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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발표장

진 행 : 박 순 지(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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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한국산업표준 의류치수 표준화 연구 목적 및 배경

남윤자(서울대)

S2 13:40-14:00

의류제품 소비자의 호칭 및 치수체계 사용 실태 및 KS 의류치수표준 인지도 조사

황수현(한국의류시험연구원)

S3 14:00-14:20

KS 한국산업표준 의류치수 표준화 연구 - KS K 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

이형숙, 최경미, 박순지(동양대, 동서울대, 영남대)

S4 14: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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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자, 이정임, 정재은(서울대, 배재대, 숭의여대)

S5 14:40-15:00

KS 한국산업표준 의류치수 표준화 연구 - KS K 0052 유아복의 치수 -

정명숙, 서추연, 이진희(한경대, 동아대, 원광대)



S 2

- 58 -

의류제품 소비자의 호칭 및 치수체계 사용 

실태 및 KS의류치수표준 인지도 조사

황수현·최근영·김도식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연구개발센터

1. 서론

의류제품에 대한 치수와 호칭 표기는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 사이의 소통을 위한 언어이고 기본

정보이다. 우리나라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의류제품에 치수를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국산업표준(KS)의 의류치수체계는 1979년 제1차 국민 체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81년 처

음 제정되었으며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의 기본 인체 치수를 코드화하여 남성은 577, 688..등, 여성은

44, 55, 66 등의 호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90년 ISO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의해 기본 인체 치수를

나열하는 방식의 인체치수나열형 호칭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4년 기술표준원은

제 5차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를 토대로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인체 치수를 제공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체치수나열형 호칭으로 바뀐 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채 소비자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업체마다 치수체계와 호칭에 다르게 사

용되는 등 KS 표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혼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

정이다(SBS뉴스보도,2010; 매일경제,2010; KBS 뉴스보도, 2010).

또한 대형마트의 등장, 온라인 시장과 글로벌브랜드의 성장에 따른 소비트렌드와 한국인 체형의

변화도 좀 더 적합성 높은 새로운 의류치수표준을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과 요구를 해결하고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2년 제 6차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류치수 표준의 제 개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의류제품 소비자의 치수 및

호칭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실효성 높은 KS 표준안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본 설문 조사는 2012년 5월 16일부터 2012년 6월 23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남성복, 여성복, 유아복을

실제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의류제품 소비자 중 남성복과 여성복, 유아복을 실제 구매하는 소비자로

성인 남성복 소비자 324명, 성인 여성복 소비자 316명, 유아복 소비자 116명 총 756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설문 조사지는 선행 연구의 소비자 설문 조사 문항과 용어를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총 18 문항으로 의복 구매 시 호칭(치수) 선택에 관한 문항 4문항, KS 표준의 호칭 및 치수체계의

인지도에 관한 문항 7 문항 및 일반적 사항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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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결과

남성복 소비자가 평소 의복을 구매할 때 실제 사용하는 복종 별 호칭(치수)은 상의는 가슴둘레호칭,

하의는 인치 단위의 허리둘레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맞음새를 중시하는

정장 재킷은 전체의 68.5%의 소비자가 95, 100, 105 등을 사용하였고 S, M, L(범위호칭) 10.8%,

97-82-175(인체치수 나열형, 현행 KS 표준)호칭 6.2%, 588,677(구호칭)은 각 2.8%로 나타나 간편한

형태의 호칭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드레스 셔츠의 경우에도 가슴둘레호칭이 74.4%로 매우 높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다음으로 범위호칭(S, M, L)이 12.0%이며 현행 KS 표준 (목둘레-화장)호칭은 매우 낮은 비

율(3.4%)로 사용되었다.

스웨터/ 티셔츠는 범위호칭(S, M, L) 30.6% 보다 가슴둘레호칭(95,100,105)을 66.0%로 더 많이 사용

하였고 청바지/ 운동복은 인치 단위의 허리둘레호칭을 74.1%의 높은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범위호칭 16.0% 사용하였다. 현행 KS 표준에서 제시하는 cm 단위의 허리둘레호칭은 6.2%의 매우

낮은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복 소비자는 남성복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정장 재킷, 바지/스커트, 셔츠/블라우스는 구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며 스웨터는 범위호칭, 청바지/운동복은 인치단위의 허리둘레호칭을 가장 많이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 재킷 구매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칭은 구호칭 75.9%, 범위호칭 12.0% 순으로 나타났으며

6.3%만이 KS 표준 호칭을 사용하였다. 정장 스커트/ 바지는 조사 대상 소비자의 절반인 50.9%의 소

비자가 44,55,66 등의 구호칭을 사용하였으며 37.0%는 인치단위 허리둘레를 호칭으로 사용하였으며

KS 표준인 허리둘레-키(73-91,76-94)를 사용하는 경우는 4.7%에 불과하였다. 셔츠/블라우스의 호칭

도 구호칭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범위호칭은 21.8%, KS 표준의 센티미터 단위의 가슴둘레호칭은

19.0%의 비율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KS 표준 가슴둘레-엉덩이 둘레호칭은 1.6%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스웨터/ 티셔츠의 경우는 범위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40.5%의 소비자가 사용하였고

KS 표준의 센티미터 단위의 가슴둘레호칭은 28.5%가 사용하였으며 구호칭은 25.0%로 조사되었다.

청바지/운동복을 구매할 때는 남성복과 마찬가지로 인치 단위의 허리둘레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69.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범위호칭 10.1%, 구호칭 9.2%로 조사되었다.

유아복 소비자는 상, 하의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여 나이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상의는 나이

호칭 48.3%, 키호칭 35.3%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나이-키호칭 6.0%과 몸무게호칭 5.2%이 낮은

비율으로 사용되었다. 하의는 상의와 마찬가지로 나이호칭 45.7%, 키호칭 30.2%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나이-키호칭과 몸무게호칭이 각 4.3%의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KS 한국산업표준의 인지도는 남성복 소비자는 정장 재킷 32.1%, 정장 바지 37.3%, 드레스 셔츠

23.1%, 스웨터/티셔츠 40%만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청바지/운동복에 대해서는 67.0%가 안다고

응답해 대조를 이루었다. 여성복 소비자는 남성복에 비해 약간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정장

재킷은 44.3%, 정장 스커트/바지 50.3%, 스웨터/티셔츠 42.7%가 아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바지/운

동복 68.3% 에 대해서는 남성복과 유사하게 비교적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복 소비

자의 KS 표준 인지도는 대상 연령에 관한 인지도는 31.9%, 기준 항목(키)에 관해서는 37.1%로 약

1/3 정도의 소비자만이 안다고 응답하였다

소비자의 KS 표준 인지도와 관련해 편리성 여부는 보통으로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복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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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우 정장 재킷은 편리하다는 응답이 11.7%, 불편하다는 응답이 4.9%였다. 정장 바지는 13.9%가

편리하다고 답했으며 4.9%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드레스 셔츠는 편리하다 10.8%, 불편하다 10.2%로

거의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스웨터/ 티셔츠는 19.1%가 편리하다고 답했으며 4.6%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여성복 소비자는 정장 재킷은 13.3%가 편리하다, 10.1%가 불편하다고 답했고 정장 스커트/

바지는 16.1%가 편리하다, 6.6%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스웨터/ 티셔츠는 16.1%가 편리하다고 답했으며

7.3%가 불편하다고 답했고 청바지/운동복은 25.7%가 편리하다고 답했으며 7.9%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인지도가 낮고 본 문항에 대한 무응답 비율이 매우 높아 현행 KS 표준이 편리한

체계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의 선호 표기 방식에 대한 문항에서는 본 설문의 목적에 따라 구호칭을 제외하였는데 남성

정장에 대한 선호 호칭 표기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 ‘가슴둘레-허리둘레-키’ 43.2% 표기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범위호칭 20.1%, 가슴둘레-허리둘레(체형)-키 18.2%였다. 정장 하의는

허리둘레-엉덩이 둘레를 표기한 호칭이 41.4%를 차지하며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허리둘레호칭(㎝)

29.3%, 범위호칭 15.4%의 선호도를 보였다.

여성복 정장 상의의 선호 호칭으로는 범위호칭이 33.9%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가슴둘레

-엉덩이둘레-키 33.2%를 표기하는 호칭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정장 하의의 경우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표기 호칭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범위호칭 25.6%, 허리둘레호칭(㎝) 1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소 사용 호칭(치수)에 대한 문항에서 인체치수나열형 호칭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았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결과로 실제 사용하는 호칭과 차이가 있는데 예비 조사에서 설문 조사

대상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사용하기에는 단순한 호칭에 좋으나 제품 구매 시 정보도 필요하기 때문

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유아복 소비자에게 편리한 호칭 방식은 나이 33.6%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키 28.4% 나이

-키 17.2%, 나이-몸무게 12.9%로 나타났다.

남성복 소비자의 인체 치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키와 몸무게를 아는 경우는 매우 많아 각

76.5%, 72.8%의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가슴둘레는 25.9%는 ㎝단위로 0.3%는 인치 단위로 알고

있었고 해외 의류제품의 호칭(가슴둘레/2)을 본인의 치수로 알고 있는 경우 0.3%도 있었다. 허리둘

레는 46.0%의 소비자가 알고 있었는데 이중 13.6%는 ㎝단위로, 32.4%는 인치단위로 알고 있었다. 엉

덩이둘레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매우 적어 4.3%만 알고 있었고 이중 3.4%는 ㎝단위로, 0.9%는 인치

단위로 알고 있었다.

여성복 소비자의 인체 치수 인지도의 결과에서 키를 아는 경우는 75%, 몸무게를 아는 경우는

64.2%의 비율로 나타났으나 가슴둘레를 아는 소비자는 20.9%였으며 19.3%는 ㎝단위로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허리둘레는 23.2%가 알고 있었는데 12.7%는 ㎝단위로, 10.5%는 인치단위로

알고 있었다. 엉덩이둘레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10.1%에 불과하였는데 9.5%는 ㎝단위로, 0.6%는

인치단위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복 소비자와 유사하게 제품에 기재된 인체 치수를

본인의 실제 인체 치수로 인지한 것으로 추측되는 경우도 있었다.

유아복 소비자가 인체 치수를 알고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58.6%의 소비자가 첫째 자녀의 키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몸무게는 66.4%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가슴둘레는 3.4%, 허리둘레는 0.9%만이 인

지하고 있었다. 한 자녀 가정을 고려해 둘째 또는 셋째 자녀의 경우는 분석 내용을 본 결과에는 포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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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남성복, 여성복, 유아복을 실제로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2년 5월 16일부터 2012년 6월 23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류제품의 호칭 사용 실태와 KS 표준인지도 및 선호 호칭 표기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남성복과 여성복 소비자들이 현재 주로 사용하는 호칭은 간편하고 단순한 호칭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남성복은 간단한 인체치수호칭을, 여성복은 구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하의는 남/여 소비자 모두 인치 단위의 허리둘레 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인체치수를 나열하는 KS 표준의 실제 사용 빈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현행 KS 표준 의류치수 체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인체치수나열형 치수체계로 개정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소비자들은 아직까지 KS 표준 의류치수체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구호칭의 사

용 빈도가 높았다. 편리성에 대한 문항에서는 KS 표준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불편하다는 응답의 비

율보다 근소하게 앞서긴 했으나 현행 KS 표준이 편리한 체계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남성복 소비자가 선호하는 치수 표기 방법은 상하의 모두 인체치수나열형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

는데 가슴둘레 호칭만 사용하거나 인치 단위 허리둘레 호칭에 대한 평소 사용 비율이 매우 높았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성복도 구호칭의 실제 사용 비중이 매우 높았던 반면 인체치

수나열형에 대한 선호 비율이 매우 높았는데 이를 예비조사 단계에서 소비자들에게 확인 한 결과 쉽게

부르고 사용하기에는 단순한 호칭이 편리하지만 의복 구매 시엔 인체 정보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인체 치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키와 몸무게를 아는 경우는 매우 많았고 가슴둘레는 1/4 정도의

소비자만 알고 있었다. 허리둘레는 절반의 소비자가 알고 있었고 이중 1/3은 인치단위로 알고 있었다.

엉덩이둘레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소비자들은 단순함과 정보를 동시에 원하며 적절한 형태의 단순 호

칭과 적합성 높은 치수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류제품의 품질 향상에 매우 중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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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한국산업표준 의류치수 표준화 연구
- KS K 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 -

이형숙1)·최경미2)·박순지3)

1) 동양대학교 패션경영학과

2) 동서울대학교 패션디자인과

3) 영남대학교 의류패션학과

1. 연구 목적

20～30대 남성 고객을 중심으로 날씬한 체형을 돋보일 수 있는 슬림핏의 캐주얼 정장이나 재킷을

선호하는 남성이 증가하면서1)2), 남성복 정장의 사이즈가 점차 세분화 되고 팔다리가 길고 몸이 슬림한

고객을 위한 슬림핏 라인이 따로 출시되는 등 남성복 시장의 사이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사이즈에

대한 판매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3)4)

온라인 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상품 중 ‘의류 및 신발’(69.2%)이 가장 많았고, 취소, 교환 및 반품도

‘의류 신발’(64.5%)이 가장 많으며 반품 이유 중 색상,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과 상이해서(65.4%)가

가장 많아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이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반품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손실이 우려

되는 시점이다.5)

제6차 Size Korea 인체치수조사결과 체형이 서구화되어가고 있으며 젊은 남성의 비만율은 증가하고

50대 남성이 비만율은 감소하는 등 남성체형이 변화하고 있다.
6)

현재의 KS 의류치수 규격은 ’04년 실시한 제5차 Size Korea결과를 반영하여 ’05년에 전면 개정되어

’09년에 부분 개정되었으나, 최근 남성복 시장은 소비자의 다양한 핏에 대한 요구로 인한 사이즈의

세분화 요구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유통의 다변화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 및 판매자 간의

의류제품에 대한 사이즈의 표준화된 정확한 정보 소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2010년 측정된 제6차 Size Korea 성인 남성의 인체치수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변화해 가는 남성

체형에 대한 인체치수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 생산자 및 판매자가 원활히 소통 할 수 있는 표준화된

남성의류치수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의류산업의 산업활동을 돕고 국제규격과의 부합한 노력을 통해

한국 패션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개정 내용

1) 인체측정용어

<표 1> KS 의류치수표준(남성복)의 신구대비표(인체측정용어)

현행 (2009) 개정안 (2012)

․인체측정용어는 KS A ISO 8559를 따름.

․목뒤점～어깨 가쪽점～손목안쪽점은 화장으로 표

기 할 수 있음. 단, 목뒤점～어깨 가쪽점～손목안

쪽점은 ‘어깨사이길이/2 +팔길이’로 계산한 치수임

․인체측정용어는 KS A ISO8559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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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KS 의류치수표준(남성복)의 신구대비표(기본인체치수항목)

현행 (2009) 개정안 (2012)

․기본 인체 치수 항목: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키, 목둘레, 목뒤점～어깨 가쪽점～손목안

쪽점(화장)

․참고 인체 치수 항목: 어깨사이길이, 목뒤높이, 등

길이, 팔길이, 다리가쪽길이, 샅앞뒤길이, 배꼽수

준허리둘레, 넙다리둘레, 몸통세로둘레 등의 필

요한 참고인체 치수항목 제시

․기본 인체 치수 항목: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키

․정장의 셔츠는 캐주얼 셔츠 기본인체치수를 사용

․내의 하의의 엉덩이둘레 삭제

․참고 인체 치수 항목: 제시하지 않음

<표 3> 의복종류별 기본 인체 치수 항목(KS 의류치수표준 남성복 개정안, 2012)

구 분
기본 인체 치수 항목

1 2 3

1. 정장

재킷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오버코트 가슴둘레 키 -

팬츠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2. 캐주얼

재킷/오버코트 가슴둘레 키* -

팬츠 허리둘레 키* -

셔츠/니트 가슴둘레 키* -

3. 운동복

상의 가슴둘레 키* -

하의 허리둘레 키* -

수영복 전신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4. 내의(잠옷 포함)

상의 가슴둘레 키* -

하의 허리둘레 키* -

* 선택 표기 가능

<표 4> KS 의류치수표준(남성복)의 신구대비표(의복구분)

현행 (2009) 개정안 (2012)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

․정장/캐주얼/운동복/내의(잠옷포함)로 구분함.

․운동복에 수영복 전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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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KS 의류치수표준(남성복)의 신구대비표(체형구분)

현행 (2009) 개정안 (2012)

․드롭에 의한 체형 구분

- 상의: BB(배가 나온 체형)/ B(허리가 굵은

체형)/ A(보통 체형)/ Y(역삼각 체형)의 4

체형

- 하의: B(허리가 굵은 체형)/A(보통 체형)의

2체형

․호칭에서는 체형코드를 사용하지 않음

․호칭 표기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드롭(체형)

개념 제외

<표 6> KS 의류치수표준(남성복)의 신구대비표(호칭표기)

현행 (2009) 개정안 (2012)

․기본 인체 치수를 ‘㎝’단위 없이 ‘-’ 나열함.

(예: 정장 상의: 가슴둘레-허리둘레-키 97-82-175)

․범위호칭은 체격과 키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는

호칭 구성표 제시

- 체격은 가슴둘레, 엉덩이둘레의 치수에 따라

M, L, XL의 3가지 범위 호칭 제시

- 키는 키의 치수에 따라 R, T의 2가지 호칭

제시

․현행 인체치수나열방식과 동일하게 ‘㎝’단위

없이 ‘-’ 나열하여 표기하되, 기본인체치수

항목에 대해 선택표기가 가능하게 함.

예: 캐주얼 팬츠의 경우, 허리둘레-키*(선택

가능항목)이므로 80-175 또는 80 으로 표기

․문자호칭 구성표 제시

- 캐주얼/운동복/내의의 상의에 대해 가슴둘

레 기준으로 문자호칭 마련

- 3XS-3XL에 이르는 9개 호칭 전개

- M(Medium)을 95로 설정하여, 여성복과 별

도로 진행

- 인체치수와 문자호칭의 병용 또는 단독 표

기가능

․치수 표준안의 사용 예를 제시

<표 7> KS 의류치수표준(남성복)의 신구대비표(치수간격)

현행 (2009) 개정안 (2012)

․각 기본 신체 항목의 평균값을 밑줄로 표시

하고 치수간격을 제시하였으며, 치수간격은

의복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음.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

<신사복 재킷 및 정장코트>

가슴둘레, 허리둘레: 3㎝, 키: 5㎝ 간격

<신사복 바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2cm간격

<정장용 드레스셔츠>

- 목둘레 1cm, 목뒤점～어깨끝점～손목안쪽

점(화장): 2cm 간격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모두:

5㎝ 간격

․각 기본 신체 항목의 평균값을 표시하는 대

신 치수간격에 따라 전개한 치수 중 5%이상

분포를 나타내는 치수를 음영으로 표시함.

․의복구분에 따른 치수간격은 아래와 같음.

<정장의 경우>

- 가슴둘레 4㎝,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는 2cm,

키는 5cm 간격

<캐주얼/운동복/내의의 p경우>

-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 5cm

- 단, 피트성이 있는 경우 정장의 치수간격

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문자 호칭의 치수간격은 가슴둘레 치수 항

목을 기준으로 5cm 치수 간격 사용하되,

가슴둘레 110/115 구간, 120/125 구간에서

10cm 간격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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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KS 의류치수표준(남성복)의 신구대비표(부속서)

현행 (2009) 개정안 (2012)

․키-가슴둘레-허리둘레의 삼원분포표 제시함

․각 호칭에 따른 분포율 제시

․나이별 신체 치수 분포표 제시

: 18～29세/30～39세/40～49세/50～59세/60～

69세

․신체치수 상관 분석표 제시

․정장류/캐주얼류의 호칭표기의 예 제시

․호칭분포율 제시

- 복종별(정장/ 캐주얼), 연령집단별로 제시

- 연령집단은 아래와 같이 구분

: 18세이상～25세미만/25세이상～35세미만/

35세이상～50세미만/50세이상～69세

․호칭별 참고부위치수는 제시하지 않음

3. 결론

남성복 시장은 소비자의 다양한 핏에 대한 요구로 인한 사이즈의 세분화 요구, 전자상거래의 활성

화 및 유통의 다변화, 남성체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생산자 및 판매자간의 의류제품에 대한

사이즈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안에서 지정한 기본인체치수항목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목둘레, 화장 중 정장 기본인체치수에서는 화장을 제외하였고, 캐주얼, 운

동복, 내의(잠옷 포함)의 기본인체치수항목에서 엉덩이둘레를 제외하였으며, 참고 인체치수는 제시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의복구분에 있어서 현재 규격은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와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

는 경우로 구분 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정장, 캐주얼, 운동복, 내의(잠옷 포함)로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 규격에서는 드롭치에 의해 상의 4개 체형, 하의 2개 체형으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호칭

표기에 적용되기 않고 있는 체형 구분의 개념을 삭제하였다.

정장 호칭 표기는 새 개정안에서는 현안과 마찬가지로 각 기본인체치수를 나열하되, 복종별로 인

체치수의 선택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캐주얼, 운동복, 내의(잠옷 포함)의 호칭 표기는 기본인체

치수를 선택표기하여 나열하여 표기하는 치수 호칭과 더불어 가슴둘레 치수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한

문자호칭을 병용사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치수간격은 현행안에서는 정장의 경우, 가슴둘레 3㎝, 허리

둘레 3㎝로 치수간격을 나누었는데 반해 개정안에서는 가슴둘레 4㎝, 허리둘레 2㎝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성인남성의 인체치수 정보에 기반한 의류치수표준을 제정하고 국제 규격과의 부합을 도모

함으로써 국내의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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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한국산업표준 의류치수 표준화 연구
- KS K 0051 성인 여성복의 치수 -

남윤자1)·이정임2)·정재은3)

1)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2)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과

3) 숭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1. 목적

현재의 KS 의류치수 규격은 2004년에 실시한 제5차 Size Korea결과를 반영하여 2005년에 개정되

었으나, 최근 의류산업이 다품종 소량 생산, 전자상거래 및 대형마트의 등장 등 유통구조의 다변화로

유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의류치수 표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여성 체형이 변화하고 다양한 핏(fit)의 의류 제품이 생산되면서 현행 의류치수 체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국내 의류 브랜드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의류 수출이 꾸준히 증가

하는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호칭 표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인의 인체 치수에 기본을 두고 소비자, 생산자 및 판매자가 모두 만족하고 소통이 원활

하면서, 패션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의류치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측정된 제6차 사이즈코리아의 성인 여성 치수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성인 여성복 의류치수 표준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 개정 내용

1) 대상 연령

현행 성인 여성복 의류치수 규격은 만18세에서 만 59세를 대상으로 하며, 만 60세 이상의 노년 여

성을 위한 의류치수 규격이 따로 제정되어 있다. 이번 성인 여성복 의류치수 표준 개정안에서는 노

년여성을 포함하여 만 18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치수 표준안이 개정되었다.

2) 인체측정용어

품질표시라벨 등에 사용되는 기본 신체 부위의 명칭에 한해 현행 치수 규격의 표기와 동일하게, 젖

가슴둘레를 가슴둘레로 표기한다.

3) 기본 인체치수 항목

현행 (2009) 개정안 (2012)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치수호칭 별 참고 인체치수 항목 제시

: 키, 허리둘레, 엉덩이길이, 등길이, 어깨사

이길이, 팔길이, 다리가쪽길이, 샅앞뒤길이,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 길이, 몸통세로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현행과 동일)

․참고 인체치수 항목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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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본 인체치수 항목

구 분
기본 인체 치수 항목

1 2 3

정장
재킷, 오버코트, 블라우스, 셔츠, 원피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팬츠, 스커트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캐주얼

재킷, 오버코트, 블라우스, 셔츠, 원피스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팬츠, 스커트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니트, 티셔츠 가슴둘레 키* -

운동복

상의 가슴둘레 키* -

하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수영복 전신/상의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수영복 하의 허리둘레 키* -

내의
내의 전신/상의, 잠옷 전신/상의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

내의 하의, 잠옷 하의 허리둘레 키* -

4) 의복 구분

현행 (2009) 개정안 (2012)

․상의/하의/상하연결의/운동복/작업복/내의류/

잠옷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피트성이 필요하지 않

은 경우로 구분

․정장/캐주얼/운동복/내의류

5) 체형구분

현행 (2009) 개정안 (2012)

․드롭에 의한 체형 구분

․호칭에서는 체형코드를 사용하지 않음

․체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을 지정

․의복제작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드롭 개념

(체형 구분) 제외

6) 호칭 표기

현행 (2009) 개정안 (2012)

․기본 인체 치수를 나열함

예) 재킷: 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

팬츠: 허리둘레-엉덩이둘레

․내의류 하의, 수영복 하의에 엉덩이둘레 치수

항목 사용

․범위 호칭 구성표 제시

․선택표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간소화

예) 재킷: 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

팬츠: 허리둘레-엉덩이둘레*-키

․내의류 하의, 수영복 하의에 허리둘레 치수항

목 사용

․문자 호칭 제시

- 상의 문자 호칭 마련 (M: 90)

- 인체치수와 문자호칭 병용 표기 가능

- Free 사이즈 정의: 3개 이상의 문자 호칭

구간을 포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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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수간격

현행 (2009) 개정안 (2012)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

-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3㎝

- 키 : 5㎝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 5㎝

․정장

- 가슴둘레 4cm, 허리둘레 2cm, 엉덩이둘레

2cm, 키 5cm

- 가슴둘레 100cm 이상: 6cm, 허리둘레 88cm

이상, 엉덩이둘레 100cm 이상: 4cm

․캐주얼/운동복/내의류

-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 5cm

․문자 호칭

- 가슴둘레 치수 항목을 기준으로 5cm 치수

간격 사용(가슴둘레 110/115 구간, 120/125

구간에서 10cm 간격 사용)

8) 부속서

현행 (2009) 개정안 (2012)

․호칭별 분포율: 체형별, 피트성별

․각 호칭별 참고신체치수 평균

․체형 분포, 드롭 분포

․연령별 신체 치수 분포

(18∼29세/30∼39세/40∼49세/50∼59세)

․체형별, 연령별, 키별 신체치수 평균과 표준

편차

․신체치수 상관 분석표

․호칭표기의 예

․호칭 분포율

- 복종별(정장/캐주얼), 연령집단별

․연령집단 구분

(18세∼24세/25세∼34세/35세∼49세/50세～69세)

- 호칭별 참고 신체치수 제시하지 않음

․타겟별 신체치수 평균과 표준편차

3. 결론

한국 성인여성의 인체 치수에 기본을 두고 소비자, 생산자 및 판매자가 모두 만족하고 소통이 원활

하면서, 패션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의류치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성인 여

성복 의류치수 표준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2년 성인 여성복 의류치수 표준 개정안은 노년여성을 포함하여 만 18세 이상 성인 여성을 대상

으로 한다. 기본 인체치수 항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의 4개 항목이며, 참고 인체치

수 항목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행 규격의 의복구분은 상의, 하의, 상하연결의, 운동복, 작업복, 내의

류, 잠옷으로 구분하고 다시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와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정장, 캐주얼, 운동복, 내의류로 구분하여 보다 분류를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현행 규격

에서 드롭에 의해 체형을 구분하고 체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을 지정한 반면, 개정안에서는

의복제작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드롭 개념을 제외하였다.

개정안의 호칭표기는 현행 규격과 같이 기본 인체치수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이지만, 선택 표기가

가능하도록 하여 호칭 표기의 간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캐주얼 의류에서는 가슴둘레 치수 항목을

기준으로 설정한 문자호칭을 병용 표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규격에서 내의류 하의와 수영복

하의에 엉덩이둘레 치수항목을 사용한 반면, 개정안에서는 허리둘레 치수항목을 사용하여, 여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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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의 호칭 표기에서 일관되게 허리둘레 치수항목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치수간격은 정장의 경우 가슴둘레 4cm, 허리둘레 2cm, 엉덩이둘레 2cm, 키 5cm를 사용하며, 가슴

둘레 100cm 이상은 6cm, 그리고 허리둘레 88cm 이상과 엉덩이둘레 100cm 이상은 4cm 간격을 사용

하도록 변경하였다. 캐주얼, 운동복 및 내의류에서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에서 모두

5cm 간격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핏(fit)에 따라 캐주얼이라도 정장의 치수 간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성인 여성복의 의류치수 표준 개정안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간소화된 호칭 표기가 가능하도

록 하여 의류산업에서 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의류산업의 발

전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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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한국산업표준 의류치수 표준화 연구
- KS K 0052 유아복의 치수 -

정명숙1)·서추연2)·이진희3)

1)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2)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3)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

1. 서론

결혼 연령기의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유아 인구의 감소는 유아복 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유아

동복 브랜드는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서 양질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고급화, 명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남영란, 2011). 또한 유아복 시장의 경우 식스 포켓 세대(six pocket generation)

의 출현을 통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용어는 고령화 및 저 출산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

라 등장한 경제용어로서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등 6명으로부터 용돈을 받아쓰는 아이들을 가

리킨다. 따라서 이 식스 포켓 세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유아들을 위한 유아복 시장은 다

양한 발전과 함께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경쟁은 디자인부분 뿐 아니

라 고급소재 및 다양한 특수기능, 치수의 정확성 및 맞춤형 주문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국내 브랜드 뿐 아니라 외국 유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

질 것으로 예측되어 유아복의 치수에 관한 표준화된 표기 방식 및 데이터의 정확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사 및 분석이 요구된다. 현재의 KS 유아복 의류치수 규격은 2004년 실시한 제5차

Size Korea결과를 반영하여 2009년 개정하였으나, 최근 의류산업이 다품종 소량 생산, 전자상거래

및 대형마트의 등장 등 유통구조의 변화로 유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표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유아복 경우 KC 자율 안전 확인 안전 기준이 모든 유아

복 섬유제품에 적용됨에 따른 대상 연령대의 변화는 유아복 치수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

다. 또한 패션 글로벌 마켓을 위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을 고려한 국내 의

류치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치수 표준안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생산자 및 판매자가 모두 만족하고 소통이 가능하면서, 패션의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국내 의류치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치수 표준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 개정 내용

1) 대상 연령

현 행 (2009) 개정안 (2012)

․연령: 0세 - 6세

․유아복 치수를 영아부터 취학 전 유아 모두

에 대해 적용, 즉 키 55에서 125까지를 하나

의 치수시스템으로 함

․만 36개월(3세)미만 유아를 대상(KC 자율안

전확인 안전기준 - 유아용 섬유제품의 적용

범위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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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인체 치수 항목

현 행 (2009) 개정안 (2012)

․기본인체치수 : 키

․참고인체치수 : 26개 부위(그 호칭의 키에

속하는 사례들의 평균 신체치수)

- 그 호칭에 속하는 사례들의 평균 신체치

수로 고정

․기본인체치수 : 키(현행과 동일)

․참고인체치수:가슴둘레,허리둘레(또는 배꼽수

준허리둘레), 머리둘레, 팔길이, 발직선길이,

몸무게

- 평균 신체 치수에 해당하는 최빈 구간이

명시될 뿐만 아니라 인접 구간으로 다양
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치수 범위 제시

3) 호칭 표기

현 행 (2009) 개정안 (2012)

․키가 호칭이며 나이 병기 가능

- 한 호칭에 한 월령으로 고정

․키가 호칭이며 나이 병기 가능 (현행과

기준은 동일하나 2012의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적용 가능)

<표 1> 유아복의 키와 연령에 따른 호칭체계 (단위: cm)

키(호칭)

연령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0～3개월(3M) 50 55 60 65          

3～6개월(6M)   60 65 70         

6～9개월(9M)    65 70 75        

9～12개월(12M)     70 75 80       

12～18개월(18M)      75 80 85      

18～24개월(24M)       80 85 90 95    

24～36개월(36M)         90 95 100 105 110

4) 부속서

현행 (2009) 개정안(2012)

․호칭별 분포율 제시

․키-나이-가슴둘레의 삼원분포표 제시함

․키-나이-가슴둘레-몸무게 평균값 제시

․남/여 유아의 신체 치수 분포표 제시

․신체 치수 상관 분석

․월령별 호칭과 참고인체치수 범위를 제

시함으로써 연령 타겟별 호칭과 참고치

수 파악 용이해짐

․키 구간별 참고치수의 분포표 제시는 비

슷하나, 단일 신체치수 분포는 백분위 구간

별 분포표 대신 그래프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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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2009년까지의 KS 유아복 표준은 여성복, 남성복 표준과 매우 상이한 형식이었으나 2012년 개

정을 통하여 여성복, 남성복 규격과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3. 결론

고급화되고 명품화되고 있는 유아복업계에 실질적이고 적용하기에 보다 편리한 치수체계를 설

정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

록 하였다.

본 개정안에 있어서 기본 인체 치수는 2009년의 KS 유아복 치수와 동일하게 키를 기준으로 하

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상 연령의 변화(0세-3세)로 대상 연령의 경우 월령에 따른 의복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월령 구간에 따른 참고 인체 치수를 제시하여 업체에서 보다 쉽

게 파악 할 수 있는 표를 제시하였으며 부속서에는 표와 그래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표의 내용

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유아복이후의 후속 연령대를 위한 치수체계가 조속히 설정되어 아동복 업계의 안정적인

치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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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발표장

좌 장 : 김 상 률(목포대)

A1 13:30-13:50 토 론 : 유 신 정(경희대)

무봉제 편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장갑 개발에 관한 연구

장수향, 권영아(신라대)

A2 13:50-14:10 토 론 : 유 화 숙(울산대)

서열부하 시 체온조절 반응에서의 일주기 리듬

김시연, 전형석, 이주영, 박준희, 김재영(서울대, 한양대)

14:10-14:20 - Coffee Break -

좌 장 : 김 양 원(대전대)

A3 14:20-14:40 토 론 : 김 혜 림(숙명여대)

아토피성 피부염 병변에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염료 연구

- 향나무 추출물 -

남기연, 이정순, 이선영(충남대)

A4 14:40-15:00 토 론 : 송 경 헌(배재대)

NaCOC 직물의 정량적 색 특성과 색채 감성과의 관계

한상지, 채영주, 이경현, 조길수(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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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봉제 편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장갑 

개발에 관한 연구

장수향·권영아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1. 서론

최근 들어 스마트 폰이 시시각각 출시되고 있다. 한랭환경에서 스마트 폰 사용자가 보온을 위해

장갑을 착용할 시 스마트 폰을 사용하기 위해 벗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착용한 채로 스

마트 폰 사용이 가능한 보온성 스마트 장갑이 필요하다. 겨울철 스마트 폰 사용자의 손을 보온하기

위한 스마트 장갑이 출시되고 있으나 스마트 장갑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스마트 장갑은 특수 전도사를 사용하여 정확한 터치로 스크린 사용이 편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시판 스마트 장갑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스마트 폰 터치 사용 기능 보다는

보온성만 고려한 제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랭 환경에서 착용한 채로

쾌적하게 스마트 폰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장갑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폐쇄형 스마트 장갑 시제품 편성을 위해 SDS-ONE Knit Paint Program(일본 시마세이키사)을 사

용하여 4가지 형태의 무봉제 손가락장갑을 디자인하였으며, 10게이지의 SWG041 무봉제 자동 횡편

기로 시제품을 편성 제작하였다. 장갑의 소재는 두 손가락(엄지, 검지) 첫 마디 부분까지 면/은 혼방사

2올과 30‘s의 울/아크릴 혼방사 한 올을 교합하여 사용하되 나머지 부분은 30‘s의 울/아크릴 사 2올을

사용하였으며 손목부분에만 자유로운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스트레치 사를 30‘s의 울/아크릴 혼방

사와 교대로 사용하였다.

20～30대 한국여성의 손 치수를 스마트 장갑치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5차 사이즈 코리아의 20～

30대 여성의 손 치수 평균값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SDS-ONE 장갑 프로그램 상에서 장갑 제작 시

필요한 손 치수 항목은 손 둘레 6개 항목과 손길이 9개 항목이다.

착용평가에는 예비실험을 통해 20～30대 여성 10명에게 가장 착용감이 우수한 3D 장갑과 Normal

장갑 2종을 선정하였다. 스마트장갑 착용평가는 2012년 10월 10일～16일 오전 중에 환경온 20士4℃,

상대습도 50士5% RH의 실내에서 실시하였다. 스마트 폰 사용의 적합성을 체크하기 위해 20～30대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2종의 스마트장갑을 3회 반복하여 랜덤한 순서로 착용하게 한 다음 제시된 스

마트 폰을 들어 숫자 0에서 9까지 차례대로 누른 후 한글 25자를 차례로 누르게 하면서 폰 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초단위로 체크하였다. 스마트 장갑의 종류에 따른 스마트 폰 터치 후 엄지 부위 및

검지 부위의 피트감, 그립감, 터치감, 온열감, 착용감 등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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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무봉제 편성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장갑 시제품의 제작 결과 및 스마트 장갑 시제품 착용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SDS-ONE 장갑 프로그램 상에서 손가락 장갑치수 입력 시 Horizontal direction size에는 사이즈

코리아 손 둘레 평균 치수의 1/2 값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해야 했다. 장갑치수에 맞는 finger, finger

palm 치수는 사이즈코리아의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Vertical direction size에는 사이즈 코리

아의 각 손길이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5 finger palm의 치수는 ‘손 목 가쪽점-첫째 손가락 손 끝

길이’ 에서 첫째 손가락 직선 길이를 뺀 값을, 4 finger palm의 치수는 손바닥 직선 길이에서 5 finger

palm size를 뺀 값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하였다.

장갑의 커프스 치수는 장갑 디자인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본 연구를 위한 스마트장갑 시

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손목점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2cm로 일괄 적용하였다. 모든 장갑치수를 입력

후 스티치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홀수-1’을 하여 스티치를 짝수로 맞추어야 한다.

2) 네 가지 형태의 폐쇄형 스마트 장갑의 편성 결과 엄지의 편성 방식에 따른 형태의 차이와 치수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장갑치수의 수직방향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손바닥 수평방향 장갑치수에서는

엄지가 손바닥에 형성되는 입체적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스마트 폰 터치 시간은 3D 편성방식의 무봉제 손가락장갑 착용 시 일반적 편성방식의 Normal

손가락장갑 착용 시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무봉제 손가락장갑 형태에 따른 피트감, 그립감, 온열감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엄지부위의 착용감 및 터치감에서 엄지의 입체 편성방식인 3D 장갑이 시판 스마트장갑과 같은

엄지 편성방식인 Normal 장갑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 결과 무봉제 편성기술을 활용한 3D 스마트장갑은 피트감, 터치감은 물론 그립감, 온열감

등 전박적인 착용감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시판 스마트 장갑은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에 전

도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를 통해서 두 손가락(엄지, 검지) 끝에만 은사를 사용하여 스마트 폰

터치를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으며 전도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D 스마트장갑은 Normal 스마트장갑에 비해 착용감과 터치감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3D 편성 방식의 손가락장갑 형태가 Normal 편성방식의 손가락장갑 형태에 비해 손이

수평방향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유분이 적절하게 생기고 굽혀진 엄지의 입체적 형태를 반영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무봉제 편성기술에서 장갑치수는 사이즈코리아의 손 치수 평균값을 반영

하여 해당 소비자의 손치수를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비자를 타겟으로 사이즈코리아 손 치수 평균값을 스마트 장갑치수에 반영하고, 편성 조직, 색상과

문양 등을 다양하게 조합한 스마트장갑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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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부하 시 체온조절 반응에서의 일주기 리듬

김시연
2)
·전형석

1)
·이주영

1),2)
·박준희

1)
·김재영

3)

1)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3) 한양대학교 직업환경의학교실

한국 남자 대학생들의 기상 및 취침시간은 서구 성인군에 비해 다소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night owl 형 타입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각성과 수면 주기의 변화는 체온조절의 일주기 리듬에 영

향을 주며 이는 일상생활 중 일주기 리듬에 따른 적정 착의량 등의 제안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

으나, 현대 한국 남자 대학생들의 생활양식에 따른 생리적·주관적 체온조절에서의 일주기 리듬의 차

이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night owl 형 (새벽 1～3시 취침, 아침 8～10시 기상)

청년 남자군을 대상으로 수동적 서열부하 시 체온조절 반응 및 한서감각에 있어 일주기 리듬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총 아홉 명의 건강한 남자 대학생 (19.9±1.4세, 174.9±5.0cm,

64.0±14.0kg)이 기온 28.0±0.3oC와 습도39±2%RH로 유지되는 인공기후실에서 반바지만 착용하고 양

종아리를 42
o
C로 유지되는 물에 담그는 실험에 총 4회 (0600-아침, 1200-낮, 1800-저녁, 2400-밤 조건)

참여하였다. 1회 실험은 총 70분 (10분 Rest와 60분 leg immersion)으로 이루어졌고, 실험동안 직장온,

11 부위 피부온, 총발한량, 국소발한량 (이마, 아래팔), 국소혈류량 (이마), 혈압, 에너지 대사량, 한서감

등이 측정되었다. 실험 결과, 안정 시와 서열부하 시 직장온 모두 0600 조건에서 나머지 세 시간대의

조건에서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나 (P<0.05), 1200, 1800, 2400 조건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총 60분

의 서열부하 동안 직장온의 변화량은 0600, 1200, 1800, 2400 조건에서 각각 0.36±0.23oC와 0.20±0.18oC,

0.16±0.30
o
C, -0.08±0.27

o
C로 0600과 2400 조건 간의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05). 반면 평

균피부온의 경우 안정 시와 서열 부하 시 모두 0600 조건보다 2400 조건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

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심박수와 에너지 대사량 모두 2400보다 0600 조건에서 다

소 낮은 값을 보여주었으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총발한량은 0600, 1200, 1800, 2400 조건에서 각각

42.4±16.1, 60.5±26.7, 66.5±19.7, 72.1±19.0 g·m
-2
·hr

-1
로 0600 조건에서보다 1800과 2400 조건에서 유

의하게 더 높았다 (P<0.05). 국소발한 개시 시각의 경우 이마와 아래팔 모두 0600 조건에서보다

2400 조건에서 더 빨리 땀이 나타났으며 (P<0.05), 이마에서의 혈관확장 개시도 국소발한 개시와 마

찬가지로 2400조건에서 가장 빨리 나타났다 (P<0.05). 이마에서의 국소발한역치 직장온은 각각

36.8±0.2, 37.2±0.2, 37.4±0.2, 37.5±0.3oC로 2400조건에서의 역치가 0600 조건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았

고 (P<0.001), 직장온에 대한 국소발한량의 민감도도 0600 조건보다 2400 조건에서 유의하게 컸다

(P<0.05). 안정 시와 서열부하 시 한서감의 경우 피험자들은 다른 시간대보다 0600 조건에서 보다

덜 덥게 느꼈다 (P<0.05).

본 결과를 요약하면, 점심과 저녁시간대 체온조절 반응에서는 서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아침과 밤 시간대 체온조절 반응 간에는 대부분 큰 차이를 보여, 아침과 저녁 시간대 반응 간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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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으며, 이는 다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한국 남자

대학생들의 생활양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온조절의 일주기 리듬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 대학생의 건강한 의생활 지침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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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성 피부염 병변에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염료 연구
  - 향나무 추출물 -

남기연1)·이정순1)·이선영2)

1)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2)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경제성장과 기술 발달의 반면에는 환경파괴 및 각종 공해문제, 주거환경의 특성 등에 의해 아토피

피부염 질환의 환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적고

빠른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오남용과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약재 및 천연 추출물을 이용한 아토피

증상 개선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과 자연요법 등을 통

한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천연추출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토피피부염은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일반적으로 피부 건조 및 가려

움을 동반하며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환경적, 약리적 요인 및 피부의 이상 등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다른 피부염 환자에 비해 세균의 침입

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원인에 의한 피부염이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원인 중

황색포도상구균은 피부의 염증성 질환 원인이 되며 자연계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의 하나로

사람의 피부나 털에서도 흔히 검출되는 세균이며 피부에 상처가 나서 고름이 생긴 곳에 자란다. 일

반인의 경우, 피부에서는 검출이 되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상처 등을 통해 피부 안으로 들어오

면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상처 고름에서 검출되는 세균의 대부분이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알려져 있

다. 아토피 피부염의 황색포도상 구균은 피부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이고 아토피 환자의

대부분이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되어 있다. 아토피 피부염에 걸리지 않은 피부는 각질층이 두껍

고 면역력이 있지만 아토피 환자들의 피부는 각질층이 얇고 면역물질을 잘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

에 황색포도상구균에 감염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처럼 아토피환자 대부분의 피부에 황색포도상구균

으로 알려진 Staphyloccous aureus 균이 감염되어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면 환자 환부의 대

부부에 의한 세균성 피부염이 자주 발생한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아토피 피부에서는 95% 배양이 되

지만 정상인은 5% 에서만 배양이 되는 차이를 보여 세균이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에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아토피 원인 중 하나인 집먼지 진드기는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

요한 공기매개 항원으로써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생활양식의

변화와 가옥구조 등의 영향에 따라 실내의 온도가 높아지고 환기는 감소하면서 카펫, 침구류 등이 집

먼지 진드기의 서식처가 되고 있으며 이들 집먼지 진드기류는 천식과 비염 등의 알레르기 유발의 주

요 원인으로도 알려져 있다. 아토피 피부질환의 동물모델로는 NC/Nga 마우스가 잘 알려져 있다.

NC/Nga 마우스는 1957년 일본의 애완 쥐에서 동종교배종으로 확립되었다. 무균 환경에서 이들은 정

상이고 건강하지만 보통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소양증으로 인한 긁는 행동을 포함한 부종, 상처 등

의 임상증상을 보이며 8주령부터는 혈청 내 IgE 수치가 증가하므로 NC/Nga 마우스는 사람의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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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피부염을 대체할 수 있는 감수성 높은 모델로 사용된다.

천연추출물 중 페놀성분은 여러 식물체에 분포되어 있고 함량, 종류, 형태 등에 따라 생리적 효과

등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항 미생물 효과, 항산화 작용에 의한 항암효과와 식물 추출물의 페놀 물질이

항균작용에 관계한다가 있다고 밝혀졌다. 향나무는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 삼림욕 효과와 함께 항균

기능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나무 심재의 폴리페놀 화합물은 항암, 항균, 항알러지 등 다

양한 약리활성을 나타내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향나무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페놀성 축합형

탄닌은 염색성이 우수하고 향나무 심재의 용매 추출물은 정유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영향으로

염색직물의 항균기능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나무 심재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병변에 대한 효과를 in-vitro, in-vivo

평가를 통해 살펴보았다. in-vitro 실험을 위해서는 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물 염색 직물의 황색포

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과 집먼지 진드기에 기피율을 살펴보았다. in-vivo 실험으로는 NC/Nga 마우

스에 DNCB (2.4-Dinitrochlorbenzene)를 도포하여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다음, 향나무 심재추출

물을 처리하여 치료효과를 살펴보았다. 1%(o.w.b)염색 견직물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99.9%의 우

수한 기능성을 나타냈으며, 집먼지 진드기 기피율에서 94.3%～96%의 우수한 기피율을 나타냈다.

NC/Nga 마우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평가는 SCORAD Index, 혈청 IgE 농도, 비만세포(MAST

cell)의 상태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처치를 하지 않은 NC/Nga 마우스대조군과 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물을 도포한 실험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향나무 심재 추출물의 아토피피부염의 병

변에 대한 치료효과를 지닌 기능성 천연염재로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과제번호:2012-0004274)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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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OC 직물의 정량적 색 특성과 색채 감성과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Colorimetric Properties and 

    Color Sensibility of NaCOC Fabrics

한상지·채영주·이경현·조길수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1. 서론

친환경의 사회적 트렌드에 따라 의류산업에서 천연 착색 유기면(naturally colored organic cotton;

NaCOC)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천연 착색 유기면은 기후적, 지리적 요인에 의해 목화 섬유

의 색 자체가 녹색(green), 갈색(brown), 붉은색(red), 모카색(mocha) 등의 색상으로 생산되는 면화

이다[1]. NaCOC는 천연 색상으로 인해 염색이나 표백 공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해충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 살충제 없이 유기농법으로 쉽게 재배된다[2]. 또한 NaCOC는 그 천연 색소로 인해 자

외선 차단성이 우수하다[2].

NaCOC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섬유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직물 상태에서의 연구는 아직 도입

단계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류는 착용자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NaCOC 직물을 위한 착용자의 긍

정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연구가 더욱 중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NaCOC 직물의 색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들에 대한 소비자

의 주관적 색채 감성을 토대로 NaCOC 직물에 대한 구체적인 색채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NaCOC 직물의 물리적 색채 특성과 주관적 색채 감성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고, NaCOC 직물의 색채

감성 예측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의류 소비자와 생산자의 특정 감성을 만족시키는 색채 조건 및 직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현재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그린(green)과 코요테브라운(coyote-brown)

색상의 NaCOC 섬유를 경사와 위사의 색상 구성과 조직을 달리 하여 제직한 총 8종의 NaCOC 직물

이다. 시료(경사x위사, 조직)는 그린 평직물(G-P), 코요테브라운 평직물(CB-P), 그린 능직물(G-T),

코요테브라운 능직물(CB-T), 그린x코요테브라운 평직물(GxCB-P), 코요테브라운x그린 평직물

(CBxG-P), 그린x코요테브라운 능직물(GxCB-T), 코요테브라운x그린 능직물(CBxG-T)로, 그 시료

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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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Yarn type
Fabric

construction
Density

(w x f/2.5cm)
T
(mm)

W
(g/m²)

G-P 40’s staple Plain 125 X 72 1.1 144

CB-P 40’s staple Plain 125 X 72 1.1 144

G-T 40’s staple Twill 125 X 80 1.2 150

CB-T 40’s staple Twill 125 X 80 1.2 150

GxCB-P 40’s staple Plain 125 X 72 1.1 144

CBxG-P 40’s staple Plain 125 X 72 1.1 144

GxCB-T 40’s staple Twill 125 X 80 1.2 150

CBxG-T 40’s staple Twill 125 X 80 1.2 150

Table 1. Characteristics of specimen

2.2 물리적 색채 측정

NaCOC 직물 8종의 CIE L*a*b* 물리적 색채는 측색계(MiniScan EZ, HunterLab, USA)에 의해 총

4번에 걸쳐 반복 측정되었다. 사용된 측색계의 구경은 3.1mm이며, D65/10°(illuminant/observer)의

조건에서 측정되었다.

2.3 주관적 색채 감성평가

2.3.1. 피험자

색채 감성 평가 실험은 20∼30대(Mean=26.4, SD=3.0)의 연세대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색맹 검사 차트(Ishihara, Tests for color-blindness)를 이용해 색맹이 아닌 정상적인 시력을 지닌 피

험자를 스크린한 후, 32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2.3.2. 색채 감성 평가 형용사

감성 관련 연구 40여 편과 감성 의류 전문가와 국문학자의 자문을 통해 색채 감성 평가에 적합한

형용사 11쌍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1쌍의 색채 감성 형용사는 ‘무거운(Heavy)-가벼운(Light)’, ‘딱딱

한(Hard)-부드러운(Soft)’, ‘차가운(Cool)-따뜻한(Warm)’, ‘어두운(Dark)-밝은(Bright)’, ‘짙은(Deep)-

옅은(Pale)’, ‘칙칙한(Stale)-산뜻한(Fresh)’, ‘탁한(Turbid)-맑은(Transparent)’, ‘약한(Weak)-강한

(Strong)’, ‘희미한(Vague)-뚜렷한(Distinct)’, ‘수수한(Plain)-화려한(Showy)’, ‘은은한(Subdued)-선

명한(Vivid)’의 양극 형용사(bipolar adjectives)로, 7점 의미미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

SDS)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3.3. 실험 환경과 절차

실험은 8개의 시료를 난수표를 토대로 무작위로 제시하여 총 15분 동안 그 색채 감성을 설문지 상

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반복 평가를 위해 5분간의 휴식 시간을 주고 앞서 수행된 평가와 동일한 절차

로 8종의 시료에 대한 색채 감성을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시료의 사이즈는 30x30cm였으며, 실험실

내의 조명은 형광등이 사용되었고, 약 400lux로 통제되었다.

2.4 자료 분석 및 통계

SPSS 통계 패키지(Ver. 17)를 사용하여 물리적 색채 특성과 주관적 색채 감성의 차이를 보기 위

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an 다중비교법(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색

채 감성 예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단계적 선형 회귀분석 (stepwis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

다. 또한 특정 색채 감성에 속하는 NaCOC 직물을 제안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으로서 ALSCAL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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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논의

3.1 NaCOC 직물의 물리적 색채 특성

시료의 물리적 색채 특성인 L
*
, a
*
, b
*
, C

*
, h값을 측정하여 평균한 후 Table 2에 나타내었다. L

*
의

경우, 그린 능직물(G-T)이 가장 밝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의 경우, 코요테브라운 평직물(CB-P)과

코요테브라운 능직물(CB-T)이 가장 선명한 직물로 나타났다. 경사에 코요테브라운 섬유가, 위사에

그린 섬유가 사용된 두 직물이 그 다음으로 선명하였으며, 경·위사가 그린 섬유만으로 이루어진 직

물, 경사에 그린 섬유가, 위사에 코요테브라운 섬유가 사용된 직물 순으로 선명하게 나타났다. h의

경우, 그린 능직물(G-T)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8종 시료의 h값은 89.76∼89.94의 범위로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이는 시료 모두가 노란색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Physical color properties of NaCOC fabrics: ANOVA and multiple range test results

Specimen
Physical color property (Mean±SD)

L* a* b* C* h

G-P 73.31±0.48
b

1.87±0.04
g

15.62±0.07
bc

15.73±0.08
c

89.93±0.00
b

CB-P 72.43±0.28
e

6.70±0.07
a

16.03±0.13
a

17.37±0.15
a

89.76±0.00
h

G-T 74.06±0.28
a

1.74±0.07
h

15.66±0.07
bc

15.75±0.06
c

89.94±0.00
a

CB-T 72.85±0.36
cd

6.50±0.10
b

15.95±0.15
a

17.22±0.18
a

89.77±0.00
g

GxCB-P 72.20±0.14
e

3.25±0.02
f

15.47±0.05
c

15.81±0.05
c

89.88±0.00
c

CBxG-P 71.74±0.17
f

4.73±0.09
c

15.50±0.22
c

16.20±0.23
b

89.83±0.01
f

GxCB-T 73.16±0.17
bc

3.72±0.12
e

14.87±0.07
d

15.33±0.07
d

89.86±0.01
d

CBxG-T 72.53±0.13
de

4.45±0.06
d

15.74±0.11
b

16.35±0.10
b

89.84±0.00
e

3.2 NaCOC 직물의 주관적 색채 감성

시료에 따른 각 주관적 감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전, 11쌍의 색채 감성에 대한 색상과 조직의 주효과

및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1. Comparison of subjective color sensibilites of NaCOC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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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ggestion of NaCOC fabrics for

particular sensibilities

Figure 1에서 ‘차가운(Cool)-따뜻한(Warm)’, ‘수수한(Plain)-화려한(Showy)’, ‘은은한(Subdued)-

선명한(Vivid)’ 감성은 코요테브라운 평직물(CB-P)과 코요테브라운 능직물(CB-T)에서 높은 값을

보여, 가장 따뜻하고, 화려하고, 선명한 감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거운(Heavy)-가벼운

(Light)’, ‘어두운(Dark)-밝은(Bright)’, ‘짙은(Deep)-옅은(Pale)’의 감성은 그린 평직물(G-P)과 그린x

코요테브라운 평직물(GxCB-P)에서 가장 가볍고, 밝고, 옅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3 NaCOC 직물의 색채 감성 예측식

예측식 도출을 위한 물리적 색채 다중 변수는 L*, a*, b*만을 변수로 둔 케이스, L*, C*, h만을 변수로

둔 케이스, L
*
, a
*
, b
*
, C

*
, h를 모두 변수로 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단계적 선형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딱딱한(Hard)-부드러운(Soft)’, ‘차가운(Cool)-따뜻한(Warm)’, ‘짙

은(Deep)-옅은(Pale)’, ‘희미한(Vague)-뚜렷한(Distinct)’, ‘수수한(Plain)-화려한(Showy)’, ‘은은한

(Subdued)-선명한(Vivid)’ 6개의 감성에 대해 설명력이 비교적 높은 예측식이 도출되었다(Adj. R
2

범위=.63∼.96).

Table 4. Color sensibility models for NaCOC fabrics

Color sensibility Prediction model Adj. R2

Hard - Soft Y= 180.0 – 2.0h .71

Cool - Warm Y= -0.8 + 0.3a
*

.79

Deep - Pale Y= 33.0 – 0.3a* - 0.4L* .86

Vague - Distinct Y= -9.6 + 0.6C* .63

Plain - Showy Y= -9.0 + 0.003a
*3

.79

Subdued - Vivid Y= -56.8 – 0.04a
*2
+ 0.7L

*
+ 0.7a

*
.96

3.4 특정 색채 감성에 속하는 NaCOC 직물 제안

특정 감성을 만족시키는 NaCOC 직물의 제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으로서 ALSCAL

을 사용하였다. NaCOC 직물의 감성 값을 토대로 2차

원 색채 감성 공간상에 분포되었다. 각 NaCOC 직

물의 위치 좌표값 X와 Y를 독립변수로 하고, 각 직

물의 색채 감성값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분석 결과로서 속성벡터의 좌표값, 즉

방향코사인(directional cosine)값이 도출되었다. ‘칙

칙한(Stale)-산뜻한(Fresh)’ 감성(R2= 0.29)을 제외

한 나머지 10개의 색채 감성에 대한 속성벡터의 R
2

범위는 0.77∼0.98로, 속성벡터들의 설명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특정 색채 감성에 속하는 NaCOC 직물의 제안에 있어, 본 연구는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감성

공간상에서 8종의 NaCOC 직물들을 배치시켰다. 코요테브라운 능직물(CB-T)은 강한, 선명한 등의



- 86 -

남성적인(masculine) 이미지의 감성을 주기에 가장 적합하며, 밝고, 가볍고, 맑은 등의 여성스러운

(feminine) 이미지의 감성을 주기 위해서는 그린x코요테브라운 평직물(GxCB-P)이 가장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정 의류 제품군에 적합한, 그리고 특정 소비자의 긍정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색

채의 NaCOC 직물을 제시함으로써 의류 설계자가 NaCOC 의류 제품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2011-002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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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발표장

좌 장 : 유 혜 경(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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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13:50-14:10 토 론 : 채 진 미(한성대)

SPA브랜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태도, 점포감정에 대한 연구

- 글로벌 SPA와 국내 SPA비교연구 -

고순화, 김은영(충남대, 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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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 김 지 연(호남대)

B3 14:20-14:40 토 론 : 김 현 숙(배재대)

충동구매 유형에 따른 패션정보원의 활용

전대근(안동대)

B4 14:40-15:00 토 론 : 전 대 근(안동대)

20대 소비자의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보탐색과 구매단계에서 멀티채널이용을 중심으로 -

전슬아, 이진화, 김정희(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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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제품 소비자의 백화점 전환의도

몰입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김도연·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패션 제품과 마찬가지로 유통 기관에도 수명 주기가 존재한다는 점포 수명 주기론(Retail Life

Cycle) 이론이 있다. 국내 의류 시장에서는 백화점과 대리점 이외에도 홈쇼핑, 대형 쇼핑몰, 아울렛,

인터넷 쇼핑몰, SPA 매장과 같은 유통 업태들이 등장하여 유통채널이 다각화되었다(신정혜, 박재옥,

권영아 2006). 다양한 유통 업태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여러 유형의 점포

를 동시에 비교하고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연구되었던 멀티채널 쇼핑(Multi-channel

shopping)은 소비자가 다양한 소매 타입을 이용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었으며

(이은하, 김숙현, 최종명 2012)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장기간 경기 침체

와 함께 국내 백화점의 실적이 연일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패션 제품 소비자들이 백화점과

맺고 있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마케팅의 선상에서 패션 제품 소비자가 백화점

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제품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다른 유통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백화점의 점포 속성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이 몰입을

매개로 하여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 전

환의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과 달리 업태 내에서 소매 브랜드 이동이 아닌 다른 유통 채널로 전환

하려는 의도를 조사했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유통 채널을 함께 이용하는 소비자의

크로스 쇼핑(Cross-shopping) 행태를 고려하여 멀티채널 사용의도를 측정하고 유통경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2. 연구방법

설문조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설문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

행연구(강희숙 2003; 나운규, 오완근 2010; 김경애 2010; 이정 2009; 한경렬 2010; Joens et al 2007;

Fullerton 2005)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존에 백화점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패션 제품 소비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30-50대의 여성 300명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0-20대 여성의 경우 자신의 소득으로 백화점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백화점과의 관계가 부족하므로 제외되었다. 설문을 시작할 때

최근 6개월 이내에 패션 제품을 구매한 소매점 유형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백화점을 선택하지 않

은 응답자를 제외시켰다.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백화점과 이용 경험을 상기시킨 후,

판매원, 제품, 시설, 가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동일한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하여 임의로 150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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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만족에 관한 문항을 주고 나머지 150명에게는 불만족에 관한 문항을 주었다. 그 후 해당 백화점에

대해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을 측정하였다. 해당 백화점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다른 패션

소매점들을 상기시킨 후에 대안이 되는 소매점의 매력도를 품질, 경제, 사회적 차원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백화점에서 다른 소매점으로 전환할 때 예상되는 전환비용과 전환의도, 멀티채널 이용

의도를 측정하였다.

수거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AMOS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3. 결과

첫째,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판매원, 제품, 시설, 가격의 4가지 차원

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전환의도와 멀티채널 이용의도를 함께 요인 분석하여 두 요인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만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에서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한 만족은 계산적 몰입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감정적 몰입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계산적 몰입은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감정적 몰입은 멀티채널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불만족을 대상으로 한 집단에서는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한 불만족은 계산적 몰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감정적 몰입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계산적 몰입은 전환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감정적 몰입은 아무 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4. 결론

분석결과에 의하면 패션 제품의 소비자들은 백화점의 점포 속성을 판매원, 제품, 시설, 가격의 4가지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백화점에서 다른 유통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와 여러

유통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는 의도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하여 평가된 만족은 백화점에 대해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과는 정적으로

연결되었으나 계산적으로 몰입하는 것과는 부적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만족을 평가한 집단에서는 계

산적으로 하는 몰입이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감정적으로 하는 몰입이 여러 채널을 이용

할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아 백화점에 애정을 가지고 몰입하게 되

면 여러 유통 채널을 함께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계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몰입하게 되면 다른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백화점 점포 속성에 대하여 평가된 불만족은 백화점에 대하여 계산적으로 몰입하는 것에 정적으로

연결되었고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불만족을 평가한 집단에

서는 계산적으로 하는 몰입만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백화점에 계

산적으로 몰입하게 되면 다른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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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브랜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태도, 점포감정에 대한 연구
- 글로벌 SPA와 국내 SPA비교연구 -

고순화1)·김은영2)

1)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2)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최근 패션시장의 두드러진 추세는 글로벌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브

랜드가 국내 시장에 침투하여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SPA브랜드의 특징이 대형 테마

컨셉형 매장으로 지속적 고객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SPA브랜드 입장에서는

점포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고객의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SPA vs 국내 SPA브랜드의 마케팅 전략과 점포감

정, 브랜드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PA브랜드

의 마케팅 전략을 점포를 중심으로 4P를 토대로 구성하여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브랜드 태도와 점포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예비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순으로 국내 SPA브랜드

2개(코데즈컴바인, 베이직하우스)와 글로벌 SPA브랜드 2개(자라, 유니클로)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대전, 청주지역에 위치한 SPA브랜드 매장에서 쇼핑하고 나온 소비자 508명을 대상으로 점포전략,

브랜드 태도, 점포감정을 조사하였으며 총 421부가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 평균 연령은 22.3세 였으며,

성별분포는 여성(68.9%)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대부분 미혼이었다. 월별 평균소득은 200-400만원

(33.3%)과 400-600만원(24.4%)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기술통계, 요인분석,

t-test, 단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SPA브랜드 마케팅 전략의 하위 차원을 밝히기 위해 주성분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이겐값 1이

상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SPA브랜드 마케팅 전략 하위요인은 제품(4문항, α=.77), 위치(4문항,

α=.78), 가격(3문항, α=.74), 디스플레이 전략(5문항, α=.73)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분산의

60.39%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부하량은 .52-.83의 범위에 있으며 모든 측정변수의 Cronbach’s α값은

.7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국내 SPA브랜드(n=206)와 글로

벌 SPA브랜드(n=215)에 따라 마케팅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제

품전략과 위치전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글로벌 SPA브랜드 평균값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SPA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브랜드 태도와 점포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 SPA브랜드와 글로벌 SPA브랜드에 대해 유의한 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국내 SPA브랜드의 경우 제품전략, 위치전략, 디스플레이 전략이 브랜드 태도와 점

포감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글로벌 SPA브랜드는 제품전략, 가격전략, 위

치전략이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마케팅전략이 점포감정에 유

의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SPA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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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본 연구결과, 국

내 SPA브랜드와 글로벌 SPA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국내 SPA브랜드의

경우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 점포감정을 통해 충성고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가격전략을 더욱 강화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죽형, 성윤영. (2010).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패션산업 프로세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연구

- ZARA의 패스트 패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의류학회지, 34(1), 1-13.

2. 글로벌 SPA 6500억 규모로 훌쩍, 패션비즈, 2010(11), 96-101.

3. 글로벌 SPA, 한국진출 성적표는, 패션비즈, 2009(7), 64-71.

4. 김선희. (2007). 패스트 패션에 대한 고찰(제1보)-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복식문화 연15(5),

875-887.

5. 김주헌, 이상윤. (2009). 글로벌 SPA 의류 브랜드의 한국 진출: “유니클로(Uniqulo)”와 “자라

(Zara),” 국제경영리뷰, 13(4), 271-297.

6. 내셔널 SPA브랜드, 그들의 경쟁력은?, 패션채널, 2011(2), 80-85.

7. 박현희, 전중옥, 곽원일. (2007). 패션 브랜드의 지각된 품질과 VMD 적합성이 브랜드 태도와 구

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관리연구, 12(1), 55-70.

8. 이상윤. (2010). 글로벌 SPA 의류 브랜드의 한국시장 진출전략 : 자라(ZARA)와 유니클로

(UNIQLO),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이진행. (2009). 국내 외 SPA 현황 및 사례분석-캐쥬얼 의류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임성민, 최주영, 김미숙. (2008). 패스트 패션 도입에 따른 패션 업계의 대응 전략 연구, 복식 문화

연구, 16(3), 432-443.

11. 채단비. (2011). 고객의 SPA브랜드에 대한 전문성 지각이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한국 패션의류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성공전략- ZARA와 Mark & Spencer의 사례에서 배운다,

KOTRA, 2004.

13. 한태임, 조규화. (2010). 패스트 패션의 전략적 특성과 패션 경향 연구, 패션비지니스, 14(5),

21-34.

14. Barnes, L., & Lea-Greenwood, G. (2006). Fast fashioning the supply chain: shaping the

research agenda,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10(3), 59-271.

15. Chaudhuri A., & Ligas, M. (2009), Consequences of value in retail markets, Journal of

retailing, 85(3), 406-419.

16. Dawson, S., Bloch, P. H., & Ridgway, N. M. (1990). Shopping motive, emotional states, and

retail outcomes, Journal of retailing, 60(winter), 408-427.



B 3

- 93 -

충동구매 유형에 따른 패션정보원의 활용 

전 대 근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소비자들은 일상생활에서 계획하지 않은 쇼핑을 하거나 계획한 것 외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쇼핑 대상이 패션상품일 때는 계획되지 않은 구매가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 패션기업에서는

패션상품과 같이 계속적인 충족의 욕구를 느끼는 상품들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 충동적인 구매를 자극하고자 마케팅 활동을 계획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패션상품 구매의 1/4을

충동구매로 본 연구도 있고, 인터넷에서의 패션상품 구매의 90% 이상을 충동구매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처럼 상이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충동구매가 패션상품 구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에는 이견이 없고, 충동구매의 유형과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는 사회심리적 특성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충동구매 성향을 확인하고, 충동구매 성향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하여 해당 소비자 집단들은 패션정보원의 활용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후

에 패션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2012년 6월에 대구, 경북지역에서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완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일부를 제외한 220부의 설문지를 결과분석

에 사용하였다.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동구매는 4가지 차원으로 밝혀졌고, 이를 각각 감정적, 상황적, 상기적, 촉진적 충동구매로

명명하였다. 패션정보원은 3가지 차원으로 밝혀졌고, 이를 각각 매체, 인물, 매장 정보원으로 명명하

였다. 둘째, 체형에 따른 3집단 간의 충동구매 수준을 살펴본 결과, 촉진적 충동구매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통통한 집단이 마르거나 보통 체형의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충동구매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들은 여러 매장을 다니며 상품을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보다 즉각적인 촉

진활동에 반응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았다. 소비수준에 따른 3집단의 비교에서는 소비수준이 높은

집단이 높은 수준의 감정적, 상황적 충동구매 성향을 나타냈으나 촉진적 충동구매에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높은 소비수준은 높은 가처분소득을 의미하므로 전반적인 충동구매 성향은 높으나 마케팅

자극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았다. 셋째, 충동구매의 차원에 따라 소비자를 유

형화한 결과 4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충동적, 자극적, 즉흥적, 감성적 집단으로 명명하였고, 이들

은 패션정보원의 활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충동적, 즉흥적 집단이 자극적, 감성적 집단보다

매체정보원을 더 많이 활용하였다. 온라인 구매가 활성화된 시점에서 TV,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로 상대적으로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충동구매 성향을 가진 소비자를 겨냥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흥적 집단이 다른 세집단보다 인물정보원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적 집단이 매장정보원을 가장 선호하였다. 즉흥적 집단에게는 주변 인물의 구전이 효과적이고,

충동적 집단에게는 매장에서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적

극적인 마케팅 전략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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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소비자의 패션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보탐색과 구매단계에서 멀티채널이용을 중심으로 -

전슬아1)·이진화2)·김정희2)

1)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2)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패션유통 환경이 급변하면서 최근 몇 년간 새롭게 출현한 테크놀로지는 온라인(electronic commerce)과

TV(T-commerce), 모바일(M-commerce) 쇼핑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SA

(Strategy Analytics)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세계 인구 7명 당 1명 꼴로 10억

명이 넘어섰고(www.strategyanalytics.com), 국내 이용자도 3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스마트폰을 이용

한 모바일 쇼핑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다변화되는 패션유통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의 구매의사결정은 채널선택의 방법과 범위에

있어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소비자들은 보다 양질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온

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혼합하여 이용하며, 한 개 이상의 유통 채널을 선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이렇게 혼합된 채널을 멀티채널(Multi-Channel)이라고 한다.

국내 소비자 10명 중 4명은 하나의 상품을 구매할 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용하는 ‘크로

스오버 쇼핑’ (Cross-over shopping)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비자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상품 구매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3.2%가 ‘있다’고 응답했다. 크로스오버 쇼핑족들의

구체적인 구매방법으로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비교 후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으로 상품비교 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다’는 답변도 41%에 달했다. 크로스

오버 쇼핑을 통해 구입한 품목으로는 의류 및 패션제품이 52.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대

한상공회의소, 2012년 8월 3일). 특히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 상품을 구매하더

라도 가격과 품질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유통채널을 활용하는 소비행태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트렌드가 되고 있으며

싱글 구매채널로는 오늘날 소비자들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 결과 최근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멀티채널 구매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멀티채널 소비

자는 싱글채널 소비자 보다 쇼핑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삶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멀티채널 소비자가 소비를 통하여 개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의 주관적 가치 만족을

최대의 덕목으로 삼는 가치 소비자의 특징(Neslin & Shandar. 2009)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다. 즉, 최저가와 최고가를 선호하는 상반된 열망과 양면적 가치가 동시에 나타나는 양면적

(Consumer Ambivalence) 특성의 소비패턴을 보이는 가치 소비자들이 멀티채널을 통해 그들의 상호

모순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멀티채널 고객은 매장 또는 인터넷에

서만 구매하는 고객 대비 거의 두 배 수준의 소비를 보인다고 한다(Samsung Design Net.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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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특징은 특히 개인의 생각과 태도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자, 개성표

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패션제품 구매 시 더욱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대 남

녀 소비자들에게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최근 사회가 전체적인 소비수준의 향상과 함께 정보의 과잉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구매에 수반되

는 인지적 과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인지적 구두쇠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데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란 인간이 인지적으로 많은 자원을 소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깊게 하

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음을 뜻한다. 즉, 소비자들은 양질의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면서도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욕구도 강하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인지적 욕구는 패션제품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멀티채널을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온라인 점포가 활성화되기 이전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문제인식-정보탐색-대안비교 및 평가-구매

-구매 후 평가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면, 오늘날 소비자들은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자신의

필요와 욕구, 상황, 그리고 성향에 맞게 과정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각 과정에서 인지적 노력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쇼핑채널을 선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패션제

품의 구매가 활발한 시점에서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기초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혼합 선택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의 채널이용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구매과정에서의 채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허경옥, 2003; 김상훈 외 2인, 2007; 주영혁 & 양석준, 2008) 혹은 멀티채널사용에 따른 소

비자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들(최자영, 2004; 이진명 & 나종연, 2012; 이정선, 2011; 최아영 & 나종연,

2012)이 대부분이며, 그 중에서도 패션제품에 한정된 연구로는 멀티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유형

화하는 연구(김주희 & 이진화, 2011; 김지연, 2010)가 선행된 바 있다. 하지만, 패션리테일 채널과 관

련한 소비자 경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20대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

다. 채널선택에 관한 선행연구의 경우 대부분 양적연구에 치중해 있으며 명료하게 측정하기 힘든 소

비자 경험을 정성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면적 소비패턴이 두드러지는 20대 남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패션제품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보탐색과 대안평가 및 최종 구매 단계에서 체험하는 쇼핑 채널이용형태와 경

험에 대한 정성적 탐색 조사를 시도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패

션리테일 멀티채널을 소비자 경험과 융합하여, 채널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20대 고

객을 타겟으로 하는 패션기업에서의 복합채널 운용을 위한 마케팅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실무적 시사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양면적 가치소비 패턴을 가진 20대 소비자들로 한 패션제품 구매 시 패션리테일

채널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평소 패션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양한 쇼핑채널을 활발히

이용하는 20대 남녀소비자 20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일대일 심층면접에 대한 부담감과 어색함을 줄이고, 진솔한 대답을 얻기 위해 반구조

화된 표적집단 면접(semi-structured focus group interview)을 선택하였으며, 면접자가 제시한 주제

어에 대해 2인이 서로의 의견을 듣고 말하며 자신의 체험을 생각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선정된 소비자들은 20대 초, 중, 후반으로 나누어 모집하였으며, 남녀는 5:5의 비율로 구성

되었다. 대학생이 8명, 직장인이 8명, 기혼자 4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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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대 가치소비자들은 패션제품의 양면적 소비를 함에 있어,

개인별 소비상황에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아이템이 상이했으며, 그에 따른 멀티채널 활용 방안도 다양

하게 나타났다.

첫째. 20대 가치소비자들은 패션제품의 정보탐색 및 구매상황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하는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채널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정보탐색 및 구매채널을 선택함에

있어 온라인의 경우 각자가 가중치를 두는 제품 정보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특정 쇼핑몰을 선택하여

고정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백화점 및 복합쇼핑몰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패션제품 자체에 대해 느끼는 경험적 기대치가 쇼핑채널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편의에 대한

경험적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채널 선호도는 온·오프라인 구별 없이 자신이 원하는

패션제품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제품의 구매의사결정 과정 및 구매 후 만족도에 있어 주관적 판단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선택의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축적한 주관적 경험

정보를 재탐색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는 종종 비계획적 충동구매 혹은 상기형 충동구매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4. 결론

결과적으로 20대 소비자들은 가치소비를 지향하며 양면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

태로 멀티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탐색을 위한 인지적 노력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의사

결정을 내리거나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은 20대 소비자의

경우 각 개인의 정보탐색 및 채널선택 행동이 정보채널이 제공하는 편의나 경험보다 채널에 존재하는

상품의 다양성과 상품 자체의 특성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20대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패션기업과 패션리테일 채널은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고객경험관리 차원에서 개개인의 주관적 가중치를 고려한 정보탐색을 제안하고, 그에 맞는 제품 개

발 및 구성을 통해 멀티채널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채널운용 및 머천다이징(MD)을 위한 효과적

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멀티채널을 활용하는 소비자관점에서 마케팅을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채널 운용을 돕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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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발표장

좌 장 : 도 월 희(전남대)

C1 13:30-13:50 토 론 : 송 화 경(경희대)

노년 남성의 발바닥 유형 분류

김남순, 도월희(전남대)

C2 13:50-14:10 토 론 : 이 정 란(부산대)

우븐 재킷과 환편니트 재킷의 착용실태 및 맞음새 비교연구

-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

황송이, 최혜선, 이진희(이화여대, 원광대)

14:10-14:20 - Coffee Break -

좌 장 : 최 정(원광대)

C3 14:20-14:40 토 론 : 이 경 미(한경대)

영화에 나타난 대한제국기 신여성 의상에 관한 연구

- 영화 <가비>, <YMCA야구단>, <그림자 살인>을 중심으로 -

임소아, 장원, 장은실, 김순영, 남윤자(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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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남성의 발바닥 유형 분류

김남순
1)
·도월희

2)

1)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2)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발바닥은 보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발바닥의 형태에 맞지 않는 구두를 착용하게

되면 많은 불편감과 피로가 유발된다. 구두 바닥 설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발에 적합한 형태의 구

두 바닥 및 인솔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발바닥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최선희, 2005). 특히 노년층은 노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부자연스럽고 관절이 약해져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도구로서의 구두 의존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노년층

에게 적합한 구두 설계를 위하여 발 형태와 더불어 발바닥 형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

부분의 연구가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노년 남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본 연구에

서는 노년 남성의 발바닥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며 발 관련 질

병이 없는 60세 이상의 남성 269명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10일∼2012년 7월 18일까지 오른발을 기

준으로 측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발바닥 형태 파악을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스캐너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측정하였으며, 이 측정 장치는 평판스캐너(HP Scanjet G2410) 양옆에 받침대를 두고 그 위

에 투명한 아크릴 판을 얹은 구조로 박재경(2003)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발바닥 스캔을 위한 측

정자세는 왼발은 받침대에, 오른발은 스캐너 위에 두어 양발에 몸무게를 균등하게 실은 상태에서 발

끝이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모눈종이를 아크릴 판에 부착하여 기준척도(calibration)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선명한 외곽선을 얻기 위해 검은색 원단을 오른발에 덮어주도록 하였다. 스캔자료는

Photoshop 6.0을 사용하여 실제사이즈로 출력하여 직접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Size Korea와 선행

연구를 참고로 발바닥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30항목을 사용하였다. 연구방법은 SPSS 19.0 통계 패

키지를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Duncan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바닥 형태와 관련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각도항목을 제외한 측정항목은 발길이에 대한 지수

치를 사용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실루엣 형상화에 중요한 항목으로

최종 24항목이 사용되어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이 77.83%의 8개 요

인이 도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1은 발볼 및 발가쪽 돌출정도 요인, 요인2는 발볼 기

울기 요인, 요인3은 발안쪽점 돌출 정도 요인, 요인4는 위아래쪽 발길이비 요인, 요인5는 발가쪽길이

요인, 요인6은 발꿈치 크기 요인, 요인7은 발가락 퍼짐 요인, 요인8은 발길이 요인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남성 발바닥의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에 추출된 8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각 유형 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유형별 요인점수와 지수치와 계측치에 대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유형별로 요인

점수와 지수치, 계측치에 대해 비교한 결과를 종합하여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유형1(n=104)은 전

체유형 중 38.7%에 해당되며 발볼 및 발가쪽점 돌출정도 요인과 안쪽점 돌출정도 요인의 점수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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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꿈치 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의 점수가 높으며, 발길이에 비해 발너비가 좁은 편이고 발가락너비

와 발꿈치너비는 큰 편에 속해 전체적으로 발너비가 균일한 형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엄지

발가락각도와 새끼발가락각도가 가장 작고 발가락너비가 큰 편으로 발가락이 모이지 않은 형태라 할

수 있으며, 발안쪽각도가 가장 작고 발가쪽각도의 값이 중간 정도의 크기로 발안쪽점과 발가쪽점을

잇는 선의 경사가 가장 작아 전체적으로 균일한 일자형태를 나타내므로 H형이라 할 수 있다. 유형

2(n=97)는 전체유형 중 36.1%에 해당하며 계측치에서 발길이 관련 항목이 가장 작은 유형으로 발가

락퍼짐 요인의 점수와 발볼 및 발가쪽 돌출정도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발꿈치크기 요인의

점수가 가장 낮아 역삼각형의 형태를 이룬다. 발꿈치너비/발너비의 지수값이 4유형 중 가장 낮은 반

면 발길이에 비해 발너비, 볼너비, 발가락너비의 지수값이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엄지발가락각

도와 새끼발가락각도가 작은 편에 속하고 발안쪽각도와 발가쪽각도가 커 전체적으로 발꿈치너비가

작고 발볼이 넓은 V형이라 할 수 있다. 유형3(n=40)은 전체 유형 중 14.9%에 해당되며 발길이 관련

항목에서 가장 긴 값을 나타내는 유형으로 발볼 및 발가쪽 돌출정도 요인 점수가 낮은 반면 안쪽점

돌출정도 요인 점수가 가장 크며 발가락퍼짐성 요인 점수가 가장 낮은 특징을 나타낸다. 지수치에서

발가락너비/발너비 항목과 발길이에 비해 발가락너비가 가장 작으며 엄지발가락각도와 새끼발가락

각도가 네 유형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발가락이 중심쪽으로 모이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 유형

은 발안쪽너비와 발안쪽각도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반면 발가쪽너비와 발가쪽각도는 작은 편에

속해 발안쪽점이 매우 돌출한 형태로 발너비와 볼너비가 크다. 또한 넓은 발너비로 발꿈치너비/발너

비는 낮은 편이나 발꿈치너비 역시 큰 편에 속해 전체적으로 발가락은 모이고 발안쪽점이 돌출되며

발꿈치는 넓은 A형이라 할 수 있다. 유형4(n=28)는 전체 유형 중 10.4%에 해당되며 엄지발가락보다

검지발가락이 긴 유형으로 지수치에서 발가락너비/발너비, 발길이에 대한 발가락너비, 발꿈치너비가

큰 편이고 계측치에서 엄지발가락각도가 작으며 새끼발가락각도가 중간에 속해 발가락이 모이지 않

고 전체적인 발너비는 큰 편에 속하는 반면 발안쪽너비/발가쪽너비가 가장 작으며 계측치에서도 발

안쪽너비와 발안쪽각도가 작은 반면 발가쪽너비와 발가쪽각도가 네 유형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발안쪽은 직선에 가깝고 발가쪽점이 돌출된 형태로 D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60세 이상 남성의 발바닥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

여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별 지수치와 계측치를 분석한 결과, 유형1은 발가락너비, 발

너비, 발뒤꿈치너비가 균일하면서 발안쪽점이나 발가쪽점의 돌출정도가 거의 없는 H형, 유형2는 발

너비와 발가락너비가 넓은 반면 발뒤꿈치너비가 작은 V형, 유형3은 발너비가 가장 크고 발뒤꿈치도

넓은 반면 발가락이 중심쪽으로 모이고 발안쪽점이 가장 돌출한 A형, 발안쪽점에 비해 발가쪽점의

돌출 정도가 큰 D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노년기 남성의 다양한 발바닥 형태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구두 바닥이나 인솔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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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븐 재킷과 환편니트 재킷의 착용실태 및 맞음새 비교연구
-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

황송이1)·최혜선2)·이진희2)

1)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2)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

지식경제부, 한국섬유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가 발표하는 ‘한국패션시장 트랜드’에 의하면 2009년

부터 의류시장에서 여성복의 비중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여성정장의 품목 또한 매년 증가

하고 있다. 20세기 초 이후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이 증대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사회적 지위 상승으로 정장 착용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남성적 재킷이 일반 여성층까지

보급 되면서 착용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급화, 전문화, 다

양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안하고 실용적인 니트웨어

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니트는 소재 특성상 신축성, 드레이프성, 보온성, 유연성 등 물리적 성질

면에서 우븐에 비해 뛰어나며, 외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활동성과 미적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형태안전성이나 마찰 저항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일상복의 내의류나 스

웨터 양말류에 치중되어 왔으나 현재는 외의류인 코트, 재킷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중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재킷 패턴 연구나 소재의 특성에 따른 재킷 패턴 연구, 니트

의류 제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있어서의 특징을 다룬 선행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나 재킷 수요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고 맞음새에 민감한 20～30대 여성을 위한 재킷의 착용실

태나 환편 니트 재킷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여성 소비자의 우븐 재킷과 환편 니트 재킷의 착용실태 및 fit

맞음새를 비교분석하여 디자인과 fit 맞음새를 충족하는 환편 니트 재킷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2년 10월 23일부터 2012년 11월 15일까지 서울과 대전, 경남지역의 20～30대의 성인

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설문 자료는 SPSS for

Window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유의차 검증 및

평균 비교를 위해서 x², T-test,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보인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디자인과 실루엣 소재 사이즈, 가격, 맞음새, 봉재상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

우븐재킷에 비해 환편 니트 재킷의 맞음새와 사이즈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위별 맞음

새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서는 앞진동과 뒷진동부위의 만족도가 우븐 재킷보다 환편 니트 재킷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우븐에 비해 신축성이 좋은 소재적 특성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또한, 수선부위를 묻는 문항에서는 우븐 재킷에 비해 환편 니트 재킷의 수선횟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환편 니트 재킷의 수선부위로는 주로 둘레항목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신축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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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유량이 많은 디자인보다 타이트 핏을 선호하는 20～30대 여성의 트랜드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20～30대 여성의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fit과 디자인을 고려한 환편 니트 재킷의

소재를 고려한 패턴 연구를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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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에 나타난 대한제국기 신여성 의상에 관한 연구
   - 영화 <가비>, <YMCA야구단>, <그림자 살인>을 중심으로 -

임소아·장 원·장은실·김순영·남윤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대한제국기는 봉건적 사회 질서를 벗어나 근대적 체제로 이행하던 시기이며, 복식사적 측면에서

볼 때 서양 복식의 유입이 가속화된 변혁기이기도 하다. 양장의 도입과 함께 여성복에 한복과 양장

이 혼용되기 시작했고, 복식 개량 운동 등이 일어났다. 영화 의상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

여 특정 시대의 복식에 관한 일반적 이미지를 내포하기도 하고, 감독의 의도에 따라 정교하게 연출된

특수한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의상의 일반적 이미지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보편적 상징을 주

로 사용하고, 고증의 충실도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역사성과 객관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반면

특수한 이미지는 감독에 의해 인위적으로 연출된 것으로서, 영화의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일부

관객에게 심적 이미지를 일으킬 수 있는 영화적 장치로서 기능한다.

지금까지 영화 의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반적 이미지 분석에 치중한 경우가 많았으며, 영화 의상의

특수한 이미지까지 연구 문제를 확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개봉작인 <가비>를

비롯하여 비슷한 시대적 배경을 갖는 다른 두 영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영화 의상의 일반적 이미

지와 특수적 이미지를 분석하여 영화 의상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속 신여성 의상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본다. 둘째,

인물 특성 및 고증 충실도 등을 기준으로 신여성 의상의 일반적 이미지를 이해한다. 셋째, 한복과 양

장의 배치 구도 및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 신여성 의상의 특수적 이미지를 분석한다.

연구 대상은 최근 10년(2002-2012년) 동안 개봉한 국내 영화 중, 시대적 배경이 1896-1907년에 해

당하는 영화 <가비>, <YMCA 야구단>, <그림자 살인>의 신여성 의상이다. 연구를 위해 관련 선행

연구 및 개화기 시대의 문헌 자료, 각 영화의 의상 감독 인터뷰 자료, DVD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화 장면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2. 시대적 배경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갑신(1884)년과 갑오(1895)년, 두 차례의 의제 개혁을 통해 기존 복식의 간

소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꾸준히 복식 근대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일반인들은 외국인들의 조선

방문, 유학생들의 귀국, 근대적 교복 제도 등을 통해 일상에서 서양 복식을 접하는 기회가 점차 많아

졌다. 근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서양 복식이 확산되었고 한복은 단순화, 간편화되어 갔다. 1899년 윤

고려(윤치오의 부인)가 최초의 양장을 하는 등, 여성의 양장은 외국에서 서구 문물을 접하고 귀국한

여성들이 소개했다. 여성의 서양 의복 문화의 수용은 전근대로부터의 탈피, 여성 해방 등의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남성의 경우보다 점진적이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기독교

및 서구식 신교육에 의해 의식의 변화를 겪은 여성들이 신여성의 주체성을 높이면서 여자 복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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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주도하였다. 이들이 입는 한복은 저고리 길이가 길고 상대적으로 치마는 짧아진 형태의 것이었

다. 활동성 있는 의복이 중요시되면서 통치마, 조끼허리 등이 유행하였으며, 양장, 양산, 하이힐 등이

대중들에게 소개되었다.

3. 영화 속 신여성 의상의 조형적 특징

<가비>의 따냐는 다양한 서양복을 착용한다. 우아한 쉬폰 블라우스, 화사한 컬러의 치마 등을 통

해 단아한 매력을 표현하고, 허리를 강조하는 타이트 롱 스커트의 X-실루엣 의상을 주로 착용하고

있다. 궁녀가 된 후에는 백색의 궁녀복을 입는다.

<YMCA 야구단>의 정림은 열 벌의 양장으로 세련된 신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여

성스러운 X-실루엣을 고수하며 레이스 디테일, 슬리브, 칼라, 기타 장식 등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

과 다양한 색상의 연출로 여성스럽고 발랄해 보인다.

<그림자 살인>의 순덕은 신식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지만, 왕가 일족이었고 사대부가 여인이라는

신분의 제약 때문에 주로 전통 한복 또는 개량 요소가 있는 한복을 입으며, 영화 후반 미국 유학을

떠나는 장면에서만 양장을 입고 등장한다. 순덕의 한복은 주로 전통적 은폐형 실루엣의 특징을 갖는다.

4. 신여성 의상의 일반적 이미지

4.1. 인물 특성에 따른 의상 이미지

<가비>의 따냐는 조선 관리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살해당한 후에는 러시아에서 자랐다. 당시 대

부분의 조선 여인들과 달리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고 자기주장이 뚜렷하다.

조선의 말과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하며 커피에 대해서도 잘 알아 역관이나 바리스타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성숙하고 진지하며 교육 받은 여성이라는 특성이 의상 디자인에 반영되어 쉬폰이나

트위드 등의 고급스러운 소재, 셔링이나 플라운스, 레이스 숄, 자수 장식 등을 통해 기품 있고 우아한

상류층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YMCA 야구단>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YMCA 야구단을 조직하는 정림은 당찬 용기를 지닌 발랄

한 여성으로 의병대원으로 활동할 정도로 애국심 또한 강하다. 프랑스에서 신문물을 접하고 유학을

다녀온 탓인지 당대 여성들과 달리, 남성들 앞에서도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 활

동적이고 발랄하고 밝은 성격이 의상 디자인에 반영되어 면 등의 실용적 소재, 발목 길이의 스커트,

다양한 파스텔 톤의 색상, 레이스 디테일 등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림자 살인>의 순덕은 왕가의 딸이었다가 사대부가의 부인으로 살고 있다. 과학에 대해 해박하

며, 사대부가 여인이라는 처지에 순응하지만 꿈이 있고 은근히 용감한 인물이다. 과학 등 신문물 교

육을 받았고 능력이 있음에도 사대부가 여인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비밀리에 실험 발명 활동을

한다. 대부분의 의상이 한복이며 여성스럽고 우아한 색과 실루엣의 의상들이다. 부드럽고 여성스러

운 성격을 보일 때는 파스텔 톤의 한복을, 모험심 있고 강한 성격을 내보일 때는 어두운 색 계열의

한복이나 의상을 입는 등 의상 디자인에 인물의 성격과 장면별 설정이 반영되었다.

4.2. 고증에 따른 의상 이미지

<가비>에서 따냐는 당대 서양 상류층 여성들의 복식을 그대로 보여주며, 후에 정식 궁녀가 된 후

에는 한복을 착용한다. 양장은 1890년대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던 S자형 실루엣의 깁슨 걸 스타일, 즉

하이 넥, 양 다리 모양 소매, 타이트한 웨이스트, 벨형의 스커트 등을 그대로 따르는 의상들로 구성되

어 있고 궁녀가 되어서는 명성황후의 국상 중임을 뜻하는 백색의 상복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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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야구단>의 정림은 거의 대부분 양장을 착용하는데 대체적으로 당시 서양 여성들이 입었

던 복식의 실루엣을 따르며 레이스, 리본 등의 서구식 디테일을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깁슨

걸 스타일과 비슷하긴 하나 상대적으로 고증에 충실하다기보다는 현대적 취향에 맞게 재구성한 것에

가깝고, 야구라는 스포츠에 관여하는 인물이므로 보다 실용적인 소재와 활동적인 실루엣의 의상들을

입고 등장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르는 장면에서는 유일하게 한복을 입는데 전통 상복을

입는다.

<그림자 살인>의 순덕은 당대 사대부가 여인들이 대부분 그랬듯 주로 한복을 착용하는데 극도로

짧은 저고리 길이와 직배래 등 당시 유행했던 한복의 형태를 담고 있다. 여성으로서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 미국행 유학길에 오르게 될 때에는 깁슨 걸 실루엣의 검은 벨벳 양장 차림으로 등장

한다. 의복 개량 운동의 영향을 보여주는 듯한, 개량된 형태의 한복 혹은 한복과 양장의 중간 형태적

의상인 흰색 블라우스, 매듭 여밈 저고리 등도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영화의 배경 시대보다 후대에 등

장하는 것들로 정확한 고증이라고 볼 수 없다.

5. 신여성 의상의 특수적 이미지

<가비>의 따냐의 의상들에서 보이는 한복과 양장의 관계는, 따냐의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조국에 대한 마음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누명을 쓰고 원통하게 살해당한 아버지 때문에 따냐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생각 없이 무정부주의자에 가깝게 살아간다. 러시아에서 보헤미안처럼 살 때

따냐는 그녀의 삶처럼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서양복을 입고, 후에 조선에 들어와 고종의 바리스타로

일할 때도 자신은 궁녀가 아니라며 양장이 아닌 옷을 입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고종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궁녀가 되기로 결정하고 궁녀복을 입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따냐의 마음이 나라를 아

끼는 고종의 진심에 끌리면서 차츰 조국을 위해 일하는 쪽으로 움직인다. 따냐의 한복은 민족 정체

성 긍정 및 애국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양장은 그 반대이다.

<YMCA 야구단>의 정림의 의상들에서 보이는 한복과 양장의 관계는, 신여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정림의 모습을 보여준다. 정림의 양장은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서양의 여인들처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여성적 성격을 외형적으로 대변하는 도구로, 외면의 옷차림새만

큼이나 정림의 내면이 당대 여성들과 판이하게 달랐음을 보여준다. YMCA 교사로 계몽 활동을 하

며, 야구단을 조직하고, 친일파 테러에도 참여하는 등 당찬 지식인 여성의 정림이지만, 시종무관장

아버지의 비분자결 후 초상을 치룰 때는 서양 상복이 아닌 한국 전통 상복 차림을 하고 등장한다. 늘

미소와 생기로 가득했지만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정림의 모습은 신여성 정림이라기보다는 민공의

딸 민정림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정림의 양장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신여성 이미지에, 한복은 슬픔

의 의례에 연결되어 있다.

<그림자 살인>의 순덕의 의상들에서 보이는 한복과 양장의 관계는, 사대부가 여인으로서의 사회

적 삶의 모습을 반영했다. 왕가의 딸이자 권세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간 순덕은 전형적 사대부가 여인

으로서 내외법과 삼종지도 등의 규율에 갇혀 살고 있고 그녀의 한복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

재다. 그러나 과학 등의 신문물 교육을 받았고 비밀리에 실험과 발명 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에

서 또한 신여성적 면모가 드러난다. 사대부가의 여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따른 제약 때문에 가지

못했으나 그토록 갈망했던 공부를 하러 미국 유학길을 떠나는 장면에서는 그간과 달리 양장 차림을

하고 등장함으로써 추후 순덕이 진정한 신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다. 순덕의 한복은 반가 여성으로서의 제한적 삶의 이미지를 반영하며, 양장은 신학문에 대한 주체적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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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는 대한제국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택해 한복과 양장의 의미 관계를 잘 나타내는 신

여성 주인공들의 의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신여성 주인공 의

상의 조형적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고증 작업에 기초하여 디자인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신여성

인물의 영화 의상 디자인이 고증 작업에 기초했으나, 인물의 성격이나 영화 속 상황에 따라 일부 변

형되는 부분이 있었다. 셋째, 한 인물의 영화 의상들에서 한복과 양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한복

과 양장은 고증 충실도 및 조형미의 범주를 벗어나 인물의 정체성, 태도, 사회적 환경 등을 대변하는

영화적 장치로 다루어졌다. 의상 디자인은 그러한 영화적 의도들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거나 약화시키

는 수단이 되었다. 넷째, 영화는 관람자의 배경 지식이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에, 영화 의상의 디자인

에 있어서 감독이 관람자의 기존 관념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의상을 배치하고 디자인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의상의 배치 구도와 의미 관계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영화 이면에서 심적 이

미지 즉, 표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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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

   2012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최효승
1)
·손영미

2)

1)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2)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Ⅰ. 서론

인류의 축제로 꼽히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이 2012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총 17일

간 영국 런던에서 열렸다. 올림픽은 세계와 평화를 도모하고 스포츠 경기를 펼치면서 상호 교류와

발전을 위해 열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올림픽 참가를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위상과 자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2012 런던올림픽은 그 어느 올림픽 때보다도 패션 콜라보레이션의 경쟁이 뜨거웠다. 즉 각국의 유

명 패션디자이너와 브랜드가 국가대표 유니폼 디자인에 참여해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각국의 유니폼

을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세계 패션의 흐름을 알 수 있었다.

유니폼은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국가적 차원의 행사가 늘어감에 따라 자국의 이미지를 대

표하고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자원을 세계에 인식 시킬 수 있는 표현적 상징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유니폼을 통한 국가 이미지의 표현방법은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현

대사회에서 자국의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며, 더 나아가 올림픽은 각국의 패션 홍보의 장이자,

패션 경쟁력 또한 엿볼 수 있는 행사라 할 수 있겠다.

이제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의 경쟁 개념에서 벗어나 한 나라가 지닌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것의 결집의 장이며, 커뮤니케이션의 무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큰 국제적인 행사라 할

수 있는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은 세계에 자국을 홍보하고,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계무대에서 자국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국가적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유니폼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유명 패션디자이너와 브랜드가 활발

하게 참여하여 더욱 더 유니폼 디자인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유니폼의 개념 및 올림픽 국가대표 유니폼의 특성에 대해

서 살펴본다. 둘째, 국가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국가브랜드의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브랜드 상

징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셋째, 2012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 대표 유니폼 디자인

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서 ‘2012년 . 둘째, 베스트 유니폼’으로 선정한 대한민국, 영

국, 이탈리아, 자메이카,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의 유니폼 중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와 유명 브랜드

가 참여한 나라로 한정하여 대한민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의 유니폼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 각종 신문가사 웹사이트, 각 기업의 보도 자료 등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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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유니폼의 개념

유니폼이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일정 양식의 복장으로, 특정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채택되어진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제복을 말한다. 유니폼의 어원은 라틴어의

우누스(unus: 하나의)와 포르마(Forma: 형)에서 생긴 합성어로, 유니폼은 그 목적하는 바에 따라 특

정한 형태와 필요한 장식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데에 특색이 있으며 팽창된 사회구조 속에서 조

직의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매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니폼은 상징적이

며 타 집단과 구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러한 유니폼의 상징성은 소속단체의 독창적 이념과 개성을

표현하는 한편 착용자의 의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유니폼일 경우 민족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반영해야 한다. 즉 유니폼은 착용자에게 소속감과 일체감을 심어주며 타 집단과

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올림픽 국가대표 유니폼의 특성

유니폼은 선수단 유니폼과 경기용 유니폼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착용 목적이 다르고 특징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선수단 유니폼

올림픽 선수단 유니폼은 주로 개․폐회식 때 착용하는 의상으로 올림픽의 각종 공식적인 행사시

선수들이 착용한다. 이 때 선수들은 선수단 유니폼을 착용함으로써 한 국가의 소속 선수임을 알리게

된다. 개․폐회식은 ‘올림픽의 꽃’이라 비유 될 만큼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축제이다. 현대에

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개․폐회식의 모습을 누구나 관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올림픽의

문화와 개최이념 등을 습득하게 된다. 이 때 선수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은 미적인 요소로서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자국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경기용 유니폼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실제 경기에 참가 할 때 입는 의상인 경기용 유니폼은 착용자로 하여금 팀

내의 소속감을 갖게 하고, 대외적으로 팀의 특성을 나타낸다. 또, 선수들에게 운동 경기 시 능률을 향

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특정 스포츠를

하기 위해 규정한 경기 유니폼은 서유럽, 특히 영국에서 17세기경부터 사냥복, 승마복 등으로 입기

시작하여 구기용, 등산용 등으로 발전하였고, 여러 종류의 스포츠에 각각 맞도록 활동적이고 실제적

인 디자인이 고안되었다. 오늘날의 경기용 유니폼은 개성있고 프로페셔널한 전용 운동복을 출현시킴

으로서 독자성과 상징성을 살린 활동적인 스포츠용 유니폼으로 발전되고 있다..

3. 국가 브랜드 상징성

국가브랜드는 국가이미지를 의도적인 방향으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국가적 활동을

통하여 국가이미지 중 바람직하고 좋은 것을 강조하여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국가브랜드란 한 국가의 역사, 전통, 정치체제, 경제수준, 사회안정, 자연환경, 국민, 제품 서비스,

문화 등의 유형 또는 무형의 정보와 경험을 활용하여 내외국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심어주고자 기획된

상징체계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특성과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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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랜드의 이미지 형성에 관여한다.

국가 브랜드를 상징하는 유니폼은 개개인의 미보다 통일된 의식의 집단 미를 형성하고 소속하는

집단의 명예와 권위를 표시하는 유니폼의 구성요소로써 상징적인 특성이 있다. 이 상징성은 소속단

체의 독창적 이념과 개성을 표현하는 반면에 착용자의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며, 여기에는 기

업의 독자적 이념과 개성, 경영자의 자세, 착용자의 의식이 포함되어 각 유니폼의 상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또 국가, 계급, 조합, 단체 등과 같은 일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소위 이익 사회 단체에

있어서는 그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니폼 상으로도 인위적인 성격이 주어진다.

4.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유니폼 디자인에 관한 연구

1) 대한민국

대한민국 선수단들이 런던올림픽 개ㆍ폐회식에서 착용한 유니폼은 1948년 런던올림픽 단복에서

착안해 디자인한 것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로 처음 올림픽에 출전한 1984년의 정신을 기리기 위

해서였으며 제일모직 빈폴에서 제작하였다. 이 유니폼은 네이비 상의와 화이트 바지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태극기를 상징하는 레드, 블루, 화이트를 포인트로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안감에는 선수

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프린트하여 국민의 염원을 담아 디자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타임은 ‘세일러

복 스타일의 옷이 아주 세련되었으며 재킷은 몸매를 잘 드러내 주도록 디자인 되었고 빨간색 스카프

가 멋지게 두드러진다고’ 호평하였다.

2) 영국

2012 런던올림픽 주최국인 영국의 선수단 유니폼은 영국 브랜드 넥스트가 디자인 한 것으로 차분

한 네이비블루 컬러이다. 이 유니폼은 영국 고유의 클래식함과 격식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며 영국 대

표팀의 모토인 ‘Better Never Stops’를 재킷 안쪽에 자수로 새겨 넣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다운 정

장 스타일의 유니폼을 디자인하여 최고에 올랐다.

3) 이탈리아

세계적인 명품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디자인한 이탈리아의 개․폐막식에서 착용한 선수

단 유니폼은 진한 미드나잇 블루와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였으며 심플한 디자인의 재킷과 폴로셔츠가

고급스러우며 세련된 느낌으로 디자인 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기 또는 자신의 나라를 상징하는

색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색을 선정하여 차별화를 두고, 국기를 자수로 새겨 넣어 선수단

복으로서의 특징을 살렸다. 또, 운동선수들의 활동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도 우아함을 잃지 않도록

디자인 하였다.

아르마니는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 이후 지속적으로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의 유니폼 디자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유니폼은 국가대표선수들의 열정에 담긴 문화적인 중요성과 이탈리아의 라이

프스타일을 담아 디자인하였다.

4) 독일

스포츠 명품브랜드로 유명한 보그너는 지난 17회 연속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독일 국가대표선수

들의 의상을 지속적으로 디자인 해 왔으며 2012 런던올림픽의 유니폼까지도 디자인하였다.

보그너는 런던올림픽을 기념하고 주최 도시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는 의미에서 런던의 상징인 전설

의 용과 독일의 독수리 문장을 함께 유니폼에 반영하였으며 영국과 독일 국기로 된 Bogner 2012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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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coat of arms)을 자수로 새겨 넣었다. 또, 보그너 특유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컬러감과 함께 우정

(Anglo-German friendship)이란 뜻을 담고 있는 이번 유니폼 디자인은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로고를

아티스틱하게 잘 표현했다는 찬사를 받았으며 어느 날씨에도 상관없이 선수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생

각한 재질 등의 기능과 현대적인 느낌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양면착용이 가능한 재킷으로 실용적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세계인의 축제로 불리우며 가장 큰 국제적인 행사라 할 수 있는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착용하는 유니폼에 대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2012 런던올림픽 국가대표 유니폼 디자인을

분석하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 베스트 유니폼’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의 유니폼은 평상복

으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모던한 실루엣에 활동성과 실용성이 우수하였으며, 이 전보다 활발한 패

션디자이너와 유명 브랜드의 참여를 통해 유니폼의 디자인 또한 개선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유명

디자이너들이 유니폼 디자인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국가 간 행사나 대외적 교류에 있어 국가 이미지

를 표현하는 유니폼의 디자인이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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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

미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라티노의 하위문화 스타일

함연자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오늘날의 패션은 간단하게 하나의 흐름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새로운 패션의 창조도 유명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가치관을 표

현하고자 하는 대중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적극적인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복식체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괴, 변형하고 새롭고 독특한 하위문

화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열중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다양한 대중 매체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젊은이

들이 서로의 스타일을 공유하며 자생적으로 글로벌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와 같이 하위문화가 현대 패션 트렌드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패션 잡지와 정보지에

는 이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행연구에서도 하위문화 스타일에 대한 연

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는 하위문화 스타일의 유형을 고찰하면서 그 대

상을 영국과 미국의 백인 또는 흑인들 사이에 나타난 하위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보다 다양한 경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라틴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편인데, 다양

한 인종 구성으로 다문화적 특성을 나타내며 세계의 대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라틴계는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 아니라,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 비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룹으로 이들 문화의 영향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위문화 스타일을 고찰하는 데 있어, 보다 다양한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그

동안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미국 내 라틴계의 정체

성과 그들만의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패션의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단서로 삼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라티노의 하위문화 스타일에 대한 고찰을 위해 라티노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들이 처한

사회 현실과 문화적 특성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고, 라티노 패션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은 시

각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시각 자료는 패션 잡지와 인터넷자료, 뮤직비디오와

영화 등 대중 매체를 이용 한다.

라티노는 멕시코와 중남미의 국가들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온 이민자 또는 그 후손들을 의미하며,

인종, 언어, 국적과 관계없이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인구로 정리될 수 있다. 미국 내 라티노 인구

의 대표적 그룹은 19세기 중반 멕시코 북부 즉, 오늘날의 미국 남서부 지역이 미국 땅으로 편입되고,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를 계기로 대규모로 미국으로 이주한 멕시코인들, 19세기 말 스페인-쿠바-미

국 전쟁의 결과 푸에르토리코가 미국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금씩, 지속적으로 뉴욕으로 이주한 푸에

르토리코인들, 그리고 남부 플로리다와 뉴욕에 정착해 있는 쿠바인들이다. 오늘날 미국 내 최대 에스

닉 그룹으로 성장한 라티노들은 다양한 내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문화적 자질을 공유하면

서 미국의 주류 문화와 긴장관계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이주하기 전 자신

들의 출신 국가나 부모세대의 모국 문화에 전적으로 속하지도 않고, 또 새로운 이주지의 문화에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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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화하지도 않은 채 경계 문화 혹은 사이 문화와 경계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

이 지니고 있는 각각의 특징적인 역사들은 미국에서 라티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형성하는데 기여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내의 라티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미국 사회에 전적으로 동화되

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하층민의 삶을 살고 있는 멕시코인들의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

다. 멕시코인들은 사용하는 언어에 따르면 ‘스패니시(Spanish)’이지만, 상당수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

리를 콜럼버스가 도착하기 이전의 멕시코에서 찾으면서 ‘치카노’로 불리길 원한다.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그들은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으면서 민간 의술을 시행하며,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며 사는 공

동체 ‘바리오(barrio)’에서 살고 있다. 미혼모가 된 젊은 멕시코계 미국인 여성들의 치열한 삶을 소개

한 영화 ‘Mi Vida Loca(1993)’의 첫 장면에 소개된 바와 같이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은 바리오

에서 고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영어를 할 줄 몰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다. L.A.와 같은 대도시 주변의 빈민가를 의미하는 바리오는 종종 라티노 갱의 지리적 “영역”을 의

미하기도 할 만큼 바리오의 독특한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갱의 존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소득층

의 멕시코계 미국인들의 하위 문화를 의미하는 ‘촐로(cholo)’라는 용어는 특히, 남서부 지역 멕시코계

갱단에 소속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멕시코계 미국인의 하위문화는 멕시코계 갱단의 문화와

관련 깊으며, 이는 ‘촐로 스타일’로 알려져있다. 라티노 갱의 문화는 영화, Assault on Precinct(1976),

Napoleon Dynamite(2004), L.A. 펑크 록 밴드 The Dickies의 앨범 "Dawn of the Dickies"(1979)에

수록된 곡 "I'm A Chollo", Down AKA Kilo의 노래 "Lean Like a Cholo"(2007), 비디오게임 Grand

Theft Auto: Vice City Stories 등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소개되었고, Fergie의 뮤직비디오 "London

Bridge"와 "Glamorous", Gwen Stefani의 "Lluxurious"와 "Hollaback Girl"에는 여성을 의미하는 ‘촐

라(chola)’의 이미지가 등장한다. 최근의 영화로는 La Mission(2009)에 ‘촐로 스타일’이 소개되었고,

Bring it On: Fight To The Finish(2009)에 촐로의 전형적인 옷차림을 한 그룹의 라티노 갱이 등장

한다.

이러한 대중 매체를 통하여 나타난 촐로의 패션 스타일을 파악하면 작업복 스타일, 고딕 스타일,

스포티브 스타일로 구분된다.

작업복 스타일은 멕시코계 미국인의 대다수가 위치하고 있는 사회 계급인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과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공격성을 동시에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이 스타일을 구성하는 대표적 아이템은

헐렁한, 또는 배기(baggy) 실루엣의 무릎길이 치노(chino) 바지, 흰색 티셔츠, 체크무늬의 플란넬 재

킷, 군용 벨트, 그리고 비니(beanie), 또는 반다나(bandana)와 같은 모자로 구성된다. 바지와 셔츠는

몸에 맞는 사이즈 보다 일반적으로 큰 사이즈를 착용하는데 이는 활동에 편리할 뿐 아니라 성장과

관계없이 오래 입을 수 있도록 하는 실용성 외에 몸의 윤곽을 더 크게 하여 위협적인 제스처를 만드

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갱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비니 또는 반다나는 눈두덩이 바로 위에까

지 내려 쓰고, 플란넬 재킷의 단추는 맨 위쪽만 채워 착용한다. 또한, 새하얀 색깔의 티셔츠와 무릎까

지 오는 흰색 양말, 잘 잡힌 바지 주름, 발에 딱 맞는 운동화 등은 마치 갱스터가 ‘싸울 준비가 된’ 듯

긴장감을 제공한다.

고딕 스타일은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적 상징을 전달하는 스타일이다. 교회, 성모 마리아, 사제,

콜럼버스 이전의 피라미드, 모자를 쓴 ‘마리아치’ 밴드, 고딕풍의 글자체 등 일련의 멕시코 문화에서

친숙한 주제를 벽화 예술, 스프레이 아트, 그리고 그라피티로 인종적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미술 분야의 활동 들이 패션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게 되었다. 조형적 특징은 십자가, 악마, 해골, 그

리고 고딕풍의 글자체가 문신과 문신을 응용한 문양의 자수, 또는 프린트가 파격적이고 괴기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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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으로 의복에 표현된다. 또한, 해골, 가시 등을 모티브로 한 고딕풍의 장식 또는 장신구, 커다란

금속 링, 머릿기름을 발라 넘겨 묶은 헤어, 입술 라인과 눈썹 라인을 강조한 화장 등 페티시적인 요

소 등으로 주류 패션과 다른 현실과의 괴리감을 표현한다. 이는 현실의 불만족에 대한 도피적 욕구

를 전통 문화에서 찾고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포티브 스타일은 분노와 좌절의 현실을 공격성과 현실 도피의 스타일로 표현하는 대신 이를 극

복하고 건강한 정신을 대변하는 캐쥬얼 스포츠웨어로 전복시킨 스타일이다. 캘리포니아 라티노 음악

의 급증에서 입증되듯이, 더 이상 수동적이고, 정치적인 경로를 통하여 지위가 변화되기를 기다릴 의

사가 없으며, 음악과 시각적 스타일을 통하여 힘을 주장하고자 하는 젊은 라티노 사이의 확고한 태도

를 대변한다. 조형적 특징은 트레이닝 복, 운동복의 변형 뿐 만 아니라 가벼운 소재의 셔츠, 데님 소

재의 재킷과 쇼트 팬츠, 미니스커트, 다양한 탱크 탑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유명 브랜드의 운동복에

집착했던 기존의 힙합 패션과 달리 순수하게 미국의 ‘건강한 야외활동 정신(healthy outdoor spirit)’

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미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라티노의 하위문화 스타일을 멕시코계 미국인을 중심으로 살

펴본 결과, 사회와 관습의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 독특한 시각적 스타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스타일은 이민자의 ‘불안한 인생’의 본질과 위험 사이에서 동요하

고 극복해 나가는 삶의 본질을 옷 스타일을 통해 시각화한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미국적 문화 요소

들의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새롭게 창출되리라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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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

천연소재 안동포를 활용한 패션제품 디자인 제안

주태진·한미경

한국패션산업연구원

Ⅰ. 서론

현대 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제공하였지만, 지구환경

의 오염과 파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현대사회 산업전반에 걸쳐 환경 경영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소비자들의 의식과 생활패턴이 웰빙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점차 변하게

되었고 환경친화적, 인체친화적 개념들에 관심이 모아졌다. 특히 섬유와 인간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이용한 친환경 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패션 상품의 적용에 대

한 노력, 원감절감을 통한 현실적인 소비 실현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섬유 산업에 있어서도 환경과 인체친화성을 반영한 신소재, 기능성 소재 등이 계속해서

개발되어 제품화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최첨단의 화학소재보다 자연그대로의 천연섬유를 가장 선호

하고 있으며, 친환경과 더불어 고감성, 고기능성에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천연섬유를 비롯하여 천연

염색, 친환경, 인체친화성 소재가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그에 따른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로 지역의 문화적 상징성인 전통소재를 패션과 접목시켜 소비자 감성에 맞게 디자인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안동의 대표적인 천연섬유인 안동포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브랜드로의 성

장이 가능한 아이템이지만 수의용으로 인식되고 있어 제품의 활용성을 제한하고 있고 제품의 다양성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용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의 디자인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성과와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전통

산업 및 패션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 될 것이다. 이에 안동지역 특산물인 안동포를 이용하여

천연소재의 장점을 살린 고감성․고부가가치 상품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 패션제품 동향에 따른 친환경 소재인 안동의 특산품인 안동포와 패션의

접목을 통한 제품개발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패션제품 개발에 목적이 있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자료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논문, 관련 웹 사이트, 전문 서적 등을 통하여 컬렉

션에서 보여지는 패션 제품을 중심으로 전통소재인 안동포에 응용가능한 디자인을 개발 연구 및 분

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친환경 패션제품 경향조사

(1) MOOD

자연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텍스츄어를 근간으로한다.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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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 지층과 표면, 닳고 헤진 듯한 텍스츄어와 자연의 실루엣을 이용한 테크닉을 자연에서 찾는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티브를 적용하며, 컬러는 풍성한 자연의 느낌을 담고 있는 따뜻한 계

열의 옐로우에서 약간 바랜듯한 머스타드, 푸른 숲을 연상시키는 딥 그린까지 자연의 다채로운 내추

럴 컬러들이 나타난다.

(2) FABRIC POINT

밀도가 높은 컴팩트한 플레인 조직이나 트윌조직의 면직물과 면과 마의 교직물이 많이 보이며, 텍

스쳐나 조직감이 두드러진 린넨과 슬럽효과의 천연소재 및 니트와 저지류도 제안된다. 은은한 광택

이 강조되며, 드레이퍼리하고 우아한 실크와 쉬폰소재도 함께 보여진다.

(3) STYLE POINT

특별한 형식없이 아무렇게나 입는 것이 특징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섞거나 반대되는 소재를 사

용하여 다양함을 표현하고, 색상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것을 혼합하여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한다.

(4) PRINT POINT

산, 나무, 꽃, 물결, 자연 풍경 등의 자연그대로의 모티브를 사용하며. 타이다이 기법이나 침염법을

이용하여 유동적인 번짐과 물결무늬 패턴을 표현하거나 안료나 염료를 이용하여 아티스틱한 붓터치

로 자연의 감성을 표현한다.

2. 안동포를 활용한 스타일 디자인 제안

안동포를 활용한 제품의 브랜드화와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는 전통섬유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

화와 소비자층을 확대하여 수요 촉진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다양한 타소재와의 매칭으로 디자인의

다양성 및 활동성과 기능성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이번 스타일 제안은 ‘바람’이라는 컨셉으로 내츄

럴함과 함께 트렌디함을 함께 제안한다.

(1) 컨셉

아름다운 곡선의 절개선에서 보이지 않는 바람의 형상을 표현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그 에너지의 원동력인 ‘바람(baram)’을 통해 안동포를 활용한 디자인스타일을 제

안한다.

바람의 의미는 자연에서 얻는 바람(wind)이라는 의미외에 간절한 마음을 뜻하는 바람(wish)의 의

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안동포 소재의 내추럴한 컬러, 재질, 성질을 활용하며, 타소재와의 믹스앤매

치를 통하여 기능성, 대중성, 새로움을 담은 디자인을 제안한다.

(2) 컬러

안동포의 내추럴 컬러를 그대로 살리는데 중점을 두며, 안동포의 컬러에 톤온톤과 보색대비를 적

절히 활용하여 생동감있는 컬러매칭을 제시한다. 안동포 내추럴 컬러, 연한 옐로우컬러, 바랜듯한 민

트컬러, 그라데이션된 그레이를 메인으로 하며, 브라운, 블루, 오렌지를 포인트 컬러로 제안하다.

(3) 실루엣 및 패턴

몸에 붙지 않고 가벼운 안동포의 장점을 전체적으로 살려 루즈한 실루엣에 레이어드 스타일을 접



- 118 -

목한 실루엣으로 제안하며, 소재는 자연친화적인 안동포와 면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디자인적인 면이

나 전체적인 스타일은 젊고 트렌디한 스타일로 표현한다.

(4) 스타일 제안

스타일은 안동포의 내추럴함을 살린 디자인과 타소재와의 코디로 제안된 디자인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안동포의 내추럴한 컬러와 결을 살린 디자인은 직선 배열을 포인트로 직선실루엣과 안동포를

간결하게 접목하여 모던하면서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제시한다.

타소재와의 접목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인 디자인은 레이어드된 코디네이션으로 제안

한다.

<그림 1> 내추럴한 컬러의 안동포 제품 디자인 제안

<그림 2> 타소재와 접목한 안동포 제품 디자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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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내 지역사회 친환경 특산품들과 자원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

으며, 환경과 정보통신 산업과 합께 패션산업은 환경 및 정보통신, IT산업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같이 공생하여 주도해 나갈 미래 산업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세계 각국은 IT와 모바일, SNS의 급성

장과 함께 문화의 시대를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 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은 커져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감성․고기능성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전통소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통해 산업의 예술적인 가치와 상품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부가가치도 높여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지속적으로 개발ㆍ육성 된다면

매출 증대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그린 산업으로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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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

민속놀이를 활용한 한국적 캐릭터 개발

엄정옥·문명옥·이진숙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 서론

우리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오랜 역사와 함께 우리만의 전통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 속에는 의

식주를 기본으로 한 우리의 전통문화 위에 다양한 놀이 문화 또한 빠트릴 수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정책들도 문화재 중심의

단순한 보존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차별화된 문화를 찾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

는 실정이다.

민속놀이는 유희성, 오락성, 예술성을 지닌 우리의 전통놀이문화로서 한국전통문화가 외국인들에

게 더욱 쉽고 가까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 전통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 및 어린아이들에게도 정서적, 문화적,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우리의 전통놀이문화인 민속놀이의 개념과 종류를 분류하여 파악하고, 한국

적캐릭터에 대한 의미와 함께 한국적 캐릭터 활용 현황을 살핀 다음 이를 토대로 민속놀이를 활용한

한국적 캐릭터를 개발함으로서 우리의 문화를 쉽게 알리며 습득할 수 있는 문화 산업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활용에 도움이 되

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흔히 민속오락, 민속경기, 민속유희, 민속예능, 전승놀이, 향토오락 등으로 불리기도 하

며, 사람들이 민족의 전통적인 기질에 맞게 창조하고 지능과 체력을 향상하며 정서적이고 낙천적인

생활을 위하여 여럿이 모여 재미있게 노는 것을 말한다. 김종만(1996)은 민속놀이를 전통놀이라고도

하는데 전통놀이는 시대적 상황과 풍속에 영향을 받으며 놀이 주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

고 새롭게 만들어지나 전통놀이는 시대를 통틀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놀이의 본질은 민속놀이에 그

대로 담겨있다고 한다. 따라서 민속놀이는 민족의 전통적 기질을 지니며 일정한 역사성을 가진 전통

놀이가 계승 변모한 형태를 말하며 전통놀이는 민속놀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

속놀이는 김선풍(1996)에 의하면 명절놀이와 일상놀이로 먼저 구분되며 명절놀이는 풍농기원놀이,

풍어기원놀이, 벽사진경(辟邪進慶), 제액초복(除厄招福)놀이, 오락놀이로 세분화되며 일상적 놀이는

비승부놀이, 승부놀이, 내기놀이, 전문인놀이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민속놀이는 오래도록 우리의 문화 예술을 함께 지닌 놀이로 이어져 온 연속성으로 볼 때 한국 문

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2. 한국적 캐릭터

캐릭터는 사전적 의미로 ①(물건의)특질, 특성, (사람의)성격, 품성, 인격 ②평판이나 명성 ③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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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④유명한 사람 ⑤소설, 연극 등 극중의 인물 ⑥문화, 알파벳 글자체 ⑦기호, 부호 등의 뜻을 지

닌다. 또한 미야시타 마토코(2002)는 탄생배경을 근거로 생명력과 철학을 가진 시각적 창조물로써 독

특한 개성과 함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하며, 친숙도가 높아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한국적이라는 것은 한국민이 공유하는 지역, 문화, 역사적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전통적인

것에 외래의 것을 포괄함으로써 외래의 것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느냐에 따른 의미로서 한국의 주체성

을 말한다. 따라서 한국적 캐릭터는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시각적 창조물로서 한국적 감성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지닌 한국적 문화와 정서를 고취 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가

진 캐릭터인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적 캐릭터들을 보면 보통 이야기속의 전통적 소재를 사용한 캐릭터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상징물이나 국가 행사의 홍보 캐릭터가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간간히

인터넷 게임의 인물과 문화상품이나 소품 등에 활용되고 있는 편이다.

3. 한국적 캐릭터 개발

3.1 캐릭터 컨셉과 이미지 계획

본 연구에서의 한국적 캐릭터 개발을 위해 한국 민속놀이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단군신화에도 등장

하는 친근한 곰과 함께 스토리를 만들었으며 이를 의인화하여 한국적 캐릭터를 개발하였다. 한국적

캐릭터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조사된 민속놀이 중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은 연날리기를 활용하여 남녀

곰이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놀이 형태로 표현함으로서 친근함과 자연스러움을 부각시켜 편안

히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3.2.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제작 과정에서 중점을 둔 요소로는 친근하면서 활동적인 이미지와 함께 한국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곰은 누구에게나 친근한 동물들 중 하나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와 더불어

단군신화에서 인간으로 환생한 곰이 자연스럽게 캐릭터화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스케치 작업을 한

다음 간략화하여 캐릭터의 기본적인 스케치 후 이를 Adobe Illustrator CS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

털 작업을 통해 캐릭터를 완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캐릭터에 한국적 요소를 더하기 위해 다양한 한복

을 착장한 형태로 의인화하였으며 캐릭터와 잘 융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높여 제작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적 문화를 알림과 동시에 이를 통한 교육적 정서적 효과와 함께 부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국적인 캐릭터를 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전통놀이문화인 민속놀이 중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은 연

날리기를 활용하였으며 우리의 단군신화에서 전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친근한 동물이

자 다양한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곰을 의인화하여 연날리기하는 곰돌이와 곰순이를 표현하여 한국

적 감성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한국적 캐릭터를 개발하였다. 또한 이는 연날리기 외에도

다른 민속놀이들을 활용한 한국적 캐릭터로 응용될 수 있으며 자수나 프린트 등 다양한 기법으로 한

국적 캐릭터를 표현한 문화상품이나 어린이 용품, 각종 문구류, 그리고 티셔츠나 활동복 등의 의류에

도 활용함으로서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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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

실버계층을 위한 패션 ․ 제품에 관한 연구

김정아·손영미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Ⅰ. 서론

디자인은 역사적으로 그것이 속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하나의 시지각적 조형언어로서 동시대

사람들을 비롯한 시대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삶의 흔적이다. 19세기 말 산업혁명 전까지는 디자

인은 사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장식’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산업혁명 이후 디자인은 기능성과 심미성

의 관점에서만 평가되어 왔다면, 오늘날 새로운 세기에는 경제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소비자, 환경

그리고 소수의 계층이나 노약자를 생각하는 디자인 등 훨씬 다양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현대의 소비자는 의복을 통한 신체보호의 일차적인 기능 외에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잘 맞으면서

도 신체적 결함까지 보완하여 심리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적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의 꾸준한 감소와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

복의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면서 보다 전문적․기능적인 의복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동작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가 극심한 실버계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평균수명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

한 실버계층의 증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이 계층을 위한 패션과 제품 디자인의 조형적인

특성과 미적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이론적 근거를 위해서 선행연구 및 문헌, 전문자료,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버계층을 위한 디자인 중 현재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패션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실버계층에 대한 일반적 고찰

현대사회의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이루었으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새로운 사회 현상을 수반하게 되었다. 이에 실버계층을 위한 환

경이 연구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사회구성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구촌의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로써 대량생산의 규모가 증대되고 세계화되

면서 다수의 고령화된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제품과 디자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실버계층에 대한 개념은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 될 수 있다. 노년

기는 사회활동이 감소하고 신체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심리적 측면에서도 자신감이 위축되는 시기이



- 124 -

므로 노화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의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를 현재는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UN이 정한 기준을 널리 사용하는데 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나라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는 14% 이상

인 사회를 말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노인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

회로 바뀌는데 19년이라는 소요기간이 걸렸다. 한국의 속도는 선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빠른 고령화 속도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 생활환경 개

선과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을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전됨과 함께 미래의 경제력을 가진 노인들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소비자의

주체로서 등장하며 소비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임을 전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령의 변화에 따라

소비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들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대안으로써 시장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기업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것이고 따라서 기업들은 고령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실버계

층의 니즈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2. 디자인 개발 사례에 관한 연구

고령화 사회로 인한 실버계층의 증가는 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태나 크기, 기능 등이 체격이나 신체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사용할 수 있으며 차

별이나 불공평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디자인이 개발되었다. 이는 보다 폭넓은 사용자층을 고

려한 디자인 개발로 편리성을 제공하여 삶의 질적인 향상에 도움을 준다.

1) 패션디자인

패션디자인의 주 타깃은 젊고 건강한 구매층이었으나, 최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실버계층의 사

회 참여의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나 패션쇼의 모델로 고령자가 등장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패션이 대상으로 삼았던 20대와 젊고 건강한 사람의 감성이나 체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표준적인 디자인에서 표준 체형이 아닌 사람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배려한 디자인을 요구하

게 되었다.

최근 패션은 실버계층을 고려하여 일반 상품에 기능성을 추가하고, 다양한 체형과 사이즈를 고려

하여 패션성과 기능성을 갖춘 제품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패션제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이블 어패럴은 노

인을 위한 기능성 의류와 휠체어에 관련된 악세서리들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그림의 판쵸와 가슴

받이는 퀼트와 방수성, 통기성 안감소재를 사용하고 앞 지퍼 여밈과 고무밴드 처리한 후두가 있어 한

기와 습기방어에 탁월하다. 실버츠는 내의에서 외출복, 악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과 제

품군을 제공하여 제품의 선택의 폭이 넓다. 폴리에스테르 축면사로 신축성이 있어 편안한 벨크로 옆

트임의 내의와 발의 개, 폐가 편리한 신발, 미끄럼 방지의 기능이 있는 양말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의 ‘플리츠 플리즈’는 소재와 가공에 의해 사이즈나 체형에 관계없이 입을

수 있으며 패션성도 우수하여 체형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 또 다른 예로 생리기능 저하에 대응하

여 앞부분을 개폐할 수 있게 지퍼나 매직테이프를 달아 패드를 쉽게 갈을 수 있게 하거나 한꺼번에

속옷과 바지를 내려 속옷이 젖지 않게 만든 바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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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은 생활에 필요한 것, 즉 넓은 의미에서 도구를 만드는 디자인으로 그 경계점을 구분하

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대량 생산되어 생산, 판매, 사용 등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

고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품이라고 정의한다. 제품디자인은 기능적으로 완벽하며 형태가 아름답고

가격이 합리적인 제품을 디자인하여 인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실버계층을 위한 제품디자인은 종래의 디자인 관점과는 다르게 기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용

자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였으며, 사용자가 사용하는 언어나 지식, 이해력에 관계없이 사용법

이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척도를 마련하였다.

가타라이의 의자는 보통 거실용 의자와 다름이 없지만 좌면 아래의 탄성체에 의해 서거나 앉을 때

에 좌면을 올려서 엉덩이를 밀어 주므로 쉽게 일어설 수 있는 구조이다. 좌면에 탄성을 준 의자는 여

러 종류 판매되고 있지만, 크고 무거운 제품이 많다. 경량이면서도 심플한 디자인의 가타라이 시리즈

디자인은 가정의 거실이나 식탁에도 병원에도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평가를 받으며 2002년도 굿디자

인 상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가위질을 할 때에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가위질이 힘들

다. 캐스터네츠 가위의 손잡이 부분은 둥글고 두께가 있으므로 손바닥 전체로 잡을 수 있고, 사용법

도 자유롭기 때문에 손의 힘이 약하거나 손에 장애를 가진 사용자도 편리하게 사용하기 쉽다.

핸디워미는 비닐봉지를 손에 잡을 때 중량을 비례해서 잡는 손에 걸리는 부담을 분산시켜 힘이 드

는 것을 해소시키는 보조 손잡이다.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므로 안전성을 배려하여 손잡이 자체의

강도를 높이고 잡기 쉽고 미끄러지지 않는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 표면의 가공처리를 고려하였다. 둥

근 형태의 손잡이는 어떤 식으로 잡아도 손에 잘 맞고 잡기 쉽다. 잡는 손잡이의 안으로 둥글게 끝이

말려들어가 있는 부분에 짐을 걸어서 무게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 잡아도 비교적 안정

된 상태로 짐을 운반할 수 있다.

트리포드의 핸디버디 펜은 악력이 없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필기도구로 일반적인

막대형태가 아니라 사용자가 손 전체로 쥘 수 있도록 달걀 모양을 한 새로운 형태로서 ‘손안의 새’라

는 이미지로 전개하였다.

Ⅳ. 결론

지구촌의 글로벌화에 따른 경제적 변화로써 대량생산의 규모가 증대되고 세계화되면서 다수의 고

령화된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제품과 디자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현대사회의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평균수명의 증가를 이루었으나 고령화로 인한 실버계층의 증가로

이들을 위한 환경을 연구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실버계층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이 우리 생활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수가 지금까지는 미비한 상태로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표준체형이 아닌 사

람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배려한 디자인으로 상품의 기획, 생산, 판매체제를 재검토하고 모

든 사람이 평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아직까지 실버계층을 위한 디자인을 지향하는 전문 디자이너의 수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학계와 업계의 연구가 지속되어 고령층을 배려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디자인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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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

이슬람 여성베일에 나타난 양가성

서미화·권미정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오늘날 이슬람 여성의 베일은 국제사회에서 공적인 관심을 받으며 정치적인 찬반논쟁의 주제가 되

고 있다. 베일은 중동지방에서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문화전통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억압적인 맥락에서만 받아들여 그들의 체념과 수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표(signifier)가 되었고,

심지어 서구문명에 의한 오리엔탈리즘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헤게모니 갈등에 이용당하기도 했

다. 이미 이민자들과 무슬림 공동체들이 자리를 잡은 유럽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베일 착용과 관련하

여 법적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실제 베일 착

용자의 입장과 태도는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여성들의 미의식과

자아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서의 베일에 나타나는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포스트모던적 사고방식

중 하나인 양가성 이론을 접목하여 연구하였다.

양가성(ambivalence)이란 한 대상에 대해 서로 갈등 양상을 보이는 상태, 즉 애증이 병존함으로 인

해 어쩔 수 없이 불안정·불확실함을 가리키는 감각을 일컫는데, 이 용어는 1912년 블로일러(E.

Bleul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프로이드(Freud)는『토템과 타부』와 같은 저서를 통해 양가성이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밝혀냈다. 페터 V. 지마(P. V. Zima)에 의하면 양가성은 현대문

학의 중요한 화두인 포스트모던 담론과 탈식민주의 담론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데, 서구

열강들에 의해 탈식민주의 과정을 겪은 대다수의 이슬람 사회와 이슬람 여성베일에도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러 문헌 등을 살펴보면, 서구 식민주의 담론에서 이슬람 여성의 베일은 후진성과 종속, 그리고

억압의 상징과 가부장제의 일면으로 비춰졌고 오리엔탈리즘에 의해 왜곡된 시각이 만연하게 되었다.

또한 탈식민, 이슬람의 부흥을 주창하는 20세기의 이슬람 원리주의 움직임 속에서 이슬람 남성들은

여성의 베일이 이슬람 종교의 가르침이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돕는 기제라고

해석하여 여성의 베일을 정치 문제로 삼았으며, 베일 착용의 의무화와 함께 이슬람 여성들의 의상은

원리주의 사상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의 수단이 되었다. 오랜 역사적 전통과 종교적 사회구조 및 복

잡한 탈식민·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것을 양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 여성베일 관련 선행연구는 종교학, 여성학, 인류학 등 이슬람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나 페미

니즘을 거론함에 있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의류학 분야에서는 현

재까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슬람 의상에 대해 이슬람 의상의 조형성과 미적특성에

관하여는 권하진(2005), 서봉하(2007) 등에 의해 연구 되었고 최근 이슬람 패션 동향 연구의 움직임

이 보인다. 양가성에 관한 연구는 현대복식과 패션에 나타난 양면가치 연구가 김영옥(1999), 최진이

(2002)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범위가 현대복식에 대한 것으로 이슬람의상에 관하여는 전무하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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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분야에서 베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와 서적이 간헐적으로 있으나 이슬람 여성의상과 양가성

이론을 접목하여 심도 있게 파악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전 세계 28.78%의 인구

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교도 중 여성이 착용하는 베일과 내재적 의미 분석에 관한 다각적 차원의 연

구가 필요성이 제기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여성의 베일에 내재된 종교․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착장자가 갖게 되는 심리와 패션문화로의 표출방식을 연구함에 있어 양가성 이론을

접목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간 심리의 이중적 시각의 심리적 동인으로 양가적 개념을 살펴보

고 둘째, 이슬람 여성의 베일을 시대적,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여 베일의 상징성을 밝히며 셋째, 이슬

람 여성베일에 표현된 베일의 양가성을 분석한다. 이는 세계화, 다문화 시대에 이슬람 문화와 의상의

이해를 통하여 소통하는데 기여하고 이슬람 의상의 통시적, 공시적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기초를 마

련하며 양가성 이론의 관점에서 이슬람 여성의상을 다각적 시각으로 살펴보아 이슬람 복식문화의 실

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이슬람 여성 베일의 양가성 이론과 통·공시적 연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문헌

적 고찰에 의한 연구와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먼저 이슬람 여성 베일을 양가적 접근법으로 분석하

고 하위범주를 추론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학, 예술학, 철학, 역사, 정치학, 의류학 관련

국내외 서적, 선행 논문, 인터넷 자료 등 여러 문헌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도출된 하

위 범주를 중심으로 실증연구를 위해 의류학 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

으로 일대일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확보하고 양가성 이론적용의 근거

를 마련하였다. 면접 대상은 Riemen(1986)의 연구에서 적당한 규모라고 권장한 10명의 연구 대상자

를 표본으로 목적 표집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실제 베일을 착용하고 있는 부산 거주 20～30대 이슬람

여성을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2012년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표적 집단 면접을 포함하여 총 10명

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면접의 형태는 Patton의 면접 유형 중 면접 지침법에 따라 진행하

였다. 면접은 40～9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대화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

대상자의 승인 하에 녹음하였다. 면접대상자의 간략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역시 기록되었다.

베일의 종류는 국가별로 명칭이 다양하고 스타일이 다르지만 이 논문에서는 수차례 베일논쟁으로

베일의 개념과 종류를 정리할 필요성을 감지한 영국의 BBC에서 발표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 크게 히잡, 니캅, 부르카, 차도르 이 네 가지로 분류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역사적으로 이슬람 여성들은 서구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저항’의 상징으로 베일을

착용하기도 하며 남성중심의 사회에 저항하기 위해 베일을 벗기도 했다가 종교적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 베일을 다시 쓰기도 했다. 이러한 이슬람 사회의 복합성과 변화하는 관습에 대한 이중적 시각

의 심리적 동인으로 양가성은 인간의 내면에 내재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갖는 이중적인 태도라도

할 수 있으며, 이슬람 여성들이 착용하는 베일의 내적의미를 분석하고 패션으로의 표현방식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전체 맥락을 살펴보아야 했다. 따라서 이슬람 여성베일의 상징성을 종교·문화

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심층면접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이슬람 여

성의 베일의 베일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격리와 보호’, ‘저항과 수용’, ‘수모와 긍지’로 범주화 할 수

있었고, 복식문화 표현 방식으로는 ‘은폐와 장식’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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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사 진

은폐와

장식

사진

양가적

표현
은폐와 신체채색장식 은폐와 베일 내부장식 은폐와 베일 외부장식

출처
Fig. 1.
www.google.com

Fig. 2. www.google.com
Fig. 3. www.google.com

Fig. 4. Ross,『The Art of
Arabian Costume』, 1985

Fig. 5. www.google.com

첫째, 이슬람 여성베일은 종교․문화적 영향을 받으며 ‘격리와 보호’의 양가적인 상징성을 갖는다.

꾸란의 가르침과 하렘문화, 푸르다 제도 등으로 인해 여성 격리의 측면이 강조된 이슬람 문화의 전반

을 통하여 격리와 함께 베일을 통한 보호라는 모순적인 베일의 함의를 밝혔다. 이슬람 여성들은 베

일로 인한 격리라는 측면을 인정하지만 알라의 명령에 따르고 정숙을 유지하며 물리적, 사회적, 심리

적 보호를 위하여 베일을 착용하고 있었다.

둘째, 사회적 영향으로 발생, 심화된 ‘저항과 용납’의 양가적 상징성이 나타났다. 근대화와 함께 서

구문물과 페미니즘의 도입으로 여성의 의식이 고양되어 베일을 거부하는 저항의식의 발생과 더불어

사회적인 세력화 도구로 이슬람의 정체성을 위해 베일을 수용하게 되는 모순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베일을 여성 억압의 도구로 판단했지만 이슬람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베일을 선택한 부분

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심리적 영향으로 베일에 대해 ‘수모와 긍지’의 양가성을 갖는다. 평생 사회적 금기인 베일을

쓰고 살아야하는 여자라는 존재라는 수모와 함께 신성화된 금기인 베일에 대해 갖게 되는 긍지의 모

순적 태도가 나타났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베일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수모를 감수하고

서도 베일 착용으로 획득되는 권위와 정체성은 베일착용의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종교·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베일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은폐

와 장식’으로 베일에 표현되는 현상들을 분석하였다. 이슬람 여성들은 몸과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착

용하여 신체를 가리면서도 신체와 베일 내부 혹은 외부 장식으로 자아를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Fig. 1-5) 이는 플루겔(Flügel)이 언급했던 의복착용동기이론의 양가성과도 상통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이슬람 여성베일에 나타난 은폐와 장식을 <표 1>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이슬람 여성베일에 나타난 은폐와 장식

4. 결론

이슬람 여성베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여성 격리와 억압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슬람의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이며 정치적 헤게모니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유지되어

온 이슬람 사회의 복합적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에 대한 태도

는 종교․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격리와 보호’, ‘저항과 용납’, ‘수모와 자긍’

의 양가적으로 나타났다. 이슬람 여성들의 패션표현으로는 ‘은폐와 장식’으로 나타났는데, 베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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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은폐하면서도 신체 채색, 베일 내부장식과 베일 외부장식의 방법으로 개인의 미의식을 표현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슬람 사회의 복합성과 변화하는 관습에 대한 중층적이고 상호 유기적이며

다양한 입장에서 이슬람여성의 베일 문제를 사고하고 조망해 볼 수 있는 양가성 이론을 접목하여 한

면만 부각되었던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각적 사유체계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이는 이슬람 여

성의 베일패션을 이해하고 다문화사회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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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

인상주의 회화의 화면등가의 법칙에 기반한

모티프 빌딩 기법과 패션디자인 사례 분석

이신영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예술과 패션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서로간의 영역을 넘나들며 영감을 주고받았다. 지난 2012년

S/S 시즌 해외 패션 컬렉션의 경우 많은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예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

을 발표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회화 작품에서 영감을 얻고 있었다.

시각적 양태가 2D인 회화 작품에서 영감을 얻는 경우, 그 시각적 표면을 직물 문양화 하여 표현하

는 것이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효과는 강하지만 표

면 형식이 고착되어 다양한 디자인 개발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위해 디자인 경향이나 트렌드에 관한 양적분석

이 아닌 특정 표현 기법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해 회화적 기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전개에 아이디

어를 얻을 수 있는 디자인 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상주의 회화의 기법을 원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시각적 조형 원리인

화면등가의 법칙에 기반한 모티프 빌딩 기법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인상주의 회화의 화면등가의 법칙에 관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패션디자인

사례 제시는 질적 분석을 통하여 2011년 S/S와 F/W 컬렉션에서 추출하였다.

문헌 연구 결과, 인상주의 회화에 있어 화면등가의 법칙은 작품 전체의 모든 부분에 균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브러시 스트로크의 양식화라는 방법을 고안해 냄으로써 완성되었

다. 점묘법으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인상주의 회화의 화면등가의 법칙은 완성된 캔버스 구석구석 어

느 부분이건 빛의 색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한 중요성과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캔버

스의 모든 부분이 동일한 텍스처, 조심스럽게 균일화 된 텍스처로 채색되어진 인상주의 회화의 등가

화 된 화면(equalized surface)은 기존의 고전적 회화 기법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

적 표면을 탄생시켰다.

균일하고 등가화 된 화면 구성을 위해 모네(Claude Monet, 1840∼1926)는 물감을 발랐으며(dab).

피사로(Camille Pissarro, 1830∼1903)는 색종이를 뿌렸고(scatter), 쇠라(Georges Seurat, 1859∼

1891)는 물방울 같은 점들을 찍었다(plant). 그리고 세잔(Paul Cézanne, 1839∼1906)은 그의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는 대각선의 마름모꼴 무늬를 채용한 바 있다. 화가마다 각기 독특한 브러시 스트로크

를 개발하고 양식화하여 대상을 표현하였던 인상주의 회화의 시각적 조형 방식은 일종의 모티프 빌

딩(motif building)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점으로 찍힐 모티프를 개발하고 화면 전체를 해당 모티프

로 쌓아 올려 전체적 시각 표면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상주의 회화의 화면등가의 법칙에 기반한 모티프 빌딩 기법을 패션디자인에 적용할 경

우, 인체를 피복하는 모든 부분들이 그 기능과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시각적 가치를 갖도록

디자인 된 작품을 그 사례로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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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분석을 통해 추출된 현대 패션디자인 사례들을 살펴 본 결과 해당 디자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었다.

첫째, 모티프 빌딩 기법을 적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는 경우, 새로운 모티프의 개발이 디자인의 창

의적 측면과 직결되고 있었다.

둘째, 해당 사례들에서 의복 구성에 필요한 구성선, 절개선, 디테일의 형태는 강한 모티프의 윤곽

에 가려 의복 각 세부의 정확한 형태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그 형태가 전체적인 시각적 균일함 속

에 함몰되고 있었다.

셋째, 의복 형태에 관한 인식을 구성선이 아닌 모티프의 변화되는 색으로 인지하게 되어 다양한 시

각적 형태를 구성선에 구애받지 않고 표현할 수 있었다. 이는 인상주의 회화의 대상 표현에 있어 선

(line)이 아닌 색(color)으로 형태를 드러내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회

화 작품에 영감을 얻은 패션디자인에 있어 단순히 유명 작가의 회화 작품을 즉각적인 시각적 표면

형태로 프린트 하여 보여주는 것 외에도 그 시각적 구성 원리를 분석, 적용하여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더 본래 회화가 추구하고자 했던 효과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례들은 새로운 시각적 표면을 탄생시켰으며, 의복이라는 3D의 공간적 깊이를

‘감각적 표면(sensuous surface)’으로 대체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각적 표면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은

인상주의 회화가 선사했던 시각적 즐거움과 동종의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인상주의 회화의 화면등가의 법칙에 기반한 모티프 빌딩 기법을 중심으

로 현대 패션디자인의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2D 회화 영역의 시각적 결합방법을

3D인 패션 조형에 적용함으로써, 패션에 있어 예술적 인스피레이션을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에

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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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

일본 아스카 ․ 나라시대 색채의 특성

이경희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Ⅰ. 서론

일본의 전통색은 일본 역사상 나타난 다양한 색을 총칭하는 것으로, 각 시대별 색채의 특성을 조사

하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독특한 양상을 나타낸다. 일본 역사의 상대(上代)인 아스카(飛鳥)․나라(奈

良)시대의 색은 중국의 영향이 강한 시대였으므로 원색적인 색조를 나타낸다. 이러한 일본전통색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문헌과 회화 등의 간접자료와 염직유물과 같은 실물자료로 대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헌을 통해서 색명은 알 수 있으나, 실제 어떠한 색조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더불어 과거의 일본 전통색을 복원한 복원염포(復原染布)의 색을 측색함으로

써 색조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Ⅱ. 본론

1. 아스카․나라시대의 염색명의 특징

염색의 명칭은 식물이 종자로부터 성장하는 것처럼, 처음 기본이 되는 명칭이 나타나, 이어서 염

료, 중국의 염색, 물상의 외관, 염색상의 수법을 이름으로 하는 것과, 근세에는 유행색의 출현으로부

터 인명, 지명, 음식물명 등, 다양한 명칭이 나타난다. 그런 것들 중 일부는 이용하지않게 되고, 어떤

것은 후세까지 계승되어 일반 색채명칭으로서 관용되게 되었다. 후세, 전통색이라고 하는 색의 대부

분은 이러한 염색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그것이 어떤 색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그 염색수법을 기록

한 문헌에 의해 시염(試染)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고대의 염법을 기록한 것은 거의 전해지

지 않고, 헤이안시대에 기록된『연희식(延喜式)』의 기록이 남은 정도이다.『연희식』에는 헤이안시대

까지 행해져온 염색의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피염물의 지질, 염료, 매염제, 연료 등의 재료와 용도를

세밀히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염색수법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다루지 않았으므로, 기록에 따라 염색

하더라도 수법이 다르면 염색이 마무리된 색에 어느 정도의 색차는 생긴다. 따라서 고대의 색의 색

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폭을 갖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스카․나라시대

에 행한 염색명과 그 색조에 관해 본다. 우선 그 즈음 행하여진 염색의 명칭과 유래를 분류하면 다음

과 같다.

1) 중국고래의 염색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예, 紺)

2) 색은 중국에 배우고, 명칭을 일본명으로 바꾸는 것(예, 縹)

3) 중국의 명칭을 일본명으로 바꾸고, 색의 내용도 바꾸는 것(예, 花田)

4) 일본에서의 염색의 수법을 그대로 명칭으로 한 것(예, 紅八染)

5) 염색에 이용된 염료명을 그대로 색의 명칭으로 한 것(예, 蘇芳)

6) 물상의 외관의 색을 따라 그 물상의 이름을 명칭으로 한 것(예, 桃染)

7) 상기의 명칭에 심, 중, 천의 형용사를 붙인 것(예, 深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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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아스카․나라시대에 걸쳐 나타난 염색명을 색상별로 보면, 적색계 15종, 등색계 12종, 황색

계 9종, 녹색계 4종, 청색계 7종, 자색계 8종, 흑색계 4종, 갈색계 9종이 된다. 이 외에 백과 잡색 7종

이 있는데, 이 중에는 같은 색을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 예를 들면 적색계의 深紅과 紅의 8염의

색, 등색계의 주화(朱華)와 황단(黃丹), 자색계의 심자(深紫)와 흑자(黑紫) 등, 소위 동색이명의 것이

있으므로, 실제의 색수는 이보다 적었을 것이다.

2. 아스카․나라시대의 안료의 특징

상대(上代)의 장식고분벽화의 채색에 이용된 안료는 천연의 색토(色土)를 주체로 하고, 거기에 조

금 가공을 더한 정도의 조잡한 것이었다. 녹청(綠靑), 감청(紺靑) 등의 본격적인 광물성 물감과 은주

(銀朱, 인공의 수은주), 연단(鉛丹), 연백(鉛白) 등의 화학처리로 만들어진 인공 안료가 널리 채색재료

로 이용된 것은 불교미술이 성해진 추고천황(推古天皇, 593년 즉위) 시대 이후이다. 그 이전 숭준천

황(崇峻天皇) 원년(588)에 백제의 화공이 일본에 와서 소아마자(蘇我馬子)가 아스카에 법흥사를 창건

했으므로, 사원에 안료에 의한 채식도 행해졌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후,

추고천황12년(604)에 중국 및 한반도로부터 귀화한 화가에 의해, 자수, 공예품 등의 밑그림과 불상의

채식, 묘사가 성행했다. 그들은 직무상 안료와 紙, 筆, 墨 등 필요한 것은 지참하고 있었을 터인데,

그것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은 추고천황18년(610), 고려의 승 운징(雲徵)이 제법을 전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일본서기(日本書記)』에는「채색 및 지묵을 만들었다」라고 적혔을 뿐, 제법의 내용은 기

술되어 있지 않다. 채색이란 후의 물감으로 채식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그림물감을 안료, 때로는 단

청(丹靑), 혹은 청황(靑黃)으로 부른다.

『속일본기(續日本紀)』, 문무천황(文武天皇)2년(698) 조에 국내로부터 각종의 안료분말(密陀僧), 자황,

녹청, 감청, 청토, 흑 외에 천평(天平)시대까지 등황(藤黃), 남화(藍花) 등 유기성의 것도 더해져, 후세의

일본화의 안료는 이 시대에 갖추어졌다. 천평시대까지 나타난 안료명은 표1과 같다.

<표 1> 아스카․나라시대의 안료명

색상 안료명 색상 안료명

적색계 朱, 辰朱, 鉛丹, 弁柄 자색계 자색 단독의 안료는 없음.

갈색계 大赭, 赭土 금색 金箔, 金陀

황색계 黃土, 赭黃, 藤黃, 金密陀僧 은색 銀陀

녹색계 岩綠靑, 白綠 백색계 白土, 鉛白, 銀密陀僧

청색계 紺靑, 白靑, 藍花 흑색계 墨

3.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낸 관과 복색

고대에서는 관의 색과 복색제도가 만들어져, 색이 지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색에 따라 신분의

상하를 구별하여, 외관만으로도 구별이 되도록 하였다. 일본에서 이러한 최초의 제도가 추고천황11년

(603) 12월에 발령된 관위(冠位)12계였다(표 2).

관위12계는 성덕태자(聖德太子)가 중국(隨)의 제도를 받아들여 제정한 것인데, 관위의 이름은 유교

의 덕목으로부터 덕, 인, 예, 신, 의, 지를 택하여 6계로 하고, 각각에 대소를 붙여 12계로 만들었다.

이에따라 중국에서 正色으로 정해진 청, 적, 황, 백, 흑에 최상의 자를 더하여 6색으로 하고, 이에 농

염을 더하여 12계의 冠의 색이 정해졌다. 복색은 관의 색을 따라 관과 같은 색으로 정했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상 처음으로 색에 존비의 차가 나타난 것이다. 이때 자신의 신분 즉, 위계(位階)에 상당

하는 복색을 당색(当色, 도우지키)이라고 하고, 그 이상의 색을 사용한 경우, 죄를 물었다. 따라서 일

반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색은 특정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이러한제도에 일본다움을 나타낸 것은 최

고위에 자(紫)를 둔 것인데, 중국의 전통적인 자가 적자임에 대해 일본의 자는 진한 청색기미의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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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중에도 일본의 독자성을 나타내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후, 관위의 제도는 몇 번 수정되었고, 위색이 개정되었다. 효덕천황(孝德天皇)의 大化3년(647)에

는 7색 13계의 관제가 정해졌다. 관은 직관(織冠, 복색은 深紫), 수관(繡冠, 深紫), 자관(紫冠, 淺紫),

금관(錦冠, 眞緋), 청관(靑冠, 紺), 흑관(黑冠, 綠), 건무(建武, 黑) 등이다.

紫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초의 뿌리, 즉, 자근으로 염색하였다. 자초는 홍화보다 조

금 늦게 5세기경 중국으로부터 도래하였다. 당초는 신기한 색으로서 귀중히 여겼는데, 색조와 염색의

어려움으로 고귀한 색으로서 소중히 여겨졌다.

복색에 나타난 진비(眞緋, 아케)는 그후, 지통(持統)천황4년(690)에는 비(緋, 아케), 대보(大宝) 원년

(701)에는 심비(深緋), 천비(淺緋)의 색명이 나타난다. 이것들은 꼭두서니(茜, 아카네)로 염색한 황색

기미가 있는 진한 적색, 즉 불의 색이었다.

<표 2> 관위12계의 색

지위 색 지위 색 지위 색

大德 濃紫 大礼 濃赤 大義 白

小德 淡紫 小礼 淡赤 小義 白

大仁 濃靑 大信 濃黃 大智 濃黑

小仁 淡靑 小信 淡黃 小智 談黑

4. 아스카․나라시대의 색조(色調)의 특징

아스카․나라시대의 색명의 특징은 적, 황, 청, 백, 흑의 기본색명과 천(茜, 아카네), 홍(紅, 구레나

이), 소방(蘇芳), 남(藍) 등의 염료의 이름이 그대로 색명으로서 통용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

징은 색의 농담을 표현할 때, 기본 색보다 연할 때에는 淺-, 기본 색보다 진한 색일 때에는 深-과 같

은 접두어를 붙여 표현한 점이다. 복원염포의 측색치를 중심으로 실제 색조의 변화를 조사한 것은

표 3과 같다.

아스카․ 나라시대의 색채감각 표현은『만엽집(万葉集)』에서 노래되거나, 정창원(正倉院) 보물 중에

보여지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万葉의 색」으로 부르고 있다. 아스카․나라시대의 색을 고찰하는 자료

로서 이용한『万葉色名大鑑』은『万葉集』에 나와있는 색명과 그 시대에 사용된 색을 복원한 것이다.

<표 3> 아스카․나라시대의 농담색의 색차

색명 색조 농담색 먼셀기호
색상의 차 명도의 차 채도의 차

淺色 深色 淺色 深色 淺色 深色

紫(자) 9.7P2.6/4.4
淺紫 3.7RP4.3/2.4 4 1.7 2

深紫 1.0RP2.5/4.0 1.3 0.1 0.4

紅(홍) 3.1R4.0/12.7
淺紅 3.0R6.7/9.3 0.1 2.7 3.4

深紅 6.0R2.9/10.6 2.9 1.1 2.1

綠(녹) 1.5G4.5/5.4
淺綠 0.5G7.1/6.6 1 2.6 1.2

深綠 0.9G5.1/6.8 0.6 0.6 1.4

萌黃(맹황) 9.6GY7.0/8.1 淺萌黃 4.5GY7.6/5.3 5.1 0.6 2.8

葡萄(포도) 8.3P4.6/6.3
淺葡萄 8.7P6.0/4.7 0.4 1.4 1.6

深葡萄 7.0P4.9/6.2 1.3 0.3 0.1

縹(표) 2.7PB5.5/5.7
淺縹 1.7PB5.5/5.6 1 0 0.1

深縹 2.5PB4.8/5.2 0.2 0.7 0.5

緋(비) 7.6R4.6/11.0
淺緋 7.4R4.1/11.4 0.2 0.5 0.4

深緋 0.1R2.1/5.7 7.5 2.5 5.3

평균 1.8 2.1 1.4 0.9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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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아스카․나라시대의 색명의 특징은 적, 황, 청, 백, 흑의 기본색명과 아카네, 구레나이, 소방, 남 등의

염료의 이름이 그대로 색명으로서 통용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색의 농담을 표현할 때,

기본 색보다 연할 때에는 淺-, 기본 색보다 진한 색일 때에는 深-과 같은 접두어를 붙여 표현한 점이

다. 복원염포의 측색치를 중심으로 실제 색조의 변화를 조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1) 농담색의 색상은 동일색상이나 인접색상이 많다.

2) 淺- 붙은 경우에는 명도는 기본 색 보다도 높으나, 채도는 기본 색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3) 深- 붙은 경우에는 명도와 채도가 모두 기본 색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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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

일본 헤이안시대 색채의 특성

이경희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Ⅰ. 서론

일본의 전통색은 일본 역사상 나타난 다양한 색을 총칭하는 것으로, 각 시대별 색채의 특성을 조사

하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독특한 양상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아스카․나라(飛鳥․奈良)시대의 색은

중국의 영향이 강한 시대였으므로 원색적인 색조를 나타낸다. 그후, 국풍(國風)을 이룬 헤이안시대

(平安時代, 794～1192)의 색은 교염(交染)이 성했던 시기이므로 중간색조의 색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대의 추이와 더불어 점차 새로운 요소가 더해져 발전을 이루고, 많은 변천이 더해졌다.

표면의 변화를 보이는 변용성(變容性)에 대하여, 그 본질에서는 각 시대를 일관하여 온 근간을 이루

는 항상성(恒常性)이라고 할 요소가 있다. 이러한 표면적인 변용성과 일본인의 색채감정의 저류를 흐

르는 변치않는 항상성이 미묘한 밸런스를 취하며 오늘의 일본의 색을 형성시켜왔다.

일본 전통색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문헌과 회화 등의 간접자료와 염직유물과 같은 실물자료

로 대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헌을 통해서 색명은 알 수 있으나, 실제 어떠한 색조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더불어 과거의 일본 전통색을 복원한 복원염포(復原染

布)의 색을 측색함으로써 색조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Ⅱ. 본론

1. 헤이안 귀족의 색채감각과 색명의 특징

헤이안시대는 정치권력도 문화도 귀족에 집중된 시대이다. 이것은 이전의 나라(奈良)시대에 관해

서도 말할 수 있는데, 문화의 질에서 큰 변화가 보인다. 전대가 당풍(唐風)문화 모방의 시대였음에

대하여, 이 시대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일본 고래의 취미, 기호를 근거로 새로운 양식의 문화를 낳

아, 소위 국풍(國風)문화의 시대였다. 특히, 중기 경부터의 후지와라(藤原)씨 전성시대에는 각 방면에

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러한 문화의 일면으로서 복식에서 보는 여방장속(女房裝束)의 카사

네노이로메(重色目)의 색채미를 들 수가 있다. 그 다채롭고 화려한 배색을 통하여 헤이안 귀족의 높

은 미적감각이 전해진다.

당시 장속에 이용된 색채에는 천에 섬세하게 물을 들인 염색과 선염의 경사와 위사의 색으로 제직

한 직색과 그러한 염직의 색천을 겹쳐 나타내는 카사네이로(重色), 혹은 카사네오이로메의 3종이 있

다. 당시의 이야기와 일기 등에는 복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직색이거나, 겉감과 안감

의 배색조화거나, 때로는 장속상의 겹쳐입는 배색방법의 명칭이기도 했다. 염색에서는 색이 평면적

으로 나타나는데, 직색에서는 경위사에 의한 교직 때문에 색조가 중후해지고, 중색에서는 표리의 색

이 겹쳐 중층색이 된다. 이 경우, 겉감의 색조는 안감색에 의해 미묘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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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안귀족이 이러한 3종의 색목(色目)에 각각 명칭을 붙여 나누어 부르고, 나누어 사용하게 된 것

은 그들의 색채감각이 전대보다도 섬세하고 예민해지고, 색조의 미묘한 조화를 좋아하게 됐기 때문

이다. 헤이안의 상층귀족은 전 시대인 나라시대와는 달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생산은

모두 지방의 호족에게 맡기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귀족남녀는 시간여유가 있어 신변의 사물과 자연

을 감상찬미하게 되었다. 자연을 찬미한 것은 전대인 만엽인(万葉人)과 같으나, 만엽인이 본 자연은

소박하고 웅대한 거시적 자연이었음에 비하여, 수도를 멀리 떠나려 하지않았던 헤이안 귀족이 감상

한 자연은 산자수명한 도시 주변에 한하고, 평상은 저택내 정원의 수목, 초화와 하늘의 색 등으로부

터 자연미의 이동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자연감상은 저절로 미시적이 되었다. 헤이안

시대의 염직(染織) 중에 나타난 미묘한 색조는 그러한 미시적인 일상생활로부터 생겨난 것이었다. 또

그러한 색채의 배합은 나라시대의 독특한 배색인 운겐배색에서 보는 보색적인 강한 대비에 의한 것

이 아니고, 중차적인 쾌적한 대비를 기호하는 헤이안 귀족의 독특의 화려함이 있는 배합이었다.

2. 헤이안시대의 색조의 특징

제8세기 말경부터, 제12세기에 이르는 헤이안시대에 이르러,『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등 당시

의 많은 저작에 의해, 염색문화의 황금시대였고 색채는 찬란을 극한 시기인 것을 상상할 수 있다.

헤이안(平安)시대는 평안이라는 이름그대로 무사태평한 세상으로, 미의식이 자연을 동경하는 중에

깊어진 시대이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일본 고유의 문화가 확립되어,

「국풍」의 문화를 이룬 시대였다. 일반적으로 「왕조의 색」으로 알려진 헤이안의 색은 자연물의 색

을 모방하면서 다수의 중간색과 분화색이 만들어졌다. 관용색명에도 상대에 비하여 녹, 자, 황, 홍, 소

방 등의 다수의 농담색이 생겼고, 이것이 색상의 출현율의 특징을 나타낸다.

헤이안시대의 색명은 136색에 이르는데, 그중 아스카․나라시대의 색명과 동일한 것은 31색에 지

나지 않으므로, 전 시대에는 없었던 신출색명이 105색에 이른다. 이것을 보면 아스카․나라시대와 다

르지 않은 몇가지 안되는 식물염료로 많은 새로운 색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즉 헤이안시대에

는 독자적인 염색방법으로 2가지 이상의 염료의 교염(交染)에 의해 수많은 새로운 색이 만들어졌고,

이 교염의 수법이 대단히 복잡한 고도의 수준이었다. 헤이안시대의 염료의 사용을 보면 홍염, 자근

염, 남염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염료를 사용하여 특히 분화가 눈에 띄는 것은 자와 녹으로, 농담

의 구별에 의해, 자는 천자(淺紫), 박자(薄紫), 농자(濃紫), 심자(深紫), 천멸자(淺滅紫), 중멸자(中滅

紫), 심멸자(深滅紫)의 7종류, 또 녹은 천록(淺綠), 박록(薄綠), 중록(中綠), 농록(濃綠), 심록(深綠)의 5

종류의 분화색이 각각 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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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명 먼셀기호 농담색 먼셀기호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

綠 0.1G4.8/5.6

淺綠 6.9GY7.2/6.6 3.2 2.4 1

薄綠 7.9GY6.0/6.7 2.2 1.2 1.1

中綠 2.8G4.1/4.7 2.7 0.7 0.9

濃綠 0.6G4.1/5.4 0.5 0.7 0.2

深綠 7.7G3.3/2.8 7.6 1.5 2.8

紫 9.1P2.5/4.6

淺紫 1.5RP2.9/5.3 2.4 0.4 0.7

薄紫 9.8P2.9/4.6 0.7 0.4 0

濃紫 1.7RP2.0/3.7 2.6 0.5 0.9

深紫 4.0RP2.1/3.1 4.9 0.4 1.5

蘇芳 3.1R4.8/9.1

淺蘇芳 2.2R6.7/5.1 0.9 1.9 4

薄蘇芳 10RP6.6/6.3 3.1 1.8 2.8

中蘇芳 1.0R5.3/8.2 2.1 0.5 0.9

濃蘇芳 3.1R2.9/8.3 0 1.9 0.8

深蘇芳 3.3R4.1/8.8 0.2 0.7 0.3

紅 2.6R5.2/11.7

薄紅 7.4RP6.7/10.2 5.2 1.5 1.5

中紅 1.4R6.1/12.5 1.2 0.9 0.8

濃紅 2.8R4.6/13.4 0.2 0.6 1.7

紅梅 9.2RP5.5/8.1
薄紅梅 6.8RP6.7/8.3 2.4 1.2 0.2

濃紅梅 2.3R3.8/7.2 3.1 1.7 0.9

裏山吹 7.9YR7.4/8.5 薄裏山吹 2.2Y8.3/5.3 4.3 0.9 3.2

山吹 4.5Y8.0/9.5
薄山吹 6.8Y8.6/5.5 2.3 0.6 4

濃山吹 3.0Y7.5/11.0 1.5 0.5 1.5

黃 4.7Y8.0/9.3

淺黃 7.4Y8.2/6.8

薄黃 7.3Y8.2/8.4 2.6 0.2 0.9

濃黃 6.1Y7.8/10.9 1.4 0.2 1.6

深黃 5.4Y7.5/9.2

靑 5.7G5.1/3.9
薄靑 3.0G6.2/3.5 2.7 1.1 0.4

濃靑 4.5BG4.7/3.6 8.8 0.4 0.3

二藍 9.7PB3.3/6.4 濃二藍 1.1P2.5/5.3 1.4 0.8 1.1

香 0.7Y6.9/5.0
薄香 1.1Y7.4/4.6 0.4 0.5 0.4

濃香 9.8YR5.9/5.1 0.9 1 0.1

花田 1.5PB4.5/5.2
淺花田 3.0B7.5/2.0 8.5 3 3.2

薄花田 7.4B7.1/2.5 4.1 2.6 2.7

紺 8.0PB2.1/4.1 薄紺 6.2PB2.3/4.8 1.8 0.2 0.7

평균

淺- 3.5 1.6 2.3

薄- 2.7 1 1.5

中- 2 0.7 0.9

濃- 2 0.8 0.9

深- 3.4 0.8 1.2

<표 1> 헤이안시대의 농담색의 색차

또한 관용색명의 특징의 하나로서는 아스카․나라시대 처럼 헤이안시대에도 농담을 표현할 때 기

본색명의 앞에 접두어를 붙여 나타낸 것을 들 수 있다. 농담색은 전 시대보다 한층 세분화되어, 원래

의 색보다 연한 경우에는 淺-, 薄-, 원래의 색보다 진한 경우에는 濃-, 深-, 또는 연한 색과 진한 색

의 중간에는 中-이라는 접두어를 붙인다. 따라서 색에 따라 3단계로부터 6단계가지 농담의 색이 출

현한다.

헤이안시대의 색을 복원한 복원염포의 농담색의 색조를 조사한 것이 표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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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헤이안시대는 平安이라는 이름그대로 무사태평한 세상으로, 미의식이 자연을 동경하는 중에 깊어

진 시대이다. 문화적인 면에서는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일본 고유의 문화가 확립되어,「국풍

(國風)」의 문화를 이룬 시대였다. 일반적으로「왕조의 색」으로 알려진 헤이안의 색은 자연물의 색을

모방하면서 다수의 중간색(中間色)과 분화색(分化色)이 만들어졌다. 헤이안시대의 색명은 136색에

이르는데, 그중 아스카․나라시대의 색명과 동일한 것은 31색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 시대에는 없었

던 신출색명이 105색에 이른다. 이것을 보면 아스카․나라시대와 다르지 않은 몇가지 안되는 식물염

료로 많은 새로운 색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헤이안시대의 독자적인 염색방법으로서 2

가지 이상의 염료의 교염(交染)에 의해 수많은 새로운 색이 만들어졌고, 이 교염의 수법이 대단히 복

잡한 고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용색명의 특징의 하나로서는 아스카․나라시대 처럼 헤이

안시대에도 농담을 표현할 때 기본색명의 앞에 접두어를 붙여 나타낸 것을 들 수 있다. 농담색은 전

시대보다 한층 세분화되어, 원래의 색보다 연한 경우에는 淺-, 薄- 처럼, 원래의 색보다 진한 경우에

는 濃-, 深-, 또는 연한 색과 진한 색의 중간에는 중-이라는 접두어를 붙여, 색에 따라 3단계로부터

6단계까지 농담의 색이 출현한다.

복원염포의 측색을 통한 농담색의 색조를 조사함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1) 농담색의 색상은 동일색상이나 인접색상이다.

2) 淺-, 薄-에서는 기본 색보다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색이 많았다.

3) 濃-, 深-에서는 기본 색보다 명도, 채도 모두 낮은 색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을 통하여 헤이안시대에는 색상의 관점 이외에도, 명도와 채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려

고하는 사고의 싹이 텄음을 알 수 있다. 기본 색과의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를 평균적으로 나타내보

면 표1과 같고, 中色을 중심으로 색상, 명도, 채도에서 단계적인 차를 두어 담색으로부터 농색에 이르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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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

패션 소재 트렌드 분석에 따른 

패션 디자이너 디자인 특성 연구 
- 2007년 S/S부터 2010년 S/S 컬렉션을 중심으로 -

윤재심1)·김순자2)

1) 상명대학교 섬유디자인학과

2) 상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현대 패션에서 소재는 새로운 디자인의 요소로써 의상을 만들기 위한 재료만이 아닌 유행의 흐름

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에 따라 아주 다른 느낌이나 이미지

가 전달되어진다. 글로벌화를 통해 해외에서 제안되는 패션 트렌드가 거의 동시에 국내에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패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와 국내의 패션 소재 트렌드

의 수용상황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고 소재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소재를 디자인하거나 기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최근에는 패션 소재 트렌드 예측 기관을 통해 새롭게 개발되어 제시된 소재

가 해외 컬렉션의 시즌 제품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그 시즌의 유행이

하나의 소재 특성에 의해 주도되어 새로운 패션 이미지로 창조되고 있다. 패션 트렌드를 수용한 소

재 표현은 트렌드에 제시된 디자인 단순 적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적 배경, 패션 트렌드의 테마, 패션 디자이너 고유의 컨셉 등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패션업계는 이 모든 문화적 혼합현상을 내포하고 있으며, 세계화된 패

션의 문화는 해외와 국내 제품을 동시경쟁체재 하에 있게 하였고, 해외에서 제안되는 패션 트렌드는

거의 동시에 국내에 수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패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와 국내의 패션 소재트렌드의 수용상황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고 소재 동향을 이해하

는 것은 소재를 디자인하거나 기획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소재 트렌드

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소재 트렌드 정보회사의 자료

를 통해 소재 트렌드의 특성을 분석하고, 컬렉션별 소재 트렌드 수용도를 비교 분석한 후 컬렉션별

디자이너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프리미에르 비죵(Premiere Vision)을 중심

으로 2007년 S/S부터 2010년 S/S까지의 소재 트렌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비

슷한 소재 표현은 통합한 후, 빈도수에 따라 선별하여 대표적인 소재 표현 어휘를 추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4대 컬렉션인 Paris, Milan, London, New York의 패션 컬렉션과 국내의 Seoul 컬렉

션에서의 시즌별, 컬렉션별 소재 트렌드 수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 패션 소재 트렌드 수용 빈도

에 따라 각 소재별 적용 빈도수가 높거나 각 컬렉션을 대표할 만한 디자이너를 선정한 뒤 선정된 디

자이너 컬렉션에서의 디자인의 소재, 실루엣, 아이템, 디테일, 패션 이미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S/S 시즌 패션 소재 트렌드를 바탕으로 추출된 트렌디한 소재 표현 어휘는 부드러운 소

재, 견고한 소재, 광택 소재였으며, 추출된 세 가지 소재 표현 어휘 중 부드러운 소재가 다른 소재에

비해 각 컬렉션에서 높은 적용 빈도를 보였다. 2007년 S/S 시즌 부드러운 소재의 경우 다른 트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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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재에 비해 Paris, Milan, London, New York, Seoul 컬렉션 모두에서 대체로 높은 적용 빈도를

나타내었다. 부드러운 시폰이나 저지 소재는 London 컬렉션에서는 신체를 감싸며 글래머러스함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컬렉션에서는 가볍고 부드러운 여성미를 어필하는 의상에 주로

사용되었다. 2007,08년 F/W 시즌 트렌디한 소재는 견고한 소재, 광택 소재, 재질감 있는 소재의 세

가지 표현어휘로 추출할 수 있었으며, 견고한 소재와 광택 소재의 적용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며 퓨

처리스틱한 감성과 단정한 느낌이 강조된 페미닌한 스타일의 의상이 주를 이루었다. 견고한 소재의

경우 Milan 컬렉션, Seoul 컬렉션이 다소 직선적인 실루엣의 코트로 매니쉬함을 더했다면 Paris,

New York, London 컬렉션에서는 볼륨을 강조한 빅 사이즈 코트가 제안되었다. 2008년 S/S 시즌 트

렌디한 소재는 광택 소재, 부드러운 소재 두 가지 표현 어휘로 추출 되었으며, 각 컬렉션별로 도시의

특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나타났으며 지난 시즌까지 퓨처리즘과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다소 딱딱하

고 건조했던 의상들이 모든 컬렉션에서 가벼운 느낌으로 제안되었다. 2008, 09년 F/W 시즌의 트렌디

한 소재 표현 어휘는 견고한 소재, 광택 소재, 재질감 있는 소재로 추출되었으며, 2008, 09 F/W 시즌

은 5개의 컬렉션을 아우르며 구조적이고 형태가 있는 실루엣이 트렌드로 각광받았다. 특히 컴팩트한

고급스러운 겨울 소재는 오버사이즈의 칼라와 더블 여밈 등의 디테일을 더한 빅 사이즈 코트가 각

컬렉션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09년 S/S 시즌 추출된 트렌디한 소재 표현 어휘는 가벼운 소재,

견고한 소재, 재질감 있는 소재로 나타났으며 2009년 S/S 시즌은 각 컬렉션별로 가볍고 투명한 소재

들이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가운데 다른 시즌에 비해 서울 컬렉션 디자이너들의 트렌디한 소재 적용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09, 10년 F/W 시즌에는 재질감 있는 소재, 견고한 소재 두 가지의 트

렌디한 소재 표현 어휘로 추출할 수 있었으며, 두 소재 모두 각 컬렉션에서 비슷한 빈도로 적용되었

다. 2009, 10년 F/W 시즌은 울 특유의 포근한 느낌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동안 얇은 두께로 제안되었

던 울 소재가 울 자체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전형적인 코트의 무게감을 보여주며 견고한 소재의 적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Paris, Milan, New York 컬렉션에서는 테일러드 코트와 수트를 중심으로

클래식하게 제안되었다. 2010년 S/S 시즌 추출된 트렌디한 소재 표현 어휘는 견고한 소재, 부드러운

소재, 투명한 소재였으며, 2010 S/S 시즌의 경우 실용주의의 영향으로 각 컬렉션의 디자이너들은 현

실성 있는 스타일을 제안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실험적인 소재보다는 간결한 실루엣을 살릴 수 있는

부드럽고 내추럴한 소재들이 전반적인 아이템에 활용되어 나타났다.

패션에서의 소재는 다양한 개발을 통해 패션 디자이너의 창조성을 자극시켜 새로운 상품을 기획

하고 패션 상품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패션 소재는 패션 디자인의 중요

한 일부분이며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역할과 중요성은 사회 환경과 가치와 함께 변하며, 점점

다양화되고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을 충족시키며 글로벌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패션 현실 속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하는데 있어서 Paris, Milan, London, New York의 4대 컬렉션에 비

해 Seoul 컬렉션의 경우 국내 패션 정보 기관에서도 컬렉션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전문적인 자료가

부족하였으며, 분석한 패션 소재 트렌드에 대한 적용 빈도 또한 낮게 나타났다. 획일적인 디자인

추구는 물론 소재 면에서 빈약하고 디테일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세밀하거나 트렌드를 반영하기 보다

는 디자이너의 개성이 강한 과장된 실루엣들이 보여졌다. 또한 시즌별 나타나는 일부 테마를 중복

하여 선택함으로써 한정된 트렌드 테마에만 집중하거나 디자이너의 오리지널리티가 부족하였다. 이

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Seoul 컬렉션을 내용 분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토대로 패션 소재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패션 트렌드와 더불어 패션 소재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한국 패션시장을

위한 보다 독창적인 소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한다면 소재

연구자와 패션 관련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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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1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불확정성

김순자

상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현대 사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리적 동요와 불안, 욕구,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디지털 뉴

미디어시대의 가속회된 변화로 인해 유동적이며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성은 임시적이고 가변적인 동

시에 구체화되지 않은 경계를 의미한다. 독일의 물리학자 Werner Heisenberg가 주장한 이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기존의 결정

론적이고 확정적인 과학관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 개념은 다양한 분야에서 미학적 원리로 적용되고 있다. 불확정성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 및 실내 디자인 분야에서는 현대 건축에서의 불확정성에 대한 연구에서불확정성의 표현

유형을 기존관념에서 탈피한 변형에 의한 표현, 다양한 양식의 융합과 타 영역의 적용, 우연성에 의

한 표현, 내 외부의 비합리적 도치로 제시하였고 패션에서의 불확정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불

확정성 특성을 비정형성, 비물질성, 무작위성, 복잡성, 가변성으로 범주화하여 표현 방식의 특성을 구

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패션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적 관점에서의 불확정성 특성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해체주의 패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특

성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최근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가시적 혼란을 또 다른

차원의 질서로 이끌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불확정성을 제시하고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불

확정성 특성 및 의미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사회문화 관련 문헌을 통해 불확정성의 개념을 살펴

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건축 및 실내 디자인과 패션에서 표출된 불확정성 특성을 고찰하며 이를 토대

로 패션에서의 불확정적인 특성이 강조되고 구체화된 2000년대 이후의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불확정성 표현을 분석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불확정성은 인체 표현에서의 불확정성, 공간 표현에서의 불확정성, 인

체 및 공간 구성에서의 다양한 양식의 융합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인체 표현에서의 불확정성

은 인체 변형, 이질적 형태의 결합, 인체 해체 및 재구성으로 표출되었으며 이것은 기존의 고정된 미

적 개념에서 벗어나 무한한 변신 가능성을 지닌 불확정적 인체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간 표현에

서의 불확정성은 이질적 이미지 중첩, 돌출적 이미지 삽입을 통해 모호한 시공간적 개념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각적 불명료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미지를 흐리게 하거나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양식과의 융합을 통해 표현 기법과 장르 및 기능에서의 경계의 모호함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적 효과 뿐 아니라 새로운 소통 체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불확정성은 다원화와 주관주의적 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새

로운 사고체계로서 현대 사회 문화의 모호성과 복잡성을 드러내며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다의적인

미학적 가치와 확대된 시각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패션 이미지와 패션

메시지는 보는 사람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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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2

패션과 공공 영역에서의 참여적 디자인 특성 및 

참여자 역할 비교 연구

이지현·안지원·이은지·박현정·윤주영·하지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1. 서론

참여적 디자인은 적용 가능한 분야와 환경, 방법론, 사회 가치반영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와

유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정의하기 어려운 디자인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참여적 디자인

은 현재 가능한 또는 잠재적인 최종 사용자들(end-user)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문화의 확대라는 시

대변화에 바탕을 두는 접근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국내외 패션산업에서도 사용자의 다양한 경험과 참여를 유도하는 맞춤형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과 사용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참여 디자인 등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이나 지속적인 관점에서의 교류 등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사회적 소통의 중심공간으로

지역 구성원들의 공동의 가치를 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은 참여자의 권한을 확대하고

집단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참여적 디자인이 가장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분야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참여적 디자인 연구의 경우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 중 참여의 범주를 기획과 평가

의 단계로 한정하고 있으며, 참여 형태는 사용자(user)와 평가자(tester)의 형태로 국한시키는 측면이

있다.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네트워

크 기반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연구는 전무하다. 네트워크 기반의 환경에서 프로슈머로서의 사용자

와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를 원하는 사용자를 고려할 때, 참여자의 디자인

프로세스의 참여도와 형태에 따른 디자인 과정의 단계와 특성의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디자

인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디자인 주체의 변화로 디자인 방법론과 과정의 영역 간 비교 분석을 통

한 분리와 해체, 통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기반의 패션과 공공역역의 공공디자인의 참여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비교 분석

함으로써, 참여적 디자인의 특성 및 프로세스의 차이점과 참여자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패

션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참여적 디자인 프로세스의 활용방안을 분석, 보완점을 개선하여 활용 가능

한 방법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분석의 범위로 패션은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의 제품 등 디자인의 영역으로 단순 정보 제공, 블로

그 및 브랜드 제품 판매 사이트를 제외하였고 공공은 공공 디자인의 영역으로 공공 시각물, 공공시설

및 시설물, 공공 공간으로 제한하였다.

참여적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기반으로 소비자의 참여를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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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운영되고 있는 패션, 공공디자인 사이트를 선행연구(임민정 2011, 송은아 2009 외) 및 국내외 최

대규모포털사이트(www.naver.com, www.google.com) 등을 통해 조사하였고, 이 사이트들을 중심으

로 기획, 생산, 유통 및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단계 및 참여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의 선정은

소비자 및 사용자가 실제 패션 제품/공간의 기획, 생산, 판매, 관리 등에 참여하는 사이트로 패션 영

역 총 30개와 공공 영역 총 24개의 사례의 내용을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패션 영역에서의 참여적 디자인 특성

패션 영역에서 네트워크에 기반 한 참여적 디자인 프로세스는 정보수집 단계(소비자 개인 정보, 소

비자 소장 정보), 관념화 단계(컨셉/ 모티브 업로드, 이미지/사진 제공), 구체화 단계(아이템 선정, 디

자인 선정, 원단/부자재/색상 선정, 사이즈 선정, 희망디자인 제안/ 디자인 공모), 실행 단계(제작 방

법/기법 선정, 패턴 수정/제안), 평가 단계(디자인 투표/ 평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단계(제품 사용

후기/ 사진 올리기/ 커뮤니티 형성)로 나뉘며(이지현 외, 2012)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한 부분만

을 특화하여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프로세스 단계를 오픈하여 전반적인 디자인

작업에 소비자를 개입시키기도 한다.

각 프로세스 별 참여 빈도수는 소비자 본인의 정보 공유 및 수집과 제품 사용 후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단계에서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으며 이는 다른 프로세스 단계에 비해 참여자의 전

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다는 점과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접근성이 쉽다는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려 된다. 반대로 비교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제작 방법이나 패턴 수정 등 실행 단계에서는 업체 측

에서의 소비자 참여 유도도 적었고 참여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 집중도에 따른 참여자의 역할유형은 크게 정보 공유 유형, 소스 제공 유형, 디자인 재료 선택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보 공유 유형은 소비자 본인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 제품

의 사용 후기나 사진을 업로드 하는 행위를 포함하였으며 참여 유형 중 가장 활성화 되어 있었다. 소

스 제공 유형은 디자인 컨셉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여 다른 소비자들의 디자인 선택의 옵션에 기

여하는, 일종의 디자이너 역할 유형이며 디자인 재료 선택 유형은 제시된 디자인의 디테일이나 색상,

원단, 부자재 등을 선택하는 참여자 유형을 의미한다. 패션 참여적 디자인에서의 참여자는 개인적인

흥미나 취향에 따른 디자인 제시 및 선택을 하고 개인의 개성을 적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 공공 영역에서의 참여적 디자인 특성

공공 영역에서 네트워크에 기반 한 참여적 디자인 프로세스는 정보수집 단계(대중에게 정보 인식,

개인 소장 정보 공유), 문제제기 단계(환경/생태계/공공), 관념화 단계(아이디어/의견 공유, 컨셉/ 모

티브 업로드), 구체화 단계(디자인협의, 워크샵/협의, 공모), 실행 단계(구현 방법/기법 선정, 제작참

여, 보수작업), 평가 단계(디자인 투표/ 평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단계(모니터링, 관리방법/운영 프

로그램, 시민 조직 형성, 정보 교환)로 나뉘며 불특정 다수의 사적인 참여보다는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참여를 공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큰 특성이다. 공공분야의 참여적

디자인은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정보교육, 주최자와 대중 및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워크샵,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 형

태의 프로세스 단계가 중요한 디자인 프로세스로 강조되고 있다. 각 프로세스 별 참여 빈도수도 특

정 부분에 치중되어 있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분포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지역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단계의 참여와 온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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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공모전참여의 디자인 단계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공단계의 시설물, 시

각물 제작이나 보수작업에 아트웍(Art work) 개념을 대입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성

원들의 참여가 높은 편이었고 시민 조직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도도 높았

다. 공공기반 참여적 디자인은 주최자, 전문가, 주민 등의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협력을 바탕으로 이

루어진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의 충분한 교류는 이루어지나 효과적인 디자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디자인을 조정하는 워크샵 형태의 다양한 툴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유형은 크게 아이디어 제시 유형, 워크샵 참여 유형, 디자인 제시 유형, 제

작 참여 유형, 관리․운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아이디어 제시 유형에 직접 생활하면서 문제나 개

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초기 진행 단계 참여자들이 해당된다. 워크샵 참여 유형은 워크샵을 통해

교육을 받으며 쟁점이나 설계안에 대한 협의를 하고 디자인 제시 유형은 공모를 통해 구체적인 디자

인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작 참여 유형은 아트웍과 같은 시민 참여의 공

간/시설/시각물을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관리․운영 유형은 시민 조직을 구성하여 모니터링/관리/운

영의 역할을 한다.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참여자의 의식은 참여자 개인 보다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

구하기 때문에 모두의 삶의 질을 총체적인 입장에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3) 참여적 패션과 참여적 공공디자인의 프로세스 비교분석

참여적 패션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은 산업기반과 공공기반으로 디자인 방법론과 접근, 과정에서 차

이점이 있다. 먼저 패션에서의 참여적 디자인은 제품을 기획,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와 지식축적

의 목적에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의 총괄적 참여가 아닌 선택적 참여가 주

를 이룬다면 공공에서의 참여적 디자인은 제품이나 공간을 기획, 생산하고 더 나아가 관리, 유지를

위한 정책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주체적이고 총괄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참여자와

주체자 및 디자이너와의 의견 간극을 좁히기 위해, 또는 교육을 통해 구성원들이 디자인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워크샵을 진행하며 이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협

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참여 접근 방식에 있어서 패션은 개인의 취향이나 니즈에 따라 시작되어 정보 공유나 디자인 선택

등 다소 국소적인 접근 성향을 띠었고 공공은 자신의 지역에 대한 문제 인식,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아이디어 제시, 디자인․제작 작업, 관리․운영 등 주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진다.

4. 결론

패션 영역의 참여적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정보제공 및 수집과 커뮤니케이션 단계의 참여는 높았고

제작 및 실행 단계에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패션 영역에서 소비자의 참여는 정보수집

및 기획에 한정되고 생산에는 제한적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공 영역의 참여적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사용자는 정보제공 및 수집 단계부터 커뮤니케이

션 단계까지 비교적 총체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교육이나 워크샵을 통해 참여자가 직접

적으로 기획이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여적 디자인

이 교육적인 속성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패션영역에서의 참여적 디자인 프로세

스에도 교육을 통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정보제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패션 영역과

는 다르게 공공 디자인은 비사업적 측면으로 생태와 인간,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장기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참여적 디자인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는 참여환경, 참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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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에 있어서 공공 분야에서는 통계적인 실험과 계획을 거치고 있어 이는 패션 등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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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의 미적 특성

김양수·함연자·문명옥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 서론

20세기 중반이후 유행의 주기가 짧아지고 사람들 각자의 개성이 강해지면서 하나의 실루엣이 한

시대를 특징짓는 대신에, 다양한 실루엣의 패션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아우어

글라스 실루엣은 여성의 인체미를 강조하는 실루엣으로 신체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의 패션에서도 주요한 패션의 실루엣으로 강조되리라 예견된다. 본 연구는 아

우어글라스 실루엣의 미적 특성과 조형성을 고찰하여 새로운 디자인 발상을 유도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의 개념과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이 최초로 나타나는 크레타시대부

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으로 표현된 패션의 추이를 사적 고찰하고, 아우어글

라스 실루엣의 미적 특징과 조형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의 개념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은 웨이스트라인을 조이고 그 위와 아래를 부풀게 한, 윤곽이 마치 모래시계

의 모양과 닮았다고 하여 이렇게 불리고 있다. 제 허리선을 조여주어 여성만이 표현할 수 있는 인체

를 보여주는 실루엣이 바로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이다. 대표적인 실루엣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꼭

맞는 타이트한 피티드(바디 컨셔스) 실루엣, 상반신이 체형선에 따라 꼭 맞고 스커트 부분이 도련 가

까이에서 가볍게 플레어를 나타낸 피트 앤 플레어 실루엣, 슬림한 스커트의 단을 끊어서 인어의 꼬리

느낌의 플리츠나 플라운스를 붙인 머메이드 실루엣, 측면에서 본 실루엣이 가슴에서 스커트의 단까

지 거의 수직인데 비해 뒤가 웨이스트라인에서 극단적으로 가늘게 조였다가 볼기 위치를 버슬로 둥

글게 과장하면서 스커트 단으로 향하여 곡선미를 표현한 버슬 실루엣이 있다. 아우어글라스 실루엣

의 표현방법으로는 여성의 굴곡진 인체 자체를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는 방법과 더 과도하게 잡아주

어 조금은 왜곡되지만 그로 인해 더 아름다워 보이는 효과를 주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아우어

글라스 실루엣에 포함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그림자의 형태로만 보았을

때, 즉 실루엣 상 확연히 드러나는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 해 보고자 한다.

3.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의 시대적 미적특성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의 미적특성은 상류 계층 복식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우아한 아름다움을 표현

하는 우아미, 특정부위의 노출과 강조로 섹시함을 아름답게 표현한 관능미, 인체를 왜곡시켜 더욱 돋

보이고 아름답게 표현하며 자신을 과시하는 과장미, 화려한 소재와 다양한 디테일을 사용하여 아름

다움을 표현하는 장식미로 분류될 수 있다.

고대 크레타 시대부터 20C까지 시대별 패션에 나타난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의 미적특성과 표현방

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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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미적특성 표현방법
조형적 특성

코르셋 버팀대

크레타시대
(B.C.3000)

관능미,
과장미

가슴 노출
금속벨트로 가는 허리를
유지
원추형 스커트로 엉덩이
강조

가죽이나 금속으로 만
든 벨트형

층계식 롱스커트

르네상스시대
(16C)

관능미,
과장미,
장식미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메디치 칼라, 어깨 패드,
퍼프소매, 코르셋과 파
팅게일로 부풀린 스커트
로 전체적으로 과장된
실루엣
화려한 보석장식과 저명
도 고채도의 색상, 광택
있는 재질로 장식

바스킨과 코르피케
*바스킨:풀먹인 리넨
천을 두 겹으로 재단하
고 그 사이 바스크를
넣어 딱딱하게 부풀리
고 앞뒤가 트임
코르피케:두겹 이상의
리넨을 겹쳐서 누벼 바
스크의 딱딱함을 보강

바스크로 크기가 다른
틀을 마들어 리넨이나
카튼 밴드로 감아, 풀
먹인 리넨 속치마에 꿰
맨 베르튀가댕이나 파
팅게일
원통형 오스퀴

바로크시대
(17C)

관능미,
과장미,
장식미

바토네크라인
크리놀린과 버슬형태로
엉덩이 과장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
과다 사용

고래수염을 캔버스 천
사이에 넣어 만든 코르
발레네

페티코트를 두세 개씩
겹쳐 착용
힙의 양 옆으로 퍼지는
파니에

로코코시대
(18C)

우아미,
관능미

가는 허리
풍성한 스커트

고래 뼈로 된 바스크를
댄 다음 전체적으로 고
래수염을 넣고 촘촘히
박음질

카튼, 울, 실크 등의 천
에다 좁은 테이프를 박
아 그 사이에 고래수염
을 넣은 파니에
대형 원통형 파니에였
다가 타원형 파니에로
변형

낭만주
의시대
(19C)

로맨틱
관능미,
장식미

목, 어깨, 발목 노출
다양한 디테일과 트리밍
화려한 액세서리

쇠 버팀대가 있고 끈으
로 조임

힙패드를 스커트 속에
넣고 빳빳한 천으로 만
든 페티코트

낭만주
의시대
(19C)

크리놀린 과장미 과도한 스커트 폭

딱딱한 고래뼈 사용이
적어지며 끈을 넣고 바
느질하는 코딩과 누비
는 퀼팅 방식

린넨과 말털을 넣어 짠
두껍고 잘 꺾어지지 않
는 천으로 제작한 크리
놀린

버슬
우아미,
관능미

가슴, 허리 강조
엉덩이 과장

바스크로 허리를 압박
해 잘록한형태의코르셋

말털로 만든 버슬, 철사
를 엮어 철의 고리를 축
으로한랑그트리식버슬

아르누보
관능미,
과장미

허리, 풍만한 가슴 강조
크게 부풀린 소매

배를 딱딱한 바스크로
평평하게 압박하고 가
슴을 떠올려 받쳐지는
과장된 형태
허리에서 힙으로 S커브
실루엣으로 제작

프릴을 화려하게 단 페
티코트

20C

뉴룩 우아미 가슴, 엉덩이 강조 X X

바디
컨셔스

관능미 적나라한 신체 라인 노출 X X

머메이드
우아미,
관능미

인어를 보는 듯 한 실루엣
으로인체라인노출
보행시소재의움직임강조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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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은 크레타 시대부터 20세기 패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미적 특성과 표현방법은 시대에 따른 이상적인 신체미를 반영하여 다르게 나타났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에 들어 여성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이 중요해 짐에 따라 화려한 장식과

과장된 실루엣이 보다 절제되어 표현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아우어글라스 실루엣의 미적 특성

으로 고찰된 우아미, 관능미, 과장미, 장식미는 여성들에게 시대의 흐름에 관계없이 언제나 열망되는

미적 가치로 이러한 여성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미래의 패션에도 접목시켜 다양한 아우어글라스 실루

엣의 디자인이 창조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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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4

 현대패션에 나타난 코르셋디자인 

이현옥
1)
·손영미

2)

1) 조선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2) 조선대학교 디자인학부

Ⅰ. 서론

미에 대한 가치는 시대의 변천과 함께 옷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알 수 있는데, 여성스러운

곡선미를 강조하고 허리를 타이트하게 조이고 가슴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코르셋의 상징적 특징들

은 현대 패션에서 코르셋이 새로운 룩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코르셋은 속옷의 개념이지만, 단순히 겉옷 안에 입혀지는 의복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겉옷과

속옷의 경계가 흐려져 속옷의 형태를 띠면서도, 겉옷으로 입혀지는 의복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패

션경향과 맞물려 현대의 여성복 유행 아이템으로, 코르셋을 활용한 코르셋밸트, 코르셋베스트, 코르

셋원피스 등이 현대패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패션에서 아이템이 다양화되면서 인체에 부분

적으로 이용되는 패션의 다양한 연출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그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디자인은 기능적인 면 이외에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심리적 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운 여성미를 살리는 코르셋이 현대 패션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변화되어 가는지 연구, 분

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코르셋이 가지고 있는 형태, 특징을 알아보고 장

식요소, 문양, 장식기법을 살펴본다. 둘째, 현재 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지

고 있는 코르셋 디자인을 조사, 분석하여 코르셋 룩을 중심으로 구축성, 장식성, 모더니즘으로 분류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디자인 정보는, 2010년부터 2012년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의 S/S F/W 컬렉

션잡지를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각종 패션잡지, 웹사이트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가. 코르셋의 형태와 특징

코르셋은 신체의 윤곽을 포장하여 정리함으로써, 신체동작의 특정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의복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유형으로 변화되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굵은 밸트 정도의 굵기만큼 작아지기도 했으며 때때로 가슴 위까지 올라가거나,

또는 그 반대로 굉장히 짧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시대를 초월한 코르셋의 유형적 공통된 특징은, 허

리 부분을 조여서 좁게 만들어 상대적으로 엉덩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현대 코르셋의 특징은 가슴을 제외하고 허리는 조여 주며 둔부는 평평하게 만든 거들 형식의 코르

셋 속옷과 올 인 온(all in one)으로, 가슴부터 둔부까지 조여 주는 파운데이션 형식으로 구별된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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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용도의 코르셋은 일반적으로 신축성이 가미된 소재를 이용하고 최대한 얇고 실용성 있게 구성되

고 있으며, 반대로 코르셋의 기능적인 면보다 장식적인 면을 부각시켜 여성성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1. 코르셋의 장식요소

코르셋의 장식요소로는 금속고리(Metal hook)장식, 레이스(Lace)장식, 버튼(Button)과 스냅(Snap)

장식, 리본(ribon)장식, 트리밍(trimming)장식, 스토마커(stomaker)장식으로 금속고리장식은 대부분

의 코르셋에 이용된 장식요소로, 후크를 사용해서 조여 주는 방식으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레

이스(Lace)장식은 코르셋의 여성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장식 요소로 사용되고, 주로 과거 코르셋의

윗단과 아래 끝단에 사용되었지만 현대 패션에서는 여성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코르셋 룩 전체에

레이스 장식을 이용하기도 한다. 버튼과 스냅장식은 19세기 후반에 등장하였으며, 금속 고리 대신 버

튼으로 여미고 버튼의 장식적인 면을 부각시켜 표현하거나, 히든 버튼(hidden snap)이라 하여 주로

보이지 않게 안에서 여밈을 가하는 형식으로 사용한다. 리본장식 중에서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실크

리본 장식은, 어깨 부분이나 둔부 부분에 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소매가 있는 겉옷에 장식적

역할로 쓰여 겉옷 안에 입는 스테이의 어깨끈을 이어주는, 이음새의 장식적 효과를 가미하기 위해 쓰

이기도 하였다. 트리밍장식으로는 17세기 후반 등장하여, 의복의 마지막 손질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붙이는 장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하지 않고 의복에 고정하는 것이다. 이는 이 시대 재킷의 솔기부분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코르셋 초기 형상인 보디스의 장식기법으로 흔히 이용되었다. 보디스 앞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었던 스토마커장식는 V자 모양의 패널로서, 18세기경에 많이 사용되었으

며, 또한 드레스 앞부분에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액세서리였다.

2. 코르셋에 사용된 문양과 장식기법

코르셋 문양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문양은, 단연 꽃문양과 스트라이프문양이 가장 많이 쓰

여 지고 있으며, 또한 아무 문양 없이 천 그 자체의 세틴이나 실크의 광택 그대로를 사용하여 반짝거

리는, 재질감을 문양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다.

직선적인 스트라이프 문양은 허리를 더욱 가늘게 보이는 착시현상을 주며, 허리곡선의 극대화하는

동시에 심플하면서 세련된 문양으로써, 지금까지도 많은 디자인에 활용되어지고 있다.

기법으로는 레이스드 업(Laced up)기법, 보닝(boning)기법, 퀼팅(quilting)기법, 코딩(cording) 기법

이 있다.

먼저 코르셋의 기능적, 장식적 기법의 대표적인 예로서 16세기부터 등장한 레이스드 업 기법은 본

래 두 개의 보디스를 이어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는 허리를 조여 주

는 역할로 이용되었다. 보닝 기법은 고래 뼈, 나무, 금속 등의 삽입물을 넣고 곡선을 만들어 지탱해

주는 기법으로, 중세 시대부터 현대 시대에 가까워질수록 신체의 곡선에 밀착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원단 자체를 누비는 퀼팅 기법은 조여 주는 기능적 특성이 다른 기법에 비해 약하지만, 시각적

인 볼륨감을 형성해 주는 기법이며 마지막으로 시대가 진화하면서 삽입물로 인한, 보닝 기법의 딱딱

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촘촘하게 직물을 짜는 형식으로 등장한 것이 코딩 기법이다.

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코르셋 디자인

현재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나타난 코르셋 디자인은, 몸의 실루엣을 바디컨셔스하여 구축시킨 디

자인이나, 과장된 소품을 사용하여 화려함과 장식성을 더한 디자인과, 코르셋을 단순화시켜 실루엣

만을 사용한 디자인 등이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구축성, 장식성, 모더이즘으로 현대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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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난 코르셋 룩을 분류하였다.

1. 구축성

현대패션에서 구축성은 인체 구조에 따라 재단, 봉제되어 인체를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입체적인

복식형태로 이는 인체의 윤곽선을 다트, 솔기 등의 구조적인 형식으로 구체화하고 몸의 실루엣의 강

조를 통하여 선의 아름다움을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뉴욕 컬렉션의 잭 포즌은 정통 아메리칸 스타일의 글램 룩을 로맨틱하게 선보였다. 폴딩 테크닉으

로 완성된 고유의 바디컨셔스 데이드레스로, 허리와 힙을 강조한 코르셋의 디자인으로 바디라인을

구축시킨 실루엣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나 카란은 컬러블록을 이용해 한층 슬림한 바디라인을 연출하여, 바디컨셔스 드레스로 우아하면

서 관능적인 여성의 요소를 조화롭게 믹스매치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보테가 베네타의 그린컬러의 뷔스티에 드레스는, 소재의 절개와 컬러의 패브릭을 활용하여 여성의

몸의 실루엣을 돋보이게 하였다.

3. 장식성

현대 패션에서 장식성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여러

형태로 디자인 되어 지고 있다. 소재, 문양, 색채, 액서사리 등으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하고 있어

패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돌체앤 가바나는 바디를 한껏 강조한 코르셋 미니드레스로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색의 스톤을 화

려하게 장식한 코르셋 라인으로 관능적인 여성미를 강조시켰다.

베르사체는 모던 글래머의 콘셉트로 골든 스터드 장식으로 코르셋의 실루엣을 표현하고 있다.

모스키노는 코르셋의 형태를 그대로 이용한 재킷으로 핑크소재의 원단과 블랙레이스로 발랄함과

로맨틱함을 적절하게 조화하여 장식성을 주었다.

4. 모더니즘

현대패션에서 코르셋 룩의 모더니즘은, 디자인의 단순함과 장식을 간결하게 하여 미래적인 이미지

를 추구하며 미니멀하고 모던한 요소들을 지향하고 있다.

베르사체의 미니멀한 롱드레스는 정교한 컷팅과, 보디를 따라 흐르는 디자인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풀어낸 코르셋의 실루엣을 웨어러블하면서도 섹시하게 표현하였다.

도나카란은 컬러블록을 이용한 슬림한 바디라인을 코르셋디자인으로 연출하여, 바디컨셔스의 우아

하고 관능적인 여성의 바디를 표현하고 있다.

베루수스는 가슴 라인을 강조된 비비드 컬러의 미니 드레스로, 코르셋의 형태를 단조롭게 표현하

여 도시적이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시켰다.

Ⅴ. 결론

현대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보다 더 풍요로워지고 지적 수준은 높아만 가고

있다. 이런 경향에 따라 현대 여성들의 미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의

미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의복의 영역이 보다 확대되고 그 종류와 스타일은 세분화

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물인 코르셋을 활용한 디자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코르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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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하고 형태, 특징, 장식요소를 분석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극대화 시켜줄 코르셋을 매

치한 디자인을 현대패션에서 찾아 구축성, 장식성, 모더니즘으로 국내외 정서에 맞는 디자인을 창출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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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5

부여 왕흥사 출토 유물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김혜경·전희관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

Ⅰ. 서론

세계 각국은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문화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화 되는 추세에 있다. 반면에 자국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힘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될 수 있는 독특한 자국의 문화를 담은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다. 최근 한국의 드라마와 K-POP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차별화와 글로벌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자기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찾고, 그 문화적 가치를 담은 문화상

품 개발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을 홍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고자 많은 경쟁을 하고 있다.

백제 문화권은 크게 한성시대, 웅진시대, 사비시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2007년 사비백제의 수도

인 부여의 왕흥사터 발굴 조사에서 청동제 사리함 등 약 100여점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수준 높

은 백제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백제문화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201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추진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2013년 세계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백제 문화권 중에서 사비시대의 수도인 부여 왕흥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활용하

여 부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는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하는데 있다.

이렇게 개발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을 활용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상품에 활용을 하

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백제문화권 중에서 사비시대의 도읍지인 부여의 왕흥사 터에서 발굴된 유물을 현대

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차별화된 독특함을 연출시킬 수 있는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무령왕릉 출토된 청동제 사리함을 디자인 개발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출토 유물을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인 Adobe Illustrator CS3와 Adobe Photoshop

CS3를 이용해서 도식화 및 패턴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응용해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넥타이,

스카프, 티셔츠에 적용을 하였다. 모티프에 대한 기본적인 색상은 부여군의 이미지와의 통일성 부여

를 위해 부여군의 공동 브랜드인 굿뜨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CMYK를 그대로 적용한 color way를

하였다. 그 결과 스카프 4건, 티셔츠 4건 총 8건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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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론적 배경

1. 부여 왕흥사와 출토 유물

백제 왕실의 원찰(願刹)로 알려진 왕흥사는 사비성에서 북서쪽으로 1km거리에 위치한다. 2007년

발굴조사에서 정유년명(丁酉年銘) 청동제사리함과 금․은제사리병을 비롯하여 각종 구슬류와 기와

등 백여 건의 문화재가 출토되었다. 왕흥사에서 나온 금․은․동 금속제품, 여러 색깔의 다양한 구슬

등 사리공양구는 매우 화려하다. 왕흥사에서 출토된 정밀한 사리공양구 등 유물 사원건축 등을 통하

여 당시 수준 높았던 불교문화, 백제의 공예와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의 국제

교류의 실상을 살펴볼 수 있다

사리병은 사리를 직접 넣은 용기이며, 사리함은 이것을 밖에서 감싸고 보호하는 용기이다.청동함

높이 10.3cm, 동최대경 7.9cm로 보주형의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엎여 있으며, 동체의 앞부분에는 글

자가 새겨있는데, 577년 창왕 즉 위덕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 사찰을 새웠다고 기록하였다. 사리구란

사리용기와 함께 봉안되는 공양품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이는 보통 탑 안의 사리공(孔)에 봉안되었

다. 은제사리병은 청동 사리함 내부에 봉안되었다. 높이 6.8cm, 동최대경 4.4cm로 비파괴분석 결과

99% 이상 은이 검출되어 순은으로 만들었는데 굽이 부착된 구형 동체에 보주형 손잡이가 달린 뚜껑

으로 덮여있다. 보주형 손잡이 주변으로는 음각으로 8엽의 연꽃무의가 시문되어 있으며, 동체 내부에

는 내병인 금제사리병을 봉안하기 위한 받침대가 마련되어 있다. 금제사리병은 저부에 굽이 부착되

어있고 동체 하부가 볼록하게 튀어 나와 있다. 보주형 손잡이가 부착된 뚜껑이 덮여 있는데, 손잡이

부근에 6엽의 연꽃무늬가 음각으로 시문되어 있다.

사리공양구 출토 유물의 대부분은 장신구이며 재질도 금, 은, 동합금, 우리, 옥, 철 등 다양하다. 종

류로는 금으로 만든 목걸이와 귀걸이, 탄목금구, 금모장식, 구슬, 금실 등이 있다. 또한 은으로 만들

고리, 구슬, 과판(銙板)등이 있으며, 동합금으로 만든 젓가락, 팔찌, 동전 등과 곱은옥 등 옥제품도 있

다. 출토된 옥제품은 곱은옥과 도철문이 새겨진 장신구를 비롯해 비녀, 패식 등 다양하다. 이 밖에 철

제품으로는 칼과 철제테, 집게가 있다.

Ⅳ. 결과 및 논의

1. 디자인 모티프 개발

기본 모티프 개발은 사리공양구 출토 유물 중에서 장신구로 한정하였다. 장신구 중에서 조형성이

뛰어난 금제 목걸이 장식과 금제 귀걸이를 이용하였다. 이들 유물의 기본 형태를 그래픽적인 이미지

로 전환하여 새로운 조형적 이미지의 기본 모티프 2개를 설정하였다. 색상 적용은 부여군과의 이미

지와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여군에서 사용하고 공동브랜드 굿뜨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CMYK

를 사용하였다. 색상이 적용된 모티프는 모티프의 재배치와 각 모티프의 조합을 통해 4개의 패턴으

로 전개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 157 -

<Table 1> Pattern development

Basic motif Colorway Pattern

1-1

C82+M80+Y76+K61

1-2

M30+Y83

2-1

M91+Y76+K6

2-2

C82+M80+Y76+K61

2.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1) 티셔츠 디자인

티셔츠 디자인은 <Table 2>와 같이 기본 모티프에 색상을 적용하여 만든 패턴을 활용해서 반복

패턴을 적용시킴으로써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Table 2> T-shirts Design

pattern 1-1 pattern 1-2 pattern2-1 pattern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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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카프 디자인

스카프 디자인은 <Table 3>과 같이 색상이 적용된 기본 모티프를 반복 패턴을 활용해서 독특한

세련미와 한국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디자인 개발하였다.

<Table 3> Scarf Design

pattern1-1 pattern1-2 pattern2-1 pattern2-2

Ⅴ. 결론

세계 각국은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 중의 한 가지 방법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그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그 지역의 이미지를 간직할 수 있는 문화상품을 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역문화

에 기반을 패션문화상품 개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본 연구는 부여지역의 왕흥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활용하여 부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문화

의 특성을 반영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을 홍보하는 데 기여를

하고자 지역문화 자원을 모티프로 하여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패션

문화상품인 스카프, 티셔츠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 왕흥사 출토 유물 중에서 조형성이 뛰어난 금제 목걸이 장식과 금제 귀걸이를

이용하였다. 이들 유물을 응용하여 패턴을 만들고 부여군과의 이미지와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CMYK를 사용하였다. 색상이 적용된 모티프는 모티프의 재배치와 각 모

티프의 반복을 통해 4개의 응용 패턴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디자인은 여러 가지 응용을 통해 위의 상품 외에도 다양한 상품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개

발이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2 (2008). 백제왕흥사. 예맥: 서울.

2. 국립중앙박물관 (1999), 백제, 통천문화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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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6

전차병복 착의성 증진을 위한 의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
- 개선된 전차병복 부대 운용 시험 및 설문결과를 중심으로 -

최은미
1)
·권서윤

1)
·조광년

1)
·권오경

2)
·임채근

3)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 (주)비에스지

3) 국방기술품질원

국군의 육군전력에 보병전력을 지원하는 전차부대는 전차를 타고 화력과 기동성에 역점을 둔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적의 강력한 전선이나 기갑부대를 돌파하며 이때 전차병이 착용하는 전투복

을 전차병복이라 구분하여 착용한다.(국군홍보책자, 2010) 전차병복은 전차병 개인이 소지하지 않고

부대에서 보급을 받으며 가슴둘레와 키를 기준으로 나뉜 치수에 의해 보급되고 임무의 특성상 상․

하의가 연결된 오버롤(Overalls)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착용 및 훈련 시 매우 불편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용변 시 둔부 개폐부의 개폐방법과 오버롤 형태의 의복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며

유사시 부상당한 병사를 밖으로 옮기기 위한 등고리 부위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에 대

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 앞서 전차병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전차병복의 부위별 세부적인 만족도 및 주

관적 의견을 도출하여 현전차병복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기존 전차병복의 디자인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개선이 요구되는 부위 및 개선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

인 착탈의의 편의성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둔부 개폐부위의 개폐방법에 대한 용이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허리둘레를 조절하는 벨크로 방법, 등고리 등 디자인적 요소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하였다. 또한 밑위길이, 엉덩이 둘레 등 하체부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동작 적합

성에 대해서도 동작에 따른 하체 부위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전차병복 착의성 증진을 위한 디자인 개선 및 개발을 위해 사전 실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

작된 전차병복은 둔부 패턴부 및 개폐부에 대해 지적재산권(출원번호 제 10-2011-0039763)을 취득하

였고 실제 부대적용 가능성 검토 및 전차병복 의복 설계의 기초자료 제시를 위해 2012년 5월 11일부

터 14일간 총 70명을 대상(11사단 20여단 37전차대대)으로 부대 운용 시험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설문은 전체적인 디자인․맞음새․소재의 만족도, 동작적합성에 관한 문항 등 총 91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설문 결과 등고리 부분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실질적 기능에는 만족하나 착용 시 발생하

는 배김으로 인해 착용감에 대한 불만족을 호소하였고 둔부 개폐부의 경우 한 번에 개폐할 수 있는

방법은 편리하나 착석 시 발생하는 불편함에 대한 개선요구가 있었으며 밑위길이 및 바지길이에 대

한 만족도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사이즈 체계 재정립 및 치수 전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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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 현전차병복의 착의성 증진을 위하여 제작된 전차병복의 부대 운용 시험에서 기능적

디자인요소들의 접목은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나, 착의 시 발생하는 감성적 요소들에 대한 만

족도는 낮게 나타나 개선된 디자인 설계를 기반으로 기능성뿐만 아니라 착용자의 감성적 욕구 또한

충족이 가능한 요소별 패턴 설계기술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전차병복 제품뿐만

아니라 오버롤 형태의 정비복, 작업복 등 민수용 제품에도 기술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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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7

남성 테니스 셔츠 웨어에 관한 연구  
- 4대 메이져 테니스 대회를 중심으로 - 

김장현·전여선·김영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2012년 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 세계 프로테니스 톱랭커들이 자국 선수단을 대표하는 기수로 나서

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올림픽 개막식에서의 기수는 행사 때 선수단 대열의 앞에 서서 기를 드는 일

을 맡는 사람으로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일 뿐만 아니라, 당대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자 테니스는 Rafael Nadal, Roger Federer,

Novak Djokovic, Andy Murray등 4명의 선수들끼리의 각축전을 벌임으로써 절대 강자가 없는 혼전

양상은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4대 메이져 대회인 호주오픈, 프랑스 오픈, 윔블던 오픈, 유에스

오픈에 나타난 남자 테니스 셔츠를 디자인의 세 가지 요소인 실루엣, 색채, 소재를 중심으로 분석함

으로서 테니스 셔츠의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테니스 웨어 디자

인의 발전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스포츠 웨어의 디자인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문헌자료를 통하여 구기종목의 하나인 테니스 및 선수들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을 수행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세계 4대 메이져 테니스 대회에 나타난 1위부터

4위 선수들, 라파엘 나달(Rafael Nadal), 로저 페더러(Roger Federer), 노박 조코비치(Novak

Djokovic), 앤디 머레이(Andy Murray), 4명선수들의 사진자료 총 96장을 이용하여 디자인의 기본 요

소인 실루엣(silhouette), 색채(color), 소재(material)에 입각하여 실증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대 메이져 테니스 대회에 나타난 셔츠의 실루엣 및 디자인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라인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칼라가 있는 네크라인 또는 라운드 네크라인 등 네크라인 디자인의 디테일 변

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색상의 경우 스포츠웨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원색을 중심으로 셔츠가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

로는 무채색 계열의 셔츠가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대회별로 분석한 결과, 윔블던 오픈의 경우 흰

색의 테니스 웨어만을 착용한다는 제약조건 때문에 흰색의 빈도가 높고 US 및 호주오픈은 코트의

푸른 색상이 배경이기 때문에 고명도 색상의 셔츠가 주를 이루는 경향을 보였다. 프랑스 오픈은 클

레이 코트의 붉은색 배경으로 인해 고채도 중심의 원색이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소재의 경우 테니스 셔츠웨어는 Polyester Double Pique, Dri-Fit Polyester, Polyester

Interlock, ClimaCool Polyester 등 다양한 Polyester 소재를 전체적으로 사용하거나 Spandex나

Elastane등과 같은 소재를 합성하였다. 이는 땀이 잘 건조되는 Polyester 소재와 신축성이 큰

Spandex소재를 사용하여 테니스의 특성상 운동량이 많고 활동성이 높은 운동선수의 경기능력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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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같이 테니스웨어는 각 선수의 성향 및 경기가 내포하고 있는 고유의 특성에 부합하는 독특한

디자인이나 다채로운 색상을 지니며, 선수의 움직임에 최적화된 소재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스포츠의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 스포츠 분야의 디자인 및 소재 개발을 위한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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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8

착용성 및 기능성이 증진된 수술가운 디자인에 대한 연구

최은미
1)
·조광년

1)
·손영익

2)
·이경남

3)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 ㈜보광직물

3)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수술실이라는 고청결 환경군 내에서 착용되는 수술가운은, 항균성․방오성․방진성 등을 포함한

소재의 다양한 기능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린넨 소재의 수술가운의 경우 장시간 착용 시 의복의

무게감으로 인한 피로감 상승과 착용감 저하를 유발하고, 병원균 및 혈액 등에 의한 2, 3차 교차오염

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착용자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수술가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개선은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며 따라서 현장적

용이 가능한 실질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수술가운의 여유분

및 기능성을 강조한 세부 디자인 개선과 수술동작 분석을 통해 의복 패턴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한 사전 연구 결과, 기존 수술가운의 경우 사이즈 전개가 세부적이지 않고 Free size

로 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별 및 역할에 따른 구분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개인 대

부분 큰 사이즈의 수술가운을 착용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여유분 및 길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

다. 또한 린넨 소재 수술가운의 경우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장시간 착용 시 피로감이 상승하고 린트

(섬유조각)와 먼지 발생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수술가운 착용자의 동작특성을 분석한 결과, 개복 수

술의 경우 대부분 서 있는 자세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형외과, 치의과 수술의 경우 대부분

앉아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수술 시 상지동작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나 활동 반경은

국소적이고, 상체를 구부리고 목을 숙여 시술을 하며 자리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지동작

외 목 움직임에서 의복에 의해 목 피부가 쓸리는 경우가 발행하였고 혈액이나 약품 등이 가슴이하

복부 및 소매에 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현장 분석 및 현수술가운의 요구 디자인 요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수술가운을

디자인 및 제작하였다. 부분별 디자인 및 패턴의 개선점으로는 수술 시 어깨, 겨드랑이 부위의 불편

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몸판과 소매를 한판으로 재단하고 벨크로를 이용한 목둘레 조절장치를 설계하

였으며 특히 팔둘레 조절장치를 설계함으로써 개인별로 소매의 여유분을 조절하여 의복의 처짐을 방

지하고 활동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소재면에서는 수술시 혈액이나 기타 액체류가 의복에 튐으로 인

한 감염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매의 중하부와 몸판 앞판에 발수 코팅 원단을 부분 매치하였고

경량성을 위해 나일론 100%의 초경량 소재를 사용하였다. 후면 여밈부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술 가

운의 경우 끈으로 여미는 방식이 대부분으로 이는 두 손을 모두 사용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풀릴

가능성이 있어 이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끈을 여밈 고리에 걸어 당긴 후 폭을 조절하고 벨크로로 고

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특허 출원번호 10-2012-0056969, 10-2012-005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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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로 개발된 수술가운은 착의 평가를 통하여 실제 환경에서의 적합도 및 만족도 조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수술활동을 보다 능률적으로 개선할 후 있는 수술가운

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추후 신소재와의 접목을 통해 해외제품 의존

도가 높은 국내 수술가운의 국산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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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9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Jean-Charles de Castelbajac) 

    작품에 나타난 유희성에 관한 연구

이지현·노윤선

동서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1. 서론

현대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경제의 장기불황, 무한경쟁사회의 스트레스 속에서 과도한

중압감으로 인한 정신적 혼돈기를 겪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각박하고 불안한 현실은 오늘날

‘재미’, 와 ‘즐거움’을 통한 내면적 회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각박한 현실로부터의 도피

처 역할을 하며 보는 이에게 웃음을 제공하는 유희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서 재미와 즐

거움을 추구하는 유희성은 긴장되고 억압된 현실로부터의 탈피를 원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표

현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 샤를르 카스텔바작(Jean-Charles de Castelbajac, 1949～ )은 창

의적이고 유머러스한 독창적인 예술영역을 구축한 패션 디자이너로 프랑스 최고 문화예술훈장기사

를 받으며, 예술과 패션을 끊임없이 연관시키려는 도전정신과 기존의 오트 쿠튀르에서 볼 수 없던 과

감한 표현과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그만의 유머러스한 감각으로 표현하며 예술성을 인정받은 세계적

인 디자이너이다. 카스텔바작의 작품세계는 유행을 의식하지 않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작품에 나타난 유희적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현실로의 만족을 요구하고 개성과 다양성의 미를 추구하

는 현대 패션계의 흐름과 함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카스텔바작의 작품에 나타난 유희성은 그

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져 재치와 유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

현으로 인하여 독창적인 예술영역을 구축하며 유희적 표현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성이 중시되는 현대 패션계에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 디자이너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의 작품을 유희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의 디자인감각과 표현방법을 통하여 유희성의 다양한 표현영역을 확인하고 이를 통하여 내면의 인간

성 회복과 형식을 탈피한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창의

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희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하여 패션에 표현된 유희성을 고찰한다.

셋째,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 컬렉션에 나타난 유희성을 분석한다.

넷째, 위와 같은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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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조

형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2000년 S/S～2012년 F/W)의 여성 컬렉션 자

료를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www.style.com)를 이용하여 수집,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최근 카

스텔바작의 연구업적을 알기 위하여 2000년 이후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패션에 나타난 유희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적인 작품세계를 지니고 있는 카

스텔바작의 작품을 통하여 유희적 표현방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유희적 표현영역의

다양성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미를 제시하며 유희성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에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결과,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의 작품에 나타난 유희성은 형태의

변형과 중첩, 초현실적 표현, 이질적 오브제의 사용, 유아적 이미지의 표현, 패러디 표현으로 나타났다.

첫째, 카스텔바작 작품에 나타난 형태의 변형과 중첩은 디테일을 변형하여 원래의 이미지를 왜곡

시키거나 반복된 형태를 여러 개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형태의 변형과 중첩을

통한 표현은 형태 자체로 장식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었으며, 왜곡, 강조, 재구성 등의 기법을 통하여

기존의 이미지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이미지를 통하여 재미를 주고 웃음을 유발하였다.

둘째, 초현실적 표현은 일상규칙의 위반이나 모순된 이미지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단순한 디자인의

의상에 프린트 기법을 통하여 착각을 일으키거나, 의복의 일부분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시

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디자이너의 상상력을 표현하였다. 이는 현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

상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비실제적 대상을 실제로 표현함으로써 아이디어만으로

도 독창적인 창조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이질적 오브제의 사용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소재들을 결합시켜 의외의 미를 통하여

유희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에서도 예술성을 부여하고 다

양한 소재의 사용으로 유머러스함과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여 다양한 소재의 표현영역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유아적 이미지의 표현은 카스텔바작의 대표적인 표현방법으로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을 회

상하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동화적 정서를 연상시키며 보는 이에게 미소를 짓게 한다. 이러한 표현

은 현대의 메마른 정서에 자유로운 감성과 친근한 이미지를 유발함과 동시에 마치 인간의 내면을 치

유하듯 웃음을 제공하며 마음의 안식처 역할을 한다.

다섯째, 패러디 표현은 회화나 인물 등을 차용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를 재구성하여 진지한 예술

작품을 재미있고 가볍게 표현하였다. 이를 통하여 패러디 대상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새롭게 해석

하여 키치의 미를 표현하고 진지함 대신 가벼움을 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을 해소시켜주어 내

면적 치유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4. 결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요구 속에 유희적 표현은 재치와 활력을 불어넣은 독특한 아이디어

의 표현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유희성은 디자이너 카스텔바작의 중요한

표현방법으로 ‘옷은 입어서 편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즐거워야 한다’는 그의 작품철학에서 알 수

있듯이 독특하고 개성 있는 작품세계는 재치와 유머러스한 감각으로 나타나 그의 내면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카스텔바작은 기존의 규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상력을 과감하게 표현하였고 이를 나타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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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양한 유희적 표현방법들이 시도되었다. 특히 가볍고 즐거운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비비드한

컬러를 주로 사용하여 유아적 이미지를 나타낸다던가 이질적인 오브제를 사용하여 의외의 미를 주는

것은 대중들에게 실험적이고 재미를 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의외성

과 과감함으로 기존의 틀을 깬 다양한 작품들은 기존의 통념의 미를 넘어서는 상상 이상의 작품들로

표현되어져 오늘날 그를 예술가로 불리울만한 디자이너로 성장시켰다. 그는 유희적 표현을 통하여

기존의 오트 쿠튀르 감성과는 차별화된 과감한 표현을 통하여 일반적인 미를 탈피하고 패션을 예술

적 가치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그의 작품은 치열한 생존경쟁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유쾌함을 제공하고 웃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하고 현실

세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현실 도피처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주목받는 카스텔바작의 작품을 통하여 각박

하고 외로운 현대인들의 삶에 잠시나마 내면적 중압감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즐

거움을 선사하여 내면적 안식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장르의 미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로 인하여 내면의 치유와 자유로운 상상력은 무한한 창작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통하여 창의적인 영역을 예술적 영감으로 표현하는 카스텔바작의 작품

은 끊임없는 창조성을 요구하는 패션계에 새로운 미의 영역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 개성이 중시되

는 현대 패션계에 대중적이며, 다양성을 가진 유희적 표현방법이 지속적인 패션발전의 원천과 무한

한 영감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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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0

현대패션에 나타난 데페이즈망 연구
- 2008년 S/S～2012년 F/W 서울컬렉션을 중심으로 -

이해미·권미정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현대패션은 형식미의 원리, 예술 원리를 넘어서, 실험정신을 도입하여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했

던 다양한 기법들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디자이너 각각의 개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디자이너들은

조금 더 새롭고 창조적인 디자인을 위해 다른 예술에서 영감을 받는데 이런 현상은 패션과 예술의

결합이 자연스레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패션에 접목된 예술로는 대표적으로 무의식적 상상을 일

으키는 초현실주의가 있는데 1920년대를 거쳐 1930년대에 대두되었으며 순수예술만이 아니라 상업

미술과 패션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초현실주의는 비합리적 신비의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여 인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총체적

인 조화, 즉 초현실주의적 세계를 추구하고자 한 예술 운동이다. 현실을 초월하는 무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활용되었다. 이들 기법에는 붓이 가는대로 즉흥적으로 그리는 오토마티즘, 물

체의 표면 위에 종이를 대고 문질러 재질감의 특정 형태들을 드러나도록 하는 프로타주, 종이를 반으로

접어 우연한 효과를 연출하는 데칼코마니, 오브제를 엉뚱한 곳에 위치시키는 데페이즈망 등이 있다.

데페이즈망(depaysement)은 모순되거나 대립되는 요소들을 한 화면에 결합시키거나, 오브제를 다

른 곳에 둠으로써 시각적 충격을 주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패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

하여 새로운 창조를 하고 표현영역을 넓히는데 활용되고 있는데 데페이즈망이 처음 나타난 미술학에

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 표현기법을 연구하고 있다.

데페이즈망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축분야에서는 이재용이 현대건축과 ‘데페이즈망’기법을 연관

시켜 고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김순자의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임미연의 바디아트, 엄기준의 디지털

디자인까지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패션에서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선행된 연구들

은 박진수, 권연옥, 김영선이 있으나 거의 세계 4대 패션컬렉션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데페이즈망’의 의미와 태동배경을 살펴보며 그 용어를 이해하고 ‘데페이즈망’ 기법의 특징을

학자별로 정리해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현대예술과 패션에 있어서 데페이즈망 기법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20세기에 등장한 ‘데페이즈망’의 기법이 21세기인 서울컬렉션 패션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위에서 제기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이론적 연구로는 ‘데페이즈망’이라는 예술 사조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과 의미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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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단행본과 간행물 및 선행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실증적 연구에서는 ‘데페이즈망’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어 있는지 서울컬렉션의 디

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의 시각적 자료는 www.style.com에 게재된 사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현대 패션에서의 ‘데페이즈망’ 기법의 활용을 살펴보기 위한 컬렉션의 분석범

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최근 5년간으로 한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데페이즈망(depaysement)은 사전적으로 ‘낯섦’, ‘낯선 느낌’의 의미를 가진다. 일종의 전위법, 혹은

전치법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기법의 특징은 일상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는 사물이 본래의 일상적인

의미를 상실하고, 전혀 다른 의미와 느낌으로 환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데페이즈망 기법의 분류

방법 및 해석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표 1>은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승엽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공간의 변조, 이질적 사물의 결합, 물체의 변형과 변

환이라는 특성은 서울컬렉션에 적용시켜 보았다.

먼저, 공간을 변조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사물을 전위시킴으로써 직접적인 감각의 충격

보다는 간접적인 시각적 착각이나 미묘한 호기심을 자극시켜 낭만적인 서정성까지도 느끼게 해준다.

<Fig 1>은 상의의 검은 레이스가 부분적으로 장식의 기능과 더불어 몸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맨 몸에 레이스만 걸쳐진 시각적 혼란을 주며 섹시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는 검은 레이스

바탕에 천으로 몸을 전체를 다 가리고 있지만 그 색을 스킨색으로 하면서 실제 몸과 의상의 경계를

융화하여 공간 인식에 대한 상상을 전도시킨다.

<표 1> 학자별 데페이즈망 기법 특성 분류

학 자 특 성 적용 분야

수지 개블릭

(1984)

․고립

․변화

․합성

․스케일

․우연

․이중이미지

․역설

․개념적 양극성

건축,

디지털디자인

르네 파스론

(1933)

․물리적 모순

․논리적인 전이

․변칙적인 중첩

․재질의 변화

․절대적인 수수께끼
프랑스문화예술

이승엽

(2007)

․공간의 변조

- 시공간의 마술적 변조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바디아트,

본 연구

- 인물의 이면적 노출과 부분

적 가림

․이질적 사물의 결합

- 상관없는 사물들의 결합

- 생소한 장소에다 사물을 놓

는 방법

․물체의 변형과 변환

- 재질의 변환

- 일상적 사물의 크기 전환

- 무생물을 생물로 전환

알렉산드리안

[1990]

․세부의 확대

․보충적인 사물과의 결합

․무생물의 생물화

․신비스러운 개방

․생물의 물질적 변형

․해부학적 경이

현대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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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Fig. 1.

JAIN BY JAIN

SONG 2012 F/W

www.style.com

Fig. 2.

Miss Gee

Collection 2008

S/S

www.style.com

Fig. 3.

Miss Gee

Collection 2011

F/W

www.style.com

Fig. 4.

MVIO 2011 F/W

www.style.com

두 번째로, 이질적 사물의 결합을 통해 신비감을 조성한다. 초현실주의 작품에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물들을 병치시키고 각각의 물체의 존재를 보다 확실하게 함으로써 병치의 효과를 극적으로

한다. <Fig 2>에서 넥타이라는 익숙한 사물이 원래 있던 위치인 목에 걸쳐진 것이 아니라 허리에 벨

트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둘러져있다. 생소한 장소에 사물을 놓으면서 보통의 넥타이에서 느낄 수

없는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일상적으로 목에 둘러져 멋을 내면서도 사무적인 분위기를 연출

하던 넥타이가 아니라 순수한 이미지로써 허리에 결합시킴으로써 넥타이에 대한 기존 인식을 탈피하

여 신선한 연출을 설정시켰다.

마지막으로, 물체의 변형과 변환으로 기존의 체계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이미지를 전개시켰다.

<Fig 3>을 보면, 주로 상의 아우터로 사용되는 패딩이라는 소재를 하의 스커트로 만드는데 사용하

면서 이질적이며 환상적인 느낌을 준다. 더불어 패딩의 느낌이 그대로 스커트로 전위되면서 가볍고

푸근한 사물로 인식한다. <Fig 4>에서는 소매를 일상적인 크기가 아니라 확대를 통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일상적인 점퍼에서 부분만 크기를 변화를 줌으로써 본래의 기능이 왜곡된다. 그리고 상

대적으로 다른 곳의 크기도 다르게 인식되면서 더욱 신선한 디자인으로 느껴진다.

<표 2> 서울컬렉션 사진

4. 결론

우리나라의 현대 서울 컬렉션을 조사하면서 서양 디자이너들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많은 디

자이너들이 실험정신을 가지고 상상적인 결합에서 오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시각적인 매체에 노출되고 있는 오늘날의 대중은 보다 강렬한 자극을 원하고 있

다. 국내 패션에서도 이 요구에 맞게 점차 시감각의 혼돈을 통한 표현을 선보이며 수용자의 시각적

집중성과 주목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여러 사물들을 낯설게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연상 작용을 일

으키며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유발하며 호기심을 자극한다. 1930년대부터 패션에 응용되어온 데페이

즈망 기법이 세계 4대 패션쇼(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 컬렉션)에 비해 서울 컬렉션에서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데페이즈망이 현대 트랜드에 맞게 재창조되고 재해석하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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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1

데님 패션(Denim Fashion)에 관한 연구

김정미
1)
·서상아

2)

1)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 서론

본 연구는 20세기 데님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를 고찰하고, 2000년대 이후 컬렉션에 나타

난 데님 패션의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과거 하위문화를 상징

하던 데님이 다양한 패션으로 창조되고 있는 현대패션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데님을 활용한 디자이

너들의 독특한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데님 패션을 위한 창조적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복식미학․복식사․소재에 관한 국내․외 서적, 선행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

를 통한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 연구

로는 데님의 정의, 종류 및 특성과 데님 패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례 연구로는

패션 전문지「갭(Gap)」을 참고하여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파리(Paris)․밀란(Milan)․뉴욕(New

York)․런던컬렉션(London Collection)에 나타난 데님 패션의 디자인 특성과 이미지를 분석한다.

2. 결과 및 고찰

데님은 능직으로 짠 면직물을 일컫는데, 본 논문에서는 데님으로 만든 각 아이템을 데님 탑(denim

top), 데님 셔츠(denim shirts), 데님 블라우스(denim blouse), 데님 베스트(denim vest), 데님 재킷

(denim jacket), 데님 점퍼(denim jumper), 데님 팬츠(denim pants), 데님 스커트(denim skirt), 데님

원피스(denim one piece), 데님 바디 수트(denim body suit), 데님 수트(denim suit) 등이라 말하며,

이러한 아이템으로 연출한 패션을 데님 패션이라고 정의한다. 데님은 크게 조직 구성, 가공 기법, 표

현 기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조직 구성에 따라 디 앤드 티(D and T), 브로큰(brocen), 스트레치

(stretch), 스포츠(sports), 자카드(jacquard), 코르셋(corset) 데님이 있으며, 가공 기법에 의해서는 블

리치 아웃(bleached out), 소프트(soft), 워시 아웃(wash out), 스톤 워시(stone wash), 와일드 스톤

(wild stone), 스톤 블리치(stone bleach), 스노우 워싱(snow washing), 블리치 아웃(bleach out), 샌

드 블라스트(sand blast), 패션 캐미컬(fashion chemical) 데님이 있고, 표현 기법에 따라 다잉

(dyeing), 페인팅(painting), 프린팅(printing), 패치워크(patch work), 디테일(detail) 및 트리밍

(trimming), 컷 오프(cut off), 스티치(stitch) 데님 등이 있다.

데님 복식의 기원은 19세기 중반 금광 개척 시대의 노동자들이 입었던 작업복에서 찾아 볼 수 있

는데, 이는 데님으로 만들어진 오버롤스 형태였다. 이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리바이 스트라우스

(Levi Strauss, 1829～1902)와 제이콥 데이비스(Jacob Davis, 1834～1908)에 의해 리벳이 박힌 팬츠

가 개발되면서 최초의 데님 팬츠가 등장하였다. 1920년대에는 할리우드(Hollywood)에서 카우보이를

중심으로 하는 영화 산업이 성장하게 되자, 데님 팬츠에 대한인식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화배

우들이 폭이 넓은 데님 팬츠를 착용하게 되면서 서부 전역에서 일상복으로 입혀지게 되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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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1929년 발생한 대공황이 노동자들의 끈기와 정신력으로 극복되자 당시 라디오와 잡지들은

이들을 영웅화하여 보도하였는데, 이들을 모방하려는 많은 미국인들이 웨스턴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플레어 실루엣의 데님 팬츠와 데님 셔츠를 착용하면서 데님 팬츠가 패션으로써 받아들여졌다. 1950년

대 데님 팬츠는 영화와 로큰롤 음악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반항이라는 상징성이 부여되

었는데, 그들은 가죽점퍼와 타이트 핏 데님 팬츠를 착용하였다. 또한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히피들은 플레어 실루엣의 낡고 찢어진 데님 팬츠를 착용하였다. 1970년대 데님

팬츠는 누구든 입을 수 있도록 대중화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출시하면서 고급

화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후 데님 팬츠는 가공 기술의 발전과 표현 기법의 개발 등으로 인해 더

욱 다양해졌다.

이러한 데님 복식은 21세기가 되면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안나 수이(Anna Sui),

크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 디 앤 지(D & G),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겐조(Kenzo),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 폴 스미스(Paul Smith) 등 수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이

미지로 새로이 등장하면서 패션이 되였다. 클래식(classic) 이미지는 가공하지 않은 생지 데님이나 블

랙 데님으로 만든 재킷, 팬츠, 수트, 로맨틱(romantic) 이미지는 워싱 가공되거나 컬러 데님으로 만든

블라우스, 스커트, 원피스, 엘레강스(elegance) 이미지는 부드럽게 가공된 블라우스, 팬츠, 스포티

(sporty) 이미지는 기능성이 부여된 헐렁하거나 짧은 길이의 데님 탑, 데님 점퍼, 데님 팬츠, 아방가

르드(avant-garde) 이미지는 앞뒤가 바뀌거나 형태가 과장되거나 데님의 훼손이 심한 데님 재킷, 데

님 팬츠, 데님 스커트, 소피스티케이티드(sophisticated) 이미지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의 데님 재킷, 데

님 셔츠, 데님 팬츠, 데님 스커트, 에스닉(ethnic) 이미지는 이국적 패턴이 프린팅되거나 페인팅 된 데

님 블라우스, 데님 팬츠, 데님 스커트, 데님 원피스, 섹시(sexy) 이미지는 몸에 밀착되거나 노출이 많

은 데님 팬츠, 데님 원피스, 데님 바디 수트, 빈티지(vintage) 이미지는 헐렁한 실루엣의 낡거나 해진

듯한, 데님 셔츠, 데님 팬츠 등에서 나타났다.

3.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데님 복식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가치를 고찰하고 21세기에 나타난 데님 패션의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데님 복식은 19세기 중반에는 노동자들의 작업복으로, 1920년대

에는 일상복으로 입혀지다가, 1930년대에는 끈기와 힘, 1950년대에는 반항과 젊음, 1960～70년대에는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였으며, 1980～90년대에는 대중화와 고급화가 되었다. 둘째, 21세기에 나타난

데님 패션은 더 이상 반항, 젊음, 자유, 평화와 같은 상징성을 표출하기 보다는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매 시즌 수많은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창조되어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참 고 문 헌

1. Bond, D. (2000).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 (H. S. Chung, Trans.). Seoul:

Kyungchoo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2. Marsh, G., & Trynka, P. (2005). Denim (2nd ed). London: Aurum.

3. Pastoureau, M. (2002). Blew (Kim, Y. S., & Ko, B. M, Trans.). Seoul: Hangil Art.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174 -

P 22

한국 여성리더의 패션 스타일 연구
- 박근혜와 김성주를 중심으로 -

한지은·정성혜

1)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2)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과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10년 전에 비해 여성의 사회 종사자수가 60%가 증가 했다는 기사에서 보듯이 여성의 사회 참여율

이 높아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관점과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

런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각 분야의 여성 리더들의 경험과 리더십 등이 주목 받고 있다.

20세기 여성 리더들은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전문성을 표현하기 위해 남성적인 이미지를 고수하였

으나 21세기의 여성 리더들은 여성적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이미지

로 차용하고 있다. 이런 현상과 함께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의 여성 리더들의 패션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그들이 지향하는 역할과 성향, 사상, 가치 등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스타일로 나

타난다. 박선영(2009)의 연구에서 재인용된 로젠버그에 따르면 정치 후보의 투표뿐만 아니라 정책 수

행과정에서도 정치인의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리더들의 이미지는 패션과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로 나타나며, 일차적으로 그들을 대변하는

비언어적 소통방식으로 채택되어 그들의 사상, 가치, 생각들을 대변한다. 따라서 여성의 리더십이 주

목받고 회자되는 이때에 그들이 채택하는 패션을 연구하는 데에는 앞으로의 여성 리더들을 위한 연

구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또한 한국에서 최초 여성 대통령 후보까지 거론되는 이때에 여성 리더의

패션 스타일 연구는 앞으로 여성 리더들이 수행 목적에 맞는 패션 스타일 채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요즘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여성 리더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표이자 성주그룹의 대표인 김성주 회장을 중심으로 연구하

고자 한다. 박근혜 후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리더 중 한 사람으로 특히 한국 최초 여성 대

통령 후보라는 점에서 더욱 의의를 가진다. 김성주 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차세대 지

도자 100인’에 포함되는가 하면 지난 7월 유엔(UN)의 ‘DNA회의(Decide Now Act Summit)’에서 ‘세

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비전을 가진 101명의 리더 등, 아시아의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CEO로 인정받

고 있다. 어려운 시기 새누리당의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구원 투수의 역

할을 기대하고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는 박근혜 후보와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보완적

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를 통하여 미디어 시대의 이미지 형성에서 패션이 여

성의 리더십에서 그들의 가치와 생각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의 여

성 리더를 중심으로 그들의 이미지를 정의하고 스타일을 분석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으로의 여

성 리더들이 패션 연출에 의해 추구 하고자 하는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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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승계형 자수성가형 복합형(권력승계+자수성가)

주요 인물

아키노 코라존

칼데아 지아

재클린 케네디

에바 페론

쏭칭링

마가렛 대처,

매를린 울브라이트

타르야 할로렌

힐러리 클린턴

박근혜

김성주

성 향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스타일 특징

고전적 스타일

귀족적 스타일(Royal)

전통복식 착용

파워 슈트

톤 다운 된 색상

다양한 액세서리 이용

컬러풀한 슈트정장

<표 1> 여성리더의 유형과 스타일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후보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자 성주그룹의 대표인 김성주 회장을 중심으로 두 여성리더의 패션 스타일 연출의 특징과 차이점, 이

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력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자료는 신문과 잡지, 서적 등의 출판물에 실린 사진자료이다. 사진 자료는 상․하의 모두를

볼 수 있는 사진 자료와 전신의 사진 자료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하의를 추정 할 수 있는 1/2, 3/4,

정도의 패션이 노출이 된 사진기사를 겹침없이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2002년부터 2012년 10월

까지 출판된 잡지, 신문 등의 사진 자료로 김성주 회장 41장 박근혜 후보 92장의 사진을 분석하였다.

이 두 여성 리더의 사진 자료를 비교하여 특징적인 이미지를 도출하고, 옷의 아이템 구성과 길이, 소

재, 색상, 액세서리 등의 스타일 특성과 이미지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 리더의 패러다임의 변화

양숙희(2011)에 따르면 20세기 여성이 정치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은 아버지나 남편

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권력 승계라고 말한다. 실례로 20세기 정치 분야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여

성 리더는 혈연·가족 관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권력 승계형 여성들의 특징은 보수적으로 여

성성을 강조하고 민족성을 드러내는 여성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귀족적 스타일이 주로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자수성가형 여성리더의 대표인 마가렛 대처나 매를린 울브라이트의 특징

은 남성성을 강조한 파워슈트 등이 특징적이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20세기와는 다른 권력승계형과

자수성가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합형인 여성리더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집안의

특혜를 거부하고 스스로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집안의 후광을 떨쳐낼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가

지고 있다. 이들은 두 가지의 성향이 혼합된 양성성을 주로 이루며 컬러풀한 베이직 슈트형 의상에

포인트적인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개성을 연출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박근혜와 김성주의 스타일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박근혜 후보와 김성주 대표는 모두 복합형으로 젠더적 성향으로 보았을 때는 모

두 양성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두 여성리더의 패션 연출에

는 차이가 존재한다. 박근혜 후보의 성향이 좀 더 여성성이 강조된 부드러운 양성성으로 나타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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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김성주

헤어
앞머리를 살짝 드러내는 올림머리

(육영수여사의 향수)
9:1 가르마의 짧은 크루컷

메이크업
또렷한 아이라인과 립라인

색조는 거의 없는 내추럴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

짙은 붉은 색 입술

옷의 구성

무릎을 넘어선 스커트 + 재킷

투피스 바지 슈트

트렌치 코트

바지 슈트

가죽 재킷

트렌치 코트

실루엣
아워 클래스

슬림 앤 핏

슬림 앤 핏

스트레이트

색상

레드 계열이 주로 사용되나

옐로, 그린, 블루 등의 다양한 계

열이 나타남.

주로 톤 다운된 색상

블랙 슈트를 기본으로 함

포인트 컬러로 레드계열이 주로

사용됨.

소재 모, 폴리에스테르, 면, 트위드 등
실크, 모, 트위드, 폴리에스테르,

면 등

디테일
프린세스 라인 싱글 브레스티드

재킷의 주머니

화려한 러플 셔츠

스프라이트, 트위드

액세서리

고정형 얇은 목걸이

머리핀

브로치

머플러

화려한 커스텀 쥬얼리

머플러

스카프

캔버스 운동화

<표 2> 박근혜 후보와 김성주 대표의 스타일 비교

김성주 대표의 경우 남성성과 여성성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옷의 구성, 실루엣, 색상, 소재, 디테일, 액세서리 등을 통하여

둘의 패션에서 연출 차이를 알아보고 이로서 표현되는 이미지를 정의하였다.

박근혜 후보는 과거 무릎 밑까지 내려오는 아워글래스 실루엣 스커트 정장으로 여성성을 부각시키

고 있었으나 현재는 활동성과 남성성을 가미하기 위한 바지 슈트로 패션 연출을 바꾸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색상은 기존의 톤 다운된 옐로, 그린, 블루 등의 다양한 컬러로 연출되었다면 현재는

새누리당의 색상인 레드 계열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강한 레드 계열의 색상은 활동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반대로 기존의 소박함과 단정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내추럴한

메이크업과 면과 폴리에스테르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

해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있으며 특히 브로치의 다양한 구성이 눈에 띄고 있다. 올림머리를

통한 육영수 여사의 이미지를 연상 시키며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이미지 또한 고수하고 있다.

반면 김성주 대표는 박근혜 대표와 비교하여 봤을 때 남성성 성향이 매우 강조 된다. 몸에 피트되는

재킷에 스트레이트 바지슈트와 헤어 스타일은 남성성을 극대화 시키나 반대로 화려한 메이크업과 커

다란 러플이 달린 셔츠, 액세서리는 강한 여성성을 강조하는 대립되는 스타일 연출이 나타나고 있

다. 종종 보이는 안경은 지적인 이미지를 가져오며 또한 거의 무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옷의 색상

에서 보수적인 남성성을 성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제적 활동성을 강조하는 김성주 대표는 면으로

만들어진 캔버스 운동화로 자신의 외향적인 성격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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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 보듯이 같은 박근혜 후보와 김성주 대표는 양성성이라는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패션 연출에 따라서 추구하는 이미지가 비슷하기도 전혀 다르기도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박근혜 후보는 부드럽고, 단정한, 소박한 그렇지만 활동적인 이미지를 패션을 통해 연출하고

있으며, 김성주 대표는 강인함, 화려함, 정열적이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미지 표현은 서로 다른 유권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정하고 소박한 친근한 이미지를 위해 박근혜 후보는 톤 다운된 색상과 소재, 메이크업을 사용한

젠더리스의 성향에 액세서리와 실루엣으로 여성성을 가미하고 어깨를 강조한 바지 슈트로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김성주 대표는 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대립하는 양성성인 성향

으로 박근혜 후보와 비교했을 때 더 활동적이고 강한 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했다.

본 연구 결과 현재의 여성 리더들은 활동성과 여성성과 남성성의 공존에 초점을 두고 패션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후의 연구에서는 활동성과 양성성이라는 이미지의 패션

연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스타일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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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3

패션마케팅을 위한 음악의 공감각적 시각화에 

의한 감성이미지 연구
- 대중음악의 장르별 특성을 중심으로 -

김지연·오경화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현대는 고도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며 유행의 다양성을 통한 유행 채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

에 따른 유행의 짧아진 주기에 맞춰 기능적이거나 장식적인 것 이외의 인간의 감성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중음악의 공감각적 시각화를 통한 감성이미지에 관한 연구로

인간의 감성 중 청각과 시각의 공감각(共感覺)을 이용하여 대중음악 장르의 다양한 특성을 언어이미

지, 형태이미지로 분석하여 상호관계성을 알아보고 음악의 시각화표현을 통해 패션 텍스타일 분야의

감성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 자극물로 장르별 대중음악

을 선정하였으며 감성형용사를 추출하여 언어이미지를 확인하고 또한 기초조형원리에 따른 점, 선,

면을 재구성하여 형태이미지 선호도를 알아봄으로써 대중음악의 장르별 감성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언어이미지 분석 방법으로는 설문조사법으로 7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감성공학적 디자인방법론인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을 사용하여 음악장르의 다양한 이미지를 전체적인 관계구

조 속에 공간상의 그림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요인명은 하위차원 구성요소의 감

성표현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다중적인 느낌의 표현을 이용하였다. 또한 공감각적 동시성을 갖는

점, 선, 면을 기초조형원리에 따라 재구성하여 20개의 형태이미지를 추출해 선호도를 조사 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대중음악의 개별 곡 이미지를 전달하는 언어이미지와 형태이미지가 추출되었으

며 최종적으로 대중음악 장르별 감성이미지를 통해 프린트 패턴 표현에 활용할 수 있는 발상을 제시

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하여 얻어진 언어이미지의 구성요인은 Lyrical-Feminine, Intense-Masculine, Euphoric-

Active, Gloomy-Melancholy, Abstruse-Sophisticated, Addictive-Continuous의 여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언어이미지 평균을 보았을 때 발라드의 경우 Lyrical-Feminine이미지가 가장 높았

으며, 힙합앤랩은 Addictive-Continuous 이미지가 가장 높았다. 메탈락은 Intense-Masculine 이미지

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재즈는 Euphoric-Active 이미지가 가장 높았고, 댄스의 경우도

Euphoric-Active가 가장 높았다. 뉴에이지의 경우 Lyrical-Feminine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사한

이미지의 분류로는 힙합앤랩과 댄스로 나타났고, 발라드는 뉴에이지와 가장 가깝게 나타났으며, 재

즈는 뉴에이지와 가장 가깝게 나타났으며, 댄스는 힙합앤랩과 가장 가까우며, 뉴에이지는 발라드와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응답자들은 대중음악을 청취하였을 때, 발라드와 뉴에이

지를, 힙합앤랩과 댄스 그리고 메탈락을 비교적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Lyrical-

Feminine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중음악 장르는 뉴에이지였고, Intense-Masculine 이미지가 높은 대

중음악으로는 메탈락, Euphoric- Active 이미지의 대중음악은 댄스, Gloomy-Melancholy 이미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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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은 발라드로 나타났다.

둘째, 형태이미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발라드의 경우 화면의 공간과 균형이 Lyrical-Feminine,

Gloomy-Melancholy의 언어이미지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힙합앤 랩의 경우는 직선과 면들

의 불규칙한 반복표현이 Addictive-Continuous, Euphoric-Active 언어이미지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메탈락은 불규칙적인 곡선과 직선을 조형화한 이미지로 Intense-Masculine 언어이미지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재즈는 Lyrical-Feminine, Euphoric-Active, Abstruse-Sophisticated,

Addictive-Continuous 언어이미지가 평균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추출된 형태이미지와 다양한 관련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댄스는 기하학적인 면의 배치와 함께 면의 분할에 변화, 변칙, 반복이

Euphoric-Active, Addictive-Continuous 언어이미지와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뉴에이지

는 곡선의 연속적인 방향과 조화로운 배열이 Lyrical-Feminine을 표현한다.

셋째, 대중음악 장르별 형태이미지, 언어이미지의 감성이미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보면 결과적으

로 가장 유사한 감성이미지를 가진 장르는 뉴에이지와 발라드, 힙합앤랩과 댄스로 나타났다. 반면 메

탈락은 Intense- Masculine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재즈는 복합적인 성향의 이미지를 지녔

으나 Lyrical-Feminine, Euphoric-Active의 경향이 약간 높게 보였다.

이것은 대중음악이 감각간의 공감각적 작용에 의해 청각적 이미지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공감각적 감성표현이 언어이미지, 형태이미지를 통해 가능함을

말해주며 서로 다른 이미지특성 안에서도 공통적 감성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장르별 특성에 따른 개별적 감성이미지가 그 특성에 따라 이미지와 성향이 같은 감성이미지로 적용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중음악의 장르별 감성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언어이미지와 형태이미지가 대중음악

에 있어 서로 공통적인 느낌의 감성이미지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대중음악을 듣고

느껴지는 언어나 형태적인 이미지가 동일한 유사성을 가지며 상호 관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대중음악이 감각간의 공감각적 작용에 의해 청각적 이미지에서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 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음악의 시각화를 통한 공감각적 감성표현에 근거한 프린트

패턴 표현 발상에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자료를 제시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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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4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와 영향요인

조아라
1)
·이윤정

2)

1)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의류학전공

2)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소비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윤리적 소비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

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자선, 기부, 후원을 포함하는 공익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공익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소비를 통해 기부 활동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기업이 특정 대의에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서 공익마케팅은 소비자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슈와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이슈를 동

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를 알아보고, 영향요인으로 소비자의 가

치에 따른 태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 패션제품 자체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과시적

소비성향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2년 1월, 서울의 패션 중

심 거리에서 20～50대 여성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최종 표본은 326명이었으며,

측정도구로는 소비자의 가치 중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6가지 요인을 측정하는 척도와 과시적 소비성향,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및 구매의도, 인

구 통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12.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에 포함된 소비자 가치요인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권력, 자극, 전통, 보편주의, 박애, 성취 등의

여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한 결과, 긍정적 태

도와 회의적 태도의 두 요인이 구분되었다. 먼저 여섯 가지 가치 하위요인들을 독립변수로, 공익마케

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과 과시적 소비성향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한 결과, 가

치 하위요인 중 전통, 보편주의, 박애, 성취요인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영

향을 주었다. 즉,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평등한, 의미 있는 삶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들은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패션제품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치 하위요인

중 권력, 자극, 전통요인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에 영향을 준 점에서 사회적인

인정과 체면 유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들은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해서 하나의 마케팅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권력, 전통, 보편주의, 박애요인은 과시적 소비성향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인정과 성공, 체

면유지와 환경 보호, 평화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삶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들은 소비

에 있어서도 가시화된 과시적인 소비성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치 하

위요인과 과시적 소비성향, 긍정적 태도, 회의적 태도 등을 독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

통, 성취 가치요인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과시적 소비성향은 공익마케팅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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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 또는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거나 과시적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

인 경우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무관하게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을 구매할 의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는 공익을 위한다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 자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뿐 아니라 제품의 과시성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향후 공익마케팅 패션제품을 시도하려는 브랜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의 즉, 기부 태도가 가

시적으로 드러나는 과시적 소비성향과 호의적인 태도를 염두에 둠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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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5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관계혜택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채진미

한성대학교 의류패션산업전공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개발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신장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e-비즈니스는 필수적인 전략이 되고 있

으며, Kim and Jang(2003)은 21세기에는 e-경제하에서 e-기업들이 새로운 경영방식, 즉 전자상거래

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e-비즈니스의 핵심은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자, 기업, 고객이 서로

하나의 가치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며

생산성의 향상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마케팅 환경과 비교해 볼 때 소비자들은 단지 기

업이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터와 상호대화를 하며 소비자들 간에도 공

동의 관심과 욕구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소비자이면서 때로는 생산자, 유통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마케팅 환경 하에서 고객의 욕구와 가치관, 구매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고객관계를 유지하고 고객의 반복구매를 높이고자 하는 관계마케팅

(relationship marketing)이 추구되고 있다. 관계마케팅이란 기업이 다양한 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 관리를 수행하고 고객관계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Berry, 1995). 관계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 등의 혜택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특정 고객의 욕구에 적

합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

든 유형의 혜택이 관계혜택(relationship benefit)인데, Gwinner, Gremler and Bitner(1998)는 관계혜

택의 유형을 사회적 혜택, 심리적 혜택, 경제적 혜택, 고객화 혜택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혜택은 고

객과 종업원간의 친밀감, 우정, 개인적 인지 등의 감정적인 혜택이고, 심리적 혜택은 고객이 스스로

느끼는 정서적인 편안함이나 감정 등의 심리적인 혜택이다. 경제적 혜택은 서비스 제공자를 지속적

으로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 비금전적인 경제적인 절약이며, 고객화 혜택은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특별한 배려, 부가 서비스 등의 특별한 대우를 의미한다.

기업이 제공하는 관계혜택은 소비자가 느끼는 관계만족, 신뢰, 충성도과 같은 성과 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Butcher et al.(2002)은 관계혜택 차원이 만족과 충성도와 같은 관계마케팅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수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고, Jo and Gu(2002)는 의류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고객이 지각한 관계혜택이 판매원과 점포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주었고 결과

적으로 점포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Yi(2007)는 20, 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관계혜택

의 하위요인을 사회적 혜택, 경제적 혜택, 심리적 혜택, 고객화 혜택으로 분류하고 관계혜택의 요인

이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리적 혜택이 고객 만족에 가장 높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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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성도에는 사회적 혜택, 심리적 혜택, 경제적 혜택의 순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만족은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관계혜택이 구매 후 고객의 만족, 신뢰,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모형을 구성하고, 다

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관계혜택은 소비자가 느끼는 관계성과(만족,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경제적 혜택은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경제적 혜택은 소비자가 느끼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심리적 혜택은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심리적 혜택은 소비자가 느끼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5: 정보적 혜택은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 정보적 혜택은 소비자가 느끼는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만족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만족은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신뢰는 재구매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패션제품(의류, 잡화류, 액세서리)을 구매해 본 남,

녀를 대상으로 2012년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62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

였다. SPSS 17.0과 AMO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

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과모형의 경로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여 적합성을 분석한 결과, χ2

=593.701(df=158, p=.000), GFI=0.903, AGFI=0.871, NFI=0.920, RMR=0.045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

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C. R. 즉 일반적인 t값에 해당하는 지

표를 활용하여 구성요인간의 인과관계 가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9개의 가설 중 H1-5를 제외한 8개

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경제적 혜택과 심리적 혜택은 만족과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보적

혜택은 신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경제적 혜택과 심리적 혜택에 있어서는 신뢰보다는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나 정보적 혜택은 만족보다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경제적인 가치나 심리적 편안함으로 인해 만족감을 느끼고 이러한 만족

감으로 인해 쇼핑몰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양

한 유형의 정보로 인해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되고 있으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

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관계혜택의 성과 변수인 만족과 신뢰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는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만족→신뢰→재구매 의도의 경로가 상대적으

로 높은 경로 계수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쇼핑몰에 대해 만족한 후 바로 구매하기도 하지만, 만족감으로 인해 쇼핑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후

에야 재구매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인터넷 쇼핑몰 마케터는 고객에게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끊임없

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고객에게 금전적, 비금적적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

공하여 고객이 편안하고 즐겁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정보나 조언 등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는 등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감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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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6

남성집단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디어 

패션정보이용도와 메트로섹슈얼 성향에 미치는 영향

홍금희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오늘날 남성 패션시장과 화장품시장의 성장은 눈부시다. 국내 남성 패션시장은 남성의 소비파워로

2010년 시장규모가 7조 2700억원대로 이미 여성복 시장의 규모를 넘어섰으며, 남성화장품 구매액도

2012년은 1조원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20-30대 남성들은 경제적 풍요로움을 기반으로 왕성한

구매력과 자기표현성향이 뚜렷하며 메트로섹슈얼 성향을 보인다.

그동안 외모를 가꾸는 일은 고정관념적으로 여성적 영역으로 여성성이 높거나 양성적 남성이 외모

관리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많은 선행연구들(Clarkson, 2005; 이윤정, 2007; Conseur,

Hathcote와 Kim, 2008 등)에 의하면 외모가꾸기와 패션은 성역할정체감과 상관이 없거나 혹은 오히

려 남성성이 강한 소비자들이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의 남성들의 메트로섹슈

얼 성향은 단순히 남성의 여성적 외모성향이라고 정의내리기 보다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외모와 자기

관리에 관심이 높은 남성의 성향으로 규정을 하고 이에 대한 접근은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남성집단의 메트로섹슈얼 성향을 정의내린 후에 메트로섹슈얼 성향의 하위차원을

알아보고, 남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패션에 대한 관심과 메트로섹슈얼 성향 및 그루밍 행동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대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94명이 수집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성집단의 메트로섹슈얼 성향의 하위차원은 유행관심, 개성추구, 자기취향 인식의 3차원으로 이

루어지며, 이들 하위차원들의 총 분산량은 62.860%로 나타났다.

2. 외모의 사회적 인식이 강할수록 미디어의 패션정보 이용도가 높았으며 메트로섹슈얼 성향과 그루

밍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때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메트로섹슈얼 성향에 직접효과보다는

미디어 패션정보 이용도를 통한 간접효과가 더 높아 단순히 외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다 해서

메트로섹슈얼 성향이 높은 것이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패션정보 이용도가 높을 때 메트로섹슈얼

성향과 그루밍 행동이 높았다.

3.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직장인이 학생보다 미디어 패션정보이용도가 높았고 메트로섹슈얼성향과

그루밍 행동이 높았다. 즉 직장인들이 패션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외모가 사회적 경쟁력이

라는 인식도 높았다.

4. 그루밍행동으로는 폼크린징, 스킨과 로션사용, 자외선차단제, 향수 순으로 사용량이 높았다.

5. 소비행동에서도 메트로섹슈얼 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브랜드민감도, 광고민감도,

고급제품선호도, 가격민감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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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7

남자대학생의 물질주의 성향, 화장품 소비가치와 충동구매

황연순

춘해보건대학교 피부미용디자인과

1. 서론

본 연구는 화장품 구매행동을 하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물질주

의 성향을 파악하고 구매행동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화장품 가치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것이 충동

구매에 끼치는 영향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성소비자가 증대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업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물질주의

물질주의란 물질적 소유, 소비를 심리적 행복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Belk, 1985). 물질주의는

대체로 충동구매나 과소비, 중독적 구매성향 등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를 유도하고 생활에 대한 만족

도를 낮게 하는 등 부정적 가치로서 영향을 미친다(Richins & Dawson, 199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에서 다루어진 물질주의성향이 충동구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과 달리 남자대학생

의 물질주의성향에 대한 요인을 일차적으로 밝히고 그 요인이 화장품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충동구매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2.화장품소비가치

소비가치는 소비자가 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개인의 내면적인 판단기준을 작용시켜 행위

나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Kwon, 2000). 소비자행동과 관련된 가치연구에서 Hartman et

al.(2006)은 가치를 효용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로 구분하였으며 효용적 가치는 실용적 측면으로 유용

함, 현명함, 이성에 근거한 판단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고, 쾌락적 가치는 인간적인 즐거움과 크게 관

계되는 것으로 미적, 정서적 느낌과 깊이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화장품소비가치란 화장품구매행

동에 대한 소비가치로 감성/상징가치, 효용가치로 구분된다(Hwang, 2011).

2.3. 충동구매

소비자의 충동구매행동은 내적 감정적인 측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소비자행동이다( Choi &

Choi, 2008). Jun et al.(2010)는 남자대학생의 유행혁신성이 높을수록 충동구매가 더 증가한다고 하

였다. 충동구매와 선행변수들과의 인과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중에는 소비가치와 관련된 연구는

미미하며 있다 하더라도 남성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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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남자대학생들의 화장품 충동구매와 관련된 구성개념들과의 가정

된 관계 및 가설들을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소유추구형

생활중심형

행복추구형

효용가치

감성가치

충동구매

Fig. 1. Research model

3.2.가설설정

가설1. 물질주의성향 중 소유추구형과 화장품의 효용가치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물질주의성향 중 소유추구형과 화장품의 감성가치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물질주의성향 중 생활중심형과 화장품의 효용가치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물질주의성향 중 생활중심형과 화장품의 감성가치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5. 물질주의성향 중 행복추구형과 화장품의 효용가치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6. 물질주의성향 중 행복추구형과 화장품의 감성가치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 화장품의 효용가치와 충동구매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8. 화장품의 감성가치와 충동구매는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방법

4.1.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연구모델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측정도구는 선행연

구(Choi & Choi, 2008; Hwang, 2011; Jun et al., 2010; Park & Jeon, 2004)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

여 사용하였다. 물질주의 14개, 화장품가치 6개, 충동구매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2.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부산, 울산, 포항 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자대학생이다. 조

사는 설문지를 이용해 편의표본추출법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2년 4월에 한 달동안 이루어졌고

분석에는 총 224부의 유효표본이 사용되었다. 응답자 특징은 학년의 경우 2학년이 130명(58.0%)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59명(26.3%), 1학년이 18명(8.0%), 4학년이 17명(7.6%)의 순이었다. 월평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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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비는 5만원 미만이 175명(78.1%)으로 가장 많았고, 5만원이상 10만원미만이 36명(16.1%), 15만

원이상이 7명(3.1%), 10만원이상 15만원미만이 6명(2.7%)의 순이었다. 월평균 가게 소득 수준의 경우

200만원미만이 58명(25.9%)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이 57명(25.4%), 500만원이상

이 48명(21.4%),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이 45명(20.1%),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이 16명(7.1%)의

순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해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AMOS 18.0을 이용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5. 연구결과 및 논의

5.1.측정모형의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한 결과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

다(Table 1). 탐색적 요인분석결과(Table 2)는 RMR값을 제외한 나머지가 권장 적합기준을 만족하므

로 본 측정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집중타당도 평가는 표준화적재치가 권장수준인 0.5이상이

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은 집중타당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변수의 판별타당성은

AVE의 값이 물질주의성향의 생활중심형을 제외하고 0.5 이상을 나타내어 대체적으로 타당성이 확

보되었다고 평가한다(Table 3).

5.2.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체모델에 대한 경로계수와 적합도 지수는 Table 4와 같으며 RMR의 값을

제외하고 권장수준에 만족할 만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가설검증결과에 따른 경로모형은 <Fig 2>와

같다.

6. 결론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들이 화장품구매행동 시 그들의 심리적 특성인 물질주의성향에 따라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고 그에 따라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남자대학생

들의 물질주의성향 중 소유추구형은 효용가치에, 행복추구형은 효용가치와 감성가치에 영향을 미치

지만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가치였다. 즉 행복추구형이 감성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충동구매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1. Belk, R. W.(1985). Materialism: Trait aspects of living in the material world.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December). 265-280.

2. Choi, S. K. & Choi, M. O.(2008). A Study of Cosmetic Impulse Buying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llege Women by Their Fashion Leadership,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0(2), 155-163.

3. Hartman, J. B., Shim, S., Barber, B., & O'Brien, M.(2006). Adolescents' utilitarian and hedonic

web-consumption behavior: Hierarchical influence of personal values and innovativeness.

Psychology & Marketing, 23(10), 813-839.



- 189 -

4. Hwang, Y. S.(2011). Consumers' Type According to Narcissistic Orientation and Consumption

Value of Apparel Products and Cosmetic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3(3), 346-372.

5. Jun D. G., Choo H. J. & Kim, H. S.(2010). A Study on the Clothing Involvement, Fashion

Innovativeness, Impulsive Buying, and Brand Loyalty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4(3), 424-436.

6. Kwon, M. W.(2000). Consumption Values and Rationality of Consumption Behavior of

Adolescent Consum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7. Richins, M. L. & Dowson, S.(1992).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December),

303-316.

Table 1.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s

요인 및 문항 요인값 고유치
설명
분산 AVE

혼합
신뢰도

신뢰도
계수

물
질
주
의

성
향

소
유
추
구
형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가지면 나의 삶은 더
좋아질 것이다. .83

나는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더 행복해질 것
이다. .80

나는 값비싼 집, 자동차, 옷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
한다. .79 5.31 37.93 0.455 0.871 .89

나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물건을 갖고
싶다.

.73

물질소유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72

나의 재산은 내 인생을 얼마나 잘살았는지를 말해준
다.

.72

생
활
중
심
형

나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보다 물질을 덜 중요하
게 생각한다.

.79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주목하지 않
는다.

.68 2.08 14.86 0.411 0.673 .68

더 좋은 물건을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
을 것이다.

.52

행
복
추
구
형

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데 돈 쓰는 것을
즐긴다. .88 1.14 8.11 0.743 0.849 .81

생활하면서 사치품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 .80

화
장
품
가
치

효
용
가
치

품질 .88

선호타입 .87 5.04 50.41 0.741 0.895 .90

신상품 .84

감
성
가
치

새롭고 독특한 화장품 .88

타인시선유발 .85 1.89 18.78 0.545 0.780 .76

유명상표 .73

충
동
구
매

충
동
구
매

화장품을 본 순간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한다. .88

후회하더라도 마음에 들면 구매한다. .85 2.00 66.64 0.534 0.770 .75

구경하다 계획하지 않아도 구매한다.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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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measures

Construct Items Estimate S.E. C.R. P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가지면 나의 삶은 더
좋아질 것이다.

1.000 -

나는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930 .0.064 14.421 ***

소유추구형 나는 값비싼 집, 자동차, 옷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
워한다.

.889 0.074 12.025 ***

나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물건을 갖
고 싶다. .809 0.069 11.716 ***

물질소유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이다. .863 0.071 12.182 ***

나의 재산은 내 인생을 얼마나 잘살았는지를 말해
준다. .772 0.079 9.747 ***

나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보다 물질을 덜 중요
하게 생각한다. 1.000 -

생활중심형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주목하지
않는다. .842 0.164 5.134 ***

더 좋은 물건을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588 0.120 4.896 ***

행복추구형

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데 돈 쓰는 것
을 즐긴다. 1.000 -

생활하면서 사치품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 1.507 0.190 7.924 ***

품질 1.000 -

효용가치 선호타입 1.071 0.065 10.269 ***

신상품 1.055 0.064 7.494 ***

새롭고 독특한 화장품 1.000 -

감성가치 타인시선유발 .927 0.085 10.849 ***

유명상표 .772 0.094 8.196 ***

화장품을 본 순간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한다. 1.000 - -

충동구매 후회하더라도 마음에 들면 구매한다. .980 0.095 10.269 ***

구경하다 계획하지 않아도 구매한다. .694 0.093 7.494 ***

모델적합도, chi-square=246.609, d.f=155, p=.000, RMR=0.057, GFI=0.853, AGFI=0.812, NFI=0.878,
IFI=0.951, TLI=0.939, CFI=0.950, RMSEA=0.053

Table 3. The squared correlations and AVE of constructs

소유추구형 생활중심형 행복추구형 효용가치 감성가치 충동구매

소유추구형 0.455

생활중심형 0.000 0.411

행복추구형 0.000 0.000 0.743

효용가치 0.213** -0.062 0.108 0.741

감성가치 0.139* 0.128 0.316** 0.000 0.545

충동구매 0.155* 0.133 0.156* 0.203* 0.575* 0.534

Bold values in the diagonal are the AVE for each construct and values at lower diagonal cells are

the squared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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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del estimation

H Path between variables
Path coefficient

S.E. t-value Result
Non stand. coeff. Stand. coeff.

H1 소유추구형→효용가치 .184 .143 .093 1.978* accept

H2 소유추구형→감성가치 .120 .100 .090 1.334 reject

H3 생활중심형→효용가치 -.066 -.038 .146 -.450 reject

H4 생활중심형→감성가치 .148 .092 .136 1.088 reject

H5 행복추구형→효용가치 .162 .188 .067 2.401* accept

H6 행복추구형→감성가치 .338 .419 .075 4.482*** accept

H7 효용가치→충동구매 .065 .097 .045 1.449 reject

H8 감성가치→충동구매 .507 .707 .081 6.240*** accept

chi-square=323.470, d.f=162, p=.000, RMR=0.124, GFI=0.878, AGFI=0.842, NFI=0.840, IFI=0.913,
TLI=0.896, CFI=0.912, RMSEA=0.068

*p<.05, ***p<.001

소유추구형

생활중심형

행복추구형

효용가치

감성가치

충동구매

.184

.120

-.066

.148

.162

.338

.507

.065

Fig. 2. Final Pat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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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8

다문화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이윤정
1)
·유희

2)
·이정임

3)
·정재은

4)

1) 경인교육대학교 생활과학교육과

2)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3)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과

4) 숭의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Ⅰ. 서론

1980년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1990년대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이제 우리나라에는 140만의 외

국인 거주자가 체류하는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이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문제가 없었던 한

국사회의 큰 변화로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사회구성원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초기에 이주한 다문화가정 2세들이 성장하여 곧 사회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기임을 생각

할 때 이들의 수용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 볼 수 있다

(Kim, 2011).

특히 외모는 타인에 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사회적 평가의 기초로서 사용되는 사

회적 단서로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외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외모는 체

형, 피부색 등 신체적인 요인과 현재 착용하고 있는 의복과 액세서리 등으로 판단되며, 아동들의 사

회적 인정 요인은 추상적인 견해보다는 외모, 의복 등의 구체적인 항목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외모의 매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Lee, 2006). 외모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인

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여 의식하게 만들며, 이 때 형성된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신

체이미지, 의복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Thompson & Heinberg, 1999). 다문화아동의 경우 외모적인

차이 때문에 편견이나 따돌림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학교생활의 부적응, 정제성

혼란 등의 문제를 겪게 한다.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영위와 적응을 위해서는 다문화아동들이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졌

듯이 높은 자아존중감은 아동들로 하여금 학교에서의 시행한 수행 능력을 더 긍정적이고 분명하게

평가하여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 중 의생활과 관련된 연구로는 신체만족도, 외모만족도,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상

관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Kang & Kim, 1992; Lee, 2008; Ko, 1986; Yoo,

2005; Moon & Yoo, 2003), 연구결과들에서 보면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에 피부색과 생김새가 다른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자아개념의 형

성과 자아존중감 및 의복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문화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

한 아동들의 의생활관련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의 상관관계

와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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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교육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다문화아동의 자아존중감의 하위차원을 확인하고 다문화아동의 신체이미지가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연구문제 2. 다문화아동의 의복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자아성장의 결정적 시기로서 성격 및 사회적, 도덕적 발달이 뚜렷해지는 시기인 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아동을 임의 추출법으로 표집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2년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었다. 수집된 185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167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

였으며, 연구대상은 1학년 24명, 2학년 33명, 3학년 30명, 4학년 37명, 5학년 26명, 6학년 17명의 총

167명이였다.

측정도구는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의복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설문문항은 5점

Likert형으로 측정하였다.

다문화아동의 신체이미지는 객관적 신체평가척도인 BMI 지수와 주관적 신체태도의 감정적 차원

의 측정도구로 알려져 있는 ‘신체만족도(Body Area Satisfaction Scale-Base)’로 측정하였다. BMI

지수(Body Mass Index: kg/m2)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으로 성별, 연령에 비교하여 5백

분위수 미만이면 저체중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이면 과제중, 95백분위수이면 비만으로 분

류하였으며(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7), 신체만족도는 초등학생의 신

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6요인(키, 몸무게, 체형, 얼굴형, 피부색, 전체적 외모)으로 측정하여 불만족,

보통, 만족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군집분석,

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 및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친구자존감, 가족자존감, 개인자존감, 학교자존감의 4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객관적 신체평가척도인 BMI지수에 따른 집단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동일한 부분, 즉 키와 몸무게에 대한 주관적인 신체만족도 평가에 의한 집단에 따라서는 가족자존감,

개인자존감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뿐 아니라 피부색,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의 모든 하위차원이 뚜렷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영향력을 확인

해 본 결과 전체 자아존중감에는 전체적인 외모와 몸무게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체적인 외모에

대한 다문화아동의 주관적 평가는 개인자존감, 친구자존감, 학교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몸

무게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개인자존감에, 피부색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가족자존감에 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자아존중감은 신체특성, 신체만족도, 외모만

족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 신체조건인 BMI지수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은 객관적인 신체조건보다는 다문

화아동이 자신의 전반적인 외모나 각 부위에 대해 갖게 되는 주관적 태도나 평가에 의해 영향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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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점은 Jang & Song(2004)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관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다문화아동들 자신의 신체이미

지를 긍정적으로 가지도록 교육하고 지도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다문화아동의 의복행동은 동조성, 심미성, 흥미성, 관리성, 안락성, 편이성과 같이 6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정적 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자아존중감은 심미성과 관리성이 높아짐에 따라, 친구자존감은 심미성이 높아짐

에 따라, 가족자존감은 흥미성이 높아지고 동조성이 낮아질수록 증진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개인

자존감은 의복행동의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아존중감으로서, 의복에 대한 심미성, 관리

성, 흥미성이 높아지고, 동조성은 낮아질수록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자존감은 관리

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상되는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Ko(1986)가 제시한 것처

럼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의복행동과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의복의 관리성이 높고, 낮

을수록 또래집단에 대한 의복 동조성이 높다는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의복

관리성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Yoo, 2005),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의복의

흥미성을 더 추구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의복의 동조성이 더욱 높다(Moon & Yoo, 2003)는

결과와도 유사하다. 하지만, 다문화아동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는 의복행동이 학교자

존감나 친구자존감보다 상대적으로 개인자존감과 가족자존감 향상에 큰 기여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의복행동의 하위요인 중 심미성 요소가 전체 자아존중감이나 개인자존감, 친구자존감 향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안락성, 편이성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Ⅳ. 결론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들이 문화적·외모적 차이나 편견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교우관계 문제나 학교 부적응, 정체성의 혼란 등의 문제는 그들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

동을 긍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의생활 교육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새로운 의생활 교육을 통해 다문화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증지시키는

것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해갈 수 있는 기

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와 인천 소재의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

지 못하는 임의추출방식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의 모든 다문화아동의 특성으

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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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29

대구 지역 스포츠의류 관련 봉제업체 기초실태조사

황기선·지영주·박준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섬유 및 직물 인프라와 관련 연구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

져 있으며, 재정적 인프라 측면에서도 전국 3위의 체육 관리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역으로, 스포츠산

업 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개최를 통해서 스

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해외 유명 스포츠 기업과 도시가 국제경기 유치를

통해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나아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에 반해 대구 지역은 국제대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구 지역 스포츠의류산업 활

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내 의류산업 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발전 전

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1단계 기초연구로서, 대구 지역 스포츠의류 봉제업체

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봉제분야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설문조사는 대구 소재 스포츠의류 봉제업체 22곳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15일∼7월 4일에 실시되

었으며 설문조사지는 업체 일반현황 5문항, 업체 인력 수요 현황 3문항, 업체 애로사항 및 제품 개발

관련 5문항, 기타 1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업체의 생산품목은 중복응답 결과, 등산복(72.7%)이 가장 많았고, 골프웨어

(36.4%), 스키/보드웨어(18.2%), 사이클복(9.1%), 러닝웨어(4.5%), 수영복(4.5%), 기타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는 영세소기업(10-20인 미만)(27.3%)과 가족생계형(1-5인 미만)(27.3%), 중소업체(22.7%),

가내수공업(22.7%)이었다. 설비 노후화 정도는 10년 이상 가동한 비교적 오래된 설비를 사용하고 있

는 기업이 31.8%였으며, 그 밖에는 5년 이하, 3년 이하 순이었다. 생산형태는 자체브랜드 상표 업체

(68.2%), 주문자 상표 부착 업체(36.4%)가 다수였고, 상표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개에 불과하

였다. 주 가동설비는 미싱(73.7%), 오버로크 미싱(26.3%), 와끼(10.5%), 특수미싱(10.5%)의 순이었다.

둘째, 인력 수요 현황 조사결과, 직종별 적정임금은 패턴사(179만원)가 가장 높았고, MD(169만원),

디자이너(160만원), 봉제기술사(146만원)의 순이었다. 필요인력으로는 봉제기술사 (25.8%), 디자이너

(20.5%), 영업사원(9.8%), 패턴사(7.6%), 기획(6.8%), MD(4.5%) 순이었다. 희망하는 인력의 교육수준

은 관련 경력 5년차 이상(26.5%), 4년제 대학(12.1%), 사설학원(9.1%), 전문대학(6.8%) 순이었다.

셋째, 생산업체 애로사항은 인력채용의 어려움(72.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자금력 부족

(22.7%), 중국산 제품의 시장 확대(18.2%), 미흡한 정부지원(13.6%), 원자재 상승(9.1%) 등의 순이었

다. 서울․경기 지역의 스포츠 의류업체와 비교 시, 대구 지역의 기술력 수준이 전반적으로 뒤처진다

는 응답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동등하다(31.8%)’, ‘뒤처진다(22.7%)’의 순이었다. 특히 가장 미흡

한 분야는 브랜드 파워(40.0%)라고 응답하였다. 신규 아이템 개발 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은 해외

전시회 참관(40.9%), 미디어 매체(31.8%)가 많았으며, 서적을 통하거나 연구소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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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이 있었다. 향후 3년 이내 투자계획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신기술, 디자인 개발 등 기술투자가

36.4%로 비중이 높았고 인력양성, 시설투자, 건물투자의 순이었다.

넷째, 국내 스포츠의류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활성화되어야 할 분야는 중복응답 결과, 마케팅 및

브랜드 육성(40.9%), 세련된 디자인(36.4%), 기능성 원사/원단(22.7%), 전문 스포츠의류 생산 인프라

(18.2%), 스포츠관련 전문인력의 의류패션업계 진출(13.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198 -

P 30

등산 활동 참여 동기에 따른 등산복 구매 시 

위험 지각과 위험감소행동 연구

방기성·유신정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사회의 주요가치이자 척도로 여겨짐에 따라 현대인들

의 관심이 아웃도어 활동에 집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토의 70%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징

과 함께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등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등산복 시장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제품의 종류와 고

기능성 제품들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다. 등산복 구매 소비자들도 변화를 겪고 있는데, 등산에 참여하

는 연령층이 다양화되고 다운 에이징(down-aging)화 되면서 참여 동기가 다양해졌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고기능성에 따른 제품의 높은 가격에 대한 불만족이 대두되고 있다. 등산복은 일상복이

갖는 사회·심리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구매 시 지각하는 위험 유형이 참여 동

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산 활동 참여 동기를 소비자

의 성격 변인으로 측정하고 등산복 구매 시 지각된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감소행동의 차이를 살펴보

고자 한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12년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15일 동안 등산복 구매 경험이 있고 등산 활

동에 참여하고 있는 20～50대를 대상으로 462매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수거 된 설문지 중 답변이 불

성실한 62매를 제외하고 연령대별(20, 30, 40, 50대)로 100매씩 총 400매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조사 대상자의 인적사항(5문항), 등산 참여 동기(28문항), 등산복 구매 시 위험 지각(25

문항), 위험감소행동(25문항), 등산복 구매 및 참여 특성(6문항) 등의 총 8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답

변 방식은 선다형 및 5점 척도 법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등산 활동 참여 동기 하위차원은 ‘건강/신체적 유익’, ‘외적과시’, ‘성취감/즐거움’, ‘등반기

술향상’, ‘사교’ 등 5개 차원으로 등산복 구매 시 위험 지각은 ‘유행/사회적 위험’, ‘시간/편의성 위험’,

‘경제적 위험’, ‘성능 위험’, ‘심리적 위험’ 등 5개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위험감소행동 하위차원은 ‘대

인적 정보원 활용’, ‘마케터 정보원 활용’, ‘전문적 정보원 활용’, ‘숙고/관찰/경험 의존’, ‘상표의존’ 등

5개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위험지각 요인은 ‘경제적 위험’>‘성능 위험’>‘시간/편의성 위험’>‘심리적

위험’>‘유행/사회적 위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감소행동 요인은 ‘숙고/관찰/경험 의존’>‘상표의

존’>‘마케터 정보원 활용’>‘대인적 정보원 활용’> ‘전문적 정보원 활용’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동기 군집분석 결과 ‘사교/과시추구 집단’, ‘건강/내적 유익추구 집단’, ‘저(低)동기 집단’ 등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위험 지각은 ‘저(低)위험지각 집단’, ‘고(高)위험지각 집단’의 두 집단으로 분

류되었다. ‘사교/과시추구 집단’에는 20, 30대가 ‘건강/내적 유익추구 집단’에는 40, 50대가 많이 분포

하였으며 참여 동기 집단 별 위험 지각 요인과 위험감소행동 간 차이분석은 집단 별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p≤.01, p≤.001). 또한 ‘저(低)위험지각 집단’에는 40대가 ‘고(高)위험지각 집단’에는 30대

의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위험 지각 별 위험감소행동 간 차이분석은 ‘상표의존’요인을 제외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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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등산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일상복의 구

매 시 위험 지각과 위험감소행동 유형의 크기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고 등산

활동에서의 참여 동기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므로 등산복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는 각 연령대 별 참여 동기에 따른 효과적인 제품기획과 일상복과는 다른 등산복 특성을 고려한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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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영주, 이은옥 (2011),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구매행동에 관한 질적연구. 복식문화연구. 19(5). pp.

108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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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1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리행동과의 관계 연구

박광희·김인숙

1)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2) 신흥대학교 경영과

1. 서론

이제까지 진행된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리행동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에 있어서 연령층과 성별에

있어서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라

이프스타일과 외모관리행동 간의 좀 더 확고한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외모관리행동은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외모관리와 관

련된 분야의 새로운 직업, 이에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외모관리 관련 시장도 더욱 확

장될 것이기에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그들의 의복뿐 만 아니라 몸매관리, 화장, 헤어, 피부 등의

외모관리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외모관련 기업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라이프스타일과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측정은 선행연구(Ham, 2011; Jeon & Chung, 2010)에서 사

용한 문항을 이용하였고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520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총 513부가 자료 분

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9.0 for Window가 사용되었으며, 라이프스타일

외모관리행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17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외모관리행동 및 삶의 만족도의 정도

를 살펴보고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집단별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라이프스타일 다섯 변인(유형)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환경지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지향성, 건강지향성, 사회지향성, 유행추구성 순으로 나타나 환경 보존과 경

제적인 소비에 대한 성향은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유행을 쫓으려는 성향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외모

관리행동의 경우 다섯 변인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피부관리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의복선택, 헤어

관리, 메이크업, 몸매관리 순으로 나타나, 간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적게 드는 피부관리

를 많이 하는 반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몸매관리는 적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라이프스타일 다섯 변인에 의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극적 생활형, 일반보편형, 유행관심형,

적극적 생활형의 네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일반보편형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극적 생활형이

가장 낮았다. 라이프스타일 집단별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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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 소극적 생활형 집단의 경우 외모관리행동 다섯 변인의 모든 값도 가장 낮았으며, 라이프

스타일 다섯 변인의 값이 소극적 생활형 집단 다음으로 낮았던 일반보편형은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

도 소극적 생활형 집단 다음으로 낮았다. 라이프스타일 변인 가운데 유행 추구성향이 높았던 유행관

심형 집단의 경우 헤어관리와 의복선택의 값이 가장 높았으며, 라이프스타일 모든 변인 값이 가장 높

은 적극적 생활형 집단의 경우 몸매관리, 피부관리, 메이크업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외모관리와 관련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그들이 선호하는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있기에 라이프스타일이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행관심형과 적극적 생활형 집단

의 경우 외모관리행동에 더 적극적이기에 외모관련 업계에서는 대인관계, 환경보존, 건강관리, 경제

적인 소비, 유행추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높고 이러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를 목

표시장으로 선정하였을 때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외모관리행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유행관심형 집단의 경우 연령이 낮고 여성과 미혼 및 고소득자의 빈도가 높았으며 적극적 생활

형 집단의 경우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 기혼 및 고소득자의 빈도가 높았기에 이러한 소비자층

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와 판매촉진을 통해 외모관리와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variable
passive

lifestyle

general

lifestyle

fashion oriented

lifestyle

active

lifestyle
F value

Weight training 1.61a 2.19b 2.62c 2.73c 25.04
***

Skin care 1.87a 3.30b 4.08c 4.27c 95.14
***

Hair Care 1.71a 2.30b 3.46c 3.36c 74.90
***

Make-up 1.35a 2.25b 3.28c 3.41c 50.99
***

Clothing selection 1.50a 2.45b 3.63c 3.43c 98.18
***

** p < .01. *** p < .001.

abcd : Duncan test shows that means with different subcripts differ at p<0.05.

Table 1. Means fo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ccording to lifestyle groups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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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16(2), 5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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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2

멀티채널 패션브랜드의 온라인 VS. 오프라인 

점포이미지와 구매의도

김지연

호남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1. 서론

최근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모바일 기기 확산과 경제중심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패션산업에

서 온라인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비롯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해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

한 온라인 쇼핑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리테일링에서는 전통적인 점포를 통한 마케팅방식 외

에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멀티채널 리테일링(Multi-Channel retailing) 방식이 늘어나고 있

으며 멀티채널 리테일링은 백화점이나 전문점 같이 전통적인 점포형 유통(in-store retailer)에 대해

서 표준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되고 있다.

기업이 멀티채널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고객별 편의에 따른 채널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접촉시점을 증가시킴으로써 충성도를 생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

다. 또한, 멀티채널 고객들은 단일채널 이용 고객들에 비래 25∼50% 더 수익성이 높으며, 멀티채널

을 이용하는 단일채널을 통한 구매자보다 2배～4배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몇 년 동

안 멀티채널 마케팅의 실행은 엄청나게 증가하였고, 미래에는 더 많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왔지만, 여전히 단일채널로써의 온라인 점포에만 초

점을 두어서 연구의 한계점이 있었고, 최근 국내 패션시장의 유통키워드로 멀티채널 소비경향이 대

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션브랜드 연구에서 멀티채널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정보탐색 채널과 구매

채널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소수의 연구만 있어, 향후 국내 패션 브랜드들의 멀티채널 전략의 효과적

인 실행을 위해 유니클로(UNIQLO)의 멀티채널전략에 따른 소비자행동을 조사해보는 것이 시기적으

로 매우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멀티채널 전략을 활발하게 구사하고 있는 글로벌 SPA브랜드인 유니클로(UNIQLO)를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점포이미지에 대해 조사하고, 두 개의 채널이미지가 모브랜드 이미지

와 일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결과적으로 만족도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

고자 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와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조사대상은 유

니클로 소비자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모두 구매경험이 있는 멀티채널 소비자를 대상으

로 하였고,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하였다.



- 203 -

<그림 1> 실증적 연구를 위한 연구의 틀

3. 결과 및 고찰

첫째, 멀티채널 행동을 나타내는 유니클로 소비자 중에서 온라인 채널에서 정보탐색을 하고 오프

라인 채널에서 구매를 하는 응답자는 30.3%인 것으로 나타났고, 오프라인 채널에서 정보탐색을 하고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를 하는 응답자는 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정보탐색채널과 구매채

널에 관한 연구결과보다 비율이 다소 높아졌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멀티채널 행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동일한 유니클로 브랜드에 대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이미지 지각요인이 다르

게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점포이미지 요인은 쇼핑편의, 상품정보, 가격정책, 신뢰 요인이었

고, 오프라인 점포이미지 요인은 신뢰와 매장, 다양한 정보, 서비스 요인으로 나타나 동일한 브랜드

의 멀티채널에 대해서 차별화되는 마케팅 전략을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온라인 채널과 오프라인 채널의 점포 이미지가 모브랜드인 유니클로의 브랜드 이미지와 얼

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한 결과, 점포 이미지 지각요인 모두 특정 채널과 브랜드 이미지와의 일

치성을 지각하는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점포 이미지 요인과 브랜드 이미지 일치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 결과 두 채널의 점포 이미지 요인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브랜드와의 일치성은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브랜드가 여러 채널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실행할 때

모 브랜드와의 이미지 일치성을 얼마나 중요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다섯째,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온라인 채널에 대해서는 상품정보와 신뢰, 만족도였고, 오

프라인 채널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나 두 채널 모두 만족도는 매우 중요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속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향후 가속화되는 패션 기업의 멀티채널화 경향에서 채널 간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채널의 특성에 따른 점포 전략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각 채널과 모 브랜드와의 연

계 이미지 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저렴한 이미지의 브랜드의 온라인

채널을 운영할 경우 모 브랜드의 저렴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사이트 디자인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프라인 소매점이 온라인 채널로 확장 할 때 온라

인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멀티채널 전략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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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소매점이 온라인 채널로 확장하여 마케팅을 수행할 때 고객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

는지, 즉,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 내 충성도를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채널마다 찾아 낼 수 있는

조사가 꾸준하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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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3

한국 패션 브랜드의 중동·유럽 패션 마켓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에 관한 질적 연구

최주영·김동옥

주식회사 씨앤보코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대형 SPA 브랜드들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멀티샵과 중동의 리테일 샵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관련하여 국내 패션 기업의 해

외 마켓 진출은 검증된 디자인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고감성 퀄리티를 구현할 수 있는 패션 상품의

개발과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마켓 대응력을 갖춘 마케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패션 브랜드의 상품을 수입하여 자국의 리테일 샵에서 판매하는 바

이어들을 통한 유럽․중동 패션 마켓 진출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08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프랑스, 이탈리아, 쿠웨이트 3개국 6개 업체의 12명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SPA 브랜드들이 가진 패션 정보 분석, 빠른 디자인 기획, 대량 생산 시스템 등의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감성적 가치와 차별화된 소재와 품격이 갖추어져야 하며, 유

럽 및 중동의 프리미엄 마켓의 진출을 위해서는, 매스(mass, 대량)의 볼륨(volume, 수량)을 가지고

있지만, 프레스티지(prestige, 고급)의 품질과 가격을 가진 매스티지(masstige) 마켓의 브랜딩이 중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 상품의 차별성의 사례를 통해 SPA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한 매스티

지 마켓형 상품이 갖추어야할 필수요소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

드의 경우, 자국의 문화와 예술적 이미지를 담은 감성적 디자인을 구현하여 브랜드의 차별성과 정통

성을 유지하고 경쟁우위를 존속시키고 있으며, 소재의 텍스타일 아트워크에서부터 독특한 문화를 구

현하는 컬러와 디자인을 발현하여, 입체감이 있는 텍스츄어를 통해 패션 오브제를 완성해왔다. 예를

들어, 겐죠(Kenzo)는 기모노 슬리브를, Custo Barcelona는 남미의 감성을 담은 그래픽을, Issey

Miyake는 일본 전통 복식과 아프리카 타입의 직물의 결합을 통해, 각각의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여

마켓 진출을 이루었다.

셋째, 유럽 및 중동 마켓의 리테일러 및 에이전트들은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주관을 바탕으로 자국

의 최종소비자가 선호하는 스타일에 관한 디자인 수정과 변형을 요구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품종 소량 생산과 디자인 수정이 가능한 형태를 위해서는, 텍스

타일 디자인에서부터 염색, 가공 및 패션 디자인에서 패턴 봉제까지 하나의 브랜드 내에서 총체적인

개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따른 각국 최종 소비자의 의류 구매 성향은, 짧은 기간을 사용 후 버

리는 저가의 의류를 다량 구매하는 것에서, 오랜 기간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적 부가가치를 지닌 중

고가의 의류를 선호하는 스마트 컨슈머로서의 성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패션

브랜드가 명품 브랜드에 비해 인지도에서 비롯되는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이미지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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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디자인의 표현과 이와 연계되는 마케팅을 통한 상품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급변하는 국내외 패션 마켓의 동향과 한국 패션 브랜드가 가진 시스템

과 인프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과 퀄리티를 구현한 패션 상품을 개발하고 그것

을 연계한 마케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적연구로

서 접근한다면, 한국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마켓 진출을 위한 브랜딩과 마케팅의 방법론에 관한 일반

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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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4

설화수, 아시아 명품으로의 도약
- 명품 브랜드 특성을 중심으로 -

이혜주
1)
·추호정

1)
·문희강

2)

1)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2) 배재대학교 가정교육학과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명품 산업은 건재하다. 베인앤컴퍼니 조사 (Zeveloff. J.,

2012, 재인용)에 따르면 1995년 770억유로(약 108조원) 규모였던 세계 명품시장은 2012년 예상 약

2120억유로(약 297조원)로 커졌다. 특히 아시아의 명품 수요는 빠르게 신장하고 있어, 명품 브랜드에

게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 Verdict(“European data”, 2011, 재인용)에 의하면 아시아의 명품시장

점유율은 2010년 36.3%에서 2015년 40.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성장 산업 내에서 아

시아 명품 브랜드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에 아시아 명품 브랜드 개발을 위한 아시아의 고유한 명품

가치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선행과제로 중국을 발판으로 아시아 명품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는 프리미엄 한방화장품 설화수(하태기, 2012)를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선택, 설화수의 성공적인 명

품 브랜딩 원인을 찾기 위해 Keller(2009)의 이론을 토대로 브랜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Keller(2009)의 명품 브랜드를 정의하는 10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프리미엄 이미지, 둘째, 브랜드 유대감 창조, 셋째, 우수한 품질, 넷째, 로고와 패키지 등의 브랜드

요소, 다섯째, 유명인, 행사, 국가 등과 같은 다른 개체와 연계된 이차적 연상, 여섯째, 선택적 채널을

통한 유통 관리, 일곱째, 프리미엄 가격정책, 여덟째, 브랜드 구조 관리, 아홉째, 다른 카테고리와의

광범위한 경쟁, 열째, 법적 보호 및 위조 방지 이다. 연구 방법은 설화수 브랜드 관련 논문, 기사, 회

사와 브랜드 웹사이트, 그리고 금융사 기업분석 및 트래블리테일 전문 무디리포트 등의 웹문서자료

검토를 통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사례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철학을 통한 프리미엄 이미지 강화. 자연과 인간의

합일이라는 전통의 지혜로부터 외면의 미 뿐 아니라 내면의 미를 추구하겠다는 설화수의 철학은 내

용물에 충실한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켜준다. 둘째, 브랜드 스토리를

통한 유대감 창조. 인삼으로 유명한 개성 출신 창업자의 인삼 중심의 한방미용법 연구라는 브랜드

유산 및 스토리는 고객과의 유대감을 강화해 주고 고객을 열망하게 만든다. 셋째, 탁월한 제품력. 자

연과 인간의 상생, 그리고 전통과 과학의 상생을 추구하여 순수한 생약성분으로 최고의 화장품을 만

들어 내겠다는 기술연구원의 노력은 명품 브랜드 품질에 대한 고객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켜준다. 넷

째,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디자인 요소. 정통 한방 브랜드의 존재감을 표현해주는 붉은 낙관과 로고,

전통의 미학과 따스한 정성이 깃든 용기 디자인과 컬러 및 문양은 프리미엄 이미지와 함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준다. 다섯째, 문화마케팅을 통한 긍정적 이미지 연상. 문화전시회 후원 및 강좌 등의

문화마케팅 활동은 설화수 브랜드의 내재적 가치를 강화시킨다. 여섯째, 고객가치 창조를 통한 고가

정책 정당화. 우수한 품질은 유명 수입화장품 브랜드와 비슷한 수준의 프리미엄 가격을 정당화 해준

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설화수는 브랜드 철학과 스토리,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 그리고 문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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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팅으로 이루어진 프리미엄 이미지를 기반으로 아시아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하지만 유통채널 관리에 있어, 사은품의 인터넷 쇼핑몰 유출에 따른 이미지 하락과 같은 우

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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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5

쇼핑가치에 따른 모바일 쇼핑 수용의도 연구 

성희원·배은정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무제한 데이터 이용 요금제의 확산으로 모바일쇼핑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패션 브랜드 앱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고, 소비가치에 따른 세분집단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설

문지는 선행연구(고은주 외, 2009; 김민정, 2009; 안대천, 김상훈, 2011; Davis, 1989; Venkatesh et al.,

2003)를 바탕으로 기술수용모형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이성, 유희성 및 주관적 규범, 숙련도, 지각된

위험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패션 관여도와 스마트폰의 소비가치를 세분화 변수로 활용하였

다. 설문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데이터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스마

트폰을 사용한지 6개월 이상 된 20-40대 남녀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최종 724명의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남성 50.7%, 여성 49.3%, 20대 35.2%, 30대 34.1%, 40대 30.7%로 분포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33.9세이다. 전체 응답자 중 약 51%는 패션관련 앱에 대한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이들 중 패션앱을

사용해본 경험자가 64%였다.

요인분석 결과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지각된 유용/용이성

으로 명명하였으며, 지각된 위험요소는 보안위험과 품질위험으로 도출되었다. 소비가치는 스마트폰

탐색을 재미있고 몰두하며 기분전환을 위해 사용하는 쾌락적 가치(α=.83)와, 필요한 것만 탐색하거나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는 실용적 가치(α=.61)의 두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패션관여도는 단일

요인으로 도출되었다(α=.94). 앞의 세 변수를 이용하여 k-mean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군집이 추

출되었다. 먼저 스마트폰 사용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적 성향이 매우 높고 패션 관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즐거움 추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N=199). 두 번째 집단은 실용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

는 반면, 쾌락적 가치와 패션 관여도는 쾌락적 집단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실용주의 집단으로 명명하

였다(N=303). 마지막 집단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스마트폰 사용에서도 쾌락적 가치 없이 목적

지향적 성향만 나타내어 무관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N=222). 세 집단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

별, 연령, 결혼여부, 의복지출비, 인터넷 쇼핑 빈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직업, 학력, 소

득수준, 스마트폰 사용기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즐거움 추구 집단은 여성과 20대, 미혼의 비율이

기댓값보다 높았고 인터넷 쇼핑 구매 횟수가 높게 분포된 반면, 무관심집단은 남성과 30대, 40대, 기

혼의 비율이 높고, 인터넷 쇼핑 횟수가 낮게 분포되었다. 실용집단은 성별과 결혼 여부는 고루 분포

된 반면 30대의 비율이 기댓값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고 인터넷 쇼핑 빈도가 높게 분포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유용/용이성, 유희성, 주관적 규범, 숙련도, 보안위험, 품질위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도 및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단계선택법)으로

분석한 결과, 유희성, 주관적 규범, 유용/용이성, 숙련도 순으로 모바일 쇼핑태도에 유의한 반면(adj.

R
2
= .531), 품질위험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수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나타났다(adj. R

2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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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치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위의 회귀분석 모형을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즐거움

추구 집단은 유희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β=.514), 그 외 주관적 규범과 숙련

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사용의도에는 주관적, 규범과 유용/용이성, 보안위험(-)이 유의하게 나타

났다. 실용주의 집단과 무관심집단에서는 주관적 규범, 유용/용이성, 유희성 요인이 모바일 쇼핑 태

도와 수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실용주의 집단에서는 품질위험과 숙련도

가 태도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반면, 무관심집단에서는 수용의도를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즐거움 추구 집단과 실용주의 집단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할수록 모바일 쇼핑에 대해 긍정

적이 태도를 나타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의도에는 주변인의 영향이나 모바일쇼핑의 유용/용이성이

유의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무관심집단에서는 숙련도는 태도형성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연구결과 패션앱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도 및 수용의도를 설명하는데 기술수용모형이 적

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제품자체를 직접 만져보고 구매할 수 없는 단점으

로 인해 보안이나 품질과 관련된 위험지각 요소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

비자의 패션에 대한 관심 정도와 스마트폰 사용 가치에 따른 세분집단별 특성에 따라 회귀분석 모형

에 차이가 나타나, 모바일쇼핑 도입을 위해서는 적합한 세분집단을 먼저 파악하고, 각 집단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 고 문 헌

1. 고은주, 김경희, 김선숙. (2009). 새로운 유통으로의 모바일 패션 쇼핑몰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의

류학회, 33(7), 1164-1179.

2. 김민정. (2009). 모바일 패션 쇼핑에 대한 태도 및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복식문화학회, 17(4), 709-722.

3. 안대천, 김상훈. (2011). 이용자의 성별 세분화에 따른 모바일 커머스 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광고

홍보학회, 88(0), 7-36.

4. Davis, F. D. (1989).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 IS Quarterly, 13(3), 319-340.

5. Venkatesh, V., Morris, M. G., Davis, G. B., & Davis, F. D. (200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27(3), 425-278.



- 211 -

P 36

   대구 ․ 경북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의류 실태조사

지영주·황기선·박준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최근, 소비자의 건강지향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운동이나 자연환경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

에 스포츠의류 시장의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포츠의류가 일상복화되

면서 패션성이 증대된 스포티룩으로 확장되어 스포츠의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섬유산업이 전통 뿌리산업일 뿐만 아니라 다운 및 미들 스트림 업체와 관련

연구기관이 다수 소재하고 있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자체 및 지역 소비자들의 의류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스포츠의류산업 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스

포츠의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 스포츠의류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 소비자의 스포츠의류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실

태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대구 및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200명(남자 51%, 여자 49%)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15일∼7월 4일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조사지는 일반 의류 구매태도 관련 2문항, 스포츠의류 구매

태도 및 인식 관련 8문항, 마케팅 관련 2문항, 기타 4문항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평균값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소 의생활 태도를 조사한 결과, 60%가 색상이나 디자인보다 실용성을 중시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스포츠의류를 구매할 때 주로 고려하는 점을 묻는 문항에서는 디자인(21.8%),

기능성(17.8%), 활동성(15.9%), 착용감(15.7%), 가격의 적절성(12.4%) 순으로 조사되어 디자인을 가

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의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실용성 및 기능성을 갖춘 것으로

인지하기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자의 90% 이상이 스포츠의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유개수는 평균 5.4개였다. 보유 의

복의 종류는 아웃도어 룩(51.8%)이 가장 많았고, 트레이닝 룩(39%)도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구

입 장소는 브랜드 단독점(33.5%)이 가장 높았고, 이어 온/오프라인 병행(18.5%), 백화점(15%), 패션

제품 전문할인점(14%) 순이었다. 선호하는 스포츠의류 스타일은 어떤 아이템과도 활용할 수 있는 실

용적인 스타일(38.5%), 편안하고 캐주얼한 스타일(33%), 트렌디한 스타일(16.5%) 등으로 응답하였

다. 특정 스포츠의류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를 연령에 따라 조사한 결과, 10대의 경우 디자인(50%),

20-30대는 디자인(59.5%)과 브랜드(68.8%), 40-50대는 디자인(51.3%)과 기능성(49%), 60대의 경우

착용감(33.3%) 때문이었다. 소비자들은 스포츠의류를 주로 평상복처럼 입을 수 있는 옷(49%)으로 인

식하고 있어 스포츠의류의 일상복화를 소비자 인식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외에 산책할 때

입을 수 있는 옷(24.5%), 운동할 때만 입게 되는 옷(23%) 등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편안한 스타

일의 옷을 스포츠의류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브랜드 서비스는 본인의 스타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웹사이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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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45%), 신규고객보다 교환고객을 우선시하는 서비스(35.5%) 등이었다. 마케팅 활동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콘서트 티켓 등의 추첨을 통한 서비스 제공류의 마케팅(2.7점)보다는 소비자에게 심

리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명 디자이너와의 콜라보레이션 등과 같은 예술마케팅이나 감성마케팅

(3.7점)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한 대구․경북 지역 스포츠의류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

식 결과에서는 스포츠의류산업 도시로서 대구․경북의 이미지는 아직 부족하다는 응답(2.8점)이 많

은 반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스포츠의류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3.5점)는 응답이 많았고, 지역의

스포츠의류산업 성장을 위해서 대표 브랜드 육성이 필요하며(3.9점), 이를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

이 필요하다(4.1점)고 하였다. 이상에서 지역민들의 스포츠의류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발전가능성

에 대한 기대 또한 확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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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7

   인상학적 관점에서 눈썹이미지와 성격과의 관련성 연구

이현옥
1)
·구양숙

2)

1)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2) 경북대학교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인상학이란 인간의 상을 관찰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운명을 판단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

하는 학문이다(Lee, 2002) 인상학에서 인간의 형태는 천태만상으로 개개인이 지닌 특성이 있으며 타

고난 형태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판단 될 수 있다(Lee et al., 2010). 얼굴은 각 부위별로 인상학적

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특히 눈썹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됨에 따라 땀이 아래로 흐를 때

이마의 땀을 눈썹에서 걸러지게 하는 재방 역할을 하며(Kang, 2010) 햇빛, 먼지, 땀 등으로 부터 눈

을 보호하는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얼굴의 윤곽과 눈을 두드러지게 하는 장식적 표현 역할도 한

다(Kim, 2009). 관상학적으로는 그 사람의 지능, 의지, 능력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총명함과 어리석

음을 알 수 있다(Kim, 2008). 눈썹은 길이, 두께, 방향, 숱의 많고 적음, 눈썹 털의 부드러운 정도, 눈

썹 모양의 각도, 길이의 길고 짧음, 색상의 짙고 옅음 등에 따라 얼굴 전체의 이미지와 성격을 표현

하는 것으로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성격이란 한 개인의 진짜 모습으로 특징적 행동과 감추

어진 행동을 결정하며 한 개인을 다른 개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별 지어 주는 개인의 독특한 심리

적 특징이다(Allport, 1961). 이러한 성격은 개인의 성질이나 품성 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독특한 심

리적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미래예측학적 길흉화복과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평가, 사

회적 환경의 적응성과 대응성 등에 중요한 작용의 요인으로 평가된다(Kang, 2010). 눈썹은 그 형태

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 대인관계시 상대방의 성격을 평가하는 무언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

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문인의 초상화 중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배경에

대한 인물의 문헌 고찰이 충분한 인물을 대상으로 눈썹형태와 성격 특징을 분석하여 인상학적 의미

의 눈썹 이미지와 성격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눈썹은 그 형태에 따라 특징적인 성격을 표

현하는 것으로 동양 관상학에서 표현하는 눈썹은 24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눈썹에 따라 성격과 기

질, 인상학적 특징 등을 나타낸다(Kim, 2002). 연구대상으로 선정 된 조선시대 문인들에 대한 인상학

적 관점에서 눈썹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눈썹 유형 24가지 중 6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인상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들의 신분과 직업, 성격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조선시대 문인들이 지닌 성격 특성과 눈썹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

며 당대의 문인들에게 보여 지는 한국적인 얼굴의 특징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현대의 역사극 캐릭

터의 특징 연구를 위한 활용 자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대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사회생활은 물론 개인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많은 관심

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에 나타난 인상학적 이미지, 특히 눈썹이 의

미하는 인상학적 관점과 성격특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격을 미리 예측하

고 적절한 관계유지를 위한 방안을 대비한다면 원활한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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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8

인터넷 의류구매에서 가격, 제품, 판촉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 
- 쇼핑몰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

지혜경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1. 연구목적 및 의의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이 의류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몰에는 지마켓, 11번가, 옥션과 같은 오

픈마켓, 롯데닷컴, GS SHOP, CJ mall과 같은 종합쇼핑몰, 하프클럽, 오가게, 아이스타일24와 같은

브랜드의류쇼핑몰, 스타일난다, 11am, 미아마스빈과 같은 패션소호쇼핑몰 등 규모, 운영시스템, 제품,

가격 면에서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이들 쇼핑몰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으면서도 취급 제품과 목표

고객에 차별화를 꾀하며 상호보완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풍부하고 다양한 상

품을 쇼핑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들은 쇼핑몰이 제공하는 다양한 판촉, 가격전략, 제품특

성에 자극받아 사전 구매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온라인 소

비자층의 연령대가 확대되고 온라인 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과거 여성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

났던 충동구매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쇼핑몰 유형을 중심으로, 쇼핑몰 유형별

충동구매 소비자 특성을 밝히고 이러한 충동구매에 쇼핑몰이 제공하는 가격 제시, 제품 특성, 판촉방

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비교하여 각 쇼핑몰 운영자들이 고객을 관리하고 판촉 방법을 활용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의류제품 충동구매에 가격, 제품특성, 판촉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여 쇼핑몰 유형별로 비교해 보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를 위해 첫째, 쇼핑몰 유

형별로 충동구매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고 둘째, 가격요인, 제품요인,

판촉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과 그 특성을 쇼핑몰 유형별로 비교해 보며 세째, 충동구매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격, 제품, 판촉 변인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 정도를 쇼핑몰 유

형별로 비교해 보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는 2012년 8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제품 충동구매경험이 있는 20-40대 남녀 346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지

는 충동구매 8문항, 가격 요인 2문항(가격저렴, 가격할인), 제품요인 3문항(새로움, 유행성, 희소성),

판촉요인 6문항(사은품, 경품, 적립금, 배송 혜택, 쿠폰, 결제조건 혜택)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으며 가장 많은 충동구매를 한 쇼핑몰 유형 선택 1문항 및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응답자의 분포는 남성 41.6%, 여성 58.4%, 20대 49.7%, 30대 25.7%, 40대 24.6%였으며 미혼

59.5%, 기혼 40.5%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11.80%, 대학 재학 중 18.5%, 대졸 59.0%, 대학원 이상



- 216 -

10.7%였으며, 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이 19.7%, 200-300만원 미만 19.7%, 300-400만원 미만

25.1%, 400-500만원 미만 21.4%, 500만원 이상 22.0%였다. 쇼핑몰 유형은 오픈마켓 39.6%, 종합몰

33.5%, 패션소호몰 26.9%였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는 SPSS for windows 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t-검정, 분산분석, Duncan test, 회귀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온라인 의류제품 충동구매에 가격, 제품, 판촉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쇼핑몰별 특성에 대한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쇼핑몰 유형별로 충동구매 소비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지를 분석한 결과, 소득을 제외한 성, 연령, 결혼, 교육에서 차이가 나타나 오픈마켓 및 종합몰에서

는 남성이, 패션소호몰에서는 여성이, 오픈마켓에서는 40대가, 종합몰에서는 30대가, 패션소호몰에서

는 20대가, 오픈마켓 및 종합몰에서는 기혼이, 패션소호몰에서는 미혼이, 오픈마켓 및 종합몰에서는

대졸이, 패션소호몰에서는 대학 재학 및 대학원 이상이 충동구매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쇼핑몰 유형별로 가격요인, 제품요인, 판촉요인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격요

인의 경우 오픈마켓 및 패션소호몰에서는 가격 변인 모두가, 종합몰에서는 가격저렴성 변인만이 충

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요인의 경우, 오픈마켓에서는 제품의 새로움

및 희소성이, 종합몰에서는 제품의 새로움 및 유행성이, 패션소호몰에서는 제품의 새로움, 유행성, 희

소성 모두가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촉요인의 경우 오픈마켓에서는

경품 및 배송 혜택이, 종합몰에서는 경품 제공이, 패션소호몰에서는 결제조건 혜택이 충동구매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 충동구매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

격, 제품, 판촉 각 변인들의 영향력 정도를 쇼핑몰 유형별로 분석, 비교한 결과, 오픈마켓에서는 가격

저렴> 가격할인, 경품제공 >제품의 새로움 순으로, 종합몰에서는 경품 제공> 제품의 새로움> 가격

저렴 순으로, 패션소호몰에서는 결제조건 혜택 > 제품의 새로움 > 제품의 희소성 순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오픈마켓 및 종합몰에서는 40대 대졸 기혼 남성이, 패션소호몰에서는 20대 미혼 여성

의 충동구매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쇼핑몰 운영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제품과 판촉방법을 이용해 쇼핑몰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 제공자인 개별 판매자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의 제

품을 묶음 판매 방식으로 가격 할인, 경품 제공, 배송 혜택 등을 제공해 판매해 본다면 단품이 아닌

대량 판매의 기회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쇼핑몰 유형마다 충동구매에 미치는 가격요인, 제품

요인, 촉진요인의 영향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쇼핑몰을 처음 방문하거나 가끔 구매하는 소비자들

을 위한 미끼 전략으로 오픈마켓은 가격요인을, 종합몰은 판촉 방법 중 경품을, 소호몰은 결제조건

혜택이나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충동구매가 구매 이후 실망이

나 구매 실패와 같은 부정적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쇼핑몰 운영자들은 충동구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를 통해 자사의 장점을 알리고 단골 고객으로 만들 수 있

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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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39

자기효능감과 기초 봉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 

박은희·조현주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봉제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011년 11월 21일～11월 30일에 걸쳐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의 기초 봉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SPSS PC+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과 기초봉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요인구조를 파악한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기초봉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결과 및 고찰

기초봉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수업 후 파지와 전이, 교수능력, 실습수행력, 수업흥미, 내용인지력

이었으며, 수업 후 파이와 전이에서 설명력이 높았다. 즉 학습자들은 기초봉제와 연계된 블라우스,

스커트 만들기를 원하였고, 수업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연계된 수업을 받기 원하며 자신의 직

업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봉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 평균에서, 학습자들은 수업흥미 4.08, 수업 후 파지와 전이 3.61, 실습

수행력 3.47, 교수능력 3.24, 내용인지력 3.14, 시작 전 불안감 2.72 순으로, 이론적 평균값인 3점을 기

준으로 했을 때 평균보다 높은 것은 수업흥미였고, 그 다음이 수업 후 파지와 전이였다. 시작 전 불

안감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의 흥미,

완성된 작품에 대한 뿌듯함이 수업 활동의 정의적 영역에서 높았지만 내용 인지적 측면과 운동기능

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재봉틀을 처음 다루고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여겨진다. 재봉틀 다루는 것이 익숙해지고 새로운 내용을 쉽게 받아들

이면 문제해결력이 높아지게 되어 수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이 기초봉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초봉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수업 후 파지와 전이는 과제수행능력, 도전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할 수 없는 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주어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할수

록, 그리고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선택하여 극복하려는 마음이 높을수록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을 기초로 하여 직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수업과 연계된 블라우스나 스커

트를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초봉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실습수행력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은 불안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기수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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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업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는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기보다는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

였다. 기초봉제 수업에 대한 만족도의 내용인지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과제수행능력, 도전성, 불안

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일이 잘못되면 빨리 바로잡으려

는 의지가 높을수록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을 좋아하는 학습자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인지하

는 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치수를 정확하게 재어 길원형과 스커트 원형을 제도할 수

있고 재봉틀을 다루는데 능숙한 학습자는 과제가 주어지면 적극적인 자세로 조직적으로 처리하고 어

려운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하기 보다는 극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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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0

물질주의 집단별 강박구매 성향이 중국소비자들의 

패션 명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 운남성 지역을 중심으로 -

이옥희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중국은 시장경제 도입과 2001년 WTO 가입 이후 많은 나라와 경제교류가 활발해지고 교역량의 증

가로 연평균 8% 이상의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며 도시화의 가속에 따라 중국의 수많은 도시들이 소

비시장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들은 대상국가 혹은 대상지역에 대한 성공적인 마

케팅 활동을 위하여 그 나라의 다양한 경제 환경을 파악해야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파악이 기업성과전략을 위하여 필요하다. 국내 의류업체들은 소비

자와 소비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류시장 진출로 좁고 경쟁이 치열한 국내의 의류기업

활로의 개척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업성장을 유지해야할 것이다. 산업의 발전과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물질주의성향이 높아가고 또한 물질주의 성향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특히 의생

활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소비자연구가 이루어진 북

경이나 상해와 같은 대형도시가 아닌 운남성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물질주의 성향을 가진 소비자특

성을 집단별로 분류하여 강박구매성향이 소비자 특성 및 패션명품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중국의 소비자 특성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중국 운남성에 소재하는 대학의 남녀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선행연구를 토대로 실증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설문의 내용을 중국어로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으로 통

하여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2년 1월부터 2개월간 설문지를 편의추출방법

으로 수집하였다. 부분적인 무응답 설문지와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02부의 설문지가 최종분석

에 사용되었다. 수집한 자료의 SPSS WIN 19.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t-test,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와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값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주의성향의 요인 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로, 요인의 전체분산 설명력은 53.85%였으며,

행복지향, 생활중심지향, 성공상징지향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3개의 물질주의성향 요인들을 기

준으로 조사대상을 K-means 군집분석방법에 의해 군집화한 결과 군집 수가 3개일 경우 각 집단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물질주의성향에 따른 군집은 3개로 설정하였다. 각 집단

의 명칭은 물질주의 요인의 성공상징지향 요인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성공상징추구집단, 물질

주의 요인의 점수들이 대부분 낮게 나타난 물질무관심집단, 행복지향 요인과 생활중심지향 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행복/생활중심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개의 집단의 분포는 순서대로 99명, 95명

108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복/생활중심추구집단의 분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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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집단에 따른 중국소비자들의 상징적 소비의 쾌락적, 커뮤니케이션 요인에서, 그리고 패션명품

태도의 품질의 우수성, 명품의 사치성, 명품소비의 즐거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물질주의성향 집단별 강박구매가 상징적 소비와 패션명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섯째, 물질주의 집단에 따라 의류제품 평가기준과 패션정보원의 의미 있게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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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1

텍스타일 디자인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과과정 연구

이현진
1)
·추태귀

2)
·구양숙

3)

1)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2) 경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3) 경북대학교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과거 소품종 대량 생산체제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

면서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각종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자인 고부가가치를 강조하는 상품개발과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고려한 다품종 소량 생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와 더불어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섬유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 섬유시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섬유선진국들

의 고품질 상품의 국내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섬유, 패

션산업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관한 연구는 패

션 마케팅, 패션 디자인, 의복 구성 등 패션관련 타 교육 분야와 비교해서 많이 부족하며, 산업체 실

무자들의 텍스타일 디자인관련 교육과정 인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산업체 실무자의 일대일 면접과 함께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관련 학과의 교과목 분석을 통해 현

재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 대학의 교육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

로 미래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은 첫째,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 업체실무자들의 면접을 통한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에 대한 견해(문제점 및 극복방안)를 조사하였다. 둘째, 현재 섬유 및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이

전공으로 독립 개설되어 있는 총 19개 대학(4년제 12개, 2년제 7개) 20개 학과 및 전공을 선정하여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의 현황 및 교과과정을 분석하였다.

산업체 실무자 면접결과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의 문제점으로 1) 상업적인 디자인에 대한 이

해 부족 2) 문양 디자인에 집중된 교육 시스템 3) 창의성 개발과 디자인 표현 능력 부족 4) 디자인개

발에 필요한 응용력과 리서치 분석력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텍스타일 디자이너의 핵심자질 및 역량

으로 산업체 실무자 대부분이 기본적인 매너와 소양을 갖추고 인성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개발이 중

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관련학과 현황 및 분류를 분석한 결과 1) 대부분의 텍스타일 디자인

학과들이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지역 편중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국내 텍스타일 디자인 관력학과에서는 텍스타일 소재 및 발상/표현 분야의 교과목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공 및 신소재 관련 교과목과 직조 분야 중에서도 자수 관련 분야의 비율이 상

대적으로 낮았다. 3) 지역에 따른 텍스타일 디자인 교과목별 평균 학점수를 비교해본 결과 현재 국내

대학의 텍스타일 디자인 교육은 미적, 조형적 감각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 디자인 교육과 섬유 각

분야에 대한 실기교육으로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위치한 대학마다 부족한

교과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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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2

패션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부호화에 대한 연구

이은경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1. 서론

브랜드란 소비자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시키고, 동종업계의 경쟁사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 로고, 패키지 등의 상징물을 의미한다. 브랜드 자산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태도 연상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기업들은 브랜

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뿐아니라 브랜드 도입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머리 속에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강력하면서도 긍정적인 연상들로 심어주기 위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다각

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잠재적인 고객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고객들

이 그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기업은 발신인이 되어 잠재고객인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

의 이념이나 생각을 문자, 그림, 말 등으로 상징화하는 과정을 부호화라고 한다. 즉 기업이 전달하고

자 하는 내용을 조합하면 메시지가 되는데 장황하게 전달할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고 장황할 경우 그

전달 내용조차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메시지를 부호화하여 광고를 제작하는데 부호는 매체

를 통해 수신인에게 전달된다. 이때의 수신인은 소비자로서 발신인이 부호화하여 전달한 의미를 해

석하여 인지한 후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거나 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생각이 강화되는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낸다.

패션산업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필요한 곳

이다. 그러나 아직은 마케팅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마케팅 개념의 광의성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와 시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패션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효과적인 전략방안으로서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그 내용을 부호화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국내 패션

기업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문헌연구를 통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효과적인 전략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전

달 메시지를 부호화하는 과정과 방법 등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를 위해 실제 패션업계에서 성공사례

라고 보는 빈폴, 헤지스, 제이에스티나, (주)한섬 등에 대한 2010년 1월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브랜드

잡지광고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패션광고 중 부호화만으로 제작된 광고만을 선정하여 그 부호화의

상징적 의미를 분석한 후 총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패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부호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부호화 기획

단계에서의 중요요소, 부호화의 내용, 부호화의 구조, 부호화의 형태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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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부호화 기획단계의 중요 요소

① 발신인인 기업은 우선 자사의 메시지가 어떤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히 해

야 한다.

② 부호화를 통해 수신한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주기를 원하는지를 기업입장에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③ 기업은 수신인인 소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인지하고 해독할지를 염두에 두고 가장

기술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부호화한다.

④ 기업은 자사가 타켓으로 한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접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즉

매체선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⑤ 기업은 소비자의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피드백 채널을 반드

시 확보해야 한다.

2) 부호화의 내용

기업은 부호화를 통해서 시도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들에게 잘 인식이 되어 기업이 원하

는 반응을 얻어낼 수 있도록 메시지의 어필 방향이나 주제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어

필 방법에는 이성적 방법과 감성적 방법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되는데 패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분야

에서는 이성적 접근보다는 감성적 전달방법이 유리하다. 감성적 방법은 아름다움, 따듯함, 사랑, 기

쁨, 즐거움 등 정서적으로 접근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

고, 이런 반응은 바로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설득하거나 구매

를 유도하는데 주효하다..

3) 부호화의 구조

①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결론까지 부호화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

다. 최근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추세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인데 이 방

법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② 타 기업의 동종제품 내의 경쟁상표들과 직접 간접적으로 비교 광고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대

부분 간접 비교광고를 활용하는데 경쟁브랜드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제품에

비해 자사제품이 우수함을 부호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다.

4) 부호화 형태

기업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눈에 띄는 그림과 제목을 사용하기도 하고 특이한 구성의

광고를 제작하기도 한다. 또 다른 제품광고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메시지의 크기나 위치를 독특하게

선택하기도 하고 색상 등을 차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업이 자사의 메시지를 부호화하

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부분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어 낼 수 있는 강한 포맷을 만드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쉽도록, 소비자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소비자들

이 선호하도록 메시지를 부호화해야 한다. 상징적이고, 독창적이고, 간결하고, 세련되고 긍정적이고

등등 이러한 요소들이 부호에 내재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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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패션산업분야에 있어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한 광고

방법은 메시지의 부호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호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4가지로 분류하

여 부호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기업이 브랜드 자산의 구축을 위해 효과적인

패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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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3

  한국성인의 외모관심, 의복동조성과 두 변인간의 관계

유화숙
1)
·박광희

2)

1) 울산대학교 의류학전공

2)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Ⅰ. 서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풍요로움과 물질적 여유는 외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

고, 정보공유 및 서구적 사고방식의 보편화는 개인의 아름다움도 개인의 기준이 아닌 사회적으로 강

요된 틀에 맞추어 평가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집단주의적 문화배경이 강하며 집단 규범

에 대한 동조성이 매우 높은 사회이다(Kim, 1996).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높은 외모관

심과 의복동조성간에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간은 동조성과 예속감을 추구하는 반

면 개성과 독특성을 과시하려는 양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더욱이 현재는 과거에 비해 정보에 대

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각자의 개성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외모관심이 의복

동조성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의복 동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

칠지 예측하기 어렵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의 외

모관심과 의복동조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외모관심이 의복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5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중 513부가 자

료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의복동조성은 Park(1990)이 사용한 9문항(규범적 동조 3문항, 정보적 동

조 3문항, 동일시적 동조 3문항), 외모관심은 Cho and Koh(2001)가 6문항을 각각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for Window를

사용하였으며 외모관심과 의복동조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외모관심이 의

복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남성이

42 %, 여성이 58%이었고, 연령대는 10대가 4.1%, 20대가 32.1%, 30대가 22.3%, 40대가 28.8%, 50대

이상이 12.7%이었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이 54.2%이었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35.4%와 대학

교 졸업이 37.9%로 많았고, 전문대졸 이하, 대학원 졸업, 중학교졸업의 순서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

득은 200만원 미만이 21.4%,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1.8%, 300만∼400만원 미만이 20.2%, 400만

원∼500만원 미만이 17.8%, 500만원 이상이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과 및 고찰

1. 외모관심과 의복동조성의 정도

한국성인의 외모관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3.80으로 나타나 외모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동조성은 요인분석 결과 세 요인(규범적 동조, 정보적

동조, 동일시적 동조)으로 묶였으며 세요인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은 규범적

동조로 3.77이었으며 정보적 동조, 동일시적 동조 순으로 나타났고 동일시적 동조는 2.87로 낮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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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모관심이 의복동조성에 미치는 영향

외모관심이 의복동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관심

은 규범적 동조, 정보적 동조 및 동일시적 동조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준거집단의 규범을 따르거나, 준거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수용하여 이를

따르거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준거집단과 동일시하는 목적으로 그들의 의복을 모방하려는 정도

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정계수(R)를 통해 동조성 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해 보면 규범적 동조가 가장 높고 동일시

적 동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모관심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규범적 동조를 예측

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높고 동일시적 동조를 예측할 수 있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모관심이 의복동조성 세 유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규범적 동조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Variable
Clothing conformity (standardized β)

Normative Informative Identifiable

Appearance interest 0.50 0.41 0.36

F value 168.26 102.63 76.69

R  0.25 0.17 0.13
p< .001

Table 1. Regression analysis of clothing conformity

Ⅳ. 결론

한국 성인의 외모관심과 의복동조성의 정도를 알아보고 외모관심이 의복동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한국 성인의 외모관심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동조성은 유형에 따라 차이

가 있었는데 규범적 동조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정보적 동조와 동일시적 동조의 경우 약간 부정적

응답을 하였고 특히 동일시적 동조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의 옷을 모방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모관심과 의복동조성간의

관계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의복동조성 정도가 높고 유형에 따라서는 외모관심에 의한 설

명력이 규범적 동조가 가장 높고 동일시적 동조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규

범적 동조를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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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4

  대학생의 허영심 유형에 따른 차이연령과 의복 가격태도 

박은희·구양숙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대학생의 허영심 유형을 파악한 후 허영심 유형에 따른 차이연령과 의복 가

격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2012년 9월 20일～9월 28일에 걸쳐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46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지로 조사하였다. SPSS PC+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요인분석, 군집분석, 상관분석,

ANOVA, Duncan tes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허영심 요인에 따라 집단을 유형화한다.

둘째, 허영심과 차이연령, 의복 가격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허영심 유형에 따른 차이연령과 의복 가격태도와의 차이를 알아본다.

3. 결과 및 고찰

허영심은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집단 1은 타인들에 의해 자신의 외모가 멋지다고 여기며

타인들이 나의 업적을 인정하므로 자신감이 높은 ‘외모/성취자신감’ 집단으로 159명(34.5%)이었고,

집단 2는 외모에 자신감과 관심이 낮고 성취에 대한 자신감과 관심이 낮은 ‘저허영심’ 집단으로 142명

(30.8%)이었다. 집단 3은 다른 동료들보다 더 큰 성취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좋은 외모를 보

여주는 것이 중요한 ‘외모/성취관심’ 집단으로 160명(34.7%)이었으며 3집단의 수는 비슷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생각연령과 건강연령이 실제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은 실제 나이에서 가지는 관심

보다는 연령이 높고 생각하는 것도 더 나이가 들었으며 실제 나이에 비해 건강에 자신감이 낮았다.

이는 직업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생각하는 것이 실제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은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비싼 가격의 브랜드를 구입하여 권위를 나타내기 보다는 지불한

돈 만큼의 가치가 있는 품질의 옷을 선택하였고, 또한 쿠폰을 이용하였다.

허영심과 차이연령, 의복 가격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허영심 유형에 따른 차이연령과

의복 가격태도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대학생의 경우, 외모/성취자신감이 저허영심보다 외모

연령에서 높게 나타났고, 외모/성취자신감이 외모/성취관심보다 건강연령에서 높게 나타났다. 외모/

성취자신감과 외모/성취관심이 저허영심보다 체면중시, 쿠폰이용에서 높게 나타났고, 외모/성취자신

감이 저허영심과 외모/성취관심보다 정보제공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외모/성취자신감과 관심이 높

은 남자대학생은 저허영심보다 높은 가격대의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여 권위를 보여주려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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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을 사용하였다. 또한 나는 매우 좋은 외모를 가졌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남자대학생은 타

인을 의식하여 성취를 이루려고 하며 좋은 외모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남자대학생보다 옷에 관한

훌륭한 정보제공자의 역할을 하였다. 여자대학생의 경우, 외모/성취관심과 외모/성취자신감이 많은

여대생은 실제연령보다 감성연령이 많이 낮았고, 저허영심집단은 실제연령보다 감성연령이 높게 나

타났다. 외모/성취자신감과 외모/성취관심이 저허영심보다 체면중시에서 높게 나타났고 외모/성취관

심이 저허영심보다 품질지향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외모/성취 자신감과 관심이 높은 여대생은 저허

영심 여대생보다 고가 브랜드가 자신을 높여준다고 여겼으며, 외모성취관심이 높은 여대생은 저허영

심 여대생보다 의류제품의 품질을 중요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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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5

SPA 브랜드의 VMD 표현방식 특성에 관한 연구

이은경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1. 서론

최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취향과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패스트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패스트 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증가하면서

SPA 시스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패션시장의 유통환경이 ‘소매 제조형 유통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고객과 직접 만나게 되는 매장에서의 VMD, 상품관리 등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매장개발 단계에서부터 스토어 컨

셉, 스토어 디자인, 상품진열, 상품제안, 판매촉진 등 VMD 전반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총체

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일모직이 ‘에잇세컨즈’를 런칭하고 이 밖에도 한국형 SPA를 표방한 내셔널 브

랜드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매장규모나 마케팅 방법, VMD 전략 면

에서 글로벌 외국 브랜드들을 모방하는데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SPA 시스템

성공을 위해서는 외국의 성공한 SPA 시스템에 의한 VMD의 공통적인 요소와 그 특성을 파악한 후

자사 브랜드의 고유한 상품 특징을 살린 VMD 전략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에 도입된 글로벌 SPA 브랜드들을 대상으로 매장의 VMD 표현방식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한국 SPA

브랜드의 VMD 전략에 따른 전개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SPA 브랜드의 정의와 특성들은 선행연구, 단행본 등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SPA 브랜드 중 인지도가 높고 실제로 소비자들의 매장방문이 많고

매출현황(2009-2011년)이 높게 나타난 자라, 포에버 21, 유니클로, H&M 등 4개 브랜드를 선정하였

다. 이 브랜드들의 매장촬영 사진 48점과 인터넷 사진자료 56점 총 104점을 매장의 공간적 요소, 상

품 구성적 요소, 상품 연출적 요소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글로벌 SPA 브랜드 매장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공간적 요소, 상품구성적 요소, 상품연출적 요소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장의 공간적 요소

① 매장의 대형화

주요도시의 주요상권에 직영체제를 통한 대형매장(글로벌 SPA 매장규모 평균 150-500평)을 오픈

하여 매장 자체를 판매를 위한 공간 뿐 아니라 판매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 232 -

② 매장 점두의 최대한 노출

매장의 점두를 가능한 넓게 확보하여 매장 밖에서 볼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노출시킴으로써 잠재

고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하여 매장으로의 접근력을 높혔다.

③ 높은 천정과 합리적인 매장동선

높은 천정, 합리적인 매장동선은 고객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을 할 수 있을뿐 아니라 다양한 상

품전개가 가능하여 매장의 확실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다.

2) 상품 구성적 요소

① 상품의 풍성함 추구

소비자의 눈높이보다 낮은 행거의 배치로 제품 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벽면에는 전

체 선반을 활용하여 아이템별, 사이즈별, 컬러별, 디자인별 등으로 분류하여 진열함으로써 상품의 풍

성함을 강조하였다.

② 특성을 살린 코너 활용

코너별 VMD 구성을 달리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급된 아이템들을 마네킹에 전체코디를 한 다음 페

이스 아웃 해놓고 마네킹 바로 옆에 연출된 상품코너를 만들어서 신상품과 코디상품을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트랜디와 베이직 상품 분류

조닝 구성을 달리하여 블랙라벨, 트랜디 상품, 베이직 상품, 케주얼 상품 그리고 여성복, 남성복, 아

동복 등을 다르게 구성하여 20-40대까지의 폭넓은 연령층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신상품과 할인상품 진열공간 분류

SPA 브랜드 상품의 경우 생산 및 판매주기가 짧아서 신상품과 기존상품과의 구별이 어렵기 때문

에 신상품과 할인상품과의 진열공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대부분 매장입구 쪽에는 신상품을 안쪽 깊

숙한 곳에는 할인상품을 배치하였다.

⑤ 여러개의 피팅룸 배치

매장 내에는 여러개의 피팅룸이 배치되어 있어서 고객은 자신이 선택한 여러 벌의 옷을 자유롭게

입어볼 수 있으며, 피팅룸 안의 전신거울은 고객이 선택한 상품에 대한 구매판단을 도와준다.

3) 상품 연출적 요소

① 매장의 고급화

저렴한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브랜드의 이미지는 고급스럽게 형성하기 위해 매장을 고급화하였다.

광고매체를 통한 프로모션을 전개하지 않는 대신 그 비용을 매장 고급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고객들

로 하여금 고급매장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② 최신 트랜드 지속적 업데이트

매장의 윈도우에 최신 트랜드를 반영하는 코디네이션을 지속적, 시각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새

롭게 변화하는 매장 분위기를 통하여 고객들의 쇼핑흥미를 유발하고 최고의 쇼핑경험 제공한다.

③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

자사상품, 구매상품 등을 브랜딩화하여 자사의 컨셉에 맞는 일관된 상품들을 VMD와 연계하여 연

출함으로서 SPA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컬러콘티 구성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매장 VMD 설계 구성시까지 이미 계획되어진 컬러를 분류하고 배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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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마다 각기 다른 컬러콘티를 각 지점에 진열하여 고객들의 다양한 감성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4. 결론

국내에 도입된 글로벌 SPA 브랜드 중 자라, 포에버 21, 유니클로, H&M 등 4개 브랜드를 선정하여

그 VMD 표현방식의 특성을 공간적 요소, 상품 구성적 요소, 상품 연출적 요소로 크게 분류하여 분

석하였다. 그 결과 VMD 표현방식에 있어서 글로벌 SPA 브랜드들은 국내 내셔널 브랜드들에 비하

여 위에서 나타난 결과대로 높게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향후 국내 SPA 브랜드

들도 브랜드만의 특성을 나타내는 VMD 요소의 공간 표현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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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대 직장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과 외모관심도에 관한 연구

윤종희·김태규

대구예술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여성성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미래사회는 물리적인 힘보다 소프트하고 섬세한 마인드가 필

요한 시대이며, 힘의 논리보다 융통성과 조화로운 마인드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의 고

학력화, 사회활동 범위의 증가, 취업률의 증가, 가사노동의 기계화 및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인해 많

은 여성들은 보다 높은 소득을 갖고 자신의 시간을 즐기게됨에 따라 여성은 소비 시장에서 중요한

소비계층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경제활동 세력인 30-50대 직장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들

의 가치관과 태도, 행동에서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

동과 외모관심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직장여성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의복선택 관련 정보와 외모

관리에 관한 생각과 방법에 있어서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및 배경

◦대구지역에는 현재 200여개의 여성복 업체가 있다. 그중 중년 여성복 전문업체가 60%이지만 중

년 여성복 전문업체에서도 중년 직장여성에 대한 기성복 제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

또한 업체에서는 20, 30대 여성의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40, 50대 직장여성들의 패턴과 디자

인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0～50대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통한 의복구매행동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이들 업체들에 대해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직장여성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30-50대 직장여성 소비자들의 라이프스

타일을 유형화하여 집단을 분류한 후, 라이프스타일의 가치관과 의복구매행동의 특성을 밝히고

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적층 여성 소비자의 니즈를 충

족할 수 있는 기업의 마켓 전략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30-50대 직장여성 소비자들의 소비행동을 이해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장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방법으로 직장여성들을 중심으로 외모관심도와 그에따른 외모관

리방법에 관해 알아 보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30-50대 직장여성 180명을 대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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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설문조사기간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비설문조사 실시 후,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쳐 본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2012년 3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응

답누락 및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설문지 16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2-1.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문항은 권보애(2002), 김진경(2002), 신정희(2001), 최정원(2003), 한성지․

김문숙(2002)의 선행연구로부터 의복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혀진 문항들 중 30-50대 여성에게 적절한

문항을 선택․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2. 의복구매행동

의복구매에 관한 문항 중 구매동기와 정보의 원천 항목은 한성지․김문숙(2002), 김진경(2002),

최정원(2003), 신정희(2001), Beaudoin(2000)의 선행연구자로부터 선택․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의복구매평가 요인 문항 항목은 강은주․박은미(2003)의 선행연구자로부터 선택․수정한 문항을 사

용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수집된 표본 집단 설문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한

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하여 모집단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라이프스타일, 의복구매 행동, 의복구입시 정보를 얻는 원천, 의복구매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문항을 유형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며, 요인들을 구성하는 항목들을 중심으로 신뢰도 분석을

통한 신뢰계수를 알아본다. 전반적인 의복구매행동과 외모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며,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의복구매행동과 외모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노

바 분석과 사후검정인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현재 급증하고 있는 경제활동 세력인 30-50대 직장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 행동

에서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구매행동과 외모관심도를 살펴

봄으로써 직장여성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의복선택 관련 정보의 보충과 활용에 관하여 방향을 모

색하며, 외모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30-50세 직장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30-50대 직장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성인 인구통계적 특성을 빈도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

혼여부에 관계된 결과는 미혼 14(8.8%), 기혼132(82.5%), 별거8(5.0%), 사별6(3.8%)로 나타났으며, 직

업은 전업주부가 60(37.5%), 자영업 26(16.3%), 생산, 판매직 10(6.3%), 전문직 30(18.8%)이며 월평균

의복구매 횟수는 월 3회이상이 26(16.3%), 월 1-2회와 계절별 1-2회가 44(27.5%)로 동일하게 나타났

으며, 년 1-2회는 22(13.8%)로 나타났다.

2. 라이프스타일을 요인분석하여 유형한 결과 제1요인은 정보와 관련된 요인으로 “개인용 컴퓨터

는 생활의 필수품이다”. “PC나 전화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등으로 정보관련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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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하였다. 제2요인은 가족관련 요인으로 “지금까지 휴가는 주로 가족과 함께 보냈다”, “가족 모두

가 모여 자주 식사하는 편이다”, “이웃과 자주 어울리는 편이다”등으로 가족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

다. 제3요인, 제4요인, 제5요인은 관련문항들을 살펴본 결과 “생활만족 요인, 여가생활 요인, 정신가

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3. 학력과 라이프스타일 요인과의 관계를 아노바 검정과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정보관련 요인과

생활만족 요인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보

활용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며,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과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

으로 생각되어진다.

4. 전체적인 외모를 결정짓는 요소와 라이프스타일 요인과의 관계를 아노바 검정과 사후검정을 실

시한 결과 ‘정보관련 요인’과 ‘가족관련 요인, 생활만족 요인, 여가생활 요인, 정신가치 요인’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외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에

는 모든항목(즉 얼굴, 몸매, 마음씨, 의상..)이 포함 되므로 자신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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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7

프라이빗쇼핑몰에서 패션제품 구매시 

SNS 유용성, 쇼핑가치, 구매의도의 영향관계

조윤진
1)
·서상우

2)

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학과

2) (주)예라고

프라이빗쇼핑몰은 플래시 세일 방식으로 유명 패션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특히

회원제를 특성으로 하는데, 상품 홍보나 회원 추천 및 가입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

용하고 있어 소셜커머스의 한 유형으로도 분류된다. 프라이빗쇼핑몰은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큰 성

공을 거두었으며, 국내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프라이빗쇼핑몰

에서 패션제품 구매시 소비자들의 SNS 유용성 지각, 쇼핑가치, 구매의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프라이빗쇼핑몰 이용자들의 SNS 유용성 지각이 효용적 쇼핑가치, 쾌락적 쇼핑가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H1-1, H1-2, H1-3), 효용적 쇼핑가치가 쾌락적 쇼핑가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고(H2-1, H2-2), 쾌락적 쇼핑가치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H3)는 연구가설을 설정

하였다. 자료 수집은 인터넷 설문 전문 업체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최근 1개월 이내에 프라이빗쇼핑

몰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30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2년 6월 7일∼6월 14일이었으며, 조사업체로부터 불성실한 데이터를 제외한 200명의 데이터를 받

았으며, 이를 최종 통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AMOS 20.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남자 50%, 여자 50%였으며, 평균 연령은 28.58

세(SD=5.15)였다. 미혼자는 74.0 %, 기혼자는 26.0%였다. 학력은 대졸 58.0%, 고등학교 졸업 20.5%,

전문대 졸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직 39.0%, 학생 28%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6.5%, 100∼200만원 미만이 22.6%, 100만원 미만이 17.5%로 나타

났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각 요인 표준적재치가 .617∼.870으로 나타나 개념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할 수 있으며, 측정 문항들에

대한 개념신뢰도는 .775∼.910, 분산추출지수(AVE)는 .538∼.715로 나타나, 내적일관성 및 수렴타당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결과, 주요 적합도 계수가 x2=95.946, df=71 (x2/df=1.351),

GFI = .938, AGFI = .909, CFI = .979, NFI = .925, RMR =. 035, RMSEA = .042로 나타나 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모델에서 각 경로들의 t값을 살펴본 결

과, SNS 유용성 지각과 쾌락적 쇼핑가치의 인과 경로(t= 1.252, p=.211)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로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유용성 지각이 효용적 쇼핑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설 H1-2 는 채택되었으며, SNS 유용성 지각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설 H1-3도 채택

되었다. 이는 프라이빗쇼핑몰 이용자들이 SNS를 유용하게 여길수록 효용적 쇼핑가치가 더 큼과 동

시에 프라이빗쇼핑몰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할 가능성 역시 크다는 것으로 프라이빗쇼핑몰에서

SNS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효용적 쇼핑가치가 쾌락적 쇼핑가치에 유의한 영향



- 238 -

을 미쳐, H2-1은 채택되었으며, 효용적 쇼핑가치는 구매의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쳐 H2-2도 채택

되었다. 프라이빗쇼핑몰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시 소비자들이 효용적 쇼핑가치를 추구할수록 쾌락적

쇼핑가치를 추구한다는 분석 결과는 향후 이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패션 쇼핑몰에서의 쇼핑가치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표준화 계수들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효용

적 쇼핑가치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구매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프라이빗쇼핑

에서 효용적인 가치 차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쾌락적 쇼핑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H3도 채택되었으며, 프라이빗쇼핑몰 이용자들이 쾌락적인 쇼핑가치를 추구할수

록 패션제품을 구매할 의도는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SNS의 확산과 더불어 급성

장하고 있는 새로운 e-커머스의 한 유형인 프라이빗쇼핑몰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새로운 유통채널에 대한 이해 및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패션시장에 유의미

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

구사업임(2012R1A1A10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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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8

패션브랜드의 부가가치 확장을 위한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사례 연구 

신정민
1)
·김문영

2)

1) 계명대학교 섬유패션학과

2)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오늘날 패션업계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세분화된 라이프스타일, 복잡한 소비패턴을

가진 소비자와 감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패션 브랜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브랜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협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 패션브랜드에서

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전략으로 브랜드이미지 상승과 매출증대 효과를 나타내며 소비자 감성을 충

족시키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아 전문적 연구를 통한 개념 정리와 적용

가능한 유형분석 자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른 용어와 혼

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패션브랜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콜라

보레이션 사례를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서 패션기업에서 경쟁력있는 패션 콜라보레

이션 전략기획과 효과적인 상품기획, 마케팅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선행연구 고찰 및 관련 잡지와 뉴스를 바탕으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사례연구로 이

루어졌으며, 연구범위는 2008년부터 2012년도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콜라보레이션은 기존의 전략적 제휴와 유사한 개념이나 기존의 전략적 제휴는 하청 및

단순 협력관계로 협력업체간 불균형적인 경우가 많았던데 비해 콜라보레이션은 협업 당사자간의 위

상이 거의 대등하며 파트너 상호간 경영자원의 상호교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업, 합작, 협조, 협

력관계라고 할 수 있었다. 현재 콜라보레이션은 패션기업, 디자이너, 예술가, 이종 산업 간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패션, 예술, 산업 간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패션산업과 이종 산업, 예술과 이종산업, 패션 동정 산업 간, 패션산업과 예술의 순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동정 산업 내의 콜라보레이션보다 이종산업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의 사례분석을 통해 콜라보레이션의 유형은 4가지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기업 인지도 향상’, ‘디자인․상품기술 개발’, ‘차별적 우위확보를 통한 매출증대’, ‘새로운 시장 개척

과 이에 따른 프로모션의 효과 전략’으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콜

라보레이션의 대해 단편적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브랜드에서 이루어지는

콜라보레이션을 해당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개발에도 부분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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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49

  개화기 복식에 대한 관습적 규제와 

관련된 여성의 복식변화

최미화
1)
·김문영

2)

1) 계명대학교 섬유패션학과

2)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관습이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말

한다(백과사전, 2012). 조선시대 복식규제는 신분계층에 따라 기강확립과 외래문물의 무절제한 동경

에 대한 풍속교화, 사치풍조에 대한 검약정신의 함양이 그 주된 목적이었으나(이민주, 2003), 본 연구

에서의 관습적 규제는 한 사회에서 굳어진 전통적 행동양식이나 관습을 따르는 규정을 말한다.

어느 한 민족의 복식은 그 민족이 지닌 정서와 감정을 반영하며 동시에 그 시대의 사회, 경제, 정

치,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조선 말 문호가 개방되고, 서

구문물의 도입과 함께 근대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하여 서구화의 과정은 사회 각 분야에 활발히 전개

되며 전통적인 의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갑오경장(1894년)과 단발령(1895년)이

라는 개혁이 우리 민족의 근대복식사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여성복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당시 외래문화의 수용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개혁의식을 가진 신여성이라 불리

우는 새로운 여성상의 등장과 그에 반해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일반인들이나 부녀자들의 복식 변화

에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 여성의 복식변화와 수용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사회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관습적 규제의 수용정도에 따라 여성복식의 변화와 차이를 살펴보

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기 사회, 문화적 인식변화 요인에 대해 살

펴본다. 둘째, 관습적 규제의 인식에 따른 복식의 유형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개화기인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관습적 규제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의 차이에 따

른 여성 복식변화를 살펴보고자하며, 연구방법으로 복식사적 자료 수집은 선행연구와 문헌을 참고하

였으며, 개화기 여성의 복식변화는 인터넷자료와 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90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개화기 여성복식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회, 문화적 인식변화요인

에는 선교사들에 의한 여성들의 의식개혁과 여성교육의 확대,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들은 종래의 전통적인 한복에서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간편한 복식의 형태를 요구하게

되었다. 관습적 규제의 인식에 따른 복식의 유형은 서구문물의 영향을 많이 받아 복식의 변화가 많

은 ‘혁신적 스타일’의 해외유학파 중심의 신여성과 전통복식을 고수한 유교적 가치관의 ‘보수적 스타

일’의 일반여성 그리고 국내에서 현대적 교육을 받는 ‘중도적 스타일’의 여학생들로 분류하였다. 개화

기 서구문물에 영향을 받은 혁신적 스타일의 신여성들이나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양장은 근대화의

상징으로 착용되었으나 관습적 규제의 유교적 가치관을 가진 일반여성복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으며 단지 치마, 저고리를 개량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뿐이다. 그 시대의 복식은 사회, 문화적으

로 대다수의 사회성원의 풍습 및 인식변화에 의해 수용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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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0

플로우에 의한 패션제품 충동구매 후 만족에 관한 연구

박신영·박은주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현대사회에서 인터넷쇼핑을 통한 패션제품의 구매는 새로운 제품 구매 방식이 아니며, 인터넷 쇼

핑시장은 인터넷이용의 증가. 제품판매의 다양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쇼

핑몰 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규모를 차지하는 패션제품은 쇼핑몰의 전문화, 세계적인 브랜드의 인터

넷 판매정책 강화 등으로 치열한 시장경쟁을 보이고 있다(박신영, 2011; “2012 신세계 유통”, 2012).

최근 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고 웹 사이트에서 소비자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오랜 시

간 특정 웹사이트에 머무르게 되면서 한 가지 행동에 몰입하여 다른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는 최적

의 상태를 경험하며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으로 정의되는 플로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 시작하였다(박지훈, 2010; 정지연, 이윤정, 2010; Haung, 2006). 패션제품의 경우 디자인이

쇼핑몰 내 디자인이 다양할수록, 유행하는 제품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플로우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박지훈, 2010; 장세윤 외, 20009). 패션제품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식료품, 전자제품과 같은 일반제

품에 비해 소비자의 충동구매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충동구매 후

기분전환, 욕구의 해소, 제품의 획득 등과 같은 이유로 충동구매 후 긍정적 정서 혹은 만족감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나 충동구매에 대한 긍정적 소비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에서 쇼핑

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모험심과 호기심을 유발하여 몰두하게 하는 플로우의 경험이 패션제

품의 경우 다른 제품보다 쾌락적이고 제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매결정, 구매의도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박은주, 박신영, 2010; 두정완, 2003).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쇼핑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 시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쇼핑몰 속성에 의해 플

로우가 발생하면서 예기지 않은 자극요인에 의해 충동구매가 유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나아가 소비

자들의 충동구매에 따른 충동구매 후 만족여부를 살펴보고자한다. 먼저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산에 거주하는 남, 여대학생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편의표집방식을 선택하여 최근 6개월 이내

인터넷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

였고 질문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수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98부가 최종분석

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AMO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 카이검증,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패션제품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인지하는 인터넷

쇼핑몰 속성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첫째, 메인모델의 이미지, 쇼핑몰 로고 및 인터페이

스 디자인, 인터페이스 제품디자인과 같은 시각정보요인과 제품의 컬러, 사이즈, 최신유행제품의 구

비와 같은 제품정보요인으로 나누어졌다. 패션제품과 관련된 충동구매는 새로운 패션스타일에 대한

지향, 유행스타일의 시도 등과 같은 패션지향적 충동구매요인과 사은품증정, 가격할인 등과 같은 판

매촉진 전략에 영향을 받아 야기되는 판촉지향적 충동구매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비자가 시각

정보요인과 제품정보 요인을 크게 인지할수록 쇼핑몰에서 즐거움, 재미, 시간왜곡과 같은 플로우를



- 242 -

크게 경험하였고, 쇼핑몰 내에서 플로우의 경험이 많을수록 제품의 스타일, 유행 등의 패션성에 따

른 자극으로 일어나는 패션지향적 충동구매와 가격할인, 이벤트 등의 판매촉진 전략에 따른 판촉지

향적 충동구매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충동구매에 대해 소비자는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의 쇼핑몰 속성 지각에 따른 플로우는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충동구매 후 소비자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인터넷쇼핑몰에서 패션제품 시장에서 쇼핑몰 마케터들은 쇼핑몰의 인터페이스를 구성 할 때 다양

한 메인모델이나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플로우를 높여주며, 쇼핑몰에서의

충동구매 후 만족을 제공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수립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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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1

성격유형에 따른 네일 관리행동 및 고객만족도

김태희·박숙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1. 서론

최근의 미용 산업은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보편화된 자기관리 단계를 넘어 가치표현의 적

극적인 수단으로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중 네일 서비스의 발달과 네일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아름다움과 자기표현을 위한 네일아트가 대중화되고 있다. 네일아트는

미의 완성 단계 개념으로서 단순한 미용 서비스 개념이 아닌 아름다운 삶에 대한 고객의 요구

(needs)와 생활 서비스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네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된 서비스와 고객만족에 이르기까지 네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유형을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분류하여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네일 관리행동을 알아보고 네일 서비스와 관련된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네일 서비

스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자료는 부산시내 네일 샵을 이용하는 20대에서 50대의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회

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61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성격테스트는 한

국 심리 검사연구소에서 개발된 MBTI 성격테스트 중 내·외향형과 관련된 20문항을 사용하여 성격

유형을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자료 분석은 SPSS WIN 18.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등이 사용되었다.

3. 결과 및 논의

첫째, 네일 관리 행동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네일 관리를 하는 사람은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해 많

았다. 네일 관리 시 샵을 선정하는 기준은 내․외향형 모두 직원의 친절함과 기술력을 가장 많이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관리의 필요성은 외향형의 경우 기분전환을 위해, 내향형의 경우 개성

표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네일 샵을 방문한 계기로는 외향형의 경우 자기관리를 위해, 내향형

의 경우 주위 사람들의 관리한 손을 보고 네일 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관리에 대한 정

보 수집은 내․외향형 모두 네일 샵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관리를

받는 장소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내․외향형 모두 로드샵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샵

이용 고객들의 네일 관리 횟수는 외향형의 경우 월 2회, 내향형의 경우 월 1회로 나타났다. 네일 샵

이용 시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는 외향형의 경우 각질 및 보습케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손 관리를 선

호하였고, 내향형의 경우 큐티클정리와 손톱 모양정리 등을 가장 선호하였다. 네일 샵 이용 시 1회

평균 네일 관리에 지출하는 비용은 외향형의 경우 2～3만원, 내향형의 경우 1～2만원을 지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이미지 연출을 위해 네일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부분은 내․외향형 모두 패션



- 244 -

과의 조화를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객만족도의 요인분석 결과 구성요인은 신뢰성, 환경 및 편의성, 고객관리 그리고 전문성의

4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각 요인별 고객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네일 샵의 신뢰성, 환경 및 편의성, 전문

성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대체로 성격과 상관없이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전문성에 가

장 크게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객관리 요인에 대해서는 내 외향형 모두 대체로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네일 관리행동을 알아보고 서비스의 요구사항과 만족도를 파악함으로

써 네일 서비스의 개선과 마케팅에 도움을 주고자 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향형은 네일 관

리행동에 대체적으로 적극적인 반면 내향형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향형이 내향형보다

외모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일 샵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성

격과 상관없이 고객관리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일 샵의 전문성이나 편의성 등

다른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요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품질의 향상과 전문적인 기술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소

비자의 개성과 만족을 높여줄 수 있는 네일아트의 기술교육이 활성화 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격적 특성에 따라 네일 관리 행동의 샵을 선정하는 기준, 네일 샵을 이용하게 된 계기, 선호

하는 서비스 형태, 네일 관리 이용횟수, 네일 관리 지출 비용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므로 성격 특

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지속적인 재교육과 기술개발에 노력하며 고객의 편의

를 위한 각종 네일 관리 서비스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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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2

패션브랜드 복종별 웹페이지 색채 분석

정현주
1)
·김치용

2)
·박광철

3)

1)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동의대학교 영상정보공학과

3)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I. 서론

네트워크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브랜드 웹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

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Cyr, et al. (2010)는 웹사이트를 통한 국가별 문화적 차이

를 나타내고 있으며, 여기에서 색의 사용에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 공동체 문화를 기초로

한 웹 디자인은 소속감을 강화시키며, 이전부터 익숙한 웹사이트는 신뢰와 친숙성을 연결시킬 수 있

는 웹 디자인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Zhang and Zhang, 2005). 그리고 지역 문화라고 할 수 있

는 지역 산업 스타일을 고려한 웹페이지는 가치를 공유함(shared value)으로서 지역 사용자의 신뢰

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nelders, 2012). 산업 스타일은 패션산업의 경우

기준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여성복, 남성복, 캐주얼복과 같이 복종에 따른 스타일의 차이를 나

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주된 복종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편으로 Cyr and Trevor(2004)는 지역적인 것이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별한 언어, 문화, 지역적

으로 바라는 시각과 느낌을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것은 글로벌화 과정과 같이 언급되는데, 이

에따른 브랜드 전개 형태를 살펴보면 내셔널 브랜드, 라이센스 브랜드, 그리고 직진출과 수입브랜드

가 있다. 패션브랜드에서 지역적인 것은 내셔널 브랜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직진출 및 수입브

랜드는 글로벌한 브랜드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라이센스 브랜드는 글로벌 브랜드로 지역화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빠르게 패션산업이 글로벌화함에 따라 여기에 대한 복종 및 브랜

드 전개형태에 따른 웹 페이지 색채를 비교분석을 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기존 연구

패션 복종에 따른 색채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Kim(2003)은 국내 패션 시장에서 캐주얼웨어는

10색상에서 PB, Y, YR, R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웨어도 PB, Y, YR, R의 동일한 순서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캐주얼웨어에서 무채색의 경우 검정색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중명도 이하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고, 스포츠웨어 역시 명도가 낮은 검정색과 중명도 이하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다.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상품기획에 활용된 색채 수집을 연구한 Song(2003)은 유채색의 색상분포에

서 YR, Y, PB, R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색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매우 편중된 색상 분포

를 이룬다고 하였다. 이중에서 검정색은 무채색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아웃도어웨어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면(Kim & Ha, 2012) 일반적으로 무채색을 기본색상으

로 자연 색상과 밝은 색상이 많이 보였으며, Y계열과 G계열 그리고 R계열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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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두운 색상 보다는 밝은 색상의 무채색, Y, YR, P 색상이 눈에 띈다고 하였다. 색채의 분포를 살

펴보면 R계열, G계열 B계열, Y계열, 무채색 계열 순으로 나타나 R계열과 G계열에 집중되어 있다.

글로벌 브랜드 웹페이지의 색채 이미지 분석 결과(Je & Choi, 2011)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명도～저

명도까지의 다양한 명도 사용과 아울러 저채도～중채도의 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Apparel & Luxury에서 무채색이 집중적으로 사용되 색상수를 제한시켜 고급스런 이미지를 나

타냈다.

한편 국내외 유아동복 브랜드 웹 사이트의 색채 특성 분석(Cho et al., 2006)에서 주조색의 색상분

포는 White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무채색을 제외하면 Blue, Red 그리고 Yellow의 순으로 나타

났다. 보조색의 색상분포에서도 무채색인 White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Blue와 Purple Blue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강조색은 주로 웹사이트의 좁은 면적에 사용되는데, Yellow Red와 Red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패션브랜드연감(2012/2013)에 제시된 복종 중 여성캐주얼, 캐주얼, 스포츠, 아웃도

어의 웹페이지를 전개형태 별로 나누어 최소 단위인 20개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를 대상으로 색

채추출을 진행하였다. 여성복과 남성복의 경우 전개형태에서 내셔널 브랜드 수는 많으나 라이센스

브랜드와 수입․직진출 브랜드의 수가 적어 분석자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제외하였다. 브랜드 색채추출을 위해 2012년 10월 17일～21일까지 웹 페이지의 메인화면을 캡쳐하고

KSCA를 사용하였다. 먼셀기호로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을 추출하였다. 색채추출을 위한 웹페이지

캡쳐는 웹페이지 접속 시 나타나는 모든 팝업창을 제외한 메인페이지를 모니터 해상도 1920*1080픽

셀로 고정하여 Adobe Photoshop CS5를 사용해 웹페이지만 편집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여성캐주얼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 주조색의 경우 무채색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YR과 R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보조색의 경우 무채색과 YR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Y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강조색의 경우 R과 YR이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무채색이 많이

나타났다.

한편 라이센스 브랜드 주조색의 경우 무채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R과 YR이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보조색의 경우 무채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R, GY, P가 같은 비

율로 많이 나타났다. 강조색의 경우 R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YR이 많이 나타났다.

직수입 브랜드 주조색의 경우 무채색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R이 많이 나타났

다. 보조색의 경우 무채색, R이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YR가 같은 비율로 많

이 나타났다. 강조색의 경우 YR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R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성캐주얼의 경우 브랜드 전개형태와 관계없이 주조색이나 보조색은 무채색이 가장 많

이 나타났다. 그러나 내셔널 브랜드의 강조색에서도 무채색이 사용되었지만 라이센스 브랜드와 직수

입 브랜드에서는 강조색으로 유채색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캐주얼 브랜드

내셔널 브랜드 주조색의 경우 무채색, Y, PB가 많이 나타났다. 보조색의 경우 무채색, YR, RP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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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강조색은 R, Y, YR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반면에 라이센스 브랜드 주조색은 무채색,

R과 GY가 많이 나타났다. 보조색은 R이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YR과 Y가 같은 비율로 많이 나

타났다. 강조색에서도 R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Y, YR이 같은 비율로 많이 나타났다. 직수입 브랜

드 주조색의 경우 무채색, PB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색은 무채색, R, Y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조색은

다른 형태의 브랜드들과 같이 R, YR, PB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캐주얼의 경우 여성캐주얼과 같이 주조색은 브랜드 전개형태와 관계없이 무채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내셔널 브랜드와 라이센스 브랜드의 강조색에서 무채색이 사용되었으나 직수입

브랜드에서는 강조색에 무채색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주얼의 전체적인 색상을 보면

무채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R, YR, Y, PB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Kim(2003)의

연구에서 캐주얼웨어가 10색상중 PB, Y, YR, R의 순서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 웹페이지에서 사

용된 색상은 R, YR, Y, PB의 순서로 나타나 색상의 분포 비율은 반대로 나타났다. 이것은 웹페이지

기획에서 캐주얼 의류를 돋보이기 위한 색채 기획으로 볼 수 있다.

3. 스포츠브랜드

내셔널 브랜드 주조색의 경우 무채색, GY, PB순으로 나타났다. 보조색은 무채색, YR, Gy, PB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조색의 경우 R, Y, PB순으로 나타났다. 라이센스 브랜드 주조색의 경우 무채

색, YR, PB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색의 경우 무채색, 다음으로 YR, PB가 나타났다. 강조색은 R, YR

가 나타났다. 직수입 브랜드 주조색의 경우 무채색, RP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색은 무채색과 R이

비슷한 비율로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Y, GY가 나타났다. 한편 강조색은 R, YR의 순으로 나타

났다.

스포츠웨어의 웹페이지에서 브랜드 전개형태와 관계없이 무채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으나,

강조색으로 무채색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의 전체적인 색상을 보면 무채색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R, Y, PB, YR,

GY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Kim(2003)의 연구에서 스포츠웨어가 10색상중 PB, Y, YR, R의

순서로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웹페이지색상에서는 GY가 추가되어 나타났으며,

색상의 분포 비율이 거의 반대로 나타나 스포츠브랜드 웹페이지에 나타난 색상의 비율과 스포츠브랜

드 의류색상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 웹페이지 색상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웹페이지

에서 GY가 추가된 것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메인 페이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아웃도어브랜드

내셔널 브랜드 주조색의 경우 무채색, GY, PB가 많이 나타났으며 보조색은 무채색, Y가 많이 나

타났다. 강조색의 경우 R, YR 순으로 나타났다. 라이센스 브랜드 주조색의 경우 PB, 무채색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조색의 경우 PB, 무채색, Y, B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강조색의 경우 R, PB, Y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수입 브랜드 주조색은 무채색, PB, R, YR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조색은

PB, 무채색, R, YR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조색은 R, YR, Y, PB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브랜드 웹페이지 색채분석에서 라이센스 브랜드의 강조색에서만 무채색을 전혀 사용되

지 않았으며 다른 복종과 비교하여 주조색 뿐만 아니라 보조색, 강조색에서도 PB의 사용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의 전체적인 색상을 보면 무채색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PB, R, Y,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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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and Ha(2012)의 아웃도어웨어 색상 연구와 비교해 보면 본 웹페이지 분

석에서는 G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PB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F/W시즌의 배경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메인 페이지가 많아 PB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

로 사료된다.

전체복종의 웹페이지 분석에서 색상은 무채색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R, YR, Y, PB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Kim(2003)의 스포츠와 캐주얼웨어를 분석한 순서와 역으로 나타나 웹페

이지 색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조색의 경우 여성캐주얼의 내셔널 브랜드와 직수입 브랜드를 제외하고 복종 및 브랜드 전개와

상관없이 R이 강조색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R이 가장 많은 아동

복 웹페이지의 분석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내셔널 브랜드와 직수입 브랜드의 경우 무채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e and Choi(2011)의 연구에서는 Apparel & Luxury웹페이지의 색채 이미지 분석

결과 주로 무채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색상수를 제한시켜 고급스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

타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Luxury 수입브랜드 뿐만 아니라 내셔널 브랜드와 라이센스 브랜

드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무채색의 사용은 고급스러운 이미지 뿐만 아니라 패션복

종의 다양한 색채를 잘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패션브랜드 웹 디자이너나 매니저는 패션복종 및 전개형태에 따른 색

채를 이해함으로써 웹사이트 색상 기획할 때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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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3

고려시대의 삼베 역사에 관한 연구

이수혜·이자연

신라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삼베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이 사용해 온 천연 인피 섬유이며 보통 삼(衫)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의 가락바퀴가 출토됨으로써 그 당시부터 삼실을 제조하였음이

증명되었으므로 인류 최초의 섬유인 마섬유의 역사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청동기 시대에는 더

많은 가락바퀴가 출토되면서 실을 제조하고 직물을 제직하는 양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적구의 흔적 이외에도 문헌 기록을 통해 오래전부터 우리선조들이 마섬유를 이용하여왔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베는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전통적 생산방식을 고수해오고 있다. 삼베는 최근 활

발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삼(衫)의 유용성과 삼베만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생성, 소멸,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과거와 현재의 맥을 이어 온 매개

체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베의 역사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민족의 한반도 이주와 거의 시기를 같이 해온 삼베의 역사 즉, 삼베의 사용 용도

에 관하여 고찰하여 향후 민족성을 지닌 섬유로서 현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려시대의 삼베 역사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섬유

류 유물의 경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부패되고 소멸되므로,『高麗史』,『高麗史節要』의 사서류와 선

행 논문 그리고, 복식사 관련서적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高麗史』에 기록된 삼베에 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사 第85卷 誌 第39에 유복한 집안에서도 국내에서 나는 세모시[細苧]와 삼베를 평상복으로 사

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第30卷, 世家 第30, 忠烈王 癸巳 19年(1293)에는 갑인일에 경상도 안렴사

유원개(柳元開)가 20승(升) 마포 30필을 바쳤고, 第123卷, 列傳 第36, 嬖幸 1, 朱印遠의 기록에서는 가

는 황마포(黃麻布) 두 채롱(籠)을 임금에게 바쳤던바 왕은 그 좌우 시종들에게 서로 많이 가질 내기

를 시켜 놓고 이것을 구경하며 즐겼다는 내용으로 보아 삼베는 진상품으로 사용되었다. 第77卷 誌

第31 百官 2 諸司都監과 각색의 기록에도 명나라에 예물을 보내기 위해 각급 문ㆍ무관리들로 하여금

말ㆍ모시베ㆍ삼베를 차등 각출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第104卷 列傳 第17, 김방경편에서는 김구용

을 행례사(行禮使)로 보내면서 편지와 은 백 냥, 가는 모시 베와 삼베 각각 50필을 가지고 가게 되었

다는 내용이 있다. 아울러, 第134卷, 列傳 第47, 申禑 壬戌 8年(1382) 의 기록에 명나라에 내는 공물을

위해 대소 문ㆍ무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말ㆍ저포(紵布)ㆍ마포(麻布)를 직위에 따라 차등 있게 취합하

기 위해 반전색(盤纏色)이란 기관을 설치하여 공물을 조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특히 第135卷 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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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 第48 申禑 甲子 10年의 기록에는 당시 삼베가 대량으로 유통되어 조공품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삼베 징수가 일반 백성의 삶을 궁핍하게 하자 第30卷 世家 第30 忠烈

王 戊子 14年(1288)의 기록에 의하면 삼베의 징수가 심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경상도 권농사의 세마

포(細麻布)를 바치는 것을 금지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삼베는 국가에서 관리들에게 내려주는 녹봉 대신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내려주는 하사

품으로 사용되었다. 第3卷 世家 第3 成宗 庚寅 9年(990)에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근본에 힘써야 하고

그 근본이 효도(孝道)라 여겨 국가에서 기거랑 김심언(金審言)을 지방 관리로 파견하면서 효성이 지

극한 이들에게 곡식과 은식기, 채색 비단과 더불어 마포 68필을 주었다는 내용이 있다. 第40卷 世家

第40 恭愍王 3年(1362)을 보면 흔도(忻都)에게 금띠ㆍ색 비단 옷ㆍ모시ㆍ가는 삼베를 주었고, 第39卷

世家 第39 恭愍王 2年(1358)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만호에게 검은 삼베를 하사하였다.

第79卷 誌 第33 食貨2 科斂의 기록에 익도부(益都府)에 가서 삼베 1만 4천 필을 가지고 종이 돈[楮

幣]을 바꿔 오게 했으며, 第115卷 列傳 第28 이숭인의 기록에 은과 모시 및 삼베를 휴대하고 가서

시장에서 채단(彩段) 16필ㆍ비단 20여 필ㆍ무명 5필ㆍ색실(色絲) 5∼6근을 샀다는 내용과 고려의 삼

베는 질이 좋아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였는데, 第46卷 世家 第46에 상인들이 말, 소, 금, 은, 모시와

함께 삼베를 가지고 요동과 심양에 가서 팔기도 하였다는 내용은 삼베가 교역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第78卷 誌 第32에 무명 삼베 등의 천을 세금으로서 현금대신 받았다는 기록과 도에서 도민들에게

세금을 받을 때 삼베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第123卷 列傳 第3 嬖幸1 卷의의 기록에 관리인

채모가 경상도 권농사(勸農使)로 있을 때 세마포(細麻布)를 많이 징수하여 왕에게 바쳤다는 내용으

로 보아서 삼베는 세금 징수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第137卷 列傳 第50 申禑 5年 腎脹의 삼베에

관한 기록을 보면 국왕이 유구국 사신을 통해 보낸 증정용 예물 목록에 흑마포(黑麻布) 20필이 포함

되어 있으며, 第38卷 世家 第38, 恭愍王 癸巳 2年(1353)에 왕이 영빈관에 나아가 원나라 사신을 전송

하였으며 재상들이 은 2정(錠), 모시와 삼베 각 9필, 능직 3필을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삼베는 예물로

도 사용되었다.

다음으로『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서 삼베가 사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第13卷 明宗 光孝大王 2年, 乙巳 15年(1185) 에 평생 살림살이는 돌보지 않았고 옷은 삼베를 사용

하였다는 기록과 第35卷 恭讓王 2年, 辛未 3年(1391)의 기록에 “우리 땅에서 나는 명주ㆍ모시ㆍ삼베

만을 사용하고도 능히 오랜 세월을 지내 오면서 상하가 모두 넉넉했는데…’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

를 통해 평상복의 소재로 삼베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있으며, 第21卷 忠烈王 3年 癸巳 19年(1293)에

경상도 안렴사 유원개(柳元開)가 20승(升)의 삼베[麻布] 30필을 왕에게 올린 기록으로 보아서 왕께

바친 진상품의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第21卷 忠烈王 3年 乙未 21年(1295)에는『高麗史』와 같

은 내용으로 중랑장 송영(宋瑛)등을 해로로 익도부(益都府)에 보내어 삼베[麻布] 1만 4천 필로 저폐

(楮幣 화폐)를 바꾸어 왔으며, 왕이 친히 가서 세자의 혼례를 행하기 위하여 전라ㆍ충청 양도에 집집

마다 삼베를 추렴하여 군량으로 억매(抑買)하니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매우 높았다는 내용으로 교역

품으로의 역할과 함께 세금을 징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第32卷 申禑 3, 甲子의 에는 구용을 행례사

(行禮使)로 보낼 때 백금과 함께, 저마포(苧麻布) 각 50필을 주어 보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삼베는 예

물품으로 사용되었다.

4. 결론

고려시대의 삼베 역사에 관하여『고려사(高麗史)』와『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살펴 본 결과 다

음 표 1,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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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출 처 내 용

평상복 第85卷 誌 第39, 禁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나는 세모시(細苧)와 삼베만 사용하였어도
다년간 내려오면서 상하가 다 유족하게 살았는데…

진상품

第30卷, 世家 第30, 忠烈王
癸巳 19年(1293)

…11월 갑인일에 경상도 안렴사 유원개(柳元開)가 20승(升) 마포 30
필을 바쳤다.…

第123卷, 列傳 第36, 嬖幸 1,
朱印遠

… 주인원은 가는 황마포(黃麻布) 두 채롱(籠)을 임금에게 바쳤던바
왕은 그 좌우 시종들에게 서로 많이 가질 내기를 시켜 놓고 이것을
구경하며 즐겼다.…

조공품

第77卷 誌 第31, 百官 2, 諸
司都監과 각색

…신우 8년에 또 반전색을 두고 각급 문, 무 관리들로 하여금 말(馬
疋)과 모시베, 삼베를 차등 있게 내게 하여 명나라에 해마다 보내는
예물을 준비하였다.…

第104卷 列傳 第17, 金方慶
…그래서 10년에 김구용을 행례사(行禮使)로 삼아서 편지와 은 백
냥, 가는 모시 베와 삼베 각각 50필을 가지고 가게 되었다…

第134卷, 列傳 第47, 申禑
壬戌 8年(1382)

…반전색(盤纏色)이란 기관을 두고 대소 문무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말과 저포(紵布), 마포(麻布)를 직위에 따라 차등 있게 내라 하여 명
나라에 바치는 공물 조달에 충당하였다.

第135卷 列傳 第48, 申禑
甲子 10年

…이번에 모시 4천 3백 필과 검은 삼베 2만4천 4백 필과 흰 마관포
(麻官布) 2만1천 3백 필을 바치며 말 5천 필 중에서 이미 보낸 4천
필은 요동 도사가 검수하였으므로…

녹봉 및
하사품

第3卷, 世家 第3, 成宗 庚寅
9年(990)

…매사람에게 곡식 1백 석, 은식기 2개, 채색 비단 및 마포 68필씩을
주고 조영에게는 품계 10등급을 뛰어서 은청광록대부 검교 시어 사
헌좌무후 위익부랑장을 수여하고 …

第39卷 世家 第39 恭愍王 2年
(1358)

…내가 만호의 고마운 뜻을 잘 받았다. 흰 모시 얼마, 검은 삼베 얼
마, 호랑이 가죽 얼마, 표범 가죽 얼마를 보내니 약소하나마 그 선물
에 대한 많은 답례를 하라!…

第40卷 世家 第40, 恭愍王
3年(1362)

…흔도(忻都)에게 금 띠와 색 비단 옷과 모시와 가는 삼베를 주었으
나 받지 않았다.…

교역품

第46卷 世家 第46, 恭讓王
辛未 3年(1391)

…그전에 상인들이 말, 소, 금, 은, 모시, 삼베 등을 가지고 요동과
심양에 가서 파는 자가 대단히 많았었다…

第79卷 誌 第33, 食貨 2, 科斂
…중낭장 송영(宋瑛) 등을 파견하여 바다로 익도부(益都府)21)에 가
서 삼베 1만 4천 필을 가지고 종이 돈(楮幣)을 바꿔 오게 하였고 …

第115卷 列傳 第28, 李崇仁
…”이숭인은 은과 모시 및 삼베를 휴대하고 가서 시장에서 채단(彩
段) 16필, 비단 20여 필, 무명 5필, 색실(色絲) 5∼6근을 샀다.”라고
하였다.…

세금
징수

第78卷 誌 第32, 祿科田

… 햅쌀을 먼저 바치게 하고 다음에는 무명 삼베 각전(脚錢－여비)
과 개암(榛), 밤, 대추, 말린 고기 등을 내게 하며 심지어 억지로 싸
게 사는 방법으로 수탈하는 액수가 그 도조(田租)의 10배에 이르게
됩니다…

第123卷, 列傳 第36, 嬖幸 1,
卷의

…경상도 권농사(勸農使)로 있을 때 세마포(細麻布)를 많이 징수하여
왕에게 바쳤으며 …그 후 또 설인영(薛仁永)이 한 필의 척수(尺數)를
2배로 정하고 베를 극히 가는 것으로 요구하였으므로 백성의 고통이
심하였다. 왕이 이런 사정을 듣고 세마포 공납을 금지하였다.…

예물픔

第137卷, 列傳 第50, 申禑 5年,
腎脹

…보낸 예물은 안장 2, 은수저와 은모(銀鉾) 각 2, 은잔과 은배(銀盃)
각 1, 흑마포(黑麻布) 20필, 호피 2장, 표피(豹皮) 1장, 만화석(滿花
席) 4장, 화살 1백 개, 그림 병풍 1틀, 그림 족자 1쌍을 보내었다.…

第38卷 世家 第38, 恭愍王
癸巳 2年(1353)

…왕이 영빈관에 나아가 전송하였으며 재상(宰樞)들이 그에게 은 2
정(錠), 모시와 삼베 각 9필, 능직(綾) 3필을 주었다. 이것은 오랜 관
례였으나 다 받지 않고 떠났다..…

<표 1>『高麗史』에 기록된 삼베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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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출 처 내 용

평상복

第13卷 明宗 光孝大王 2年,

乙巳 15年(1185)

……평생 살림살이는 돌보지 않았고 옷은 삼베를 사용하며 그릇

은 도기(陶器)를 사용하였다.…

第35卷 恭讓王 2年, 辛未 3年

(1391)

…우리 땅에서 나는 명주ㆍ모시ㆍ삼베만을 사용하고도 능히 오

랜 세월을 지내 오면서 상하가 모두 넉넉했는데…

진상품
第21卷 忠烈王 3年, 癸巳 19年

(1293)

…11월에 경상도 안렴사 유원개(柳元開)가 20승(升)의 삼베[麻布]

30필을 바쳤다…

교역품
第21卷 忠烈王 3年, 乙未 21年

(1295)

…익도부(益都府)에 보내어 삼베[麻布] 1만 4천 필로 저폐(楮幣

화폐)를 바꾸어 왔다. 왕이 친히 가서 세자의 혼례를 행하기 위

하여 전라ㆍ충청 양도에 집집마다 삼베를 추렴하여 군량으로 억

매(抑買)하니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매우 높았다…

세금

징수

第16卷 高宗 安孝大王三 3,

庚戌 37年(1250)

…경산부(京山府)의 황마포(黃麻布), 해양(海陽)의 백저포(白紵布) 등

의 여러 별공(別貢)과 금주(金州)ㆍ홍주(洪州) 등지의 어량선세(魚梁

船稅)를 면제하게 하고…

第21卷, 忠烈王 3, 戊子 14年

(1288)

… 경상도 권농사(慶尙道勸農使)의 세마포(細麻布) 헌납을 금지하였

다. 과거에 채모(蔡謨)가 권농사가 되어 세마포를 많이 거두어 왕에

게 바치고…

예물품 第32卷, 申禑 3, 甲子
…구용을 행례사(行禮使)로 삼아 편지와 백금 1백냥, 저마포(苧麻布)

각 50필을 주어 보냈다. …

<표 2>『高麗史節要』에 기록된 삼베에 관한 내용

또한, 현대에는 삼베가 통기성, 항균성, 항독성, 자외선차단성 등 다양한 기능을 연구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사자(死者)에게 입히는 최후의 예복인 수의(壽衣)로서도 삼베를 사

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민족의 과거와 현재의 맥을 이어주고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삼베는 평상복의 소재, 진상품, 조공품, 녹봉과 하사품, 교역품, 세금징수용 그리

고 예물용등의 용도로 평범하게 뿐 만 아니라 귀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속연구로 방대한 자료가 있는 조선시대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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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4

    20세기초 유럽 디자이너의 오리엔탈 동양적 

이미지의 복식특성

서민지
1)
·김문영

2)

1) 계명대학교 섬유패션학과

2)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오리엔탈리즘은 민속풍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아래의 한 조류로서, 최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전 세계적인 변화와 맞물리면서 복식뿐만 아니라 건축, 가구

및 인테리어, 영화, 광고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서양문화에 기인한 패션

디자인이 세계적 유행을 주도하여 상대적으로 비주류로 인식되어져왔던 오리엔탈리즘을 새롭고 다

양한 패션디자인으로 그 응용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오리엔탈리

즘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오리엔탈리즘이 유럽 패션에 도입되던 시기인 20세기초를 배경으로 하여 시대적

배경과 오리엔탈의 정의, 그리고 그 시대에 오리엔탈리즘이 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그 시

대 오리엔탈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디자이너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오리엔탈리즘의 정의와 오리엔탈이 유럽 패션에 도입되는 시기인 20세기 초

의 패션사 분석과 대표적인 디자이너 작품 분석을 위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문헌연구 자료

로는 미학관련 서적이나 예술, 복식사, 패션잡지, 선행 연구 논문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20세기초의

대표적인 디자이너 Paul Poiret, Jean Patou, Jeanne Lanvin의 작품 분석을 위해, 패션잡지와 해외 모

드지, 디자이너 작품집에서 추출한 자료로 분석하였다.

복식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이란 지리적으로 터키 동쪽의 아시아 전체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민

속복식에 사용된 형태적 특징들과 이미지 색상 문양등을 서양복식에 도입한 것으로 복식 요소들을

이용해 민속적이며 이국적인 느낌을 강하게 표현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나타난 복식의 특성을 나타

내고자 한다.

러시아 발레단의 세헤라자데 파리공연이 복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여기에서 영감을 얻은

Paul Poiret가 터키풍의 하렘바지(Hrem Pants)와 터번 일본풍의 미나레 튜닉(Minaret Tunic), 호블

스커트(Hobble Skirt)와 같은 전위적인 의상과 강렬한 색채의 의상을 발표시켜 동방풍 모드를 대유

행 시켰다.

Paul Poiret, Jean Patou, Jeanne Lanvin의 작품을 분석하여 소재, 실루엣, 색채, 문양으로 항목을

나누어 오리엔탈리즘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각 항목별로 나누어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 디자이너별

특성을 살펴보면, Paul Poiret는 실루엣 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Jean

Patou는 문양중심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Jeanne Lanvin도 문양을 중심으로 오리엔

탈리즘의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특성으로는 Paul Poiret는 오리엔탈리즘을 동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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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영감을 받은 하렘 팬츠, 호블 스커트. 미나레 튜닉과 같은 활동하기 편한 실루엣으로 사용하였

고, Jean Patou는 동양풍의 자수, 꽃무늬등으로 주로 사용하였으며, Jeanne Lanvin은 일본풍에서 영

감을 받은 사실적인 문양이나 금장식, 자수등을 이용한 문양에 주로 사용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 유럽에서의 오리엔탈리즘은 전반적으로 실루엣과 문양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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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5

클럽패션의 메이크업이 메이크업 트렌드에 미친 영향

서정윤·이효진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Ⅰ. 서론

21세기는 문화가 주요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문화 그 자체가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계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세기말 이후 화두가 되어온 문화현상 중 클럽

문화는 음악과 패션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문화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보편화,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클럽문화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클럽패션은 젊은이들의 자유와 개성을 표현하는 공간인

클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나란히 실시간에 존재하는 동시에 현상으로 70년대 풍

에 몰입하다가도 힙합, 뉴로맨틱스, 펑크스타일에 집중하는 등 때와 관심도에 따라 각기 다른 다양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클럽패션에 어울리는 파격적이고 화려한 메이크업을 함께 연

출해 개인의 독창적인 미를 추구하고자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힘입어 더 이상

클럽패션과 메이크업이 단지 클럽 안에서만 국한 시킬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좀 더 자

신을 부각시키고자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스타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케이블 TV, 인터넷, 패션잡지, 신문기사 등에서도 다뤄지고 있을 만큼 패션 트렌

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국내 클럽패션에 나타나

는 메이크업 이미지가 클럽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메이크업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분석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21세기 독창적인 표현으로 새롭게 형성되

고 있는 다양한 메이크업 이미지의 현주소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보다 풍부한 메이크업 디자인발상을

위한 토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20세기 말 하위문화에서 그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클럽패션은 과거 동시대에서 정형화된 스타일

인 청년 하위문화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나 21세기에는 여러 스타일의 혼합으로 표현되면서 과거 실험

적이던 패션 스타일이 점차 일상의 패션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또한 나이와 성별을 파괴하고 개성

표현을 강조하기위해 스타일의 경계를 허물고 여러 문화코드를 합성하여 나타나고 있다. 클러버들은

패션과 음악의 모든 스타일과 방식을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게 따라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메이크업의 경우 파티나 클럽문화의 발달로 인해 기존의 형식이나 의미를 파괴한 새로운 스

타일을 추구하는 20-30대 젊은층이 많아지고 주 5일 근무로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 유행에 민감한

젊은 세대의 트렌드 등이 맞물리면서 일반적인 메이크업 트렌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

라서 자유로운 스타일로 자신만의 개성과 감성을 표현하고자하는 많은 여성들이 클럽패션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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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고 과감한 메이크업 이미지를 일상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창조해 내고 있다.

21세기이후 젊은층은 이처럼 무조건 트렌드를 따르기보다 자신의 개성에 맞게 스타일을 변형하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이미 일반화된 트렌드도 자신만의 것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클럽패션과 메

이크업이 일상 속에서도 낯설지 않은 패션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과 매체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외 서적 및 학술지, 패션잡

지,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였다. 매체연구는 클럽 패션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통해 확산되었기 때

문에 영화, TV, 인터넷 자료 등의 멀티미디어 시청을 함께 병행하였으며 클럽 패션에 나타난 메이크

업의 영향을 받아 일상에서는 어떤 메이크업 이미지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21세기 클럽문화의 영향으로 패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메이크업 트렌드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

작 했다. 특히 메이크업은 자신의 개성에 맞춰 스타일을 변형하는 것을 좋아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하는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여성층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먼저 클럽패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경우 글로스한 피부표현에 특히 또렷하고 길게 강조한 아이라

인과 화려한 컬러의 펄 피크먼트쉐도우로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클럽패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영향으로 일상에서는 어떤 메이크업 이미지

가 나타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페미닌 팜므파탈(feminine femme fatale)이미지는 파티나 클럽과 같은 일상에서 탈피한 특별

한 공간에서 아이라인과 언더라인을 강조한 클럽 메이크업의 특징을 응용해 여성의 섹시미를 부각시

켜 연출한 이미지이다. 특히 아이라인만을 짙게 강조한 포인트 메이크업과 글로시한 피부표현에 펄

이 풍부한 실버나 골드 쉐도우로 연출한 글리터 메이크업이 나타났다. 또한 짙은 라인으로 눈매를

부각시키고 인조 속눈썹을 이용해 풍성하게 연출한 스모키 메이크업으로 화려한 패션 스타일을 함께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방가르드 시크(avant-garde chic)이미지는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표현에 브라운, 카키, 그

레이 등과 같은 뉴트럴 컬러의 아이쉐도우를 사용하고 선명한 오렌지나 레드 컬러 립스틱으로 더욱

엣지 있고 세련된 메이크업 이미지를 연출한 것이다. 클럽 패션에 나타나는 메이크업이 모두 진하고

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이크업 이미지로 적절하게 절제된 포인트 메이크업, 스모키 메

이크업, 내추럴 메이크업이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다양한 메이크업 이미지의 연출은 클럽패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들이 일상에서 여러

상황에 맞게 순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문화들이 접목되어진

사회현상으로 재탄생되면서 20-30대 젊은층의 개성을 표출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클럽패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이 일반적인 메이크업 트렌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페미닌 팜므파탈 이미지의 경우 와인이나 레드컬러의 립메이크업과 짙은 컬러의 아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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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피크먼트 쉐도우로 강조한 아이메이크업, 글로스한 피부표현등과 같은 메이크업 요소들이 특

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방가르드 시크 이미지의 경우는 결점을 커버한 깨끗한 피부표현, 브라운, 카키, 그레이 등

과 같은 뉴트럴 컬러의 아이쉐도우의 사용, 선명한 오렌지나 레드 컬러의 립메이크업 등이 연출되었

다. 이와 같이 여러 메이크업 요소들이 클럽패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이미지의 영향을 받아 21세기

메이크업 트렌드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따라서 클럽패션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메이크업 이미지는 때와 장소, 각각의 개인에 따라 다른

혼합과 차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형식이나 의미를 파괴하고 개성이란 맥락에서 자유롭

게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를 통해 메이크업 분야에 창조적인 디자인을 제시한 것과 20-30대 젊은층이 지

향하는 격식에서 이탈해 자유분방하면서 화려하고 다양한 패션스타일과 부합하는 메이크업 이미지

를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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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6

가변형 캠핑재킷의 디자인 개발

황시라·권영아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1. 서론

현대인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자연에서의 여가 생활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아웃도어웨어 산업도 발전되어 최근 출시되는 아웃도어웨어는 근무복이나 평상복처

럼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는 등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캠핑, 야

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캠핑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등산용, 산악용 아웃도어웨어 판매

에서 캠핑웨어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뿐만 아니라 스포츠웨어 또는

캐주얼웨어 브랜드들도 다양한 캠핑웨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기존의 캥핑웨어

제품에 만족하지 않고 더 향상된 성능과 새로운 부가 기능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국외에서 캠핑족을 위해 용도에 따라 변형(transform)이 가능한 가변형 재킷 등이 출시되고

있다. 가변형 재킷이란 재킷으로 입다가 필요에 따라 펼쳐 사용할 수 있는 1인용 텐트, 침낭이 될 수

있게 변형 가능한 재킷으로 정의된다. 가변형 재킷은 따로 텐트나, 침낭을 휴대하지 않아 짐을 줄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가볍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스마트한 재킷이다.

해외에서 출시된 가변형 재킷은 환경 변화가 심한 야외에서 입고 벗기에 편리하도록 허리에 묶거

나 들고 다니는 점을 보안하여 휴대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텐트와 침낭이외에도 강, 계곡, 바다 등

물가 야영 시 안전을 위해서 재킷에 구명 기능도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명조끼로 변

형되는 가변형 캠핑재킷 제품은 아직 국내외에서 출시되지 않고 있다. 아웃도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소비자의 인식 향상에 따라 국내에서도 캠핑재킷으로서 복합기능을 부가한 가변형 캠핑재킷

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캠핑족이 즐겨 입을 수 있는 다기능 캠

핑재킷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목적을 위해 시판하는 가변형 재킷, 침

낭, 구명조끼의 기능적 측면에서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고 이 세 가지의 용도의 디자인 특징을 결합하

여 가변형 캠핑재킷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캠핑재킷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국외의 J사, R사, X사의 가변형 재킷 3종과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N, J, K의 캠핑재킷을 선정하여 가변성과 기능적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침낭은 형태에 따라 머미형

과 사각형의 2종을, 구명복은 레저용 구명복의 용도로 해양레포츠용과 낚시용의 2종을 선정하여 기

능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시판제품의 디자인 분석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기능 캠핑재킷 디자인은 캠핑재킷에서 상황에 따라 1인용 침낭 및 구명조끼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기능의 가변형 캠핑재킷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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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가변형 재킷의 디자인 분석

현재 미국 J사에서 출시한 가변형 재킷의 특징은 평소에는 트레킹 재킷이지만 1인용 텐트 또는 텐

트형 침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 재킷의 원리는 등의 내부 포켓에 다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

이의 침낭을 접어 넣고 빼 쓸 수 있고, 모자 뒤 재킷의 등 외부 포켓에는 텐트를 넣을 수 있는 포켓이

있다. 1인용 텐트로 변형가능하면서 백팩으로도 변형이 가능한 것도 있다. R사는 재킷에서 백팩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형 재킷을 판매하고 있다. 이 재킷 밑단의 스트링을 달아서 백 입구로 변형되

고 소매를 매는 형태로 변형된다. X사 재킷은 백팩과 베개로 변형 가능하다. 이 재킷의 등 부분에 백

팩 기능을 하는 지퍼와 포켓이 있고 팔을 접어 넣으면 백팩이 되고 어깨끈을 넣으면 베개로 사용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캠핑용 재킷은 출시되고 있지만 가변형 재킷은 출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시판되고 있는 캠핑재킷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소재와 봉제면에서 캠핑재킷에 방수, 방풍 기능

만이 강조되고 텐트, 백팩, 침낭 및 베게 등 변형시켜 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된 것은 없었

다. 국내외에서 개발된 캠핑재킷 모두 구명복으로서 기능을 갖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었다.

3.2. 침낭의 디자인 분석

침낭은 복수의 겹들이 적층되어 개방부를 통해 겹과 겹 사이로 사람이 드나들 수 있게 하고 접혀진

부분은 밀폐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침낭은 형태에 따라 사각형, 머미형 침낭으로 나뉜다. 머미형 침

낭은 이집트 미이라처럼 인간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침낭으로 어깨부분은 넓고 다리부분은 좁다. 머

리 부분의 스트링을 당기면 눈과 코를 제외하고 침낭으로 감싸지면서 보온효과가 있게 제작된다. 사

각형 침낭은 이불과 같은 모양으로 양면 지퍼나 한쪽 면이 지퍼로 처리되어 외부의 공기를 차단해

주면서 활동이 자유롭다.

3.3. 구명복의 디자인 분석

구명복은 물에 빠져도 몸이 뜰 수 있도록 부력재를 넣어 뜰 수 있도록 만든 의복으로 주로 물놀이

시 입는 조끼이다. 구명복의 종류는 해양레포츠용과 낚시용으로 나눌 수 있다. 해양레포츠용 구명복

은 구조가 간단하여 활동성이 우수하고, 낚시용 구명복은 각종 수납기능이 강조된 형태로 제작된다.

물에 빠졌을 때 긴급 상황에서 익사를 면하기 위하여 등판보다 앞판에 더 많은 부력재가 들어가 있

으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허리부분 조절 장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조난 시 수

색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사판이 부착되어 판매되고 있다. 디자인은 일반 조끼형태의 구명조

끼와 머리를 받쳐주는 부분이 추가된 구명조끼가 있으며, 소재는 P.U. 코팅된 나일론 옥스퍼드 직물

을 사용하고 부력재는 폴리에틸렌폼을 사용하며 사용 부력재의 총 중량은 몸무게에 따라 달리한다.

3.4 가변형 캠핑재킷 디자인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가변형 캠핑재킷 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은 후드에 스트링을 달아 사이즈 조

절을 용이하게 하고 소매는 셋인 슬리브 형태로 하여 소매 부분을 분리 가능하게 해 구명조끼로 변

형 시 분리시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소매 밑단에는 벨크로 테이프를 부착해 폭 조절을 용이하게 하였

고 어깨 부분, 뒤판 등, 후드부분에 재귀 반사테이프를 사용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을 대비한다.

주머니는 가슴, 양쪽 허리에 총 3개로 우천 시 지장이 없도록 사선의 심실링 지퍼로 처리한다. 앞여

밈은 바람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가슴 부분부터 목 부분까지 이중 차단덮개를 사용한다. 소

재는 투습방수 가공된 나일론 옥스퍼드 직물 소재를 사용한다. 뒤 몸판, 앞 몸판에는 폴리에틸렌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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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재를 넣어 구명조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안감에 벨크로를 부착해 부력재를 넣거나 빼서 쓸

수 있게 디자인 한다. 가변형 캠핑재킷의 색상은 가시성이 높은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사용하고 기하

학적 문양을 부분적 패치로 사용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변형 캠핑재킷 디자인은 재킷, 침낭, 구명조끼로서 요구되는 기능을 모두 갖

추면서 변형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매, 앞여밈, 밑단에서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한되었다. 야영

시 쉽고 간편하게 침낭으로 변형될 수도 있고 물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대비하면서 야외의 기상변화

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습방수 소재와 심실링 봉제의 사용이 중요하다. 재킷에 넣는 폴리에틸

렌폼 부력재는 넣거나 빼어 쓸 수 있게 디자인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부력재 종류에 따라 부력재의

부착 위치를 달리하여 부력재를 빼지 않고도 활동에 불편함이 없으면서 보기 좋은 가변형 캠핑재킷

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개발된 가변형 캠핑재킷의 디자인 적합성 및 소비자 감성 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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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7

겨울용 아웃도어 재킷의 보온력 비교

황수경
1)
·박준희

2)
·채승전

3)
·박수형

4)

1) 서울대학교 패션신소재연구센터

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3) (주)ADL 코리아

4) K2코리아(주)

1. 서론

오늘날 국내․외의 여러 스포츠․레저웨어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겨울용 아웃도어 재킷을 출시하

고 있다. 일반적인 의류제품의 경우 디자인 요소가 제품의 가격이나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이지만, 겨울용 아웃도어 재킷의 경우 보온성과 같은 기능성 측면이 디자인 요소에 버금가는 주

된 요소로 고려되어진다. 최근 겨울용 재킷 제품에 선보이고 있는 필파워(Fill Power) 지수는, 거위털

및 깃털의 함유율과 관련된 개념이며 보온성을 수치적으로 전달해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제품 홍보

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충전재의 거위털 함유율이 의복의 보온력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고,

거위털 함유량이 높아도 반드시 보온력이 증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발한온열마네킨을 이용하여 겨울용 아웃도

어 재킷의 보온성을 측정함으로써 시판 제품들의 보온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의복재료의 보온

력이 아니라 의복의 보온력을 검증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보온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위

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실험방법

의복의 보온력 측정은 20℃, 50%R.H.의 인공기후실에서 발한온열마네킨(Newton-20, Measurement

Technology Northwest, USA)을 활용하여 진행되었고, 실험방법은 ASTM F1291-10
1)
에 준하여 진

행하였다. 발한온열마네킨은 168㎝의 높이이며, 의복크기는 남자 중간 크기에 해당하는 M size 또는

100㎝(가슴둘레)의 의복을 착용시켜 실험하였다. 의복의 디자인이 다른 이유로, 보온성 분석에 활용

한 부위는 구간부와 소매부분으로만 한정하였다.

측정한 아웃도어용 다운 재킷 및 일반 재킷은 모두 시중 판매 제품으로, 총 9종(중량: 185～930g)

이었다. 이 중 7종(424～887g)은 다운 재킷이었으며 2종은 일반 재킷이었다. 다운 재킷의 충전재는

모두 거위털과 깃털을 사용한 것이었다. 거위털 90%, 깃털 10%의 비율을 가진 제품이 대부분이었고

1종의 경우 거위털 92%, 깃털 8%의 함유율을 가진 제품이었다. 거위털 90%를 사용한 재킷의 필파워

는 800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거위털 92%를 사용한 재킷의 필파워는 900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다운

재킷의 겉감과 안감은 나일론이었다. 일반 재킷의 경우, 1겹으로 이루어진 제품과 2겹으로 이루어진

제품 각 1종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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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논의

측정한 아웃도어 재킷의 보온력은 0.7～4.23 clo로 나타났다. 다운 재킷의 보온력은 2.18～4.23 clo

범위의 값을 보였으며, 일반 재킷의 보온력은 1겹 재킷의 경우 0.7 clo, 2겹 재킷의 경우 1.13 clo로

의복의 겹이 늘어날수록 보온력이 증가하였다. 다운 재킷은 일반적으로 의복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보온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정비례하여 증가하지는 않았다. 최대 무게를 가진 패딩 재킷보

다 약 20g 정도 작은 무게의 재킷이 0.58 clo 더 높은 보온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무게, 길이, 디자인

이 유사한 다운 재킷도 의복의 보온력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제품의 경우 의복의 구입하는 요인 중 가장 큰 요소가 디자인인 것은 분명하나, 소비자에게 의

복의 기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운 자켓의 경우 보

온성이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의복의 두께가 두껍다고 해서 무조건 보온력이

높은 것이 아니고, 패딩의 부위별 두께 차이, 디자인, 절개선 등에 의하여 보온력이 달라지며 이에 대

한 정확한 전달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1. ASTM F1291:10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the Thermal Insulation of Clothing

Using a Heated Mani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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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8

김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김상률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해양은 지구표면의 70%나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전동물종의 80%가 해양생물로 그 종

류는 50여만종에 달하고 있다. 해양생물중 해조류는 대부분 식용물 등으로 활용되어 그 사용에 제한

적이었으나 최근 해조류 등의 수산식품이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당뇨병 등 성

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란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수산식품의 생리활성을 이용한 기

능성식품개발 및 제약화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해조류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극동지역에서 식용화되어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김,

미역 및 다시마는 가장 대량으로 생산되고 널리 사용되는 해조류로서 식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형태가 서구화되어 감에 따라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가 급증하며 비만,

당뇨, 담석 등의 대사성 질환과 변비 그리고 장암 등의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 대응하여 최근

에는 항균성 및 항염증성을 이용한 신물질의 개발, 심장질환의 예방과 치료, 비만억제제 및 항암제

등 기능성 식품개발 및 제약화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해조류는 건조

제품, 염장제품의 형태로 제조 판매되고 있으며, 기능성 해조차, 묵 제조, 잼의 제조, 분말쥬스, 기능

성 음료, 식초 제조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 해조류의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최근 이와 같이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신물질 및 유용물질개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점증하고

있으나 섬유분야에서의 해조류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섬유패션제품개발은 아주 미미하며 특히 해조

류를 이용한 기능성 천연염료의 개발 및 염색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므로, 김 추출색소를 이용하여

견직물 염색시 염색조건에 따른 염색성, 표면색의 변화 등을 평가하여 천연염료로서의 김의 사용가

능성을 확인하고 최적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 시료 및 실험방법

시료 및 시약: 시중 시판 견직물을 정련하여 시료로 사용하여으며 , 김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매염제인 Al 매염제(AlK(SO4)2․H2O), Fe매염제(FeSO4․7H2O), Cu매염제(CuSO4․5H2O)

및 기타 시약 등은 1급 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김으로부터 염료의 제조: 김 100g에 1L의 메탄올을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추출 및 여과하여 이

를 vacuum rotary evaporator를 이용, 40℃, .5시간 농축한 다음 동결건조기로 건조하여 색소분말을

제조 사용하였다.

염색조건에 따른 염색성: 김추출색소로 견직물에 욕비 1: 100, 색소농도 10～100 o.w.f.%, 염색온

도 40～90℃, 염색시간 20～120분, pH 2～11로 변화시키면서 IR염색기(Daelim Starlet Engineering,

Model DL-1001)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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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1은 김추출 색소농도에 따른 염색성(K/S)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색소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염착량(K/S)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색소농도 50 % o.w.f.에서 최대 K/S값을 보였으며

그 이상의 농도에서 염색성은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 Effect of colorant concentration on K/S of silk fabric dyed with Porphyra.

Fig. 2는 염색성에 미치는 염색시간의 영향을 나타낸 것으로 염색시간이 증가할수록 염색성은 증

가하였으나 60분이후에는 평형에 이르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2. Effect of dyeing time on K/S of silk fabric dyed with Porphyra.

김추출 색소농도 50% o.w.f. 욕비 1:100, 80℃에서 60분간 염색하였을 때 염욕의 pH가 염색성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한 결과, 염욕이 산성으로 변함에 따라 염색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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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2에서 최대 염색성을 나타내었으나 PH3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염색온도 60℃, 염색시간 60분에서 염색하였을 때 김 추출색소농도에 따른 표면색의 변화 및 색차

를 평가하였다. 염색시 사용하는 김 추출색소농도가 증가할수록 명도는 저하하여 색상이 진하여졌으

며 80 o.w.f. % 이상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았다. 김 추출색소로 염색시 적색을 띄는 경향은

미염색 견직물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색소농도가 증가하면 10%～20 o.w.f.% 에서는 적색을 띄는 경

향이 저하하고 40 o.w.f.% 이상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황색을 띄는 경향은 색소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다가 40 o.w.f.% 이상에서는 다시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색차(ᐃE) 또한 동
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색상은 색소농도 40 o.w.f.% 까지는 Y계열을 그 이상 농도에서는 GY계열

을 보였다.

색소농도 50 o.w.f.% , 염색온도 80℃, pH3에서 염색하였을 때 염색시간에 따른 표면색 및 색차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염색시간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저하하였으나 그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염색시간

60분 이후에는 거의 동일한 명도를 나타내었다. 적색을 띄는 경향은 염색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다가 다시 저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저하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색차는 염색

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색상은 0.70GY～1.31GY이였다.

염색온도 80℃, 염색시간 60분에서 염욕의 pH에 따른 표면색 및 색차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pH가

증가할수록 명도는 증가하였으며 적색을 띄는 경향을 증가하고 황색을 띄는 경향은 감소하였으며

pH2에서 가장 뚜렷한 색차를 나타내었으나 pH3과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색상을 pH2～3에

서는 GY계열을 pH5이상에서는 Y계열을 나타내었다.

4. 결론

김 추출색소를 이용, 견직물에 염색하였을 때, 추출색소농도 50% o.w.f., 염색시간 60분, pH 2에서

최대 염착량을 나타내었다. 색상은 색소농도 40 o.w.f.% 까지는 Y계열을 그 이상 농도에서는 GY계

열을 보였다. 색차는 염색시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색상은 0.70GY～1.31GY이였다. 염

욕의 pH에 따른 표면색 및 색차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pH가 증가할수록 명도는 증가하였으며 pH2

에서 가장 뚜렷한 색차를 나타내었으나 pH3과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색상을 pH2～3에서는

GY계열을 pH5이상에서는 Y계열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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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59

단삼 추출액을 이용한 면직물의 천연염색

남정란·이정숙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단삼(丹蔘, Salvia miltiorrhiza Bunge)은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로 중국이 원산지이며, 뿌리의 표피

에 적색색소가 침착되어 있어 단삼이라고 한다. 단삼에는 tanshinone Ⅰ, Ⅱ 및 cryptotanshinone과

같은 Phenanthrenequinone계 색소성분이 있어 등적색(橙赤色)을 띤다. 단삼은 뿌리를 건조하여 사

용하는데 약성으로는 혈관확장작용, 진정작용, 항암작용, 항균작용 등 생물활성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다. 특히, 항균작용에서 항진균 작용, 항세균 작용, 항염증 작용, 항알러지 작용 등의 약리학적 효과

가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단삼은 주로 약성을 응용하여 한약재로 상용되어 왔으나, 색소성분을 활

용한다면 천연 염색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약재로 사용되어져온 단삼을 의류 염색 분야로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면직

물에 대한 염색성을 알아보고 새로운 천연염재로서의 가능성과 염색포의 기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실험에 사용한 직물은 KS K 0905에 규정된 100% 백면포(한국의류시험연구소)를 사용하였다. 단

삼추출액을 이용한 면직물 염색은 욕비 1:100에서 염액농도는 20, 40, 60, 80, 100%, 염색온도는 40,

50, 60, 70, 80, 90, 100℃로 변화를 주었고, 염색시간은 40, 60, 80, 100, 120분의 조건으로 염색하였으

며, 반복염색은 1회～5회 등의 조건으로 염색하였다. 셀룰로오스 섬유의 염착량 증진을 위해 타닌산

(10% o.w.f)과 토주석(3% o.w.f)을 욕비 1:100으로 60℃에서 30분간 전처리하여 염색하였다. 매염처

리는 매염제의 종류별(Al, Fe, Cu, Sn)로 욕비 1:100, 매염 농도 5%(o.w.f), 60℃에서 30분간 처리하

였으며, 선매염 및 후매염을 실시하였다. 표면 염착량은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Ultra

Scan PRO, HunterLab, USA)을 사용하여 K/S값과 CIE Lab 표색계의 L*, a*, b*를 측정 하였고,

Munsell 표색계 변환법에 따라 H, V/C를 구하였다.

연구결과, 단삼추출액을 이용한 면직물의 염색에서 염액농도가 높을수록 K/S값이 증가하였으며,

염색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K/S값도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폭이 크지는 않았다. 염색시간의 경과에

따른 염착량은 60분 이후는 증가하였으나 80분을 기점으로 염착평형이 나타났고, 반복염색 시 염착

량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염색포의 색상은 염색온도가 높을수록 L*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a*값

은 증가하고 b*값은 90℃까지는 상승하다 100℃에서 감소하였다. 염색시간에 따른 L*값은 시간이 증

가할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a*값은 60분까지는 높아 졌으나 80분에서부터 다시 낮게 나타났으며, b*

값은 거의 일정하였다. 반복염색 횟수가 증가할수록 L*값은 낮아 졌으며, a*b*값은 거의 일정하였

다. 매염제에 따른 염색성은 매염제 종류에서는 Fe매염이 비교적 높은 K/S값을 나타내었고, 매염방

법에서는 Al, Cu, Sn매염은 선매염이, Fe매염에서는 후매염에서 조금 더 높은 염착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Sn선매염에서 현저하게 높은 염착량을 나타내었다. 무매염포의 색상은 YR이고, 매염에 의한

색상은 Fe후매염포는 R색상, Fe선매염과 다른 매염포는 모두 YR색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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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0

구두 착용에 따른 구속감 및 불편사항

김양원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1. 서론

일상생활에서 신발은 외부로부터 상해나 오염에서 발을 보호하고 발과 대지와의 충격을 완화시키

며 한냉과 서열에서 발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신발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발부위의 불편함을 호

소함은 물론 걷기도 불편하고 피로가 극심해진다(김순분, 2002; 최종명 외, 2004). 그러므로 신발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구두를 신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다. 천종숙․최선희

(2000)에 의하면 청년기 여성은 구두바닥에 관련된 부위에 대해 불편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중년

여성들은 구두볼의 너비가 너무 좁은 것에 대해 불편감을 나타냈으며, 노년기 여성은 소재의 유연성

부족을 경험한다고 한다. 특히 구두를 신었을 때 구속감에 의해 발에 못이 생기고 티눈, 발의 변형

등이 생긴다고 한다. 김효은(1996)은 구두의 경우 하나의 폭으로만 생산되어 여러 가지 타입의 발을

가지 사람들이 이에 적응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따른다고 하였다. 또한 높은 굽의 구두를 착용한 여

대생의 경우 전신피로감, 발바닥의 티눈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이원자·백현주,

2000).

이러한 문제는 20대 여성의 경우 비교적 장시간 구두를 착용하므로 문제가 더 커질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두 착용시 느끼는 구속감과 불편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들이 구두를 착용하면서 느끼는 구속감과 불편한 점

을 파악하여 그들에 맞는 구두를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설문조사

조사대상자의 구두 착용경험과 구속감, 구속감이 생기는 부위, 그로 인해 생기는 장해의 종류, 개

선이 필요한 부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성인 여성 231명이었으며, 발이 건강한 여성을 대상으

로 하였고,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세였다.

2) 자료분석

조사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으로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 및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구두 착용 경험과 구속감을 느꼈던 부위의 차이는 x
2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구두 착용실태

20대 여성은 펌프스형 구두A(굽이 높은 펌프스형 구두) 69.2%, 펌프스형 구두B(굽이 낮은 펌프스

형 구두) 66.2%, 웨지힐 66.8%가 착용한 경험이 있었다. 여름에는 보통 샌달 55%, 굽이 높은 샌달



- 269 -

36.9%를 착용하였고, 슬리퍼는 56.2%가 착용하였다. 캐주얼 슈즈는 57.4%가, 운동화는 모든 20대 여

성이 착용 경험이 있었다. 신발의 사이즈는 225 -250mm 치수의 구두를 착용하였다. 보통 많이 신는

구두의 높이는 3-5cm(48.9%), 3cm이하(20.9%), 5-7cm(19.8%), 7cm 이상( 9.4%)였다.

2) 구두 착용에 따른 구속감 및 불편사항

구두종류별로 착용했을 때 펌프형 구두A 80.3%, 펌프스형 구두 B 52.3%가 구속감을 느꼈으며, 웨

지힐 31.9%, 보통샌달 18.3%, 굽이 높은 샌달 46%가 구속감을 느꼈다. 이로 볼 때 같은 종류의 구두

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굽이 높아짐에 따라 구속감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캐주얼 슈즈를 신었을

때는 16.4%가,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7.8%가 구속감을 느꼈다.

구속감을 느꼈던 부위는 발가락 37.5%, 뒤꿈치 23.8%, 발바닥 22.6%, 발등 10.6%, 발목 4.7%였다.

신발 착용시 구속감으로 인해 생기는 장해의 종류는 전신이 피로하다(39.9%), 발전체가 피로하다

(55.6%), 발가락이 아프다(67%), 뒤꿈치가 아프다(49%), 발목이 아프다(21.1%), 종아리가 아프다

(21%), 물집이 생긴다(52.3%), 굳은살이 생긴다(55.6%), 티눈이 생긴다(21.1%)였다.

구두를 신었을 때 장해가 생기는 원인은 구두의 재질이 단단하다(2.78), 사이즈가 맞지 않다(4.23),

디자인이 발 모양에 맞지 않는다(3.46), 무겁다(2.10)로 나타났다.

또한 구두의 개선이 필요한 부위는 앞볼(4.20), 앞코(3.62), 굽높이(2.54), 구두바닥(2.82), 뒤꿈치부위

(3.45)였다. 이는 구두착용으로 인해 생기는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응답자의 67%가 발가락이

아프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앞볼과 앞코 부위의 개선이 필요하였고, 발꿈치 부분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구두종류에 따라 구속감의 차이가 있었으며, 운동화나 캐주얼화에 비해 굽이 높은 펌프스형구두가

구속감이 가장 컸다. 응답자의 50%이상이 발가락이 아프고 물집이 생겼던 경험이 있었고, 굳은살이

생겼으며, 장해의 원인은 사이즈가 맞지 않고 디자인이 발모양에 적합하지않았으며, 구두를 개선해

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구두의 앞부분과 뒤꿈치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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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1

동물 문양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감성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곽정은
1)
·권영아

2)

1) 신라대학교 의류학과

2)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1. 서론

최근 디지털 프린팅 기술 분야의 발전으로 디지털 날염된 의류 소재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디

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은 디자인부터 모든 날염 공정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시제품 출시 및 디자

인 보안 유지가 가능하며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서 경제적이다. 대량생산 공정에서 디지털 텍스타

일 프린팅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여 색 도수를 정리한다.

디지털 프린팅은 전통적인 프린팅에 비해 색도수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동물 문양 등 섬세하면

서 사실적인 자연 문양의 표현이 용이 하다. 동물 문양은 기업이나 도시, 국가 이미지, 브랜드의 심벌

등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거나, 에콜로지, 관능적 여성미, 유희적, 장식적 이미지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선영, 2012). 이에 따라 동물 문양에 대한 트렌드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동물 문양의 감성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문양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동물 문양의 감성 및 선

호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표범, 호랑이, 얼룩말, 기린을 모티브로 선정하여 모

티브의 형태와 색도수를 달리한 동물 문양을 개발하고,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동물 문양의 감

성 및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자극물

감성 이미지 및 선호도에 사용된 자극물은 의류소재에 주로 사용되는 동물 모티브로서 표범, 호랑

이, 얼룩말, 기린을 선정하였고, 4종 동물의 얼굴, 몸통(옆모습), 피부의 형태를 각각 표현한 사진에서

자연색의 사실적 문양 12종을 디자인하였다. 이 12종의 사실적 문양을 2～4개의 색 도수로 정리하여

단순화한 추상적 문양 12종을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연색(Natural color) 12종의 동물 문양과

색 정리된(Reduced color) 12종의 동물 문양을 포함한 총 24종의 동물 문양을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설문내용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고 20대 여성 10명에게 동물문양에서 느끼는 감성이미지

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수집하여 빈도가 높은 것을 포함하여 21쌍의 감성 형용어쌍으로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고싶은-사고싶지 않은’, ‘사용하고 싶은-사용하고 싶지 않은’과 같은 구매의도,

사용의도에 따른 선호도와 ‘맘에 드는-맘에 들지 않은’과 같은 주관적인 선호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

였다. 24종의 문양을 16㎝×16㎝ 크기의 종이에 컬러 인쇄하여 자극물을 제작하여 평가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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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2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기간은 2012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동물 문양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감성 요인의 차이

동물 문양의 감성 형용어 21문항에 대한 평가 점수를 사용하여 Varimax 회전에 의한 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동물 문양의 감성은 ‘유희감’, ‘온유감’, ‘단순감’, ‘고급감’ 의 4가지의 요인으로 요약되었

다. 동물 문양의 형태, 모티브, 색 도수가 동물 문양의 감성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

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동물 문양의 유희감에는 색 도수 주변인과 형태와 모티브 상호작용 변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색 문양이 색 정리된 문양보다 유희감이 높게 나타났다. 얼룩말의 몸통 문양

(ZBF, ZBR)은 유희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린의 몸통 문양(GBF, GBR)은 유희감이 낮게 나타난

반면, 기린의 피부 문양(GSF, GSR)은 유희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유감에는 형태와 모티브 상호작용, 형태와 색 도수 상호작용의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얼룩말의 몸통 문양(ZBF, ZBR)은 온유감이 높은 반면, 기린의 피부 문양(GSF, GSR)은

온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형태의 자연색 문양(LFF, TFF, ZFF, GFF)은 온유감이 높은

반면, 피부 형태의 자연색 문양(LSF, TSF, ZSF, GSF)은 온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감에는 모티브, 색 도수의 주변인과 형태와 모티브의 상호작용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기린 문양은 활동감이 낮은 반면, 표범 문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색 문양은

활동감이 높은 반면, 색 정리된 문양은 활동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랑이 피부 문양(TSF,

TSR)은 활동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린 피부 문양(GSF, GSR)은 활동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급감에는 형태와 모티브의 상호작용, 형태와 색 도수의 상호작용, 모티브와 색 도수의 상호작용

변인이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랑이 피부 문양(TSF, TSR)은 고급감이 높은

반면, 기린 얼굴 문양(GFF, GFR)은 고급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 형태의 자연색 문양은 고

급감이 낮은 반면, 피부 형태의 자연색 문양은 고급감이 높았다. 자연색의 표범 문양인 LFF, LBF,

LSF가 고급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색 정리된 기린 문양인 GFR, GBR, GSR이 고급감이 낮게 나타났다.

3.2. 동물 문양의 형태, 모티브, 색 도수에 따른 선호도

구매의도는 모티브, 색 도수의 주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룩말, 표범, 호랑이,

기린 순으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색 정리된 문양보다 자연색 문양이 좀 더 구매의도가 높았다.

사용의도는 형태의 주변인과 모티브와 색 도수의 상호작용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피부, 얼굴, 몸통 형태 순으로 사용의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색 정리된 표범 문양(LFR, LBR,

LSR)은 사용의도가 가장 높은 반면, 색 정리된 기린 문양(GFR, GBR, GSR)은 사용의도가 가장 낮았다.

선호도는 형태와 색 도수의 상호작용 변인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 정리된 얼굴 문양

(LFR, TFR, ZFR, GFR)은 선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자연색의 피부 문양(LSF, TSF, ZSF, GSF)은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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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모티브, 형태, 색 도수 등 디자인 요소

에 따른 동물 문양의 감성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동물 문양의 감성이미지 요인으로 유희감, 온유감, 단순감, 고급감이 도출되었다.

둘째, 유희감은 자연색, 얼룩말 몸통 문양이 높다. 얼룩말의 몸통 문양 또는 자연색의 얼굴 문양은

온유감이 높다. 얼굴 문양, 자연색 문양, 호랑이의 피부 문양은 활동감이 높으나, 피부 문양, 색 정리

된 문양, 기린 피부 문양은 활동감이 낮다. 활동감 요인은 정적인 관계를 갖는 활동적인, 복잡한, 화

려한, 사실적인, 야성적인, 어지러운 감성 형용어는 물론, 부적인 관계를 갖는 비활동적인, 단순한, 수

수한, 추상적인, 도시적인, 어지럽지 않은 감성 형용어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른 적절한

문양 선택이 필요하다. 고급감은 호랑이 피부 문양, 자연색의 피부 문양, 자연색의 표범 문양이 높고,

기린 얼굴 문양, 자연색의 얼굴 문양, 색 정리된 기린 문양이 낮다. 따라서 기린 문양이 전반적으로

고급감이 낮고, 표범, 호랑이 문양은 상대적으로 고급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구매의도가 높은 것은 자연색의 얼룩말 문양이며, 색 정리된 기린 문양은 구매의도가 낮다.

사용의도는 색 정리된 표범 문양이 가장 높고, 색 정리된 기린 문양이 가장 낮다. 선호도에서는 자연

색의 피부 문양이 가장 높은 반면, 색 정리된 얼굴 문양이 가장 낮다. 따라서 기린 피부 문양을 제외

하고 기린 문양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동물 문양의 디자인 요소에 따라 감성 요인과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20대 여성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며, 연구대상자를 확대하여 남

성과 여성, 연령에 따른 자료 수집에 의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류제품의 상세 용도에 따른 동

물 문양의 감성 변화를 살펴본다면 더 실용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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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2

발열체 적용 기능성 의복 착용 시 인체생리반응 평가

주종현·박준희·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최근 아웃도어 활동의 증가, 직업군의 다양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극한 환경에 직면하는 상황이 많

이 발생하여, 체온조절 측면에서 보온력이 높은 의복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나 영유아 등과 같이 추운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행동적 체온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있어 간편성

및 보온성이 확보된 의복은 헬스케어용 의류로서도 크게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류만으

로는 의복의 보온력 및 쾌적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섬

유․패션분야에서는 IT와의 융합에 관한 관심이 높고,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

다. 보온력이 향상된 기능성 의복을 개발하기 위해 발열체 적용 방법을 도출하였고, 선행연구(주종

현, 정재훈, 2012; Jeong, 2011)를 통해 전도사를 활용한 의복 삽입용 발열패치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

는 개발된 발열패치를 활용하여 개발한 기능성 내의의 인체착용평가를 수행하고자 실시되었다.

인체착용평가는 건강한 20대 남자 6명(나이 23.3±2.9세, 키 173±1.5cm, 체중 64.7±4.1kg, BSA

1.77±0.0m
2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실험조건은 Control과 New의 총 2가지였다. Control은 시판 일

반 내의(상하의 분리형, 면 100%) 형태였고, New는 Control의 양 무릎 위와 뒤허리 중심 부위 즉, 총

3부위에 개발한 발열패치를 삽입한 형태였다. 발열 패치(크기: 11×13cm)는 열효율이 우수한 구리 전

도사를 일정 형태의 패턴으로 자수 작업하여 제작하였고, 전원공급은 소형의 전원시스템(7.4V 리튬

폴리머 전지(용량: 2,200mA), 크기: 4×8×2cm)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은 인공기후실

(기온 17.3±0.3℃, 습도 40%RH)에서 6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측정항목은 의복기후, 피부온, 심박수,

주관적 감각(한서감, 쾌적감, 습윤감)이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내온도의 경우, 등 Control 31.6±0.3℃, New 45.6±4.4℃, 대퇴 Control 30.4±0.5℃, New

38.7±6.5℃로 나타나, New 착용 시에 높았다(p<.05). 의복내습도의 경우, 등 Control 17±2%RH, New

9±3%RH, 대퇴 Control 19±1%RH, New 13±1%RH로 나타나 New 착용 시에 낮았다(p<.05). 부위별

피부온의 경우, 발열 패치가 근접위치에 삽입되었던 대퇴 부위에서 Control 31.07±0.41℃, New

36.08±0.8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다른 부위의 피부온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New 착용 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심박수는 Control 74.7±2.2 beats/min, New 73.4±2.5

beats/min였다(p>.05). 평균 한서감의 경우, Control -1.4±0.9, New 0.0±1.0으로 New 착용 시 더 따

뜻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쾌적감은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New에서 더 쾌적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발열 기능을 부여한 제품이 생리적, 주관적 쾌적감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서늘한 환경에서 전신이 아닌 무릎이나 등 부위와 같은 신체의 일부분에만 발열기

능을 구현한 제품 착용 시에도 발열제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제품 개발에 긍

정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발열기능을 부여한 면적, 인체 부위, 발열체 형태 등이 인

체에 미치는 영향과 노출 환경 온도에 따른 최적의 온도범위 설정을 위한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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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3

시판 사이클링웨어 셔츠소재의 수분전달 및 

건조 특성에 따른 부위별 배치 적합성

이지선·이수아·방기성·유신정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스포츠웨어가 고기능화 됨에 따라 최근에는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른 소재를 배치하는 바디맵핑

(bodymapping)기법이 이용된 기능성 의류들이 출시되고 있다. 신체 부위에 따라 성능이 다른 소재

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스포츠/레저 활동의 특성이 정밀하게 파악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각 부위

에 적합한 소재의 성능을 사용용도에 맞게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외

에서는 드물게 달리기 중 인체 반응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된 제품들이 제작되고 있으

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운동 중 열 수분전달 관련 특성을 고려한 바디맵핑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아, 고부가가치 제품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링웨어 상의

의 바디맵핑 연구의 일환으로, 시판 사이클링 웨어 중 셔츠제품을 가격에 따라 고가(20-30만원)/중가

(10만원-20만원)/저가(10만원 이하)로 분류하여 구입 한 후 부위별 이종 소재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각 부위에 사용된 소재의 흡수성, 수분투과성, 건조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사이클링시 상체

땀량의 바디맵핑 연구데이터와 비교하여 소재 배치의 적합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저가에 해당하는 제품 세 종(LF1, LF2, LS), 중가 세 종 (MS, MA), 고가의 제품 두 종 (HA, HP)

등 총 7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고가군의 제품은 두 종류 모두 바디맵핑이 적용되어 하나의 셔츠에

두 종류 이상의 소재가 사용되었고 중가와 저가군의 제품은 각각 한 개의 제품 (MA, LF1)이 바디맵

핑 적용 제품이었고 이종의 소재배치가 이루어진 부위는 저가와 중가군의 경우 어깨, 겨드랑이 부분

이었으며 고가군 HA의 경우 등뼈를 따라 이어지는 등의 골부분, HP 의 경우는 옆구리 부분이 mesh

처리 되어있었다. 그 외의 제품은 부위별로 많은 절개선이 있었으나 소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이

하나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종 소재로 사용된 mesh소재는 흡수의 과정없이 수분의 통과가 직

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흡수성, 수분투과성, 건조성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실험에서 제외되었

다. 흡수성 테스트를 위해 요구수분흡수장치(GATS, Gravimetric Absorbent Testing System, M/K

system, USA)를 사용하여 총 흡수량과(V), 흡수속도(Q)를 측정하였으며, 수분투과성(일방향 수분전

달 특성)의 측정을 위해서는 MMT(Moisture Management Tester, AATCC 195)를 사용하여 피부

면과 바깥쪽 면 각각의 흡수시간(WT), 흡수율(AR), 최대흡수반지름(MWR), 확산속도(SS), 한 방향

이동성 (OWTC), 전체수분제어 능력 (OMMC) 등을 측정하였다. 건조속도 측정을 위해서는 AATCC

TM199를 응용한 건조속도 측정장치를 개발하여 부위별 소재의 건조속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제품

은 온화한 환경에서 착용이 가능한 셔츠 류였으므로 사용환경을 반영한 성능 실험을 위해 모든 실험

은 21±2℃, 50±10% RH의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흡수성 실험결과 총 흡수량 (V, g)과 흡수속도(Q,

g/5sec)는 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서 흡수속도가 큰 소재가 흡수량도 많았다. 최대흡수량의 평균은

2.3±1.08g으로 시료별 값의 범위는 0.077～3.663이었으며 대부분 2～3g에 고르게 분포되어있었다. 평

균흡수속도는 0.11±0.09였으며 시료별 범위는 0.003～0.369이었다. 수분 투과성과 건조 속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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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시료의 흡수성과는 상관관계가 낮았다. 한 방향투과성(OWTC)의

값은 피부면에서 바깥쪽 면으로 물을 투과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 땀이 났을 경우 땀이

피부에서 옷을 투과하여 증발하는 상황을 모사한 성능이므로 사이클링 웨어의 수분전달 특성을 판단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실험결과 부위별 소재에 따라 -1260～319의 넓은 범위에

걸친 값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시판 사이클링 웨어의 수분 전달 특성이 부위별, 가격 별로 매우 다

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격대와 상관없이 각 가격대에서 우수한 값을 나타내는

소재가 있었으며 오히려 방수의 성능을 나타내는 소재도 있었다. 건조 실험의 경우 같은 시간

(90min) 이내에 건조한 물의 양/시료의 무게 (%)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실험 결과 평균 120% 정

도였으며 시료에 따라 51～191%의 넒은 범위를 나타냈다.

사이클링 셔츠에 사용된 소재의 흡수성능은 수분 투과성과 건조속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흡

수성과 흡수 속도가 가장 큰 소재 (LF1)가 수분 투과성과 건조속도 측면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

지 않았다. 수분 투과성과 건조속도의 측면에서는 저가군의 LS가 가장 큰 값을 보였고 반면에 건조

실험에서는 고가군의 HP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실험의 결과를 부위별 소재배치의 관점에서

논의해보면 고가군의 HP는 전체적으로 우수한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겨드랑이 부분이 mesh소재로

되어있어 착용자의 쾌적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의복이었으나 사이클링 중 땀량의 분포를 분석한 선

행 연구의 결과 사이클링 중 겨드랑이 부분은 증발로 인한 건조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었으

므로 mesh사용의 부위 선정이 다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저가군의 LS는

전체적인 실험 결과로는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판되고 있지만 부위별 이종 소

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저가군의 LF1 은 가장 우수한 소재는 아니었으나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을

때 중등정도의 소재를 사용하였고 어깨, 뒤판, 겨드랑이 부분에는 mesh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 쾌적

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착용실험을 통해 실제 착용감

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면 바디맵핑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사이클링 셔츠류의 설계에 실질적인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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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4

 아웃도어재킷 성능의 정보제공 현황과 

소비자 인식조사 및 대안

이승주·김예진·김지예·유신정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활동이 주목받으면서, 아웃도어 의류 산업이 큰 성장을 보이

고 있다.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는 과거에 비해 보다 다양한 선택권

을 가지고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능적이 측면에서는 소비자 시

민모임이 한국섬유기술연구소(KOTITI)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격대비 성능의 객

관적인 신뢰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제안 중에는 정부차원에서 아웃도어 재킷의 기

능성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소비자가 제품의 기능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

에서는 ‘아웃도어 성능 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아웃도어 재킷의 기능성 정보 제공용 행택 (hang-tag)의 정보 내용과 표

기방법, 소비자 인지 및 이해정도를 조사하고 아웃도어 재킷의 기능성을 객관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적인 정보 제공방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국내 주요 백화점에 입점한 대표적인 9개의 브랜드(라푸마, 블랙야크, 아이더, K2, 컬

럼비아, 노스페이스, 밀레, 몽벨, 코오롱)를 선정하여 아웃도어 재킷을 대상으로 총 313개의 제품을

hard shell, soft shell, wind breaker의 세 종류로 분류하여 hang-tag의 수, 정보 형태, 정보 내용 등

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hang-tag의 수는 평균 3개였으며 제품에 따라 많게는 7개까지 부착되어 있

었다. 제공하고 있는 내용은 회사소개, 품질보증서, 취급 시 유의사항, 소재설명 등으로 나뉘었으며

가장 많은 것은 품질보증서였고, 스마트폰용 QR코드가 제공되어 모바일로 소재의 설명을 볼 수 있

도록 구성한 제품도 있었다. 소재 설명에 있어서 표기의 방법으로는 픽토그램과 간단한 문구로 설명

된 방법이 62.5%로 가장 많았고 문자로만 설명이 되어 있는 방법이 37%, 정확한 수치나 그래프 등으

로 설명한 방법이 0.5%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현재 사용되

고 있는 재킷의 hang-tag의 정보유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는 설명 방식에 대한 이해 여부와 선호하는 표기 방법, 객관적 성능표기에 대한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40%가 아웃도어 재킷 hang-tag

에 붙어있는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웃도어 재킷 hang-tag에 붙어있는 재킷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 인식정

도 문항에서는 hang-tag의 정보를 알아볼 수는 있으나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표기 방법으로는 자세히 글로 풀어 쓴 정보 유형이 이해하기 쉽다는 응답이 전체의

56%를 차지하여 현재 정보 표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픽토그램과 간단한 문구를 사용하는 방

법을 소비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가 현재

hang-tag에 제시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서는 대부분이 그 기능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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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알지 못하여 평균 오답율이 58%였으며 가장 정답률이 높았던 픽토그램과 간결한 문자 방법도

정답률은 60%에 그쳤다. 아웃도어 재킷의 성능을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필요

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2%를 차지했으며, 제품을 3회 이상 세탁했을 때 기능적

인 면에서 품질의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평가하여 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아웃도어 재킷의 hang-tag 표기방법에 대하여 많은 소비자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며 hang-tag에서 설명하고 있는 소재의 성능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표기방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소비자

시민모임의 제안과 같이 고가의 아웃도어재킷의 출시 상태의 성능과 사용 중 성능의 변화정도를 객

관적 지표로 표기하여 구매 시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아웃도어 재킷 뿐 아니라 기능성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성에 대한 객관

적인 평가기준 및 정확한 수치의 확보와 소비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표기방법에 대한 기준의 마

련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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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샾 소비자의 감성과 친환경태도

김준호·나영주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전공

오늘 날 친환경 트렌드는 다양한 산업 군에서 큰 문화 코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친환경섬유

의 개발도 활발하다. 또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환경과 사회정의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

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로서 로하스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사회문화 트렌드로

자리잡았는데 이에 반하여 로하스 소비자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성인 여성들의 친환경태도 및 감성, 구매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의류 개발 방향과 소

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인 여성들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은 환경보호행동, 개인취미, 가족활동, 건강 식생활, 여유 삶 등 5요인으로 파악

되었으며, 총설명력은 63.8%였다. 친환경태도와 구매빈도로 유형화한 집단들의 로하스라이프스타일

을 비교한 결과 배드비잉 집단은 평균연령이 가장 낮고 미혼의 직장인과 학생이 많으며, 친환경 태도

가 낮고 친환경의 의류 구매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사용의도도 낮았다. 웰빙 집단은 미혼과 기혼의

비율이 비슷했으며 직장인이 대다수였다. 친환경 태도가 높고, 친환경 의류 구매경험이나 사용경험

은 조금 있었지만 친환경의복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환경보호 호기심 집단은 미혼과 기혼의 비

율이 비슷하고 직장인이 가장 많으며, 친환경태도는 낮으나 친환경 의류 구매경험이나 사용경험은

많은 편이었다. 로하스 집단은 기혼의 직장인이 대다수로 친환경태도가 높고, 친환경 의복 구매경험

과 사용경험이 높으며, 구매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웰빙 집단은 친환경에 대한 태도는 높지만

친환경의류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집단으로 개인적 건강에 관심이 많지만 분리수거나 일회용품 사

용 지양 등의 환경보호행동은 거의 하지 않는 집단이다.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환경까지 생각하

는 로하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오염이 개인의 건강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의 후손에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보호 호기심 집단은 친환경에 대

한 태도가 낮지만 친환경의류 구매는 높은 집단으로 특이성이 있는 집단이다. 로하스라이프스타일의

개인취미나 여유 삶의 요인점수가 낮은 집단이었지만 소득대비 월 의복구입비가 높으며, 친환경의류

구매경험이 많은 집단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친환경의류를 구매했다기보다

는 호기심에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로하스 집단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높으며 친환경의류

구매가 많은 집단으로 자신의 건강은 물론 자연과 후손까지 생각한 의류생활을 잘 하고 있으므로 기

업에서 이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과 높은 품질의 친환경 의류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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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유아복을 위한 컬러 소재 개발

정종선·이문수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과

Ⅰ. 서론

기존 환경 친화적 웰빙형 유아 의류 소재는 환경 친화적 소재 혹은 친인체성 소재, 유기농 소재,

웰빙 소재라는 소재의 개념적 특성 때문에 제품 생산 전 공정에 대한 엄격한 화학적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어 유아제품의 획일화된 단색 제품 생산만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유아용 의류는 여리고 예

민한 착용자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연령별 의류 제품과는 달리 다양한 의복 구성의 패턴과 소재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기존 패턴의 디자인의 미미한 변형과 신소재를 통한 신상품을 개발, 생

산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유아 상품의 색상 및 날염 디자인은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유지현, 박연선, 2010). 현재 오가닉 코튼 섬유(제은숙, 전수영,

2012) 및 대나무섬유(도월희, 2006), 콩섬유(최재홍, 서운영, 2007)등의 환경 친화적 섬유의 다양한 천

연염색 가공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화학염료에 비해 다양한 색상의 발현 기술이 부족하여 이에 대

한 신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환경 친화적 웰빙 트렌드로 인해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기존 웰빙형

유아 의류 소재의 컬러 부분의 단점을 보완, 개선하여 유아의 인체에 무해, 무독하고 착색 및 염색견

뢰도가 우수하며 항균, 소취 등의 유익한 기능이 부여된 친환경 소재와 천연염료를 활용한 친인체적

천연 컬러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유기농 면섬유(무지, 자카드), PLA섬유, Tencel 섬유, 대나무 혼방섬유, 타월

등을 이용하여 광물염료(분홍토, 황토, 갈색토, 노랑토), 숯, 꼭두서니, 석류핑크, 쪽(니람)의 천연염료

((주)세노코)로 염색하였다. 각 직물에 적합한 추출조건과 염색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시간(min), 온

도(℃), 농도(%)를 변화시켜 실험하였다.

염색성 평가는 분광측색계(COLOR meter JS555)를 사용하였으며, L
*
a
*
b
*
값을 측정하여 표면색

을 비교하였다. 세탁견뢰도는 KS K ISO 105 C06:2002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일광 견뢰도는 KS K

ISO 105:2005에 준하여 XENON-ARC-LAMP를 20시간 조광 후 측정하였다. 마찰견뢰도는 KS K

0650:2006에 준하여 습건시의 견뢰도를 측정하였고 흡수 속도는 KS K 0815:2008에 준하여 측정하였

다. 특히 무독성 관련 평가에서는 알데히드 함량(KS K ISO 14184-1:2009), 아릴아민 함량(KS K

0147:2008), pH과 항균도(KS K 0693:2006)를 측정하여 유아복으로서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3.1 염색성 평가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광물염료(갈색토, 노랑토, 황토, 분홍토)는 예비실험을 토대로 80도/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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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의 조건으로 염색하였다. 분홍토, 갈색토 염포는 황토, 노랑토의 염포에 비해 높은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이는 농도 조절을 위한 반복염색으로 직물의 착색(흡착)된 광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K/S 값의 증가와 섬유에 따른 광물의 착색(흡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3.2 견뢰도 평가

염색한 직물을 시제품 제작을 위해 유아복 적합성 판단을 위한 견뢰도 평가한 결과, 세탁견뢰도는

기존 천연 염색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낮은 세탁견뢰도가 향상되어 우수한 세탁견뢰도를 얻을 수 있

었다. 특히 광물염색에서는 4, 4-5급으로 광물염료가 직물에 잘 염착(고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

광견뢰도에서 광물염료는 4급 이상의 높은 견뢰도가 나타났다. 또한, 마찰견뢰도는 4, 4-5급으로 전

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유아복으로 적합성 판단 기준에서 중요한 무독성 관련 평가에서는

포름알데히드 함량과 pH, 아릴아민 함량을 측정한 결과, 전 시료에서 유독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항균도 검사는 광물염료의 염색 한 시료에서 85.0∼99.9%의 정균감소율이 나타났다.

Ⅳ. 결론

유기농 면섬유, 비염색 천연컬러면화, 대나무 섬유, PLA섬유 및 Neturon섬유, 텐셀 등을 혼방 및

복합화하여 개발된 유아 의류용 환경 친화적 웰빙 소재에 천연염료를 활용하여 트렌드 컬러를 구현

할 수 있는 최적 염색 조건과 견뢰도를 평가한 결과, 천연염료 중 광물성염료에서는 세탁견뢰도, 일

광견뢰도, 마찰견뢰도의 각 항목에서 4급 이상의 높은 견뢰도를 얻을 수 있었고, 무독성 관련 평가에

서도 유독성분 무검출과 항균도에서도 정균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

과를 통해 기존 웰빙형 유아 의류 소재의 컬러 부분의 단점을 보완, 개선하여 유아의 인체에 무해,

무독하고 나아가 항균, 소취 등의 유익한 기능이 부여된 유아복을 위한 친환경 소재와 천연염료로써

광물염료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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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67

유럽 고증복 엠파이어스타일 로우브의 열저항성

김희영·나영주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전공

자연주의 사상과 계몽주의를 뒤이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패션은 획기적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데, 잠시만이라도 인체에 자유를 선언하게 하였다. 어깨와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깊게 파인 네크라인

과 짧은 소매, slim한 일자 실루엣의 엠파이어 스타일 드레스를 구사하였는데 여성 신체 억압의 코르

셋을 벗고 섬세하고 얇은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스런 인체의 미, 평등사상, 그리스 로마시대의 키톤,

히마티온을 연상케 하는 하이웨이스트 라인의 원피스 드레스를 착용함으로써 신고전주의를 추구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패션은 겨울의 한랭한 기후 하에서 추위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는 불가능하여

건강상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온을 위해서 큰 숄이나 하이웨이스트의 짧은 스펜서재킷을 입는 것

이 전부였다. 1816년 Reggnault 박사「의과학 저널(Journal universel des sciences médicales)」에 의

하면 독감과 폐결핵의 원인 중 하나로 얇은 드레스 착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서부유럽 기후는 편

서풍과 대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지역으로, 기온의 연교차는 10∼18℃이

다. 겨울철은 온화하고 여름철은 비교적 서늘한데, 겨울철의 기온은 평균 0～5℃정도의 범위를 갖는

다. 강수량은 대체로 750㎜이며, 강수는 연중 모든 달에 걸쳐 비교적 균일하며, 가을과 겨울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린다. 동부 및 북부유럽 기후는 노르웨이 해안을 제외하고는 겨울철에는 특히 한랭한

기온을 나타낸다. 특히 겨울에는 대륙내부에 발달하는 시베리아고기압의 확대와 지배로 인해 해양성

기단의 진입을 방해하여 한랭 기온 (1월 평균 －5℃～－20℃ )을 나타낸다. 자연과 자유, 평등에 대

한 이 무모한 갈망은 인체에 해가 되는 환경 조건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대표적인 엠파이어 스타일

패션의 폐단 에대하여 많은 문헌과 당시의 관련 데이터들의 직접적인 수집과 연구를 통해 연구배경

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해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자료를 고증하여 엠파이어 스타일 3벌을

제작(가슴둘레 66 사이즈, 드레스폭 250cm, 길이 159cm) 하였으며, 이 의복에 대하여 의복의 보온성

을 측정하였는데 의복의 보온성을 thermal manikin(Sweating thermal manikin, MTNW 미국,

Newton사, 신호수집 및 모니터링용 PC, 전극/센서 및 cable) 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의복의 보온성을

측정하였다. 보온성 시험규격은 ISO 15831, 실험조건은 양모, 견직물, 아사 3종(중량, 593g, 321g,

257g), 원단의 두께는 각기 0.34, 0.25, 0.22 mm 이었으며, 공기투과도는 각기 37, 71, 124 ㎠/㎤/sec

로 나타났다. 속바지는 면 브로드였으며 이를 로우브 속에 입혀서 착장 보온성을 측정하였으며, 이후

쇼올을 추가 하여 보온성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캐시미어 100%이었다. 보온성은 각기 0.61, 0.67, 0.62

clo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럽 겨울철 계절에 부족한 보온성 수준이고 불쾌함을 느끼는 보온력

인데, 이 정도 보온력으로 일반생활인 피험자 80%가 만족도를 느끼는 기온은 22-25℃ 이기 때문이

다. 쇼올을 추가하면 엠파이어 스타일 로우브의 보온성이 약 33% 증가하여 0.81 clo, 0.81 clo, 0.80clo

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쇼올을 추가 착장하여도 유럽 겨울철 날씨에는 부족한 보온력이었다. 즉 0.8

clo 착장으로 일반생활인 피험자 80%가 만족하려면 기온은 적어도 21-24℃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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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 스웨이드의 표면특성 평가와 주관적 태 

노의경
1)
·오경화

2)

1)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2)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인조 스웨이드는 천연 스웨이드와 유사한 표면을 갖도록 많은 공정을 거치며, 이때 좀 더 다양한

소비자들의 감각 및 선호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표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인조 스웨이드의 다양한 표면 특성 평가법을 이용하여 표면을 관찰하고, 표면 특성에 따른

주관적 태와 선호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게와 두께가 유사하고 표면특성이 다른, 시판하는 인조 스웨이드 4종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인조 스웨이드 표면의 차이와 기모층의 두께를 관찰하기 위하여 전계방출 주사전자현미

경(AURIGA, Carl Zeiss, 독일)을 이용하여 표면과 단면을 촬영하였으며, KES-FB4 system

(Kawabata Evaluation System, Kato Tech. Co. Ltd., 일본)와 비접촉식 레이저 길이 변위 센서를 이용

하여 표면특성을 평가하고, 기모 정도에 따른 접촉냉온감을 열전도 측정장치인 KES-F7(Thermolabo

Ⅱ, Kato Thechinical Co., Ltd, 일본)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표면특성과 관련된 태 형용사 4개와 재

킷 선호도 문항을 7점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전문가 15명이 시료를 만져본 후에 평가하였다.

인조 스웨이드의 표면과 단면을 관찰한 결과, 기모의 굵기, 기모의 컬, 기모량, 기모의 기포 커버력,

기모 각도와, 기모층 두께 등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기모량이 많고, 기모길이가 긴 시료들의 표면의 평균마찰계수(MIU)와 표면거칠기의 평균편차

(SMD) 값이 크게 나타났다. 비접촉식 표면 거칠기 측정결과, 기모가 길고 기모량이 많고 기모들이

한 방향으로 향하는 시료들은 표면 거칠기의 값이 작았다. 그러나 기모량이 적고, 기모가 짧고 기모

의 컬이 있는 시료와, 기모에 의한 기포의 커버력이 불균일한 시료도 표면 거칠기가 크게 나왔다.

접촉온냉감 측정 결과, 기모량이 많고 기모길이가 긴 시료들의 Q-max가 작아 온감이 크게 나타났

으나, 기모량이 작고 기모길이가 짧은 시료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따뜻하다’는 모든 시료에서 유사하게 지각되었으며, 기모가 짧고 기모의 컬이 있는 시료와, 기모에

의한 기포 커버력이 불균일한 시료를 거칠게 지각하고, 반대 특성의 시료를 ‘매끄럽다’라고 지각하였

다. 또한 기모층이 두꺼운 시료를 가장 ‘폭신하다’라고 지각하였다. 인조 스웨이드의 선호도에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모량이 많고, 기모길이가 긴 시료를 더 선호하고, 반대의 시료를 덜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면특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표면특성을 다르게 평가하며, 기모량이 재킷선호

도에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1002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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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별 고온작업시 착용의복 및 활동량 실태조사

이경숙
1)
·권주연

2)
·김선화

3)

1)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3) 순천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농작업은 작물의 숙성시기에 의해서 결정되어 농작업자들은 지속되는 폭염시에도 작업을 하는 경

우가 있어 대부분의 농작업자들은 여름동안 고온스트레스의 위험에 노출된다. ISO15265(2004)등의

몇몇 국제 표준은 열스트레스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때 사람이 착용하는 의복 보온

력과 활동량은 필수요인에 해당한다. 이는 착용한 의복 및 활동량은 주관적 및 생리적으로 열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arsons, 2003). 그러므로, 고온환경에서 노출하는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조건과 이때 작업자들이 착용한 의복과 활동량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온스트레스 노출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작업시 작목별 착용의복 및 활동

량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거창(6월1일; 7월17일; 7월18일), 수원(7월27일), 구례(5월23일;

7월31일), 순천(8월1일; 8월2일), 성주(8월15일; 8월16일; 8월17일), 여주(8월22일), 안동(9월5일; 9월6일)

의 7지역에서 각각 다른날 총 14회의 실험이 수행되었다. 노지 및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중인 185명(남성

77명, 여성 108명)의 62(11.3)세 남성과 64(12.4)세 여성을 대상으로 착용한 의복 아이템과 활동량을

조사하였다. 의복조사표는 상의 및 하의의 겹수, 칼라의 형태, 소매길이, 바지 길이 및 재료 특성, 의

복의 색상, 모자, 신발 형태 등으로 구성 되었다. 이때 측정한 열환경 조건은 건구온도, 습구온도, 흑

구온도 및 기류를 측정하였다.

조사한 작목은 고구마(11명), 고추(37명), 벼(15명), 상추(16명), 사과(10명), 애호박(7명), 참외(46명),

풀베기(16명), 화훼(6명), 기타(21명)이었다. 상의와 하의의 착용특성은 작목별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신발의 경우 고구마, 애호박, 화훼 작업에서 슬리퍼, 고무신, EVA단화만을 착용하였고, 고추, 사과,

상추, 참외와 기타 작목에서는 EVA단화와 부츠를 많이 착용하였다. 모자는 애호박과 화훼작업에서

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으나 벼, 사과 고추 작업에서는 각각 93%, 80%, 78%의 착용율을 보였다. 기타

개인소품으로는 장갑과 덧소매의 사용이 가장 많아서 화훼, 사과, 상추, 참외, 고추, 기타 순으로

100%～71%의 장갑착용율을 보였다. 덧소매는 애호박을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착용자가 조사되어,

상추와 화훼는 80%이상의 착용율을 보였다. 추정한 의복보온력은 작목에 따라 0.53～0.80clo로 다양

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농작업 자세는 고구마와 상추의 경우 '앉은자세‘, 고추. 화훼는 ’구부정한

자세‘, 벼, 사과, 애호박, 풀베기는 ’선자세‘, 참외는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추정한 활동량은 170～

185Wm-2이었다. 작목별 작업환경에 따른 착용의복, 사용소품 및 작업자세의 특성이 관찰되었으나,

착용의복 및 사용소품의 특성은 작업시간대 및 작업의 목적 등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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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용량방식의 터치스크린 작동을 

위한 전도성 니트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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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tablet PC)의 급속한 보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터치스크린을 사용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용되고 있는 터치스크린은 주로 정전용량방식(capacitive sensing)으로, 전도

성 물체(electrical conductor)가 터치스크린 패널-전도성이 높은 물질(Indium Tin Oxide)로 코팅된

유리-의 표면에 닿으면 그 특정 부분의 전자 흐름이 달라지면서 이를 패널과 연결된 센서가 감지해

서 작동하는 방식이다(Barrett & Omote, 2010; Downs, 2005). 사람의 피부는 어느 정도의 전기전도

성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손가락을 통한 터치스크린의 작동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추운 겨울, 실외

에서 장갑을 낀 손가락으로는 이러한 정전용량방식의 터치스크린 작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겨울철 장갑의 소재가 되는 면/울 혼방섬유(50/50)와 은(silver)이 코팅된 나일론 필라멘트 금속

사를 복합화하여 전도성을 지닌 장갑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정전용량방식의 터치스크린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합사 제조는 금속사를 면/울 혼방섬유로 된 조사(roving)를 일반 링방적(Ring spinning)하는 과

정에 도입하는 방법으로 금속사의 위치에 따라 중심배치(A타입)와 커버링 배치(B 타입)방식으로 각

각 제조하였다(Figure 1). 이렇게 제조된 단사들과 AA, AB, BB 구성으로 각각 2합사를 제조 한 후

환편기를 통해 싱글저지(single jersey)로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니트의 전기적 성질과 정전용

량방식의 터치스크린에 대한 감응성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표면에 금속사가 오픈된 면적에 비례하

여 니트의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관적인 평가 결과 AB와 BB 실로 짜여진

니트의 터치스크린에 대한 감응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전용량방식의 터치

스크린을 작동하기 위한 전기전도도는 패널표면의 전자흐름을 변화시키는 수준이면 충분하기 때문

으로 보인다.

Figure 1. Schematic cross sectional views of the conductive core ring spun y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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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ccess rate of operating touches as a function

of electrical resistances; knit fabrics made of type

A, B, AB, BB, and AA ya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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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용접 작업환경을 고려한 

산업용 보호복 소재의 성능평가 

배현숙·김민영

창원대학교 의류학과

선박 건조공정 가운데 약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용접 작업은 조선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므로 조선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이며, 용접 작업자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

이다. 하지만 작업특성상 일반 작업복만으로는 신체보호가 불가능하며, 심각한 재해와 생명까지 위

협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므로 산업안전 측면에서 실제로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용 보호복의 개

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조선업 작업장에서 주로 착용하는 용접복은 가죽인데, 통기성이 좋지 못

하며 우천 및 습기에 약해 수축이 심하고 장시간 착용시 피부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의복무

게가 상당해 작업자의 피로도를 높일 뿐 만 아니라 동작기능성과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중에 공급되는 보호복 소재중 고온의 용접 작업환경을 고려한 기

능성 소재를 선택하여 열전달 및 수분전달 특성을 비교하고, 역학적 성능을 평가하므로써 용접 작업

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산업용 보호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 소재는 고온의 열에 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내염화 섬유로서 실리카 코팅 유, 무의 부직포 탄

화섬유 2종, 방염면, 탄화섬유/아라미드(Oxidant Carbon/P-aramid) 혼방직물 등 4종을 사용하였다.

용접 보호복 소재의 성능으로 중요한 전달 특성은 Flame spread, Impact of spatter, TPP, RPP, Qmax

등의 열전달 특성과 수분 및 공기투과도를 평가하였고, 인장, 인열, 파열 및 seam strength 등 역학특

성을 비교하였다.

용접 보호복의 경우 복사열 통과량이 매우 중요한데, 소재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염화 섬유이므로

표면점화시 불꽃확산이 감지되지 않았으며, ISO 9150에 의한 Impact of spatter가 모두 25drop이상으

로 나타났다. RHTI(radiant heat transfer index)는 ISO 6942에 규정된 16초 이상을 모두 충족하였으

며, 특히 두께가 가장 두꺼운 부직포 탄화섬유의 RPP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단열 성능이 가장 뛰어

났다. 부직포의 공기투과도가 큰 편이었으나, 실리카 코팅 부직포의 투습도는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

났다.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조선업의 용접 작업강도가 크므로 소재의 역학특성도 매우 중요하다. 전

체적으로 P-aramid 혼방직물의 역학특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접 보호복용 소재로서 실리카

코팅하지 않은 부직포는 인장강도, 방염면은 심 파단 강도가 ISO 규정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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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af/Starch 복합재의 제조와 물성 
- 첨가제의 효과 -

송경헌

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과

케나프섬유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생육기간이 짧으며, 높은 생산성, 내병충해성, 기후와 토양에

대한 광범위한 적응성 등의 경제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마섬유의 일종으로 아마, 저마 섬유에 비해

비 셀룰로오스성분이 많고 특히 리그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레팅에 의한 세섬화작업이 매우

힘들며 따라서 단독 방적사뿐 아니라 타 섬유와의 혼방이 어려워 아직까지 의류용 대체 소재로서 연

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케나프섬유의 이러한 강인함과 뻣뻣한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바이오복합재의 보강섬유(filler)로서 높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활용한 복합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생분해 가능한 바이오복합재의 연구 개발은 자동차산

업용 내장재뿐 아니라 실내 건축용 마감재를 비롯하여 에어콘이나 냉장고 마감재, 핸드폰 하우징, 의

자, 화분 등 일반 합성고분자소재를 대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matrix로서 천연고분자인 전분을

사용하고 filler로서 케나프섬유를 사용하여 양쪽 성분 모두 생분해 가능한 바이오복합재를 개발함에

있어 Matrix로 사용한 전분에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하여 전분을 개질시킴으로써 첨가제 종류에 따

른 복합재의 물성특성에 대해 연구 검토하였다.

케나프섬유는 국내 중부지방에서 재배한 케나프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전분은 Soluble Starch (1급

시약, mp 256-258℃, YakuriI Pure Chemical Co., Ltd/Kyoto Japan)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레팅은

2% NaOH용액으로 95℃에서 1시간 처리하여 케나프섬유의 비 셀룰로스성분을 제거시켰으며 전분

첨가제로서 PVA(Polyvinyl alcohol), PEG(Polyethylene glycol), G(glycerol)의 첨가제를 사용하였다.

약 35℃에서 24시간 건조시킨 복합재 prepreg를 Hot press를 이용하여 온도 120˜130℃, 시간 30분,

압력 3,000～3,500 PSI의 molding 조건에서 열처리하여 복합재를 제조하였다. 복합재의 물성특성은

UTM(Instron Corporation Series IX Automated)을 사용하여 인장강도와 굴곡강도, 인장탄성률, 굴

곡탄성률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복합재의 인장강도와 신도는 Glycerol을 첨가제로 사용하였을 경우 가장 우수하였으며,

다음으로 PVA로 나타났으며 PEG첨가제의 경우 PVA나 Glycerol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굴곡탄성률은 세 첨가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레팅한 케나프섬유를 잘게 분쇄(1mm이

하)하여 복합재를 제조 한 결과 분쇄하지 않은 일반길이(약 50mm)의 케나프섬유로 제조한 복합재의

인장강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enaf/Starch 복합재의 DSC 열 분석 결과 유리전이온

도(Tg)는 약 115～120℃ 부근에서 나타났으며, 녹는점(Tm)은 약 270～275℃ 부근에서 관찰되었다.

SEM을 이용하여 파단면을 측정한 결과 PVA를 첨가한 복합재의 파단면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섬유와 매트릭스 간의 접착 특성은 복합재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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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토산을 활용한 two-tone 패턴의 항균 원단 개발

곽동섭·전재우·최우혁·이현주

DYETEC연구원 첨단소재연구팀

1. 서론

최근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소비패턴 및 구매방식이 다양화됨에 따라 개인선호도에 따른 구매

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건강과 환경,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

비패턴이 섬유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키토산이란 갑각류로부터 얻어진 키틴의 탈아세틸화물질로 항알레르기성, 항균성, 탈취성, 흡착성

및 보습성과 같은 특성이 보고되고 있어 의약품, 식품, 섬유, 막 등으로의 응용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면직물 전체에 키토산을 처리하지 않고 고안된 무늬에만 키토산 날염을 실시하여

적은 양의 키토산으로도 최대의 항균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항균원단을 개발하고자 함. 또한 키토산

날염 처리한 무늬와 키토산을 처리하지 않은 부분의 염색성 차이를 이용하여 일욕염색에서도 투톤의

심미성효과를 발현하고자 함.

2. 연구방법

아세트산 수용액을 사용하여 키토산을 농도별로 상온에서 교반 용해시켜 키토산 날염 호제를 제조

하고, 농도별로 제조된 호제의 첨예성을 평가함.

키토산 날염 호제는 면직물 위에 다양한 무늬로 고안된 스크린으로 날염하고, 큐어링기를 이용하

여 고온에서 열처리 후 수세함. 후에 반응성 염료로 염색조건(염료농도, 염색시간, 염색온도)별 염색

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KS K 0693법에 의거 무늬별 및 염색조건별 키토산날염원단의 항균성 평가를

진행함.

3. 결론

키토산 농도별로 제조된 날염호의 첨예성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키토산 날염호 제조 조건을 설정

하였고, 다양한 무늬로 날염된 면직물의 염색조건별 염색성 테스트 및 항균성 평가에 의한 투톤효과

의 발현 정도와 항균효과의 분석을 통하여 키토산을 활용한 two-tone 패턴의 항균원단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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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GCNF/PVDF-HFP로 나노웹 코팅된 직물의 전기발열 특성

이선희·강현숙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Ⅰ. 서론

의류제품의 보온성을 증가하시 위해 사용되는 적극적 보온섬유는 외부로부터 열을 끌어들이는 메

카니즘에 따라 흡습발열섬유, 화학반응발열섬유, 태양광축열섬유, 전기발열섬유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이 중 전기발열섬유 혹은 직물과 관련한 연구[1-2]로 탄소나노튜브 잉크를 이용하여 직물에 도

포하여 전기발열특성을 가지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스프레이법이나 함침법으로 적용

되어 직물의 태가 뻣뻣하므로 직접적으로 보온성 의류제품으로 적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을 가지는 탄소나노섬유/고분자 복합체를 이용하여 직물에 전기방사하여 나노

웹 코팅된 직물을 제조하고, 그에 따른 전기발열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10% 및 15% PVDF-HFP용액을 제조한 후 16wt% VGCNF(Vapor-Grown

Carbon Nano Fiber)(Pyrograf Ⅲ Co. Ltd.)를 초음파처리 10시간과 1주일간 교반시켜 두가지 농도

의 VGCNF/PVDF-HFP용액 제조하였다. 각각의 복합용액을 면과 나일론 직물(12cm×12cm, 표준상

태)에 12kV, 15kV, 18kV 및 21kV로 전압을 변화시켜 전기방사(CPS-SC106, CHUNGPAEMT.Col,

Ltd.)하여 나노웹 코팅 직물을 제조하였다. 용액농도, 인가전압, 직물의 종류가 다른 총 16개의 직물

샘플을 제조하였다.

나노웹 코팅된 직물의 전기발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변AC/DC전원공급장치(CPS-2450B,

CHUNGPAEMT.Col, Ltd.)를 사용하여 30V전압을 가해 10초간격으로 90초간 적외선카메라(FLIR

i5)로 일정한 거리에서 촬영하여 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50V전압을 가해 5분 간격

으로 15분간 표면온도를 측정하였다.

Ⅲ. 결과

Figure 1은 VGCNF/PVDF-HFP로 나노웹 코팅된 직물에 대하여 측정한 표면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CNT가 함유된 코팅 직물에 전압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발열 현상은 VGCNF/

PVDF-HFP 나노웹 코팅 직물의 전기전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VGCNF/PVDF-HFP로 나노웹 코팅된 직물의 전기발열 결과는 전압의 증가의 따라 다음과 같은 현

상이 나타났다. 30V의 전압을 90초 동안 면직물에 가했을 때 21kV의 전압에서 10wt% 복합용액으로

나노코팅된 직물의 표면온도가 약 27℃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샘플당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인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용액

농도가 15wt%인 복합용액으로 나노웹 코팅직물을 만든 경우 인가전압 조건에 따라 온도 변화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wt%에서 제조된 나노웹 코팅 직물의 전기저항특성이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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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lectrical heating effect of CNF/PVDF-HFP nanoweb coated cotton fabrics

with various applied voltage via electrosp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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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 Sci. Technol. 67 19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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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5

 텍스타일 CAD시스템 활용에 의한 소재디자인 및 

화상유사성 분석 연구
- 직조물과 가상소재의 비교 -

윤정원·김종준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Ⅰ. 서론

패션소재산업은 패션트렌드의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전통적 산업기술을 바

탕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적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소품종대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고감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시스템의 변화가 섬유 패션산업 전반에

걸쳐 구축되고 있다. 패션소재 기획 및 디자인 분야에서는 텍스타일 디자인 CAD의 보급이 널리 이

루어져가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다양성 및 업무효율의 향상으로 인해 텍스타일 디자인 CAD의 실질

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패션소재 트렌드를 분석하고 변화조직과 장식사를

조직도에 반영하여 설계하고 제직하였다. 동일한 조직을 텍스타일 디자인 CAD를 사용하여 실의 번

수와 밀도를 조정하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가상적인 직물을 작성하였다. 한편 실제 직물은

CCD카메라로 촬영하고 화상을 획득하여 텍스타일 CAD에서 구현한 화상과 실제 화상 사이의 일치

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화상 사이의 유사성분석(Similarity Index Analysis)

를 진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직물시료는 일반합연사를 이용한 변화직물과 장식사를 이용한 수자직으로 제직하였다. 8종광 타입

의 수직기(모델 DR15인치)를 사용하였다. 반복된 패턴의 직물 시료 세 종류에서는 경사와 위사에

<Table 1>과 같이 같은 종류의 실을 사용하였고 Patterned Fabric이라는 의미에서 각각 P1, P2, P3

로 표기하였다. 위사에 장식사를 이용하여 제직한 시료는 Decorative Fabric의 의미로 D1, D2, D3,

D4로 표기하였다.

장식사를 사용한 직물인 D1, D2, D3, D4도 6합 면사를 사용하여 정경하였다. 조직은 위사인 장식

사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자직 중 5매주자로 직조하였다. 위사에는 6합연사와 장식사를 혼합하

여 사용하였고 D2와 D3는 같은 종류의 장식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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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arn specification of Specimens

Yarn Code Yarn Specification

N1 Acryl 50/ Rayon 50

N2 Acryl 50/ Rayon 50

N3 Cotton 100

N4 Cotton 100

N5 Cotton 100

F1 Mohair 50/ Polyacryl 20/ Polyamide 10/ Acryl 10/ Nylon 10

F2 Wool 50/ Acryl 50

F3 Wool 50/ Acryl 50

1. 화상획득 및 유사성분석

화상획득은 컬러 CCD(Charge Coupled Device)카메라, 펜티엄급 퍼스널 컴퓨터, 조명 장치, 마이

크로줌 렌즈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통해 카메라에서 촬영하였으며 Frame grabber를 통하여 컴퓨터로

전달, 저장한다. 촬영된 직물시료의 화상은 Frame grabber회로중의 A/D(analog to digital) 컨버터에

서 디지털화되어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된다. 이 때 저장형식은 TIFF(Tagged Image File Format)을

사용하였다. Texpro Weave에서 획득한 시료의 시뮬레이션 이미지는 Weave file로 저장되는데

Texpro Textile에서 실행한 후 우선 BMP file format으로 변환하여 저장하였다.Texpro 프로그램을

포함한 CAD 시스템은 직물소재 실물을 모사하여 생산과정 단축, 샘플제작의 실패율 감소와 그로 인

한 비용절감 등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실물과 시뮬레이션 화상의 유사도가

중요한인자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화상간의 유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제 시료와 모사된 화상

사이의 유사성 분석 뿐 아니라 모사된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유사성을 확인해 보았다.화상분

석에 이용할 원본이미지는 Image J(NIH, U.S.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Gray 8bit TIFF(Tagged

Image File Format)형식으로 변환하고 전체적인 화상의 유사성 분석은 MS-SSIM Index법과 FSIM

Index법, CW-SSIM Index법을 사용하였다. MR/1을 사용한 웨이블릿 변환 시 실제 시료의 화상과

시뮬레이션 화상은Gray 16bit의 FITS(Flexible Image Transport System)형식으로 변환하여 실행한다.

Ⅲ. 결과 및 고찰

상관성 분석 결과는 다음 <Fig. 1>의 예와 같이 계산되고 있다.

<Fig. 1> Example of MS-SSIM Index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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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imilarity Index Calculation of Fabric Specimens

<Table 2>에 제직된 실제 시료의 화상과 TexPro를 사용하여 가상적으로 구현한 화상 사이의 유

사성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P계열에 대해서는 CW-SSIM분석이 가장 유리한 상태이며, MR/1 과

FSIM의 순서이다. 장식사인 D계열의 시료에 대해서는 FSIM, 그리고 CW-SSIM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표면의 원사를 사용한 패턴직물 3종류와 장식사를 사용한 장식사 직물 4종

류를 직접 제직하였다. 완성된 직물시료들을 TexPro Weave program을 통해 가상직물로 시뮬레이

션하고 각각의 화상을 획득하여 화상 간의 유사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섬유․패션산업에서 제품

의 품질향상과 연구개발을 위해 화상분석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사한 화상에 변화를 주어

화상 간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SSIM-Index법으로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1, P2는 MS-SSIM값 0.38～0.48,

FSIM값 0.62～0.65, CW-SSIM값 0.83～0.86의 양호한 상관성을 보였다. P3의 경우 실제 시료는 직

조되면서 생기는 실의 마찰,압력 등으로 인해 원사가 교차하는 조직점에서 경․위사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직물이 완성된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러한 실의 두께나 모우정도, 마찰로

인한 휘어짐까지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료의 이미지와 이질감이 있는 화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는 화상 간 유사성 분석 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그 결과 MS-SSIM값 0.25, FSIM값

0.60, CS-SSIM값 0.65를 기록하여 양호한 편이나 패턴직물 중에는 가장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2. 장식사를 사용한 직물시료의 경우 MS-SSIM값 0.04～0.23, FSIM값 0.55～0.69, CW-SSIM값

0.51～0.54의 상관계수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일반 합연사를 사용한 직물시료에 비해 낮은 상관성을

보인다. 이는 장식사의 특성 상 원사 표면의 생김새나 질감에서 불균일성을 갖기 때문에 극히 규칙

적으로 표현되는 CAD 시스템에서 이러한 장식사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D1에서 사용한 슬럽사의 경우 원사의 두께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에서 위사의 밀도를 실제 밀도보다 높게 대입하여야 위사간의 공백이 적절하게 표현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슬럽사의 굵은 부분이 잘려나가 일률적인 두께로 표현되는 한계가 있다. D2와 D3는 시뮬

레이션 결과와 유사한 외관을 보이는 편이다. D4의 경우 원사는 실제와 거의 동일하게 작업했지만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치면서 장식사 특유의 불규칙한 표면감이 조직에 가려져 사실적으로 표현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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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S-SSIM Index법에 의한 상관계수는 시각을 통한 비교 결과보다 지나치게 낮고, FSIM Index

법은 전체적인 값은 양호하나 장식사를 사용하여 제직한 시료군과 장식사를 사용하지 않은 시료군의

상관계수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CW-SSIM Index법은 주관적인 평가와 유사한

수준의 양호한 수치가 도출되었으며, P1, P2, P3와 D1, D2, D3, D4의 상관계수 간 경계선이 존재한다

는 점에서 육안판별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값을 추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실제 직물의 구조에서는 경사나 위사가 완벽한 직각 교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 경․위사의 조직점을 중심으로 미세한 휨이 형성되어 있는데 화상분석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상의 미세한 위치이동 등 비구조적인 왜

곡에 대한 화상 유사성 계산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CW-SSIM Index법을 사용하여 상

관계수 계산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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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76

벨벳제품의 형태안정성 향상을 위한 

평판 퓨징프레스기 개발에 관한 연구

권서윤
1)
·이경남

2)
·정현미

3)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 대구경북디자인센터

3) 부천대학

벨벳은 3차원 구조를 지니는 대표적인 파일 소재로, 그 특유의 광택과 고급스러운 태로 인해 소비

자들에게 선호되고 있으며, 생활용 및 산업용으로의 용도확대로 인해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벨벳제품은 파일들의 반발로 봉제가 어렵고 다림질시 눌림으로 심지부착이

어렵고 파일이 손상이 가는 등 취급하기 매우 까다로은 소재이다. 최근 이러한 벨벳제품의 형태안정

성 개선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이형단면 및 중공사를 접목하여 심색성과 탄성이 부여된 차별화되고 고

급스러운 제품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벨벳제품 제작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다림질 시 눌림현

상을 방지하기위하여 봉제현장에서는 침판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일이 해당 부위별 다림질을 해야 하

는 등 대량생산 현장에서의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봉제현장에서의 벨벳 제품 봉제 애로점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침판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벨벳 소재의 파일 눕힘 현상을 방지하고 대량생산 현장에서의 사용

을 위하여 벨벳용 퓨징프레스기를 개발하였다. 벨벳용 퓨징프레스기는 기존 퓨징프레스기와 작동 원

리는 같으나 벨벳의 파일이 눌리지 않도록 대형 침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기존 침판의 문제점을 보완

하여 소재 선정 및 레이어 구성으로 최적화된 침판 원단을 설계하고 침의 굵기, 간격, 밀도 등을 조

절하여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단의 두께 및 신장성 비교를 통하여 벨벳 소재의 최적의 심지를 선정하고 개발된

벨벳용 평판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심지를 부착하고 형태안정성(내세탁성 평가, KS K ISO 5077), 박

리강도(KS K 0533) 실미끄럼 저항도(KS K 0606) 측정 및 온도와 시간별로 벨벳에 심지를 접착한

후 박리강도를 측정함으로서 최적의 심지 접착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접착 후 모든 시

료의 본딩상태가 4급으로 버블현상이 약간 보이며 중공사 벨벳의 본딩상태가 일반 벨벳에 비해 상대

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리강도의 경우, 경사방향(0.87∼7.93N), 위사방향(0.49∼5.45N)으

로 시료 모두 심지 접착에 있어서 적당한 박리강도를 나타내었다. 온도 및 시간에 따른 심지접착강

도는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심지 접착시간은 18초가 가장 최적의 조건으

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판 퓨징프레스기는 벨벳 등의 파일직물 제품의 심지 부착 및 다림질에

사용되어 질 수 있으며 벨벳용 제품의 대량생산현장에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벨벳용 평판프레스기

는 국내 및 세계 최초로 시도, 개발되어진 장치로 벨벳의 우수한 광택과 촉감을 손상하지 않고 제품

생산이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벨벳소재 다림질 시와 비교해서 시간 및 공정의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평판이 아닌 롤러 형식의 퓨징프레스기 제작으로 연속적인 작업공정이 가능하게 할

경우 현장에서의 시간 및 공정단축에 기여하는 바는 훨씬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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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및 초음파 처리에 의한 Micro-fibril Wool의 

보온성에 관한 연구

권서윤
1)
·최은미

1)
·박성민

2)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 다이텍 연구원

양모(Wool)섬유는 기타 천연섬유에 비해 크림프, 탄성, 신도, 보온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

으나 생산량의 한계와 고가임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 고감성․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로 현존하는 세섬도 특수Wool 섬유인 캐시미어(Cashmere)의 수요는 급증하

고 있는 실정이나 일반적인 Wool의 세섬도(12∼15micron) 생산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에서는 일반적

인 Wool과 Cashmere 등의 혼방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Wool 섬유가 가진 기능성에 타 섬

유의 기능성의 부여를 위하여 Cotton, Polyester 등 기타 천연섬유 및 합섬을 혼방하여 강도, 내구성

등을 증대시키면서도 가격은 낮춘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Wool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Wool 섬유의 Handle 영향은 섬유의 끝단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며 Wool 섬유의 열처리 및 초음파

분할 기술을 적용하여 Wool 섬유의 분할화 및 세섬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촉감제어와 고감성을 부

여하고, 소재 간 섬도 차이에 의한 물리적ㆍ감성적 이질감 등으로 인하여 상품화가 제한되고 있는 새

로운 형태의 Wool 소재의 제품 적용이 가능하다.

포름산 열처리 및 초음파에 의한 Mechanical force를 적용하여 Wool 섬유를 분할화 및 세섬화하

는 기술은 일반 Wool을 Cashmere 섬유와 같은 Micro-fibril Wool 섬유로 대체가 가능하며, 결과적

으로 Wool 섬유의 가격 하락 및 캐쉬미어 대체 상품으로서 품질 향상의 의미 뿐 만 아니라

Cashmere 섬유의 과다생산으로 인한 원산지 사막화 현상 방지로 지구환경을 보존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Wool 섬유를 열처리하여 Micro-fibril화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직으로 제

직하여 Micro-fibril Wool의 보온성 향상에 대한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또한 초음파를 적용하여

Wool을 Micro-fibril화 하여 이를 Micro Fibril Wool/실크 및 Micro Fibril Wool/Cashmere 등 다양

한 혼방조건에서의 보온성 향상에 대한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열처리 된 Micro-fibril 된 Wool의 보온성(0.67clo∼0.86clo)은 열처리 되지 않은 일반

Wool(0.61clo∼0.81clo)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실험에 사용된 모든 조직의 소재 및 의복에서 보온성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처리된 Micro-fibril Wool의 혼방소재(Wool 100%, Wool/Silk,

Wool/Cashmere)(0.08clo∼0.13clo) 경우에도 비처리된 소재(0.05clo∼0.08clo)에 비해서 보온성이 모

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고감성 Micro-fibril Wool 본격적인 양산화 공정이 진행된다면Wool 섬유 열

처리 및 초음파 분할기술을 이용하여 Micro Fibril Wool 소재의 특이성과 우수성이 함께 부각되어

차별화된 감성 및 부드러운 고급감이 부여된 소재의 기존 캐시미어 상품 대체가 가능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되며 품질향상으로 일반 Wool 시장의 대체 또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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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융점 폴리에스테르 함유 복합가공사를 사용한 

창가리개용 직물의 특성

성우경

경일대학교 자연계열자율전공학과

Ⅰ. 서론

폴리에스테르(PET)섬유는 기계적, 열적, 내약품성 등이 우수하여 합성섬유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

로 사용된다. 최근 들어 코팅 가공을 통해 일정한 stiffness가 부여된 PET 섬유는 창가리개용을 비롯

한 홈텍스타일, 인테리어 분야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코팅처리는 대부분 PVA 또는 PU에 의해

서 제조되는 바, 이로 인한 까다로운 공정 및 환경문제 등의 불합리한 요소가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의 대체기술의 일환으로 저융점 폴리에스테르(low melting PET: 이하 LM PET로 약칭) 소재가

활용되고 있다. 복합방사에 의하여 제조되는 LM PET는 저융점 폴리에스테르가 고융점의 일반 폴리

에스테르 주위를 둘러싸는 sheath-core 구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LM PET가 사용된 제직물 또는

편직물에 일정 이상의 열을 가하면 sheath부가 용융하여 표면 경화로 인한 빳빳한 터치감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섬유제품에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LM PET가 함유된 직물표면에 감성적 특성을 발현

시킬 목적으로 열처리시 차별화가 유도될 수 있는 복합가공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LM PET와 함께 ATY, ITY, POY, DTY 등의 사가공

을 한 폴리에스테르 복합가공사를 사용하여 3종의 창가리개용 직물을 제직하고, 열융착에 따른 이들

의 표면형상특성 및 염색성을 평가하였다.

Ⅱ. 연구방법

LM PET 함유 복합가공사를 사용하여 제직된 창가리개용 직물 3종(Ⅰ, Ⅱ, Ⅲ)의 사양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fabrics for window covering.

Item Structure warp/weft Appearance Application

Ⅰ Satin
ITY135D(POY85D+Regular50D)/

LM280D(LM140D2ply)

Peach

skin-like
roll screen

Ⅱ Plain/Leno
LM150D/

ITY1500D(DTY300D4ply+LM150D2ply)
Wood-like

combination

screen

Ⅲ Plain/Leno
LM150D/

ATY1200D(DTY300D3ply+LM150D2ply)
Cotton-like

combination

screen

LM: low melting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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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PET 함유 창가리개용 직물에 열융착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열처리온도 210℃에서 handy pin

기구를 사용하여 확포 고정시킨 상태에서 1분동안 건열처리를 하였다. 원사 및 직물표면의 열융착특

성은 현미경기능과 함께 화상분석이 가능한 Video Microscope(IT Plus, Plus Win Co.)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열융착 직물의 염색은 분산염료 3종(C.I. Disperse red 60, yellow54, blue56)을 사용하여 상법에 따

라 염색을 하였다. 염색물의 염색성은 CCM(Datacolor Spectraflash SF600)을 이용하여, 360nm～

700nm의 영역범위에서 광원 D65, 10°조건으로 10nm의 파장간격으로 측정하여 분광반사율곡선 및

색상각 등의 거동으로 평가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경사 및 위사의 특성

Fig. 1은 LM PET 함유 창가리개용 직물 3종(Ⅰ, Ⅱ, Ⅲ)에 사용된 경, 위사의 표면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직물종류에 따라 사용된 경, 위사 원사의 표면특성이 가공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Warp Weft

Ⅰ

Ⅱ

Ⅲ

Fig. 1 Surface photograph of warp and weft of fabrics for

window covering.

2. 열융착성

Fig. 2, 3, 4는 table 1의 사양에 따라 각각 제직된 LM PET 함유 창가리개용 직물 3종(Ⅰ, Ⅱ, Ⅲ)

을 열처리(210℃×1min) 전, 후의 표면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열융착에 의한 경화성이 부여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시료(Ⅰ)은 POY, ITY 복합가공의 경사축 효과에 의한 peach skin과 같은 효과

를, 시료(Ⅱ)는 위사 DTY, ITY 복합가공의 효과에 의한 wood like tone을, 시료(Ⅲ)은 위사 DTY,

ATY 복합가공의 효과에 의한 cotton like tone을 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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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reated

fabric

front side back side

heat treated

fabric

front side back side

Fig. 2. Surface photograph of fabric(Ⅰ) for window covering before and after

heat treating(210℃×1min.).

Leno part Joint part Plain part

untreated

fabric

heat treated

fabric

Fig. 3. Surface photograph of fabric(Ⅱ) for window covering before and after

heat treating(210℃×1min.).

Leno part Joint part Plain part

untreated

fabric

heat treated

fabric

Fig. 4. Surface photograph of fabric(Ⅲ) for window covering before and after

heat treating(210℃×1min.).

3. 염색성

Fig. 5는 (Ⅰ)시료를 열처리(210℃×1min)후 분산염료 3종(C.I. Disperse red 60, yellow54, blue56)

을 사용하여 0.5, 1.0, 2.0%owf의 농도별로 염색을 하였을 때 염색특성을 분광반사율곡선으로 검토한

것으로 red, yellow, blue로 염색된 염색물은 각각 520nm, 450nm, 630nm에서 최저반사율이 나타났

다. 또한 CIELAB계의 색상좌표(a
*
, b
*
)로서 나타낸 Fig. 6으로부터 red, yellow, blue로 염색된 염색

물은 염료농도 변화에 따른 색상각이 거의 변하지 않으며, 3원색에 가까운 색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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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IELAB graph of fabric(Ⅰ)

dyed with disperse dyes.

Fig. 5. Reflectance spectra of fabric(Ⅰ)

dyed with disperse dyes.

Ⅳ. 결론

저온융착을 유도하는 LM PET와 함께 ATY, ITY, POY, DTY 등의 복합가공사를 사용하여 3종의

창가리개용 직물을 제작하고 이의 열융착(210℃×1min)에 따른 표면형상특성 및 염색성을 평가하였

다. 열융착에 의하여 시료(Ⅰ)은 POY, ITY 복합가공의 경사축 효과에 의한 peach skin과 같은 효과

를, 시료(Ⅱ)는 위사 DTY, ITY 복합가공의 효과에 의한 wood like tone을, 시료(Ⅲ)은 위사 DTY,

ATY 복합가공의 효과에 의한 cotton like tone을 표출하였다. 시료(Ⅰ)을 열처리(210℃×1min)후 분

산염료 3종(C.I. Disperse red 60, yellow54, blue56)을 사용하여 염료농도별에 따른 염색특성을 분광

반사율곡선으로 검토한 결과, 각각 520nm, 450nm, 630nm에서 최저반사율이 나타났다. 또한

CIELAB계의 색상좌표(a*, b*)의 거동으로부터 염료농도 변화에 따른 색상각이 거의 변하지 않으며,

3원색에 가까운 색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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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세탁에 따른 스트레치성 편성물의 형태안정성 ․ 태 변화

노의경
1)
·김은애

2)

1)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2)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대내외적 경기불안에도 아웃도어 시장은 5년 새 400% 급성장하고 있다. 이는 주5일제 정착과 웰빙

시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아웃도어 인구가 증가하고, 활동성이 좋은 아웃도어 웨어를

일상복화하면서 아웃도어 웨어는 아웃도어 스포츠에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 삶의 한 부분이자 트렌드

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하체의 움직임이 많고 구부리는 동작이 많은 등산이나 하이킹을 위해서 아

웃도어용 팬츠에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며, 활동성을 고려하여 폴리에스터 또는 나일론에 폴리우레

탄을 혼방하여 의복재료 자체에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다. 열가소성 탄성체인 폴리우레탄은 2～3배 신

장된 상태로, 다른 물성을 가진 섬유들과 혼방되며 착용 및 세탁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에스터/스판덱스 혼방 편성물을 다양한 세탁조건에서 반복세탁하여 스트레치

성 편성물의 형태안정성과 태변화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세탁방법을 제시하고 한다.

시판하는 폴리에스터/스판덱스의 스트레치성 편성물을 세제(알칼리: Persil/Henkel KGaA, 중성:

드럼전용 울샴푸/애경, 기능성: 울샴푸 아웃도어/애경), 경도(70ppm, 250ppm), 세탁온도(15℃, 30℃,

40℃), RPM(30, 40, 50)의 세탁인자를 사용하고, 최소의 실험횟수에서 최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

교회전을 이용하여 도출된 9가지의 세탁조건에 25회 반복세탁하였다. 세탁한 편성물은 ISO 3759에

의해 형태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KES-FB system을 이용하여 역학적 특성치 및 태 평가하였다.

반복세탁에 의해서 소재의 웨일과 코스방향의 형태안정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1회 세탁으로

미세하게 수축한 이후, 점차적으로 웨일과 코스방향으로 신장되었다. 또한 다른 세탁인자들보다도

세제 종류에 따라서 형태안정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알칼리 세제와 중성세제에 의한 변화률보다

기능성 세제에 의한 변화율이 반복세탁 될수록 증가하였다.

반복세탁 후 인장에너지(WT) 및 인장레질리언스(RT)가 감소하여 변형이 잘 안되고 회복도도 저

하되었으며, 굽힘강성(B)은 커지고 굽힘히스테리시스(2HB)는 감소하여 뻣뻣함이 증가 되고, 회복력

도 저하되었다. 전단강성(G)과 전단히스테리시스(2HG)가 증가하여 변형이 어려워지고, 회복성도 감

소하였으며, 알칼리 세제 사용 시 더 전단특성이 저하되었다. 표면특성에서는 반복세탁 및 세탁요인

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탁 후에 압축이 용이하고, 압축회복력이 증가하여 세탁 전보다

소재가 팽팽함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세탁 후 KOHSHI 증가와 FUKURMI 감소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세제와 경도가 감각 평가치에 영

향을 미치고 있었다. 알칼리세제로 세탁시 KOSHI 증가, FUKURAMI와 NUMERI가 감소하며, 중성

세제와 기능성세제는 반대 경향을 보여주었다. 경도도 영향을 미세하게 주고 있었으며 경도가 높을

수록 NUMERI가 감소하엿다.

폴리에스터/스판덱스의 스트레치성 편성물은 알칼리와 중성세제 세탁 시 형태안정성은 우수하지

만, 알칼리 세제로 세탁 시 뻣뻣하고 딱딱해지므로 중성세제로 낮은 경도로 세탁하는 것이 최적의 세

탁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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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 Wear 종류에 따른 노년 여성의 보행특성 분석

김성숙·방하연·김희은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보행은 신체의 가속과 제어를 위해 반복적인 하지 관절의 굴곡과 신전운동을 수반하므로 정상적인

노화과정에 의해서도 관절범위와 근력이 감소되면서 보폭이 좁아지고 보행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러

한 현상은 노인의 활동성이 줄어들면 더욱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들의 걸음걸이는 움

직임이 서툴게 보이고 민첩하지 않으며, 발을 드는 높이가 대체로 낮아 끌면서 걷는 것처럼 보인다

(Song & Hah, 1995). 노년기에 골절 등의 신체적 손상, 기능장애 및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건강문제

중 하나인 낙상은 노인의 활동을 제한시키고 독립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며, 낙상이나 전도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을 초래하는 등 노인의 안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소가 된다

(Gu, M. O. et al., 2005). 그러므로 노년기에 있어서는 바르게 걷는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노화방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양말은 추위에 노출 시 인체의 하지부, 특히 발의 피부온이 저하하기 때문에 표면적이 큰 발

로부터의 체열방산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신발착용에 의해 나타나는 생리반응, 즉

체내의 열방산과 말초혈관의 상호작용에는 양말의 중간역할이 매우 중요하다(Kim C. S & Chung

M. H, 2001). 양말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패션성과 고급성의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발부위의 쾌적

감은 인체의 전체적인 쾌적감에 큰 영향을 미쳐 의복의 일부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

에 최근에는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행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양말은 마찰

완화의 의미로 착용되기도 하는데, 보행이 불완전한 유아 및 노인들에게 보행의 보조수단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의 건강한 보행을 수행할 수 있는 풋웨어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풋웨어 착용에 따른 노년여성의 보행특성을 분석하였다.

65∼75세의 여성 7명이 피험자로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피험자 자신의 평소 착용 양말(이하 평소

양말), 발가락 양말과 버선의 풋웨어를 착용하고 보행을 실시하였고 이를 맨발보행과 비교하였다. 버

선은 시중에 판매되는 투웨이 스트레치성이 있는 소재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발가락 양말은 100%

면소재 제품을 사용하였다. 보행분석에 사용된 Foot Scan을 측정한 도구는 RS-scan system(RS

scan Ltd., Germany)으로 피험자가 Plate (415×675 mm) 위를 보행하면서 얻어지는 data를 통해 발

축각도(Foot Axis Angle), 족저압력의 중심 이동속도, 보행시 발바닥 내측과 외측 접촉거리를 구하

였다. 발축각도는 보행의 진행방향과 족저압력의 중심과의 각도를 측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여성은

5°, 남성은 7°이며(Perry, J. & Burnfield, J. M., 2010), 정상범주는 2～15°에 해당된다. 족저압력의 중

심 이동속도는 보행시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압력 중심 이동속도를 나타낸 것이며, 발바닥의 내측과

외측 접촉거리는 압력중심으로부터 몸 중심쪽의 내측과 몸 바낕쪽의 외측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것이다.

Table 1에서 맨발의 발축각도는 피험자 7인의 왼발과 오른발에서 5.59～22.66°까지 다양하게 나타

났다. 이는 노년여성의 발 형태는 변형된 것이 일반적이며 다양한 발 형태가 존재하여 치수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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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Foot Axis Angle - Right foot

Nude Sock Korean
sock

Toe
sock

S1 12.53 9.48 8.77 8.14

S2 8.02 1.88 2.59 6.70

S3 19.41 16.10 15.60 14.37

S4 21.50 16.29 16.40 20.77

S5 16.98 14.50 13.37 12.06

S6 18.05 15.92 16.10 14.91

S7 9.08 14.12 11.82 17.18

Mean 15.08 12.61 12.09 13.45

SD 5.24 5.28 5.00 4.94

Table 1. Foot Axis Angle

Subject
Foot Axis Angle - Left foot

Nude Sock
Korean
sock

Toe
sock

S1 14.55 14.77 9.62 13.83

S2 5.59 8.67 3.27 6.14

S3 15.03 11.32 13.94 16.18

S4 22.66 11.78 16.05 15.75

S5 13.48 14.27 12.33 15.99

S6 15.30 15.15 11.48 15.45

S7 13.06 10.94 17.53 13.27

Mean 14.24 12.41 12.03 13.80

SD 4.99 2.39 4.71 3.56

이 커(Park, 2005) 보행시의 발축각도도 분산

이 커 진 것으로 생각된다.

노년여성의 평균값으로 비교하였을 때 맨

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 발가락 양말>평소 양말>버선순으로 나

타났다. 한명을 제외한 모든 피험자들은 단

하지 지지 시 오른발 지지가 편하다고 응답

하여 오른발 사용이 많았으므로 오른발의

평소양말, 버선, 발가락 양말의 발축각도 왼

발보다 더 다양하였으며 양말에 영향을 더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력중심의 이동속도는 발가락 양말 착용

보행시의 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평소 양말

과 버선 착용시는 비슷하고 맨발이 가장 늦

었으나 차가 근소하여 압력중심의 이동속도

에 풋웨어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행시 발바닥의 내측과 외측(Medio-lateral)

거리 측정은 맨발>평소양말>발가락양말>

버선순으로 작았으며, 피험자 모두 왼발이

오른발 보다 왼발이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이동의 자연스러운 한 방법인 보행은 개인의 습관이나 신체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며, 잘못된 보행은 발의 피로와 변형 및 낙상, 전도 등으로 인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

년 여성의 보행 연구를 통하여 보행동작 특성과 적절한 풋웨어의 기능이 파악된다면 기능적인 풋웨

어 착용은 노년기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보행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낙상, 전도 등으로 인한 상

해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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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지속수행능력과 기후적응성에 따른 착의행동 분석 

전대근·정운선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웰빙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계절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체온

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이고, 적절한 운동과 의복착용은 체온유지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거 운동을 많이 할수록 기후적응력

이 커졌고 내한력이 증가되어 착의량이 줄었다는 연구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적정착의량 또는 권장

착의량을 제시하여 신체특성에 맞춘 의복처방으로 건강관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정된 표본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제약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동과 기후적응 그리고 착의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운동능력과 관련하여 운동지속수행능력을, 기후

적응성과 관련하여 추위와 더위에 대한 적응력을 조사하였고, 기후관련 착의행동과 기타 인구통계적

인 사항을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2년 5월에 경북지역에서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

사를 실시하였고,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52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인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t 검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를

통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지속수행능력에 대한 내용을 요인분석한 결과, 2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졌고, 운동에 대한

선천적 능력과 관련된 경향성과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화성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경

향성과 강화성을 통해 각각의 성향이 높고 낮음에 따라 4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분류는 유효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둘째, 기후 적응 여부에 따른 집단 분류를 위해 추위와 더위에 대한 각각의

적응력이 높고 낮음에 따라 4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분류 역시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셋

째, 운동지속수행능력에 따른 4집단의 기후관련 착의행동에 대하여 2집단씩 나누어 비교한 결과, 집

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성과 강화성이 모두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집

단의 비교 결과에서는 경향성(+) 강화성(+) 집단이 일기예보와 추위예방에 더 부합하는 착의행동을

보였고, 날씨 변화에 대비한 여분의 옷을 챙기거나 장갑을 착용하는 것과 같이 기후와 관련해 더 적

극적인 착의행동을 보였다. 경향성(+) 강화성(-) 집단과 경향성(-) 강화성(+) 집단의 비교에서는 경

향성(-) 강화성(+) 집단이 추위에 대비하는 착의행동을 보였다. 넷째, 기후적응성에 따른 4집단을 기

후관련 착의해동에 대하여 2집단씩 나누어 비교한 결과,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추위와 더위를 모두 타는 집단과 모두 타지 않는 집단의 비교 결과에서는 추위(+) 더위(+)

집단이 추위예방에 더 부합하는 착의행동을 보였다. 추위(+) 더위(-) 집단과 추위(-) 더위(+) 집단의

비교에서는 일반적인 차이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비교에서 내복이나 장갑의 착용에서는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의류의 착용이 기후적응력보다 유행이나 습관에 기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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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2

동양적 디자인을 활용한 이중직 자카드직 제품의 개발

안영무

한성대학교 의류패션산업전공

1. 서론

동양적 디자인을 활용한 네덜란드 의류용 자카드 이중직 제품개발을 목표로서 첫 번째 기술개발로

서는 네덜란드 디자인 문양 분석 및 오리엔탈 문양의 접목방향을 설정하여 동양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이미지 디자인에 적합한 자체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국내의

다양한 방문 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네덜란드 제품을 정밀 분석하여 한국적인 디자인을 개발하였

다. 두 번째 기술개발로서는 고광택, 고발색 소재를 이용하여 직물 표면에 고급색상을 발현하는 기술

을 개발하였다. 주요 추진내용은 고광택을 발현하는 다단 사염 염법 및 유동 균일화 사염 염법을 개

발하였다. 세 번째 기술개발로서는 염가공 recipe조건 선정 및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주요 추진

내용은 균일품질 확립 및 공정 안정화 기술달성이다.

상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한 주요결과를 국내 공인기관인 FITI연구원의 인증을 획득하였고, 마

케팅 추진전략으로서 아프리카 지역에 헤드타이, 다마스크용으로 수출 판매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세탁치수변화율은 KS K ISO 5077:2002, KS K ISO 6330:1005 6B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단위는 %

로 나타내었다.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 B02:2005, Xenon-arc-lamp, blue scale로 측정하였고 단위는 급으로

표시하였다.

필링시험은 KS K 0501:2005, 브러쉬 스펀지법으로 측정하고 단위는 급으로 표시하였다.

강연도시험은 KS K 0538:2008, 하트루프법으로 경사와 위사방향으로 측정하고 mm단위로 표시하였다.

세탁견뢰도시험은 KS K ISO 105 C06:2002 A2S, 세탁온도는 40℃, 세탁시간은 30분, 0.4% ECE

표준세제, 0.1% 과붕산나트륨, 강구 10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변퇴색, 오염포는 아크릴과 폴리에

스터를 사용하였고 단위는 급으로 표시하였다.

마찰견뢰도시험은 KS K 0650:2006의 방법으로 건조상태와 습윤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고 단위는

급으로 표시하였다.

디자인의 선호도 조사는 내부 주관적 평가 및 외부 주관적 평가, 전문가 평가로 하였다. 내부 주관

적 평가는 각 스트림의 실무 담당자,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 주요 거래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

발된 상품의 디자인 및 상품성을 평가하였다. 외부 주관적 평가는 네덜란드 바이어를 상대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전문가 평가는 거래업체의 디자이너와 전문 바이어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3. 연구 및 고찰

염가공 Recipe 최적화를 하기위한 염가공 조건에서 원단의 광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중합체로

제조된 원사 생산 시 고광택의 원사를 이용한 발현하는 방법이 있고, 후공정의 염가공에서 가공약제

에 따른 신기술 방법으로 실현하였다. 소재는 대부분 공중합체를 이용한 CD폴리머와 광택을 제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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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TiO2를 투입량을 조절하여 광택을 발현하였으며 CD폴리머 가공약제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

하였다.

원사의 물성비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섬 도 ‘s CD 75/24 CD 75/36 CD 150/72

강   력 g 294 285 576

강   도 g/d 3.92 3.80 3.84

신   도 % 24.6 28.5 26.4

초   도 g/d 85 80 81

DSC ℃ 245 244

원사의 단면사진은 그림 1에 나타내었고, 위사줄, 위단, 표면관찰 사진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CD 75/24 원사 CD 75/36 원사 CD 150/72

<그림 1> 사용된 원사의 단면사진

위사방향으로 위단발생 부위 표면사진 위사 방향으로 오염 발생 부위 표면사진

위사방향으로 위줄 발생 부위 표면사진

<그림 2> 위사 줄, 위단, 표면관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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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용 SS-01 제품 원사의 경사는 고광택사 75/36, 위사 고광택사 150/48을 사용하여 제직하였으

며 제직 시 염가공의 탈유정련제 정련 조건을 토대로 필링 발생을 제어하였다. 정련과 호발이 작업

효율상 동욕에서 처리 가능하였고, 호발제의 경우 중성에서 호발이 가능한 약제를 선정하였다. 직물

특성상 액류 염색기보다는 확포된 상태에서 염색할 수 있는 Jigger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었으며, 색

상발현 등 Touch감이 우수하였다. 특히, 염색 시 자카드직물 특성 고유의 문양으로 인한 염색 주름

이 생기는 바, 이를 소량의 욕중유연제를 첨가함으로써 주름방지는 물론 작업상의 무리가 없는 진행

이 되었다.

염색에 필요한 염료는 고광택사에 적합한 분산염법과 Cathonic Dyes를 선정하여 Test하였다. 두

가지 염색방법을 통하여 Test한 결과, CD염색 시 일광견뢰도에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분산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직물의 특성상 사염사로 위사를 제직하여 경사를 염색하는 방

식에 있어 염색조건이 상이할 경우 선염된 원사의 착색될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 이는 적정 pH인

4.5～5 사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염색온도 또한 100℃가 넘지않아야 원하는 Color를 재현할 수 있음.

최종적으로 염색 후 수세가 불충분할 경우, 견뢰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후처리에 적합한 약제

를 선정하여 50℃에서 20～40분간 처리함으로써 완벽한 견뢰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염색 후 Dry하는 공정으로서 건조방식으로는 실린더 건조가공 또는 텐터기에서 1차 예비건조 후,

2차로 큐어링하는 방식이 있는데 본 과제에서는 텐터에서 1, 2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

였다. 열처리기가 끝난 상태에서 후가공 공정을 통한 원단 표면개질 효과를 부각시키는데, 이 때 필

요한 기계로는 원단을 물리적 방법에 의한 압착 방식으로써 캘린더가공, 친스가공 등을 통하여 원단

표면을 매끄럽게하며, Touch를 Soft하게 함과 동시에 쵸크마크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압착방식에

있어서도 표면만 처리하는 방식과 양면을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결정

되었다. 친스가공의 메커니즘은 캘린더롤러의 재질에 따라서도 다양한 Touch감을 부여하며 Paper로

구성된 캘린더가공은 압착율은 낮으나 손 맛이 풍요로우며, 스틸로 제작된 롤러의 경우 압착성과 광

택성은 좋으나 전체적인 손맛이 Paper 느낌을 주었다. 온도는 120℃에서 스피드 25Yd/min가 적정하

였다.

4. 결론

원료를 국내최고의 화섬메이커인 휴비스에서 공급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디자인에 대한 핵심기술

을 바탕으로 제품의 소재, 디자인, 제직, 가공, 염색, 특수가공에 이르기까지 공정 간의 핵심기술을 융

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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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3

남자대학생의 체간부 실루엣에 따른 

기성복 구매실태 및 치수만족도 조사 

임지영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1. 서론

최근에는 남성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패션을 통한 자기표현의 욕구가 커지면서 남성소

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패션산업의 성장률은 점차

정체하는 반면에 남성소비자를 주체로 하는 다양한 패션시장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전대근 외,

2010). 남성소비자 가운데 남자대학생은 주요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으며 대학생 집단이 가장 활발하

게 이성교제를 경험하는 시기로 과거와 다르게 외모관리에 적극적이고 의복에 대한 이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우수진, 최근희, 2011). 기성복은 유행의 흐름이 점점 빨라짐에 따라 디자인이 더욱 다

양화, 전문화되어 소비자들의 개인적 취향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의복의 맞음새는

개인의 기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별, 연령, 체형, 선호하는 패션경향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맞음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체형은 맞음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기성복의 맞음새 선호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석혜정, 김인숙, 2006).

기성복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체가 가진 크기 인자뿐 아니라 인체의 형태를 나타내 주

는 형태인자에 대한 파악 및 입체형상으로서의 인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크기 및 형태인자에 따른 실루엣별 체형분류와 패턴개발에 대한 연구 및 체형별 기성복 맞음새 실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체형과 기성복 치수 맞음새와의 관련 연구를

고찰해보면 체형을 형태인자가 아닌 크기인자, 즉 비만도에 따라 수척, 정상, 비만으로 나누어 맞음

새와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비만도 지수가 동일하더라도 형태인자에 의해 분류된 체

형에 따라 맞음새에 차이가 있을 것이나 실제 실루엣에 따른 기성복 맞음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는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간부 실루엣에 따른 기성복 구매실태 및 치수만족도에 대하여 고찰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부산, 대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만정도와 체간부 실루엣(체

형)을 조사하고 체형에 따른 기성복 구매 및 치수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2년 3월～6월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400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여 356부가 수거되었으며 불완전환 설문지를 제외한 총 323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기성복 구매실태 및 착용만족도를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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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비만정도는 키와 몸무게에 대해 응답하게 한 후 비만지수

(BMI)를 계산하였다. 비만도는 신장과 체중으로 결정되므로 과격한 체중조절 등으로 외모 관리를 하

는 여성의 경우 체형에 따른 맞음새는 비만도에 따른 체형분류가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체격, 체형 등의 외모관리는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루엣을 체형으

로 정의하여 표준형, 역삼각형, 삼각형, 사각형으로 체형을 분류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응답한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와 백분율 구하고 조사대상자의 실제체형에

따른 기성복 구매만족도와 치수만족도 등을 고찰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의복 구

매요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매요인을 도출하고 체형별로 기성복 구매 요인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N-K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남자대학생의 체형 분포

남자대학생의 실제체형에 따른 이상체형 및 비만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실제체형에

따라 이상체형 및 비만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체형에서 이상체형은 모두 역삼각

형 체형으로 나타났으며, 실제체형에 따른 비만정도를 보면 표준체형과 역삼각체형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표준으로 나타났고 과체중, 비만의 순으로 비만정도가 분포되었으나 역삼각체형인 경우 표준

체형보다 비만인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삼각체형의 경우는 해당인원의 53.8%가 비만

으로 나타났으며 비만정도가 표준인 경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체형은 과체중, 표준,

비만의 순으로 분포되어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의 경우 남자 대학생들이 이상체형으로 생각하지 않으

며 동시에 이들 체형에 과체중과 비만인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기성복 구매요인

남자대학생의 기성복 구매시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

은 ‘가격 및 외관성능’, 요인 2는 ‘실용성 및 착용성능’, 요인 3은 ‘감성적 성능’, 요인 4는 ‘물리적 성

능’으로 분류되었다. 체형에 따른 구매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준체형은 가격 및 외관성능을 가

장 많이 고려하고 역삼각체형, 삼각체형, 사각체형의 순으로 요인점수는 낮게 나타났다. 실용성 및

착용성능은 요인 1의 외관성능과는 반대로 삼각체형의 요인점수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각체형,

역삼각체형, 표준체형의 순으로 요인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체형이 구매시 외관성

능을 중요시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로 과체중과 비만의 비율이 높은 체형일수록 외관보다 실용성과

착용성능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 기성복 착용실태

체형에 따른 기성복 착용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색상과 디자인 항목에 대해서 체형집단별로 착용

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역삼각체형, 표준체형, 삼각체형, 사각체형의 순으로 착용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체형의 경우 구매시에는 색상과 디자인을 가장 많이 고려하나 착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역삼각체형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여 이상적인 체형실루엣인 경우 착용시에도 외

관에 대한 착용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비만도가 높은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의 색

상과 디자인에 대한 착용만족감은 표준체형 및 역삼각체형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즈와 체형커버, 동작용이성, 착탈편리 항목의 구매시 착용 만족도는 역삼각체형과 표준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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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의적인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은 기성복 구매시에 실용성과

착용성능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항목에 대한 착용만족도는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기성복 치수적합성

체형 실루엣별로 기성복 치수선택시 기준 신체부위를 조사한 결과 상의 셔츠류는 표준형의 경우

가슴둘레를 의복선택 기준부위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허리둘레와 어

깨너비도 각각 23.4%와 19.0%를 나타내었다. 역삼각형과 삼각형, 사각형은 표준형과는 달리 어깨너

비를 의복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기준부위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가슴너비, 허리둘레, 키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세 개 체형은 비슷한 선택기준으로 상의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

의 바지류는 체형에 관계없이 엉덩이둘레는 하의류 선택시 기준부위로 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러나 표준형과 역삼각체형은 허리둘레, 배둘레의 순으로 구매시 기준부위로 삼고, 삼각체형과 사각

체형은 배둘레를 허리둘레보다 더 고려하는 부위라고 응답하여 표준체형, 역삼각체형과 차이를 나타

내었다.

기성복 착용시 체형별 치수적합성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슴부위는 표준체형을 제외한 나머지 체형

에서 착용시 작다고 응답하였다. 어깨너비는 표준체형과 삼각체형은 잘 맞는 것으로 평가하고 역삼

각체형과 사각체형은 작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상의 치수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동시에 하

의 치수도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도록 체중과 신장에 의해 비만으로 분류되는 소비자일지라도 체형실

루엣에 따른 상의와 하의의 의복치수체계를 다르게 설정해야함을 알 수 있다. 하의 허리부위는 삼각

체형의 경우 가장 낮은 평가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이와 반대로 역삼각체형은 조금 큰 것으로 평가되

었다. 엉덩이부위는 비만의 비율이 많은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의 경우 치수적합성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부위는 표준체형과 역삼각체형은 큰 것으로 평가되었고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은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너비부위의 치수적합성과는 반대로 바지길이는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의 경

우 조금 길게 평가되어 체형실루엣별 부위별 치수적합성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체형별로 하의 수선실태를 조사한 결과 바지폭을 작게 수선하는 빈도가 자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자 대학생의 경우 치수적합성과는 무관하게 바지를 조금 슬림하게 입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허

리부위는 표준체형과 역삼각체형의 경우 작게 수선한다고 하였으며 삼각체형은 크게 수선하는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부위와 밑위부위 여기 표준체형과 역삼각체형은 작게 수선하는 빈도가

크게 수선하는 빈도보다 높고 비만의 비율이 높은 삼각체형과 사각체형은 크게 수선하는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체형별 기성복 맞음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비만도에 따라 체형을 분류하여 맞음새 차이를 조사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기성복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체가 가진 크기 인자뿐 아니라

인체의 형태를 나타내 주는 형태인자에 대한 파악 및 입체형상으로서의 인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이므로 본 연구는 실루엣을 체형으로 정의하여 체형별 맞음새 실태를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결과

는 체형에 따른 패턴 개발과 기성복 치수체계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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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4

노년 남성의 토르소 원형 개발을 위한 체형 연구
- 60대를 중심으로 -

김주연·이효진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Ⅰ. 서론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선진국의 경우 노년층은 충분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 집단으로 성장하며

의류업체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Seok & Lim, 2009). 우리나라도 점차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등으로 노인들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노년층은 구매력을 보유한 주요 소비자 집단으

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성복

시장 역시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실버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성복 업체에서는 노년을 위한 의복치수체계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년층

을 대상으로 한 의복 구성시 노년층의 체형적 특징 또한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남성복은

여성복에 비해 치수에 의한 실루엣의 차이가 작아(Kim & Lee, 2002) 남성 기성복 업체에서는 특별

히 노년 남성 체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노년층의 의복에 대

한 실태조사(Cho et al., 1995)에서 치수 및 맞음새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기

에는 신체적으로 다른 연령층 보다 많은 체형변화를 겪게 되며, 심리적으로도 우울증, 불안, 소외감,

자아상실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Kim & Lee, 2003).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질이 감소되

고 사회․경제적 지위 능력이 저하하여 사회 계층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이므로(Lee&Lee,

1995) 노년층에게 의복은 약화된 사회적 권위를 높여주고, 소속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하는 심리적

요인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노년기 의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의복 구성학 분야에서는 체형분석 및

의복설계에 관한 연구(Kim & Seong, 2002; Kim & Lee, 2003),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Kim, 1998;

Lee& Lee, 1995), 치수규격에 관한 연구(Kim, 2004) 등이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년층을 포함한 남성의 체형 및 패턴설계 등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노년 남성의 상반신 체형 및 패턴관련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6차 인체치수조사사업(sizekorea, 2010)’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거동이 자유

로운 60세～70세 사이의 노년 남성의 상반신 체형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성복업체의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체형 적합성이 좋은 토르소원형을 개발하여 기성복 설계의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분석항목

본 연구에서는 의류치수 설정 및 체형분석, 원형제작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수집된 업체의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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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기타 의복 구성학 관련 문헌을 참조하여 분석항목을 선정하였다. 부위별 항목은 높이항목

14항목, 길이항목 23항목, 둘레항목 12항목, 너비항목 7항목, 두께항목 7항목, 각도항목 2항목, 지수항

목 17항목, 계산항목 1항목, 각도항목 2항목, 기타 1항목 등 총 84항목이다.

2. 연구내용 및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18 for Windows Program을 사용하였다. 60대 남성의 상반신 체형을

유형화하고 체형별 형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상반신 체형의 구성요인 추출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신 체형의 다양한 형태를 몇 개의 특징적인 형태로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항목을 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류된 요인별 유

형의 체형 차이와 유형구조를 검정하기 위한 분산분석과 집단 간 차이검정을 위해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상반신 체형 구성요인의 추출결과

노년 남성의 상반신 체형별 특징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높이항목 14항목, 길이항목 23항목, 둘레항

목 12항목, 너비항목 7항목, 두께항목 7항목, 각도항목 2항목, 지수항목 17항목, 계산항목 1항목, 각도

항목 2항목, 기타 1항목 등 총 84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체형 특성 파악에 유효한 47개

항목을 선택하고 최종 요인분석에 투입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상반신 구성요인은 6개로 추출되었으

며, 총 설명력은 80.17 %로 나타났다. 체형 특징을 살펴보기 위한 요인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상반신의 둘레, 너비, 두께와 관련한 항목 및 몸무게로 0.6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반신의 앞․옆면의 수평크기 및 비만정도와 관련한 요인으로 ‘상반신 비만 요인’으로 명명하

였다. 7개의 요인 중 가장 값이 크며 고유치는 17.80으로 전체변량의 37.86%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

2는 허리높이, 겨드랑높이, 키 등 신체의 수직 길이와 관련된 항목이 7.29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나타

내었다. 이는 전반적인 신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신체 수직 크기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치는 10.61 이며, 설명력은 22.57%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상반신 앞면의 종적인 길이와 관련된 항목에 높게 부하하여 ‘상반신 길이 요인’으로 명명

하였다. 대표항목으로는 허리높이/목뒤높이, 앞중심길이, 등길이 등의 순으로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

으며, 고유치는 3.23이며 전체변량의 6.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어깨사이길

이, 어깨너비, 어깨가쪽사이길이 등 어깨발달 정도와 관련된 항목에 높게 부하하여 ‘어깨 발달 요인’

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2.38이며 전체변량의 5.0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5는 겨드

랑앞벽사이길이/겨드랑뒤벽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 등 상반신 앞면의

가슴부위의 발달과 관련된 항목으로 0.7이상의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반신 앞면, 특히 가슴부

위의 형태 및 발달정도를 반영하는 항목으로 ‘가슴발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2.05이며, 설

명력은 4.37%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요인 6은 왼쪽 , 오른쪽 어깨 경사각 등으로 어깨처짐 정도

와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깨처짐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1.64이며, 전체변

량의 3.49%를 성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년 남성의 상반신 체형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상반신 비만요인’, ‘신체 수

직크기 요인’, ‘상반신 길이 요인’, ‘어깨 발달 요인‘, ‘가슴 발달 요인’, ‘어깨처짐 요인’ 등을 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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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허리둘레 .94 .03 .09 .10 .016 -.019

배꼽수준허리둘레 .93 .06 .07 .11 .030 -.001

허리두께 .93 -.04 .06 .03 -.004 .013

허리너비 .92 .10 .08 .05 .062 .102

배꼽수준허리두께 .92 -.00 .07 .03 .003 .013

배꼽수준허리너비 .89 .09 .04 .03 .103 .110

젖가슴두께 .86 -.06 .00 .01 .063 .027

젖가슴둘레 .84 .08 .11 .29 .125 -.005

가슴두께 .84 -.04 -.06 .01 .107 .062

몸무게 .84 .32 .24 .21 .081 -.019

엉덩이둘레 .83 .29 .10 .11 .086 .093

가슴둘레 .84 .08 .12 .36 .101 -.045

벽면몸통두께 .81 -.08 .18 .11 -.056 -.103

엉덩이두께 .79 .13 .09 -.02 .062 .038

목둘레 .71 .11 .25 .09 -.029 .004

젖가슴너비 .63 .19 .14 .33 .139 -.037

겨드랑두께 .66 -.01 .12 -.01 -.007 .036

엉덩이너비 .64 .41 .08 .09 .051 .189

허리높이 .11 .95 -.17 .07 .012 -.001

겨드랑높이 .07 .95 .16 .04 .004 -.070

어깨가쪽높이 .14 .95 .20 .03 .002 -.099

어깨높이 .13 .95 .20 .03 .016 -.066

배꼽수준허리높이 .01 .94 -.12 .09 .017 .033

목뒤높이 .12 .94 .23 .12 .022 .012

키 .10 .93 .22 .13 .052 .027

눈높이 .08 .93 .21 .14 .075 .025

위앞엉덩뼈가시높이 .02 .91 -.14 .06 .010 .087

샅높이 -.10 .89 -.16 .03 .057 .052

머리위로뻗은주먹높이 .06 .89 .13 .21 .120 .056

총길이 .16 .88 .25 .09 -.024 .005

엉덩이높이 .05 .84 -.11 -.07 .049 .162

주먹높이 .15 .77 .31 -.09 .008 -.172

무릎높이 .03 .73 -.16 .09 .020 -.168

허리높이/목뒤높이 -.01 .30 -.82 -.06 -.013 -.023

앞중심길이 .27 .12 .78 .13 .161 -.014

등길이 .03 .39 .73 .09 -.039 .049

배꼽수준앞중심길이 .40 .11 .68 .11 .128 -.070

배꼽수준등길이 .20 .36 .67 .11 -.026 -.022

목옆허리둘레선길이 .32 .23 .64 -.06 .149 .061

어깨사이길이 .28 .12 .10 .87 -.152 .085

어깨너비 .28 .24 .11 .76 .152 -.101

어깨가쪽사이길이 .27 .22 .10 .74 .031 .363

겨드랑앞벽사이길이/겨드랑뒤벽사이길이 -.09 -.01 .05 -.30 .881 -.093

겨드랑앞벽사이길이 .30 .17 .14 .26 .811 .179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 .40 .10 .11 .15 .766 -.057

오른쪽어깨경사각 .03 -.08 -.02 .11 -.016 .898

왼쪽어깨경사각 .13 .03 .02 .03 .005 .898

고유치 17.80 10.61 3.23 2.36 2.05 1.64

변량(%) 37.86 22.57 6.86 5.01 4.37 3.49

누적변량(%) 37.86 60.35 67.30 72.31 76.68 80.17

<표 1> 요인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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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반신 체형의 형태 분류 및 특징

노년 남성의 상반신 체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항목의 요

인점수를 독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 남성의 상반신 체형을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유형별 요인점수와 형태 관련 항목인 지수 항목과 크

기항목의 평균에 대해 각각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체형 1은 71명으로 전체의 26.5%를 차지하였다. 상반신 비만 요인, 상반신 길이 요인, 어깨 발달

요인, 가슴 발달 요인, 어깨처짐 요인 등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낸 반면에 가슴발달 요인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체 수직 크기요인에서 중간 값을 나타내므로 이 체형은 비교적 마르고,

키가 작으며, 어깨가 왜소하고 쳐졌으나 가슴이 발달한 체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형 2은 103명으

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였다. 상반신 비만 요인, 상반신 길이 요인, 어깨 발달 요인, 어깨처짐 요인

등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이고 있으며, 신체 수직크기 요인 값이 가장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

슴발달 요인은 중간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체형은 키가 작으나 상반신이 길이가 길고 상반신이

전체적으로 발달한 체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형 3은 91명으로 전체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체형은 신체수직 크기 요인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 가슴발달 요인은 가장 낮은 값을 보이

고 있다. 이 외에 상반신 비만요인, 상반신 길이요인, 어깨발달요인, 어깨처짐 요인 등은 중간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키가 크지만 가슴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보통 체형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체

형 1을 ‘가슴이 발달한 마른 체형’, 체형 2를 ‘키가 작고 상반신이 발달한 체형’, 체형 3을 ‘키가 크고

가슴이 빈약한 체형’ 이라 명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룰 연구를 통해 기성복업체의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체형 적합성이 좋은

토르소원형을 개발하여 기성복 설계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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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5

다이닝 패션소품의 사용실태와 디자인 선호

김순분·최영림·이영숙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조형예술연구소

1. 서론

경제 성장에 힘입어 주거 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홈패션이나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 소비자들이 가족과 공간을

공유할 시간이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 공간의 고급화와 웰빙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식품업계를

휩쓴 웰빙 열풍은 식품 자체에 있어서는 푸드스타일링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탄생시켰고, 식탁을 구

성하는 식기와 다이닝 패션소품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이닝 패션소품은 주방 및 식탁에

서 사용되는 패션소품 전체를 포괄하며 본 연구에는 에이프런, 식탁보, 탑클로스, 러너, 플레이스매

트, 냅킨(원단), 냄비장갑, 냄비받침, 의자방석커버, 등받이커버 등 섬유 소재로 제작된 제품들을 의미

한다. 이러한 다이닝 패션소품은 웰빙과 불황의 영향으로 ‘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발전하

고 있다. 그러나, 홈패션 제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침구와 에이프런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이닝 패션소품의

사용실태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다이닝 패션소품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다이닝 패션소품의 사용실태와 선호 디자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인적사항 11문항, 다이닝 패션소품의 사용실태 6문항, 다이닝 패션소품 선호도 6문항, 총 23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명목척도와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앞서 다이닝 패션소품의 사진을 제시

하여 명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12년 10월 15-21일이며, 조사대상은 여성

20대(25-29세) 106명, 30대(30-39세) 105명, 40대(40-49세) 101명, 50대(50-59세) 103명, 총 415명이

다.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결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연령대별 다이닝 패션소품 사용 여부를 비교하였다. 다이닝

패션소품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여부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1,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2, 가끔 사

용한다 3, 자주 사용한다 4, 꼭 사용한다 5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연령대별로 다이닝 패션소품 사

용 여부를 비교하였으며 사후분석은 Duncan test를 사용하였다.

표의 결과와 같이 에이프런, 식탁보, 탑클로스, 플레이스매트, 냅킨, 냄비장갑, 식탁의자방석, 식탁

의자등받이커버 항목은 .05 수준에서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대부분의 항목에

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이닝 패션소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너와 냄비받침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 러너는 거의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냄비받침(원단)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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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대

유의
확률

20대 30대 40대 50대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에이프런
2.5 1.24 2.9 1.08 3.3 1.09 3.3 1.08

.000***
A B C C

식탁보
2.3 1.49 2.1 1.34 2.4 1.38 2.9 1.49

.001**
A A A B

탑클로스(Topcloth)
1.4 0.72 1.4 0.76 1.6 0.81 1.8 0.82

.000***
A AB B BC

러너 1.7 1.24 1.6 1.04 1.8 1.10 2.0 1.20 .170

플레이스매트
1.4 0.94 1.9 1.03 1.9 1.15 2.0 1.11

.001**
A B B B

냅킨(원단)
1.4 0.85 1.8 0.92 1.8 0.97 1.8 0.87

.004*
A B B B

냄비장갑
3.5 1.24 3.8 1.08 3.9 1.10 3.7 1.00

.037*
A B B AB

냄비받침(원단) 4.3 0.83 4.4 0.69 4.4 0.84 4.5 0.67 .553

식탁의자방석
2.1 1.38 2.2 1.24 2.4 1.36 2.5 1.32

.046*
A AB AB B

식탁의자등받이커버
1.6 1.05 1.8 1.07 1.9 1.17 2.0 1.09

.040*
A AB AB B

*P<.05 **P<.01 ***P<.001 Duncant-test A<B<C

<표 1> 연령대별 다이닝 패션소품 사용 여부 비교

그림은 식탁의 사용 유형에 대한 질문의 응답 결과이다. 유리를 놓고 사용하는지, 식탁보, 탑클로

스, 러너 등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57.8%가 유리를, 26.7%가 식탁보를 사

용하였으나 탑클로스, 러너, 플레이스매트의 사용 비율은 각각 5.5%, 11.6%, 10.4%로 낮았다. 유리나

식탁보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식탁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49.4%에 달했다.

[그림 1] 식탁 사용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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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6

  부산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환자복 실태조사

김미성
1)
·이정란

2)

1)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2) 부산대학교 의류학과․노인생활환경연구소

1. 서론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및 의료산업의 경쟁과 개방으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의

국제적 이동량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료관광 산업이 각

국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의료관광 총람, 2012). 의료관광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길며, 특히 미용이나 성형, 건강검진, 간단한 수술 등으로 찾는 환자의 경우 관광을 연계하여 머물기

때문에 체류 비용이 높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김효재, 2012). 양질의 의료서비스

와 휴양, 레저, 문화 활동 등이 복합된 의료관광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의료법 개정을 계기

로 국가의 新성장동력 산업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

료비가 낮아 해외환자를 불러오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김철중, 2009). 이러한 가운데 외국

인환자에 대한 성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 및 의료기관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부산지역의 경우 보건 위생과와 의료산업협의회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매체 홍보활동

및 코디네이터 양성, 통역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의료관광 포럼구성 등의 의료관광 마케팅 활

동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김동영, 2010). 현재 부산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록 기준으로 부산 시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 규모이다(한국의료관광 총람, 2012).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의 일

환으로 방한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의료관광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외국인 환자복 개발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의

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환자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부산지역의 외국인 환

자 유치등록을 한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대상 기관의 외국인 환자복 실태를 조

사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기간은 2012년 9월에서 10월까지이며 부산 지역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개인병원 21곳의 국

제 진료센터 담당자 또는 국제 진료부서가 따로 없을 경우,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병원의 의료관광 현황 및 외국인 환자복 실태를 설문 및 면접 조사하였다. 병원 선정은 의료

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병원들 중에서 국제 진료센터

가 있는 병원과 대학병원,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일대, 해운대 일대의 병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

으며, 조사는 각 병원에 전화로 먼저 승낙을 얻은 다음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질문 문항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인 문항을 포함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관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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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기 위해 진료과목 및 외국인 환자의 병원 방문 경로, 방문 목적, 국적 그리고 외국인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 유무, 통역업무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별도 환자복의

제공여부 및 보유 항목, 보유 디자인과 전체 환자복의 보유치수, 구입경로, 외국인 환자복 개발의 필

요성에 관한 문항을 통해 외국인 환자복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수거된 21부의 응답 자료

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인구통계학적 문항, 외국인 환자의

방문 비율, 외국인 환자 전담 코디네이터 유무, 외국인 환자복 제공 여부, 전체 환자복 보유치수 및

구입방법, 외국인 환자복 개발 필요여부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모두 중복응답으로 처

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의료관광 현황

우선 인구통계학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6.2%가 여자로, 연령은 30대가 47.6%, 다음

으로 40대, 20대 순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대졸이 57.2%, 대학원졸 이상, 전문대졸 순이었다. 직업은

행정직이 62.0%로 가장 많았고, 기타, 코디네이터, 간호사 순으로 기타직업에는 한의사, 매니저, 홍보

기획, 상담 및 피부 관리직이 있었다. 조사 대상 병원의 의료관광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진료과목은

종합병원이 45.6%, 개인병원이 54.4%였으며 개인병원의 전문 진료과목은 내과(22.7%), 피부 및 성형

외과(13.6%), 신경외과(9.1%), 가정의학과(4.5%), 한방과(4.5%) 순이었다. 외국인 환자의 병원 방문

경로는 경험자의 소개를 통해서(28.6%), 에이전시를 통해(22.9%), 인터넷이나 잡지 등 개인적인 정보

수집(20.0%), 여행사 소개(17.1%), 친지의 소개(11.4%)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의 방문 목적은

검진이 33.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단순 검진뿐만 아니라 고가의 암 검진도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시술이 33.3%, 수술이 27.6%로 피부 및 성형외과의 경우 수술 및 시술 환자가 대다수였다. 그 외의

6.1%는 복합적인 건강상의 이유와 상담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였다. 전체 방문 환자 중 외국인 환자

의 비율이 약 10%내외라고 응답한 병원은 3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9%의 병원이 약 5%내

외, 약 1%내외, 약 0.5%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9.5%의 병원은 외국인 환자 비율이 약 3%내

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전체 국적으로는 러시아 환자가 21.5%로 가장 많

았고, 중국(19.0%), 미국(15.5%), 일본(14.3%), 캐나다(11.9%), 몽골(10.7%) 순으로 그 외의 7.1%에

해당하는 기타국적으로는 브라질,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스리랑카,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인도,

남아공, 동남아 등으로 나타났다. 주로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주요 국적을 살펴보면 러시아

(46.4%), 중국(17.9%), 일본(10.7%), 미국(10.7%) 순으로, 기타(14.3%)로는 캐나다, 동남아로 나타났

다. 여기서 중국과 일본 환자가 가장 많다고 응답한 경우는 피부 및 성형외과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

타났다. 각 병원의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는지 알아본 결과, 있다고 한 병원

이 57.1%로 과반수 이상이었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환자가 병원 방문 시부터 자국으로 돌아가기까

지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데 진료 예약, 통번역 서비스, 입출국 관리와 외국 보험처리 및 각종 행

정 업무, 숙박과 관광, 쇼핑 등을 맡아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 병원에서 통역이 가능하다고 한 언어

로는 영어가 3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일어(23.3%), 중국어(20.0%), 러시아어(16.7%), 몽골어

(3.3%), 베트남어(3.3%) 순이었다. 통역업무에 관해서는 병원마다 상황이 일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

데,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는 경우인 13.0%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환자 담당 코디네

이터가 동시에 한다와 기타로 응답한 비율이 43.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타 응답을 살펴보면 통

역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병원 내에 통역이 가능한 직원이 있다고 하였다. 또는 러시아어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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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네이터가 통역을 맡고 영어를 포함한 그 외의 언어는 일정 기간 동안 통역사에게 의뢰한다고 하기

도 하였다.

2) 환자복 실태

외국인 환자를 위한 환자복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아직 의료기관의 준비가 미흡한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병원 중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별도의 환자복을 보유한 병원은 단 2곳(9.5%)

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는 국내 환자와 같은 환자복을 제공하고 있다(90.5%)고 하였다. 별도로 외국

인 환자복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에서는 국내 환자복과의 차별요소로 외국인 환자를 위한 큰

치수의 환자복을 따로 구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항목으로는 검진복과 입원 환자복을 보유하고 있

었다. 각 병원의 전체 환자복의 보유 치수를 조사한 결과 병원별로 1종부터 7종까지 구비되어 있었

으며, 가장 많은 병원에서 대, 중, 소의 3종(28.9%)으로 치수를 구분하고 있었다. 4종(19.0%)의 경우

대, 중 ,소에 보통 특대를 추가하였으나, 한 곳에서만 특대가 아닌 소아용을 추가로 구비하고 있었다.

2종(23.8%)을 보유한 병원에서는 환자복을 대, 중 또는 남, 여로 구분하였고, 1종(14.3%)은 프리 사이

즈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종(9.5%)의 경우 남, 여로 구분하여 각각 대, 중, 소 또는 소아용(S,

L), M, XL, 2XL로 나누었고, 1곳에서는 S에서 4XL까지 7종(4.8%)의 다양한 치수를 구비하고 있었

다. 환자복을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거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서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1%,

공개입찰이 19.0%, 인터넷이 19.0%, 렌탈이 4.8%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복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

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였던 반면, 치수체계 개발에 관한 문항에서는 76.2%의 응답자가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여 외국인용 환자복의 디자인보다 치수체계 개발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

아 환자의 경우 체격이 크기 때문에 기존 환자복이 작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복부비만과 큰 신장을

고려한 환자복 개발이 요구되었다. 또한, 내국인에 비해 체격이나 신체조건이 다른 외국인의 신체치

수를 반영하여 더욱 다양하고 맞음새가 좋으며, 수술부위에 맞는 환자복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또한 발치수가 큰 외국인의 경우 슬리퍼 제공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검진복의 경우에는 슬리

퍼와 세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발치수를 반영한 슬리퍼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환자복에 한국의 유니크한 문양을 넣어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

한국이나 방문 병원에 대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디자인과 외국인 환자의 기호와 감성을 반영

한 환자복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환자복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부산지역 병원의 의료관광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 대상 병원의 외국인 환자복 실태를 설문 및

면접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진료과목은 종합병원이 가장 많았고, 외국인 환자들은 주로 경험자의 소

개를 통해 병원을 방문하며, 검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중 외국인 환자의 비율은 약 10%내외인 병원이 가장 많았고,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전체 국

적과 주요 국적 모두 러시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병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 환자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통역이 가능한 언어는 영어가 가

장 많았다. 통역 업무는 병원마다 상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코디네이터가 동시에 하거

나 통역지원 서비스를 이용, 또는 코디네이터나 다른 직원이 가능한 언어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통

역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외국인 환자복의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아직 의료기관

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국내 환자와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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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환자복을 따로 구비해둔 경우, 디자인은 국내 환자복과 동일하나 체격이 큰 환자를 위

해 큰 치수의 환자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복의 보유치수는 대, 중, 소의 3종

으로 구분한 병원이 가장 많았고, 구입은 주로 거래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다. 외국인 환자

복의 개발에 관해서는 치수개발에 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환자복 치수개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 환자의 기

호와 감성을 반영한 외국인 환자복과 슬리퍼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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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7

아동 민속놀이를 응용한 어린이집 활동복 개발

문명옥·엄정옥·이진숙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 서론

아동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각종 놀이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하

는데 아동 위주의 민속놀이는 아동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 이

외에도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면서도 아동 발달 단계를 촉진 시킬 수 있는 교육적 특징으로 유아

교육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이나 놀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서적, 신체적 교육 효과가 있는 아동 민속놀이를 문양으로 활용하여 어린이집 활동

복을 개발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활동성과 상징성을 갖

춘 차별화된 어린이집 단체복으로서의 활동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어린이집 활동복과 아동 민속놀이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동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갖게 하고 실외 활동 시 통제의 원활함과 아동들

의 자유로운 신체적 활동 등을 위해 대부분이 단체복을 착용하고 있다. 원복과 활동복을 구분하여

착용하는 유치원에 비해 규모가 작은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간단한 티셔츠와 바지 형태의 옷이나

트레이닝복 형태의 단체복인 활동복으로 원복의 역할을 겸하여 착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활동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 활동복은 원복의 상징성과 소속감을 키우는 역할과 함께

움직임이 많이 요구되는 놀이 및 교육 활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아의 심리적 안정감, 만족감, 자아

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활동복은 어린이집을 홍보할 수 있는 상

징성을 잘 표현하고 아동의 신체적 활동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 기능성도 갖추어야 하며 아동들

의 정서적 함양에도 적절히 기여할 수 있는 의복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살펴

본 어린이집 활동복 제조업체의 동복 디자인은 점퍼와 바지의 트레이닝복 스타일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주로 어린이집 로고나 어린이집 명으로만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어 다양성과 차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아동복의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트레이닝 스타일 일색에서 벗어나

활동복 특유의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활동복이 통학복의 역할도 겸할 수 있는 등의 디자인 컨셉에 따

라 다양한 스타일의 활동복이 제안되어 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아동민속놀이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가 계승 변모한 놀이들 중 놀이의 주체가 아이들이 되는 민속

놀이로 협동심과 자율성, 엄격한 규칙성을 지닌 특징이 있다. 아동 민속놀이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감

정을 키워주며 체력단련과 지능발전에 유익한 놀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하면

서 다음 단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특징을 가진다. 어린이집에 다

니는 유아기의 아동들은 자아 정체감의 발달에 있어 매우 민감하고 결정적인 시기(Seo et al, 2010)

이며 모든 분야의 선호가 결정되는 시기(Lee et al (2003)이므로 세계화의 환경에서 자기 문화를 전

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우리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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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한 방법 외에도 전통문화를 가까이서

느끼고 접할 수 있도록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착용하는 활동복에 아동민속놀이를 활용함으

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친근함을 좀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즉 전통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정체성 확립 뿐 아니라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과 사회성을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매

개체가 될 수 있는 아동들의 민속놀이를 어린이집에서 활동복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어린이집 활동복 개발

유아교육기관 단체복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의 교사, 학부모, 아동들의 선호 경향을 바탕으

로 인터넷 쇼핑몰에 나타난 어린이집 활동복 디자인 현황에서 나타난 트레이닝 스타일 일색인 활동

복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어린이집 활동복을 개발하였다.

어린이집 활동복은 3가지 디자인 컨셉에 따라 디자인하였으며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개발하였

다. 디자인 1은 기존의 어린이집 활동복에서 많이 착용하고 있는 트레이닝복 스타일의 특성을 살리

면서 캐쥬얼함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데님과 니트 소재를 함께 사용함으로서 활동의 편리함과 캐주얼

함을 돋보이게 하였다. 디자인 2는 통학복으로서의 원복을 대신할 수 있는 세미정장 스타일로 우븐

과 니트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디자인 1, 3과 다르게 칼라의 형태로 남녀 구별하여 남아는 셔츠 칼라,

여아는 플랫 칼라로 다르게 디자인하였고 세미정장 느낌을 강조하였다. 디자인 3은 스포츠웨어의 트

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스포츠웨어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기능성과 활동성을 살려 스포티함

을 강조하였다. 활동복의 색상은 선행연구에서의 교사, 학부모, 아동들의 선호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활동복 업체 조사에서 나타난 색상들 중 높은 빈도를 보인 노란색을 중심으로 디자인에 따라 톤을

조절하였다. 디자인 1은 원색톤의 노란색을 사용하여 청색 데님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소매중심선

과 바지의 옆선에 빨강색으로 라인을 덧대어 산뜻함을 부각시켰다. 디자인 2는 정장풍의 온화한 느

낌의 표현을 위해 파스텔톤으로 노란색과 파란색을 사용하였다. 디자인 3은 원색톤의 노란색과 오렌

지색을 조화시켜 스포츠웨어의 트렌드를 반영한 기능적이고 슬림한 형태를 돋보이도록 하였다. 상의

의 여밈은 디자인 1, 2, 3 모두 입고 벗기 편리한 풀 오픈 스타일로 지퍼를 사용하였으며 하의에는

지퍼를 달지 않고 입고 벗기 편리하도록 신축성이 있는 고무밴드 처리하였으며 부분적으로 립을 사

용하여 실용성과 활동성을 주었다.

아동 민속놀이는 문양으로 활용하였으며 Ko, Y., & Kim, M. (2012)의 연구에서 유아가 선호하는

캐릭터로는 기계캐릭터 다음으로 동물 캐릭터를 선호하였으며 활동복 제조업체 현황 조사에서 동물

캐릭터중 사용빈도가 가장 높고 유아들에게 친숙한 동물이 곰을 캐릭터화 하였다. 아동 민속놀이 종

류는 선호도와 인지도가 높고 남녀 구별 없는 연날리기를 선택하여 남녀 곰돌이가 연날리기를 하는

모습을 문양으로 하였으며 어린이집명과 로고를 함께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나타내는 상징 효과도 함

께 표현하였다.

어린이집 교사 10명, 어린이집 아동의 학부모 10명, 패션 전공자 10명으로 구성한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3가지 활동복에 대한 평가를 각각 실시하였다. 활동복에 대한 평가 내용은 어린이집 활동복

으로서의 적합, 컨셉과의 적합, 형태, 색상, 여밈, 문양 등이며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으며 보완 및

수정 사항은 문항별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와 수정 및 보완 사항에 의하여 3가지 어린이집

활동복을 각각 수정 보완하여 3가지 컨셉 별로 활동복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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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트레이닝복 스타일의 캐쥬얼함을 강조한 활동복, 통학복으로서의 세미정장 스타일의 활동복, 스포

티함을 강조한 활동복 등의 서로 다른 3가지 컨셉의 활동복을 개발 제안하였다. 공통적으로 아동 민

속놀이인 연날리기를 하고 있는 곰돌이를 문양으로 사용하여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어린이집의 획일화 된 활동복에 비해 의미 있고 차별화가 가능하리

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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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88

의복설계를 위한 중년 여성의 체형 변화에 관한 연구
- Size Korea 직접 측정치를 기준으로 -

남영란
1)
·최혜선

1)
·이진희

2)

1)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2)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

1. 서론

중년 여성의 사회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알파우먼’, ‘골드미스’와 같은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

다. 이들은 대체로 30대-40대의 여성을 지칭하며 학력이 높고 사회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계

층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중년 여성은 사회적 지위와 함께 구매력도 왕성하여 패션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집단이며, 이제는 중년 여성들이 패션을 리드하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최근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의 변화를 살펴보면 디자인, 컬러뿐만 아니라 사이즈에 특히 민감한 편

이다. 이에 부응하여 패션 업계에 붐을 일으킨 ‘44사이즈’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영향

으로 최근에는 일부 중년 여성복 브랜드에도 아예 ‘55(S)/66(M)’ 사이즈만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년의 대표 사이즈였던 77(L)사이즈가 사라지는 분위기다. 40-50대 여성의 체형이 점점 날씬해지는

데다 취향 역시 젊어지고 있는 추세로 일부 여성복 브랜드에서는 보다 젊은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서 L사이즈를 생산하지 않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성복 트렌드는 사이즈가 줄어들고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원피스형 티셔츠, 스키니진이 유

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다이어트나 몸매관리에 민감해지는 여성들은 체형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해가 지날수록 중년 여성 체형의 변화 양상도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체형에 따라 중년여성들의 소

비패턴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최근 비키니, 스키니 스타일의 팬츠 등의 몸매를 부각시켜 주는 옷

을 찾는 중·장년 여성 고객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현장에서도 변화되는 중년 여성의 연령별 체형의 형태

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트렌드를 반영한 의복 설계에 적극 노력해야 한

다. 하지만, 중년 여성의 체형 변화 경향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며 과거의 체형과는 다르게 변화양

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를 의복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관련 산업체에서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의류학 연구 분야에 개재되었던 ‘중년 여성 체형’ 관련 선행 연구의 중년의

연령 구분 양상을 살펴보는 동시에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Size Korea 데이터의 활용을 분석

한다.

둘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계측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사업

(Size Korea) 1차(1979년) - 6차(2010년)의 국민표준체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중년여성의 체형 변

화 양상과 최근 중년여성의 체형 특징을 규명하여 관련 패션 업계에 변화하고 있는 중년 여성의 체

형의 흐름을 인식시키고 이를 반영한 트렌드에 적합한 의복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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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의류학 분야의 ‘중년 여성 체형’ 관련 주제로 개재된 논문을 검색하여 선행 논문의 시기에 따른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자에 따른 중년의 연령구분 양상을 분석하는 동시에 Size Korea

데이터 자료 활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활용된 논문은 1993년- 2012년 사이에 개

제된 논문 총 53편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2) Size Korea의 1차 인체치수조사(1979년), 2차 인체치수조사(1986년), 3차 인체치수조사(1992년),

4차 인체치수조사(1997년), 5차 인체치수조사(2004년), 6차 인체치수조사(2010년) 의 자료를 바

탕으로 중년 여성의 전체적인 의복설계와 체형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대표 항목을 토대

로 각 항목에 대한 평균값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연령은 선행 연구에서

중년으로 정의하고 있는 모든 연령을 포괄할 수 있다고 판단된 30대-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연령은 30-34세, 35세-39세, 40-49세, 50-59세, 60-69세의 5개의 연령 집단으로 구분

하여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3. 연구 결과

1) 의류학 분야의 ‘중년 여성 체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보여지고 있는 Size Korea 자료의 활

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0년대의 논문은 체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계측 또는 간접 계측을 통해 체형을 분

류하고 연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0년대가 되면서 연구자가 직접계측을 하는 하는 경우는 줄어

들고 점차 Size Korea의 직접계측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Size

Korea의 3차원 데이터도 활용하는 논문이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논문에서는 Size Korea의 데이터

를 활용하여 착의평가를 위한 피험자 선정과, 체형을 분류하는데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활용된 53편의 논문 모두 체형의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작성한 논문은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Size Korea 자료만을 활용하고 있었다.

2) 체형의 변화에 뚜렷하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의류 치수 또는 제작 과정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들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참고)

키의 항목에서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 그룹에서 연도가 높아질수록 키의 평균값이 증가함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연령별 변화를 살펴보면 30대에서 40대로 갈수록 키는 소폭 작아지지만, 40대에

서 50대로 변화하면서 더 큰 비율로 작아지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키의 평균값은

모든 연령 그룹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져 중년 여성의 인체의 프로포션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몸무게의 항목에서 변화를 살펴보면 키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령 그룹에서 연도가 높아질수록 몸무

게의 평균값이 증가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40대의 경우, 제 3차(1992)와 제 4차(1997)로 변화

하면서 몸무게가 줄어들면서 유지되는 것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제 2차(1986)와 제

3차(1992) 자료에서는 30대와 40대의 몸무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지만, 제 4차(1997) 자료 이후로

40대와 30대의 몸무게의 평균값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가 지날수록 40대는 30

대와 몸무게가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모든 연령 그룹에서 50대의 몸무게가 제 2차(1986) 자료

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슴둘레의 항목에서 특징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30대 40대는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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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30대, 40대와 구분되어 50대 그룹과 3·40대 그룹의 가슴둘레 차이가 제 2차(1986)에

서부터 제 5차(2004)까지 지속적으로 차이가 커짐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50대의 가슴둘레 평

균값이 제 2차(1986) 자료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리둘레 항목에서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 그룹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30대와 40대는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50대와 60대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 5차(2004) 자료에서 제 6차(2010) 자료로 변화하면서 30대

와 40대의 허리둘레는 거의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엉덩이둘레 항목에서 변화를 살펴보면 제 4차(1997) 자료를 기점으로 연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연

령대에서 엉덩이 둘레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 4차 (1997) 자료를 기점으로 30

대와 40대의 엉덩이 둘레의 차이는 크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 6차(2010)의 자료에서는 30대

와 40대의 엉덩이 둘레는 거의 같아 졌으며 3·40대와 50대의 엉덩이 둘레는 차이가 점차 커짐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제 2차(1986)의 자료를 제외하고 모든 연대에서 50대의 엉덩이 둘레가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다.

BMI 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30대 초반의 경우 연도가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BMI 지수가 낮아

지고 있으며, 30대 후반은 제 5차(2004)에 비해 제 6차(2010)로 변화하면서 BMI 지수가 크게 낮아짐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대 역시 제 2차(1986) 자료 이후로 BMI 지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2차(1986)의 자료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50대와 60대의 BMI지수가 가장

높으며, 40대와 50대의 BMI 지수 차이가 적어지는 것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눈에 띄게 나타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Table 1. A comparative result on the change characteristics of Size Korea's data.

(unit: cm)

<Stature>

(unit: kg)

<Weight>

(unit: cm)

<Chest circumference>

(unit: kg)

<Waist circumference>

(unit: kg)

<Hip circumference> <BMI>
*

* less than 18.5 : underweight, 18.5～22.9 : normal, 23～24.9 : overweight, 25～30 : obesity, more than 30 :

higher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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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모든 연령대의 키는 커지고, 3·40대의 BMI 지수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40대의 모든 항목

이 30대와 비슷해지고 있는 경향이 가장 특징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통계적

인 분석 방법으로 접근하여 인체 치수의 항목들의 유의차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부 항목에 있어 사이즈 코리아의 측정방법의 변화로 인해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1차-6차 자료의 각 항목에 따른 측정방법을 비교 분석하여 해석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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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 나타난 어린이집 활동복 현황

이진숙·엄정옥·문명옥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Ⅰ. 서론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복은 체육 등 활발한 신체 활동 시에 착용하는 단체복으로 아동의 신체적

활동을 배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복을 대신하여 단

체복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소속 교육기관의 상징성과 소속감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인터

넷 쇼핑몰의 영유아교육기관 단체복 전문 회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활동복 중 동복을 중심으로 소재,

형, 색채, 문양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재 시판되고 있는 활동복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하여야

할 부분들을 분석 제안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정신적, 신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집 활동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012년 6월 2주간 국내 포털사이트 중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검색어를 유치원복, 어린이원복, 유

치원 활동복, 어린이집 활동복으로 하여 검색되어진 34개의 업체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업체

중에서 디자인 보유수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전화면담을 실시하여 신상품 업데이트와 주문 및 판

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6개의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조사내용은 6개의 업

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복 활동복의 신상품, 인기판매 상품을 중심으로 상, 하의로 구성된 각각 100개

아이템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디자인 세부사항을 조사하였다. 어린이집 활동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제안되고 있으나 동복은 하복에 비해 아이템이 다양하고 제안되고 있는 디자인의 수가 많으므로 활

동복의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므로 동복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18.0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교차분석을 실시하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활동복의 일반적 사항

동복 활동복의 일반적 사항으로 가격, 소재, 사이즈 등에 관한 정보를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격 표기가 있는 아이템은 전체 100개 아이템 중 67개 이었으며 나머지 33개는

가격 표기가 없이 전화 상담만 가능하였다. 동복 활동복 상하의의 가격은 5만원대가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4만원대, 6만원대, 7만원대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에 관한 정보는 전체 100개 아이템 중 13개만 표기되어 있었고 그 외 모두 표기되어 있지 않

았으며 소재 표기가 있어도 면100%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고 대부분의 업체가 소재의

세부적인 혼용률이나 세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즈에 대한 정보제공은 전체 100개 아이템 중 90개의 아이템에는 사이즈가 표기되어 있었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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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10개는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사이즈 표기가 있는 아이템 90개 중에서 사이즈가 5개인 아이템

이 70%를 차지하고 사이즈가 6개인 아이템이 23.3%, 사이즈가 7개인 아이템이 6.7%였다. 사이즈 전

개는 2세 사이즈부터 적용하는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 3세부터 7세까지 전개하고 있었다. 사이즈의

세부사항은 7(4세), 9(5세), 11(6세), 13(7세), 15(8세 또는 통통7세)로 표기하거나 S(3세), M(4세), L(5

세), XL(6세), XXL(7세), XXXL(8세)로 표기하기도 하고 90, 100, 110, 120, 130, 140으로 3, 5, 7, 9,

11, 13, 15로 표기하고 있었다. 사이즈 표기와 같이 업체마다 각각의 사이즈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 통

일된 치수 개념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사이즈 선택 시 어려움이 따르므로 어떤 연령층 보다 의복 적

합성이 요구되는 유아를 위한 표준화된 치수체계로 개선되어져야 한다.

2. 활동복의 디자인 특성

형태 파악을 위해 동복 활동복 상의로서 조사한 100개 디자인 중 티셔츠 형태는 70개, 점퍼 형태는

30개였으며, 동복 활동복의 상의 종류별로 앞여밈과 칼라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티셔츠와 점퍼 간에

는 앞여밈 형태 간에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셔츠는 앞여밈의 형태가 여밈

없음(70%), 반오픈(30%) 순이고 풀오픈은 없는 반면 점퍼는 모두 풀오픈으로 나타났다. 티셔츠와 점

퍼 간에 여밈 종류는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티셔츠의 여밈 종류는 지퍼

(76.2%), 단추(23.8%)이고, 점퍼는 지퍼(93.3%), 단추(6.7%)로 나타났다. 티셔츠와 점퍼 간에 칼라 형

태는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티셔츠의 칼라 형태는 칼라가 없는 네크라인 형

태로 라운드 네크라인(64.3%), 브이 네크라인(4.3%)이며, 칼라가 있는 것은 폴로셔츠 칼라(11.4%),

스탠드 칼라(10.0%), 후드(10%) 순으로 형태가 다양하였다. 이에 비해 점퍼의 칼라 형태는 스탠드 칼

라(60%), 후드(40%) 두 종류뿐으로 단순하였다. 활동복 상의의 소매 형태는 전체 70%가 셋인 슬리

브이고 나머지 30%는 라글란 슬리브로 상의의 형태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활동복 하의 형태는

100개 모두 트레이닝 바지로 허리를 고무줄로 처리하였으며 바지 옆선에 배색선이 1줄 또는 2줄 들

어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바지의 디자인은 매우 단순하고 다양성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

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색상 수는 상의와 하의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의의 경우 한 가지(70%)가 가장 많았고 두 가지(27%), 세 가지(3%) 순이었다. 하의 또한 한 가지

(76%)가 가장 많았고 두 가지는 24%였으며 선택 색상의 수를 많이 제안하지 않고 있었다. 배색 수

는 상의의 경우 두 가지가 55%로 가장 많았고 세 가지(36%), 네 가지(7%) 순이며, 한 가지는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의의 경우는 배색의 수가 두 가지(53%), 세 가지(23%), 한 가지

(23%)의 순으로 나타나 상의에 비해 한 가지의 색상만을 사용한 비율이 높아 색상을 단순하게 사용

하고 있었다. 색상 톤은 상의의 경우 파스텔 톤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원색톤

36%, 어두운 톤 16%였으나, 하의에서는 어두운 톤이 46%, 파스텔 톤 30%, 원색톤 24%였다. 활동복

상의는 파스텔 톤이 주를 이루어 화사하고 맑고 부드러운 색상 톤 위주로 사용하고 하의는 어두운

톤을 사용하여 안정감 있게 디자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이상 사용 빈도를 보인 색상은 상의의

경우는 노란색(27%)>흰색(17%)>파란색(13%)>남색·분홍색(12%)>회색(11%)이었으며, 하의의 경우

는 회색(36%)>남색(29%)>노란색(17%)>갈색(14%) 순이었다. 상의와 하의 모두 노란색, 남색, 회색

의 사용 비율이 10% 이상이나 상의는 하의 보다 밝은 색인 노란색의 사용 비율이 높고 하의는 어두

운 톤의 회색, 남색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활동복에 사용한 문양의 종류와 표현 방법, 위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상의에는 문양을 전부 사

용하였으며 2개 이상 중복 사용한 것도 있어 상의에는 총 125개의 문양이 사용되었고 하의에는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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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양이 사용되어 상의에 비해 사용 빈도가 낮아 문양은 주로 상의를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문양은 유치원을 상징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로고와 기관명으로

67.8%의 높은 사용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문양의 상징성을 강조한 것으로 유아교육기관을 확연하

게 나타내는 홍보 효과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동물(9.4%), 체크(8.1%),

숫자(5.4%) 등의 사용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동물 문양 중에서는 곰돌이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다.

문양의 표현 방법은 자수(47%)>나염(31.5%)>와팬(2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현 위치로 상의

의 경우는 가슴 왼쪽(52.8%)>가슴 중앙(15.2%)>가슴 오른쪽(8.8%)>배중앙(8.0%)>소매(4.0%)>어깨

(3.2%)순으로 나타났다. 상의 가슴 왼쪽에 유아교육기관의 로고를 표현하는 것은 소속기관의 상징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위치로 과거에 와팬과 같은 문장 장식을 주로 재킷의 가슴이나 모자 등에 달아

장식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현재에도 단체복 또는 유니폼에 장식과 상징 및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

가슴 왼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의의 경우는 문양의 표현 위치가 왼쪽 주머니

(45.8%)>오른쪽 허리(4.2%)순으로 나타났다. 상의에는 다양한 문양을 여러 위치에 표현하고 있었으

나 하의에는 대부분 문양을 사용하지 않거나 문양이 있는 경우도 왼쪽 주머니부분이나 오른쪽 허리

부분에 유아교육기관명 또는 로고를 작게 표현하고 있어 아동의 활동성이나 원가 절감 때문인 것으

로 여겨지며 상의가 하의에 비해 문양 사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Ⅳ. 결론

인터넷 쇼핑몰의 영유아교육기관 단체복 전문 회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동복 활동복의 소재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표기하지 않고, 사이즈 표기는 업체마다 다른 사이즈 규격을 적용하고 있어 표준화된

치수체계가 필요하였다. 동복 활동복 형태는 상의는 티셔츠와 점퍼, 하의는 허리를 고무줄로 처리한

트레이닝 바지로 디자인이 매우 단순하고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색상은 아동의 선호 색상인 노란색

의 사용 비율이 높았으며 상의는 화사하고 맑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 주를 이루고 하의는 안정감

있게 어두운 톤을 사용하였다. 문양으로는 유아교육 기관을 나타내는 유아교육기관의 로고와 기관명

이 주를 이루며 사용 위치는 주로 왼쪽 가슴으로 소속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위치이기는 하나 단조로

워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 업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동복 활동복의 제한점을 극복하면서 유아교육기

관의 활동복으로서 아동의 활동성과 교육적 의미까지 고려한 활동복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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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의류 착용실태 조사

정희경
1)
·이정란

2)

1)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2) 부산대학교 의류학과․노인생활환경연구소

1. 서론

국내 자전거 동호인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다.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이른바 ‘자출족’의 급증과 더불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국내 자전거 인구는 현재 1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바이크 출시”, 2010). 자전거는 에너지

절감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으로, 전용도로 확대실시, 4대강 유역 자전거길 개통 등과

같은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증가, 여가의식의 개선, 건

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 등으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레저와 스포츠로서 자전거 관련 산업이 활성

화 되고 있다. 자전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약 8조 5000억 원 규모이며, 국내 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2000억 원으로 연평균 18%씩 성장하고 있으며(정정욱, 2010), 자전거 의류 및 관련 용품의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5일제 전면시행으로 인해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패턴이 변화된 자전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자전거의류를 원하고 있으며, 의류 및 용품도 보다 전문화된 제품을 추구하는 경

향이 짙어지고 있다(조은혜, 2012). 또한 이들은 의복을 통해 신체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 하고 있다.

자전거 의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전거 주행 시 의복의 착용현황과 의복의 동작적응성

관련 불만요인에 관한 연구(김은경, 2010), 자전거 의류 남성 착용자를 중심으로 자전거 의류의 만족

도와 착용감에 대한 연구(이유진, 2005)가 있으며, 여성 사이클 선수들의 체형특성과 이상적인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최미성, 2004) 등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 의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춘 기능성 자전거 의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의류의 착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

며, 전문선수 및 일반인을 타깃으로 한 신체적합성이 높은 기능성 자전거 의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

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의류 착용실태와 불편사항 및 자전거 주행 시 요구되는 기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전거 동호회 회원 및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이용하면서 구매력이 있는 20대～7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부터 5월까지였으며, 총 373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것 중에서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2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응답

자의 일반적 속성, 자전거 이용 시 의복의 일반사항, 자전거 주행 시 착용한 의복의 불편사항, 자전거

의류에 필요한 기능 등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SPSS 18.0 ver 프로그램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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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자전거 이용자들의 자전거 의류 착용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40대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

대(24.5%), 20대(23.6%) 순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63.8%, 여자가 36.2%였다. 자전거를 탄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 동안 자전거를 타는 시간은 3～6시간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동호회활동이 전체의 29.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동용(26.8%), 여가선용(20.4%) 순으로 나타나 여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와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자전거 이용 시 의복의 일반사항을 살펴보면, 자전거 주행 시 착용하는 의류에 대해 조사대

상자의 63.8%가 자전거 전문 의류를 착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전거 의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브

랜드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76.4%였다. 자전거 전문 의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

답자는 전체의 76.7%로, 자전거 의류 구매 장소는 자전거의류전문매장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쇼핑몰이 37.5%,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자전거

의류 구입 시 선택의 기준이 되는 항목을 10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기능성이 평균 8.23점으로 가

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이즈가 평균 8.15점, 디자인이 7.94점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기능성과 사이즈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차지한 반면, 디자

인 항목은 20대와 30대에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의류 제작 시 타깃 층을

고려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전거 의류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은 땀의 흡수

가 잘 되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풍기능이 중요하다, 신축성이 좋아야 한

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나 소재의 성능을 많이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자전거 의

류 제작 시 기능성 소재의 사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자전거 주행 시 착용한 의복의 불만사항에 관한 질문에서, 상의에서는 허리부위가 당겨 올라

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지품 수납이 불편하다, 여밈지퍼의 끝부분이 턱에 닿아 아

프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하의에서는 오래 타면 밑이 배긴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지품 수납이 불편하다, 뒤허리선이 내려온다는 의견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패드부분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넷째, 자전거 의류에 필요한 기능을 조사한 결과, 야간 주행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발광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88.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고발생 시 충격완화를

위한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85.0%,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는 의견이 78.8%로 높게 나타나 자전거 주행 시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와 같은 스마트한 기능이 있는 자전거 의류가 판매된다면 구매할 의도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

과, 구매하겠다는 의견이 전체의 76.7%로 나타나 기능성 자전거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을 엿볼

수 있었다.

4. 결론

현대인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 및 여가활동의 다양화는 웰빙

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이어져 자전거 의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의류의 착용실태 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자전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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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은 남성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청·장년층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여가와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트렌드의 영향으로 동호회 활동과 운

동용, 여가선용 등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주행 시에는 주로 자전거 전문 의류를 착용하고, 자전거 의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브랜드

를 알고 있으며, 자전거 전문 의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다수로 나타나 자전거 전문 의류

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전거 의류 구입 시 기능성과 사이즈 및 디자인이 선

택의 기준이 되며, 소재의 성능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의류 제작 시 착의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패턴설계 및 기능성 소재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

전거 주행 시 착용한 의복의 불만사항을 개선하고, 자전거 주행 시 신체를 보호해주는 기능과 디자인

감각이 우수한 자전거 의류의 개발은 소비자들에게는 자전거 의류의 구매 만족도를 향상시켜주며,

의류 생산 업체에게는 제품생산에 도움을 주어, 산업적으로 경제 효과의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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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1

충격보호를 위한 의류 개발 실태조사

박정현·이정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Ⅰ. 서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노년기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유은정 et al., 2008). 노인의 건강문제 가운데 신체기능의 약화가 가장 보편적인 문제이며 노화

로 인한 근력, 균형감각, 신경기능, 보행능력의 저하가 노인들에게 낙상에 따른 골절 발생의 가능성

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김미숙, 이은남, 2006; Lehtola et al., 2006). 낙상은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노인의 신체적 활동을 감소시키고,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우울증을 가져오기도 하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Gallagher et al., 2001; 송경애 et al, 2001). 또한, 낙상을 하게 되면 뼈의 골절뿐만 아니라 피부

와 조직의 손상까지 발생하게 되며, 뇌졸중과 심장마비, 폐렴과 욕창, 영양실조 등의 치명적인 합병

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어(전미양 et al., 2001) 환자를 돌

보는 가족들에게도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준다.

낙상으로 인해 주로 손상을 입는 부위는 하지, 상지, 척추, 복부․골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서도 고관절 골절은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90%에 이르고 6개월 내 사망률도 20%나

될 정도로 위험하다. 노인인구의 고관절 골절은 79%가 낙상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호택 et al., 1994),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힙 프로텍터(Hip protector)의 사용이 제안되

고 있는데, 몇 가지 실험 연구는 힙 프로텍터가 노인의 낙상 시 대퇴골에 발생하는 충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험연구에서 힙 프로텍터의 효과가 증명된 것과는 다

르게 임상연구에서는 착용 시 뻑뻑한 느낌, 불편함 때문에 혹은 부적절한 착용으로 인해 힙 프로텍터

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 흡수 능력이 높으면서도 착용감이 좋은 노인

의 일상생활용 충격보호팬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격보호

를 위한 의류 개발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용 충격보호의류를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충격보호를 위한 의류 개발과 관련된 선행 연구논문, 관련 웹 사이트,

특허자료 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충격보호용 의류의 소재, 용도, 보호부위, 형태,

특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충격보호용 의류에 관한 선행연구

최혜선, 도월희(2003)는 에어백의 형태 및 외피소재 설계를 통하여 에어백을 장착한 모터사이클 의

복을 개발하였으며 에어백에 대한 충격방호 성능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유선(2009)은 스노우보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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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용 속바지 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EVA(Ethylene vinyl acetate)폼 소재로 입체적인 형태의

패드를 개발하여 엉덩이와 무릎부위에 삽입하는 실험복을 설계하고 외관, 활동성, 충격흡수량 등을

평가하였다. 김성현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낙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노인의 낙상 시 발생하는

충격량을 측정하였으며, 가스분출 장치를 이용한 충격 흡수용 에어백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아직 에어백 시스템은 부피가 크고 인체의 형상에 맞지 않는 형태의 장치이므로 의복으로 활용되기

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2. 충격보호용 의류 시판 제품

한편 국내외 의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충격보호 기능을 가진 의류제품을 살펴보면 주로 스포츠

웨어를 중심으로 운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도록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다. 보호부위는 주

로 허리, 엉덩이, 꼬리뼈, 대퇴골 주변, 무릎 등이며, 삽입되어 있는 패드는 폼, 3D spacer fabric, 쿠션

젤, D3O 등의 소재로 되어 있고, 패드의 형태는 타공형, 입체형, 절개형, 분절형, 누빔형 등 다양한 형

태가 존재한다. 나이키의 축구용 슬라이더 반바지는 슬라이딩 시 땅과의 마찰로 인해 허리와 허벅지

에 받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경량의 폼이 삽입되어 있다. 스켈리도 펠타의 보드용 보호복

은 네오플랜, NBR(Nitrile butadiene rubber), EVA(Ethylene vinyl acetate)를 사용하여 3개의 층으

로 구성된 패드를 엉덩이 부위에 곡선 형태로 삽입한 형태이다. 일본의 Komine 브랜드는 패드에 타

공이 되어 있는 형태와 입체적으로 홈이 파여 있는 형태의 모터사이클 보호대를 판매하고 있으며, 자

전거 패드 반바지는 인체의 곡선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패드의 두께가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일본 미즈노와 미국 윌슨사의 야구용 슬라이딩 팬츠, 프랑스의 로시뇰 스노우보드용 엉덩이

보호대 등도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류였다. SAFEHIP, HipSaver, IMPACTWEAR

와 같은 브랜드에서는 브리프 형태의 힙프로텍터를 판매하고 있다.

3.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국내의 특허 및 실용신안 분야에서 나온 충격 흡수 기능을 가진 의류를 살펴보면, 의복의 착용자가

낙상 시 각도센서와 가속도센서를 통해 지면으로 낙상하는 사용자를 감지하고, 의복의 엉덩이와 무

릎부위에 설치된 에어백이 팽창하여 지면과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어서 골절을 방지하는 의류가 제안

되었다. 폴리우레탄 필름으로 만들어진 공기완충부가 팔꿈치, 무릎, 엉덩이, 어깨와 같은 충격부위에

삽입되어 있어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을 방지하는 의류가 제안되었으나, 공기완충부위

는 공기가 통하지 않아 체열과 수분을 발산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기완충부의 부피감으로

인해 활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엉덩이 부위에 공기 팩을 삽입하여 충격을 흡

수하는 기능과 엉덩이를 풍만하게 보이도록 하는 팬티형 속옷이 제안되었고, 의복의 어깨부위에 완

충패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상적인 활동 중에 발생하는 어깨부위의 충격을 줄여주는 의복이

제안되었으나, 완충패드가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를 일일이 삽입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착탈의 시 불편함이 예상된다.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충격보호복이나 시판 중인 충격보호의류는 대부분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었으며 개발된 제품 조사 결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보호기능 팬츠가 없으므로, 노인

의 신체적 특성 및 낙상 현실을 고려한 일상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충격보호기능을 가진 팬츠 개

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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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2

졸업 작품 패션쇼를 위한 전문 모델용 

Bodice 원형 설계

하선주
1)
·최혜선·이진희

2)

1)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2)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전공

국내 패션관련 100여개 교육기관의 90%는 학생들이 의상을 직접 디자인, 제작하는 졸업 작품 패

션쇼 혹은 졸업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졸업 작품 패션쇼는 70%의 교육기관에서 최고 학년

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표준 체형과는 체형적 특성에 차이가 있어서 기존의 표준

체형용 바디스 원형으로는 작품을 제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졸업 작품 패

션쇼를 위해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형을 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졸업

작품 패션쇼 전문 모델의 인체에 보다 적합한 바디스 기본 원형 제도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은 졸업 작품 패션쇼에 참여 비율이 높은 20대 B급 모델 150여명의 신체 계측치 중 키

항목에서 중앙치에 근접한 모델 4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20대 여성 관

련 Bodice 원형설계 관련 논문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원형제도법인 임원자식, 신문화식, 에

스모드식 3종을 선정하여 4명의 직접측정치로 각각의 원형을 제작하여 착의, 외관평가를 실시하였

다. 착의 및 외관평가 방법은 5점 likert type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for Window 18.0

을 이용하여 신뢰도 검정(Cronbach ⍺), ANOVA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일관성에 대한 Cronbach ⍺값은 1문항(B.P길이가 적당하다)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신
뢰도 계수 .70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었으며, ANOVA 분석결과 전체 44문항 중 29문항이 유

형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비교 대상이 없는 2문항(허리다트-옆선방향 길이가 적당하다/허리

다트-옆선방향 위치가 적당하다)을 제외한 41문항 중 28문항에서 임원자식, 에스모드식 보다 만족도

가 좋은 원형은 신문화식으로 나타났다. 목 맞음새와 어깨선 관련 문항에서는 3종 원형 모두에서 낮

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앞목 너비가 작고 깊이가 앝은 원형이 뒷목너비 평가 결과에서도 낮은 평가

를 받았으며 뒷목둘레의 들뜨는 현상과 어깨선이 뒤로 넘어가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

유분량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가슴둘레는 B/4+3cm여유량으로 계산되는 신문화식이 임원자식

(B/4+1.5 cm), 에스모드(H/2+3cm)보다 앞/뒤맞음새에서 높게 나타났다. 허리둘레는 신문화식, 임원

자식은 2cm여유, 에스모드식은 1cm 앞/뒤 동일한 여유량 설계되지만 앞허리둘레 여유가 적당하다는

문항의 평가 결과는 임원자식, 뒤허리둘레 여유가 적당하다는 문항의 평가 결과는 신문화식이 높게

나타나 앞/뒤허리둘레 여유의 평가 결과에 차이를 보인다. 품의 여유량 평가 결과에서는 앞품 임원자

식(가슴너비/2), 뒷품 임원자식(뒷품/2), 신문화식(B/8+7.4cm)이 긍정적 평가를 보인다. 외관과 관련

된 문항에서는 허리선 위치가 적당하다는 문항에 3종 원형 모두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으며 이것은

모델의 일반적인 체형 특성이 젖힌 체형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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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패션쇼 전문모델에 적합한 기본 바디스 원형 설계방법을 제

안하고자 한다.

1. 목너비의 산출식에서 앞/뒤목둘레를 등분하는 수치의 수정을 제안한다.

2. 어깨기울기와 진동둘레 깊이/너비는 3종 원형에서 가장 맞음새가 높은 원형의 관계식과 치수를

제안한다.

3. 어깨선이 뒤로 넘어가는 현상은 뒤원형의 목옆점을 키워주어 어깨선 이동을 제안한다. 이러한

보정은 앞목둘레깊이 또한 보정할 수 있다.

4. 품과 진동둘레선이 완만하지 않다는 결과에 대한 보정은 계산식 수정을 제안한다.

5. 가슴둘레, 허리둘레의 여유량은 앞/뒤 동일한 여유량이 아닌 둘레항목에 따른 앞뒤 여유량의 차

이를 두는 원형을 제안한다.

6. 젖힌 체형으로 인한 앞허리선 들뜨는 현상은 패턴설계 시 앞처짐분량 뿐만 아니라 가슴선 위치

에서 약간의 벌림분량을 주어 들뜨는 현상에 대한 보정을 제안한다.

7. 부정적인 평가가 된 다트 길이와 위치는 3종 원형 중 가장 맞음새가 높은 다트 길이와 위치를

제안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외관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로 각각의 치수값과 관계식을 제안하였으나 의복을 설

계하는 원형은 원형 설계 시 필요 항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제안된 설계방법의 객관

적 적합성 평가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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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3

한국적 이미지를 접목한 스팽글 의류 개발공정 연구

김대석
1)
·조자영

1)
·김원조

2)
·노동훈

3)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콘텐츠사업팀

2) 금호텍스

3) (주)투에스티인터네셔날

1. 서론

1) 배경

오늘날에는 세계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자국의 전통과 고유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우리의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많은 디자이너들이

한국 전통미의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것을 현대화하여 새롭게 재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김영인 외, 2001). 최근 한류의 세계적인 유행과 우리의 멋과 전통을 재해석한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하여, 남들과 차별화되고 싶은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개성적인 소재로

제작된 패션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다(고은정 외, 2012).

각종 트렌드 분석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장식적인 요소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추세에 걸맞는 참신

한 소재로 개발된 의류 제품들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트렌드 자료에서는 장식적 요소를 부

각시키기 위한 기법으로서 스팽글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함에 있어서 스팽글 제품 기획 프로세스의 부재 및 스팽글

의류 기획 시의 시행착오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생산성을 높이고 제

품 제작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체에서 쉽게 참조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획 프로

세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 의류 개발공정과 스팽글 활용제품의 개발공정을 비교하여, 최근 다양한 패

션제품에서 트렌드화 되고 있는 스팽글을 활용한 의류제품 제작 시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생산 프

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일반적인 의류 생산공정 분석

일반적인 의류 생산 공정은 표 1과 같이, 먼저 ①관련 트렌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후 ②목표시즌

의 테마를 기획, ③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 소재 구성요소를 결정하여 소재를 발주한다. ④의류제품

디자인을 진행하기 위해 디자인 소싱 자료를 수집하여 스타일맵을 설정하고, 의류 디자인 스케치 및

샘플 디자인을 선정한다. ⑤마지막으로 의류 샘플 제작지시서에 의거한 의류샘플 패턴을 제작하여

봉제한 후, 품평회를 개최하여 해당제품의 생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생산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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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주 요 업 무 세 부 업 무

트렌드분석 트렌드 및 시장 분석 국내외 트렌드분석, 마켓환경 및 시장 조사

테마기획 테마 수립 소재 및 의류 개발방향 및 컨셉 수립

소재기획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모티브 추출 및 소재 디자인 개발

텍스타일 설계 소재 구성요소(컬러, 패턴, 패브릭) 결정

소재 발주 컬러 및 수량 조정 후 발주

의류

디자인

의류 디자인 방향 기획 디자인 소싱 자료수집, 스타일맵 설정

의류 디자인
의류 디자인 스케치, 의류샘플 디자인 선정

의류샘플 제작지시서 작성

의류

제작

의류샘플 제작 의류샘플 패턴제작 및 봉제

의류 품평회 개최 생산여부 결정

의류 생산 최종 생산

Table 1. 일반 의류생산 과정

2) 스팽글 의류제품 분석을 통한 공정요소 파악

스팽글을 활용한 의류제품 제작 시 어떠한 공정이 추가되는지 파악하고 기획공정에 적용하고자,

국내외 브랜드 6개사의 스팽글 적용 의류 25종의 샘플을 선정,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스팽글의 크

기, 형태, 광택, 봉제방식, 문양 디자인 등을 스팽글 제품 기획 시 고려사항으로서 도출하였다. 스팽글

크기는 3㎜～1㎝, 스팽글 형태는 링, 라운드, 다이아몬드, 스퀘어 등이 있었으며, 광택은 유광과 무광

으로, 봉제방식은 원단과 스팽글의 연결 땀수를 기준으로 1점식, 2점식, 3점식으로 분류되었다. 그 외

추가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DTP의 선후관계에 의거한 스팽글 공정으로, 스팽글을 소재에 적용 후

DTP공정을 거칠 것인지, 혹은 DTP된 소재에 스팽글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한다. 이러한

DTP 선후관계의 차이에 의해 시각적으로 다양한 스팽글의 차이를 발현할 수도 있다.

3. 결과 및 고찰

1) 스팽글 의류 생산을 위한 효율적 공정 제안

기존 의류 제작 공정은 Fig 1(a)에서처럼 5단계로 구분되어지는데, 스팽글 의류 생산에는 Fig 1(b)

의 소재기획 부분과 같이 약 네 가지의 단계가 추가된다. 첫째, 테마수립 후 한국적 이미지를 조사하

여 이와 관련이 있는 스팽글 샘플을 분석한다. 둘째, 텍스타일 디자인이 개발되면 의류제품에 적용할

스팽글의 컬러, 형태, 광택, 스팽글 size, 봉제방식 등을 선정한다. 셋째, 선정된 스팽글을 배치하여 간

격이나 배율, 입체 스팽글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넷째, 개발된 텍스타일 디자인에 적용할 스팽글 펀

칭을 위해 프로그램화한 뒤 소재를 발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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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존 의류 제품 개발공정 (b) 스팽글 활용 제품 개발공정

Fig 1. 기존 의류제품 개발공정과 스팽글 활용 제품 개발공정 비교

2) 제안 공정을 적용한 패션제품 개발 사례

본 연구에서는 Fig 1(b)에서 제안한 공정을 적용하여 패션제품을 개발하여 보았다. 트렌드 분석 후

테마를 기획하였고, 한국적 이미지를 조사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된 이미지에서 한국적 모티브를 추

출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소재 구성요소(컬러, 패턴, 패브릭)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스팽글 패션제품의 샘플을 분석하고 스팽글의 모양, 광택, size 등을 선정하여 배치하는 과정을 진행

한 후, 개발된 텍스타일 디자인에 스팽글을 펀칭(프로그램화)하여 텍스타일 개발을 완료하였다.

Table 2를 살펴보면, 소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스팽글을 접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

친 후 소재가 개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 한국적 이미지를 접목한 스팽글 패션제품 개발 사례의 소재기획 과정

테마기획
Mystic alchemy

한국적
이미지 선정 모티브 개발

텍스타일
디자인 텍스타일 개발

➡ ➡ ➡

스팽글
샘플 분석

스팽글 선정 스팽글 배치
펀칭

프로그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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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팽글을 활용한 의류제품의 개발 공정은, 스팽글을 소재에 접목하는 과정에

서 고려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검출하고, 스팽글의 개발요소(스팽글의 형태, 크기, 광택, 봉제방

식 등)가 선정된 이후에는 선정된 스팽글을 소재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DTP의 선후관계 공정여부,

스팽글의 배율이나 간격, 프로그래밍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개

발된 스팽글 소재로 의류를 제작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의류의 제작 공정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의류 제품 개발공정[Fig. 1(a)]과 한국적 이미지

를 활용한 스팽글 패션제품 개발공정[Fig. 1(b)]을 비교하였고, 그 결과 개발공정 [Fig. 1(a)]과 [Fig.

1(b)]의 차이점은 소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로 개발된 공

정이 스팽글을 활용한 의류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에게 표준이 될 수 있는 방법과, 보다 효율적인 방

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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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4

환경대응형 Cool-biz 가공원단 기술 개발

백승호·김중희·김시은·임호용

㈜앤디아이

1. 서론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라 여름철 기온이 높고 기간이 길어지고,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자

원의 한계성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정

부도 폭염에 의한 냉방기 사용 폭증에 따른 전력부족현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 등의 어려

움을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에 여름철 범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정책에도 능동적으로 호응하고, 국민 의류생활 향상에도 도움

이 되기 위해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좀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 실질적으로 착용시

지속적으로 냉감성이 유지될 수 있는 Cool-biz 의류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정부의 지원 아래 고기능성 Cool-biz 의류용 가공원단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 대응형 Cool-biz 가공 원단개발을 위한 1차 연구로서 냉감성 유지를 위해 가능한

열전도율이 높고 흡한속건성이 양호한 냉감성 Filament 원사를 사용하고, 이들 원사를 적용하여 통

기성과 흡한속건성이 양호한 구조의 직물을 제직하고, 가공시 흡열특성을 갖는 미립자 냉감제를 부

여를 통해, 무더운 여름철 착용시 시원한 냉감과 착용감을 갖는 원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Fig. 1. Cool-biz 원단 냉감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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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감제 처리방법

흡열성 냉감제 -100g/L

냉감제의 세탁 내구성 향상제 - 30g/L

Polyester용 친수화제 - 20g/L

Padding Pick-up 85%

Net dry 120℃ ☓ 2 분
Curing 180℃ ☓ 1 분

2. 실험

1) 시험원단

Table 1. 적용 원사 및 직물 조직

경사 위사 경사밀도 위사밀도 폭 중량 조직

PET 75/36

(1000 T/M)

PET 150/72

PET 75/36

P/XANADU 75/36

P/ATB-UV 75/36

141 92 44/45 127g/m2
Seer-

Sucker조직

* 적용 위사: 냉감성이 좋은 원사,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원사, 흡한속건성이 좋은 원사를 선택 사용

2) 시험 조건

상기 표 1의 시료에 열흡수에 의한 냉감성 부여를 위한 세탁내구성 냉감제를 처리하였다. 피부와의

접촉면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위해 직물의 조직을 Seer-Sucker 조직으로 하였다.

Table 2. 냉감제 처리 조건

* 적용 냉감제: 땀을 흡수시 흡열성을 나타내는 Erithitol, Xylitol 성분으로 구성된 nano size의 유화

분산액

3. 결과 및 고찰

A. stripe조직 B. Seer-Sucker 조직

Fig. 2. Cool-biz 냉감성 가공원단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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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냉감제 부착 분포 형태

Fig. 4. 냉감제 처리여부에 따른 물방울 적하후 경시별 원단표면 온도변화

(시험방법: 챔버온도를 38℃로 고정하고 물 한방울(약3cc)을 떨어뜨린후 측정)

4. 결론

적용원사로는 냉감성이 좋은 원사,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원사, 흡한속건성이 좋은 원사를 선택 사

용하고, 사가공은 연사, 연지가공을 통해 직물의 고시감이나 후꾸라미감을 부여하고, 제직은 통풍성

이 좋은 Seer-Sucker 구조의 직물설계로 제직 후, 염색가공은 땀, 세탁, 일광견뢰도가 우수한 염료와

조제를 선택 사용하여 염색한 다음, 흡열특성을 갖는 미립자 냉감제를 처리 한 결과 미처리 원단 대

비 1.39℃ 이상의 냉감 효과를 갖는 원단을 얻을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인 “환경대응형 Warm biz 및 Cool biz 가공

원단 기술개발” 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되었으며, 중소기업청과 관계당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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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5

기계봉제와 손봉제에 따른 한복지 가봉성 연구

김초영·김은정·도월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Ⅰ. 서론

한복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국가 브랜드 가치

를 상승시키는 방법 중 일환으로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를 세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

한 한복을 세계화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대중화 방향도 중요하지만 외국의 Haute couture처럼 고급

화하는 방향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복 고급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복지 중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우아한 감성

을 표현하는 견직물을 중심으로 하여 기계봉제와 손봉제의 솔기유형에 따른 가봉성을 측정하고자 한

다. 이러한 가봉성 측정은 손봉제와 기계봉제의 기능성과 심미성을 비교함으로써 손봉제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며, 다양한 견직물의 봉제시 합리적인 봉제 방법과 솔기 유형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Ⅱ. 실험

1. 시료

실험에서 시료로 사용된 직물은 견직물 중 조직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여 항라, 옥사, 명주, 양단을

사용하였다. 재봉사는 현재 손봉제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시중에 판매되는 견 100% 재봉사를 사용

하였다.

2. 재단

직물의 인장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KS K 0520의 시험 방법, 솔기의 봉합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KS K 0530의 시험 방법에 맞추어 솔기를 봉제 한 후 재단하였다.

3. 봉제

기계봉제는 재봉기(KM-235AS, SUNSTAR MACHINERY Co., Ltd, KOREA)를 사용하였으며,

바늘은 DBx1 9호(Organ needles)를 사용하였다. 손봉제는 KS G 3111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복용 비

단 바늘 6호를 사용하였으며, 한 가닥의 재봉사로 온박음질 하였다.

4. 솔기

솔기의 종류는 기계봉제와 손봉제 모두 한복지 봉제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름솔, 곱솔, 쌈

솔, 통솔로 하였다. 봉합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솔기의 너비는 가름솔, 쌈솔, 통솔은 5mm, 곱솔은

3mm로, 땀수는 항라와 옥사는 20(stitch/inch), 명주와 양단은 12(stitch/inch)로 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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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솔기의 봉합강도와 봉합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봉제 전 시료와 재봉사의 인장강도를 알아보았다.

인장강도 시험기는 EZ Test(Shimadzu Co. Ltd., JAPAN)이며, 인장 속도는 300mm/min, 파지거리는

7.6cm이다. 봉합강도에 대한 실험은 KS K 0530의 시험 방법에 맞추어 실험하였으며, 봉합효율은 FS

의 Seam Efficiency Method에 제시된 식으로 봉합효율을 산출하였다.

SE(%) =
Clothing strength at stitching

× 100 (SE; Seam Efficiency)
Original cloth strength

6. 외관평가

외관평가는 의류학 전공자 10인에게 각각의 시료를 같은 조건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여 KS K

7770에 제시된 평가 시료 사진과 비교하여 평가 하도록 하였다. 평가된 등급은 평균값을 산출하여

시료의 외관평가 등급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솔기와 직물이 동일한 시료의 경우 기계봉제와 손봉제

중 외적으로 선호되는 것을 평가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봉합강도 비교

시료인 직물과 재봉사의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각 시료의 봉합강도와 파단

형태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Hangra Oksa Myeongju Yangdan Single-thread

Telsile strength(N) 13.26 28.92 43.83 51.23 0.14

Table 1. Tensile strength of fabrics and thread

Hangra Oksa Myeongju Yangdan

Machine
sewing

Hand
sewing

Machine
sewing

Hand
sewing

Machine
sewing

Hand
sewing

Machine
sewing

Hand
sewing

plain seam

Seam
strength(N)

10.60 11.45 16.46 18.84 17.57 28.23 16.63 19.63

Fracture type ○,∨ ○,△,∨ ○ ○ × × × ×

double-stitching
seam

Seam
strength(N)

11.82 13.51 25.45 23.42 19.81 29.27 19.453 31.36

Fracture type ○,△ ○,△ ∨ ∨ ○,× ∨ × ○,×

flat felled seam

Seam
strength(N)

14.07 15.38 31.24 26.18 41.88 40.18 21.98 45.57

Fracture type ○,△ ○ ○,△ ○,△ ○,△,×,∨ ○,∨ × ○,△,∨

french seam

Seam
strength(N)

12.93 14.24 21.64 18.98 19.63 26.00 15.14 27.93

Fracture type ○,△ ○,△ ○,∨ ○,∨ × × × ×

Table 2. Seam strength of fabrics and fracture type

○; fabric slipping, △; fabric fracture, ×; thread fracture, ∨; seam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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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기 유형에 따른 봉합강도를 직물별로 살펴보면 항라는 일부 솔기에 따라 인장강도보다 봉합강도

가 더 높게 측정되었으며, 약간의 차이로 기계봉제에 비해 손봉제가 우세하였다. 시료의 파단 형태는

모든 솔기에서 활탈 현상이 보였는데 이는 직물의 밀도가 낮아 재봉사의 교락점이 활탈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솔기의 경우 직물 파단이 일어났는데 이는 솔기를 재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라를 봉제하기 적절한 솔기와 봉제 유형은 활탈과 솔기 파단이 일어나는 기계봉제의 가름솔과 활

탈만 일어나는 손봉제의 쌈솔이다.

옥사의 봉합강도는 기계봉제의 쌈솔을 제외하고 모두 인장강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기계봉

제와 손봉제는 가름솔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계봉제가 우수하게 측정되었다. 시료의 파단 형태는 기

계봉제와 손봉제에서 똑같은 형태를 보이는데 가름솔은 활탈이, 곱솔은 솔기 파단이, 쌈솔은 활탈 후

직물 파단이, 통솔은 활탈 후 실 파단이 일어났다. 때문에 옥사를 봉제할 때 적절한 솔기는 기계봉제

의 곱솔이나 통솔, 손봉제의 가름솔이다.

명주의 봉합강도는 인장강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기계봉제와 손봉제를 비교했을 때는

쌈솔을 제외하고는 모두 손봉제가 우수하게 측정되었으며, 쌈솔도 기계봉제와 손봉제가 근삿값을 보

였다. 시료의 파단 형태는 손봉제의 곱솔과 쌈솔을 제외한 모든 솔기에서 실 파단이 나타났으며, 기

계봉제의 쌈솔에서는 4가지의 파단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명주를 봉제할 때 적절한

솔기는 손봉제의 모든 솔기 유형이다.

양단의 봉합강도는 모든 솔기가 인장강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 기계봉제와 손봉제를 비교

했을 때는 모든 솔기에서 손봉제가 우세하였으며, 특히 쌈솔의 경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료

의 파단 형태는 손봉제의 쌈솔을 제외한 모든 솔기에서 실 파단이 일어났으며, 손봉제의 곱솔은 활탈

후 실 파단이, 손봉제의 쌈솔은 활탈 후 직물 파단과 솔기 파단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양단을

봉제할 때 적절한 솔기는 손봉제의 곱솔과 통솔이다.

직물의 종류별 솔기 유형에 따른 기계봉제와 손봉제의 봉합효율을 비교하면 Table 3과 같다.

Hangra Oksa Myeongju Yangdan

Machine
sewing

Hand
sewing

Machine
sewing

Hand
sewing

Machine
sewing

Hand
sewing

Machine
sewing

Hand
sewing

plain seam 79.97 86.32 56.93 65.13 40.09 64.42 32.46 38.32

double-stitching seam 89.13 101.92 88.00 80.99 45.19 66.79 37.97 61.21

flat felled seam 106.13 115.96 108.04 90.51 95.54 91.67 42.91 88.95

french seam 97.48 107.39 74.82 65.64 44.79 59.32 29.55 54.52

Table 3. Seam efficiency of fabrics

Unit; %

봉합효율은 원단의 밀도가 높고, 두꺼워 질수록 봉합효율은 떨어지며, 옥사의 곱솔, 쌈솔, 통솔과

명주의 쌈솔을 제외한 모든 솔기에서 손봉제의 봉합효율이 우수하게 측정되었다. 솔기 유형별 봉합

효율은 쌈솔이 가장 우수하며, 가름솔과 통솔이 가장 낮다.

2. 외관평가 비교

시료의 외관 평가 등급과 외관 선호도 평가는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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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ra Oksa Myeongju Yangdan

Machine
sewing

Hand
sewing

Machine
sewing

Hand
sewing

Machine
sewing

Hand
sewing

Machine
sewing

Hand
sewing

plain seam
pucker grade 4.4 4.8 4.7 4.8 4.6 4.7 4.3 4.7

seam preference(%) 10 90 30 70 20 80 15 85

double-stitching
seam

pucker grade 3.8 4.7 4.7 4.8 4.2 4.5 4.5 4.5

seam preference(%) 5 95 50 50 20 80 25 75

flat felled seam
pucker grade 4.3 5.0 4.9 5.0 4.8 4.9 4.5 4.6

seam preference(%) 0 100 55 45 35 65 45 55

french seam
pucker grade 3.9 4.9 4.7 4.7 4.5 4.1 4.7 4.5

seam preference(%) 0 100 70 30 65 35 55 45

Table 4. Seam pucker grade and seam preference evaluation

솔기 유형에 따른 항라의 외관 평가 등급은 기계봉제에 비해 손봉제에서 모두 높게 평가되었으며,

곱솔과 통솔은 봉제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외관 선호도 평가 역시 손봉제가 우수하게 평

가되었으며, 특히 쌈솔과 통솔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옥사의 외관 평가 등급은 통솔을 제외한 모든 솔기에서 기계봉제에 비해 손봉제에서 높게 평가되

었으며, 그 값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관 선호도 평가는 기계봉제는 곱솔과 쌈솔이 손봉제

는 가름솔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명주의 외관 평가 등급은 통솔을 제외한 모든 솔기에서 기계봉제에 비해 손봉제에서 높게 평가되

었으며, 그 값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관 선호도 평가 역시 통솔을 제외한 모든 솔기에서

손봉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단의 외관 평가 등급에서 가름솔과 쌈솔은 손봉제가 통솔은 기계봉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두 값들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외관 선호도 평가는 통솔을 제외한 모든 솔기에서 손봉제가 좋

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각 시료를 봉제할 때 적절한 솔기로 항라는 손봉제의 쌈솔과 통솔, 옥사

는 손봉제의 가름솔, 명주는 손봉제의 쌈솔, 양단은 손봉제의 가름솔로 평가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봉제 방법과 솔기 유형을 달리하여 한복지의 가봉성을 알아보았다. 시료의 직물은 항라,

옥사, 명주, 양단을 사용하였고, 재봉사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견 100% 재봉사를 사용하였으며, 솔

기의 유형은 한복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름솔, 곱솔, 쌈솔, 통솔을 사용하였다.

봉합강도와 봉합비율은 옥사를 제외한 모든 직물에서 기계봉제에 비해 손봉제가 높은 값이 측정되

었으며, 솔기 유형에 따라서는 쌈솔, 곱솔, 통솔, 가름솔 순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므로 봉합강도의 기

능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손봉제의 쌈솔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료 파단시 직물의 밀

도가 낮은 항라와 옥사는 활탈의 비율이 높았으며, 밀도가 높은 명주와 양단은 실 파단의 비율이 높

았다. 활탈, 실 파단, 솔기 파단은 의복을 재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직물 파단은 의복 자체에

손상을 주므로 직물 파단 형태의 솔기는 적합하지 않다. 쌈솔은 직물 파단이 가장 많이 일어난 솔기

유형으로 봉합강도는 우수하나 의복 재생을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솔기이다.

솔기의 외관 평가 등급과 외관 선호도 평가는 모든 직물에서 기계봉제에 비해 손봉제가 좋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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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으며, 솔기유형에 따른 외관 평가 등급은 쌈솔, 가름솔, 곱솔, 통솔 순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솔기 유형에 따른 봉합강도와 시료 파단 형태, 외관 평가 등급, 외관 선호도 평가를 모두 고려했을

때 각 직물에 가장 적절한 솔기 유형으로 항라는 손봉제의 쌈솔, 옥사는 손봉제의 가름솔, 명주는 손

봉제의 쌈솔, 양단은 손봉제의 가름솔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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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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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6

캡스톤디자인에 의한 문화상품 이지웨어개발 

고수선·바드마얌보사르만디희·박진주·장병수·이다현·임연혁·홍신애·권숙희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최근 제주는 동북아 최고의 리조트형 MICE 거점도시로서도 지목되고 있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오고있다. 지역특성 및 트랜드를 고려한 이지웨어는 방문객을 위한 좋은상품로서 의미가 있으며 더

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직까지 내․외국인을 위한 구매력있는 대표상품이 없으

므로 이에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잘 팔리는 상품으로서의 이지웨어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지웨어란

말은 일상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옷차람에 속하는 의복을 말하는 데 사전상의 정의는 딱히 서술되어

있지는 않다. 리조트웨어, 휴양복, 라운지웨어 등과 혼용되어 용도에 있어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크

게 대별되지는 않는다.

캡스톤디자인은 창의적 공학설계를 지향하는 수업으로서 의류학과 정규수업에 도입하여 의류업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며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얻고자하였다.

학생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국제적 거점도시 제주의 입지적특성, 관광객분석, 지역시장조사, 세계적

트랜드분석, 친환경소재 등을 조사하고 이에 적절한 이지웨어를 정의해보고 구매력있는 관광상품으

로서의 이지웨어를 구현해보고자 하였다. 소재선택, 디자인 결정, 기성복사이즈차용, 패턴디자인, 광

목衣에 의한 품평회, 패턴수정, 봉제방법적용, 제품완성, 업체전시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디

자인 최종결정에는 논의를 통해 팀내 승인이 된 디자인을 최종 제작 완성하였다. 캡스톤디자인은 지

역의 갈옷업체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업체는 학생들이 완성한 이지웨어를 전시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기존의 갈옷을 SWOT분석하는 데도 협력업체의 상품이 사용되었다.

패션시장의 동향 고찰결과 최근 다채로운 색상조합을 강조하였고 다양한 원단, 질감 및 데테일을

특징으로하는 장식적인 요소를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트랜드를 제주에서의 이지웨어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팀 수행결과 제주에서의 이지웨어로서 갈천이 주요소재로 정해졌고 이는 제주의 문화적인

특징을 갈천으로 제시하고자함이다. 또한 기존의 이지웨어로 개발된 갈옷의 분석결과 칙칙함, 무거

움, 트랜드의 부재 등 약점으로 나온 사항을 보완하여 총 15벌의 상품이 개발되었다.

상품제작에 있어 트랜드를 고려하고 제주지역에 차별화된 소재로 전통 갈천을 주재료로 선택하였

는 데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위해 배색되는 천의 다양한 질감과 색감을 중요시하였고 주로 시중의 쉬

폰직물을 함께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갈천의 쾌적함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고 쉬폰직물을

부분적으로 배색하여 기존의 갈옷상품과 차별화된 이미지의 제품을 구현하였다. 캡스톤디자인으로

인한 학생들의 업체현장 이해 및 종합적 기술인력 양성과정은 장차 학생들의 취업에도 고무적인 결

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

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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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7

생체 신호 측정을 위한 의복 구성에 대한 연구
- 전투복/내의 Interface 설계 및 구성을 중심으로-

조광년
1)
·권서윤

1)
·최은미

1)
·박성민

2)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 다이텍 연구원

최초 스마트 의류(생체신호 측정이 가능한 의류)의 개발은 1990년대 미군의 전투능력 극대화를 위

해 추진되었으며, 현재 섬유에 다양한 他(IT) 기술이 접목 되면서 군 피복은 다양한 영역으로 기능

적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군 피복의 특징은 의복으로서 극한의 환경에서 착의에 따른 전투력 향상

을 유도하고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해 주/야 위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他

(IT) 기술의 군 피복 접목은 他(IT) 기술의 기능적인 면만을 강조하여 의복의 기본 구성요소인 내구

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 연구기관에서는 요소기술에 대한 많은 투자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하드(Hard)한 기계적 기술을 소프트(Soft)한 군 피복에 접목하기 위해서 다

양한 융 복합적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능의 부수적인 조합은 군 피복의 중량상승에도 영향을 줌에 따라 국방부가 추진하

는 장비 경량화 전략에 反하는 군 피복 설계가 이루어지는 문제점도 나타내고 있다.

생체신호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 군 피복 개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 문제는

Interface 기술의 해결이다. 생체신호 측정이 가능한 군 피복의 개발은 현재 생체신호 측정 기술의 융

합에 따른 IT 부분의 견뢰도, 항복응력에 대한 내구성이 문제 시 됨에 따라 생체신호 측정기능이 유

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 피복의 특성에 따라 극한의 환경에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화된 융․복합 기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군 피복․他 (IT) 기술융합에서 군 피복의 기본적 성질에 충

실함과 동시에 他(IT) 기능의 융합을 도출할 수 있는 접목요소 Interface 기술개발을 위해, 군 피복을

전투복과 내의로 구분하여 Interface를 위한 설계 요소 및 섬유기반 전도성 소재의 기능성과 내구성

을 세탁 전/후 SEM 표면 분석과 KS K 0180(실의 전기저항 측정방법), KS K 0170(천의 전기저항측

정 방법)의 실험방법을 기반으로 Interface 기능을 분석하여 최종 제품 제작을 위한 문제점 해결 방

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의의 생체신호 측정부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RF 통신 기기까지의 Interface 및 동작 편의성

을 고려한 의복 패턴을 설계하여 최적의 군 피복 구성과 중량 감소를 위한 생체신호 측정 구간 간소

화 및 기기 수납공간의 극대화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섬유기반 전도성 소재의 적용은 기존 금속 및 플라스틱 기반의

Interface 대비 높은 경량성을 나타내었으나, 내구성 부분에서 마찰, 항복응력에 대한 전기적 저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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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남에 따라 생체신호 측정 시 장기적인 신뢰도가 낮게 평가 되어 반 영구적인 섬유기반의

생체신호 측정 소재의 접목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내의에서 생체신호 측정을 위한 기기적 요

소들의 적용은 전투 시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간섭효과가 발생됨에 따라, 내의에 부착된 기기를 전투

복 외부로 도출할 수 있는 의복을 구성하여 군 피복의 착의성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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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8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발 변형환자의 발사이즈 계측 분석

김선희

김포대학교 패션디자인과

1. 서론

현대 여성이라면 한번쯤은 과거의 불편한 구두의 착용으로 인한 발 부위의 통증, 부종 및 변형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특히 패션에서 신발은 매우 중요한 아이템으로 트렌드에 따른 다양한 스타일과

높이의 구두는 여성의 발 건강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여성들은 이에 의한 불편함,

병변, 발 변형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타일, 실루엣 등을 이유로 오늘도 예쁜 신발을 고집하고 있

다. 이로 인하여 발 부위에 여러 가지 병변이 발병하고 있으며, 그 중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 급격히 늘고 있다.

다양한 발의 변형 및 무지외반증은 형태적인 문제와 함께 통증을 야기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치료

와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병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미용과

관련된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치료와 후 관리에 소흘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환

우용 신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신발의 치수체계는 ISO규격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한 KS M ISO　9407(2004)은 Mondopoint로 알려진 신발의 국제규격 치수분

류시스템(ISO)의 기본적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치수표식방법을 규정하고 신발의 유형에 제한 없이

모든 형태의 신발에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이 규격은 기본적인 치수로 발길이를 제시하며 필요 시

발 폭의 치수를 뒤따라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신발 착용 시 불편한 사항 중 길이사이즈

에만 의한 치수체계에 의한 구두 착용이 불편감의 주요한 요인이므로 점차 수가 많아지고 있는 발

변형 환우용 신발생산을 위한 치수측정 분석 및 신발체계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중증 발 변형을 초래하는

무지외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후의 좌우 발의 측정 치수를 계측하고, 이를 참고로 적정 커버

율을 검토하여 치수적합성과 만족도의 부문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환우용 신발의 올바른 치수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이힐 착용관련 현황 및 만족도, 신발치수 만

족도, 발변형 정도 및 치료현황, 컴포트슈즈에 대한 필요성 및 만족도 등을 설문지기법을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발 변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발 변형 환자용 신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도권 소재의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 가운데, 무지외반증으로 진단받

고 수술한 환자를 대상으로 양쪽 발의 수술 전 후의 방사선 촬영 실시한 결과를 취합하여 이를 분석

하여 국내 여성 발 변형에 대한 구체적인 치수분석 자료를 얻고자 한다. 이 때 연구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30세에서 69세까지의 35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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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무지외반증 환우용 신발 제작을 위한 발 부위를 X-ray 사진을 통해 계측하도록 한다. 제 6차 한국

인 인체치수 측정조사 사업에서 사용한 측정점 및 계측항목을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Pictronic 500(Picker S-Ray Co.)을 촬영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측정 도구로는FCR

Display(Fuji Co.)를 사용하여 X-Ray 사진을 디지털로 저장하여 영상분석을 통해 측정치를 구한다.

<그림 1> 환자의 병력사항 파일

<그림 2> 환자의 수술 전 발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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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자의 수술 후 왼쪽 발 X-ray를 통한 발폭 계측

3. 결과 및 결론

설문지의 분석결과, 하이힐의 경우는 발길이 만에 의한 치수체계에 의존한 선택으로 인하여 착용

불만족도가 높고 이로 인한 발의 변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의 변형이나 병변은 20∼30

대가 아닌 시간이 흐른 4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나 발길이와 함께 발등둘레의 항목

또는 너비의 여유에 따른 편한 신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하이힐을 많이 착용하는 20∼30대

에는 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디자인을 이유로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변형이나 병

변을 병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아름다움의 관점으로만 인식하여 신발에 의한 발의 상태를 치료보다는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이가 들며 발의 상태가 많이 진행되어지면 그때서야 병으로 인식하여

치료를 시작하여 수술 등의 방법도 사용하여 환자용 신발 또는 보호용 신발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

어진다. 그러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구두구입기준은 트렌드에 의한 디자인에서 착화감, 소재 등을

나이의 증가에 따라 중요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지외반증 환자의 X-ray를 통한 수술 전, 후의 치수비교 결과, 수술 후 무지외반증으로 인한 발

변형 부분은 많이 고쳐졌으나, 수술 후 발의 형태가 일반인의 표준치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며, 수

술 부위의 수술 후 통증 및 약해짐으로 인해 현재의 신발치수와는 다른 치수체계를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환우용 신발 생산업체의 생산력이나 영업은 시작단계로 기존의 KS규격에 의한

신발 제작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발의 동작적응성과 착용감을 만족을 높이는 치수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의한 KS규격과 SIZE KOREA 사업에 의한 발부위의 2차원 측정에 의해

계측된 계측치 그리고 3차원 형상측정 조사사업에서 스캔되어진 피험자의 3차원 형상에 의한 계측치

의 비교 분석과 본 연구의 X-ray 측정치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무지외반증 환우 여성을 위한 환우용

신발 사이즈를 분석하여 차후 늘어가는 환자용, 또는 수술 후 환자의 발 보호용 신발, 그리고 더 나

아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컴포트슈즈의 사이즈 시스템구축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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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99

초등학교 남・여아의 얼굴유형 비교분석

김선희

김포대학교 패션디자인과

1. 서론

사람의 얼굴부분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의 호감도를 평가하는데

얼굴이 전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미지 구축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성형이 최선의 선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회전반적인

추세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체계측은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아져 있고, 국가차원의 인체계

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그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구체적

인 연구를 진행하거나 제품을 제작하기에는 계측된 항목이나 그 대상연령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인체계측자료는 인류학적, 생리학적, 공학적 측면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프로젝트에

적용 시 기본 자료에 대한 이해와 통계 데이터를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가 따른다. 얼굴에 대한

계측을 통한 조사 및 유형분석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모자, 안경 등 액세서

리 시장의 확대 및 패션화에 맞춰 그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의 경우 게임이나 영화에서 뿐 아니라, 학습과

관련해서도 캐릭터를 흔히 접하고 있다. 캐릭터는 게임, 가상현실,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에서 전체

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서 의인화된 동작이나 음성, 표정 등을 통해 관객에게 감동과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최근 들어 신체 뿐 아니라 얼굴표정 등이 강조되는 아동용 캐

릭터의 활용도와 사용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효과적인 표정연출이나 대사구현에 대한 중요도 또

한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산업체 및 연구에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의 얼굴을 계측하고 이를 분

석하여 남아와 여아의 얼굴형태 및 유형분석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남아와 여아의 치수 및 유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측정자는 의류학과 석사이상의 전문가로 선정하였으며, 측정도구로는 마틴식 인체측

정기(수직자, 큰수평자, 작은수평자, 둥근수평자, 줄자)와 체중계를 사용하였다. 측정기준점 및 측정

항목의 선정은 1차～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의 머리부위 관련항목과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이루

어졌다. 머리부위의 직접측정항목은 높이(수직길이) 8항목, 너비 3항목, 길이 6항목, 둘레와 두께가

각각 1항목의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9항목이 조사되었다. 그 외에 참고자료로서 키와 몸무게를 측정

하였다. 주요 측정기준점은 이마돌출점, 눈살점, 귀구슬점, 턱끝점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결론

초등학교 여아의 경우 계측한 자료를 이용해 얼굴부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요인을 추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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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요인은 귀구슬점높이, 귀바퀴시작점높

이, 귀최대높이, 귀끝점높이의 4개 항목으로 귀부위의 수직적 크기요인으로 설명된다. 제 2요인은 이

마돌출점-귀구슬점길이, 눈살점-귀구슬점길이, 이마시작점-귀구슬점길이, 머리둘레, 머리두께, 귀구

슬점사이머리위길이로 머리부위의 측면적 길이와 머리의 전반적 크기 요인이다. 제 3요인은 이마돌

출점높이, 이마시작점높이, 눈살점높이, 머리마루점높이의 4개 높이항목으로 구성되어 이마외 머리부

위를 포함한 얼굴의 수직적 크기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 4요인은 머리너비, 이마너비, 얼굴너비

로 머리부위의 너비요인을 나타내며, 제 5요인은 눈살뒤통수길이, 눈살뒤통수아래길이의 2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머리의 표면길이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5개의 요인을 독

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초등학교 남아의 경우, ‘머리둘레’나 표면길이 항목인 ‘눈살뒤통수길이’, ‘눈살뒤통수아래길이’, ‘귀

구슬점사이머리위길이’ 항목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 피험자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항목이 머

리둘레와 표면길이 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얼굴부위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요인분석결과 총 6개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 1요인은 입술밑함몰점높이, 입술아랫점높

이, 입꼬리점높이, 턱최대돌출점높이, 입술윗점높이, 코밑점높이의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입과

입주면을 포함한 얼굴의 전반적인 크기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 2요인은 코와 이마, 눈주위의 높

이요인으로 나타났다. 제 3요인은 귀구슬점높이, 귀바퀴시작점높이, 귀끝점높이, 귀최대높이로 귀와

관련된 4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귀주위의 수직 길이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 4요인은 머

리표면길이와 얼굴외각길이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 5요인은 이마너비, 얼굴너비, 머리너비, 눈초리

사이너비로 나타나 얼굴외각너비와 얼굴안쪽 눈 주위의 너비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 6요인은 입너

비, 코너비 항목으로 얼굴안쪽 입과 코의 너비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머리와 얼굴의 유형을 몇 개

의 특징적 유형으로 나누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만 9세～12세 초등학교 남자아동의 머리와

얼굴 유형을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유형 1은 76명으로 33.9%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

타났고, 유형 2는 62명으로 27.7%, 유형 3은 42명으로 18.8%로 가장 낮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유형

4의 경우 44명, 전체의 19.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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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0

체형과 BMI에 따른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

박선미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현대사회에서 식사의 개념은 배고픔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미각을 충족시키는 소비활동으로 여겨

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바쁘고 편리한 생활 속에

서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운동량이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영양섭취와 운동부족은 비만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비만의 문제를 체형의 관점에서

보면,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체형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과도하

게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체형이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체형 변화는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외모에 대한 만족, 외모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얼굴에서 확

장되어 체형관리, 전신관리의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키, 근육, 몸매와 같이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고, 키와 체중을 통해서 비만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BMI(Body Mass Index)에도 일반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형과 BMI 등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형화하고 이들이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기타 인구 통

계적 변수를 통해 유형화된 집단에서의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2년 6월에 충북지역에서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통한 조

사를 실시하였고,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58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인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분석, t 검정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를 통한 주요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체형에 의한 분류를 통해서 크게 3가지 체형으로 나누었는데, 1집단 보통 체형(n=124)이

48.2%로 가장 많았고, 2집단 역삼각형이거나 허리가 가는 체형(n=70)이 27.6%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

며, 3집단 배나온 체형(n=62)이 24.1%로 나타났다. 체형에 따라 유형화된 3집단에서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집단은 신체와 옷차림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외모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남녀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외모만족도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

게 나타났으나 살찌는 것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여대생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외모에

대한 여학생들의 기대가 높거나 신체왜곡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BMI에 의해

크게 3가지 체형(18.5미만=1집단, 18.5-25.0미만=2집단, 25이상=3집단)으로 나누었는데, 1집단 저체중

집단(n=48, 18.8%)과 3집단 비만집단(n=17, 6.6%)의 수는 적었고, 2집단 보통과 과체중 집단

(n=191,74.6%)이 전체의 3/4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모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비만으로 분류된 집단에서 신체와 옷차림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상대적

으로 의복에 대한 낮은 관심도를 표현하였다. 또한 이들은 적극적인 외모관리 의지를 보였고, 의복선

택에서 편안함을 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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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1

국내 대학생의 패션의류제품 업사이클링 인식 조사 

최은희
1)
·도월희

2)

1)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2) 전남대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1. 서론

최근 자원 순환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해 업사이클링(up-cycling) 운동을 본격화하고 친환

경 메시지를 전파하는 운동이 각계에서 펼쳐지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폐기물이나 쓸모없는 제품을 더 나은 품질 또는 더 높은 가치로 변환하는 과정, 즉

재활용품에 디자인을 입혀 가치 높은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가치상향형 재활용을 말한다(Son, 2011).

업사이클링 용어는 1994년 유럽의 건축신문인 샐보뉴스(Salvo news)의 인터뷰를 통해 라이너 필츠

(Reiner Pilz)가 처음 사용하였고, 윌리엄 맥도너(William McDonough)와 미하엘 브라운가르트

(Michael Braungart)의 공동저서 ‘요람에서 요람으로 (Cradle to Cradle)’에 의해 개념이 통합되었다

(wikipedia, 2012). ‘Cradle to Cradle(C2C)’는 제품이나 원료를 사용한 후 폐기하여 ‘무덤(Gravel)’으

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탄생을 위한 ‘요람(Cradle)’으로 되돌리자는 개념이다. 미국이나 유럽

에서는 이미 업사이클링을 이용한 고가의 브랜드의 시장으로 확산되었고 국내에서도 업사이클링에

관련된 브랜드 및 기업에서 ‘Cradle to Cradle’의 패러다임을 경영방침으로 채택하는 추세이다(Bark,

2010). 전 세계적으로 자원고갈, 환경문제로 인해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

자원순환산업전(Re-Tech 2012)에서는 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하고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산업전이 개

최되었다(Bark, 2012).

선진국 국민 1인당 의류 소비는 지난 30년 동안 10배 이상 늘었다. 그 과정에서 지구는 살충제와

화학비료, 물 부족으로 몸살을 앓게 되었고,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절반이 되었다

(Kim, 2011). 패션 의류에서 자연적으로 썩지 않는 화학섬유는 환경주범으로 손꼽힌다. 빠르게 변하

는 트렌드,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의 홍수 속에 옷은 점점 쌓여가며 연간 40억 원의 옷들이 그대

로 소각되고 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환경적인 소셜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업사이클링 패션 브

랜드가 주목 받는다(An. 2012). 패션에서의 업사이클링은 지속 가능한 패션이며 친환경적인 아이디

어로 이슈로 끝나지 않고 패션 문화의 하나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관련행사로 사람들

의 인식 정도가 증가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하여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대학생들의 의류패션부분 업사이클링에 대

한 인식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012년 6월∼7월까지 남녀 대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업사이클링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응답자 대부분 재활용이나 리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업사이클링에 대한 인식이 낮아, 설

문조사 전 친환경과 재활용,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등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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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응답자 일반사항 7문항, 환경 자원 7문항, 업사이클 인식 10문항, 업사이클링제품 구매의도 1문

항 등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최근 업사이클링에 관한 기업의 활동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2012년 패션브랜드 COACH(코치)가

애용했던 야구글러브를 지갑으로 만들어주는 자선바자 기획을 실시했다. 베이스볼을 모티브로 한 악

세서리 컬렉션 한정발표를 기념하여 개최하였다. 한정 70개의 매상은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받은

아동에게 지원될 계획이다(Baseball Heritage Collection, 2012). 영국의 정키스타일링(Junkey Styling)

은 환경 브랜드의 대표주자로서 런던패션위크에 참여해 세계 패션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

으며(An. 2012), 헌 옷이나 버려진 천으로 새 옷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 코오롱FnC에서는 소각되는 3년차 재고를 되살리는 리디자인 브랜드 ‘래코드(RE; CODE)’를

런칭하여 제품의 희소성과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였다. 사회적 참여에 의의를 두어 소각 물량의

해체작업은 지적장애인 단체인 ‘굿윌스토어’와 함께하며, 제품의 제작은 전문 봉제사를 통해 수작업

으로 공방에서 생산된다. 업사이클링을 알리기 위한 활동으로는 서울업사이클링 페어 2010, 터치포

굿의 ‘T4G’프로그램, 이새의 2012 R-Project 디자인공모전-버려지는 것들의 재발견, 리블랭크의 ‘업

사이클링 캠페인’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통해 리폼 산업의 활성화와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탄생시키

는 업사이클링 운동을 본격화하고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업사이클 인식에 관한 내용을 설문조사 한 결과, 평균나이 19.9세, 월 30∼50여만의 용돈을 대부분

의류패션제품 구입으로 사용하는 대학생이었다. 환경자원 관련 7문항의 응답결과는 ‘국내환경오염정

도’와 ‘국내자원소비 정도’, ‘국내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심각하다고 하였다. 대부분 자원

재활용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97%), 약 60%정도는 ‘재활용 의류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없다’고 하

였고, 재활용 제품을사용 한 의견은 ‘매우 불만족’하며 특히 품질에 대한 ‘불만족(30%)’이 높았다. 업

사이클링 관련 문항의 설문 결과, 업사이클 용어는 69%(105명)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업사이클링

의류패션제품은 94%(144명)가 구매경험이 없고, ‘앞으로 구매의사가 있다’가 56%로 나타났다. 업사

이클링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결정요인은 ‘디자인(33%)’, ‘디자인의도(27%)’의 순이며, 구매하지 않는

결정요인은 ‘품질 및 변색(26%)’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사이클링 및 리사이클링 브랜드 인

지도에 관한 설문결과, 제시한 10여개의 브랜드를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였고, 개인이 알고 있는 브랜

드의 응답도 없어 업사이클링 의류제품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활

용 및 업사이클링과 관련 된 소비자 단체의 인식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국 YMCA연합회(71%), 녹색

소비자연대(69%), 한국 소비자연맹(63%)등은 과반수이상이 인지하고 있었고, 그 외 한국소비생활연

구원, 환경운동연합 등은 과반수이상이 모른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사업 중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질문에는 ‘쓰레기 수수료 종

량제(43%)’,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12%)’,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11%)’라고 하였다. 정부의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노력은 ‘보통이다(54%)’, ‘소극적이다(36%)’이고 환경보호는 정부차원(41%)에서 실

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로써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노력에 비해 업사이클링 인식에 대한 결

과는 미흡하므로, 환경운동과 더불어 소비자가 잘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업사이클링 의류제품, 패션잡화, 생활용품 중 구매의사가 있는 제품에 관한 설문결과는,

의류제품 중 ‘재고의류를 활용한 재킷과 바지, 셔츠 등(58%)’에 관심을 보였고, 패션잡화 중 ‘자투리

실로 만든 양말(53)’과 ‘소파의 가죽을 이용한 가방과 지갑(58%)’에 구매의사를 보였다. 생활용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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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신문지를 이용한 연필(53%)’을 구매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패션에서의 업사이클링은 지속 가능한 패션이며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로서, 이슈로만 끝나지 않고

패션 문화의 하나로 발전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관련행사로 사람들의 인식 정도가 증가되어

낭비가 아닌 가치 있는 소비문화를 고취시켜 소비자들이 변화하길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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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2

지역친환경전통직물상품 개발방안

김희숙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경북북부지역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문화자원과 유교문화자원이 집중 분포된

지역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비교우위자원인 천연자원과 전

통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등재와 함께 전통문화자원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역

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관광상품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현안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

법으로서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인 안동포, 안동한지, 천연염색 등 친환경적 지역 고유의 전통

직물자원을 활용하여 현대화 세계화에 발맞추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에는

지역 특산물이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지닌 잠재력 있는 인적자원이 다수 산재해 있

어서 친환경 전통문화산업과 연계된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므로 사라져가는 지역 전

통문화자원의 계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북지역은 전통의

류, 수의, 침구류, 생활소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안동포, 한지, 명주, 무명, 천연염색 등 다양하고 품질

이 우수한 친환경전통직물소재의 전국적인 생산지이며, 안동포로 대표되는 친환경전통직물소재의 우

수성이 입증되고 최근 등장한 로하스족과 웰빙픙조의 확산으로 전통소재를 활용한 제품의 시장규모

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상품디자인에 대한 소비자 요구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대

한 대응의 지연, 고임금과 생산 및 유통 비용의 상승에 의한 경쟁력의 저하, 전문가 부족 등으로 어

려움에 직면하여 존속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문화산업은 그 지역에 뿌리를 둔 것인

만큼, 지역문화산업의 붕괴는 해당 산업의 공동화에 그치지 않고 고용의 악화나 지역사회 경제의 악

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친환경전통직물상품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1년 2월에서 11월까지 지역의 안동포 관련 제작전문가와 판매자 35명의 직접설문

지법에 의하여 지역의 친환경전통직물의 개발과 활성화 방안에 관해 설문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안동포 소재생산의 담당자와 전통적 생산방식 기능보유자가 노령화되고 있어서 전통문화의 단

절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화를 통하여 청년층의 유입과 기능의 전수가 필

요하다. 2. 전통직물산업의 계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노년층과 이들을 보조하는 청년층이 팀

워크에 의해 원료생산, 현장체험학습과 상품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서 노년들의 기능적 잠재력

과 청년들의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경북북부지역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50

- 65세의 여성준노년 인구비율이 9.5%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준노년기여성 또는 노

년기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능습득 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능력을

발양시킬 수 있는 친환경전통직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의 개발이 요구된다. 4. 지역친환경전통직

물산업은 경제·사회의 다양화 개성화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대외적인 ‘얼굴’역할을 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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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자원이며, 또한 이는 국가적 재산인 동시에, 각 지역 간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간주

되고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대책이 요구된다. 5. 현재 지역 간 경쟁격화에 따라 지역 고유

의 자원인 지역전통문화산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제품과 순환형 경제·사회에 대한 관심

이 높아져 ‘물건 만들기’에 대한 재평가와 젊은이들의 전통기술을 배우려는 성향이 높아져 ‘전통문화’

부활의 징조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고용의 유지·창출, 창업의 촉진을 위해서도 지역산업의 활성화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므로 친환경전통직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IT산업이나 디자인산

업과의 융합이 요구되고 있다. 6. 친환경전통직물산업에 대한 명품화와 대중화 전략이 필요하다. 따

라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디자인개발과 친환경적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상품개발이 요구되

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지원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7. 전통문화산업은 지역 전체의 활성화

전략의 큰 기둥이므로 수요 개척, 인재 확보와 육성 등의 과제에 대한 산학관 협력체제가 바람직하

며, 지역 내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제권·생활권·문화권 등과 광역연대가 요구된다. 8. 친환경전통직물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대도시나 해외 지역과의 교류사업에 의한 활성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산 학

관 연 네트워킹에 의한 청년층의 적극적 참여와 아이디어 발굴이 향후 친환경전통직물산업의 지역

특산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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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스캐너에 의한 고령자 손 유형 분류

최은희
1)
·도월희

2)

1)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2) 전남대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고령자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201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0%로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어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다(Statistics Korea, 2010).

고령자는 노화로 인하여 체력수준과 신체적 활동 능력이 저하되며, 이러한 신체적 활동 능력의 저

하는 전반적 생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Lee et al., 2012). 또한 근력이 감소하여 물건 들어올리기

와 같은 일상생활영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고령자에 관한 정확한 신체특성의 연구가 필요

하다.

손은 8개의 손목뼈와 5개 손바닥뼈, 14개의 손가락뼈 등 30여개의 뼈와 그 사이에 관절로 연결되어

자유로운 손의 동작을 할 수 있다(Kim et al,. 2001). 손에 관한 데이터는, Size Korea(2010)에서 남녀

20세∼39세를 대상으로 3D스캐너 측정을 하였고, 직접측정은 남녀 7세∼69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고령자에 대한 연구는 상반신과 하반신 체형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자의

손 특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D 스캔데이터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손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남녀 고령자로 일상생활과 사회·여가생활이 가

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손의 질병유무 등의 간단한 인터뷰형식으로 대상을 선정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2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광주 지역의 남녀 노인 381명을 대상으로 2D핸드스캐너(2D손치

수 자동측정 프로그램)를 사용하였다. 측정 장소는 노인복지건강타운의 운동측정실에서 진행하였고,

손 스캐너 앞에 바르게 앉은 자세로 오른쪽 손을 측정하였다. 측정 중 스캔데이터와 이미지를 화면

에서 확인하며 데이터 이상 시 재 스캔 하였다. 계측항목은 2D핸드스캐너을 이용한 손길이, 검지길

이, 중지길이, 약지길이, 새끼손가락길이, 엄지손가락길이, 엄지-검지사이길이, 엄지-손목길이, 검지

폭-아래, 중지폭-아래, 약지폭-아래, 새끼손가락폭-아래, 엄지폭-아래, 검지폭-위, 중지폭-위, 약지

폭-위, 새끼손가락폭-위, 엄지폭-위, 손바닥폭 19항목과 키, 몸무게, BMI를 추가하여 총 22항목을 계

측하였다. 손 측정 데이터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Statistics 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남

녀 T검정, 요인분석, 군집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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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남자노인의 연령대는 60대 54명(28.4%), 70대 119명(62.6%), 80대 17명(8.9%)로 모두

190명(49.9%)이고 평균연령은 72.2세, 여자노인 연령대는 60대 90명(47.1%), 70대 97명(50.8%), 80대

4명(2.1%)으로 모두 191명(50.1%)이고 평균연령은 69.6세이었다. 평균 신장과 체중은 각각 남자노인

165.8㎝, 66.0㎏, 여자노인 155.6㎝, 58.7㎏으로 나타났다.

2D핸드스캐너를 사용한 고령자의 손 계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 고령자 손 측정항목의 T-검정 결과, 모든 계측 항목에서 남자의 측정치가 여자보다 크고, 유

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분석 및 향후 장갑 치수규격 설정 시 남녀 구분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었다.

고령자 남자 손 계측치 요인분석결과, 손가락과 손길이, 손가락폭-아래, 손가락폭-위, 몸무게와

BMI 등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인 설명력의 누적기여율은 68.7%이었다. 여자 손 계측치 요인

분석 결과는 손가락폭-아래, 손가락길이, 손가락폭-위, 몸무게와 BMI와 키, 손길이 등 5개 요인이고

누적기여율은 72.8%로 남녀 요인의 설명력과 기여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 손 형태의

군집분석 결과 3유형으로, 1유형은 평균 키 164.4㎝, 몸무게62.8㎏, 손길이 18.1㎝, 중지길이 7.8㎝, 중

지폭-아래 2.1㎝로 평균보다 작은 값을 포함하여 작고 가는 손 형태로 나타났다. 2유형은 평균 키

167.3㎝, 몸무게69.4㎏, 손길이 18.5㎝, 중지길이 7.9㎝, 중지폭-아래 2.3㎝인 보통 체형으로 손가락 길

이는 평균에 근접하지만 손가락 너비가 가장 큰 유형이다. 3유형은 평균 키 168.3㎝, 몸무게 72.2㎏,

손길이 19.1㎝, 중지길이 8.3㎝로 손가락과 손의 길이 항목에서 가장 큰 값을 포함하여 손이 크고 긴

형태로 나타났다.

고령자 여자 손 형태의 군집분석 결과, 3개 유형으로 1유형은 평균 키 154.1㎝, 몸무게54.4㎏, 손길

이 16.9㎝, 중지길이 7.6㎝, 중지폭-아래 2.1㎝로 작은 체형이나 손의 길이와 너비항목은 평균에 가까

운 값을 포함하여 보통 손 형태로 나타났다. 2유형은 평균 키 154.9㎝, 몸무게 62.1㎏, 손길이 17.3㎝,

중지길이 7.5㎝, 중지폭-아래 2.2㎝인 보통 체형이며 손가락 길이는 짧고 손가락 너비가 가장 큰 유

형이다. 3유형은 평균 키 159.2㎝, 몸무게58.7㎏, 손길이 17.7㎝, 중지길이 7.7㎝, 중지폭-아래 2.0㎝으

로 손가락과 손의 길이 항목에서 가장 큰 값을 포함하여 체형도 크고 손이 크고 긴 형태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손 유형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 노년층은 55.8%(106명)가 작고 가는 손 1유형이 많

이 나타났고, 여성 노년층은 44%(84명)가 손가락길이가 짧고 너비가 큰 2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인 고령자 전체 연령별 ANOVA를 실시한 결과, 손과 손가락 길이 항목에서는 유의차

가 없었고, 약지폭-아래, 새끼손가락폭-아래, 엄지폭-아래, 검지폭-위, 중지폭-위, 새끼손가락폭-위

등 손가락 너비항목에서 유의차가 크게 나타나 연령별 손가락 너비에서 형태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유의차가 크게 나타난 손가락 너비항목에서 60대가 가장 작은 값이고, 80대가 가장 큰 값으

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 할수록 손가락너비, 손바닥폭 등의 치수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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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4

의복제작을 위한 3차원 인체 형상 각도의 자동측정 연구

김경선
1)
·남윤자

2)
·한현숙

1)

1)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2)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1. 서론

인체는 골격의 크기, 근육의 발달 정도, 피하지방층의 두께와 침착 위치 및 자세에 의해 다양한 특

성과 형태를 나타내므로 인간공학적 의복 설계를 위해서는 인체 형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체형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인체측정방법은 크게 직접측정 방법과 간접측정방법으

로 나뉜다. 직접측정 방법은 R. martin식 측정 기구를 이용하여 인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체측정방법으로 활용된 만큼 측정 방법이 확립되어 신뢰도가 높고 데이터 호환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측정자와 피험자 모두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측정자의 숙련도

에 따라 측정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재측정이 어려우며, 인체 형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간접측정방법은 인체에 접촉하지 않고 데이터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사진법․석고법․슬라

이딩 게이지법․3차원 스캔법 등이 있다. 간접측정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측정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인체 형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으로, 그 중에서 인체 각도 항목은 체형을 유형화하기 위

한 의류학 연구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Hyunsin Na, 2007). 지금까지 인체 각도를 얻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진측정법이었으나, 사진촬영에 의한 인체의 각도 측정은 사진 측정의 오차

와 왜곡문제 외에도 치수를 측정하는 과정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측정 오차를 발생하며, 통계처리를 위해서는 측정한 치수를 재기입해서 데이터화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최근 기술의 발전을 보이면서 국·내외에서 체형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3차원 스캔

법은 광선을 투사하는 거리와 투사각도를 이용한 광삼각방식에 의하여 3차원 좌표를 구하는 것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인체의 3차원 형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인체의 각도는 직접 관찰이나 사진

에 의한 간접측정 시에 관찰 시각의 높이와 카메라 렌즈의 높이에 따른 왜곡 현상을 감안하여야 하

지만 3차원 형상 데이터에서는 3차원 공간상의 좌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

지 않는 장점이 있다(Kim, 2009). 이와 같이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는 체형연구를 위한 유용한 분석

도구 이지만, 3차원 좌표상으로 존재하는 인체 형상을 수치화해서 데이터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복

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 분석 방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3차원 인체 형상 각

도 자동측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3차원 스캔에 의한 인체 형상 각도의 자동 측정 프로그램

은 전통적인 방식의 직접계측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 했던 인체 횡단면에서의 각도 항목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며, 사진측정법을 통한 인체 각도 측정법의 오차와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니라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작업으로 각도를 측정하는 과정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부여하고 측정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며, 손쉬운 반복 측정을 통해 재현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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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인체 각도 자동 측정 프로그램인 SNU Auto Body Angle은 의복제작을 위한 3차원 인체 형상의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인체에서 얻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각도

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Visual C++과 OpenGL을 이용하

여 개발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측정항목들을 선정하였다.

Table 1. SNU SNU Auto Body Angle Program의 각도 측정 항목

번호 측정항목 측 정 방 법

1

정면

배너비각
옆허리점과 배둘레 수준을 연결한 선이 옆허리점에서 내린 수직
선과 이루는 각

2 엉덩이너비각
옆허리점과 엉덩이둘레 수준을 연결한 선이 옆허리점에서 내린
수직선과 이루는 각

3 어깨너비각
어깨가쪽점과 허리점을 연결한 선이 허리점에서 올린 수직선과
이루는 각

4

측면

허리경사각
뒤허리점과 앞허리점을 연결한 선이 뒤허리점에서 연결한 수평선
과 이루는 각

5 배돌출상부각
앞허리점과 배돌출점을 연결한 직선이 앞허리점에서 내린 수직선
과 이루는 각도

6 배돌출하부각
배돌출점과 종아리최소둘레의 이등분점을 연결한 직선이 종아리
최소둘레의 이등분점에서 올린 직선과 이루는 각도

7 엉덩이돌출상부각
뒤허리점과 엉덩이돌출점을 연결한 직선이 허리점에서 내린 수직
선과 이루는 각도

8 엉덩이돌출하부각
뒤허리점과 엉덩이돌출점을 연결한 직선이 뒤허리점에서 내린 수
직선과 이루는 각도

9 등돌출상부각
목뒤점과 등돌출점을 연결한 직선이 목뒤점에서 내린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10 등돌출하부각
등돌출점과 뒤허리점을 연결한 직선이 뒤허리점에서 올린 수직선
과 이루는 각도

11 가슴상부각 목앞점과 B.P점이 이루는 각

12 가슴하부각 B.P점과 앞허리점이 이루는 각

13 목측면경사각 뒤목점과 앞목점이 이루는 각

14 다리각도1
엉덩이 두께의 이등분점, 무릎두께의 이등분점과 발목둘레의 이등
분점이 이루는 왼쪽각

15 다리각도2
넙다리두께의 이등분점, 무릎두께의 이등분점과 종아리최소둘레의
이등분점 이 이루는 왼쪽각

16 목후면경사각
목뒤점과 목에서 머리로 꺽이는 점을 잇는 직선이 목뒤점에서 올
린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17 목전면경사각
목앞점과 턱에서 목으로 꺽이는 점을 잇는 직선이 목앞점에서 올
린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18 하반신 각도
허리둘레의 이등분점과 발목둘레의 이등분점을 잇는 직선이 발목
둘레에서 올린 수직선과 이루는 각도

19

횡단면

어깨선경사각
목옆점과 어깨점을 잇는 직선이 양쪽 옆목점을 연결한 직선과 이
루는 각도

20 견갑골경사각
견갑골 끝점(오른쪽)에서 겨드랑둘레선에 그은 직선이 양쪽 견갑
골을 연결한 직선과 이루는 각도

21
목옆점～어깨가쪽점～

견갑골 끝점
목옆점과 어깨가쪽점, 견갑골 끝점이 이루는 각도

22 견갑골 각도
어깨가쪽점과 견갑골끝점(오른쪽, 왼쪽)을 잇는 직선이 양쪽 견갑
골 끝점을 연결한 직선과 이루는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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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test를 위해 사이즈 코리아 제5차 인체치수조사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사용했다.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는 스캔 과정에서 노이즈가 포함되어 자동 측정 프로그램에서 오차를 발생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3차원 형상 데이터를 Rapidform 200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이즈 삭제하

고, 형상의 축 변경, 3차원 형상 파일 형식 변경(*ply) 등의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 전처리 과정

을 거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도를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각도는 Excel로 Export되도록 프로그래밍

하여 통계분석의 데이터 파일로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다.

Fig. 1. SNU Auto Body Angle Program의 각도 측정 과정 및 각도 치수 데이터화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3차원 인체 형상의 각도 자동 추출 프로그램인 SNU Auto Body Angle은

기존의 사진측정법에 의한 오차와 왜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진에 선을 긋고 각도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던 수치화 과정과 수작업을 통한 데이터 입력 과정을 자동화하여서 의복 제작

을 위한 각도 추출 방법을 빠르고 용이하게 개선하였다.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작업

으로 각도를 추출하는 방법 역시 시간 소모가 많고 복잡한 측정 프로그램을 숙지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측정을 위한 랜드마크를 시각적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정확성과 반복측정에 대한 재현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지닌다. 3차원 인체 형상의 각도 자동 측정 프로그램은 3차원 좌표상의 인체 형상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의 의류산업에서의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연령대에 대한 사용성 test와 측정항목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SNU Auto Body Angle의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연구 ·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후에는 획득한 각도치수를

이용하여 체형을 분석하고 의복의 맞음새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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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5

3차원 라이딩 인체동작 분석에 따른

비즈니스 라이딩 웨어 개발에 관한 연구

김원경
1)
·김윤영

1)
·엄지은

2)
·최효선

2)
·서추연

3)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 (주)잉어

3)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 서론

현대인들의 바쁜 사이클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해 바로 비즈니스업무를 하는 자출족(자전거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전거 및 인라인 전용도로 개설 등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패션성

이 강한 라이딩웨어를 원하는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국내 라이딩복의 개발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선

진국의 우수한 능력에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비즈니스와 일반 라이딩을 아우르

는 시티형 라이딩에 적합한 라이딩웨어의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비즈니스와 여가활동을 동시에 충족하고 싶어하는 도심형 라이딩웨어 소비

자들의 생활패턴과 활동방법을 고려하여 인체적합성, 활동성, 경량화 등 라이딩 웨어의 기능성을 충

족시키고 착용시 쾌적성과 심미성 등의 만족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라이딩 웨어를 개발

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목적은 첫째, 3차원 인체형상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체표변화량을 비교분석

하여 패턴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둘째, 3D 인체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라이딩

웨어를 디자인을 설계하고 특수소재를 활용한 라이딩웨어를 제안하였다. 셋째, 기존 라이딩 웨어와

개발된 라이딩 웨어에 대하여 self-sensory test를 통한 착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라이딩 웨어로서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3D 인체 측정 및 데이터 분석

라이딩 웨어 개발을 위해 20대 성인 여성 중 SIZEKOREA 2004를 기준으로 50% 분위에 해당되는

3명을 대상으로 인체치수측정 및 3D 스캔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인체 기준선의 설정 기준선은 가로

선 17개과 세로선 9개로 기준선을 설정하고 각각의 교차점에 두께 0.7㎝의 랜드마크를 부착하였으며,

스캔동작은 라이딩 웨어 개발을 위한 것으로 바로 선자세(M1), 90도 앞으로 양팔올림자세(M2), 자전

거 타는 자세(M3) 등 3동작으로 설정하였다. 스캐너를 통해 얻은 인체의 3D 데이터는 Rapid Form

XOS 201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랜드마크를 찾고 점과 점 사이의 길이를 각각 측정하였다.

2) 디자인 패턴개발

3D 인체 측정 데이터 분석결과에 의거, 상반신 가로와 세로의 체표변화률을 고려하여 패턴 및 디

자인개발을 하였다. 안전 기능성이 가미된 축광소재 접목과 신체부위별 활동성을 고려한 소매길이변

형, 칼라 디자인 등을 통해 비즈니스 라이딩웨어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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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의평가

기존 라이딩 웨어 4벌과 개발 라이딩 웨어 2벌에 대한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동작은 총 6동작으

로 설정하였으며 동작시 각 신체부위의 여유량의 적정성을 묻는 내용으로 ‘아주 만족한다(5점)’에서

‘아주 만족하지 않는다(1점)’까지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피험자가 직접 의복을 착용하

고 동작을 실시함으로서 만족감을 체크할 수 있는 ‘self-sensory test'진행하였다. 착의피험자는 총

10명으로 3차원 인체스캔시의 피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선택하였다.

4)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 20.0)을 사용하였으며 복종별 동작별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량,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및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3D 인체 측정 데이터 분석결과

데이터 측정은 스캔 결과, 측정이 불가능한 구간을 제외한 측정가능 구간에서 실시하였다. 체표길

이의 변화는 허리둘레선(7단)을 기준으로 상반신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나누어 측정, 분석하였다.

가로기준선의 경우, 팔 동작에 따른 뒷면의 체표길이는 M2동작에서 어깨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

에서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어깨길이는 팔 90도 앞올림(M2) 자세시 1.7㎝(14.66%) 수축하였으나

자전거 자세(M3)에서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패턴 설계시 어깨길이는 자전거 동작에

따른 길이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팔 90도 앞올림(M2)자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부

위는 가슴둘레 부위이며, 자전거 자세(M3)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부위는 뒤품부위(2단)로 이들

모두 팔 동작과 관련된 근육이 동작에 따라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뒤품의 여유분 설정시 동작

에 따른 체표변화율을 고려하여야 할 항목이다.

팔 동작에 따른 앞면의 체표길이변화를 살펴보면, 자전거 자세(M3)에서는 앞면의 체표길이를 정

확히 측정할 수 없었으므로, 선자세(M1)와 팔90도 앞올림 동작(M2)만 분석하였다. M1과 M2 모두

팔을 앞으로 움직이는 동작이므로 뒷면과 반대로, 체표의 모든 가로기준선이 수축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특히 팔동작과 관련된 앞품부분에서 큰 수축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라이딩 웨어 개발 시

라이더의 동작이 결국 팔을 앞으로만 움직이는 역할을 하므로 여유분 설정 시 앞부분에는 추가여유

분 설정이 필요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라이딩 웨어 패턴 설계 시 동작에 따른 뒷면의 여유분 설

정을 고려한 기능적인 패턴 설계가 요구된다.

세로기준선의 경우, 뒤중심선에서 M1에서 M2로 변화될 때 약간의 증가 추세(1.7㎝, 4.97%)를 나

타내었으나 M3에서는 다시 수축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자전거 타는 자세에서는 전방을 주시

하게 됨에 따라 고개를 들게 되므로 목 뒷부분에서 수축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옆

선 쪽으로 옮겨갈수록 팔 동작에 따라 세로기준선이 약간씩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옆선은

M2 동작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내었고 M3에서는 M1과 비슷한 길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앞면에서는 진동둘레선과 연결된 선에서는 M2동작에서 큰 변화를 나타내어 팔동작에 따라

진동둘레가 변화하게 되므로 겨드랑 접힘점 부분에 대한 여유량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상반신의 세로 기준선의 뒷면 체표 변화율에서는 뒤중심선에서 옆선쪽으로 이동됨에 따라 체

표길이는 수축에서 신장되는 쪽으로 변화되었으며 옆선의 변화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면

에서는 옆선과 함께 겨드랑접힘점을 지나는 선의 변화가 현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라이딩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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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상의 패턴 설계시 특별히 세로길이에 대한 여유량 설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다만 옆길이와

앞진동둘레의 경우는 약간의 신장을 고려하여 상의 의류의 길이를 설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2) 비즈니스라이딩 웨어에 적합한 디자인 패턴개발 제시

기존 라이딩 웨어의 재킷은 일반 단추 소매(길이조정 불가능)와 셔링 칼라 디자인으로 허리라인

없는 일자형이며 멀티디자인성 접목이 없는 일반적인 라이딩 재킷 형태이다. 개발된 라이딩 웨어의

재킷은 소매길이의 조절이 가능한 지퍼디자인이며 목을 감싸는 차이나 칼라 디자인으로 바람을 막을

수 있으며 겨드랑이 부분에 축광 폴리스판 원단을 접목시킴으로써 동작시 체표변화에 적응할 수 있

도록 신축성을 강화하여 활동성을 향상시키도록 디자인하였다.

티셔츠의 경우는 기존 라이딩 웨어는 셔츠+베스트형태(윈드프루프 형태로 장점이 있긴 하나, 신축

성 결여로 라이딩에 다소 불편)의 디자인이나 신축성이 적으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디자인이다. 기존 디자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의류에는 축광소재를 어깨라인에 접목시

켜 의복의 형태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체표길이변화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어깨길이 동작

에 따라 수축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약간 신장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어깨부위에 신축성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형태 안전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한 티셔츠의 원단은 폴리스판으로 신축성을 강화시키고 활동성을 향상시킴으로서 체표길이변화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피부의 신축과 함께 의복도 신축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착용감 및

피팅감을 높였다. 또한 후드형태로 우천시에 착용하기 편하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칼라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차이나칼라로 디자인하였다. 의복의 형태는 테일러드 재킷과 집업 재킷을 동시 구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라이딩 활동에 용이한 보조주머니를 부착시킴으로써 기능성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3) 착의평가 결과

기존 라이딩 웨어에 대한 착의평가 분석결과, 동작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즉 모

든 동작에서 비슷한 정도의 착용감을 나타내었으며 복종간에는 q1, q3, q6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

되었다. 즉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을 나타낸 것은 일반 재킷형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감을 나타낸 의복은 8부형 재킷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기존 라이더 의복은

전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착의시 불편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 라이딩 웨어는 기존 라이딩 웨어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복종간, 동

작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이더 재킷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존의 재킷과 개발된 재킷의 착의평가 결과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길이(q2)와 소매길이(q8)의 경우, 개발 재킷의 치수가 더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라이더용 티셔츠의 기존의 의류와 개발된 의류를 비교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개발된 티

셔츠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전체길이(q2), 소매통의 여유(q7), 소매길이(q8) 항목에서 유의적

인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이는 체표길이 변화 분석에 나타난 결과를 패턴설계에 반영한 것으

로 기존 티셔츠보다 개발 티셔츠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4. 결론

비즈니스 라이딩 웨어를 개발하고자 기존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체측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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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입체형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능성이 향상된 개발 라이딩 웨어를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3D 인체스캔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라이딩 웨어 개발 시 라이더의 동작이 결국 팔을 앞으로만

움직이는 역할을 하므로 라이딩 웨어 패턴 설계 시 동작에 따른 뒷품의 여유분 설정을 고려한 기능

적인 패턴 설계가 요구되며, 옆길이와 앞진동둘레의 경우는 약간의 신장을 고려하여 상의 의류의 길

이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개발된 라이더 재킷 및 티셔츠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체길이,

소매통의 여유, 소매길이 등의 체표길이 변화 분석에 나타난 결과를 패턴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기존

티셔츠보다 개발 티셔츠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3) 이와 같은 인체의 특징을 잘 살린 3차원 인체측정 자료를 활용한 패턴원형의 개발로 최상의 활

동성을 보장, 전문적 기능성 및 인체 감성을 라이딩 웨어에 적용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타

의복 설계 및 패턴 제작에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체적합형 패턴 개발은 활용도가

아주 높은 아이템이므로 활동하는 입체적인 인체에 더욱 활동성과 기능성 등 고부가가치적인 요소를

부여함은 물론 한층 업그레이드 된 기술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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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6

키네시오 테이핑법에 따른 사이클웨어 하의 패턴 개발

강남구
1)
·김태규

2)
·박순지

1)

1) 영남대학교 의류패션학과

2) 대구예술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사이클링은 국민들의 소득수준 및 문화적 의식 향상에 따른 레저 활동의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주목 받고 있으며 사이클 이용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운동기능성과 근골격

계 부상이 빈번함으로 운동기능성 향상과 부상방지의 목적을 만족 시킬 수 있는 패턴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사이클링은 근력이 많이 요구되는 운동이며 근력향상과 부상방지가 필요하다.

키네시오 테이핑법은 주종근을 잡아주거나 압력을 가해 근력을 향상시키는 요법이다.(키네시오테

이핑. 카세켄조. 2005)

본 연구에서는 운동기능성 향상과 근골격계 부상 방지를 위해 키네시오 테이핑법을 응용하여 사이

클웨어 하의 패턴 연구 개발을 수행하였다.

기본패턴 설계를 위해 20-24세 남성의 평균사이즈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5) 적용되는 하의

계측 사이즈, 허리둘레(77.7cm), 엉덩이둘레(94.6cm), 엉덩이 수직길이(27.6cm), 바지길이(90cm), 넙

다리중간둘레(51.7cm), 무릎둘레(37.2cm), 발목둘레(26cm)를 적용하여 제작시 신축성 소재의 사용을

위해 실 사이즈 패턴은 가로방향으로 20% 축소한 사이즈로 제작하였다.

키네시오 테이핑 원리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골반부, 허벅지, 종아리, 발목으로 나누었다. 패턴

설계 연구 디자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엉덩이 관절 부분에서는 중간 볼기근과 작은 볼기근 사이로 Y자형의 절개선이 만들어진다. 골반

위치에서 시작하여 근력이 쇠약해졌을 때에는 골반을 들어올려 엉덩관절을 가쪽으로 돌리거나 반대

쪽 엉덩관절을 구부려 근력향상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Y자형의 끝 부분은 허벅지 위치에 설정

하였다. 허벅지 관절 부분에서는 넙다리빗근(봉공근)을 지나는 사선의 모양으로 절개선을 설정하였

다. 절개선 처리는 바깥쪽 골반에서 사선을 유지한 형태로 무릎 안쪽까지로 하였다. 넙다리빗근은 주

근육의 형태이므로 근력향상이나 치료목적에 주가되는 근육이다. 종아리 관절 부분에서는 아킬레스

건으로 이루어진 가자미근, 장딴지근, 발바닥근을 뒷꿈치에서 위쪽 방향으로 긴 Y자형 형태의 절개

선을 넣었다. 절개선은 종아리 중간 부분에서 시작하여 발 뒤꿈치까지 절개선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이유는 가자미근에서 부상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예방과 치료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발목 관절 부분에

서는 긴엄지폄근(장무지신근), 긴발가락폄근(장지신근), 짧은발가락폄근(단지신근), 앞정강근(전경골

근)등이 지나는 부위를 연결하여 일자형의 절개선을 설정하였다. 절개선의 시작은 새끼발가락에서

무릎 밑까지 바깥쪽 종아리에 일자형 절개선 처리가 이루어져 발목의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이상과같이 하의 4부분의 패턴 설계를 진행하여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이 적용된 패턴 설계의 절개

선 형태는 사선형, 교차형, 유자형, 반원형으로 구성하였다.



- 383 -

본 연구는 키네시오 테이핑 요법이 사이클링웨어 패턴 개발 연구와 접목되어 운동 기능성 향상과

근골격계 부상 방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이라 보고 향후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착의 평가

를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를 지속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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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7

대량 맞춤의 자동 패턴 설계를 위한 

40대 성인 남성의 체형 변형 요소 추출

이정화
1)
·최경미

1)
·전정일

2)

1)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패션디자인학과

2) (주)핏앤바디

최근 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소득증대는 식생활과 의식구조 등 생활 전반에 걸치는 변화를 가져왔

고 또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중년 남성들도 운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

다. 비만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40대에서도 다양하게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면

서 같은 연령층 안에서도 체형이 더욱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최근 고기능

성 의복이나 인체공학적 의복 제작 등을 위한 대량 맞춤 생산을 고려할 때, 체형의 변형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패턴을 개발하고 의복을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남성 중 체형이 급격히 변화하는 40대를 대상으로 체형의 특징을 분석하고

대량 맞춤 의복 패턴의 자동 설계를 위한 체형의 변형 요소를 추출하여 기능성 의복 설계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40세에서 49세의 남성 435명(6차 사이즈 코리아 직접측정 데이터)이며 직접계측치 42항

목, 키와 가슴둘레에 대한 지수치 33항목, 둘레항목 편평율 4항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요인 차이와

요인 점수의 비교를 통하여 항목분류와 체형변이의 분석을 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은 크기 요인, 제 2요인은 하반신높이 요인, 제 3요인은 상반신길이 요인, 제 4요인은 어깨

크기 요인, 제 5요인은 엉덩이길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설계 변수 활용을 위한 가슴둘레 지수치를

이용한 요인분석의 결과, 제 1요인은 하반신형태, 제 2요인은 배부위형태, 제 3요인은 비만요소로 명

명하였다. 이에 비해 키 지수치를 이용한 요인분석 결과는 제 1요인이 어깨형태, 제 2요인이 어깨크

기, 제 3요인이 팔길이, 제 4요인이 밑위길이, 제 5요인이 상반신길이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는 의복 패턴의 자동 설계를 위한 변형 요소 추출을 위해 성인 남성 40대를 대상으로 체형

을 분석하여 체형별 특징과 차이 및 변화를 비교 고찰하며, 그 결과에 따라 40대 남성 의복 제작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제안하였다.

참 고 문 헌

1. 성옥진, 김애린. (2004). 중년 남성의 체형연구. 한국복식학회지, 54(1), 37-51.

2. 최영림, 한설아, 남윤자. (2009). 연령대 변화에 따른 비만 남성 체형 특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8), 130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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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08

브랜드 맞춤형 3차원 아바타 개발을 위한 인체 사이즈 분석

최영림
1)
·양희순

2)

1)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조형예술연구소

2)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과 어패럴 캐드 프로그램과의 결합에 의하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3차원

가상 착의 기술은 패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3차원 가상 착의 기술은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가상 세계에서 상품 판매와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Browzwear에

서는 가상모델에 의복을 착용하고 3D 디자인이 가능한 V-stitch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였으며. 3dshopping에서는 기존의 인터넷 쇼핑에 가상현실을 도입하여 컴퓨터 상의 가상 쇼핑몰에

서 의복을 선택, 착용하여 실제와 같은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i-Fashion

몰에서 3차원 스캔 데이터에 기반한 아바타를 제공하여 의복 착용시의 맞음새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

상거래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류 제조와 유통에 있어 다품종소량생산과 글로벌 생산 및 유통,

패스트패션이 자리를 잡으면서 신속하고 낮은 비용으로 샘플을 제작해야하는 의류 업체에 새로운 샘

플 제작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CLO3D는 패턴 캐드와의 호환성이 높고 실시간 시뮬레이션을 제공

하여 국내외 의류 제조업체에서 샘플 제작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류 제조업체에서 샘플 제작 과정의 대체 수단으로 가상착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브랜드 특성에 맞는 3차원 아바타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의 가상 착의 소프트웨어들은

대표 체형의 아바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체 세부 치수의 입력을 통하여 사이즈를 변형할 수 있다.

그러나 연령대에 따라 인체 각 부위의 비율은 물론 자세와 실루엣 등이 변화하므로 브랜드별 구매고

객의 연령에 맞는 아바타 사이즈 변형 기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패션 브

랜드에 적합한 맞춤형 3차원 아바타 개발을 위하여 인체 사이즈를 분석하고자 한다.

가상 착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 패션 브랜드를 선정하여 2011년 구매고객의 연령대를

분석하였다. 전체 구매고객의 1% 이상이 관찰되는 32-65세를 사이즈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인체의

사이즈 구간과 사이즈별 상세 치수를 제안하기 위하여 5차 사이즈코리아 자료 중 32-65세 남성 1034인

의 3차원 인체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한국산업규격의 남성복 치수규격에 따라 키 5cm 간격, 가슴둘

레 3cm 간격으로 구간화하였고 키와 가슴둘레 사이즈 구간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연구대상의 2% 이

상이 관찰되는 사이즈 구간을 다빈도구간으로 선정하였다. 총 17개의 사이즈 구간이 도출되었고 이

들 구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선정하여 총 36개 치수 항목(둘레 16개, 길이 7개, 높이 13개)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사이즈 구간의 기준이 된 키와 가슴둘레를 이용하였다.

모든 치수 항목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사이즈 구간의 인체 부위별 치수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빈도 구간에 해당되는 데이터 전체를 대상으로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사이즈 구

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만을 대상으로한 평균 치수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였다.





    정기총회

  사 회 : 김 태 규(대구예술대학교)

박 순 지(영 남 대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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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수지예산(안) ············································· 양숙향 재무이사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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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사업 보고
(2011. 11. 12～2012. 11. 23)

1. 회의

1) 정기총회 : 총 1회

•2011년 정기총회

일 시 : 2011년 11월 12일(토)

장 소 : 패션그룹형지

참 석 자 : 222명

2) 이사회의 : 총 3회

•제32차 이사회의

일 시 : 2011년 11월 12일(토)

장 소 : 패션그룹형지

참 석 자 : 41인

•제33차 이사회의

일 시 : 2012년 2월 02일(목)

장 소 :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본원 6층 다이텍홀

참 석 자 : 39인

•제34차 이사회의

일 시 : 2012년 5월 19일(토)

장 소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BB903호

참 석 자 : 31인

3) 운영위원회의 : 총 8회

•제68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1년 12월 12일(목)

장 소 : 서울역(진진바라)

참석인원 :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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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2년 01월 06일(목)

장 소 : 홍익대학교(Gold Plate)

참석인원 : 12인

•제70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2년 02월 02일(목)

장 소 :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본원 6층 회의실

참석인원 : 11인

•제71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2년 03월 31일(토)

장 소 : 서울역 4층 중식당(T1)

참석인원 : 12인

•제72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2년 4월 21일(토)

장 소 : 서울역 4층 중식당(T1)

참석인원 : 10인

•제73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2년 06월 30일(토)

장 소 : 서울역 4층 중식당(T1)

참석인원 : 9인

•제74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2년 09월 08일(토)

장 소 : 서울역 4층 중식당(T1)

참석인원 : 13인

•제75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2년 10월 13일(토)

장 소 : 서울역 4층 중식당(T1)

참석인원 :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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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대회(국내 및 국제)

1)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11. 11. 12(토) 09:00～17:00

장 소 : 패션그룹형지

조직위원장 : 최병오회장, 오경화교수

발 표 논 문 : 총 124편(구두 12편, 포스터 110편)

참 석 인 원 : 222명

2)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12. 05. 19(토) 09:00～16:40

장 소 :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BC 101호)

조직위원장 : 박은주 교수(동아대학교)

발 표 논 문 : 총 112편(구두 12편, 포스터 100편)

참 석 인 원 : 227명

3) 2012년도 국제학술대회

개최기간 : 2012. 8. 14～8. 19(6일간)

개최장소 : 알토대학교(헬싱키, 핀란드)

초청대학 : School of Art, Design And Architecture, Aalto University (Finland)

참 가 국 : 한국, 핀란드, 일본, 대만, 독일, 중국(홍콩) (총6개국)

구두발표(10편), 포스터(53편)

참석인원 : 총 1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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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강연

연 사 강 연 제 목 개최일

Yasuhiro Shoda

(Bunka Gakuen

University, Japan

Present & Future of Apparel Eco-Production 2011. 11. 12

Sung-Pil Park

(Kaist)

Intellectual Property Strategy for Enhancement of

Design Competitiveness in Eco Age
2011. 11. 12

Kimberly Guthrie

(VCU, U.S.)
Eco Design = Insightful Design 2011. 11. 12

윤병수 과장

(특허청)
국가 지식재산 전략 추진 현황 2011. 11. 12

김태권 박사

(한국특허정보원)
생분해성 섬유소재 기술 현황 및 특허전략 2011. 11. 12

박정희 교수

(서울대학교)
Sustainability in Fashion Textiles 2011. 11. 12

김현철 박사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한지사 섬유제품 및 친환경섬유 개발 2011. 11. 12

이만중

(보끄레머천다이징)
패션산업의 현재와 미래 2012. 05. 19

염규배

(섬유산업연합회)
FTA와 섬유패션비지니스의 기회 2012. 05. 19

서이종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무엇이 문제인가? 2012. 05. 19

Dong Sung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Total Image Management 2012. 08. 15

Pirjo Hirvonen

(Aalto Univ., Finland)
European Fashion Trend and New Direction 2012. 08. 15

Jeong Sook L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orea)

Korean Traditional Dyeing & Culture 2012. 08. 15

이재일

(시애틀 퍼시픽 대학)
세계화를 위한 모색 - 의류산업과 의류교육 2012. 08. 23

이재일

(시애틀 퍼시픽 대학)

글로벌 의류상품 개발 참여를 위한 모색 - 테크니컬

디자인과 IT
2012.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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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발간

권, 호 게재 논문 쪽 수 발행 부수 발 행 일

제13권 제6호 19 187 500 2011. 12. 31

제14권 제1호 16 163 500 2012. 2. 28

제14권 제2호 18 182 500 2012. 4. 30

제14권 제3호 17 172 500 2012. 6. 30

제14권 제4호 17 183 500 2012. 8. 31

제14권 제5호 17 185 500 2012. 10. 31

합 계 104 1,072 3000

5. 전시회 및 공모전(국내 및 국제)

1) 제2회 유비쿼터스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공 고 : 2011년 4월 15일

참 가 접 수 : 6월 1일～9일

1차 합격 발표(36명) : 6월 23일

디지털 패션교육 : 7월 7～8일 10:00～17:00 서울대학교 222동 전산실

시상식 및 전시 : 11월 12일

시상식장소 : 패션그룹형지 지하 1층 로비

조직위원장 : 남윤자 교수(서울대학교)

참 가 자 : 113명

수 상 자 : 대상 임희원 외, 최우수상 7인, 우수상, 4인, 장려상 10인, 입선 14인

(총 36명 수상)

2) 제17차 국제의상교수초대전

개 최 기 간 : 2012. 8. 14～8. 19(6일간)

개 최 장 소 : 알토대학교(헬싱키, 핀란드)

조직위원장 : 정성혜 교수(인하대학교)

초 청 대 학 : School of Art, Design And Architecture, Aalto University (Finland)

출 품 작 품 : 총 78作(한국, 대만, 중국(홍콩), 미국, 일본, 프랑스, 총 6개국 참가)

우수작품 수상작 : Vest 1208(김순분) 포함 11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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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의류산업 연수회

•제28차 해외의류산업연수회

일 정 : 2012. 8. 10～8. 20(10박 11일)

연 수 지 : 핀란드(헬싱키), 스웨덴(스톡홀름), 노르웨이(골, 오슬로) 등

조직위원장 : 김상률 교수(목포대학교)

연 수 내 용 : 전시회 참가, Aalto 대학견학, Stockholms Tillskärar Academi, 디자인

브랜드 MARIMEKKO, 바사 박물관, 핀란드 대사관저 방문 등 패션

기관 및 문화유산 탐방

참 가 인 원 : 54명

7. 학회상

구 분 수상자 및 수상명 일자 및 장소

2011년

추계학술

학회상(임지영, 대전대),

우수기업상(iT-Jeans),

공로상(박창규, i-Fashion의류기술센터장)

공로상(Hsueh-Chin Ko, National Pintu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aiwan)

감사패(윤병수, 특허청)

2011. 11. 12

(패션그룹 형지)

2012년

춘계학술
공로상(이정숙, 경상대)

2012. 05. 19

(동아대 부민캠퍼스)

8. 제17차 국제교수의상전 우수작품상

수 상 자 작 품 명 소 속

김순분 Vest 1208 대구대학교

김종준 Nature in Red 이화여자대학교

박주희 The Resonance of time SADI

염미선 Black+ Multi V 성신여자대학교

이명희 One-cut Dress with Gore-Cowl skirt 부경대학교

이은정 Old & New 창원대학교

조은주 Thinking Earth III 호남대학교

최경희 The Breath of Earth 호남대학교

황혜진 Trace 서울대학교

Ko, Hsueu Chin The Taiwanese Gods dress Taiwan

Ikumi, Yazawa The Possibilities of materials Ja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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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

구 분 수 상 자 논문 및 작품제목
일 자

(장 소)

2011년도

추계학술

구

두

박현희, 추태귀(경북대)
중고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

2011.11.12

(패션그룹

형지)

김종성, 박창규,

허유(건국대)

정전기장을 이용한 단섬유-웹형성과 섬유배향

분포

박희경, 정삼호,

유은옥(중앙대)

국내패션브랜드 분석을 통한 에코패션디자인

개발연구

포

스

터

정은주, 임지영(경상대) 꽃창살 문양을 활용한 실크 문화 상품 개발

김혜진, 박순지, 김태규1

서추연2(영남대, 대구예대1,

동아대2)

설문조사를 통한 미아방지용 스마트 아동복의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

선하영, 유재영,

송경헌(배재대)

라이오셀/면 복합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타올

소재의 특성

백경자, 황영미,

이정란(부산대)
환경친화적 아웃도어 재킷 설계제안

2012년도

춘계학술

구

두

최정윤, 이경희(부산대) 정서에 따른 의복색 연구

2012.05.19

(동아대)

김미성, 이정란(부산대) 소아환자복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안영무(한성대) 폴리에스터 직물의 대전방지가공

포

스

터

유혜경, 고선영, 이슬이,

최인혜(인천대,

패션그룹형지, 신원)

모바일 인터넷 친숙도, 모바일 쇼핑 신뢰도와

모바일 패션쇼핑의 위험지각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

남기연, 이정순(충남대) 향나무 심재 메타올 추출물의 염색특성

한현정, 전은경(울산대)
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용어 표준화를 위한

조사 연구

2012년도

국제학술

구

두

Ki Yeon Nam,

Jung Soon Lee

Functionality of Fabric Dyed with Juniperus

Chinensis Extract (Part I)

-Antibacterial Ability and Antifungal

Activity-

2012.08.15

(Finland)

Kirsi Niinimaki
Proactive Fashion Design for Sustainable

Consumption

Soon-Young Kim

The Culture Surrounding the Dyeing of

Royal Garmentsin the Latter Part of

Korea's

Joseon Dynasty

Hye Suk

Kim, Yun Ja Nam,

Ming Hai Cui

A Study on Improvements of Infants'

Denim Slacks Construction method Based on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

Areasof

the Body when Wearing

- Focusing on 4-year-old Boy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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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 상 자 논문 및 작품제목
일 자

(장 소)

2012년도

국제학술

포

스

터

SuYoung Ha,

Jeong Dae Jang

Preparation and Practicality of Persimmon

Extract Powder Dye

2012.08.15

(Finland)

Jeong Sook Lee,

Joo Hyun Park

Effects of Combination-Natural Dyeing on

the Physical Properties and Functionality of

Eco-friendly Fabrics (1)

Tae-Gyou Kim etc

Thermal Physiological Responses of

Wearing

Tank Driver's Clothing

Suk-Hyang Yang

Development of Design for Fashion

Cultural Goods Applied the Korean

Traditional

Knot

Mi-Jeong Kwon

A Study on the Lasa Aesthetics in

Musical Film Costume of Korea and India

- Focused on the <The Fox Family> and

<Dancing Muthu>-

Jeom-Soon Yoon
A Study on Chinese Paintings Represented

in Modern Fashion

Sukhee Lee
A Study on Fashion Design Applying

Chinese Armors

In Hwa Kim etc

Development of Men's Slacks Pattern

Drafting Method and Automatic Pattern

Drafting Program for MTM Production

Wolhee Do

Prediction of Clothing Formability of

Men's Active Sports Jacketfrom Mechanical

Properties

Kueng-Mi Choi etc

Development of a Pattern Design

Algorithm for Personalized

Mass-Customization

Patterns for Obese Preteen Boys

Hyun-Jung Hwang etc

Categorization of School Uniform Designs

for Automatic Pattern Search

- Focusing on Boys' Summer Uniforms-

Yongju Kim

Analysis of QR Code Application of

Korean Fashion Firms

- Focused Fashion Ads in Korean Fashion

Magazines?

Soo-Kyoung Ahn,

Eun-Jeong Ryou

The Effect of Clothing Consumption

Value on the Clothing Disposal Behavior

Eun Joo Park
Product Attributes and E-impulse

Buying for Appare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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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회 유비쿼터스 디지털 패션디자인 콘테스트 수상자

상 종 수여업체 기관 수상자 작 품 명 소 속

대 상 지식경제부 임희원 bionic casual 에스모드

최우수상 패션그룹형지㈜ 김열매 PARA COUSTOMIZATION 에스모드

최우수상 코오롱인더스트리㈜ 박근영 OUT-HOP 에스모드

최우수상 ㈜보끄레머천다이징 안가영 Touch Illusion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복식미학연구실 / 석사

최우수상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김민지 Muse in my Utopia
SADI(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최우수상 한국의류산업학회
Li

ChiaFen
The travel of wind

National Pingtu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and Management

최우수상 !iT Jeans Inc.,
Zhang
Tianyi

Future+Natur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최우수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선승우 Scarf 제일모직/빈폴소싱책임

우수상 신이슬 ∞+∞=1 (무한대+무한대= 하나) 경원대학교

우수상 박민아 NEO - RAINBOW
건국대학교 의상
디자인 박사 1학기

우수상 이혜원
DISITAL ROMANTISM(디지털
로맨티시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우수상 노은영 Our space journey
한세 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과/
3학년 재학

장려상
LO
HAU-
LING

Limit coordination & Limit
freedom

Fashion Design
Student from Institute
of Textile & Clothing
of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장려상 오희경 튜율립 꽃말 - 사랑의 고백
일본 문화학원대학
대학원 박사 2학년

장려상 강현주 전통과 현대의 만남 에스모드 서울

장려상 홍도형 WHITE SNAKE 에스모드 서울

장려상 양진옥 Friends under Wisteria Wood 고려대학/강사

장려상 김민경 Hip hop girl!! 서울대학교/박사과정

장려상 이우철 “Awesome”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장려상 박은원 Hidden QRCODE 한세대학교

장려상
Huang
SinHua

Green Life

National Pingtu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and
Management

장려상
Liang
Yan

growing up
Beijing Institute of
Fashion Technology

* 외 입선작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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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학연 활동 및 기타 활동

•2012 춘계문화세미나

일 자 : 5월 18일～5월 19일

장 소 : 장원명차 (부산)

내 용 :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력강화 스트레칭’ 강좌

보이차, 슬로우푸드 시식 등

참 가 자 : 23명

•논문투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

기 간 : 2011. 5월～2012. 07월(구축)

내 용 : 논문투고 및 심사의견 온라인 네트워크

지원기관 : KISTI

•2012년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세미나

일 자 : 2012. 08. 23

장 소 : 서울대학교 222동 B1 최병오홀

내 용 : [1부]세계화를 위한 모색 - 의류 산업과 의류교육

[2부]글로벌 의류상품 개발 참여를 위한 모색

참 가 자 : 42명

12. 조직강화

구 분 2010. 11. 9 2011. 05. 6 2011. 11. 7 2012. 11. 증 감

평생회원 101 102 104 108 ▲ 4

정 회 원 1,535 1,545 1,594 1,674 ▲ 80

준 회 원 96 96 96 96 0

합 계 1,631 1,641 1,690 1,770 ▲ 80

단체회원 56 56 56 56 0

특별회원 13 13 13 14 ▲ 1

*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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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사업계획(안)

(2013. 01. 01～2013. 12. 31)

사 업 명 단 위 사 업 목표 예 정 일

1. 학회지 발간 1.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회 2, 4, 6, 8, 10, 12월

2. 학술대회

1. 춘계학술대회

2. 국제학술대회(독일, 퀄른 예정)

3. 추계학술대회

1회

1회

1회

5/18(토)

8월 예정

11/16(토)

3. 학회상 시상

1. 기술상, 공로상

2. 학술상, 우수기업상,

우수논문상, 공로상, 감사패

1회

1회

5/18(토)

11/16(토)

4. 콘테스트 공모 1. 유비쿼터스 디지털 패션 컨테스트 1회 5월, 11월 시상

5. 산학협동

1. 춘계 세미나 개최

2. 동계워크샵

3. 산업체 회원의 확보

4. 산학협력위원회 설치

1회

1회

연중

연중

5월

1월이나 2월

6. 국제협력

1. 해외의류산업 연수회

2. 국제의상교수초대전

(독일 예정)

1회

1회

8월 예정

8월 예정

7. 조직강화

1. 정회원 증대

2. 단체회원의 증대

3. 특별회원의 증대

연중

8. 재정강화

1. 회비 납입 증대

2. 평생회원 가입 증대

3. 특별회원 가입 증대

4. 광고 게재 독려

연중





   도서 및 기기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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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경 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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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경   춘   사

121-801서울 마포구 공덕1동 117-25 경춘빌딩 101호

T.02-716-2502 F.02-704-0688

e-mail. anminwng@hanmail.net

최신판 한복기능사⦁산업기사문제집

(실기및 필기)

곽명숙,박춘화 값26,000원

 프로페셔널 이미지메이킹
오선숙,홍성순,김영란,송유정,박길순,

주명희,김지양 값23,000원

패션을 위한 디지털 프로세스 

(포토샵,일러스트)

안민영 값23,000원(cd포함)

디자이너와 소통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이유신,이주영,류혜경 값19,000원

입체패턴(fashion draping)

서완석,강승희 값18,000원

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테크닉

퍼스널 이미지 컨설팅

김보배 값20,000원

패션일러스트레이션과 도식화테크닉

김용임,이건희,조정문 값18,000원

 패션소재 가공실습 

안영무 값20,000원

(2010년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개정 서양복식의 현대적 이해 

김영옥,안수경,조신현 값23000원

여성복 기초부분봉제 

(Basic Sewing for women's clothes)

강숙녀,김경애 값35,000원(전2권)

(2009년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중국소수민족과 복식

소황옥,김양희 값35,000원

가모관리학(WIG)

 서완석,채선숙 값20,000원

소재기획을 위한 의류소재(스와치북)

유재정,김병희 값38,000원

(2010년한국교류재단 해외번역권장도서)

한국복식미 탐구

김영자 값32,000원

(2009년 문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컬러리스트

한지수 값32,000원(1,2권)

니트디자인과 니팅

이영숙 값18,000원

패션디자인 감성

이금희 값32,000원

한복구성

조윤수,홍선옥

값32,000원

여성복 평면 패턴제작의 기초 

양정은 값23,000원

웨딩드레스 및 이브닝드레스 제작실무

강숙녀 외4인 값16,000원

웨딩드레스 패턴메이킹

이병홍 외 4인 값16,000원

패션도식화!

난 컴퓨터로 그린다

박치수,안민영 값13,000원

(2008년 문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토탈패션 뷰티코디네이션

장성은,이종숙 값20,000원

(2008년 문광부 선정 우수학술도서)

남성복 테일러링

곽연신,김지영,백운현 값23,000원

패드시스템을 활용한 패턴메이킹

이숙녀,정미애 값20,000원

로하스를 위한 친환경 의복

박순자 값23,000원

패션 마케팅

최채환 값20,000원

여성복 패턴 메이킹 

김경애 값22,000원

패션 바잉(fashion buying)

류문상 값27,000원

패션 마켓 리서치와 마케팅

유진경,홍선옥 값25,000원

 한국 의복 구성

김용문 값20,000원

 어패럴 테크닉

강숙녀,김지민 값25,000원

art design of nail 

문정은 값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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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일부 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