술 활용 교

육, 체력 증진을 위한 교육, 학교와 기업 간의 상생적 산학협력 강화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미래 

교육의 목표로 인간존중을, 교육내용은 역량중심교육과 인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다양

한 교육방법을 활용하고 테크놀로지 기반의 교육방법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중등학교 의생활교육의 과제

현재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정생활 분야에서 의생활교육은 내용 

체계 측면에서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과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에 포함되어 제시되고 있다. 가정생

활과 안전 영역에서 의생활교육은 의복디자인 요소, 자아존중감이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하며, 신체보호와 자기표현의 균형을 탐색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의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자원관리와 자립 영역에서는 의복 자원의 다양한 재활용 

방법의 모색을 통하여 개성과 창의성이 존재하는 의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

존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가정생활을 통하여 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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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2015 개정에서 의생활교육은 다양

한 정보와 미래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육성하는 즉, 문제해결능력, 창의와 융합사고능력, 진로와 

생애설계능력, 자기관리와 대인관계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영역별 성취기준과 내용체계까지 구체

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까지 중등학교 의생활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부분 가정과 교육 전반에 

걸친 연구에 포함되어 수행되었다. 의생활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면, 실생활에 구체적으

로 실천 가능한 내용구성이 미흡하였고, 단순히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인식됐다는 점이다. 의생활

과 관련된 기능들이 가정에서 사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여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과, 가정생

활에서 언제든지 배울 기회가 있어 굳이 학교교육을 통해서는 필요 없다는 식의 편협한 시각을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은 실제로 변화하는 의생활에 적응하면서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가치판단을 통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스스로 해결

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결국, 의생활교육이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

었고, 학습자들은 의생활교육에 대해 높지 않은 인식을 가져왔다. 의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모두 왜곡된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하면 의생활교육이 근본적으로 지닌 

가치는 낮게 평가될 것이다. 여기서 논의돼야 하는 것은, 의생활교육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비판 

없이 수용하다 보면 의생활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필요한지를 

구별하거나 실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

다양한 문헌 분석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의생활교육의 과제를 추론하여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에 인간의 감성과 의생활문화를 더하는 융ㆍ복합 교육과 통합교육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지능정보화사회라는 용어도 병행되

어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변화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Kelly, 

McCain, & Jukes, 2009; Lim, Ryu & Kim, 2017). 따라서 4차 산업혁명사회의 맥락에서 비인지적 

측면의 다양한 역량 중 특히 감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인간의 감성 역량은 자신의 감

성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교감하면서 감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며(Goleman, 

1995), 감정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공지능,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 등의 융합과 통합 등으로 인해 둘 사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때 인간들에게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과 깊이 있는 이

해가 부족하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나 존엄성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파편적 지식의 습득과 활용은 인공지능의 영역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의생활교육은 파편적 지식

의 나열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인간 고유의 사유는 지식을 융합하고 통합하는 과정에 차별성

을 갖게 될 것이므로 의생활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지식의 융합과 통합을 통해 인간 고유의 사유

를 촉진･발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기술에 인간의 감

성과 의생활문화를 덧붙여 의생활교육의 내용을 재구성 및 적정화하는 활동, 즉 융ㆍ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의생활교육의 실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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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조하는 의생활교육내용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새로운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역량을 언제, 어디서나 습득할 수 있

는 새로운 학습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인 4차 산업혁명시대 산재해있는 지

식을 습득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배우는 것,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학교교육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의생활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비판적 실천의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미래를 준비하는 진지

한 논의의 장(場) 또한 마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의생활교육내용에서는 실제적

인 디자인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개성의 표현, 창의적인 문제해결 및 실행능력, 의류 제품의 생

산과 구매 및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등과 관련된 문제해결력 등이 요구된다. 사회변화와 가

족형태의 변화가 인간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많은 변화를 끼치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

인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의생활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의 확대는 신체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소통을 증진함으로써 인체가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하

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

한 변화의 내용을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의생활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

라,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의 개념과 실천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논의하

는 실천적 과정이 제안되어져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의생활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조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인공지능 패션디자인의 활용과 그 가치판단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은 ‘What we do?’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뿐만 아니라, ‘Who we are?’ 인간

의 정체성도 바뀌어 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인체적응성 향상

과 개성 표현 가능성의 증대는 복잡한 3D의 입체 물품을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설계도면과 개인

의 창의적인 디자인 변형을 통해 개인의 신체와 요구에 맞춤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생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와 디지털 사회에서는 산재해있는 지식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다면, 이제는 습득된 지식을 인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배우는 것이 요구된다. 의생활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의생활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 기능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논증의 예로 Aristotle의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ristotle의 Praxis는 techne와는 다른 개념이다. Praxis는 해결해야 할 

문제요소와 이 문제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에 비해 techne는 가치중립

성, 객관성, 과학성, 정교성, 그리고 생산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의

생활교육은 실제 안에 본질적으로 붙박여 있는 가치 즉,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s)를 찾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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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의생활교육에서 손으로 바느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외재적 가

치(extrinsic values)와 더불어 인간과 그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생활 교육내용이 생활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의 

진위판단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삶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실천할 때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전체적인 삶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앞으로 가족과 조직, 공동체

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됨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가 인간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많은 변화를 끼치고 있으므로 그 속에

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창의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의생활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 산업혁명과 같이 기술 발전 과정에서 사

회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를 내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원하는 이상향에 부합하는 기술을 만들기 전에 시간을 갖고 우리의 집단 가치가 무엇인지

를 파악하지 않는다면 결코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가 

인간생활의 내용과 양식에 많은 변화를 끼치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

족이나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제시되어져야 한다. 합의된 교육 가치에 의해 의생활교육과정도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중등학교 의생활교육은 어떤 혁신적 과제를 수

행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제기되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중등학교

에서 교육의 변화를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

며,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특징을 탐색해 보고, 이러한 변화로의 적응하기 위한 의생활

교육에 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의생활교육의 과제를 설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현재 주목받고 있

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혼합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의료, 

법률, 금융,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기술

이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인건비와 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

던 생산 체제를 다시 선진국으로 거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서도 시작되었고, 특히 생활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의생활교육

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의생활교육의 과제로 인공지능에 인간의 감성

과 의복문화를 더하는 융ㆍ복합 교육과 통합교육,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강조하는 의생활교육

내용, 인공지능 패션디자인의 활용과 그 가치 판단에 대한 교육 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차

기 의생활 교육과정 개정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인 교수ㆍ학습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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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ㆍ김문영
계명대학교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적 이슈가 코즈마케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2020년 코로나 19 사회의 소비시장 환경에서 중요한 마케팅 키워드는 ‘언택트 마케팅’과 ‘코즈

마케팅(Cause Marketing)’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작으

로 사람들의 일상이 변화되어 오프라인 시장의 소비는 위축되고, 비대면 환경의 소비시장이 확대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한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경제에 문제가 생

기고 있어 이를 타계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도 노력을 통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소비자가 나서서 착한 기부와 소비에 힘을 쓰는 등 새로운 ‘코즈마케팅’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코즈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무엇이며, 그 이슈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코로나 19 일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코즈마케팅의 사례분석 연구

를 하고자 한다. 코즈마케팅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코즈마케팅 활성화 계기는 소비위축으로 

인한 시장의 축소에 있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0

년 5월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4월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는데, 지난 3월에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된 데 이어 두 달 연속 줄며 감소 폭을 키웠고(성수영, 2020), 

이러한 소비위축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코즈마케팅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코즈마케팅이란 기업과 사회의 상호이익 창출을 위해 사회적 이슈를 전략적으로 연계시시키는 마

케팅(김정훈, 2020)으로, 기업의 착한 마케팅이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김소현, 2020). 최근 코로나 19가 가져온 소비위축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맞춰 중소벤처기업부

는 대한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시행했다(중소벤처기업부, 

2020). 이는 소비자가 먼저 나서서 동네 식당에 들러 힘든 시기에 미리 고액의 결제를 했는데 이

를 기업에서 캠페인으로 새롭게 꾸려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다. 즉 기업

의 착한 마케팅이 소비자의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코즈마케팅의 기존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운 형

태의 코즈마케팅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 일상이 시작된 2020년 1월부

터 현재까지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코즈마케팅’, ‘착한 소비’와 더불어 나타나는 사회이슈에 관한 

내용 정리를 위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1차 키워드 ‘코즈마케팅’, ‘착한 소비’를 사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하여 살펴본 결과 ‘가치’, ‘기부’, ‘사회공헌’, ‘선한 영향

력’ 등의 이슈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가 가져온 사회적 이슈가 코즈마케팅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으며, 코즈마케팅에 있어서 사회적 이슈 분석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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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쇼핑 판매 전략과 소비자 구매행동 
- 쇼 호스트 속성 중심으로 -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소비란 더 이상 소비자에게 있어서 낯선 접근 방식이 아니다. 최근 사

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는 온라인 채널로의 새로운 소비자 유입을 급증시켰고, 이에 발맞춰 각 

패션산업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TV 홈쇼핑 채널 또한 기

존과는 다른 형식의 판매 전략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바로 

비전문 쇼호스트 출연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소비자와 쇼호스트의 관계성에서 전문

성의 중요도에 대해서 주로 살피고 있어 소비자가 쇼호스트의 어떤 요소에서 전문성을 인식하며 

구매행동에 이르도록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비전문 쇼호스트 판매 전략의 유효성 대해서 연구 문제를 설정해 보

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실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해당 판매 전략이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

고, 소비자가 인식하는 쇼호스트의 전문성과 이에 대한 주요 속성을 비교분석 하여 결과적으로 

향후 TV 홈쇼핑 내의 해당 판매 전략의 진행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과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TV 홈쇼

핑이 온라인 채널로서 갖는 장점과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탐구하였다. 다음으

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토대로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 온라인 채널 소비자와 정보원을 

대입하여 이해하고 이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연구원이 밝힌 소비자는 정보원을 

어느 정도의 보편적 요소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인식하여 평가한다는 논리를 이해하여 연구방법

에 적용시켰다. 마지막으로 TV 홈쇼핑의 특성상 소비자가 갖는 위험부담과 이에 따른 쇼호스트

의 역할 중요도에 대해서 짚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단순히 쇼호스트의 중요도가 

높다는 결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들을 활용한 판매 전략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극대

화 할 수 있는 속성은 무엇일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는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1차 연구에서는 소비자 반응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

라인 연구조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20대 60%와 50대 40%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는 TV 홈쇼핑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로서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묻는 내용의 문항을 포함하

며 홈쇼핑 상품 구매 경험과 쇼호스트 인식도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 내용을 분류하여 응답을 측

정하였다. 이 때 쇼호스트 인식도에 대한 문항 중 쇼호스트 속성 조사에 관련된 속성은 중국TV 

홈쇼핑 소비자가 인식하는 대표 구성요소 분류법1)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2차 연구는 1차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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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를 통해 각 연령대 별 한 명씩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선정 기준은 다른 참여자와 

비교했을 때 높은 평균 구매도와 시청 경험이었다. 이들에게 미리 준비된 영상 A와 B를 차례로 

시청하게 한 후 진행자에 대한 인식에 가까운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이때 앞서 선정한 대표 

구성요소 분류법의 5가지 보편적 속성을 각각 구분하여 진행자와 각 속성의 연관성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도록 유도하였다. 다음으로 두 영상 자체를 비교해 연구 참여자 본인의 구매

행동을 촉진하는 진행자와 방송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나는 ~한 쇼호

스트가 상품을 판매할 시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진다.’의 질문에 응답하도록 한 후 앞서 설명한 5

가지의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나열해 주요 구매 요인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결과

적으로 영상 A, B에 등장하는 쇼호스트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주

요 구성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3차 연구를 통해 2차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사 상황에서의 응답의 정확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최종 결론

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첫째, 1차 연구 중 소비자의 경험에 따른 반응 연구 조사를 통해 평균적으로 소비자의 홈쇼핑 

시청 빈도에 비해 최종 구매 상품 수가 낮으며, 쇼호스트 인식도에 대한 5점 만점 척도의 측정에

서 참여자 과반수(90%)가 평균 4점으로 영향력이 비교적 크다고 응답하였다. 더하여 진행자의 영

향으로 무계획 상품구매의 결정 경험도 측정에서 참여자(8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TV 홈쇼핑을 시청하거나 구매결정 행동에 있어 쇼호스트의 영향력을 비교적 크게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1차 연구 중 특정 쇼호스트에 대한 인식도 측정에서 참여자(80%)가 전문 쇼호스트가 아

닌 비전문 쇼호스트에 대한 인식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차 연구에서 쇼호스트 속성 조사 

과정을 통해 유사 상품 판매 상황을 비교했을 때, 연구 참여자 전원이 전문 쇼호스트보다 비전문 

쇼호스트의 진행에서 상품에 대한 전문성 속성에 5점 척도 만점으로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소

비자가 느끼는 직업적 전문성에 있어서의 정의에서 패션산업체가 판단한 기존의 전문성과 다른 

개념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비자입장에서 쇼호스트의 직업적 개념의 재정립을 제안

해 볼 수 있었다.

셋째, 2차 연구의 소비자 구매심리 연구를 통해 주요 속성 형용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5가지 주요 속성 중 유사성의 형용사 3점, 친숙성의 형용사가 3점으로 최고 점수

를 얻었고 매력성이 1점으로 최저 점수를 얻었다. 따라서 TV 홈쇼핑 채널이 쇼호스트의 유사성

과 친숙성을 다른 속성보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판매 전략을 수립할 때 발전시킬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넷째, 3차 연구를 통해 2차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속성이 또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의 동일성

1) 중국TV 홈쇼핑 소비자가 인식하는 쇼호스트 속성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인식요소로 유사성, 역

동성, 매력성, 친숙성, 전문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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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소비자 입장에서의 비전문 쇼호스트 전략에 대한 진행방향을 도

출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 결과는 5가지의 주요 속성분석을 기반으로 홈쇼핑 채널의 비전문 쇼호스트를 활용한 

판매 전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조사를 통해 TV 홈쇼핑 채널의 해당 판매 전략의 유효성을 확

인하고 소비자가 생각하는 중점적 속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제시하여 향후 비전문 쇼호

스트의 출현의 판매 전략 방식의 영역 확대와 쇼호스트의 유사성과 친숙성 속성을 중점적으로 발

전시켜 나가는 마케팅 기법을 추구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TV 홈쇼핑 

채널의 진행 방향을 계획할 때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예측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따

른 심리상태에 대한 정확한 속성파악으로 채널 매출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연구 인원이 소수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 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결과 값을 도출하기

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연구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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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따른 일본 SPA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분석

1. 서론

현대인의 다양한 생활양식, 즉 라이프스타일에 더불어 빠르게 변해가는 패션 시장에 소비자의 

소비 욕구와 패션 생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단지 예쁜 디자인의 옷만 다량 판매하면 되던 이

전과 달리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를 전달하려 노력하는 기업과 마

찬가지로, 소비자들도 단순히 의류를 구매하는 데서만 그치는 과거 소비 습관과는 다르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맞는 브랜드를 중시하고 있다.[1] 그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욕

구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고, 기업 이념과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또한 현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소비자에게 다가가

고 있다. 이는 기업의 성공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우리나라와 지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 진

출에 성공한 다수의 자국 SPA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SPA브랜드는 날이 갈수록 세계 패션업계

의 중심축에 놓여 업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기업들의 지점이 세계 각지에 론칭되고 있으며 

제품이나 매장 곳곳마다 자신들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있다. 이를 인지하여 본 연구

를 통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이를 기반으로 구축한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에 따른 

마케팅 전략의 수립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일본 SPA브랜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최신 마케팅 

사례를 수집해 마케팅 개념 및 원리를 접목시켜 경영과 성공에 관한 전략과 사례를 분석한다. 일

본의 SPA브랜드 중 일본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둔 UNIQLO, 시마무라, MUJI 세 브랜드를 선정해 

연구하였으며, 선정 기준은 일본에서 매출 순위 TOP 10안에 들고 우리나라에도 유명세를 지닌 

브랜드로 하였다.(각 1위, 2위, 10위)[2] 사례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하

였다. 그들은 자국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설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소비자의 트렌드와 라

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고, 시장 경쟁에 뛰어들어 좋은 성과를 내었다. 

이에 더 나아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주도하는 선구자적 역할까지 하여 의류 업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국내는 물론 세계 패션 산업에서도 큰 관심을 기울여 입지를 다지고 있어 선

정한 이유에 적합하다.[3] 

본 연구는 일본 기업의 사례를 모티브로 한국 SPA브랜드도 더 성장하고 해외 진출에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제공에 기여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패션 업계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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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LO [11] 시마무라(しまむら) [12]
무인양품

(無印良品, MUJI) [13]

로고

브랜드 

아이덴티티
‘Made for all’

-‘데일리 패션의 레벨을 향상시

키는 것이 국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분별”과 “가치”

-‘Emptiness’, ‘Basic’, ‘Nature’

-No Brand, Good Quality

콘셉트

단순하고 필수이지만 보편적이

라는 기본 철학으로 인해 착용

자가 기본적인 코디가 가능하면

서도 자신의 개성적인 스타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

저비용으로 효율성 있게 운영해 

고객이 원하는 의류를 합리적으

로 제공하고 저렴한 가격에 가

볍게 구매 가능한 ‘데일리 웨어’

생산 과정의 간략화, 소재의 선

택, 포장의 간략화

4P 

전략

및

사례

Product

상품

-고품질의 베이직 캐주얼 의류

-자사 개발 섬유(HeatTech, AIRism 

등)

-세계에서 3%만 재배되는 장섬

유 면화 사용으로 질 좋은 티

셔츠 제작

-고품질ㆍ고감도

-‘쾌적한 착용감’이 상품 개발의 

기본

-｢裏地あったかパンツ｣(번역: 안

감이 있었던가 팬츠)는 추운 

겨울날에도 마치 청바지에 따

뜻한 안감을 덧댄 것처럼 쾌적

하고 보온성 있어 큰 인기를 

끌었음

-품절상품을 추가 제작해 재입

고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업데

이트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출

시해 고객에게 식상함을 없애

고 신선함 제공

-무채색 계열의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미니멀리즘과 실용성의 조화

-일상생활에서의 필요성과 용이

성이 좋은 제품

-안심할 수 있는 소재와 착용감

이 좋은 의류 

-표백처리를 하지 않은 종이로 

라벨이나 쇼핑백 등에 활용하

며 친환경성 있는 제품 제공

Price

가격

고품질의 자재를 대량 구매해 

원가 절감을 시행해 저렴한 가

격 제시.

자체 유통구조로 비용절감을 통

한 저렴한 가격 제시

불필요한 공정의 최소화로 저렴

한 가격 제시

Place

유통

-제품 개발, 제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을 본사가 일괄적으로 

통제 및 유지하는 독자적인 생

산 시스템

-소품종 대량생산

-상품의 개발, 관리, 점포 운영, 

유통 모두 자체적 진행

-시마무라 그룹의 자회사로써 

소비자 집단별로 다수의 전문

점을 보유하는 형식으로 운영

하여 국내 지역의 특색과 요구

에 맞춰 유연하게 점포를 유치

-자회사들을 집적인 형태로 ‘Mall

화’하여 패션몰처럼 유통 및 운영

-철저한 라이프스타일 분석과 

조사로 제품의 생산부터 재고 

관리까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품을 제거하고 자사에서 관

리하는 시스템

-의류뿐만 아니라 라이프 굿즈, 

인테리어까지 영역을 넓혀 자

체제작하고 하나의 컨셉을 갖

고 테마파크처럼 운영

Promotion

광고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뉴미

디어를 활용한 광고

-1+1 행사로 철저한 재고관리

-콜라보레이션 진행(유명 아티스

트, 타사)

-AI기능을 가진 “IQ” 서비스를 

지원해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

로 활용

-각 자회사 사이트마다 매주 今

週のチラシ(번역: 이번 주의 전

단)라는 배너를 통해 한 면의 

공간에 신제품이나 세일 정보 

등을 게시해 광고

-콜라보레이션 진행(게임 회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뉴미

디어를 활용한 광고

-자사 제품으로 매장을 꾸며 

VMD에 전력

-판매 공간 이외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일

관된 형태의 카페나 레스토랑, 

북스토어를 운영함으로써 체험

3. 연구 결과

표 1.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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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전략적으로 시행

-세계 각국에서 당사의 철학과 

상응하는 제품을 수집해 MUJI

식으로 재가공하여 상품화하는 

‘Found MUJI’

약점
유럽계 SPA브랜드에 비해 패션

성이 약함

-일본 국내 입지에 비해 상대적

으로 소극적인 해외 진출

-전자상거래 방식을 취하지 않

고 있어 접근에 불편함

VMD와 체험마케팅에 치우친 

마케팅 전략으로 막대한 초기비

용예산 우려

전체 평가

-고품질 저가격의 핵심 선두주

자로 패션업계에 지대한 영향

-경제성, 실용성, 개성성, 유행

성, 심미성

-시각적으로 편안한 색감과 디

자인의 의류 판매

-소비자층별 전문점 보유로 소

비자가 니즈에 맞게 제품 탐색

이 용이

-경제성, 실용성, 개성성, 합리

성, 접근의 용이성

-단순하지만 기능면에서 실용적

인 데일리 웨어

-지역의 랜드마크적 기능이 가능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는 동

시에 라이프스타일 제안

-경제성, 실용성, 개성성, 친숙

성, 친환경성

-무채색, 뉴트럴계열에 주력해 

매니아층의 다수 출현

위와 같이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위 세 일본 SPA브랜드의 브랜드 아

이덴티티 설립과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쾌락적 가치나 심미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의복 구매 요인으로 생각하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소비자와는 달리[4], 경제성과 실용성, 개성성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소비자층

이 대다수임을 고려하여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했다. SPA브랜드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실용적인 면도 따져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어하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패

션이 아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개성을 원하는 소비자가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브랜드를 선정하

고 움직이는 심리를 잘 활용하였다.

둘째, 세 기업은 프랜차이즈의 기본인 S의 3가지, 표준화(Standard), 전문화(Specialty), 단순화

(Simple)을 모두 잘 지켜내 더욱 성공에 박차를 가했다. 전국 어떤 매장을 가도 매장의 외관이나 

내부는 거의 같은 형태를 취해 표준화를 잘 이뤄냈으며, 심플한 일상복이 특화되어있는 전문화, 

업무 내용의 매뉴얼화로 단순화가 잘 되어있어 통일감을 준다.

셋째, 매장의 분위기를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게 꾸미고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시키는 

VMD전략을 사용한다. 세 기업 모두 제품 라인과 색상별로 공간을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시각적

으로 편안하게 다가간다. 우선 UNIQLO는 창고형 상품전개로 고객이 구매하기 쉽도록 단품 위주 

연출의 스톡형 VMD를 지향한다. 화이트톤의 인테리어로 상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상품의 

색상 그라데이션 배열을 라이트톤부터 다크톤까지 위에서 아래로 수직 진열해 시각적으로 편안하

게 소비자에게 접근한다.[5] MUJI는 매장 입구부터 ‘비움’과 ‘심플함’, ‘꾸미지 않음’의 브랜드 철학

에 맞춰 전체적으로 심플한 콘셉트로 색상의 채도를 눈에 자극적이지 않은 편안하게 맞춰 안정감

을 느끼게 한다. 자사의 제품을 활용하여 매장 내부 전체를 꾸몄으며, UNIQLO처럼 그라데이션 

배열을 무채색 계열로 카테고리별 전시를 하여 이동 동선이 안정적이다. 또한 꼭 제품 구매자가 

아니더라도 휴식 및 체험의 공간을 제공하여 대중을 끌어들여 랜드마크적 기능을 한다.[6] 

넷째, 빠른 디지털 시대와 미디어 발전에 맞춰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 앱 등을 통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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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이벤트와 신상 정보, 뉴스 등을 소개하고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

전으로 고객들이 앱을 다운 받거나 이벤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참여 마케팅기법으로 홍보를 

해내고 있다.[7] 

이렇게 공통적인 점 외에도 각 기업만의 차별화된 다양한 사례들도 있다. UNIQLO는 AI시스

템을 도입하여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추천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

며, 유니클로 파크를 설립하려는 등 체험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시마무라는 시마무라 그룹의 자

회사를 소비자 연령이나 성별, 제품군별로 공략하여 여러 개 두어 고객층을 세분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젊은 층을 노린 Avail, 어린이용 의류와 잡화 Birthday, 생활잡화 브랜드 Chambre, 신발 

위주 브랜드 ディバロ(Divalo)처럼 다수의 자사 전문점을 각 지역의 특색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

춰 유연하게 점포를 유치 및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이 전문점들을 집적인 형태로 ‘Mall화’하여 

패션몰처럼 꾸며 운영하고 있다. MUJI는 세계 각국에서 당사의 철학과 상응하는 제품을 수집해 

MUJI식으로 재가공하여 상품화하는 ‘Found MUJI’를 통해 잊혀진 문화와 역사를 복기하는 촉진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 중국, 프랑스 등 25개국에서 전개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의 라인으로 선보

이기도 한다.

4. 결론 및 고찰

일본의 전통적 미적 관념에는 ‘와비(わび)’와 ‘사비(さび)’가 있다. ‘와비’란 소박한 정서에서 비

롯한 미, ‘사비’란 한가로운 데에서 풍성함을 깨닫는 것이다. 와비와 사비가 주는 자연스러움과 친

근함은 라이프스타일 곳곳에 적용되기에 적절하다. 동양의 소비자들은 화려한 디자인의 제품보다

는 좀 더 실용적이고 뉴트럴 계열의 차분하고 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제품 대부

분은 단순한 디자인에 강렬한 색상을 사용하지 않고 무늬가 거의 없거나 단출하다. 이런 동양적 

감성을 바탕으로 위 세 SPA브랜드가 세계적으로도 성공했지만, 특히 중국이나 한국과 정서가 잘 

맞아 높은 매출액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가진 문화권이므로 국내 

SPA 업계가 참고하여 우리식으로 재해석해 전략을 수립하면 한국적이고 차별화된 글로벌 브랜드

로 입지를 다질 수 있다. 

시장 진입 초기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정착을 위한다면 현지화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기업의 사례도 참고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해야 한다.[8] 글로벌 의류기업의 성장

전략을 개발할 때에는, 마케팅 전략의 표준화와 현지화를 절충하여 기업의 성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기본 환경을 꼼꼼히 분석하여 목표 고객층과 진입할 해외 시장을 정확

히 결정 후 그에 맞는 시장 세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지역이나 민족별 체형

의 차이를 감안하여 사이즈를 달리하거나, 광고에 문구를 국가마다 다르게 하는 것이 있다. 미래

지향적이고 글로벌한 마케팅을 하되 각 지역 간의 차이를 현지시장마다 다르게 적용해야할 것이

다.[9]

한편, 본 연구는 일본의 세 브랜드만을 선정해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해 모든 글로벌 시장

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과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좋지 



381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않아 한국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볼 우려도 있다. 또한, 기업 마케팅의 특성상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일본 특유 정서상 계획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로부터 역량을 펼

친 해외기업의 마케팅 사례를, 유행성에 더 민감한 국내 비즈니스 정서로 모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 패션업계는 ‘단순 저가형 전략’이 아닌 ‘기존 마인드를 개선하고 확

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고 계획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로 기업의 이

익을 위한 것이 아닌 소비자 지향형으로 행동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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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환경 변화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활성화 리테일 전략

1. 서론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여 ‘언택트(Untact)’를 넘어선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온택트

(Ontact)’의 시대가 오고 있다. ‘온택트(Ontact)’란 외부와의 연결을 뜻하는 ‘On’과 비대면을 뜻하는 

‘Untact’의 심화된 개념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온라인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오

프라인 매장에게는 매출 감소의 위기를 가져오게 하였다. 하지만 이 위기는 오프라인 매장에게 

또 다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기업은 현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개선점 인

식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감염 우려에도 소비자들이 억눌러온 소비 욕구를 분출

시키는 일명 ‘보복 소비’경향이 생겨났다. ‘보복 소비’는 그 동안 전 세계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

회적 거리 두기,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 낯선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답답하고 우울한 심리를 쇼

핑으로 분출하고 싶은 소비 경향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후에도 오프라인 소비가 줄고 

언택트 문화가 급격히 확산할 것이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살펴보

면, 언택트 생활보다는 밖으로 나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미뤄둔 쇼핑을 하고 싶은 욕구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무언가를 ‘소비’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결핍을 채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비는 인간의 감정, 심리와도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때로 정신적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지갑을 

연다. 배가 고파 밥을 먹기도 하지만, 마음속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음식을 찾는 것과 같다.1)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 역할 재고를 위한 쇼핑환경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국ㆍ내외 오프라인 매장 활성화 사례를 알아보고, 접근성이 용이한 정장 내셔널 브랜

드 중심으로 실제 오프라인 매장을 조사하고 분석할 것이다. 결과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

를 충족시킬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서술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고찰과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우선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첫

째, 온라인이 발달로 소비자들이 제품 정보를 얻고 제품을 구매하는데 온라인이 가장 큰 유통 매

체를 떠올랐으나 아직도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 오프라인을 이용하고자 하

는 욕구가 존재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둘째,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

장만의 스토리와 컨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점을 도출해내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이 

1) 안상희, ｢'나를 위한 선물', 코로나로 우울한 마음 쇼핑으로 달래｣, 조선비즈, 2020.06.01., https://biz.chosun.com/site

/data/html_dir/2020/05/30/2020053002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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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때문에 온ㆍ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옴니 채널이 중요

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여, 오프라인 메장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찰법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법을 진행하였

다. 실 고객의 니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정장 내셔널 브랜드를 중심으

로, 2020년 8월 13일부터 20일 7일간 두실점, 사직점, 반여점, 광복점의 각 매장을 직접 방문한 

80명의 소비자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질적 연구의 절차는 연상단계를 거쳐 계획단계에서 두실점, 사직점, 반여점, 광복점 매장을 선

택하고 연구 질문을 작성하여 준비하였다. 대상자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에서 입을 열 수 있

도록 시작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오프라인 매장 방문 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요소는 무엇입

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느낀 불편함이 무엇입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받고 싶은 컨텐

츠와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순으로 고정으로 질문을 던졌으며, 대상자의 응답이 모호하거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예를 들

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밖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와 같은 탐

사 질문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매장 내부환경은 정장라인, 캐주얼라인, 액세서리 등으로 섹션을 나누어 배치가 되어 있었다. 

매장 입구 내외에는 판촉 상품들이 배되어 있었으며, 인테리어는 깔끔한 느낌을 주었다. 모든 지

점에서는 고객이 입장하면 직원이 바로 고객을 응대하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주차시설은 매장

에 따라 갖춘 곳과 갖추지 못한 곳이 나뉘었다. 두실점과 사직점은 주차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

며, 매장 외부에 주차 공간에 대한 안내를 고지해두었다. 광복점은 주차시설을 갖추지 못하였으

며, 주차 안내 역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반여점의 경우에는 넓은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

었으며 주차권도 제공하였다.

또한, 40대에서부터 50대에 이르는 부부 단위의 고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부부 단위의 고객이 많아 여성 고객 역시 적지 않았다. 남성 고객의 경우, 매장에 들어

오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구매할 섹션으로 직진하여 그 섹션에만 머무는 행동을 보였다. 

실시한 인터뷰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은 첫째, 제품의 소재

나 핏에 대한 구체적 비교와 정보 확인을 위해서였다. 나아가 구매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

는 매장 디스플레이와 쇼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었다. 이를 제외한 요소들은 가격, 브랜드 

평판, 주차 서비스 순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오프라인 매장에서 느낀 불편함이나 원하는 개선점에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불편함을 

느낀 요소는 구매를 강요하는 듯한 직원의 부담스러운 세일즈가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소비자들

은 편안한 쇼핑환경을 원하기 때문에 휴식공간에 대한 니즈 또한 크게 요구되었다.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직원의 부담스러운 세일즈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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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 여유롭게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쇼핑환경을 원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서 실시한 소비자 분석을 통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단순히 구매를 위한 공간이 

아닌, 브랜드 체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이끌어 내보았다. 먼저, 시각ㆍ후

각적 효과를 위해 고객의 동선에 따라 조명을 달리하고, 제품의 컬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명 

색깔 또한 유의한다. 제품이 눈에 띄어야 하는 섹션에는 이를 인식시키기 위해 밝고 선명한 조명

을,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아도 되는 섹션과 동선에는 비교적 어두운 조명을 사용하여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후각적인 효과를 위해 방향제와 같은 향주머니를 사용한다. 이는 공간

에서 제품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며, 자연스레 분위기 또한 형성해준다. 섹션

마다 다른 향을 사용하여 제품군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두 번째, 청각적인 효과를 위한 음악이다. 매장 전체에 쇼핑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적절

한 크기의 음악을 틀어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빠른 템포와 긴박감을 조

성하는 리듬은 지양하며, 뉴에이지 위주의 음악을 선정하여 틀도록 한다.

세 번째, 디지털 화면이다. 소비자가 관심 있는 제품을 집어 들면, 제품별 섹션에 위치한 디지

털 화면에서는 고객이 집은 상품에 대한 가격, 소재, 해당 상품의 재고 현황이 뜬다. 이러한 전략

은 소비자가 관심 있는 제품에 대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기에 원하는 정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개인화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화면에서는 고객이 위치한 섹션에 대한 기본 설명은 

물론, 제공하고 있는 무드와 향에 대한 설명 역시 간략하게 제공하여 이를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체험 효과를 

자극한다.

네 번째, 디지털 직원 호출 방식이다. 섹션마다 설치된 디지털 화면에 직원을 호출할 수 있는 

벨 버튼을 상시 띄워놓는다. 이는 직원의 세일즈 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이 많았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원하는 순간 원하는 만큼 직원의 응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의 세일즈 방식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휴식 공간을 매장에 설치한다. 앞서 설문 조사를 통해 휴식 공간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길어지는 쇼핑에 피로감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매장에 휴식 공간

을 마련하고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휴식 공간은 매장의 한 가운데에 제공함으로써 어

느 섹션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접근성이 높도록 할 것이며, 더불어 휴식을 즐기는 동안에도 상품

에 대한 노출을 높이고자 한다.

4. 결론

갈수록 온라인이 대세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온라인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오프라인이 할 수 있는 각각의 역할이 있기에 각 역할이 만나 조화를 이룬다면 큰 성장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의성을 제공한다면, 오프라인 매장은 ‘굳이 매장을 방문해

야 하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다양한 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하거나, 독특한 인테리어 디자인

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거나, 구입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상품을 사용해볼 수 있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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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함 같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들어가고 싶고, 찾아가도록 이끄는 

동력이 곧 오프라인 매장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를 ‘대체’가 아닌 ‘상호보완’의 관계로 볼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결국, 변화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구매환경과 서비스 및 경험

을 제공하는 기업은 온택트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다. 결국,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부담스러운 세일즈와 딱딱한 분위기를 개선하여 고객이 제품을 편안하고 여

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한 매장을 제시한다면,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갈 것이고 나아가 충성도 또한 생겨날 수 있는 긍

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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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의 럭셔리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2019년 12월 말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처음 보고되어 강한 전염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퍼

져 나간 COVID-19는 2020년 8월 19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감염자의 수가 2천만명

이 넘으며, 사망자는 78만명이 넘었다. 세계 의류 시장의 손실규모는 지난해 실적 대비 -15.2%인 

2,970억 달러이다(Global Data, 2020). 이는 COVID-19가 의류 시장에 큰 피해를 끼쳤음을 시사

한다. 매 시즌 유행의 흐름이 결정되는 패션 산업의 시작 점인 패션위크와 유명 브랜드들의 패션

쇼는 취소되거나 기약도 없이 연기됐다. 2020년 7월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는 사상 최초의 디지

털 형식의 패션위크가 열리기도 했다. 패션 업계의 매출은 지난해보다 27~30% 떨어지고, 특히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은 35~39%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Mckinsey & Company, 

2020). COVID-19는 강한 전염성을 바탕으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

로 기록적인 경기 침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COVID-19로 인해 얻은 막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은 마케팅이다. 브랜드들은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마인드를 눈여겨보

며 트렌드에 발맞춰 마케팅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COVID-19에 관한 연

구들은 현재 턱없이 부족하며 현재 상황에만 치우쳐져 단기적인 상황을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발생 이후의 럭셔리 브랜드의 현황 분석과 마케팅 사례 분

석을 통하여 COVID-19가 럭셔리 브랜드 뿐만 아니라 세계 패션 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 알아

보는데 있다. 이 결과 앞으로 Post-COVID 시대에 대응하는 럭셔리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패션 마케팅 관련 단행본, 각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브랜드와 

COVID-19 관련 논문을 활용하여 COVID-19 발생 이후 럭셔리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관해 분

석하고, 검색 엔진인 구글에 게재된 뉴스 검색을 통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또한 연구 범위는 

팬데믹 이후 2020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구찌(Gucci), 버버리(Burberry),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루이비통(Louis Vuitton)

을 대상으로 하여 사례 연구를 통해 각 브랜드의 현황을 도출하였다. 연구 대상 브랜드 선정 기

준과 이외 예시로 활용된 브랜드 사례 또한 글로벌 브랜드 조사 회사인Brandz의‘Luxury Top 10 

Total Brand Value 2019’순위에 든 브랜드 중 대한민국 여론조사 전문 회사인 한국갤럽의‘2019년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상위 5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예외로는 돌체앤가바나(D& G)가 

있다. 사례 분석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찌, 버버리,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의 2020년 

COVID-19 발생 이후 마케팅 사례 조사를 통해 (1)상품전략 (2)가격전략 (3)유통전략 (4)촉진전략

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 향후 Post –COVID 시대를 대비한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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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4P를 기준으로 분류한 COVID-19 발생 이후의 럭셔리 브랜드의 마케팅 사례

4P 전략 럭셔리 브랜드의 마케팅 사례

상품전략

(Product)

구찌, 2020년 연 2회 진행하는‘Seasonless show’계획 발표

버버리, 항균 기술 적용된 페이스 마스크 출시

루이비통, 페이스 쉴드 출시 예정 (10월)

버버리,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2020 s/s 컬렉션 비건 레더 제품

가격전략

(Price)
루이비통, 구찌, 샤넬, 프라다 등 가격 인상

유통전략

(Place)

버버리, 소셜 리테일 스토어인 '버버리 오픈 스페이스' 론칭

프라다,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 오픈

샤넬, 카카오톡 선물하기 샤넬 전문관 오픈

촉진전략

(Promotion)

버버리, 온라인 게임'B 서프' 출시

버버리, 2021 s/s collection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인스타그램, 트위치, 웹사이트)

루이비통, 롤 게임 중계 화면 배너 광고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마스크1000만장, 손 소독제 기부

구찌, 모바일 게임 '테니스 클래시' 캐릭터의 옷과 신발 출시

구찌, 마스크 110만개와 의료복 5만여개 기부

샤넬, 디지털 방식의‘2021 Cruise Collection’온라인 공개

프라다, 방호복8만여 개 마스크11만개 생산 예정

Table 1에 나타나듯이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사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COVID-19 발생 이후 럭셔리 브랜드는 마스크, 페이스 쉴드등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제품을 출시하였다. 또한, 연 2회 진행으로 최소화하여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구찌의 

seasonless show와 2020 S/S collection 트렌드로 떠오른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 비건 레더 

등 팬데믹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에 맞추어 럭셔리 브랜드들은 마케팅

을 펼치고 있다. 둘째, 팬데믹 동안 샤넬을 선두로 주요 럭셔리 브랜드들은 가격 인상을 진행했

다. 럭셔리 브랜드 특성상 가격을 인상하여도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COVID-19로 인한 충격을 가격 인상을 통해 상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움

직임은 장기간의 국제적인 봉쇄 상황 속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와 맞물려 가격 

인상 전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해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 인상에 기여했다. 

셋째, 전통적으로 관광 산업에 의지해 다른 산업보다 디지털 마케팅에 뒤처져 있던 럭셔리 브랜

드들은 언택트(Untact)시대에 맞추어 온라인 유통 시장을 넓히고 있다. 예시로 든 5개 브랜드 외

에도 에르메스, 까르띠에 등이 최근 공식 온라인 몰을 새로 오픈하여 이목을 끌었다. 넷째, 락다

운(Lock down)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MZ세대를 공략한 럭셔리 브랜드

의 게임을 활용한 마케팅이나 비 대면 패션쇼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등 럭셔리 브랜

드와 온라인과의 연결 고리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럭셔리 브랜드는 마스크, 손소독제, 방호복 등

을 생산하여 기부하거나 기부금을 내는 선행을 통해 COVID-19의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COVOD-19 발생 이후의 럭셔리 브랜드의 마케팅 사례 고찰과 (1)제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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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격전략 (3)유통전략 (4)촉진전략으로 나누어 COVID-19에 대응하는 럭셔리 브랜드의 유형 연

구에 기여한다. 또한 이 사례 분석을 통해 앞으로 Post-COVID 시대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 수

립에 도움이 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사례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을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 5개에 국한하였다. 따라서 팬데믹에 대응하는 럭셔리 브랜

드의 마케팅 현황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

산세와 진정세에 따라 매출의 신장세는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앞으로 COVID-19 사태가 언제까

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COVID-19 발생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에서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즉, 장기간 사태를 지켜보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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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여행용 캐리어 제품의 기술요소 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7년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여행 경험자는 90.1%, 해

외여행 경험자는 88.1%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행이 일상보편화 되면서 여행용 캐리어 제품이 다

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행의 목적이나 거리와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니즈가 파악되는 

반면 현재 소비자들이 여행용 캐리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원하고 혹은 

불편하게 느끼는지에 대한 현황조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여행용 

캐리어 제품의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개발 중인 여행용 캐리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요소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2)

본 조사를 위해 유럽과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의 커뮤니티 카페인 ‘체크인유럽’(https://cafe. 

naver.com/momsolleh, 나무 1단계, 회원 수 189,894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2020년 2월 17일∼23

일(7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여행용 캐리어 제품에 대한 사용/구매경험, 사용

횟수, 보유제품 브랜드, 구입 시 고려조건 및 주로 고려하는 디자인 요소, 사용 후 불편한 점에 

대해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바라는 점에 대해 서술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사용/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13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7.9%(17명)만이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여행용 

캐리어 제품을 사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13명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

답자의 57.3%가 미혼이며, 대학졸업자 이상이 92.9%(대학원졸 포함)로 고학력에 다소 편중되었

다. 직업은 사무직(39.0%)과 전문/연구직(28.2%)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월 가계소

득은 300만원대가 18.8%로 가장 높았고, 400만원대(14.1%), 200만원대(18.3%)의 순으로 나타나 

300만원대를 중심으로 대체로 정상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평소 캐리어 제품 사용횟수는 1년에 2∼3번(42.3%), 1년에 4∼5번(32.4%), 1년에 6

번 이상(15.0%)으로 나타났으며, 여행용 캐리어 제품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기능성(41.3%), 소재(23.5%), 디자인(9.4%)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하는 디자인 요소(다중

응답)로는 수납성(55.4%), 색상(52.6%), 내부수납(46.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패션비

즈의 신규 출시되는 캐리어 제품의 특징으로 컬러 다변화, 보안 및 편의기능성 강화, 수납공간 

디테일 강조 등이 언급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여행용 캐리어 제품 이용 시 불편하다고 느낀 점(다중응답)으로 무게가 무겁다(43.7%), 내구성

이 약하다(43.7%), 이동시 소리가 시끄럽다(42.7%), 사이즈가 맞지 않다(21.1%)의 순으로 나타났

다. 여행용 캐리어 제품에 대해 바라는 점으로는 캐리어 바퀴부분의 내구성과 이동편리성 개선, 

제품의 경량화, 많은 양의 내부수납 등의 의견이 많았다.

본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여행용 캐리어 제품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기능성으로 확

이 연구는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단(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00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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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으며, 특히 외부: 바퀴부분 기능성과 내부: 수납 기능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퀴부분은 매끈하지 못한 바닥 이동시 바퀴 손상, 바퀴의 원활하지 못한 회전, 잦은 파손, 소음

의 문제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제기되었으며, 수납 기능성의 경우 넓은 수납공간, 많은 양의 수납, 

접이식 포켓 등의 수납유연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개발 중인 여행용 캐리어 제품의 내부디자인 설계 시 수납성을 최

대로 고려하고자 한다. 즉 조정가능한 공간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실제 여행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보다 개인화된 수하물 사용 방법을 제공하고 내부 공간 사용 방

법은 탈부착이 가능하고 유동적인 공간분리를 통해 사용자 특성에 맞게 커스텀 할 수 있게 설계

할 예정이다.

 

그림 1. 수납성을 고려한 내부디자인(안)

출처: kickstarter.com

본 기초자료만으로 캐리어 제품 기술요소의 당위성을 모두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실제 

사용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바퀴 기능성과 내부 수납성에 대한 기술요소를 고려한다면 향후 제품

개발 및 제품 구조설계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여행용 캐리어 제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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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려ㆍ홍예정ㆍ

펑슈페이ㆍ전은하*
동아대학교 Z세대의 브랜드 재판매 쇼핑동기, 기대,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점차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패션기업들은 이

러한 흐름에 반하는 의류 생산방식에 대한 반성과 함께 빠른 움직임으로 지속가능성 행보에 동참

하고 있다. ‘스레드 업(Thred Up)’ 보고서(2020)는 2029년까지 중고시장이 패스트 패션 시장의 두 

배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같은 시기 재판매 시장 역시 패스트 패션 시장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Z세대 소비자는 중고 패션 제품의 소비에 대해 다른 세대의 

소비자보다 좀 더 수용적이며 구매행위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글로벌 중고 패션 

시장의 경우, C2C(Consumer to Consumer)에서 B2C(Business to Consumer)의 형태로 진화되면

서 중고 패션 제품을 직접 수거, 세탁 및 검수를 거친 후 재판매를 하는 브랜드 재판매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알뜰 소비와 가치 소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최대 플랫폼

인 중고거래 온라인 사이트의 거래액은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가 가장 활발한 

품목은 의류이며 최대 거래 연령층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중고 상품 품질 및 검증

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고 시장에서 직접 브랜드 재판매를 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브랜드 재판매를 하는 해외 패

션기업 사례들을 특성 별로 나눠 분석하고 향후 소비의 주축이 될 Z세대를 대상으로 브랜드 재

판매에 대한 기대, 쇼핑동기, 태도와 구매의도를 확인하는데 있다. Z세대에 대한 브랜드 재판매 

구매 의사결정 모델은 Muhammad et al.(2019)가 제시한 EMA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EMA란 기

대(Expectation), 동기(Motivation), 태도(Attitude)를 의미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7세부

터 26세의 Z세대 소비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구글 온라인 설문지 양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회수된 25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214부의 데이터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빈

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이 SPSS 20.0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는 남자 95명(44.4%), 여성 119명(55.6%)이었으며 중고 패션 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응답

수는 112명(52.3%), 구매 경험이 없는 응답수는 102명(47.7%)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브랜드의 패션 제품 재판매 시, 소비자의 기대는 쇼핑동기와 구매 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둘째, 기대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브랜드 재판매 

쇼핑동기는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브랜드 재판매 쇼핑동기는 기대

와 태도 사이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섯째, 태도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 본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가 미미한 브랜드 재판매 시장에 대한 Z세대의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검증하고, 순환경제에 동참하기 위해 브랜드 재판매를 하고자 하는 국내 패션 기업의 마

케팅 전략에 참고할 만한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3)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NRF-2020R1G1A10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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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ㆍ김문영
계명대학교 

패션 잡지 콘텐츠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교 분석을 통해서 -

오프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경로가 바뀌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잡지 산업의 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잡지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시

장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사양길을 걷던 페이퍼 잡지 산업이 디

지털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콘텐츠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 패션 잡지는 디지털 매체가 발

달하기 전 우리에게 문화적인 정보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 전통적 매체였지만 디지털 매체의 발달 

후 여러 플랫폼이 형성되고 결합되어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패션잡지의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

으로 확대ㆍ재생산되어 가고 있고, 미디어의 개인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 사

이에서 잡지 회사 역시 콘텐츠 개발과 방향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영상매체에 익숙한 MZ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잡지 콘텐츠는 필수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후죽순 등장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지금, 매체 별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그 속의 콘텐츠들이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국내 잡지사 5개를 선정하여 각 잡지사 별로 운영

하는 플랫폼을 크게 오프라인, 인터넷, 모바일로 구분해서 총 10여 곳의 매체를 이용한다는 사실

을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콘텐츠의 매체별 변화에 따른 특징을 조사하고 플랫폼 별 비중을 알아

보고 분석을 실시해서 5곳의 잡지사의 10여 개의 플랫폼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발행 또는 업로

드 되는 인쇄물과 게시물을 정리해서 비교분석하는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페이퍼잡지와 온라인 잡지를 비교하였을 때, 첫째, 콘텐츠의 유효성에 따른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온라인 잡지의 경우 콘텐츠의 유효성이 매우 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잡지의 수익구조에 따른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다. 전통적인 페이퍼잡지는 지면 광고 수입이 주

였으나, 온라인 잡지의 경우 콘텐츠의 판매, 광고 수입 등 수익구조가 다양해진 것을 알 수 있었

다. 셋째, 온라인은 사진과 글, 음악, 영상 등 페이퍼잡지와는 다르게 온라인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전달매체로 인하여 제공되는 콘텐츠의 다양성과 활용매체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디어 4.0시대’(문체부,2018)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구독자수의 급감을 경험하고 있는 

잡지업계의 플랫폼 사용 현황과 매체별 콘텐츠 양상에 대해서 알아본 후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매체에서 드러나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해보며, 그에 따른 패션잡지의 마케팅적 전략방안을 찾아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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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심*ㆍ김문영
계명대학교 

패션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
- 한국, 일본, 북미를 중심으로 -

최근 편리함과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등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서브스크립

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라고도 불리는 ‘구독 경제’ 기반의 비즈니스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구독 경제 모델은 가입 회원들이 정기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받는 방식으로, 당초의 구독 서비스는 디지털 콘텐츠가 중심이었으나 근래 제조 기업들도 구

독경제 기반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전, 생활용품, 패션, 식품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Lee, 

2020). 소비자에게는 구독기간 동안 상품의 구매 및 배송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의

성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며, 큐레이션을 통해 맞춤화 된 제품들은 구매과정에서 비교 및 평가

하는 과정이 줄어 쇼핑의 효율성을 높여준다(Kang, 2020). 또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단순히 

상품을 대여하는 것과는 달리,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편리함을 제공하여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나아가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한다는 점이 차별적이다(Kim, 2020).

구독 경제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은 해외 시장과 비교했을 때 우

리나라의 구독 경제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 구

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높은 이해와 인식이 필요한 상황이다(Cho, 2019). 산업의 전체적인 관

점에서 구독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던 반면에 패션 관련 구독형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션 제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국외 기업들의 성공적인 

서비스 사례에 이어 국내에서도 후발 주자로 출현하는 시점에서 이에 관련된 학술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류 및 패션잡화 제품을 중심으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의 

개념과 현황, 유형 및 특성을 고찰하였다. 사례 연구에서는 한국과 더불어 KOTRA(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의 해외시장뉴스 웹사이트에서 주제어 ‘서브스크립션’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동향 보고

가 이루어진 일본과 북미를 채택하여 관련 선행연구와 인터넷 기사 자료들을 참고하여 패션 구독 

서비스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사례 조사의 대상은 구독경제 모델의 사업이 부상하기 시작한 2009

년 이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2020.10.) 운영 중인 패션 제품 관련 구독 서비스로 한정하였다. 구

독경제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북미의 경우에는 그 사례의 수가 방대하여 구독 서비스 중개 플랫폼

에서 2020년도 베스트로 선정된 상위권 서비스를 중심으로 선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패션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서 다루는 의류 제품의 영역은 남

녀 의류, 아동 의류, 속옷이 있었는데 관련 사례로는 한국과 일본, 북미에서 각각 6, 3, 9개가 있

었다. 패션 잡화 영역에서는 가방, 신발, 쥬얼리 및 시계, 양말, 안경, 남성용 액세서리로 서비스

가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총 18개의 사례 중에서 12개가 북미의 서비스로 패션 잡화에서는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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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국가보다 구독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패션 서브스크립션 커머스의 유형으

로는 구독자의 이용형태에 따라 크게 ‘대여형’과 ‘구매형’으로 분류된다. ‘대여형’은 2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사용자가 대여할 제품을 능동적으로 고르는 ‘선택형’으로 원하는 상품

을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국의 ‘클로젯셰어’, 일본의 ‘메챠카리’, 미국

의 ‘렌트더런웨이’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은 빅데이터나 전문 스타일리스트를 통해 개

인 맞춤형 상품을 대여할 수 있는 ‘큐레이션형’이 있다. 한국의 아동 의류 업체 ‘키즈픽’과 미국의 

쥬얼리 업체 ‘록스박스’, 일본의 여성 의류 대여업체 ‘에어클로젯’이 대표적이다. 한편, ‘구매형’ 서

비스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구매형에도 ‘큐레이션형’이 있는데,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최소화하여 취향에 맞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의 ‘월간

가슴’과 북미의 ‘팬트바이포스트’는 속옷을 사이즈와 취향에 맞춰 구독하는 서비스의 예시이다. 또

한 큐레이션형이 개인 스타일링 서비스로 불리기도 하는데, 한국의 ‘옷 골라주는 여자’는 남성을 

대상으로 매달 옷을 코디 및 배송해주며 북미에서는 ‘스타일 플랜’과 ‘스티치 픽스’ 등 6개의 관련 

사례가 있다. 두 번째로는 제품의 선택과정에서 구독자의 통제권이 없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제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형’이 있다. 한국의 양말 구독 업체 ‘미하이삭스’는 매월 랜덤 디

자인의 양말을 발송하며, 미국의 ‘스프레자박스’는 넥타이나 카드 홀더 같은 남성용 잡화의 여러 

항목을 고객 취향에 맞추어 배송한다. 마지막으로 가입 회원에게만 독점적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특정 제품의 구매 권한 및 할인 혜택이나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접근형’이 있다. 신발 구독 서비

스에서는 모두 접근형을 기반으로 하는데, 계속 성장하는 어린이를 둔 부모가 아동 운동화를 정

액제로 구매가능한 ‘나이키 어드벤처 클럽’, 여성 신발을 VIP전용 할인가로 매달 구매할 수 있는 

‘슈다즐’과 ‘저스트팹’이 대표적인 사례로 모두 미국 기업이며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 사례가 전무

하다.

본 연구는 패션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그 유형과 특성을 제시하여 서

브스크립션 시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더불어 앞으로의 국내 패션 서브스크

립션 커머스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는 마케팅 또는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초적인 연구로서 의

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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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 센서를 활용한 패션 제품 아이디어

최근 패션 산업계는 아두이노를 활용한 다양한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Wearable smart prod-

uct)을 선보이고 있다. 아두이노란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 

소스 전자 플랫폼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 센서, 액추에이터 등 관련 개발 도구 등을 일컫

는다. 심박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제품의 예시로는 포사이트 알파인, beurer PM Pulsuhr, 

TESLASUIT GLOVE, 알타 HR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릴리패드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의류에 

접목시키고, 과학적인 기능과 건강관련 서비스가 융합되어 본래 제품의 기능과 개인중심의 건강

관리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품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Pulse 

Sensor, Lilypad Arduino simple board 를 사용하여 디자인에 따라 설계도를 완성하였고, 전도사

를 사용하여 제품에 바느질을 하였다. Arduino 1. 8. 1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였

으며, 심장박동 센서의 민감도를 조정하고 조건을 걸어 일정 심장 박동수 이상 또는 이하가 될 

시, LED가 켜지게 설계하였다. 실험으로는 귓불, 심장, 경동맥, 상완동맥, 요골동맥, 족배동맥, 손

가락 등 총 7가지 부위의 심박을 측정하였다. BPM(Beats Per Minute)은 7가지 부위 모두 변화가 

없었으며 IBI(Inter Beat Interval)는 심장과 경동맥만이 신호의 변화가 없고 나머지 5가지 부위는 

분당 96~108 정도의 결과값을 얻었다. 실시간 심장박동 그래프(signal)에서는 상완동맥의 진폭이 

500으로 가장 높고 심장의 진폭이 125로 가장 낮았다. 상완동맥 다음으로는 귓불 380, 요골동맥 

370, 족배동맥 300, 경동맥과 손가락은 250 으로 평가되었다. 그 중 측정값이 낮은 심장과 이미 

팔찌 등의 손목 관련 제품이 많이 나온 요골동맥은 제외하였다. 이에 겨울용 스마트 패션 악세사

리 5종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팔 보호밴드는 네오프렌 매쉬 소재를 

사용해 통기성과 편안함을 높일 수 있으며, 상완동맥 위치에 센서를 부착해 심박수에 따라 LED

불빛이 들어와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게 한다. 헬멧은 외부소재로 PC(폴리카보네이트)소재 사용, 

내부소재로 EPS소재를 사용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였으며 귓불과 경동맥에 위치하는 센서를 

통해 심박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연결된LED의 색상과 Blink 속도로 외부에서 사용자의 심

박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넥 워머는 패딩 소재로 만들어져 보온성과 착용감이 

우수하고, 착용시 심박센서가 경동맥부근에 닿이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LED 불빛으로 자신의 상태

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보드화는 겉은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자연에 무해하며, 안감은 발

열 소재를 사용해 열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며, 심박센서의 위치가 족배동맥에 위치할 수 있도

록 하며, 보드화 착용시 심박수에 따라 LED 색상이 바뀔 수 있게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장

갑은 검지손가락에 위치한 심박센서를 통해 심박측정 후 손 등 위치의 LED로 심장박동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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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라*ㆍ최지윤ㆍ

주자항ㆍ배지현
한양대학교 가스 누출 관련 사고방지 스마트 안전 헬멧의 웨어러블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및 구현

최근 산업현장, 일반 가정, 가전 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스의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의 급증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독가스가 발생

하는 환경에서의 가스 검출, 의료기기, 군사 및 안전방재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가스

센서를 기반으로, 기체 중에 포함된 특정의 성분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에 따라 가스 누출 관련 

사고를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 헬멧의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구축해보고자 한다. 이는 현재 휴대용 

가스센서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적은 설치비용과 간소한 크기로 사용상 이점이 있고, 탈부착성이 

용이한 모듈형으로 제작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산업현장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환경 위험 인자들 

중, 가스 유출과 관련된 작업자에게 위험요인을 미리 알림으로써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스마트 안전모 관련 동향을 사용

된 기술방식과 디자인 설계방식에 따라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실물 제작을 통한 센서 부

품평가를 진행하였다. 아두이노 프로미니, 접촉 연소식 가스센서를 사용하였으며, 가스누출 알림

으로 LED와 피에조 부저를 사용하였다. 코딩을 통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위험수위의 가스농도 기

준에 맞추어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였다. 가스누출 센서의 소형화와 탈부착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실물 디바이스 케이스는 Carima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체 센서 부품을 수용할 수 있는 

맞춤형 3D 케이스(가로 100mm, 세로 40mm, 높이 50mm)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현한 모

듈형 가스누출감지 센서는 안전모뿐만 아니라 탈부착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일반모자, 벨트, 바지 

밑단, 신발등 다양한 부분에 웨어러블로 착장 가능하다. 가스센서는 지하철, 지하상점, 주차장 등 

실내와 실외에 존재하는 다종의 공기 오염원을 감지 및 모니터링하며 휴대용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 유출과 관련된 작업자에게 위험요인을 미리 알리는 기능을 한다.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스마트 헬멧을 웨어러블의 관점에서 초소형, 저전력 가스 센서 소자의 양산화의 필요성을 피력하

며 인체의 안전과 웨어러블의 접목을 통한 가치를 포함한다는 점에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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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ㆍ전초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Low Creep성 UHMWPE 고분자용액(Dope) 유변학적 점탄성 
특성 연구

1. Introduction4)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로 크레인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환경문제로 

인해 로프 산업의 급속한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설장비 연비향상을 위한 부품소재 경량화 

및 와이어로프(high recoil) 대비 파단 시 안전한 유기소재(low recoil) 요구증대 되고 있는 실정

이다.

기존에 사용되던 Steel Wire를 대체할 고강도 Low Creep성 UHMWPE 섬유 하이브리드 소재

부품개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기존 Steel Wire가 지니고 있는 반복 굽힘과 마찰로 많은 열이 

발생하여 생기는 장기 내구성 저하와 고중량으로 인한 효율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ow 

Creep UHMWPE 섬유소재 개발과 이를 활용한 경량 리프팅 크레인 와이어 개발이 시급히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Low Creep성 UHMWPE Dope 제조 연구를 통하여 유변학적 점탄성 특성 연

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 Experimental

본 실험에서 사용된 Low Creep UHMWPE 고분자 용해 공정 시료는 Powder는 U050F(대한유

화), X-105(셀라니즈)이고, 용제는 LP150, LP250, LP350(극동유화) 제품 용제를 사용하였다. 사용

설비는 Heating mantle, 2-Blade Horizontal Impeller 사용하여 고분자 용액을 제조 하였고, 조건

은 Powder 농도 5wt%, 제조온도 190℃, 제조 시간 2hr 설정하였다. 제작된 고분자용액(Dope)를 

사용하여 Rotational Rheometer 사용하여 측정온도 130 ℃, 전단속도 0~1,000(1/S)에서 Rheology 

시험 측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_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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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der 및 용제 사진>

<Impeller 사진>

<Fig> Low Creep 달성을 위한 분지구조가 정밀 제어된 공중합 UHMWPE 구조 / Powder 및 용제 사진

3. Result & Discussion

[Table] UHMWPE 고분자 용액 유변특성 분석표(Shear rate / Viscocity)

용제

UHMWPE Powder

U050F (대한유화) X-195 (셀라니즈)

Viscocity Shear stress Viscocity Shear stress

LP150

1.68 pa.s 27.31 pa 2.52 pa.s 409.6 pa

LP250

1.53 pa.s 248.5 pa 3.84 pa.s 369.89 pa

LP350

2.65 pa.s 431.2 pa 4.23 pa.s 591.83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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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Low Creep UHMWPE Powder(대한유화, 셀라니즈)/ 용제 LP150, 250, 350(극동화학) 제조된 

Dope를 Rheometer 분석한 결과는 용제가 LP150, 250, 350 수치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Viscocity/ Shear stress 높아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용제는 LP-350이 UHMWPE GEL 방사를 진행할시 최적화된 용제로 확

인되었고, Low Creep UHMWPE 섬유화 연구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다. 

참고문헌

M.P. Vlasblom, R.L.M. Bosman "Predicting the Creep Lifetime of HMPE Mooring Rope Applications" 1-4244-0115-1/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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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고분산성 셀룰로스 나노섬유소재 피브릴 형성 제조 연구 

1. Introduction5)

세계 각국의 메이저 완성차 업체는 인테리어 내장재를 중심으로 천연유래 원료 및 천연섬유 

복합소재로 발 빠르게 대체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세계 자동차 산업 흐름에 대응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내장재 소재부품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필(必)환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친 환경소재의 적용 비율을 

높이고, 경량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강성 CNF의 적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폴리프로필렌(PP) 등 자동차용 플라스틱 합성수지 적용에 적합한 ① 친환경 신소재인 셀룰로

스 나노섬유(cellulose nanofiber, CNF) 강화재를 활용하여 ② CNF가 합성 수지 내에 고분산 및 

고충진(40% 이상)된 셀룰로스 나노섬유 강화 합성수지 복합재(M/B)를 개발하고, ③ 이를 활용하

여 바이오매스 함량 40%이상의 친환경 섬유강화 PP 복합재료를 개발하고자한다.

본 기술개발에서는 첫 단계인 친환경 섬유소재인 셀룰로스 나노섬유(cellulose nanofibe를 보

강재로 활용한 CNF) 강화재 Fibrill 형성 제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Experimental

본 연구에서 최종제품의 물성 및 분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계적 분쇄인 Refiner 설비를 통하여 

셀룰로스계 섬유의 Fibrill 형성 및 Refining 조건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와 Fibrill 형성변화를 섬유

장분석기(Fiber Quality Analyzer)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_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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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셀룰로스 Fibrillation 개발 제품 개념도

셀룰로스계 섬유의 fibrillation을 통한 필러용 소재 개발

: Fibrillation 셀룰로스 제작 조건 (2mol : 마이크로급 셀룰로스 1,000g/ 물 500L)

- 본 연구는 Fibrill 형성을 위한 Disk/Conical type의 Refiner 제조 공정 조건 표는 아래 표1. 

같다.

<Table 1> 마이크로급 셀룰로스 1,000g/ 물 500L의 Refiner 제조 공정 조건 표

Blade Type (저항 값) # 1 # 2 # 3

Disc Type D-1 (3kw) D-2 (3.5kw) D-3 (4kw)

Conical Type C-1 (5.5kw) C-2 (6kw) C-3 (6.1kw)

Disc + Conical Type D+C (3.3kw + 5.9kw)

결과물 Image  

3. Result & Discussion

Refining 조건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와 Fibrill 형성변화에 따른 물성변화 상관관계 분석

- 섬유장분석기(Fiber Quality Analyzer) 이용한 섬유장 분석 결과표는 아래 표 2와 같다.

미처리

Disc Blade Conical Blade

Disc + Conical

Blade

 (3.3kw + 5.9kw)D-1 (3kw)
D-2 

(3.5kw)
D-3 (4kw)

C-1 

(5.5kw)
C-2 (6kw)

C-3 

(6.1kw)

Length(mm) 0.158 0.155 0.153 0.153 0.156 0.156 0.155 0.151

Width(µm) 31 23 22 20 23 20 18 13.8

<Table 2> 셀룰로스 섬유장 분석 결과 표

4. Conclusion

Refiner(Disc/ Conical Type) 설비 통하여 섬유 셀룰로스 Fibrillation 연구를 진행하였고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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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분석기(Fiber Quality Analyzer) 분석결과는 섬유장은 수치는 Disc Blade가 D-3(저항 값 : 4kw) 

0.153mm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고, 섬유 폭은 Conical Blade가 C-3(저항 값 : 6.1kw) 18µm 우수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Disc + Conical Blade 같이 병행하여 리파이닝 하였을 때 섬유장

(0.151mm), 폭(13.8µm)이 가장 우수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CNF가 합성 수지 내에 고분산 및 고충진된 셀룰로스 나노섬유 강화 

합성수지 복합재(M/B)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었고, 향후 연구단계인 기존 합성 자동내장재에서 

친환경 나노셀룰로스 내장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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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물 반복 이동 동작 시 착용 의복에 따른 근피로도 평가

근골격계질환은 반복적인 작업 동작에 의해 미세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로 주로 허리, 어깨, 팔, 손목 등과 같은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직업관련성 근골

격계질환(Work-related Musculoskelotal Disorders: WMSDs)으로 불려지고 있다(Kim et al., 

2010). 최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David, 2005; Kim et al., 2010). 하지만 의류학적 관점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차별화된 

기능적 이너웨어를 개발한 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컴프레션 웨

어는 근력, 근피로도 등과 같은 근기능 개선에 유용하고 관절을 안정감 있게 지지해 준다고 보고

되고 있다(Hsu et al., 2017; Wang et 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 하중물을 반복적으로 들고 

내려놓는 동작 시 착용의복에 따른 근피로도를 평가하고 추후 중량물 취급자를 위한 컴프레션 형

태의 이너웨어 개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정형외과적 질병이 없

는 건강한 20대 남성 10인(키 171±5.1㎝, 체중 68±6.0kg)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복의 구성

은 100% 면직물로 제작된 반바지와 반팔 셔츠(Control), 컴프레션 웨어 긴팔 셔츠와 긴바지

(Com), 컴프레션 웨어의 긴팔 셔츠와 긴바지 위에 팔 슬리브 1겹, 레그 슬리브 1겹을 추가로 덧

입는 형태(Com+Sleeve)로 총 3종이다. 하중물 무게는 20kg인 사각형 분동을 사용하였고, 가로×

세로×높이가 60×40×25cm 직육면체 종이 상자 중앙에 위치시켰다. 하중물은 한쪽으로 기울어지

지 않도록 에어캡으로 감싸고 박스 내부의 빈공간도 에어캡으로 채워 하중물이 중앙에서 이탈되

지 않도록 컨트롤 하였다. 반복 동작은 하중물을 바닥에 위치시키고 무릎의 각도를 100∼120°로 

굴곡시켜 하중물을 허리높이까지 들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는 동작이고, 메트로놈에 맞춰 일정한 

속도로 지칠 때까지 반복해서 해당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근전도 측정은 EMG system 

(Cometa, Milan, Italy)을 이용하였고, 표면전극은 Ag/AgCI 전극(3M, Inc.)이었으며, 센서 부착 위

치는 피험자의 상체와 하체의 우측(모든 피험자의 우측이 우세함) 근육 16곳(대퇴직근, 대퇴이두

근, 전경골근, 비복근, 대둔군, 척추기립근, 복직근, 장요근(기준전극), 승모근, 광배근, 상완이두

근, 상완삼두근, 삼각근, 상완 요골근, 척측수근신근, 척측수근굴근)이다. 근전도의 샘플링 주파수

는 2,000Hz로 설정되었으며, Band-Pass Filter(20-500Hz)로 하였고, 중앙주파수 분석으로 근피로도

를 평가하였다. 근전도 측정을 통해 얻은 실험결과 자료는 SPSS Ver. 26.0(IBM Soft, USA)을 이

용하여 반복측정분산분석과 사후검증(Duncan)을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근피로도는 대퇴직근, 척

추기립근, 광배근, 상완이두근, 상완삼두근, 상완요골근 부위의 경우 컨트롤 착용 시 가장 높았고 

컴프레션 웨어 착용과 컴프레션 웨어+슬리브 착용 순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낮아졌다(p<.005). 하

지만 척측수근신근과 척측수근굴근과 같은 아래팔 안쪽(손바닥 방향) 부위의 근육은 컨트롤, 컴프

레션 웨어+슬리브, 컴프레션 웨어 착용 순으로 근피로도가 유의미한 수준(p<.005)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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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 하중물을 제자리에서 들었다 내려놓는 동작 수행 시 일반 루즈핏 웨어보다 컴프레

션 웨어를 착용했을 때 근피로도를 낮추는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척측수근신근과 척

측수근굴근은 의복압이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근피로도가 가중된다는 것이 확인되어 인체 부위별

로 적정 의복압을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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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Auxetic Re-entrant 패턴/아라미드 니트 복합직물의 
역학적 특성 분석

Auxetic re-entrant 구조체는 auxetic 특성을 증대시키고자 개발된 구조체로, 다른 auxetic 구조

체보다 에너지 흡수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아라미드계 직물은 고강도의 

아라미드 섬유로 제조된 재료로, 내열성 및 내절단성 등의 특성을 가지며, 소방/안전 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아라미드 니트는 팔꿈치나 무릎, 장갑 또는 양말과 같이 굽힘이나 마찰에 

대한 내구성과 신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부위에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

수하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신발에 적용하고자, 3D 프린팅 re-entrant 패턴(3DP-RE)을 

아라미드 니트 위에 합포하여 복합직물로 제조한 후 포아송비 및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3DP-RE을 제조하고자 열가소성 폴리우레탄계(thermalplastic polyurethane) 3D 필라멘트

(NinjaTek, USA) 및 컨베이어 FDM(CFDM, conveyor fused deposition modeling) 3D 프린터

(Blackbelt, Netherland)를 사용하였다. 3DP-RE는 가로 및 세로가 각각 10mm인 반복단위를 

100mm×1000mm×2mm가 되도록 123D design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한 후 .stl 파일로 변환하였다. 

변환된 파일은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노즐온도 235˚C, 출력속도 15mm/sec 및 갠트리 각도 15˚

로 설정한 후 g-code 파일로 변환하여 출력하였다. 복합직물은 3D 프린팅 샘플에 스프레이 접착

제를 도포한 후 아라미드 니트(ARKT)와 MD 방향으로 합포하고 프레스기로 3분간 압착한 다음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켰고, 3DP-RE/ARKT로 명명하였다. 실험은 만능 재료 시험기

(AGS-X, SHIMADZU, Japan)로 인장 시험하에서 포아송비를 측정하고, 역학적 특성 분석을 위해 

굽힘, 압축 및 인장 시험을 측정하였다. 포아송비 분석 결과, 3DP-RE 샘플은 0~30%의 변형률에

서 약 –0.82~-0.25를 나타내어 auxetic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3DP-RE/ARKT도 -0.02~-0.01

로 음의 포아송비를 나타냈고,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굽힘강도는 

ARKT < 3DP-RE < 3DP-RE/ARNT 순으로 나타났고, 변형률은 3DP-RE < ARKT < 3DP-RE/ARNT 

순으로 나타나 복합직물로 제조시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압축거동은 3DP/RE, ARNT 및 

3DP-RE/ARNT 샘플별로 유사하였고, 초기 탄성률과 변형률은 3DP-RE < 3DP-RE/ARNT <ARNT 

순으로 나타나 복합직물의 압축 시 초기 지연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 압축특성이 향상됨을 확인하

였다. 인장시험 결과, 3DP-RE, ARNT 및 3DP-RE/ARNT 의 파단강도는 4.1MPa, 3.9MPa, 1.8MPa

로 나타났고, 파단신도는 각각 753.5%, 283.3% 및 943.7%로 확인되었다. 이 때 강인성의 경우 

샘플별로 각각 24.1J, 1.3J, 및 38.5J로 나타나, 복합직물로 제조시 역학적 특성이 향상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6)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19R1A2C2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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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Printing 직물의 염색성

1. 서론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자연환

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재료를 이용한 제품의 관심도도 증가하였다. 현재의 천연염색

은 천연염료 고유의 기능성이 부각되고, 환경 친화적이며, 천연염료로 염색한 색상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친근감을 주고 이전과는 색다른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 색을 즐기고, 자기 몸을 

장식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즐거움과 함께 건강을 생각하는 색에 대한 욕구가 심리적 균형을 가

지기 위한 인간의 본능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천연염색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리라 생각된다. 

천연염색은 합성염료를 대체할 만큼의 색상 농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천연염료가 합성염

료 전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천연염색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으로도 장점을 가지며, 천연염

료의 색상이 충분히 다양하며, 21세기 환경문제까지 고려하면 천연염색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생산에 적합한 천연염료를 선정하여 생

산에서부터 염색까지 기술 개발에 노력하면 전통염색의 차원을 넘어 합성염료의 부분적인 대체까

지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예상된다.

천연염색은 천연염료를 사용하며, 천연염료는 자연에서 얻어지는 자연의 일부분이다. 천연염색

의 방법은 색소를 추출하여 직물을 넣어 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코 프린팅(Eco-Printing)은 

우리 주변의 자연에서 구할 수 있고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소를 그대로 침착되어 염색이 되는 

방법이다.

허브종류인 수입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모직물에 압착시켜 염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연

구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플라타나스 나뭇잎, 도토리 나뭇잎, 단풍잎, 가죽나뭇잎, 

감잎 등을 이용해서 면, 견, 모직물에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하고자 한다.

인공적인 프린트가 아닌 자연색소 침착 염색으로 다양한 텍스타일 패턴을 얻을 수 있으며 식

물 소재의 텍스타일 패턴을 창출하고자 한다.

2. 실험재료 

1) 시료 및 시약

* 섬유

시판되는 염색용 면, 견, 모 직물을 구입하여 정련 표백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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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플라타나스 나뭇잎, 도토리 나뭇잎, 단풍잎, 가죽나뭇잎, 감잎을 

이용하였다.

* 매염제

명반(KAI(SO4)2.12H20, 황산동(CuSO4.5H20), 황산(FeSO4.7H20), 탄산칼륨(K2CO3), 양이온

제(4급 암모니아)를 사용 하였다.

2) 염색방법

(1) Eco-Printing의 염색물의 처리 방법에 따른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증열처리, 열수처리

하였다.

(2) Eco-Printing의 염색물의 시간에 따른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증열, 열수처리하였으며 

각 1시간과 2시간의 조건으로 비교하였다.

(3) 나뭇잎 상태에 따른 직물의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잎과 건잎을 이용하였다.

(4) 매염제 종류별 처리에 의한 직물의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명반, 황산동, 황산철, 탄산

칼륨, 양이온제(4급 암모니아)를 사용하였다.

3) 분광학적 특성 조사

추출색소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UV-Visibile Spectrophohometer(UV-vis 2101 Scanning 

spanning spectophotometer,Shimadzu,Japan)를 사용하여 최대 흡수 파장을 확인하였다.

4) 표면색 및 색차 측정

염색된 시료의 색을 측정하기 위하여 Spectrophotometer CM-508i(Minolta,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명도지수 L*, 색좌표 지수 a*, b* 의 값을 측정하고 표면색 및 색차를 구하였다. 

5) 염착량(K/S) 측정

K/S 값은 염색포의 400㎚에서 700㎚까지의 범위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최대 흡수 파장인 

400㎚에서 측정된 값을 Kubelka-Munk 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K/S값을 평가하였다.

6) 염색 견뢰도

염색 견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탁 견뢰도, 마찰견뢰도, 땀 견뢰도, 드라이클리닝견뢰도, 일

광견뢰도를 각각 측정하였다.

세탁견뢰도는 40"에서 30분 세탁 후 변퇴색과 오염을 분석하였다.

땀 견뢰도는 산성땀과 알카리땀 견뢰도를 보았으며 37"±2"에서 4시간동안 행하였다.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변퇴색과 오염견뢰도를 분석하였으며 용제는 perchoroethylene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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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일광견뢰도는 내광시험기(Fade-O-Meter, Model:HS-213, Han Won Testing Machinc Co. 

Korea)를 사용하여 실험, 63"�에서 표준퇴색 시간(SFH: standard fading hour) 20시간 동안 조

광 후 변퇴색용 표준 색표(Grey scale for assessing change in color)에 준하여 일광 견뢰도를 평

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Eco-Printing의 염색물 처리 방법에 따른 염색성을 확인한다. 

2) Eco-Printing의 염색물 시간에 따른 염색성을 확인한다. 

3) 나뭇잎 상태에 따른 직물의 염색성을 확인한다. 

4) 매염제 종류별 처리에 의한 직물의 염색성을 확인한다.

5) 염색 견뢰도와 평가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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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 견직물의 태와 역학 특성

1. 서론7)

섬유류는 유기물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계속적으로 열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섬유의 열

화요인과 열화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재료적 측면에서는 그 재료의 합리적 사용과 가공기술의 

향상에 도움이 되며, 문화재 보존의 측면에서는 유물의 보존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된다. 견은 

우리나라 직물 문화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이다. 견직물의 열화 원인은 빛, 온도, 

대기오염, 미생물 등 다양하며 열화의 과정을 거치는 섬유는 내부 미세구조의 변화로 인해 역학 

특성이 저하된다. 섬유류 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를 위해서는 섬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한데, 유물이라는 특수성, 시료의 부족 등으로 그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견

의 열화에 따른 상태의 변화에 그에 따른 미세구조, 역학특성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견직물 문화

재의 복원과 보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견직물의 열

화과정에서 태의 변화와 역학특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견직물의 열화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하고 이를 보존과학적 측면에서 복원과 보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견직물은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일반 전통명주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상온에서 24시간 증류수에 

수침시킨 후 헹굼 건조한 후 데시케이트에 24시간 방치 후 사용하였다. 인공열화직물의 제작은 

dry oven을 사용하여 125℃에서 1, 3, 5, 7일 이후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35일까지 측

정하여 각 일자별 시료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각 시료의 열화 전후 중량 및 두께를 측정하였으

며, 인장강신도는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직물의 역학적 특성은 20×20 ㎠ 크기

로 시료를 준비하여 표준계측조건(온도 20±2 ℃, 습도 65±5 % R.H)에서 KES-FB 시스템(Kato 

Tech. Co., Ltd., Japan)으로 직물의 인장특성, 전단특성, 굽힘특성, 표면특성, 압축특성을 측정하

였다. 열화 직물 시료의 태 값은 Women’s thin dress fabric의 hand value 산출식으로 계산하여 

koshi(stiffness), fukurami(fullness), numeri(smoothness)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열처리된 견직물은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장강도와 신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9R1I1A1A010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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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으며, 인장강도가 54% 감소하는 지점인 2주차에서의 감량율은 약 2.7%로 나타났으며 두께

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인장강도의 변화는 2주에 46%의 강도변화를 나타냈으며 35

일까지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낮아졌으며 5주째에 86% 감소하였다. 신도도 일정한 수준으

로 낮아졌으며 5주째 70% 감소하였다. 열화직물의 인장특성은 인장선형성이 1일 처리시 증가했

다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처리 초기는 신도저항이 커져 증가하다가 점차적으로 열에 의해 분해되

어 신도저항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굽힘특성의 경우 굽힘강성이나 굽힘이력이 1주 처리시까

지 높아지다가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1주 처리까지는 열처리에 의해 경화되어 굽힘

강성이 높이지다가 이후 섬유의 열처리에 의한 열화로 굽힘강성이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전단

강성은 1일 이후부터 소폭 낮아졌고 전단히스테리시스는 약간 증가함을 나타냈다. 마찰특성에서 

마찰계수 평균이 점차적으로 증가하였고 표면거칠기는 1일 처리이후부터 매우 증가한 것을 확인하

였다. 압축선형성은 3일 처리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였으며 초기 압축에 대한 저항이 크다가 점차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태값은 3일 처리까지는 상승하다가 이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초기 직물의 fukurami(fullness)와 numeri(smoothness) 특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4. 결론

이상 열처리에 의해 주별 열화견직물의 태와 역학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125도의 열처리

에 의해 2주 정도에 강도 50% 정도로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학특성 중 특히 마찰계수는 

처리기간의 증가와 함께 점차 증가하여 열화의 진행정도를 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유물의 보수복원용으로 적용하고자 할 경우는 3일 이하로 처리된 직물을 이용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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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숙명여자대학교 천연 페놀계 염재와 라카아제를 사용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소재의 친환경 염색

천연염색은 천연 자원인 식물, 동물, 광물 등 천연염료에서 얻은 색상을 섬유소재에 표현하는 

환경 친화적인 염색법으로, 염료의 종류 및 추출 방법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이 가능하며 

자연스러운 색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천연염료는 섬유와의 낮은 결합력으로 인해 염색물의 

견뢰도와 색상 재현성이 좋지 않아 염착성 향상을 위한 매염 공정이 필수적이다. 매염법은 al., 

Cu, Fe 등 수용성 금속염을 사용하는 합성 매염법과 천연 매염제를 이용한 천연 매염법이 있다. 

합성 매염제는 색상 재현성이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이

로 인해 합성 매염제를 천연 매염제로 대체하여 지속가능한 염색 공정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셀룰로오스인 박테리아 셀룰로오스(BC) 섬유소재에 천연염색 공정

을 도입하고자 한다. BC 섬유소재는 고순도의 셀룰로오스 섬유로, 치밀한 3차원 나노 구조로 되

어 있어 우수한 흡습성과 결정도 및 강도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직포 상태로 생산되어 

생산 공정을 단축할 수 있고, 생산 공정에서 화학 약품이 사용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이다. BC를 섬유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염색 공정을 거쳐 다양한 색상으로

의 가공이 필요하다. 또한 BC 섬유소재의 염색을 위해서는 BC의 친환경적인 면을 부각시킬 천연 

염재의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BC 섬유소재를 천연 염재로 염색하고, 염색견뢰도 향상

을 위해 친환경 매염제인 라카아제를 사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 페놀계 염재를 사용한 친환경적 염색 방법을 통해 BC 섬유소재

에 다양한 색상을 부여하고, 염색견뢰도 향상을 위해 친환경 매염제인 라카아제를 사용하여 매염

제 사용 유무 및 매염 순서에 따른 BC 섬유소재의 염착률 변화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실험 

방법으로, 천연 페놀계 염재 중 꼭두서니, 울금, 코치닐을 선정하였고, 각 염재의 추출 횟수에 따

른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au 검량 곡선을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매염제 사용 유무 및 매염 

순서에 따른 BC 섬유소재의 염색성은 K/S값과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BC 섬유소재의 염색성 비교 

결과, 라카아제 매염시 K/S값은 약 3∼12배 향상되었고, 라카아제 매염에 의한 염착률은 약 6∼

12% 이상 향상되었으며, 선매염 시 가장 높은 K/S값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BC 섬유소

재의 세탁견뢰도 실험 결과, 라카아제 선매염한 BC 섬유소재의 세탁견뢰도가 약 40∼55% 향상되

었다. 이를 통해 천연 페놀계 염재를 사용해 BC 섬유소재 염색 시, BC 섬유소재의 염색성 및 세

탁견뢰도 향상을 위해 라카아제 선매염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성과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19R1A2C1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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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진*ㆍ구영석
부산대학교 

페스트 패션 제품의 소재 구성에 관한 연구
- MIXXO 브랜드의 소재 분석 -

1. 서론

18세기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산업혁명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 경

제적 변화까지 이끌어 냈다. 방적기와 방직기 개발로 인한 면직물 생산량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러한 면직물 공업 발전은 대영제국을 이끄는 발걸음이 되었다. 계속되는 생산 기술의 발전과 

개개인의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품종 대량생산의 

생산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되고, 유행의 주기와 새로운 제품의 공급시기가 더욱 빨

라지는 페스트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페스트 패션은 현재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자사의 생산 유통 경로를 통해 직접 생산 공급 하는 SPA브랜드의 형식으로 나

타나고 있다.

최근 계속해서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SPA브랜드 시장규모가 더욱 커지고 경쟁 또한 치

열해지고 있다. 한국에 ZARA가 2007년, H& M이 2010년에 입점한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으로 

SPA브랜드는 국내에서 수조원대 시장규모를 이루고 있다. 특히 한국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

록했던 UNIQLO는 첫해 300억 원에서 시작해서 18년도 기준 매출액 1조 2천억 원을 넘겼다. 이

렇게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국내시장 대부분의 우위선점을 해외SPA브랜드가 선점

하고 있다. 국내 SPA브랜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의류회사의 여러 부분 중 소재 사용 부분을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외 SPA브랜드 소재 분석을 통해 국내외 SPA브랜드의 소재사용 부분에

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고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2. 연구방법

국내의 SPA브랜드 중 이랜드 리테일의 여성복 전문 SPA브랜드 MIXXO(미쏘)의 소재사용을 중

점으로 연구했다.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SPA 생산 방식은 어떠한지 대한 설명, MIXXO 브랜

드에 대한 역사와 설명을 여러 브랜드 홈페이지와 각종 국내 학술지 및 학위 논문에서 자료를 

찾아 이론적 배경을 정리 하였다. 

또한 브랜드 S/S시즌 제품에 사용된 소재를 소재에 따른 비율, 천연-합성섬유 비율, 혼방 유무

에 따른 비율을 이해하기 쉽도록 백분율로 환산하여 표로 정리하고 그래프로 표기하였다. 

대부분의 소재에 관한 자료는 브랜드 홈페이지에 표기된 S/S시즌 제품 소재를 분석하였다. 

MIXXO와 비교하기 위한 글로벌 SPA브랜드로 국내의 SPA브랜드의 매출 1위인 UNIQLO의 S/S시

즌의 소재를 분석하여 두 브랜드의 소재 사용을 비교 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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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전체 소재 분류>

단위 : 개

(백분율 : %)

면 마 린넨 레이온 모달
폴리에

스터

폴리우

레탄
아크릴 나일론

총 합

(백분율)

혼방아닌 

제품

폴리에스터 - - - - -
46

(19.17)
- - -

46

(19.17)

나일론 - - - - - - - -
2

(0.83)

2

(0.83)

마 -
2

(0.83)
- - - - - - -

2

(0.83)

면
38

(15.83)
- - - - - - - -

38

(15.83)

아크릴 - - - - - - -
7

(2.92)
-

7

(2.92)

레이온 - - -
1

(0.42)
- - - - -

1

(0.42)

38

(15.83)

2

(0.83)
-

1

(0.42)
-

46

(19.17)
-

7

(2.92)

2

(0.83)

96

(40)

혼방 

면 혼방
24.68

(10.28)

4.51

(1.88)
-

1.57

(0.65)
-

2.02

(0.84)

0.22

(0.09)
- -

33

(13.74)

레이온 

혼방

1.38

(0.58)

3.86

(1.61)

0.24

(0.1)

38.93

(16.22)
-

10.6

(4.42)

0.06

(0.03)
-

5.93

(2.47)

61

(25.43)

마 혼방
0.92

(0.38)

5.94

(2.48)
-

4.44

(1.85)
-

0.69

(0.29)

0.01

(0)
- -

12

(5)

아크릴 

혼방

0.45

(0.19)
- -

0.44

(0.18)
-

0.13

(0.05)
-

1.35

(0.56)

0.63

(0.26)

3

(1.24)

폴리에스터 

혼방

0.43

(0.18)

0.2

(0.08)
-

5.26

(2.19)

0.52

(0.22)

23.93

(9.97)

1.13

(0.47)
-

0.53

(0.22)

32

(13.33)

폴리 

우레탄 

혼방

- - - - -
0.36

(0.15)

0.56

(0.23)
-

0.08

(0.03)

1

(0.41)

모달 혼방 -
0.4

(0.17)

0.4

(0.17)
-

1.2

(0.5)
- - - -

2

(0.84)

27.86

(11.61)

14.91

(6.22)

0.64

(0.27)

50.64

(21.09)

1.72

(0.72)

37.73

(15.72)

1.98

(0.82)

1.35

(0.56)

7.17

(2.98)

144

(59.99)

65.86

(27.44)

16.91

(7.05)

0.64

(0.27)

51.64

(21.51)

1.72

(0.72)

83.73

(34.89)

1.98

(0.82)

8.35

(3.48)

9.17

(3.81)

240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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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쏘의 패션제품(상의, 하의, 자켓, 원피스)에 사용된 소재 분포는 면 27.44%(65.86개), 마 

7.05%(16.91개), 린넨 0.27%(0.64개), 레이온 21.51%(51.64개), 모달 0.72%(1.72개), 폴리에스터 

34.89%(83.73개), 폴리우레탄 0.82%(1.98개), 아크릴 3.48%(8.35개), 나일론 3.81%(9.17개) 이다. 

의류에 천연섬유와 인조섬유 사용 비율은 천연섬유 34.76%(83.41개), 인조섬유 65.23%(156.59개)

로 나타난다. 의류에 사용된 소재가 혼방된 것은 60%(144개), 혼방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 의류

는 40%(96개) 사용되었다.

<유니클로 소재 분류>

단위 : 개

(백분율 : %)

면 마 린넨 레이온 모달
폴리 

에스터

폴리우

레탄
아크릴 나일론

총 합

(백분율)

혼방아닌 

제품

폴리에스터 - - - - -
21

(26.25)
- - -

21

(26.25)

나일론 - - - - - - - -
1

(1.25)

1

(1.25)

마 -
4

(5)
- - - - - - -

4

(5)

면
19

(23.75)
- - - - - - - -

19

(23.75)

아크릴 - - - - - - - - - -

레이온 - - -
1

(1.25)
- - - - -

1

(1.25)

19

(23.75)

4

(5)
-

1

(1.25)
-

21

(26.25)
- -

1

(1.25)

46

(57.5)

혼방 

면 혼방
14.85

(18.56)

1

(1.25)
- -

0.4

(0.5)

0.85

(1.06)

0.48

(0.6)
-

0.42

(0.53)

18

(22.5)

레이온 

혼방
-

1.44

(1.8)
-

4.12

(5.15)
- -

0.1

(0.13)
-

0.34

(0.43)

6

(7.51)

마 혼방 - - - - - - - - - -

아크릴 

혼방
- - - - - - - - - -

폴리에스터 

혼방

0.17

(0.21)
- -

1

(1.25)

0.3

(0.38)

5.18

(6.48)

0.35

(0.44)
- -

7

(8.76)

폴리 

우레탄 

혼방

- - - - - - - - - -

모달 혼방
0.27

(0.34)

0.57

(0.71)
-

0.45

(0.56)

1.66

(2.08)
-

0.05

(0.06)
- -

3

(3.75)

15.29

(19.11)

3.01

(3.76)
-

5.57

(6.96)

2.36

(2.96)

6.03

(7.54)

0.98

(1.23)
-

0.76

(0.96)

34

(42.52)

34.29

(42.86)

7.01

(8.76)
-

6.57

(8.21)

2.36

(2.96)

27.03

(33.79)

0.98

(1.23)
-

1.76

(2.21)

80

(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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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의 패션제품(상의, 하의, 자켓, 원피스)에 사용된 소재 분포는 면 42.86%(34.29개), 마 

8.76%(7.01개), 린넨 0%(0개), 레이온 8.21%(6.57개), 모달 2.96%(2.36개), 폴리에스터 33.76% 

(27.03개), 폴리우레탄 1.23%(0.98개), 아크릴 0%(0개), 나일론 2,21%(1.76개) 이다. 의류에 천연

섬유와 인조섬유 사용 비율은 천연섬유 51.62%(41.3개), 인조섬유 48.4%(38.7개)로 나타난다. 의

류에 사용된 소재가 혼방된 것은 42.52%(34개), 혼방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한 의류는 57.5%(46

개) 사용되었다. 유니클로와 미쏘의 S/S시즌의 의류에 사용된 소재비율을 비교 할 때 마, 린넨,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나일론은 0-2%정도 미미한 차이가 있고, 모달과 아크릴은 2-4%정도의 

사용비율 차이가 있으며, 면과 레이온은 각각 15.42%, 13.3%정도 사용비율이 차이난다. 유니클로

와 미쏘의 ss시즌 의류 소재에 사용된 천연-인조 섬유 비율은 각각 미쏘 34.76% 65.23%, 유니클

로 51.62%, 48.4%로 미쏘가 유니클로보다 인조섬유를 약 17% 더 사용하고 있다. 유니클로와 미

쏘의 ss시즌 의류 혼방 유무에 대한 비율은 각각 미쏘 의류 중 혼방 60%, 혼방되지 않은 의류 

40%, 유니클로 의류 중 혼방된 것 42.52% 혼방되지 않은 의류 57.5%이다. 미쏘가 유니클로 보

다 혼방된 의류를 17.48% 더 사용하고 있다.

4. 결론

국내 SPA브랜드 시장에서 토종 SPA브랜드인 MIXXO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돌아

보아야 하지만 소비자가 몸소 체험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와 또 재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소

재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위 내용을 간추려 보면 미쏘 브랜드의 소재 선정과정

에서 전반적으로는 유니클로 보다 인조섬유 사용 비율이 높고, 혼방 소재 사용 비율이 높다. 구

체적으로는 비교적 면 소재 사용 비율이 낮고, 레이온 사용 비율이 높다. 꼭 유니클로의 소재 사

용 비율이 표준화 되어 그것을 정확히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매출이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하는 

좋은 결과인 만큼 유니클로의 소재 사용을 참조하여, 미쏘의 새로운 S/S의류 소재 선정 과정에서 

천연소재인 면 소재 섬유를 많이 사용하고, 합성섬유인 레이온을 사용 비율을 낮추어 소비자의 

소재 사용에 대한 기호를 참고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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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ㆍ지선구*ㆍ김수진ㆍ

한수민ㆍ김해수ㆍ설인환
금오공과대학교 바운딩박스와 인체특징점을 이용한 대형 마네킨의 자동분할 3D 

프린팅

1. 서론9)

4차산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 기술은 제품생산에 별도의 금형이 요구되지 않는다

는 점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의 맞춤형 생산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100억 달러(약 11조 원) 이상으로 예측된다(Sun, L., & Zhao, L., 2017). 특히 의류 및 바이오분

야에 적용할 경우 3D 스캔 데이터를 고객 맞춤형 의복 또는 생체재료 제작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 FDM 방식은 특허 만료에 따라 대중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Ngo, Kashani et al. 2018).

FDM방식을 비롯한 3D프린팅은 기존의 금형제작 공정에 비해 시제품 제작에 있어서 생산 공

정과 시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된 것이 장점이지만, 출력시간이 길고 돌출부, 즉 오버행

(overhang) 구조의 경우 불필요한 서포트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다. 이들 서포트 구조는 

필라멘트 재료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제거 시 제품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원인이 된다. 이를 위해 

사포(sand paper) 등을 이용한 기계적 후처리 또는 아세톤 증기를 이용한 화학적 후처리 방법 등

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결과물도 일반 사출성형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하다.

또한 현행 FDM방식 3D프린팅의 문제점은 출력물의 크기가 프린터 사이즈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체 마네킨과 같이 프린터 사이즈에 비해 크기가 큰 대형물체의 경우 사용자

의 사전작업을 통해 미리 분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D형상의 물체를 분할하는 방법 중 대표적

인 것으로는 무한한 평면으로 물체를 계층적(hierarchical)으로 자르는 방식이 있는데(Luo, L., et 

al., 2012), 이 방식은 발가락 끝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분을 자를 가능성이 있고, 연산량이 과

다한 단점이 있다(Nicholson, M., 2016). 또한 의류디자인의 경우 인체특징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특징점을 기준으로 하는 분할출력기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린터 출력 크기(beam length)를 고려하되, 인체 특징점을 기준으로 

실제 인체 크기의 대형 마네킨 데이터를 바운딩박스(bounding box)를 이용하여 자동 분할 및 

3D프린팅 하였으며. 수평방향(v-cut)과 수직방향(pie-cut)으로 마네킨을 분할한 후, 1/2, 1/4, 1/8

의 3가지 스케일로 출력데이터를 형성하고 이때 발생하는 서포트 양을 이론값과 비교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지원에 의하여 지원된 논문임(NRF-2019R1F1A10408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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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데이터 및 장비

실험에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바디데이터(Masha, by Andrey Kravchenko@Turbosquid)를 

Wave-front.OBJ포맷으로 구매하여 인체 마네킨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3D프린터는 신도의 DP-201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프린팅에 사용된 필라멘트는 신도의 PLA를 사용하였다. 또한 3D WOX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G-code를 생성하였으며, 서포트는 베이스 구조 없이 배드에 닿는 곳만 생성하였

다. 마네킨 무게 측정에는 한성의 0.01g의 정밀도를 가진 HS1100A 저울을 사용하였으며, 마네킨 

접합에는 Henkel의 에틸시아노아크릴레이트 성분의 록타이트 401 제품을 사용하였다. 모든 알고

리즘은 C++언어로 작성하였고, CSG 방식 절단은 FinalMesh사의 DLL을 이용하였다.

2) 인체 특징점 자동인식 알고리즘

이전연구(Sul, I. H., & Kang, T. J., 2010)에서 사용한 단면 폐곡선에 기반한 인체특징점 자

동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손끝, 발끝, 정수리, 가랑이, 어깨점 등과 같이 명확하게 계측되는 

1차 특징점과 이들로부터 선형 보간(bilinear interpolation)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2차 특징

점으로 나누어 계측하였다(Sul, I. H. et al., 2010). 

3) 바운딩박스 생성

직사각형 모양의 바운딩박스(bounding Box)를 이용하여 마네킨의 몸체를 분할하였다. 바운딩

박스의 종류로는 AABB(Axis Aligned Bounding Box)와 OBB(Oriented Bounding Box), K- 

DOP(Discrete Orientation Polytopes) 방식이 있으며, 실험에는 물체의 장축방향으로 직사각형 경

계를 지정하는 OBB방식을 사용하였다.

4) 바운딩박스를 이용한 분할기법

3D프린터 사이즈를 고려하여 물체의 출력범위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OBB 방식의 바

운딩박스를 이용하였다. 각 OBB는 세 가지 축방향 벡터와 그 최대, 최소 범위값 등 모두 15개의 

실수값으로 간단히 물체범위를 표현할 수 있다. 

5) 마네킨 분할

3D 형상의 데이터 구조에 따라 물체를 분할하는데 CSG와 B-Rep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실

험에는 형상이 복잡하여 B-Rep 형태의 메쉬 데이터로 생성된 인체 마네킨을 CSG 방식으로 집합 

연산을 통해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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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licing SW를 이용한 출력

프린트의 최대출력크기(Beam Length)를 고려하여 수평방향 절단(v-cut)과 수직방향 절단(pie- 

cut)방식으로 하여 분할하였다. 이후 Slicing SW를 이용하여 마네킨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하여 서

포트 발생량을 확인하였으며, 1/2, 1/4, 1/8의 3가지 스케일로 출력하여 이론값과 실체 출력된 마

네킨의 서포트 발생량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대형 마네킨의 분할 출력

대형 마네킨에 대해 인체 특징점을 기준으로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마네킨을 절단 후 1/2, 

1/4, 1/8의 3가지 스케일로 출력하였다. 서포트 출력양은 v-cut 1/2, 1/4, 1/8 scale 각각 0.05g, 

1.22g, 7.75g 이며, pie-cut 1/2, 1/4, 1/8 scale 각각 0.31g, 2.99g, 36.92g 으로 나왔다. 수평방향

절단(v-cut)은 스케일이 커짐에 따라 몸체 대비 서포트 양이 이론값과 실험값 모두 증가하였고, 

수직방향절단(pie-cut)의 경우 스케일이 커짐에 따라 몸체 대비 서포트 양이 실험값에서는 증가하

였지만 이론값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 바운딩박스 절단 방식의 문제점

유한평면으로 물체를 분할하기 위해 바운딩박스를 사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의 절단 없이 마네

킨을 분할하였다. 이후 B-Rep방식을 이용하여 복잡한 형상의 3D 마네킨을 모델링 한 결과 골반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B-Rep 방식은 점, 선, 면의 위상요소가 연결되는 상

관관계를 이용해 복잡한 물체를 디자인하는 방식이다. 골반부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CSG 방식

과의 비교를 통해 원인을 분석 해 보았다. AutoDesk사의 TinkerCAD를 이용하여 CSG 방식으로 

원뿔과 직육면체를 교집합 후 원뿔을 한 번 더 교집합 하였으며, Pelikan사의 FinalMesh를 이용

하여 B-Rep 방식으로 원뿔과 직육면체에 대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CSG 방식은 단위형상

(primitive)을 저장하는 간단한 Tree구조를 가지고 있어 오류가 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두 번의 

교집합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났다. B-Rep 방식에서는 첫 번째 원뿔과 직육면체의 교집합은 정

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를 원뿔과 한 번 더 교집합을 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발생하였다. 이는 

B-Rep방식은 위상요소로 물체를 표현하는데 형상이 다른 물체도 같은 위상요소의 상관관계로 인

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합연산자를 적용할 때 바운딩박스가 물체와 같은 면을 공유하는 경우 

해당 박스의 크기를 약간 팽창시킴으로써 소수점 오차 오류를 방지하였다.

4. 결론

3D 인체 형상 대형 마네킨은 프린트 출력 크기(beam Length)의 제한으로 물체를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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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물체를 무한한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의도치 않은 부분을 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운딩박스를 사용하여 출력할 물체를 선택적으로 추출하도록 하였다. 바운딩

박스 중에서 특히 OBB를 사용하여 15개의 실수값으로 출력범위를 간단하게 지정하고. 박스의 수

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B-Rep형태의 메쉬 데이터를 CSG 방식으로 집합연산하

여 마네킨을 분할하였으며, 1/2, 1/4, 1/8 스케일에 대해 수평방향(v-cut)과 수직방향(pie-cut)으로 

각각 출력하여 서포트양을 비교해 본 결과 수평방향(v-cut)과 수직방향(pie-cut)모두 스케일이 증

가함에 따라 몸체 대비 서포트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B-Rep 형태의 메쉬 데이터를 사용하는 마네킨을 인체 특징점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에서 마네

킨 골반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B-Rep 방식으로 점, 선, 면의 위상요소를 이용하여 

물체를 디자인할 때 형상이 다른 물체라도 같은 위상요소의 상관관계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인체특징점을 기준으로 바운딩박스를 이용하여 대형 마네킨을 자동분할 

하였으며, 이를 수평방향(v-cut)과 수직방향(pie-cut)으로 분할하여 1/2, 1/4, 1/8의 3가지 스케일

로 출력하여 스케일이 증가함에 따라 서포트의 양 또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인

체 특징점을 이용하여 모션 데이터 및 뼈대값(skin weight)을 부여하고 메쉬의 자유변형(free 

form deformation; FFD)을 통해 포즈변화가 가능한 마네킨 제작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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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저감과 내절단 성능 산업용 안전장갑의 소재 설계에 따른 
역학적 특성과 입체성형성 

동력 공구(power tool)를 이용한 작업시 공구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진동과 충격이 작업자의 

손과 팔, 어깨 등으로 전달되어 불편함을 주고 작업효율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출시 

혈관계, 신경계, 근골격계의 질환 또는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산업

재해의 예방을 위한 진동저감과 내절단 성능을 보유한 산업용 안전장갑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더블 커버링 복합사의 작업 조건 중 DR과 TPM을 변수로 하여 총 9종의 복합사를 개발하

고, 18G 밀도의 싱글 조직의 편직물을 대상으로 소재의 역학특성과 입체성형성을 측정하였다. 또

한 이들 소재의 역학특성치와 물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소재 설계에 따른 역학특성과 입체성

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복합사 개발을 위한 DR의 범위는 2.0, 3.0, 4.0이었으며, TPM의 범

위는 200, 400, 600 로 하였다. 직물의 외관특성은 심퍼커링(seam puckering) 실험을 실시하였으

며 KSK ISO 7770에 의거하여 시료 당 3회 실시하여 평균치로서 각 시료의 심퍼커링 값으로 사

용하였다. 봉제속도는 2,000rpm, 노루발압력 4kgf 그리고 북실 장력은 전방부와 후방부위 각각 

100gf의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입체성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직물의 역학 특성치의 측정은 KES-FB

와 FAST 시스템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해당 계산식으로 계산하여, 이들 소재가 의류가 되

었을 때 입체성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치로 계산하였다. DR에 따른 Formability(KES) 결과를 

살펴보면, DR 조건에서는 2>3>4 순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TPM 조건에서는 200>600>400 순

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DR에 따른 Formability(FAST) 결과를 살펴보면, DR 조건에서는 2>3>4 

순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TPM 조건에서는 200>600>400 순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소재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축특성, 굽힘 강성 및 전단 강성치에 대해서 두 가지 계측기에서 측

정된 값을 상호비교 하였다. 신축특성은 상관계수 0.98의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굽힘강성

은 상관계수 0.76으로서 신축특성 보다는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또한 전단강성은 0.71의 상관

계수를 보여 역시 신축특성의 상관계수보다는 더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입체성형성(F)의 

KES-FB와 FAST시스템 사이의 상관성과 이들 F에 영향하는 직물의 신축특성과의 상관성을 분석

하였다. 입체성형성의 두 계측기기 사이의 상관계수는 0.90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입체

성형성에 영향하는 역학량 즉 신축특성, 굽힘강성, 전단강성 중에서 신축특성이 KES-FB 기기에서

는 0.79, FAST 기기에서는 0.846의 높은 상관성을 보임으로서 입체성형성에 가장 높은 기여함을 

하였다. 입체성형성과 심퍼커링 물성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심퍼커링과 입체성형성은 

KES-FB와 FAST시스템 모두 상관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심퍼커링은 직물의 구조인자와 

재봉기의 심조건이 모두 영향을 주나 직물특성보다 심조건이 기여도가 더 높은 것을 예측 할 수 

있었다.10)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9-MOIS3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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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전도측정 스마트의류 프로토타입 개발과 사용성 및 EMG 
성능평가

1. 서론11)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은 의류학, 전기전자공학, 그리고 정보처리학 등 다학제간 협력을 요구한

다(Wakins & Dunne, 2015). 최근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은 의류제품에 접목되어 보다 유연하고 

착용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웨어 플랫폼이 의류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서 소비자에

게 보다 쉽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의류학 전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에서 개발한 컴프레션웨어 기반 상하의 각 16채널 전극을 포함하는 근전도 측정 피트니스

용 스마트의류의 설계 및 제작과정을 공유하고 시작품의 성능평가결과를 보고하고자 하였다. 최

적의 근전도 측정기반의 스마트의류 개발을 위해 1) 운동 중 근전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의복

생리학적 검토, 2) 소비자에게 수용되기 위한 의류디자인, 3) 의복과 전극패턴의 개발 과정을 거

쳤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생리학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 시작품의 컨셉을 바탕으로 근전도 전극패

턴의 설계와 완성된 1차 시작품의 성능평가 결과를 다루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의류 및 전극 패턴 디자인과 기술적설계 

근전도의류 설계시 어떤 근육의 근전도를 측정할지 결정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전문 트레이너와의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상체와 하체 각각 4개의 근육을 선택하였다(상

체: 이두근, 삼각근, 승모근, 광배근/ 하체: 대둔근, 대퇴이두근, 대퇴직근, 대내전극). 전극의 위치

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결정하였으며(Konrad, 2005), 신호처리 및 전원공급의 중심으로 작용하

는 PCB보드의 위치를 결정한 후 각 전극과 보드를 연결하는 경로(전기적 배선)에 봉제선이 최대

한 위치하지 않도록 상하의 컴프레션웨어를 디자인, 의류패턴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CLO의 3D 착의상태에서 전극위치 및 배선을 추출함으로써 의류패턴상 전극 및 배선패턴을 도출

하였다(CLO 3D, CLO Virtual Fashion Inc., Korea). 

2) 시작품 제작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축성이 있는 전도성 필름을 EMG전극과 배선에 활용하였다. 사전실험을 통하

여 EMG 전극의 사이즈는 직경 2cm, 배선은 5mm 두께로 제작하여 열접착하였다. 전극 및 배선

본 연구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관주요사업 “지능형 전자섬유 기반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개발(kitech JA-20-0001)”과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지능형 전자섬유 기반 스마트텍스트로닉스 개발(kitech IZ-20-000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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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착한 이후에는 150μm 두께의 TPU 필름을 전극을 제외한 부분에 접착시킴으로써 착용시 피

부면을 통한 다른 신호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시작품은 일반적인 남성 Large사이즈를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며, 컴프레션웨어에 주로 활용되는 오드람프 봉제법(무시접봉제)을 활용하였다. 

3) 사용성 및 EMG 측정성능평가

제작한 의복의 사이즈에 맞는 남성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작품을 착용케 하였으며, 양팔을 위

로 올리기, 양 팔을 옆으로 올리기, 쭈그려 앉기, 다리를 들어올리기 등의 동작을 3회 이상 반복

한 후 의복의 착용감을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EMG 신호를 측정하였는데, 이 때 자체제작 근전

도 측정용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EMG 신호를 수집 및 저장, 전달하였고 자체 제작한 실시간 근전

도신호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EMG 측정여부를 점검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위 과정으로 제작된 근전도측정 피트니스용 스마트의류를 통해 EMG 신호가 원활히 감지되었

으며, 이는 모든 전극부분이 인체에 잘 밀착되도록 디자인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

발된 근전도의류는 전극이 피부에 잘 부착되는 것이 EMG 신호의 수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행

조건임을 고려하여 컴프레션웨어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컴프레션웨어가 수반하는 

문제인 의복의 지나친 압박감으로 인한 착탈의과정의 불편함이 발생하였으나, 착용 후 운동 중에

는 착용감이 일반 컴프레션웨어와 큰 차이가 없었다. 향후 근전도측정 스마트의류의 상용화를 위

해서는 세탁성 및 내구성의 확보 및 성능검증이 요구되며, 이후 대량생산 또는 자동생산을 고려

한 제작공정에 대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Konrad, P. (2005). The ABC of EMG: A Practical Introduction to Kinesiological Electromyography. Noraxon: Scottdale, AZ.

Wakins, S. & Dunne, L. (2015). Functional Clothing Design: From Sportswear to Spacesuits (1st edition), Bloomsbury 

Publishing.



424 _____ 라이프케어 인 스타일테크(Lifecare in styletech)

김소영ㆍ이옥경ㆍ이희란*
충남대학교ㆍ*금오공과대학교

여성용 발열스마트웨어 개발을 위한 쾌적온도범위 및 동적 
온도변화 연구

겨울철 추운 환경에서 착용자의 온열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발열 의복이 개

발되고 있으며, 부분 가온시 인체 반응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발열 스마트웨어가 개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남녀의 온열 쾌적

감, 추위에 견디는 시간, 발열판 사용시간 등 추운 환경에서 발열판을 사용하는 행동특성이 성별

에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운 환경에서 온열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발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을 위한 스마트발열웨어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운 환경에서 여성이 원하는 발열 온도범위를 구하였다. 이를 위해 발열 

on/off 시점의 온도를 측정하였고, 발열 on/off 시 부위별 온도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12)

본 연구는 20대 여성 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실험은 Climate chamber(2℃, 60 %RH, 

1.2m/s)의 저온 환경에서 75분(앉은 상태 30분, 운동 15분, 앉은 상태 30분)동안 진행하였다. 착

용 의복은 발열판이 부착된 내의를 가장 안쪽에 착용한 후 상의는 셔츠, 점퍼를 착용하였으며, 

하의는 내의 위에 바지를 착용하였다. 이때 발열판은 상의 내의 복부 부분, 하의 내의 뒤허리 부

분 안에 들어가도록 제작하였고 실험 시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발열판을 on/off할 수 있도록 실

험설계를 하였다. 인체 부위별 온도측정은 총 9점에서 측정하였으며, 통계 분석은 처음 추운 환

경에 들어간 후 발열판을 on할 때까지 걸린 평균시간(약 11분)을 중심으로 추위에 민감한 그룹과 

민감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온열쾌적성이 유지되는 발열 on/off 시점의 평균 피부온의 범위는 운동 전 휴식시 상

의 34℃~44℃(하의 31℃~40℃), 운동 시 상의 38℃~42℃(하의 36℃~40℃), 운동 후 휴식 시 상의 

37℃~43℃(하의 35℃~38℃)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위 민감도 그룹에 따라 비교한 결과 추워서 발열

판을 on하는 시점의 온도는 종아리 내의 위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발열판을 off하는 시점

의 온도는 가슴 내의 위(p<.05), 종아리 내의 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p<.01). 운동유무에 따른 부

위별 온도변화를 살펴본 결과 발열판을 on한 시점의 온도는 가슴 위 내의, 등 피부온, 뒤허리 피부

온, 발열판을 off한 시점의 온도는 복부 내의 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종합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가열부위의 피부온과 운동유무에 따른 피부온, 의복내 온도를 살

펴본 결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자동발

열이 가능한 스마트웨어의 시스템 개발 시 남성과 여성용을 분류하여 데이터 자동 발열 세팅 값

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20R1I1A3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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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 고구려 신라의 경금과 실크로드의 상관성 

실크(SILK)의 어원이 실감는 특수한 기구인 고구려의 ‘실꾸리’ 이다. 영남대학교 조환교수는 "

오랫동안 섬유산업 역사를 연구하다 실크라는 용어에 관심을 갖고 집중 연구한 결과 영어 실크의 

뿌리가 고구려 시대 우리나라에서 태동된 특수한 실 감는 기구인 실꾸리(sil-kkury)에서 처음 시

작됐다는 각종 자료를 수집,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료수집과 연구결과는 일본섬

유학회지에 게재돼 일본 학술계로부터도 인정받은 것은 대단한 소식이고, 국내 의류학계도 이 같

은 역사적 사실 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일인 리히트호펜(1833~1905)은 실크로드(Silk Road)는 한나라 장안/서안에서 시작해 서역 각

국으로 전달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동방의 역사를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실크로드는 하서주랑의 

지형인 서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북서남이 모두 막혀있고 교통이 좋지 않은 서안은 가로막

힌 티벳 고원과 파미르 덕분에 서역의 소식에 어두웠었다. 또 빠른 이동수단인 말도 없었기에 더

욱 그러했다. 또 한무제 그 이전부터 실크는 서역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한무제떄 장건이 서북로

를 뚫어 서역으로 가는 개척로를 만든 기원전 2세기에 실크로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원

전 10세기경에도 북쪽 초원에는 비단 무역로 초원길이 존재하였으며 그 동쪽 끝의 실크 생산국은 

발해만 고조선, 요서, 요동이었다. 따라서 이의 증거를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본 연구

는 실크로드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최초로 실크를 공급하던 주역이 누구였는지, 또 고조선의 실크

의 생산의 수준은 어떠했는지 가늠해보고 그 상관성을 추측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실

증적 자료인 고대 유물의 분석과 문헌적 고찰을 병행하였다. 유물에 대한 자료는 관련논문, 도서, 

다양한 분야의 1차적 자료이외에 인터넷 유물사진들을 수집한 2차적 자료를 포함하였다.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크로드와 고조선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세레스의 어원을 살펴

본다. 셋째, 주변국과 고조선의 견직물 생산 수준을 알아본다. 넷째, 고조선에서 발명된 금직물의 

유물에 대해 알아본다. 다섯째, 고조선의 경금과 고도의 제직 기술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고대에는 이동 및 동서교류가 더욱 활발하였기에 고조선의 여러 복속국가 무역이 

발달하였다. 둘째, 견단백질인 세리신은 로마어 ‘세레스, 세리카’로부터 온 것이며 이는 기원전 1

세기에 실크를 가져오는 동방의 서라, 새라, 신랑, 시라 등 명칭을 갖던 기마북방민족의 ‘신라’이

었음을 밝혔다. 실크, 세리신의 어원이 고구려, 신라에 기인하므로 발해만고조선 문명과 실크생산 

수준은 매우 상관이 깊었을 것이다. 셋째, 노인울라, 신장자치구 누란, 니야 등에서 출토되는 경

금은 고조선의 것으로 사료되며, 출토 경금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금은 고조선의 수도였던 조양

에서 발굴된 것이다. 넷째, 위금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경금은 기원전 11세기경 발해만 유역의 

고조선에서 생산한 경금이며 이는 점차 색동으로 발전하였다. 다섯째, 고조선의 제화루 직기와 

고도의 제직기술을 통하여 경금이 탄생되었고 이는 한무제의 장건의 실크로드보다 이른 기원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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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경 북방 초원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미 서역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역사는 왜곡이 가능

할지라도 문화예술 양식은 왜곡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해서 고대의 실크문화사의 연

구 및 의생활문화사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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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신체보호용 작업복디자인 가이드 개발
- 군 특수복 제작 사례를 적용하여 -

본 연구는 군 특수복 제작 사례를 적용하여 일반적인 작업환경에서 인체의 보호를 가장 합리

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성 유니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인간이 활동하

는 작업장에서의 안전 기능성 작업복의 개발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작업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능성이 부가된 안전 작업

복은 다양한 작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한 작업복의 형태는 특수한 작업환경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는 단점과 작업

복의 경우 비용 측면에서 고려되는 기능이 있음을 감안 할 때, 다양한 연령과 신체 특성에 관계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의 편이성이 고려된 유니버설디자인 개

념이 적용된 안전 유니폼의 개발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군 특수 작업복인 

지뢰 제거 작업용 보호복 개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신체 특성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작업

용 유니폼으로의 안전 보호복 디자인 개발을 하였으며, 개발된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차별되

지 않고 모든 사용자의 편이성이 고려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한 작업용 유니폼 디자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가

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는 모든 사용자가 동등한 사용을 알 수 

있어야한다. 특히 신체가 불편하거나, 연령의 차이가 있거나, 경험이나 지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누구에게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설명 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조작 없이 사용할 수 있

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지뢰 제거 작업의 보호복의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본 많은 특수복 

작업자의 요구는 가벼우며, 활동성이 확보된 디자인을 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작업복은 팔과 

다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디자인되는 것이 중요한 디자인 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도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 이론과 합치되는 결과로 활동성의 확보는 작업복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군 특수복 제작 사례를 적용하여 진행한 연구로 많은 정보를 기

반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으며, 군 특수복 중 지뢰 제거 작업복의 사례분석에 

국한하여 다양한 특수복 제품을 제시하지 못 한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작업복 개발 부분에 있어 

요구되는 디자인 쟁점을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었으며, 향후 본 연구

의 결과에서 보여 진 에이프런 스타일에서 좀 더 발전된 활동성이 확보된 디자인 개발을 지속적

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