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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존경하는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에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되는 2019 추계학술대

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의 의류산업은 최근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

차례의 산업혁명을 겪으며, 한국의 의류산업은 한국의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

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부가가치 창출 방법은 중국, 동남아 등의 도전으로 인하여 점점 더 유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마트 섬유 및 의류, 디지털 패션, 개인 맞춤주문형 의류, SNS 마케팅, 

동영상을 이용한 V-Commerce 등 새로운 융합기술을 이용한 신개념의 시장이 태동되고 있습니

다. 최근 한국의류산업학회는 이런 융합기술 연구와 개발을 선도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제품화

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디지털 융합

기술의 활용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라는 주제 아래 “New Fashion – New 

Talents”를 이태리 마랑꼬니 Matteo Lenzotti 교수님께서, “섬유패션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방

안”를 ㈜케이준컴퍼니의 강성문 대표님께서 각각 기조 강연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포럼으

로 기획한 문인석옷방 문인석 대표님의 “라이브 커머스 시대를 위한 패션 크리에이터 양성”과 ㈜

한글로벌어소시에이츠 한영아 대표님의 “Basic Fundamentals of Global Marketing”으로 4차 산

업혁명 시대 융합을 통한 신유통과 글로벌 마케팅 전략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학회의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마지막 학술행사로 회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에 힘입어 각 분과별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에서 약 100편에 달하는 최신 연구논문이 소

개될 예정으로 섬유 및 의류관련 산업체와 기관, 대학의 통합적인 산ㆍ학ㆍ연ㆍ관의 발전적인 교

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논문을 발표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

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직위원장과 운영진들,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산

업· 산학부회장님, 이사님들을 비롯한 연구소, 기관,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리며, 이번 학회에 각종 수상을 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2019. 10.

(사)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박 창 규

2019년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고 준 석





축하의 글

존경하는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대외부총장 문흥안 교수입니다. 우선 학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올해, 건

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한국의류산업학회 2019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모든 

건국가족과 함께 여러 회원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성대한 추계학술대회를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학회장님과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조직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 추계학술대회에는 평소 건국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뿐

만 아니라 교양대학 학장으로서 학사업무에 헌신하시면서도 뛰어난 추진력을 발휘하시는 박창규 회장님과 

고준석 조직위원장님의 열정을 격려하시기 위해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께서 참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었

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에게 축사를 대신 부탁하시면서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하는 저와 같은 문외한에게도, 한국의 의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고 앞으로도 그 자리를 지키며 더욱 발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웃한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하시는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의 노력은 이미 디지털 패션, 맞춤 주문형 생산, SNS 마케팅, 스마트 섬유 

및 의류 개발과 생산 등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화한 생산현장과 유통을 통해 이를 확산해 가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9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이라는 주

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조강연과 특별포럼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의류산업의 변화를 공유하

시리라 기대됩니다. 이어지는 각 분과별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에서 약 100편에 달하는 최신 연구논문이 

소개된다고 하니 추계학술대회가 명실 공히 섬유 및 의류패션관련 산·학·연·관을 통합하는 발전적인 교

류와 소통의 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 오늘날의 급격한 변화는 갑자기 그리고 모든 곳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

다. 기술 발전과 세계화는 시장 경쟁요인들을 가속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의 경

제적 영향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범위와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IT 융합 기술혁신은 인간의 직관

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속도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처리 능력과 연결성의 증대는 그 일부의 현

상일 뿐, 그 효과는 데이터 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생성되고 산업화되고 있습니

다. 또한 인구의 변화는 모든 시장의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

동력의 감소는 성장을 이끄는 생산성에 큰 부담을 주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

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그 규모도 커지면서 21세기로의 전환기에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직관을 형성시켜준 과거와 달리 앞으로의 세계는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버릴 때 미래

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부디 오늘의 추계학술대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귀중한 

길잡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건국대학교 대외부총장 문 흥 안





2019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일시: 2019년 10월 26일 (토) 09:00~17:40

장소: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시 간 발표 및 내용 장 소

09:00~ 
10:00

등록 및 교재배부/포스터 게시 산학협동관 1층

10:00~ 
10:20

개회사/국민의례
학회장 인사 : 박창규 회장(건국대)
축사 : 문흥안 대외부총장(건국대)
시상 : 우수기관상/학술상/신진학술상/우수사독상
[사  회] 고준석 부회장(건국대)

산학협동관 118호 
(223호)

10:20~ 
11:10

기조 
강연

기조강연 1
[주  제] New Fashion - New Talents  
[발표자] Matteo Lenzotti 교수 (Istituto Marangoni)  
[사  회] 채진미 교수(한성대)  [토  론] 박은경 교수(인천대)

11:10~ 
12:00

기조강연 2 
[주  제] 섬유패션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방안
[발표자] 강성문 대표(케이준 컴퍼니) 
[사  회] 이진화 수석부회장(부산대)  [토  론] 김성민 교수(서울대)

10:00~ 
16:00

전시
제8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출품작 전시
제6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 전시        
[사  회] 도월희 부회장(전남대)

산학협동관 1층

12:00~ 
13:30

중식 
이사회의
[사  회] 임호선 총무이사(숙명여대)

상허마루 
(상허기념도서관) 

산학협동관 202호

13:30~ 
14:10

특별 
포럼

특별포럼 1
[주  제] 라이브 커머스 시대를 위한 패션 크리에이터 양성 
[발표자] 문인석 총괄디렉터(문인석옷방) 
[사  회] 구수민 교수(건국대)    [토  론] 정혜연 교수(한국뉴욕주립대-FIT) 산학협동관 118호 

(223호)

14:10~ 
14:50

특별포럼 2 
[주  제] Basic Fundamentals of Global Marketing
[발표자] 한영아 대표((주)한글로벌어소시에이츠) 
[사  회] 구수민 교수(건국대)    [토  론] 김문영 부회장(계명대)

14:50~ 
15:00

휴 식 

15:00~ 
16:00

구두 
발표

의복과학 및 의복구성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제1발표장
(223호)

제2발표장
(202호)

제3발표장
(215호)

16:00~ 
16:30

포스터
연구논문 포스터 발표 및 심사
[총  괄] 이선희 교수(동아대), 김정미 총무이사(부경대)

산학협동관 2층

16:30~ 
16:40

제8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시상식
[사  회] 도월희 부회장(전남대)

산학협동관 118호 
(223호)

16:40~ 
17:40 

정기총회                [사  회] 임호선 총무이사(숙명여대)
우수 포스터상 및 디지털 패션 우수 작품상 시상
폐회사 / 경품추첨       [사  회] 윤혜준 박사(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학협동관 118호 
(223호)



연구논문 발표(구두)

시 간

의복과학 및 의복구성 
(장소: 제1발표장 223호)

좌장: 노정심(상명대)
토론: 김성민(서울대)

홍경화(공주대)
송화경(경희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20
출력 각도별 CFDM 3D 프린팅 Auxetic 패턴 구조체의  역학적 

특성

김혜림, 이선희

(동아대)

15:20~15:40
열과 메탄올 처리에 의한 PEDOT:PSS/PU 나노섬유 웹의 세탁 

전/후 표면, 전기적 특성 비교 및 ECG 전극으로의 활용

차수진, 이유진, 조길수

(연세대)

15:40~16:00
Proposal of Pants Design Classification for Modular Fashion 

Design Software

Minjoo Kang, Jongsun Kim, 

Sungm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시 간

패션디자인
(장소: 제2발표장 202호)

좌장: 임은혁(성균관대)
토론: 임지아(대구대)

김정미(부경대)
박주희(국민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20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디지털 리얼리티
김세나, 오경화

(중앙대)

15:20~15:40 럭셔리 패션 브랜드 스토어에 나타난 예술화 전략
황진주, 임은혁

(성균관대)

15:40~16:00 플럭서스 관점에서 바라본 Carol Christian Poell 작품세계
홍준영, 전재훈

(서울대)

시 간

패션마케팅
 (장소: 제3발표장 215호)

좌장: 이진화(부산대)
토론: 이현화(인하대)

박민정(이화여대)
추호정(서울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20 VR 쇼핑환경에서의 쇼핑 몰입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천예림, 박민정

(이화여대)

15:20~15:40 한류 휴먼브랜드의 특성이 애착과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김은혜, 이진화

(부산대)

15:40~16:00 신체 긍정주의에 대한 미디어 표현과 여성의 신체이미지
이민선*, 이현화

(고려대*, 인하대)



연구논문 발표(포스터)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위원장: 이선희(동아대), 김정미(부경대)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위원: 패션디자인- 이규진(한세대), 구수민(건국대)

 패션마케팅- 추호정(서울대), 박민정(이화여대)

 의 복 과 학- 김혜림(숙명여대), 전영민(KOTITI시험연구원)

 의 복 구 성- 최영림(대구대), 송화경(경희대)

장소: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2F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 3D 프린팅을 활용한 단추 개발에 관한 연구
손보현*, 권영아

((주)예진에프엔지, 신라대학교) 

P2 3D 프린팅을 활용한 버클 개발에 관한 연구
이은이*, 권영아

(신라대학교)

P3 A Study on the Preferences of the Winter Boots
Kwon Young Ah

(Silla University)

P4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패션쇼에 표현된 시대적 요소

-John Galliano와 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이현정*,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P5
A Study on  Fashion Design Using Characteristics of the Camp 

-Based on 2019 Met Gala  Dresses-

Xiaoshuang Chen*, Juhee Park

(Kookmin University )

P6
방역 현장에서의 활동 편의성이 향상된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디자인 제안

사아나*,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7
국내·외 시판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디자인 및 사이즈 현황 

조사

사아나*,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8 만다라문양을 응용한 복식디자인
윤민영*, 문윤경

(성신여자대학교)

P9 국내 항공 승무원 유니폼의 매력성과 주목성 연구
문혜림*, 이경희

(부산대학교)

P10 남성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투명성에 관한 연구
손민지*, 김정미

(부경대학교)

P11
A Study on Innovative Design Using Auspicious Patterns of clothing 

in Ming dynasty

Dongxue Li*, Juhee 

ParkSeung, Hyun Kim

(Kookmin University)

P12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와 의복과의 관계 분석
유현정*, 김정미

(부경대학교)

P13
한국과 일본의 신진 패션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7 S/S∼2019 F/W 서울패션위크와 도쿄패션위크 비교를 중심으로-

정아름*, 전재훈

(서울대학교)

P14
인스타그램 포스팅 활동에 따른 SNS 피로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Micro-Influencer)를 중심으로 -

박혜인*, 전재훈

(서울대학교)

P15
중국 바이두에 나타난 한국 패션 동향 분석

-2013년~2018년 게재된 정보를 중심으로-

슈칭칭*, 하지수

(서울대학교)

P16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릎 보호대 디자인 특징 분석
박수진*, 구수민

(건국대학교)



P17 패션문화상품을 위한 한국전통문양의 이미지 분석
이성규*, 구수민

(건국대학교)

P18
캐릭터 콘텐츠를 활용한 ICT 융합 기반의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제품 

제조 서비스시스템 개발

한설아*, 강성문, 김원미, 

용광중, 박현도

((주)디자이너인더스트리, 

(주)케이준컴퍼니, 오르컴퍼니, 

한국의류지능화연구소, (주)엔키)

P19 실리콘 가공을 이용한 고기능성 친환경 패션디자인 연구

안지원*, 윤혜준, 정경아

(신한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새FNC)

P20 19세기 중하반기 프랑스 남성상의 유물의 패턴제작에 관한 연구
김양희, 류경화, 배지예*

(인하대학교)

P21 영화<보헤미안 랩소디>에 나타난 프레디 머큐리의 의상 분석
김희락*, 권미정

(부산대학교)

P22 파놉티콘 특성에서 본 Elizabeth Keith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통복식 연구
김혜영*, 권미정

(부산대학교)

P23 메르베이외즈(Merveilleux) 복식에 나타난 소비취향
신파람*, 이효진

(전북대학교)

P24
의복추구혜택이 패션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특성지각과 콜라보레이션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

왕정*, 김한나

(충남대학교)

P25

V-Commerce 특성이 패션 콘텐츠의 진정성, 몰입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시장전문성의 조절효과-

고권일, 김지현, 박선희,    

설유정*, 전은하

(동아대학교)

P26
패션기업의 직무환경이 창의적 디자인 능력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규모 및 유추적 사고능력의 조절효과-

김우빈*, 김하연

(서울대학교)

P27
친환경 패션 브랜드와 인플루언서의 콜라보레이션이 브랜드 진정성, 

온라인 구전의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유우찬, 이경선, 이강민, 

정지윤*, 전은하

(동아대학교)

P28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패션일자리창출사업을 중심으로-

김지연*, 임린

(호남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P29 옴니채널 유형이 옴니채널 쇼핑동기 및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혜린*, 김한나

(충남대학교)

P30
공유가치창출(CSV)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패션기업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오명수*, 김한나

(충남대학교)

P31 패션 관련 증강현실(AR) 콘텐츠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이현진*, 구양숙

(경북대학교)

P32
AHP를 활용한 브랜드 가격 수준별 한류 화장품 구매 선택속성에 관한 

한·중소비자 비교 연구

마웨시*, 이진화

(부산대학교)

P33
국내·외 패션브랜드의 아트마케팅에 관한 연구

-국내 및 해외 패션브랜드의 국내 아트마케팅 사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조희경, 정소원*

(부산대학교)

P34 노년층 소비자의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성별 비교분석
채진미

(한성대학교)

P35
페이스북 관계망과 남성의 신체이미지, 운동 및 식이조절태도

-삼자영향모형-

이민선

(고려대학교)

P36 스마트 자켓의 인식과 수용도 파악을 위한 소비자 조사
류현*, 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37 전공분야별 교과과정과 학과명과의 관련성 조사연구
유화숙

(울산대학교)



P38 큐레이션 서비스의 품질이 사용자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서영*, 이진화

(부산대학교)

P39
패션제품 가상착장 어플리케이션 속성이 사용자 몰입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지은*, 이은정

(국민대학교)

P40
패션브랜드 생산정보 투명성이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남지형*, 이은정

(국민대학교)

P41 패션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공진화 유형
권기용*, 추호정

(서울대학교)

P42 패션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구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김한샘*, 이진화

(부산대학교)

P43
과업 복잡성과 지각된 정보양의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

-라이브 커머스의 충동구매행동을 중심으로-

김효정*, 이유리,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44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남녀 소비자 인식차이 연구 

-서비스 이용과 품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김효선*, 이진화

(부산대학교)

P45 국내·외 패션제품 공유서비스 사이트 분석
이희란*, 이예진 

(금오공과대학교*,  충남대학교)

P46
부르디외의 계급이론을  이용한 중년 남성 CEO의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구별짓기 특성에 관한 연구

은광희, 문윤경*

(성신여자대학교)

P47 롱패딩 코트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조사
이주영*, 구영석

(부산대학교)

P48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이용한 소비자 맞춤형 캐릭터 디자인 제품 제조 

서비스 시스템 개발 방향 모색  

한설아*, 강성문, 용광중

((주)디자이너인더스트리*, 

(주)케이준컴퍼니, 

한국의류지능화연구소)

P49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 사례 제안 및 만족도 조사
하지태, 정인의*, 한정민

(단국대학교)

P50 저체온방지용 구명복의 해외 제품 동향
이선희

(동아대학교)

P51 Newtro ; 빈티지 패션의 재해석
허정은*, 장연희, 이선희

(동아대학교)

P52 고령자의 피트니스 동작시 체표면적 및 체표길이 변화율 분석
전은진, 유희천, 김동미, 김희은

(포항공과대학교, 경북대학교)

P53 매염제처리에 의한 허브 추출물 염색직물의 항균성 변화
배현숙

(창원대학교)

P54 Sweating  Guarded-Hotplate System을 이용한 충전재의 보온성 평가
김기준*, 김종훈, 김종범

((재)FITI시험연구원)

P55 코스메틱용 부직포의  수분관련 성능평가법 개발
전영민*, 김민

(KOTITI 시험연구원)

P56
금속염을 이용한 전도성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소재의 전기전도도 및 

내구성 향상

 김혜림*, 김현진,

Carla Silva, 송지은 

(숙명여자대학교, 

University of Minho,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57 발포백 소재 특성에 따른 발포폼 형성능력
노정심*, 임효빈

(상명대학교)

P58 기능성 소재개발을 위한 키토산 마이크로캡슐의 제조 및 방출특성
류수진*, 배현숙

(창원대학교)



P59 친환경 마스크 개발을 위한 천연 염료의 기능성 연구
송은주*, 박광애, 김라연

(포항공과대학교, (주)휴머노피아)

P60 리사이클 PET chip 적용 단섬유 제조기술 개발
박법*, 손정현, 신재익, 강은지

((주)새동방 기술연구소)

P61 탄성 자수사를 활용한 침구용 입체자수 기법 개발에 관한 고찰
한미경*, 정은영, 전은경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중앙텍스)

P62
내세탁성이 있는 항균, 소취기능의 복합방적 침구용 원단 개발에 관한 

고찰

한미경*, 정은영, 이채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마이하우스)

P63
실버나노와이어 및 탄소발열 페이스트를 적용한 발열인솔 제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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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tituto Marangoni

New Fashion – New Talents

A high-demanding market have pushed a lot of brands to change their point of 

views on designers, and most importantly what a designer should be today. 

The lecture will start with a brief on what a brand is and why is important for a brand 

to praise its heritage while looking at the future of fashion. 

The audience will be shown several examples of major Italian Fashion houses with an 

high-light on why they are so different from each other’s. 

In the final part of the lecture the audience will be introduced on what companies are 

looking for in a designer today and why it’s so important for a designer to understand the 

brand identity and the heritage of the brands they are working for, meanwhile creating and 

leading companies into the future of fashion and trends. 

Matteo Lenzotti

Matteo Lenzotti is a Fashion Creative Director with fifteen years of work experience as a 

fashion designer. Over this time, he has developed and delivered projects for some of the 

most influential brands among the international Fashion scene such as MaxMara and Aquilano 

Rimondi.  

Over the past eight years he has been working as a consultant and a Creative Director 

with a special focus on the Chinese market, leading successful projects of re-styling and 

re-branding for various Chinese brands and in 2017 he opened his own consulting and trend 

hunting studio. In 2013 he joined Istituto Marangoni as a lecturer based in the Shanghai 

Training Center where he continues to teach in Fashion Design courses.  

Matteo has a background as a Ceramic Designer that allows him to bring many different 

influences to his work in the Fashion Industry. He also distinguished himself as one of the 

top 20 alumni of Istituto Marangoni Milano in 2009.



4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5기조강연 1_____



6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7기조강연 1_____



8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9기조강연 1_____



10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11기조강연 1_____



12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13기조강연 1_____



14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15기조강연 1_____



16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17기조강연 1_____



18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19기조강연 1_____



20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21기조강연 1_____



22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23기조강연 1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기조강연 2

주제

섬유패션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활용방안

강성문 대표 케이준 컴퍼니 

사회: 이진화 부산대

토론: 김성민 서울대





27기조강연 2_____



28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29기조강연 2_____



30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31기조강연 2_____



32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33기조강연 2_____



34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35기조강연 2_____



36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37기조강연 2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특별포럼 1

주제

라이브 커머스 시대를 위한 
패션 크리에이터 양성

문인석 대표 문인석옷방

사회: 구수민 건국대

토론: 정혜연 F  I T





41특별포럼 1 _____



42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43특별포럼 1 _____



44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45특별포럼 1 _____



46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47특별포럼 1 _____



48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49특별포럼 1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특별포럼 2

주제

Basic Fundamentals of Global Marketing

한영아 대표 (주)한글로벌어소시에이츠

사회: 구수민 건국대

토론: 김문영 계명대





53특별포럼 2 _____



54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55특별포럼 2 _____



56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57특별포럼 2 _____



58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59특별포럼 2 _____



60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61특별포럼 2 _____



62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63특별포럼 2 _____



64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연구논문 발표(구두)

223호 의복과학 및 의복구성 
202호 패션디자인
215호 패션마케팅

좌장: 노정심 상명대

토론: 김성민 서울대

홍경화 공주대

송화경 경희대





67연구논문 발표(구두) _____

김혜림ㆍ이선희*
동아대학교

출력 각도별 CFDM 3D 프린팅 Auxetic 패턴 구조체의 역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컨베이어형 FDM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auxetic 패턴 구조체를 출력하고 이에 

따른 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3D 프린팅 공정 중 출력 각도를 제어하여 3D 출력 공정시

간 및 출력 레이어의 변화에 따른 auxetic 패턴의 압축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1)

3D 프린팅 필라멘트는 PBT(Polybutylene terephthalate) 소재(nGen, ND)를 사용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auxetic 패턴은 80 × 80 × 20mm 크기로 모델링 하였다. 3D 프린팅 출력을 위해 .stl 

파일을 g-code파일로 변환하여 3D 출력 준비를 하였고, 컨베이어형 FDM형 프린터 (BK, 네덜란

드)를 사용하여 출력하였다. 출력 시 노즐온도는 230℃, 베드온도는 75℃, 출력 속도는 40mm/s, 

채우기는 100%로 설정하였다. 이 때 출력 각도(gantry angle)를 각각 15˚, 25˚ 35˚, 및 45˚로 조건

을 주어 출력하였으며, 각각 15_RE, 25_RE, 35_RE 및 45_RE로 명명하였다. 출력 각도별로 얻어

진 auxetic 패턴 구조체의 표면특성은 직물현미경을 통해 표면과 측면의 화상이미지를 얻었다. 역

학적 특성 중 압축특성은 ASTM D 1621(Standard Test for Compressive Properties of Rigid 

Cellular Plastic)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압축강도와 압축신도를 얻었다. 

Table 1은 3D 출력 각도를 제어하여 출력된 3D 프린팅 auxetic 패턴 구조체의 표면 및 측면

의 화상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출력 각도가 15˚에서 45˚로 증가할수록 출력되는 레이어의 수와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력 각도별 3D 프린팅 auxetic 패턴 구조체의 압축특

성 분석 결과, 15_RE, 25_RE, 35_RE 및 45_RE의 초기압축탄성율은 각각 11.7MPa, 11.5MPa, 

10.4MPa 및 12.8MPa로, 35_RE < 25_RE < 15_RE < 45_RE 순으로 확인되었다. 15_RE은 압축률

이 2.7%일 때 압축강도는 26.5MPa로 나타났고, 25_RE는 3.9%의 압축률에서 압축강도가 44.1 

MPa로 나타났다. 35_RE은 압축률이 4.1%일 때 압축강도는 43.7 MPa로 나타났으며, 45_RE은 

3.3%의 압축률에서 압축강도가 33.8MPa로 나타났다. 

따라서 25_RE 샘플의 압축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다른 각도에서 출력된 3D 프린팅 

auxetic 패턴 구조체보다 강한 압축 하중에서 오래 견

디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19R1A2C2084041).

<Table 1> G-code and morphology of 3D 

printed re-entrant structure with 

various gantry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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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메탄올 처리에 의한 PEDOT:

PSS/PU 나노섬유 웹의 세탁 전/후 표면, 전기적 특성 비교 및 
ECG 전극으로의 활용

1. 서론2)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 언제 어디에서나 자신의 건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상생활용 스마트 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센서의 텍스타일화를 위

해 금속, 탄소동소체, 전도성 고분자(Intrinsically conductive polymers, ICPs) 등을 처리한 연구들

이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고분자 자체가 전기전도성을 갖는 ICPs 중 하나인 PEDOT:PSS 

(poly(3,4-ethylenedioxythiophene):poly(styrene sulfonate))는 1 S/cm 이하의 우수한 전기전도성, 

광투과성 그리고 유연성 등을 가지고 있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물질이다 [1]. 그러나 PEDOT:PSS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텍스타일에 전기전도성을 부여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의류의 

고유 특성인 세탁내구성과 착용성을 고려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2, 3]. 따라서 앞으로의 연

구에서는 텍스타일 센서의 전기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일상생활용 스마트 의류로 사용하

기 위한 세탁성 평가에 관한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EDOT:PSS 전

도성 고분자를 활용하여 폴리우레탄 나노섬유 웹에 전도성을 부여하고, 열 및 메탄올 (Methanol) 

후처리를 통해 세탁내구성이 향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PEDOT:PSS/PU 나노

섬유 웹을 센서로 제작하여 ECG 전극으로의 사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폴리우레탄 나노섬유 웹 (Polyurethane Nanofiber web, PU Nanoweb)

으로, 섬유의 지름은 400 ~ 800 nm, 두께는 20 μm, 무게는 13 g/m2, 녹는점 (Tm)은 138 ℃이

다. 전도성 고분자 Poly(3,4-ethylenedioxythiophene):Poly(styrene sulfonate) (1.3 wt% PEDOT: 

PSS, 1 S/cm)를 사용하였으며, 세탁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열 및 메탄올 후처리 방법을 활용하였

다 [4, 5]. 전도성이 부여된 시료는 총 3종으로, 시료별 처리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ditions for Heat Treatment and Solvent Treatment.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No. NRF-2019 

R1F1A1060955, No. NRF-2016R1A2B4014668), 2019년도 BK21플러스 사업(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에 의하여 지원되

었음. 또한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박사 후 연구원 지원사업의 (부분적인)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과제

번호:2019-1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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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name Temperature (℃) Time (min) Coating Method Solvent 

PM70 70

 15 Drop-coating MethanolPM90 90

PM110 110

2) 세탁성 평가

ISO6330(Domestic washing and drying procedures for textile testing) [6, 7]에 준하여 1회 세

탁하였으며, 헹굼, 탈수한 후 실온에서 자연 건조 (Flat dry) 하였다. 

3) 전기적 특성

시료의 전기적 특성은 Multimeter(Donghwa DM1010)를 이용하여 선저항 값을 측정하고, 세탁 

전과 후의 전기저항 값을 비교하였다.

변화율 (%) = ∣(ResistanceB - ResistanceA)∣/ ResistanceA x 100

ResistanceB : Electrical resistance before laundering

ResistanceA : Electrical resistance after laundering

4) 표면 특성

전도성 시료의 표면 특성은 주사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2,000 배율에서의 FE-SEM(Field 

Emission-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사진을 촬영하였다.

5) ECG 측정

전도성이 부여된 시료 PM70, PM90, PM110을 5 x 5 cm2 크기로 자른 후 스냅버튼을 달아 심

전도(Electrocardiogram, ECG) 전극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전극을 사용하여 20대 여성 1명을 대

상으로 심전도 신호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기존의 Ag/AgCl 전극과 비교하였다.

3. 연구 결과

1) 세탁 전/후의 전기저항 값 비교

세탁에 따른 전기저항 값을 비교한 결과, 세탁 전과 후의 저항 값 변화율은 각각 시료 PM70

은 54.22 %, 시료 PM90은 8.76 %, 시료 PM110은 74.48 %로 시료 PM90이 세탁 후에도 전기저

항 값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열처리 뿐만 아니라 메탄올 후처리에 의하여 부도체인 PSS가 추

출되면서 PEDOT 입자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여 섬유와 전도성 고분자 물질 사이의 결합력을 향

상시켜 세탁내구성이 우수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4]. 그러나 열처리 온도가 90 ℃에서 110 ℃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저항 값의 변화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폴리우레탄 나노섬유 웹의 녹는점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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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워져 섬유의 손상을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Figure 1> Electrical resistance before/after laundering of specimens.

2) 세탁 전/후의 표면 특성 관찰

세탁 후 시료의 표면 특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세 시료 모두 표면을 고르게 덮고 있던 

PEDOT:PSS 물질이 탈락되어 나노섬유의 굵기가 얇아졌다. 이는 시료의 전기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세탁에 따른 전기전도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료 PM90의 경우 더 많은 

전도성 물질이 폴리우레탄 나노섬유의 표면에 흡착하였는데, 이를 통해 열 및 메탄올 처리에 의

해 섬유와 전도성 물질 간의 결합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여진다.

3) 기존전극과의 ECG 신호 비교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전도성 시료를 사용하여 ECG를 측정한 결과, 기존의 심전도 전극인 

Ag/AgCl 전극과 비교하였을 때 세 시료 모두 PQRST 파형이 나타나 시료 PM70, PM90, PM110이 

ECG 전극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3> Comparison of ECG signals between Ag/AgCl and textile electrode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열 및 메탄올 후처리를 통해 전도성 나노섬유 웹의 세탁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시료 PM90이 세탁에 따른 전기저항 값의 변화율이 가장 적어 세탁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PEDOT:PSS/PU 나노섬유 웹이 ECG 전극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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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바이오 모니터링을 위한 일상생활용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텍스타일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PEDOT:PSS/PU 나노섬유 웹의 반복 세탁에 따른 세탁내구성 평가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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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oo KangㆍJongsun 

KimㆍSungm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posal of Pants Design Classification for Modular Fashion 

Design Software

With the arrival of the information society, fashion industry has endeavored to adopt vari-

ous technologies to its field in order to enhance efficiency in manufacturing and sales. In 

terms of embracing new technologies, apparel manufacturing has long been clinging to its 

customary process, remaining to be a labor-intensive industry in the era of automation, but 

now seeks to overcome this challenge by absorbing diverse applicable technologies from oth-

er fields. 

This study aims to combine fashion design and computer technology. Not only does it 

propose classification of pants designs by their features, but also lays a cornerstone for the 

development of a modular fashion design software. Through literature reviews of fashion de-

sign classification and case analysis, three features-silhouette, front rise, length- were selected 

to develop pants design classification paradigm for digitization of the given design information. 

Silhouette is classified into 9 types: tight, slim-straight, wide(H-line, A-line), boots-cut, skin-

ny, baggy, mermaid, gaucho/culottes, and jogger. Front rise is classified into 3 types: 

high-waist, normal, and low-waist. Length is classified into 12 types: one to twelve. After ex-

amining approximately 900 collection images where pants appear over four seasons, two fea-

tures–color and detail-type- were extracted to differentiate pants designs. Color is classified in-

to 13 types, 10 hue and 3 value, based on Munsell color system. Detail-type is classified into 

5 types: N(none), O(open), A(attached), P(pattern), L(layered). Example of detail-type A in-

cludes strip, pocket, piping, ribbon etc. Considering the maximum number of types, hex-

adecimal was used to denote pants design form and concatenating digits denoting each fea-

ture, the total of 5 digits represents the general design of the pants which, in future, can be 

read and used to generate pants design images in modular fashion design software. For ex-

ample, imagine a simple ankle length black leggings. It could simply be coded as 00a00. 

This way, the software can easily understand the requested design without having to interpret 

words’ seman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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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나ㆍ오경화
중앙대학교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디지털 리얼리티

스냅챗(Snapchat) 이용자는 자신의 현재 모습에 어린이나 동물처럼 가짜 상황을 대입하여 현실

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나를 만들고, 포켓몬Go 이용자는 눈앞의 거리에서 가상의 게임 캐릭터

를 찾는다. 이처럼 5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되고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가 개발되면서 초연결, 가

상현실, 증강현실 등 가짜 같은 현실, 진짜 같은 허상이 혼재되는 세상이 도래하였다. 패션 산업

에도 물리적인 실재 현실에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초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리

얼리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가상현실(VR)을 이용한 패션쇼와 전시, 증강현실(AR)을 이용한 패

션광고, 혼합현실(MR)을 이용한 패션매장디스플레이와 가상현실매장 등 디지털 리얼리티는 새로운 

패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얼리티의 개념

과 미학적 성격을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나는 디지털 리얼

리티의의 특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리얼리티가 현실의 경계를 넘

어서는 이미지로 표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20세기 초현실주의 회화의 문헌조사로 시작하였다. 대

표적인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회화와 2015년 이후 VR, AR, MR을 사용한 디지털 리얼

리티의 사례를 선정하여 각각의 표현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리얼리티를 초월하는 그 발상에 대한 

근원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디지털 리얼리티의 특성은 뉴미디어가 형

성되는 방법인 재매개 현상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구글과 유튜브 등 국내외 인터넷 사

이트에서 추출하였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리얼리티 특성이 두드러진 8건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선

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

지털 리얼리티를 통해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둘째, 아날로그 세계를 구성하는 

동물, 식물, 인공물 등이 가상의 미디어 공간에 디지털로 표현되었다. 초현실주의 회화의 데페이즈

망 표현 중 대상의 규모, 위치, 본질을 변화시키는 시도는 이미지의 부조화를 창출하여 이용자에

게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데, 이러한 표현 기법이 2018 Gucci AR 광고에서 몰입형 가상현실 이미

지를 구현하는데 사용되었다. 셋째, 새로운 디바이스 활용을 통해 패션정보가 가상의 공간에서 현

실처럼 구현된다. HMD(Head-Mounted Display) 착용 후 감상하는 패션쇼나 패션전시는 이용자가 

정보를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비매개 특성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디지털 리얼리티의 현전성을 

효과적으로 이끈다. 넷째, MR을 이용한 패션매장디스플레이나 가상현실매장의 경우 정보를 자의

적으로 받아들이는 하이퍼매개 특성이 나타난다. 이용자는 적극적인 신체 움직임을 통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을 통한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최근 패션 산

업 내 가상현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5G 시대 패션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디지털 리얼리

를 미적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향후 디지털 리얼리티 개념을 활용한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기

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미디어 매개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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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주*ㆍ임은혁
성균관대학교

럭셔리 패션 브랜드 스토어에 나타난 예술화 전략
- 플래그쉽 스토어를 중심으로 -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21세기에 들어 럭셔리의 대중화(democratization), 신흥 소비층의 부

상, 세계화,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달 등에 따라 과거 소수의 상류층만을 위한 제한적인 브랜드

의 ‘럭셔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럭셔리 그들 고유의 가치인 전통성, 장인 정신, 희소

성, 경외심 등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은 브랜드의 지위와 가치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 예술화(Artifica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예술화란 비예술이 예술과 비슷하게 변모하거나 예술적 사고나 행동의 영향을 받아 예술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는 상황과 과정을 말한다. 예술화와 비슷한 맥락으로 아트마케팅이 거론되곤 하

지만, 아트 마케팅은 기업의 이익 증대를 위한 마케팅 방식의 하나로써 예술을 차용하는 것인데 

반해 예술화는 브랜드의 본질적인 가치 등의 변화를 위해 예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분

명한 차이가 있다. 한편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경험 제공의 어려움 때

문에 다시금 많은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바, 본 논문은 브랜드의 아이덴

티티와 가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플래그쉽 스토어에서 나타나는 예술화 전략의 방식을 유형화

하고 그 의미를 도출해 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시카르(Marie Claude Sicard)가 주장하는 ‘럭셔리 3세기’내에 창립된 브랜

드들과 유럽의 3대 럭셔리 브랜드 연합인 코미테 콜베르(Comité Colbert), 알타감마(Altagamma), 

월폴(The Walpole)에 소속되어 있는 브랜드들 중 세계 4대 컬렉션에 참여하는 의류 기반의 브랜

드로 선정하였다.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플래그쉽 스토어에 나타난 예술화 전략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첫 번째

로는 브랜드 영속성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유형이 있었다. 이는 럭셔리와 패션이 갖는 

의미적 모순과 시간적 모순을 상쇄시키기 위함이다. 럭셔리와 대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

치를 잃어가는 패션의 속성에 영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박물관에서와 같이 디스플레이를 하거나 

브랜드의 아카이브를 활용한 전시 공간들을 통해 브랜드와 제품을 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산처럼 

제시함으로써 브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 패션이 갖는 일시성을 상쇄시키고 있었다. 두 번째로

는 브랜드의 희소성을 되살리기 위함이다. 가족 경영을 바탕으로 했던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한 LVMH, Kering, Richemont와 같은 거대그룹들에 속하여 관리되면서 

대규모 마케팅, 대량 생산 방식 등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은 차별성, 기

술적 우월성 등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써의 가격과 이미지, 명성 등의 정당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때때로 가장 기본적 특성 중 하나인 희소성을 포기하기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의 협업 혹은 문화재단 설립이나 이를 통한 순수 예술 후원의 형태로 예술의 창조성이나 유일성

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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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예술화 전략들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가 브랜드를 경험하고 소비

함에 있어 예술을 통해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전개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화적 지위나 

권위도 함께 향상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희소성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럭셔

리 패션 브랜드에 예술작품과도 같은 영원함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럭셔리의 대중화

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가치를 되살리고 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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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럭서스 관점에서 바라본 Carol Christian Poell 작품세계
- 백남준의 퍼포먼스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1. 서론

2003년 6월 25일 밀라노의 나빌리오(Naviglio) 운하에서 시체를 연상시키는 모델들이 수류를 

따라 흘러 내려왔다. 이는 제대로 구성된 런웨이의 모델 워킹에서 벗어나 실험적인 방식으로 대

중들에게 본인의 옷을 선보인 캐롤 크리스찬 포엘(Carol Christian Poell)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다. 04 S/S ‘Mainstream-downstream’을 통해서 포엘은 자신의 미적 특성을 프레젠테이션에 녹여

냄과 동시에 주류 패션 전반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Dead-End’ 

컬렉션 이후 10년 만의 컬렉션인 ‘In Between’을 선보임으로써 아방가르드 패션의 바이어 및 프

레스는 물론 많은 마니아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포엘은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실험적인 형태의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1960년대부터 공식적으

로 예술계에 진입한 플럭서스(Fluxus)의 여러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플럭서스는 라틴어로

서 ‘흐름, 끊임없는 변화, 움직임’을 의미한다(진선자, 2011). 플럭서스는 글자 그대로 뚜렷한 원칙

과 특정한 방법론을 내세우지 않았으며(김홍희, 2007), 예술 장르의 범주를 확실하게 해체하고 예

술과 현실 사이의 융합을 꾀하는 일종의 ‘총체 예술개념’을 갖는 모임이었다(진선자, 2011). 그들

은 장르와 장르, 매체와 매체간의 복합이라는 인터미디어를 양식적으로 정립시킴과 동시에, 예술

과 삶의 통합을 지향하면서 어렵고 난해한 예술이 아닌 생활 속의 예술을 실천하였다(이근용, 

2002). 한편 플럭서스의 창립 구성원인 백남준은 <플럭서스 국제 신음악 페스티벌(1962)>의 퍼포

먼스를 기획하는 데에 있어서 뛰어난 조직력과 연출력으로 플럭서스의 공식적인 첫 공연을 성공

적으로 이끈 바 있다(진선자, 2011). 첫 공연 당시 그는 이미 그의 이상과 예술철학, 그리고 새로

운 예술의 방향이 확립되어 있었으며 당시 플럭서스 공연 멤버들이 백남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진술은 그를 플럭서스 공연의 중심인물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없다(진선자, 2011). 

포엘의 프레젠테이션은 비판적인 메시지를 지니며 플럭서스 필름이라고 할 정도로 플럭서스 

퍼포먼스와 닮아있다. 특히 정형화된 기존 규칙에 반하는 반(anti)미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백남

준과 포엘은 상당한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방가르드 디자인 철학을 가지며 프레

젠테이션의 구성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연출력을 지닌 디자이너인 포엘과 플럭서스의 핵심적인 

멤버인 백남준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패션쇼에서 드러나는 플럭서스의 특징을 분석한 선행연구들

이 있으나, 이는 일상적인 삶 속이 아닌 잘 구성된 런웨이 위의 ‘패션쇼’라는 정형화된 형식을 통

해 드러난 특성만을 다루고 있어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진 진정한 의미의 플럭서스 개

념이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엘의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 방식에 대

해 플럭서스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해봄으로써 그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며, 또한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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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플럭서스 예술가 백남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양자의 작품 사례에 내재하는 공통점을 이끌어 내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밀라노 나빌리오 지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밀리에 작업하는 포엘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옷

을 제작하는 디자이너이다. 포엘의 작품은 대부분 가죽 제품, 테일러드 재킷, 셔츠, 팬츠로 이루

어져 있으며, 실험적이고 기괴한 디테일 때문에 블랙패션을 추구하는 마니아층의 관심을 끌고 있

다. 포엘은 염색된 실이나 가죽이 아닌 완성된 의복과 신발에 염색을 하는 Object-dying 방식으

로 작품을 제작하며, 모직 대신 사람의 머리카락을 사용하거나, 가죽 가공을 위해 동물의 피를 

가죽표면에 바르기도 한다. 신발과 가죽 재킷에 삽입된 티타늄, 매번 신을 때마다 형태가 달라지

는 알루미늄 구두, 그리고 흘러내리는 피를 상징하는 신발의 밑창 등에는 포엘 디자인의 그로테

스크한 특성이 잘 드러난다. 그의 실험정신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방식에서도 두드

러진다. 포엘의 컬렉션 중 가장 유명한 컬렉션인 01/02 F/W ‘Public Freedom’과 04 S/S 

‘Mainstream-downstream’에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까지도 기존 패션업계의 분위기를 반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다. 

이러한 포엘의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은 1950년대부터 시작되어 1962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플럭서스의 정신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플럭서스라는 명칭은 창시자인 조지 마키우

나스(George Maciunas)에 의해 명명되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암시하듯 하나의 이념이나 예술 사

조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정신과 아이디어를 의미한다(김홍희, 2007). 1950년대 후

반부터 플럭서스는 프로토 플럭서스(Proto Fluxus)의 형태로 뉴욕과 독일에서 다양한 작가들에 의

해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뉴욕 플럭서스의 공연으로는 1960년 12월부터 1962년 1월까지 요코 

오노(Yoko Ono)의 화실에서 열린 라 몬테 영(La Monte Young)의 시리즈 공연이 있고, 플럭서스

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조지 마키우나스의 AG 화랑에서 1961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공연이 있다. 반면, 독일 플럭서스에는 에멋 윌리엄스(Emmett Williams), 백남준, 벤자민 패터슨

(Benjamin Patterson), 볼프 포스텔(Wolf Vostell)이 속해 있었는 데, 백남준은 1958년 다름슈타트

(Darmstadt) 신음악 하기 강좌에서 존 케이지(John Cage)를 만난 후 행위 음악 퍼포먼스를 시작

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퍼포먼스로는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찬사 : 테이프 레코더와 피아노를 

위한 음악(1959)>,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1960>,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한 가지(1962)> 

등이 있다. 

‘끊임없는 변화’를 기반으로 하기에 플럭서스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딕 히긴즈(Dick Higgins)의 글 ｢플럭서스: 이론과 수용(1982)｣, 켄 프리드만

(Ken Friedman)의 ｢플럭서스와 친구들(1989)｣전시회 카탈로그, 김홍희의 출판물인 ｢플럭서스

=The Seoul of Fluxus(1993)｣를 종합하여 지향점과 양식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플럭서

스의 기준을 밝힌 이근용(2002)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우상파괴주의, 예술과 삶의 통합, 놀이

정신, 우연성을 토대로 포엘의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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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련 서적 및 논문을 통해 플럭서스의 개념을 알아보고, 딕 히긴즈, 켄 프리드만, 

김홍희의 플럭서스 특성을 종합한 이근용의 플럭서스 기준을 통해 그 퍼포먼스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포엘 관련 계정, 디자이너 브랜드를 사고파는 온라인 플랫폼인 

‘grailed’, 해외 편집 매장 사이트, 유튜브 및 핀터레스트 등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포엘의 성장 

배경, 디자인 철학, 그리고 작품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포엘의 디자인 40점

과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8회의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사용되었다. 

4. 결과 및 고찰

포엘의 작품 사례를 우상파괴주의, 예술과 삶의 통합, 놀이정신, 우연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상파괴주의는 플럭서스를 다른 예술 사조와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이다(이근용, 

2002). 주류 예술과는 달리 형식이나 내용이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 활동을 의미하며, 백남준

의 퍼포먼스에서 우상파괴주의적 특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1960)>

과 <바이올린 솔로를 위한 한 가지(1962)>는 전통적 음악회라는 우상을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체시켰다. 이는 포엘이 패션업계에서 행하고 있는 역할과 유사하다. 밑위가 두 개인 

팬츠, 앞 중심선에 버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셔츠, 공업용 소재인 티타늄이 삽입된 가

죽 제품 등 포엘의 디자인은 우상파괴주의와 관련이 깊다. 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 보면, 2000년

에 바이어와 프레스를 영안실로 초대하여 진행한 컬렉션인 ‘Best before 16/10/00’은 기존 인습에 

반하는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우상파괴주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사례이다. 개 

사육장에서 모델들의 퍼포먼스를 통해 진행되는 01/02 F/W ‘Public Freedom’ 또한 우상파괴주의

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예술과 삶의 통합은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플럭서스에서의 예술

과 삶의 통합 방법은 주로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현장성이나 관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

다(이근용, 2002). 플럭서스 예술가 백남준은 <피아노 포르테를 위한 습작(1960)>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도중 관중석으로 가서 존 케이지의 넥타이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였다. 이는 관객을 

퍼포먼스의 일부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예술과 일상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포엘의 디자인에서도 일상과 패션이 통합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쥬얼리 라인은 대부분 

일상의 생활용품을 활용하고 있는데, BIC 볼펜, 구둣주걱, 옷핀형태의 목걸이가 이를 분명히 보여

준다.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공간인 나빌리오 운하에서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04 S/S 

‘Mainstream-downstream’과 욕조에서 포엘의 의류가 계속 회전하는 07/08 F/W ‘Disjointed’를 예

로 들 수 있다. 

셋째, 놀이정신도 플럭서스의 지향점을 단적으로 제시하는 개념이다. 일상적인 사물이 전혀 예

상하지 못한 공간에서 불협화음을 내거나, 부적합성으로 기존의 질서(아카데미즘의 진지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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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는 것도 광의의 놀이정신에 포함될 수 있다(이근용, 2002). 백남준은 <앨리슨을 위한 세레나

데(1962)>에서 부적합한 상황을 통해 희극적 요소를 전달하였고, 포엘의 경우 남성의 넥타이 대

신 머리카락을 사용하거나, 사람의 안구를 형상화한 반지를 통해 이를 표현하였다. 프레젠테이션

의 경우, 08 S/S ‘Off-scene’에서는 모델들이 뒤로 걷는 워킹으로 희극적인 요소를 보여주며, 

01/02 F/W ‘Public freedom’에서는 개 사육장 안의 모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놀이 정신을 부각한다. 

넷째, 우연성은 이근용(2002)의 분류에서 플럭서스의 양식에 속하는 개념이다. 플럭서스의 퍼

포머(performer)는 우연에 의해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백남준은 프로토 플럭서스 시절의 

공연인 <존 케이지에게 보내는 찬사(1959)>에서 유리판이 깨지는 소리, 베토벤 교향곡, 수탉과 

오토바이 소리 등 각종 소리의 혼합을 통해 그 우연적 소리효과에 주목하였다. 포엘 또한 우연이

라는 방식으로 의류 제품을 디자인한다. 초창기부터 캐리오버(carry-over) 상품으로 나온 ‘Drip’ 시

리즈 의류 제품에서 보듯 고무가 녹아서 흘러내리는 듯한 디테일이 포엘의 가죽 제품에 종종 등

장한다. 이는 그의 실험적인 표현 중의 하나로, 디자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드립(drip)의 모양이 

어떤 형태로 결정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더 직접적인 예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구두이

다. 포엘의 공식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델은 큰 사이즈의 알루미늄 구두를 신은 

다음 망치로 구두를 내려치면서 본인이 발에 맞도록 사이즈를 조절한다. 매번 신을 때마다 신발

의 모양이 달라지므로 우연적 효과를 극대화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또한, 04 S/S 

‘Mainstream-downstream’에서는 유동적인 수류에 의해 떠내려가는 모델들의 모습에서 프레젠테이

션의 우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5. 결론

백남준과 포엘은 예술과 패션이라는 각각의 분야에서 주류에 대항하는 반예술-반패션의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플럭서스의 4가지 기준 중 지향점에 해당하는 

우상파괴주의, 예술과 삶의 통합, 그리고 놀이정신은 각각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상호 연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주류의 예술 혹은 패션은 삶과 유리된 채 아카데미즘 내

에서 진지하고 딱딱한 형식으로 지속되어 왔다. 백남준과 포엘은 이를 삶과 관련이 있으며 놀이 

정신에 기반한 예술 언어로 만듦으로써 우상을 파괴하였다. 

현재까지 한 번도 런웨이에서 쇼를 한 적이 없는 포엘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류 패션이라는 

우상을 우연적인 요소와 놀이정신이라는 도구로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플럭서스의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적‧형식적 측면을 플럭서

스의 기준에 맞추어 해석해 보며, 이를 백남준의 사례와 비교해 봄으로써, 아방가르드라는 틀 내

에서 패션과 예술 사례 간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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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예림*ㆍ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VR 쇼핑환경에서의 쇼핑 몰입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 플로우(FLOW) 이론 및 기술수용모델(TAM)을 중심으로 -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소비자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소비자의 모든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VR 쇼핑몰은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모바일 환경 내에서 실제 매장에 있는 

것처럼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가상의 점포로써, VR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쇼핑채널은 소비자들에

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상의 환경 속에서 몰입을 통해 

만족도 높은 쇼핑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정보기술 이용에 있어 플로우는 지각된 유용성과 사용용

이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플로우 이론과 기술수용모델

을 바탕으로 VR 쇼핑 채널을 통한 쇼핑 몰입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소비자 

특성인 혁신성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 전문업

체를 통해 만 20-3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VR 쇼핑몰을 방문하여 

쇼핑을 경험한 후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357명의 응답을 수집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Amos 26.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플로우의 하위요인 중 쇼핑즐거움, 지각된 조절, 집중은 지각된 사용용이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지각된 조절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쇼핑즐거움과 집중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사용용이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지각된 유용성과 만족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쇼핑즐거움에서 지각된 유용성으로 이어지는 직접효과는 없었지만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매

개로 하여 간접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각된 조절이 VR 쇼핑몰에 대한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으나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매개로 하여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집중은 지각된 유용성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매개로 하여 

지각된 유용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행동의

도에 직접효과는 없었으나 지각된 유용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

막으로 소비자의 혁신성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쇼핑몰입이 소비자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본 결과, 혁신성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쇼핑몰입과 소비자 반응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플로우 효과를 통해 VR 쇼핑채널에 따른 소비자 반

응을 살펴봄으로써 VR 관련 리테일 분야 연구의 새로운 연장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플로우 요소 및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 반응에 미

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86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김은혜*ㆍ이진화
부산대학교

한류 휴먼브랜드의 특성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한류는 1990년대 일본, 중국 및 대만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및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한류를 통해 한류 휴먼브랜드의 인기와 호감도는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한류 휴먼브랜드가 광고하는 브랜드의 호감도 상승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매출상승과 

해외시장 개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KCCI, 2012). 

휴먼브랜드는 명성, 평판, 이미지,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되고 대중들에게 인기

가 있는 유명인(Celebrity)을 의미하며(Thomson, 2006). 유명인은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 예술

인, 학자, 언론인, 종교인, 스포츠 스타, 인플루언서(Influencer) 등 사회 전반에서 활발히 활동 하

며 소비자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다. 휴먼 브랜드는 소비자의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존재이며, 브

랜드는 휴먼브랜드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휴먼브랜드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광고커

뮤니케이션 수단으로의 휴먼브랜드(Dean & Biswas, 2001), 휴먼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애착

(Thomson, 2006: Veen, 2007), 휴먼브랜드 특성(Ahn & Lee, 2014; Wang & Lee, 2018), 일반인

의 휴먼브랜드화(Khedher, 2014)등의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휴먼브랜드가 브랜드자산에 미치는 

영향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제품브랜드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휴먼브랜드도 하나의 브랜드로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브랜드 자산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류 유명인을 한류 휴먼브랜드로 정의하고, 한류 휴먼브

랜드가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류 휴먼브랜드 특성에 대한 

요인을 도출하고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하였다. 또한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애

착의 매개효과와 한류 동경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 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 휴먼브랜드의 특성의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한

류 휴먼브랜드 특성이 휴먼브랜드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한류 휴먼브랜

드 애착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넷째, 한류 휴먼브랜드 특성과 브랜드 

자산 간 관계에서 한류 휴먼브랜드 애착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섯째, 한류 휴먼브랜

드 애착과 브랜드 자산 간에 한류 동경수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는 중국 소비시장의 주력군으로 부상되는 20세~39세의 중국 남성 소비자를 대상

으로 진행 하였다. 자극물은 한류 제품 중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휴먼브랜드의 광고에

서 노출 비중이 큰 화장품 광고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인 QQ 

(wj.qq.com)를 사용하여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 하여 총 217부의 응답 자료를 확보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t 검증,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브랜드 자산 미치는 애착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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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

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소벨테스트(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 휴먼브랜드 특성에 대한 요인은 전문성, 매력성, 유명성, 

친밀성의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류 휴먼브랜드의 특성 중 신뢰성, 전문성, 매력성과 친

밀성이 한류 휴먼브랜드 애착과 정적 예측관계가 나타났다. 한류 휴먼브랜드의 신뢰성, 전문성, 

매력성, 친밀성이 높을수록 휴먼브랜드 애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한류 휴먼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자산과 정적 예측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휴먼브랜드 애착이 높

을수록 브랜드 자산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한류 휴먼브랜드 특성과 브랜드 자산 

간 관계에서 휴먼브랜드 애착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휴먼브랜드 특

성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휴먼브랜드 애착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

었다. 다섯째, 한류 동경 수준이 높은 집단은 한류 휴먼브랜드 애착이 높을수록 브랜드 인지와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류 휴먼브랜드 애착이 브랜드인지와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한류 동경수준의 조절효과가 확인 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한류 휴먼브랜드의 특성이 브랜드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류 휴먼브랜드 애착이 높을수록 브랜드 자산이 강화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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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긍정주의에 대한 미디어 표현과 여성의 신체이미지

신체 긍정주의는 사회가 규정하는 획일화된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에 반대하며 모든 인간은 긍

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사회적 움직임이다. 신체 긍정주의 인식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신체 긍정주의에 대한 우리사회

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조사하고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신체 긍정주의가 여성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신체 긍정주의가 반영된 여성의 

신체 표현이 국내 여성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실험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여성의 신체 표현에의 노출에 따른 여성 수용자의 비

만에 대한 태도와 식습관 조절 의도, 외모 관리 의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자극물은 사진과 글

로만 각각 독립적으로 표현되어 제작되었다. 자극물에는 신체 긍정주의가 반영된 여성의 신체 사

진(1-1)과 설명 문구(2-1), 신체 긍정주의에 반대되는 여성의 신체 사진(1-2)과 설명문구(2-2)가 사

용되었다. 통제집단의 자극물로는 신체이미지와 무관한 사진(1-0)과 설명 문구(2-0)가 사용되었다. 

성인여성인 연구 참여자는 각 집단에 무작위로 배정되었으며, 총 519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여성의 신체 사진 자극물에 노출된 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의 ‘비만이 

되는 것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신체 긍정주의가 반영된 여성의 신체 사진에 노출된 여성들은 신체 긍정주의에 

반대되는 여성의 신체 사진에 노출된 여성들보다 비만이 되는 것을 덜 두려워하며, 앞으로 다이

어트를 위해 식습관을 조절해야겠다는 의도가 더 낮았으며 체중 조절 의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신체 긍정주의가 반영된 사진에 노출된 여성들은 신체이미지와 무관한 사진에 노출

된 여성들보다 앞으로의 체중 조절 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글을 사용하여 신체이

미지를 표현한 두 집단과 하나의 통제집단(총 세 집단)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만에 대한 태도, 식

습관 및 체중 조절 의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신체만족도 등의 신체이미지 관련 변수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분석되었다. 

신체 긍정주의에 대한 미디어의 표현은 여성들의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

며, 신체 긍정주의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신체 긍정주의가 반영된 여성의 신체 사진이 신체 긍

정주의에 대한 표현 문구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지나치게 마른 몸과 보통의 

일반 여성들이 가질 수 없는 외모의 여성 사진을 강조하는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력과 신체 긍

정주의가 반영된 일반 여성들의 사진에의 노출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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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을 활용한 단추 개발에 관한 연구

1. 서론

단추는 옷을 여미거나 풀기 위한 의류 부자재이며, 장식의 역할도 하여 심미성이 중요한 패션 

장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단추는 형태, 크기, 색상, 소재에 따라 사용되는 패션제품의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최근 3D 프린팅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조형적 영감을 제공하여 그 기

술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Kim et al, 2014). 따라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단추

를 제작한다면 다양한 장식으로 독창적인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

용하여 여밈 기능과 장식성이 요구되는 패션 단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단추의 형태와 크기에 따

라 적절한 3D 프린팅 설계 조건과 제작 공정에 대한 기술적 정보가 필요하다.

3D 프린팅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패션 분야

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3D 프린팅 디자인 동향에 대한 분석(Yang, 2013; Yeh, 2014) 또는 3D 

프린팅 패션의 조형적 특성 분석(Kim et al, 2015; Song & Guem, 2016)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지고 있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의복(Kim et al. 2019; Lee & Lee 2016a) 뿐만 

아니라 신발(Lee & Lee 2016b), 장신구(Lee et al. 2016; Lee et al. 2017; Yoon, 2013) 등의 토

탈 패션 디자인 개발에 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생활에 사용가능한 장식적인 패션 부

자재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

용하여 대표적인 패션 부자재인 단추 개발을 위한 기초정보를 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출력 방식의 보

급형 3D 프린터(M200Ⓡ, I사, Korea)를 사용하였고 친환경 수지인 PLA(Polylactic acid) 필라멘트 

소재로 단추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단추 형태는 원형의 기둥단추와 구멍 단추 2종 으로 한정하였

고, 눈꽃을 모티브로 하여 양각 및 음각의 2가지 장식 방법으로, 단추 지름의 크기에 따라 대

(60mm), 중(30mm), 소(20mm)의 3가지 크기로 한정하여 총 12개의 최종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최종 시제품 제작 공정은 눈꽃 문양 2D 디자인, 3D 단추 모델링, 

3D 프린팅, 3D 프린팅 후처리, 시제품 평가 후 수정 보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최대 5 

단계까지의 3D 모델링 수정과 3D 프린팅 공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Adobe Illustrator CCⓇ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눈꽃 문양 원형 단추를 2D로 디자인하였고, 단추의 3D 모델링을 위해 123D 

Desig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원형 단추의 지름이나 두께, 단추 기둥 높이 등의 출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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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Cur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양각 및 음각의 눈꽃 문양을 대, 중, 소 크기로 구멍단추와 기둥단추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

정에서 다음과 같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패션 단추 개발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첫째, 구멍단추는 기준이 되는 단추 크기를 123D Desig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 조절하

면 단추 구멍크기도 같은 비율로 커지거나 줄어들었다. 따라서 작은 크기의 단추는 단추크기를 

조절 후 구멍 크기를 조절하였다.

둘째, 기둥단추는 양각 및 음각의 디자인 표현, 서포터 제거의 번거로움, 기둥 불량과 같은 문

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추 테두리가 아래로 향한 세로 출력, 단추 기둥이 위

로 향한 가로 출력, 단추 기둥이 아래로 향한 가로 출력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출력해보는 단계를 

거쳐서 서포터 문제를 개선하였다. 단추 크기의 자동조절 후 단추 기둥의 굵기를 조절하였고, 출

력 시에 속도를 느리게 조절해서 올바르게 출력하였다.

셋째, 단추의 눈꽃 문양을 양각과 음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양각 문양은 돌출 높이에 따라 

도드라짐의 정도를 비교적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음각 문양의 디자인선 굵기가 너

무 가늘거나 얇으면 음각이 뚜렷하지 못하였으므로 디자인 선의 높이와 굵기를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서 적절한 음각 문양의 효과를 단추에 적용할 수 있었다.

넷째, 단추의 테두리에 모깎기 기능을 사용한 출력물은 3D 모델링의 직경과 0.5m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므로 단추 설계 시 오차를 감안하여 단추 직경보다 0.5mm 정도 크게 하여 원하는 

단추 직경을 얻을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형태와 크기를 달리한 다양한 패션 단추 개발을 위해서 3D 프린팅 기술이 활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CAD 프로그램과 3D 모델링 

프로그램,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여밈 기능과 심미성을 결합한 단추를 맞춤 제작할 수 있는 프

로세스를 구축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패션 디자이너는 물론 소비자가 원하는 단추의 

맞춤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 다양한 3D 프린팅 소재의 적용과 다양한 출력 방식에 따른 제품의 

3D 모델링 연구와 함께 3D 프린팅 및 후처리를 포함하는 3D 프린팅 공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눈꽃 모티브에 둥근 단추로 형태를 한정하고 FDM 3D 출력방식을 채택하여 

PLA 소재로 시제품을 제작하였지만, 향후 문양, 단추 형태, 3D 출력방식, 소재 및 색상을 달리하

여 패션 단추를 폭 넓게 개발한다면 패션 부자재 의 디자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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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을 활용한 버클 개발에 관한 연구

1. 서론

버클(buckle)은 의복뿐만 아니라 신발, 가방 등의 제품을 여미거나 풀기 위한 기능이 요구되는 

부자재이다. 버클은 여밈 장치(fastener)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부자재이나 장식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버클은 형태, 크기, 색상, 소재와 문양 장식등의 변화로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적 의미를 표

현하기도 한다. 최근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저가의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프린터의 등장으로 3D 프린팅 기술의 대중화가 이루어

졌다(Lee, 2016). 3D 프린팅 기술 활용은 제품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이미지 

또는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이미지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Kim et al., 2015). 패션 분야에서도 

FDM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의복(Lee, 2015 & Kim; Lee & Lee, 2016a), 모자(Kim, 2016), 신발

(Lee & Lee, 2016b), 장신구(Lee & Hwang, 2017; Yoon, 2013)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사용 가능한 부자재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이다. 3D 프린팅 공정을 통한 부자재 개발 및 제작이 미흡한 이유는 부자재의 외관뿐만 아니라 

부품의 출력과 가공 및 조립에 이르는 공정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3D 프린

팅 기술을 활용한 부자재 제조 공정을 단순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부자재로 사용 가능한 3D 프린팅용 소재의 선정과 각 부품의 조립공정 없이 한번에 3D 버

클로 완성될 수 있는 3D 버클 모델링 및 3D 버클 출력 조건을 검토함으로써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품종 소량의 맞춤형 부자재 개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버클의 종류는 핀으로 체결되는 일체형의 직육면체로 한정하였다. 버클의 3D 모델링을 위하여 

123D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3D 모델의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큐라(CURA)를 사용하여 3D 프린

터에서 출력할 수 있는 G-CODE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 3D 프린팅 버클 시제품은 총 5 단계의 

3D 모델링 수정과 3D 프린팅 제작 공정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시제품 제작을 위한 각 단계별 공

정은 3D 버클 모델링, 3D 프린팅, 3D 프린팅 후처리, 시제품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3D 

프린팅에 사용한 소재는 버클의 1차 시제품 제작단계에서 PLA 필라멘트를 사용하였으나 버클 핀

이 체결 작동에 견딜 정도의 강도가 부족하여 2차 시제품 제작 단계부터 ABS 필라멘트를 사용하

였다. 사용한 3D 프린터는 FDM 출력 방식의 프린터(M250, I사, Korea)로서 가열된 노즐을 통해 

열가소성 필라멘트를 녹여서 한 층씩 출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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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차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는 가로 5cm. 세로 5cm. 높이 1.5cm의 크기로 하였고, 체결 기능

에 주요한 요소인 버클 핀 고리를 0.3cm의 넓이로 설계하였고 PLA 필라멘트 소재를 사용하여 출

력하였다. 1차 시제품의 버클 핀의 내구성 시험 결과 작은 힘을 가해서 부서질 정도로 약하였다.

2차 설계에서는 가로 5cm. 세로 5cm. 높이 0.8cm의 크기로 얇게 하면서 버클 핀의 넓이를 

0.2cm에서 0.6cm로 넓게 변경하였으며 버클의 외곽 면을 각진 형태에서 곡면으로 수정하였다. 

소재는 PLA 대신 ABS를 사용하여 출력한 결과, 버클 핀의 강도가 확보되었으나 버클 핀이 부착

된 버클 축이 고정되지 않고 버클 축 자체가 회전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3차 시제품 역시 2차 시

제품과 동일한 크기로 하였는데 버클 핀이 부착된 중심 축이 위치한 원통 지름과의 차이를 

0.3mm로 작게 하고 버클 핀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변경하였다. 버클 핀이 체결되어 접

하는 부위에 차집합(Combine-Subtract)툴을 사용하여 너비 0.6cm의 홈을 추가하였다. 버클의 외

곽을 둥글게 변경하여 외관상 형태가 보완되었으나 3차 시제품에서도 체결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

하여 체결 홈의 수정이 필요하였다. 4차 시제품에서는 버클 축 지름과 원통 지름과의 차이 

0.3mm를 1.5mm로 증가시키고 버클 핀의 너비도 3차의 0.6cm에서 0.9cm로 수정하였고 체결되

어 버클에 접하는 홈의 너비도 0.9cm로 변경하였다. 최종 단계에서는 버클 핀의 끝을 고리 형태

로 변경하여 출력하여 버클 핀의 소재, 넓이, 두께의 최적화와 함께 버클로서 요구되는 내구적이

고 안전한 체결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버클을 개발하였다. 3D 모델링부터 출력까지의 과

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버클 개발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구하였다. 

첫째, 버클 핀이 버클 축에 고정된 방식에 비해 버클 축을 따라 버클 핀이 회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한다. 둘째, 소재는 PLA 보다 강한 ABS를 사용해야 버클 핀이 부서지지 않는다. 셋째, 버

클 축이 안전하게 위치하기 위해서는 버클 축의 지름과 버클 축이 위치하는 원통의 지름과의 차

이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넷째, 버클 핀의 끝이 버클과 접하는 위치에 버클 핀 홈을 추

가해야 버클 핀이 정확하게 위치한다. 다섯째, 버클 핀의 끝을 갈고리(hook) 형태로 디자인하면 

버클 핀이 안전하게 체결된다. 

본 연구는 버클 핀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강도의 소재 사용이 중요하며, 버클 축을 

중심으로 버클 핀이 안전하게 회전되고 체결되기 위해서는 버클 핀의 두께와 넓이의 최적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밈 기능성이 필수적인 부자재로서 직육면체의 버클 형태에 한정하여 3D 프

린팅 시제품을 출력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방식에 비해 소재 및 제작 시

간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소량으로 다양한 디자인과 부분적으로 차별화된 부자재를 제작할 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버클의 형태와 크기 등을 다양화하고 다른 부자재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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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과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한 새롭게 개발되는 3D 필라멘트의 사용 특성에 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3D 프린팅 재료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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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eferences of the Winter Boots

1. Introduction3)

The winter boots give feet that much more protection from the cold. Current winter boots 

do not appear to be meeting the requirements of the consumers who work in this challeng-

ing environment(Dobson et al., 2018). The proper soles keep wetness and slip-resist from 

snow and ice. Dissatisfaction with winter boot design is common in the fashion industry. 

Although recent research examined shoes satisfaction and preference(Choi, 2015; Lee et al., 

2013; Zeng et al., 2015), few study has been focused on the preference and satisfaction with 

their current winter boots. 

This study designed to indicate factors affecting consumers' satisfaction and preference of 

winter boots. Specifically, it has been attempted to explore how consumers evaluated winter 

boots in terms of style, material, color, and trimming, to examine to how these factors influ-

enced the consumers' boots choice and to look whether there was difference or not by gen-

der, age, and foot shape groups regarding their preference in boots products. 

2. Research Methods

The study gathered data from age of 20's to 50's of Korean female and male 64 Korean 

boots consumers through open and close end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

ing SPSS Win 24.0 statistical package through t-test and ANOVA, and chi-square test. 

3. Results and Discussion

Winter boot satisfaction in relation to foot shape, gender, and age-related requirements 

was assessed. Major findings of the study summarized as follow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49.2 percent of respondents favored ankle boots and 24.6 per-

cent of respondents preferred half boots. Thus it was indicated that short length boots domi-

nated Korean consumers' preference on winter thermal shoe market. Concerning style of 

boots, 63.1 percent of respondents preferred round-toe boots and 15.4 percent of respond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oundation of Ministry of SMEs grant(Technological development through 

industry-academia-research institute cooperation)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No.S26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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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red oval-towed boots perceived as highly comfortable. The study indicated that gender, 

age, and foot shape as the major factors influenced the consumers' boots preference. There 

is difference in material and heels and price preference depending on gender groups. Female 

respondents preferred the variety stylish heels such as flat heel(42.2%), wedge(17.8%), straight 

heel(17.8%), and sneaker(15.6%), while 70 percent of male respondents preferred the comfort 

sneaker boots. In the preferences of materials of footwear, the data showed genuine leath-

er(35.4%), suede(29.2%), and Goretex(18.5%) in the order. And Goretex were more preferred 

in male(35.1%) compared to female(11.1%). None of male preferred the fake leather. the 

fake leather were preferred in 22.2 percent of female respondents. There is difference in col-

or and price preference depending on age groups. Most of 20's respondents (84.8% of 20's 

and 76.7% of 30's) preferred black color boots. But only 30 percent of 40's respondents fa-

vored black boots. 40's respondents preferred brown color boots also. The older the age 

group respondents, the more favored comfort shoes and sales store. There is difference in 

material and boots length preference depending on foot shape groups. The study findings 

showed that most of the foot shape group respondents purchased rounded-toe boots, while 

most of the narrow foot respondents purchased pointed-toe boots. 

4. Conclusion

There was difference in the gender groups', age groups', and foot shape groups' re-

sponses to many of the questions. Thus, the study can assume that a reason for this differ-

ence is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at different environments in their lives, and hence have 

different demands for winter boots.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influence that different boot 

designs have on comfort and stylish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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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패션쇼에 표현된 시대적 요소
-John Galliano와 Alexander McQueen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쇼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에 내재된 기승전결 및 인과관계로 관객의 흥미를 이끄는 

감성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으로 볼 수 있다. 패션쇼는 14세기 프랑스 패션을 유럽 전역에 알리

기 위해 패션 인형(fashion doll)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19세기 중엽 쿠튀르 하우스에서 드레

스를 모델에게 입혀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후 산업 발전으로 패션쇼는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브랜드 홍보와 판매수단일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의미를 전달하는 스토리나 테마를 접목시켜 퍼포먼스의 형태로 변화되어왔다. 이러한 스토리텔링

을 활용한 패션쇼들의 예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은 새빌 로(Savile Row)시절 19

세기 무대의상 제작한 경험으로 역사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브랜드의 내러티브를 표현한 패션쇼를 

다수 선보였고,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프랑스 대혁명에 영감을 받은 ‘앵크루아야블(Les 

Incroyables)’의 컬렉션을 시작으로 연극적인 요소와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모티프로 한 

패션쇼를 다수 선보였다. 

패션에서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패션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여 스토리텔링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요소와 특성을 도출하거나(Kwon & Sung, 2009a), 패션쇼와 스토리텔링의 관

계를 고찰한 결과를 토대로 패션 스토리텔링의 활용 특성을 분석하거나(Kwon & Sung, 2009b), 패

션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사례를 분석하여 스토리텔링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거나(Hong & Kim, 

2013),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논의(Pierre, 

2019)등이 있으나, 스토리텔링 연구에 있어 시대적 요소를 표현한 패션쇼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

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쇼에서 활용된 스토리텔링에 있어 시대적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대표적 사례로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과 존 갈리아노의 크리스찬 디올의 오

트 쿠튀르 컬렉션을 분석하였다. 즉, 맥퀸과 갈리아노의 컬렉션 중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역사

적 인물이나 가공의 인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한 무대연출을 선보인 컬렉

션에서의 스토리텔링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패션쇼의 다양한 연출방식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 2000년대 이후 컬렉션으로 설정하고, 패션쇼 관련 국내외 문헌, 디자이너 인터뷰 기사, 

런웨이 영상과 사진을 분석하여 관객들에게 내러티브를 전달하기 위한 무대, 음악, 디자인 등이 

어떻게 적용되어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갈리아노와 맥퀸의 쇼는 패션쇼의 명확한 주제와 스토리를 전

달하기 위해 시각적 및 청각적 요소들을 함께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화려한 시각적 표현을 

위해 무대장치와 모델의 연기 등 퍼포먼스를 통한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어 스펙터클한 패션쇼를 

구성하여 디자이너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다. 

둘째, 디자이너들의 풍부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시대적 요소와 다양한 문화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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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선보였다. 갈리아노는 동, 서양의 문화 혼용, 잔 다르크와 

평행우주 등 연관성 없어 보이는 주제들을 결합하였고, 맥퀸은 시대적 배경과 자연, 미술, 영화 

등 이질적인 주제들을 조합하였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의 혼합을 통해 공통점을 이끌

어내어 스토리를 구성하고 패션쇼를 연출하였고, 여러 문화의 요소를 차용하여 절충적 형식을 나

타내고 있었다. 

셋째, 과거 사례와 현대 사회의 배경을 혼합하여 복식을 통해 현대 사회의 현실을 대변하는 

스토리텔링과 복식, 무대연출 등의 조화로 새로운 여성성을 표현하였다. 갈리아노는 역사와 현대 

사회적 문제, 대중문화와의 결합,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통해 현대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적

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과거 복식을 화려하고 우아하며, 여성의 관능적인 

미를 강조하였고, 복식을 통해 현실을 대변하는 요소로 표현하였다. 맥퀸은 삶과 죽음, 낭만과 공

포 등의 양면성을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낭만적 미를 표

현하는 동시에 공격적이고 강한 여성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갈리아노와 맥퀸은 패션쇼를 통해 각각 프랑스와 영국의 문화적 전통을 반영한 스토리

텔링을 선보였다. 프랑스 대표적인 럭셔리 브랜드 크리스찬 디올의 쇼에서 갈리아노는 프랑스 역

사를 바탕으로 여러 주제들과 혼합하여 프랑스 전통복식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현대적 디자인으

로 재해석하였고, 맥퀸은 자신의 혈통인 스코틀랜드와 고향인 영국 전통 유산을 바탕으로, 패션쇼 

무대에서 현대 예술가들의 협업과 첨단 기술을 융합하고 쇼의 주제와 영국 및 스코틀랜드의 전통

복식의 특징을 혼합하여 자국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맥퀸과 갈리아노는 무대 연출과 배경 등 화려한 시청각적 요소들을 융합하여 

스펙터클한 패션쇼를 통해 컬렉션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며, 브랜드 자

국의 역사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한 스토리로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를 결합하여 혼성모방의 방식

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스토리텔링으로 시대적 요소와 현대 사회의 조화, 인간 내면

의 양면성을 통해 갈리아노는 현대적 여성성, 맥퀸은 낭만주의적 숭고미를 통해 공격적인 여성성

을 표현하였고, 자국의 역사 스토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소들과의 혼합을 통해 문화적 전통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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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kmin University A Study on Fashion Design Using Characteristics of the Camp

-Based on 2019 Met Gala Dresses-

Clothing is a necessity of human society, and clothing people wear that can show a per-

son's life and aesthetic appreciation. At the same time, social environment and cultural devel-

opment are also affecting the changes in clothing. Camp is an aesthetic style and sensibility 

that appeals to its unique bad taste and ironic value. It also has an impact on clothing style 

and fashion, Met Gala as the most grand party in fashion, the theme of the 2019 party is 

Camp: Notes on Fashion, which is the first time in the fashion world to explore the Camp. 

Before this, in many aspects of literature, television, film, music, and drama, there were very 

works of Camp. Susan Sontag's essay "Notes on 'Camp'" (1964) presents the key elements of 

Camp: artifice, frivolity, naïve middle-class pretentiousness, and 'shocking' excess, which pro-

vides a framework for Met Gala and the cosmopolitan theme exhibition. Based on the con-

cept of Camp and the exhibition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this paper analyzes the 

costumes of Met Gala participants, aiming to develop a variety of designs based on the idea 

of Camp, so that the public can have more understanding of the Camp image, and develop 

a new method of design.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paper are literature research method, 

case study method and fashion design development method. Based on the literature study of 

Susan Sontag's essay "Notes on 'Camp'" and the exhibition brochure "Camp:Notes on Fashion"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the case study of the clothing of 264 participants of 

the Met Gala, 2 dresses for Met Gala were then developed.

After sorting out 58 concepts proposed in Susan Sontag's essay, keywords of each part 

were obtained. Then, keywords of 20 parts of the Camp Eye section of the metropolitan ex-

hibition were divided into five new categories. They are Unnatural, Serious Characters, To 

Dethrone the Serious, Mass Culture, Enjoyment Mode, then Met Gala 264 participants of the 

feature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lothing. ‘Unnatural’ means seeing things and world 

with unnatural, with a total of 47 looks (Representative: Jared Leto wearing Gucci，Michael 

Urie wearing Christian Siriano, Nina Dobrev wearing Zac Posen). ‘Serious Characters’ are the 

emphasis on style and the praise on human personality, with a total of 99 looks 

(Representatives: Cardi B wearing Thom Browne, Lady Gaga wearing Brandon Maxwell, Kylie 

Jenner and Kendall Jenner both wearing Versace). ‘To Dethrone the Serious’ is a category 

that broke down the serious concept and brings some 18+ elements into the design. There 

are 5 sets of looks. (Representatives: Violet Chachki wearing Moschino) There are 31 l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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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tegory of ‘Mass Culture’, including the understanding of different social strata and 

different cultures (Representatives: Maluma wearing Moschino, La La Anthony). ‘Enjoyment 

Mode’ represents human love and enjoyment. There are 3 sets of looks (Representatives: Cara 

Delevingne wearing Dior). The category includes the look of repeated classification, and 

there are also those who attend the party wearing dress in other concepts of Camp. This 

study selected ‘To Dethrone the Serious’to develop Camp dresses, because this category is us-

ing irony to aesthetic, and breaking the seriousness and potentially obey the seriousness, 

which is the key element of Camp. This category contains 4 points (Rediscovery of History's 

Waste, Being-as-playing-role, A Mode of Seduction, A Comic Vision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four points, inspired by the very Camp-style movie The Rocky 

Horror Picture Show and the reuse of abandoned items, 2 Camp dresses for Met Gala were 

developed. 

The concept of Camp is very broad. It is closely related to drama, cross-dressing and un-

natural beauty. According to Susan Sontag, there Camp is not single. For how to design the 

style of camp,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r way of seeing the world, so as to ach-

ieve the unity of form and spirit. Treating camp in a serious, monotheistic way can only be 

disorienting. Therefore, when we design Camp things, we can refer to these characteristics, 

but we should also think about the significance of Camp to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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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현장에서의 활동 편의성이 향상된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디자인 제안

근래 급격한 기후변화와 국제교류의 증가는 에볼라, 사스, 메르스 바이러스 등 동물에서 사람

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과 구제역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관련 전염병 등 각종 새

로운 감염성 질병의 발생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방역현장에서 작업자들은 유해 바이러스/혈액 등의 차단을 위해 보호복을 착용하나, 보호복 제품 

개발은 미세 바이러스의 침투를 차단하기 위한 소재 및 기능성 개발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

어 방역 활동 시 착용 편의성 및 바이러스의 물리적인 감염 경로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에 대한 

개발을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해환경 인자로부터 2차 오염 및 감염에 노출된 작업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면서, 실용적 방역 활동 편의성이 향상된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

복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4)

이를 위해 국내·외 유럽기준 Type 5 형태 이상의 보호복 중 대표적 브랜드인 3M, 듀폰, 가드

웨어, 크린가드 총 4개 보호복의 감염성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디자인 차용 방식을 분

석하였고, 방역 현장 실무 작업자 10여명의 토의 면담을 통해 보호복 착용 시 디자인적 애로 사

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방역 활동 편의성이 향상된 보호복 디자인을 제시하였고, 시제품 

제작에 사용된 소재는 현재 현장에서 사용 중인 형태인 SMS 2-Layer(PP Spunbond/Meltbrown 부

직포 - 투습 접착제 - 통기성 필름 형태) 원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보호복 제품은, 기본적으로 상·하의가 연결된 오버롤(overall) 형태로 

후드 일체형으로 설계하였다. 손목부위와 발목부위 등 감염성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는 부위의 

개구부 여밈 방식이 저탄성 엘라스틱 밴드로 다소 느슨하게 적용된 기존 보호복의 단점에서 벗어

나 소매부리에 손가락 걸이와 바지 밑단에 발걸이 밴드를 적용하여 범위가 큰 동작 시 소매 및 

바지 밑단 부위가 고정되어 신체 부위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앞중심 여밈 방식은 

2-way 지퍼 및 이중 플라켓 적용으로 바이러스 차단성이 향상되도록 설계하였고, 방역 활동 시 

작업(수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앞주머니를 적용하였다. 방역 현장 실무 작업자의 토의 면담을 

통해 도출된 대표 애로사항은 팔 동작 시 소매가 같이 올라가는 현상,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 부

위 터짐 현상 등이었다. 팔 동작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존 사이즈 대비 소매길이를 4cm 추가하

였고, 앉은 자세를 취할 때 의복 찢어짐 현상 개선을 위해 기존 사이즈 대비 밑위길이를 1 inch, 

엉덩이 둘레를 2 inch 추가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방역 활동 편의성이 향상된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디자인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방역현장에서 착용평가 실행 후 현장 작업자의 피드백을 통해 활동 편의성

이 향상된 최적의 보호복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도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No. HG19C0707)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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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판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디자인 및 
사이즈 현황 조사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 등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과 인수공통감

염병의 국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방재 작업, 감염성 질병에 걸린 사람의 응급처치, 동물원성 감염

증에 걸린 동물의 치료 등 감염성 생물체에 노출되는 작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조달청에 보급되고 있는 유피씨, 3M, Kimberly사의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은 일체형, 분리형으로 디자인이 단순하고, 보급되는 사이즈가 L, XL 2종으

로 다양하지 않아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이 포진해 있는 한국인 착용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시판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디자인 및 사이즈를 비교함으

로써 각 제품별 디자인적 기능과 부위별 사이즈 적용 현황을 파악하여 한국형 감염성 생물체 저

항성 보호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5)

국내·외 시판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비교를 위해, 시중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브랜드로 국외 브랜드 2가지(3M, 듀폰), 국내 대표 브랜드 2가지(가드웨어, 크린가드)를 

선정하였으며, 유럽(EN)의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등급 중 Type 5 형태(공기중의 고체 입

자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복) 이상의 보호복 형식 디자인 중 가장 보급형 제품을 선정하였다. 감

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의 비교는 크게 디자인적 특성과 사이즈 비교 2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디자인적 특성 비교는 감염성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디자인 차용방식을 

살펴보았으며, 사이즈 비교는 사이즈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 치수 및 활동편의성 구현을 

위한 참고 치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감염성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디자인으로 전체적 공통점, 개구부 여밈 방식, 봉제방

식, 기타 편의성 도모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보호복 모두 상·하의가 연결된 오버롤

(overall) 형태로 후드 일체형 및 앞중심 지퍼 여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개구부 여밈 방식의 경

우 감염성 바이러스가 침입 가능한 개구부는 얼굴, 목, 손목, 앞중심, 발목 부위로 4가지 제품의 

손목, 발목, 얼굴 부위 여밈 방식으로 저탄성 엘라스틱 밴드를 적용하였으나, 가드웨어 보호복은 

손목에 편물 시보리 커프스를 사용한 여밈 방식이었다. 앞중심 여밈 방식으로는 공통적으로 지퍼

와 단일 플라켓을 사용한 여밈방식을 적용하였으나, 3M과 가드웨어 보호복은 2-way 지퍼, 듀폰

과 크린가드 보호복은 1-way 지퍼를 적용하였고, 단일 플라켓 적용 방식 중 가드웨어 보호복은 

플라켓 이면에 실링 테이프를 적용해 앞중심 여밈성을 높였다. 목부위 여밈 방식으로 3M, 듀폰, 

가드웨어 보호복은 앞중심에서 올라오는 지퍼와 플라켓을 얼굴 부위까지 연장하였고, 그 길이는 

본 논문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도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No. HG19C0707)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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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13cm, 7cm, 10cm로 상이했다. 크린가드 보호복은 지퍼와 플라켓을 얼굴부위까지 연장하지 

않고, 목앞점 부위에 내부 플라켓을 덧대는 방식을 차용하였다. 봉제방식으로는 듀폰, 가드웨어, 

크린가드 보호복은 2본침 4봉사 오버록 봉제를 적용하였고, 3M 보호복은 본봉 봉제 후 재원단 

바운드 솔기를 적용하는 바운드 봉제를 적용하여 봉제 부위로의 감염성 바이러스 차단성은 바운

드 봉제를 적용한 3M 보호복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편의성 도모를 위한 디자인으로 4

가지 보호복 모두 허리 부위 고정을 위한 엘라스틱 밴드를 적용하였며, 적용 길이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3M, 듀폰 보호복은 전체 허리둘레의 1/4 길이를 뒤 허리 중심부에 적용하였고, 가드웨어 

보호복은 전체 허리둘레의 3/4길이를 뒤 허리 전체 및 앞 허리 일부에 적용하였으며, 크린가드는 

허리둘레 전체에 적용하였다.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의 사이즈는 남·여 공용 사이즈 체계로 국외 브랜드는 S, M, L, 

X, 2XL, 3XL으로 되어 있었고 그 중 3M 보호복은 4XL까지 확장한 사이즈 구성을 보였다. 국내 

브랜드 중 크린가드는 L, XL, 2XL의 사이즈를 보였고, 가드웨어는 M, L, XL, 2XL의 사이즈 체계

를 보였으나 실제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즈는 L, XL에 불과하였다. 국내 브랜드는 국외 

브랜드 보다 적은 폭의 사이즈 체계를 보였으며, 여성 착용자 및 신체 치수가 큰 착용자에 대한 

치수체계 제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즈 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 치수는 총길이, 가슴둘레이고, 방역현장에서 활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애로사항(팔 동작 

시 소매 올라감, 쪼그려 앉을 시 엉덩이 부위 터짐)을 조사하여 해당 부위를 참고한 치수는 소매

길이, 엉덩이 둘레, 뒷밑위 길이였다. 4가지 보호복 제품을 L사이즈 기준으로 대표치수와 참고치

수를 비교한 결과를 총장 길이 100으로 환산하여 총장 길이 대비 각 부위별 비율로 변환하여 진

행하였다. 방역현장에서 팔 들어올림 자세와 같은 활동적인 동작 시 영향을 미치는 소매길이는 

3M 보호복이 가장 길었으며(36.6), 앉은 자세와 같이 하지부위 여유분이 필요한 동작 시 영향을 

미치는 엉덩이 둘레는 가드웨어 보호복이 가장 여유 둘레가 컸고(84.0), 뒷밑위 길이는 크린가드

가 가장 길었다(27.4). 국외 보호복 제품은 팔 동작 시 정상 착용 범위 내에서 방역복 이탈이 적

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보호복 제품은 앉은 자세를 취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시판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의 디자인과 사이즈를 조사하여 감

염성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디자인적 요소 분석과 활동편의성을 고려한 치수 적

용 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과 사이즈 연구를 통해 한국형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 설계 시 효과적인 기초자료 및 감염성 생물체 저항성 보호복의 경

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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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라 문양을 응용한 복식 디자인

현재 우리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살고 있지만, 이런 합리적

이고 이성적인 삶에 익숙해지다 보면 정신적으로는 빈곤해지는 심리적 결핍과 피폐화를 가져올 

수 있다. 심리적 문제가 부각 되면서 이를 치료하는 분야가 병원 등 전문적인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분야로 점차 확대되면서 화장품이나 가전, 가구 등 생활 곳곳

에서 심신 안정을 아이템으로 하는 소품이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심리적인 요소가 하나의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사회적 분

위기에 발맞춰 텍스타일이라는 큰 도화지에 그려낼 수 있는 많은 아이템 중 독특한 아이템을 개

발하여 텍스타일에 표현하는 것 또한 패션 쪽에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타일에서 ‘나의 소우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만다라를 디자인하여 텍스타일 패턴에 접목시킴으로써 패션과 만다라를 접목시킨 새로운 소재패

턴 디자인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만다라는 원(circle), 또는 중심(center)이라는 뜻으로 중심, 본질을 의미하는 만다(manda)와 소

유, 성취를 의미하는 라(la)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1). 만다라의 정의는 중심과 본질을 얻는 것, 

마음속에 참됨을 갖추고 있거나 본질을 원만히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만다라는 명확

하게 중심이 있는, 그리고 중심을 향해 매우 집중된 형상을 띠고 있다. 규칙적인 구조를 가진 만

다라 그 자체가 기본형태 이므로 완벽한 형태의 완성을 의미하는 원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입체

적으로 만들면 구형이 되고 구형 역시 봉합이 없는 완벽한 형태이다2). 따라서 원을 그린다는 것

은 절대적 완벽성과의 만남이며 우주와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성숙한 자아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

며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그림을 뜻한다3).

인간의 원형으로 자리 잡은 만다라 형태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는 많은 문화

유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원으로 표현한 12개 동물의 자리, 원으로 표시한 사계절, 태양과 

달과 별의 원형적 운행 등 만다라는 인간의 삶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영성적인 

추구의 방법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개인의 정신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질서를 생성시키고 

내면의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해 왔음을 알 수 있다4). 내적 정신 수준의 깊이를 나타내는 상징인 

만다라가 가진 의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색과 숫자가 있는데 색채의 상징은 빨간색은 열정, 생명

력 강한의지, 파란색은 평화, 성실, 섬세함, 원만함, 노란색은 빛, 태양, 기쁨 사교성, 흰색은 순

결, 완전성, 명료함, 천진 등 이며 숫자의 상징은 0은 비어있는 원, 무, 영원, 1은 시작, 근원, 힘

1) 홍윤식(2008). 만다라. 서울: 대원사, p.8.

2) 잉크리트 리델(2013). 도형, 그림의 심리학. 서울: 파피에, p.233.

3) 김영옥(2010). 만다라 길-사유의 숲으로, pp.12-15.

4) 정여주(2013). 만다라 미술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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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품고 있는 중심 등 만다라가 가진 각의 개수나 그려진 꽃잎의 개수 등 숫자 또는 직관적으로 

선택한 색상의 숫자 등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5). 

텍스타일 디자인을 하기 위한 패턴이란 디자인 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정돈된 배열이나 무늬, 

모양을 뜻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 단위인 모티브와 패턴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모티브와 패턴을 개

발함으로써 새로운 텍스타일 디자인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6). 

원 안에 디자인할 수 있는 만다라 문양은 그 수를 한정 지을 수 없이 다양하고 무한하다. 그 

중 꽃 형상과 가장 흡사한 문양을 사용하였고 원단의 가운데 스펀지의 두께감에 따라 

입체적인 형태감을 줄 수 있기도 하며 툭 떨어지는 드레시한 느낌까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하였다. 

작품1은 꽃문양을 형상화한 분홍색과 주황색의 컬러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여 대, 중 소 로 원

의 크기에 다양성을 두어 스커트의 각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조형성을 극대화 시켰고 스커트 안쪽

에 패치코트를 넣어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부풀린 디자인에 뷔스티에 앞부분에는 사선모양의 디테

일을 넣어 공통 요소의 연속적인 되풀이가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작품2는 전통 오방색을 사용하였고 원이 8개가 들어가 행운, 조화의 숫자적 의미를 부여하였

으며 원피스의 프린세스라인에 날개처럼 주름을 넣어 양손에서 피어오르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을 

하였다. 원의 크기를 아래 부분은 크게, 위로 갈수록 작게 배치하여 점진적으로 원의 크기를 다

르게 함으로써 율동감을 주었다.

작품3은 레글런 소매의 재킷 앞 네크라인에 문양을 크게 배치하여 문양을 강조하였고 소매 끝

부분과 밑단에 문양을 스퀘어패턴으로 배치하여 통일성을 주었다. 만다라 문양에 나타난 꽃잎의 

수는 16개로 8의 배수이므로 영원성, 완전성의 의미를 가지고 색상 역시 오방색을 사용하여 각기 

가진 의미를 부여하였다.

작품4는 분홍색과 주황색의 그라데이션을 꽃문양의 만다라로 배치하였고 상의에 한 방향으로 

주름을 잡아 밑단까지 주름이 이어지게 하였고 허리 부분에 리본을 묶어주어 마치 꽃다발을 연상

시키게 하는 디자인을 하였다. 

작품5는 7개의 원이 가운데로 모여 마치 중심으로 모아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작품으로 숫자 

7의 인격 수양의 길, 변화, 자기발전의 의미를 담고 다양한 색을 콤비네이션하여 세 가지로 만들

어 스커트의 밑단에 배치하였다.

작품6은 바람개비처럼 8개의 날개가 돌아가는 듯한 만다라 문양을 사용하여 스커트 역시 한껏 

부풀려 안감에 문양을 프린팅 하여 마치 하늘에서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을 디자인하였다. 

작품7은 6개의 원과 12개의 잎으로 형상화된 만다라를 이용하여 각기 가진 숫자적 의미를 부

여하였고 원피스 뒤쪽에 버슬을 다라 안쪽과 바깥쪽에 문양을 프린팅 하여 마치 공작새의 아름다

운 꼬리를 형상화 하듯 문양의 다양성과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작품8은 가장 복잡한 만다라 도안에 다양한 컬러로 믹스 매치하여 화려하고 복잡한 만다라 문

5) 수잔핀처(1998).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 서울: 학지사, pp.15-27.

6) 정은숙(2012). 패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주거공간에서 벽지 제품디자인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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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기본조끼 밑단에 한 방향으로 주름을 잡아 안쪽에만 프린팅 하여 내면의 화려함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는 치유의 의미를 가진 만다라 문양을 텍스타일 패턴에 응용하여 원의 조형성과 배치, 

컬러의 조화, 만다라가 가진 의미가 어우러져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한 복식을 디자인하였다.

물질적 풍요와 생활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사는 현재의 삶속에 심해지는 정신적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치유의 아이템들이 전문적인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생활 속

의 분야로 다양하게 확대되며 패션 분야에서도 이에 맞춰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모방을 통하여 재창조되는 패션의 획일화와 공동화가 주는 문제점에서 벗어나 텍스타일 디자

인의 다양성과 발전성은 무궁무진 하다고 볼 수 있다. 텍스타일이라는 큰 도화지에 그려낼 수 있

는 아이템은 그 수를 한정 지을 수 없이 많고 차별화된 아이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소우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다라를 디자인하여 텍스타일에 접목시

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한 이번 연구를 통해 예술적 느낌과 만다라가 주는 여러 가지 상징의 

효과를 극대화 시킨 작품으로 각박하고 획일화 된 현재의 패션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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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혜림*ㆍ이경희 
부산대학교 

국내 항공 승무원 유니폼의 매력성과 주목성연구

1. 서론

1) 연구목적

항공사의 경우 좋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존폐와도 관련이 있을 만큼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률을 거치고 선발된 항공 

승무원이 착용하는 유니폼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고객을 겨냥한 각 기업의 이미지 전달 매체로서

는 물론, 각 나라의 이미지를 세계에 인식시킬 수 있는 표현적 상징매체로서 매우 중요하다. 또

한 승무원 유니폼은 내부적으로는 승무원간의 일체감과 결속력을 높여주고, 대외적으로는 통일된 

이미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민수, 박혜윤, 2013). 따라서, 항공사 유니폼은 많

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항공사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항공사 여승무원 유니폼의 매력성은 항공사 이미지 속성

의 결정 요인 중 하나로서 서비스 만족도 지각과 브랜드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인 브

랜드 이미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정희진·류재숙, 2005; 도다정, 2013). 그리고 

주목성은 소비자에게 기억에 남게 하여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어 흥미를 유발시켜 주는 요인(강

명희, 2012)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양적 

연구들로서 여승무원 유니폼에 관한 이미지, 디자인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 승무원 유니폼에서 중요한 속성인 매력성과 주목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그 속성들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다. 오늘날 고객들의 취향이 더욱 개성화되고 섬세한 서비스를 

바라는 있는 시점에서 승무원 유니폼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승무원 유니폼이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항공사 유니폼에 관심이 높은 항공승무원지망생들을 대

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항공사 여승무원 유니폼에 대한 매력성, 주목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비교집단으로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그 의미를 더 깊이 탐색해 보고자 한

다. 이를 위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승무원지망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신체적 특성, 

유니폼 인식, 외모관리와 자기관리, 지원동기 등)을 알아본다. 둘째, 여승무원 유니폼에 대한 매력

성을 알아본다. 셋째, 여승무원 유니폼에 대한 주목성을 알아본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

를 통해 국내 항공 승무원 유니폼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시킴으로 더 나은 승무원 유니폼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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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승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는 20∼30대 여성 5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

층 면담법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법은 직접적인 의사교환을 바탕으로 하여 질문지나 일반적인 

조사 연구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 하고 타인의 삶과 감정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도구일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생각과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는데도 편리하다(조재성, 2019).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개인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상이 어떻게 참여자의 

본연의 모습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알아가야 함으로(전영국, 배성아, 이현주, 2013) 1차 면담에서

는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체적 특성, 외모관리행동, 지원동기 등 면담자들의 일반적

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고 2차면담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각 항공사별 유니폼에 관한 의

견을 묻는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승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호하는 항공

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니폼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에서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20∼30대 대학생 5명에게 추가적으로 한차례에 걸친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들에게는 평소 

비행기를 탔을 때에 들었던 생각, 항공 승무원 유니폼에 대한 의견을 끌어내는 것을 의도하였다. 

(1) 면담 참여자 선정과 특성

승무원 준비생 연구 대상자들은 24∼28살 여성 중 현재 승무원 채용을 준비하면서 면담을 참

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고 일반인 연구 대상은 항공기 이용 경험이 3회 이상 있는 

대학생 중 면담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중 랜덤으로 선정하였다.

(2) 심층면담 내용

이 연구는 면담 시작 전, 면담하는 내용의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녹취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

였다. 승무원 지망생 대상으로 한 1차면담은 2019년 8월9일부터 9월 4일까지 60분 이내로 진행 

되였고 2차면담은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10일 까지 40분이내로 진행되었다. 면담 대상자들이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면담은 모두 만나서 진행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은 

2019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40분이내로 진행하였다. 면담 질문을 

하기 전 연구목적을 말해주면서 라포 형성을 하고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

을 하였으며 면담 질문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고 반 구조화된 질문을 준비하여 면담을 실시하였

다. 모든 연구 대상자들이 항공사 유니폼을 알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공사 유

니폼 사진을 보여주면서 면담을 실시했다. 면담 질문 내용은 <표 1>과 같다.

항목 질문내용

일반적 

특성

승무원을 꿈꾸신 계기가 있나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승무원 준비생)

승무원에 대한 생각은? (일반인, 승무원 준비생 모두)

<표 1> 면담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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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심층면담 녹음자료를 최소 3회 이상 듣고 전사를 실시했다는 (전영국, 2018) 연구를 참고하여 

같은 방법으로 녹음자료를 3회 이상 듣고 모든 면담 자료를 전사하였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언급

하는 단어에 대해 주목을 하였고 각 질문 자료와 답변들을 분석하여 연구 주제 목록으로 사용하

였다.

2. 결과 및 고찰

1) 항공승무원지망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항공승무원지망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신체적 특성으로 키 161∼173cm, 몸무게 47

∼55kg, 날씬한 체형 등으로 나타났다. 유니폼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항공사 유니폼에 대한 인지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폼디자인과 이미지, 자신과의 어울림, 업무 수행 시 편리함과 실용

성, 회사 규모에 관한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외모관리과 자기관리는 단정한 긴 머

리와 어깨길이 단발의 헤어스타일, 자연스런 갈색톤의 헤어컬러, 쿨톤(2명), 웜톤(3명)의 퍼스널컬

러, 수영, 걷기, 헬스 등 자기관리 등을 하고 있다. 어학 시험 준비, 제 2외국어 공부, 면접 준비

를 위한 스터디 등의 지적인 면을 위해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원 동기는 유니폼에 대한 동

경, 주변사람들의 추천, 비행 중 승무원에 대한 좋은 경험, 개인적 경험 등으로 비슷하게 나타났

다. 일반대학생의 유니폼에 대한 인식은 예뻐 보이는 것도 좋지만 너무 타이트한 유니폼은 불편

해 보인다고 하여 시각적 심리적 편안함이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2) 항공여승무원 유니폼의 매력성

항공여승무원 유니폼의 매력성을 살펴본 결과, 10명 중 7명이 A항공 유니폼이 한국적인, 세련

된, 편안한, 전문적인 등에서 매력적이라고 하였다. 덜 매력적인 유니폼은 너무 편해 보이는, 답답

해 보이는, 복잡해 보이는 등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공통적으로 세련된, 고급스러운, 전문적인 

이미지를 가진 유니폼, 회사의 CI컬러를 잘 반영하고 있는 유니폼, 회사의 상징을 담고 있는 액세

서리 등에서 매력성을 느낀다고 하였다. 특히 항공승무원지망생들은 업무수행 시 편안한 디자인과 

신축성있는 소재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면, 세련되고 차분한 디자인, 퍼스널 컬러와 잘 어울리는 

색채 등의 심미성을 고려한 스타일, 대형항공사의 유니폼에서 더 매력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이에 비해 일반대학생들은 단정하고 밝은 이미지, 유니폼 배색이 조화로운 것, 회사의 이미지를 

항목 질문내용

매력성

매력적인 유니폼 순서와 이유를 말씀해주시겠어요?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유니폼 컬러(배색)은 무엇인가요?

매력성을 높여주는 요인,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매력적인 유니폼과 가고 싶은 항공사가 일치하나요?

주목성
주목성이 높은 유니폼 순서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주목성을 높여주는 컬러, 요인,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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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주는 것 등에서 매력성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여 유니폼 이미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항공여승무원 유니폼의 주목성

항공여승무원 유니폼의 주목성을 살펴본 결과, 주목성이 높은 유니폼디자인은 공통적으로 색

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유니폼이 눈에 잘 들어

오고, 채도가 높고 강렬한 색, 밝은 색이 공항에서 눈에 잘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

공사만의 액세서리를 사용한 경우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색이 어두운 유니폼

은 눈에 잘 띄지 않고 포인트 되는 부분이 없어서 주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형

항공사의 유니폼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익숙해서 덜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항

공여승무원 유니폼의 주목성은 색채, 액세서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첫째, 항공승무원지망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요약하면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 유니폼에 관한 

높은 관심, 유니폼에 어울리는 외모, 체력, 지적인 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동기는 신체와 외모특성으로 인한 주변사람들의 추천과 승무원 유니폼에 대한 동경과 좋은 경험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항공승무원의 지망생이 되려면 신체적 조건뿐만 

아니라 철저한 외모 및 자기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항공여승무원 유니폼의 매력성은 고급스러움, 세련됨, 편안함, 전문적임, 회사이미지 등의 

속성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여승무원 유니폼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세련미, 편

안하고 전문적인 기능미, 고유한 회사의 상징미를 부각시킨다면 매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항공여승무원 유니폼의 주목성은 눈에 잘 띄는 밝은 강렬한 색채, 항공사 고유의 액세

서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여승무원 유니폼 디자인은 밝

은, 선명한 톤의 색채와 회사의 고유한 상징을 담은 액세서리를 부각시킨다면 주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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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지*ㆍ김정미
부경대학교 

남성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투명성에 관한 연구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시어룩, 시스루룩, 등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여성복에서는 샤넬(Chanel),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 셀린느(Celine)가 쉬폰, 오간자, 실크, PVC 등을 사용하여 코트, 

드레스, 스커트를 선보였으며, 남성복에서는 디올 맨(Dior Men), 아크네 스튜디오(Acne Studio), 

루이비통(Louis Vuitton), 베르사체(Versace)가 오간자, 메쉬, 레이스, PVC 등을 이용하여 티셔츠, 

셔츠, 수트 등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러한 패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현대 패션에 표현된 투명성에 관한 연구

(Jeong. 2001; Kim, 2008; Kwon et al, 2011; Song, 2017; Song, 2018), 투명성에 대한 소재연구

(Jeon, 2017), 투명성을 활용한 작품제작연구(Choi, 2015; Kim, 2005)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여성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남성복에 나타난 투명성

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패션 컬렉션에서 나타난 투명성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명성의 개념과 특성에 대

해 알아본다. 둘째, 남성 복식사를 통해 투명성의 미적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도출한 투명성의 

미적 특성을 근거로 최근 남성 패션 컬렉션에서 나타난 투명성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는 투명성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남성복식사에 나타난 투명성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서적 및 논문을 살펴

보았다. 사례연구는 최근 남성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투명성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Vogue의 2017 s/s 시즌부터 2019 f/w 시즌까지 Menswear Collection에서 의복 전체 혹은 부분

을 통해 내부가 보이는 사진 504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대부터 20세기까지 남성복에 나타난 투명성의 미적특성을 근거로 2017 s/s 시즌부터 2019 

f/w 시즌까지 Menswear collection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능성은 Ann Demeu- 

lemeester, CALVIN KLEIN 205W 39 NYC, Moschino, Roberto Cavalli, NIHL 등이 발표한 컬렉션

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몸에 자연스럽게 피트되는 실루엣에 블랙 메

쉬로 된 롱 슬리브 티셔츠, 타이트한 실루엣에 블랙 오간자로 된 셔츠, 자연스러운 실루엣에 누

드 컬러 오간자를 사용한 티셔츠, 몸에 밀착되는 실루엣에 트리밍 부분은 블랙으로 강조한 누드 

컬러 반투명 스타킹 소재로 된 바디수트 등이 있다. 이러한 의복은 주로 가슴ㆍ어깨ㆍ배ㆍ골반ㆍ

허벅지 등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시킴으로써 성적인 자극을 주어 섹시한 느낌을 연출한다. 둘

째, 유희성은 Comme des Garsons, CALVIN KLEIN 205W 39 NYC, Feng Chen Wang, Maison 

Margiela, Craig Green 등이 발표한 컬렉션에서 많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아이템으로는 스트레이

트 실루엣에 레드체크가 프린팅 된 투명 PVC로 만든 재킷, 스트레이트 실루엣에 체크패턴의 울



115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과 투명 PVC로 된 롱 재킷, 오버핏 실루엣에 블랙 튤로 불규칙한 형태를 만들어 장식한 블루종 

점퍼, 투명한 비닐을 사용한 서스펜더 팬츠와 화이트 팬츠를 겹쳐 입은 착장, 오버핏 실루엣에 

비닐을 사용하여 불규칙하게 겹친 티셔츠와 바지 등이 있다. 이러한 의복은 신체와 의복 또는 의

복과 의복의 겹침으로 광택을 부여하거나, 컬러ㆍ그림ㆍ글자ㆍ패턴 등이 신체 또는 의복 위에 중

첩됨으로써 유머러스한 감각과 아이러니를 표출한다. 셋째, 낭만성은 Rick Owens, Ann Demeu- 

lemeester, Astrid Andersen, Dior Men 등이 발표한 컬렉션에서 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아이템

으로는 루즈한 실루엣에 실크를 사용하여 가슴과 다리가 드러나는 팬츠와 슬리브리스 블라우스, 

슬림한 실루엣에 자수 장식이 있는 얇은 화이트 쉬폰 블라우스, 여유로운 실루엣에 펀칭된 레이

스로 만들어진 블랙 수트, 박스 실루엣에 반짝이는 금사로 자수가 새겨진 블루 오간자 티셔츠, 

여유로운 실루엣에 레이스 장식을 덧댄 화이트 쉬폰 셔츠, 루즈한 실루엣에 큼직한 문양의 레이

스로 된 블라우스 등이 있다. 이러한 의복은 신체와 의복 또는 의복과 의복의 겹침으로 명도에 

변화를 주어 형태를 불분명하게 보이도록 하거나, 꽃ㆍ나뭇잎ㆍ레이스 등의 문양이 신체 또는 의

복 위에 입혀져 모호한 느낌과 낭만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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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 Hyun Kim
Kookmin University A Study on Innovative Design Using Auspicious Patterns 

of clothing in Ming dynasty

1. The introduc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manifestation of auspicious patterns of cloth-

ing in the Ming dynasty and the connotation of the spiritual culture behind it, classify and 

summarize the research objects, obtain patterns with different meanings, take them as the 

source of inspiration, and carry out secondary innovative design in combination with the cur-

rent aesthetics. Chinese traditional auspicious pattern refers to the use of symbols, harmonic 

techniques, composed of a certain auspicious meaning of decorative patterns. Auspicious pat-

terns are widely used in the construction group, arts and crafts, clothing, etc. Auspicious pat-

terns on clothing are not only decorative patterns, but also the expression of spiritual culture. 

The extraction of these cultural elements for innovative design is of profound significance for 

the inheritance and development of Chinese traditional clothing culture.

2. The research methods

There are three methods used in this paper: 

1. Literature research method, classify and screen papers and books related to auspicious 

patterns, test the rationality of the theme and research significance with objective references, 

and reflect on the innovation of this paper.

2. Case analysis method, in view of the period of Ming dynasty on the clothing of auspi-

cious patterns, classify, and then further study, for example, combined with the social poli-

tics, economy, culture, folk customs, such as palace noble clothing auspicious patterns, re-

spectively study the subaltern clothing auspicious patterns, the use of women's clothing auspi-

cious patterns, thus to further explore the inner spirit of auspicious patterns in Ming dynasty 

culture, creative design elements eventually extracted from clothing.

3. Design and develop research methods，The traditional auspicious patterns in China are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low-carbon design methods, and innovative clothing design is carried out. Traditional clothing 

production is mainly manual, old clothes transformation and other methods, the use of envi-

ronmental protection materials, the design concept will inherit and develop. For exampl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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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waste materials, through weaving, hand-painted, transformation 

and other methods to design auspicious patterns, and apply to the design of modern clothing.

3. Research results and discussion 

Chinese traditional auspicious pattern refers to a symbol, homophony and other techni-

ques, the composition of a certain auspicious meaning of the decorative pattern. Auspicious 

patterns have a wide range of types and themes. A simple "longevity" character has thou-

sands of changes. It not only has the function of decoration and beautification, but also is 

the yearning of the ancient Chinese working people for a happy life. Auspicious patterns 

reached their peak in the Ming dynasty after a long period of development. For example, 

the emperor in the Ming dynasty wore a crown and hat, with clouds on the ground to foil 

the group dragon and twelve patterns of clothing, and the front and back and two shoulders 

were embroidered with golden dragon, which implied that the emperor had both talent and 

morality, and both civil and military. The forms of expression of auspicious patterns in Ming 

dynasty include text image, homophonic expression, allegorical expression and a combination 

of various methods.

<Table 1> Auspicious patterns of four forms of expression

Text image method
A way of expressing 

consonance

Means of allegorical 

expression
A combination of ways

Design a 

sign for

Grain 

appearance 

meaning

Shou Word means long 

life

The homophony of 

magpie means joy

Pomegranate, means 

more children more 

blessings

Five bats around shou 

word, meaning 

longevity 

The four characters "rich, noble, longevity and happiness" expressed by auspicious pat-

terns in Ming dynasty fully summarized the pursuit and aesthetic appreciation of Ming dy-

nasty citizens' culture, which was an important part of Chinese clothing culture.

Auspicious patterns are rich, flowers, birds, fish, insects, birds and animals are all painted, 

with vigorous vitality, it reflects not only clothing culture, but also a kind of spiritual culture 

behind it. It is not only the record of the ancient people on beautiful things, but also their 

yearning and expectation for the future life. The ancient people would handmade these 

clothing patterns to express their blessings to the wearer. For example, the hand-stit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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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 dress with dragon and phoenix patterns is a good wish for the newly-married cou-

ple, or the tiger pattern auspicious belly pocket made by the mother, hoping that the tiger 

can protect the safe growth of the child and so on. With these elements as the source of 

inspiration and combined with the current aesthetics, the design was innovated twice, and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posed by the United Nations was pos-

itively responded to. The old fabrics were collected, and the clothes were designed and 

made purely by hand.

4. Conclusion

Clothing, as a kind of cultural ideology, runs through all the development periods of 

China. It not only embodies the inner meaning and spirit of Chinese clothing culture, but al-

so shows the wisdom of ancient people and their beautiful yearning for life. Through 

in-depth analysis of auspicious patterns in the Ming dynasty, the research of the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Chinese auspicious patterns, combined with the auspicious designs, historical 

background, national culture inheritance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summarized, cultural 

in-depth analysis to the traditional Chinese auspicious patterns and extract elements, use con-

temporary aesthetic values and recreate these traditional elements, and as a creative source 

used in clothing design again.

In this costume innovation design, the traditional auspicious pattern of China is combined 

with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ntemporary society by using low-carbon 

design method. Traditional clothing production is mainly manual, old clothes transformation 

and other methods, the u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materials, the design concept will in-

herit and develop. For example, the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waste materials, through 

weaving, hand-painted, transformation and other methods to design auspicious patterns, and 

apply to the design of modern clothing.

Since the Ming dynasty is more than 600 years ago, the material materials of clothing 

handed down are relatively rare. In the future, I hope to have more access to precious ma-

terial clothing and obtain more pattern data for further in-depth research through accurate 

measurement and re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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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ㆍ김정미
부경대학교 

현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의복과 모자의 관계 분석

모자는 패션을 완성 시키는 아이템으로, 최근 컬렉션에서는 여러 의복에 활용되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그 예로 2018 S/S 컬렉션에서 버버리(Burberry)는 오리지널 체크 패턴 

트렌치코트에 체크 패턴 볼 캡을 매치하여 신선한 이미지를 선사하였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Vivienne Westwood)는 약간 과장된 실루엣의 젠더리스 의상에 농부들이 착용할 것 같은 라피아 

햇(raffia hat)으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마이클 코어스(Micheal Kors)는 시원한 바다를 연상시키는 

블루 그라데이션 니트에 잎사귀 프린트 스커트를 매치하고 가튼 패턴의 버킷 햇(bucket hat)으로 

휴가를 떠나는 도시 여성의 룩을 완벽하게 연출하였다(Hat, 2018). 그리고 2019/20 F/W 컬렉션

에서 앤 드뮐미스터(Ann Demeulemeester)는 실크 롱 드레스에 과감한 비율의 검정 펠트 토퍼

(topper)를 매치하여 기이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샤넬(Chanel)은 하운드투스 체크와 글렌 체

크가 어우러진 롱코트에 하운드투스 패턴의 페도라로 중후한 느낌을 연출하였다(Yoo, 2019).

한편 모자와 의복 관련 연구들로는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스타일을 분석하거나(Suh, 

2012), 모자 디자인 및 의복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Kim & Bae, 2005; Kim, 2009a; Kim, 

2009b; Kim & Bae, 2010). 이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의복은 개성표현의 수단으로 표현됨에 따라 

의복과 함께 착용된 모자는 의복의 형태·색채·소재·장식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하나의 완성된 

룩을 연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자와 의복 간의 조형성에 따른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Jeong & 

Kang, 2004; Jeong & Kang, 2006; Jeong et al,, 2006)를 살펴보면, 상의색·모자색·모자유형은 

착용자의 인상에 각기 독립된 정보로 영향을 미치고, 이들 정보들은 지각단계에서 서로 통합되어 

지각되므로 인상형성에 미치는 모자의 영향력은 의복색과 모자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하

였다. 즉 모자 착용의 패션 이미지는 모자와 의복이 통합되어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므로 

모자와 함께 복잡하고 다양한 의복의 조형요소들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패션컬렉션에서 나타난 패션 이미지에 따른 의복과 모자의 관련성에 대

해서는 분석하고 있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과 모자가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패션이미지를 형성하는지를 파악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의 착용현황 및 디자인을 분석한다. 셋째, 패션 컬렉

션에서 패션이미지 표출에 있어 의복과 모자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는 모자의 종류 및 패션이

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 서적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례

연구는 2015 S/S 시즌부터 2019/20 F/W 시즌까지 ｢Code Collection｣에 나타난 디자이너의 작품

을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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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5년간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 착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파리·밀라노·뉴욕·

런던 컬렉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파리 컬렉션이 특정 트렌드나 스타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스타일을 중시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모자 디자인들을 선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패션 컬렉션에서 나타난 모자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크라운형·햇형·캡형·자유형·브

림형 순으로 나타났다. 패션디자이너들은 크라운형의 후드와 니트캡, 햇형의 브리머와 더비햇, 캡

형의 베이스볼 캡, 비정형의 브림과 크라운이 변형된 모자를 의복에 매치하여 로맨틱·클래식·

매니시·엘레강스·모던·액티브·에스닉·아방가르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셋째, 패션 컬렉션에서 의복과 모자는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함에 있어, 모자와 의복이 동일하

거나 유사하게 연출하는 경우와 모자와 의복이 상반되게 연출함으로써 오히려 이미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패션이미지를 통해 의복과 모자는 서로의 특성을 상호보완하면서 

새로운 감각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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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ㆍ전재훈
서울대학교 한국과 일본의 신진 패션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2017 S/S∼2019 F/W 서울패션위크와 도쿄패션위크 비교를 중심으로-

1. 서론

한국과 일본은 밀접한 지리적 입지를 가지며 이를 통해 사회·문화 전반뿐만 아니라 패션 분

야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 최고의 패션문화산업국으로 불릴 만큼 세계 패

션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일본은 세계 5대 패션 컬렉션 중 하나인 도쿄컬렉션을 매 시즌 

개최하며 패션 강국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K-Fashion에 대한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패션을 대표하는 서울컬렉션 역시 세계적인 패션행사로

서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한·일 각국은 패션 컬렉션을 통해 국가 정체성 및 글로벌 트렌드를 

제시함으로써 패션산업을 주요 문화산업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독특한 창의성과 감성

을 바탕으로 기성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는 신진디자이너 발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

이는데, 이는 신진디자이너들의 작품이 글로벌 문화에 개방적인 젊은 층에 의해 선호되며 향후 

글로벌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패션계의 흐름이 아시아 시장

을 주목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 양국은 상호 간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패션이 지닌 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패션행사인 서울패션위크와 도쿄패션위크

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신진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비교를 통해 각국의 

미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젊은 감각을 내세운 한국과 일본의 현대 패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사례분석으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 국내외 문헌, 학술지, 인터넷 자

료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패션컬렉션 및 현대 패션의 현황, 미적 특성 등에 대해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서울패션위크와 도쿄패션위크의 2017 S/S∼2019 F/W 시즌에 4회 이상 등

장한 신진디자이너 브랜드의 작품 중 여성복 중심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

은 서울패션위크의 경우 차세대 디자이너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제너레이션넥스트(GN) 무대 참

가 브랜드로 설정하였고, 도쿄패션위크의 경우 패션쇼 참가 당시 기준 설립 1년 이상∼5년 미만 

브랜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한국의 신진디자이너 브랜드 총 6개, 일본의 신진디자

이너 브랜드 총 7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서울패션위크 인터넷 사이트(http://www.seoulfa-

shionweek.org)와 도쿄패션위크 인터넷 사이트(https://rakutenfashionweektokyo.com/jp)에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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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장의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여 형태, 색상, 소재, 문양, 장식 등의 조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미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절제와 꾸밈

한국의 신진디자이너 패션 작품에서는 간결함과 모던함의 미적 특성을 지닌 절제미가 나타났

고, 일본의 신진디자이너 패션 작품에서는 화려하고 과장된 성향을 지닌 꾸밈의 미가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 신진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절제미는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선과 단색 및 무채색 

위주의 조합을 통해 표현되었다. 2017 F/W에서 에이벨은 간결하고 명확한 선을 사용한 롱코트, 

문리는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무채색 원피스, 제이어블유엘은 2018 S/S에서 기

본적인 라인만을 사용한 화이트 컬러의 셔츠형 원피스, 2018 F/W에서 데일리미러는 전체 아이템

을 블랙 컬러만으로 나타난 착장을 통해 한국 복식의 전통적인 미적 특성인 절제미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반면 일본의 신진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꾸밈의 미는 유희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장

식과 디테일에 의해 표현되었다. 2018 F/W에서 뮤즈는 칼로리메이트(Calorie Mate) 식품의 패키

지 디자인과 로고를 활용한 원피스, 케이스케 요시다는 여러 개의 라인과 레이어, 포켓 및 행커

치프 장식, 양쪽으로 길게 늘어진 프릴 장식으로 표현된 원피스, 2019 S/S에서 비바노슈는 여러 

개의 겹으로 중첩된 프릴로 과장되게 표현된 아방가르드 스타일의 원피스, 뮤즈는 삿포로맥주

(Sapporo Breweries Limited)의 로고 디자인을 활용한 셔츠를 통해 다양한 표현의 기법으로서 장

식과 기교를 해학적으로 풀어낸 꾸밈의 미를 표현하였다.

2) 인체 라인의 드러냄과 숨김

한국의 신진디자이너의 패션 작품에서는 신체의 구조와 라인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의상을 

통해 드러냄의 미가 나타났고, 일본의 신진디자이너의 패션 작품에서는 신체를 은폐하는 무정형

의 의상을 통해 숨김의 미가 나타났다. 먼저, 한국의 신진디자이너 패션 작품에 나타난 드러냄의 

미는 서구사회에서 추구하는 신체의 비율과 곡선적인 인체의 윤곽을 강조하는 구조적 디자인을 

통해 표현되었다. 서울컬렉션 2017 F/W에서 제이더블유엘은 이상적인 신체 비율로 보이도록 상

체와 하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블랙의 상·하의 아이템, 2018 S/S에서 에이벨(A.Bell)은 허리선

을 높이고 하체의 곡선적 라인을 강조한 원피스, 2018 F/W에서 듀이듀이는 잘록한 허리를 강조

하는 X라인 실루엣의 블라우스와 러플스커트, 2019F/W에서 데일리미러는 허리라인을 강조하고 

하체를 드러낸 카멜 컬러의 쇼트 점프수트를 통해 인체의 이상적인 비율과 구조를 자연스럽게 드

러내고자 하였다. 반면 일본 신진디자이너의 패션 작품에서는 인체 윤곽을 강조하지 않는 무정

형, 불확정형 구조의 의상이 자주 등장하였다. 도쿄컬렉션 2017 F/W에서 케이스케 요시다는 상

체를 감싸는 여유롭고 박시한 핏의 핑크색의 자켓, 2018 F/W에서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배럴실루

엣의 블랙 롱코트, 2019 S/S에서 하이크(HYKE)는 상하체 경계가 모호한 카키색의 롱원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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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F/W에서 비바노슈(VIVANO SUE)는 다량의 러플로 보디라인을 감춘 롱코트를 통해 신체를 

은폐하고 정형화된 인체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숨김의 미적 특성을 표현하였다.

3) 성숙미와 가와이이(可愛い)

한국의 신진디자이너 패션 작품에서는 여성의 성숙미를 강조하는 의상이 자주 나타났고, 일본

의 신진디자이너 패션 작품에서는 가와이이 코드를 표현하는 의상이 자주 나타났다. 먼저, 한국

의 신진디자이너의 작품에서 강조되는 성숙미는 낮은 채도의 차분한 컬러와 무채색의 사용, 정적

이고 격식을 갖춘 포멀 아이템 등을 통해 표현되었다. 서울컬렉션 2017 F/W에서 듀이듀이(DEW 

E DEW E)는 가운형식의 아이보리 롱코트, 2018 S/S에서 문리(MOON LEE)는 네이비 컬러의 롱 

자켓과 블랙의 점프수트, 2018 F/W에서 제이더블유엘(JWL)은 화이트 컬러의 블라우스와 블랙 컬

러의 머메이드 라인 스커트, 그리고 2019 S/S에서 데일리미러(DAILY MIRROR)는 베이지 컬러의 

플레어 원피스를 통해 우아하고 세련미를 갖춘 성숙한 여성미를 나타냈다. 반면 일본의 신진디자

이너의 작품에서 나타난 가와이이는 일본의 독특한 미의식으로서 사물의 미시적이고 작은 것에서 

느끼는 발랄하고 귀여운 정취를 의미한다(Choi, 2015). 이러한 미의식은 세밀한 디자인의 패턴과 

원색계열 및 높은 채도의 컬러, 어린아이적 속성을 나타내는 아이템 등을 통해 표현되었다. 도쿄

컬렉션 2019 S/S에서 아쿠오도 바이차누(ACUOD by CHANU)는 작고 세밀하게 반복되는 기하학

적 패턴의 아이템과 데님 오버롤 팬츠, 2017 F/W에서 케이스케 요시다(KEISUKE YOSHIDA)는 

채도가 높은 퍼플, 마젠타, 옐로우, 블루 등 컬러를 조합한 체크 패턴의 코트와 오버롤 스커트, 

2018 F/W에서 뮤즈(MUZE)는 원색 계열의 옐로우, 핑크, 그린을 사용한 아이템, 로고를 새긴 니

삭스를 통해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특성의 가와이이 코드를 나타냈다.

4) 동조성과 개성

한국의 신진디자이너 패션 작품에서는 트렌드와 유행에 따라가고자 하는 특성인 동조성이 나

타났고, 일본의 신진디자이너 패션 작품에서는 타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중시하는 개성적 패션이 

강조되었다. 먼저, 한국의 신진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동조성은 시즌별로 각 브랜드에서 유사한 

색채와 디테일을 가진 아이템이 중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서울컬렉션 2018 

S/S에서는 브랜드별 올 화이트룩이 다수 등장하였는데, 문리는 끈나시 형태의 롱원피스, 듀이듀이

는 랩형식의 퍼프소매 블라우스와 슬랙스 팬츠, 데일리미러는 레이어드 된 블라우스와 플레어원

피스, 제이더블유엘은 깊게 파인 V넥 원피스, 에이벨은 라운드넥 상의 및 슬랙스 팬츠와 트렌치

코트를 화이트 단색으로만 나타내어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 또한 2018 F/W에서는 각 브랜드에서 

빅 카라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을 다수 선보였는데, 데일리미러는 네이비 컬러와 화이트 컬러 

배색의 코트, 듀이듀이는 핑크 컬러의 퍼 무스탕, 제이더블유엘은 그레이 컬러의 더블버튼 체크 

코트, 에이벨은 오픈된 베이지 컬러의 롱 코트에 빅 카라 디자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9 S/S

에서는 브랜드 별 네온 컬러의 사용이 자주 나타났는데, 바이디바이(BY.D’BY)는 레이어드 된 상

의와 하의의 밀리터리 문양에, 제이더블유엘은 언발란스 디자인의 상의에, 듀이듀이는 러플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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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긴소매 디자인의 원피스에 라임색의 네온 컬러를 활용하였다. 이처럼 유사한 색채와 디테일의 

사용이 나타나는 것은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여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한국 특유의 동조적인 

특성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의 신진디자이너 브랜드는 유행의 흐름을 따르기 보

다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처럼 개성적인 패션을 추구하는 일본의 

특성은 타인과 다른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다와리(こだわり)라는 정서적 배경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현대 패션에 대한 Sasaki(2007)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 젊은

이들은 한국의 젊은이들만큼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며 거리의 분위기보다 자신의 개성을 더욱 중

시한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이러한 미의식이 신진디자이너의 패션 작품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하나에모리 마뉴스크리(Hanae Mori manuscrit)는 나비를 아이콘으로 한 엘레강스 스타

일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진 브랜드로서 2017 F/W에서 나시블라우스와 스커트, 2018 S/S에서 플

리츠 디테일의 프린팅 원피스, 2018 F/W에서 버건디와 베이지 컬러 배색의 V넥 나시 원피스 등

에 지속적으로 나비 패턴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하오리 드 티티(haori de TiTi)는 기모노

와 하오리(羽織)와 같은 일본 전통 의상에서 도출된 모티브와 천연소재의 사용이라는 아이덴티티

로 가진 브랜드로서 2018 S/S에서 버튼없이 벨트로 여미는 네이비 컬러의 긴 겉옷, 2019 S/S에서 

화이트와 블랙 배색의 동양적 플라워 패턴의 롱코트 등을 통해 일본의 전통적 복식의 모티브를 

표현하였다. 이처럼 일본 신진디자이너의 작품에서는 대중적인 트렌드를 따르기 보다 자신만의 

개성적인 패션을 강조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과 일본 신진디자이너의 패션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절제와 꾸밈, 둘째, 인체 라인의 드러냄과 숨김, 셋째, 성숙미와 가와이이, 넷째, 동조성

과 개성이다. 먼저, 한국 신진디자이너 작품에 나타난 절제미는 단순한 선과 단색 및 무채색 위

주의 사용으로 표현되었고, 드러냄의 미는 이상적인 신체의 비율과 곡선적인 인체의 윤곽을 강조

하는 구조적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성숙미는 낮은 채도의 컬러와 무채색, 정적이고 격

식을 갖춘 포멀 아이템 등으로 표현되었고, 동조성은 시즌별로 각 브랜드에서 유사한 색채와 디

테일을 가진 아이템이 중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나타났다. 반면, 일본 신진디자이너 작품에 나타

난 꾸밈의 미는 유희적인 디자인, 다양한 장식, 디테일에 의해 표현되었고, 숨김의 미는 인체 윤

곽을 은폐하는 무정형, 불확정형 구조로 표현되었다. 가와이이 코드는 작고 세밀한 패턴, 원색계

열 및 높은 채도의 컬러, 어린아이적 속성을 나타내는 아이템을 통해 표현되었고, 또한 개성 추

구의 특성은 일본 특유의 고다와리라는 정서적 배경에 따라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고수하는 방

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신진디자이너 패션 작품을 분석하고 미적 특성을 도

출하여 한·일 양국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서로의 사회·문화적 시각의 차이를 인지하여 타문화에 대한 수용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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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포스팅 활동과 SNS 피로감
-마이크로 인플루언서(Micro-influencer)를 중심으로-

1. 서론

최근 소셜 미디어는 전 세계적으로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의 해체와 함께 개인의 취향이 중시됨에 따

라 스스로의 삶을 즐기면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되, 이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고 있다(Kim, 2019). SNS 이용자들 중 일부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다른 사람의 취향에 맞을 

경우 많은 사람들의 호감과 유명세를 얻으면서, 온라인 내에서 인플루언서(Influencer)라는 영향력 

있는 개인이 된다. SNS에서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으며, 광고에 

있어서도 연예인보다 일반인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기에 최근에는 인플루

언서 마케팅이 상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일반인 인플루언서

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Micro-influencer)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

차 SNS 안에서 자신을 팔로우(follow)하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 활동

으로 시작한 SNS 활동이 점차 그들에게 의무감이나 피로감으로 자리하게 될 때, 이것은 그들에게 

일종의 노동이 될 것이다. 기존의 인플루언서 관련 선행연구는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

자 구매 의도, 소비자 행동 및 심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주로 마케팅 분야의 논문이 많았다. 

또한 SNS 피로감(fatigue) 관련 선행연구는 SNS 이용자 모두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에 인플루언서

라는 정보 제공자의 SNS 활동 피로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상업

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남성 및 여성 일반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정보의 피제

공자가 아닌, 정보 제공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SNS 피로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앞

으로도 꾸준한 인기와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루언서의 심리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인플루언서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본 후, 이어 SNS 피로감의 개

념 및 피로감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연구의 대상으로는 편의추출표본법으로 인스타그램

(Instagram)에서 20대 중반의 일반인 인플루언서 여성과 남성을 각각 1명씩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각자 1,000명 이상의 팔로워(follower)를 보유하고 

있었고, 인스타그램의 활동 기간은 1년 이상이었다. 인터뷰의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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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램 이용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Park & Kim(2014)의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3. 이론적 배경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간단한 사진 올리기 기능만으

로도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의 인플루언서의 유형은 팔로워의 수에 따라 분류하는 것(Musefind, 2018)과 수용자의 인지도 정

도에 따른 분류(Kim & Hwang, 2019)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00명에서 9,000명 정도의 팔로

워를 보유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은 수용자의 인지도가 일반인 정도

로 파악이 되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인임에도 온라인 포스팅(posting) 활동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

게 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NS 피로감이란 SNS 활동시 사용자가 느끼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 부담감을 말한다. Kim, et 

al. (2013)의 연구에 따르면 SNS를 매개로 하는 이용자들 간의 관계 형성은 오프라인 상의 대인

관계 형성과는 차이가 있으며, 온라인 활동량의 증가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불가피

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SNS 피로감의 요인은 네 가지로, 방대한 양의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

로감을 뜻하는 ‘정보 과부화(information noise)’,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불안해하는 ‘프라이버시

(privacy)’, 시간과 물리적인 비용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말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그리

고 타인의 비교와 평가를 인식하는 ‘평판 인식(reputat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 네 가

지 요인을 바탕으로 하되, 정보과부화라는 요인은 정보제공자인 인플루언서에게 해당되지 않는 

요인이기에, 프라이버시, 기회비용, 그리고 평판인식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SNS 피로감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를 활동 시기별로 포스팅 

사전 활동, 포스팅 활동, 그리고 포스팅 이후 상황이라는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포스팅 사전 활동시의 피로감의 요인으로는 기회비용과 평판인식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들은 포스팅의 사전 활동으로 장소의 물색, 패션 제품의 구매, 다양한 구도의 촬영 등을 하고 있

었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자신의 온라인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기회비용이 

피로감의 요인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가끔은 이러한 투자로 인해 스스로 자괴감을 느낀다

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포스팅 행위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기에, 팔로워의 

평가를 기대하는 평판인식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두 응답자 모두 포스팅의 목적이 처음은 취미

로 하였으나, 인플루언서가 된 이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팔로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스팅 사전 활동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정보를 탐색

하는 활동은 모두 타인을 의식하고 그들의 반응을 기대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포스팅 활동의 피로감 요인은 기회비용과 평판인식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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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계정에 올리는 포스팅의 개수를 제한하고, 포스팅을 한 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일일

이 응답하거나 ‘좋아요’를 눌러줌으로써 소통을 한다. 인플루언서는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 

투자에 대해 부담감을 느껴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올

린 포스팅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으로부터 뿌듯함을 느끼는 반면,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좋아요’와 ‘팔로우’ 활동이 그들에게 일종의 강박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함으로서 평판인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셋째, 포스팅 이후 상황의 피로감의 요인은 프라이버시와 평판인식으로 나타났다. 인플루언서

들은 온라인상에서 그들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자신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염려가 그들의 피로감의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포스팅을 적어도 하루

에 하나씩은 해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이 든다고 응답하여서, SNS 중독경향성 또한 드러내었다.

5. 결론

최근 SNS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

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SNS에서 일반인 인플루언서는 연예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기도 

하며, 이들은 온라인 미적 노동자(Brydges & Sjöholm, 2019)로서, 사람들에게 정보의 제공과 소

통을 통해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지속적 온라인 활동은 때로

는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피로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는 인플루언서의 SNS 피로감 관련 요인 분석의 시행을 통해 포스팅의 활동 시기별로 

피로감의 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SNS 포스팅 활동은 SNS 안에서 일어나는 

활동이기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현실 속의 인간관계와는 달리, 외모 칭찬이나 대리만족, 우월감 

등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인 보상 심리를 느끼게 할 수가 있었다. 인플루언서들은 사람들의 반

응에 대해 일시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반면, 실제 SNS 활동에 대해서는 귀찮음이나 강박 

등과 같은 현실과의 괴리감을 보이면서도 이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SNS 중독경향성도 

보였다. 

본 연구는 SNS 피로감 관련 연구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이 주로 양적인 연구였던 반면, 인터뷰

라는 질적 연구를 통해 SNS 피로감의 요인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대상이 두 명으로 한정되어 샘플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메가 인플루언서나 셀러브리티 인플루언서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으

로 확장하거나, 개인 유형이나 사업자 유형으로 확장할 경우, 본 연구와 비교되는 더 다양한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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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두에 나타난 한국 패션 동향 분석
-2013년-2018년 게재된 정보를 중심으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에서 한류의 열기가 계속 고조되어 한국 패션의 붐이 일고 있다. 특

히 2010년 이후 K-pop을 중심으로 한류 문화 중에 나타난 패션이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에 인터넷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한류의 확산은 물론, 한국 패션도 중국 젊은이들의 주

요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한령 정책으로 인해 중국 바이두에 나타난 한

국 패션 동향의 변화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패션의 두드러진 측면과 대외 이

미지 분석을 통해, 중국 내 한국 패션의 흐름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내용 

분석방법으로 중국 인터넷 검색엔진 바이두를 활용해 한국 패션 관련 콘텐츠를 추출하고, 최근 

몇 년간 콘텐츠에 반영된 한국 패션의 흐름을 연구해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규명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류와 한국 패션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 및 평가를 

고찰하고 둘째, 한한령으로 한국 패션에 대한 중국인들의 태도가 바뀐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바이두에 게재된 한국 패션 기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보도 총 50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에 나타난 한국 패션 발전 동향의 요인들을 밝혀내기 위하여 바이두 

인덱스를 사용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본 중국에서의 한국 패션 동향은 첫째, 중국에서 한

류의 전개와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중국 미디어의 한류관련 보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 패션 컨텐츠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논조는 총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적인 정보는 

2016년 한한령 반포 이후 총 8건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류의 확산은 중국

내 한국 패션의 향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류 문화와 한국 

패션에 대한 보도는 부정적인 시각이 드물었고, 중국의 젊은 세대는 한류와 한국 패션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셋째, 2016년 한한령으로 한국 패션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넷째, 

한한령으로 한국 패션 브랜드 전략이 바뀌었다. 한한령은 한류 확산을 크게 제한했다. 그러나 전

반적으로 한류의 사회적 영향력과 한국 패션에 대한 콘텐츠를 게재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다. 한한령으로 한류에 대한 접근 경로가 줄어들어 점차 관심의 중심이 중국 아이돌로 옮겨가고 

있고 패션 트렌드를 빠르게 이끌던 한국 스타의 효과가 점차 약해져 한국 패션의 유행성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의 한국 패션에 대한 추구를 보면 한류 스타를 비롯한 패

션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점차 한국 동대문 등 패션 비즈니스에서 활약하는 패셔니스타와 인터넷

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 패션의 흐름을 전파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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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무릎 보호대 특징 분석

1. 서론 및 연구목적

여가 및 문화생활이 다양해지고 아웃도어 활동이 많아지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무릎 통증

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보행 및 일상생활 움직임에 필수적인 무릎 보호와 예방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무릎 보호대가 요구되고 있다. 무릎 보호대

는 질병 종류, 스포츠 활동, 직업이나 생활 습관, 나이와 성별, 몸무게(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6) 등 다양한 상황과 니즈에 맞는 기능과 디자인에 대한 개발이 이

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획일적인 디자인이 많으며 관련 기능과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릎 보호대를 개발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무릎 

보호대에 대한 인식과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제품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무릎 

보호대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Textom을 이용하여 2016년 8월 3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3년 동안 네이버와 다음에 업

로드 된 웹문서, 카페, 블로그, 뉴스를 분석하여 7,305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21,242개의 키워

드 86,587개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데이터를 필터링 하였고, 빈도 (TF), TF-IDF, 연

결중심성을 분석하였다.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단어빈도 분석하였고, UCINET 6 Social Network 

Analysis Software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첫째, 착용(n=1205), 운동(n=640), 제품(n=562), 통증(n=367), 헬멧(n=361), 안전 (n=349), 손

목(n=326), 자전거(n=313), 부상 (n=299)등이 높은 빈도를 보였다. TF-IDF의 경우 TF와 마찬가지

로 착용(1939.373), 운동(1534.653), 제품(1347.617), 사용(1316.445), 판매(1277.242), 가격

(1167.906), 통증(1060.766), 헬멧(1043.424), 자전거(1019.784), 안전(1008.740) 등이 높게 나타났

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무릎, 보호, 무릎보호, 무릎 보호대 이외에 착용(0.033), 제품

(0.027), 운동(0.027) 등의 순으로 다른 키워드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다. 

셋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 무릎 노드와 착용, 통증, 관절, 제품과 같은 노드들 간의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ncor 분석 결과, 통증 완화, 부상 예방, 신체 건강, 작업으로 총 네 그

룹으로 나뉘었다. 통증 완화에는 근육, 압박, 통증, 관절, 무리, 필요, 보호, 테이핑, 방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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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상품, 블랙, 등산 등의 통증 완화를 위한 무릎 보호대의 기능과 디자인 특징이 나타났다. 

기능으로는 근육과 관절을 압박하여 통증 완화 및 무리 예방, 보호를 하고, 디자인으로는 테이핑 

디테일과 주로 검정색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사전 연구에서도 압박, 테이

핑, 그리고 검정색이 많이 사용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Lee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무릎 주위

를 압박하여 운동 가동성이 방해받지 않으며 불필요한 움직임과 떨림을 방지하여 근육 부상을 줄

여준다고 하였고, Moon and Kim(2015)은 테이핑 요법이 통증감소와 관절가동범위 증진에 효과

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보호대의 색상으로는 검정색이 79.5%로 압도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는 Park and Lee(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부상 예방에는 아이, 유아, 어린이, 자전거, 헬멧, 안전, 예방, 부상, 브랜드, 필수 등으로 자전

거 등을 탈 때 유아용 무릎 보호대에 대한 제품과 관련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

다. 일상생활에서의 놀이스포츠 및 생활스포츠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활동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Lee & Lee, 2017),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아동용, 청소년

용, 성인용으로 사이즈를 구분할 뿐 치수를 세분화하여 관련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다(Lee et al., 

2017). 따라서 무릎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령대를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사이즈를 커버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

신체 건강과 관련하여 무릎 외에도 발목, 손목, 허리 등의 키워드들이 함께 언급되는 것이 확

인되었다. 이는 낙상으로 인한 부상 부위로 무릎 26%, 발목 14.4%, 손목 11.5%, 허리 8.7% 등의 

순으로 나타난 Park and Lee(2014)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보호하

는 관련 제품에 대한 부위별 확대 적용 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작업 그룹에는 장갑, 사고, 작업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작업 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무릎 보호대가 자주 언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작업자가 통증을 야기하는 주요 작업 자세로는 

무릎을 꿇고 쪼그리는 작업 자세와 한발로 몸을 지탱하는 자세로 나타났으며, 작업자는 이러한 

작업 자세를 자주 취할 경우 무릎 보호대의 착용이 적극 권장 된다(Jang & Jeon, 2011). 하지만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며, 동작가동성 측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예방

차원에서 활용도가 낮게 된다(Lee et al., 2015). 따라서 보호대의 두께와 무게 등을 고려한 디자

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릎 보호대는 통증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 착용되거나, 혹은 

헬멧과 같이 자전거를 탈 때 착용하는 형태의 안전을 위한 기능을 지닌 제품들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용 무릎 보호대 개발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로 검정색으로 많

이 이뤄진 성인 제품에서 다양한 디자인과 사이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무릎 보호대에 

있어서 운동 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관련 제품에 대한 소개가 많이 이뤄

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무릎 관절과 관련하여 통증을 완화 시켜줄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웹 가

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완화를 위해 압박과 테이핑 디테일이 주로 적용되었으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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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색상 및 디테일을 다양하게 고안하여 운동 시, 작업 시, 어린이 용 등 

다양한 사용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사이즈

에 대한 언급이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무릎 보호대와 관련하여 사이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디자인 혹은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사이

즈를 커버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사이즈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인의 체형

에 맞게 개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 다섯째, 무릎 외에도 발목, 손목, 허

리와 같은 다른 관절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업체와 브랜드의 경우 무릎뿐만 아

니라 타 신체 부위로의 확장을 통한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의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무릎 보호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제

품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추후 감성 분석을 통해 각 키워드들이 긍정 혹은 부정적으로 사용되

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자 하며, 키워드가 사용된 전체 문장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사용된 상

황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향후 실제 디자인 및 기능

에 대한 소비자 인터뷰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사용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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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문화상품을 위한 한국전통문양의 이미지 분석

한국전통문양을 적용하여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 관광객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

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전통문양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참여자는 

평균 31세 (M=31.23, SD=9.03)의 20대 (66.47%) 30대 (33.53%)의 남성 (71.18%), 여성 (28.82%)

으로 총 170명의 미국인이었다. 직업은 회사원 (74.7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 

(13.53%), 전문직 (7.06%) 등의 순이었으며, 주요 거주 지역은 남서부 (25.29%)가 가장 많았다. 

전통문양은 총 15개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시 각 문양의 이미지를 보여줬다. 설문 문항은 7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빈도와 백분율과 같은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전통문양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미지로는 ‘흥미롭다’ (M=5.73, SD=1.11), ‘독특한 미적 요소를 지녔다’ 

(M=5.64, SD=1.14), ‘가치가 있어 보인다’ (M=5.60, SD=1.11), ‘전통미가 느껴진다’ (M=5.57, 

SD=1.10), ‘아름답다’ (M=5.52, SD=1.14), ‘신비롭다’ (M=5.54, SD=1.18), ‘한국 이미지를 잘 보여

준다’ (M=5.49, SD=1.14), ‘한국의 독특한 미를 보여준다’ (M=5.38, SD=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에 더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5.54, 

SD=1.00), 한국전통문양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하였으며 (M=5.47, SD=1.05), 이러한 한

국전통문양들은 한국 문화를 잘 보여준다고 하였다 (M=5.42, SD=1.01). 따라서 20-30대 외국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패션 상품을 개발할 때, 한국전통문양의 적용이 소비자에게 어필하는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전통문양은 화려한 이미지 (N=63, 37.06%)가 가장 높다고 하

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귀여운 이미지 (N=38, 22.35%), 전통적인 이미지 (N=29, 17.06%), 단순한 

이미지 (N=23, 13.53%), 모던한 이미지 (N=10, 5.88%), 섹시한 이미지 (N=4, 2.35%), 고상한 이

미지 (N=3, 1.76%) 순이었다. 넷째, 문양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귀여운 이미지와 화려한 이미

지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귀여운 이미지로 선택된 문양은 식물문 (N=150, 29.41%), 문자문 

(N=115, 22.55%), 기하학문 (N=109, 21.37%)이었으며, 화려한 이미지는 동물문 (N=114, 22.35%), 

자연문 (N=105, 20.59%)였다. 특히 동물문의 호랑이 문양 (N=41, 24.12%), 문자문들 (N=107, 

20.98%)의 경우 전통적인 이미지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린이용이나 귀여운 상품을 개발할 

EO는 식물문이나 문자문, 기하학문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화

려한 컨셉의 패션상품을 개발할 때에는 동물문이나, 자연문 등을 적용할 수 있겠다. 다섯째, 문양 

중에서 연꽃문 (N=26, 15.29%), 호랑이문 (N=20, 11.76%), 복자문 (N=20, 11.76%)에 대한 선호

도가 높았다. 따라서 한국전통문양을 적용한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할 때, 연꽃문을 적용할 수 있

으며, 호랑이문과 복자문의 적용도 고려할 수 있겠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전통문양을 

적용한 패션문화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개발한 상품 디자인에 대한 외국인 대상 평가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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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향후 더 많은 여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양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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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콘텐츠를 활용한 ICT 융합 기반의 
소비자 맞춤형 디자인 제품 제조 서비스시스템 개발

1. 서론7)

국내 캐릭터 산업은 ‘한류’, ‘뽀로로’, ‘카카오프렌즈’, ‘라인프렌즈’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력을 이

미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캐릭터의 원천 저작권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IT기술 

기반 서비스 모델과 이를 위한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글

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Facebook, Instagram 등의 SNS는 최근 다양한 AI, VR, AR 기술을 

융합하여 원천 및 2차 디지털 콘텐츠 저작물의 유통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므로, 국내에

서 기 확보된 콘텐츠 원천 저작물과 인공지능 기술 등을 결합한 다양한 캐릭터 기반 콘텐츠 사

업 모델 발굴과 관련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최근 전 산업 영역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머신 러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 미래 

시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미지 생성 관련 머신 러닝 기술은 

GAN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 따라서, GAN을 응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생성

과 생성된 이미지의 사업 모델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4차산업 혁명으로 촉발되어 제조업의 변화

를 주도하고 있는 개인화 제품 제조 기술이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상용화가 시도되고 있어 캐

릭터 기반 개인화 제품 제조가 가능한 제품-서비스 플랫폼 기술의 개발과 이의 상용화를 통하여 

글로벌 시장의 선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이동하며 더욱 치

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천 제품의 경쟁력과 함께 소비자의 사용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디자인의 적용이 필수적임. 이미 국내에서도 금융산업에서 카카오뱅크가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디자인을 도입하여 기존 금융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서비

스디자인을 도입한 제품-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들이 쉽게 개인화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고, 크리에이터는 개발한 콘

텐츠를 제품화에 연결하고 제조자는 부족한 디자인과 제품 기획을 보완할 수 있는 사용자-디자이

너-생산자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캐릭터 디자인의 개인화 및 제조와 연계하는 플랫폼 개발에 서

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새로운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2. 연구목표

개인화 캐릭터 콘텐츠와 콘텐츠 기반 개인화 제품 제조 서비스가 가능한 캐릭터 콘텐츠 서비

스 모델과 플랫폼을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원천 

이 연구는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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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활용한 2차 콘텐츠의 생성 기술을 확보하여 국내의 우수한 콘텐츠 디자이너의 원천 캐

릭터를 플랫폼상에서 소비자가 직접 개인화 콘텐츠로 생성토록 하고, 이를 3D 매핑 솔루션 기반

의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여 고객맞춤형 개인화 제품을 주문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 

디자이너-소비자-생산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캐릭터와 제조가 융합된 고부가가치의 생태계 비

즈니스 모델 및 제조-서비스 협업 시스템 개발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개인화 캐릭터 콘텐츠 컨셉 설정을 위해 상위 인기 컨텐츠를 분석하여,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

고 개인화 제품제작에 적용이 용이하며, 개인화 바리에이션 방법을 고려한 캐릭터로 개발방향을 

확정하였다. 따라서 프로토 타입 개발 및 캐릭터 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피사체를 개발하였으며 

성인 남자, 성인 여자, 아이, 별자리, 명화/명작, 신, 툴팁 등으로 캐릭터 카테고리를 분류하였다.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맵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개념화하였으며 각 페르소나별서비스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Table 1> Service scenario

캐릭터 적용 개인화 제품 지원 서비스 기획과 개인화 제품 지원 서비스 기획하여 국내외 관련 

플랫폼(Zazzle 등)을 벤치마킹하여 차별화된 개인화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반영하였다. 또한 타켓 

시장과 고객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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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rvice Platform

수익 창출/분배 모델 개발, 개인화 콘텐츠 저작권 보호전략 수립을 위해 스마트 계약을 통한 

구매/판매/이익 분배의 투명화, 개인화 컨텐츠를 이용하여 제품 주문시 플랫폼 운영자와 Smart 

Contract 체결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기 위한 플랫폼 운영자와 제품 제조에 관련된 관련 업체도 

동시에 저작권 사용에 관한 Smart Contract 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Fig. 2> Busin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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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가공을 이용한 고기능성 친환경 패션디자인 연구

1. 서론

실리콘 제품의 수요는 산업구조성숙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고부가가치화, 고품질화, 고신뢰성

에 기여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특히 실리콘 폴리머(Silicone Polymers) 산업은 10여 개 내외의 선

진 제조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거대한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실리콘(Silicone)은 1823년 스웨덴의 화학자 Berzelius가 실리콘의 모체인 규소(주기율표 원소

로서 Silicon 이라고도 불림)를 처음으로 분리하여 개발된 유기기를 함유한 규소와 산소가 실록산 

결합에 의하여 실록산 결합(Si-O-Si)에 의하여 연결된 고분자(Polymer: 같은 종류의 분자개체가 반

복적으로 많은 수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크기가 큰 분자)이다. 특히 실리콘은 저표면장력, 저마찰

계수, 내열성, 발수성 등의 특성으로 섬유공업 전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섬유유제, 처리제로서 

소재가 되고 있다. 국내 실리콘 시장은 섬유제품 등의 응용제품 및 타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

과를 고려하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산업분야별 집중전략적 이동과 가치투자로 인해 소재부품 분야로서의 실리콘 기술에 관한 수

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실제 연구 및 공급은 미미한 실정이다. 섬유 패션이라는 최종 단계와 연결

된 실리콘 코딩 기술에 관한 연계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섬유에 적용되는 실리콘 코

팅은 우산, 방수 등으로 합성섬유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통기성 등에서 인체 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실리콘 코팅기술을 천연섬유 섬유소재에 접목하여 고기능성 친환경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오가닉 코튼, 린넨 등 천연섬유에 인체친화적 화확가공인 실리콘 코팅기술을 

적용하여 고기능성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였다. 실리콘 코팅은 상온에서도 유동성을 띠고 무색의 

탄성고체 형태인 실리콘 고무(Silicone rubber)를 적용하였다. 코팅방식은 섬유패션 제품으로 심미

적, 기능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화학적 오염을 최소화 한 방식을 연구하였다. 실리콘 코팅 가공법

이 적용된 섬유제품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능성에 대해 평가검증하였으며, 최종 검

증된 원단 3종을 선택, 8가지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여 Likert 척도를 실시 최종 5가지 아이템을 

선별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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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실리콘 코팅 원단(Silicone Coated Fabric)이란, 섬유원단의 표면에 실리콘 고무를 일정 모양이

나 패턴, 또는 전체 면적에 걸쳐 접합되도록 코팅한 원단이다. 실리콘의 주요 성상은 실리콘 오

일, 실리콘 고무, 실리콘 레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실리콘 고무는 상온에서도 유동성을 띠

는 무색의 형태로 일반 유기계 고무와는 달리 내열성, 화학적 안정성, 전기절연성, 내마모성, 내

후성, 내오존성 등이 매우 우수한 친환경 물질로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유용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고분자 형태의 결합이다. 

 

<그림 1> 실리콘 폴리머 결합식

섬유에 코팅되는 실리콘 고무는 방수성과 유연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주로 우산, 텐트, 쟈켓 

등에 방수코팅 및 유연가공제로 사용되고 있다. 실리콘 인쇄 코팅 가공 기술을 적정한 농도와 염

착, 패턴, 재질 실험을 통해 천연소재에 최적의 실리콘 텍스 기술을 접목하여 기능성을 극대화 

하였다.

특히 Piece type 실리콘 인쇄코팅기술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여 다양한 디자인 적용시 

유리하며 기술안정화로 불량발생 최소화와 제품 생산이 안정적이다. 이 방법을 통해 실리콘을 섬

유원단의 전체 면적에 걸쳐 일정한 두께로 코팅하는 방식으로 가벼우면서도 일정의 텍스쳐를 부

여할 뿐 아니라, 압축저항성, 내화학성, 내열/내한성, 난연성, 발수성, 통기성 등이 우수한 소재를 

개발하였다(표 1). 숙성온도와 숙성시간을 선정하여 2차에 걸쳐 실리콘 코팅 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실리콘 코팅 조건별 테스트 결과 180℃의 경화온도, 숙성시간 15sec 조건에서 최적의 접착조

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표 1> 실리콘 코팅조건별 테스트 결과

코팅 전 1차 코팅 2차 코팅

원사강도 강함 강함 강함

원사두께(mm) 0.20 0.20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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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가공을 접목한 섬유원단은 Cotton 88% + Polyester 12%, Cotton 77% + Nyron 23%, 

Cotton 100% 의 원단으로 표 2의 항목을 중심으로 시험 평가하였다. 사행도, 필링성능, 세탁 치

수변화율, 일광견뢰도, 원사균제도 등에서 목표치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항균시험, 유

해성분 등에서도 정량목표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실리콘이하는 화학적 결합에 의

한 가공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기존 실리콘 도포제품인 우산 등과 달리 적

당한 양의 실리콘을 도포한 결과 통기성(공기투과도) 등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매우 뛰어난 방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그림 2). 

<표 2> 소재별 실리콘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결과 항 

균 

성

유해

성분
투습

신장 

회복률

(%)

사

행

도

(%)

필

링

성

(급)

세탁 

치수변화율

(%)

땀 마찰

소재구분 웨일 코스 웨일 코스 산성
알카

리성
건조 습윤

구분 소재기획 방향 및 효과 99.9 불
5000

↑
85↑ 5↓ 3↑ 8↓ 3↑ 3↑

Cotton 100%
코튼의 텍스쳐와 친환경 접근

얇게 직조, 가벼움
99.9 불검 5500 95.0 97.0 0.5 4 -1.0 -2.0 4-5 4-5 4-5 4-5

Cotton 88% + 

Polyester 12%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일부로 

내구성을 높임

코튼과 폴리로 가벼운 경량감

99.9 불검 5300 96.0 97.5 0.5 4 -2.0 -2.0 4-5 4-5 4-5 4-5

Cotton 77% + 

Nyron 23%

나일론의 배합으로 부드럽고 

소프트한 터치감 표현

터치감과 고급스러운 외관

99.9 불검 5200 95.0 94.9 1.7 3-4 -2.0 -1.5 4-5 4-5 4-5 4-5

 

<그림 2> cotton 88% + Polyester 12 % 원단의 실리콘 코팅 방수 테스트

표 2의 원사 속성과 실리콘 가공을 토대로 편안함과 편리함을 믹스한 실용적 디자인 5종을 

개발하였다(표 3). 디자인 개발 과정으로 실리콘 코팅과 천연 오가닉 코튼소재를 주요 배합으로 

활용하여 체형커버가 가능하고 피부에서 느껴지는 촉감이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디자인의 

코팅 전 1차 코팅 2차 코팅

원사무게(g/M2) 11 11 11

코팅재료 실리콘A&경화제 실리콘A&경화제

건조온도(℃) 180 180

건조속도(R.P.M) 18.4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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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측면은 공기 투과율이 우수해 청량감을 느끼지만 회부의 수분, 빗물이나 기타 바람 등으

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레인코트나 바람막이, 판쵸 등의 아우터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필

드테스트를 통해 수정 보완 하였다. 특히 전문가 평가단의 제품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및 맞음

새, 착용감, 상품성 등을 평가하여 Likert 척도 2.5 이하인 아이템을 선별하여 연구 진행 하였다.

4. 결론

선진 제조산업의 고부가가치 소재로서 실리콘 기술을 섬유소재에 코팅 가공함으로써 상품가능

한 의류패션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인체에 무해하고 통기성이 우수하며 방수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리콘 가공 기술을 천연소재 중심으로 코팅 가공 실험함으로써 인체에 최적

화된 소재 3종을 개발하였고 각 소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감성의 최종 제품 5종을 개발하였다. 

섬유제품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따른 복합화, 유연화, 기술결합 등에 부합할 수 있는 원재료의 코

팅 가공 기술을 소재에 최적화 가능한 실험을 통하여 최종 완제품 디자인까지 활용 가능한 방법

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제조산업의 기술집약적 핵심산업으로서의 실리콘 가공 기술과 최종 제

품과의 직접적 연계와 근접 연구를 통해 원가절감과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소재, 디자인, 

생산과 나아가 마케팅에 이르는 연구로 소재에 접목 가능한 첨단 기술을 제안하고 인체친화적 제

품을 개발하여 섬유패션 제품의 활성화 및 기술확보로서 의의가 있다. 

<표 3> 디자인 개발

아이템 

종류
시제품 설명 시제품 도식화 시제품 사진

Coat
구스 다운 패딩 코트

Cotton 77% + Nylon 23%

Coat

프리사이즈 레인코트 겸용 

바람막이 코트

Cotton 88% + Polyest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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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종류
시제품 설명 시제품 도식화 시제품 사진

Coat

카라를 자유롭게 변형하여 2개의 

타입으로 입을 수 있는 바람막이 코트

Cotton 77% + Nylon 23%

Coat

목부분에 숄칼라 타입의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판쵸형 레인코트

Cotton 77% + Nylon 23%

Coat

프리사이즈 레인코트 겸용 

바람막이 코트

Cott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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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ㆍ류경화ㆍ배지예 
인하대학교 

19세기 중하반기 프랑스 남성상의 유물의 패턴제작에 관한 연구

1. 연구목적

1970년대 이후 프랑스 학계에서는 복식을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물질문명의 중요한 측면으

로 인식하며 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Kim, 2008), 복식에 대한 연구는 연대 추정, 목록 

작성, 묘사 등과 같은 순수한 분류학적 고증학 이상의 연구로 진척되면서, 물질문화 측면에서의 

미시적 연구로 그 방향을 달리하게 되었다(Perrot, 2007). 또 Entwistle(2013)는 복식 형태의 변화

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원인 뿐 만아니라 기술적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와 같이 복식의 기호성은 형태, 색상, 소재 또는 제작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 과거 기술

에 대한 연구는 학계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19세기 산업화시

대의 프랑스에서는 의상제조 업자들의 기술 숙련과 전문화로 인해 복식이 양식화되기 시작한 때

로, 19세기 중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남성복 패턴북의 발간이 활성화되었고 그것을 통한 제작법

의 표준화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게 되었던 시기이다(Kim & Ryu, 2016). 이러한 노력들은 기성복

의 출현을 앞당기고 대량생산 체제로 접어들게 하였으며, 현대 남성복의 원형이 구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19세기 중하반기 프랑스 남성상의 유물 조사를 바탕으로 

패턴제작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중사료의 고찰 및 분석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연구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프랑스 남성상의의 시기별 대표유형과 형태특

성을 파악한다. 국내외 복식사 일반 서적 및 논문 등 선행연구의 비교와 종합을 통하여, 19세기 

남성상의 유형의 출몰이나 교체 등의 시기 및 형태변화를 분석하므로, 시기별 대표 유형을 파악한

다. 둘째, 19세기 프랑스 패턴북에 나타난 남성상의의 패턴을 분석한다. 앞서 분석된 대표유형에 

해당하는 패턴을 수집한 후 몸판, 칼라, 소매의 패턴형태를 분석하여 유형별 패턴의 특징을 파악

한다.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소장된 Compaing(1828), Vandael 

(1833), Grillot(1843), Lavigne(1843), Leclaire(1855), Despax(1871), Ladevèze(1874), Thirifocq(1881), 

Bentayou(1885)의 패턴북 9권에서 총 15개의 패턴이 수집되었다. 셋째, 19세기 중하반기 프랑스 

남성상의 유물의 형태 특징을 분석한다. 파리의상박물관(Musée de la mode et du textile)에 소

장된 19세기 프랑스 남성상의 유물 중, 앞서 분석된 대표유형에 해당하는 유물을 선정하였다. 이

때 선정유물에 해당되는 3종류의 그림자료(판화, 회화, 사진)를 수집하여 유물과 대조하므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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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복식사적 의의를 조명한다. 그림자료는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소장 판화 34점과 파리 오르세미술관(Musée d’Orsay)의 컬렉션 중 회화 23점, 사진 131점이 수

집되었으며, 세밀한 형태 대조를 위해 양적인 분석보다 고찰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넷째, 19세기 

중하반기 박물관소장 프랑스 남성상의 유물의 패턴을 제작한다. 앞의 대표유형, 패턴자료, 그림자

료 분석결과와 종합하여 도식화를 완성하고 실측치를 사용하여 1차 패턴을 제작하여 3D 가상착

의 후 보정하고 패턴을 완성한다. 

3. 결론

1. 19세기 프랑스 남성상의의 대표유형은 프락(frac), 르뎅고뜨(redingote), 자께뜨(jaquette), 베

스똥(veston)으로 분석되었다.

2. 19세기 프랑스 패턴북에 나타난 패턴구성 특징 분석결과, X자형 실루엣의 프락과 르뎅고뜨

는 거의 동일한 구조를 하고 있으며, 자께뜨는 슬림한 H자형 실루엣을 이루어 르뎅고뜨와 형태상 

차이가 두드러지지만, 상의원형패턴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스커트 부분이 달리기 때문에 허

리절개선이 있는 매우 유사한 패턴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 선행연구 고찰에 의한 19세기 남성상의의 시기별 대표유형과 패턴북 분석을 통한 패턴구조

의 특징을 토대로 르뎅고뜨 2점과 자께뜨 1점을 분석대상 유물을 선정하였다. 다중자료와의 비교

를 통해 55255.A 유물은 매우 아름다운 형태와 뛰어난 구성력을 지닌 19세기 중반의 르뎅고뜨 

유형으로, UF 77-3-23 유물은 19세기 중후반 1870-80년경 착용된 앞여밈이 수직적이고 여유 있는 

A자형 실루엣의 르뎅고뜨로, UF 59-4-1 유물은 앞여밈이 아래로 갈수록 사선으로 둥글려져 있는 

점은 19세기 후반의 타 유형과 확실히 구분되는 형태상의 특징으로 자께뜨로 분석되었다. 

4. 실측치수와 사전에 분석된 유물의 형태 및 구조, 도식화, 19세기 출판된 패턴북에서 유물과 

가장 유사한 패턴을 참고하면서 1차 평면패턴을 제도하고, 이후 버추얼패션 CLO 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상착장 시뮬레이션을 한 후 1차 패턴을 수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봉제, 소재 및 부

자재를 적용하여 가상착장 시뮬레이션을 추가적으로 보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패턴을 완성할 

수 있었다.

유물 55255.A 유물 UF 77-3-23 유물 UF 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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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락*ㆍ권미정
부산대학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타난 프레디 머큐리의 의상 분석

1. 서론

의상은 인체 보호 기능 외에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성격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기도 한다. 특

히 영화 속에 나타난 의상은 극 중 상황에 따라 표현하고 싶은 배우의 성격이나 가치관, 심리상

태를 나타내는 시각언어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1970년대 많은 뮤지션들 중 독보적인 의상을 착

용한 가수는 록 밴드 퀸의 보컬 프레디 머큐리였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볼 수 있듯이 

화려한 무대와 더불어 프레디 머큐리가 착용한 파격적인 의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고, 

오늘날 다시금 퀸의 음악과 패션이 주목받게 되었다. 프레디 머큐리는 “관객이 보는 건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패션쇼도 될 수 있다. 난 무대 위에서 옷을 바꿔 입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도 

연출 기법의 일부이다”라고 말했으며 무대 연출에 있어 패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 속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난 프레디 머큐리의 의상을 분석함으로써 가치관이 어떻

게 표현되고 있는지 Spranger의 Types of men의 6가지 가치관 유형을 통한 Kefgen과 Touchie- 

Specht의 의복에서의 특징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보헤미안 랩소디>

에서 나오는 프레디 머큐리에 의상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영화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나

타난 의상을 살펴본다. 둘째, 세 개의 시기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세 개의 시

기별에 따른 가치관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도 브라이언 싱어에 의해 제작된 <보헤미안 랩소디>의 영화에서 프레디 머

큐리 역을 맡은 라미 말렉의 의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보헤미안 랩소디> 에서 프

레디 머큐리가 퀸이 되기 전과 퀸이 된 후 무명시절(1969-1972), 퀸으로서의 전성기 (1973-1979), 

퀸의 짧은 휴식기이자 프레디 머큐리의 솔로활동 시기(1980-1985)로 총 3개의 시기로 나누어 의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프레디 머큐리에 관련된 문헌과 Kegfen과 Touchie-Specht가 spranger의 6개의 가

치관(1922)과 관련시켜 연구한 의복에서의 특성(1981)을 통해 프레디 머큐리의 가치관을 살펴보

았다. 6가지 가치관 유형으로는 이론적, 경제적, 심미적,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가치관으로 나누

어져있다. 또한 20세기 폭스에서 제작된 <보헤미안 랩소디>의 영상 자료를 퀸이 되기 전과 퀸의 

무명시절 25장, 퀸의 전성기 시절 48장, 퀸의 휴식기이자 솔로활동시절 33장 총 106장의 시기별

로 캡쳐한 사진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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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퀸이 되기 전과 퀸이 된 후 무명시절인 1970년대에는 1960년대 생겨난 히피 패션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시대의 퀸 노래 중 영화에서 들을 수 있었던 노래는 Keep Your Self 

Alive, Seven Seas Of Rhye이다.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프레디 머큐리는 당시 유행했던 밑단이 

넓은 청 벨 보텀 팬츠를 착용하였고 청재킷을 자주 착용하였다. 상의로는 스트라이프 무늬가 들

어간 의상을 자주 착용하였다. 전성기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무대 나 특별한 날에는 인도 풍 자수

의 상의나 자카드 무늬의 재킷, 칼라가 화려한 가죽 재킷 등 눈에 띄는 의상을 착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프레디 머큐리의 초기 의상은 당시 유행했던 히피 패션을 따라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소속 집단의 사람들과 비슷한 의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착

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퀸의 전성기 때에는 앤드로지너스 룩이 등장하며 화려한 이미지가 강조된 글램 록의 영향을 받

은 시대이다. 이 시대의 퀸 노래 중 영화에서 들을 수 있었던 노래는 Killer Queen, Fat Bottomed 

Girls, Love Of My Life, Bohemian Rhapsody, Now I'm Here이다. 프레디 머큐리의 무대 의상으

로는 아코디언 주름이 잡힌 케이프, 풍성한 퍼 재킷 그리고 레오타드 의상을 많이 착용하였으며, 

시퀸과 스팽글이 번쩍이는 의상과 새틴과 실크 의상을 자주 착용하였다. 긴 머리에 암 밴드를 비

롯한 화려한 액세서리, 검은 매니큐어로 강한 이미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일상 속에서는 편한 

면 소재의 상의나 니트를 착용하였으며 하의로는 벨 팬츠나 청바지를 착용하였다. 넓은 벨트와 

보잉 선글라스를 즐겨 착용한 모습도 볼 수 있다. 가죽을 좋아했던 프레디 머큐리는 무대와 일

상, 장소와 관계없이 가죽 재킷을 즐겨 착용하였다. 글램 록과 앤드로지너스 룩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무대 의상으로 타이트한 핏의 섹슈얼한 의상을 즐겨 입었으며 일상 속의 의상은 이때가지

도 히피 패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무대 위에서 만큼은 개성 있게 시각적으로 돋보이고 

싶어 했으며 다른 사람의 인상에 남도록 의상을 착용한 프레디 머큐리를 통해 지배적인 관심에 

가치를 둔 정치적 가치관과 매력 있고 몸에 잘 맞으며 질감과 색상과의 조화 등 미적인 부분에 

가치를 둔 심미적 가치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퀸의 짧은 휴식기이자 프레디 머큐리의 솔로 활동 시기에서 1980년대의 패션은 스포츠웨어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캐주얼웨어가 보편화 되는 시기였다. 이 시대에 프레디 머큐리는 눈에 띄

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굵은 콧수염과 눈에 띄게 짧아진 머리로 남자다운 모습을 보인다. 이 

시대의 퀸 노래 중 영화에서 들을 수 있었던 노래는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We Will 

Rock You, I W0ant To Break Free, Another One Bites The Dust, Hammer To Fall, Mr, Bad 

Guy, Bohemian rhapsody, Radio Ga Ga, We Are The Champions이다. 이 시기에는 프레디 머

큐리가 무대 의상 중 레오타드를 착용한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는 상의를 입지 않은 

채 착용한 빨간색 타이와 타이트한 빨간색 바지를 착용하였다. 영화의 마지막 live aid 공연 때에

는 비교적 아주 평범한 흰색 슬리브리스와 청바지를 착용하였으며 징이 박힌 넓은 벨트와 암 밴

드를 착용하였다. 자신의 생일 파티 때 착용한 메제스티 룩과 I want to break free의 뮤직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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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촬영 당시 착용했던 여자 의상은 시선을 뺏기에 충분했으며 의복에 있어 수용 범위가 넓었음

을 알 수 있다. 일상 속에서는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의상을 착용하였고, 여전히 가죽 재킷을 즐

겨 입었으며 하의로는 벨트를 착용한 청바지를 즐겨 입었다. 인생의 후반부에 있어서 프레디 머

큐리는 에이즈라는 병을 얻고 나이가 들면서 화려한 의상이 아닌 캐주얼한 의상을 착용하였고, 

시각적으로 돋보이는 무대보다 한층 성장하고 성숙미가 보이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무대, 행사, 

뮤직비디오 촬영 등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인상에 남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띄도록 의

상을 착용함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주목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정치적인 가치관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외에는 당시 유행하는 스타일의 의상을 착용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의상을 착용함으로 심미적인 가치관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부터 오는 프레디 머큐리의 의상에 대한 비판은 많았으나, 무대에서 만

큼은 프레디 머큐리를 막을 수 없었다. “청중에게 책임을 다하는 길은, 멋진 공연으로 근사하고 

강렬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프레디 머큐리는 그저 관객들에게 음악

을 들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무대 위에서 전신 타이츠와 같이 난해

한 옷과 시퀸이나 스팽글이 번쩍이는 화려한 의상을 착용하고 과장된 연기를 함으로서 관객들에

게 시각적인 즐거움도 함께 주려고 노력하였다. 그 외 음악방송이나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때는 

노래에 관한 의상을 착용함으로서 의상을 시각적 언어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노래와 의상

을 함께 접목시켜 무대를 한층 더 빛나게 한 프레디 머큐리는 공연과 그에 따른 의상이 불가분

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무대 의상을 통해 프레디 머

큐리의 심미적이고 정치적인 가치관을 볼 수 있었고, 무대와는 다른 일상 속 의상을 통해 사회적

이고 심미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갔고 자신의 

음악에 대해 자신감이 넘쳤던 프레디 머큐리.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 후대들에게 무대에 있어 

의상은 하나의 언어이자 훌륭한 연출 기법 중 하나라는 것을 각인시켜주었으며 열정이 가득했던 

공연은 앞으로도 많은 가수들에게 도전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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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 특성에서 본 Elizabeth Keith 작품에 나타난 
한국전통복식 연구

1. 서론

1990년대 후반 아시아로부터 시작된 한류열풍은 2019년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특히 한국전통복식은 가장 한국적인 요소로서 국내·외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의 대

표적 전통 문화인 한복은 국내에서 벗어나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에게도 영감을 주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단절된 복식이 아니라 전통이 현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아 ‘은둔의 나라’라고 불리던 20세기 초에도 한국

의 전통 복식에 대해 관심을 둔 서구 외국인들이 있었다. 조선의 개항 후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

되게 되는데 선교활동, 정보수집 그리고 여행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조선을 방문했고 화가 엘리

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도 그 중 한명이었다.

제국주의 노선의 영국 태생인 엘리자베스 키스는 일본에서 믿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우연한 기회에 마주하게 되고 연민의 감정에서 시작된 관심은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존중으로 

발전한다. 조선의 문화와 복식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던 엘리자베스 키스의 시선은 단지 재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한국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그림과 기록을 남

겼다. 당시 조선은 대한제국 이전부터 일본의 감시아래 지내왔고, 1910년 강제병합이후 일제강점

기로 35년을 일본의 감시와 통제 속에 있었다. 일제강점기동안 일본은 조선의 복식문화와 정치, 

언론 등의 민족정신이 고취될만한 요소들을 감시하고 복식마저 통제하며 일본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적 발판으로 삼으려 하였다. 조선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정보를 교류하거나, 당시 식민

지의 잔혹한 현실을 외부로 알릴 수도 없이 일본이 만든 식민지 감옥 속에 갇히게 된다. 일제강

점기 한국이 처한 권력현상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파놉티콘’이라는 권력 이론은, 프랑스 철학자

인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가 자신의 저서 ｢Discipline and Punish｣(1975)에서 제

러미 벤담이 설계한 파놉티콘 감옥의 원리를 재해석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권력 현상’이

라 정의하며 주체의 시각에 따른 권력을 풀어내는 개념으로 적용시켰다.

한국을 소재로 한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에는 복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복식의 실물과 흡

사할 정도로 미술사학 분야에서 정교한 사실성이 인정됨에도 키스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의복에 주

목하여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또한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 활동 시기이자 외부 권력이 만연

하던 20세기 초 조선에서 권력이 복식에 나타나는 현상을 푸코가 재해석한 파놉티콘 관점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권력의 작용을 나타내는 파놉티콘에서는 다수의 대상과 달리 소수의 주체는 누구

든 주체의 위치에 존재하면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키스를 주체로 두고 작품 속에 나타난 

한국전통복식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엘리자베스 키스 작품에 재현된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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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복식에 주목하여 파놉티콘을 통해 동시대 조선 내부의 권력에서 비롯된 복식을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은 첫째, 미셸 푸코의 파놉티콘 기능을 기준으로 이론과 선행연구를 범주화하여 파

놉티콘의 특성을 도출한다. 둘째,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을 분류하여 파놉티콘 특성이 20세기 

초 한국전통복식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본다. 셋째, 20세기 초 한국을 그려낸 엘리자베스 키

스 작품 속에 나타난 한국전통복식을 파놉티콘 특성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연구 범위는 일제강점기의 시작이었던 1910년을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엘리자베스 키스의 마

지막 작품에 새겨진 1940년까지의 20세기 초를 이론적 배경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초 조

선의 의복변화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전통복식사에서 의복의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었던 

19세기 말 개화기부터의 제도적 변화를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의 20세기 초 

시대배경과 복식, 엘리자베스 키스가 표현한 한국전통복식과 파놉티콘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서적 및 저서, 학술 논문 학회지를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를 하였고 엘리자베스 키스의 

저서를 번역하여 개정 출판한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2016)에 실린 그

림 중 의복이 그려진 작품과 기록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셸 푸코가 정의한 파놉티콘의 기능과 푸코 저서의 번역 개정판인 ｢감시와 처

벌｣(2018)에서 파놉티콘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위범주를 범주화하고, 파놉

티콘을 적용한 주요 분야별 선행연구를 5편씩 정리하여 총 20편의 선행연구에서 분류된 개념구조

를 분석하였다. 송영달(2012)이 정리한 키스의 연도별 작품 목록을 참고하여 한국을 주제로 그린 

총 74점의 작품 중 46점의 인물화에서 의복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남성 21점, 여성 17점, 아동 8

점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그 중 복식이 흐릿한 수채화 6점과 일상복 착용 또는 동일한 복식이 중

복되는 작품 10점을 제외하여 최종 30점을 선정했다. 

3. 결과 및 고찰

파놉티콘의 특성으로 ‘시선의 비대칭성’, ‘규율의 내면화’, ‘신체의 순종성’ 3가지를 도출하였다. 

첫째, 감시의 기능에서 대표된 시선의 비대칭성은 권력관계의 불평등한 관계적 위치에서 비롯되

는 감시의 일방적인 시선을 설명한다. 둘째, 통제의 기능에서 도출된 규율의 내면화는 권력 형성

에 필요한 질서를 광범위한 사회 전체에 은밀하게 녹여냄으로서 구성원 전체가 스스로 질서를 따

르게 되어 권력자에 의해 통제 가능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체의 순종성은 

교정의 기능에서 도출된 것으로, 권력자가 필요로 하는 행동규범을 만들기 위한 대상들의 관계에

서 형성되어 피권력자의 몸에 각인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출 된 파놉티콘의 3가지 특성을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 속 한국전통복식에 적용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 초 한국전통복식의 특징과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에 나타난 복식을 분류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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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주로 아동복식에서 시선의 비대칭성이 나타났으며 총6점이었다. 여성복식에서는 양반가 여성

의 전통복식 2점, 남성복식에서는 조선 특유의 독특한 모자가 강조된 복식 2점에서 일본의 시선

과는 다른 조선 고유의 화려한 복장이 표현되었다. 한국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색채감이 표현되는 

한복 중에서도 아동 한복을 소재로 삼음에 있어 아동만의 장신구뿐만 아니라 색동 한복이 대부분

이었다. 색동의 소재나 색상의 농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었으나 신분의 제한 없이 능력 것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복식으로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문화였다. 권력 주체였던 일본의 시선에서

는 약하고 더러운 한국을 나타내려 했지만, 엘리자베스 키스는 한국 어린이를 주제로 그린 그림

에서 아동 특유의 화려한 장식이 나타난 복식을 묘사하여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엘리자베스 키스 작품에 나타난 복식 중 규율의 내면화는 남성복식에서 큰 비중을 차지

했으며 총10점이 해당되었다. 키스 작품 중 여성복식에서는 규율의 내면화 특성이 표현된 복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동복식은 일본의 문화통치로 인해 서구식 교복이 혼용된 1점의 작품을 볼 

수 있었다. 20세기 초 한국전통복식은 권력 주체인 일본에 의해 제도적으로 남성 복식에서 일본

식 근대화가 더해진 서구화가 강했다. 특히 제복, 관복과 같이 규율로써 통제가 가능한 복식에서 

시작되어 교복으로 이어진 서구화는 남성 복식에서 빠르게 나타났다. 이를 이해한 엘리자베스 키

스는 일본에 의해 사라진 한국의 전통복식과 사라져가는 복식문화를 그림에 담았다. 키스는 전통

복식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하여 대상의 모습을 한국적인 복식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관복 위

주의 전통복식을 주제로 하여 숭고함이 엿보인다.

셋째, 20세기 초 한국전통복식의 특징과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에 나타난 복식을 분류했을 

때 신체의 순종성은 총7점의 여성복식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남성복식은 일본의 체제에 순응한 

연주자의 복식 1점이 있었다. 아동복식은 유교사회에서 나타난 여성의 절제된 복식이 묘사된 세 

모녀의 모습이 담긴 작품 1점에서 순종적 모습이 나타났다. 일본은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여성

과 아이를 활용하여 미개하고 전근대적인 이미지로 낙후시켜 침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여

성에게는 유교문화의 특징적인 모습과 일부 하층민에게서 겨우 볼 수 있는 모습을 대표 이미지로 

내세워 오리엔탈적 시선에서 순종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내세웠다. 엘리자베스 키스는 유교문화로 

인한 순종적인 여성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기록을 남겼으나, 일본이 표현한 미개한 

차림이 아닌 여성에게 강조되었던 한국적 유교문화가 반영되어 장식이나 절제에 의한 조화의 기

교가 느껴지는 차별화된 여성복식을 표현하였다.

4. 결론

이번 연구를 통해 엘리자베스 키스 작품 전반의 한국전통복식을 분석하여 복식 재현의 사실성

을 확인하였고, 파놉티콘의 특성을 도출하여 푸코가 주장한 파놉티콘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엘

리자베스 키스의 작품 속 복식 연구에 활용함에 따라 파놉티콘이 복식에서도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푸코는 파놉티콘을 건축에서 벗어나 사회 전반의 현상에 적용할 수 있음을 주장했지

만 현재는 건축과 빅브라더라는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키스 작품

의 경우에는 실제 의복과 차이가 크게 없는 사실적인 재현으로 인해 의류학 보다는 미술사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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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파놉티콘의 특성을 도출 한 후 이를 활용하여 엘리자베스 

키스의 작품을 의류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바와 같이, 한국전통복식뿐만 아니라 넓은 범위의 의류

학 분야에서도 파놉티콘의 특성을 적용하여 권력에 따른 복식의 변화에 대한 틀을 활용할 수 있

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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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파람* ․ 이효진
전북대학교 

메르베이외즈(Merveilleux) 복식에 나타난 소비취향

1. 연구의의와 목적

복식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비언어적 전달매체의 기능을 한다. 메르베이외즈는 총재정부

(1795-99) 시대에 의복뿐 아니라 전반적인 외양에서 극단적으로 기존과 다른 측면을 보이던 여성

그룹을 지칭한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문화행위의 계급적 속성과 사회 현상 분석에서 취

향은 일상적 행위의 기저에 놓여 있는 인지의 성향이며 행위자들의 실천형식을 생성하고, 이를 

행위자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취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행위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

징적으로 드러내준다고 하였다(Bourdieu, 2005). 

즉, 복식은 시대 여성의 소비취향을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차이의 양식화를 형성했다. 본 연구

에서의 소비취향은 부르디외가 주장한 문화자본의 일종으로서 의식적ㆍ무의식적으로 행위자에게 

발현된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연구목적은 메르베이외즈의 복식에 나타난 소비취향을 분석함에 두

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국내외 서적 및 연구논문을 토대로 하고 실증적 자료로써 자료사진

을 활용하였으며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메르베이외즈의 활동시기인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

까지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귀족주의적 사교계와 부르주아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활동한 여성 의

식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메르베이외즈 복식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 연구내용

부르디외에 따른 문화자본은 사회적으로 소유하거나 추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징적 부의 소

유를 위한 도구로 체화된 교양, 객관화된 문화 상품, 제도화된 학력으로 나타난다. 그는 사회적 

차이의 재생산에 있어 취향과 지식 등의 문화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비 행위를 이러한 문

화자본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역할로 파악하였다(Bourdieu, 1979). 즉, 자본의 차이가 취향의 차이

를 낳게 되고, 취향은 소비 행위를 통하여 실천되며 이는 구별짓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르디외는 자본을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상징자본으로 간주했는데, 자본의 차이는 취향

의 차이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는 자본 분석틀을 토대로 형성된 취향이 소비 행위를 통

하여 실천될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구분하고 개념화하였다. 경제 자본은 계급 구분을 가능

하게 하는 가장 큰 척도로써 작용하며 이에 취향의 경우 ‘경제특성’을 가진다. 사회 자본은 사교

적 노력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 및 지속적인 연결망을 의미하며 취향

의 경우 ‘사회특성’을 기반으로 한 소비형태로 표출된다. 문화자본은 체화된 교양의 형태로 시간

을 통해서 체화되어지고 이에 기반 하여 고상한 취향과 안목의 발생이 이루어지므로 문화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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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소비취향은 ‘문화특성’에 따른 소비행위를 이끌어낸다. 상징자본은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

자본의 결과로서 계급의 차이표시 기호로서 나타나는데, 상징자본은 소비의 가치와 소비 행동의 

정당성과 연결되면서 계급의 상징성을 견고히 하므로 이때의 소비취향은 ‘상징특성’을 가지는 것

으로 구분하였다.

메르베이외즈의 복식에 나타난 소비취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식 소재의 특이성

이다. 메르베이외즈는 복식을 통해 투명함과 단순미를 표현하고자 머슬린 캠브릭이나 캘리코로 

만든 드레스를 착장했으며 이는 때때로 너무 투명해서 흰색이나 핑크색의 타이즈를 속에 착용하

여야 했다. 당시 정제된 색상의 머슬린 캠브릭이나 캘리코는 고급소재였기에 독특하고 희소성 있

는 원단을 소비함으로써 그들의 경제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둘째, 고대문화 향유 정신이다. 메르

베이외즈는 구체제 복식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혁명 정신을 표현함에 있어 고대 그리

스식 옷을 소비하면서 취향을 드러냈다. 이는 당시 가장 공화제적으로 인정된 그리스 문화의 심

취와, 인간의 사유에 있어 가장 고귀한 이념은 고전주의라는 당시의 신념을 따라 고대정신의 가

치를 복식을 통해 향유하고 지성인으로써 문화적 고양을 나타내면서 고상한 취향과 안목을 드러

내고자 한 문화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고대 그리스식 복장을 착용하며 살롱 및 정원 산책을 

무리지어 다녔다는 점은 복식 소비에 있어 사교적 노력을 위한 소비취향인 사회특성도 반영됨을 

분석했다. 셋째, 장신구의 사치이다. 메르베이외즈는 당시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 

육체적 건강함을 표출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여성성 강조를 위해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악

세서리를 착용했다. 이러한 장신구는 당시 부르주아 계급의 복식 소비취향 중 그들의 사치를 드

러낸 것으로 상징특성을 견고히 하는 것이었다.

3. 결론

메르베이외즈의 복식은 기존체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이에 대한 소비취향의 표출 형태이

다. 메르베이외즈가 활동한 18세기 후반기는 사회격동의 시기로 이때 사치스러운 복식을 착장하

는 것은 귀족적 부르주아 기반의 정치적 색채를 외연화 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살롱을 중심으로 

하여 당대의 역사, 가치관, 사상, 미학등 문화와 지성을 향유하던 여성의 주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었다. 결과적으로 메르베이외즈의 소비취향은 혁명이후 부르주아의 문화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특

징을 보였으며 이는 복식을 통해 나타났음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메르베이외즈의 소비취향은 

기득권 남성에 의해 기존체제에 반항하는 것으로 여겨져 풍자의 대상이 되었지만 조롱과 추방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교양의 규범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지고 기존의 체제와 규율로부터 벗어

남으로써 주체적 여성성을 복식을 통해 표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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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추구혜택이 패션브랜드 콜라보레이션 특성지각과 
콜라보레이션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 

세계적으로 콜라보레이션 열풍이 수년간 확산되면서 패션브랜드에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업종 간의 고객을 서로 유입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브랜드별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유통가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정영경, 김승인, 2018).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에 소비자가 반응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으나 소

비자가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획득하고자 하는 핵심요소인 의복추구혜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복추구혜택은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이나 소비자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주관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우억추 외,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추구혜택이 패션브랜드 콜라보레이

션 특성지각과 콜라보레이션 소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고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설문

조사를 통해 2019년 6월에 자료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최종분석은 총 63부가 SPSS 24.0을 통해 최

종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추구혜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상표 추구혜택, 개성 추

구혜택, 자아표현 추구혜택, 편안함 추구혜택, 품질 추구혜택, 가격 추구혜택, 유행 추구혜택 7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패션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특성은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 유

행성, 차별성, 제한성으로 명명하였다. 콜라보레이션 소비가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쾌락적 가

치와 기능적 가치의 2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의복추구혜택이 콜라보레이션 특성지각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행성에는 의복추구혜택의 요인 중 개성 

추구혜택(β=.40, t=3.14**)과 상표 추구혜택(β=.35, t=2.99**)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

별성에는 개성 추구혜택(β=.33, t=2.50*)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품질 추구혜택

(β=-.30, t=-2.53*)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복추구혜택이 콜라보레이션 소

비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쾌락적 가치에는 개성 추구혜택(β=.33, t=2.58*)과 상표 추

구혜택(β=.30, t=2.51*)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가치에는 개성 추구혜택(β=.39, 

t=2.98**)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패션브랜드의 특성지각과 소비가치에는 의복

추구혜택 중 개성 추구혜택이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볼 때 콜라보레이션 제품 기획 시 개성

이 강한 디자이너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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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권일ㆍ김지현ㆍ박선희ㆍ

설유정ㆍ전은하*
동아대학교 

V-Commerce 특성이 패션 콘텐츠의 진정성, 몰입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시장전문성의 조절효과-

모바일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본격화되고 모바일 시청 환경이 정착되면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상품 구매 형태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Commerce에 

모바일 동영상을 접목시킨 새로운 전자상거래 유형인 V-Commerce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뤄진 상품 소개 방식의 기존 상거래 유형과 달리 비디오 형태의 정보로 구매전환율을 

높이면서 여러 채널의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는 패션과 

뷰티 제품 중심의 패션 콘텐츠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및 구매행동 등과 관련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기존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V-Commerce 특성이 패션 콘텐츠의 진정성, 몰입 및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V-Commerce 특성과 진정성의 관계에 소비자의 시장전문성이 조절효과를 수행

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부산 및 경상도 지역의 20대, 총 2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250부 중 응답의 성실성이 높은 21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

다. 가설검증을 위해 SPSS 24.0 프로그램을 통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위계

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V-Commerce 특성 (유희성, 정보성, 

상호작용성)은 패션 콘텐츠의 진정성 (전문성, 진실성), 몰입과 정적인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 콘텐츠의 진정성 중 전문성은 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진실성은 몰

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 콘텐츠의 진정성은 소비자의 구매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몰입은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장전문성은 V-Commerce 특성과 패션 콘텐츠의 진정성의 관계에

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V-Commerce를 실행하고자 하는 기업과 패션 

브랜드들에게 진정성과 몰입을 통해 구매의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V-Commerce의 어떠한 특성을 

강조하여 패션 콘텐츠가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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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빈*ㆍ김하연
서울대학교 

패션기업의 직무환경이 창의적 디자인 능력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규모 및 유추적 사고능력의 조절효과-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은 창의적 발상을 통해 새로운 전략과 제품을 창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패션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산업에 해당한다. 패션 제품은 인간의 생활 유지를 위해 꼭 필요

한 재화일 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유행을 가시적으로 반영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새로운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이전보다 새롭지 않은 것은 시장에

서 쉽게 도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는 패션 디자이너는 제조업

이나 서비스업에서 표준화된 상품을 창조하는 단순근로자와는 구분되며,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

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및 직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

고,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창의성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고 

유용한 제품 디자인이 패션기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적 

디자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환경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창의적인 디

자인 능력은 개인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패션 디자이너의 유

추적 사고능력과 기업의 규모의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창의성과 조직환경과의 영향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Amabile et al. 

(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8가지 직무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8

가지의 직무환경요인 중 6가지는 창의성을 촉진하는 요인이며(조직의 지원, 상사의 지원, 부서의 

지지, 충분한 자원, 도전적 업무, 자율성), 2가지는 창의성을 억제하는 요인으로(조직의 방해, 작

업량 압박) 구성되어있다. 조절변수의 경우 환경적 특성 변수로서 기업의 규모(대기업, 중소기업)

를 제안하고 개인적 특성 변수로서 유추적 사고능력(높음, 낮음)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유추적 사

고능력이란 은유적 사고로도 불리며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한 개념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능력

으로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에 해당한다(Dahl & Moreau, 2002). 종속변수로 사

용된 창의적 디자인 능력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창의성을 평가하는 세 가지 요인인 새로

움, 기능성, 심미성을 바탕으로(Burroughs & Mick, 2004) 패션 디자이너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자신의 창의적 능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기반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70명의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직무환경요인 및 디자이너의 창의적 능력과 관련된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규모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 20명 이하의 

중소기업, 10명 이하의 중소기업’ 4가지로 분류하여 설문참여자가 직접 본인이 속한 기업 또는 브

랜드의 규모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유추적 사고능력의 경우 문장완성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설문참

여자가 직접 문장을 서술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5.0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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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이원분산분석, Process 분석 등을 통해 도

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적 디자인 능력은 부서의 지지, 도전적 직무, 자율성에 의해 향상

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창의성을 저해하는 직무환경요인은 창의적 

디자인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창의성을 촉진하는 직무환경요인에 

한하여 창의적 디자인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도전적 직무는 

패션 디자이너의 창의적 디자인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직무환경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패션 제품의 특성상 이전보다 새롭고 소비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중요한 업무이므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압박이나 도전의식은 창의

성 발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패션 디자이너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유추적 사고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추적 

사고능력이 높은 패션 디자이너의 경우 조직의 방해가 창의적 디자인 능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추적 사고능력은 창의적인 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변수로(Moreau & Dahl, 2002), 유추적 사고능력이 낮은 디자이너는 조직의 방해 정도가 창의

적 디자인 능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유추적 사고능력이 높은 디자이너는 조직의 방해가 높

은 환경에서 창의적 능력이 감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패션기업이 가진 고유한 특성으로서 기업 규모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부서의 지지와 도전적 직무가 창의적 디자인 능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은 부서의 지지와 직무의 도전성이 높은 환경에서 대기업이나 중견기

업보다 디자이너의 창의적 디자인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은 소규모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내의 자유로운 소통 및 상호신뢰가 개인에게 훨씬 더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개인의 능력치가 대기업보다 쉽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창의성이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자원이 된 시점에서 패션 디자이

너의 창의적 능력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데에 학문적 의의가 있

다.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유추적 사고능력이라는 변수를 산업 연구에 접목하여 디자이

너의 창의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을 함께 규명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패션기업의 규모별로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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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ㆍ전은하
동아대학교 친환경 패션 브랜드와 인플루언서의 콜라보레이션이 

브랜드 진정성, 온라인 구전의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조건이 되어가고 있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방법

을 강구하는 가운데, 친환경 패션은 패션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친환경 패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구매과정으로 연결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친환경 패션 브랜드의 소비자와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장 대중적인 SNS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Instgram)은 기업의 홍보 채널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Sprout Social”, 2018). 인스타그램 광고

는 주로 인플루언서 (Influencer)를 통한 협찬광고가 주를 이루는데,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Global Market Report”, 2017).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레이션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친환경 패

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유형과 인플루언서의 참여 여부에 따라 친환경 패션 브랜드에 대한 진

정성과 브랜드 인지의 차이를 측정하고, 브랜드 진정성, 브랜드 인지, 브랜드 태도, 온라인 구전

의도 및 구매의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측정문항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수정 및 보완하

여 브랜드 진정성 (진실성, 예외성) 11문항 (Chun et al., 2017; Seo & Lee, 2013), 브랜드 인지 

(지각된 품질, 지각된 가치) 10문항, 브랜드 태도 5문항, 온라인 구전의도 5문항, 구매의도 5문항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2 (콜라보레이션 유형: 제품 vs. 프로모션) X 2 (인플루언서 참여 

vs. 미참여)의 총 4가지 친환경 패션 광고가 인스타그램의 광고형태로 제작되었다. 20-30대의 소

비자 526명에게 온라인 설문이 배포되었으며, 조작점검을 통해 자극물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응답을 제외하고 342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해 SPSS 21.0을 활용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test 및 이원변량분석,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유형에 따른 브랜드 진정성의 차

이는 없었다. 친환경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유형의 브랜드 인지에 대한 영향력은 제품 콜

라보레이션의 경우가 프로모션 콜라보레이션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제품 콜라보레이션의 경우, 

인플루언서가 참여할 때보다 참여가 없을 때 브랜드 진정성 중 진실성에 더 크게 영향을 주었으

나, 프로모션 콜라보레이션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브랜드 진정성 중 예외성에는 인플

루언서의 참여유무가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인플루언서의 참여 유무에 있어서 인플루언서가 

친환경 브랜드를 홍보하는 역할로서는 도움이 되지만, 제품 콜라보레이션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친환경 브랜드의 진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모션 콜라보레이션의 경우, 인플루

언서의 참여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브랜드 인지에 더 큰 영향을 주었으나, 제품 콜라보레이션

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친환경 패션 브랜드의 콜라보레이션 시 가장 

효과적인 브랜드 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인플루언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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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프로모션 콜라보레이션 유형의 광고 제시 시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브

랜드 진정성은 브랜드 인지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브랜드 진정성 중 진실성과 브랜드 인지

는 브랜드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브랜드 태도는 온라인 구전의도와 구매의도에, 온

라인 구전의도는 구매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 패션 

브랜드의 인스타그램 마케팅 시 인플루언서와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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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패션일자리창출사업을 중심으로-

1. 서론

2010년 이후 의류제조업 관련 기업들은 매출실적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판매단계의 인적자원 

개발 및 투자를 늘리고 있다(Kim & Kim, 2018). 의류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여파는 소호창업, 1

인 창업 등 온라인 소매창업을 활성화 시켰고(Oh, 2017) 수도권에 편중되었던 제조업 중심의 패

션산업은 점차 판매, 서비스, 유통의 3차 패션산업으로 주업종이 전환되고 있다. 특히 초고속 인

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소비시장의 지역성이 사라지면서(Oh, 2018) 수도권 외의 기초자치단체

에서도 패션산업을 지역·산업맞춤형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패션일자리창출사업을 지역대학 패션디자인학과와 산학관협력프로젝트로 수

행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패션산업 인프라에 맞는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해 예비 취·창업인의 

교육훈련과정을 개발, 진행하였고, 실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이 취업과 창업으로 패션일

자리를 창출, 이행하는 종합 프로세스를 완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해 개발하였던 교육훈련과정을 제시하고, 사례적용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 미래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한 효

과적인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실증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훈련과정 방향설정,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훈련과정개

발, 사례적용 후 교육훈련 만족도조사 단계로 실시하였다. 연구범위로 수요조사 대상은 광주광역

시 서구의 패션관련 기업대표, 종사자, 소상공인 등 20인으로 선정하였고, 기간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간담회와 심층면접으로 총 6회 진행되었다. 교육훈련 만족도 조사는 교육훈련교

육생 2017년 37명, 2018년 22명으로 총 57명을 대상으로 2017~2018년 교육훈련과정 단계별 이수 

후 실시하였다.

2. 지역·산업맞춤형 패션일자리와 수요현황

광주광역시 서구는 인구 약 30만명 규모로 광주광역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지하철 노선

을 따라 숙박시설, 관광자원과 쇼핑센터, 도소매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며 제조업보다는 판매, 서

비스, 유통업 중심의 패션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대규모 마트 및 백화점 5개, 대형 쇼핑센터 6

개, 재래시장 6개, 기타 대규모 패션점포 3개 등 패션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패션창업 거리

가 조성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이들을 연계한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패션일자리창출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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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효과를 기대하며 고용서비스 및 패션창업지원을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전략으로 진행하였다

(Seogu, Gwangju city, 2017).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한 취·창업인 양성 교육훈련과정 개발에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 패션산업 

관계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요조사 질문구성은 시작질문(인구통계학적 특성, 직위 

및 경력), 주요질문(판매인력 소양에 대한 인식, 현장인력 업무능력에 대한 인식, 창업요건에 대

한 인식), 끝맺음 질문(추가내용 및 조언)으로 구성되었다. 수요조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A재래시

장 패션 소상공인 15인 간담회(2015.09.04./2016.01.19.), B아울렛 소상공인 대표 4인 개별 심층

면접(2016.01.19.), C아울렛 실무자 심층면접(2017.01.06.) 결과, 패션일자리 맞춤 교육훈련과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취업과 창업에서는 공통적으로 현장 실무형 강사진 구성과 직무소양, 외

국어, 패션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훈련 요구가 많았다. 판매직 취업자는 패션매장 노하우, 패

션마케팅, VMD, 의류수선 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창업자는 창업과정, 재무, 회계과정, 마

케팅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B아울렛 대표1 : “소규모 상가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패션인력 교육이 필요하고, 취업과 창업

으로 구분해서 교육훈련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B아울렛 대표2 : “중국 관광객들도 많아서 기본적인 판매관련 외국어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B아울렛 대표3 : “디스플레이(VMD)의 기본 지식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C아울렛 실무자 : “현장 실무형 강사진을 통해 교육훈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고, CS

교육과 직업관을 가질 수 있는 소양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A재래시장 소공인1 : “체계적인 창업과정과 자금조달 운용에 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개발

1) 교육훈련과정의 목적과 방향설정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역·산업맞춤형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훈련은 현장중심 ‘패션어드바

이저’와 ‘패션창업인’ 육성으로 이원화하였다. 

먼저, 패션어드바이저 교육훈련과정은 직무중심 현장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온라인마케팅 

활용 역량 강화로 O2O形 패션어드바이저 직업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적 기업인 육성

을 위한 패션창업인 교육훈련과정은 예비 청년창업자, 고연령자,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패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다. 

2) 교육훈련과정 개발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한 패션어드바이저 교육훈련과정은 광주광역시 서구의 패션업체에 적합한 

상품판매, 직원관리 등의 판매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현장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총 

150시간(현장실습 30시간 포함), 8단계로 구성하였다(Table 1). 패션창업인 교육훈련과정은 광주

광역시 서구에서 패션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등록, 점포계약, 아이템선정, 홍보 및 매출창출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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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팅에 대한 실질적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총 106시간(현장실습 20시간, 창업경연대회 포함), 

10단계로 구성하였다(Table 2).

 

Steps Course Contents Hour

1

Job Literacy Course 

(Personality 

Education)

Organizational understanding, basic etiquettes for workers 3

Imagemaking, Future Design 3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7

2
Foreign Language 

Course

English conversation for Sales 3

Englisgh Conversation Practice 3

Chinese Conversation for Sales 3

Chinese Conversation Practice 3

3

Professional 

Knowledge related 

Fashion Course

Color and Fashion 3

Understanding Fashion Items and Trends 4

understanding of clothing materials 3

Material Management of Fashion Products 3

Fashion and Imagemaking 3

coordination and styling 4

Understanding of Fashion Industry 3

Understanding of Fashion Distribution 3

Fashion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Sales 3

Fashion Product and Customer Behaviors 3

4
Fashion Marketing 

& VMD Course

Display and V.M.D of Fashion Products 3

Display Strategy and Practice 4

Creating Happy Stores Attracting Customers, VMD 3

Eye-catching Mannequin Displays 4

Store Management Strategy: Creating Pleasant Store 7

Inventory Management of Fashion Products 4

Global Masterpieces and Brands 3

In-Store Merchandising 4

Fashion Marketing for Sales 3

5 Store Know-How

Product Planning and Sales Management of Fashion shop 3

Apparel Store Sales Know-how: Role and Importance of FA, Sales Strategy, 

Claim Management Strategy
4

Mobile Marketing Technics 3

Mobile Marketing Cases and Uses 4

6
Clothing Repair 

Course

Operation Sewing machine and Technical Terms 3

How to Fitting and Modifying 3

7 Field Trip Customer Service Benchmarking 8

8 Internship Internship 30

Total 150

<Table 1>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for Fashion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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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Course Contents Hour

1 Orientation The Entrepreneurship 3

2
Fashion Practice 

Course

Fashion Retail Merchandising 6

Fashion Shop VMD 6

Fitting techniques by fashion products 6

3 Start-up Course

Start-up (Establishment company) Procedure, Supporting Programs for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3

Drawing up Business Plan 3

Selection of Start-up Item 3

Commercial Area Analysis and Store Selection 3

Store Opening and Operational Strategy 3

A Special Lecture of Successful Entrepreneur 3

4 Field Trip Tour of Successful Startup Company 8

5
Finance, Taxation, 

Accounting Course

Financing and Operation 3

Financial Statement and Tax Management 3

6

Marketing (HR, 

Management)

Course

Organizational Construction and HR Management 3

Products Promotion and Marketing 3

SNS Marketing 3

Store Management and Sales Strategy 3

Purchase Management, Sales Management, Inventory Management 3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3

7
Social Enterprise

Course

Introduction of Social Enterprise, Community Enterprise, Cooperative Association 3

Establishment Method, Supporting Project Guide and Q & A 3

8 Internship Internship in the related business 20

9 Start-up Startup Contest (Store Experience) 6

10
Completion 

Ceremony
Startup Supporting Project Presentation and Completion Ceremony 3

Total 106

<Table 2> Education and Training Curriculum for Fashion Startup 

3) 교육훈련과정 강사진 구성

패션어드바이저 교육훈련과정 강사진은 패션유통업체 마케팅팀장 등 업체실무자 6명, CS교육 

담당자 등 전문강사 11명, 영어영문학과, 중국어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등 대학교수 14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패션창업인 교육훈련과정은 창업관련 소공인 등 4인, VMD, 세무사, 산업단지관리

공단 실무자 등 전문강사 6인, 경영학 전공 대학교수 3인으로 편성되었다. 

4) 교육훈련과정 만족도조사

패션일자리창출 교육훈련과정의 검증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

다. 질문문항은 강사만족도 및 운영원할, 지식습득 가능성, 강의수준 적절성, 질의응대, 전반적 만

족도로 구성되었고,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교육생 전원이 단계별 과정을 이수한 후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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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패션어드바이저 교육훈련과정은 모든 문항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7, 패션창업인 교육

훈련과정은 모든 문항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역·산업맞춤형 패션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였고, 현장적용 후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패션일자리창출 교육훈련과정은 의류판매 서비스직 취업인의 

전문성 요구와 패션소매 창업 성공을 위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개발된 교육훈련과

정은 현장실무와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으로 배정되어 수행되었다. 사후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교

육생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패션일자리창출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은 실

제적 적용과 긍정적 성과라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과정 개발은 패션일자리창출이 일어나고 고용안정화와 패션창업의 

매출증대에 기여했을 때 궁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사후 패션일자리창출의 최종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생의 사후관리를 포함한 현장실무 교육훈련의 편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교육생 사후관리 영역 또한 교육훈련과정의 분야로 포함하여 1:1멘토링, 동행면접, 취업컨설

팅, 현장실습지도, 창업컨설팅, 기업 세무회계지도 등이 지속되었을 때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재 취·창업 이후 성공과 안착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부재는 양질의 취업, 창업의 

연속성 등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과 현장, 취·창업 전후가 연계된 포괄적인 교육훈

련과정의 개발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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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 유형이 옴니채널 쇼핑동기 및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접점이 증가하면서 옴니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국내 

패션기업에서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홍정민, 신수연, 2018). 패션기업에서의 옴니채널 서비스 유형에는 모바일 결제, 송

금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핀테크 서비스와 앱(application)을 통해 고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오프라인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비콘 서비스,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클릭앤콜렉트 서비스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옴

니채널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옴니채널 쇼핑동기 및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연구방법으로는 2019년 5월에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100부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은 옴니채널에 설명과 사례를 제시하여 옴니채널을 이용한 경험이 없더라도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4.0을 이용하여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옴니채널 쇼핑동

기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편리성, 충동성, 경제성이라는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기술수용도

는 용이성, 유용성이라는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옴니채널 유형에 따른 옴니채널의 쇼핑

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편리성(F=4.41, p<.05)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핀테크 서비스(4.13)의 편리성을 클릭앤

콜렉트 서비스(3.76)나 비콘 서비스(3.67)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옴니채

널 유형에 따른 기술수용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한 결과, 용

이성(F=4.68, p<.05), 유용성(F=3.47, p<.05)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이성은 비콘 서비스(3.43)보다 핀테크 서비스(3.93)와 클릭앤콜렉트 서비스(3.83)에서 높게 나타났

다. 유용성은 핀테크 서비스(3.77), 클릭앤콜렉트 서비스(3.52), 비콘 서비스(3.30) 순으로 나타났

다. 넷째, 옴니채널 유형에 따른 이용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

시한 결과, 이용의도(F=4.74, p<.05)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핀테크 서

비스(3.66)에 대한 이용의도가 클릭앤콜렉트 서비스(3.01)나 비콘 서비스(3.07)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는 옴니채널 서비스 유형 중 핀테크 서비스를 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에 따라 패션기업은 편리함과 유용함에 강점이 있는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한 옴니채널 서비스

를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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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치창출(CSV)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패션기업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래의 시장경제는 사회공헌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조직으로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적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윤리적인 경영활동의 요구가 확대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공유가치창출(CSV)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자본의 창조 및 사회 통합의 기

준으로서 사회적 패션기업의 태도와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로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1달간 자료

를 수집하여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10부가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에 사회적 패션기업의 자료사진 및 설명을 하여 사회적 패션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4.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성 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기업의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인식을 요인 분석한 결

과 사회적 가치활동, 패션경제적 가치활동, 일반경제적 가치활동의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전

체 설명력은 68.64%였으며,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96에서 .929였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

는 제품태도와 기업태도의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71.56%, 신뢰도 계수는 각

각 .854와 .942로 모두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는 단일 요인으로 .926의 높은 신

뢰도를 보여주었다. 둘째, 또한 공유가치 창출 활동인식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유가치 창출 활동인식의 차원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기업의 태도의 하위차

원인 제품태도와 기업태도에 미치는 차원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품

태도에는 사회적 가치활동(β=0.439, t=4.791***)과 패션경제적 가치활동(β=0.237, t=2.835**)이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태도에는 사회적 가치활동(β=0.561, t=6.531***)과 일반경제적 가치활동(β

=0.199, t=2.470*)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셋째, 제품태도(β=0.461, t=5.504***)와 기업태도(β

=0.344, t=4.102***)는 모두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사회적 기업의 패션제품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데에는 기업 자체의 긍정적인 

태도보다 제품에 대한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적 가치 활동과 함께 

패션기업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패션제품의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상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제품태도에는 일반경제적 가치활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패션경제적 가

치활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때, 패션산업에 특화된 가치활동에 중점을 두어 지속가

능하고 윤리적인 패션 기업의 공생적 상생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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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관련 증강현실(AR) 콘텐츠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모바일의 발달로 인해 증강현실(AR) 기술이 대중화 되었고, 브랜드의 마케팅 수단으로써 소비

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매체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패션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증강현실(AR)을 빠르게 도입하는 이유는 증강현실(AR)을 통한 소비자의 경험이 소비자의 구매 만

족도와 구매 확률을 높여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대 패션의 진화적 흐름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증강현실(AR)의 기술 및 비용에 대한 한계점으로 인해 콘텐츠 상용화 정도

가 낮은 편이고, 증강현실(AR)에 대한 패션분야에서의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증강현실(AR) 패션 콘텐츠를 유형화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에 따른 증강현

실(AR)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들을 조사하고자 한다. 증강현실(AR) 콘텐츠의 유형을 분석한 선행

연구(Lee & Lee, 2011; Won & Park, 2015; Yun, 2018)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패션 콘텐츠 유

형별 사례조사를 위해 콘텐츠 사용자의 참여공간 및 콘텐츠 제공방식을 기준으로 증강현실(AR) 

패션 콘텐츠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패션분야에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증강현

실(AR) 콘텐츠 사례들을 구글(www.google.com) 및 네이버(www.naver.com) 등의 국내외 검색 

포털사이트에서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패션’ 등의 관련 키워드를 삽입하여 검색하였고, 수

집된 사례 중 증강현실(AR) 패션 콘텐츠 유형 4가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대표 사례 8건을 선정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증강현실(AR) 패션 콘텐츠는 오프라인 방문-외부 정보형, 

오프라인 방문-내부 체험형, 온라인 활용-외부 정보형, 온라인 활용-내부 체험형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오프라인 방문-외부 정보형 증강현실(AR) 패션 콘텐츠는 사용자가 점포 및 특

정장소의 방문을 통해 패션제품 및 이벤트 홍보 등 외부 정보를 제공받는 유형이다. 스마트 폰 

등 이동이 가능한 디바이스와 GPS를 활용한 위치기반 증강현실(AR)이 적용되기도 한다. 주로 홍

보와 오락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에 효과적이나 사용자

가 직접 증강현실(AR)에 참여하여 상황을 제어하거나 변형하는 것과 같은 상호작용 측면은 낮은 

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케이트 스페이드(Kate Spade)의 ‘파리 플래그쉽 스토어 AR 이벤트’와 자

라(ZARA)의 ‘AR EXPERIENCE’가 있다. 

둘째, 오프라인 방문-내부 체험형 증강현실(AR) 패션 콘텐츠는 사용자가 점포 및 특정 장소에 

방문하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증강현실(AR)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증강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

는 등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한 유형이다.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제품

을 가상체험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다양한 제품을 비교분석하기 용이하다. 현장에 설치된 증강

현실(AR) 기계로 콘텐츠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콘텐츠 경험에 대한 시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편이나 사용자가 신체적으로 직접 관여하여 상황을 제어하면서 현실에서의 상황을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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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현장감과 몰입감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탑샵(Top 

Shop)의 ‘가상피팅룸’과 네파(Nepa)의 ‘AR 피팅존’을 들 수 있다. 

셋째, 온라인 활용-외부 정보형 증강현실(AR) 패션 콘텐츠는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특정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외부의 정보를 제공받는 유형이다. 증강

현실(AR)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기기를 AR 마커에 가져다 

대면 화면에 광고 문구, 사진, 영상 등이 등장하는 AR 기반 광고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인식 가능

한 마커가 표기되어 있으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사용자에게 감성적

인 자극을 줄 수 있어 브랜드 홍보에 효과적이다. 증강현실(AR) 기술이 패션분야에 적용되던 초

창기에 많이 활용되던 유형으로 빈폴 진(Beanpole Jeans)의 ‘2NE1 AR 광고’와 구찌(GUCCI)의 

‘2018 S/S AR 광고 캠페인’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넷째, 온라인 활용-내부 체험형 증강현실(AR) 패션 콘텐츠는 사용자가 오프라인 점포를 방문

하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 특정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행위주체자로서 증강현실 콘텐

츠와 상호작용하며 내부적으로 직접 참여가 가능한 유형이다. 앱을 활용한 가상피팅 및 가상코디

네이션 형태가 대부분으로 현재 패션업체와 유통업체에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분야이다. 사

용자는 자신의 얼굴 또는 신체 일부를 비춘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상의 화장을 하거나 패션

아이템을 착용할 수 있어 쇼핑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 폰의 스

크린을 통해 사용자 현실의 일부 이미지를 깔고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중첩하여 보여주기 때문

에 사용자의 실재감과 몰입감이 높고 콘텐츠 사용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모자 

쇼핑몰 텐스 스트릿 햇(Tenth Street Hats)의 ‘Try It on AR’와 나이키(Nike)의 ‘나이키 핏(Nike 

Fit)’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증강현실(AR) 패션 콘텐츠를 유형화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유형별 대표 사례를 조사

함으로써 패션 및 유통업체에서 증강현실(AR) 관련 마케팅 진행 및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활용함

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Lee, J. H. & Lee, E. H. (2011). Augmented Reality as an Emotional Communication media on Fashion Communicati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2, 7-20.

Won, J. W. & Park, J. W. (2015). Study on APPlication plan of augmented reality APP for brand experience. Journal of Digital 

Design, 15(2), 101-110.

Yun, H. Y.(2018).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Augmented Reality Contents. Human Contents, 49, 71-91.



172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마웨시*ㆍ이진화
부산대학교 

AHP를 활용한 브랜드 가격 수준별 한류 화장품 구매 
선택속성에 관한 한·중 소비자 비교 연구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특히 WTO 가입으로 시장을 더 개방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는 중국 시장 개방을 한층 더 촉진했다. 중국경제는 고속 성장했고 

중국 민중 생활수준은 뚜렷이 제고되었다. 중국에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소비 업그레이

드 단계에 있다. 중국 향료화장품 공업협회 (CAFFIC)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 시장은 1980

년 개혁개방 초기의 생산 판매액 5,000만 달러 안에서 2015년 판매액이 421억 5000만 달러에 달

했다. 2018년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562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화장품 

소비 트랜드는 소비 구매력 상승과 함께 고품질의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급품으로 소비되

는 트랜드이다. 현재 중국화장품시장은 이미 기능의 세분화, 전문화를 점차 실현하였으며 기본화

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식물성화장품, 약용화장품 등 여러 가지 제품체계가 이미 형성되었다

(Zhu, 2017). 한국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입하는 속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한국과 중국 

소비자를 비교하는 연구는 드물다. 화장품업계는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특성을 파악해 중국 진출

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화장품 구매와 선택 방식은 다양한 선택

속성을 갖고 있으며,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중국 마케팅이 강화되면서 고중저가 제품들이 소비 

수요에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시장에 대한 한류 화장품 시장, 한

국 기업은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선택속성을 중요도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을 파악하는 합리적인 

전략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층적 의사결정방법(AHP)을 이용하여 브랜드 가격 

수준별 한류 화장품의 선택 속성에 대한 한국과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고자 한

다.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소비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품질, 가격, 이미

지 등 면에서 더욱 많아지고 높아진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화장품의 종류, 품질이 끊임없

이 계속 혁신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화장품 생산자, 판매자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Namgung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한류 화장품 구매 선택속성 한국과 중국 소비자 비교를 

위해 브랜드 수준에 따른 한국 고가 브랜드 구매집단, 한국 중저가브랜드 구매집단, 중국 고가브

랜드 구매집단, 중국 중저가브랜드 구매집단 등 4 가지 집단을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중국 전문적은 온라인 설문 조사웹사이트(www.wjx.cn)를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과 중국 2선 도시인 당산에 거주하는 20~50

대 사이에서 6개월 이내에 한류 화장품 구매 경험이 있는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4 주간에 실시하였다. 최종분석은 한국 여성 소비자 

134 부와 중국 여성 소비자 138 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적 분석을 위해

서 SPSS 25.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AHP전용 솔루션인 Expert Choice

를 사용하여 선택속성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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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류 화장품 구매 선택속성 한국과 중국 소비자 비교를 위해 AHP를 이

용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선택속성을 도출하였다. 화장품 구매 선택속성 도출과 우선순위 선

정하기를 위한 측정 항목을 발표되었던 문헌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적합한 요인을 선정하였다. 

상위계층에서는 7계 선택속성을 분류하고 상위계층에서의 각 선택속성 바탕으로 그 각각의 하위

요인이 3-5계 선택속성을 나뉘었다. 계층 간의 종속관계 및 요인간의 우열관계에 따라 분석 구조

모델을 형성하여 상위계층 구체적으로 비용, 이미지, 제품품질, 서비스품질, 제품감성, 판매촉진, 

제품신선도 7계층으로 세분하여 하위계층에서는 제품가격, 브랜드 인지도, 제품기능, 매장 분위기, 

향기, 샘플제공, 제조날짜 등 포함하여 25개 선택속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상위요인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가음과 같다. 한국 소비자 화장품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1위로 나타났다. 비용은 2위, 이미지는 3위로 그 뒤에 이었다. 한국 소비자와 달리 중국 소비자

는 비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판매촉진이 2순위, 제품품질

이 3순위로 나타났다. 셋째, 하위요인에 대한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품질 

요인에서는 한국 고가브랜드 구매집단의 매장 분위기 요소가 1순위를 차지했지만 중국 고가브랜

드 구매집단은 판매원의 서비스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용 요인에서는 한국 중저가브랜드 

구매집단의 할인혜택 요소가 1순위를 차지하며, 중국 중저가브랜드 구매집단은 제품가격이 1위로 

나타났다. 이미지 요인에서는 한국 중저가브랜드 구매집단의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중국 중저가 브랜드 구매집단의 광고내용 및 모델 요소가 1순위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판매촉진, 제품신선도 등에 속하는 하위요인에서 한국과 중국 고가브랜드 구매집단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품질에 속하는 하위요인에서 한국과 중국 중저가브랜드 구

매집단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 소비자 전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 

소비자는 제품감성 요인에서 향기가 1순위로 이었으며, 중국 소비자는 사용감에 가장 높은 가중

치를 두는 것이 확인되었다. 

결론은 한중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구매 시 제품품질과 비용을 크게 신경 쓰는 것은 앞선 분석

에서 이미 잘 드러난다. 중국시장 진출 한류화장품은 판촉수단도 중시해야 하는데, 판촉활동의 

성공 여부가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좌우한다.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은 다양한 판촉

수단을 통해 중국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 반대로, 중국 소비자들은 판촉 활동에서 해당 제

품을 구입함으로써, 제품품질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소비자가 제품품질

을 구매하고 알 수 있도록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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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패션브랜드의 아트마케팅에 관한 연구
-국내 및 해외 패션브랜드의 국내 아트마케팅 사례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는 감성의 시대이다. 이에 오늘날 패션 기업들은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 브랜드 차별화 수단으로 예술을 마

케팅에 접목한 전략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아트마케팅에 주목하고 있다(Jung & Yim, 

2018). 아트마케팅은 기업 또는 서비스의 품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의 감성 자극을 통해 소비자

와 제품 간 친화력을 상승시킨다. 예술의 감성을 빌려 제품과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아트마케팅은 오늘날 기업의 주요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패션분야에서 아트마케팅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 아트마케팅 사례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로는 패션기업의 아트마케팅 활동에 관한 연구

(Hong, 2008)가 있으나 아트마케팅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고, 국내 사례를 예술협업의 사

례만으로 아트마케팅 유형의 일부분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의 아트마케팅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보고,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국내의 아트마케팅 현

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패션기업들의 아트마케팅 전략 수립에 방

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 수행을 위해 (1) 선행연구 고찰, (2)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1) 아트마케팅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고, 아트마케팅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관련논문을 토대로 조사 및 연구하

였고, (2) 선행논문, 패션 매거진 등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패션 브랜드의 전시회를 통한 아트 콜

라보레이션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미치는 영향(Lee, 2017)에서 제시된 아트마케팅 유형을 토대로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패션브랜드의 아트마케팅 사례를 분류 및 분석하였다. 사례연구

를 위해 국내에서 아트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 해외 럭셔리 패션브랜드 5개사, Hermès, 

Louis Vuitton, Christian Dior, Channel, Gucci와 2019년 상반기 상장사 64개중 매출액 순위 10

위권 내의 국내 패션기업 5개사, 삼성물산, LF, 신세계인터내셔날, 코오롱Fnc, 한섬이 전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여, 2009년에서 2019년까지 해당 기업이 실시한 아트마케팅 사례를 분석하였다. 

Lee(2017)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패션브랜드의 아트마케팅의 유형을 예술 재단, 

예술 후원, 예술 협업, 광고 캠페인, 전시 프로모션, 브랜드 체험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예술 재

단은 기업이 비영리로 별도로 운영하는 예술 후원 기관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예술 후원은 

브랜드 홍보를 목표로 한 예술 지원 및 서포트 활동을 말한다. 예술 협업은 제품의 디자인을 위

한 아트 디렉팅을 위임하거나 브랜드와 협업하는 방식이며 광고 캠페인은 브랜드의 시즌 광고 캠

페인에 아트를 시각물에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전시 프로모션은 브랜드가 제품으로만 전달하기 

힘든 스토리 등을 전달하기 위한 전시회의 프로모션을 말하며, 브랜드 체험 형식은 브랜드 아이

덴티티와 컨셉을 스토어에서 체험적 성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Lee, 2017).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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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최근 10년 동안 국내 패션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패션브랜드의 아트마케팅 사례 유

형을 분류한 결과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 국내 패션브랜드 아트마케팅 사례 유형 분류

유형 국내 패션브랜드 사례

예술 후원

(Sponsorship)

삼성물산 ‘SFDF’(2005)

신세계인터내셔널 ｢톰보이｣‘아트프로젝트’(2013)

코오롱Fnc ｢커스텀멜로우｣‘영 아티스트 콘테스트’(2013)

예술 협업

(Collaboration)

삼성물산 ｢후부｣바실리 칸딘스키 협업(2009)

삼성물산 ｢구호｣사진작가 천경우 협업(2014)

삼성물산 ｢구호｣‘아티산‘ 익스클루시브 라인(2018)

삼성물산 ｢르베이지｣가구 디자이너 하지훈 협업(2018)

LF ｢질스튜어트뉴욕｣일러스트 작가 리차드 헤인즈 협업(2019)

LF ｢질스튜어트뉴욕｣코코 카피탄 작가 협업(2019)

신세계인터내셔날 ｢톰보이｣조시 라파예트 협업(2015)

신세계인터내셔날 ｢지컷｣‘토드셀비 컬렉션’(2018)

신세계인터내셔날 ｢톰보이｣이치로씨(275c) 협업(2019)

코오롱Fnc ｢커스텀멜로우｣아고스톤 팰린코 협업(2018)

한섬 ｢래트바이티｣사키 협업(2018)

한섬 ｢더 캐시미어｣일러스트 작가 김참새 협업(2018)

한섬 ｢타임옴므｣그래픽 아티스트 이경돈 협업(2019)

전시 프로모션

(Exhibition)

삼성물산 ｢구호｣‘구호 센티먼트’(2017)

삼성물산 ｢구호｣‘스퀘어’(2018)

삼성물산 ｢구호｣‘Venus David Heracules(9)'(2019)

삼성물산 ｢준지｣‘reARCHIVE’(2019)

삼성물산 ｢르베이지｣‘LEBEIGE X NA JEOMSOO'(2019)

LF ｢알레그리｣‘ALLEGRI ARCHIVE COLLECTION’(2019)

신세계인터내셔날 ｢톰보이｣‘Dress me in Camo’(2017)

신세계인터내셔날 ｢톰보이｣‘STREET ERRANDS’(2018)

코오롱Fnc ｢커스텀멜로우｣‘서커스:워치 마이쇼’(2012)

코오롱Fnc ｢커스텀멜로우｣‘인스펙터’(2017)

한섬 ｢래트바이티｣가구브랜드 뮬러 반 세베렌 협업 전시(2018)

브랜드 체험 형식

(Flagshipstore)

삼성물산 ｢구호｣‘구호 한남 플래그십스토어’(2017)

삼성물산 ｢준지｣‘준지 플래그십스토어’(2019)

LF ｢헤지스｣‘스페이스H’(2018)

신세계인터내셔날 ｢톰보이｣‘T-SPACE’(2009)

코오롱Fnc ｢커스텀멜로우｣‘커스텀멜로우 프린츠’(2018)

한섬 ‘더 한섬 하우스’(2019)

<Table 2> 해외 럭셔리 패션브랜드 국내 아트마케팅 사례 유형 분류

유형 럭셔리 패션브랜드 사례

예술 후원

(Sponsorship)

Hermès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2000)

Hermès ‘부산 국제영화제’ 후원(2001)

예술 협업

(Collaboration)

Hermès ‘쁘띠아쉬(Petit h)’(2017)

Christian Dior ‘디올 레이디 아트’(2017)

전시 프로모션

(Exhibition)

Hermès ‘Wanderland’(2016)

Hermès ‘에르메스, 꿈꾸는 여행자’(2019)

Louis Vuitton ‘루이비통 시리즈2’(2015)

Louis Vuitton ‘비행하라, 항해하라, 여행하라’(2017)

Christian Dior ‘디올 정신’(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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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나듯이 국내 패션브랜드와 럭셔리 패션브랜드 모두 국내에서 제안된 

6개 유형의 아트마케팅 전략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예술 협업, 전시 프로모션, 브

랜드 체험 형식의 세 형태의 아트마케팅을 주로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패션브랜드 모두 브랜드 체험 형식의 플래그십스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쇼룸, 갤러리, 뮤지엄 등을 통해 전시공간, 체험공간으로서 플래그십스

토어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 패션브랜드는 주로 컨셉스토어, 복합매장의 구성으로 활용된다

는 점의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복합 예술체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둘째, 국내 패션브랜드는 

예술 협업 사례가 가장 많다. Table 1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와 협업하여 상품 라인을 

출시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반면 Table 2에서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Hermès와 Christian Dior만이 

예술 협업을 시행한다. 셋째, 국내·외 브랜드 모두 활발히 실시하는 전시 프로모션은 그 형태에

서 차이를 보인다. 럭셔리 패션브랜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히스토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ARCHIVE 형태의 전시를 진행했고, 국내 패션브랜드는 예술 협업 전시를 주로 실시한다. 넷째, 

국내 패션브랜드는 공모전과 협업 전시를 통해 신진작가를 지원하며,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는 

Hermès만이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통해 현대미술 작가들을 후원한다. 다섯째, 국내·외 패션

브랜드 모두 국내 예술 재단 운영과 광고캠페인을 진행하지 않는다.

플래그십스토어는 체험제공을 통해 소통공간의 역할을 하고, 예술 협업은 기업 이미지 차별화 

및 강화, 가치 상승을 통한 매출 증대의 효과가 있으며 전시 프로모션은 소비자에게 예술·문화

적 충족을 주고 기업의 예술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홍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지닌다. 

이를 활용하여 국내·외 패션브랜드 모두 아트마케팅을 전반적으로 잘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브랜드 체험 형식, 예술 협업, 전시 프로모션은 국내에 우수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보다 쉽게 접

근 가능한 아트마케팅 전략이므로 처음 아트마케팅을 시작하는 패션 기업들에게 추천한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패션브랜드들은 현재 예술 재단 운영과 광고캠페인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예

술 재단은 상징적인 기관의 건축물을 보유하면서 랜드마크와 전시장의 역할을 하고 광고 캠페인

은 소비자에게 일관되고 반복적인 시각적 주입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준

다는 성과가 있으므로(Jung & Yim, 2018), 패션기업은 이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아트마케팅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Hermès는 부산국제영화제를 후원하며 예술 기업의 이미지를 성공적

으로 확보하였다. 이처럼 어느 정도의 권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후원을 통한 브랜드 노출을 이

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고양 시키는 것이 필요한 패션 기업에게 예술 후원의 아트마케팅을 추천

유형 럭셔리 패션브랜드 사례

Channel ‘장소의 정신’(2014)

Channel ‘마드모아젤 프리베’(2017)

Gucci ‘Flora Archive’(2012)

브랜드 체험 형식

(Flagshipstore)

Hermès ‘메종 드 에르메스 도산파크’(2008)

Christian Dior ‘하우스 오브 디올’(2015)

Channel ‘샤넬 서울 플래그십스토어’(2019)

Gucci ‘구찌 청담 플래그십스토어’(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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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국내 패션브랜드에게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브랜드 히스토리와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고 

브랜드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브랜드 가치 및 이미

지 향상을 위해서 전시프로모션에서 아카이브 형태의 전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국내 사례 고찰을 통해 아트마케팅 유형 연구에 기여한다. 또한, 6개 

아트마케팅 유형별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패션기업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아트마케팅 전략

을 수리하는데 실무적 조언을 제공한다. 한편, 이 연구는 사례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을 국내외 10

개 패션기업에 국한하였고, 아트마케팅 유형분류로 사례분석을 제한하였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패션기업과 브랜드의 규모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아트마케팅 사례 분

류 및 효과 분석 등 보다 세분화되고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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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소비자의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성별 비교분석

노년층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 노인 소비자들은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경제

력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참여로 다양한 소비생활을 즐기는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노년층을 구분하는 연령은 다양한데 최근 라이프 스타일적인 면에서 

자녀의 분가, 정년,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50세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고, 전통적인 노년층의 생활과는 다른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신 노년층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신 노년층은 구

매력과 소비성향이 높아 의복에 대한 관심도 높으며, 사교모임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복

구매를 하고 있으므로 쇼핑성향에 따른 유형을 분석하는 것은 실버마켓의 유통전략에 유효한 자

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Lee(2013)는 노년층의 영향력은 온라인 쇼핑시장에서도 커

지고 있어 현재까지 20-30대가 인터넷 쇼핑의 주요 소비층이었다면 40-50대가 새롭게 온라인 쇼

핑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하였고, 스마트 폰의 폭발적인 확산은 노인층을 인터넷 문화권으

로 유입시키고 있다. Lee and Kim(2016)은 의류학 분야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실버세대 연구 동

향을 분석한 결과,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74.3%,를 차지하고 있어 실버세대 남성을 대

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며, 실버세대 인구의 급증이 예측되므로 앞으로도 실버산업의 발전을 위

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5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앞으로도 의복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본 연구는 50대 이상 노년

층을 대상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쇼핑성향을 밝히고, 추구하는 쇼핑성향 유형별로 의복구매행동을 

남녀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의복쇼핑성향에 따라 소비자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 별 소비자 특성을 밝힌다. 둘째. 쇼핑성향 유형에 따라 노년층 남성과 여

성의 소비자특성과 의복구매행동을 비교 분석한다. 의복구매행동으로는 노년층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포함하여 이용하는 정보원과 구매채널을 포함

하였다. 2019년 9월동안 온라인 설문분석을 이용하여 수집한 266부의 유효표본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던컨테스트, 카이스케어 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의복쇼핑성향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 결과 경제적신중형, 브랜드추구형, 쾌락추구형, 무관심형

으로 분류되었고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월평균 의

복비와 구매횟수를 포함한 의복구매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쇼핑성향 유형에 따라 

남성과 여성 별 소비자특성과 의복구매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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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관계망과 남성의 신체이미지, 운동 및 식이조절태도
-삼자영향모형-

신체이미지에 대한 삼자영향 모형은 개인의 신체 관련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

화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현대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남성에게도 점점 강력해 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는 신체 

관련 사회문화적인 영향은 궁극적으로 남성의 신체 변화를 위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

는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친구나 지인의 개념이 이전보다 넓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남성의 

신체 변화 행동에 미치는 소셜미디어상의 다양한 관계망의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

내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20∼30대의 소셜미디어 남성 사용자를 모집단으로, 온라인으로 수집된 데이터 

중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총 360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참여자는 페이스북상

의 관계망으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적 영향, 근력운동과 식이조절에 대한 태도, 인구통계학적 문항

에 응답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활용하

여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30.0세였으며, 20대 51.5%와 30대 48.5%로 구성되었

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90%)은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집(81.2%)과 대

중교통 이용 시(47.9%)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의 공개

범위설정은 친구에게만 공개(53.5%)와 전체공개(36.5%)가 가장 많았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SNS

상의 가상친구, 유명인, SNS상의 유명인, 친구의 소셜미디어의 영향은 근력운동과 식이조절 태도

와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근력운동과 식이조절 태도 사이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연령과 주요 연구변수들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력운동 태도에 미치는 소셜미디어 관계망들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 결과, 가상친구와 친구의 소

셜미디어 영향은 남성들의 근력운동 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반면, 유명인과 SNS상의 유명인

의 소셜미디어 영향은 근력운동 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조절 태도에 미치는 

소셜미디어 관계망들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에서는 가상친구의 소셜미디어만이 남성의 식이조절 

태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남성의 신체 변화를 위한 행동을 결정하는 소셜미디어의 사회

적 관계망은 유명인보다 친구나 일반인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유명인들의 소셜미디

어보다 일반인인 친구나 가상친구의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남성사용자의 신체 변화를 위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시한다. 유명인들의 소셜미디어

는 이상적인 남성의 몸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

한 계층이나 집단의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평가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회비교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소셜미디어상의 다양한 관계망의 

종류로 분류한 본 연구는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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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ㆍ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스마트 자켓의 인식과 수용도 파악을 위한 소비자 조사

1. 서론8)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부착하여 인체 신호를 감지하거나 생

체신호를 측정하는 스마트 의류가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 의류는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웨어러블 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

관인 트랙티카(Tractica)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스마트 의류 시장규모는 약 40억 달러(4조원) 

이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용

화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개발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도 파악을 위하여 20~50대의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향후 시장성 있는 제품 상용화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문제

① 스마트 자켓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한다. 

② 스마트 자켓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파악을 조사한다. 

③ 스마트 자켓에 대한 소비자의 사용 기능성 파악을 조사한다.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스마트 자켓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도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한 후 서

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20세~59세의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남성은 151명, 여성은 149명으로 

연령대별 비율은 20대 22.3%, 30대 24%, 40대 27.7%, 50대 26%로 남녀의 수가 동일하거나 남성

이 1명 더 많았다.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

(섬유의류, 과제번호1006715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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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조사표본

성별 20대 30대 40대 50대 합계 

남성 34 36 42 39 151

여성 33 36 41 39 149

소계 67 72 83 78 300

3) 측정도구

설문지는 섬유기반의 보고 듣고 말하는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라이프 실현이 가능한 인체공학

적 디자인의 스마트 기기 연동 아웃도어용 소재 및 개발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도, 사

용 기능성 평가의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도에 대한 조사문항

은 스마트 자켓의 선호도와 필요도, 차별성, 신뢰도, 구매의향 등에 관한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으며 사용 기능성 평가에 대한 조사문항은 착용용도, 우려사항, 터치패드의 선호 형태, 디스플레

이의 위치, 사용용도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매우 긍정(5점)에서 매우 부정(1점)까지의 답변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그림 1> 스마트 자켓의 제품 개발 개요도 및 제품 예시 

3. 결과 및 고찰

본 설문을 실시한 결과 스마트 자켓의 인식과 수용도는 선호도 및 필요도, 신뢰도는 긍정적으

로 평가되지 않은 반면에 차별성은 새롭고 차별적인 제품으로 인식되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인식 정도는 응답자

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대비 남성 및 고연령층에서 스마트 자켓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사용경험과 빈도수가 높아지므로 이러한 결과

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고연령층 남성의 성향까지 반영된 결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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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자켓의 수용도

스마트 자켓의 긍정 선호도는 26.3%로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고 음악감상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주 선호이유로 나타났으며 비 선호이유는 스마트 자켓이 불필요하고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 필요도는 14.7%로 50대 남성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연령층이 낮을수록 스마트 자켓에 대한 필요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의류 구입 빈도가 높은 층에게 스마트 자켓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차별성은 60.2%로 

성별 및 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 신뢰도는 24.7%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스마트 자켓에 대한 구매의향은 12%로 높지 않은 편이나 스마

트 자켓의 구매의향이 있을 경우 50대 남성의 연령층에서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2> 스마트 자켓의 수용도 

항 목 선호도 필요도 차별성 신뢰도 향후 구매의향

점수(5점) 2.79 2.47 3.50 3.00 2.35

긍정선호도 26.3% 14.7% 60.3% 24.7% 12.0%

<Table 3> 스마트 자켓의 응답자 특성별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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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자켓의 사용 기능성

스마트 자켓의 착용용도는 레저/여행(45.3%) 및 스포츠(35.3%)의 용도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있으며 우려사항은 세탁(43.7%)과 전자파(23.7%)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터치패드 및 디

스플레이의 선호타입은 터치 타입을 선호하며 소매부분의 부착위치가 적합하다는 비율이 48%로 

나타났다. 스마트 자켓 착용 시 터치패드 및 디스플레이를 주로 음악감상(38%)을 위해 사용할 것

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메시지 확인(23.7%) 및 어플 활성화(23.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스마트 자켓의 사용기능성

문항 조사결과 

착용용도 레저/여행(45.3%), 스포츠(35.3%), 데일리(11.0%), 산업용(6.0%), 기타(2.3%)

우려사항 세탁(43.7%), 전자파(23.7%), 관리(13.3%), 고장(12.3%), 정보보호(3.7%)

터치패드 터치타입(67.3%), 버튼타입(32.7%)

디스플레이 위치적합(48.0%), 보통(41.0%), 부적합(11.0%)

사용용도 음악감상(38.0%), 메시지확인(23.7%), 어플활성화(23.47%), 통화(13.0%)

4. 결론

본 연구는 스마트 자켓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수용도, 사용 기능성을 조사하고자 실시되었

다. 연구 결과 스마트 자켓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 및 필요도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연령층으로부터 새롭고 차별적인 제품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었

다. 다만 구매의향은 12%로 스마트 자켓의 적정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이 58%로 가장 

높았으며 제품의 부가 기능으로는 위치 인식과 생체 정보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층으로는 

50대 남성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전 연령층의 선호도 향상을 위해서는 디자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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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유화숙
울산대학교 

전공분야별 교과과정과 학과명과의 관련성 조사연구

1. 서론

실용학문이면서 응용학문의 성격을 지닌 의류학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최근의 4차 산업혁명으로까지 불리우는 정보기술사회으로의 진입은 섬유패션산업 전문인의 양성

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은 전공의 교

과과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맞춘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과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현재 교과과정의 현황파악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현재 의류학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을 알아보고, 

특히 의류학 관련 학과명칭에 따른 교과과정 파악 및 전공영역별 교과 비중의 차이를 조사하여 

새로운 교과과정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의류학 교과과정 분석을 위해 각 대학 홈페이지에 의류학 관련 학과를 확인하고 각 학과 홈페

이지에 공시된 교과과정과 교과목 소개 자료를 확인, 수집하였다. 연구범위는 선행연구(PA가 & 

Yoo, 2018)에서 살펴본 서울,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남도, 

제주도지역 대학이었으며, 이렇게 하여 본 연구에 사용된 대학은 총 59개교에 의류학 관련 학과 

총 60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집된 총 교과목 수는 2306개였다. 

각 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수는 학년별로 파악하였으며 교과목에 대해 소개된 교과내용을 

기준으로 전공영역을 분류하였다. 전공영역은 소재, 패션마케팅, 패션디자인, 의복구성, 복식사, 

한복, 기타로 구분하였다. 학과 명칭은, 의류학, 패션디자인, 기타 명칭을 갖는 세 경우로 분류하

였다. 분류된 자료는 기술통계를 이용해 빈도분석과 비율을 구하였으며 이를 표와 그래프로 나타

내었다. 

3. 연구결과

1) 영역별, 학년별 교과과정

의류학 교과과정에서 각 전공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패션디자인이 

2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타(18.3%), 의복 구성(18.2%), 패션마케팅(14.0%), 소재(12.5%), 

복식사(4.8%), 한복(2.7%)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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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을 학년별로 나누어 총 개설되는 교과목을 살펴본 결과 3학년이 744개(32.3%)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679개(29.4%), 4학년이 528개(22.9%), 1학년이 355개(15.4%)의 순서로 많았다. 

이를 각 전공영역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의 비중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학년별로 차이가 있었

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패션디자인이 가장 많이 개설되었고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46.2%로 

압도적으로 많이 개설되었고 4학년에서는 기타 교과목의 비중이 높았다.

2) 학과 명칭에 따른 영역별 비중

전공 영역 중 피복사와 한복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작아 학과 명칭별 차이가 적었으나 나머지 

네 전공 영역에서는 그 차이가 컸다. 다른 두 학과 명칭보다 패션디자인 명칭을 갖는 경우가 의

류학 명칭과 그 이외의 명칭을 갖는 기타에 비해 전공 영역별 비중 차이가 컸다. 

 

Major Area

Name of 

Department

Textiles
Fashion 

Marketing

Fashion 

Design

Clothing

Construction

Clothing 

History

Korean 

Traditional 

Clothing

Others Sum

Clothing & Textiles 91 85 126 111 28 23 81 545

Fashion Design 68 88 224 134 36 19 97 666

Others 129 150 328 175 47 20 246 1095

Sum 288 323 678 420 111 62 424 2306

<Table 1> Frequency of major subjects by department names

또한, 다른 전공영역에 비해 소재, 패션디자인, 기타 영역에서는 세 학과 명칭에 따른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즉, 소재 전공 영역에서는 의류학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패션디

자인과 기타 명칭을 쓰는 경우에 비해 높았고, 패션디자인 전공영역에서는 패션디자인 명칭을 쓰

는 경우에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기타 전공영역은 기타 명칭을 쓰는 대학들에서 비중이 높

게 나타났다. 이로써 학과 명칭은 전공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과 명칭에 디자인을 쓰는 경우에 디자인 분야의 교과과정이 높게 분포한다는 Ku et al.(1999)

의 연구와도 일치된 결과이다. 

4. 결론

의류학의 새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현재 교과과정 파악을 위해 학과 명칭에 따른 

교과과정을 살펴 본 결과, 학과 명칭에 따라 소재, 패션디자인 등 전공영역별 비중 차이가 있었

다.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과 의류학 전공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대학과 의류학 전공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

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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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ㆍ이진화
부산대학교 

큐레이션 서비스의 품질이 사용자만족과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 사회는 인터넷 보급과 더불어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에 접근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최근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 상 정보의 양이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 데이터는 약 3년마다, 그 양이 2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경제 성장보다 4배 

빠른 속도이다(과감히 덜어내는 힘 큐레이션, 마이클 버스카, p.30) 정보 과잉 사회 속에서 소비 

행위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광범위한 선택 범위각 시선 끌기에는 효과

적일 수 있지만 선택자의 선택 의욕과 만족을 떨어뜨린다(과감히 덜어내는 힘 큐레이션, 마이클 

버스카, p139).

큐레이션은 방대한 정보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며, 콘텐츠를 

보다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큐레이션은 미술관, 박물관 등에 전시되

는 작품을 기획하고 설명해주는 ‘큐레이터’에서 파생한 신조어이다(교양영어사전). 다른 사람이 만

들어 놓은 콘텐츠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배포하는 일을 뜻하며(한경 경제용어사전), 웹에서 시

작된 일련의 콘텐츠 선별 과정을 큐레이션이라고 통칭하고 있다. 

상품 하나만 검색해도 수많은 리스트가 뜨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너무 많은 선택지 중 어느 것을 고르지 못해 괴로워하는 상태를 의

미하는 ‘결정 장애’ 또는 ‘선택 장애’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하나의 소비 

트렌드인 ‘햄릿증후군’을 양산하기도 하였다(김난도, 2016). 유행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패션 

업계에서는 상품 기획, 디자인, 생산, 그리고 유통에 이르기가지의 과정이 빠르게 처리되는 SPA 

브랜드가 몇 년째 대세이다.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과도한 선택지가 주어져 소비자들은 선택하

는데 피로를 느끼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최근 여러 기업에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한정된 상품만 

선택적으로 내보이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쇼핑이 활성호되면서 작은 화면에 필

요한 정보만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노란, 2016). 또한 인터

넷의 발달과 함께 ‘소비자가 곧 생산자’라는 의미의 ‘프로슈머(prosumer)’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

히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선별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SNS를 통해 공유하는, 

자체적인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큐레이션 시장 규모는 600억 규모로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이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 논의와 

관심은 부족한 상태이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 또는 소셜 커머스와 관련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지만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실증 연구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큐레이션의 어떠한 서비스 품질이 소비자의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 MOBISQUAL(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품질 모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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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주체자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 분석한 후 어떠한 것이 소비자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1일 평균 모바일 이용시간이 4시간이며 모바일 보급률이 99.87%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은 20대로 선정하였다(김미연, 201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15)에 의하면 

1929세대(19세에서 29세)의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주간 접촉률은 87%로 지상파 TV 접촉률 다

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큐레이션 서비스를 적어도 1번 이상 경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보완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20대 소비자 371명을 대상으로 2019년 8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빈도분

석, 탐색적 요인 분석, 신로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로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큐레이션 서비스의 모바일 인터넷 품질 속성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

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은 충족성, 유비쿼터스 접속성, 반응성, 개인화, 

디자인, 사용 용이성, 안전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 신뢰,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고기 

전에 각 연구변인 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족성(r=.610, 

p<.001), 유비쿼터스 접속성(r=.426, p<.001), 반응성(r=.486, p<.001), 개인화(r=.571, p<.001), 디

자인(r=.634, p<.001), 사용 용이성(r=.685, p<.001), 안전성(r=.537, p<.001)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서비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과 신뢰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족성(r=.439, p<.001), 

유비쿼터스 접속성(r=.318, p<.001), 반응성(r=.343, p<.001), 개인화(r=.377, p<.001), 디자인

(r=.519, p<.001), 사용 용이성(r=.460, p<.001), 안전성(r=.627, p<.001)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

스 품질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서비스 만족도와 신뢰 간 정적 상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r=.646, p<.001). 사용자 만족도와 지속사용의도 간 정적 상관관계

(r=.707, p<.001)와 신뢰와 지속사용의도 간 정적 상관계(r=.556, p<.0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셋째,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

용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값이 2.004로 나타나 오차항 

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VIF값을 확

인한 결과 독립변인의 VIF값이 각각 1.46~1.92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66.1%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 모형에 대

한 적합도 검증도 양호한 것(F=101.668, p<.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 중에서 충족성

(B=.19, t=5.09, p<.001), 반응성(B=.06, t=2.11, p<.05), 개인화(B=.10, t=2.95, p<.01), 디자인

(B=.16, t=5.02, p<.001), 사용 용이성(B=.32, t=7.78, p<.001), 안전성(B=.12, t=4.50, p<.00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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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만족도와 정적 예측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충족성, 반응성, 개인화, 디

자인, 사용 용이성, 안전성이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

용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값이 2.004로 나타나 오차항 

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VIF값을 확

인한 결과 독립변인의 VIF값이 각각 1.46~1.92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

석 결과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66.1%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도 양호한 것(F=101.668, p<.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 중에서 충족

성(B=.19, t=5.09, p<.001), 반응성(B=.06, t=2.11, p<.05), 개인화(B=.10, t=2.95, p<.01), 디자인

(B=.16, t=5.02, p<.001), 사용 용이성(B=.32, t=7.78, p<.001), 안전성(B=.12, t=4.50, p<.001)이 

서비스 만족도와 정적 예측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충족성, 반응성, 개인화, 디

자인, 사용 용이성, 안전성이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값이 2.004로 나타나 오차

항 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VIF값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의 VIF값이 각각 1.46~1.92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 

분석 결과 서비스 품질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설명력은 66.1%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 모형

에 대한 적합도 검증도 양호한 것(F=101.668, p<.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변인 중에서 

충족성(B=.19, t=5.09, p<.001), 반응성(B=.06, t=2.11, p<.05), 개인화(B=.10, t=2.95, p<.01), 디

자인(B=.16, t=5.02, p<.001), 사용 용이성(B=.32, t=7.78, p<.001), 안전성(B=.12, t=4.50, p<.001)

이 서비스 만족도와 정적 예측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충족성, 반응성, 개인화, 

디자인, 사용 용이성, 안전성이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소비자 만족이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이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후, 2단계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지속사용의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에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값이 1.986으로 나타나 오차항 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

하였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VIF값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의 VIF값이 

각각 1.46~2.95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비스 품질을 통제한 후 사용자 만족도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설

명력은 9.2%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도 양호한 것(F=51.282, p<.001)으

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사용자 만족도(B=.61, t=8.46, p<.001)가 지속사용의도와 정적 예측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용자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신뢰가 지속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1단계에서 큐레이션 서

비스 품질, 2단계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다음 3단계에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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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가 지속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단계 회귀분

석에서 Durbin-Watson 값을 확인한 결과 값이 1.987로 나타나 오차항 간의 자기 상관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VIF값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의 VIF

값이 각각 1.46~3.28로 나타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만족도를 통제한 후 신뢰가 지속사용의도에 미

치는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도 양호한 것(F=48.226, 

p<.001)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신뢰(B=.16, t=3.42, p<.01)가 지속사용의도와 정적 예측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신뢰가 높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덟째, 서비스 주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차이를 알아보고자 독립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충족

성(t=2.907, p=.004), 유비쿼터스 접속성(t=2.247, p=.025), 반응성(t=2.174, p=.030)이 서비스 주

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사업자 주체(3.63±0.69)가 사용자 주체(3.42±0.69)에 비해 충족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사업자 주체(3.89±0.84)가 사용자 주체(3.69±0.89)에 비해 유비쿼터

스 접속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응성 역시 사업자 주체(3.51±0.81)가 사용자 

주체(3.33±0.81)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족성, 유비쿼터스 접

속성, 반응성이 사업자 주체가 사용자 주체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25.0을 사용하였으며, 인구 통계학적 분석

은 빈도분석 후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소비 환경에서 큐레이션 서비스의 어떠한 속성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시도로 볼 수 있다. 결과를 통해 향후 온라인 쇼핑 씨

장에서 어떠한 서비스 품질을 강조하여 나아가야 할 지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

다. 또한 현재 초기 단계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국내 큐레이션 서비스 시장 확산의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은 서비스품질의 충족성, 반응성, 개인화, 디자인, 사용 용이성, 안전성이 높을수록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하였으며, 서비스품질의 충족성, 디자인, 사용 용이

성, 안전성이 높을수록 신뢰가 높아지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또한 만족도가 높

을수록 신뢰가 높아지며 사용자 만족도, 신뢰가 높을수록 지속사용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큐레이션 서비스를 적용 시켜 소비자들의 지속 사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들을 고

려한 마케팅 전략을 실시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를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품질 모

형을 바탕으로 서비스품질, 만족도, 신뢰, 지속사용의도의 영향관계를 밝히고, 주체별 큐레이션 서

비스의 품질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모바일 인터넷 서

비스를 대상으로 한 폭 넓은 연구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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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제품 가상착장 어플리케이션 속성이 사용자 몰입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상현실의 한 분야인 증강현실은 실제 환경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 한 번에 보여주는 미래기

술로서 현재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연구와 개발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패

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상품의 가상착장을 위한 용도로 증강현실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빈

번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강

현실을 이용한 패션제품 가상착장 어플리케이션의 UI적 특성이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평가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아직까지 패션 제품에서 증강현실을 적용한 상황에 대한 소비

자의 직접적인 반응을 연구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는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가상을 현

실로 불러오는 증강현실의 특성과 사용자와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돕는 증강현실 웹사이트 UI 특

성에 대해 파악하여 효과적인 패션제품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는 목적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UI 관련 문헌에서 주요 변인으로 연구되어 온 실재

성과 직관성이라는 두 가지의 특성을 주목하며, 패션제품 가상착장 어플리케이션의 실재성과 직

관성이 사용자의 몰입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

음의 가설을 수립했다: 

가설1. 패션제품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의 실재성은 사용자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2. 패션제품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의 직관성은 사용자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3. 패션제품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 사용시 지각되는 사용자 몰입은 구매의도에 정적 영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

행했다. 설문을 위해 실제로 운영 중인 패션제품 가상착장 어플리케이션을 응용하여 가상의 어플

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그 이미지를 통해 가상의 쇼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설문 대상은 서울시

내 거주 여성 소비자 200명이었다. 기술통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

석방법을 적용하여 가설을 검증했다. 회귀분석 결과, 패션제품 증강현실 어플리케이션의 지각된 

실재성은 사용자 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β=.324, t=4.450 p<.001). 따라

서 가설1은 채택되었다. 마찬가지로, 지각된 직관성도 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β=.350, 

t=4.817, p<.001). 이는 가설2를 지지했다. 한편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각된 사용자 몰입은 구매의

도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β=.740, t=15.468 p<.001)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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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형*ㆍ이은정
국민대학교 

패션브랜드 생산정보 투명성이 브랜드 신뢰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션기업의 윤리성에 대한 문제는 최근 생산과정을 공개하는 투명

성을 브랜드의 전략으론 내세우는 사례가 있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및 브랜딩 주제로 활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생산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의 투명성이 브랜드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한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미치는 역할에 관해 밝혀보고자 한다. 기업의 투명성이

란 기업 내,외부에서 기업의 의사 결정 및 업무활동 등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가능하고 가시적이

며 이해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신뢰도란 소비자의 지각에 의한 

것으로 기업의 전문성과 신용성에 대하여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제공

한다고 믿는 정도라 정의한다. 구매의도는 예기된 혹은 계획된 미래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

념과 태도가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

을 수립했다: 

가설1. 패션브랜드의 생산정보투명성은 패션브랜드 신뢰도를 높인다. 

가설2. 패션브랜드의 생산정보투명성은 구매의도를 높인다. 

가설3. 패션브랜드 신뢰도는 구매의도를 높인다. 

가설4. 패션브랜드 신뢰도는 패션브랜드의 생산정보 투명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

개효과를 갖는다. 

가설검증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대상은 서울시내 거주 소비자 200명이었다. 

패션브랜드의 생산정보 투명성에서 차이가 나는 두 종류의 설문지를 만들었고 각 응답자는 무작

위로 두 종류의 설문지 중 한 개에 참여했다. 기술통계분석과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표본의 특성과 데이터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가설을 검증했다. 분석결

과,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0.26세(표준편차 4.926)였고, 82.0%가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으며, 40.0%가 월평균 가계소득이 500만원 이상이었다. 가설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투

명성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했다 (β=.644, t=11.843, p<.001). 따라서 가설1은 채택되었

다. 한편 투명성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β=.480, t=7.708, p<.001). 따라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신뢰도는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β=.381, t=4.945, p<.01) 따라서 가설3은 

채택되었다. 한편 신뢰도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소벨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4.576, 표준오차 

.073으로 p<.001 의 수준에서 유의했으며, 더불어 3단계 회귀 분석 결과 신뢰도는 투명성과 구매

의도의 관계성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가설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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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용*ㆍ추호정
서울대학교 

패션봉제산업에서 관찰되는 공진화 유형

IT가 발전함에 따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로 들어서면서 제조업 분야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

고 있다. 과거에 불가능하였던 실시간 맞춤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제조과정에서

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다.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공급사슬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기

반의 초 연결화를 통해 봉제기업과 공급 업체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산업평가관리원, 2017). 제조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제조혁신을 이루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건설에 앞장 서고 있는 중이다(이주완,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스트림 단계

는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 패션 제조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서울시, 2019). 서울시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약 28만명이며, 소규모 제조기업인 도시형 소공

인의 경우 종사자가 약 16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의류산업협회, 2017). 이들의 생산품목들

은, 의복 및 모피, 가죽 및 신발 등으로 주로 패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다. 따

라서 서울시 미래발전 전략으로 도시형 소규모 제조업 육성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의 발

전, 정부정책과 같은 외부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봉제산업과 

관련된 기초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공진화 이론은 산업을 분석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이론이다.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참여자들은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을 공진화 (co-evolution)라 한다. 생태계 참여자

들은 다른 참여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진화를 하게 되며, 이들의 관계에 따라 먹이사슬 관계

인 착취적 공진화, 같은 자원을 두고 상호 경쟁하는 경쟁적 공진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진화

하는 협력적 공진화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D’Aveni & Gunther, 1984; Koza & Lewin, 

1998; Kauffman, 1995). 

본 연구는 공진화 이론을 기반으로 봉제 기업과 패션 브랜드 간의 거래 관계에서 관찰되는 공

진화 유형을 탐색적 수준에서 확인하고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새로운 환경과 사회 현상을 탐

색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현장에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얻어지는 자료로

부터 이론이 생성될 것을 기대하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체 실태보

고 기업 종사자들 수를 기준으로 4~9인 이하를 소규모 기업, 20~50인 이하를 중규모 기업, 300인 

이상을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패션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3인의 전문

가로부터 우수한 제조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추천받았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소규

모 봉제기업 1군데, 중규모 봉제기업 1군데, 대규모 기업 1군데를 총 3가지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보다 객관적으로 이들 간의 거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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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기업과 실질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패션기업 3군데를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패션 브랜드 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봉제기업과 거래를 담당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봉제산업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정부정책 및 기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정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안정화 정책이 직접적으로 자국 내 생

산 공장 크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달은 화상통화 같은 통신 기술 발달이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공장을 오프쇼어링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규모별 공진화 유형을 살펴본 결과 소규모 4인 이하의 봉제업체의 경우 공생적(상호협력

적인) 공진화 유형이 관찰되었다. 소규모 봉제 업체의 경우 생산량이 대규모 생산이 필요한 대기

업 및 디자이너 브랜드와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은 OEM업체들

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공진화의 증거로는 봉제 기업의 경우 OEM 및 프로모션 업체들로부터 

비수기 생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었으며, 거래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OEM 

또는 프로모션 업체의 경우 봉제 업체들로부터 신속대응, 위험요소(납기일, 생산품질)을 해결하여 

동종 업계에 보다 강력한 경쟁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부족한 

비즈니스 모델을 충족시켜주는 형태로 상호협력적인 공진화가 관찰된다고 할 수 있다.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중간 규모의 봉제업체 경우도 공생적(상호협력적) 공진화 유형이 관찰

되었다. 인터뷰 대상이 된 봉제기업의 경우 주로 디자이너 브랜드들과 직접적인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되는 공진화 증거는 봉제 기업의 경우 디자이너 브랜들에게 위험요소(납기일, 생산

품질)를 확실하게 해결해주었으며, 신속대응(quick response)도 최대한 가능하게 도움을 주었다. 

디자이너 브랜드는 봉제기업에게 비수기 생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거래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제품 디자인 또는 생산 문제를 공통으로 해결을 함으로써 더

욱더 강력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있었다.

300인 이상의 봉제 기업의 경우 공생적 공진화 형태가 관찰되었다. 대규모 봉제 업체들은 주

로 여러 대기업 패션 오너 브랜드들과 거래하였으며, 해외에 생산공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규모 봉제 기업의 경우 봉제기술, 경험의 최적화, 생산비용 감소를 대기업 패션 브랜드에게 제

공하며 이를 통해 거래관계에 있는 패션브랜드는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

기업 패션 브랜드의 경우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약속하여, 봉제 기업은 대규모 생산공장의 

생산 가동율을 어느 정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서로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공생적 공진화 현상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인터뷰 결과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상호공생적 공진화 유형만 발견되었다. 그 이유는 다

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화 정책은 자국 내 봉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은 오프쇼어링 전략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결국 

자국 내 생산을 하는 봉제산업을 위축시킨 것처럼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패션기업들은 우

수한 생산품질, 신속대응(quick response)이 가능하며 위험관리가 용이한 자국 내 봉제기업들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국 내 봉제산업이 여전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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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착쥐적 공진화 형태는 관찰이 되지 않았다. 봉제 기업들과 인터뷰한 결

과, 자신의 기업을 착취하려는 기업들과는 이미 거래를 끊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중간 이상의 봉제기업들의 경우 거래처를 다양화한 이유가 이런 착취적인 형태를 

막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 브랜드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들 입장에서

도 봉제 업체가 자신들 기업을 착취하려는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거래처를 다양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패션산업에서는 서로 간의 착취하는 형태의 거래 관계는 더 이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탐색적 수준의 연구로서 몇몇 사례를 통

해 일반화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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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소셜 인플루언서를 통한 
구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질적 연구

I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터넷 활용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적

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특히 사진과 동영상 공유를 주목적으로 하

는 SNS인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패션 업계에서 두드러진 마케팅 효과를 이끌어 

내고 있으며, 새로운 판매 채널로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인스타그램 내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을 갖는 패션 인플루언서들은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서 패션 상품을 간접 홍보하

고,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한다. 이러한 형태의 일반인 판매자 겸 소비자들을 셀

슈머라 칭하며, 이들이 운영하는 1인 마켓을 세포마켓이라 부른다. 최근 일반 매스미디어 광고보

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기존 패션 기업들도 인플루언서를 활

용한 마케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1인 미디어의 확산과 장기적 취업난 등을 배경으

로 인플루언서들의 세포마켓은 유통 시장 내에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1인 마켓들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들은 구매의도나 관계적 접근 등 소비자 행동의도 파악에 

집중하는 것들에 그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인플루언서를 통한 구매의 부정적 영향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여 피해 대응 장치를 마련하고 세포마켓이 새로운 판매 채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인플루언서 마켓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로는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고, 계정을 가지고 있으며, 인플루

언서의 마켓에서 최근 6개월 내 1회 이상 패션 상품을 구매하면서 부정적 경험을 겪은 사람들로 

범위를 한정시켰다. 최종적으로 인스타그램과 인플루언서 마켓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세대인 20-30

대 여성 8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한 후 사전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을 상세 

기록하였다. 기록된 자료는 전체적인 검토를 거친 뒤 내용을 해체하여 나열하였고, 주요 공통 사

항을 핵심범주로 묶고 상세 내용을 하위범주로 재분류하였다.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플루언서 마켓의 문제점을 크게 구매 전 단계와 구매 후 단계로 

나눠볼 수 있었다. 먼저 구매 전 단계에서는 세포마켓의 진정성에 대한 불신, 판매자로서의 자격 

미달, 결제 방식 등이 가장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일반인의 후기

라는 점에서 높은 신뢰성을 갖는 세포마켓이 뒤로는 협찬을 받고 좋은 후기만을 게시하거나 직접 

사용해보지 않은 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최하고, 제품 생산 판매 시스템에 무지하거나 자체제작을 

내세우며 명품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카피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또 상품의 소재나 사이즈 등

의 상세 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가격을 비공개로 운영하여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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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후 단계에서는 팬쉽을 악용한 갑질, 선택적 소통, 허술한 법망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났

다. 다수의 판매자들이 자체제작이나 재고 문제 등을 핑계로 상품의 취소, 교환, 환불을 거부하였

고, 배송 체계가 잡혀있지 않아 기간을 명확히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기도 하였

다. 또 상품의 불량 등에 대한 문의사항을 댓글로 남기면 해당 댓글과 계정을 차단하거나 연락 

두절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판매 전과 후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미성숙한 소비자 응대에 대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었다. 폐쇄적인 인스타그램의 특

성상 단속과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렵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인 간 거래로 분류

되어 뚜렷한 처벌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이 그 요인이었다.

인스타그램은 이제 단순한 이미지 기반의 SNS에 그치지 않는다. 인플루언서들은 일상을 올리

고 지지를 받는 단계를 넘어 유통 및 광고계의 판도를 뒤흔들만한 파워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구매자들의 신뢰를 잃은 인플루언서들은 안티 계정이 생기기까지 하는 등 인스타그램 마켓에 대

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를 통한 구매의 부정

적 영향을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소비자 신뢰도 하락에 직면해 있는 인

플루언서들이 셀슈머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매출 상승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속

적이고 책임감 있는 소통과 합법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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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ㆍ이유리ㆍ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과업 복잡성과 지각된 정보양의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
-라이브 커머스의 충동구매행동을 중심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는 소비자들의 동영상 콘텐츠 소비와 모바일 쇼핑의 이용을 확산시켰고, 이

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모바일 쇼핑 플랫폼인 라이브 커머스 산업이 떠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판매자와 즉각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며 간단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들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나 시연과 같은 대

인 커뮤니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이

러한 과정에서 소비자는 판매자를 마치 실제로 사회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느끼며 인간적인 

매력이나 친밀감을 갖게 되는 파라소셜 관계를 형성한다. 소비자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시청하면

서 판매자와 상호작용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제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지각하게 된다. 또한 파라소셜 관계는 제품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구매 단계

의 복잡성을 줄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의 편리성은 자극을 통해 즉각적

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계획적이고 충동적인 구매 욕구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라소셜 관계가 작업 복잡성과 지각된 정보의 양을 매개로 하여 소비자의 충동구

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조사방법은 20~40세 연령대 여성 203명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생방송된 뷰티 라이브 커머스를 편의에 의해 2분으로 편집한 자극물을 시청

하게 한 후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AMOS 23.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변수들 간

의 영향 관계를 검정하였고, 매개 효과 검정을 위해 SPSS Macro Process를 사용하였다. 연구 결

과, 파라소셜 관계는 과업 복잡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정보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매개 효과 검증에서는 파라소셜 관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작업 복잡성과 지각된 

정보양을 매개 변수로 투입하였으며, 충동구매행동을 종속변수로 투입한 결과 직접효과 및 간접

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최근 판매자가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라이브 채팅을 통해 

상품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판매자의 라이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형성된 파라소셜 관계가 소비자가 지각하는 제품 정보의 양을 높여주며 구매과정을 통해 느끼는 

과업의 복잡성을 줄여주어 충동구매로 연결 될 수 있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

들에서처럼 충동구매행동이 단순히 파라소셜 관계에서 기인된다는 것에서 나아가 정보지각과정을 

활성화하고 과업의 복잡성을 줄여주는 중간 과정 통해 충동구매가 이루어 졌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는 것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학술적 접근을 통해 추후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

한 미디어 커머스 산업에 대한 서비스 방향에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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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ㆍ이진화
부산대학교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에 대한 남녀 소비자 인식차이 연구
-서비스 이용과 품질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최근 빠른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하여 다양한 종류의 IT 기기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 생산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양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소비

자들이 수많은 선택지로 인하여 상품 구매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선

택의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의 기준에 맞게 정보를 선별하여 소비자

에게 가치 있는 정보로 재구성하여 제공해주는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가 주목 받아 오고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행동과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 요인을 알아

보고, 서비스 품질과 이용에 대해 성별에 따른 집단 간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 주제와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는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경험이 있는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약 3주간 모바일 리서치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성별, 직업,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

석을 사용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분석을 실시하여 차이를 검

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를 토대로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 요인

을 충족성, 반응성, 접속성, 개인화, 용이성, 디자인, 안정성의 총 7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항목을 

작성하였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항목은 만족도, 신뢰도, 구매의도 총 3가지로 작성하여 검정하였

다. T검정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에 따르면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의 품질 요인 중에서 반응성, 

접속성, 안정성에서, 서비스 이용 항목에 대해서는 신뢰도에서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인식 차이

가 있었다.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품질 요인 중 반응성 요인에 대해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더 높게 평가하였으며, 반면에 서비스의 접속성, 안정성 요인에서는 남성이 여성

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

보다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를 더 신뢰한다고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인식에 

대한 남녀 소비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업이 패션 큐레이

션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품질 요인을 세분화하여 요인별 중요도를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면 긍정적인 마케팅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케팅 

전략 수립 시 유용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성별에 따른 효과적인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성과가 향상되기를 바라며, 또한 앞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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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패션제품 공유서비스 사이트 분석

최근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의 확대로 착한소비와 윤리적소비가 

대두되면서 리사이클, 업사이클, 공정무역, 비건패션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문화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번 생산된 제품을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인 공유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비싸고 좋은 한 개의 제품을 소유하는 것 보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공유서비스는 빠르게 성장 중이다. 대표적

으로 성공한 공유서비스 아이템으로는 숙박, 자동차, 장난감, 침대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패션제품

의 공유서비스도 온․오프 상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국내 사이트 경우 국외 사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패션제품 공유서비스에 대한 기초연구나 

심도 있게 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가 적은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패션제품 공유서비

스 사이트를 분석하여 매출이 높은 사이트의 구성 요소를 분류하고, 특징과 장점을 정리하여 새로

운 플랫폼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현재 활발하게 온

라인에서 운영 중인 공유서비스 사이트 27개에 대해 구성 요소를 분류하여 수량화한 후 분석 하였

다. 국내 사이트는 8개였으며, 국외사이트는 영국 2개, 미국 5개, 호주 1개, 싱가포르 2개, 홍콩 1

개, 중국 3개, 일본 5개로 총 19개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공유방법 및 이용권 종류, 공유 브랜

드 종류 및 개수, 브랜드별 아이템 종류 및 개수, 브랜드별 아이템의 사이즈 체계, 브랜드별 아이템

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 등이었다. 또한 추가로 사이트의 구성과 형태, 접근성 등을 조사하였다. 연

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공유서비스 이용권은 대부분 국내․외 에 상관없이 2∼4일이나 6∼7일권

으로 나누어졌고, 이용권 가격대는 정품판매가격의 약 10%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취급하는 브랜드

의 종류가 국외의 경우 최소 30개가 넘어 국내에 비해 상당히 많았으며 소비자는 브랜드 제품 중

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국외 사이트의 경우 아이템

도 셔츠, 블라우스, 자켓, 스커트, 팬츠, 드레스, 슈트, 로브, 구두 등 매우 다양하였으며, 사이즈도 

모든 사이즈를 갖추고 있어 소비자가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또한 취급 브랜드는 정품판대 가격대가 최소 5만원에서부터 최대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가

격대 범위가 매우 넓었으며 저가보다는 고가의 제품을 더욱 많이 취급하고 있어 명품을 입어보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반영하여 브랜드 및 아이템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국내 사이트는 가격대는 국외 사이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취급 브랜드의 종

류나 아이템에서 뒤처지고 있었으며, 사이즈도 표준체형만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바뀌고 있는 

소비자 인식에 발맞추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9)

이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203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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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디외의 계급이론을 이용한 중년 남성 CEO의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구별짓기 특성에 관한 연구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구별’ 짖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다. 인간의 구별 짖고자 하

는 욕망은 한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들의 다양한 취향과 관습을 통해 차별화 된 외모관리의 

양상으로 드러난다. 특히 인간은 과거부터 자신이 속한 계층과 속하지 않은 계층 간의 차별 그리

고 신분에 따른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외모관리를 모색해 왔다. 이제 더 이상 신분제

도와 같은 계급 구분이 없는 현대사회에서조차 아직도 암묵적으로 외모관리를 통해 자신이 사회

적 위치와 계급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계급 이론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30~2002)는 취향이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의 발현이 아니라, 

살아온 환경 및 실천 감각에 의해 변화 및 재구성되며, 다양한 자본을 통해 취향이 형성되고, 이

러한 취향에 따른 패션 소비는 자연스럽게 ‘구별짓기’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부르디외는 ‘구별

(Distinction)'을 매우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는데, 그는 구별이 기본적으로 남들로부터 자신을 

두드지게 하는 것으로 각 계층의 다양한 생활방식 안에서 타인들로부터 차별을 시도하는 것이라 

보았으며, ‘구별짓기’라는 개념을 계급문화와 계급구조를 유지하는 기본원리로 보았다.

부르디외는 계급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견제하는데 있어 자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학

자들이 자본을 경제자본으로 한정한 것과 달리, 부르디외는 자본을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행

위자의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수단으로 보았다(Bourdieu, 1986/이소영 

역 2011:132). 그는 현대사회에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는 자본으로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상징자본의 네 가지를 거론하였다. 경제자본은 마르크스적 의미의 자본으로 각종재화와 소유물 

등의 재산권의 형태를 의미한다. 사회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동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즉,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문화자본은 교육이나 가족에 의해 전수되는 지적 자격의 총체

를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상징자본은 명예와 인정에 관련된 의식들 전체로 행위자에게 부여되는 

신용과 권위를 의미한다(조광익, 2006). 부르디외의 자본이론에서의 차별성을 부여하는 문화자본

은 ‘구별짓기’에서 계급지위의 지표로 간주된다. 이는 비공식적인 학위의 기준이자 계급속성이며 

사회전택의 기초이자 권력의 원천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조광익, 2006). 부르디외 이론의 핵심은 

경제자본 중심으로 자본의 형태를 간주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문화자본으로 확장시켰다

는 점과 함께 사회구조에 존재하는 계급간의 구별짓기에서 자본이 작동하는 원리와 문화자본의 

역할을 새롭게 조망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자본이 축적되어 형성되는 아비투스에 대해 주목하였다. 아비투스는 특정한 

상황과 환경을 구성하는 조건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것으로 다시 말해 ‘체화된 자아(성항체계)’를 

뜻한다. 아비투스는 일정방식의 행동과 인지, 판단과 선택의 구조화된 개인의 성항체계로서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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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내면화(구조화)되고 육화(肉化)되며 또한 일상적 실천들을 구조화하는 양면적 매카니즘

이라고 할 수 있다(김만기, 2010). 즉, 아비투스는 계급구조에 따른 사회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개인이 소유하게 되는 영구적 성향체계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비투스는 경제적 계

급구분과 더불어 그 계급의 구성원들의 문화적 상징이자 생활양식 간을 매개하는 구조이다. 즉, 

내면화된 계급구조로 그것은 개인의 문화적 능력과 취향에 체화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득되고 

발현되는 특성이 있다. 인간의 생활양식을 결정하는 것이 문화적 소비이므로 이는 문화적 취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말투, 제스처, 식사예절, 옷차림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은 ‘아비투스’의 체

계적 산물이며, 개인적이며 일상적 행위인 옷을 입는 것도 변별화된 사회구조가 육화되어 있는 

동시에 차이를 변별하는 기호로서 수행된다(신혜영, 2012). 이렇게 문화의 아비투스화는 은밀한 

구별의 전략이 된다. 부르디외는 소부르조아 또는 쁘리브르조아를 상류계급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로 규명하며, 그들의 문화에 접근하고자 ‘모방’하는 아비투스, 즉 끼어들기의 행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면, 민중계급은 쁘띠부르주아를 열망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문화적 아비투스에 

만족하고 상류계급을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특정 계급에 속해 있는 집단은 그 계층 및 계급 내에서 형성된 '아비투스

(habitus)'를 바탕으로 그들만의 외모관리 취향을 드러낼 것으로 판단하고 40대~50대 중년남성 

CEO를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자본의 특성과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취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최

근 여성패션시장의 침체와 달리 남성패션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럭셔리 

남성시장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MBN뉴스, 2017; 국민일보, 2019)에서, 구매력과 파

급력을 가지고 있는 중년 CEO들의 외모관리 양상을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이론과 관련하여 파악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0대~50대 중년 남성 CEO 중 40대 *명, 50대 *명을 연구 

의도에 맞는 사람들로 임의 선정하여 개인별 심층 면접법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40대~50대 중년남성 CEO를 대상으로 개인별 심층 면접법과 자기기입식 설문지

를 통해 자료 수집하였다. 먼저, 간단한 인구통계적 질문과 조사대상자의 사회자본, 경제자본, 문

화자본을 파악하였으며, 선행연구(김연희, 2002: 김갑수, 한상연, 2018))의 기준을 바탕으로 자기

기입 식 설문지를 구성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으며, 질적 연구방법론 중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연구자는 심층인터뷰 실행 전 인터뷰 참여자들에게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심층 면접 내용의 

비밀보장, 그리고 녹취록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20~30분 내외로 제한하

였으며. 질문의 항목은 크게 문화와 해외경험, 외모관리, 그리고 개인적 사항을 포함한 자본의 형

태로 구성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정보의 최대 활용도를 위해 녹음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기록하는 전사(transcription)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자본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부모의 경제자

본 및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은 집단과 스스로 경제자본 및 사회자본을 획득한 두 집단이 관찰되

었다. 그러나 문화자본의 특성은 거의 유사하였다. 높은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문화자본이 형성하

고 향유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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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한국의 중년 남성 CEO들의 외모관리를 통한 구별짓기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CEO의 외모관리에서 나타나는 구별짓기 특성은 의복관리를 통한 지위표상의 공고화의 

특성이 도출되었다. 의복을 시각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판단하여 리

더로서 타인과의 구별짓기를 행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직업적 환경에 따라 구별의 차이는 조

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자기관리를 하는 이유에 있어 CEO라는 계층적 인식이 

외모관리를 전략적으로 하려는 동기부여로 관찰되었다.

둘째, 외모관리 수단의 다양화와 고급화가 도출되었다. 외모관리에 있어 얼굴관리, 모발관리, 

체형관리 등 일상적인 남성의 외모관리 범주를 넘어 훨씬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양상을 나타났으

며, 이러한 외모관리 지출에 있어 금액적인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젊은 이미지의 추구성향을 나타냈다. 그들은 의복을 위시한 외모관리 전반에 있어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 젊어 보이는 외모를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복은 대중적인 브

랜드를 착용하되 세련되고 젊은 디자인을 추구하였으며, 피부과 관리 및 시술 등을 통해 젊은 외

모를 유지하는 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패션을 포함한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년남성 

CEO라는 계층적 특성에서 이들에게는 외모관리를 통한 구별짓기가 어떻게 나타나는 지 실증하였

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이상의 고찰을 위해 부르디외의 계급이론에서 자본과 소비와

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기여하였다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중년 

CEO들의 외모관련 소비 성향을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장규모의 성장을 견인하는 구매력 있

는 소비자층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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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 코트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조사

1. 서론

최근 롱패딩 코트의 급격한 수요 및 공급증가에 착안하여 일반적, 사회문화적, 구조적 관점에

서 롱패딩 코트에 대한 한국 중학생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 관점에서의 연구 변

인은 가격과 브랜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연구 변인은 유행성과 계급성, 구조적 관점에서의 연

구 변인은 심미성, 기능성과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기 위해 부산지역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명목척

도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 사회문화적, 구조적 관점에서의 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현재보다 향상된 편리하고 효율적인 겨울철 의복생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롱패딩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조사로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및 타당도가 높은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양적 방법으로 객관화시킨 자료는 반

복된 검사에 따른 신뢰도가 높지만,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통계적 시각뿐만 아니라 주제에 대한 구체적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결과 및 고찰

구매시점에서는 1년 및 2년 이내 구매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적정가격은 10만원 초

과~20만원 이하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실제 구매가격도 동일한 가격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 중저가 롱패딩 코트의 가격으로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므로 대부분

의 중학생들에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인 것으로 생각된다.

착용이유에서는 해당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로 품질, 보온성, 내구성이 69%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다. 브랜드나 유명인을 선호하는 중학생 세대인 것을 감안할 때 착용이유가 실리적인 

관점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다소 흥미로웠다.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유

행 및 착용 중인 브랜드는 각각 ‘뉴밸런스’ 와 ‘밀레’ 가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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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구분 빈도(N) 백분율(%)

구매시점

3개월이내 0 0

6개월이내 0 0

1년이내 97 49

2년이내 97 49

기타 4 2

적정가

10만원 미만 42 21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69 35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16 8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55 28

40만원 초과 16 8

구매가

10만원 미만 33 17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83 42

20만원 초과 ~ 30만원 이하 50 25

30만원 초과 ~ 40만원 이하 0 0

40만원 초과 33 17

<표 1> 가격 부문

 

구별 구분 빈도(N) 백분율(%)

인지경로

TV 59 30

SNS 40 20

친구 79 40

부모님 20 10

기타 0 0

구매예약 여부
예 2 1

아니오 196 99

착용시기

2019 0 0

2018 154 78

2017 44 22

2016 0 0

2015 0 0

착용효과

좋아하는 연예인과 닮은 것 같은 기분 0 0

개성 및 자아표현 10 5

학우들과 연대감 20 10

보온성 168 85

기타 0 0

<표 2> 유행성 부문

과거 화제가 되었던 ‘평창 롱패딩’ 사건을 바탕으로 구매예약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설문조사 

대상의 연령이 경제력 및 구매력이 낮은 중학생에 한정되어 구매예약 경험에 대한 응답의 빈도는 

‘없다’(99%) 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롱패딩의 착용효과는 보온성(85%)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여, 롱패딩의 ‘기능성’ 이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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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3> 계급성 부문

구별 구분 빈도(N) 백분율(%)

과시
예 20 10%

아니오 178 90%

교내서열
예 10 5%

아니오 188 95%

학교폭력
예 0 0%

아니오 198 100%

부모님과 갈등 
예 10 5%

아니오 188 95%

부모님과 갈등 이유

가격 25 13%

품질 99 50%

브랜드 25 13%

디자인 25 13%

기타 25 13%

‘과시’, ‘교내서열 조성’, ‘학교폭력 여부’, ‘부모님과 갈등’ 등 사회적 요인 항목을 통해 롱패딩 

코트의 ‘계급성’ 부문을 분석해본 결과, 롱패딩 구매를 통한 ‘과시’ 욕구(10%) 는 다른 항목에 비

해 약간 높은 편이였으나, 교내 계급을 형성할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폭력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과의 갈등 부분이 많지는 않

았고, 있다면 구매시 품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심미성 부문

구별 구분 빈도(N) 백분율(%)

길이

발목아래 28 14

발목 위 ~ 무릎 아래 127 64

무릎 위 ~ 허벅지 아래 42 21

허벅지 위 ~ 허리 아래 0 0

허리 위 0 0

보행 시 문제
예 2 1

아니오 196 99

실루엣

스트레이트 149 75

프린세스 0 0

타이트 0 0

박시 50 25

벌룬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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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의 심미성 부문에서 살펴보면 발목 위~무릎아래(64%), 스트레이트 실루엣(75%), 검정색

상(63%)의 민무늬(57%)에 모자가 더해진(52%) 디자인이 중학생들이 착용하는 롱패딩 코트의 주

된 모습을 이루었다. 

<표 5> 기능성 부문

구별 구분 빈도(N) 백분율(%)

가장 많이 

구성된 색

검정 124 63

흰색 25 13

회색 25 13

남색 17 8

기타 8 4

장식요소

모자 103 52

리본 0 0

주머니 71 36

허리끈 16 8

기타 8 4

무늬

사선 42 21

민무늬 113 57

땡땡이 0 0

스트라이프 28 14

기타 14 7

구별 구분 빈도(N) 백분율(%)

착용연수

6개월 미만 47 24

6개월 이상 ~ 1년미만 58 29

1년 이상 ~ 2년미만 70 35

2년 이상 ~ 3년미만 12 6

3년 이상 ~ 4년미만 12 6

세탁법

물세탁 25 13

드라이세탁(세탁소) 161 81

기타 12 6

세탁횟수

0 12 6

1 25 13

2 50 25

3 62 31

4회 이상 50 25

세탁 후 변화

변색 0 0

찢어짐 13 7

부피감소 26 13

깃털(충전재) 빠짐현상 53 27

기타 10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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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패딩의 기능성 부문에서 세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드라이 세탁법을 통해 사용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85%로 가정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전문가 또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롱패딩의 내구성과 관련하여서는 1년 이상~2년 미만 착용하는 경우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주로 거위털(구스다운) (38%) 소재를 선호하여 단독으로만 착용하는 비율이 (53%) 높으며, 세탁 

전 후 부피가 대체로 동일하여(73%) 겨울의복으로서의 만족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4. 요약 및 결론

다른 또래들과 차별화의 욕구로 시작되어 겨울철 의복의 한 종류로 등장하였던 롱패딩 코트는 

현대 청소년들에게는 기능적인 요인이 구매활동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겨울철 의복으로써 롱패딩 코트의 ‘구조적인 관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구매동기요인으로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류 관련 종사자들은 광고 비용 

및 디자인 개발 보다는 소재에 따른 보온성 등의 기능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가격 대비 성능

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여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겨울철 의복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고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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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 구분 빈도(N) 백분율(%)

복원력

세탁 전 후 부피 동일 145 73

세탁 전 후 부피 차 착용 시 확인가능, 

표면상 티나지않음
13 7

세탁 전 후 차 표면상 확인가능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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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0 20

안감소재

솜 12 6

기능성 솜(웰론) 37 19

거위털(구스다운) 74 38

오리털(덕다운) 62 31

야생 거위털(와일드 구스다운) 12 6

보온성

단독으로 입기 추움 26 13

다른 옷과 필히 겹쳐입어야함 13 7

단독착용 후 외출 시 견딜만한 정도 53 27

하나만 입어도 매우 따뜻 106 53

기타 0 0



211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서민경 (2012). 학교 내 또래문화의 형성과 전파: 노스페이스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영, 이상호, 최자영 (2008). 명품브랜드를 향한 태도에 대한 소비가치 및 신념의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박혜원, 장춘희 (2005). 의복구매동기에 의한 중국 20~30대 중�상류층 여성소비자시장 세분화. 대한가정학회지.

고애란, 이수경 (2004). 여고생의 신체발달에 따른 신체이미지 및 자기존중감, 의복태도 형성모델. 대한가정학회지.

박혜선, 김화순 (1998). 의복태도와 의복동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이부련, 조은영 (1998). 남, 여대학생의 의복태도 연구: 의복관여, 정보원천사용, 상표충성도를 중심으로.



212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한설아*ㆍ강성문ㆍ용광중
*(주)디자이너인더스트리ㆍ

㈜케이준컴퍼니ㆍ
한국의류지능화연구소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이용한 
소비자 맞춤형 캐릭터 디자인 제품 제조 서비스 시스템 개발 

1. 서론10)

과거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 아이덴터티를 반영한 제품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작하였으며 

수동적인 소비자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만을 소비하였으나 21세기 소비자는 시장의 기성제품

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스스로 창조해나가

는 능동적인 소비자이다. 이러한 소비자를 프로슈머(Prosumer)족, 즉 생산자를 뜻하는 ‘producer’

와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자

신에게 가장 좋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만의 제품을 소유하고자 한다.

캐릭터 디자인 제품 관련 산업은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으로 캐릭터의 개발 및 인기 캐릭터

로의 마케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후 관련제품으로 전개하기 위한 제조기

반과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에 따라 기하급수적인 이윤창출이 가능하다. 국내 캐릭터 산업 사업

체(2015년)는 2,069개로 연평균 2.5%, 캐릭터 산업 종사자는 3만 128명으로 연평균 3.3%씩 증가

하고 있으며, 현재는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어도 SNS의 이모티콘을 개발하고, 20대 대학생이 그려

서 블로그에 올려 이모티콘 스티커로 시작한 캐릭터 몰랑이가 프랑스 게임업체의 러브콜을 받는 

등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와 중소기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캐릭터 제품을 선호하는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정작 디자인한 캐릭터를 팔 수 있는 방법과 제품 제조 시스템을 몰라 사업화화

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와 이를 적용한 제품을 찾기 어려

운 상황이다. 따라서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영세 디자인 업체, 성장 한계에 직면한 기존 제조업체가 

상생하기 위해 디자인 서비스와 제품 융합 비지니스 모델 및 기존 제조업체의 확장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창의적 고부가가치 디자인-제품-제조 융합 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2. 연구방법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한 소비자 제품제조 서비스 시스템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플랫폼 

개발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 연구는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20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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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제품+제조+서비스’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제품과 

제조에 서비스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제

품,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기 위한 방법론은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실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서비스 디자인은 공공부문과 의료산업, IT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제품과 제조 영역에서

는 적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서비스디자인의 개념은 산업(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여 정의

하면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대여, 소비, 향유 및 그 과정으로부터 얻게 되는 경험가치

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고객 중심의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여 디

자인하는 것으로 패션산업에 적용된 사례 역시 찾기 어려우나 고객 제품 개발을 위하여 최근 서

비스디자인 방법론이 주목받고 있다. 즉 사업자 관점에서 캐릭터 또는 제품 디자인 기획-개발-제

품디자인 적용-제조-유통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 개발 및 Stakeholder Map방법론을 사용한 서비스 

디자인을 적용하며, 소비자 관점에서는 캐릭터 디자인 선택-제품디자인 선택-3D Mapping을 통한 

실사 이미지 확인-구매 과정에 대해 Persona 및 Service Blueprint 방법론을 사용한 서비스 디자

인을 시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캐릭터는 비경쟁적 특성과 비배타성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확대가 

수월하다. 또한, 전형적인 OSMU(One Source Multi-Use)의 시장구조로 다양한 창구(window)를 

통하여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영세 디자인 업체, 성

장 한계에 직면한 기존 제조업체가 상생하기 위해 디자인 서비스와 제품 융합 비지니스 모델 및 

기존 제조업체의 확장 서비스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창의적 고부가가치 디자인-제품-제조 융

합 서비스 시스템 개발이 요구된다.

소비트렌드의 변화와 제조기술, IT환경의 발전을 바탕으로 그래픽디자인을 활용한 개인화 제품 

사업 모델이 ‘zazzle’, ‘Amazon’등으로 시장의 검증이 되었으나,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고찰 부족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개인화 및 제조와 연계하는 플랫폼 

개발에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개인화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고, 크리에이

터는 개발한 콘텐츠를 제품화에 연결하고 제조자는 부족한 디자인과 제품 기획을 보완할 수 있는 

사용자-디자이너-생산자 3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국내외 디자인 플랫폼은 디자인 컨텐츠만을 제공하거나, 컨텐츠가 적용되는 디자인 제

품은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 당 한 가지 제품, 즉 티셔츠, 핸드폰케이스, 모자 등과 같은 단일품목

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 역시 디자인 컨텐츠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제조의 부담이 있기 때문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 제품을 제작해 주는 플랫폼은 디자인과 제품 컨텐츠가 다양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자인, 제품, 제조가 개별적으로 소비자와 협력업체를 찾아야만 했던 기

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각의 주체가 원하는 방향을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정확히 규명하고 시

스템화 함으로써 각각의 영세기업이 모여 하나의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상생 협력 시스

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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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 사례 제안 및 만족도 조사

1. 서론

21세기에 도래하면서 패션산업은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세계화, 국제화, 다양화 되면서 발전 

및 성장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 패션산업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현재 국내 패션산업은 아

시아를 대표하는 패션 주도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따라서 국내 패션디자

이너에게 기업가 정신, 기획력, 생산, 유통 등 다방면의 능력 함양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

다. 디자이너에게는 기존보다 더욱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기술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와 분석, 그리고 이에 따른 유통 판매체계와 관

련된 기술 및 지식교육들이 패션 비즈니스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 및 패션 전문 교육기관

에서는 변화하는 패션 교육 환경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시대 변화에 따른 요구 상

황에 대응할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같이 패션디자이너가 갖추어야 할 종합적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패션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이 발판을 이루어야 하지만, 디자이너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끌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패션 교육에 적용

할 수 있는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2차수 교육생

들의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실무적 역량 강화 및 창의력을 겸비

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업체에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본 연구의 최종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시대 변화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 및 검토함으로서, 디자이너 양성을 위

한 국내 패션 교육현장 및 패션산업계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2. 국내 패션 교육현황

본 연구의 목적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사례 제안에 앞서, 현재 국내 패션 교육과정의 현황

을 조사하였다. 먼저, 지역별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19개 학원의 교육과정 현황을 조사했으며, 

심화 분석을 위해 교육과정 체제의 안정도, 인지도, 교과과정의 다양성 면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에스모드 서울과 SADI의 교육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교과목 커리큘럼을 분석하였다. 

해당 기관의 교과목은 패션디자인, 의복구성, 패션일러스트레이션, 패션스타일리스트, MD/VMD, 

CAD 등 6가지 교과영역으로 구분되었으며, 두 기관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모드 서울은 스틸리즘(의상디자인)과 모델리즘(패턴구성)의 병행 교육을 실시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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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의복구성,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등 패션의 모든 분야의 균형있는 교육방식을 지속해왔

다. 둘째, SADI는 기업과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실제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패션디자인 산업현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산업계와 유사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토

론 위주의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며 디자인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 목적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패션전문학원들은 모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패션업계를 위한 

기술적·창의적 인재 양성에 일조를 하는 기관들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패션디자

인 교육과정은 시간적·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디자인 기획에서 제조, 

유통까지의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패션디자

인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필요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3.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상기의 주요 패션전문학원 교육과정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 사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교육과정은 디지털 패션 교육 프

로그램으로, 2019년 7월 1일~2019년 8월 31일까지 서북권 패션지원센터에서 프로세스를 진행하

였다. 본 교육 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 연결 교육과정 및 연계 추진 전략 

본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패션 교육이 아닌, 의류 실무 제조 및 지역 시장 지원 경험을 강점

으로 두고 디자인 기획에서 제조·유통까지 연결하는 교육과정이며, 해당 교육과정을 위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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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 중심의 기술 교육과정이다. 본 교육 과정은 IT기

술을 적용한 디지털 패션산업 기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 봉제 실무 교육, 디지털 패

션(3D) 실무교육, 패턴 캐드(2D) 교육, 패턴 실무 교육, 자동재단(CAM) 시스템 교육, 디지털 패

션 창업 CEO 교육의 총 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6개 교육과정은 각각 5~10명의 인원으로 

연도별 2차수(6개월)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IT기술을 활용하여 패션디자인

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제작에 있어 시간적·비용적 측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수강생들이 교육 후 

패션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닌다. 

3.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각 교육 프로그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진행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총 86명의 수

강생이 설문에 응하였다. 수강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고를 통해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등 서

북권 일대에 거주 하고 있는 신진디자이너, 창업준비생, 학생을 대상으로 공고 후 모집 진행하였

으며, 디지털 창업 CEO교육은 1세대가 공장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2세대 자녀들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대부분 조사방법은 오프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교육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을 지급하

기 전에 실시되었으며, 설문문항은 강의내용, 강의실 및 설비, 강의 수준 및 난이도, 교육시간, 강

사 만족도, 강의 내용의 업무 도움 여부, 기타 의견의 7개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기타 의견을 제

외한 모든 문항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강의별 강의내용 만족

도(80.4%), 강의실 및 설비(82.3%), 강의 수준 및 난이도(65.5%), 교육시간(69.3%), 강사만족도

(80.4%), 강의내용의 업무 도움도(80.%)로 조사되었다 <표 1><그림 2>.

항목
디지털창업 

CEO
3D CAD 자동재단CAM 2D CAD 계(%)

강의내용 73 100 87.8 71 83.0

강의설비 82 100 90 57 82.3

강의수준 및 난이도 73 80 80 29 65.5

교육시간 64 80 90 43 69.3

강사만족도 73 90 87.5 71 80.4

강의내용 도움 82 80 90 71 80.8

<표 1>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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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패션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별 만족도 조사

각 교육과정은 총6개로 구분되며, 초보자의 의류봉제기술습득을 위한 기초봉제 실무교육과정, 

의류제조업체 샘플비용 절감과 디자이너 취창업 연계를 위한 디지털 패션(3D) 실무교육과정, 패

턴 캐드 기초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턴캐드(2D)교육과정, 수기식 패턴 

이해와 분석을 통해 봉제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패턴 실무 교육과정, 자동재단기 장비 사용 기술

을 습득하고, 지역 내 생산 봉제 비용 직접 절감을 위한 자동재단(CAM)시스템 교육 과정 및 청

년 봉제 2세를 지원하여, 지역봉제 발전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디지털 패션 창업 CEO 교

육으로 구성 되었다. 

각 교육과정의 설문 결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강의내용 만족도, 강의실 및 설비, 강사만족

도, 강의내용의 업무 도움도 4가지 항목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강의수준 및 난이도, 교육

시간 항목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턴 캐드(2D)교육의 전문 프로그

램 이해도와 주당 1회의 5시간 교육으로 인한 교육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강생 기타 의견을 조사한 결과, PC 및 IT 기기 적응도를 고려한 수강생 선발을 통해 강의 

효율성의 신장, 교육 시수의 확대, 개인 작업 시간의 확대, 프로그램별 심화 교육의 추가(심화 전

문과정, 기기 운용 심화 프로그램), 동영상 강좌 추가 요구 등 수강생들의 교육 지속의사가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2D CAD 교육과정은 수강생별 기술 수준에 따라 기초반 수강생들의 만족

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이 분석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9년 7원 1일~2019년 8월 31일까지 서북권 패션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세스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기존의 패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현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교

육과정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강의내

용 만족도, 강의실 및 설비, 강사만족도, 강의내용의 업무 도움도 4가지 항목의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강의수준 및 난이도, 교육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

과로 인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수강생들에게 실무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강의수준이나 교육시간에 대한 결과는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양질의 교육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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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패션산업 교육기관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

들에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패션산업의 토양이 될 수 것으로 사료된다. 이어 국내 패션산업의 성장을 위해 시대에 발맞

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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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온방지용 구명복의 해외 제품 동향

구명복(lifejackets or immersion suit)은 물 위에서 또는 물에 인접하여 활동하는 경우의 우발

적인 침수에 대비해 일상적으로 착용하도록 설계된 방수복을 발한다. 착용자로 하여금 과도한 불

편함이 없이 어느 정도의 동작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극지방의 어업 환

경이나 침수상황에서 사용하는 구명복은 착용자의 체온유지 시간 등이 중요한 성능평가 요인이 

된다. 단열 방수복 시험 (Specific tests for insulated immersion suits)의 성능평가는 KS V 15027

이나 MSC 81(70) 에 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즉, 피시험자는 침수된 방수복을 착용하

고, 손에 장갑을 낀 상태에서 0℃ ~ 2℃의 온도로 순환하면서 잔잔한 수중에서 6시간동안 침수한 

후, 피시험자의 신체 코어온도는 정상적인 온도보다 2℃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침수 1시간 

이후 물에서 즉시 떠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장갑을 낀 상태에서, 순환하는 5℃ 물에서 각 피시

험자는 연필을 집어서 글을 쓸 수 있어야한다. 국내에는 저온의 해양환경에 대한 구명복에 대한 

제품개발이나 연구가 다소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저체온 방지용 구명복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조사로 해외제품에 대한 동향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11)

연구방법은 국제 해사기구 해상안전위원회(IMO,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MSC/CIRC. 

922) 심의를 통과한 구명복(Thermal protective lifejackets, TP-lifejackets, Immersion suits)를 생

산하는 해외 브랜드 3개를 사전 조사를 하였고, 브랜드 내 구명복 중 MED / SOLAS의 형식승인

을 받은 제품의 형태, 소재, 색상, 승인형식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명복의 형태는 크게 수트형과 조끼형으로 나눌 수 있다. 

조끼형은 부력재형 구명조끼, 팽창형 구명조끼, 헬리콥터용 구명조끼가 있다. 조끼형은 주로 PU 

코팅 폴리에스터 직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색상은 고가시성 노랑(Hi Vis Yellow), 적색(Red), 흑

색(Black), 오렌지(Orange), 고가시성 오렌지(Hi Vis Ornage)로 나타났다. 다만 조끼형 구명복은 

가시성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체온유지의 적용에는 어려운 것을 나타났다. 반면 수트형 

구명복은 팽창형 구명조끼가 부착된 방수복과 팽창형 구명조끼가 부착되지 않은 방수복으로 구분

되었다. 수트형 구명복에 사용하는 소재는 PU 코팅 나일론 직물, 네오프렌, 고어텍스 Narvik으로 

나타났다. 특히 2℃에서 6시간동안 견딜 수 있는 수트는 노란색의 PU 코팅 나일론 직물에 팽창

형 구명조끼가 부착되어 있고, 모자, 장갑, 발을 감싸는 솔이 수트에 일체형으로 제작됨으로서 신

체의 모든 표면을 감싸주어 물의 침투를 최소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NRF-2017R1D1A1A090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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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은*ㆍ장연희ㆍ이선희
동아대학교 

Newtro; 빈티지 패션의 재해석

최근 힙스터들이 주목하는 뉴트로 트렌드가 소비자들에게 추억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습을 

띠며 마치 시간을 되돌려 놓은 듯한 분위기로 매료시키고 있다. 단순히 오래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거 문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경험형 소비트렌

드를 내세워 뉴트로한 감성을 찾아다니는 밀레니얼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뉴트로 컨셉

의 공간과 그에 맞는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빈티

지 제품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뉴트로패션 제품의 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컨셉을 “Newtro”로 정하고, retro & classic 분위기로 컬러톤은 grayish를 기본

으로 하여 빈티지제품 리폼을 진행하였다. 젠더리스 자켓의 제작은 매니쉬한 기본 자켓 에서 색

상과 패턴크기가 각각 다른 체크원단을 사용하여 칼라와 소매부분을 변형하였다. 글리터가 있는 

망사원단으로 칼라 부분에 프릴형식으로 포인트를 주고, 한쪽 소매 끝부분만 아일렛을 뚫고 망사

원단으로 리본 매듭을 지어 페미닌한 느낌을 강조하였다. 루미너스 자켓의 제작은 매니쉬한 기본 

자켓의 길이를 짧게 잘라 실루엣을 변형시키고, 라펠 옆 부분에 비즈와 단추 등 부자재를 부착하

여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자켓 뒷판에 배색 체크 원단을 넣고 원피스형식으로 변형시켜 여성스

러움을 강조하였다.12)

본 논문은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LINC+ 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17EG05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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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진1)ㆍ김동미2)ㆍ김희은2)

ㆍ유희천1)

1) 포항공과대학교ㆍ2) 경북대학교
고령자의 피트니스 동작 시 체표면적 및 체표길이 변화율 분석

1. 서론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며, 2065년에는 전

체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율이 42.5%를 차지하고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인구 부양비율은 89%에 

달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7). 또한,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로 노인 의료비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2014년 전체 의료비의 35.5% 

(19조 3천551억원), 2015년 36.8%(21조 3천643억원), 2016년 38.0%(24조 5천643억원)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Medical expenses over 65 years”, 2017).

고령화로 인한 근육 감소 및 근력 저하는 노인들의 신체 기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며, 낙상

과 같은 문제를 유발시켜 노인들의 삶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Park, 2017). 고령자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척추길이 감소, 허리 측만증, 흉추와 경추의 변형 등으로 높이 항목은 감소하고 

둘레 항목은 증가하는 체형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신체 기능 및 체형 변화는 노년 후기로 갈

수록 심화되어 일상생활 중에 심각한 부상과 함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피트니스 압박웨어는 근육을 적절한 압력으로 압박하여 착용시 보조 근육 역할을 수행함과 동

시에 근육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령자 대상의 피트니스용 압박웨어의 착용은 일상생활에

서 노인들의 근활성도를 향상시키고 동작시 유연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피로감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유지 및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을 줄것으로 사료된다. 피트니스 압박

웨어는 고령자의 인체특성 및 동작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피트니스 동작시 부위별 체표면적과 체표길이 변화율을 분석하여 패턴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령자 피트니스 동작시 체표면적 및 체표길이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3차원 스캔 

장비(Artec Group, Luxemburg; 해상도 0.5 mm; 포인트 정확도 0.1mm)를 활용하여 한국 여성 

노인 7명(63∼76세)을 대상으로 스캔 작업을 수행하였다. 3차원 스캔을 수행한 자세는 피트니스 

동작 중 동작에 따른 변화가 큰 팔꿈치, 어깨, 엉덩이, 무릎 등의 관절을 위주로 한 5개 동작으로 

선정하였으며, 관절 각도를 세분화하여 최종 9개의 피트니스 동작의 자세를 스캔하였다. 획득된 

스캔 데이터는 3차원 스캐닝 솔루션 레피드폼(RapidForm 2004, Kore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

준점(landmark)을 표기하고 각 부위의 명칭(coding)을 규정한 후 부위별 체표면적과 체표길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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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기준점 설정 및 체표면적 구획

피트니스 동작시 체표면적 및 체표길이 변화율 분석을 위해 3차원 스캔 데이터에 의복 설계시 

필요한 계측점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위치의 총 62개(상체 40개, 하체 22개)의 기준점을 설정하

였다. 기준점 설정시 가로선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허벅지 둘레, 무릎둘레, 발목둘

레 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세로선은 앞중심선, 뒤중심선, 프린세스 라인, 옆선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체표면적의 세부 구획은 기준점에서 수평과 수직방향으로 선을 연결하여 구획하였으며, 

총 46개(상체 28개, 하체 18개)로 구획되었다. 부위별 명칭은 규칙을 정하여 coding을 진행하였

으며, 예를 들어 F(front), B(back), S(side) 등으로 표시하였으며, 패턴의 위치에 따라 숫자를 넣

어 표기하였다.

 

<그림 1> 기준점 기반의 체표면적 구획

2) 피트니스 동작시 체표면적 변화율 분석 

고령자 피트니스 동작시 체표면적 변화율을 분석한 결과 상체는 겨드랑이 안쪽(FS1, F5, F6, 

B6, BS1), 견갑골(F1, F5) 부분의 체표면적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체의 부위별 체

표면적 변화율은 FS1(145%), F5(50%), F6(62%), B6(37%), BS1(58%)로 확인되었다. 하체는 허벅

지(FH1, BH1, BH2, BH3))과 무릎(FN1, FN3, FN4, BN2)의 체표면적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하체의 부위별 체표면적 변화율은 허벅지 부위에서 FH1(30%), BH1(24%), BH2(30%), 

BH3(20%)로 나타났으며, 무릎 부위에서 FN1(51%), FN3(32%), FN4(23%), BN2(28%)로 확인되었

다. 체표면적 분석 결과 상체의 체표면적의 변화가 하체의 변화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

히, 토르소와 팔의 연결부위에 동작시 체표면적의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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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고령자의 피트니스 동작시 부위별 체표면적과 체표길이 변화율을 분석하여 피트니

스 압박웨어 설계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피트니스 동작 중 체표변화가 많은 관절부위

를 기준으로 동작을 선정한 후 고령자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트니스 동작시 체표면

적과 체표길이 변화를 분석하여 동작시 체표면적 및 체표길이 변화율이 큰 부위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패턴 설계를 진행할 경우 고령자들에게 착

용감 및 동작성 향상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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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염제처리에 의한 허브 추출물 염색직물의 항균성 변화

과학기술 및 산업의 발달과 함께 복잡한 현대인의 의생활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쾌적성과 건

강을 중심으로 한 기능성 소재에 대한 활용범위의 확대인데, 피부자극성이나 독성과 같은 장해가 

거의 없고 인체안전성이 높은 천연염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천연염료는 인체에 대한 해가 적으며, 환경오염 문제가 거의 없는 생체물질로서 재료 종류에 따라 

염재 자체가 항균 및 살균작용 효과까지 지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천연염료의 장점을 가지면서 

약·미용, 요리, 방향제, 염료, 관상용 등으로 활용범위가 다양하며, 향기를 지니고 있어 향기요법

에 의한 심리치료에까지 이용되는 것으로 투우존(thujone)을 함유한 세이지와 시네올(cineole)을 

함유한 로즈마리를 염재로 이용하여 염색 조건 및 매염제 처리에 따른 염색 직물의 항균성을 비

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ioassay test로 염색 직물의 항균성을 평가하였는데 공시균으로 황색포

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과 폐렴균(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의 두 

균주를 사용하였고, 항균성의 정확도를 위하여 한천평판배양법과 균수측정법을 사용하였다. 염색 

시 염료 고착율을 높이고 다양한 색상과 염색견뢰도 향상을 위해 Fe, K, Al, Ca 매염제를 사용하

여 매염 처리 후 항균성을 살펴봄으로써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요즈음 친환경 염재로서 허브 추

출물의 용도 확장 가능성과 함께 천연염색 직물을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천연염료로서 염재 자체의 항균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민트, 세이지, 타임, 로즈마리 네 종류의 

허브 추출물에 대하여 항균성을 검토하였다. 허브 종류에 관계없이 두 균주에 대하여 K. pneu-

moniae보다 St. aureus에서 항균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즈마리, 세이지는 St. aureus에서 

강한 활성을 보였고 K. pneumoniae에서도 어느정도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민트와 타임에서는 활

성이 약하게 나타났다. 섬유종류에 따른 항균성은 세이지, 로즈마리 모두 견직물의 항균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세이지는 모직물이 면직물보다 우수하였으나, 로즈마리는 면직물의 항균성이 우수하

였다. 한편, 비교적 섬유의 표면 염액농도에 따른 항균성이 일정한 St. aureus를 택하여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데 필요한 최저농도 MIC(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를 살펴본 결과, MIC가 

세이지 추출물은 0.5%이고 로즈마리 추출물은 0.25%로 나타나 세이지에 비해 로즈마리 추출물의 

항균성은 균을 저해하기 위한 최소 농도가 더 낮으므로 로즈마리가 세이지에 비해 항균성에 관한 

실용성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매염제 처리로 항균성이 향상되었으나, 균주의 종류에 

따라 그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St. aureus의 경우 로즈마리의 항균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K. pneumoniae의 경우 세이지의 균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 로즈마리와 달리 세이지 추출

물에 의한 항균성은 균주와 매염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항균성을 나타내었

다. 반복세탁에 따른 항균성은 허브 종류와 관계없이 균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St. aur-

eus의 경우 10회 세탁후에도 80%이상의 균 감소율을 보여 항균성이 비교적 우수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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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ㆍ김종훈ㆍ김종범
(재)FITI시험연구원

Sweating Guarded-Hotplate System을 이용한 
충전재의 보온성 평가

아웃도어웨어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아웃도어 의류와 침구류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윤리적인 소비와 환경, 동물보호를 표방하는 비건패션(Vegun 

Fashion)이 원가절감, 기능성 향상 등 기술적인 요소와 함께 중요한 개발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군을 비롯한 특수한 환경에서 추위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

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오리나 거위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충전소재(down)와 동

등한 수준의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 합성충전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수분에 노출되었을 때 보온성을 유지하여 인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충전재(시판품)의 보온성을 Sweating Guarded-Hotplate System을 적용하

여 건조상태와 수분노출상태에서 평가하고 기존평가방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Sweating Guarded- 

Hotplate System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13)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 민·군기술적용연구(17-SN-EB-14)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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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민ㆍ김민
KOTITI 시험연구원

코스메틱용 부직포의 수분관련 성능평가법 개발

부직포는 섬유가 평행, 직각 또는 임의 방향으로 배열된 쉬트 모양의 웹 섬유제품으로 고강도 

섬유 등을 활용한 산업용 부직포, 소수성 합성섬유를 활용한 충전재 의류용 부직포, 마스크, 기저

귀 및 생리대 위생용 부직포, 마스크팩, 화장솜, 티슈 등 코스메틱용 부직포, 청소용 부직포 생활

용품용 부직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생용, 코스메틱용 및 생활용 부직포 제품은 대체로 일

회용 부직포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14)

글로벌 일회용 부직포 시장은 연평균 6.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산업으로 2020년에는 192

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코스메틱 마스크팩용 부직포는 일회용 부직포 

시장의 핵심 제품이며 전 세계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마스크팩은 한국 뷰티 산업

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코스메틱 마스크팩용 부직포는 미용성분을 피부에 전달하기 위한 기재로 사용되며, 피부에 밀착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코스메틱 업계에서는 제품의 성능 향상 및 소

비자 만족을 위하여 부직포의 흡액성, 보습성, 밀착성, 투명도 등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으나, 현재까

지 제조업체 자체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품별 객관적인 성능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코스메틱용 부직포의 성능 평가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코스메틱용 부직포의 수분관련 성능 중 보습성은 액상의 미용성분을 피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쉽

게 건조되지 않고 보유하는 성능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직포의 보습성을 액상 성분이 건조될 때까지

의 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시험 환경 조건, 시험 용액, 시험편 형태 등을 검토하였다.

시험 환경 조건은 섬유제품의 역학적 시험의 표준 환경((20±2)℃, (65±4)%R.H.)과 열판(heat 

plate)와 적외선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 피부온과 유사한 온도인 (35±1)℃ 환경 조건을 검토하였

고, 시험 용액은 증류수를 사용하여 부직포 평가에 적합한 사용양을 확인하였다. 시험편의 형태 

및 크기에 따른 시험 용액의 흡수 및 확산 정도 및 건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부직포 시료가 용액을 최대로 흡수한 상태에서는 건조속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시험용액의 양을 일정하게 부여하여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코스메틱용 부직포의 성근 구조에 적

합한 부여양은 0.3 mL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편의 크기는 시험용액 흡수 및 확산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액체 확산이 저지될 경우 건조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환경

에 따라 건조시간은 차이는 있으나, 시료별 경향은 온도 조건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소재별 비교는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코스메틱용 부직포의 수분관련 성능 중 보습성 관련 평가법을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기술개발사업(No.10060069)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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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염을 이용한 전도성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소재의 
전기전도도 및 내구성 향상

전도성 섬유소재는 자수, 제직, 편직 또는 전도성 고분자 코팅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제작 가능

하다. 이러한 방법 가운데 전도성 고분자를 섬유 표면에 코팅하는 방법은 제작 과정이 간단하며, 

사용되는 전도성 고분자의 종류에 따라 전기전도도 조절이 가능하고, 코팅되는 섬유 자체의 물성

이 크게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전도성 섬유소재는 유연성과 우

수한 물성을 필요로 한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초산균으로부터 얻어지는 생물성 고분자 셀룰로

오스로 우수한 유연성과 결정도를 가지며, 치밀한 3차원 나노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강도

가 우수하므로 전도성 고분자를 표면에 중합하여 전도성 섬유소재로 제작하기에 적합한 소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 섬유소재인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전도성 고분자 폴리아닐린

을 중합해 전도성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소재를 제작하고, 적절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전기전

도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전도성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전기전도도 향상을 위해 

금속염이 첨가제로 사용되었다.

전도성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소재의 전기전도도 분석 결과, 박테리아 셀룰로오스-폴리아닐

린-금속염 중합체 제작을 위한 최적 조건은 0.05%(w/v)로 선정하였다. 세탁 내구성 평가 결과, 

금속염을 첨가한 전도성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세탁 후에도 세탁 전 전기전도도를 유지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15)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19R1A2C100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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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심*ㆍ임효빈
상명대학교 

발포백 소재 특성에 따른 발포폼 형성능력

최근 해양과 연안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라이프 재킷을 착용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망 또는 실종사고로 이어지는데, 추락과 익수로부터 신속하게 구조되지 않을 경

우 저체온증이나 추가 충격으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상용화된 라이프 재킷

들은 부력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단열기능이 없으며, 고체식 부력체의 경우 두꺼운 부력재

의 사용으로 인해 불편하고 활동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상시착용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또한 기

존 라이프 재킷은 수중에서 인체와의 밀착성이 떨어져 단열효과가 거의 없다. 이에 사고발생 전

에는 착용성과 활동성이 보장되고 익수의 위기상황에서는 이를 감지하여 생명 유지를 위한 부력

과 단열보온 기능을 수행하는 스마트 라이프 재킷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익수상황에서 착용자의 

체온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보온용 발포체를 형성하는 발포의류 제조를 위한 최적의 발포백 

소재에 관한 것이다. 발포백 내에서 발포셀이 형성되면서 점차 부피가 커져가고, 원단의 부피를 

넘어서는 때부터 원단에 의한 압력을 받게 되고 셀이 파괴되면서 기체가 빠져나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포백의 신축성과 공기투과성의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TPU 필름, 나일론 고밀도 

직물, PU코팅된 나일론 고밀도 직물, PU코팅된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를 준비하여 20cm×40cm 

발포백을 제작하였다. 수발포 폴리우레탄 폼을 형성시키기 위해 레진 프리믹스를 120g 준비하여 

믹싱한 후 발포백에 담아 발포폼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발포폼의 밀도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공기투과성 나일론 고밀도 직물(22.94cm2/cm2/s)의 경우, 원단이 늘어나지 않

고 공기가 쉽게 투과되기 때문에 셀이 형성되는 중에 원단의 압력을 크게 받게 되어 셀이 일부 

깨지면서 공기가 쉽게 빠겨 나가게 되므로 공기중 상태에서 발포폼의 밀도(19.1g/cm3)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신축성과 공기투과성이 없는 PU코팅된 나일론 고밀도 직물백(공기중: 16.7g/cm3, 

수중: 18.0g/cm3)의 경우 TPU백(공기중: 15.3g/cm3, 수중: 18.3g/cm3)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발포

폼 밀도를 나타내었다. PU코팅된 니트백의 경우 공기중(12.7g/cm3)과 수중(16.2g/cm3) 모든 상황

에서 가장 낮은 발포폼 밀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니트 소재의 신축성이 발포셀 형성을 덜 방해

하기 때문이다. 반면 수중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발포폼 밀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발포셀 형

성시 수압이 셀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발포백 소재는 셀 형성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신축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수중에서는 발포백 원

단의 공기투과성의 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6)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8-0-00937, IoT 텍스트로닉스 기반 스마트 발포 시스템을 이용한 라이프 재킷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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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진*·배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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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소재개발을 위한 키토산 마이크로캡슐의 제조 및 
방출특성 

최근 현대인들의 위생적이고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섬유제품에 항균성, 소

취성 등의 다양한 기능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서방성을 지닌 마이크로캡슐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심물질을 보호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담지하여 직물에 적용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가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캡슐의 대부분은 Melamine, Formal- 

dehyde, Dichloromethane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을 원료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인체에 무해하며 생분해가 가능하여 환경에 부하가 적은 키토산을 외벽으로 하고 천연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는 마이크로캡슐을 제조하였고 나아가 직물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마이크

로캡슐의 표면특성과 방출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캡슐의 벽재물질로 분자량 80,000의 키토산을 사용하였으며, 심물질로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였다. 캡슐화는 o/w/o emulsion법을 사용하였다. 아세트산에 용해된 키토산

과 계면활성제를 혼합 후 심물질을 첨가하여 o/w emulsion을 제조하고 미네랄 오일과 계면활성

제의 혼합용액과 섞은 후 가교제를 첨가하여 o/w/o emulsion을 제조하였다. 용액의 혼합, 심물질 

분산, 마이크로캡슐화를 위한 교속교반은 Homogenizer(T25, Japan)로 9000rpm에서 진행하였다. 

완성된 마이크로캡슐은 n-hexane으로 여과 후 건조하여 전계방사형주사전자현미경(CZ/MIRA I 

LMH, Czech)을 표면특성을 관찰하였다. 마이크로캡슐의 서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물질 에센셜

오일이 녹을 수 있는 에탄올을 용매로 하고 건조된 마이크로캡슐을 0.05%로 희석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V-750, Japan)을 사용하여 시간대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마이크로캡슐의 표면특성을 관찰해본 결과, 지름 약 10µm의 구형의 마이크로캡슐이 제조되었

으며 유기용매로 세척과정 중 캡슐의 점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엉겨있는 형태로 건조되어 엉

겨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캡슐의 흡광도를 6시간 간격으로 측정해본 결과 48시간 이후까

지도 흡광도의 증가로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키토산 마이

크로캡슐의 기초물성 평가를 통해 내구성이 있는 천연가공제로서 사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17)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19년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No. S2763034)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

과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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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마스크 개발을 위한 천연 염료의 기능성 연구

1. 서론

일회용 마스크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스크 재료로 사용되는 각종 화학 부직

포와 각종 소재들의 위해성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과 건강 간의 상관관계 

또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각종 기사와 보고들은 피부, 호흡기 등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천연염료를 활용한 마스크 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물론 화학부직포가 아닌 

천연소재를 이용한 마스크 제품이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각 사이트에서 판

매되는 제품들의 경우 천연염색의 효과에 대한 검증이 미흡해 제품의 안정성, 기능성에 대한 신

뢰도가 낮고, 염료의 종류와 색상 역시 다양하지 못해 기능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천

염염색 마스크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연염료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조사·분석함으로서 일회용 마스크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천연염색 마스크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천연염색 건강마스크 개발을 위한 천연염료의 기능성 조사를 위해 KISS 

(한국학술정보)와 RISS(학술연구정서비스)에서 천연염료 관련논문을 수집·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천연염색 마스크 상용화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물성 천연염료를 선정하였으며, 염

색된 소재를 대상으로 의류성능검사를 실시해 기능성 및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선

정된 천연염료는 쑥, 쪽, 황련, 소목-락, 신나무 총 5가지였다. 염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

나무, 쑥, 소목, 황련의 경우 물 4L에 각 염료 200g을 넣고 40∼60분 간 가열하여 염료를 추출한 

후 걸러낸 염료에 다시 물을 붓고 20∼30분간 끊여 2개 염액을 혼합하였다. 쪽은 인도람 분말가

루 100g과 탄산칼륨 100g을 물 10L에 녹인 후 엿기름과 포도당에 넣어 약 40°C에서 4∼5일 동안 

발효시켜 쪽매염액을 만들었다. 둘째, 쏙과 신나무는 준비된 피염물에 면원단을 넣어 각각 약 20

분간 염색한 후 가볍게 수세하였다. 염색한 피염물은 0.2% 철매염물에 담가 15∼20분간 매염시

켰으며, 여러 번 수세하여 건조시켰다. 소목은 0.5%의 명반을 녹인 피염물에 선매염하여 가볍게 

수세하였고, 선매염한 피염물을 소목 염액에 넣어 약 20분간 염색하고 여러 번 수세하여 건조시

켰다. 황련은 준비된 피염물을 염액에 넣어 약 20분간 염색하였으며, 쪽은 10분정도 염색하였으

며, 각 피염물을 여러 번 수세하여 건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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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친환경 천연염색 마스크 제작 시 활용 가능한 천연 염료로는 쑥, 쪽, 황련, 신나무, 소목 등이 

조사되었으며, 각 시료에 대한 의류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스크 착용 시 인체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항균성, 소취성이 각각 99%이상, 70∼99%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마스크 착용자의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릴아민, 포름알데하이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ph수치는 4.5∼5 기준치 내에 있어 기능성과 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4. 결론

기능성이 높은 천연염색 마스크는 유해한 화학부직포를 사용하는 일회용 마스크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천연염색 마스크의 착용은 착용자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천

연염색 마스크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색상과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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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 PET chip 적용 단섬유 제조기술 개발

1. 서론

최근 글로벌 패션업계에서는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리사이

클 섬유소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리사이클 섬유업계에서는 저품질, 저가격의 산업용

(자동차용 섬유, 토목용 섬유 등) 단섬유를 제조하고 있으며, 고품질, 고가격의 의류용, 충전용 단

섬유의 제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의류용, 충전용 단섬유 제조를 위해서는 PET chip의 순도

가 중요하고 제조공정 설계 및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리사이클 PET 단섬유를 제작하

고 업계에 유통 중인 PET 단섬유를 입수하여 물성을 비교하였다. 

2. 실험

본 연구에서 적용된 소재는 Virgin PET 단섬유(H社, 6D staple fiber)와 리사이클 PET 단섬유

(6D staple fiber, 개발품) 이다. 리사이클 PET chip을 적용하여 방사를 실시하고 제조된 단섬유의 

원사 단면 확인, 인장강도, 인장신율를 측정하여 특성을 Virgin PET 단섬유와 비교 평가하였다.

리사이클 PET 단섬유는 폐플라스틱 PET를 마찰건조기를 이용하여 온도 180℃에서 1시간 원

료를 건조하고 285~295℃ 온도구간에서 싱글 스크류 방사기 및 유압스크린 필터방식으로 미세 

불순물을 제거하고 섬유를 제조하였다. 이후 연신공정 및 크림프가공을 실시하고 64㎜로 컷팅하

여 단섬유를 제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조된 리사이클 PET 단섬유는 일반적인 PET 단섬유와 인장강도, 인장신율 측면에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원사 단면도 원형의 일정한 균일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리사

이클 PET 단섬유는 의류용, 충전재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품질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18)

본 연구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원하는 생활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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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ㆍ정은영ㆍ전은경
한국패션산업연구원ㆍ중앙텍스

탄성 자수사를 활용한 침구용 입체자수 기법 개발에 관한 고찰

1. 서론19)

최근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트렌드와 문화에 대한 욕구로 인해 타인과

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며, 패션시장이 홈 라이프 스타일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거공간의 인

테리어에서도 개성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침구용품, 인테리어 용품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디자인에 있어서도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고, 침구

제품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및 차별화를 주기 위한 다양한 기법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입체적인 표면 효과를 줄 수 있는 침구용 기법 중에서 탄성자수사를 활용한 입

체 자수 기법 개발을 통해 전통적인 기계자수의 시직기법을 개선하고, 탄성자수사의 특성 파악 

및 물성 연구를 통해 최적의 조건을 확립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탄성자수사 선정 요건 도출 

각 원단별 탄성, 수축률을 조사 분석하여 특성에 따른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원단 선정은 침

구류 원단 4종(코튼, 실크, 폴리에스테르, 린넨)을 임의 선정하였고, 윗실사에 사용된 종류로는 인

견사, 폴리사, 면서, 투명사를 사용하였다. 밑실은 일반 고무사(40, 70/150)로 선정하였다. 

 

<Table 1> 고무사(40, 70/150)

 

2) 탄성 자수사 활용 펀칭 데이터 설계

입체자수 시장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8개의 자수 디자인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펀칭 데이

터 분석 설계 방법은 <Table 2>와 같다.

이 연구는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에서 추진하는 풀뿌리기업육성-시장선도형 고부가가치 

침장제품 개발(과제번호P0002337)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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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펀칭 데이터 설계 및 기법 적용 예시

특수러닝기법 거미줄러닝기법 라인펀칭기법

3. 결과 및 고찰

원단 종류에 따른 수축 현상을 살펴본 결과, 직물의 경사, 위사, 바이어스 방향에 따른 수축량

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수폭이 동일할 경우 직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또는 

직물의 커버펙터가 클수록 수축이 적게 발생하였다. 

원단의 축가공 데이터로는 열가공 230℃, 피그먼트 40℃, 워싱 40℃, 건조 60~70℃가 최적임

을 알 수 있으며, 자수폭을 크게 할수록 더 많이 수축하며 같은 두께의 견, 폴리에스테르, 면직물

을 살펴보았을 때 자수폭을 동일하게 하여 작업할 경우 견과 폴리에스테르 직물이 가장 적게 수

축하였다. 

바늘이 굵어짐에 따라 가동 장력의 값이 크게 발생하고, 윗실의 경우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비스코스 레이온 순으로 가동 장력의 값이 낮아졌고, 섬도의 굵기와 밑실의 장력이 증가할수록 

가동 장력도 증가하였다. 

<Table 3> 자수폭에 따른 원단의 수축률

원단 자수폭(mm) 수축률(%)

코튼

2.5 1.4

5 2.0

10 2.8

실크

2.5 1.7

5 2.0

10 2.4

린넨

2.5 0.7

5 1.0

10 1.6

폴리에스테르

2.5 3.0

5 3.4

10 4.9

 

입체자수의 고급화를 위해 8개의 펀칭 데이터를 설계를 완성하였다. 

1) 포인트 탄성 자수 _1 은 기하학 패턴을 반복, 포인트를 주고 싶은 곳에 더욱 집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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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 자수 기법을 활용함. 표4의 설계도와 같이 처음과 끝이 만나도록 무한 반복되게 설계

하였다.

2) 포인트 탄성 자수_2는 시작점과 끝점에서 한 개의 기하학 모양으로 노드점에서 노드점까지 

런닝 자수법으로 3스텝으로 적당한 탄성을 준 자수 기법으로 설계하였다.

3) 포인트 탄성 자수_3은 탄성 자수의 모양이 한정될 수 있도록 스티치 라인으로만 정리함. 

이 패턴만 5스텝으로 하여 설계하였다.

4) 포인트 탄성 자수_4는 시작점과 끝점이 만남으로 무한 반복되는 패턴이며, 이불 봉제선 부

위를 대신함으로 입체감과 손으로 집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게 설계하였다.

5) 포인트 탄성 자수_5는 시작점과 끝점이 무한 반복으로 탄성사를 3스텝으로 주어 빈공간이 

볼록 올라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6) 탄성 꽃자수_1은 체인 모양의 패턴으로 꽃 모양을 표현했으며, 체인 안쪽의 빈 공간을 입

체감을 주어 표현, 안쪽 라인을 한 번 더 눌러주는 효과로 섬세함을 더함. 설계도면에서는 

체인 바깥 라인을 3스텝으로 하고, 안쪽라인은 1스텝, 꽃씨 부분의 스티치 자수기법으로 

밀도를 더하여 탄성자수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7) 탄성 꽃자수_2는 탄성자수사와 워싱 또는 피그 가공을 위해 모티브를 설계하였으며, 40℃

정도로 워싱 또는 피그 가공을 하고 70℃에서 건조시켰다.

8) 올오버 자수는 이불 몸판 전체를 수놓기 위해 탄성 자수사를 활용, 런닝 자수법으로 꽃 런

닝의 모티브를 설계하였다. 

 

<Table 4> 탄성자수사 활용 펀칭데이터 설계 조건_8개 타입

포인트 탄성 자수_1 탄성 꽃자수_1 포인트 탄성 자수_2 포인트 탄성 자수_3

포인트 탄성 자수_4 포인트 탄성 자수_5 탄성 꽃자수_2 올오버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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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윗실사에 사용된 종류로는 인견사, 폴리사, 면사, 투명사를 사용하였으며, 인견사의 경우는 실

의 강도가 약해 복잡한 디자인에 하였고, 폴리사의 경우 실의 강도가 커 다양한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면사는 피그 작업하기에 좋았다. 투명사는 거친 면이 나타나 디자인 작업하는데 불

편하였지만, 작업 후 효과는 가장 좋게 나타났다. 

기존 제품에 사용된 입체감 표현기법으로는 일반자수사(스모킹, 퀼팅자수)를 사용하여 입체감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열수축 이면 원단을 활용한 기법의 경우에는 뒷지에 솜을 압축

시킴으로 섬세한 디자인 표현의 제약과 일률적인 디자인의 형태로만 작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침구용 제품에 적용가능한 탄성자수사를 활용함으로 입체감 표현 기법은 입체감의 조

절이 용이하며, 다양하고 섬세한 디자인 표현이 가능하였으며, 또한 세밀한 공정 작업이 가능하여 

작은 모티브 활용이 가능하고 포인트 디자인 등 디자인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된 기법의 경우 트렌드 반영한 패턴개발과 컬러 배색 등으로 홈인테리어용으로도 활용도 

범위가 넓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원사별, 소재별 최적화된 데이터 DB 구축과 각 원단

별 사용된 바늘의 종류 및 윗실의 종류, 윗실과 밑실의 장력의 변화에 따른 가동 장력 변화에 대

한 세부적인 분석이 단계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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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ㆍ정은영ㆍ이채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ㆍ㈜마이하우스

내세탁성이 있는 항균, 소취기능의 
복합방적 침구용 원단 개발에 관한 고찰

1. 서론20)

최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셀프크리닝 기능을 부여한 표면 특성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 침구류 제품은 사용용도 특성상 이물질이나 생활오염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방오 및 소취기

능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생활우선의 관념으로 전환되는 현 세대들의 청결

지향 추구와 펫시장의 확대이슈는 위생성능을 채택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온 형태의 항균제를 포함한 기능성 폴리머 및 최적의 후가공 기술을 적용하여, 

항균성과 소취성에 대한 내세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침구용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침구용 직물의 제조

수직테스트를 거쳐 조직의 텍스쳐와 밀도를 확인하고, 우븐 직기를 통하여 평직 구조의 직물

을 제직하였다. 이때 경사는 아크릴사 20%와 모달 40수 80%의 혼용율로 합사되는 원사를 사용

하였고, 위사는 아크릴사 20%와 면 40수 80%의 혼용율로 합사되는 원사를 사용하였다. 소재 혼

용율은 Table. 1와 같다. 생활섬유의 중요한 요소인 부드러운 터치감을 얻기 위해 후가공을 진행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화학적인 감량에 해당하는 바이오 워싱 적용시 발생되는 소취율 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감량에 해당하는 샌드워싱을 시행하여 소프트한 핸드필을 구현하였다.

<Table 1> 소재 혼용율표

ITEM NO DISCRIPTION COMPOSITION DENSITY WIDTH

SI-6728
경사:MO/AC 40s(80:20)

위사:CM/AC 40s(80:20)
MO/C/AC=54/26/20 136×74 70"

SI-6728/1
경사:MO/AC 40s(80:20)+T/C Slub 40s(60:40)

위사:CM/AC 40s(80:20)+T/C Slub 40s(60:40)
MO/C/AC/P=43/33/16/8 136×74 70"

아크릴 20% 혼방조건에서 후염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라이트 멜란지와 다크 멜란지 효과를 얻

기 위해 슬럽사를 적용하여 멜란지 효과를 구현하였다.

이 연구는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에서 추진하는 풀뿌리기업육성-시장선도형 고부가가치 

침장제품 개발(과제번호P0002337)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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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균성 시험

제조된 직물에 대한 항균성 시험방법은 시험편을 공시균으로 접종 및 배양시킨 후 일정량의 

액체속에 진탕시켜 배양된 세균을 추출시킨다. 이 액체 속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가 측정되면, 시

험편에서의 세균감소율이 계산된다. 시험편의 크기는 지름이 4.8㎝인 원형으로 하여 황색포도상

구균, 폐렴균, 대장균에 대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1) 시험규격 KS K 0693-1990 (직물의 항균도 시험 방법)

– 정성적인 방법 (시료상의 균의 성장을 평가하는 방법)

– Evaluation of Antibacterial Finishes on Fabrics

◯1  개요: 시험편과 대조편을 고시균으로 접종 및 배양시킨후 일정량의 액체속에 진탕시켜배양

된 세균을 추출시킨다. 이 액체속에 존재하는 세균의 수가 측정되면, 항균성이 있는 시험편에서

의 세균감소율이 계산된다. 즉, 이것은 직물의 항균성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내준 것이다.

◯2  정량적인 평가 결과 표시 : 직물의 항균성은 세균 감소율로 표시하며, 별도로 규정되어있

지 않는 한 공시균수 각각에 대하여 2개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의 평균치를 각공시균

에 대하여 0.1%까지 표시 한다. 즉, 균저지대 및 획산과 접촉한 시료상에 시험균의 성장여부를 

판단하여 비용출형의 가공제품에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표면의 항균성만 평가 할수 있다.

3) 소취성 시험

제조된 직물에 대한 소취성 측정은 가스검지관법을 사용하였다. 시료크기 10×10㎝, 주입된 암

모니아 수용액의 양 1㎕ 및 용기의 부피 500㎖의 조건으로 시험하였으며 소취율은 식(1)에 따라 

계산되었다.

(1) SAMPLE 1g을 철사에 끼워 삼각 프라스크에 넣는다.

(2) 28%의 암모니아수 5ul를 넣은 후 고무마개로 꼭 막고 para film으로 다시 한번 밀봉한다.

(3) 일정시간(30분, 60분, 90분, 120분)이 경과한 후 검지관을 이용하여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검지관 및 가스 농도 측정기는 측정시 25초 동안 흡입하고 20초 동안 holding한다.

(4) BLANK TEST – 암모니아수만 넣은 후 시간 변화에 따른 암모니아 가스의 농도 변화를 관

찰한다.

(5) 소취율(%) = (BLANK GAS의 농도 – 시험편의 GAS 농도) / BLANK GAS의 농도 X 100 

----- (1)

각 SAMPLE당 2회 이상 실험하여 평균치를 구한 후 상기 식에 대입한다.

* 암모니아 분자량을 정량화 하여 분자 개수를 측정하고, GAS농도를 ppm 단위로 측정한다. 

이를 근거로 소취율을 %단위로 계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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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수직 테스트 결과 멜란지 슬럽효과와 유사한 형태는 경사 MODAL/ACRYLIC : T/C SLUB = 4 

: 1 10inch 1,360본, 위사 COTTON/ACRYLIC : T/C SLUB = 4 : 1 74T 평직으로 제직한 형태로 

카치온 염료 농도를 조정하여 라이트와 미디움 컬러 톤을 구현할 수 있으며, 다크 멜란지는 모달 

사이드 염색을 진행하여 컬러 농도를 높이면서, 슬럽사의 패치감으로 멜란지 효과 구현이 가능하

다(Fig. 1).

 

<Fig. 1> 멜란지 효과를 구현한 제직 원단

항균성 시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폐렴균(Klebsiella 

pneumoniae)에 대하여 항균성 시험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초기균주수 20회 세탁한 18시간 후 균

수 정균감소율은 모든 균에서 99.9%의 높은 정균감소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Antibacterial activity of test piece

Species Blank Antibacterial rate (%)

Staphylococcus aureus
 2.2×10⁴

9.2×10⁶ 99.9

Klebsiella pneumoniae
 1.8×10⁴

4.2×10⁷ 99.9

소취성 시험 결과, 멜란지 효과 및 항균, 소취성을 위한 후가공을 실시한 시험편은 2시간 경

과 후 80%의 소취성 효과(Table. 3)를 나타냈으며 20회 세탁 조건 후에도 71%이상 유지 되었다

(Table. 4). 



240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Table 3> Deodorization performance of test piece with time

Experiment time Deodorization rate(%)

120minute after 80

<Table 4> Deodorization performance of test piece with washing

Experiment situation Deodorization rate(%)

washing 20 times after 120minute 7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항균제를 포함한 기능성 폴리머 및 최적 후가공 기술을 적용하여 반복 세탁 후

에도 항균성과 소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경사는 아크릴사 20%와 모달 40수 80%의 혼용율로 합사되는 원사를 사용하고 위사는 아크릴

사 20%와 면 40수 80%의 혼용율로 합사되는 원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후 항균 소취 기능을 가진 

멜란지 효과를 발현하여 후가공을 하여 반복 세탁 후 항균성과 소취성을 보고자 하였다. 그 결

과, 99.9%의 항균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취성의 경우 2시간 후 80%의 소취성 효과를 

나타냈으며 20회 세탁 후에도 71%이상 소취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직물 제조 후 라이트 멜란지 컬러 안정화를 위해 슬럽사를 포함한 제직 설계이원

화로 멜란지 톤 컬러웨이를 3단계로 구현하였다. 향후 트렌드와 소비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컬러

웨이와 항균 소취기능의 셀프 크리닝 기능성 섬유가 침구류에 적용된다면 세탁을 위해 사용되는 

화학제품과 물의 소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으면서 건강에 유익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침

구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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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률1)ㆍ김윤영1)ㆍ

사아나1)ㆍ정수영2)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ㆍ 
2) (주)오디아이컴퍼니

실버나노와이어 및 탄소발열 페이스트를 적용한 
발열인솔 제조 및 분석에 관한 연구

1. 서론21)

섬유 소재에 IT기술을 융합하는 ICT융합 섬유제품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섬유기반

의 전극과 전송선등 다양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 섬유소재의 개발을 통해 산업과 일상생활에 적용

하여 작업환경개선 및 편의기능을 제공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에서 정기

발행하는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에 따르면 전도성 직물은 스마트 의류기술 분야의 핵심 기술로

서 헬스케어/의료 및 제조업과 엔터테인먼트 등에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직물을 인솔에 적용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고 저전력 고효율의 

발열이 가능한 발열인솔의 개발기술을 소개한다.

2. 본론

발열인솔의 구조와 제작된 모습을 그림1에서 나타내었다. 발열인솔은 베이스 섬유조직과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한 전송선 그리고 발열을 위한 탄소발열체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실버나노

와이어 페이스트(Silver NanoWire Paste)를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인쇄하여 130℃의 온도로 10분

간 1차 열경화를 진행하였다. 이후에 탄소발열체를 동일한 실크스크린 방법으로 인쇄하여 150℃

에서 5분간 2차 열경화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2018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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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발열인솔 사진 (b)발열인솔 구조도

(c)발열인솔 공정순서

<그림 1> 발열인솔 (a)사진, (b)구조도, (c)공정순서

<표 1> 실버나노와이어 페이스트 전송선로 선저항

단위길이 : 5cm

선저항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측정치

(Ω)
0.1 0.1 0.2 0.1 0.1 0.12

선저항

(Ω/cm)
0.02 0.02 0.04 0.02 0.02 0.024

<표 2> 실버나노와이어 페이스트 전송선 면저항

면저항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선저항

(mΩ/sq)
20.7 20.4 20.1 20.2 20.1 20.30

제조된 발열인솔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버나노와이어 페이스트로 인쇄된 전송선

의 선저항 및 면저항을 측정하여 결과를 표 1과 표 2에 나타내었다. 전송선을 5cm 단위간격으로 

저항을 측정한 결과 약 0.1∼0.2Ω으로 측정되었으며 센치미터당 선저항의 평균은 약 24mΩ/cm

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면저항의 측정결과 평균 20.3mΩ/sq로 산출되었으며 이 수치는 전기에너

지를 전송하기 위한 조건에 수렴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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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전원공급장치 (b)열화상 사진 (c)측정모습

<그림 2> 발열인솔 발열온도 테스트 모습

<표 3> 면상발열체 발열 온도

발열온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평균

온도

(℃)
82.8 60.6 59.1 66.7 64.6 66.76

그림 2에서는 탄소발열체의 발열특성분석을 위한 실험과정을 나타내었다. 탄소발열체의 소모

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DC파워서플라이를 사용하여 전압을 인가한 뒤 전류량을 확인하였으며, 

탄소발열체에 3.6V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소모전류는 약 270mA로 확인되었고 소모전력은 

972mW로 산출되었다. 표 2에서 탄소발열체 5개의 발열온도를 확인하였고 최대 온도는 82.8℃ 

최저온도는 59.1℃ 평균온도는 66.8℃로 측정되었다.

3. 결론

실버나노와이어 및 탄소발열 페이스트를 실크스크린 및 열경화 공정을 통해 발열인솔개발을 

진행한 결과 1W 미만의 소모 전력에서 약 60℃로 발열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실버나노와이어 

페이스트는 섬유상에서 전기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한 조건은 낮은 저항특성을 보여주었으며 탄소

발열체 또한 저전력 고효율의 발열체 특성을 나타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인솔은 신체의 발

바닥에 밀착되어 굽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헬스케어제품으로 적용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발열 가능한 인솔개발을 통

해 지압 및 뜸효과를 추가한 인솔의 개발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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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현아·한소라·배지현*
한양대학교 

소재특성에 따른 가상직물 시뮬레이션

섬유의류산업에서의 CAD 시스템 활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그 중 가상 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은 시간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디자인의 다양화 측면에서 관심도가 높은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섬유의류산업 공정에서 요구되는 샘플 제작은 빠르고 다양한 제품 생산이 요

구되는 산업 특성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이에 작업시간의 단축과 다양한 디

자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CAD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기능 향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직물 제직 공정은 정경-가호-통경-제직-정포의 과정을 거치며, 간소화된 수직기로 직물 제직 

시에도 정경-통경-제직의 과정을 거쳐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인한 실제 제작 과정의 생략은 원단 

디자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면특성

을 갖는 원사를 적용하여 가상직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 텍스타일 CAD 시스템으로는 SDS-ONE 

apex3 design software를 이용하였고, 다양한 굵기, 표면특성(hairy), 광택을 갖는 원사를 스캔한 

후, 설계된 조직에 따라 직물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가상직물의 외관 비교분석을 위하여 동일한 

원사를 이용하여 실제 직물을 제작하였다. 실제 수직기로 직조한 직물 시편은 스캔을 하여 화상

을 획득하고, 실제 직물 시료와 가상 직물의 화상을 종이에 인쇄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외관평

가 항목은 직물의 광택, 표면 질감, 색상, 불균일도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추후 다양한 

섬유의류산업의 CAD 프로그램의 개발, 실제 샘플과 가상 샘플의 비교 연구와 더불어 텍스타일 

CAD 시스템의 기능 향상과 상용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원의 절약과 프로세

스의 단축이 가능한 텍스타일 가상 구현 프로그램의 상용화는 현재 섬유의류산업에서의 중요한 

키워드인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적 섬유산업에서 경쟁력을 지닌 프로그램으

로서의 발전이 기대된다.22)

본 연구는 2019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HY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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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명ㆍ김혜림1)ㆍ이선희*
동아대학교 

FDM 3D 프린팅 auxetic 패턴 종류별 역학적 성능 평가

Auxetic 패턴은 포아송비가 음수인 구조체로 일축 인장을 하였을 때 횡방향으로 수축하는 일

반 구조체와 달리 팽창하는 특성을 보인다. 다양한 종류의 auxetic pattern 중 re-entrant는 에너

지 흡수율이 다른 3가지보다 큰 특성을 나타내고, chiral truss는 단위가 unit에서 structure로 변하

였을 때 하중이 가해지면 axetic패턴의 성질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진다. honeycomb은 auxetic 패

턴의 기본형으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며 상대 밀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특성을 보이며, truss는 

서로 잡아주면서 힘이 분산되는 구조로 단위 면적당 받는 하중이 적은 특성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auxetic 패턴의 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4종의 auxetic 패턴 구조체를 출력하고, 얻어진 샘플의 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23)

본 연구에 사용된 3D 필라멘트는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Shenzhen Esun Industrical Co., 

Ltd, China)소재이다. 3D 모델링에 사용된 auxetic pattern은 총 4종으로 re-entrant, chiral truss, 

honeycomb 및 truss 이며, 각각 RE, CT, HN 및 TR로 명명하였다. 각 패턴은 10 × 10 mm를 1 

unit으로 하여 120 × 120 × 1 mm 로 모델링 하였다. 3D 프린팅 출력을 위해, 123d design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stl 파일로 변환한 후, 얻어진 모델링 파일은 *.gcode 파일로 변환하여 출력

을 준비하였다. 패턴 종류별 모델링 이미지 및 출력된 샘플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DM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노즐온도는 230°C, 베드온도는 40°C, 출력속도 50 mm/s 및 채우기 100% 조

건으로 출력하였다. 역학적 특성 중 인장강도는 KS K 0520 그래브법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S-S 

curve를 얻었고, 인장강도, 신도 및 초기탄성률을 분석하였다.

3D 프린팅 auxetic 패턴 종류별 s-s 곡선에서 초기탄성율을 확인한 결과, RE, CT, HN 및 TR

은 각각 0.6 N, 0.5 N, 0.7 N 및 1.1 N으로 나타나, CT < RE < HN < TR의 순으로 확인되었

다. RE 및 CT의 인장 강도는 42.8 N 및 42.4 N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RE의 신율이 약 200%로 

CT에 비해 약 1.6배 높은 값을 나타내어 인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HN과 TR의 인장강도는 61.6 

N 및 54.7 N 으로 RE 및 CT에 비해 높은 강도를 나

타냈다. 두 패턴의 신율은 약 160%으로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3D 프린팅 auxetic 패턴별 인장특

성에서 HN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19R1A2C2084041).

<Table 1> Sample of 3D printed samples 

with various auxetic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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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나ㆍ김혜림1)ㆍ이선희*
동아대학교 

경도별 TPU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팅 제조 공정에 관한 연구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열가소성 폴리우레탄)는 우수한 기계적 강도, 내마모성을 갖

는 기능성 열가소성 고분자로 3D프린팅을 이용한 의류제작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소재이다. 탄

성체를 분류하는 기준으로는 경도를 주로 사용한다. 저경도인 O형, 중경도 A형, 고경도 D형으로 

분류하며, 각 알파벳 앞 0-100까지의 숫자가 높을수록 경도가 높아 단단한 물체이다. 본 연구에

서는 95A, 87A, 85A, 75D의 경도를 갖는 TPU를 사용하여 3D 프린팅 제조 공정 및 최적의 출력 

조건을 확인하고자 한다.24)

실험에 사용된 3D 필라멘트는 경도가 다른 4종의 TPU로, e-flex (eSun), Cheetah (NinjaTek), 

Ninjflex (NinjaTek) 및 Armadillo TPU (NinjaTek)를 사용하였고, 각각 RAW_TPU, C_TPU, 

N_TPU 및 A_TPU로 명명하였다. 각 필라멘트의 경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필라멘트의 열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DMTA 및 DSC를 측정하였다. DMTA는 –80℃~260℃ 범위에서 승온속도 5℃

/min, 1 Hz 하에서 측정하였고, DSC는 –75~300 ℃ 범위에서 승온속도 10℃/min로 하였다. 각 

필라멘트의 최적 출력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노즐온도 220℃~240℃ 범위에서, 출력속도는 

25mm/s 및 50mm/s 조건 하에서 예비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각 필라멘트의 최적 조건을 확인 후, 

4종의 auxetic 패턴 re-entrant, chiral truss, honeycomb 및 truss를 120×120×1mm 크기로 모델링

하고, 3D 프린팅 출력을 위해 stl파일을 g-code로 변환한 후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3D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각각의 조건으로 출력한 TPU별 3D 프린팅 auxetic 패턴 구조체는 직

물현미경을 통하여 표면특성을 관찰하였다.

DMTA 분석 결과, tanδ 곡선에서 RAW_TPU 및 N_TPU은 저온인 -25℃ 부근에서 피크가 나타

났고, C_TPU의 경우에는 1℃ 부근에서 나타났다. 반면, A_TPU는 고온인 50℃ 부근에서 피크가 

확인되었다. DSC를 측정한 결과 RAW_TPU의 경우, 1차 및 3차 곡선에서 용융 피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C_TPU의 경우 1차 곡선에서 약 3℃에서 가장 큰 피크가 나타났고, ∆H

는 191 J/g으로 확인되었다. 3차 곡선에서는 약 26℃ 및 약 32℃에서 이중 융용 피크가 나타났

다. N_TPU의 경우 1차 곡선에서 약 217℃에서 용융피크가 나타났으며, 3차 곡선에서는 약 25℃ 

및 약 31℃에서 이중 융용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A_TPU의 경우 1차 곡선에서 여러 개의 전

이온도가 나타났으며, 195℃와 265℃에서 융용피크가 나타났다. 3차 곡선에서는 192℃에서 피크

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약 275℃ 이상에서는 기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RAW_TPU의 노즐온도 230℃, 베드온도 0℃, 출력속도 50mm/s, C_TPU의 노즐

온도는 235℃, 베드온도 0℃, 출력속도는 50mm/s, N_TPU의 노즐온도 230℃, 베드온도 0℃, 출력

본 연구는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19R1A2C208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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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25mm/s, A_TPU는 RAW_TPU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최적의 출력조건을 제어하였고,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출력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 Filament and 3D printed samples



248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감성 의류용 소모직물의 역학특성과 의류형성성능

고감성 의류용으로 사용되는 국내 소모직물 18종과 국외(이탈리아) 소모직물 18종의 시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역학물성을 측정하고 이들 값을 활용하여 의류의 형성성능(formability)과 착용외

관성능을 비교·분석하였다. 고감성 직물의 역학물성은 KES-FB 시스템과 FAST 시스템을 이용하

여 직물의 인장, 전단, 굽힘, 압축 그리고 표면특성을 측정하였고, 이들 역학특성 중에서 의류의 

형성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축특성(extensibility), 그리고 전단강성(shear rigidity)과 굽

힘강성(bending rigidity)을 KES-FB와 FAST 시스템에서 측정된 값을 서로 비교하였다. 의류형성성

능에 관한 객관화된 방법으로 FAST와 KES-FB 시스템에서 측정된 역학량으로 의류물성을 예측하

는 예측식을 계산하여 국내·외 고급 소모직물의 의류형성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이들과 의류착용

시 외관 특성을 나타내는 TAV와도 비교 분석하였다.

두 평가방법에 따른 의류형성성능 및 착용성능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측정방법간

의 상관계수가 0.966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직물의 역학특성 중 신축특성의 상관

관계(경사:0.863, 위사:0.888), 압축특성의 상관관계(0.902)와 직물의 굽힘강성 및 전단강성치의 두 

계측방법 간의 상관계수가 각각 0.902, 0.892의 높은 값을 가짐에 기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러나 TAV와 의류형성성능은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제품과 국외제품의 의류형성성능은 국외제품이 국내제품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이는 

국내제품의 굽힘강성과 전단강성 그리고 신축특성 값이 외국제품 대비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또한 직물설계 디자인 시 직물을 구성하는 실의 설계차이가 다름에 기인하는 것이

며,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부드러운 직물 촉감을 선호하는 것을 바탕으로 꼬임수를 낮게 하기 때

문에 의류형성성능과 착용성능이 낮은값을 보이는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KES-FB 시스템에

서 측정한 TAV 값은 일부 품종에서 국내제품이 국외제품 대비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TAV 

계산식에서 직물의 촉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최근 다양한 물성을 지닌 고감성 의류소재용 직물의 물리적 특성 및 역학적 특성을 객관적으

로 계측하고 이들로부터 의류형성성능과 최종 의류의 착용외관특성을 예측함으로서 효율적 의류

제조 공정관리와 고감성 의류의 품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249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김윤영*ㆍ문홍권
*한국패션산업연구원ㆍ(주)용산

차량시트 헤드레스트 3D 맵핑 및 스캐닝 결과를 적용한 
자동차시트 소재 및 패턴설계에 관한 연구

1. 서론25)

자동차 시트는 가죽 또는 인조피혁 등이 사용되며 이러한 소재들은 대부분 1mm이상의 두께

를 가지는 소재로써 이를 커버링하여 감싸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자동차시트의 굴곡이 

많은 부문의 경우 이렇듯 두꺼운 소재로 커버하였을 때 외관상의 문제점과 생산공정에서의 불량

률, 향후 봉제터짐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기술개발은 위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소재 테스트 및 완제품의 패

턴 설계와 최적 봉제 기술 적용을 위해 차량시트의 일부인 헤드레스트를 3D 형상 스캐너를 통해 

맵핑 및 굴곡값을 측정하여 최적의 소재 감별 및 완제품의 유의구간을 감안하기 위해 연구를 진

행하였다.

2. 연구방법

현 시판되는 자동차 시트의 헤드레스트 3종을 제작하였다. 동일한 사이즈의 폼보드 자체에 개

발한 섬유 두께와 동일한 소재로 접착한 시료1 [섬유소재를 접착한 형태] 폼보드에 개발한 소재A

을 봉제로 커버링을 제작하여 덧씌운 시료2[개발한 섬유소재 A], 개발한 소재B를 봉제로 커버링

을 제작하여 덧씌운 시료3[개발한 섬유소재B] 3종에 대해 산업용 3차원 스캐닝 시스템 [Kreon 

3D]을 통해 3D 형상을 구현하였다. 

이에 측정한 같은 형상에서의 소재의 덧씌움에 따른 Shape 측정값에 대한 비교 및 조건별 자

동차시트(헤드레스트) 곡률 측정결과를 통해 소재 종류에 따른 단면형상 및 제작시 유의구간을 

도출하였다. 

본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친환경 발포 미소구와 경량 Air cell 기술 기반 PU원단 적용 무봉

제 입체 시트 개발”(과제번호 : 10070138)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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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1. 폼포드와 소재의 일체화구성 [접착]

시료2. 봉제로 제작한 개발소재 1를 덧씌움

시료3. 봉제로 제작한 개발소재 2를 덧씌움

그림. 제작 자동차시트 헤드레스트 

곡률 테스트

3. 결과 및 고찰

3D 스캐너로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시료 3종에 대한 사이즈, 단면, 굴곡유의 부위에 

대한 값은 아래와 같다.

시료1

Rhino를 통한 헤드레스트 정중앙 부위 단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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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2

Rhino를 통한 헤드레스트 정중앙 부위 단편현황

 

시료3

Rhino를 통한 헤드레스트 정중앙 부위 단편현황

이에 3종에 대한 3D 측정결과 시료1 279.9377mm, 상반부와 두꺼운 부문의 길이 93.3125mm

시료2 285.6807mm, 상반부와 두꺼운 부문의 길이 95.2269mm, 시료3는 높이 289.3756mm, 상반

부와 두꺼운 부문의 길이 96.4585mm, 로 측정되었다. 이에 동일한 폼보드에 동일한 패턴이더라

도 씌움 소재에 따라 형상 데이터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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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굴곡률이 급격히 바뀌는 부위 요소는 시료 1. 7개 부위 시료 2. 4개 부위, 시료 3. 6개

부위로 시료 1의 경우가 굴곡이 급격히 변화하는 부위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소재를 접착으로 형상할 경우 봉제로 덧씌우는 것보다 굴곡이 급격히 변화하는 구간이 많

은 것은 공정상의 부위별 장력로드 전이가 없이 진행되어 유의규간이 많이 발생됨을 알수 있었다.

또한 봉제로 인한 덧씌운 시료의 경우 소재 1이 전체 Shape의 변화값이 적고, 굴곡 변화값이 

적게 도출하여 소재A를 자동차 시트용 소재로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3D 스캐닝의 형상 및 굴곡값 측정을 통해 사전 봉제를 통한 시트커버 적용에 있어 적

합한 소재 및 봉제시 유의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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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상ㆍ윤혜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디지털의상 표현을 위한 원단물성 데이터 구축에 대한 연구

최근 의류산업에서는 IT와 의상을 접목하여 디지털의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디지

털의상을 가상현실 기술(AR) 및 증강현실 기술(VR)을 이용하여 실제 착용하지 않아도 실제 의상

을 입어본 것과 같이 표현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디지털 의상을 실제 의상과 유사하게 표현

하기 위해서는 원단의 종류 및 조직, 촉감, 드레이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제 원

단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26)

본 실험은 원단의 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Kawabata evaluation system for fab-

rics(KES-FB) 실험결과를 이용해서 디지털 패션 디자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CLO 소프트웨어에서 

나타낼 수 없는 복합인자와 감성인자와 같은 요소들을 확장해서 디지털에 나타내고 디지털 의상

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샘플은 용도에 따라서 outer, active, top, dress로 4종류로 나누어 직물원단 98종과 니트

원단 95종을 준비하였으며 KES-FB 실험 및 CLO 물성실험을 진행하였다. 

KES-FB 실험은 샘플원단을 20cm×20cm 정사각형 형태로 제작 후 단위면적 당 중량을 측정한 

후 원단의 물성에 손상이 덜 가는 순서인 압축-표면-굽힘-전단-인장 순으로 실험으로 진행하였으

며 압축실험을 제외하고는 원단의 방향성 (warp와 weft)를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직물원단의 경

우 압축실험 및 인장실험은 원단의 특성에 따라서 Standard 조건과 High sensitivity 조건으로 나

누어서 실험을 하였으며 표면, 굽힘, 전단은 Standard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니트원단의 

경우 압축, 표면 인장실험은 Knit standard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굽힘실험, 전단실험은 

Standard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측정한 물성값들을 이용해 복합인자를 계산하여 원단의 

신축성 및 안정성, 원단이 늘어날 때의 특성, 원단의 표면특징, 촉감 등에 대한 값을 구하였다. 

또한 우븐은 원단특성에 따라 women’s thin suiting과 women’s thin dress fabric 조건으로 hand-

value 값을 구하였으며 니트의 경우 knitted fabrics for outerwear 조건으로 원단의 stiffness를 나

타내는 KOSHI 및 원단의 fullness와 softness를 나타내는 FUKURAMI를 비롯한 hand value에 대

한 값을 나타내었다.

CLO 실험은 샘플 원단을 22cm X 3cm 로 Warp, Weft, Bias 방향으로 자른 후 단위면적당 

중량을 측정하였으며 방향과 관계없이 두께를 측정하였다. 그 후 굽힘 측정 kit를 이용하여 Warp

와 Weft의 굽힘길이를 측정하였으며 인장강도 측정 kit를 이용하여 Warp, Weft, Bias의 인장강도

를 측정하였다. 이 후 KES-FB의 실험결과에서 구한 단위면적당 중량, 두께, 각 방향의 굽힘강성, 

각 방향의 인장강도 실험결과는 CLO의 중량, 두께, 각 방향의 굽힙강성 & 굽힘길이, 각 방향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지식 서비스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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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와 대응하여 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KES-FB의 전단강도 평균은 CLO의 bias 인장강도와 

대응하여 상관성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KES-FB 및 CLO의 물성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이 두 물성데이터의 상관

성을 확인한 결과 니트 원단은 중량 전단강성 두께 순으로 유사성을 보여주는 반면 직물원단은 

중량 두께 전단강성 순으로 유사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인장강도의 경우는 

Elongation의 % 선정 방법에 따라서 상관성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Elongation의 %를 

높게 설정할수록 상관성이 떨어지는 반면 Elongation %를 낮게 설정할수록 상관성이 높아지는 형

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CLO 실험 시 Elongation이 커질수록 샘플의 폭 변화가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하여 단위 길이 당 힘이 실제로 계산한 값과 차이가 발생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CLO의 중량, 전단강성, 두께를 이용하여서 유사한 원단을 찾은 후 굽힘 강성 및 복합인

자를 이용하여 등급을 나누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그룹화 시키는 실험을 계획 중이며 굽힘 강

성이나 복합인자를 사용하여 KES-FB의 데이터 결과와 실제 드레이프성 실험결과의 상관성을 확

인 후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 후 AR/VR를 이용하는 디지털의상 제작 프로그램의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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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ㆍ윤혜준⁺ㆍ
정경아ㆍ최수영

*신한대학교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ㆍ이새FnC

한국전통기술 기반 목기제품 연구
-탄소우드 신소재를 활용한 식기를 중심으로-

1. 서론

현대 사회의 급속한 사업화로 글로벌 시장경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획일화된 라이프스타일 양산. 

소비의 다양성, 새로운 소비 중심의 가치 소비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소비문화 요구되고 있다.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고, 생산과 소비의 중체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 교환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위

한 디자인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브랜드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제품은 문화, 예술 등 

국가의 가치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으며, 전통 제품과 장인의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 이를 전승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지역 사람들에게 긍지가 되며, 문화임과 동시에 경제활동의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세계적 

한류의 문화적 확대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한지, 한글, 음악, 의식주관련 

한식, 한복, 한옥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가치의 새로운 관점해석으로 지역 

문화적 특성을 개발하고 한국전통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화 가능한 문화상품화와 문화적 감수성과 산

업적 성숙도의 결합에 의한 다각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 사찰 등에서 사용되었던 

낙동법은 나무의 표면을 인두로 검게 지져 나뭇결을 살려 가구 제작에서 사찰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기술이다. 낙동법(탄소우드-CO2 wood)의 전통적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 접근으

로 새로운 관점의 제품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지역 자연소재와 전통기술이 융합된 신소

재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 가능한 제품으로 연구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자연에서 추출 가능한 목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전통기술로서 탄소우드(낙동법) 

기법을 활용하여 양산 가능한 식기제품을 디자인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개발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나무는 오동나무와 소나무를 이용하여 전통 방법으로 태우고 정제하고 밀납처리하는 과정

을 거쳐 최적의 탄소우드 소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탄소우드 소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

원에 시편 10점을 의뢰하여 항균성, 유해성 등을 시험 평가하였다. 탄소우드 소재는 현대적 디자

인 개발 시안을 통해 ‘본디 소(素)’라는 타이틀로 총 10점을 디자인 연구개발 하였다. 

3. 연구결과

이 연구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리산 남쪽의 구례지역에서 채취된 오동나무를 기반으로 낙

동법을 사용하여 탄소우드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오동나무는 가벼우며 습도 조절이 용이하여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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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약한 종이나 섬유를 보관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얇고 넓은 판재로도 터지지 않으며 

광택이 없어 제품에 적절하다. 표면을 뜨거운 인두로 골고루 지져서 태운 후 볏짚으로 문질러 부

드러운 섬유질은 털어내고 단단한 무늬의 결만 남기는 것이 낙동법이다. 

<표 1> 낙동법 과정의 표면과 사례

 낙동법 과정을 거쳐 완성된 표면  낙동법의 사례 (문갑, 사찰건축물)

낙동법(태움기법)으로 탄생된 재료는 고유의 질감과 자연 특유의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밀

랍을 100도 이상 끓인 후 그 속에 2~3분정도 담그는 과정을 거쳐 광이 나도록 문지르는 과정을 

통해 습기, 틈 벌어짐, 부패 등을 줄여주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특히 태움 즉 낙동법에 의해 제작된 탄소우드는 제작 특성상 나무 종과 결로 인한 축소비율이 

달라 인위적인 조각형태가 자연스러운 형태감으로 변화되며, 제작과정에서 기술적 노하우로 구부

러진 미감을 연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부여하기 위해 나

뭇결에 따른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여 무늬가 뚜렷하게 표현되고 표면이 강하며 자연스러운 변형 

및 공정 후 뒤틀림이 적은 세로단면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표 2> 나뭇결에 따른 탄소우드 소재 테스트

 구분 가로단면  세로단면

탄소우드 전

탄소우드 후

결과

- 표면 상태 양호

- 제조과정에서 나무가 

 뒤틀리거나 갈라지는 부분발생

- 결에 따라 무늬가 도드라짐

- 표면 강도 양호

- 갈라짐이 적음

가로단면 테스트 후 

발생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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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과 밀랍과정을 거쳐 제작된 시편 10점(10cm *10cm)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

회하여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식기안전성(중금속)을 시험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항균시

험에서 99.9%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얻었으며 식기안전성에서 중금속이 불검출되었다. 이는 태우

고 밀랍처리하는 과정에서 항균성분에 해당하는 유해한 성분들이 소멸된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기타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작으로 중금속성분이 불검출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자원 강화와, 전통목공예기술, 신소재 표준화, 전통의 새로운 사용이라는 컨셉으로 물건의 

시초에서 출발한 ‘본디 소(素)’의 주제와 타이틀로 접시류 8점, 합 3점, 볼 3점 트레이 1점 총 15

점의 식기를 디자인, 제작 개발하였다. 

<표 3> 탄소우드 식기 디자인 개발

구분 접시류 합 푼주/볼 트레이 합계

도면 15건

시

제

품

<자연접시 대/중/소>

<꽃접시 대/중/소>

<사각접시 대/중>

<합 대/중/소>

<볼>

<푼주 대/소>

<트레이>

건 8건 3건 3건 1건 15건

 



258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4. 결론

이 연구는 한국전통 목공예 기술로서 태움기법, 낙동법을 이용하여 탄소우드 신소재를 개발하

고 이를 연구 개발하여 현대적 특징을 살린 식기 제품을 디자인하였다. 지리산 구례지역의 오동

나무를 선별하여 태움과 밀납을 반복하여 뒤틀림이 적고 식기로서 활용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특히 나무의 경우 결에 따라 완제품이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 바 세로

와 가로 단면에 따른 탄소우드 처리 전과 후 실험을 통해 강도가 우수하고 갈라짐이 적으며 무

늬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세로단면을 최종 재료로 선정하였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얻은 탄소우드

는 현대적 디자인 감각에 의해 구성된 식기 디자인 세트 15건으로 디자인 개발되었다. 전통기술

개발을 통해 현대화, 양산화 가능한 주방용품 치 제품에 직접적으로 적용, 차별화된 기술과 디자

인 제품을 위한 생산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품의 해외 수출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전통과 기술의 융합된 형태의 창의적 디자인 연구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실증적 연구와 한국문화와 식기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한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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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추출물 염색개발과 오가닉 텍스타일 적용에 관한 연구
-제주 화산송이 염색을 중심으로-

1. 서론

21세기 지속가능한 지구, 친환경, 에코 등의 트랜드는 인체에 무해하고 지구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천연섬유와 자연에 용해되어 소멸될 수 있는 천연고분자를 토대로 개발되는 자연소재에 대

한 요구와 수요로 반영되고 있다. 친환경의 전반적 경향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

히 섬유 패션 등에서 새로운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오가닉 코튼, 환경친화적 재생섬유 등의 

사용으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뿐 아니라 섬유소재 염색을 위한 염료의 염재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천연염재는 식물, 광물, 황토, 숯과 같은 것으로부터 추출하거나 성분을 분

석하여 활용되고 있다. 광물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염재는 지역환경의 특징에 따라 추출범위가 달

라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으로 다양한 염재로 활용 가능한 소재가 풍부함에도 

각 소재나 지역의 특징에 따른 염색 및 염료, 염재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염색을 위한 

염료 추출단계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으로 전문적 연구와 염료개발에 한계

가 있다. 

특히 지역 특징적 광물로서의 염료추출은 실험자와 실험조건에 따라 결과의 상이한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산업계에 직접 적용,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염료선정과 염재추출, 염색공정을 

토대로 염색공정에서 발생되는 치수 및 색상값의 변화 등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자연추출물인 화산송이의 특성과 염료로서의 가치를 분석하였다. 추출된 

화산송이 염재를 실험하여 사염으로 제직하였으며 염색된 시료의 염색성과 염색견뢰도 특성을 분

석하여 오가닉 텍스타일 신소재를 개발하였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제주 자연추출물인 화산송이의 자연재료로서의 염색적 가치를 연구하고 오가닉 코

튼 사에 직접 염색, 제직하여 새로운 소재 적용가능성과 사용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개발을 

위해 제주테크노파크에 위치한 제주 자연추출물은행을 통해 화산송이 염재의 추출 및 분석과정을 

거쳐 염색가능한 시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염료는 100% 코튼(국제오가닉 인증: OCS)으로 방적

된 원사에 직접 염색하는 과정을 거쳐 섬유로 제직하였다. 제직된 섬유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을 

통해 원적외선, 항균, 탈취, 살균, 항 곰팡이 등의 시험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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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제주 화산송이는 지하 마그마가 화산 폭발시 1600℃의 고온으로 분출될 때 생성된 제주화산 

분출물로서 국내에서 제주에만 있는 특수 천연자연물로서 인체와 유사한 약 알칼리성을 띠는 광

물이다. 화산송이는 상온 40℃이하에서 90%이상 200℃ 가열시 94℃ 이상 원적외선을 방사한다. 

특히 황토, 옥, 맥반석, 게르마늄 등에는 없는 이산화티타늄이 천연상태로 3~7% 존재하며 반영구

적으로 항균, 살균, 탈취는 물론 중금속 등 유기물 분해기능이 있다. 화산송이의 가치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일부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을 뿐 실제 섬유패션에 적용은 미미하

다. 항균성, 탈취성 등 다양한 인체친화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화상송이 염료를 추출하여 

실 자체에 염착시키고 원단으로 제직하여 화산송이 자체 기능을 최대화 할수 있도록 연구개발 하

였다.

제주 자연으로부터의 화산송이의 시료를 추출하기 위해 제주 자연추출물은행(국제공인 시험기

관: KOLAS)을 통해 시료를 준비하고 건조, 시료침출, 농축, 동결건조(그림 1)의 과정을 거쳐 염색 

가능한 추출물을 제작하였다.

 

<그림 1> 제주 자연추출물은행의 자연 추출물 제작 과정

화산송이는 일광견뢰도, 땀견뢰도, 세탁견뢰도가 식물성 염료에 비해 월등한 광물성 자염염료

이지만 섬유에 적정량을 염착시키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화산송이의 염착력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실에 직접 염색하는 사염을 실시하였다. 사염의 경우 염색 자동화 및 대량생산이 용

이하며, 색상 재현성이 우수하고, 제직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사염은 공기중 산화 발색

단계, 수세단계, 건조단계를 거치는 갑압치즈염색기로 실시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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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과정  염색후 발색 및 수세 수세 후 완성

 

<그림 2> 감압치즈염색 사염 공정

식물성 자염 염표 잎, 열매, 뿌리 등은 열수에서 염료를 추출하지만 광물성인 화상송이는 7

0℃교반과 100℃교반에서 입자가 굵어지고 아래쪽에서 침저되는 양의 차이가 없어 70℃에서 교반

하였다. 특히 화산송이 추출물을 용해 희석한 후 염색결과 화산송이 가루가 실에 침투되지 못하

고 입자화 되어 가루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 염료 희석 후 2시간 경과 후 가루 침전의 상태를 

확인하여 상부의 염액으로만 염색을 진행하였다. 화산송이 염료 추출물 농도를 달리하여 농도별 

사염을 분석하였다(표 1). 화산송이는 저온에서 염착이 완료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1> 화상송이 농도별 색상

구분 화산송이농도 (10%) 화산송이농도 (20%) 화산송이농도 (20%+20%)

염료

농도별

색상

농도별 

차이

<표 2> 화산송이 염착 곡선

실험 1 실험 2 실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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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염료는 균염제가 있어 초기에 균염제가 염료의 침투를 조정하여 온도가 상승하면 염료를 

균일하게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균염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연염색에서는 기타 화학적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반복적 실험을 통하여 염착곡선을 파악하고 조절하여 균염이 될 수 있

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표 2). 특히 화산송이 염료는 타 염료와 혼합하지 않는 천연 광물

의 색상을 그대로 표현하며 광물의 속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인체 착용시 부가적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추출물이다. 사염 과정을 거친 원사는 염료와 원사의 특성을 살리면서 가볍고 부드러

운 텍스쳐 표현 이 가능하게 제작하였다(그림 3). 개발된 원단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평가

하였다. 시험평가결과 견뢰도, 항균시험, 유해성분 등 시험평가항목의 전반적 부분에서 연구의 목

표이상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표 3). 특히 원적외선의 경우 화산송이 광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적외선 성질이 염료 추출과정과 실험 과정에서도 일정부분 유지되어 최종 섬유제품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 화산송이 사염을 통해 제직된 오가닉 소재

<표 3> 시험성적결과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목표치
평가 

결과
기준설정근거4) 평가 방법5)

성능수준 성능수준

세탁견뢰도 급 4 3~4 3↑ 3~4 KS K 0430 공인시험성적서

일광견뢰도 급 4 3~4 3↑ 3~4
KS K ISO 

105-B02
공인시험성적서

땀견뢰도 급 4 3~4 3↑ 3~4 KS K 0701 공인시험성적서

항균시험(포도상구균) % 99.9 99.9 99.9 99.9 KS K 0693 공인시험성적서

항균시험(폐렴균) % 99.9 99.9 99.9 99.9 KS K 0693 공인시험성적서

탈취시험 % 60 60 60 60 KFIA-FI-1004 공인시험성적서

원적외선 ㎛ - 0.85 0.85 0.85 KFIA-FI-1005 공인시험성적서

열화상 ℃ - 38.4 38.4 38.4 KFIA-FI-1006 공인시험성적서

유해성분

(폼알데하이드)
-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KS K ISO 

14184-1
공인시험성적서

아릴아민 ㎎/㎏ 30이하 30이하 5↓ 4 KS K 0147 공인시험성적서

pH ph 4.0~7.5 4.0~7.5 6-7.5 6.2 KS K ISO 3071 공인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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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자연추출물 염료로서 제주 화산송이의 특성과 염료추출, 염색과정을 연구하고 

다양한 염색 조건에 따른 염착특성을 고찰하여 실 자체에 염착시키고 원단으로 제직하여 화산송

이 자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염색실험과 원단을 개발하였다. 제주 화산송이는 저온 상태인 60

에서 염착이 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염료 희석 2시간 후 가루 침전을 확인하여 상부의 염액으로 

염색을 진행해야 화산송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화산송이로 염색후 제직된 원

단의 시험평가 결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몸의 온도를 상승시켜 주는 원적

외선 함유와, 견뢰도, 항균성 등에서 기준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자연광물의 

속성적 특징을 발현할 수 있는 자연추출물 염료를 통해 오가닉 소재를 개발하여 다양한 염색 가

공 방법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자연추출물 염색 재료의 추출과정과 특성에 맞는 염색 

기술을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 지역 특산물로서 활용가능한 염색방법과 생산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 실증적 연구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목표치
평가 

결과
기준설정근거4) 평가 방법5)

성능수준 성능수준

드라이클리닝견뢰도 급 3-4 3-4 3-4 3-4
KS K ISO 

105-D01
공인시험성적서

드라이클리닝치수 

변화율
% 5↓ 5↓ 5↓ 1 KS K 0642 공인시험성적서

아이론치수변화율 % 2↓ 2↓ 2↓ 1.1 KS K 0558 공인시험성적서



264 _____ 의류산업의 디지털 융합 혁신

김현아·황영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진동증후군과 절단외상 예방을 위한 진동저감 및 내절단 기능성 
안전장갑 개발을 위한 사이즈 체계 및 제품 설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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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

라, 절단 공구(cutting tool)는 작업자의 절단외상과 같은 치명적인 산업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제 표준은 최근 비슷한 시기에 개정되어, 절단 성능에 대한 상위 구간이 신설되어 있다. KS B 

ISO 10819: 2013에 따르면, 진동저감성능은 EN 420에서 규정하는 손의 사이즈가 7부터 10 사이

인 5명의 성인을 피험자로 하여 장갑의 진동전달률을 시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내절단 성

능은 EN 388: 2016에 의거하여, 내마모성, 뚫림저항, 찢어짐에 대한 저항, 충격보호 및 절단저항

(COUP test/ISO 13997)을 평가하여 그 성능을 표기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항목 중 절

단저항 성능을 중점에 두고 안전장갑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원사들의 특성을 고려하

여 복합사 개발을 위해 심사(스판덱스 70데니어), 초사 1(LCP, HDPE, UHMWPE, P-aramid, Glass 

fiber, Basalt, Metal yarn), 초사 2(폴리에스터 150데니어)의 종류를 변인으로 하고, TM을 300, 

DR을 2.0으로 고정하여 복합사 총 10종을 개발하고 장갑편기에서 장갑을 편직하였다. 세밀하고 

다양한 구매자의 손의 형태에 적합한 장갑의 패턴제작은 사이즈 체계 및 디자인뿐만 아니라 장갑

의 판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KS규격에는 손의 기본 치수간격과 호

칭방법을 규정하는 치수규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장갑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경

험에 의존하여 장갑을 제작하고 있다(권명숙 외, 2005).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의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7년 국민표준체위조사의 손의 세부 측정 데이터 분석(n=2,664명)을 통해, 장갑의 치

수 구간 및 체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본 치수 데이터를 추출하고, 빈도분포를 토대로 장갑치수

체계 구간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남자의 경우, 손둘레 20cm, 손길이 18cm가 17.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남자 장갑의 기본 호수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5.0% 이상

의 높은 분포율을 보이는 구간은 전체 5개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61.2%를 cover하고 있었

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제품치수에는 소재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적절한 여유분을 설정한 제품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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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이용한 가상의상CAD 교육

스마트폰은 미디어 콘텐츠의 이용과 소비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의 트위터, 페이스북

과 같은 짧은 텍스트 중심의 소셜미디어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이미지 중심의 인스타그램이 시장

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동영상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유튜브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자

리잡았다.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의 장르도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생활정보, 

교육 등 다양해졌다. 유튜브의 ‘유튜브 학습 콘텐츠 활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정보와 

지식을 배우게 되면서 학원이나 도서 등 전통적인 정보 습득 방식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거나, 

병행하지만 그 활용 정도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50.15%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유튜브 속 학습 영상 통해 시간적으로는 한 달 평균 52시간을 절약한다고 체감하고 있었다(김범

수, 2018).

최근 3D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이 패션 산업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대학에서의 가상의상 

CAD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전공 필수 교과목이 축소되고 졸업학점 또한 하향조정되고 있는 현 

대학의 교육 환경에서 기존의 교과과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교과목을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동영상 강의 교수법을 적용한다면 가상강의 또는 비교과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고 학

습자가 동영상 시청과 실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가상의상 CAD 교수법으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고자 한다. 동영상 강의는 학습자 스스로 재생/정지를 결정할 수 있어 학습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무제한 반복이 가능하여 인터넷 강의에 익숙한 학습자들에게 편리한 학습 방법이다. 

또한 동영상 강의는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학습자가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상 CAD 교수․학습 방법으로 동영상 강의를 개발하여 유튜브로 제공하

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용 가상의상 CAD로는 (주)클로버추얼패션의 CLO가 선정되었다. 유튜브 학습 콘텐츠는 초

급 18강, 중급 11강, 고급 10강, 총 39강으로 구성되었다. 초급과정에서는 가상의상 제작의 전과

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중급과정은 80%의 설명과 20%의 자율적 학습으로, 고급과정은 60%의 

설명과 40%의 자율적 학습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과정 단계별로 학습자의 자율적 학습의 비율을 

향상시켜 동영상 강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여 학습 효과를 증진

시키고자 하였다. 동영상 강좌 개발에는 화면 영상 캡쳐 소프트웨어인 oCam이 사용되었고 마이

크를 이용하여 교수자의 설명을 화면과 함께 녹화하였다.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여 유튜브 강의와 함께 강좌별 실습 파일이 제공되었으며 매주 학습 결과에 대한 리뷰가 

제공되었다. 학습자들은 30주(2학기) 동안 유튜브를 통하여 가상의상 CAD 교육과정을 이수하도

록 하였다. 유튜브를 이용한 가상의상 CAD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유튜브 강좌의 효율성과 적합성, 학습자 입장에서의 접근성 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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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Antropometric Analysis of Womenʼs Aging Bodies
-Upper Body Shape and Posture Changes-

An understanding of how upper body shape and posture changes with advancing age is 

necessary to provide clothing that will fit older consumers. In the field of apparel studies, 

there was no study that analyzed when age-related upper body changes occur and how 

much variation occurs as women get older based on a large anthropometric database. This 

study is designed to quantify upper body shape and posture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40-69), based on 423 females’ body scans from the CAESAR database using a script-based 

automated measurement system, SNU-BM. Shape and posture differences were quantified ac-

cording to four age groups (40-44, 45-49, 50-54, and 55-69) based on 47 measurements proc-

essed into 27 shape-related variables; six principal components (i.e., acromion inclination, up-

per body slope, neck inclination, shoulder angle, upper back curvature, and back protrusion 

height) were identified. 

Acromial inclination, shoulder angle, and back protrusion height did not change with age. 

That is, the acromial anterior/posterior and up/down placement were already formed by age 

40 and did not change thereafter. These results do not support the universal rounding for-

ward of the shoulders that was reported in previous literature. However, upper back curva-

ture increased after age 45, and the slope of the upper body inclined further forward after 

age 50. The center front length was shown to decrease and neck inclination was shown to 

further incline after age 55. The back protrusion height was shown to be the highest in the 

40-44 group, low in the 45-54 group, but high again in the 56-69 years group. This was 

considered to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the back protrusion height was affected by both 

the upper back curvature and the neck inclination. The ratios of the body type with the flat-

test upper back and the highest back protrusion height, were the highest, at 40.0% and 

43.0%,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40-44 and the 45-49 groups. The ratio of the body 

type with the most forwardly inclined upper body, the most prominent upper back, and the 

highest back protrusion height, was shown to be the highest at 39.7% and 30.0% in the 

50-54 and 55-69 groups. The body type with the most backwardly placed shoulder point and 

the most highly raised shoulders, appears the least frequently, accounting for 15.2% of all fe-

males, and when the ratios were reviewed by group, the highest ratio was found in the 

40-44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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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동작가변형 3D 프린팅 충격보호패드 개발을 위한 

브릿지 설계 및 특성평가

3D 프린팅은 기존 제거방식의 밀링이나 절삭 등의 공정과는 달리 디지털 설계데이터에 따라 

한 층씩 소재를 쌓아가면서 부품을 제조하는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AM) 방법이다. 3

차원 모델링 정보에 따라 비교적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입체적인 물체를 획득할 수 있어 4차 산업

혁명에서 중요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들어 3D 프린팅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고

정밀 3D 프린터가 기계, 생체의학, 식품, 건축, 패션산업 등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패션 분야는 의류, 넥타이, 모자 및 다양한 패션 액세서리를 3D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에

서 시작하여, 개개인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패션 제품을 디자인하고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자신만

의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28)

3D 프린팅 기술은 일상생활용 보호용구 제작에도 활용가능한데, 여성의 경우 50세를 전후로 

폐경기가 시작되고 이때부터 급격히 골다공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50세 이후부터 골다공증성 골절

의 발생이 증가한다(Kanis et al., 2001). 여성 노인이 자주 경험하는 낙상은 단순 타박상부터 손

목, 척추 등의 골절상까지 다양한 부상을 부르는데, 가장 심각한 부상은 고관절 골절이다. 고관절 

주위 골절은 노인의 활동성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활동성 

장애가 삶의 질과 사망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Kim, 2009) 낙상 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충격보호패드가 필요하다.

현재 개발된 충격보호패드는 고관절 골절 예방 효과는 있지만, 불편한 착용감 및 착탈의 어려

움으로 인해 노인들이 상시 착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노인들의 일상생활동작을 반영한 동

작가변형 충격보호패드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충격보호 성능 및 인체적합성이 높은 낙상충

격 보호패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동작 특성을 파악하고,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를 

고려한 가변적인 구조 및 형태를 가지는 충격보호패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동작적응성, 기능성과 실용성을 배려한 충격보호패드 개발을 위해 

체표면 길이 변화량을 고려하여 선행연구(Park et al., 2018)의 육각입체 메쉬구조를 연결하는 브

릿지 구조를 다양하게 설계하였다. 그리고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소재의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FDM(Fused filament fabrication) 방식의 3D 프린터로 출력한 패드의 브릿지 구조에 따

른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패드는 2mm 두께의 다이아몬드 조직의 표면층(위, 아래) 사이에 6mm 두께의 V자형 스페이

서층이 삽입된 육각입체메쉬 단위가 브릿지에 의해 벌집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육각

형 입체메쉬의 한 변의 길이는 16mm이며, 두께는 10mm이다. 본 연구의 패드는 스페이서 패브

본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No.2018R1D1A1A090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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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의 구조를 활용하였으므로 완충성을 가지고, 각 단위가 브릿지에 의해 연결되므로 유연성을 가

진다. 동작에 따른 체표면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패드 개발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브릿지를 

설계하였다. I형은 육각입체메쉬의 중간층을 1.5mm 지름의 일자형 원기둥이 연결하는 형태이며, 

WI형은 표면층을 1.5mm 지름의 W형(지그재그형) 브릿지가 연결하고 중간층은 I형 브릿지가 연

결하는 형태이다. WW형은 위·아래 표면층을 W형 브릿지가 연결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3종의 브릿지에 대하여 강연도(판형/선형), 인장강신도에 대하여 평가하였

으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강연도 평가는 육각입체메쉬의 모든 면이 브릿지에 의해 연결된 

판형일 때와 육각입체메쉬가 일직선으로 연결된 선형일 때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판형 강연도

는 10cm 지름의 원형패드 시편으로 KS K 0350의 시험방법을 준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파열강도

시험장치에서 볼버스팅법을 사용하여 지금 25.4mm의 강구가 시편에 일정한 하중(5N, 15N, 30N)

을 가할 때 시편의 신장거리를 측정하였다. 선형 강연도는 KS K 0642,8.21 플렉소미터법을 준용

하여 223×32mm의 시편을 한쪽 끝이 45°로 경사진 시험기 위에서 시편을 밀어서 경사면의 홈이 

파인 곳과 접했을 때 시편이 이동한 길이를 측정하였다. 인장강신도는 KS K 0521 스트립법을 준

용하여 94×32mm의 시편으로 측정하였으며, 인장신도는 일정한 하중(5N, 15N, 30N)에서 시편이 

늘어난 길이의 비를 구하였다.

실험 결과 판형 강연도는 5N에서 I형 4.35mm, WI형 3.17mm, WW형 3.48mm, 15N에서 I형 

8.59mm, WI형 6.94mm, WW형 7.29mm, 30N에서 I형 14.03mm, WI형 10.70mm, WW형 

11.17mm로 나와 I형의 유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형 강연도에서도 I형이 67mm, 

WI형과 WW형이 140mm 이상으로 나타나 I형이 가장 유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장강도는 I

형 46.5N, WI형 76.5N, WW형 77.5N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I형의 인장강도가 낮았다. 인장신

도는 5N에서 I형 4.1%, WI형 2.5%, WW형 2.4%, 15N에서 I형 16.1%, WI형 8.9%, WW형 

8.0%, 30N에서 I형 42.4%, WI형 19.5%, WW형 17.3%로 나와 I형의 신장률이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육각입체메쉬를 서로 연결하는 브릿지 3종을 디자인하고 물리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강연도와 

인장신도는 다른 유형들보다 I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장강도는 I형에 비해 WI형과 WW

형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브릿지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바탕으로 브릿지의 두께, 간격 등과 

같은 세부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최적의 브릿지 디자인을 바탕으로 

인체적합성을 높인 입체메쉬형 충격보호대 개발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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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 동향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급증,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치료에서 예방 중심의 의

료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는 ICT와 의료를 융합한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

을 창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IT기업들은 몸에 착용 가능한 형태의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이를 플랫폼으로 하는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가치창출

을 기대하고 있다(Park, 2018). 기술의 발전으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기존 ‘액세서리

형’, ‘의복착용형’에서 스마트 섬유, 라이프 셔츠 등 고기능 섬유 및 미래형 융복합 섬유를 활용한 

의류형태인 ‘의복일체형’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신체부착과 생체이식형’으로 발전하고 있다(Lee & 

Shin, 2016; Nam, 2011).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다양한 산업에 적용가능하며 그 활용 범

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지난 5년간 섬유, 의류, 디자인 관련 국내 학술지의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련 

연구를 수집하여 이들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의류분야에서 연구주제 및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

이스 관련 학문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KCI에 등

재된 섬유, 의류, 디자인 관련 학술지 11개를 대상으로 KCI 사이트와 Google Scholar에서 2015년

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 중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센서’ 라는 용어로 검색

된 논문을 발췌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발행지와 발행연도별로 시간에 따른 연구 경향을 살

펴보고 어떤 분야의 연구가 주로 행하여졌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 논문은 11개 학회지에 게재된 총 30편의 연구로, 학술지는 한국디자인문화학

회지가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편, 복식문화연구 3편,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지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편으로 동일하였으며, 한국의류학회지, 복식, 한국섬유공학회지가 각 

1편씩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패션 비즈니스, 한국생활과학회지, 한국연색가공학회지에는 

관련 논문이 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학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복과학 분야가 10편으

로 가장 많았으며, 디자인 분야 6편, 마케팅 분야 6편, 의복구성 분야 5편으로 분석되었다. 발행

연도별는 2019년에 2편, 2018년에는 9편, 2017년에는 6편, 2016년에는 8편, 2015년에는 3편으로 

나타나 2018년도와 2016년도에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발행된 

논문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 개발에 대한 사례 분석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도에는 이미 개발된 제품의 디자인을 분석하는 논문과 웨어러블 센서에 

대한 연구, 제품에 대한 행동을 분석하는 논문이 발행되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2017년에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동향 및 디자인을 분석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연

구가 진행되었으며, 2018년도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동향 분석과 더불어 웨어러블 디바이

스의 디자인 분석 및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19년에는 센서 및 제품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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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의류학 분야에서는 제

품의 개발동향이나 디자인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헬스케어 웨어러

블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건강관

리에 대한 선호도와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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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 분포 분석

신발이 발 형태와 기능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체 피로가 증가하며, 발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발 기능이 퇴화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2차 성장 시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신장과 체중

이 증가함에 따라 척추와 하지 및 발 형태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Kim et al., 2009). 성장

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발보다 작은 신발을 장기간 착용하게 되면, 발 변형을 초래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큰 신발의 경우, 발과 신발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해 발이 손상을 입게 

된다(Cho et al., 2000). 따라서,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제작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발 사이즈와 

형태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며, 특히, 고등학생은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이므로 발의 

형태적 특성 및 치수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제 6차 사이즈코리아의 3D 인

체스캔데이터(KATS, 2010)를 활용하여 제 6차 사이즈코리아의 측정기준점과 기준선에 준하여 길

이 항목 12개, 너비 항목 7개, 둘레항목 5개, 높이 항목 9개, 각도 항목 5개 총 38개의 측정항목

과 지수치 항목 7개, 총 46개의 항목을 사용하여 치수를 측정하였다. 현행 구두 치수 규격인 KS 

G 3405(2001)에 준하여 발직선길이와 볼둘레에 대해 발직선길이 5㎜ 간격, 볼둘레 6㎜ 간격으로 

설정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를 추정할 수 있는 추정 회귀식을 산

출하기 위해, 먼저 남자 고등학생의 대표 발 부위 설정을 위한 상관분석이 선행되어졌으며, 상관

분석결과와 KS 구두 규격의 기준 치수항목을 참고하여 발직선길이와 볼둘레를 독립변수로, 다른 

발 부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발직선길이는 전체의 73.5%가 245㎜∼265㎜에, 

볼둘레는 전체의 83.7%가 D∼EEEE치수 사이에 분포되었다. 10% 이상의 다빈도를 나타낸 구간은 

245㎜∼265㎜까지 5구간의 발직선길이, D∼EEEE까지 5구간의 볼둘레이며, 전체 64%의 커버율을 

보였다. KS 청소년용 구두 치수 규격과 견주어보면, 전체의 17.2%가 KS 규격을 벗어났고, 특히 

규격보다 발이 긴 치수의 분포가 많이 나타났다. 즉, 실제 남자고등학생의 발길이가 KS 규격보다 

긴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행 청소년용 규격에서 발길이가 큰 치수를 추가할 경우 치수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선행연구(Kim, 2013)를 참고하여 발 형태와 관련된 발직선길이, 볼거리, 볼둘레, 발등둘레, 볼

높이, 발등높이 등의 6개 항목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6개의 모든 항목이 p≤0.05 이상에

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청소년용 구두 치수 규격에서 발직선길이와 볼둘레가 기준 

치수 항목으로 사용되어지며, 이에 발직선길이와 볼둘레는 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에 대한 대표

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남자 고등학생의 발 대표 치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발 치수 추정 회귀식을 산출하기 위해, 발직선길이와 볼둘레 항목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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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60%이상의 설명력(R2)을 보인 항

목은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발꿈치새끼발가락길이, 발꿈치두번째발가락길이, 발꿈치발안쪽점길이, 

발중심점하측길이, 발너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발길이와 볼둘레치수를 통해 다른 

발 부위의 치수 추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치수 추정식을 통해 직접 발을 측정하지 않고도 

남자 고등학생의 발에 적합한 신발제작 및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Cho, H. O., Kwak, K. D., Shon, S. M., Kang, Ch. H., Suh, D. S., & Lim, D. H. (2000). Change in the foot on weight-bearing 

in adult women. Journal of korean foot and ankle society, 4(1), 5-12. 

Kim, N. S. (2013). A Study on Foot Shape and Shoe Sizing System for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of University, Gwangju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5). KS G 3405: 2001 Last for shoes. Seoul: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im, H. S., Shin, J. B., You, S., & Nam, J. H. (2009),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among the anthropometric index, the foot 

types and dynamic plantar pressure in normal teenagers.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33(5), 578-583. 

Park, M. A. (2002). A study on the character for the foot and calf growth of primary school childre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4(2), 163-168.

Park, S. J., & Chae, H. S. (2008). Analysis on foot measurements of elderly wo men for ergonomic shoes desig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0(1), 83-91.

Seok, E. Y., Jeon, E. K., Park, S. J., & Kwon, S. H. (2004). The analysis of foot shape of elementary school boys. The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23(2), 1-11. doi:10.5143/jesk.2004.23.2.001



273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곽선경*ㆍ박순지
영남대학교 

임산부 의류 및 용품 관련 특허 조사

최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 자녀 출산과 남편의 육아참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련 용품에 대한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제품의 질이 좋

다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증가하는 수요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는 임산부 전용 의류나 용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 적어 대부분 수입제품 의존

하는 실정이다(MD Journal, 2018).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임산부 의류 및 용품 관련 특허의 연

구 개발 추이를 파악하여 앞으로 임산부 관련 제품 설계 시 효율적인 연구 방향 설정을 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산부 제품 관련 특허 조사를 위해 특허 검색 사이트인 KIPRIS(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formation Service)에서 2019년 9월 25일을 기준으로 현재 출원된 특허·실용신안을 조사

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임산부’, ‘임부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너웨어, 의복, 양말/스타킹, 복대 등

의 의류 관련 특허 33건, 베개/쿠션, 마사지 팩 등의 용품 관련 특허 14건으로 총 47건의 임산부 

제품 관련 특허에 대한 주요 특징을 분석하였다.

의류 관련 특허 총 33건에 대한 분석 결과, 이너웨어 9건, 의복 7건, 양말/스타킹 6건, 복대/벨

트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너웨어 특허는 주로 임산부용 팬티에 대한 것으로, 개월 수 증가에 

따른 복부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신축성 밴드, 단추, 고리 등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둘레 조절이 

용이하도록 고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팬티의 허리 상단의 폭을 넓게 제작하여 보온성과 지

지력을 보강하고자 하였다. 의복의 경우, 하의류에 대한 특허가 주로 나타났으며, 이너웨어와 마찬

가지로 복부의 크기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확장 부재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말/스타킹의 

경우, 혈액순환이 어려운 임산부의 주요 질병 중 하나인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고자 적당한 압박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고자 하였다. 의류 관련 특허 중 가장 많이 조사된 복대/벨트 관련 특허의 주

요 특징은 복부의 무게를 받쳐주어 허리 휘어짐을 방지하여 산모가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

도록 도와줌으로써 하중에 따른 요통, 허리통증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품관련 특허 총 14건을 분석한 결과, 쿠션/베개 8건, 마사지 패치 5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

다. 쿠션/베개 용품의 경우, 복부 압박으로 인하여 취침 시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는 임산부들의 

배의 측면을 받쳐주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쿠션/베개 특허에서는 전자파 차단 섬유를 

적용한 허리 받침 쿠션을 통하여 전자기기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를 차단시켜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마사지 팩에 대한 특허 출원 조사 결과, 튼살 예방을 위한 팩과 젖몸살 완화

를 위한 팩이 조사되었으며, 기타 1건의 경우 신발 밑창에 대한 특허로 절개부를 지닌 곡선형 밑

창 설계를 통하여 임산부의 체중 증가에 따른 발볼의 넓어짐을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상으로 임산부 의류 및 용품 관련 특허 조사 결과, 다수의 특허품에서 개월 수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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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복부 크기에 대응하고자 둘레조절이 가능하도록 기술하는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복부 

하중을 받쳐주어 임산부의 요통 및 바른 자세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 관련 특허 제품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임산부 제품 개발 

시 연구해 나가야할 요소들을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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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맞춤공정에 적합한 소매패턴의 구조 정의 및 제도법 제안

IT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생산방식과 서비스방식들을 창출하고 있다. 이

에 의류산업도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대량맞춤생산시스템의 요구 및 개발이 증

가하고 있다. 의류패턴제작 분야에서 자동공정의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인체와 의복 사이의 관

계가 잘 규명된 패턴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소매제도법 분석을 통한 각 요소

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대량 맞춤화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제도 절차를 명확하게 수치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소매에서 객관화된 제도식으로 parametrization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대량맞춤공정 적용을 위한 필요 요소를 추출하고 다음으로 parametrization한 소매 제도

를 위한 소매패턴의 점, 선을 포함한 구조를 정의하고 최종적으로 패턴 제도법 및 단계를 제안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매 패턴제도법의 대량맞춤 공정에 적용을 위해서는 소매 제도법들에 나타나는 기준점 및 

제도선을 재정의하여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소매패턴을 구성하는 23개의 주요점 및 21개의 

주요선의 명칭을 정의하고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소매구성요소의 정의를 실시하였다. 2. 다음

으로 기존의 대표적인 소매패턴 제도방식인 ESMOD method, Müller & Sohn’s method, Secoli’s 

method에서의 각 제도법, 필요치수, 제도 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전문가 외관평가를 

통해 각 제도법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량맞춤공정 프로그램에 적용가능한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3.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량맞춤공정에 적합한 파라메트릭한 소매제도를 위해서는 전반

적인 제도 순서 및 식, 여유량은 ESMOD method을 적용하며, 소매 각도를 형성하는 다트식과 소

매부리 제도 식 수치는 Müller & Sohn’s method을, 소매부리 치수 설정 및 패턴 최종 확인 등의 

방법은 Secoli’s method을 혼용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매산 제도시에는 패터너가 직관적

으로 둥글게 그리는 방식이 아닌 ESMOD method의 이즈량차(2cm)를 수치화 할 수 있는 제도방

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소매산 곡선 처리 시 객관화된 수치를 부여하여 이즈량이 무분별하게 커

지거나 작아지는 문제점을 배제하고자 한 것이다. 다음으로 봉제시 평행선으로 형성되어하는 소

매중심과 겨드랑점을 패턴 제도메뉴얼 상에서 직각 표기, 필요한 수치 등을 적용하여 제도 시 나

타나는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소매 패턴제도법은 기존 패터너에 의해 직관적

으로 제도되던 곡선, 수치 등을 명확히 전달가능하여 파라메트릭한 소매를 위한 제도법에 적합하

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대량맞춤생산공정에 적합한 파라메트릭한 소매패턴 제도법을 제시

하였으며, 후속연구로써 파라메트릭한 원리를 적용한 패턴CAD를 개발하여 본 패턴의 활용 및 상

용화를 위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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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바디스캔 데이터 패턴 전개기법을 적용한 
중년여성용 수영복 패턴설계

중년기 여성을 위한 기능 및 심미성이 우수한 수영복 패턴개발을 위해서는 중년여성의 체형 

적합성을 높이고 신체적인 결점은 보완하여 전반적으로 편안함과 체형적 심미성이 증진될 수 있

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을 위한 밀착 기

능성 수영복 패턴의 개발을 위해 3D 에르고노믹스 맵핑기법을 적용하여 1. 수영복 패턴 자동화

에 적합한 패턴 개발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2. 중년여성의 체형에 적합하고 패턴자동화 CAD에 적

용이 가능한 수영복 패턴제도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차 패턴개발: 

한국인 중년여성 인체모델의 3차원 인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4단계의 과정을 통해 2D 패턴화 한 

1차 패턴을 제시하였으며, 3차원 인체데이터를 체표패턴화한 Raw pattern 생성→패턴의 점 및 곡

선보정→디자인 사이즈 적용 및 샅 패턴 보정→1차 패턴 완성의 과정을 거쳤다. 2. 2, 3차 패턴

개발 및 평가: 개발된 1차 패턴의 디자인 세부치수 및 적정 신축률을 설정하기 위한 단계적 착의

평가 및 패턴개발이 진행되었다. 2, 3차에 걸친 주요 패턴개발 내용은 새로운 진동 디자인 라인 

설정, 주요 둘레항목인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 대한 축률 설정, 어깨 눌림 현상 개

선이며, 이를 통해 40대 중년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심미성 및 동작적합성이 우수한 수영복 패턴

을 제시하였다. 개발된 최종 패턴의 평가를 위해 총 3인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착용 및 압박감, 

외형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평균 4.00점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외 주요 

수영 동작에 대한 동작 적합성 평가 결과, 7점 리커트 척도에서 모든 항목의 평균이 5.00점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전 항목에서 2차 패턴 대비 만족도 평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패턴을 최

종 제안 패턴으로 선정하였다. 3.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중년여

성용 수영복 패턴제도법을 제안하고자하는 제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 디자인은 시판

제품의 실내용 원피스 디자인에 따르며, 본 제도방법에 필요한 치수는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

덩이둘레, 제품 앞중심길이, 엉덩이길이, 샅앞뒤길이, 제품 등길이를 포함하는 총 7가지로 제안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종 수영복 패턴제도법은 제도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존 패터너

에 의해 직관적으로 제도되던 곡선, 수치 등을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패턴자동화에 적용이 가능한 

중년여성 수영복 자동화를 위한 정량화된 제도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3차원 스캔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체에 밀착성이 높은 의복 패턴 설계를 위한 방법론을 모

색하고, 본 연구모형에 의해 최종 중년여성에게 적합한 실내 수영복 패턴제도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패턴개발분야가 쌍방향 프로세스로 통합되어 3차원 인체정보에서 

3차원 가상착의를 통한 일대일 맞춤의복, 대량맞춤생산의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3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No. NRF-2017R1A2B401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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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판브랜드의 남성용 골프웨어 치수체계 분석

2015년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치수에 맞는 옷을 입는지’를 조사한 결과 30대 이하 

남성중 43.9%가 자신의 실제치수와 다른 상의 33.4%는 맞지 하의를 입고 있었고, 30대 이상 남성

중 상의 37.9%, 하의 50.7%로 맞지 않는 옷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ment dimensions”, 

2018). 본 연구에서는 남성용 골프웨어 제품의 사이즈 맞음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에

서 시판되고 있는 국내외 골프웨어의 제품 치수체계를 조사하여 치수적합성 및 동작효율성이 우수

한 남성용 골프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골프웨어 브랜드

의 치수체계 살펴보고자 시판되는 골프웨어 브랜드의 선호도 및 구매패턴의 ‘2018년 패션채널’의 기

사와 2019년의 기사에 따른 설문조사의 중복 브랜드의 1위부터 13위까지 브랜드를 선정하여 하였

다. 이를 자료조사 및 분석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이즈스펙 또는 가이드를 분석하였으

며, 골프웨어 조사대상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 5개, 프랑스 브랜드 1개, 독일 브랜드 1개 일본 브랜

드 2개, 미국브랜드 4개 총 13개의 브랜드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치수체계를 2019년 6월 15

일부터 7월 25일까지 조사하였다. 상의류 브랜드별 공통으로 표기항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어깨

너비, 소매길이, 밑단둘레, 총길이가 6개의 항목이 표기되었으며 키와 엉덩이둘레항목은 미국과 일

본, 국내의 한 개의 브랜드에서 추가적인 항목으로 표기되었다. 국내의 사이즈 표기방식은 숫자의 

형태로 5개의 편차로 제시되었으며 가슴둘레의 편차의 간격은 5cm로 나타났다. 국외의 프랑스 사

이즈표기방식은 2가지의 M(95), L(100), LL(105), 3L(110)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또한 독일 브랜드경

우, 치수표기는 8개로 나뉘어 2가지 방식으로 제시되어있다. S(36), M(38), ML(40), L(42), XL(44), 

XXL(46), 3XL(48), 3XL(50)으로 문자와 숫자로 제시되었으며 가슴둘레항목은 Inch로 최소 35inch에

서 최대 48인치 다양한 사이즈 구성을 알 수 있었다. 국내외의 골프 브랜드의 사이즈 치수체계를 

조사결과 생산하는 호칭의 종류는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었고 다양하게 생산 되어지고 있는 호칭과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의복을 구입할 때 가슴둘레 및 허리둘레는 상의류의 옷을 착용할 

때 중요한 항목이다. 또한 국내외 치수규격 설정방법은 브랜드마다 기본호칭은 같으나 그 호칭에 

대한 인체 항목의 둘레의 치수는 각각 다르게 설정되고 있었다. 각 나라의 체형유형에 맞게 설정되

어야 하지만 남성 한국인 KS K 0050의 참고하여 기성복의 골프브랜드의 치수 체계를 한국인남성의 

치수를 제안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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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남성을 위한 골프웨어브랜드 착용만족도 조사

한국리서치의 조사결과(“Korean golf market changes”, 2018)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골프를 즐

긴다는 응답을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성별 모두에서 40-50대가 골프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남성 골프인구는 전체 골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 40~60대를 위한 골프웨어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의 

경험이 있는 40~60대까지의 남성을 대상으로 시판 골프웨어의 착용 만족도조사를 설문지법를 통

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IRB NO. 1040198-190617-HR-057-03의 승인으로 

설문지모집 기간을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광주광역시권에 있는 골프연습장 3군데의 

설문지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하여 광고와 게시판의 안내를 실시하였다. 총 124개의 설문조사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17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되었다. 골프이너웨어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

사내용은 선행연구(You, 2007)를 참고하고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6문항, 골프웨어 구매에 관련 

사항 5문항, 골프웨어 만족도와 선호도 4문항, 착용감에 대한 불만족도 관한 2문항, 스마트기능의 

선호도 5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Ver.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문항의 대한 기술통계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시판 골프브랜드의 상의유형은 

여유형보다 밀착형을 선호하고, 골프 스윙자세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는 어깨(39.3%)와 

팔꿈치(30.8%), 허리(20.5%)로 나타내었다. 착용만족도 부분에서는 목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는 

대체적으로 만족한 결과이지만, 소매길이와 상의총길이, 상의밀착압박은 만족도가 낮은편으로 나

타났다. 스윙동작시 불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어드레스 동작에서 어깨 및 겨드랑이둘레에서 불

편한점을 느끼고 백스윙동작에서 팔꿈치둘레가 불편감을 나타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임팩

트스윙동작시 배둘레의 상의가 딸려올라가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팔로우스루와 피니쉬 동작시 

겨드랑이부분과 목둘에부분이 당김으로 인하여 불만족도가 높았다. 스마트기능이 적용된 골프웨

어에서 선호하는 기능은 스윙동작시 정확한 동작을 위하여 자세교정하는 기능이 가장 선호되었고 

계절변화에 따라 발열기능, 비거리알려주는 기능, 라운딩 중 전반적인 생체리듬을 알려주는 기능

을 선호하였다. 골프웨어 선호하는 디자인유형은 레글런유형과 반집업유형의 선호하였고, 패턴의 

문양은 여러배색의 디자인보다 단색을 많이 선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스마트기능이 적용되면 

스마트형 골프웨어의 가장 기대하는 효과는 기능성역할(74.4%)과 경제적인 과시성(17.1%)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40∼60대 골프운동을 하는 한국남성을 위한 패턴을 연구할 필

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국내외 시판되는 골프웨어브랜드의 선호도와 착용만족과 불만족을 파악

하여 스마트골프웨어를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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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성의 손톱 유형 분류

소비자가 지향하는 네일 팁의 사용목적은 단순히 미용목적뿐만 아니라 손톱을 보호하기 위하

여 네일 팁을 사용하거나 서비스직 종사자 등의 직업 특성상 손과 손톱이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손톱 형태에 맞는 네일 팁의 형태 및 사이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판 네일 팁의 

한국 성인 여성 손톱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한 기초연구로 20∼40대 한국 성인 여성의 손톱의 유

형을 분류하였다. 측정 대상은 20~40대 성인 여성으로 측정 기간은 2019년 1월 8일부터 2월 28

일과 2019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추가로 측정하여 총 150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측정 

방법은 직접 계측과 사진촬영에 의한 간접 계측으로 손톱 수직 길이, 손톱 큐티클 쪽 수평 너비, 

손톱 중심 쪽 수평 너비, 손톱 끝 쪽 수평 너비, 큐티클 라인, 손톱 큐티클 쪽 표면 길이, 손톱 

중심 쪽 표면 길이, 손톱 끝 쪽 표면 길이, 프리엣지(free edge) 라인, 손톱 중심 높이, 손톱 측

면 큐티클 높이, 손톱 측면 중심 높이, 손톱 측면 끝 높이, 손톱 끝 접점 각도, 손톱 큐티클 접점 

각도의 총 15항목을 손톱마다 계측하였으며, 사진의 분석은 Auto CAD 2020 program을 이용하였

다. 자료분석은 수집한 150부의 데이터 중 분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3부를 제외한 147개의 

데이터를 SPSS 23.0 Ver. 을 이용하여 기술 통계,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손톱 유형의 분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 여성의 손톱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계측치의 기술 통계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정 결과 엄지손톱은 5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항목의 특징으로 ‘너비 요인’, ‘측면 높이 요인’, ‘정면 곡면 요인’, ‘윗

면 형태 요인’, ‘큐티클 곡면 요인’ 순으로 나눌 수 있었다. 검지 손톱은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

며 ‘크기 요인’, ‘측면 높이 요인’, ‘정면 곡면 요인’, ‘큐티클 곡면 요인’ 순으로 나눌 수 있었고, 중

지 손톱도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크기 요인’, ‘측면 높이 요인’, ‘정면 곡면 요인’, ‘윗면 형태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약지 손톱은 검지 손톱과 동일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소지 손톱은 4개의 

요인으로 ‘크기 요인’, ‘너비 요인’, ‘측면 곡면 요인’, ‘정면 곡면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계측치에 

의한 손톱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주요인별 군집분석 후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섯 손톱 

모두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되었다. 손톱별 유형의 특징을 알파벳 형태로 살펴보면 엄지손

톱의 유형 1은 손톱의 세로 길이는 짧고 폭과 표면 길이는 넓으며 손톱의 높이는 낮고 손톱의 

측면 곡면이 높은 편이나 손톱 끝 접점 각도가 낮고 큐티클 측면 각도가 크게 나타나 손톱의 모

양이 짧고 넓으면서 편평한 H형 81명(55.1%), 유형 2는 손톱의 세로 길이와 폭이 가장 길고 넓

으며 측면 높이도 높으나 손톱 끝 접점 각도와 큐티클 측면 각도가 낮게 나타나 손톱의 모양이 

길고 넓으면서 편평한 O형 27명(18.4%), 유형 3은 길이는 유형 2와 비슷하나 폭이 좁고 측면 곡

면이 두 유형에 비해 낮으나 손톱 정면의 높이가 높고 손톱 접점 각도가 크게 나타나 손톱의 모

양이 길고 좁으면서 볼록한 O형 39명(26.5%)를 이루는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검지 손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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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1은 손톱 길이가 길고 폭이 좁으며 손톱의 측면 높이가 높은 편이고 손톱 끝 외곽 길이가 가

장 길게 나타났으나 손톱 정면의 높이와 손톱 끝 접점 각도가 낮으며 큐티클 측면 각도는 크게 

나타나 손톱의 모양이 길고 좁으면서 편평한 A형 55명(37.4%), 유형 2는 유형 1과 마찬가지로 

손톱의 길이가 길고 폭이 좁으나 손톱 정면의 높이와 손톱 끝 접점 각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 손

톱 모양이 길고 좁으면서 볼록한 H형 54명(36.7%), 유형 3은 손톱의 길이는 짧으나 폭과 손톱의 

측면 중간 높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손톱 끝 접점 각도가 크고 큐티클 측면 각도가 낮아 손

톱의 모양이 짧고 넓으면서 볼록한 U형 38명(25.9%) 임을 알 수 있었다. 중지 손톱의 유형 1은 

전반적으로 큐티클 측면 각도를 제외한 모든 유의차 항목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반대로 큐티클 

측면 각도가 타 유형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나 손톱의 모양이 넓적하면서 편평한 H형 52명

(35.4%), 유형 2는 전반적으로 손톱이 폭과 크기가 가장 넓게 나타났고 손톱 측면의 높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 손톱 모양이 넓적하면서 볼록한 U형 41명(27.9%), 유형 3은 폭과 크기는 좁지만 측

면의 높이가 높고 손톱 정면 높이와 손톱 끝 접점 각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 손톱의 모양이 좁으

면서 볼록한 U형 54명 (36.7%) 임을 알 수 있었다. 약지 손톱의 유형 1은 모든 유의차 항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 손톱의 모양이 길고 넓으면서 볼록한 O형 21명(14.3%), 유형 2는 모든 유의차 

항목 중 손톱 정면 높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나 손톱의 모양이 짧고 좁으면서 

볼록한 H형 59명(40.1%), 유형 3은 손톱 큐티클 측면 각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손톱의 길이와 

폭, 크기 또한 크게 나타났지만 손톱의 정측면 높이는 낮게 나타나 손톱의 모양이 길고 넓으며 

편평한 H형 67명(45.6%)의 유형임을 알 수 있었다. 소지 손톱의 유형 1은 손톱의 길이와 폭은 

짧고 좁지만 손톱의 표면 길이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손톱의 측면 높이가 가장 크고 손

톱 끝 접점 각도와 큐티클 측면 각도의 크기는 낮으므로 손톱의 모양이 짧고 좁으면서 볼록한 O

형 68명(46.3%), 유형 2는 손톱의 길이와 폭, 각도의 크기가 큰 편이고 손톱의 표면 길이는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측면 높이의 크기가 작아 손톱의 모양이 길고 넓으면서 볼록한 A형 33명

(22.4%), 유형 3은 길이와 폭이 넓지만 표면 길이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측면높이와 손톱 끝 접

점 각도와 큐티클 측면 각도가 크게 나타나 손톱의 모양이 길고 넓으면서 볼록한 H형 46명

(31.3%)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20∼40대 한국 성인 여성의 손톱 유형은 손톱의 큐티클 

라인과 곡률의 주요 측정항목에 의해 4가지 유형(‘A형’, ‘H형’, ‘O형’, ‘U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네일 팁의 유형인 스퀘어, 오발, 스틸레토 형태는 손톱 끝 접점 각도인 프

리엣지 라인에 국한되어 있어서 그 이외의 다른 항목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좀 

더 세분하게 나누면 손톱 형태에 맞는 제품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손톱

별 유형에 따른 네일 팁 치수 적합성과 제품 사용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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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경ㆍ임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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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아웃도어 소비행태에 따른 
스마트 의류 수용도에 관한 연구

최근 하드웨어의 소형화, 경량화 및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서비스의 확장에 따

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기능의 스마트 의류의 제품화와 시

장 진입에 따라, 스마트 의류는 기술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의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실제 상

용화 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수요에 대한 분석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

츠․아웃도어 의류의 구매 경험이 있는 20대~50대 이상 남녀 646명을 대상으로 스포츠․아웃도어 

의류 소비행태를 분석하여 그룹으로 분류하고, 스포츠·아웃도어 의류 소비행태에 따른 스마트 

의류의 수요도 및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아웃도어 소비행태에 따라 3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스포츠 아웃도어 의류 구매 벌수가 10벌 이상, 구매 횟수는 3개월에 1회 이상, 1회 구매 시 

100~200만원 소비를 갖는 집단으로 40대 이상이 주 분포를 이루는 아웃도어 선도 집단이었으며, 

스포츠 아웃도어 의류 구매 벌수가 6~9벌, 6개월에 1회 정도 구매 빈도, 30~40만원 정보의 구매 

금액을 갖는 30~40대의 연령의 아웃도어 추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스포츠 아웃도어 구매 벌수가 

3~5벌, 1년에 1회 정도의 구매빈도, 20~30만원 정도의 구매금액을 갖는 20~30대가 주축을 이루

는 아웃도어 동조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스마트 의류의 인지도 및 필요성은 아웃도어 선도 집단과 아웃도어 추구 집단에서 아웃

도어 동조 집단에 비해 높은 평가 결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스마트 의류의 가치 평가에서는 아웃도어 선도집단과 추구집단이 동조집단에 비해 원하

는 기능 추가시 구매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박측정 스마트 의류에 대한 인

지도는 세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10만원 정도의 가격이 가장 적정하다고 평

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발열 스마트 의류는 아웃도어 선도집단과 추구 집단이 동조집단에 비해 높은 인지도 및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아웃도어 선도집단과 추구 집단은 동조집단에 비해 높

은 구매의향을 보였으며, 현재 발열의류 가격 제시 후 구매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웃도어 선도 집단에서는 100만원 이상, 아웃도어 추구 집단에서는 40만원 ~ 100만원 미만의 

가격이 가장 적정하다고 평가하였다.

다섯째, 발광기능 스마트 의류는 아웃도어 선도집단과 추구 집단이 동조 집단에 비해 높은 인

지도 및 선호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웃도어 선도집단에서는 25만원~30만원 이상, 아웃

도어 추구집단에서는 20만원~25만원 미만이 가장 적정하다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상용화 스마트 의류를 기반으로 20대에서 60세까지의 다양한 연령대를 기반으로 스

마트 의류의 수용도 및 가격 수용범위 등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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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고궁 한복대여 디자인에 대한 전통성 연구
-Instagram을 중심으로-

1. 서론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서 SNS의 영향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등의 고궁과 

한옥 등에 한복을 입고 방문하여 궁을 배경으로 많은 사진을 남기고 또한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

으며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다. 이것은 문화재청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 능 한복 착용자 무료 관람”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한복 착용이 확산하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고궁 근처의 한복 대여점에서 대여되고 있는 변형된 

한복 디자인에 대해 한복의 전통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복 대여점에서 대여되고 있는 퓨전 한복의 디자인은 SNS의 영향과 외국인 등의 다양한 취향

에 맞춰 한복 디자인도 진화하여 국내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쉽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게 입체재

단으로 어깨를 제작하고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해 금, 은 박 장식과 풍성한 치마, 고름 대신 길고 

화려한 리본과 짧은 기장의 치마와 속치마로 캉캉 속치마라고 불리는 속치마와 와이어를 넣은 치

마를 입기도 하며 서양 드레스처럼 풍성한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통 한복은 '제대로' 입어야 자태가 살아난다. 고전적인 격식의 의미가 아니라 한복의 멋을 살리는 

최소한의 가치와 기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변형된 한복이 고궁 근처에서 대여되고 있

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한복을 대여하는 외국인들에게 전통 한복이 아닌 변형된 한복이 우리 전

통 의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현재 고궁 근처에서 대여되고 있는 한복이 전통 한복과 어떻게 다

른지 어느 정도 왜곡된 것인지 알 필요가 있고 국내인, 외국인 모두에게 올바른 전통문화를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여 한복의 전통성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대여한복의 전통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등의 고궁 중

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찾는 경복궁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에 “#경복궁한복대여”로 검색하여 

9월 30일까지 게재된 210장의 사진에서 여성한복을 중심으로 하며 상 하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

진에서 유추하기 어려운 사진을 제외한 144장의 사진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요소는 전체 외관(퓨

전, 전통), 저고리 형태(길이, 깃모양), 치마 형태(폭, 말기) 소재(금.은박 여부, 레이스, 브로케이

드), 색상(오방색, 오방간색, 무채색)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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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등의 고궁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찾는 경복궁

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에 “#경복궁한복대여”로 검색하여 9월 셋째, 넷째 주에 경복궁을 찾는 관

광객의 대여한복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144장의 사진 중 전체 외관을 보면 전통한복은 32장(22%), 퓨전한복은 112장

(78%) 으로 퓨전한복의 대여 수가 높았다. 저고리 길이 분석에서는 긴 저고리 6장(4%), 짧은 저

고리는 138장(96%) 였으며, 깃의 형태는 둥근 깃 137장(95%), 목판깃 7장(5%)으로 전통에서 많

이 벗어나지 않았다. 치마의 형태로는 기본 32장(22%), 와이어가 들어간 퓨전 스타일 112장

(78%), 좁은 말기 55장(38%), 넓은 말기 89장(62%)로 나왔으며 치마의 속에 와이어를 넣고 말기

가 넓으며 리본으로 묶은 형태로 퓨전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로는 일반 원단이 39장(27%), 

금, 은박 소재는 105장(73%), 레이스는 80장(56%)이며 평상시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금, 은박 장

식과 전통 한복에는 없는 레이스 활용하였다. 색상으로는 오방색 130장(90%), 무채색 14장(10%) 

장으로 분류되었으며 전통한복에는 사용되지 않는 오방색 외에 흰색, 회색, 검은색의 색을 사용하

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고궁에서 대여되는 한복의 전통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체적인 외관에서 전통한

복과 퓨전한복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전체외관에서는 퓨전이 많았지만 저고리 길

이, 깃 형태, 치마의 형태에서 퓨전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형태적으로는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

지 않았다. 다만 소재에서 전통적인 장식인 금, 은박을 과도하게 사용하였지만 전통적인 문양이 

아니어서 퓨전으로 분류하였다. 레이스는 전통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현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복에 사용되고 있다. 색상은 전통적인 일상 한복에서 사용되지 않는 무채색이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인 한복은 단아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퓨전한복의 형태는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

나 착용하기 편리하게 변형되었고 소재는 한복에 사용하지 않는 레이스, 브로케이드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색상은 전통에서 꺼리는 무채색을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활용하였다. 

이처럼 관리하기 편한 소재와 착용하기 편한 형태의 변형은 전통적인 한복 이미지를 왜곡 할 수 

있지만 다행히 한복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는 유지되고 있다. 전통 한복의 자연스럽고 단아

한 전통 미와 각자의 취향에 따라 편리하게 착용하는 퓨전 한복에 대한 전통성 기준의 필요함을 

느껴 전통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올바르게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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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Wearable Tech Fashion Items Using MakeCode

'Wearable technology' was made for wearing a computer on the body in the form of a 

clothes or accessory. This technology can be interlocked with not only computers but also 

mobile devices. Fashion items using the wearable technology provide users with the con-

venience of being able to use desired information and technology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and if they are grafted on everyday clothes, they can create values as new and origi-

nal fashion, different from existing fashion. Cases of the development of wearable tech fash-

ion items can be largely classified by function into health and medical care-related functions, 

exercise management functions, living convenience functions, and entertainment and in-

formation providing functions.

Wearable tech fashion item products using light provide luminous effects with various col-

ors of light to make the fashion products stand out further and provide entertainment func-

tions that give visual vividness and fun. Fashion items applied with wearable technologies as 

such are widely used in clothing, bags, shoes, hair bands and bracelets. Diverse programs 

such as Arduino, Pico Cricket, Raspberry Pi, and MakeCode are being used for wearable 

fashion items mainly by new media engineers and artists.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develop DIY wearable tech fashion items that enable users to select, fabricate, and use di-

verse sensor functions using LED and MakeCode. 

Detachable LED Wappens attached with an Adafruit Circuit Playground Express main board 

applied with illuminance sensor, sound sensor, and motion sensor functions were fabricated.

Using the MakeCode program, an illuminance sensor function to turn the LED on in mul-

ti-colors when it is dark and turn off the LED when it has become bright and a sound sen-

sor function to turn the LED on in multi-colors when sounds have become loud and turn off 

the LED when sounds have become weak were applied. In addition, a motion sensor func-

tion to turn the LED on in multi-colors when there is a movement and turn off the LED 

when there is no movement was applied. As such, DIY wearable tech LED Wappens that 

enable users to select a desired function among illuminance sensor, sound sensor, and mo-

tion sensor functions that respond to light, sound, and motion, respectively by moving or en-

coding blocks using the MakeCode program were fabricated and the illuminance sensor, 

sound sensor, and motion sensor functions were developed through programming so that 

on/off functions can be added to the functions. In addition, a manual that includ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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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ions for installing the MakeCode programs, preparing kits and tools, SW, encoding 

(block moving), and making DIY wappens with diverse designs was produced so that even 

novice users can easily follow the instructions to use the LED Wappens.

The DIY wearable tech fashion items developed in this study were developed so that 

general users can easily fabricate them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popularization of 

the wearable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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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슬레저 웨어 솔기 및 시접 처리 사례 연구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의류의 생산 과정이 국제산업으로 발전되었고, 특별 주문 생산, 즉 의류

업체가 제3자인 의류 생산업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주문한 후 생산된 물품을 구입해 오

는 방식이 의류 제조의 표준이 되었다.

특수하게 요구되는 이런 관련 기술과 지식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에 전체 생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상품을 만들어내기까지의 전체 상품화 과정 중 의복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

나인 시접 끝처리에 대해 조사하여 현재 글로벌 패션 시장의 핵심키워드로 등장한 애슬레저

(Athleisure)룩 스포츠웨어 시장 조사 후 봉제 분석을 통해 어떤 시접 끝처리 방법을 사용하였는

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솔기 시접 끝처리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오버에지(overedge), 클린 피니시드(clean fnished), 

북드(booked), 핑크드 시접 처리(pinked seam)가 있다.

오버에지는 오버로크 스티치 기계로 가장자리 시접처리이며 클린 피니시드와 북드 시접 처리

는 서로 다른 재봉기계를 이용하지만 만드는 방법은 매우 유사하다. 클린 피니시드는 시접 끝을 

꺾어 본봉으로 박음질해서 만들며 직물 끝의 실이 잘 풀리지 않는 직물류에 용이하고 특히 접혔

을 때 부피가 크지 않은 직물들에 아주 좋으며 직선형 솔기에 적절한 시접처리 방법이다. 북드는 

시접 끝을 꺾어 박음질하는 방법으로 이때 사용하는 스티치는 공그러기 스티치로 처리한다. 아주 

내구성이 강한 남성용 여름 슈트 안감이 달리지 않은 경우에 사용된다. 핑크드 시접 처리는 직물

의 끝부분을 지그재그 컷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의류제품의 시접 끝 처리는 헴(hem), 스트랩(strap), 바인딩(binding), 페이싱(facing)가 

있다. 헴은 밑단과 같은 의류 제품의 가장자리 처리 방법을 말하며 처리 방법으로 공그러기 헴

(blind-stitching hem), 클린 피니시드 헴(clean fnished hem), 커버스티치 헴(coverstitch hem), 페

이스드 헴(faced hem), 밴드 헴(band hem)이 있으므로 공그르기 헴은 손으로 뜨는 공그르기 된 

밑단은 스티치가 눈에 잘 뛰지 않지만 기계를 이용할 때는 곡선형 바늘을 이용해 하나의 실로 

박음질이 되는데 체인스티치를 만든다. 좋은 품질의 직물이나 내구성이 약해 드라이클리닝을 해

야 하는 제품에 사용하며 직물이 너무 얇은 것보다 두꺼운 직물일수록 공그르기 한 박음질 선이 

겉면에서 보이지 않는다.

클린 피니시드 헴은 우리말로 두 번 접어 박기로 기성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밑단 처리 

방법으로 부피감을 더하고 신축성을 감소시키므로 우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저지 니트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박음질을 할 때 물결 같은 잔주름을 만드는 단점이 있고 대표적인 예는 청

바지의 아랫단이 이러한 밑단 처리 방법으로 한다.

커버스티치 헴은 삼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저지의 밑단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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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접어서 시접을 처리하므로 두 번 접어 박기보다 부피감이 덜하다.

페이스드 헴은 일반적으로 테이프 형태로 잘라 양쪽을 접은 바이어스 원단을 겉면의 가장자리

에 덧대 준다. 두꺼운 의류제품의 경우 페이싱이 제품의 두께감을 덜하게 하면 직물에 장식과 솔

기 처리용으로 사용된다. 

밴드 헴은 의복의 가장자리를 연장하거나 마무리하기 위해 의류제품의 처리되지 않은 끝 부분

에 직선으로 곧게 박음질된 직물이며 바이어스나 직선방향으로 재단해 사용할 수 있고 스커트나 

바지, 혹은 소매 끝부분에 사용된다. 바인딩은 한 겹 또는 여러 겹의 시접을 별도의 원단으로 감

싸는 끝 처리 방법이다. 의류제품의 가장자리를 마무리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특히 

니트 제품의 목둘레 부분에 쓰인다. 페이싱은 우리말로 안단이라고 불리며 의류제품의 가장자리

를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각의 직물을 일컫는다. 

애슬레저(Athleisure)룩 스포츠웨어는 대부분 소재가 저지원단으로 솔기 시접 끝처리 조사한 

결과는 솔기부분이 슈퍼임포즈드 솔기(superimposed seams)로 만들어져 3-본사 오버에지 처리가 

대부분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소매나 바짓부리 3-본침 상하 삼봉인 커버스티치 헴을 사용하여 한번만 접어서 시접을 처리하

므로 부피감이 덜하고 있다. 네크라인은 대부분 노칼라 디자인으로 커버스티치 헴 처리와 바이딩 

처리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운동복인 동시에 일상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로써 기능성과 디자인의 심미적

인 특성을 갖는데 의류제품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여주는 시접 끝처리 봉제에서 3-본사 오버에지, 

커버스티치 헴처리, 바이딩으로 되어 있지만 페이스드 헴처리와 밴드 헴처리로 공정에 시간을 걸

리지만 최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해 봉제선 하나하나의 선택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

며 고급스럽고 깨끗한 처리 방법 선택으로 어떻게 가장 멋진 스타일 창조하는 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스포츠 트렌드 관련 패션 연구의 기초자료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토대로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개발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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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이클 웨어 하의 패드제품 분석

사이클 웨어는 사이클 안장의 통증과 사이클링 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엉덩이 부분에 

패드가 부착되어 있고, 주로 국외에서 개발되어 국내외 사이클 웨어에 사용되고 있는 사이클 패

드는 한국인 체형에 맞지 않으며, 특히 성인용을 착용하고 있는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들에게는 

사이즈 부적합의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사이클 웨어에 부착된 사이클 패드를 분

석하여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들에게 적합한 사이클 패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방법은 성인 남성용 M사이즈에 해당하는 국내외 사이클 웨어 5부 타이즈 3점을 선

정하여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분석하였으며, 형태 비교를 위하여 해당 제품 3점을 각각 

YUKA CAD 프로그램으로 디지타이징한 후 중심선을 기준으로 중합하여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브랜드마다 크기와 두께 및 모양이 다른 타공된 메모리폼을 사용하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그 위에 다른 소재를 접착하여 항균성능, 흡습속건과 같은 기능을 더하였으며, 

엉덩이 부분에는 폼을 덧대에 사이클링시 충격 흡수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스위스 브랜드는 피

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의에 부착시 위아래 부분만 봉제하였으나 다른 브랜드는 전

체적으로 봉제되어 있었다. 또한, 패드의 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패드의 세부 치수를 측정

하고 중합한 결과, 스위스 브랜드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국내 브랜드, 

이태리 브랜드가 가장 작게 나타나 패드의 길이와 너비는 전체적으로 이태리 브랜드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중심부의 세로길이는 스위스 브랜드가 38cm로 가장 길었고, 이태리와 국

내 브랜드의 길이는 각각 34.4cm, 34cm로 비슷한 사이즈를 나타냈다. 패드의 너비는 회음부쪽은 

스위스 브랜드가 20.8cm, 국내 브랜드는 16.0cm, 이태리 브랜드는 14.0cm로 나타났으며, 엉덩이 

쪽은 스위스 브랜드가 22.4cm, 국내 브랜드는 19.5cm, 이태리 브랜드는 22.7cm로 나타났다. 따

라서, 스위스 브랜드는 앞쪽인 회음부와 뒤쪽인 엉덩이쪽의 사이즈의 차이가 1.6cm로 거의 직선

형의 가까운 형태이고, 이태리 브랜드는 5.5cm, 국내 브랜드는 6.7cm로 앞쪽과 뒤쪽의 차이가 

크며 곡선 형태로 회음부와 엉덩이에 밀착이 되도록 인체의 형상을 고려하여 설계하고자 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평면상에 놓았을 때 스위스 브랜드는 편평한 형태였지만 이태리와 국내 

브랜드는 회음부 양쪽 부분이 입체적인 형태로 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같은 치수의 사이클 웨어에 부착된 사이클 패드임에도 불구

하고 브랜드마다 형태와 사이즈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샅부분은 사이클링시 사이클 선수가 

착용에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사이즈와 형태 및 소재 등의 요인에 의해서 착용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패드의 착용 쾌적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패드의 신소재 개발과 

더불어 단순 수치적인 사이즈가 아닌 한국인의 체형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능적인 사이클 패드

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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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준ㆍ안재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내 봉제공장 자동화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

1. 서론31)

국내 의류/패션산업은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웃소싱 및 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의류의 기획 및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의 특성 상 협력업체간

의 빠른 의사전달과 결정, 그리고 기획/생산/판매가 요구된다. 특히 생산 부문은 국내의 경우 중

소 봉제업체에서 봉제 전/본/후 공정의 다단공정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어 지고 있으며, 기술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현재 국내 봉제업계는 기술 인력의 고령화,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수입의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IoT와 ICT를 활용하여 양방향 실시

간 통신이 가능한 자동 재봉기 및 스마트 모듈과 체계적인 생산 및 공정관리를 위한 생산/공정관

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및 개발 방법

Smart Factory 생산관리시스템 Work Flow분석 및 생산실적 집계/모니터링 개발을 통해 제산

업의 스마트 공장 생산관리 시스템 Work Flow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하고자 한다, 재봉기 

Smart Digital Module과 데이터 인터페이스 규약 및 테이터 연계 개발을 통해 인터페이스정의서 

및 규약 정의 및 개발, 연계된 생산데이터 조회와 재봉기 및 전자패턴재봉기계에서 실시간 생산

량 자동 집계/모니터링 개발을 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Work Flow 및 재봉기 생산데이터를 통해 의류 생산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류 생산 공정

별 관리요소를 추출하고, 생산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류 생산 공정별 콘텐츠를 개발 하였다. 

자산관리 아이템 D/B 구축과 봉제공정의 주요 봉제기기 및 부품 관련 D/B 구축 및 봉제공정의 

부자재 관련 D/B 구축을 할 수 있었다. 봉제공정 분석을 통한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요소를 추

출하여 작업 및 봉제기별 공정변수 추출(스티치 종류, 급사장력, 봉사소요량 등) 과 봉제 공정관

리 및 품질관리를 위한 주요 인자추출을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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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Smart Factory 생산관리시스템 Work Flow분석 및 생산실적 집계/모니터링 개발을 통해 봉제 

공장의 생산량의 흐름을 중앙에서 관리 할 수 있으며, 공정별 생산공정 분석을 통해 생산 프로세

스의 병목현상을 미리 예방하고 생산 스케쥴을 관리할 수 있으며, 더 나가가서는 공정의 단순화

를 위한 공종 전용기 도입도 생산 현장의 생산량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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