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표�및�발표장�안내

시간 내� 용 사회� 및� 장소

09:00~

10:00
등록 [102관� 314호� 대강당�로비]

10:00~

10:20

개회사

국민의례

학회장�인사:� 구양숙� (한국의류산업학회�회장)

축사:� 김준교� (중앙대학교�예체능계열�부총장)

사회:� 김영삼(중앙대)

[102관� 314호�대강당]

10:20~

11:00

특별�강연(Ⅰ)

발표주제:� ‘문화산업으로서의�패션산업’

발�표�자:� 박양우(한국영화배급협회�회장,�前�문화관광부차관)

사회:� 박은주(동아대)

[102관� 314호�대강당]

11:00~

� 11:40

특별�강연(Ⅱ)

발표주제:� ‘디자인과�스타일링�프로세스�그리고�리서치’

발�표�자:� 하상백� (디자이너)

사회:� 김칠순(경희대)

[102관� 314호�대강당]

11:40~

� 13:30

중식�및� 이사회의

*� 연구논문(포스터)� 발표� (13:00� ~� 13� :� 30)

*� 회원� 중식�장소

The� kitchen(이탈리안뷔페)

Pho� Bay(쌀국수�or�볶음밥+side�dish)

*� 이사회의�장소

[103관� 306호]

*� 연구논문발표

[102관314호�대강당�로비�및

분과토론장소�앞]

13:30~

� 14:10�

특별강연(Ⅲ)

발표주제:� ‘패션,,엔터테인먼트를�넘어서...’�

발� 표�자:� 황은실(E-LAND그룹CDO「최고디자인책임자」)

사회:� 오경화(중앙대)

[102관� 314호�대강당]

14:10~

� 14:50�

특별강연(Ⅳ)

발표주제:� ‘패션마케팅과�미디어’

발�표�자:� 신유진� (CJ� E&M� CD「스타일사업�국장」)

사회:� 김혜경(원광대)

[102관� 314호�대강당]

15:00~

� 16:30

연구논문(구두)� 발표

제1발표장� � 패션마케팅

제2발표장� � 의복과학� ․ 의복설계생산
제3발표장� � 패션디자인� ․ 복식미학

[103관� 306호]

[103관� 305호]

[103관� 304호]

16:30~

� 17:00
총회�및� 우수논문상� &� 공로상�수여

사회:� 박순지(영남대)

[102관� 314호�대강당]

17:00~ 리셉션
사회:� 김영삼(중앙대)�

[102관� 314호�대강당�로비]



연구논문발표(구두)

●�제1발표장� � 패션마케팅(103관� 306호)

좌장� :� 신수연(서울여대)

No 시간 발표�논문�제목 발표자 토론자

A1 15:00~15:20
VM�적합성�지각이�브랜드�태도와�구매의도에�

미치는�영향:� 지각된�위험의�매개효과를�중심으로

박현희

(경북대)

정재윤

(세종대)�

A2 15:20~15:40�
글로벌�스포츠�브랜드의�콜레보레이션�분석:�

운동화를�중심으로

박가희� ·� 이혜주

(중앙대)

김민경

(장안대)

15:40~15:50 Coffee� Break

A3 15:50~16:10
윤리적�피혁의류제품의�해외진출을�위한� 영·미�

소비자�분석

정혜정� ·� 오경화

(중앙대)

이유리

(서울대)

A4 16:10~16:30
소비자와�패션상품�간의� 감성적�유대를�활용한�

지속가능한�디자인�특성

하지현� ·� 이지현

(연세대)

박민정

(상명대)

●�제2발표장� -� 의복과학�및� 의복설계생산(103관� 305호)

좌장� :� 정운선(안동대)

No 시간 발표�논문�제목 발표자 토론자

B1 15:00~15:20 Lotus� seedpod의�색소�특성과�견뢰도�분석
임지영� ·� 장정대

(부산대)

유화숙

(울산대)

B2 15:20~15:40
Air� ventilation� system을�적용한�통기성

안전화의�착용쾌적성�평가�

전은진� ·� 하지현� ·�

김희은� ·� 박세권� ·� �

정대한� ·� 박장운� ·� �

이승훈� ·� 유희천

(경북대� ·� 공군�

사관학교� ·�

포항공과대)

이주영

(서울대)

15:40~15:50� Coffee� Break

B3 15:50~16:10� �
휠체어�장애인의�의복�대량맞춤을�위한�사이즈�

시스템�개발

박광애� ·� 박장운� ·�

양정은� ·� 유희천

(포항공대� ·�

대구가톨릭대)

이정임

(배재대)

B4 16:10~16:30
TiO2를�함유한�복합나노섬유의� self-cleaning� 성능�

평가

정태영� ·� 이승신

(연세대)

권영아

(신라대)

●�제3발표장� -� 패션디자인�및� 복식미학(103관� 304호)

좌장� :� 이효진(전북대)

No 시간 발표�논문�제목 발표자 토론자

C1 15:00~15:20

현대� 남성�패션디자인�컬렉션에�나타난�드랙�

퀸(Drag� Queen)패션디자인�특성:� 2000년부터�

2014년�남성�패션� 컬렉션을�중심으로

박현정� ·� 이지현

(연세대)

김영선

(숙명여대)

C2 15:20~15:40
웹사이트에�나타난�거동불편노인의복의�조형적�특성:�

실루엣과�디테일,� 소재를�중심으로

임현정� ·� 이경희

(부산대)

임은혁

(성균관대)

15:40~15:50 Coffee� Break

C3 15:50~16:10
예술적�패러다임�전환기에�나타난�여성복식의�미적�

특성과�현대적�표현

전여선� ·� 김영삼

(중앙대)

정재우

(동덕여대)



패션디자인�및�복식미학

P1 21세기� 킨더홀�룩(Kinderwhore� Look)에�대한�연구
김주영

(숙명여대)

P2 가전제품의�판넬� 디자인�개발
이경희� ·� 김의숙� ․ 진성우
(금오공대� ·� (주)소포스)

P3

동유럽권�시장�진출형�모피대용�브로드테일�패션제품�개발을�위한�

2013-14� F/W�퍼(fur)� 트렌드에�대한� 연구:� 컬렉션에서�퍼(fur)� 제품을�

선보인�디자이너의�작품을�중심으로

최은미� ·� 황기선� ·�

장현미� ·� 하숙정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주)프리앤메지스)

P4 스토리텔링을�활용한�한국적�이미지�의상�디자인�전개
조지은� ·� 이예영

(고려대)

P5
스팀펑크(Steampunk)패션에�나타난�조형성�연구:� 패션�컬렉션을�

중심으로

김지영� ·� 권미정

(부산대)

P6 일본�에도시대�색채의�특성
이경희

(금오공대)

P7� 연예인�스타일리스트의�업무적합성과�직업만족도에�관한�연구
임승희� ·� 이혜주

(중앙대)

P8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 신체의�가상성�표현
김순자

(상명대)

P9 하이브리드�니트� 패션의�조형적�특성에�관한�연구
이유미� ·� 정삼호� ·� 문선정

(한양여대,� 중앙대)

P10
Louis� Vuitton과� Artist� Billie� Achilleos의� 콜라보레이션�작품에

나타난�미적�특성�

김장현� ·� 전여선� ·� 김영삼

(중앙대)

P11 여아의�원피스드레스�디자인�선호경향�연구:� 3~6세를�중심으로
권수애� ·� 김은영

(충북대)

P12 한국적�감성디자인개발을�위한�자개� 이미지�연구�
� 김필수� ·� 권영숙

(부산대)

P13 헝가리�자수의�특성에�관한�연구

조한열� ·� 이경희� ·� 김의숙

(용인송담대학� ·�

금오공대)

P14 외모관심도�유형별�네일디자인�선호도
�김태희� ·� 박숙현

(경성대)

P15 외모관심도�유형에�따른�네일관리행동�및�고객만족도
김태희� ․ 박숙현
(경성대)

P16 현대�패션에�나타난�음악의�시각화�연구
김성수� ․ 김영삼
(중앙대)

연구논문발표(포스터)

진행책임자:� 임지영(대전대)

진� � � � � � 행:� 권영아(신라대),� 김은영(충북대),� 김정미(부경대),� 김종준(이화여대),�

김칠순(경희대),� 나영주(인하대),� 도월희(전남대),� 박민정(상명대),�

박순지(영남대),� 신수연(서울여대),� 안영무(한성대),� 오경화(중앙대),�

이선희(동아대),� 이숙희(호남대),� 이효진(전북대),� 임은혁(성균관대),�

임지영(대전대),� 조길수(연세대),� 추호정(서울대)� � � � � -� 가나다�순



P17 글로컬리즘(Glocalism)이�반영된�항공사�유니폼에�나타난�미적�특성
김지우� ․ 김영삼
(중앙대)

P18
생화학전의�방독면�이미지를�모티브로�한�패션디자인�연구:� 네오플렌�

소재의�독특한�재질감과�기능성을�중심으로

박형준� ․ 김형식� ․ 허정선
(경북대)

P19
전쟁후의�파괴와�상처�이미지를�표현한�패션디자인�연구:� 금속�섬유�

소재의�독특한�재질감과�기능성을�중심으로

우상익� ․ 윤애림� ․ 허정선
(경북대)

P20 유목적�문화가�반영된�트렌스포머형� Leisure제품� 디자인에�관한�연구

엄지은� ․ 최효선� ․ 
김윤영� ․ 도미애
((주)잉어�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21 매체�미학� 관점에서�살펴본�디지털�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표현�특성
김미현

(중앙대)

P22 제주�갈옷의�문화상품�활성화�방안에�관한� 연구
안수민� ․ 이혜주
(중앙대)

P23 입체주의�관점을�중심으로�분석한�구조적�의상의�조형적�특성� 연구
배정민

(중앙대)

P24 디지털�패션에�나타난�공감각�콘텐츠�연구:� 시각적�촉각성을�중심으로
김향자

(부산대)

P25 제1차�세계대전�전·후의�패션에�나타난�아르데코�양식의�특성�비교
박숙현

(경성대)

P26
현대패션의�혼성모방에�대한�패션감성�유형분석:� 디자이너�작품들의�

비교분석

서민지� ·� 김문영

(계명대)

P27 지속�가능한�패션�디자인�개발:� 아동복을�중심으로
임은혁� ·� 윤진영� ·� 차정윤

(성균관대)

P28 방사능�차폐�의료용�보호복�및�보호용품�디자인개발
이선화

(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P29 스팀가공�기모소재�기술개발�및�캐포츠�제품�디자인�개발

이선화� ·� 박창숙

(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 창우섬유)

P30 여주�지역� 기념품�디자인을�위한� 한글�패턴화�연구
이지연

(여주대)

P31
20-30대�여성의�유행에�관한�태도에�따른�드라마�패션�스타일링�인지�

및�반응�분석

박유나� ·� 김칠순

(경희대)

P32
현대패션에�나타난�한국�복식미에�관한� 연구:� 이영희,� 이상봉�

디자이너의�작품� 중심으로

김미조� ·� 권영숙

(부산대)

P33 영화� “위대한�개츠비”� 제작시기에�따른� 1920년대� 패션�비교
김지영� ·� 정혜원

(인하대)

P34 로마�남자� 복식에�나타난�외부�문화의�영향
장영수

(독일고고학연구소)

패션마케팅

P35 20-50대�해외여행자들의�구매행동�특성� 비교
전양진� ·� 전기석

(명지대� ·� 연세대)

P36 백화점�남성복�매장의�사업영위�전략
황연순

(춘해보건대)

P37 베트남�소비자의�과시소비성향과�아동복�구매행동
홍금희� ·� 손수민

(신라대)



P38 소비가치가�시계구매행동에�미치는�영향
이유진

(부산대)

P39 스니커즈�편집숍�매장�특성에�관한�연구
강유림� ·� 여은아

(계명대)

P40
아울렛을�이용하는�남성들의�충동구매�영향요인:� 심리적�특성과�환기의�

영향을�중심으로

이정현

(부산대)

P41 아웃도어브랜드의�매장� 파사드�특성에�관한�연구
신정민� ·� 여은아

(계명대)

P42 의류판매원의�직무관련�요인이�직무만족과�직무성과에�미치는�영향
박광희

(계명대)

P43
인터넷�쇼핑몰의�구매후기�특성이�판매촉진�추구혜택과�구매만족도,� 재�

구매의도�및�구전의도에�미치는�영향

이수진� ·� 신수연

(서울여대)

P44 질시가�명품구매�성향에�미치는�영향
송아름

(부산대)

P45 패스트�패션�구매자의�구매�후�행동:� 소비자�만족/불만족

박혜정� ·� 전경숙

(한국산업기술대� ·�

한성대)

P46
화장품�블라인드�테스트에�대한�호의도�및� 신뢰도가�만족도와�재구매�

의도에�미치는�영향

허민정� ·� 정성지� ·� 김동건

(동덕여대)

P47 등산복의�개발�방향� 도출을�위한� 기초�자료�조사
유화숙

(울산대)

P48 대학생의�대인관계성향과�외모관련�변인들과의�관련성�연구
이현옥� ·� 구양숙

(경북대)

P49 럭셔리�스포츠�브랜드의�중국진출과제와�전략에�관한�연구
박동진� ·� 이혜주

(중앙대)

P50
패션소비자의�환경지식,� 친환경�태도가�친환경패션제품�구매에

미치는�영향

박성희� ·� 오경화

(중앙대)

P51
패션라이프스타일에�따른�리조트웨어�구매성향�차이� 연구:� 4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소비자를�중심으로

이현진� ·� 조자영� ·�

이유재� ·� 조주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주)우인에프씨씨� ·�

유한대)

P52 국가통계�자료에�기반한�패션소비�분석

박수진� ·� 손형진� ·�

양희순� ·� 이유리

(서울대)

P53
온라인�의류�구매�시�제공되는�소재� 정보에�의한� 소재특성�예상과�

실제의�차이�연구:� 면� 티셔츠를�중심으로

김귀경� ·� 이나현� ·� 유신정

(경희대)

P54
SNS에�나타난�패션브랜드�콘텐츠�디자인�분석:�

인스타그램(Instagram)을�중심으로

이혜주� ·� 이가은

(중앙대)

P55 패션�소비가치와�양면소비성향이�구매행동에�미치는�영향
하유선� ·� 정성지

(동덕여대)

P56 패션�소비자의�패션� 양면소비에�관한�탐색적�연구
하유선� ·� 정성지

(동덕여대)

P57 남성�라이프스타일�변화에�나타난�비즈니스백�연구
최하나� ·� 이효진

(전북대)

P58 웹�사이트�감성평가가�브랜드�태도에�미치는�영향
최미화� ·� 김문영

(계명대)

P59
미용서비스산업에서�점포�로열티�프로그램에�대한�고객만족과�

전환장벽의�중재효과

오경숙� ·� 강은미� ·� 박은주

(부산예술대� ·� 동아대)



P60 브랜드�스토리가�패션제품에�미치는�영향
김문영

(계명대)

P61 국내�라이선스�패션매거진�신간호의�브랜드�광고� 연구
정재윤� ·� 이혜주

(중앙대)

P62 입체구성을�활용한�브랜드� VMD�전략에�관한�연구
이은경

(대전대)

P63 고등학생들의�인터넷�화장품�쇼핑몰�충성도에�관한연구
김지은� ·� 박은주

(동아대)

P64 아웃도어�활동�경험에�따른�아웃도어�패션제품�구매� 행동

이하경� ·� 백은수� ·� 권현진�

·� 추호정� ·� 이정민

(서울대)

P65 서울�거주� 중장년층�소비자의�패션상권�및� 유통채널�이용�현황

이지연� ·� 추호정� ·� 이하경�

·� 백은수� ·� 권현진

(서울대)

P66
의복�착장� 과정과�착장� 만족에�대한� 질적�연구:� 사회적�영향력을�

중심으로

이하경� ·� 추호정

(서울대)

P67
최신�유행색�가방�구매동기가�구매유형�및� 만족도,� 재구매�의도에�

미치는�영향

김은주� ·� 정성지� ·� 이민지

(동덕여대)

P68
소비자의�조절초점에�따른� VM속성과� VM개성이� VM태도�및�

재방문의도에�미치는�영향

이호정� ·� 오희선� ·� 서용한

(부경대� ·� 울산과학대)

P69
온라인�한국�패션제품특성�및� 사이트특성이�만족에�미치는�영향:

20대�남녀� 중국소비자를�중심으로

조남혜� ·� Piao� Huihong

(이화여대)

P70
인견제품�개발�활성화를�위한� 소비자�인식조사�연구� 풍기인견�제품을�

중심으로

김지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71

글로벌�코스메틱�브랜드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례연구:� The� Body� Shop,� Estee� Lauder,� Mary� Kay,� M.A.C을�

중심으로

김성윤� ·� 이혜주

(중앙대)

P72
청소년용�교복�및�생활복�개선을�위한�학부모�및� 중고등학생�의복�태도�

조사�연구

추선형� ·� 윤혜준� ·� 안재상

(연세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73
청소년용�캐포츠웨어�개발을�위한�패션마켓�조사� 연구:� 국내외

패션브랜드의�제품�현황과�청소년�착장� 스타일을�중심으로

추선형� ․ 윤혜준� ․ 
안재상� ․ 박준희
(연세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라피움)

P74 중국�결혼이민여성의�이상적�외모�내면화에�대한� 연구

손진아� ․ 추호정� ․ 
김순영� ․ 남윤자
(서울대)

P75 패션� e-commerce에서�희소성과�배타성�전략의�효과에�대한�연구
조윤진

(경남과학기술대)

P76 아로마테라피가�스트레스�호르몬�및� 기분�변화에� � 미치는�효과
이애란� ․ 조홍범
(서경대)

의복과학

P77
20대�소비자의� SPA브랜드�기능성의류제품의�구매동기:� 유니클로�제품�

사례를�중심으로

김주영� ․ 박선형� ․ 
서민지� ․ 유신정
(경희대)



P78 고기능성�레인코트용�자카드�직물개발�및�소비자�요구도

김정화� ․ 이정순� ․ 
이선영� ․ 이승구
(충남대)

P79� 대두섬유의�천연염색에�관한�연구:� 오배자를�중심으로
노영주� ․ 이신희
(경북대)

P80�
밀착형�스포츠�웨어의�신체작용�및�효과에�대한�연구:� � 사이클�동작을�

중심으로

조광년� ․ 김윤영� ․ 최은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81� 블라우스�종류에�따른�최적�색상� 톤과�감성
나영주� ․ 박기주
(인하대)

P82�
Effects� of� Oxygen� Plasma� Treatment� on� the�Wettability� of�

Polypropylene� Fibers� and� Fabrics

권영아

(신라대)

P83� 생분해성� PET� 원사에�의한�친환경� Cotton:� like� 직물개발
백승호� ․ 김중희� ․ 임호용

((주)앤디아이)

P84� 소재에�따른�겨울�코트류의�관리� 및� 보관�실태의�적합성
한호정� ․ 정혜원
(인하대)

P85� 의류제품의� TAG� 에서�국어�및�외래어�사용에�따른�감성�비교
이정원� ․ 윤용주� ․ 나영주

(인하대)

P86�
의복� IC� 센서�융합을�위한� Interconnecting� 자수방법에�대한� 연구:�

방호복�소재�원단을�중심으로

조광년� ․ 김홍제� ․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87� 이슬람�전통�의류,� 아바야(Abaya)� 소재의�물성,� 기능성�및�봉제성
김현아� ․ 김민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88� 직물타입� Substrate를� 위한�전도성� Paste� 첨예성�연구�
주종현� ․ 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89�
파워네트�적용�인체� 밀착형�의복의�의복압�및� 착용감�만족도에�대한�

연구

최은미� ․ 조광년� ․ 정현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부천대)

P90� 페놀산으로�처리한�면직물의�항균�및�항산화�가공
홍경화

(공주대)

P91� 미역�추출물을�이용한�견직물의�천연염색:� 매염특성�및�기능성
김상률

(목포대)

P92� 다시마�추출물을�이용한�견직물의�천연염색:� 매염특성�및� 기능성
김상률

(목포대)

P93�
친환경�인조피혁�제조를�위한� Castor� oil� 유래�바이오�폴리우레탄에�

대한�연구

최경규� ․ 김성훈� ․ 오경화
(한양대� ․ 중앙대)

P94� 재활용�폴리에스터�니트�소재의�특성�연구
최연주� ․ 김성훈
(한양대)

P95�
Effect� of� Sodium� Sulfate� and� Surfactants� on� Papain� Treatment�

of� Wool� Fabrics

성종미� ․ 김인영
(숙명여대)

P96� 염색조건에�따른� 감물의�면직물에�대한� 염색성�연구
황소희� ․ 장정대
(부산대)

P97�
글루타알데하이드로�가교한�키토산�부직포의�반응성�염료에�의한� 활성�

평가

김정수� ․ 이소희� ․ 송화순
(숙명여대)

P98� 나일론� 46� 공중합물의�구조와�물성
이선희� ․ 조현혹
(동아대� ․ 부산대)

P99� S/S� 배드민턴�셔츠�문양의�감성�및�선호도
이현정� ․ 권영아
(신라대)

P100� 실버여성�실내복용�꽃문양�개발
홍수정� ․ 권영아
(신라대)



P101� 환경에�대한�태도와�친환경�의류제품�인지도�및�구매실태

공근아� ․ 박유미� ․ 
이지인� ․ 최종명
(충북대)

P102� Japanese� horse� chestnut� 외피�추출물의�염색성
김종철� ․ 장정대
(부산대)

P103� 감물염색�직물의�발색에�있어서�초산나트륨의�효과
박용조� ․ 장정대
(부산대)

P104� 특허분석을�통한� 기능성이�적용된�의복의�기술개발�동향
김호정

(경성대)

P105� 내의류�디자인�개발의�국내�특허� 출원�동향
김호정

(경성대)

P106� 압박편성제품에�응용된�편성조직�종류와�배합� 특성

상정선� ․ 곽수경� ․ 
김태진� ․ 박명자
(한양대)

P107� 패션�감성에�따른�직물� 감성�분석

김미진� ․ 김태진� ․ 
김예홍� ․ 박명자
(한양대)

P108� 흡한속건�및�제전성을�갖는�폴리에스터�안감
안영무

(한성대)

P109� 기하학문양을�표현한�직물� 디자인의�패턴설계
백경진� ․ 김수미
(숙명여대)

P110� 도트문양�직물�디자인의�패턴설계
백경진� ․ 김수미
(숙명여대)

P111� 환삼덩굴을�이용한�면직물의�천연염색
하영갑� ․ 이제남� ․ 이정숙

(경상대)

P112� 순수폴리프로필렌�섬유복합�소재의�봉제성�평가
지영주� ․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113� 순수폴리프로필렌/스판덱스�원단의�염색특성연구
지영주� ․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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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 적합성 지각이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위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현희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서 론

오늘날 경쟁적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온

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막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사의 제품을 좀 더 효

과적이고 차별적인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

케팅 방법을 끊임없이 도입하고 있다. 이에 많은 

패션기업들은 기업 이미지와 제품 선호도 제고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패션 브랜드의 점포이미지

를 창조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적 접근인 패션 

VM(Visual Merchandising)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추세이다(Chebat and Richard, 2003; Curtis 

2004; Law et al., 2012). 

VM은 감각중시의 주관적인 사고가 담긴 장식 

중심의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상품의 연구를 기본

으로 브랜드의 비주얼적인 요소인 CI에서 부터 

POP, 인테리어, 매장연출까지의 모든 흐름에 일

관성을 유지하는 논리적인 접근방법이다. 따라서 

VM이 제품이미지 또는 브랜드 이미지와 잘 어

울리는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인 지각된 VM 적

합성은 패션 브랜드와 매장 이미지 형성 더 나

아가 경영성패를 좌우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각된 VM 

적합성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

정이다. 지금까지 VM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소비자 행동과 디스플레이 및 VM과의 관련성이

나 현황 조사 또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디스플레이 및 VM 요인을 알아보는 연구, VM 

요소와 소비자반응과의 관련성이 주를 이루고 있

다(Lea-Greenwood 1998; Kerfoot, Devies, and 

Ward, 2003; Law et al., 2012). 

한편, 소비자의 구매행위와 정보탐색 행위와 

관련된 변인으로,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

이 있다. 지각된 위험은 Bauer(1960)에 의해 도

입된 소비자 행동 이론에 기반한 개념으로, 소비

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에 선택에 대한 

위험(risk)을 지각하게 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

다. 소비자들은 쇼핑행동을 통해 패션 제품에 대

한 구매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탐색을 

시도한다. 이때 VM 적합성에 대한 소비자 지각

은 브랜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패션제품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각된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에 대한 2

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패션브랜드의 지각된 

VM 적합성이 소비자들의 지각된 위험과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지각된 VM 적합성 효과에서 시도된 

소비자 태도연구가 제한적이었음을 감안할 때, 

지각된 위험을 고려한 비주얼 머천다이징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중저가 캐주얼 매장이 밀집되어 있는 3곳을 

선정하여 매장 퇴점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상이한 브랜드 이미

지의 영향력을 제거하고자 하나의 브랜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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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하고자 하였으며, 클래식 이미지를 선정

하였다. 4가지의 클래식 브랜드 매장 앞에서 퇴

점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

수된 200부의 설문지 중에서 응답이 편중되었거

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3부를 제외한 167부가 

본 연구의 검증을 위해 사용되었다.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7.0을 이용

하여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 및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브랜드의 VM 적합성 지각은 브랜

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조화가설(match-up hypothesis)을 지지

하는 결과로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와 VM의 

조화가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Till & Busler, 1998, 2000; 

Yang & Chae, 2004). 둘째, 브랜드 태도는 구

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호의적인 브

랜드 태도는 구매의도 형성의 중요한 선행 변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패션 브랜

드의 VM 적합성 지각은 구매의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VM 적합성 

지각은 브랜드 태도를 매개하여 구매의도에 영향

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가지지만, 직접적인 구매

의도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VM 

적합성 지각은 지각된 위험에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점의 VM 적합성 

지각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위험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며 소비자는 상점이미지 활용을 

통해 구매 전에 위험지각을 줄일 수 있다는 연

구결과를 지지한다(Lee & Huddleston, 2006). 

Roselius(1971)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상점과 평

판이 좋은 상점에서 취급하는 브랜드를 구매함으

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기업에

서 취하는 행동은 구매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기

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의 상점에 대

한 VM 적합성 지각을 높이는 것은 소비자의 지

각된 위험을 감소시키며 구매 촉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각된 위험

은 브랜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

기 위해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섯

째, 지각된 위험은 VM 적합성 지각과 브랜드 

태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VM 적합성 지각은 긍정적 브랜드 

태도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소비자의 구매위험지각을 낮춤으로서 긍정적 브

랜드 태도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 론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의 제품이나 브랜드 이

미지에 적합한 VM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나 

구매의도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 선호의 위험감소 

측면에서 VM 적합성 지각의 역할을 실증하였다

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첫

째, 설문대상을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한정하고, 

의복 종류도 클래식 캐주얼 브랜드로 한정하였으

므로 결과를 전체 패션 브랜드로 확대 해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 로드샵 매장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점포유형별, 업태별로 구분하여 이들 간의 차이

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료의 수집에 있

어 표본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관여도나 

브랜드 유형에 따라 모형을 검증하고 차이를 분

석하여 지각된 VM 적합성 정도와 지각된 위험 

유형,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의 관계를 좀 더 체

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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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의 콜레보레이션 분석:
운동화를 중심으로

박가희 ‧ 이혜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패션산업은 유행에 민감한 분야로서 글로벌 

소비자들의 급변하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민첩하게 대응하는 특성을 지닌다. 제품 수

명주기가 단축되어가는 오늘날 패션 브랜드들 간

의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제품의 품질‧가
격‧서비스는 물론 차별화된 디자인 마케팅 전략

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

다. 이제는 단순히 기존의 고유영역 분야만을 고

집하는 상품만으로는 동종 업체들 간의 경쟁 속

에서 살아남기 힘들게 되었으며 이제 기업들 간

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통한 창

의적 디자인 전략 구축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그

로 인해 21세기 이후 패션업계는 소비자들이 열

망하는 신제품에 대한 욕구‧제품차별화‧다양성을 

창출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콜레보레이션(Colla- 

boration, 협업)’ 기법을 도입하여 왔다. 콜레보

레이션은 협력하는 공동출연,경영‧합작‧공동작업

을 가리키는 의미로 동종간‧이종간의 콜레보레이

션 등 다양하다. 학문분야에서도 관련 연구들을 

통해 콜레보레이션이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창

조적인 새로운 가치 제공, 고부가 가치 상품 생

산 등의 이끌어 내는 가치 있는 활동임을 입증

해 왔다. 그동안 패션분야에서 콜레보레이션 관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의류 브랜드 중

심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 패션 소품으

로 주목받고 있는 운동화를 주제로 한 사례는 찾

아보기 어렵다. 특히 더욱이 콜레보레이션의 전개

와 활성화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푸마(PUMA)의 

스포츠 제품군의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첫째, 스포츠 브랜드 내에서 독창

적, 창조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운동화와 아이템

의 콜레보레이션 현황들을 살펴보며 둘째, 브랜

드 가치 제고를 위한 스포츠 브랜드들의 차별화 

전략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논문‧저서‧전문잡지‧관련 보

고서‧인터넷 사이트 및 통계자료 등 문헌을 바탕

으로 수행하며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

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 기준은 첫째, 스포츠브

랜드의 인지도 순서 둘째, 활발한 콜레보레이션 

활동 및 기여도에 근거하였다. 그 결과 나이키

(Nike), 아디다스(Adidas), 푸마(PUMA)를 선정,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0년

-2012년도의 3년 간 수행된 최신의 콜레보레이

션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연

구 구성은 첫째, 콜레보레이션 및 스포츠 브랜드

에 대한 개념, 둘째, 차별화된 아이덴티티를 고

찰하기 위해 브랜드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위한 

6-C(Culture Design, Concept Design, Color 

Design, Coordination Design, Cluster Design, 

Communication Market Mix Design) 이론 체

계를 도입,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운동

화를 중심으로 각 브랜드 별 콜레보레이션 사례

에 대해 분석하여 그 결과 나타난 제품은 색채, 

색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아아덴티티와 관련

해 시사점을 도출, 결론을 통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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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키(NIKE)의 아이덴티티는 나이키의 

스포츠를 향한 ‘무한 질주와 도전’ 그리고 ‘승리’

와 같은 스포츠의 숭고한 도전정신으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단지 표면적 디자인뿐 아니

라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중시하여 끊임없이 혁신

적인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최고의 착용감, 편안

함, 쾌적함을 추구해왔다. 아울러 스포츠 분야의 

‘최고의 스포츠 스타’ 혹은 인기 스포츠 구단을 

공식적으로 후원하거나 모델로 기용하여 소비자

들에게 ‘최고의 선수가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인

식을 심어 줌으로써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또 기업의 이윤 추구를 목

표로 하는 영리기업의 목적 외에도 전 사회적, 

환경적인 변화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또 다른 문

화를 창조하고 흐름을 리드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나이키는 2010년도 이후에는 과

거의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 웨인루니

(Wayne Rooney), 타이거 우즈(Tiger Woods)와 

같은 스포츠 유명 인사들과의 콜레보레이션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콜레보레이션 활동을 펼

쳤다. 2010년 나이키는 액션 게임 '스트리트파이

터'를 개발한 캡콤과의 콜레보레이션하였다. 게임 

캐릭터 류, 켄, 춘리를 대표하는 파랑‧흰색‧붉은색 

등 고유의 색을 지니고, 캐릭터의 의상인 도복의 

느낌을 주기위해 나이키 로고를 빈티지하게 묘

사, 게이머들과 스니커즈 마니아들 사이에 큰 이

슈를 불러 모았다. 2011년에는 일본 패션브랜드 

언더커버(Undercover)와 손을 잡았다. 디자이너 

다카하시 준의 디자인 원천인 스트리트(Street) 

그리고 독특한 컬러프린트와 신소재를 사용하여 

회색‧보라‧ 자주 등의 컬라를 사용하여 도회적 느

낌을 살렸다. 2012년 나이키는 프랑스 유명 패

션브랜드 아페세(A.P.C)와 함께했는데 기존의 외

관 형태는 유지하되 유니크한 컬러를 심플하게 

사용해 통일성을 주었으며, 아페세의 가장 큰 특

징인 가공되지 않은 생지데님(Raw denim)을 사

용해 시간이 지날수록 세련되고 다른 느낌을 주

었다.

둘째, 아디다스(ADIDAS)의 아이덴티티는 ‘헤

리티지(오리지널스)’, ‘스포츠 퍼포먼스’, ‘스포츠 

스타일’의 3가지 명확한 라인을 구축하여 각 특

성에 맞게 분화, 특성화를 살리고 있다. 아디다

스 헤리티지는 라이프스타일 속에 녹아든 스포츠

라이프를 표현, 스포츠 퍼포먼스는 정통성과 시

대적 감각을 녹인 동시대의 디자인을 보여주며, 

스포츠스타일 라인은 혁신적 영감을 살린 미래지

향적이다. 아디다스는 소비자와의 교감과 소통을 

중요시하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대

상으로 소비자 참여형 홍보를 하고,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매장 인테리어와 디스플레이 

디자인에 세심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디

다스는 그동안 데이비드 베컴(David Beckham), 

스탠 스미스(Stanley Roger Smith), 런디엠씨

(Run D.M.C), 미시 앨리엇(Missy Elliott) 등 스

포츠선수나 가수와 콜레보레이션을 하였는데, 

2010년도 이후 주로 세계적 명성있는 개성파 패

션 디자이너와 콜레보레이션 해왔다. 2010년도 

믹스앤매치를 통해 화려한 컬러와 인형, 노줄, 

털과 같은 파격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미국 패션

디자이너 제레미스캇(Jeremy Scott)와 작업하였

다. 신발의 양 옆에 날개 모양의 모형을 부착한 

‘JS 윙스’를 통해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를 표

현했고, 신발 전체를 테디베어 털로 감싸고 테디

베어의 얼굴과 팔을 부착한 제품을 통해 재미와 

독특함을 전달하며 아디다스 오리지날 라인이 추

구하는 독특하고 개성있는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

냈다. 2011년에는 요지 야마모토(Yamamoto Yoji)

와 동양 디자이너로서 섬세한 유연함을 앞세워 

실루엣‧형체‧움직임을 중시하며 블랙컬러를 주요

하게 사용하였다. 아디다스의 삼선을 모티브로 

운동화 끈 대신 스트랩 벨크로를 부착, 메쉬‧스웨

이드‧가죽 등의 신발의 소재를 이용하여 외관상

의 화려함보다는 착용 시 형체의 유연함과 아름

다움에 초점을 맞췄다. Y-3제품들은 한정판으로 

판매되어 다시 생산되지 않아 제품 희소성 가치

를 높였다. 2012년은 여성고객을 타겟으로 스텔

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와 함께했다. 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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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곡선 처리로 신발 전체의 윤곽을 잡아 로

맨틱 여성미를 부각시켰고 부츠를 형상화한 운동

화에는 블랙컬러와 가죽소재를 사용해 섹시미와 

여성미를 강조했다. 장식의 최소화로 화려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제공하기 위한 초경량 

압축소재를 사용, 스텔라 매카트니의 시크한 명

품이미지를 가미함과 동시에 스타일을 중시하면

서도 편안함도 포기할 수 없는 여성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셋째, 초기의 푸마(PUMA)는 남성에만 국한되

었던 축구화 생산과 축구 구단의 지원에 집중, 

기능성과 실용성을 앞세우며 성장하였는데, 한때 

디자인에서 미진한 활동을 보이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이후 푸마는 타겟을 여성으로 확

장, 브랜드컬러를 그린(Green)에서 레드(Red)로 

교체했다. 1998년도 ‘스포츠와 패션’의 성공적 

콜레보레이션은 폭발적 소비자 반응과 판매율을 

달성, 스포츠와 생활 속 패션이 자연스럽게 융화

되어 젊고 열정적이며 패셔너블한 감각의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이미지 전환에 

성공하였다. 또 매장 내 차별화‧고급화를 통해 소

비자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펼쳤다. 또 푸마의 

매니아 층에게만 출시 예정 제품을 선 공개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VIP 마케팅을 차별적으로 

도입했다. 그리고 개성적 명품디자이너와 콜레보

레이션을 통해 럭셔리브랜드화를 지향,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패션성을 강화했다. 2010

년에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푸마의 블랙스테이션 라인

을 통해 고인의 제품이 출시됐다. 그는 영화‧자연

‧미술‧역사 등을 영감으로 다소 공격적‧극단적‧과
격한 스타일을 추구했다. 기존 푸마 디자인과는 

이미지 차별성을 위해 가공되지 않은 듯 한 패

턴과 힘줄 모양의 밑창 디자인 같은 거친 인상

의 흔하지 않은 디자인을 통해 럭셔리 이미지를 

창출했다. 2011년도 질 샌더(Jill Sander)는 트레

이드 마크인 간결함‧단순함을 특징으로 심플하게, 

컬러 또한 단조로운 색상을 사용했다. 그녀는 제

품의 화려함보다 퀄리티와 고품격 소재 사용으로 

디테일함을 강조, 격조있는 럭셔리화를 지향했

다. 2012년에는 런던 올림픽을 기념해 일본의 

신발 디자이너 미하라 야스히로(Mihara Yasu- 

hiro)와 작업했다. 그는 일본 특유의 스트리트 

패션과 동양의 섬세함으로 디테일과 패턴의 완벽

성을 추구, 푸마의 주 소재인 스웨이드를 사용한 

영국국기를 신발 전면에 넣고, 실버컬러의 가죽

을 사용해 믹스된 소재와 컬라를 경쾌하게 풀어

냈다. 또 그를 상징하는 크롬 뱃지와 텅의 로고

를 박아 제품의 명품화를 시도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공통점으로는 스포츠 브랜드들의 

콜레보레이션 활동은 혁신적 기술과 디자인을 도

입,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추구하는 동시에 신 

시장 개척의 기회를 제공, 매출 및 인지도 상승

의 효과를 가져왔다. 주로 럭셔리하거나 동양의 

패션브랜드와의 작업을 통해 감성소비자와 친근

하게 다가가는 동시에 동양 및 여성고객으로 확

대하였다. 각 브랜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나이키는 그동안의 강한 남성성을 지닌 최고의 

스포츠 스타와의 콜레보레이션에서 벗어나 패션

과 게임 콘텐츠와의 관련되어 재미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확장을 꾀하였다. 둘째, 아디다스

의는 부드러운 미니멀한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

서도 개성적 혹은 동양적 패션디자이너와 함께 

독창성을 부여, 여성화, 럭셔리화를 지향, 나이키

와 차별화를 시도하해 고객 확장에 성공하였다. 

퓨마는 기능성을 강조한 남성적인 축구화중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탈피하여 패셔너블한 스

포츠 라이프를 지향하며 럭셔리 브랜드와 손을 

잡고 스포츠계의 럭셔리 브랜드로의 도약을 추진

하였다. 이 결과 스포츠 브랜드들의 콜레보레이

션 활동은 다양한 시대에 따른 소비자와의 관계

성 확장 가능케 하는 지속가능한 마케팅 전략이

라 사료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욕

구충족 및 희소성과 개성있는 제품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콜레보레이션 전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우리나라 스포츠 브랜드

들의 창의적 콜레보레이션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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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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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피혁의류제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영·미 소비자 분석1)

정혜정 ․ 김혜정 ․ 오경화*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 College of Merchandising, Hospitality, & Tourism, University of North Texas ․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의류소재에 대한 사용이 요구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동물애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피혁 대체제품으로 

인조피혁의 사용이 확대되었는데, 인조피혁 제조

를 위해 사용되는 PVC, Polyurethane의 폐기물 

증가 또한 문제가 되고 있어, 의류 소재, 자동차 

내장재, 태블릿 PC 케이스 등에 적용할 환경에 

무해하고 생태계 보존과 동물보호를 위한 윤리적 

친환경 인조피혁의 수요가 예상된다. 윤리적 피

혁의류제품은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

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며, 이에 소비자 니즈 충족 및 윤리적 

패션을 만족시키는 소비자 감성기반 윤리적 인조

피혁 소재를 개발하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시장

에 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윤리적 피

혁의류제품의 긍정적 시장이 될 수 있는 윤리소

비의 선진국인 영국과 윤리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피혁의류제

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사회심리적 

요인과 제품요인 등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영향 관계가 영국과 미국 소비자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

조사를 거쳐 영국(런던)과 미국(시카고, 뉴욕, 

LA)의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20~50대 여성 

1) Corresponding author; Kyung Wha Oh, 
kwhaoh @cau.ac.kr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1
0028966).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선행연구 고찰과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설문

지에는 소비자 사회심리적 요인인 소비가치, 윤

리소비신념, 주관적 규범, 제품요인인 윤리적 피

혁의류제품 중요고려속성, 그리고 윤리적 피혁의

류제품 구매의도,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를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총 602부(영국 297부, 미국 

305부)의 설문응답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가치는 과시적, 실용적, 

차별적, 쾌락적 소비가치 등 네 개의 하위차원으

로, 윤리소비신념은 로컬구매, 공정거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인의 친환경 생활, 동물복지, 자

기만족의 여섯 개 하위차원으로 추출되었다. 윤

리적 피혁의류제품 중요고려속성으로는 심미성, 

물리적 성능, 브랜드, 마케팅적 요소, 윤리성 등 

총 다섯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소비가치가 윤

리적 피혁의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영국 소비자의 경우, 쾌락적, 실용적, 

차별적 소비가치 순으로, 미국 소비자의 경우, 

차별적, 쾌락적 소비가치가 윤리적 피혁의류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윤리소비신념이 윤리적 피혁의류제

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영국 

응답의 경우, 개인의 친환경 생활, 동물복지, 자

기만족의 세 요인이, 미국의 경우, 동물복지와 

개인의 친환경 생활 두 요인이 윤리적 피혁의류

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영국과 미국 소비자 모두, 개인의 주관적 규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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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윤리적 피혁의류

제품 구매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피혁의류제품 중요고려

속성이 윤리적 피혁의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영국의 경우, 윤리성, 물

리적 성능, 브랜드 순으로, 미국의 경우, 윤리성, 

브랜드, 심미성 순으로 윤리적 피혁의류제품 구

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영국과 미국 소비자간 

윤리적 피혁의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소비자 

사회심리적 요인과 제품요인의 영향력의 유사점 

및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

과는 소비자들의 가치, 신념, 규범 등의 소비자 

사회심리적 요인 및 제품요인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실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윤리적 

피혁의류제품 해외진출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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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패션상품 간의 감성적 유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특성 

하지현 ․ 이지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서 론

대량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산업 중 하나인 

패션산업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움직임이 나타나

고 있다. 일찍이 패션산업은 상품 생산과정에서

부터 소재 가공이나 염색작업으로 인해 대기 오

염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

수로 인해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었다. 또

한 디자인의 짧은 제품수명주기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의 누적이 야기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김수현, 이재정, 2006).

패션 산업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조금씩 

환경보호 디자인을 강조되었지만 트렌드와 대량

생산이라는 큰 굴레에 맞물려 있는 고착된 시스

템 안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은 실질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기획과 디자인을 결과물로 나타내는데 

소극적이었고 소비자들 또한 환경문제 인식을 직

접적으로 소비행동에 실천하지 못 할 정도로 환

경보호에 무관심 했다. 하지만 현재는 환경문제

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 시대의 소비자들은 

친환경적인 생산과 소비의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환경보호에 동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패션 산업영역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도 지속가능한 디자인 경영의식과 그에 따른 기

획이 절실하며 소비자에게도 지속가능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

환경 친화적 패션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소재의 선정이나 상품 페기 

단계에서의 재활용 및 재사용이다. 하지만 이러

한 방법은 제작과 폐기에만 국한된 것으로, 단순 

물리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

로, 소비자가 사용하고 폐기하는 시점에 계속해

서 제품과의 깊은 유대감 즉,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면서 애착과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고 느끼

도록 하는 ‘감성적 유대’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Lovins 

와 Lovins(1997)는 감성적 유대를 제품수명연장

에 관련한 기획 방법으로 소비자가 기존의 상품

을 버리고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하는 행동으로부

터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전략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패션 디자인 기획단계에서 디자이너가 

소비자의 상품사용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감

성유대 또는 정서유대 요소를 가미한다면 상품 

안에서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소통이 가능한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소비자의 행동유발 및 유지를 

통해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었단 패션산업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

로 패션상품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교

육’을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디자이너에게

도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경영 및 기획의 중요

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디자인 요소 중 하나

인 ‘감성적 유대감’에 대한 개념과 그 특성을 알

아보고 실제 소비자들에게서 상품 사용 시, 감성

적 유대를 느끼는 요소를 도출한다. 나아가 감성

적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디자인요소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실제 패션 디자인 기획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패션 기획 활용방안을 논의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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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유형 구체적 요소

품질 가치 내구력 있는 소재, 내구성, 세탁의 편리성, 높은 제조 품질

기능 가치 보관의 편리성, 사용 시 적합성 (물리적, 심리적 적합성), 사용 경험 시의 만족감

미적 가치 스타일, 색, 촉감, 편안한 소재

개인적 가치 개인적 경험

<표 1> 소비자들이 의류상품을 오래 입는 이유(Kirsi Niinimäki, 2012)

연구방법

소비자의 감성적 유대가 실제 디자인 사례에

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외 최대규모포털사이트 www.google.com과 

www.naver.com에 ‘emotionally durable design’, 

‘emotional durability’, ‘감성 디자인’, ‘감성유대 

디자인’, ‘정서유대 디자인’과 같은 특정 키워드

로 검색하여 총 50개의 사례(제품디자인 33개, 

패션디자인 17개)를 수집하고 선행 연구(Kirsi 

Niinimäki 2012, Niinimäki Kirsi와 Koskinen 

Ilpo 2011)에 따라 감성적 유대 유형별 사례를 

분류해 보았다. 또한 패션 디자인 기획 시 활용 

가능 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20-40대 여성과 

남성 50명에게 서술형 설문을 진행하고 그 중 

유형별로 대표가 되는 10명에게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패션상품에 애착을 가지고 오래 쓰는 

이유를 분석해 보았다. 서술형 설문의 경우에는 

총 3개의 문항으로 ‘귀하께서 가장 애착을 가지

고 오래 사용/소지하고 있는 패션상품은 무엇이

며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패션 상품을 

소지하게 된 경로를 써 주십시오.’, ‘오랫동안 사

용하거나 소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와 같이 

구성하였고 심층 인터뷰 시에는 설문 대상자가 

필기한 답에 한하여 구체적인 색, 디자인, 실루

엣, 디테일, 소재, 가격, 브랜드, 개인 경험, 내구

성, 핸드메이드, 스타일 등을 질문하였다. 

 

결과 및 고찰

Kirsi Niinimäki(2012)는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로 소비자가 개인의 패션 ‘의류’에 애착과 

유대 관계를 가지며 오래 입거나 소지하는 이유

를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먼저, 품질 가치, 기능 가치, 미적 가치, 개인

적 가치를 기준으로 실험한 서술형 설문의 결과, 

패션상품에 감성적 유대 및 애착을 갖고 오래 

사용하고 소지하는 이유로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

는 총 13명, 기능을 선택한 응답자는 총 1명, 미

적(디자인) 가치를 선택한 응답자는 총 18명, 마

지막으로 개인적(경험, 추억)가치를 선택한 응답

자는 총 18명으로 미적가치의 응답자와 수가 같

았다. 따라서 50명의 응답자들은 대부분 미적가

치와 개인적 가치로 인하여 패션상품에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고 기능적 

측면이 패션상품 애착과 사용에 있어서 큰 이유

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시간동안 애착을 갖고 사용하거나 소지

하는 패션상품은 의류 총 17개, 패션잡화 총 33

개로 패션잡화가 더 많았다. 패션잡화의 특성상 

그 어떤 상품들 보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의류에 

비해 활용도가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의 경우 의류 총 1명, 패

션잡화 총 12명으로 패션잡화의 품질로 인해 오

래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응답자들이 

의류상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미적 가치 총 8명과 개인적 가치 총 7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의류상품 보다는 패션

잡화를 더 오래 사용하며 품질이나 기능적인 측

면보다는 개인적 경험이나 추억 그리고 심미성, 

디자인적 취향과 같은 이유로 패션상품에 감성적 

유대를 느끼고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미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패션상

품에 대한 감성 유대와 지속적인 사용에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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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사료되어 50명의 설문대상자 중 미적 가

치를 꼽은 응답자 5명 그리고 개인적 가치를 꼽

은 5명 총 10명에게 다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미적 가치 응답자 5명 모두가, 중요 순서 첫 

번째로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Timeless Style)

을 뽑았고 디자인의 세부적 요소로 무채색, 모

양, 부자재 디테일, 촉감을 중요한 요소로 뽑았

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이 직접 구매한 경우 ‘가

격’과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패션 상

품과의 ‘코디네이션’을 뽑았으며 본인이 구매하

지 않고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적 경험’을 

가장 먼저 뽑았다. 또한 ‘품질’ ‘수리가 가능한

가’도 5명 중 3명이 뽑으면서 상품의 수리가능여

부도 지속적인 사용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개인적 가치를 뽑은 응답자 5명의 경우에는 

모두 패션상품을 통해 경험한 ‘개인적 경험’ 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으며 사용하면서 길들여

진 또는 익숙해진 패션 상품의 ‘촉감’ 그리고 ‘디

자인’ ‘Timeless’ ‘소재’ ‘핸드메이드’ ‘개인 맞춤

형’ ‘가격’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가’를 각각 중요한 요소로 뽑았다. 

미적 가치를 뽑은 5명의 응답자와 개인적 가치

를 뽑은 5명의 응답자의 공통점은 두 그룹 모두 

패션 상품에 감성적 유대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유행을 따르지 않는 Timeless 

Style를 선호하는 것과 미적 가치 응답자들 역시 

패션 상품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

다. 또한 비싼 가격으로 구매 하였을 경우 그 품

질과 다른 패션상품과의 코디네이션으로 인해 계

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의 경

우, 미적가치 응답자들은 타인에게 선물을 하거

나 물려주는 요소를 뽑지 않았던 반면 개인적 

가치 응답자들은 이후에 선물하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

사례분석 결과 감성적 유대를 느끼는 제품의 

유형에서 소비자들은 의류 상품보다 패션 잡화를 

더 오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있어서 패션잡

화의 특성상 의류보다 트렌드가 빨리 반영되며 

활용되는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패션 상품과의 감성적 유대를 가지고 오래 사

용 및 소지하는 이유는 미적(디자인)인 이유와 

개인적인 경험과 추억의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두 그룹 모두 유행을 타지 않

는 ‘Timeless Style’과 개인이 직접 구매 한 경우

에는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

의 경우 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도 고려하고 있

었으며 개인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

자들은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선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인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범용성이 높은 무

채색, 부자재의 디테일 그리고 재료의 촉감이 지

속적인 사용을 돕고 소비자로 하여금 감성적 유

대를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감성적 유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패션디자인 개발 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 디자인 요소를 제공하였으며, 실제 패션 

디자인 및 기획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틀

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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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hemical structure of procyanidins

Lotus seedpod의 색소 특성과 견뢰도 분석 

임지영 · 장정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연꽃은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열대, 온대의 

동부아시아에서 남쪽으로는 호주, 서쪽으로 카스

비해 지방, 동쪽으로 한국, 일본 등에 널리 분포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습지나 연못에 

자생하면서 7-8월에 붉은색 혹은 흰색의 꽃을 

피우며 9-10월에는 열매인 연밥이 열린다. 연꽃

의 열매인 연밥이 박혀있는 송이를 연방(lotus 

seedpod)이라 하는데 연방은 연자각이라는 이름

으로 고문헌에 자주 언급되어 왔으며 염색 시 

다갈색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천공개

물’에 보면 연자각(蓮子殼)을 물에 끓여 염색하

고 다시 청반수(靑礬水)를 사용하여 덮는다고 기

재되어 있다.

Lotus seedpod은 procyanidin이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항산

화제, 항암제, 및 심근 경색에도 효과가 있으며, 

면역을 조절하고 혈청 속에 콜레스테롤과 트리글

리세리드의 성분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lotus seedpod의 procyanidin의 생리학

적 활성이 노화와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Lotus seedpod은 연꽃에서 열매를 채취 후 버

려지는 부위로 염재로 활용할 경우 그 비용이 

들지 않고 구하기가 용이하며, 색소의 풍부함을 

지니고 직물 처리 시 기능적인 면도 우수할 것

으로 예상되어 염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의 부위 중 탄

닌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Lotus seedpod을 

염재로 하여 색소 특성과 색소의 안정성을 알아

보고 염색성 및 견뢰도 연구를 통하여 Lotus 

seedpod 염직물의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가늠해 

보려 한다. Lotus의 모든 부위가 약재로서의 우

수한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Lotus 

seedpod 색소는 직물 염색과 기능성 가공 등 다

방면 응용이 가능한 염재로 기대된다.

연구 방법 및 내용

실험재료 및 방법

염재 : 연 Lotus(Nelumbo nucifera Gaer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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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istimulus value of blue

  : Tristimulus value of green

  : Tristimulus value of red

seedpod

전라남도 무안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입수한 

Lotus seedpod(백련)을 사용하였다.

시료 : silk를 0.1g으로 커팅하여 염색에 사용

하였다.

매염제 : Al(OH)(C2H3O2)2, AlK(SO2)4 12H2O, 

Cr(CH3COO)3·H2O, Cu(CH3COO)3·H2O, FeCl3, 

FeSO4·7H2O 매염처리는 5%(o.w.f.)로 60℃에서 

30분간 후매염 하였다.

자외·가시부 흡수 스펙트럼 측정(UV-vis 2101 

Scanning spectrophotometer) 

Lotus seedpod을 100℃에서 추출 후 pH별 혹

은 용도별 희석하여 자외·가시부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흡광도 spectrum을 측정하였다.

표면색 및 색차측정

염색된 시료를 Computer color matching sys- 

tem(Spectrophotometer CM-508i, Minolta, CO., 

Ltd, Japan)을 이용하여 명도지수 L*, 색좌표 지

수 a*, b*의 값을 측정하고 ΔE*
ab를 산출하며 

H(Hue), V(Value), C(Chroma)를 구하였다.

겉보기 염착량 및 색농도 측정

염색된 시료를 KS A 0066에 의거하여 분광광

도계(Spectrophotometer CM508i, Minolta, Co., 

Japan)로 분광반사율을 측정하며 D65, 관측시야 

10°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색상강도 측정

Silk 염색 후 K/S 값에 반영하여 나타낸 값인 

fk value값을 색상강도로 나타내었다.

견뢰도

세탁견뢰도(KS K ISO 105-C06, AIS:2007), 

마찰견뢰도(KS K 0650:2011), 땀견뢰도(KS K 

ISO 105-E04:2010), 드라이클리닝 견뢰도(KS 

K ISO 105-D01:2010), 일광견뢰도(KS K ISO 

105-B02:2010).

FT-IR(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 적외선 분광분석

Lotus seedpod을 100℃에서 추출하여 감압장

치로부터 evaporation 시킨 후 건조 power 상태

로 4000-400 cm-1 MID-IR로 KBr법으로 측

정하였다.

탄닌 함량 분석

총 탄닌 함량분석은 Folin Denis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Lotus seedpod 색소의 λmax를 알아보기 위

하여 90℃에서 30분간 5·10·15·20·25·50배 희석 

배율로 색소를 추출한 후 UV spectrum 측정을 

하였고, Lotus seedpod 색소의 최대흡수파장은 

탄닌의 흡수 피크 범위 이내인 ２７３.5nm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라보노이드 파장 영역인 

300~400에서도 어느 정도 흡광 수치가 나타난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4·5·6·7·8·9·10·11까지 pH를 달리하여 Lotus 

seedpod 색소를 추출한 결과 pH가 산성에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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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UV spectrum according to diluted
 solution of Lotus seedpod color. 

Fig.2. UV spectrum of Lotus seedpod
 color Extraction according to pH.

칼리로 갈수록 색소 추출 농도가 증가하였고, 특

히 pH 10 ·11에서 짙은 적갈색으로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100℃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며 Lotus seed-

pod 색소를 추출한 결과는 100℃일 때 다량의 

색소를 추출함을 볼 수 있었다. Tannic acid를 

사용한 표준곡선에서 pH3·5·7·9·11에서의 탄닌 

함량을 환산한 결과 pH 9에서 가장 높은 값을 

얻을 수 있었다.

FT-IR 측정 결과 색소 구조에 존재하는 페놀

성 -OH기의 신축진동을 확인하였고, 카트복시

기와 방향족케톤의 결합구조에 의한 피크도 찾아 

볼 수 있었다.

pH 11에서 색소를 추출한 후 pH를 3·5·7· 

9·11로 달리하여 silk에 대한 염색성을 알아보았

고 pH 3에서 가장 높은 색상 강도 수치를 나타

냄을 알 수 있었다. Lotus seedpod 색소를 활용

한 Silk 직물 염색 시 매염제와의 반응성 조사하

기 위하여 실크 염색 후 후매염한 결과 Cu 

(CH3COO)3·H2O의 경우에 짙은 적갈색을 나타

내었고, FeSO4·7H2O를 사용할 때에는 흑색에 

가까운 카키색으로 발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땀·일광·세탁·드라이클리닝·마찰 견뢰도 테스

트 결과 마찰견뢰도는 4등급으로 나타났고, 세

탁·땀·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4-5등급, 일광견뢰

도는 4등급을 얻을 수 있었다. 

결 론

1. Lotus seedpod 색소의 최대 흡수 파장은 

273.5nm임을 알 수 있었다.

2. pH를 달리하여 Lotus seedpod 색소를 추

출한 결과 pH가 산성에서 알칼리로 갈수록 추출 

색소 농도가 증가하며 짙은 적갈색으로 추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Lotus seedpod 색소의 탄닌 함량을 환산한 

결과 pH 9에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다.

4. FT-IR 측정 결과 페놀성 -OH기의 신축진

동과 카트복시기와 방향족케톤의 결합구조에 의

한 피크를 확인하였다.

5. Lotus seedpod 색소를 사용한 견직물 염색 

후 후매염한 결과 Cu(CH3COO)3·H2O의 경우에 

짙은 적갈색을 나타내었고, FeSO4·7H2O로 처리

했을 때는 흑색에 가까운 카키색이 나타났다.

6. Lotus seedpod 색소로 견직물 염색 후 견

뢰도를 측정한 결과 일광·마찰·세탁·땀·드라이 클

리닝 견뢰도에서 모두 4에서 5등급 이상의 우수

한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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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ventilation system을 적용한 통기성 안전화의 착용쾌적성 평가 

전은진* ․ 하지현* ․ 김희은* ․ 박세권** ․ 
정대한** ․ 박장운*** ․ 이승훈*** ․ 유희천***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 **공군사관학교 시스템공학과 ․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서 론

산업용 안전화는 현장 작업 환경 및 일상 근

무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착용하는 신발로서 착용

쾌적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안전화는 충

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발과 발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춘 신발로 근로자의 발을 보호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60조). 현재 

산업용 안전화의 규격은 주로 신발 부위별 소재

에 대한 충격흡수, 인장강도, 최대하중 등의 안

전성능을 주요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화는 위험 요소로부터의 발 

보호 성능과 더불어 장시간 착용시의 인체생리적 

착용쾌적성(통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안전화의 

착용쾌적성 개선을 위해서는 발 동작 및 보행에 

따라 공기를 밖으로 방출하고 체표면의 땀 증발

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기구(ventilation system)

의 적용이 중요하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산업용 안전화는 통기가 

되지 않아 장시간 착용할 경우 생리적 불쾌감 

및 발질환 발생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땀의 

증발은 열의 발산과 체온 조절에 중요한 방법

(Amorim et al. 2006)으로 습도가 높으면 열 발

산능력은 감소하고 발한량은 증가하면서 피부 젖

음이 높아져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Atmaca & 

Yigit, 2006). 또한, 신발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

서 장시간 높은 습도에 노출될 경우 무좀과 같

은 발질환이 발생된다. 기능성 제품의 경우 착용

시 주관적 평가 및 인체생리적 측정을 통해 기

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

이 반드시 필요하다(최정화, 2001) 따라서, 안전

화에 대한 인체생리학적 쾌적성 평가에 대한 연

구가 시급하다. 

안전화 착용자의 작업능률 및 쾌적감 향상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향상된 안전화 개발 및 개발 

신발의 착용쾌적성 평가 방법에 수립이 필요하

다. 기존 연구는 생체역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신발의 운동수행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이종훈, 

2009; 박인식 외, 2012; Nigg et al. 2003)가 대

부분으로 신발 내 착용쾌적성 평가에 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신발의 성능 평가에서는 생

체역학적 평가(예: 족저압력, 동작분석)뿐만 아니

라 신발의 생리학적(예: 피부온, 신발내 온습도, 

발한량) 평가가 중요하다. 또한, 기존 신발의 착

용쾌적성 관련 연구는 갑피, 안감, 인솔 등의 소

재 차이에 대한 열적 쾌적성 변화를 비교(Kuk- 

lane, K. et al. 2000; Kawabata & Tokura, 

1993; Bogerd et al., 2012) 한 것이 대부분이

다. 소재의 특성만으로는 온, 습도 조절이 제한

적이므로 제품 설계 및 디자인 변경을 통한 열, 

수분 배출이 향상된 제품의 개발 및 평가가 필

요하다(임지혜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창에 통기구를 삽입

한 개발 통기성 안전화에 대한 착용쾌적성을 객

관적(피부온, 의복내 기후, 국소발한량, 체열분

석), 주관적(온열감, 습윤감, 쾌적감) 평가하여 착

용쾌적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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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Item Measuring point

Objective
evaluation

Skin Temperature

 

Microclimate - Temperature

Microclimate - Humidity

Local Sweat Rate

Thermography

Subjective
evaluation

Thermal sensation(0∼4) A: Microclimate

Wet sensation(1∼7) B: Skin Temperature

Comfort(1∼4) C: Local sweat rate

표 1. 착용쾌적성 평가 항목 및 센서 부착 위치

그림 2. 신발내 습도 그림 3. Thermography(rest period)

연구방법

1. 평가대상 및 안전화

착용쾌적성 평가는 건설 현장 근로자 15명(연

령: Mean=44.6세, SD=5.9, 32~51세; 신장: 

Mean=173.8cm, SD=3.4, 169~180cm; 몸무게: 

Mean=78.7kg, SD=10.0, 60~93kg)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평가용 안전화는 중창에 통기구가 

있는 것(통기성 안전화)과 통기구가 없는 것(일

반 안전화)으로 각각 준비되었으며, 갑피와 부자

재(가죽, 끈, 부속물)는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통

기성 안전화는 중창에 E-vent system의 통기구

가 삽입되었으며, 일반 안전화에는 피험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통기구 형태의 

구조물을 삽입하였다. 평가용 안전화의 구조는 

갑피(Upper), 안창(Insole), 중창(Midsole), 내답

판, 밑창(Outsol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기구

가 삽입된 중창은 독립된 셀 구조의 공기이동 

경로가 삽입된 격자 형태이다.

2. 평가 항목 및 방법

평가 항목은 객관적 평가 5개 항목과 주관적 

평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표 1). 평가 항목

별 센서는 피부온, 의복내 기후, 국소발한량 각

각 2개 부위에 부착하였으며, 국소발한량은 여과

지의 무게 차이를 이용하여 파악되었다. 피부온

은 LT-8A(Gram Corporation, Japan)을 이용하

여 측정되었으며, Hardy & Dubois의 7점법과 

pilot test 결과를 참고로 하여 선정된 부위에 센

서를 부착시킨 후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되었

다. 의복내 기후는 Thermal Recorder(TR-72S, 

T&D Co., Japan)를 사용하여 최내층의 온· 습

도를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국소발한량

은 평가전 후 여과지의 무게를 SKD-2000 Pers- 

piration Meter(Skinos Co. Ltd Japan)로 2회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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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평가 protocol

평가안전화 2종은 실험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실제 건설 현장 환경에서 각각5일간 사전 착용

되었으며, 착용일별로 2종 신발에 대한 착용 조

건이 control 되었다. 착용쾌적성 평가시 안전화 

착용 조건은 왼발, 오른발 구분(예: 왼쪽 - 통기

구 있는 안전화, 오른쪽 – 통기구 없는 안전화)

하여 한족씩 random하게 선정하여 착용되었다. 

착용쾌적성 평가는 실험실 환경을 control(온도: 

26±1℃, 습도: 60±5%)한 후 실시되었으며, 실

험 참여자는 실험시작 30분전 입실하여 실험복

을 착의 한 후 센서를 부착하고 휴식기(20분), 

운동기(Treadmill: 경사각 5℃, 5km/h, 20분) 회

복기(20분) 총 60분간 실험을 실시하였다(그림 

1). 체열 촬영은 휴식기 전반과 회복기 후반에 

맨발, 양말 착용, 신발 착용의 순으로 2회 촬영

하였으며, 주관적 감각은 휴식기 전, 후반, 운동

기 후, 회복기 후 실험 참여자에게 평가 스캐일

을 제시한 후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각의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피부온은 통기성 안전화가 일반 안전화에 비

해 평균 0.3℃ 낮고 회복기에는 평균 0.5℃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기(42∼60분)에 유의한 

차이(p<.05)가 파악되었다. 신발 내 온도는 휴식

기에서 통기성 안전화가 일반 안전화에 비해 휴

식기 0.6℃(통기성 안전화: 29.8℃, 일반 안전화: 

30.4℃), 운동기 0.2℃(통기성 안전화: 32.8℃, 

일반 안전화: 3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기(20∼23분)에 유의한 차이(p<.05)가 파악

되었다. 신발 내 습도는 통기성 안전화와 일반 

안전화에 비해 휴식기 15.1%(통기성 안전화: 

60.2%, 일반안전화: 75.3%), 운동기 11.1%(통기

성 안전화: 75.9%, 일반안전화: 87.0%), 회복기 

15.2%(통기성 안전화: 71.0%, 일반안전화: 86.2%)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구간 유의한 차이

(p<.001)가 파악되었다(그림 2). 통기구가 있는 

안전화의 air ventilation system은 신발 내부의 

공기 순환을 발생 시켜 피부온을 낮추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기성 안전화는 일반 안전화에 비

해 신발 표면 온도가 휴식기에서 평균 0.2℃, 최

대 2℃ 낮은것으로 나타났으며, 회복기(맨발, 신

발) 표면 온도에서 유의한 차이(p<.01)가 파악되

었다(그림 3).

국소발한량은 통기성 안전화가 일반 안전화에 

비해 평균 34%(일반안전화 44mg, 통기성 안전

화 29mg) 발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토의

본 연구는 산업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

로 통기성 안전화의 착용쾌적성을 객관적, 주관

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인간공학적 평가 방법 및 안전화의 구조적 

mechanism 분석을 기반으로 통기성 안전화의 

착용쾌적성 평가 방법 및 protocol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본 연구는 객관적 분석 방법을 통해 

통기성 안전화의 통기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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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석 방법을 통해 인체생리학적 개선 효과의 

유효성이 재검증되었다. 

안전화의 중창(Midsole)내에 통기구가 삽입된 

통기성 안전화는 통기구가 없는 일반 안전화에 

비해 신발내 습도가 휴식기 15.1%, 발한량은 

34%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기성 안전

화의 신발 내 온도는 일반 안전화에 비해 휴식

기 0.6℃, 운동기 0.2℃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의

복 착용시의 불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생

된 열과 수분을 효율적으로 배출 시킬 수 있어

야 하며(임지혜 외 2009), 땀의 증발은 열의 발

산과 체온 조절에 중요한 요소이다(Amorim et 

al. 2006). 통기성 안전화는 통풍구를 통한 air 

ventilation system으로 신발내 습도와 온도를 감

소시켜 착용 시 인체생리학적 쾌적감을 개선시키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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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의 의복 대량맞춤을 위한 사이즈 시스템 개발

박광애* ․ 박장운* ․ 양정은** ․ 유희천*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대구카톨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서 론

휠체어 장애인은 장시간 휠체어 사용으로 체

형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 기존 기성복은 휠체어 

장애인의 체형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 휠체어 

장애인은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휠

체어에 앉은 자세로 보내기 때문에 비장애인과는 

상이한 체형으로 변화된다. 예를 들어, 휠체어 

장애인은 휠체어에 앉은 자세로 바퀴를 굴리기 

때문에 상반신은 겨드랑이둘레, 위팔둘레, 어깨

길이, 가슴둘레 등이 발달되는 반면, 하반신은 

마비 또는 절단으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비장애인

에 비해 왜소화되는 체형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김선희, 1992; 박광애, 2009). 선행연구에 따르

면, 휠체어 장애인의 80% 이상이 기성복을 구매

하여 착용하지만 기성복은 치수가 맞지 않아 착

용 시 맞음새 부분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박광애, 2008). Quinn et al.(1990)은 앉아서 

생활하는 휠체어 장애인이 기성복을 착용할 때 

불편함이 발생되는 원인은 기성복이 비장애인의 

선 자세를 기준으로 제작된 것에 기인한다고 하

였다. 

휠체어 장애인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의복

의 심미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

인별 인체적합성이 우수한 의복을 설계하기 위해 

대량맞춤(mass Customization) 전략이 필요하다. 

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정도, 장애년수, 재활운동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 체형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휠체어 장애인의 개별적 신체 특성을 고

려할 수 있는 맞춤복이 높은 착용 만족도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의 대부분은 경제

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고가의 맞춤복 구매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의복

의 대량맞춤 생산 시스템은 휠체어 장애인에게 

경제적이면서 맞음새가 높은 맞춤복을 제공하기 

위한 적합한 의복 제작 시스템이라 사료된다.

대량맞춤(mass Customization)를 위해 우선적

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체형의 분류 및 사이즈개

발이 선행되어져야한다. 대량맞춤은 소비자의 체

형 및 신체치수에 잘 맞추어야 하는 점과 대량

생산 제품의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공급되어

야하는 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천종숙 et 

al., 2003). 정재은 et al.(2002) 대량맞춤 전략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체형분류가 선행되

어져야 하고, 인체의 크기 및 체형의 형태적 요

소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세분화 된 체형 유형화

와 치수 규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휠체어 장애인의 체형 특성의 특성

을 파악하고 휠체어 장애인의 의복 대량맞춤 시 

맞음새가 우수한 의복 제작에 필요한 최적의 사

이즈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 목표는 

(1) 비장애인 대비 휠체어 장애인의 앉은 자세에

서의 신체특성을 파악하고 (2) KS 남성 체형 구

분 방법인 Drop치에 의해 휠체어 장애인의 체형

을 구분한 후 (3) 체형 별 사이즈 시스템을 개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성인 남자 장애

인 196명을 대상으로 인체측정을 실시하였다. 인

체측정에 참여한 휠체어 장애인들은 재활운동, 

직업 활동 등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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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연령 합계

명(%)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소아마비 1 3 13 3 20(10)

척수장애 13 49 54 34 6 156(80)

뇌병변장애 5 1 1 2 9(5)

절단장애 1 5 1 2 9(5)

합계 20(10) 58(30) 69(36) 39(20) 8(4) 194(100)

Table 1. 측정 대상 휠체어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른 인구 분포

 

인체측정항목 

1. 가슴둘레 2. 배꼽수준허리둘레 3. 목둘레 4. 겨드랑앞벽사이길이 5. 겨드랑뒤벽사이길이 6. 어깨길이 
7. 어깨가쪽사이길이 8. 배꼽수준등길이 9. 목옆젖꼭지배꼽수준허리둘레선길이 10.몸통길이 11. 위팔둘레 
12. 위팔길이 13. 팔길이 14. 엉덩이사선둘레 15. 넙다리둘레 16. 넙다리중간둘레 17. 무릎둘레 
18. 장딴지최대둘레 19. 무릎길이 20. 다리가쪽길이 21. 다리안길이

그림 1. 휠체어 남자 장애인 인체측정 방법과 측정 항목

성 장애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연구대상자의 나이

는 평균 43세(SD = 9), 범위는 20세 ~ 69세이

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분포는 Table 1에 나타

냈다. 

2. 인체측정  

휠체어 장애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앉은 자세

에서 의복을 착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복제

작 시 휠체어에 앉은 자세의 신체 특성을 반영

하기 휠체어에 앉은 자세에서 인체측정을 실시하

였다. 측정 자세는 평소 휠체어에 앉는 자세를 

취하게 한 후 팔은 자연스럽게 내리게 한 상태

에서 21 항목을 측정하였다(그림 1 참조). 휠체

어 장애인은 앉은 자세에서 허리둘레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꼽수준허리둘레를 측정하였

고, 앉은 자세에서는 엉덩이둘레선이 사선으로 

위치가 변함으로 엉덩이사선둘레를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휠체어 장애인 194명에 대한 인체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Minitap 통계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휠

체어 장애인의 체형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사이

즈코리아(2010)의 성인남자 20~65세 인체측정 

평균치와 본 연구의 휠체어 장애인 인체측정 평

균치에 대해 관계편차 표준값을 구하여 체형비교 

하였다. 우리나라 남성 체형 구분 기준인 Drop

치에 따라 휠체어 장애인의 체형을 구분하였고, 

선행연구(박광애, 2010)를 참조하여 가슴둘레는 

4cm 편차, 허리둘레는 5cm 편차로 사이즈 간격

을 설정하여 분포가 높은 사이즈를 대표 사이즈

로 추출하여 각 사이즈 별 의복 제작에 필요한 

치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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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체형구분 및 드롭 분포
휠체어 성인 남성 

장평균 드롭치(빈도%)
한국 성인 남성의 평균 

드롭치

상의용
(상드롭)

역삼각 체형(Y형): (18.4~32.0) 21.0(18%) 21

보통체형(A형): (13.0~18.3) 15.0(32%) 15.6

허리가 굵은 체형(B형): (7.0~12.9) 9.5(26%) 10.3

배가 많이 나온 체형(BB형): (-8.2~6.9) 1.4(24%) 3.6

하의용
(하드롭)

보통체형(A형): (13.0~18.3) 15.8(30%) 16.7

허리가 굵은 체형(B형): (7.0~12.9) 6.5(70%) 6.7

*상드롭(가슴둘레와 배꼽수준허리둘레의 차이), 하드롭(엉덩이사선둘레와 배꼽수준허리둘레의 차이)

Table 3. KS 남성복 체형 구분에 따른 휠체어 장애인의 체형 구분 단위:cm  

그림 2. 관계편차 표준값에 의한 인체치수 비교

연구결과

1. 휠체어 성인 남자 장애인의 신체 특성

본 연구의 휠체어 장애인 인체측정 평균치와 

사이즈코리아(2010)의 성인남자 20~65세 인체측

정 평균치 대해 관계편차 표준값을 비교해보면

(그림 2), 상반신의 둘레항목에서 겨드랑앞벽사

이길이를 제외한 항목에서 휠체어 장애인이 비장

애인보다 대체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하반신에서는 무릎둘레를 제외한 다른 둘레항목

은 비장애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기성

복의 치수는 휠체어 장애인의 체형에 적합하지 

않고, 의복 착용 시 불만족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드롭에 의한 휠체어 장애인 체형 구분 

우리나라 남성 체형구분에 의하여 휠체어 장

애인 상의용 의복을 위한 체형 구분 결과 상의

용 체형 구분에서는 보통 체형(A)은 32%, 허리

가 굵은 체형 26%, 배가 많이 나온 체형 24%, 

역삼각 체형 18%의 순으로 분포를 나타냈다. 상

드롭의 평균에서는 대체로 비장애인과 비슷한 평

균으로 보였지만 배가 많이 나온 체형에서는 휠

체어 장애인의 상드롭 평균이 1.4cm, 비장애인

은 3.6cm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휠체어 장애인이 가슴둘레 대비 복부비만이 

더 심함을 알 수 있다. 휠체어 성인 남성의 하의

용 의복을 위한 체형구분에서는 는 허리가 굵은 

체형이 70%의 분포로 나타났다. 

3. 휠체어 장애인 의복 사이즈 규격

우리나라 남성복의 사이즈 규격에서 피트성이 

필요로 하는 상의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키를 

기본치수로 하여 사이즈 구간을 설정한다. 그러

나 휠체어 장애인의 상당수는 하반신 마비로 인

해 키의 측정 경험이 없고, 또한 일반 의류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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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키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이므

로 키를 기본 치수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휠체어 장애인의 

상의의 경우,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를 기본치수로 

하고 등길이,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어깨길

이, 위팔길이, 위팔둘레, 팔길이 등을 참고 치수

로 설정하였고 하의의 경우,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사선둘레를 기본 치수로 하여, 다리가쪽길

이, 다리안길이, 무릎길이, 넙다리둘레, 장딴지최

대둘레를 참고치수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남성복 사이즈 간격 설정에서 피트

성이 있는 상의용은 가슴둘레, 허리둘레를 3cm 

간격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선행연구(박광애, 

2010)에서 휠체어 성인 남성 장애인은 가슴둘레 

4cm 간격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

구에서는 가슴둘레 구간을 4cm 간격으로 설정하

였다. KS 남성복 하의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기본 치수로 하여 2cm 간격으로 사이즈 구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허리둘레 구간에서 휠체어 장

애인 표준편차가 7~9cm로 크고, 앉은 자세에서

의 편안함을 위해 5cm 간격으로 설정하였고, 경

우 하반신 마비로 이뇨 기능이 약해짐으로 인해 

카데타 또는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어 

2cm 간격은 좁은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허리둘레 5cm, 엉덩이둘레 

4cm 간격으로 설정하여 분포가 많은 구간을 사

이즈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이즈 구간 별 

5% 이상의 분포를 것을 사이즈로 선정하였다. 

체형 별 상의용 사이즈는 9개, 보통체형은 8개, 

허리가 굵은 체형 7개, 배가 많이 나온 체형 5개 

총 29개의 사이즈를 설정하였고, 하의용 보통체

형 9개, 허리가 굵은 체형 6개 총 15개의 사이

즈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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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를 함유한 복합나노섬유의 self-cleaning 성능 평가

정태영 ․ 이승신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서 론

기능성 섬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

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가진 다양한 섬유의 끊임

없는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단일기능성 섬유가 

아닌 다기능성 섬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투

습발수 성능, 자외선차단 성능, 방취 성능, 항균

성 등과 더불어 친환경적 특성까지 두루 갖춘 

섬유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

다. 그 대표적인 예로 광촉매 물질을 이용한 섬

유가 있는데, 광촉매는 빛을 흡수하여 화학반응

을 촉진하는 물질로서, 유해약품이나 고온의 에

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빛 에너지만으로 난분해성 

화학물질을 분해하는 친환경적 물질이다(Nakata 

& Fujishima, 2012). 이러한 광촉매는 환경오염 

물질의 분해, 항균 및 소취, self-cleaning의 재

료 등으로 학문적, 실용적 측면에서 활발히 사용

되고 있다(Choi, 2003). 그 중에서 광촉매 물질

을 이용한 self-cleaning 성능은 노동절약적이며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Tung & Daoud, 

2011). 

Self-cleaning 성능이란 자가세정 작용을 의미

하며, 창문, 시멘트, 페인트, 텍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기에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텍스타일 분야의 경우 제품수명주

기 동안의 세탁 및 관리로 인해 많은 환경오염

을 유발한다. 따라서 세탁횟수를 줄일 수 있는 

self-cleaning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를 적용한 섬유 개발 및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Parkin & Palgrave, 2005). 현재까지 광촉

매를 이용한 self-cleaning 텍스타일에 관한 연구

는 sol-gel법을 이용하여 기반직물에 TiO2 코팅

을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Dip-pad-dry-cure의 

과정을 거쳐서 제작된 self-cleaning 텍스타일의 

경우, 항균성 및 광분해 성능은 우수하였으나, 

코팅으로 인한 직물의 촉감이나 물성의 변화가 

보고된 바 있으며, 실험에 사용된 광원의 종류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법

을 이용하여 TiO2/PVA 복합나노섬유를 제조하

고, self-cleaning 성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전기방사를 위한 고분자로 Poly(vinyl alcohol) 

(PVA)(Sigma Aldrich Co., USA)을 사용하였으

며, TiO2는 Degussa Co.(Germany)에서 제조한 

콜로이드 형태를 사용하였다. TiO2의 농도를 

0%, 5%, 10%, 20%로 설정하였고, 다양한 농도

의 TiO2를 함유한 11 wt% PVA 혼합용액을 용

액펌프속도 0.1-2.0 ml/hr, 니들게이지 25-30 

gauge, 전압 15-25 kV, 방사거리 13 cm로 전

기방사하였다. 전기방사한 TiO2/PVA 복합나노

섬유는 섬유 내 잔존 용매를 증발시키기 위해 

진공오븐을 이용하여 50 ℃에서 24시간 동안 건

조시킨 후, 섬유의 형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155-165 ℃에서 3-15 분 동안 열처리하였다. 

복합나노섬유의 형태와 표면 관찰은 주사전자현

미경(FE-SEM)(JEOL-6701F, JEOL Ltd.,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복합나노섬유

의 내부는 에너지 분산형 X-ray 분석기(EDX)

가 설치된 투과전자현미경(FE-TEM)(JEM-2100F, 

JEOL,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에너지 분

산형 X-ray 분석기를 통하여 관찰된 입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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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SEM images of electrospun TiO2/PVA nanofiber webs with different TiO2 concentrations 
(a) 0 wt% TiO2 11 wt% PVA, 0.1 ml/hr, 26 gauge, 20 kV, 13 cm 
(b) 5 wt% TiO2 11 wt% PVA, 0.1 ml/hr, 26 gauge, 20 kV, 13 cm 
(c) 10 wt% TiO2 11 wt% PVA, 0.1 ml/hr, 26 gauge, 20 kV, 13 cm 
(d) 20 wt% TiO2 11 wt% PVA, 2.0 ml/hr, 25 gauge, 25 kV, 13 cm 

분을 확인하였다. 

TiO2/PVA 복합나노섬유의 self-cleaning 성능

은, 1) 액상의 오염물질에 대한 광분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분광광도계(UV-Vis spectro- 

meter, V-650, JASCO Corporation, Japan)를 

이용하여 메틸렌 블루의 최대 흡수 파장인 660 

nm에서 광 조사 시간에 따른 흡광도를 3회 측

정한 뒤 분석하였으며, 2) 메틸레 블루와 레드와

인으로 각각 오염시킨 복합 나노섬유에 광을 조

사 한 뒤, 색차계(SP-60, X-rite, USA)를 이용

하여 색의 변화를 3회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이

때, 광원은 UV램프, 가시광램프, 형광램프를 사

용하여 각 광원에 따른 self-cleaning 성능을 평

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TiO2/PVA 복합나노섬유의 제조

TiO2/PVA 복합나노섬유는 TiO2 0%, 5%, 

10%, 20%로 TiO2 농도에 차이를 두어 전기방

사하였으며, 최적 전기방사 조건으로 방사된 섬

유는 Figure 1과 같다. 

2. TiO2/PVA 복합나노섬유의 self-cleaning 

성능 평가

TiO2/PVA 복합나노섬유의 self-cleaning 성능

은 1) 액상 형태의 메틸렌 블루에 대한 광분해 

성능 평가와 2) 메틸렌 블루와 레드와인으로 각

각 오염된 복합나노섬유의 광분해 성능 평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액상 형태의 메틸렌 블루에 대

한 광분해 성능 평가 결과, 염료의 분해율이 광 

조사 시간에 따라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TiO2/ 

PVA 복합나노섬유의 염료에 대한 self-cleaning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메틸렌 블루와 와

인으로 오염된 복합나노섬유에 대한 self-cleaning 

성능도 확인하였는데, TiO2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우수한 self-cleaning 성능을 보였고, 광원에 의

한 효과는 UV램프>가시광램프>형광램프 순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사법을 이용하여 TiO2/ 

PVA 복합나노섬유를 제조하고, 복합나노섬유의 

self-cleaning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TiO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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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와 광원에 차이를 두어, 복합나노섬유의 

self-cleaning 성능을 비교·평가하였는데, TiO2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뛰어난 광분해 성능을 보였

다. 광원은 자외선에 가장 활발히 반응하였으나, 

가시광램프나, 형광램프 조사 후에도 self-clean-

ing 성능이 나타났다. 따라서 Self-cleaning 성능

을 갖춘 TiO2/PVA 복합나노섬유는 나노섬유의 

특징인 초경량, 초박막이라는 장점에, 넓은 표면

적으로 인한 우수한 광분해 성능까지 더해진 섬

유로써 실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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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남성 패션에 나타난 드랙 퀸(Drag queen)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0년부터 2014년 남성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박현정 ․ 이지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서 론

패션은 다양한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며 시대

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과 

다양성은 시대가 변화 할수록 강조되고 있다. 또

한, 현대사회에서 미디어와 영상매체의 발달, 문

화적 다양성과 개방 등으로 개개인의 특성과 개

성을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패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세기 이 후 급격하게 변화된 다양한 사회와 

문화는 남(男)과 여(女)라고 구분되어온 이분법

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생물학적 성별과 

그 관습에 따른 복식형태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보여 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남성의 복식이 

여성에 비해 보수적이면서도 변화가 다양하지 않

았으며 여성의 복식을 모방하는 것이 여성이 남

성을 모방하는 것보다 더욱 금기시되고 일탈적인 

행동양식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다양한 젠더 형

태의 등장으로 남성과 여성 패션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본래 태어나

면서부터 갖게 되는 생물학적 성(sex)이외에 학

습되어지는 사회문화적인 성(gender) 중 하나인 

드랙 퀸(Drag queen)의 패션을 분석하여 그것이 

현대 남성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에 

대한 특징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성정체성의 개념에 입각하여 드랙 퀸을 정의

하고 그들의 패션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드랙 

퀸의 패션 특성을 분석하여 2000년대 이후의 현

대 남성 패션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특성을 밝힌다. 본 논문의 목적을 

통해 소외받아온 드랙 퀸이라는 하위문화의 패션

이 주류화 되는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패션문화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남성 패션 디자인의 발전방향

을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를 위해 남성 패션 컬렉션 사례 수집 

분석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사례 수집을 위

해 인터넷 사이트 삼성디자인넷(http://www.sa 

msungdesign.net), 퍼스트뷰코리아(http://www. 

firstviewkorea.com), 퍼스트뷰(http://www.first 

view.com), 스타일닷컴(http://www.style.co.kr), 

글래머매거진(http://www.glamourmagazine.co. 

uk)을 참고하여 세계 4대 패션컬렉션인 파리

(Paris), 밀라노(Milano), 런던(London), 뉴욕

(New York)의 2000년 S/S 패션컬렉션부터 2014

년 S/S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최근 15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1차 드

랙퀸 패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남성 패션 컬

렉션의 사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객관적 분류를 위하여 2차로 관련 패션 전문가 

집단 6명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연구원 5명과, 박사 

1명의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설문 시 

자극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드랙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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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 및 패션특징, 대표적인 유명인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모델의 성별이 모호한 경

우는 제외하였고 신체적 특징이 남성인 모델이 

착장한 패션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

집된 총 263개의 사진자료를 토대로 특징을 분

석 하여 크게 세 가지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다

시 세부적인 특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드랙 퀸(Drag queen)의 개념과 특징

드랙(Drag)란 주로 무대에서 활동하는 동성애

자 예능인이 이성의 복장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퀸(Queen)이란 남성 동성애자들

이 자신들을 지칭하는 일종의 속어이다(간호섭, 

2000) 따라서, 드래그 퀸 은 엔터테인먼트의 목

적을 위해 남성이 여자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드래그 퀸은 풍자나 

연극적인 효과를 주기위해 여성의 특징(예를 들

어 과장된 메이크업과 속눈썹 등)을 더욱 과장시

킨다. 이러한 행동을 전문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종류의 드

랙 예술가들이 있고 지위나 문화에 따라 성격이 

다르며 다양한 이유나 목적에 따라 드랙를 하기

도 한다. 단지 여성으로 분장하여 관객을 즐겁게 

하는 예능인들 중 동성애자가 아니거나 남성적인 

특징을 감추고 관객들에게 여성으로서 간주되는 

이들은 엄밀히 말해 드랙 퀸이 아니라 할 수 있

다.(간호섭, 2000, http://en.wikipedia.org/wi-

ki/Drag_queen)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 동

성애자만으로 드랙 퀸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드랙 퀸의 패션 특징을 크게 

과장성, 모순성, 전형성, 모방성으로 분류하였으

나 실증연구에서는 모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

호하여 제외하였다. 과장성이란 실제적인 여성의 

외모를 차용하는 것보다 더 과장된 여성의 아이

템이나 장신구를 인위적으로 사용하고, 과장되고 

진한 메이크업을 하며, 강렬한 원색 사용을 하여 

외모표현을 한다. 모순성은 드랙 퀸은 자신을 남

성성을 감추지 않고 여장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남성적 신체 특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여

성성을 나타내기 위해 신체를 강조함으로써 의복

과 외모로 표현된 젠더와 신체적 모순됨을 보여

준다(정세희와 양숙희, 2004). 여성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의복을 착용하지만 어깨와 가슴노출로 

인해 드러난 근육과 체모는 그 모순성을 잘 나

타내주며 극단적인 하체노출과 하이힐착용은 남

성적인 근육과 힘줄을 강조한다. 신체적인 특징

을 드러내는 형태의 스판덱스 소재나 가죽, 새틴

과 같이 광이 있는 직물의 사용도 오히려 남성

성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드랙 

퀸들은 여성적(Feminine)이게 보이는 것 보다 자

신들의 남성적(Masculine)매력과 특징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여장으로 개성을 나타낸다(간호섭, 

2000). 그러므로 드래그 퀸 패션의 전형성은 전

통적인 여성성의 특징을 이용하여 외모를 표현하

며 일반적으로 여성적인 느낌을 주는 스커트나 

드레스 착용, 긴 헤어나 컬이 있는 여성스러운 

헤어스타일, 레이스나 시스루 소재, 프릴, 꽃과 

같은 장식, 허리와 가슴을 강조하는 코르셋 등으

로 전형적인 여성성을 나타낸다.

2. 실증연구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드랙 퀸의 특징을 크게 과장성, 

모순성, 전형성으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전형성

(37.2%)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모순성(32.8%), 

과장성(30.0%)순으로 나타났으나 비율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부적으로는 전형성 중 스

커트와 드레스(28.4%) 착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는 여성적인 헤어스타일(23.9%), 프릴 및 꽃 

장식 등(23.9%), 레이스나 시스루 소재(19.1%), 

코르셋 착용(4.8%) 순으로 나타났다. 모순성에서

는 어깨와 가슴노출(36.3%)이 가장 많이 나타났

으며 가죽과 같은 광이 있는 직물의 사용(25.4%), 

스판덱스 소재의 사용(22.6%)이 다음으로 나타

났고, 극단적인 하체노출(14.8%), 하이힐(0.8%)

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성패션에서의 

하이힐 착용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여 졌다. 

과장성에서는 과장된 장식착용(35%)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원색의사용(28.7%), 과장된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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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22.8%), 과장된 직물사용(13.5%)순으로 나타

났다. 특히 과장된 메이크업의 경우 John Gal- 

liano의 컬렉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50%로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성

패션 컬렉션에서 드랙 퀸 패션을 가장 많이 차

용한 디자이너와 브랜드는 John Galliano(18.3%)

였고 다음으로는 Jean Paul Gaultier(11.4%), 

JW Anderson(8.7%), Walter van Beirendonck 

(8.7%)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드랙 퀸의 특성 중 남성패션에 가

장 많이 반영 된 것은 전형성이지만 모순성과 

과장성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세 가

지 특성 모두 현대 남성패션에 골고루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성패션에서 모순

성을 가장 많이 나타낸 세부 항목은 어깨와 상

체 노출로 이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특성 중 가

장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 중 하나가 

가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성적 신체의 실루엣을 과장

하는 소재의 사용도 모순성을 잘 나타내주는 항

목이라 할 수 있으며 하이힐 착용의 경우 실제 

남성 패션에서 하이힐을 변형한 형태나 높이의 

변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하이힐 

형태로 보여 지는 비율은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과장성에서는 장식착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

는데 이는 여성복에 비해 단순한 남성복을 화려

하고 과장되게 만들어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남

성복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컬렉션에서 과장된 메이크업을 자주 

사용하는 디자이너 John Galliano는 드랙 퀸 패

션특징을 남성복에 효과적으로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하위문화 중 하나인 드랙 퀸의 패

션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현대 남성패션에 

반영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현대 남성 패션의 

다원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남성 패션의 다양성과 디자인 문화의 변화

를 분석하는 기반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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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웹사이트에 나타난 거동불편 노인의복의 조형적 특성:
실루엣과 디테일, 소재를 중심으로

임현정 ․ 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급속한 고령화와 후기 노인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는 노인의 증가를 가

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 동작이 자유롭지 못

하거나,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극심한 거동불편 

노인의 전문적․기능적 의복에 대한 요구와 관심

은 증가하게 되었다. 

국내실버의류 산업의 경우 생활과 문화 등 다

양한 사회활동을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과 장애

노인들의 기능성을 고려한 노인전문의류 매장은 

부족한 실정이다(정삼호, 2004). 국내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의복의 공급 및 판매채널이 한정되

어 있고, 의복은 치매복과 요양원 생활복을 중심

으로 판매되고 있다. 반면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노년층을 대

상으로 한 실버의류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

이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정신적 쇠

퇴로 인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로 착탈이 용

이한 기능적 의복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신체

적 결점을 보완하고 자립적인 생활의 지원이 가

능한 의복은 심리적 만족감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의복의 구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발과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거동불편 노인의복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국외의 사례를 국내 거동

불편 노인의복의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따

라서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의복의 구입이 쉬우

며, 다양한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는 국외의 웹사

이트의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의복을 중심으로 실

루엣, 디테일, 소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의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의류디자

인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외의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의복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www.silverts.com, 

미국 www.buckandbuck.com, 일본 www.scrio. 

co.jp의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의류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2년 7월, 12월, 2013년 7월의 기간 동안 

item 1642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아이템은 각 

상의류 469개(31.0%), 하의류 366개(22.3%), 원

피스류 652개(39.7%), 이너류 115개(7.0%)로 나

타났다. 

디자인 특성의 분류기준은 이경희 외(2001), 

이은령(2006), 임현정(2011) 외 참고문헌에 나타

난 분류기준을 참고로 하여 색상, 색조, 배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 방법은 내용

분석과 SPSS 18K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

석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거동불편 노인의복에 나타난 실루엣 

특성

거동불편 노인의복에 나타난 실루엣 특성을 

살펴보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거동불편 노인의복의 전반적인 실루엣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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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실루엣(33.7%)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배럴(15.7%), 박시15.2%), V-라

인(13.6%), H-라인 실루엣(9.3%), A-라인(6.5%), 

타이트(4.8%), Y-라인(1.3%) 실루엣으로 나타났

다.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실루엣은 너무 여유가 

많기 보다는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신체를 구속

하지 않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상의류는 스트레이트 실루엣(22.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박시(6.0%), Y-라인

(1.3%), A-라인(1.0%), H-라인(0.2%)으로 나타

났다. 상의류는 T-shirt 또는 블라우스를 중심으

로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박시 실루엣이 나타났으

며, A-라인 실루엣은 아우터 중 케이프 등을 중

심으로 나타났다. 활동에 불편과 압박을 주지 않

는 여유 있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하의류는 V 라인(13.6%), 배럴(5.8%), 스트레

이트(2.1%), A-라인(0.8%) 실루엣의 순으로 나

타났다. 하의류는 스커트보다는 슬랙스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V-라인 실루엣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인 테이퍼드형의 바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

으로 보여진다. 배럴 실루엣은 트레이닝복 형태

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A-라인 실루엣은 스커트

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류는 배럴(9.8), 박시(9.1%), H-라인

(8.9%), 스트레이트(7.8%), A-라인(4.7%) 실루

엣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류는 배럴 실루엣이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원피스보다 원피스형의 점

퍼슈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H-라인 실루엣은 원피스에 

허리에 벨트 또는 고무밴드가 있는 형태에서 주

로 나타났다. 원피스 또한 여유가 많은 형태보다 

적당한 여유를 가지는 형태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너류는 타이트(4.8%), 스트레이트(1.9%), H- 

라인(0.2%) 실루엣 등으로 나타났다. 이너는 특

성상 타이트 실루엣이 높게 나타났으며, 브레지

어와 팬츠 등을 중심으로 신체의 보정과 분비물

의 흡수를 위해 신체에 붙는 형태가 주로 보여

진다. 스트레이트 실루엣 은 이너 원피스, 셔츠

를 중심으로 적당한 여유를 가진 형태로 나타났다. 

상의류는 스트레이트, 박시, Y-라인 실루엣이, 

하의류는 V-라인과 배럴 실루엣, 원피스류는 배

럴, 박시, H-라인, A-라인 실루엣, 이너류는 타

이트,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거동불편 노인의복의 실루엣은 폭이 

넓고 여유가 많은 실루엣보다, 움직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적당한 폭과 여유를 가지고 신체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는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의복에 나타난 

디테일 특성

거동불편 노인의복에 나타난 디테일을 살펴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디테일 없음(52.7%), 있음(47.%)

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의류는 

없음(21.3%), 있음(9.7%), 하의류는 없음(13.2%), 

있음(9.1%), 이너류 없음(3.7%), 있음(3.3%)로 

나타났으며, 원피스류는 있음(25.3%), 없음(14.4%)

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디테일이 없는 형태

가 디테일이 있는 형태보다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디테일 특성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

나므로 다중응답 교차분석하였다. 

상의류는 포켓(90.6%), 셔링&개더(44.7%), 파

이핑&바인딩(5.0%), 리본(2.5%)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포켓의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름장식을 이용한 셔링&개더의 디테

일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의에 나

타난 셔링&개더는 네크라인 또는 요크 주변을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셔링&개더는 미적 효과와 

상의의 가슴과 등 부위에 여유를 주는 기능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하의류는 포켓(100.0%), 셔링개더(7.4%)로 나

타났으며, 다른 디테일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하의류는 특히 포켓의 사용이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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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스류는 포켓(73.5%), 셔링개더(49.6%), 허

리끈(24.6%), 프릴러플(12.3%), 레이스(9.4%)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피스류는 다른 아이템에 

비해 다양한 디테일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허리끈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허리끈을 이용하

여 여유있는 실루엣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의 프로

포션을 나타내고 있다. 

이너류는 레이스(94.4%), 셔링개더(7.4%)가 

주로 나타났으며 레이스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이너류는 다른 아이템에 사용되지 않은 

레이스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손목, 발목, 네크라

인 등의 부위에 사용되어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더해주었다. 

거동불편 노인의복은 전체적으로 디테일 사용

의 자제가 나타났다. 디테일의 사용은 단순하면

서도 포인트로 사용될 수 있고, 기능성도 가지는 

포켓과 셔링&주름의 디테일이 주로 사용되었다. 

포켓은 장식적인 요소와 더불어 편리함을 주는 

기능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스럽게 주름을 만

들어 내고 신체를 구속하지 않고 여유를 줄 수 

있는 셔링&개더는 목, 허리, 가슴, 소매 등에 사

용됨으로서 기능성과 함께 미적 포인트를 더해 

주었다. 

3.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의복에 나타난 

소재와 무늬 특성

전반적인 거동불편 노인의복의 재질은 소프트

(90.1%), 스트레치(9.0%), 브릴리언트(0.9%)로 

나타났다. 상의류는 소프트 재질이, 하의류와 이

너류는 스트레치 재질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이너는 활동 시에 불편함을 줄이고 신체에 

밀착되는 소재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에 비해 신축성이 좋은 재질이 많이 나타

났다. 상의와 하의는 움직임과 가동범위가 넓으

므로 신체에 압박을 주지 않으며 편안함과 활동

성을 주기 위해 신축성이 좋은 소재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프트 재질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으며, 그 이유로는 피부의 보호, 흡습, 흡한 등을 

위해 합성섬유보다는 천연섬유인 면이 많이 사용

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신체를 구속하

지 않고 활동 시에 자연스럽게 인체와 움직이며, 

신체에 압박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 소재를 중

심으로 사용하였기에 소프트 재질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소재는 주로 면, 폴리에스테르, 면과 

폴리에스테르 복합의 소재가 주로 사용되어 거동

불편 노인의 연약한 피부를 고려한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무늬의 특성을 살펴보면 무늬가 없

는 민무늬(42.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양식무늬(24.4%), 사실무늬(15.8%), 기하학

무늬(9.8%), 추상무늬(6.2%), 복합무늬(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민무늬보다 무늬의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자연적인 꽃무늬의 

사실적, 양식적 표현이 부각되어 나타난 것이 특

징이다. 아이템별로는 원피스류가 다른 아이템에 

비해 무늬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양

식적, 사실적 무늬 외의 기하학무늬 등도 많이 

사용되었다. 하의류와 이너류는 다른 아이템에 

비해 민무늬가 특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 론

국외의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의복의 조형적 

특성 중 실루엣, 디테일, 소재와 무늬를 중심으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루엣은 상의류는 스트레이트, 박시, 

Y-라인 실루엣이, 하의류는 V-라인과 배럴 실

루엣, 원피스류는 배럴, 박시, H-라인, A-라인 

실루엣, 이너류는 타이트,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거동불편노인

을 위한 실루엣은 너무 여유가 많기 보다는 적

당한 여유를 가지고 신체를 구속하지 않는 스트

레이트 실루엣 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거동불편

노인의복은 전체적으로 이너를 제외한 아이템에

서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활동에 제한을 주지 

않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활동성과 편의성뿐만 아

니라 신체의 실루엣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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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거동불편노인의복에 나타난 디테일은 디

테일 없음(52.7%), 있음(47.%)으로 나타났다. 디

테일의 종류는 포켓의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주름장식을 이용한 셔링&개더의 

디테일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동불

편노인의복은 전체적으로 화려한 디테일은 많이 

사용되지 않으나, 기능성과 미적 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디테일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셔링&개더를 활용하여 거동불편 노인이 활동 시 

여유분이 불편한 등과 같은 부위에 활용한다면 

미적 감각을 더하면서 여유를 줄 수 있는 디테

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피스는 허리끈이

나 벨트를 이용하여 여성스러움과 신체의 H-라

인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거동불편노인의복의 재질은 소프트, 스트

레치, 브릴리언트로 나타났다. 거동불편노인을 위

한 의복은 신체를 구속하지 않고 활동 시에 자연

스럽게 인체와 움직이며, 신체에 압박이나 불편

함을 주지 않는 소프트 재질의 면, 면혼방 등의 

소재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상의

는 민무늬보다는 꽃무늬의 사실적, 양식적 무늬

를 사용하여 화려함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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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난 
여성복식의 미적 특성과 현대적 표현

전여선 ․ 김영삼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는 인간 중심에서 신(神)중심 사회로 

반복되어 변화되는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인 중

세 초기와 르네상스 초기 예술양식의 특성에 나

타난 내적 상징성 및 건축양식의 외적 표현에 

나타난 조형성간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해당시기 여성복식에 나타난 미적 

특성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하여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난 여성복식의 미적특성과 현대적 

표현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간-신-

인간의 사고론적 관점이 역사적으로 변화 및 반

복되는 관점에서,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로서의 

중세 초기와 르네상스 초기에 나타난 예술양식과 

건축양식, 복식양식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현

대패션에서 나타난 미적특성의 표현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 특히 예술적 패

러다임 전환기인 중세 초기 및 르네상스 초기 

복식양식의 미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 예술의 양식사적 고찰을 통하여 내적 상징

성을 파악하였고 조형성과 관련하여 관련 인접학

문인 건축사적 고찰을 통하여 외적 표현을 파악

하였다. 

연구의 연구방법은 첫째, 예술적 패러다임 전

환기 예술양식의 특성에 나타난 내적 상징과 건

축양식의 외적 표현에 나타난 조형성을 추출하

고, 해당 시대 복식의 미적 특성에 대한 연구결

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술논문 및 관련저서, 학

술 데이터베이스 웹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한 역

사적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중세 초기 및 

르네상스 초기에서는 과도기적 양상은 공통적으

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양상은 차별적으로 표출

되기 때문에, 소쉬르의 공시적 연구방법론의 부

족한 관점을 보완하여 적용한 프라하 프리즘

(Praha Prism) 이론을 방법론적 근거로 제시하였

다. 둘째,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인 중세 초기

와 르네상스 초기에 나타난 여성복식의 미적특성

을 파악하고 해당시기 미적특성의 경향이 나타난 

현대적 표현사례를 추출하고자 사례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첫째, 연구 분석의 대상은 연구

주제로 선정한 시기인 예술양식 패러다임 전환기

의 예술양식과 건축양식, 여성복식으로 한정하였

다. 둘째, 연구 분석 대상의 시대적 범위의 선정

은 중세 초기의 경우, 서로마 멸망 이후 고대의 

인간 중심사상이 중세의 대표적 중심체계인 기독

교 즉, 신 중심 사상으로 전환되면서 정착되기까

지인 6세기에서 10세기까지의 시기를 예술적 패

러다임의 전환기라 볼 수 있으며 르네상스 초기

의 경우, 수차례의 십자군 원정과 종교개혁의 영

향으로 신 중심사상에서 다시 인간 중심사상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점인 14세기에서 15세기 초

의 시기를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라 할 수 있

다. 또한 지역적 범위의 선정은 예술적 패러다임

이 변화되는 시점에 나타난 과도기적 양상이 잘 

나타나있는 패러다임 전환기인 중세 초기와 르네

상스 초기의 유럽지역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인 중세 초기와 

르네상스 초기 예술양식의 내적 상징성과 건축의 

조형성에서는 절충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기적으로 예술적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써 이

전시대의 양식과 다음시대의 양식이 절충 및 혼



- 77 -

합되는 양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예로 중세 

초기의 경우 예술양식의 내적 상징성 중 절충성

은 건축양식의 조형성에도 그대로 나타났으며 이

는 건축양식에서 고대 로마의 전통과 기술을 바

탕으로 다양한 지역 문화적 양식에 대한 절충 

등의 복고적 양식을 적용하여 새로운 양식과 결

합되면서 절충성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세 초기와 르네상스 초기 건축의 조형

성에서 나타나는 예술적 패러다임은 전반적으로 

여성복식의 미적특성에서 나타나는 예술적 패러

다임보다 시기적으로 다소 빠르게 전환이 발생하

였음이 나타났다. 그 근거는 각 시대의 건축의 

조형성에 나타난 양상이 복식의 미적특성에 나타

난 양상에 비해 해당시기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예술적 

패러다임의 특성이 다소 많이 나타난 경향에서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복식양식의 미적 특성에 

나타난 양상에서 볼 때, 건축양식과 같이 혼합과 

절충의 미적특성은 나타났으나, 중세 초기의 경

우 여전히 고대양식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었고 

르네상스 초기 또한 중세의 고딕적인 양식이 남

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복식

양식은 예술 및 건축양식에서와 같이 큰 범주 

안에서 새로운 예술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과감하

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와 관계된 작은 

범주 안에서의 양식적 표현이므로 예술 및 건축

양식보다는 다소 늦은 양식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예술적 패

러다임 전환기인 중세 초기와 르네상스 초기의 

예술양식의 내적 상징성과 건축의 조형성, 복식

의 미적특성간의 공통점으로는 절충성, 혼합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인 중세 

초기와 르네상스 초기의 예술양식의 내적 상징성

과 건축의 조형성, 복식의 미적특성간의 관련성 

분석에 나타난 차이점에서 볼 때, 중세의 경우 

종교 및 신(神) 중심의 사상이 강하게 반영된 측

면으로 비잔틴 문화와 중세의 기독교적 양식이 

예술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

다. 또한 중세 초기와 르네상스 초기 여성복식의 

공통적 미적특성은 대표적으로 혼합성의 경우, 

예술양식의 내적 상징성 및 건축양식의 조형성에

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신, 구 양식간의 절충과 

혼합적 측면에서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

나는 공통적 특성이 복식의 미적특성에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중세 초기와 르네

상스 초기 각 시대에 나타난 차별적 범주에서 

살펴보면, 중세 초기 및 르네상스의 전성기에 나

타나는 특성들이 주로 나타났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술적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복식양식의 

변화 속에 이전 시대의 양식이 사라지거나 이전 

양식과 새로운 양식간의 절충, 흡수되는 경향이 

발생함과 동시에 새로운 예술적 패러다임 하에 

나타나는 새로운 복식양식이 나타나면서 정착되

는 경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셋째, 중세 초기와 르네상스 초기 서양복식의 

미적 특성에 따른 현대패션의 표현 경향을 살펴

볼 때,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난 여성복

식의 미적특성에 따른 현대패션의 표현에서는 장

식성과 조작성의 미적 특성이 주로 표출된다고 

볼 수 있다. 장식성과 조작성의 경우 현대패션의 

디자인적 요소에서 디테일의 장식, 장신구의 활

용 또는 실루엣이나 패턴을 자유롭게 변형 및 

조작함으로써 시대적으로 특정 유행에 영향을 받

지 않고 주로 사용되는 미적특성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대적 과도기라 할 수 있는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인 중세 초기 및 르네상

스 초기 복식의 장식성과 조작성은 현대패션에서 

주로 표현되는 미적특성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한 중세 초기와 르네상스 초기 여성복식의 미적

특성에 따른 현대적 표현으로서 주로 나타나지 

않은 미적 특성의 경향은 각각 기호성과 폐쇄성

으로, 기호성은 중세 초기 여성복식의 문양 및 

패턴에서 나타나며 현대패션에서는 기호성이 가

지는 종교적이고 도상적인 한계성으로 인해 잘 

나타나지 않는 미적특성의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폐쇄성의 경우는 몸 전체를 둘러

싸거나 가리는 등의 디자인적 표현을 나타냄으로

써 현대패션에서는 특정 주제와 폐쇄적인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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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관련되지 않는 한 빈번히 찾아볼 수 

없는 미적특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예술적 패러다임 전환기인 중세 초기 

및 르네상스 초기 여성복식의 미적특성이 현대패

션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특성으로써, 현대 패션

에서 직물의 패턴 및 디자인에 활용되는 소재가 

다채롭게 표현된 다양성은 작은 유형의 세부장식

보다는 넓은 범위 및 패턴에 다양한 장식이나 

색상의 다채로운 혼합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성은 

소재를 활용하여 레이어드(layered) 효과 및 패

턴의 분할 기법을 통해 의상이 분리된 느낌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 

패션에서 표현된 평면성은 단조로운 색상과 소재

를 활용하여 일자형의 수직적인 형태의 원피스 

드레스를 디자인한 것이 특징적이며, 현대 패션

에서 표현된 입체성은 소재의 성질 및 드레이프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경향에 따라 입체적 부

피감이 다르게 형성 및 표현되었다. 이외에도 현

대 패션에서 표현된 기호성은 어두운 바탕색의 

옷감과 좁은 부분에 큰 문양이나 기호 등 장식

의 대비가 나타나는 것이 디자인에서 나타난 특

징이라 할 수 있으며 규칙성은 규칙적인 문양이 

직물의 장식으로 포함되어 옷감자체에서 느껴지

는 율동성을 표출할 뿐만 아니라 원피스나 투피

스의 구조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규칙적 문양으

로 인해 통일감을 주는 방식으로 현대적인 표현

을 하였다. 특히 기호성과 규칙성이 반영된 현대

패션 디자인에서는 옷감의 전반적인 색상이 흰색 

또는 검정색 계열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상에서 

시각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장식적 기호 

또는 규칙적 문양들을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나타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바탕이 되는 소재를 대

비적인 색상으로 활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나타나는 예

술양식과 건축의 조형성, 복식의 양식사적 고찰

을 바탕으로 현대패션 디자인에 반영된 미적 특

성 및 디자인적 요소를 사례분석을 통해 경향만

을 파악한 연구로써, 이에 상응하는 현대의 패러

다임 전환기에 나타난 패션 디자인의 자료를 활

용하여 해당시대 복식에 나타난 미적특성과 현대

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난 복식의 미적특성과 

관련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본 연구는 박사논문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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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킨더홀 룩(Kinderwhore Look)에 대한 연구

김주영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90년대 초 남성 지배적 하드코어 펑크, 그런지 

무대에서 여성은 그루피나 섹스 심볼로서 존재해

왔으며, 이와 같은 여성 소외에 동기화된 라이엇 

걸들(Riot Grrrls)은 킨더홀 룩(Kinderwhore Look)

의 어린이와 매춘부가 혼합된 상충된 이미지를 

통해 전통적 미적 개념과 남성 중심적 록 형태

에 도전하고 프로 걸(pro-girl)정신의 3세대 포

스트 페미니스트를 예증하였다. 현대 패션은 펑

크, 그런지 등 기존의 미적 개념과 가부장제적 

여성성을 전복함으로써 새로운 미학을 창조해왔

으며, 킨더홀 룩은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끊임없

이 영감을 주어왔다. 

그러나, 그런지 록과 그런지룩에 대한 선행 연

구(김선영, 2011;정유경, 2005)는 남성 중심의 

그런지에 집중되 있으며, 여성 락커 라이엇 걸, 

여성 그런지의 킨더홀 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킨더홀 룩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킨더홀 룩

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이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유동적 정체성으로서의 킨더홀 

룩을 연구함으로써 현대 패션에서 보여지는 미적 

특성을 연구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현대 패션 디

자인 영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

고자 하는데, 진행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 연구는 복식 미학, 복식사, 3세대 페

미니즘에 관한 저서, 음악 전문 서적, 논문, 스트

리트 패션 블로그와 패션쇼 리뷰 기사를 참고한

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는 패션 사이트 style.com 

및 패션 블로그에 최근 5년 동안의 4대 컬렉션

의 작품을 이용하였으며, 킨더홀 룩 관련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통해 고찰한 후 현대 패

션에서의 킨더홀 룩의 이미지와 미적 가치를 연

구하였다.

1990년대 초 얼터너티브 음악의 라이엇 걸

(riot grrrl) 운동은 전통적 미적 개념과 남성 중

심적 록 형태에 도전하는 ‘펑크 록 소녀들’의 3

세대 페미니즘이다. 남성 지배적 하드코어 펑크 

무대에 대한 여성 소외에 의해 동기화되었으며, 

후에 자의식적 여성들을 위한 하위문화가 되었

다. 펑크 DIY 이념에 페미니스트 기술을 융합한 

라이엇 걸 밴드들은 미디어가 조장하는 이상적 

여성성을 비난하였고, 전통적 미적 개념과 남성

중심주의에 도전했으며, 프로걸(pro-girl) 정신을 

표현했다. 이들은 거칠면서 부드러운 음악, 성적 

학대에 대한 가사, 소녀같은 이미지에 과도한 섹

슈얼리티의 의상과 거친 무대 태도 등의 상충적 

대비를 통한 모순성을 특징으로 하며, 킨더홀 룩

은 그 전형이 되었다. 

90년대 초 Hole, Babes in toyland, L7, 

Bikini Kill, Luna Chicks 등의 라이엇 걸 밴드 

공연에서 보여졌던 킨더홀 룩은 그런지의 여왕 

Courtney Love와 Kat Bjelland에 의해 완성되었

다. 킨더는 독일어로 어린이를 뜻하며 킨더홀은 

어린 매춘부로서 그 어원처럼 장난끼있으면서 유

혹적인 모습이다. 피터팬 칼라가 있는 베이비 돌 

드레스, 잠옷, 꽃 프린트, 여학생 플리츠 치마, 

애이프런 드레스, 파스텔 색상, 발목 양말, 무릎

이나 허벅지 길이의 올풀린 스타킹, 메리 제인 

슈즈, 어린이용 핀과 리본 등 소녀 이미지에, 과

도한 화장 즉 무거운 눈화장, 짙은 립스틱, 컴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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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츠, 공격적 태도 등 강한 성인여성, 혹은 매춘

부 이미지의 융합을 통해 성인을 유혹하는 어린

이 혹은 성적 성숙으로 인한 파괴된 사춘기 이

전의 귀여운 모습을 그로테스크하게 패러디한다. 

특히 성인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사실적으로 묘사

했던 노래와 희생자 이미지를 제시하는 찢기고 

파괴된 베이비 돌 드레스를 통해 킨더홀 룩은 

처녀와창녀, 여인과 소녀, 완성과 미완성의 이분

법을 해체하고 모순적 정체성, 다수적 정체성, 

유동적 정체성을 제시한다. 

킨더홀 룩에 관련된 선행 연구와 이론적 배경

을 통해 고찰한 라이엇 걸에 나타난 킨더홀 룩

의 특성을 참고해 걸리쉬룩, 스쿨걸룩, 그런지룩, 

란제리룩, 매춘부룩, 걸파워룩, 슬로건룩 등 명확

히 킨더홀 룩의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는 작품 

총 310점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21세기 킨더

홀 룩의 이미지는 디자이너 Hedi Slimane, Betty 

Johnson, Meadham Kirchhoff, Miu Miu, Ro- 

mance, Jeremy Scott 등에 의해, 데카당 이미지, 

그런지 이미지, 키치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첫째, 데카당 이미지는 이브생 로랑의 Hedi 

Slimane, Betty Johnson, Meadham Kirchhoff, 

Miu Miu 등에서 보여지며, 킨더홀의 여왕 커트

니 러브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흰색 피터팬 칼라

의 검정색 베이비돌 드레스와 강한 여성의 상징 

컴뱃 부츠 등의 걸리쉬룩을 통해 퇴폐적이면서 

관능적인 걸리쉬룩의 대결적인 양면가치를 제시

한다.

둘째, 그런지 이미지는 Hedi Slimane, Mead- 

ham Kirchhoff, Mark Fast의 콜렉션에서 보여

지며, 믹스 앤 매치, 올풀림과 미완성적 마무리, 

흐트러진 머리 등 그런지룩, 매춘부룩을 통해 물

질문명과 80년대 과시적 부의 개념에 반대하고 

부조화, 빈곤, 흐트러짐의 미학을 제시한다.

셋째, 키치 이미지는 Meadham Kirchhoff, 

Jeremy Scott, Betty Johnson 등의 작품에서 나

타나며, 스쿨걸룩, 걸리쉬룩 등에 나타난 파스텔 

색상의 발레리나, 펌프스, 블루머, 부푼 가발, 귀

여운 캐릭터의 핸드백 등 유치증을 유발하는 아

이템을 통해 동심의 꿈과 연관된 믹스 매치의 

키치이미지를 제시한다. 

앞서 분석한 킨더홀 룩의 이미지들을 통해 21

세기 패션에 나타난 킨더홀 룩이 모순적 정체성으

로서 비천함(abjection), 흐트러짐(unkemptness), 

아이러닉 로리타(ironic Lolita), 유희성과 같은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도출해 내었다. 

첫째, 모순성, 자기 파괴, 그로테스크의 퇴폐적 

관능성을 통해 비천함을 나타내었다. 자기파괴적 

그런지 아티스트의 미화된 섹스, 약물, 락앤롤 

소녀 악령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킨더홀 룩은 억

압, 약물, 남성의 고압적 본성에 의해 학대당한 

소녀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소녀성과 그로테스크

의 기표들을 함께 병치하여 타락, 의외적 쇼크효

과의 비천함(abjection)을 제시하였다.

둘째, 흐트러진 머리와 문드러진 메이크업, 올

풀림, 믹스매치의 그런지 킨더홀룩을 통해 단정

함을 파괴하고 과시적 부적합성, 불쾌함, 부조화, 

우연성, 무계획의 흐트러짐(unkemptness)의 미학

을 제시한다. 

셋째, 성적으로 조숙한 사춘기 소녀이미지를 

제시하는 킨더홀룩은 아이러닉 로리타(ironic 

Lolita)의 미학을 제시한다. 장난기 있지만 유혹

적인 로리타 이미지는 킨더홀 룩을 통해 공격적 

섹슈얼리티의 펑크락 태도가 융합되어 적극적 공

격적 여성성을 제시한다.

넷째, 키치 킨더홀 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희성은 어린이의 동심과 생활에서 미를 발견하

며 매춘부와 소녀의 분리된 정체성을 풍자하고 

유희화한다. 

이론이 아닌 실행을 통해 다양한 페미니즘을 

실천한 라이엇 걸은 킨더홀 룩을 통해 개인적 

권능(empowerment)을 열망하고 3세대 포스트 

페미니즘의 모순적이며, 일시적이고, 유희적인 

여성 정체성의 다수성과 유동적 정체성을 나타냈

다. 그런지의 소녀 버전으로서 킨더홀 룩은 다수

의 현대 디자이너의 영감의 원천이 된 동시에 

스트리트 스타일로 발전했으며 인간의 양면적 본

성 즉 소녀와 성인 여성, 단정성과 흐트러짐, 정

숙성과 비정숙성, 완성과 미완성, 부와 빈곤, 성

숙과 미성숙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병적 매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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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적극적 자기 정체성의 발현인 양면적 정

체성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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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의 판넬 디자인 개발:
냉장고를 중심으로

이경희* ․ 김의숙* ․ 진성우**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 **(주)소포스

서 론

소비자 감성의 가장 큰 특징은 구매 결정 단

계에서 제품의 기능과 더불어 제품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도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제품의 이미

지를 구성하는 형태, 재질감, 크기와 같은 요소

들 중에서 컬러 및 표면처리가 제품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 결과 

기업들은 고객의 감성 구매와 함께하기 위한 전

략으로 컬러 마케팅을 활용하였으며, 이전에는 

잘 쓰지 않던 풍부하고 다양한 색상 및 패턴을 

사용하여 제품의 다양함과 고급스러움을 선보이

려 하고 있다. 이렇듯 자신이 원하는 감성과 취

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들의 욕구에 따라 가전제품의 소재는 점점 다양

해지고, 표면 처리 및 마감 컬러가 진화되고 있

다. 과거 기능만 강조하던 가전제품들이 점차 내

적인 기능과 더불어 외적인 표면 디자인에 점차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이것은 고속으로 성장

하는 과학기술과 감성의 끊임없는 변화로 보다 

아름다운 디자인과 진보적인 테크놀로지의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 냉장고 제품에서 첫 선을 보인 이래 

국내 가전업계에 메탈 디자인의 전성시대가 열리

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신제품은 메탈 소재에 

디자인을 접목한 제품이 주류룰 이루고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가전제품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표면재에 패턴 및 디자인의 다양화

를 시도하였다. 

 

본 론

1. 최근 냉장고 판넬의 변화 

국내 가전사들의 세계시장 확대로 최근 해외

에서도 가전제품 표면재에 패턴 및 디자인 적용

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감성

적 요구에 부웅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 및 고급

스러운 인쇄 기법 등의 다양함이 적용 할 수 있

는 UV 디지털 프린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양문형냉장고 외관 소재는 플라스틱에서 

강화유리로, 최근 강화유리에서 메탈로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메탈 소재가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디자인에 있다. 가정용 냉장고는 그 특성

상 집 내부 인테리어와 조화되면서도 다이닝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깔끔한 분위기를 내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 메탈 마감재를 사용한 냉장고는 영업용 

같다는 인식 때문에 가정용 제품으로 사랑받기에

는 한계가 있었고, 그 때문에 2000년대 초·중반

까지만 해도 강화유리 디자인이 시장에서 더 큰 

인기를 얻었던 것이다. 

그러던 업계가 메탈 디자인 냉장고를 주목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말, 유럽 가전 트렌드가 입

소문을 타고 국내 가전시장에 상륙하면서 부터다. 

이 디자인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현재 국내 프리미엄 냉장고시장에선 메탈을 외관 

마감재로 사용한 제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2. 냉장고 판넬의 디자인

백색가전으로 대표되는 냉장고의 판넬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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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림 6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에 컬러와 문양을 보완하여 새로운 감성의 디자

인을 시도하였다.

1) 스트라이프 패턴의 판넬 디자인

문양의 기본인 스트라이프 패턴을 가전에 적

용하고, 바탕색에 페일 컬러를 넣어 부드러운 색

채 변화를 시도하였다. 

2) 형염 패턴의 판넬 디자인

염색 기법의 일종인 형염(스텐실) 문양을 가전 

판넬에 적용하고, 바탕색과의 조화를 꾀하였다.

3) 사방연속 패턴의 판넬 디자인

사방연속 패턴은 텍스타일 패브릭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가전 판넬에 섬세한 표현을 위하

여 적용해 보았다. 판넬 전체에 사방연속 문양을 

배치함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4) 부분 패턴의 판넬 디자인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가전 판넬에 부분적으

로 패턴을 적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넓혀보았다.

5) 쉐도우의 방향성을 이용한 패턴의 판넬 디

자인

가전 판넬에 컬러가 균일하게 칠해지면 자칫 

단조롭기 쉬우므로, 컬러의 농담으로 변화를 주

기 위하여 쉐도우를 활용하였다. 또한, 쉐도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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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방향을 다양하게 바꿈으로 여러 가지 패턴의 변

화를 시도하였다. 

결 론

해외의 가전 제품은 컬러의 선택 폭이 넓고, 

디자인도 개성이 강하여 홈 인테리어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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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국내의 가

전, 특히 냉장고의 경우는 ‘백색가전’이라는 용어

로 대표될 정도로 화이트의 기조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메탈 표면재가 도입되어서 

국내 가전업계에도 메탈 디자인의 전성시대가 열

리고 있어, 최근에 시장에 나타난 대부분의 신제

품은 메탈 소재에 디자인을 접목한 제품이 주류

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판 메탈 소재의 냉장

고를 보면 금속의 재질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나, 

표면에 작은 문양을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나

타내는 등 소극적인 디자인이 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전제품의 표면재에 컬러와 문양의 

선택 폭을 넓힘으로써 디자인의 다양화를 시도하

였다. 이를 위하여, 스트라이프 패턴과 형염 패

턴의 판넬 디자인, 사방연속 패턴과 부분 패턴의 

판넬 디자인, 쉐도우의 방향성을 이용한 패턴의 

판넬 디자인 등의 5가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았고, 

그 결과 현재 가전시장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

운 컬러와 패턴의 판넬 디자인을 제안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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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권 시장 진출형 모피대용 브로드테일 패션제품 
개발을 위한 2013-14 F/W 퍼(fur) 트렌드에 대한 연구

컬렉션에서 퍼(fur) 제품을 선보인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최은미* ․ 황기선* ․ 장현미** ․ 하숙정**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주)프리앤메지스

모피의류 시장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계절의 영향성이 뚜렷한 시장으로, 스타일과 가

격면에서 다양하게 제시됨에 따라 소비자층이 젊

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이며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스타일이 각광받고 있

어 스타일변화를 통한 모피의류의 대중화가 촉진

되고 있다. 동유럽권 중 러시아는 대표적인 모피

소비국으로, 2012년 8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에 따라 패션시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유럽권에 대

한 시장진출 또한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

면 전세계적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고조와 동

물보호운동으로 천연모피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

어나고 있고 천연모피를 능가하는 인조모피 개발

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천연감성의 인조 브로드테일 모피 

개발을 위하여 아세테이트 열고착을 통해 형태안

정성을 부여하고 퀼팅기법을 활용하여 천연브로

드테일과 같은 무늬 발현과 충전재 삽입을 통한 

보온성이 우수한 모피 대용소재 개발에 관한 연

구로, 최종 제품의 디자인개발을 위하여 2013- 

14 F/W 컬렉션에서 브로드테일 제품을 선보인 

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아이템, 컬러, 실루

엣, 디테일, 여밈방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디자인 

기초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13-14 F/W 

컬렌션에서 브로드테일 작품을 선보인 디자이너로

는 Christian Dior, Gabriel Colangelo, GUCCI, 

Guy Laroche, LUISVUITTON, MARNI, MIU- 

MIU, sportmax, sports1961로 총 9명의 디자이

너가 있으며 브로드테일 작품 총 45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이템은 코트(58%), 재킷(14%), 

스커트(8%), 드레스(6%), 베스트(4%), 점퍼‧파카‧
케이프‧팬츠‧T셔츠(각 2%)의 순으로 나타났고 컬

러는 블랙(42%), 네이비(16%), 미드그레이‧패일

핑크(각 9%), 오렌지(7%), 딥그린‧딥블루(각 4%), 

버건디‧카멜‧브라운‧옐로우(각 2%)의 순으로 나타

났다. 실루엣은 아워글라스 실루엣(24%), 바디컨

셔스 실루엣(22%), 스트레이트 실루엣(18%), A

라인 실루엣(13%), 코쿤 실루엣(4%), 벨 실루엣

(2%)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밈방법으로는 싱글브

레스티드 숨김 여밈(29%), 지퍼 여밈(22%), 싱

글브레스티드‧더블브레스티드 여밈(각 11%), 더

블브레스티드 숨김 여밈(9%), 후크 여밈(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테일은 네크라인, 라펠, 칼

라, 소매, 포켓, 기타 장식적 형태로 분석하였는

데, 네크라인은 라운드네크라인(45%), 브이네크

라인(27%), 보트네크라인(18%), 스퀘어네크라인

(9%)의 순으로 나타났고 칼라는 세일러칼라

(32%), 퍼칼라(24%), 칼라리스‧플랫칼라(각 15%), 

스탠드업칼라‧턱시도칼라‧만드린칼라‧더블칼라‧후
드(각 3%)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매는 노멀 스

트레이트 슬리브(40%), 레그오브머튼 슬리브(28%), 

슬리브리스(20%), 바나나 슬리브(10%), 비숍 슬

리브(3%)의 순으로 나타났고 포켓은 플랩포켓

(11%), 웰트포켓‧심포켓(각 13%), 아웃포켓(6%)

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장식적 형태로 벨티

드 스타일(57%), 견장장식(19%), 라인 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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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버튼‧버클 장식(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특징으로는 카라부분만 퍼칼라로 적용한 경

우(42%), 퍼를 제외한 소재믹싱(27%), 기타 퍼

와 믹싱(21%), 장식적 라펠(6%), 안감으로 사용

(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인조 브로드테일 소

재를 활용한 최종 제품개발을 위한 기존 제품의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써 디자인 개발 기초데이터

를 마련하였다. 아이템은 주로 아우터류로 단일

소재 사용보다 소재믹싱을 통한 변화가 요구되며 

비교적 다양한 컬러가 나타나지만 단일컬러를 벗

어나 패턴 프린팅 기술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디

자인이 요구된다. 실루엣은 벨트를 이용한 아워

글라스 실루엣이 주류로 소품을 이용한 실루엣 

변화가 필요할 것이며 디테일 또한 기존 데이터

를 벗어나 요소별로 다양한 디자인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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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적 이미지 의상 디자인 전개

조지은 ․ 이예영
고려대학교 가정학과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서 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음식, K-POP등이 해외

에서 인기를 끌면서 국내에서도 한국적인 것, 한

국적 이미지, 한국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였다. ‘한국적인 것’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게 

된 후 국내에서도 비로소 우리의 것에 대해 재

인식하게 된 이때, 한국적 이미지를 대중화하기 

위해 보다 감성적인 접근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

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개인 또는 

브랜드의 가치나 신념 등을 듣는 이 혹은 소비

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이미지를 국내 대중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과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의 관계를 정립한 성유정, 

권기영(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적 의상 디자인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패션 디자인 도구로서 스토리텔링을 활

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의상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 ‘말하다’와 현재진행

형의 의미가 공존하는 단어로써, 화자가 이야기

를 만들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다른 이

에게 전달하거나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청각적, 시각적 뿐만 아니라 촉각적, 후각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달될 수 있으며, 소비

자의 심리와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한 마케

팅 전략으로 대두되는 현대 사회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써 그 비중을 인정받고 있

다. 패션 디자인 분야의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

의 경우에 디자인 테마가 정해지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디자인이 이루어지므로 이야기적 요소

가 존재한다. 또한 패션은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

관을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스토리 

자체로써의 기능 혹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수단으

로써의 기능 모두를 포함하므로 스토리텔링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유정, 권기영(2009)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

해 복잡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

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패션 

디자인의 단계와 스토리텔링 구성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그 연계성과 공통적 요소를 <그림 1>

과 같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패션디자인의 첫 번째 정보 수집 및 

분석 단계는 스토리텔링의 스토리 탐색과 맥락을 

같이 하며, 분석할 대상이 되는 자료는 주위의 

모든 것으로부터 수집될 수 있다. 디자인 분야에

서는 주로 시각적인 자료들이 이용되나, 그 외 

문서 자료, 청각 자료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문자적, 시각적, 청각적 요소를 갖는다.

두 번째 컨셉 설정하기 단계는 스토리 기획에 

해당하며 컨셉과 타깃을 설정하여 그에 어떠한 

스토리 전개가 적합할 것인가, 즉 어떻게 디자인

을 기획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고려하게 된다. 

명확한 컨셉과 현실성 있는 타깃이 설정되어야 

하며, 문자적, 시각적 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세 번째 디자인 개발과 구축 단계는 스토리 

구축 단계와 같은 맥락으로, 스토리텔링상의 캐

릭터 및 배경 설정은 디자인 프로세스상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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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패션 디자인 프로세스와 스토리텔링의 관계 
[성유정, 권기영(2009)]

인 컨셉을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스토리의 플롯 

구성은 디자인 전개 및 샘플 제작에 해당하며, 

디자인 전개 시 스케치 등의 시각적 요소로 디

자인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

다. 문자적, 시각적 요소를 통해 표현할 수 있으

며, 스토리의 역동성과 주목성 및 컨셉의 통일성

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평가와 결정 단계는 스토리텔

링 단계로, 스토리텔링의 보여주기는 디자인 프

로세스에서의 품평회와 수주회, 공유하기는 생산 

기획 및 프로모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 단계

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디자인 컨셉을 얼마나 잘 

이해시키고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효과

적인 전달을 위해 문자적, 시각적, 영상적, 청각

적 요소가 모두 활용된다고 하였으며, 스토리텔

링의 핵심적인 목표가 되는 단계라고 하였다. 작

가와 독자, 즉 디자이너와 소비자간의 상호작용

을 통해 스토리, 즉 디자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

어지므로 스토리텔링의 상호작용성이라는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적 의상 디자인

위에서 살펴본 스토리텔링과 패션 디자인 프

로세스의 관계 모형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활

용한 한국적 의상 디자인을 구상 해 보았다.

첫 번째 정보 수집 및 분석 단계와 두 번째 

컨셉 설정 단계에 따라 컬러는 삼성디자인연구소

의 트렌드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어

두운 녹색과 파란색을 주 컬러로 하며,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 포인트 컬러를 주었다. 타깃의 경우 

최근 한국 전통 문화를 직접 향유하고 알리는 

데에 20-30대의 젊은 층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

고 있으며, 젊은 층에서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내

용을 바탕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전문

직 여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타깃 라이프 스타

일 이미지맵과 간단한 단어 등 문자적, 시각적 

요소를 포함하였다. 

세 번째 디자인 개발과 구축 단계에서 디자인 

테마는 한국적 이미지와 현대적인 이미지가 조화

를 이루는 광화문 광장을 배경으로, 고궁의 이미

지를 중심으로 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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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적 이미지 의상 디자인

리 구축의 측면에서, 컬렉션 제목은 ‘한 여름 밤

의 꿈’으로, 어느 여름밤, 고궁의 특별 야간 개장 

기간에 고궁에서 산책을 하는 20대 후반 여성을 

주인공 캐릭터로 설정하여 총 10착장의 디자인

을 전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시각적 요소가 주

로 활용되었다.

마지막 평가와 결정 및 결과적인 스토리텔링 

단계로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총 10 착장의 디자

인과 수집한 이미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약 2분 

40초가량의 동영상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다. 영

상에는 시각적 이미지 및 타깃과 디자인 컨셉에 

대한 간단한 설명, 청각적 요소로써의 배경음악 

등이 포함되었다. 각 착장마다 고궁의 풍경 사진

을 배경으로 삽입하여 디자인 컨셉의 이해를 돕

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총 10착장의 디자인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결 론

패션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은 그 과정에서 서

로 유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스토리텔링

은 소비자들에게 디자인 컨셉을 전달하는 데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유정, 권기영(2009)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적 이미지의 효과적인 제시

를 위해, 감성 마케팅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한국적 이

미지의 의상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스토리텔링상의 스토리탐색 

- 디자인 프로세스상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단

계로,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발상 등을 위한 

자료들이 수집된다. 이에 따라 ‘한국적 이미지’에 

관련된 선행연구 및 이미지 자료를 비롯하여 체

크리스트, SCAMPER 등 효과적인 아이디어 발

상을 위한 발상법 등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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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스토리 기획 - 컨셉 설정’ 단

계로, 스토리의 전개 방향이 결정되고 패션 디자

인의 타깃 소비자와 디자인 기획 방향이 결정된

다. 이 단계에서는 삼성디자인연구소의 트렌드 

분석 내용과,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20-30대의 

관심 및 홍보 활동이 증가했음을 다룬 최근 몇 

년간의 기사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타깃과 전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세 번째 ‘스토리 구축 - 디자인 기획과 개발’ 

단계에서는 앞서 설정한 타깃과 대략적인 디자인 

기획 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캐릭터(주인공)

와 배경이 결정되었으며,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

고,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스토리 및 컬렉션의 

제목은 ‘한 여름 밤의 꿈’으로, 어느 여름 밤 고

궁에서 산책을 하는 캐릭터를 설정하여 한복과 

고궁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디자인을 전개하

였다.

마지막 네 번째 ‘스토리텔링 – 평가와 결정’

은 보여주기 및 공유하기가 이루어지는 단계이

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 2분 40초가량의 

동영상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다. 이 때 문자적, 

시각적, 영상적, 청각적 요소가 모두 사용되었다. 

디자인 프로세스상의 품평회 및 수주회, 생산 기

획, 프로모션 전략 등에 대한 논의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실제로 컬렉션이 한국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는가, 한국적 디자인

의 제시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모션 전략은 어떻

게 제시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확인으

로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본 연구가 앞

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적 디자인의 개발 

및 대중화 연구에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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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펑크(Steampunk)패션에 나타난 조형성 연구: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김지영 · 권미정
부산대학교 가정교육학과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미국 과학소설 비평가 캐럴 핀쳅스키는 최근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스팀펑크’

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 패션에서 크게 유행할 

조짐이라고 주장했으며 뉴욕 타임즈는 1980년대

와 90년대 초에 처음 등장하여 현대의 최첨단 

기술과 과거의 향수가 교차하는 스팀펑크가 최근 

음악, 영화, 패션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확

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각

광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스팀펑크의 배경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과 유럽을 배경으

로 하거나 증기기관에 의한 산업혁명시기를 다루

고 있으며 중앙일보에서는 19세기 말 영국의 빅

토리아 여왕 시대 패션 사조와 기계문명에 대한 

경배가 함께 녹아있는 문화적 흐름이라고 정의하

였다. 스팀펑크는 ‘증기기관 시대’라는 시간구조 

속에서 오늘날 과학기술의 폐해와 한계를 깨우쳐 

주고 있으며 과학 문명의 힘을 과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과학의 양면성을 돌아보게 하려는 태

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스팀펑크의 성격은 과학

기술과 기계문명에 대한 반성, 과거에 대한 그리

움, 향수를 갖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받아들여져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패션에서는 

스팀펑크 문화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신빅토리안 

스타일 의상의 조형성에 대해 고찰하고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배정민(2009)의 연구가 유일하다. 

스팀펑크가 컬렉션 발표에서 이슈화 되고 주목받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팀펑크 패션에 관한 학

문적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시도하

게 되었으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이론

적 배경을 통해 스팀펑크 패션의 하위범주를 도

출하고, 둘째, 최근 패션 컬렉션에 나타나고 있

는 스팀펑크의 외적 조형성 분석한다. 셋째, 앞

의 연구를 토대로 스팀펑크 패션의 내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스팀펑크 패션의 기초 연

구에 도움이 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작품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 

3가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패션 컬렉션에서 

스팀펑크의 외적 조형성 연구를 위해 이들 하위

범주를 대표하는 3인의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맥

퀸, 비비안 웨스트우드, 돌체 앤 가바나를 선정

하였다. 자료는 인터넷 http://www.firstview.co

m, http://www.style.com에서 2009년 S/S 컬렉

션부터 2013년 F/W 컬렉션까지 최근 5년간의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63장의 의상 사진이 수집되었다. 

연구에 따른 결과로 첫째, 이론적 배경을 통해 

스팀펑크 패션의 하위범주를 도출한 결과 복고

성, 이중성, 다양성이 나타났다. 문헌연구를 통해 

발췌한 단어들 중 중복된 단어들을 제외하고 분

류하여 복고성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의상의 

재현을 형식으로, 이중성은 빅토리아 시대 의상

에 기계적 이미지를 표현한 형식으로, 다양성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이미지를 융합한 형식으

로 분류되었다. 둘째, 패션 컬렉션에 나타나는 

스팀펑크의 외적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 실루엣, 

컬러, 소재, 장식, 디자이너 별로 조사하였다. 실

루엣은 복고성에서는 아워글라스형과 펜슬형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이중성에서는 아워글라스형

이, 다양성에서는 펜슬형이 더 많이 나타났으며, 

컬러는 복고성에서는 블랙과 레드, 이중성에서는 

블랙과 골드, 다양성에서는 블랙, 화이트, 혼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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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주로 나타났다. 소재는 복고성에서 벨벳, 

면 소재로, 이중성에서는 금속과 플라스틱, 다양

성에서는 레이스, 가죽, 기타 비닐 소재가 사용

되었으며 장식으로는 복고성에서 케이프, 네크라

인으로, 이중성에서 코르셋, 벨트로, 다양성에서 

네크라인, 코르셋, 벨트 등으로 나타났다. 디자이

너별로는 알렉산더 맥퀸은 이중성이 전체의 33%, 

다양성이 57%,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전체의 

80%가 다양성, 12%가 복고성으로, 돌체 앤 가

바나는 전체의 60%가 다양성으로 23%가 복고

성으로 나타남으로서 세 디자이너 모두 전체의 

62.3%가 다양성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었

다. 셋째, 스팀펑크 패션에 나타난 스팀펑크의 

내적가치는 정신적 가치에서의 환상과 이상향, 

감성적 가치에서의 편안함과 향수, 의지적 가치

에서의 자유와 일탈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스팀펑크가 트렌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향후 하

나의 패션 트렌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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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도시대 색채의 특성

이경희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서론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 전래의 고유의 전통색

이 있다. 전통색은 민족마다의 풍토와 환경에 의

해 서로 다른 특질을 갖고 있다. 일본의 색채문

화는 예로부터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

므로, 독특한 자연적 풍토와 사회적 환경 중에 

길러져 온 색이다. 일본 에도시대(1603~1867)의 

색은 서민의 멋을 지칭하는 ‘이키(粹)’한 색감에 

의한, 차(茶), 서(鼠), 남(藍)과 같은 가라앉은 파

조(破調)의 색이 많았다. 이러한 일본 전통색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서는 문헌과 회화 등의 간

접자료와 염직유물과 같은 실물자료로 대별할 수

가 있다. 그러나 문헌을 통해서 색명은 알 수 있

으나, 실제 어떠한 색조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 염직유물의 실측 조사가 필요하다. 전

통색조의 조사에서는 시대별 염직유물에 나타난 

색채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변색 및 탈

색의 문제와 소장처에서의 측색거부의 문제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도시대의 전통색을 

복원한 복원염포집인 高島秀造의 江戶の彩飾
(300색), 松本宗久의 日本色彩大鑑(199색)에 나

타난 색명을 조사하고 복원염포의 색을 측색하여, 

에도시대 색명의 특징과 농담색의 색차를 규명하

여 에도시대 색조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론

1. 에도시대 관용색명의 특징

에도시대는 봉건제도가 확립된 시기로, 사농공

상(士農工商)이라는 신분계급이 있었으나, 상인

을 주체로 하는 부유한 초닌(町人)이 실력을 갖

게 되었고, 문화에서도 초닌문화가 대두되었다. 

문화적으로도 민중이 즐기는 가부키(歌舞伎) 등

의 극이 미증유의 성황을 이루었다. 그에 따라 

색명에서도 당시의 인기배우의 이름에 빗댄, 로

고차, 매신차, 리관차, 암정차, 고려납호 등의 유

행색이 유행했다. 또 막부의 사치금령에 대한 서

민의 ｢이키(粹)의 색감｣으로서 차(茶)와 서(鼠)와 

남(藍 )등의 색이 유행한 것도 에도의 색이 상대

와 중고의 색과는 다른 민중성이 높은 색이었음

도 말하고, 또, 이러한 면이 전대보다도 대폭 늘

어난 다수의 분화색이 만들어진 원인의 하나로서 

생각되었다.

복원염포의 자료 중, 관용색명을 보면 중복하

는 색명이 80색이고, 중복되지 않는 색이 419색

이다. 에도의 색명 중에서 平安時代와 동색명은 

29색으로, 전 시대에는 없엇던 신출색명이 390

색에 이르므로, 얼마나 에도인의 색채감각이 섬

세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소위 ｢48茶100鼠｣
라고 하는 차와 서가 붙은 색명이 역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차가 붙은 색명이 67색(16%), 

서가 붙은 색명은 34색(8.1%)였다. 

에도시대에 이 정도로 분화색이 다수 나타난 

것은 역시 염색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화려

함을 좋아하는 초닌들에 의해, 유젠염, 차야염, 

고몽염이 유행했고, 서민들 사이에는 남염(藍染)

이 가장 발달했다. 에도시대에 목면이 전해진 후

는 견만이 아니고, 목면에도 남염이 활발하게 이

용되었다. 그와 더불어 남의 분화색도 대폭 늘어

나 이번 조사에서는 21색(5%)이었다. 

관용색명의 특징으로서의 또 하나는 역시 전 

시대처럼 기본색명 앞에 박(薄)-, 농(濃)-의 접

두어를 붙여 나타낸 것도 있으나, 에도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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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색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

평균

白- 7.8 2.9 1.8

薄- 3.8 1.6 1.7

茶- 3.5 1.5 1.4

濃- 6.4 1.1 1.6

鼠- 7.5 0.8 3.3

표 1. 에도시대 복원염포에 나타난 농담색의 특징

농담의 궁리가 더해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천

(淺)- 대신 백(白)-이, 심(深)- 대신 -서(鼠)가 

붙여진 것이다. 또 5계급의 농담색의 한 가운데 

색에는 -茶가 붙여졌으므로, 얼마나 에도인이 

차라는 색을 널리 사용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상기의 결과에 의하면 색명에 차, 서, 납호, 남

에 속하는 것이 많다. 각각의 색은 기본색에 다

른 색조를 더하거나 포화도를 바꾸어 수많은 파

조색을 만들어 분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 4계통

의 88색 중, 실로 44색은 차색이라는 사실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특정한 색이 특히 풍

요롭게 분화했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의 요구가 

그 색에 치우쳤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그것이 에

도시대 중기 이후의 염직색채의 현저한 경향이었

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 복원염포에 나타난 에도시대 전통 

색조의 특징

에도시대의 전통색을 복원한 복원염포집인 高
島秀造의 江戶の彩飾(300색), 松本宗久의 日
本色彩大鑑(199색)의 색을 측색하여, 에도시대 

농담색의 색차를 규명하고, 더불어 색상별 분포, 

톤별 분포를 조사하여 에도시대 색조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와 분석은 현대적

인 시각으로 전통색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

움을 줄 것이다.

에도시대는 봉건제도가 확립된 시기로, 士農工
商이라는 신분계급이 있었으나, 상인을 주체로 

하는 부유한 초닌(町人)이 실력을 갖게 되었고, 

문화에서도 町人文化가 대두되었다. 문화적으로

도 민중이 즐기는 가부키(歌舞伎) 등의 극이 미

증유의 성황을 이루었다. 그에 따라 색명에서도 

당시의 인기배우의 이름에 빗댄, 로고차, 매신차, 

리관차, 암정차, 고려납호 등의 유행색이 유행했

다. 또 막부의 사치금령에 대한 서민의 ｢이키의 

색감｣으로서 茶와 鼠와 藍 등의 색이 유행한 것

도 에도의 색이 상대와 중고의 색과는 다른 민

중성이 높은 색이었음도 말하고, 또, 이러한 면

이 전대보다도 대폭 늘어난 다수의 분화색이 만

들어진 원인의 하나로서 생각되었다.

복원염포의 자료 중, 관용색명을 보면 중복하

는 색명이 80색이고, 중복되지 않는 색이 419색

이다. 에도의 색명 중에서 平安時代와 동색명은 

29색으로, 전 시대에는 없엇던 신출색명이 390

색에 이르므로, 얼마나 에도인의 색채감각이 섬

세했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소위 ｢48茶100鼠｣
라고 하는 차와 서가 붙은 색명이 역시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차가 붙은 색명이 67색(16%), 

서가 붙은 색명은 34색(8.1%)였다. 

에도시대에 이 정도로 분화색이 다수 나타난 

것은 역시 염색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화려

함을 좋아하는 초닌들에 의해, 유젠염, 차야염, 

고몽염이 유행했고, 서민들 사이에는 남염이 가

장 발달했다. 에도시대에 목면이 전해진 후에는 

견만이 아니고, 목면에도 남염이 활발하게 이용

되었다. 그와 더불어 남의 분화색도 대폭 늘어나 

이번 조사에서는 21색(5%)이었다. 

관용색명의 특징으로서의 또 하나는 역시 전 

시대처럼 기본색명 앞에 薄-, 濃-의 접두어를 

붙여 나타낸 것도 있으나, 에도 나름의 농담의 

궁리가 더해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淺- 대신 

白-이, 深- 대신 -鼠가 붙여진 것이다. 또 5계

급의 농담색의 한 가운데 색에는 -茶가 붙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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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얼마나 에도인이 茶라는 색을 기조색으

로서 널리 사용해 왔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에도시대 분화색의 기본 색과의 색상

의 차, 명도의 차, 채도의 차의 평균치를 산출한 

것이 표 1이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 에도시대의 색채의 특

성을 고찰해 보았는데, 색명에서는 전 시대와 달

리 48차100서로 대표되는 茶, 鼠, 藍 등 에도인

의 이키의 색명이 특징적이다. 색조에서는 복원

염포의 색을 측색한 결과 에도시대의 농담색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① 농담색의 색명에도 에도시대의 유행색이었

던 -茶, -鼠가 붙었다.

② 농담색의 색상은 동일색상이나, 인접색상이

다.

③ 白-, 薄-에서는 기본색 보다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색이 많다.

④ 濃-, -鼠에서는 기본색 보다 명도, 채도 

모두 낮은 색이 많다.

상기의 조사 결과에 의해 에도시대의 농담색

은 차색을 중심으로 색상, 명도, 채도의 단계적

인 차에 의해 담색과 농색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에도시대의 전통적인 민족색의 요소는 

금일까지 이어져 내려와 일본의 현대색에서도 황

적색과 그레이쉬톤의 출현율이 높은 특성을 나타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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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의 업무적합성과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혜주 ‧ 임승희
중앙대학교 패션예술학과

서 론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한류는 동양권에

서 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종사하려는 사

람들이 증대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창

조산업에 속하기 때문에 직무의 창조성이 요구하

는 분야인데 특히 세계적으로 전파를 타고 영상 

이미지로 전달하는 한류의 특성상 시청자를 끌 

수 있는 매력적 이미지 창출은 필수적 요건이 

된다. 따라서 연예인의 퍼스널 이미지(personal 

image)를 극대화시키는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은 

그동안 한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중

의 우상(idol)인 연예인과 관련된 전문 직업인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젊은이들의 직업 선호도 또

한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류의 인기가 엔터테인먼트 전 영역으

로 확대됨에 따라 연예인의 활동영역도 확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자연스럽게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의 활동범위와 역할 또한 다원화되고 있다. 예컨

대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는 방송, 영화, 연극 등

과 관련된 연예인만 취급하는 전문직을 의미한

다. 이렇듯 다변화되는 스타일리스트 분야의 변

화에 따라 전문적인 스타일리스트들을 배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스타일리스트는 자유로운 직업이라는 강점이 

있어 젊은이들이 선호하고 있지만 스타일리스트 

전문영역으로서의 역사가 짧아 엔터테인먼트 분

야에서 방송을 위한 준비 작업이나 방송 진행 

중에서도 스텝으로서의 대우가 미약한 현실이다. 

더욱이 소규모의 사적인 팀워크(team work)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직업적 특성상 합리적이고 

체계화된 작업환경 여건도 미흡하며 활동하는데 

뚜렷한 보호 장치도 없는 현실이어서 전문 직업

군으로서 스타일리스트의 비전은 그렇게 높은 편

은 아니다. 더구나 방송이나 연예인 스케줄에 맞

춰 시간에 쫓기면서 운영하는 불규칙한 시간운용

에 의해 이직률도 높아 그들이 습득했던 창의적 

전문지식이 사장되는 현실에서 인적자원 배양 차

원에서도 국가적 손실이 크다 하겠다. 이와 같이 

스타일리스트 직업은 비합리적인 업무환경 뿐 아

니라 고급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가 없다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

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학계에서도 매스미

디어 스타일리스트의 작업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그동안 한류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전파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창조성이 뛰어난 스타일리스트

의 배출이 요청되고 있어 학계에서도 스타일리스

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

이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디자인과 관련된 논문으로 현장 업무가 

많은 스타일리스트로서의 현실 감각이 떨어진 연

구가 많은 편이다. 더욱이 연예인과 방송 및 전

문적인 작업의 형태와 구조, 작업환경에 대해 이

해를 도모할 수 있는 스타일리스트의 업무전반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새로이 부상되고 있는 

영역인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및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고찰하며 둘째, 실제 설문조사를 통해 ‘직

업 환경’ ‘개인-업무환경’ ‘직무몰입 및 직업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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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무환경적합성

→

만족도

→

요구도
개인-조직

직업만족도
개인-동료

개인-연예인
직무만족도 개선방안

개인-매니져

도’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해 

보고 셋째, 종합적 분석을 통해 시사점 및 결론

을 도출하여 스타일리스트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관련 논문‧저서‧ 전문잡

지‧신문‧인터넷 등 문헌자료를 활용하는 이론적 

연구와 실제 스타일리스트의 제 환경 요소를 고

찰하는 설문조사를 병행하며 연구범위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첫째,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

성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등을 제시하고 

둘째, 이론적 배경으로 한류의 전파와 연예인 스

타일리스트의 활동 범위와 유형 및 역할, 라이프

스타일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셋째, 연예인 스

타일리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넷

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의 업무 

요구도와 개선방안 및 직업의 방향에 대한 결론

을 이끌어 실질적 개선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구성은 2013년도 

8월 7일-15일 동안 관련 교수, 연구원,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등 15명과 함께 계획하였다. 연예

인 스타일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본 설문지 내

용은 크게 첫째, 업무환경 적합성(직업 적합성, 

동료와의 적합성, 연예인과의 적합성, 매니저와

의 적합성) 둘째, 업무 만족도와 업무 적합성과

의 관련성(영향관계) 셋째, 업무환경 적합성 및 

만족도(성별, 연령별, 직급별, 종사기간별) 등으

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8월 20일-9월 15일 동안 

연예인 스타일리스의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를 배포하여 총 140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결 론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요악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스타일리스트들의 라이프스타일은 대부

분 ‘활동추구형’과 ‘유행추구형’으로 정적인 라이

프보다 동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현 

스타일리스트의 재직기간은 1년-5년 사이가 가

장 많으며 대부분 전문대학출신 이상의 경력을 

소지하고 있다. 패션관련 출신도 상당히 많았지

만 위로 올라갈수록 패션과 관련되지 않은 전공

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스타일

리스트의 년봉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으

로 분포되었다.

둘째, 개인-조직 적합성을 살펴보면 개인-동

료간의 적합성에서 부정적 답변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개인-연예인, 그리고 개인-매니저 순

으로 나타났다. 직급이 낮을수록 다양한 사회적

인 관계성에 따른 업무만족도가 낮았으며 사회적 

적응도가 떨어졌다.

셋째, 직무몰입 및 직업만족도는 어시스턴트 

급보다 높은 경력직에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스타일리스트로서 전문성을 살려 추후에 

브랜드 런칭 하여 본인의 사업으로 확장하고 싶

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실장급에서는 교수 및 홍

보대행사 대표가 되고 싶다는 기대감이 크게 나

타났다. 

다섯째, 스타일리스트로서 직업환경 개선 방안

에서는 스타일리스트 계약서의 필요성 및 국자지

원, 그리고 등급제도와 입사계약서 등의 필요성

에 대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불안정한 스타일

리스트의 현재의 위치를 개선하여 더욱 체계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인 여건의 형성에 대한 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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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할 수 있다. 

제언으로는 첫째, 스타일리스트 팀워크 운영 

및 개인 스타일리스트로서의 활동에서 합리적 ‧
체계적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사적인 워크숍으

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스타일리스트 계약서 

등의 서류를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 스타일리스

트 단체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런 단체를 통해 

스타일리스트의 능력을 측정하여 관리하는 등급

제도의 구축을 통해 합리적 페이 설정 뿐 아니

라 젊은 스타일리스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 아

울러 사대보험 등의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활동과 안정적인 직업

으로서의 스타일리스트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출신

이 많은 스타일리스트의 직업상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업무와 관련된 대내‧외 인간

관계의 문제점으로 직업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

록 지속적인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

해 매스미디어 관련 종자사들에게도 스타일리스

트의 업무 형태를 이해시키고 바람직한 업무 파

트너로서 개선될 수 있는 환경적 장치를 마련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정확한 

현실 판단과 평가를 주제로 한 본 연구가 향후 

스타일리스트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

움을 줄 수 있는 표본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스타일리스트 직종에 대한 바른 이해와 총체적 

관계성을 도입한 스타일리스트 교육 커리큘럼 개

발, 아울러 향후 전개되는 새로운 영역 개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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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신체의 가상성 표현

김순자
상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신체의 가상성은 가상공간에서의 신체특성을 

의미하는데 가상공간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

하던 육체를 초월하여 정신을 육체로부터 분리시

키고 육체를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 

간주하여 가상신체를 만들어낸다. 가상적 신체이

미지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

하게 되는데 패션에서도 이러한 변화된 신체 개

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가시화할 수 있

는 매체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시대 패션 경향이

나 작가의 정신을 표현하는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에서의 신체 이미지 또한 기존의 미적 개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변형된 가상신체 이미지로 표현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인

체 표현에 나타난 가상성의 표현 특성과 표현 

효과에 대해 고찰하는 것으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해 가상성의 주요 양상과 가상공간에서

의 신체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준거로 패션 일

러스트레이션에서의 가상 신체 표현의 특성을 실

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은 2000년 이후 출판된 패션 일러스트레이

션 작품집 12권을 선정하고 가상 신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작품을 선정하여 표현 특성과 이미지 

표현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환경의 기본적인 특징은 

가상성(virtuality)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Virtual 

이라는 단어는 중세 라틴어 virtualis에서 유래하

였는데 이 단어는 힘 능력이라는 뜻의 virtus에

서 유래한 것이다. 실재가 ‘지금 가지고 있음’의 

개념이라면 가상은 ‘앞으로 받게 됨’ 또는 환상

의 개념이다. 하지만 가상과 대립되는 개념은 실

재(real)가 아니라 현실(actuel)이며, 피에르 레비

(Levy, P.)는 가상성과 현재성은 단지 현실의 서

로 다른 두 가지 방식이라 말한다. 

가상성의 주요한 양상은 ‘여기와 지금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제시된다. 여기와 지금으로부터 벗

어난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형성된 지각방식으로

부터 탈출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가상성의 또 

하나의 양상은 뫼비우스 효과로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경계가 없는 통행이다. 이러한 

것은 탈 영토화한 공간을 말하는데 탈영토화가 

일어나는 공간에서는 타자성의 틈입을 허용하는 

섞임의 공간이며 혼성잡종과 변이가 일상화되는 

공간이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가상신체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체계 

내에서 새롭게 재구성되며 재배열된다. 인간의 

몸은 컴퓨터 상에서 거대한 비율로 확대되거나 

단편화되기도 하고 불규칙한 각도에서 관찰되기

도 한다. 또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형태로 존재

할 수 있고 새로운 신체로 창조될 수도 있다. 인

간의 신체 개념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해 더 

이상 인간신체의 외피표현에 제한되지 않으며 무

한히 확장되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들을 가능

하게 해준다. 이러한 탈신체 개념은 성과 인종의 

신체적 구현에서 탈출하고 정신과 육체의 관계형

성에서 육체를 벗어난 정신에 대한 감각의 확장

인 것이다. 또한 가상공간에서 신체는 중력, 원

근법, 시간 상식과 같은 인간 사회와 자연 법칙

에 대한 순종을 거부할 수 있는 초능력 신체가 

될 수 있다. 스스로를 완벽한 자아의 이상으로 

여겼던 신념은 전지전능함의 열망으로까지 치달

아 물리적 육체에서 벗어난 가상적인 신체 표현

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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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고찰한 가상공간과 가상신체의 특성을 

준거로 가상공간에서의 신체특성을 변형신체, 탈

신체, 초능력신체로 유형화하고 패션일러스트레

이션에서의 신체의 가상성 표현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변형 신체는 목 부

분을 극단적으로 길게 표현하거나 다리를 비정상

으로 길게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 인체의 해부학

적 구조에서 벗어나 신체 일부를 과장시키거나 

기형적으로 변형시켜 표현된다. 또한 원하는 대

로 피부색을 변화시키고 거대한 비율로 확대되거

나 왜곡된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이상적 미적 기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거

나 이상적인 신체 비례와 균형에 대한 거부와 

갈등을 표출하는 이중적 상징성을 의미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탈 신체 표현은 

탈영토화로 인한 돌연변이 변종으로 성과 인종의 

신체적 구현에서 탈출한 신체이다. 신체는 분해

되어 자연과 융합하기도 하고 물체와 합체하기도 

하며 동물의 형태로 변신하기도 하고 기계와 결

합하기도 한다. 또한 가상공간에서는 순간 이동

을 가능하게 하는 탈영토화가 일어난다. 내부는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외부와 통하며 경계를 

초월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통행

한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인체 내부에 

대한 표현은 안과 밖의 경계가 파괴된 초월적 

피부의 개념과 확장된 신체 개념을 보여준다. 탈 

신체 개념은 절단된 신체를 부분적으로 제시하기

도 하는데 이것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형 가능한 

초 신체로서의 유동성을 표출하는 것이며 인간내

면의 자유로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즉 새로운 인간화(humanization) 과정을 통해 

이상적 신체로 재창조되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

는 것이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초능력 신체는 

인간의 상상력에 의존하던 가상의 신체로 하늘을 

나는 신체나 무중력 상태에서의 신체 등 자연의 

신체에서 벗어나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인체로 표

현되고 있다. 

가상공간에서 신체는 자연적이고 변하지 않는 

원천이 아니라 자신을 변형시키려는 개인의 욕망

에 따라 변형되고 있다.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표현된 신체의 가상성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자신

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상이 신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표출한 것이며 현대 사회

에서 지속적으로 강요되는 이상적인 미적 개념의 

기준을 거부하면서 자유로운 유희를 표출하고 있

다. 또한 인체 고유의 형태를 기정사실화하기 보

다는 재창조의 대상으로 보고 주관적이고 자율적

인 표현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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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니트 패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유미* ․ 정삼호** ․ 문선정**
*한양여자대학교 니트패션디자인과 ․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과 

21세기 현대사회는 미디어 발달과 함께 수많

은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여러 요소들의 융합을 

통한 다변화와 다원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질적인 요소들의 융합을 통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하이브리드 현상은 사회전반에 걸쳐 문

화‧예술분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국내‧외 패션분야에서는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일

반화 된지 오래이며, 편안함과 실용성을 추구하

는 니트 패션 또한 디자인을 중시여기는 소비자

들의 가치변화로 인해 패션아이템으로 부상하면

서 하이브리드 특성을 가진 니트 패션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그 수

요가 급증하고 있는 니트 패션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화와 차별화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적용한 니트 패션을 조형적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해봄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활용사례를 제시해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패션에 대

한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하이브리드 

특성을 규정하여, 2005~2013년까지의 국내·외 

패션컬렉션에 발표된 여성 위편 니트 패션을 대

상으로 니트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하이브

리드 니트 패션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니트 패션

을 분석 자료로 실루엣, 소재, 문양, 조직, 게이

지 등 니트의 조형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국내·외 패션컬렉션의 연도별 빈도를 

조사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하이브리드 니트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루엣은 패션디자인의 기본요소로 형에 의한 

윤곽선을 나타내는데 니트가 가진 드레이프성은 

다른 소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여 일반적으

로 신체의 곡선을 따르는 디자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연구 자료가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니트 패션인 만큼 니트 고유의 특성

을 과감히 벗어난 혁신적인 실루엣의 출현빈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실루엣

과 신체라인을 강조한 실루엣 그리고 확장과 왜

곡된 실루엣으로 분류되었으며 빈도분석 결과는 

자연스러운 실루엣, 신체강조 실루엣, 확장과 왜

곡 실루엣 순으로 나타났다. 

니트 소재에서는 우븐 소재와 달리 원사에서 

시작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조직을 만들기 위한 

원사의 선택이나 편성과정에 따라 분류하였다. 과

거부터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익숙한 소재와 물성

이 검증된 천연소재나 합성소재를 전통소재로 분

류하였으며 니트 패션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합사방법이나 편성기법을 사용한 혁신적인 신소재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결과에서는 전

통소재가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니트의 특성상 

원사의 조합 그리고 편성기법에 따라 다양한 신

소재 개발이 용이한 점과 하이브리드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소재의 활용 또한 상당부분 보여졌다. 

니트 패션의 색채에서는 단색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편성기법을 다양화하고 다른 재

질의 소재를 섞어 사용하여 표면 재질감을 돋보

이게 하는 디자인이 많이 보여졌다. 다음으로는 

색채혼합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원사의 합사

나 편성 과정으로 인한 다른 색과의 조화가 중

요한 디자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색채대

비에서는 스트라이프나 체크 등의 문양을 강렬한 

색채대비로 표현하는 디자인이 많이 보여졌다.

문양에서는 자연문양과 기하학적 문양, 추상적 

문양, 캐릭터 문양, 기타 문양 등으로 구분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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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유머와 메시지를 담은 캐릭터 문양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비구성화되고 불확

실한 추상적인 문양이 비슷한 분포로 높게 나타

났다. 또한 구조 자카드 조직이나 변화조직 등을 

사용하여 니트 패션의 특징을 반영한 기하학적인 

문양을 만들어 내고 있었으며 자연문양은 자연물

을 과장되게 변형한 문양이 많이 나타났다.

조직에서는 위편니트의 플레인조직(plain stitch), 

펄조직(purl stitch), 리브조직(rib stitch)을 기본

조직으로 분류하였고 기본조직의 변화조직, 자카

드조직(jacquard stitch), 인타샤조직(intarsia sti-

tich)나 크로셰(crochet)등의 기타조직으로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범위가 횡편니트와 환

편니트를 포함한 위편니트임에따라 플레인조직

(plain stitch)이 대부분인 환편니트 특성상 빈도

부분에서는 기본조직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결과

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여러 편조직이 결합된 

형태로 변화조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문

양 표현에 있어서 자카드조직이나 인타샤조직도 

많이 나타났다.

게이지에서는 로우 게이지(low gauge), 미들 

게이지(middle gauge), 하이 게이지(high gauge)

로 부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또한 환편니트의 

높은 비중으로 하이 게이지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니트 패션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들게이지보다 로우게이

지가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굵은 원사를 사용하여 로우

게이지를 형성한 F/W시즌 뿐만아니라 S/S시즌

의 다공성을 활용한 디자인이 많은 것이 요인으

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트렌드를 주도

하는 패션컬렉션의 니트 패션을 살펴봄으로서 앞

으로 니트 패션의 디자인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

움이 되리라 사료되며 연도별과 니트 패션의 조

형적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빈도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로 보다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자료임

으로 니트 패션의 디자인 개발에 있어 주요한 

예측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 108 -

Louis Vuitton과 Artist Billie Achilleos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에 
나타난 미적 특성

김장현 ․ 전여선 ․ 김영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현대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이후로 각 

분야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으며 패션에서도 다른 예술영역과의 폭넓은 협업

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

고 있다. 특히, 패션 분야에서 나타난 콜라보레

이션의 주요 목적은 대부분 예술적인 측면보다는 

상업성과 일회성의 성격을 띠는 경향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협업은 기업의 수익과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광고적 측면으로 진행되

기도 하였다. 반면에 Louis vuitton과 Artist 

Billie Achilleos와의 콜라보레이션에서는 판매의 

목적보다는 예술적 가치를 승화시키고 더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대중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Louis vuitton과 Artist 

Billie Achilleos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에 나타

난 표현 경향과 그 안에 내재된 미적 가치를 고

찰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패션 분야에

서 진행되고 있는 패션 브랜드와 예술가의 협업

에 있어서 상품성과 일회성에 편중되어 있던 콜

라보레이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전문 서적 및 선행 연구,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Collaboration과 Louis 

vuitton, Artist Billie Achilleos를 고찰하는 문헌

연구와 패션 잡지 및 인터넷을 통하여 수합한 

Artist Billie Achilleos와의 콜라보레이션 작품 이

미지 자료를 토대로 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Louis vuitton과 Artist Billie Ac- 

hilleos의 콜라보레이션 작품들에 나타난 미적 특

성은 상징성, 자연성, 예술성, 유희성으로 나타났

다. 첫째, 상징성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내제되어 

있는 비가시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형상화 

시키는 것으로써 Louis vuitton의 경우 전통적인 

모노그램 문양이 들어간 가죽 소재의 가방이나 

키홀더, 벨트, 액세서리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문양이나 소재 및 패션 아이템들을 예술작품에 

투영하는 작업을 통하여 브랜드의 전통과 역사를 

동시에 수반하는 상징미를 표출하였다. 둘째, 자

연성의 경우 인위적이지 않는 순수한 자연 본연

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으로써 다양한 동물이나 

곤충들의 형상을 모티브로 차용한 작품은 신비로

운 원시 자연의 미가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관찰자로 하여금 생명력 넘

치는 대자연의 광활한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느끼

게 함으로써 첨단 물질문명 속에서 인간이 영위

하였던 삶의 풍요로움 이면에 존재하는 중압감에

서 벗어나 원시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원초적 본능을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

다. 셋째, 예술성의 경우 다양한 재료나 양식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고자하는 인

간의 일련적인 활동이 반영된 특성으로써 Louis 

vuitton의 콜라보레이션 작품에서는 일회성과 상

업성이라는 패션의 속성을 상쇄시켜 상품적인 특

성보다는 작가의 주관적인 개성 표현과 예술적 

희소성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함을 통하여 새로운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예술성을 부각시켰

다. 넷째, 유희성의 경우 인간 본연에 내재하고 

있는 자유롭고 순수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양한 동물 및 곤충들의 움직임과 형태의 구체

적인 묘사를 통하여 작품에 생동감을 불어넣음으

로써 마치 동식물이 직접 살아 움직이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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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미를 선사하였다.

이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의 예술화 작업은 앞

으로도 패션 분야에서 지향해야 할 콜라보레이션

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본 연구가 패션이 예술로써의 새로운 

시각을 창출해낼 수 있는 학제적 모티브를 제공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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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의 원피스드레스 디자인 선호경향 연구:
만 3~6세를 중심으로

권수애 ․ 김은영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취학전 아동기는 심신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아동은 성인에 비해 자아의 지각이 

결핍되어 있어 아동은 자기 자신과 의복을 동일 

시 하고 의복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보기 때문

에 의복은 아동행동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된

다.(김정옥, 2000)

현대 사회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낮은 출산율

로 인한 소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특

별하게 키우려는 부모의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

으며 이들이 자녀의 교육과 패션에 과도하게 투

자하는 경향은 극심한 경제 불황에도 감소할 줄 

모른다. ‘내 아이에게 검증된 최고의 제품만 주

고 싶다’고 여기는 골드맘들의 프리미엄 패턴형

에서 탈피해 디자인부터 가격, 소재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실속형으로 바뀌는 경향도 보

인다.(한국섬유신문, 2012. 12. 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아

를 중심으로 남아와 구분되는 여아 의복 아이템

인 원피스드레스를 선정하여 보다 디테일하고 자

세한 선호경향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

하는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중부도시 지역에 거주

하는 만 3~6세 여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013년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첫 번째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자

녀의 여름철 원피스드레스 선호도를 조사하였으

며, 최종수집 된 28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

다. 설문지 내용 중 원피스드레스 실루엣, 허리

선 위치, 스커트 형태, 칼라형태, 네크라인 형태, 

소매 형태에 관련된 문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식화로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9.0 통

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 

일원배치 분산분석(사후분석;Duncan)을 실시하

였다.

위의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름철 의복 구매 시 선호 아이템에 대한 조

사 결과 원피스>T-셔츠>스커트>바지>가 디건>

블라우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패션관심

도가 높은 집단에서 T셔츠나 바지보다 스커트나 

원피스드레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원

피스드레스 소재 선호도는 식물성 천연섬유>천

연섬유와 합성섬유 혼방>스판덱스 혼방>합성섬

유 순으로 조사되어 합성섬유보다 천연섬유를 선

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원피스드레스 

구입 시 중요시 하는 항목을 보면 활동성>소재>

디자인․색상/무늬>치수 맞음새>세탁방법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패션관심도에 따라 구매 

시 중요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원피스드레스 형태 요소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실루엣은 A라인 실루엣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X라인>박스라인 순으로 조사되었다. 

허리선 위치 선호도는 내추럴>하이>로우 순으로 

나타나 평범하거나 귀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허

리선 위치를 선호하였다. 원피스드레스 길이 선

호도는 무릎 위 5~7cm >무릎선 길이>무릎 아래 

5~7cm 순으로 약간 짧은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커트 형태의 선호도에서는 플레

어스커트>A라인스커트>개더스커트>티어드스커

트> 베이직스커트>플리츠스커트 순으로 나타나 

허리선 아래로 갈수록 약간 여유 있는 형태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칼라의 형태로는 

스탠칼라>세일러드칼라>리플칼라>리본칼라>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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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로 나타났고, 칼라가 없는 네크라인 형태 선

호도는 편안한 느낌의 라운드네크라인>캐미슬네

크라인>브이네크라인>보우트네크라인>스퀘어네

크라인 순으로 나타났다. 소매 형태 선호도 조사 

결과, 셔츠소매>민소매>퍼프소매>케이프소매>캡

소매>벌룬소매>프렌치소매 순으로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장식 

선호도 조사결과에서는 레이스>리본>주머니>프릴>

개더&셔링>단추>브로치>벨트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원피스드레스 구입 시 어머니의 패션

관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원피스드레스의 소재

는 스판덱스 혼방을, 실루엣은 A라인 실루엣, 허

리선 위치는 하이 웨스트라인을 스커트 형태는 

플레어스커트와 A라인스커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아동복의 구매력이 있는 어머니의 패

션관심도에 따라 원피스드레스의 선호 경향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대리구매자의 특성을 고

려한 아동복의 디자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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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감성디자인개발을 위한 자개 이미지 연구

김필수 · 권영숙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현대사회는 인간의 감성을 보다 편안하고 쾌

적한 환경을 요구하여 그린감성 패션 연구의 필

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있다. 그간 한

국적인 문화와 정서는 서양문화의 급속한 유입에 

의해 거의 소멸되어 가는 형편에 있으며 패션문

화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예외가 아니다. 최

근 글로벌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몇 안 되

는 국내 디자이너들의 작품디자인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한국적인 감성 이미지를 가미한 색 

조합과 재질 미, 그리고 전통 바느질 기법과 실

루엣을 활용하여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다. 

수 년 전부터 의류학과 교과과정에서 한국복

식관련 교과목의 수가 줄어감에 따라 우리 복식

문화의 기반이 취약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글로벌화 가능한 패션 디자이너 양성을 기대 하

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한국적 이미지를 가미한 감성패션 소재 개발과 

글로벌화가 가능한 패션 아이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자개를 중심으

로 그 이미지를 분석하고 유형화 하여 후속 연

구 될 한국적 감성 디자인 연구의 기초를 다지

고자 한다. 무지개 빛 감성을 담고 있는 자개는 

세계적으로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아이템이며 

한국의 나전 칠기문화는 우리 고유의 우수한 문

화유산으로 빛의 조화에 따른 색 감정이 다양하

게 반영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한 감성 이미

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구내용은 자개가 가

지고 있는 이미지와 자개의 유형별 이미지 차이

를 분석, 고찰함으로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가미

한 감성 디자인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 방법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이론적 연구는 자개관련 선행연구와 인터넷 검색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자개 관

련이미지를 연상하는 28개의 형용사 쌍에 대해 

7점을 척도에 의해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피

험자는 부산시 소재 대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남녀와 디자인 전공유무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극물로 제시된 자개는 시중에서 

통용되고 있는 청패, 얼룩이패, 흰진주패, 황진주

패, 야광패, 수도리패, 달팽이패 등 총 7종의 자

개 패를 사용하였고, 관능검사방법은 실물사진을 

직접 보고 미리 준비된 설문조사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형용사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hron- 

bach's ⍺를 이용한 내적 일관성법을 행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에 의하였다. 자개 이미지의 계

층 구조는 Ward법에 의한 군집 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주성분법에 의한 Varimax 직교회전을 이

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1. 자개에 나타난 이미지 

자개에 나타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형

용사 28 쌍의 군집 분석을 통해 자개 이미지 계

층 구조를 살펴보아 군집을 세 개로 유형화하였

다. 세 개로 분류된 자개의 이미지 유형은 단조

롭고 희미한 이미지와, 밝고 맑은 이미지, 그리

고 신비스럽고 입체적인 이미지로 이미지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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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할 수 있었다. 군집을 두 개로 유형화 할 

경우는 단조롭고 희미한 이미지와 밝고 입체적인 

이미지로 구분되었으며 자개의 전체적인 이미지

는 밝고 희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개가 

가지고 있는 은은하고 불투명한 유백색의 신비한 

색감에 의한 감성이미지로 인한 결과로 생각 되

었다.

고유치 1 이상의 이미지 요인은 5개의 요인을 

추출 할 수 있었으며 자개에 나타난 이미지의 

구성요인은 단아감, 신비감, 중후감, 온도감, 베

일감으로 나타났다. 5개의 요인에 대한 전체적인 

기여율은 57.44%였다. 

제1요인은 단순하고 정적이며 고아한 자개의 

특성을 반영하는 형용사이미지로 분석되어 단아

감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19.896%

의 기여율을 나타내었다. 관련 형용사 쌍은 다채

로운 - 단조로운, 복작한 - 단순한, 리듬있는 - 

리듬없는, 동적인 - 정직인 등의 형용사 쌍이 

포함되었다. 

제2요인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우며 신비한 감

성이미지를 가지는 요인으로 신비감 요인으로 분

석되었고 전체 변량의 17.165%의 기여율을 나

타내었다. 제1요인인 단아감과 신비감요인은 거

의 비숫한 기여율을 보였으므로 자개의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관련 

형용사 쌍은 매끄러운 - 거치른, 사실적인 - 신

비스런, 촌스러운 - 세련된, 저급한 - 고급스러

운 등의 형용사로 구성되었다. 

제3요인은 자개의 색감에 의해 무게감을 부여

하는 이미지로 중후감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

체 변량의 8.935%의 기여율이며 관련 형용사 쌍

은 경쾌한 - 중후한, 투명한 - 불투명한, 예리한 

- 우둔한, 자유로운 - 갑갑한 형용사로 구성되

었다. 

제4요인은 색감에 의해 느껴지는 온도감을 나

타내는 이미지로 온도감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6.233%의 기여율을 나타내었는데 

관련된 형용사는 차갑고, 푸른 감성이미지로 분

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요인은 베일감 

요인으로 은은하고 희미한 자개의 특성을 반영하

는 이미지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5.208%

의 기여율을 나타내었고 관련된 형용사 쌍은 강

렬한 - 은은한, 또렷한 - 희미한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자개에 대한 형용사 쌍의 평균값은 대

부분 중간 값을 나타났으며, 자개에 대한 특징적

인 형용사 이미지로는 단순하고 매끄럽고 밝으며 

신비스럽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은은

하고 희미한 이미지 특성을 보였다. 

2. 자개 나타난 이미지 차이 

1) 군집유형에 따른 자개의 이미지 차이 

군집 유형에 따른 자개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군집분석 결과, 수도리패와 흰진

주패, 달팽이패, 얼룩이패의 4종류의 자개가 제 

1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 청패와 야광패는 제 2

군집으로 그리고 황진주패가 제 3군집으로 분류

되었다. 

군집 1의 이미지는 부적 부하량을 보인 얼룩

이패를 제외한 수도리패와 흰진주패, 달팽이패에

서 모두 공통적인 이미지 특성을 보였다. 즉 불

투명하고 맑은 흰빛을 바탕으로 빛에 의한 무지

개 빛이 은은하게 표면에 반영된 단아하고 고급

스러운 이미지를 부여하는 군집으로 대표 형용사

로는 단순한, 수수한, 매끄러운, 정돈된, 고급스

러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군집으로 분

류된 얼룩이패의 경우는 1군집에 속하는 다른 

세 종류의 자개 이미지와는 달리 대표 형용사가 

복잡하고 거치른 이미지로 나타나 얼룩이패가 가

지고 있는 강한 청록색의 진한 색상이 다른 패

와는 달리 무늬가 복잡하고 어른거리는 입체적인 

이미지를 부여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군집 2로 분류된 청패와 야광패는 빛에 의해

서 색감이 다양하게 변하는 특징을 가진 자개들

이며 청패는 청색과 푸른색의 물결모양이 조화롭

게 나타나고 야광패는 가장 색상이 화려하며 짙

은 분홍색이나 푸른색이 자연스럽게 교차되어 나

타나는 자개이다. 대표 형용사로는 다채로운, 밝

은, 맑은 신비스런, 세련된 등이며 밝고 맑으면

서 신비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군집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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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군집 3은 황색 진주패가 가지는 이미지특성으

로 다른 군집에 비해 진한 노란색을 띄며 패가 

두꺼웠고 빛에 의한 자개의 표면 색감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다른 군집과는 다른 이미지

로 나타났다. 바깥 부분이 짙은 노란색을 띠며 

은은한 색감 변화와 깊은 색상을 지닌 황진주패

는 다른 패들에 비해 조금은 투박한 이미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빛에 의한 간섭색

의 영향이 적게 나타나 수수한 이미지로 분석되

었다. 대표 형용사로는 단순한, 수수한, 불순한, 

탁한, 불투명한, 우둔한 등으로 나타났다.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개 이미지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개

의 이미지를 화려하고 동적이라고 느끼며 단순하

고 정적인 이미지요인에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냈

다.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요인에서는 정

돈되고 정돈되지 않은 형용사에서 아주 적은 차

이를 나타냈다. 남성이 여성보다 자개의 이미지

를 정돈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나머지 항목에 

대한 항목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중후한 이미지 요인에서는 투명한 - 

불투명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자개의 이미

지를 더 투명하고 느꼈는데 다른 요인에서와 같

이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 유무에 따른 이미지 차이에서는 단순하

고 정적인 이미지 요인에서 전공자는 비전공자에 

비해 자개의 이미지를 더 화려하고 일정하며 평

면적이라고 느꼈다. 신비롭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요인에서는 정돈된 - 정돈되지 않은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해 자

개의 이미지를 정돈되었다고 보았다. 중후한 이

미지 요인에서는 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항목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의 나전칠기 공예의 재료인 자

개를 중심으로 한국의 감성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현재 나전 공예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7종류의 자개패들에 대한 자개의 이미지 분석하

였다. 현재까지 나전칠기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

구는 있었으나 자개에 대한 이미지 분석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 할 때 본 연구 성과

가 한국적인 감성을 요구하는 여러 디자인 분야

에 도움이 되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다양한 자개의 종류와 폭넓은 계층의 

피험자를 다루지 못 하였으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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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자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조한열* ․ 이경희** ․ 김의숙**
*용인송담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과 ․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서 론

자수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하

여 생성‧발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 나라의 풍토 즉 기후나 지정학적 여건이 자

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각 나라의 공통

적이며 보편적 현상이다.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헝가리 자수도 그 예

외는 아니며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훨씬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 헝가리는 북부 슬로바키아와의 

접경지 카르파티아산맥, 서부 오스트리아의 접경

지 알프스의 지맥, 그 남쪽 디나르알프스 산맥으

로 둘러싸인 동유럽 넓은 중앙분지의 북부지대에 

위치한다.

기후는 다습한 대륙성기후로서 특히 겨울은 

추위가 심하여 1월 평균기온 －3∼－1℃로, 도나

우강 연변은 －34.1℃를 기록할 정도로, 겨울이 

춥고 기간이 길어 자연히 집안에서 장시간 거주

하게 됨으로 인해, 농한기에는 여성들의 놀이와 

부업 그리고 취미활동으로 자수가 발달될 수 있

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5c경 마쟈르족에서 그 기원이 시작된 헝

가리는 지정학적으로 주변 여러 나라들에 둘러 

쌓인 유럽중부 내륙지역인 관계로 동구유럽의 수

많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 결과 오랜 역

사 동안 수많은 전쟁의 고난을 경험하면서 19c 

중엽에서야 정치적 독립을 이룬 나라이다. 

본 논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헝가리 자수가 

역사적‧지정학적‧환경적 사실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가혹한 환경과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헝가리 여성들의 손에 의해 생성, 발전된 헝가리 

자수의 기원과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론

1. 헝가리 자수의 역사적 특징

헝가리에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특징의 자

수가 있다. 

모티브가 어느 지방의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생지에 수를 놓는가, 사용하는 실은 면인가, 양

모인가, 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패턴은 원 포인트이거나, 연속해서 이어지거

나, 좌우대칭으로 배치하는 등, 어떤 형태로 하

는 가는 자유롭게 결정한다. 

코스타와 같은 작은 소품에서, 쿠션, 부라우스

처럼 크지는 않지만 자수로 가득 채운 제품, 그

리고 테이블크로스나 침대커버에 이르기까지 손

의 수공이 많이 들어간 다양한 제품들이 제작되

었다. 

또한, 헝가리 자수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서 민

족의 역사를 들 수 있다.

헝가리 주위에는 슬라브와 라덴민족의 국가들

이 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가, 헝가리 만큼은 

아시아로부터 유럽에 이주해온 민족 이라고 전해

져오고 있다.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의 선조가 아시아로부터 

건너온 마쟈르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멀고먼 아시아로부터 유럽의 한 가운데까지 기나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보고 느껴온 아름다운 것

들을 취하고 습득해서, 아시아로 부터 유래해온 

전통과 혼합하여, 독특한 풍습과 문화를 구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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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헝가리 자수의 민족적 특징

민족적 특징 중의 하나가 민족의상이다. 의상

을 장식하는 자수의 모티브는 지역마다 상이하고 

제복처럼 일정한 규칙이 있다.

의상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으며 어떤 

것을 몸에 걸쳤느냐에 따라 출신지, 신분, 결혼했

는지, 유복한지 그렇지 못한지도 알 수 있었다.

기혼 여성의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1년 동안

은 검정색만의 단순한 상복을 입고, 탈상하기 반

년 전에는 검정자수를 더하며, 탈상 후에는 평상

복으로 돌아가는 그런 풍속의 마을도 존재했다.

그리고 자수에는 일정한 역할이 있어 할머니

로부터 손자에,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전해 내려

오는 전통적인 의미도 있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서는 많은 베개와 침대커

버, 집안을 장식하는 물건들에 자수를 놓고, 제

작한 천들을 오래도록 가득하게 모아서 혼례를 

올린다.

남편의 의복을 만들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를 위해서도 수를 놓으며 나이를 먹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때를 위해서 검은 베개나 관을 

덮을 천에 이름을 새긴 수를 놓아 준비해둔다. 

3. 헝가리자수의 종류 

1) 컬로쳐이(Kalocsai) 자수

다채롭고 대담한 꽃문양이 지나치리 만큼 아

름답다. 

부다페스트에서 남쪽으로 120Km 지역에 있는 

도나우강과 디사강을 끼고 평야에 위치한 컬로쳐

이는 헝가리의 진형적인 마을 중에 하나이다. 

아주 오래전의 컬로쳐이 자수는 하얀 천에 하

얀 실만을 사용한 자수였다. 그 후 염색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의 색실을 사용하게 되었으

며, 더불어 미싱을 사용한 레이스형태의 자수도 

발달하여, 이것이 컬로쳐이 자수의 대표적인 이

미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모티브는 주로 꽃과 자연에서 얻은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다. 

컬로쳐이 자수는, 꽃을 자수로 할 부분과 가장

자리의 미싱자수부분을 별도로 각각 제작한다. 

컬로쳐이 자수의 특징이기도 한, 꽃의 볼륨감을 

나타내기 위하여, 꽃잎의 대부분은 새틴스티치를 

사용하였다.

꽃자수가 끝나면 개조한 고정 미싱에 나무틀

을 끼우고 그 틀을 움직여가며 레이스 부분을 

박음질한다.

컬로쳐이 자수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컬러

플한 꽃모티브와 미싱자수, 이것을 리셰르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바늘과 실을 사용하여 손으로 감쳐 

올려 마무리 짖는 손자수였으나, 미싱이 보급됨

에 따라 수작업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2) 머툐(Matyo)자수

머툐지방은 부다페스트로부터 동쪽으로 130Km 

떨어진 곳이다. 

이곳에는 고가들이 어우러져 작은 박물관처럼 

되어 있으며, 장식가구 장인의 집, 도예가의 집, 

도로명이 되어진 Kisjanko Bori 자수의 집 등이 

있다. 

Bori씨는 100여 종류의 장미문양을 가르쳤다

고 전해지며, 자수의 명인이었고 20c 전후의 화

려한 머툐자수를 지켜온 머툐자수의 어머니라고 

불리었다. Bori 자수의 집에는 그녀가 실제로 그

린 도안들을 볼 수 있다.

또한, Mezokovesd, Tard, Szent Istvan의 3개

의 마을을 합하여 머툐지방이라고 한다. 

그들만의 특징적인 자수가 있으며, 그 중에서

도 Mezokovesd는 머툐의 장미로 알려져 있다. 

18c경부터 전해오는 Bootsbird라고 불리우는 

거꾸로 뒤집은 구두모양의 문양도 있지만, 그 후

에 생겨난 장미문양이 호평을 받아 머툐자수를 

대표하는 도안이 되었다. 

꽃문양 프린트의 부라우스나 스커트, 검은 생

지에 자수를 놓은 에프런, 꽃들로 장식된 호화스

러운 민족의상이, 유복한 사람들 간에는 패션처

럼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것은 20c 전후의 것으로, 그 이전의 자수는 

둥근 로제트나 Bootsbird 또는 새를 모티브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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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alocsai자수       [그림 2] Matyo자수 [그림 3] Tard자수

[그림 4] Beregi자수 [그림 5] Buzak자수

여 주로 빨간색으로 수를 놓았으며 비교적 심플

한 것들이었다.

3) 타르드(Tard)자수

머툐지방의 또 하나의 마을 타르드는 Me- 

zokovesd로부터 7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타르드자수는 크로스스티치이며 색은 빨강과 

검정색을 사용했다 

최근의 새로운 자수는 빨강과 파랑색의 것도 

있으며, 이것은 외국인방문객들이 파랑색을 선호

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도안의 의미로서 닭은 축제의 상징으로, 새와 

하트마크는 사랑과 평화를, 석류처럼 보이는 모

티브는 사람과 금전을 의미한다. 

4) 베르그(Beregi)자수

베르그 지방의 자수는 크로스스티치로 제작되

었다. 

일반적인 자수는 생지에 수를 놓고 자수하고

자 하는 도안의 밑그림을 그리지만 크로스스티지

의 경우는 밑그림 없이, 도안을 기억해두고 생지

의 올을 세어가며 직접 수를 놓는다. 그러기 위

해서는 올이 잘 보이는 리넨이나 조직이 뚜렸한 

면생지를 사용한다

색은 빨강과 검정, 빨강과 파랑으로 밸런스를 

맞추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방문객의 취향에 맞

추어 파랑색의 자수가 많아졌다고 한다. 

모티브는, 튜울립, 석류, 수레풀, 보리, 로즈마

리, 딸기 등 자연에서 얻은 아름다운 소재들과 

꽃별이라 불리는 모티브도 호평을 받고 있다. 

4개의 화살이 모여서 별처럼 보이는 이 문양은 

헝가리에서 포크아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다. 

새들도 자주 등장하며 공작, 닭, 개똥지빠귀 등

의 여러 종류가 특징적으로 나뉘어 그려져 있다. 

Csarodai pacsirtas라는 새가 있는데, 가장 인

기가 많다고 하며, 아침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울

기 때문에, 예로부터 모두에게 사랑을 받아 왔다.

5) 부자크(Buzsak)자수

부자크는 바다가 없는 헝가리에서 가장 크고 

인기가 있는 벌러톤 호수로부터 남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부자크는 아시아의 느낌이 드는 곳으로 이 마

을 자수의 특징은, 둥근 국화와 같은 모티브, 로

제트라고 불리우는 문양이다. 

로제트는 다른 지역에서도 즐겨 사용되고 있

기 때문에 흔히 볼 수가 있다. 

빨강과 검정, 또는 빨강과 파랑색의 짜임새 있

는 전통적인 조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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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모티브로는 카네이션이나 튜울립 등이

며 사용되는 색은 하늘색과 흰색이 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헝가리 자수의 기원과 특징

이 그 나라의 지정학적, 환경적, 역사적 배경 하

에, 헝가리 여성들의 수작업으로 발전되어 왔음

을 알 수 있다. 물론 기계산업의 발달로 미싱이

나 각종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대량생산이 이루어

져 왔으나, 헝가리 자수의 전통성은 그대로 유지

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생산적인 자수로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헝가리 자수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헝가리 자수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헝가리 자수는 민족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각 작품마다 그 시대의 특

징이 잘 나타나 있다. 

셋째, 헝가리 자수는 민족의상에서도 알 수 있

는 바와 같이, 실용적이며 예술적인 특

징이 있다. 

참고문헌

文化学園服飾博物館(2005). 世界の傳統服飾.　文化出
版局

山崎正夫(1996). 100年前の女子のたしなみ. マ—ル社
飯塚信雄(1987). 手芸の文化社. 文化出版局
チャルカ(2011). ハンガリ—のかわいい刺しゅう. 産業

編集センタ—
村松 香(2006). ロシア刺しゅうのファンタジ—. 東洋

書店
Lee, K.H.(2009). 유럽에서의 자수의 변천. 한국의류

산업학회지, 11(2).
ツジますみ(1996). ヨ—ロッパのテキスタイル史. 岩崎

美術社 



- 119 -

외모관심도 유형별 네일디자인 선호도

김태희 ․ 박숙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오늘날 외모연출은 과거와는 달리 의복이나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에 적합한 헤

어, 메이크업, 네일 등 세부적인 면까지 포함시

켜 완성한다. 소수의 소비자들로 시작된 네일아

트는 점차 대중화되어 최근에는 새로운 재료나 

시술방법 그리고 계절에 따라 새로운 트랜드가 

생겨남으로 다양한 네일디자인이 상품화되고 있

다. 이런 상황에 따라 뷰티분야에서는 네일과 관

련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외모관심도

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일샵을 이용하는 여성 소비자를 중

심으로 외모관심도를 집단별로 분류하여 그 유형

에 따른 네일디자인 선호도 차이를 규명하여 다

양한 소비자 집단의 요구에 적합한 네일 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는 설문지법으로 수행되었으며 부산시내 

네일 샵을 이용하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여성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그 중에서 회

수가 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

외한 610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

심도의 구성요인을 파악하기위해 요인분석 한 결

과 적극적 외모향상 요인, 타인지향 요인 그리고 

외모관리 요인의 세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 

외모관심도 요인을 토대로 소비자 유형을 세분화

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극적 외

모관리 유형, 일반적 외모관리 유형 그리고 소극

적 외모관리 유형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외

모관심도의 유형에 따른 네일 디자인 선호도를 

살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네일 형

태는 외모관심도 세 유형 모두 스퀘어오프 형태

를 가장 선호하였다. 네일컬러를 선택할 때 고려

하는 사항은 적극적 외모관리유형과 소극적 외모

관리유형은 자신이 선호하는 컬러를, 일반적 외

모관리유형은 손 피부색과 잘 어울리는 색상을 

가장 중시하며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네일 컬러는 세 집단 모두 핑크계열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싫어하는 네일 컬러는 적

극적 외모관리유형은 블랙계열, 일반적 외모관리

유형은 화이트계열, 소극적 외모관리유형은 오렌

지계열로 세 집단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네일 

컬러의 선정 동기는 적극적 외모관리유형과 일반

적 외모관리유형은 보기에 아름답다고 느끼는 색

상을 선택하고 소극적 외모관리유형은 자연스럽

고 무난한 컬러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반대로 특정컬러를 선정하지 않는 이유는 적

극적 외모관리유형과 소극적 외모관리유형은 손 

피부색과 어울리지 않을 때, 일반적 외모관리유

형은 타인의 눈에 튀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색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선호 컬

러는 세 집단 모두 봄은 핑크계열, 여름은 블루

계열, 가을은 브라운계열로 동일하게 나타났으

나, 겨울의 경우는 적극적 외모관리유형은 레드

계열, 일반적 외모관리유형은 퍼플계열, 소극적 

외모관리유형은 블랙 계열로 컬러선호도가 다양

하게 나타났다. 네일아트 컬러기법 선호도에서는 

적극적 외모관리유형과 일반적 외모관리유형은 

그라데이션 컬러 기법을, 소극적 외모관리유형은 

원 컬러(full coat)를 선호했다. 네일 아트 오브

제 기법 선호도는 세 집단 모두 스톤아트 오브

제 기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을 요약해보면 집단별로 항목에 따라 비슷한 선

호도를 나타낸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외모를 

관리하는 집단은 대체로 자신의 선호가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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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미적인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소극적이거나 일반적인 집단의 경우 자연스러운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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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관심도 유형에 따른 네일관리행동 및 고객만족도

김태희 ․ 박숙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패션 및 뷰티 산업은 더욱 고급화되고 다

양화되고 있다.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주를 

이루던 뷰티업계에 네일 관리를 받는 소비자층이 

확산되어 네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

아짐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

을 이루고 있다. 패션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여성들은 스타일링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신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네일아트를 함으로써 기분 전

환과 통일감 있는 외모 연출로 정서적 자존감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일 산업의 지속

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고객의 필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고품질의 네일 서비스를 위한 체

계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일 샵을 이용하는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외모관심도를 유형별로 집단

화하여 첫째, 그 유형에 따른 네일 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 둘째, 유형별 네일 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규명하여 각 집단의 필요에 

따른 네일 서비스 및 구매 패턴을 파악하여 효

과적인 마케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으로 수행되었으며 부산시

내 네일 샵을 이용하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여

성 6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그 중에

서 회수가 되지 않거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를 제외한 610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

심도의 요인분석 결과 적극적 외모향상 요인, 타

인지향 요인 그리고 외모관리 요인의 3가지 요

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외모관심도 요인을 토대

로 유형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극적 외모관리 유형, 일반적 외모관리 유

형 그리고 소극적 외모관리 유형의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외모관심도 유형별 네일 관리

행동 차이를 살펴본 본 결과, 정기적인 네일 관

리에 관한 결과는 적극적 외모관리, 일반적 외모

관리, 그리고 소극적 외모관리 순으로 나타나 외

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네일 관리를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샵 선정기준은 세 집단 

모두 직원의 친절함 및 기술력을 가장 많이 고

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관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적극적 외모관리유형은 에티켓이 가장 

높게, 일반적 외모관리유형은 아름다움 추구와 

기분전환이 비슷하게, 소극적 외모관리유형은 기

분전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네일 샵을 이용하

게 된 계기는 적극적 외모관리유형은 주위 사람

들의 관리한 손을 보고, 일반적 외모관리유형은 

자기관리 차원에서, 소극적 외모관리유형은 친구

의 소개로 네일 샵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

났다. 네일 관리에 대한 정보 수집은 세 집단 모

두 네일 샵에서 서비스를 받는 동안 직원으로부

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일 관리를 받는 장소는 모든 유형에서 네일 전

문샵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네일 샵 이용 시 선호하는 서비스 형태는 적

극적 외모관리유형은 전반적인 손 관리(각질 및 

보습케어포함), 일반적 외모관리유형과 소극적 

외모관리유형은 큐티클정리 및 손톱모양정리 등 

가장 기본적이고 저렴한 서비스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일 샵 이용 고객들의 네일 

관리 이용횟수는 적극적 외모관리유형은 월3회, 

일반적 외모관리유형은 월2회, 소극적 외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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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월1회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평상시 이미지 연출을 위해 네일 관리시 조

화를 고려하는 부분은 적극적 외모관리유형과 소

극적 외모관리유형은 패션과의 조화를, 일반적 

외모관리유형은 손 피부색과 어울리는 정도를 가

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외모

관심도 유형별 고객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먼

저 고객만족도 구성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뢰성, 

환경 및 편의성, 고객지향성 그리고 전문성의 4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토대로 외모관

심도 유형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네일 

샵의 신뢰성, 환경 및 편의성, 고객지향성, 전문

성에 대해 여성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그 중 적극적 외모관리유형은 신뢰성, 

일반적 외모관리유형은 고객지향성, 소극적 외모

관리유형은 환경위생 및 편의성에 좀 더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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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패션에 나타난 음악의 시각화 연구

김성수* ․ 김영삼**
*중앙대학교 패션예술학과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음악의 시각화는 20세기 초 바슬리 칸딘스키

(Wassily Kandinsky)의 추상 미술에 표현되어진 

대표적인 공감각 현상으로 시각의 자극으로 청각

적 연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음악의 

시각화 현상은 파울 클레(Paul Klee), 피에트 몬

드리안(Piet Mondrian)을 비롯한 20세기 초 추

상미술 화가들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최근 패션 

디자이너들은 이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거나 디

자인의 모티브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디자이너들의 활동은 단순한 표면적인 교류가 아

닌 내외적 특성을 공유하고 표현함으로서 대중들

로 하여금 다양한 감각의 만족을 주는 시도이자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2013년 파리에서 발표 

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Spring 

2014 Ready-to-Wear의 의상은 몬드리안의 작

품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다채로운 컬러와 소재를 사용하여 공감각적 특성

을 표현함으로 국내외 언론에 각광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상미술의 대표화가인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에 영감을 받은 알렉산더 

맥퀸의 Spring 2014 Ready-to-Wear 컬렉션을 

바탕으로, 디자인 요소를 통해 나타난 음악의 시

각화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공감각적 특성과 그에 따른 미적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디자이너들의 회화 작품

을 통한 컬렉션 발표가 단순한 디자인 차용이 

아닌 평면에서 입체적 예술로 변화 될 때 다양

한 미적 효과와 감각기관의 경험을 주는 고차원

적인 교류가 된다는 점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로는 관련 선행 연구와 전문 

서적,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음악의 시각화의 

정의와 몬드리안 회화에 나타난 음악의 시각화 

표현 특성을 고찰하는 문헌연구와 국내외 패션 

잡지 및 인터넷 매거진을 통한 알렉산더 맥퀸의 

Spring 2014 Ready-to-Wear 컬렉션 이미지 자

료를 기초로 진행한 사례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몬드리안이 선과 

색채의 조화와 균형으로 평면적인 공간에서 표현

한 음악의 시각화의 특징인 공간성, 운동성, 중

첩성을 디자이너는 의상의 선과 실루엣, 소재와 

색을 통하여 표현하였다. 첫째, 공간성은 선과 

색, 그리고 형태를 이용한 비움이나 채움으로 공

간감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몬드리안이 

사용한 색의 대비, 선과 실루엣의 역동성, 기호

학적인 양식과 문양을 패턴과 소재에 응용하여 

음악의 불협화음, 분위기와 같은 정서적인 감각

의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한 조형, 

에로틱, 미니멀한 미적효과를 부여하였다. 둘째, 

운동성은 통상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해 나타나는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음악의 울림과, 내적 공

명, 음의 높낮이를 몬드리안은 색의 불규칙성과 

원색대비를 통한 강조, 거친 붓의 터치, 자유롭

고 유기적인 문양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패션에

서 소재의 차이를 이용한 원색의 대비, 질감에 

의한 거친 터치, 변형을 통한 문양의 재현 등으

로 변화되어 표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웅장하

며, 활발하고, 입체적인 미적효과가 나타났다. 셋

째, 중첩성은 통상적으로 겹치거나 포개짐으로 

인한 예술적 효과를 지칭하며 몬드리안은 색과 

색의 중첩, 선과 선의 중첩, 선과 색의 중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감성의 자극으로 불협화음과 

음악의 연상을 이루어 내고자 하였다. 이를 디자

이너의 예술적 감각에 기반하여 선과 실루엣,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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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색상이라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간의 중첩으

로 표현하였고 장식과 유희, 강조와 통일성 등 

다양한 미적 효과가 부여되었다.

이와 같이 공감각적인 요소를 포함한 디자인 

작업은 앞으로 현대 패션이 나아가야할 다양한 

방향 중 하나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

며, 나아가 본 연구가 다양한 공감각 디자인을 

시도하는 패션디자인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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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리즘(Glocalism)이 반영된 항공사 유니폼에 
나타난 미적 특성

김지우* ․ 김영삼**
*중앙대학교 패션예술학과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오늘날 세계화와 국제화의 경향으로 인하여 

항공기는 현대인들에게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하였으며, 여러 항공사들은 서로간의 경쟁에

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

히, 객실승무원의 외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항

공사의 유니폼은 기업의 이미지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가 고유의 정체성

까지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 유니폼

을 대상으로 글로컬리즘이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

었는지에 대해 의상 디자인의 세 가지 요소인 

형태(shape), 색채(color), 소재(fabric)의 측면에

서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토대로 향후 글로벌 항공사의 유니폼 

개발 시 문화적 보편성과 지역적 다양성이 융화

된 항공사 유니폼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글로컬리즘 및 유니폼과 관련된 

전문 서적, 선행 연구, 인터넷 등을 토대로 한 

이론적 연구와 항공사 웹사이트에 나타난 여성 

유니폼의 시각적 이미지 자료를 활용한 사례 연

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범위는 항공사 평가 기관 

중 세계 최대 규모인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발표한 ‘The world’s best airline’ 부문에서 최근 

5년간 10위 안에 지속적으로 선정되고 글로컬리

즘이 반영된 10곳의 항공사 여성 승무원 유니폼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상징성, 여성성, 절충성의 

미적 가치를 기반으로 고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상징성은 각기 다른 두 대상이 유사성

에 의한 연상 작용으로 연결되어지는 특성으로서 

여러 항공사들은 그들이 위치한 지역의 전통의상 

형태, 문양 및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단순화 과

정 또는 실재하는 그대로를 차용하여 유니폼 디

자인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니폼은 기업

이나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성을 지니게 된다. 둘

째, 여성성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적 특성을 의

미하며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로 구성되어 진다. 

항공사의 유니폼에서는 여성성의 내적인 미보다

는 외적 미를 다수 활용하고 있었으며, 팬츠를 

배제한 스커트 중심의 유니폼은 H-line이나 fit-

ted line 등 신체와 밀착되는 디자인을 통하여 

여성의 인체에서 표출되는 실루엣을 강조함으로

써 외적 형태에서의 여성성을 표출하였다. 셋째, 

절충성은 이질적 형태나 사상 등을 조화롭게 하

는 특성으로서 항공사 유니폼에서는 글로컬리즘

화 과정에서 지역 전통 복식의 단순화 또는 부

분적 차용으로 장식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에서의 

절충을 도모하여 국가와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

켰다. 이는 유니폼이 지니는 본래의 기능적 역할

에 대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충적 특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항공사의 유니폼 디자인에 나타난 

글로컬리즘의 반영은 실용성과 기능성이 수반되

어야 하는 유니폼의 한정적 디자인에 다양한 모

티브를 제공한다. 이는 국제화 시대에서 글로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디자인과 차별화 수

단으로서의 지역적 디자인을 절충하여 자국 및 

항공사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다채로운 유니폼 

디자인 개발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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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전의 방독면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패션디자인 연구:
네오프렌 소재의 독특한 재질감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박형준 ․ 김현식 ․ 허정선
경북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서 론

오늘날 패션은 과학과 기술의 융합적 시도로 

소재 면에서나 디자인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들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특히, 새로운 테크놀로지 소

재들은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방하는 새로운 컬

러들과 텍스추어, 문양들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시리아 내전 중 사린가스라는 대량의 화

학무기가 사용되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오늘날 가장 위험한 전쟁으로 일컫는 생화학무기

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고 이에 영감을 받아 패션에 적용시켜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상시에도 항상 화학물질에 

방어할 수 있는 방독면을 지니고 다녀야 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디자인 모티브로서 방독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패션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

였다. 그 다음 실제 의상제작에 있어서 방독면의 

고무 소재와 유사한 재질의 네오프렌 소재를 선

정하여 실용성과 내구성은 물론 독특한 실루엣 

등 소재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개발하여 방독면

을 모티브로 한 의상제작에 있어 독창성과 기능

성의 조화를 동시에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오늘날 패션은 신소재를 통해 

시대의 민감한 사회문화적 흐름과 상황까지도 의

상의 모티브로 표출해내는 특성과 양식을 지닌 

장르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현대패션이 

나아갈 방향을 조금이나마 유추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네오프렌 소재의 특성 및 의상 제작 과정

현대 패션에서 활발하게 연구 중인 새로운 소

재들 중에서 네오프렌은 특히 각광받는 소재이

다. 네오프렌은 클로로프렌고무 또는 이것에 소

량의 다른 단위체를 중합시킨 합성고무의 상품명

으로서 현재는 CR이라는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

는데, 내약품성 · 내유성 · 내후성 · 내열성 · 내

오존성 · 내마모성이 뛰어나 의상으로 제작할 경

우에 실용성과 내구성이 돋보이는 소재이다. 또

한 합성고무가 주는 풍부한 탄성과 독특한 질감

으로, 아방가르드한 실루엣을 연출하는데 적절하

며 방독면의 형태와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효과적

이다.

의상 제작과정에서 첫째로, 방독면 형태의 특

징을 토대로 마스크와 정화통, 호스 등의 세부 

디테일을 이용하여 디자인의 모티브를 기획하였

다. 둘째, 방독면의 고무 재질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광택 네오프렌 소재로 질감을 나타내었다. 

셋째, 네오프렌의 특성상 각지지 않고 둥근 곡

선, 그리고 몸에 피트하게 밀착됨과 동시에 풍성

한 느낌을 주는 실루엣으로 방독면의 안면부를 

표현해 보았다.

1. 디자인 프로세스

‑방독면 형태의 특성을 토대로 일상 속에서 입

을 수 있는 기능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기획하였

고, 소재 면에서는 네오프렌을 활용하여 방독면

의 사실적인 질감을 부여한 디자인을 구상하였

다. 다음으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방독면

의 조형적 특성을 마스크의 형태, 정화통, 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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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방독면의 세부 디자인 스케치

그림 2. 작품제작 Ⅰ 그림 3. 작품제작 Ⅱ

와 같은 1차원적인 면과 세부적으로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는 곡선, 원, 원기둥 등 2차원적인 면 

모두를 포함한 디자인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정밀

묘사와 단순화 스케치를 실시하여 방독면을 분석

하였다.

방독면의 외형적 특징을 잘 표현하기 위해 풍

성한 실루엣으로 전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첫 번째 디자인 특징은 무광택 네오프렌 재킷에 

광택 네오프렌 소매를 미스매치시킴으로서 방독

면의 특성이 부각되도록 표현하였다. 두 번째 디

자인 특징은 방독면의 머리끈 뭉치를 모티브로 

한 허리벨트장식이 디자인 포인트이다. 세 번째 

디자인 특징은 방독면의 안면부와 정화통을 연결

하는 호스형태를 패턴과 고무 재질의 네오프렌을 

이용하여 풍성하게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네 번째 디자인 특징은 방독면 렌즈 부분을 단

순화 시켜, 가슴부위에 포인트로 적용시켰다.

2. 작품 제작 

방독면의 형태가 가장 잘 표현된 디자인을 선정

하여 블랙과 그레이를 메인 컬러로, 카키를 포인

트 컬러로 하였으며 네크라인과 여밈, 어깨라인, 

헴라인, 소매와 커프스 등 실루엣 전체에 디자인

의 조형적 특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완성 작품 분석 및 제언

작품을 완성한 후 분석결과로써 첫째, 네오프

렌의 특성은 잘 구겨지는 성질로 보관상의 문제

가 대두되었으며, 구김을 제거하기 위해 스팀다

리미를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일반 공업용 재

봉틀로는 재봉이 되지 않아 새로운 재봉법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뿔노루발과 재봉틀의 톱니

를 위로 올려주어 뿔노루발은 부드럽게 잡아주고 

톱니는 다음 땀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어야 

효과적으로 봉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방독면의 고무 소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네

오프렌 소재를 선정하여 실용성과 내구성은 물론 

독특한 실루엣을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작품 제

작을 통해 방독면의 다양한 디테일들이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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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장점들과 잘 조화되어 독특한 재질감

으로 나타났고 실용성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

었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방독면이라는 모티브로 전쟁

이라는 시대의 민감한 상황까지도 의상으로 표현

해 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의상 제작에 

잘 쓰이지 않던 네오프렌이라는 신소재를 적용함

으로서 다양한 디테일과 실루엣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기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패션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

고,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의 경각심을 깨우

는 장임은 물론 인체를 보호하는 다목적 도구로

써, 문화적 흐름과 상황까지도 표출해내는 미래

지향적인 비주얼 스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임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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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후의 파괴와 상처 이미지를 표현한 패션디자인 연구:
금속 섬유 소재의 독특한 재질감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우상익 ․ 윤애림 ․ 허정선
경북대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부

서 론

오늘날 새로운 테크놀로지 소재들의 급속하고 

다양한 개발은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의상으로 표

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컬러들과 텍스추어

의 소재들은 새로운 콘셉트의 의상을 제작하는데 

무궁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지

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경각심과 우리

의 불안감을 콘셉트로 하여 전쟁 후의 파괴된 

도시의 외적인 모습과 상처받은 사람들의 내적인 

모습을 의상에 표현하여 새로운 패션디자인 프로

세스를 보여주는데 있다. 

먼저 과거의 전쟁 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

운 모습들을 창조해내는 것 뿐 아니라 미래의 

전쟁 후 이미지를 의상에 표현해내기 위해 전쟁

의 이미지들을 조사하고 실증적 자료를 통해 디

자인프로세스를 거치고, 새로운 금속 섬유와 워

싱 가공된 원단과 버닝 기법을 의상에 도입시켜 

실물 총 2벌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미지 콘셉트 및 의상 제작 과정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

로 첫째, 과거의 전쟁 후와 현대의 전쟁 후 볼 

수 있는 인간의 외적인 상처에 대해 이미지화하

고 실물 사진을 조사해 보았다. 피 흘린 상처의 

흔적과 모든 것을 잃은 인간의 어두운 현재에 

대해 이미지 분석을 하였다. 

둘째, 전쟁 후 피폐해 진 도시의 붕괴된 건물

들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붕괴되기 전 건물의 형

상들과 부자재들의 정돈된 모습들과는 대조되게, 

붕괴된 후의 건물의 실루엣, 해체된 건물 안에서 

부서지고 구부러진 철근들이 어떠한 형식으로 잘

려나갔는지 또는 어떻게 엉켜있는지에 대해 이미

지 맵을 제작하고 디자인하였다. 

 이를 통해 파괴된 도시의 모습들과 부식된 

콘크리트 벽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 개발을 시도하였고, 금속 섬유와 워싱 가공

되어 탈색된 텍스추어를 선정하여 작품에 도입하

고자 하였다. 

1. 디자인 프로세스

‑먼저 피폐해 진 도시 속에서 붕괴된 건물과 

부식되어진 물건들의 조형적인 특성을 실루엣으

로 살려 의상에 표현하고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붕괴되고 부식된 요소와 

특징의 모티브로 형상화시켜 디테일, 소재면, 실

루엣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를 구상한 뒤, 

<그림 1>과 같은 이미지맵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는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붕괴된 건

물의 무너짐과 우그러진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

는 적절한 아이템을 정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

다. 무너진 건물 속에서 철근들의 꼬임과 무너지

기 직전의 건물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일릿을 이용하여 구멍을 내고, 

돌출된 철근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종류의 매듭기

법을 적용하여 실크 코드를 제작하였다. 이어서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의 모습을 안감을 이용

하여 붉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부식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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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미지 콘셉트 그림 2. 모티브 디테일 그림 3. 모티브 디테일 

그림 4 작품제작 Ⅰ 그림 5 작품제작 Ⅱ

표현하기위해 <그림 3>과 같이 금속 섬유와 워

싱 가공된 원단 4장을 겹쳐 태우는 버닝 작업을 

하였다. 무너진 건물을 실루엣으로 살리기 위해 

규칙적인 이미지가 아닌 불규칙적인 이미지를 표

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작품 제작 

붕괴된 건물 속에서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무

너짐을 모티브를 하여 상처 입은 인간들의 모습

을 표현하기 위해 붉은색과 회색의 워싱 가공되

어 탈색된 이미지 원단과 함께 금속 섬유와 망

사를 4겹으로 겹친 뒤 지그재그 라인으로 겹쳐 

박음질 하였다. 그 후 부식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버닝 작업을 하였고, 일그러진 인간과 사회

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모티브의 각 라인들을 

불규칙하게 디자인하였으며, 붕괴되었지만 완벽

한 무너짐이 아닌 마지막 희망의 끈을 나타내는 

돌출된 철근들의 꼬임을 실크 코드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무광택 가죽을 이용하여 의상의 입

체적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완성 작품 분석 및 제언

작품을 완성한 후 분석결과로써 첫째, 금속 섬

유의 특성은 잘 구겨지는 성질로 전쟁 후 피폐

된 이미지들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절하였고 기능

성면에서도 무리가 가지 않는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상처받은 인

간의 모습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붉은 

색과 회색의 워싱 가공된 원단의 선정이 적절하

였으며 금속섬유와도 잘 매치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금속 섬유는 일반 공업용 재봉틀과 가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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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봉틀로 재봉이 되지 않아 새로운 재봉법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작품 제작에 

있어서 철근과 비슷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금

속사를 이용하고 버닝 작업을 하면서 건물이 붕

괴되었을 시에 위험성과 공포를 소재표현으로 충

분히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금속사의 실용성 문제가 발생하였

는데 금속사로 제직된 원단의 무게와 두께감으로 

실루엣을 형성하는데 무리가 있었고, 앞으로 금

속사의 실용성 해결과 중량을 줄인다면 새로운 

소재로써 더 풍부한 텍스추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과거와 현대의 전쟁후의 모습을 실물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디자인프로세스를 

거쳐 새로운 소재와 실루엣, 컬러 등을 통해서도 

인간들의 외적인 고통이나 내적인 슬픔을 간접적

으로 표현하여 테마의 이미지를 형상화 할 수 

있었다. 둘째, 옷이 단순한 인체의 보호의 개념

을 넘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테마와 이미지를 보

여줄 수 있는 개개인의 개성을 표출하는 장임을 

알 수 있었다. 컬러와 소재개발, 디테일만을 이

용해서도 전쟁의 피폐적인 이미지와 현대적 의복

의 기능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

째, 새로운 소재개발로 인해서 원래 소재가 가지

고 있는 이미지와 전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으

며,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이미지의 전개와 소재 

개발과 부분에서 아이디어 창출이 더 가치가 있

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패션이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

고, 전쟁의 사회의 경각심을 깨우는 것은 물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써, 정치 사회적 흐름과 

상황까지도 대중에게 표출해내는 미래지향적인 

비주얼 중 최고의 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결과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지

원을 받아 수행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

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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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적 문화가 반영된 
트렌스포머형 Leisure제품 디자인에 관한 연구

엄지은* · 최효선** · 김윤영** · 도미애**
*(주)잉어 ․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서 론

최근 패션, 미술,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는 물

론 사회전반에서 문화코드로 ‘유목(nomad)’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기존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

는 새로운 사회현상인 유목적 생활방식을 수용하

고 가치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사회에서 유목민은 공간적인 이동만을 하

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

매이지 않고, 고정된 장소에 머물지 않은 채 옮

겨 다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을 총

칭한다. 이러한 유목적 특성을 지닌 현대인을 위

해 레저제품에서도 이를 반영한 트렌스포머형 디

자인 제품이 각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 레저라 함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라이트 레져문화로는 캠핑문화, 바이크레져, 비

즈니스레져 등 일상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Light 레저를 칭하고 있다. 최근에는 라이트레저

의 활성화에 따른 차별화된 디자인제품의 다각화

와 편의적 변형, 기능성과 디자인성 확보 등 이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유목적 라이트레저 제품

이 요구되고 있다.

즉, 21세기는 기술보다는 감성적 디자인이 제

품차별화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디자인의 시

대’로 새로운 국제경쟁 시대에서 세계시장을 주

도하기 위한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

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재 

레저 제품군에서 나타나는 유목적 문화의 개념으

로서 접근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전적 의미로 트렌스(Trans)는 형용적인 형태

를 띄고 있는 단어를 꾸며주는 말로 예를 들어 

트렌스포머(Transformer), 트렌스잰더(Transgen= 

der)와 같이 변형이나 변화로 쓰여지는 용어로 

쓰인다. 디자인계에서는 지금 ‘트렌스아이템’, ‘트

렌스포머스타일’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또

한 현대사회의 ‘노마드족’이라 함은 영역과 기능

간의 명확한 구분보다는 ‘퓨전형’, ‘컨버전스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와 자연, 공간

과 조직의 가변적 기능의 다양한 외부환경에 대

한 적응성 등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유

목적 특성을 반영한 노마드적 접근의 leisure형 

트렌스폼(Transform) 디자인제품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목적 레저가 일정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권역별에 따른 유

목적 레저 상품의 디자인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유

목적 레저 트랜드를 중심으로 유목의 개념 및 의

미를 알아보고, 이러한 현상들의 이론적 배경으

로서 유목적 문화를 반영한 국내외 레저 제품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design/material산업분

야의 레저 제품에서 벗어난 사회/예술학적 사조

에서 파생된 제품의 소비성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인문, 예술 융합형 

Light 레져용 문화상품에 대하여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편의성 트렌스폼 디자인 제품의 필요

성 강화, 레져제품의 기능적, 심미적 트렌스폼 제

품의 상용화 및 편의적 문화산업의 디자인성을 

부각하고 라이트레져 문화의 디자인 제품을 선도

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또한, 레져 용품

의 디자인 개발이라는 목적 하에 차별화 된 디자

인 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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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신규용도 창출에 의한 신 수요시장 

형성으로 상품용도/수요확대, 관련업체 기술개발

력 향상기여, 향후 기타 차별화 제품 설계 향상 

기여, 지적소유권 확보 등 산업전반에 시장경쟁

력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방법

우선,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유목적 레저 트랜

드를 중심으로 유목의 개념 및 의미를 알아보고, 

이러한 현상들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유목적 문화

를 반영한 국내외 레저 제품의 현황을 조사하였

다. 여기서 design/material 산업분야의 레저 제

품에서 벗어난 사회/예술학적 사조에서 파생된 

제품의 소비성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시장에 

나오지 않았던 인문, 예술 융합형 Light 레져용 

문화상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 시

장의 대세인 유목적 레져소비자 니즈에 따라 위

치이동에 따른 권역을 5공간으로 나누어 최소 2

권역 이상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기능/형태변형

이 가능한 제품군으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그 결과 첫째, 힐링·레져제품, 유·아동용제품, 

엔터테이먼트제품을 포함하는 ‘가족단위형 제품

(transform family Leisure)’으로 이는 사회적 집

단의 영향을 받으면서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 형

성에 공헌함과 동시에 유희 집단, 학교 집단, 직

장에서의 스포츠 집단 등과 결합된 하나의 핵 

또는 기본적 단위이면서, 체육 집단을 생각할 때 

출발점이 되는 단위이다. 

가족의 활동적 레져는 다양한 연령, 성, 세대

의 구성으로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

자와 남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높으므

로 가족의 다양한 요구와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라이트 케리어를 위한 트렌스포머형 

캠핑 용품이나 이동 편의성이 강화된 해상, 설상

용품이 포함되어 나타났다. 

둘째, 기능적 엑티브, 미니·멀티기능의 계절제

품, 인체밀착형, 구호·안전용품군을 포함하는 ‘매니

아층 개인레저 제품군(transform personal Leisure)’

은 개인의 경제적, 시간적, 수준에 따라 자기 능

력에 적합된 활동으로,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며 

나아가 스포츠의 질적인 면과 특성을 이해하여 

올바른 가치관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관리 속에서 최상의 만족을 느끼는 스포츠 활동

제품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 제품으로는 멀티

기능형의 트렌스포머 1인 용품, 힐링케어 아웃도

어용품, 인체공학적 레저스포츠 안전용품 등이 

포함되어 나타났다. 이처럼 현재 레저 제품군에

서 나타나는 유목적 문화의 개념으로서 접근하여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통해 레저 제품 디자

인에 있어서,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으로서 유목

적 사고의 의미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Light 레저 활성화에 따른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시장 선정으로 차별화된 트렌스폼형 기술개발

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및 수입대체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확대되고 있는 캠

핑시장의 증가로 내수뿐만 아니라 미주 및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진출이 가능하며 지

속적인 복합 기능성 제품 및 환경 배려형 제품

의 판로에 대한 수출시장 확대로 수익극대화가 

가능하고 트렌스폼형 캠핑의류의 섬유패션에 대

한 기술개발 의지 고취 및 기술 개발에 의한 시

장 활성화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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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미학 관점에서 살펴본 
디지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

김미현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나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표현 영역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며 

패션 관련 각 분야에서도 이러한 매체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문자에서 시각 문화로의 

시대적 전환과 대중매체에서 시각매체로의 변화

를 의미한다. 특히 패션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

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 기법을 구현하는 표현 기법의 범위 확장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따라 컴퓨터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그 작업의 영

역과 표현 기법의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디지

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단순히 패션디자인의 

작업 설명도의 개념을 넘어서 다양 분야와의 교

류를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 가치 제안과 매체 

변화의 관점에서 미학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먼저 이

론적으로 테크놀러지의 발달과 디지털 시대의 도

래에 따라 변화하는 패션 분야의 표현 매체에 

관한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볼츠의 매

체 미학을 고찰한다. 그리고 매체 미학의 관점에

서 디지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을 살

펴봄으로써 시류에 따른 적용 매체의 변화를 살

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매체 미학의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을 이해한다. 

둘째, 매체 미학 관점에서 디지털 패션일러스트

레이션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그 표현 특

성을 살펴보고 논의의 타당성을 검증해 본다. 셋

째, 컴퓨터라는 매체의 관점에서 그래픽 프로그

램을 활용한 디지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시대에 따

라 변화한고 있는 디자인 매체를 미학적 관점에

서 이해하고, 매체 미학의 관점에서 디지털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사례를 고찰하여 그 표현 특성

과 그 추이를 살펴본다. 

매체는 어떠한 내용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소

통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것이며, 현대에는 신문,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연화 그리고 컴퓨터 등

의 대표적인 대중매체로서 우리에게 다양한 지각

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체와 지각간의 관계를 미학의 영역에

서 탐구하려는 시도가 바로 매체 미학이다. 이러

한 매체미학은 80년대 중반 독일을 중심으로 제

기된 미학분야의 새로운 조류로서 예술과 과학기

술의 관계를 강조한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매

체의 변화는 인간의 지각 방식의 변화를 동반하

며 문화유형의 변형을 수반하며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매체 미학이라 하겠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예술의 수용방식과 지각 

방식이 변화한다는 매체미학의 근본이념에서 벤

야민은 사진과 영화, 맥루한은 텔레비전, 플루서

는 인터넷을 그리고 볼츠는 디지털 매체와 컴퓨

터 그래픽을 논하였다. 특히 볼츠는 디지털 매체

를 통하여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는 최고의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예술가의 창조성

이나 작품성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기존 미학으로

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예술 작품

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관한 새로운 

연구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디

지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컴퓨터 매체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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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디자인의 창작과 수정 그리고 다양한 혼성 

기법 등의 표현을 중심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디자인 작품으로서 시대에 따른 패션일

러스트레이션의 표현 매체 변화에 관한 연구를 

위한 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러

한 매체 미학 관점에서 살펴본 디지털 패션일러

스트레이션의 표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다양한 이미지의 

합성이 용이하게 되면서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창출되는 이미지의 변형의 한 기법으로 몽타주와 

꼴라주 기법이 독창적 조형원리로 나타나게 되었

다. 둘째,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되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은 다양한 합성 기

술의 적용을 통한 창작 작업을 통하여 효과의 

우연성을 가지며 표현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패션일러스트레이션

의 활용 매체 변화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되

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각적 체험 기회가 확대

되면서 디자인 설명도라는 기존 정의에서 디자인

의 한 분야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디지털 매체의 등장에 따라 패션일러스트레이

션 분야에서도 표현기법이나 표현수단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러한 현상은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의 

표현특성과 수용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관점의 미

적 해석 방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

의 학술적 의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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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옷의 문화상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혜주 ‧ 안수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제주도(濟州島)는 60만 명의 적은 인구를 지

니고 있으나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특별자치

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수려한 해안가와 아울

러 서주봉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화산지형의 특색

을 잘 보여주고 있어 세계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명한 화산도로 그 명성을 날리고 있

다.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이라는 이

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되었으며, 최근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어 생물권보전지역·세계

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하면서 세계적 관광

지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

게 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학술·문화·관광·생태 

등의 가치 제고는 물론 저가항공 제주노선 신규 

취항, 제주올레 관광객 증가, 중국인관광객 무사

증 입국 허용 등의 전략을 모색하면서 최근 3년 

내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제주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특

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일본을 뛰어넘을 만큼 성

장한 중국 경제와 중국의 관광 정책의 변화로 

2012년 한 해 동안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은 약 108만 명으로 제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168만 명의 66% 가까이 차지하게 되었

다. 세계관광기구 (UNWTO)에 따르면 중국이 

2020년에 독일·일본·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약 

1억 명의 관광객을 주요 인근 목적지를 중심으

로 송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관광 소비 면

에서는 이미 미국과 일본인 관광객의 소비 수준

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관광객 유치에 급급한 제주의 

관광산업의 실태와 함께 이런 양적인 성장이 제

주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예컨

대 이를 뒷받침 할 만 한 제주 고유의 독창적 

문화적 이미지 구축과 창조적 문화상품개발 등 

제주의 문화상품시장은 차별성 없는 유사문화상

품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관광지의 기

념품들은 제주와 연관성이 없는 중국산 상품들이 

대부분이고 특색 있는 제주 토속상품 등에 대한 

홍보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품성, 마케

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제주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성을 지닌 

갈옷은 경쟁력을 가진 문화상품으로서의 잠재력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알

고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섬 

문화 축제 도우미 유니폼(1998), 산자부 주최 

‘감갈옷 패션이야기’ 패션쇼(2000), 월드컵 공식 

문화상품 지정(2002), 2012 미스코리아와 함께 

한 갈옷패션쇼, 세계자연보존총회개최기념 오정

희 제주 갈옷 힐링 패션쇼(2012)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갈옷 홍보에 따

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제주도의 국제화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상

품 개발을 위해 제주라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를 

바탕으로 한 실용적, 예술적 문화상품을 개발하

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동안 갈옷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제를 살

펴보면 크게 갈옷의 소비자 구매 행동 연구, 갈

옷 디자인 및 패턴 및 배색 연구, 갈염색과 갈옷

의 기능성 및 물성 연구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 분석, 디자인, 색채 제안

을 위한 갈옷시장조사는 있었지만 보다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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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시

장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갈옷에 대한 주 

대상이 관광객이 아닌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가 대부분이어서 관광문화상품으로 접근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갈옷이라는 자체로 

문화상품이라 불릴 뿐 제주만의 독창적인 문화상

품으로의 가치 제고를 위한 실질적 연구로 평가

하기 어렵다 하겠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갈옷에 대한 상품시장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여 지속적

인 관심과 소비로 이끌 수 있는 총체적인 전략

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제주에 대한 가치와 

인지도 제고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그에 따른 

문화 인프라 구축에 있어 첫째, 제주갈옷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제주 갈옷 상품시장의 현황을 세

분화시켜 조사, 분석함으로써 관광문화상품으로

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둘째, 디자인 개발을 위

한 구체적인 전략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본 연구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사례분석을 위

한 시장조사를 병행한다. 이론적 연구는 관련 전

문서적, 논문, 보고서, 통계 및 인터넷 자료 등의 

문헌자료를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시장

현황 분석을 위한 연구 대상은 현재 문화상품으

로 개발, 판매되고 있는 갈옷 디자인으로 한정하

였으며 제주도내에 있는 20여개의 관련업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접근 방식은 판매방

식에 따른 브랜드 유형으로 크게 쇼핑몰형태와 

소매업형태의 업체로 구분하여 쇼핑몰 형태의 업

체는 인터넷 조사방법, 소매업 형태의 업체는 직

접 방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 제품판

매 방식, 소비자, 가격, 디자인(아이템, 컬러, 소

재)으로 분류하였으며 시장현황 조사는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갈옷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서 살펴보면 민속

복식으로서의 제주의 갈옷은 제주 토착민인 서민

들이 이조시대부터 여름철 작업복 용도로 입어왔

던 것으로 제주의 토종 풋감 즙인 감물에 염색

한 제주 양식의 옷으로 정의된다. 민속복식 갈옷

의 대표적 상의는 갈적삼이며, 하의는 바지형태

의 갈중이가 대표적이다. 제주지역의 문화상품으

로서의 갈옷은 민족복식으로서의 갈옷과 차별화

하여 형태적 특성에 관계없이 풋감즙으로 염색된 

갈천으로 만든 모든 감물염색패션제품으로 정의

될 수 있다. 또한 갈옷은 크게 과거의 민속의상

으로서의 갈옷과 현재 제주지역에서 문화상품으

로 개발되어 판매하고 있는 갈옷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갈옷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장현

황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판매방식에 따라 살펴본 갈옷 판매점은 크

게 갈옷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작은 규모의 ‘소매

점’과 ‘쇼핑몰’ 그리고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다소 규모가 큰 매장 등

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소매점의 경우에는 제주도민을 주 고객층으로 

대부분 직접 염색, 제작하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세한 소규모의 소매점이 대부분이

었고, 매장은 주로 시내상가, 주택가나 교외의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판매 활성화가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소매점 중에서 (주)몽생

이, 명품갈옷 갈중이는 바람직한 사례로, 홈페이

지를 통한 이미지 마케팅을 활발히 하는 동시에 

감염색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주만의 차별

화된 커뮤니케이션 마켓 측면에서 관광인프라 구

축과 갈옷 홍보에도 주력하면서 운영하고 있었

다. 한편, 쇼핑몰이나 온라인 매장과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 농산물, 수산

물, 특산물과 함께 갈옷제작업체에서 갈옷을 들

여와 쇼핑몰 판매 중심으로 운영하는 체계였으며 

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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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분포는 제주 갈옷의 주 소비층은 

관광객보다 제주도민에 치우쳐져 있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갈옷에 대한 관심과 제품구입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정확한 매출액에 대한 수치

의 분석은 어려웠으나 심층면접을 통해 예측해 

볼 때 쇼핑몰에서의 갈옷은 다른 특산품들과 구

색을 맞추는 정도였다. 도민이 주 대상인 소매점

의 경우에는 40-50대 고객이 절반이 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재구매율 또한 상당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3) 가격에 있어서 소매점의 경우에는 수작업을 

통해 염색, 제작하는 것이라 대부분 고가였다. 

쇼핑몰의 경우 판매 아이템이 의류제품 보다는 

스카프, 손수건, 모자 등 소품이 주를 이루어 관

광객이 선물이나 소장 목적으로 구입하기 쉬운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갈옷의 경우에는 소매점에 

비해 쇼핑몰의 가격은 낮았지만 품질이 떨어지고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갈옷의 디자인측면에서는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이너웨어, 패션소품, 침구류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아이템별로는 생활한복과 같은 스타일 

외에 남방, 블라우스, 바지, 스커트, 조끼, 바바리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었고 ‘세트{set}’ 

형태의 상품구성이 많았으며 아이템 간의 상호 

구성에 따른 제품 간의 코디네이션도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색채는 감염색을 통한 컬러의 영향

으로 황토색, 밤색계열이 주된 컬러 군을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색채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기위해 

일부 소매점에서는 다양한 염재를 이용한 천연염

색을 시도하여 여러 가지 색감을 가진 아이템들

을 개발하였다. 쑥, 홍화, 울금, 쪽 등 재료는 다

르지만 천연염색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색조를 통

해 독창적인 컬러 조화를 이루어 유사한 색조 

보다는 시각적 효과가 컸다. 갈옷의 소재는 면, 

마, 인견이 대부분이었고 겨울 아이템은 누빔을 

이용한 소재를 사용한다고 했다. 소매점의 경우

에는 소재 자체에 문양이 있거나 실이나 조직 

등에 창조적 변화를 줌으로써 소재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색상과 소재 제품

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실질적인 구매 고객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제 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갈옷 판매방식의 한계

점을 찾아보면 첫째, 제주도민 중심에서 관광객 

취향까지 확장시킨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여기서 

단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상품이 아니라 갈옷

만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갈옷거리나 갈옷마을을 

조성하고 다양한 갈염색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총체적 지역적 관광자원과의 문화상품과 연계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40-50대에 집중되

어있는 소비자층의 범위를 갈옷 구매에 관심을 

보이는 20-30대층으로 확대하기 위한 디자인 전

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갈옷에서 주는 전통적인 

구식의 이미지를 시즌별 대두되는 에스닉, 빈티

지, 레트로 등의 이미지로 다원화, 트렌드화 함

으로써 젊은 계층으로의 매력을 이끌어 판매 확

대를 꾀해야할 것이다. 셋째, 디자인 측면에서 

감물염색이 갖는 색상과 색조의 한계성은 다양한 

소재 연구 활성화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갈염색은 이미 만들어진 옷감에 염색하

는 후염과정을 거친다. 다양하고 편리한 선염방

법의 표준화 작업, 타 소재와의 융합 등 실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또 유사한 전통문화 요소를 모

티브로 한 문화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지속적인 판

매로 이어지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갈적삼, 

갈중이로 인식된 기본적인 갈옷의 스타일에 대한 

한계는 스카프, 넥타이, 가방 등의 패션소품 등

으로 확대된 갈옷의 대중화 전략이 요구된다. 넷

째, 대부분 수작업인 염색의 특성으로 표준화 공

정의 도입 및 가격의 효율화에 대한 전략이 요

구된다. 명품이미지의 고가라인과 실용적 이미지

를 강화한 합리적 라인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

하겠다. 주로 여름에 입는 옷으로 인식된 갈옷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을 2013년 7, 8월로 

한정하였으나 그로 인해 S/S와 F/W 상품의 상

당수가 제외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앞으

로 이를 보완한 시장조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제주도만의 차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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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적인 디자인 개발을 향한 구체적인 전략 및 

샘플 제작 등 체계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우리나라의 대표적 관광지역의 활성화에 기여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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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구조적 의상의 조형적 특성 연구

배정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입체적인 시점에서 형태를 해석하는 시각은 

평면의 회화보다 인체라는 입체적인 조형을 다루

는 패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진다. 다양하

고 탈경계적 경향을 보이는 최근 패션 경향은 

새로운 영역이 창출되거나 기존 개념이 파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융합되고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의 구조적인 경향을 이

론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자연의 여러 가지 형

태를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상으로 환원하여 구축

적으로 재구성하고자한 입체주의 개념을 접목하

여 이와 연관된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구조적 의상의 다양한 입체적 표현을 입

체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대 패션

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함에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첫

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입체주의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연구의 체계를 구

축한다. 둘째, 구조적 디자인 특성을 이해하고 

입체주의 개념이 적용된 현대 패션의 입체적 표

현방법 및 특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분류로 

사례 분석 연구를 병행한다. 마지막으로 현대 구

조적 의상 보이는 입체주의의 조형적 표현특성과 

내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표에 

이르기 위해 연구 방법은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입체주의 

개념의 조형적 특성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하여 2010년 S/S부터 2013년 F/W시즌까지 

런던, 밀라노, 파리, 뉴욕의 4대 컬렉션의 오뜨꾸

뛰르,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을 포함한다. 입체주

의(cubism)는 자연을 예술의 근거로 삼았지만, 

그 형태와 질감 및 색채와 공간을 그대로 모방

하지 않고 대상을 분해하여 여러 측면을 동시에 

표사함으로써 사실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

한 예술양식이다. 즉, 입체주의는 기존의 조형원

리인 원근법을 부정하는 동시표현의 방법으로 시

각의 연속적 이동, 시점의 복수화라는 2차원의 

평면 위에 4차원의 시간세계를 표현하고자 시공

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대상을 분해하여 여러 

측면을 동시에 표현한 예술양식인 입체주의는 현

대 패션에도 응용되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복잡·다양한 구조적 형태의 현대 패션을 입체주

의의 원리와 의복조형의 원리와의 연관관계를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첩평면구조이다. 이

는 큐비즘의 가장 주된 특징 중의 하나인 다중

시점에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투명하게 중첩

된 디자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

째, 형태의 변형과 왜곡을 들 수 있다. 큐비즘에

서 보이는 선의 기하학적 조형미와 다채로운 화

면의 분할을 적용한 다양한 공간의 모습은 패션

디자인에서 역시 정형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

한 시점을 지닌 과장된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난

다. 마지막으로 수직·수평·사선에 의한 면분할이

다. 이는 패션 디자인에서 불규칙한 수직선과 사

선을 이용하여 구조적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

으며, 분할된 면으로 생동감을 준다. 입체주의가 

패션에 미친 영향은 동시성, 투명성, 기능성 등 

내적 특성과 사물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현대 

패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대의 조형성과 조형미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패션을 해석함에 다양한 관점의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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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패션에 나타난 공감각 콘텐츠 연구:
시각적 촉각성을 중심으로

김향자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최근의 디지털 영상에서 보여지는 다차원적이

고 공감각적인 가상세계는 시각의 영역에 촉지적

인 감각의 복합성을 더해 입체성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성과 필요성은 패션

문화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시청각적 

요소를 활용한 패션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한 화

두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각적 비주얼 

뿐 아니라 공감각이 적용된 디지털 패션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접근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시각과 관련된 패션의 조형

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소 있으나 공감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본 연

구의 필요성과 향후 촉각적 가상현실 기술에 근

거한 의복의 상용화가 실현될 수 있는 학제적 

근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감각과 관련된 

디지털 기술연구를 통해 패션산업에서의 의료복

과 방호복, 실버용 의복개발 등 인체를 불리한 

환경으로부터 예방, 보호, 치료하는 목적으로의 

활용범위가 확장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

로 진행하였다. 디지털 매체에서의 공감각과 시

각적 촉각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참고문헌, 인터넷 자료 및 예술, 광

고, 디지털 아트와 패션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하

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0년 이

후의 디지털 아트 관련 사례 중 패션 분야에 적

용되는 300여점을 연구에 적용하였으며, 패션컬

렉션과 패션필름, 패션영상, 광고물, 디지털 패션 

연구소 사이트 및 국내외 패션브랜드 홈페이지, 

전문서적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첫

째, 감성화 시대에 디지털 아트에 나타난 공감각

에 대해 문화사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둘째, 

디지털 패션디자인과 영상물에 나타난 공감각 사

례연구를 통해 보다 확장된 패션콘텐츠의 디자인 

창작 영역을 발전시키고 셋째, 감성과학으로서의 

패션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학제적 논의

가 이루어 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론적 배경

1. 공감각(共感覺, Synthesia)

공감각은 ‘감각의 한 수용체에 자극이 주어졌

을 때 직접 그 감각계통에 따르는 반응 외에 본

래 감각 기관이외의 계통에 따르게 되는 감성반

응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혹은 ‘어느 특정자극이 

그에 특수적으로 대응한 감각을 일깨우는데 그치

지 않고 그 감각과 복합된 감각까지 일깨우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Daimen. 2004). 공감각의 

일반적 특성(김춘옥, 2002)은 무의식적 현상, 기

억적, 이산적으로 일정, 감성적으로, 개체를 인지

한 기억재생과 관련한 감성적 측면과 소통 연계

된다고 하였다. 

공감각은 문화 예술분야에서는 다양하게 시도

되어 왔다. 시각적 요소를 공통으로 음악의 시각

화를 표현하는데 시각과 청각을 통해 색채와 리

듬감을 적용하거나, 조각에서의 촉각적 요소 적

용, 광고디자인에서의 청각과 미각의 적용, 문학

작품에서의 언어적 은유 등 상상력과 미적 통찰

력이 합쳐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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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옹(Walter Jong)은 마셜 맥루한에게 지대

한 영향을 준 학자로 원거리와 친밀성에 따라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 순으로 정하였으며

(임상원, 2001),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는 시

각은 차가운 감각이고, 촉각은 보다 인간적으로 

친밀한 감각이라고 하였다. 맥루한은 촉각성은 

감각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언급하며 텔레비전과 

같은 쿨 미디어는 촉각의 확장이며, 지각방식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였다(심혜련, 2001) 중세 유

럽에서는 청각을 가장 세련된 감각, 훌륭한 감

각, 세계와 가장 풍부하게 접촉할 수 있는 감각

으로 우위에 두었다(Barthes, 1998).

2. 시각적 촉각성과 디지털 패션

시각적 가상은 인간적 투사가 가장 적나라하

게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대상체를 직접 만져봄으로써 느끼는 촉감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느끼는 촉감으로 홀로그램이

미지를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조창

연, 2009).

시각적 촉각성이란 시각적 효과가 촉각적 느

낌을 제공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미디어에서 촉각

정보를 실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려는 기술들은 

초기단계이나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디지털 

패션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 중 홀로그램과 3D

가상현실과 4D 프로젝션 매핑은 시각적 촉각성

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김향자, 2013). 홀

로그램은 시각, 청각, 그리고 촉각을 통합한 미

디어로서, 평면적인 2D에서 입체적인 3D인 홀

로그램 광고는 ‘보는 광고’에서 가상적 ‘체험의 

광고’로 광고 메시지의 표현차원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광고 미디어와 차별적 특징

을 갖는다. 이러한 홀로그램 미디어는 광고메시

지를 가상적 3차원 상에서 전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제품 인터페이스를 혁신적으로 증대시

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조창

연. 2009).

디지털 매체에 의한 예술은 이미지의 공간으

로 거리를 두는 대신에 몰입이라는 새로운 수용

방식을 선택한다. 공감각적 지각을 통한 몰입은 

대상과 재배치된 구성을 하며 수용자가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는 몰입자(Immersant)가 된다. 몰

입형 가상현실에서는 오감전체가 시뮬레이션 될 

수 있으며 가상복제를 하는 목표는 보다 고차원

적인 능력으로 간주되는 감정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최은아,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패션은 인체의 오감

을 인지하고 감정을 읽는 기술로 인해 더욱 확

장된 신체를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디지털 패션에 나타난 공감각 표현 

사례

1) 시각과 청각

<Picture 1>는 LED Ampli-Tie로 사람의 음성

이나 음악에 반응하는 상호작용형 디자인으로 전

자 마이크로 증폭기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타이 

뒷면에 세팅하고 금속실로 꿰맨 후 충전장치도 

부착되어 있다. 목소리를 내면 LED빛이 음성을 

고저에 따라 반응하는 이러한 디자인은 청각과 

시각이 각각의 본연의 기능을 넘어 청각의 시각

화, 기계와 감정의 교류를 창조하는 장르간의 혼

합을 표현한다. <Picture 2>에서 재킷의 지퍼는 

음악볼륨을 컨트롤하는 가상적 상호작용성의 디

자인을 보여 주고 있다. 지퍼를 올리고 내림의 

작동 제스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킷은 단순히 

햅틱 기능만을 적용하는 컴퓨터의 기능 뿐 아니

라 의복과 주변공간과 상호작용하는 맥락적 접근

의 장소특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2) 시각과 촉각

맥루언이 ‘미디어의 이해’(마셜맥루한, 2002)에

서 언급한 전자매체는 촉각적, 동시성, 변방 등

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미디어 수용주체

의 감각기관에 초점을 두면서 ‘촉각성’이 디지털

의 지각방식에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이처럼 인

간의 몸은 확대 축소됨으로써 재구성이 가능하며 

이질적인 기술적 요소들 간의 촉각적 브리콜라쥬

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표현 양식을 갖게 된다. 

인체는 유기체 동물로 항상 변형을 연속시키는 

동체이다.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유발하고 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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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들의 요소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창의성이 

발현된 디자인들이 개발된다. 1960년대 이후부

터의 신체담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외적 조형

질서를 표현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체는 패션문화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어 왔

다. <Picture 3>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의류로 

사람의 손이 가까이 가면 심장이 떨리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며 혈관이 시뮬레이션된 목 부분의 

에어펌프는 호흡의 들숨과 날숨을 표현하는 듯 

수축과 확대를 가능케 한다. 촉각적인 패브릭의 

효과는 촉각적 경험을 표현한다. <Picture 4>에

서 직물과 로보틱스 기술의 융합은 청각장애가 

있는 개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이들은 외부환경

의 시끄러운 소음이나 떨림에 직관적으로 일반인

보다 좋은 촉각적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면과 폴리에스테르의 진동 바디

스 부분은 네트워크가 주파수와 수신음의 진폭을 

결정하는 내장마이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상의 

리플릿은 진동을 감지하고 반응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Picture 5>는 체온의 변화가 의상의 문양

으로 표현되는 촉각적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 드

레스의 표면은 단색으로 제작되었으나 움직임에 

따라 신체부위별로 체온이 다르고 그 부위가 패

턴으로 표현되어 일시적으로 변화되면서 동작별 

감응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Picture 6>는 

손이 쓰다듬는 것에 반응하는 의복으로 동작반응

센서의 위치에 착용자의 목적대로 활용 폭이 넓

은 디자인이다. 뭔가를 찾을 때는 목 부분을, 독

서를 할 때는 가슴부분을 쓰다듬으면 조명이 각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어둠속에서 빛을 보는 

재미를 유발한다. 신체의 감각기관과 반응하며 

구조적인 니팅, 전자장치와 그에 반응하는 환상

적인 버블 등은 복합적으로 장르간 혼합된 컨셉

추얼 디자인이다.

3) 시각과 청각, 후각

최근 4D 디지털 영화의 제작으로 공감각적 체

험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예술과 패션분야에서 

후각을 적용한 사례는 미미한 실정이다. <Picture 

7>은 Ralph Lauren의 4D 매핑프로젝션 영상으

로 디지털 테크놀러지와 패션, 아트의 융합을 시

각적 공감각적으로 표현한다. Ralph Lauren의 

브랜드 이미지인 폴로경기로 시작되는 영상은 건

축의 벽면을 입체적 가상현실 공간으로 확장시켜 

실제 무대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증강현실을 경

험하게 된다. 패션쇼영상을 현장에서 직접 감상

하는 듯한 음향과 특수효과 등을 살려 직관적 

예술성을 극대화하고 랄프로렌의 향수를 직접 분

사하여 시각과 청각 후각의 공감각적 복합성의 

디지털 퍼포먼스를 표현하였다.

4) 감각과 인지적 감정 

<Picture 8>은 Smart e-foils 이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친밀감과 기술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이 

디자인은 내장된 열 센서에 의해 다른 사람의 

근접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며, 착용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인해 심장박동이 가속화되는 생

리학적 응답 시스템이 가죽으로 만든 의상에 표

현되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Picture 9>는 

착용자의 감정에 반응하는 Mood sweater이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응용된 것으로 갈바닉 센서가 

착용자의 감정 상태를 읽고 목 부분의 LED 조

명의 색상으로 현재의 기분을 파악하도록 디자인 

된 것이다. 손바닥에 부착된 센서가 착용자의 감

정수준을 데이터로 분석하여 인스턴트바이오 피

드백디스플레이에 반영하는 것으로 감정을 파악

하는 색상의 정서적 인터페이스는 옷이라는 대체

적 물질에서 감정을 상호교류하는 친밀감을 더해

준다.

결 론

오늘날 공감각을 활용한 디자인은 과학가 예

술을 아우르는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전개되고 있

다. 패션에서도 시각과 청각 후각의 공감각 활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촉각 분야는 아직 

초기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아트분야에서 촉

각을 데이터화 하려는 노력들은 생체피부학, 인

터페이스, 텍타일 센싱과 궤환, 보철학, 로봇공학 

등의 연구를 통해 촉진되고 있다. 촉각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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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새롭게 인지되고 기존의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시 청각 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게 위

해 이용되고 있다. 시각적 영상매체를 통한 비주

얼을 표현하는데 주력하는 패션분야에서 새로운 

관점에서의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촉각과 관련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파악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디지털 테크놀러지와 감각의 융합은 

인체 감각적, 인지적, 감정적 확장뿐 아니라 창

작 디자인 활용 범위를 넓히며 다양한 주제의 

패션콘텐츠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

째,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 공감각을 활용하여 다양

한 미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변하

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감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공감대 형

성에 의한 몰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를 통해 촉각관련 사례는 타 감각에 비해 다소 

부족하여 향후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연구와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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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전·후의 패션에 나타난 아르데코 양식의 특성 비교

박숙현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현대 디자인의 변화를 고찰해보면 특정시대의 

대표양식은 다른 시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조형

적 특질을 제시한다. 20세기 초 모던시대가 도래

함에 따라 기계생산체제에 적합한 형태의 탐색이 

요구되던 시기에 나타난 아르데코 양식은 전통과 

현대의 조형적 특질을 공유한 과도기적 양식이

다. 이런 절충적 특성 때문에 Bevis Hillier와 

Dan Klein은 아르데코 양식을 조형적 특징을 나

타낼 기준이 없는 불명료하고 애매모호한 양식이

라 언급했다. 전통적인 미적특성과 현대적 미적

특성이 공존한 아르데코 패션이 제1차 세계대전

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성향이 강하던 스타일에서 

모더니즘적 특성이 강한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장식적인 성향이 강하던 19세기 

디자인에서 20세기 초 기계생산에 적합한 모던한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의 아르데코 패션과 

세계대전이후 모더니즘이 유행하던 1920년대의 

아르데코 패션의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국․
내외 서적 및 연구논문 그리고 아르데코 관련 

해외 학회와 연구회 자료 들을 수집하여 시기분

류 및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패션에 나

타난 조형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시기 

범위는 아르데코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한 

1900년대 초기부터 아르데코 스타일의 전성기였

던 1920년대까지로 한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차 세계대

전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속화시켜 여성복에 활

동성과 기능성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런 사회현상으로 인하여 신축성 있는 소재의 사

용과 전쟁 전보다 더 짧아진 스커트의 유행을 

초래하였다. 이런 사회적 변화로 인한 새로운 스

타일의 탄생은 당시 유행하던 아르데코 패션의 

형태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위의 변화현상을 토대로 조형적 특성의 차이

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루엣을 살펴보면 

세계대전 이전에는 아르누보의 과장된 곡선에서 

모더니즘의 직선적 특성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유선형의 형태로 나타났고 1920년대는 모

더니즘의 영향으로 실루엣은 현대 디자인의 원형

이라 할 수 있는 직선적 형태로 표현되었다. 색

상을 살펴보면 장식이 많았던 19세기의 복식에 

비해서 단순화가 진행되던 아르데코 패션부터는 

비비드 톤의 선명한 색상이 복식에 많이 도입되

었다 세계대전이전에는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상

과 실버나 골드 색상을 화려한 의상에 많이 사

용하였다. 세계대전 이후에는 장식적 성향이 강

한 이브닝웨어에는 이전의 화려한 색상과 금속성

광택을 사용하였으나 평상복에는 모더니즘의 영

향을 받아 누트럴 톤(neutral tone)의 색상과 무

채색이 패션에 많이 도입되었다. 소재에 있어서

는 드레스종류나 파티 웨어에는 세계대전이전이

나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평상복에서는 전

쟁을 거치면서 사회활동이 많아진 여성들에게 적

합한 스타일이 유행하면서 남성복에 사용되던 소

재들이 여성복에 많이 활용되었다는 점이 큰 변

화라 할 수 있다. 아르데코 양식의 가장 큰 특징

은 현대화된 모티브와 문양을 많이 사용한 것인

데 패션에도 문양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아르데

코시대의 대표적인 문양은 기하학적문양으로 다

양한 선과 면들을 이용해서 이전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패턴들을 많이 창조해내었다. 세계대

전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이전에는 자연물, 특히 

꽃과 식물형태를 단순화시킨 양식화패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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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어 여전히 여성적이 성향이 강했으나 세계

대전이후에는 자연물을 단순화시킨 문양보다는 

1920년대 아르데코 디자인 제품들에서 보이던 

다양한 기하학적 패턴이 패션에도 도입되어 많이 

활용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르데코라는 디자인 양식이 

유행했던 시기에 패션계에는 두 가지의 다른 유

행스타일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시각적 형태

에서는 각 각 그 독창성을 볼 수 있으나 전통과 

현대의 특성을 공유한 과도기적 경향을 가진 디

자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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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패션의 혼성모방에 대한 패션감성 유형분석:
디자이너 작품들의 비교분석

서민지 · 김문영
계명대학교 섬유패션학과 ․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산업화와 미국 중심의 문화시대였던 20세기는 

점차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다원화된 세계관의 충

돌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모더니즘을 대표하

는 서양 문화, 상위 문화, 남성 등의 기존 세력에 

대해 동양, 제3세계, 하위 문화, 여성, 젊은연령

층이 반발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전개되었다

(신정임, 강병석, 2011).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안

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특징 중의 하나이면서 문학, 영화, 패션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 혼성모방에 대해 알아보

며, 혼성모방에 대한 디자이너별 디자인 유형분

석의 결과로 각 시대의 트랜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지향의 디자인 개발을 추구한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는 현실 자체가 이미지, 환

영, 허구 등으로 존재하게 되면서 철저히 상품화 

되는 사회로, 혼성모방은 이런 사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신영선, 김하정, 2001).

사전상에서 혼성모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나 특정한 예술가의 작품으로부터 모티브, 

스타일, 이미지, 테크닉, 들을 때때로 아무 연관 

없이 의식적으로 모방하여 편집, 재조합한 예술

작품 또는 그러한 창작방법을 말한다(양학미, 김

민자, 2000).

의류학적 측면에서 패션 감성은 다양한 패션

제품에서 느끼는 감성을 패션 감성이라 정의하고 

대표적인 패션제품이라 할 수 있는 의복을 대상

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의복이 

다양한 시각적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체에 직접 착용되기 때문에 형태, 색채, 소재, 

무늬 등의 디자인 요소에 따라 다양한 감성으로 

표현 되므로, 색채감성, 소재감성, 무늬감성 등의 

다양한 감성과 개개인의 조형성과 복합되어 나타

나는 전체로서 패션 감성을 의미한다(김유진, 

2002).

본 연구는 혼성모방의 시대적 배경과 정의, 그

리고 대표적인 유럽 하이패션 디자이너를 중심으

로 혼성모방의 패션감성에 대해 알아보며, 연구

방법으로는 디자이너 작품 분석을 위하여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문헌연구 자료로는 미학관련 

서적이나 예술, 복식사, 패션잡지, 선행 연구 논

문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

표적인 디자이너인 Vivienne Westwood, Jean 

Paul Gaultier, John Galliano의 최근 작품 분석

을 위해 20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스타일닷컴 

패션잡지와 해외 모드지, 디자이너 작품집에서 

추출한 사진자료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으로 측정도구는 진경옥, 박민여(2000)

의 연구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Vivienne Westwood, Jean Paul Gaultier, John 

Galliano의 작품을 분석하여 유희성, 복고성, 민

속성으로 항목을 나누어 혼성모방의 특징을 분석

한 결과, 디자이너별 특성을 살펴보면, Vivienne 

Westwood는 유희성과 민속성 중심으로 혼성모

방의 특징이 나타나며, Jean Paul Gaultier는 복

고성과 민속성 중심으로 혼성모방의 특징이 나타

났다. John Galliano는 유희성과 민속성이 혼성

모방의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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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패션 개념을 활용한 
아동복 디자인 개발 

임은혁 ․ 윤진영 ․차정윤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패션은 당시 사회에서 요구하고 유효적인 부

분들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한 옷 입기 이

상의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패션은 신체 보

호와 과시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에서 나아가 그 

자체로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창출한다. 

21세기 패션에서 친환경 트렌드는 1990년대 초 

유엔에서 선언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이

후 확산되고 있는 있다. 과거와 달리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산과 소비 그리고 소멸로 

이어지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관한 관

여 및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 친화적 디자

인은 친환경 혹은 에코 패션 등의 이름으로 불

리며 특화된 패션의 한 분야가 된 것이다.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에 관련된 개념은 일

반적으로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 제로(Reuse, 

Recycling, Zero Waste)로 분류되어 왔다. 이 중 

제로 웨이스트는 패션 상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자재인 텍

스타일과 부자재 그리고 패턴과 봉제를 포함하는 

생산 공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제로 웨이스트 방

식에는 먼저 환경오염 및 폐기물을 줄이는 경작

을 통해 생산되거나 염색된 섬유와 같은 생물학

적인 유형과 패턴 공정에서 버려지는 원단을 최

소화하는 재단과 같은 물리적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지역적이고 소규모적

인 프로젝트 그룹에 속하는 디자이너와 패션 스

쿨의 수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위의 두 가지 

유형을 접목한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을 통

해 지속 가능성을 발전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제로 웨이스트라는 세분화된 지속 

가능한 디자인 방식은 국외에서 여성복 뿐 아니

라 에코를 컨셉으로 하는 아동복 브랜드들도 패

턴과 텍스타일에서 적용되어 상품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아동복 시장은 원가가 높은 유기

농 면 섬유, 녹차 및 대나무 섬유와 같은 텍스타

일 위주의 고가 상품이 주를 이루며 디자인 요소

인 형태, 색, 소재 중 소재에 치중되어 높은 가격

을 보완할 만한 형태 혹은 디테일을 통한 재사용

이나 제로 웨이스트 방식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상에서의 관심도 및 소비자 

행동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은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개념 및 특성들을 제로 웨이스트 패션

을 중심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기 아동의 특성상 제품의 수명이 짧고 폐기

물이 많으며 친환경적인 성격의 텍스타일 활용도

가 높은 아동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

벌한 환경 속에서 한 축을 차지하는 패스트 패

션(fast fashion)과 더불어 비물질적 가치로 차별

화된 슬로우 패션(slow fashion)의 정체성과 가

능성을 디자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아

동들이 중심이 될 미래 세대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방식을 경

험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외 문헌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지

속가능한 패션의 출현을 살펴보고 제로 웨이스트 

패션 개념을 물리적 개념에서 연결된 패턴, 생물

학적 개념에서 연결된 텍스타일, 감성적 개념에

서 연결된 컬러로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이 세 

가지 재 정의된 개념을 패션 디자인의 요소인 



- 150 -

형태 및 스타일, 텍스타일, 컬러로 접목하였다.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국외 여성복 및 아

동복을 위의 정의에 따라 살펴본 후 실제 아동

복 디자인 개발 시 디자인 만족도와 폐기물 제

로라는 사회적 이슈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반영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에코 페어리>라는 컨셉

으로 제로 웨이스트 패션 개념을 활용한 아동복 

아이템을 5점 개발하였다.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지속 가

능한 패션 디자인은 재사용, 재활용, 폐기물 제

로에서 그 개념이 발전하여 가능한 오래 유용성

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의 재수선과 수리, 원재료

의 재활용 과정에서 수작업이 포함되었다. 첫째, 

제로 웨이스트 패션 개념은 물리적 재단 방식을 

통해 패턴 작업 시 남는 원단이 제로에 가깝게 

하거나 무봉제 방식으로 크게 웨어러블한 스타일

과 아트적인 스타일의 두 종류로 나타났다. 아동

복 또한 다른 아이템에서 남은 원단을 다른 아

이템에 패치하여 모두 사용하거나 단추, 스냅, 

스트링 등의 부자재 없이 디자인 되었다. 

둘째, 생물학적 방식을 통해 여성복에서는 거

의 모두 분해되는 대나무 섬유나 린넨 섬유를 

활용한 소재와 화학약품과 공정의 염색을 거치지 

않고 염료와 염색 모두 유기적 방식을 통한 소

재가 나타났다. 아동복에서는 무 농약으로 재배

된 목화를 재료로 한 유기농 면섬유와 100% 재

생 폴리에스테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염료 

양과 염색 시 폐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는 

파스텔 톤과 천연염색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무 

봉제가 가능한 편성물이 주를 이루었다. 

셋째, 감성적 방식은 시각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린 컬러

를 통한 스티치 혹은 로고와 에코 백 같은 소품

에서 많이 나타났다. 아동복에서는 식물과 동물에

서 영감을 얻은 다양한 프린팅과 올리브 그린을 

주로 하는 파스텔 톤이 배색되어 나타났다. 

넷째, 위의 세 가지 제로 웨이스트 패션 요소

들을 기반으로 하여 원단과 봉제를 최소화하는 

형태 그리고 유기농 면섬유, 대나무 섬유에 천연 

염색 및 섬유 자체의 미색 톤을 적용하여 디자

인을 개발하였다. 자연 친화적이면서 유니크한 

프린팅과 스티치, 배색 그리고 새로운 패턴 방식

들을 통해 텍스타일에 치중되었던 기존 아동복 

시장에 구체화된 지속가능한 패션 개념을 실제화

한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로 패

션 개념이 확대되는 가운데 아동복 뿐 아니라 

타 분야로의 적용을 통해 친환경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 및 사용과 폐기가 연결된 시

스템과 디자인이 글로벌하고 대규모적인 패션 산

업 속에서 소규모의 지역적이고 차별화된 패션 

영역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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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차폐 의료용 보호복 및 보호용품 디자인개발

이선화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서 론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의료진의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방사선 

노출은 갑상선 등의 장기의 암 발생, 백내장 등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각별

히 요구된다(김지완, 김정재, 2010).

의료용 보호복은 납소재의 무거운 중량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

와 같은 특별한 장비를 착용하는 의료기관 근무

자에게 근골격계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

며, 수술 등에 참여할 때 장시간 허리를 구부리

고 일을 하는 등 상지에서 반복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방사선 조영실의 근무자들은 허리의 

반복적 손상을 막기 위해 방사선 방어용 앞치마

와 함께 벨트를 착용한다. 

진단방사선과 촬영실에서의 방사선 피폭연구에 

따르면 진단 방사선과 촬영실 내부는 현재의 허

용선량 기준에 비추어 보면 안전한 지역으로 판

단되었지만 개인 방호장구 및 차폐시설 등 개인

의 피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직업적 피폭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진의 환자 치료 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신체를 가려 안전을 

보장하고, 또한 기능복으로 의료 작업시 용이한 

방사선 차폐 의료용 보호복 및 보호구의 디자인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납가운의 무게로 인한 의복의 

균형 유지문제, 사용자들의 불편함 그리고 최대

한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 의료

용 보호복 및 보호용품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의료용 보호복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보호복의 

주원단과 기능적 디자인 요소를 조사하였다. 국

내․외 방사선 차폐 의료용 보호복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2012년 2월 1일 ~2월 10일 서울, 경기

지역 8개 병원의 방사선과 의사 및 간호사 12명

을 중심으로 면접법을 통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불편사항 및 디자인 요구특성을 조사․분
석하였다. 방사선 차폐 의료용 보호복 디자인분

석을 위하여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인 사항 5

문항, 의료용 보호복에 관한 20문항으로 구성되

었으며, 기존 실태조사를 통한 의료용 보호복의 

디자인 특징을 바탕으로 기능적 디자인을 추가한 

의료용 보호복 앞치마형, 상하분리형 각 7개와 

보호용품 3개의 도식화를 제시하여 디자인 선호

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월 

14일~1월 25일 서울, 경기지역 12개 병원의 방

사선과 의사 및 간호사, 섬유의류학과 교수 및 

강사, 병원 중앙공급실 구매담당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95부의 설문지를 조사․분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설문조사 결과, 기존 방사선 차폐 의료용 보호

복은 앞치마형태로 납당량 0.25mmPb 이상의 함

납고무제 또는 함납염화비닐제를 주재료로 사용

하며, 무거운 중량으로 인한 찌그러진 형태와 작

업활동 방해, 납 고유의 냄새로 착용자에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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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조사되었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하여 방사선 차폐 의료용 

보호복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허리를 지지

해 주는 허리보조벨트 디자인은 허리 손상을 방

지하거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계적인 지지를 제

공할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줌으로써 요

통을 감소시킨다고 조사결과 나타났다. 

설문과 함께 제시한 디자인 도식화 중 선호도

가 높은 4건의 디자인을 선정하였으며, 제작 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수정․보완하

여 총 4건의 방사선 차폐 의료용 보호복과 2건

의 보호용품을 제작하였다. 단, 시제품은 주재료

의 무게를 감안하여 납당량 0.25mmPb를 기준으

로 이와 유사한 무게의 원단을 활용하여 제작하

였다. 

결론

본 연구는 의료종사자들의 방사선 피폭에 의

한 신체손상을 최소화하며, 작업에 용이한 기능

적 요소를 추가하여 보다 안전하며 편리한 심미

적인 방사선 차폐 의료용 보호복을 제시하고자 

브랜드 조사 및 분석, 디자인 방향설정, 디자인 

제시, 시제품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보호복 착장시 무게를 분산하여 피로감을 덜어주

는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방사선 차폐 의료용 보호복의 주 소재인 

인체친화형 경량무연 방사선 차폐소재를 현재 ㈜

동원엔텍, 성안합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주식

회사 빅스에서 연구 개발 중이며, 2014년 8월 

기존의 납을 대체할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하며 

친환경적인 방사선 차폐소재 개발예정으로 차후 

시제품 제작시 개발소재를 활용하여 생산할 계획

이다. 

국내 의료용 제품산업은 신소재 개발 및 디자

인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품질 향상과 

사용재료의 다양화로 인한 제품 차별화, 디자인, 

제품 경량화 등으로 국내외 의료산업의 이미지 

향상 및 경쟁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방사선 의료 및 산업에 있어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하고, 기존 차폐재 보다 연성 

및 가공성이 우수하며 높은 방사선 차폐 성능을 

가진 경량 차폐재의 개발로 이를 활용한 디자인 

및 인체공학적 패턴으로 기능성을 구현하는 방사

선 차폐 의료용 보호복이 연구개발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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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가공 기모소재 기술개발 및 캐포츠 제품 디자인 개발

이선화 ․ 박창숙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 창우섬유

서 론

21세기 현대인들은 주5일 근무제의 확산과 웰

빙 트렌드, 문화 전반에 새로운 코드로 나타난 

퓨전 현상 등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되면서, 활동성과 기

능성이 강조된 스포츠웨어를 바탕으로 캐주얼 웨

어의 패션성이 가미된 퓨전스타일로 운동시는 물

론 일상복으로도 착용이 가능한 캐포츠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포츠웨어와 캐주얼웨어의 장점을 

접목한 캐포츠(caports)라는 새로운 시장군이 형

성되었고 스포츠웨어를 비롯한 캐주얼 브랜드까

지 피트니스 라인을 보강하고, 정통 스포츠브랜

드 뿐 아니라 영캐주얼 브랜드들도 캐포츠라는 

독특한 컨셉의 의복형태와 착장형식이 소비자의 

변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일상과 레포츠를 자유자재로 오가

며 즐기는 젊은 직장인들은 운동 및 전후에 착

용하는 의류를 필요로 하고, 일상복에 스포츠웨

어적 요소를 가미하고 캐주얼웨어에 스포츠웨어

적 특징이 더해진 새로운 착장 스타일을 모던하

고 세련된 패션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이 변화되면서 의복은 캐주얼화되

고 소비자의 감각이 높아져 소비자 자신의 개성

표현이 가능한 의복으로 착용 가능한 캐포츠 제

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사에 스팀처리로 기모파일의 

꺾임이나 뭉침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모형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기모가공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일상과 레포츠를 즐기는 현대인들

에게 활동성과 기능성이 강조된 운동시는 물론 

일상복으로도 착용이 가능한 부드러운 촉감, 우

수한 광택, 벌키성 및 보온성을 제공하는 캐포츠 

제품을 디자인 개발하고자한다. 

국내․외 편직물 기모가공 제조기술동향

삼공에서는 기모가공원단의 제조는 나일론 섬

유사로 지조직을 형성하고, 지조직 상에 폴리에

스터 섬유사로 파일조직이 형성되게 원단을 제편

한 다음, 돌출된 파일 상에 폴리에스터 섬유사가 

용해되는 조제를 부분적으로 처리하여 처리된 부

분의 파일조직이 용해되게 함으로서 잔존하는 파

일이 돌출되게 하여 개발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중국과의 기술제휴로 기모가

공 공정을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기술의 노

하우를 전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국내 생산업체에서는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어 편직물 기모가공 제조기술 개

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도레이(주)는 기모잔털의 품질관리가 어려운 

공정을 축소하며, 염색 중 특수한 노즐에 찰과

(擦過)시키는 처리와 동시에 기모잔털을 발생시

켜 촉감을 가공하는 ‘VIJET’ 촉감가공기술을 개

발하였으며, 京都起毛사는 디자인 모형을 사용해

서 무늬부분만을 기모하는데, 열이나 약품을 사

용하는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소재에 감촉을 손

상시키지 않으며 기모한 부분은 터치가 부드러워

지는 무늬부분만을 기모하는 아르불가공을 개발

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캐포츠제품은 기모소재를 활용하여 다양

한 복종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부드러운 촉

감과 함기량이 높은 플리스 소재의 활용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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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및 패턴연구가 지속

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연구방법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폴리에스터 DTY 75 데

니어 60%와 쿨에버 75 데니어 40%를 인팅과 

연사설비를 활용하여 원사가공을 한 후 기모가공 

공정시 기모파일의 뭉침현상이 없도록 가공원사

의 스팀처리 온도, 시간 등의 최적 가공조건을 

연구하였다. 

기모 형태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스팀사의 표

면 온도를 110℃~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시간을 30분~80분까지 10분 단위로 늘

리며, 다수회 스팀처리하여 최적의 조건을 설계

하였으며, 특양면기계로 환편 기모원단을 개발하

였다. 

또한 국내․외 기모소재 활용 케포츠 제품의 실

태조사를 통한 디자인 특징을 바탕으로 20대에

서 40대 이상 남녀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350부 설문지를 배

포하여 캐포츠 기모 재킷 만족도 및 남성용 13

건, 여성용 점퍼 13건의 디자인을 제시하여 디자

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

적인 사항 5문항,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5문항, 

구매 선호도 10문항, 디자인 선호도 10문항, 기

능성 8문항, 구매시 평가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연구 결과, 폴리에스터 DTY 75데니어, 쿨에

버 75데니어, 면, 캐치온, ITY 등 테스트 실행하

였으며, 60℃~110℃ 스팀처리 온도, 30분~80분 

스팀시간의 조건 최적화를 위한 테스트 실시하여 

110℃, 2시간 테스트 결과 스팀사가 터치감이 

떨어져 최고 적정온도는 100℃로 설정되었으며, 

스팀시간은 60분 이하에서는 스팀침투력과 터치

감, 세팅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모바

퀴수, 회전수, 침포로울러속도 1000yds/hour, 편

직물의 표면 온도를 140℃~90℃로 단계적으로 

낮추어가며 테스트 실시한 결과, 기모길이는 

1~5㎜로 스팀시간이 60분 이하의 경우 짧게 나

타났다. 

설문과 함께 제시한 디자인 도식화 중 선호도

가 높은 남녀 각 2건의 디자인을 선정하였으며, 

경량감과 보온성이 있는 패턴설계와 캐포츠 기모

재킷이외의 다양한 품목의 디자인을 요구하였다. 

캐포츠 기모 재킷 디자인의 고려사항은 착장시 

태의 안정성을 요구하였으며, 보온성, 경량성, 저

렴한 가격 등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하였다. 

결 론

국내․외 환편니트 기모가공 제조기술은 주로 

보온성 위주이며, 땀의 흡수율이나 수분의 흡수

발산 등의 기능, 기모파일의 뭉침현상을 해결하

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기모의 잔털을 곧게 

세워 편직물의 열저항을 증가시킴으로 보온성을 

증가시키고, 활동시 유발되는 습기와 온도를 소

재를 통해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사가공 및 기모가공 공정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국내에서 스팀처리 가공공정을 개발한 창

우섬유는 원사를 스팀처리하여 편직한 후 기모가

공하여 표면의 잔털을 곧게 세워 편직물의 두께

가 증가하고 열저항을 증가시켜 보온성을 증가시

키는 가공공정을 개발한 유일한 업체이며, 스팀

처리 공정관련 기술을 꾸준히 연구개발 중이다. 

기존 기모가공 직물 소재보다 향상된 원사가

공 및 가공기술력으로 부드러운 촉감, 우수한 광

택, 벌키성 및 보온성, 쾌적성(통기성, 투습성), 

필링성 등의 기능성을 제공하고, 적용분야 확대

가 가능한 기술력으로 리드타임이 적어 시장 수

요에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스팀가공사 개

발을 위한 시간, 온도, 스팀량 등의 공정변수 제

어기술과 스팀사가공 환편니트의 환편기 조건을 

정립함으로 유사기술 적용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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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기념품 디자인을 위한 한글 패턴 개발

이지연
여주대학교 패션코디네이션과

한글의 대표 고장으로 알려진 여주가 2013년 

9월 23일, 시로 승격했다. 1895년(고종 32년) 

‘여주목(牧)’에서 ‘여주군(郡)’으로 강등된 지 118

년 만에 되찾은 것으로 교통요충지로서 수도권지

역의 대표적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

고 있다. 특히, 여주 관광객의 비약적 증가를 이

끌어낸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이 오는 2014년 부지

면적 46만3000㎡(14만여평), 매장면적 4만9000㎡ 

(1만5000여평), 250여개 브랜드를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로의 확장을 앞두고 있어 관광객 수요

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여주는 1차적 특산물인 쌀이나 고구마 

등에 기념품 시장을 의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가까운 도시인 이천에 밀려 관광객의 소비를 이

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공된 제품

이나 대표적인 기념품 또한 미미해 앞으로 늘어

날 관광 시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아직까지 자리 잡지 못

한 여주시의 기념품상품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여주는 세종대왕과 

소헌왕후가 합장된 영릉이 있는 곳으로 봉분 외

에도 해시계, 자격루, 측우기, 혼천의 등 세종대

왕 시절의 발명품이 함께 전시되어 있어 한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은 곳이다. 여주시가 시승

격을 앞두고 연 ‘여주시 통합브랜드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결정한 개발 방향 또한 세종대

왕릉을 모시고 있는 고장답게 한글단어와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여주의 이미지를 디자인

으로 결정한바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먼저 전문 서적 및 선행 연구

를 중심으로 한글의 특성을 고찰하는 동시에 한

글을 이용해 만들어진 패턴 및 제품들을 살피고 

공모전과 각 시·도청을 통해 만들어지고 유통되

는 지역 대표 문화상품 및 기념품을 조사했다. 

또한, 현재 유행하는 패션 경향과 텍스타일 패

턴, 아이템 등을 통해 한글을 접목할 수 있는 디

자인을 수집했다. 그 결과 몇 해 전부터 유행하

고 있는 카무플라주 무늬에 한글 자음을 접목할 

수 있었다. 

한글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 제품에 응

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상봉 디자이너는 서

예가가 쓴 캘리그라피 형식의 패턴을 이용해 의

상디자인을 진행했으며 이건만 디자이너는 한글 

자모 자체를 이용해 만든 패턴으로 넥타이, 스카

프 등의 패션 제품을 진행했다. 이처럼 한글은 

그 자체가 가진 조형성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

과 방향으로 변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여주시의 

대표 관광지와 깊은 연관이 있어 기념품을 개발

하는데 좋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여주시의 기념품 디자인을 

위해 한글을 기존 패턴에 응용하면서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글은 이미 상용화 되고 있는 패턴에 

접목이 가능해 그 변형성이 매우 높고 조형성이 

뛰어나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둘째, 한글과 

기존 패턴의 응용을 통해 구태의연한 기념품 개

념’을 벗어나 실생활에 활용도 높은 제품으로 확

장할 수 있다. 셋째, 여주시 기념품으로 개발됐

으나 하나의 패턴 개발로 다양한 제품군에 활용

이 가능해 팬시 용품이나 문화 상품으로도 응용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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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여성의 유행에 관한 태도에 따른 
드라마 패션 스타일링 인지 및 반응 분석

박유나 ․ 김칠순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미적 관심과 유행 스

타일에 관한 관심을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드

라마속의 패션 스타일링에 관심을 두고, 소비자

들의 유행에 관한 태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

류하여 독립변인으로 정하고 패션 드라마 스타일

링에 관한 소비자의 인지와 반응, 그리고 구매의

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제 유행으

로 나타났던 대표적인 드라마 스타일링에 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찰함으로써 최근 소비자들

에게 인기 있는 의상을 확인하여 PPL 전략에 도

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20-30대 서울 경기 지역의 여성이

었고 측정도구는 드라마 패션 스타일링 인지 및 

효과, 유행에 관한 태도, 구매의도 측정 문항과 시

청률과 전문가 8명이 선정한 여섯 개의 이슈드라

마 의상에 관한 자극물이 포함된 설문지로 하였

다. 샘플링 방법은 할당표본으로 하였고 총 400부

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군

집분석,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을 선정하

기 위해 유행에 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부

터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유행 저선도

집단과 유행 고선도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드라마 의상 스타일링의 인지/효과에 관한 유

형화를 위한 요인분석결과 4개의 요인이 도출되

었고 드라마속의 의상 스타일링에 관한 인지/효

과에 관한 23개의 항목과 구매의도에서 유행 선

도력이 높은 집단/낮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행 선도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드라마속 배우의 의상에 관심이 

많고 드라마속 의상 스타일이 맘에 들어 캡처나 

블로깅을 많이 하고 옷 센스를 배우며 협찬 상

품 옷에 관심도 많이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드라마에서 보인 의상이 대중들에게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패션유행에 영향을 미친 6개의 이

슈 패션스타일링(스타일의 김혜수 패션, 내조의 

여왕의 김남주, 마이프린세스의 김태희, 천일의 

약속 수애, 최고의 사랑 공효진, 시크릿 가든의 

하지원 패션)과 유행태도에 따른 군집과의 연관

성은 카이 검정을 통하여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p=0.000). 또한 가장 선호되는 스타일링

은 “천일의 약속”의 수애패션으로 유행 저선도 

집단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최

고의 사랑”의 공효진 패션은 유행 고선도 집단에

서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드라마속 의상 스타일링은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

들에게 제품에 관한 인지와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PPL은 소비자들이 유

행을 인지하고 반응하므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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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패션에 나타난 한국 복식미에 관한 연구:
이영희, 이상봉 디자이너의 작품 중심으로

김미조 ․ 권영숙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의 장점을 널리 알려 세계화 시켜

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웰빙, 에코와 같은 주제는 자연을 중

요시 했던 우리의 전통문화와 부합하는 점이 많

다. 특히, 패션에서 천연염색, 천연소재, 몸의 움

직임을 자유롭게 하는 한복의 형태는 친환경 웰

빙을 추구하는 세계시장에서 성공을 이룰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요소들

이 인정받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 전통 미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 되어 적절하게 응용되

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몇몇 디자이너들

이 한국전통에 깃들여진 정신의 이해하고 이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전시켜 현대패션으로 디자

인하여 우리 고유의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디자이너들 중 한국적

인 복식 이미지를 가지고 세계무대에서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디자이너 이영희, 이상봉 작품에 

나타난 한국 복식적 조형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

다. 최근 약 7년 동안의 이 두 디자이너 컬렉션

을 통하여 작품에 표현 된 한국적인 이미지를 

소재, 색, 문양, 실루엣 등의 패션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한국복식 이미지를 반영한 세계적인 디자인 아이

템을 발굴 하는데 기여하고자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으

며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문헌 

자료들과 인터뷰, 신문기사를 이용하였다. 한국 

복식디자인을 전공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

품의 소재, 색, 문양, 실루엣을 한국 복식적 조형

이미지 분석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연구대상은 

두 디자이너가 활동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약 7년간의 컬렉션으로 컬렉션 사진자료를 인터

넷을 통해 수집하였다.

www.style.com, 

www.liesangbong.com, 

www.leeyounghee.co.kr

결과 및 고찰

1. 이영희 디자이너의 작품 속에 표현된 

한국 복식적 조형이미지 

최근 7년간 이영희 디자이너의 SS 컬렉션과 

F/W컬렉션에 나타난 한국 복식적 이미지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F/W 뉴욕컬렉션에서는 레이어드 드레

스가 주를 이루어 기존의 심플한 디자인과는 달

리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해진 드레스와 겉과 

속이 다른 색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

루어졌다. 2009년 S/S 서울 컬렉션은 A라인 튜

브형 드레스에 상의 (저고리 또는 조끼)를 가미

한 디자인이 많으며 치마 길이가 발을 덮는 길

이, 무릎 밑 길이, 미니까지 디자인에 따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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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다. 또한 여러 색으로 그라데이션된 치마는 율

동감을 주어 경쾌함을 느낄 수 있다. 2009년 

F/W 서울 컬렉션에서는 저고리와 치마, 바지와 

조끼의 구성으로 투피스 형태가 많으며 치마나 

상의를 겹쳐져있는 한복의 형태에서 한층 발전된 

모던한 디자인들을 볼 수 있다. 특히 허리끈에 

금 자수를 넣거나 옷깃부분에 은자수를 넣어 디

테일을 살려 포인트 준 것이 특징이다. 2010년 

S/S 서울 컬렉션에서는 언밸런스 디자인과 같이 

기본적인 형태에서 변형한 것이 많고 또한 치마

가 가슴이 아닌 허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소매가 긴 의상에는 색동을 

표현하였으며 치마부분에 조각보기법을 사용하여 

한국적인 미를 극대화하였다. 2010 F/W 파리 

오뜨꾸띄르는 의상에 2가지 이상의 소재와 색을 

쓴다거나 화려한 문양과 자수가 들어간 세련된 

작품이 많다. 그리고 특징적인 디자인으로 수묵

화로 그려진 대나무, 꽃, 파도 등이 한국 특유의 

정서가 담긴 은은한 복식미가 표현되었다. 2011 

S/S 서울 컬렉션에는 게더링이 많이 들어간 원

피스와 길이가 짧은 저고리와 소매가 없는 저고

리가 대표적인 형태이고 허리선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여 상하를 구분 지었다. 또한 치마와 저고

리의 길이 좌우가 다르거나, 원피스의 어깨가 한

쪽만 오프숄더인 언밸런스 디자인이 많으며 주로 

흑색, 백색, 남색, 청색, 밤색을 사용하였으며 모

시가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치마 전체를 조각보

기법을 이용해 전통적이면서 유니크한 의상이 돋

보인다. 2012 파리 오뜨꾸띄르는 A라인 드레스

와 상의가 짧은 투피스의 작품이 많다. 바람의 

옷을 천상으로 비상하는 이미지를 형상화 해 핸

드메이드 조각보와 자수기법으로 문양을 표현하

였다. 자연을 그대로 담은 듯한 흙의 옷은 산수

갑산, 파도문양, 연꽃잎 등 자연의 이미지를 아

름답게 나타내었다. 치마폭에 해와 달을 패치워

크하여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거나 연푸른 모시에 

파도를 묵으러 그려 수묵담채화 기법을 사용하여 

마치 한국화를 보고 있는 느낌을 준다. 소재는 

견과 마를, 색은 흑색, 백색, 밤색, 적색, 황색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영희 디자이너의 작품에는 전체적으로 한국 

전통문화 특유의 자연미가 나타나있다. 한복의 

실루엣, 천연색, 전통문양, 자수, 수묵화를 디자

인 요소로 사용하였다. 특히 문양이나 자수와 같

은 한국적 이미지 요소를 과하지 않게 부분적으

로 가미하여 은은하고 소박한 미를 살려 멋을 

표현하였다. 또한 선조들의 정신을 알 수 있는 

오방색과 뚜렷한 색채 대비를 이루는 조각보를 

통해 동양적인 이미지를 극대화 하였다. 이영희 

디자이너는 색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천연염색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우리 고유의 

전통 배색미를 응용한 디자인들을 제시하였으며 

소재에 있어서도 모시와 실크를 혼방한 신소재를 

개발하여 실용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다. 

2. 이상봉 디자이너의 작품 속에 표현된 

한국 복식적 조형이미지 

최근 7년간 이상봉 디자이너의 SS 컬렉션과 

F/W컬렉션에 나타난 한국 복식적 이미지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S/S 컬렉션에서는 흰 종이에 글이 써

져있듯 흰색 바탕에 붓으로 그린 검은색 원과 

한글 캘리그라피를 넣은 컨셉이다. 한글을 넣은 

디자인에도 원의 일부에 들어간 것과 원피스의 

전체적으로 한글이 있는 것이 있어 전혀 다른 

느낌을 연출하였다. 소재는 광택이 나는 실크가 

주로 사용되었다. 2007년 F/W 컬렉션에서는 검

은색, 흰색, 골드, 실버가 주색이 고, 황색이 부

분적으로 사용되었다. 한글, 나비, 산수화 등 한

국적인 문양이 현대적인 디자인에 한국적인 미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드레

스의 윗부분을 깃이 달린 한복의 저고리로 디자

인하여 이 또한 동서양의 묘한 어울림을 형성하

였다. 2008년 S/S 컬렉션은 회색과 노란색이 바

탕색으로, 그 외에 파란색, 자주색, 흰색이 사용

되었다. 회색과 자주색의 경우 흑색과 적색 계열

이기 때문에 오방색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디자인에서 조형적으로 직선과 곡선이 겹쳐져 반

복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전통문양에서 기하학 

무늬를 구성하는데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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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곡선은 파선을 이루어 율동감을 준다. 매화

와 소나무가 수묵화기법으로 디자인 요소로 활용

되었다. 전통적으로 선비의 기개를 담고 있는 소

나무를 드레스에 수묵화로 표현하여 엄숙한 고급

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2009년 S/S 컬렉션에서

는 조각보기법을 평면으로 원단에 프린트하였다. 

검은색, 흰색, 검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사용되어 오방색을 연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칼

라 부분을 극대화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옷의 

형태가 아닌 파격적이고 아방가르드한 다양한 디

자인 선과 형태의 작품들이 많다. 2009년 F/W 

컬렉션은 노리개를 옷에 달아서 화려함을 더하였

고, 미인도를 옷에 프린팅하여 마치 그림을 감상

하는 듯 한 작품이 많다. 검은색의 코트나 드레

스에 전통적인 기하학무늬를 붙여 과하지 않은 

절제미를 나타내었다. 빨간색, 노란색과 같이 비

비드한 원색을 사용하였다. 2010년 S/S 컬렉션

은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사용하되 원단을 광택이 

나는 실크를 한다거나 가죽을 사용하였다. 조형

적인 면에서 옷에 게더링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한국 전통의 매듭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것이 큰 

특징이다. 2010년 F/W는 검은색에 가죽과 퍼

(fur)로 표현하였고, 자개를 장식으로 가미함으로

써 시크하고 모던한 룩을 은은하게 빛나게 해주

었다. 2011년 S/S 컬렉션은 전체적으로 우아함, 

모던함, 담백한 느낌이었다. 이번 컬렉션의 모티

브인 새는 날개로 옷에 표현되었다. 아이보리 컬

러가 주를 이룬 룩은 날카로운 컷팅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블랙 앤 화이트를 매치한 

것과 빨간색을 포인트로 하였다. 2011년 F/W는 

한국의 선사상과 산수화에서 영감을 받아 동양적

인 여백의 미와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였다. 마치 

능선처럼 선들이 이어지는 디자인들과 산수화가 

들어간 작품들이 있다. 또한 한글 ‘벗’을 패턴화

하여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었다. 2012년 S/S 컬

렉션은 가장 한국적인 건축요소인 단청을 패션 

속으로 이입시켰다. 단청을 입체적으로 표현해 

가슴과 소맷단을 장식한 수트와 다채로운 단청프

린트의 의상이 있다. 경쾌하면서 전통 색들의 조

합이 균형을 이루었다. 디자인은 심플하면서 모

던하나 단청의 강렬함이 마치 옷에 에너지를 불

어넣은 듯하다. 2012년 F/W는 다른 모양과 크

기의 돌들이 만나 하나로 펼쳐진 돌담을 모티브

로 울, 실크, 니트, 가죽, 모피까지 다채로운 소

재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날카로운 직선

의 패치워크는 돌담이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지

나 아스팔트 도로가 있는 현재로의 시간여행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색은 주로 검은색, 흰색, 회

색, 적색 등 다크 톤을 사용하여 중후한 F/W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2013년 S/S 컬렉션은 나비

를 모티브로 하여 옷에 입체적인 나비를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원단에 프린팅하여 화려하다. 조

형적인 특징으로는 상의와 하의를 구분을 명확하

게 나뉘어져 있는 투피스가 많다. 색은 검은색과 

흰색이 주색이고, 주황색이나 연두색을 더 하여 

색이 돋보이는 효과를 연출하였다. 2013년 F/W

는 전통가옥의 창에서 모티브를 얻어 창살의 격

자무늬를 기하학 문양을 만들어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였다. 컨셉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

는 창살이지만, 색을 형광 파란색, 분홍색, 초록

색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전통과 현대패션이 만남

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컬렉션이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한글을 이용한 캘리그라피

가 그를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이며, 거의 모든 

컬렉션에 한글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다. 돌담, 

단청, 창살 등 한국의 전통적인 사물을 모티브로 

하여 컬렉션의 작품들은 한국 특유의 미(美)인 

자연미, 숭고미를 갖고 있다. 또한 검은색과 흰

색이 주로 사용된 작품에서는 절제된 담백함을, 

단청무늬와 조각보를 평면으로 표현한 무늬에서 

오방색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다채로

운 소재와 모던한 디자인에 한국적인 요소를 가

미함으로써 한국 전통적인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

석하였다. 이상봉 디자이너는 해외에서 컬렉션을 

개최하여 한글 패션, 즉 우리의 아름다움을 세계

에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겨선수 김연아

의 대회출전의상을 디자인하는 등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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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최근 7년간 디자

이너 이영희, 이상봉의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다양한 형

태로 현대패션과 접목시켜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한 나라의 전통문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듬어 진 것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에게 

작품발상 또는 디자인연구의 견고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정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해하

여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한다면 더욱 더 다양하

고 창의적인 훌륭한 작품들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전통

복식이 가지고 있는 평면조형 의복의 여유로운 

활동성과 천연소재의 재질감 그리고 색의 조화는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주는 패션으로 현대인들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

류의 영향으로 세계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이 우리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어져 세계인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패션

으로 다가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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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위대한 개츠비” 제작시기에 따른 1920년대 패션 비교

김지영 ․ 정혜원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영화는 20세기 전반에 등장한 영상예술로 패

션과 비교했을 때 그 역사가 상당히 짧지만, 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 전반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영화 의상은 영

화의 1차적 전달인 시각적 이미지를 통하여 그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잘 드러내는 수단으로 실

제로 다양한 영화의상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한

다. 1920년대는 1차 대전 이후의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미국이 세계에 대한 영향력

이 커지기 시작하여 대중문화가 태동되어 현대로 

분류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젊은

이 들의 재즈, 스포츠, 파티에 열광하기 시작하

고 Art Deco, Surrealism, cubism의 예술사조가 

유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20년대 미국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를 원작으로 한 영화 속 배우들의 의상

을 조사하여 1920년대 사회적 배경이 복식에 어

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1974년과 

2013년에 각각 개봉한 동명의 작품을 비교함으

로서 영화의 제작시기, 패션 디자이너에 따라 동

일한 1920년대의 배경에서의 패션에 대한 차이

에 대한 원인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1920년대 유럽, 미국 패션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영화 ‘위대한 개츠

비’ 1974년과 2013년 작품에서 여성 주인공의 

패션을 조사 자료와 비교하고 또한 동일한 여 

주인공의 패션을 제작 시기에 따른 차이점을 비

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여주인공의 패션에 대

한 느낌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여 차이를 살

펴보고 평가에 대한 원인도 알아보았다. 

1920년대의 복식은 1차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boish style이 

주를 이루었으며 로우 웨이스트의 직선실루엣을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곡선을 무시하였고, 직선의 

짧은 머리, 눈까지 내려오는 크로쉐를 많이 쓰고 

낮은 굽의 구두를 주로 착용하였다. 영화 ‘위대

한 개츠비’에서 2013년 작품은 1974년 작품에 

비하여 프릴, 보석과 같은 장식의 사용이 더 많

고 실루엣도 여성스러움과 화려함이 강조되었다. 

즉, 특정 시대를 대상으로 제작된 영화라도 제작

비 또는 감독과 함께 패션디자이너의 취향이 영

향을 미치며, 또한 관객의 흥미유발이 필요하므

로 특정시대의 영화 복식이라 할지라도 발표 시

기의 패션에 기초한 해석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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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짧은 
튜니카(Tunica)를 착용한 

로마인, AD 500 

<그림 2> 짧은 소매 튜니카의 재단 
원형. M 1:20 

<그림 3> 긴 소매가 붙은 튜니카

로마 남자 복식에 나타난 외부 문화의 영향

장영수 
독일 고고학 연구소 비유럽문화 분과

머리말

로마제국의 확장은 그들의 점령지에서는 분쟁

을 일으켰으나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더 큰 문화

교류의 장을 여는 것이었다. 로마 문화의 일반적

인 특징은 고도로 발달한 주변의 문화를 받아들

여 로마식으로 변형시켜 나간 것인데 이런 특징

은 로마의 복식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로마시대 남자복식의 기본적인 유형으로는 튜

니카(tunica), 토가(toga), 바지, 망토 등이 있었

다. 이 옷들에는 부분적으로 주변 문화의 복식 

요소들이 나타나거나 또 기본 유형이 주변 문화

에서 영향 받은 형태도 있어 로마 복식이 주변

의 다양한 복식문화를 받아들여 로마복식화시켜 

나갔음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로마 남자 복식의 유형과 그 유형에 

나타난 외부적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로

마의 복식문화를 이해하고 아울러 복식연구를 통

하여 그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하려는 것이다. 

로마시대 남자 복식의 유형과 

그곳에 나타난 외부적인 요소

1. 튜니카(tunica)

튜니카는 로마시대의 기본복식으로 두 조각으

로 이루어졌고 어깨와 옷의 양옆에서 두 조각을 

맞붙여 꿰매고 윗부분에 구멍을 낸 형태이다(그

림1, 2). 2세기까지는 두 개의 사각형으로 이루

어져 소매가 부분적으로 덥히는 형태이었으나 그 

후 오리엔트에서 소매 부분을 베틀에서 같이 짜

는 기술을 습득하여 긴 소매가 붙은 튜니카(그림 

3)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무릎까지 오

는 길이에 소매가 없는 형태이었으나 나중에 길

이가 발꿈치까지 오고 또 소매도 짧거나 긴 형

태로 덧붙여 변화되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

람들은 튜니카를 속옷으로 착용하였고 사회적으

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튜니카 만을 입었었다. 

또한 착용자의 성(性)과 착용동기에 따라 그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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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옷의 가장자리가 둥글려진 
토가 형태

<그림 5> 클라우디우스 황제(AD 
41-54)와 로마 귀족이 착용한 토가

<그림 6> 에투루이아의 
테벤나(Tebenna)

<그림 7> 팔리움을 착용한 로마인(중앙) <그림 8> 그리스의 히마치온 

이와 색이 달라지고 있었다. 

2. 토가(Toga)

로마시대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로마

를 상징하는 옷은 토가였다. 토가는 튜니카

(tunica) 위에 착용했던 겉옷으로 로마시민만이 

착용할 수 있었다. 토가의 특징은 둥글려진 가장

자리의 모습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베틀에서 나온 

사각형의 형태를 그대로 사용했었던 고전시대의 

다른 옷들과는 구별되는 형태이다(그림 4). 

토가(그림 5)는 에투루이아의 테벤나(Teben- 

na)(그림 6)를 모방하여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원전 6-7세기로 편년된 에투루이아 무

덤의 벽화에 묘사된 남자는 어깨와 팔을 감싸며 

둘러져있는 쇼올의 형태인 테벤나를 착용하고 있

는데 옷 끝단은 선으로 장식되어져 있으며 그 

색은 파랑, 빨강등 다양하게 표현되어져있어 토

가의 기본형으로 알려진 테벤나의 복식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토가를 착용하는 데는 일련의 규칙이 있었다. 

오른쪽 어깨는 항상 내놓았고 반면에 왼쪽 어깨

는 항상 감쌌다. 앞면에는 시누스(Sinus) 라고 부

르는 큰 주름이 생기게 착용했는데 이렇게 일련

의 규칙에 의해 착용된 토가의 주름 형식은 오

랫동안 변화가 없었다. 축제나 혹은 종교적 행사

에는 토가를 머리위로 끌어올려 머리를 감싸는 

형식으로 착용하였고 계급이 높은 공무원은 토가 

중에서 보라색의 줄무늬 장식(Clavis, Clavus)이 

있는 토가( Toga praetexta)를 착용하였다. 

1) 팔리움(Pallium)

토가가 점점 로마인들의 체면을 대표하는 상

징적인 옷으로 변화되어서 일상생활에서는 상당

히 불편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보다 간편한 겉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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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로마의 동쪽 지방인 
팔미라인이 착용한 바지형태, 

2-3세기

<그림 10> 로마 북쪽지방의 
다크인이 착용한 바지형태

<그림 11> 전갱이까지 오는 바지 
페미날리아를 착용한 로마 군인

<그림 12> 사굼을 착용한 하드리안 황제와 그 신하들 <그림 13> 모자달린 망토, 카라칼라

을 필요로 하여 생겨난 것이 팔리움이다(그림 

7). 이는 그리스의 히마치온(Himation)(그림 8) 

에 해당되는 옷으로 사각형의 한 조각의 직물을 

둘러 착용하여 여러 모양의 자유로운 주름이 생

기게 하는 형태이었다. 

3. 바지 

로마의 동쪽지방인 오리엔트(그림 9)와 로마 

북쪽지방의 점령지에서 착용하였던 발꿈치까지 

내려오는 긴 바지(그림 10)인 브라카에(Braccae)

는 로마에서는 오랫동안 착용이 금지되었었다.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전갱이까지 내려오

는 좁은 바지인 페미날리아(Feminalia)(그림 11)

의 착용이 허용되었는데 이는 추운 지방에서 몸

을 보호하기위하여 착용했었던 바지의 의미를 차

용하여 군인들에게 몸을 보호하는 의미로 착용을 

허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페미날리아는 허리에서 

허리띠로 묶여진 형태로 그 원형은 로마의 북쪽 

지방인 지금의 루마니아 지방에 살았던 다크인들

이 착용했었던 바지의 형태에서 찾아지고 있다. 

 

4. 망토 

1) 사굼(Sagum)

사굼은 대표적인 로마 군인들의 망토로 한조

각의 사각형 직물을 뒤로 두르고 오른쪽 어깨 

위에서 옷핀으로 고정시켜 착용하였다(그림 12). 

이는 원래 갈리아 지방의 망토이었는데 기원전 

2세기에 로마인들이 받아들여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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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라칼라(Caracalla) 

카라칼라는 케이프 형태의 모자 달린 망토로

(그림 13) 눈, 비와 추위를 막는 목적으로 사용

되어 두꺼운 모(wool)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로마의 북쪽 점령지에서 켈트인들이 착용하

였던 망토인 쿠쿨루스(Cucullus)를 모방한 형태

인데 기원전 2세기에 로마에 전해진 것으로 알

려졌다. 

결론

로마복식에 나탄난 외부적인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베틀 짜는 기술이 부족하여 소매가 없거나 

반소매만 가능했었던 튜니카에 오리엔트의 직조

기술을 받아들여 긴 소매를 만들었다. 

2) 로마를 대표하는 토가는 에투루이아의 테벤

나를 변형시킨 형태였고 토가대신 일상생활에서 

보다 간편하게 착용하기위해 등장한 팔리움은 그

리스의 히마치온을 모방한 것이었다.

3) 로마의 군인들이 착용했었던 바지는 오리엔

트와 로마의 북쪽 지방인 지금의 루마니아에 살

았던 다크인들이 착용했었던 바지를 변형시킨 형

태였다. 

4) 군인들이 착용했었던 망토는 로마의 북쪽 

점령지의 켈트인들이 눈, 비와 추위를 막기 위해 

사용하였던 모자달린 망토를 그대로 받아들여 착

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분석을 통하여 로마의 복식은 로마 문화의 

토대를 이루었던 에투루이아인의 복식을 바탕으

로 하여 주변의 그리스 복식과 오리엔트의 복식 

또 로마 북쪽의 점령지 종족의 복식을 흡수 발

전시킨 것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변의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여 모든 것을 로마화시켜 

표현했던 일반적 로마문화의 특성을 복식의 측면

에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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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대 해외여행자들의 구매행동 특성 비교

전양진 ․ 전기석
명지대학교 디자인학부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경영학부

2012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자 수는 

약 1,374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8% 이상 증

가하였으며 해외여행 지출도 1577억 달러로 지

난 12동안 연평균 12% 증가하고 있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3). 해외여행자들의 

70% 정도는 여행기간 동안 쇼핑을 한다고 하였

으며 주요 쇼핑 품목들은 기념품이나 향수·화장

품, 주류, 식품, 의류, 액세서리 순으로 나타났다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09). 쇼핑활동

이 해외여행 동안의 주요 활동으로 확인됨에 따

라 여행자들의 해외쇼핑 행동 특성을 알아보고 

집단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여행 동기에 따라 

여행자들의 집단을 나누고 각 집단별로 구매하는 

상품이나 이용 매장의 특성, 여행지 활동의 차이

를 비교하는데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 여행동기, 

구매한 상품의 종류와 속성, 방문한 매장에 대한 

주요 문항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 

5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해외여행 경험자들에 대해여행동기 요인에 

기초하여 군집분석이 실시되었고, 각 집단의 해

외 구매행동 특징을 χ2 test, ANOVA, Duncan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해외여행자들은 적극적 여행자, 소

극적 여행자, 가족중심 여행자, 자연추구 여행자

의 네 유형으로 나뉘었다. 적극적인 여행자들은 

해외에서 구매하는 모든 상품종류에 대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다른 세 집단보다 유의하

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소극적인 여행자나 자연

추구 여행자들보다 패션사치품이나 선물용품 구

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 속성에서 디자인과 명성, 실용성, 가격과 

품질 등의 요인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구매 

매장으로는 지역시장, 백화점이나 전문점을 선호

하였으며 소극적인 여행자들은 전문점을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의 상품과 분위기, 

디스플레이, 매장위치와 판촉활동 순으로 중요시

되었으며 다른 세 집단들보다 매장환경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높았다. 요약하면 적극적 여행

자 집단은 모든 쇼핑상품 종류와 속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으며 매장 특성에 대한 중요도도 

크게 인식하였다. 가족중심 여행자와 자연추구 

여행자 집단은 쇼핑행동이 비슷하거나 일부 요인

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소극적 여행자들은 나머

지 세 집단과 구별되게 모든 쇼핑행동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결론적으로 여행동기는 서로 다른 쇼핑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별력이 큰 요인임이 확인되었

다. 여행자 집단들은 연령, 성별, 소득 등의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

족중심 여행자 집단과 소극적 여행자 집단은 기

혼자 비율이 68%, 65%로 적극적 집단(57%)이

나 자연추구 집단(59%)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여행상품 마케팅을 위해서는 여행자 집단의 여행

동기에 근거하여 상품추천 및 매장유형을 다르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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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남성복 매장의 사업영위 전략

황연순
춘해보건대학교 피부미용디자인과

서 론

본 연구는 백화점 내 남성복 의류매장의 매니

저를 대상으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영

위변인들을 밝혀보고 이것이 지속적인 경영성과 

즉 지속적인 성공가능성, 수익가능성, 성장가능

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들의 의

류소매업체 판매경험 유무, 소매업체 판매총경

력, 현브랜드판매경력이 지속적인 사업영위를 위

한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부산과 울산 소재의 

백화점 남성복 매장의 매니저로 하였다. 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측정도구

는 선행연구(Hwang & Park, 2009; Hwang & 

Park, 2006)를 참고로 하여 백화점 남성복 매장

의 사업영위와 관련된 변수는 29개, 지속적인 경

영성과는 3개의 문항 즉 지속적인 성공가능성, 

수익가능성, 성장가능성으로 하였고 각 문항은 5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

은 성별, 연령, 학력, 의류소매업체 판매경험유

무, 총판매경력, 현브랜드판매경력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편의표본추출법으로 2013

년 4-5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분석에는 총 216부

가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

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t검정, ANOVA

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특징은 성별은 여성 160

명(74.1%)으로 더 많았고, 연령은 40대 24명

(11.1%), 20대 27명(12.5%), 30대 163명(75.5

명), 50대 2명(0.9%)이었다. 학력은 고졸 160명

(74.1%), 대졸이상 56명(25.9%), 의류소매업체판

매경험유무의 경우 예 116명(53.7%), 아니오 

100명(46.3%)이었고, 현브랜드경력의 경우 5년

이하 147명(68.1%), 6년이상 10년이하 52명

(24.1%), 11년이상 15년이하 15명( 6.9%), 16년

이상 2명(0.9%)이었으며 총판매경력은 5년이하 

18명(8.3%), 6년이상 10년이하 85명(39.4%), 11

년이상 15년이하 85명(39.4%), 16년이상 20년이

하 26명(12.0%), 21년이상 25년이하 2명(0.9%)

이었다.

연구결과 및 논의

1. 사업영위 전략

백화점 남성복 매장의 매니저가 사업영위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29개의 문항에 대해서 Varimax 회전을 이용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68.78%였으며, 7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경영

자관점의 소규모 독립 의류소매점의 경영성과에

서 시장정보력, 비용/품질관리력, 불황대응력, 점

포관리능력, 제품관리력, 판매촉진력을 제시한 

황연순(2009)의 연구와 부분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훌륭한 명성, 

고객욕구와 요청에 적절한 대응, 사업에의 열심

과 몰입, 종업원의 高전념과 정신, 훌륭한 관리/

종업원과의 관계를 기업의 성공변인으로 제시한 

Hills와 Narayana(1990)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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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및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 중
설명비율(%)

 신뢰도 
 계수

요인1.판매접점과 시장정보력

구매설득 의사전달능력 중요 .823

구매결정위한 정보제시 중요 .808

코디 제안 중요 .759

양질의 고객서비스 제공 중요 .754

제품설명 중요 .752

친절 중요 .658 11.466 34.746 92.3

목표고객파악 중요 .636

전문지식 중요 .626

소비자기호신속파악 중요 .601

마케팅 타이밍 중요 .584

유행동향신속파악중요 .531

시장동향신속파악중요 .511

요인2.VMD 

판매시점 프리젠테이션 중요 .884

아이템 프리젠테이션 중요 .848 2.814 8.527 89.0

비주얼 프리젠테이션 중요 .822

경쟁매장에 대한 정보 중요 .526

요인3.직원관리

유능한 직원 채용 중요 .761

팀웍 중요 .732 2.319 7.026 75.5

적당한 직원 수 중요 .729

직원 저이직 빈도 중요 .507

요인4.외부위협환경대처자세 

업계의 침체 중요하지 않음 .870 1.759 5.330 84.6

불황 중요하지 않음 .824

요인5.매장

매장 시설 우수의 중요성 .826

적절한 매장크기 중요 .811 1.597 4.841 78.4

매장의 상대작 위치 중요 .665

요인6.자기관리

건강 중요 .755

자기관리 중요 .643 1.472 4.460 72.3

근면 중요 .546

요인7.계획성

철저히 현실적인 계획 중요 .719 1.270 3.848 88.0

철저히 구체적인 계획 중요 .643

Table 1. Factor of Business Conducting Strategies of Men's Wear Apparel Shop in Department St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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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소매경험유무
사업영위전략 

예
(n=116)

아니오
(n=100)

t값

판매접점과 시장정보력 3.88 3.85  .556

VMD 3.56 3.64  -1.043

직원관리 3.80 3.94  -1.760

외부위협환경대처자세 2.98 3.29  -2.640**

매장 2.96 2.95  .134

자기관리 3.70 3.77  -.897

계획성 3.77 3.84  -.817

**p≤0.01

Table 3. Difference Business Conducting Strategies according to Apparel Sales Experience

 종속변수
독립변수

판매접점과 
시장정보력

VMD 직원관리
외부위협환경 

대처자세 
매장 자기관리 계획성

지속적인 
성공가능성

BETA -.110 .139 .266 .021 .063 .029 .141

t값 -1.164 1.622 3.382*** .307 .936 .370 1.774

R²=.158 F값= 5.573***

지속적인 
수익성가능성

BETA -.139 .133 .275 .018 .069 .033 .105

t값 -1.450 1.532 3.452*** .255 .998 .418 1.294

 R²=.136 F값= 4.664***

지속적인 
성장성가능성

BETA .072 .079 .247 .070 .049 .012 .015

t값 .758 .921 3.119** 1.019 .724 .159 .188

 R²= .150 F값=5.261***

**p≤0.01, ***p≤.001

Table 2. Effect of Continuous Business Performance on Business Conducting Strategies 

2. 사업영위 전략과 지속적인 경영성과

백화점 남성복 매장 매니저들이 사업영위변인

과 지속적인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어떤 변수를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회귀식의 설명력은 

낮은 편이지만 사업영위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성과 즉 지속적인 성공가능성, 수익가능성, 

성장가능성의 모두가 유의하였다(Table 2). 백화

점 남성복 매장 매니저들의 의류소매경험유무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성과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

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외부위협환

경 대처자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백화점 남성복 매장 매니저들의 총판매경력

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성과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ANOVA 및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판매접점과 시장정보력, VMD, 외부

위협환경대처자세, 자기관리, 계획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판매접점과 시장정보력은 1-5년, 

VMD는 21-3-년, 외부위협환경대처자세는 21- 

30년, 자기관리는 1-5년, 계획성은 21-30년의 

경력 소유 매니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Table 4). 백화점 남성복 매장 매니저들의 현브

랜드판매경력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성과의 차이

를 조사하기 위하여 ANOVA 및 Duncan Test

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VMD, 직원관리, 외

부위협환경대처자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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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브랜드경력 
사업영위전략

1-5년
 (n=147)

6-10년
(n=52)

11-15년
(n=15)

16년이상
(n=2)

F값

판매접점과 시장정보력 3.85 3.87 4.04 4.00 .834

VMD 3.53B 3.66AB 3.85AB 4.25A 2.735*

직원관리 3.79B 4.03AB 3.92AB 4.50A 3.452*

외부위협환경 대처자세 3.13B 3.04B 3.07B 5.00A 3.571*

매장 2.99 2.87 3.00 2.00 1.068

자기관리 3.74 3.65 4.00 3.67 1.202

계획성 3.76 3.84 4.07 4.00 1.154

*p≤.05, A>B, Duncan test

Table 5. Difference Business Conducting Strategies according to Present Brand Career 

 총판매경력 
사업영위전략

1-5년
 (n=18)

6-10년
(n=85)

11-15년
(n=85)

16-20년
(n=260

21-30년
(n=2)

F값

판매접점과 시장정보력 4.16A 3.65B 4.00AB 3.92AB 4.00AB  8.986***

VMD 3.46B 3.43B 3.73AB 3.73AB 4.25A  4.373**

직원관리 3.99 3.79 3.91 3.82 4.50  1.440

외부위협환경 대처자세 3.44B 3.03B 3.09B 3.17B 5.00A  3.555**

매장 2.61 2.87 3.08 3.14 2.00  2.187

자기관리 4.13A 3.69A 3.68A 3.76A 3.67A  2.414*

계획성 3.83A 3.55A 3.98A 3.98A 4.00A  5.733***

*p≤.05 **p≤0.01, ***p ≤0.001, A>B, Duncan test 

Table 4. Difference Business Conducting Strategies according to Total Sales Career 

VMD는 21-30년, 직원관리는 16년이상, 외부위

협환경대처자세는 16년이상의 경력 소유 매니저

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Table 5). 

결 론

본 연구는 첫째, 매니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

는 사업영위변인은 판매접점과 시장정보력, VMD, 

직원관리, 외부위협환경대처자세, 매장, 자기관

리, 계획성이다. 둘째, 사업영위변인과 지속적인 

경영성과와의 관계는 모두 유의하였다. 셋째, 매

니저들의 의류소매경험유무에 따른 지속적인 경

영성과의 차이에서는 외부위협환경 대처자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매니저들의 총판매

경력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성과의 차이에서는 판

매접점과 시장정보력은 1-5년, VMD는 21-3-

년, 외부위협환경대처자세는 21-30년, 자기관리

는 1-5년, 계획성은 21-30년의 경력 소유 매니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다섯째, 매니

저들의 현브랜드판매경력에 따른 지속적인 경영

성과의 차이에서는 VMD는 21-30년, 직원관리

는 16년이상, 외부위협환경대처자세는 16년이상

의 경력 소유 매니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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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비자의 과시소비성향과 아동복 구매행동

홍금희 ․ 손수민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1986년 시장경제 개혁 이후 베트남은 지난 10

년간 연평균 7%의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2011

년 베트남 GDP는 일인당 1300달러로 2010년에 

비해 10% 상승하였다. 베트남은 출산율이 아시

아에서 4번째로 높은 국가로 14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약 24%로 아동용품수요가 높은 국가이

다. 생활수준의 향상은 베트남부모들에게 아동복

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에 따른 중․고가 아동복 

시장의 높은 성장을 가져왔다. 특히 베트남 아동

복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산 저가제품

이 최근 염료 등의 원단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

되자 베트남산 제품의 아동복 시장 점유율 확대

와 해외유명 아동복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성인복과는 다르게 아동복은 실용적인 제품성

과가 미적인 제품성과보다 더 영향을 미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복도 상표나 

유행성 및 미적인 요인들을 보다 고려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체면문화가 발달한 집단주의 문화

권인 아시아권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

면을 중시하므로 아동복에서도 과시소비성향이 

높다.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좋은 품

질과 디자인으로 인식되며 가격이 비싼 한국제품

은 자신의 지위상징을 드러낼 수 있는 제품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 소비자의 아동복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제품속성이 과시소비성향에 

따라 고려속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그에 따른 

한국 브랜드아동복 구매의도는 어떠한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7월 15

일에서 8월 6일까지 베트남 호치민 시 번화가의 

로드샵과 할인 마트 등 쇼핑객 중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때 응답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해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설문문항을 물

은 다음에 체크하였다. 조사결과 총 296부가 회

수되었다. 표본특성은 20-30대 응답자가 87%, 

전문대 졸 이상의 학력이 83.1%, 자녀수는 2명 

이하가 93.3%이며 월수입은 5백만동~2천만동이 

75%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은 SPSS 21.0로 빈도

분석, 상관관계,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

석과 회귀분석을, AMOS 19.0으로는 확인적 요

인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주부의 아동복 구매행동은 최근 6개

월 동안 아동복 구매횟수는 1-2회가 3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4회(35.8%), 1달 1번

(8.7%)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시 지불 가격은 10-20만동이 48.5%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이 5-10만동이 22.0%, 20- 

30만동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주 구매상품은 

티셔츠가 33.6%, 바지 18.4%,원피스 14.1%, 셔

츠 12.4%, 상하 세트가 8.6% 순으로 나타났다. 

2. 주요 구매장소로는 할인마트가 35.1%, 로

드샵이 31.8%, 시장이 15.2%, 백화점/쇼핑센터

가 14.9% 순으로 나타났다. 

3. 아동복 구매에 대한 정보원은 쇼윈도우 디

스플레이(직접 진열을 보고 구매)가 57.2%, 친구

/동료/가족의견이 19.3%, 인터넷 광고 12.6%, 

거리/주변 옷차림 관찰4.8%, 신문/잡지 광고가 

4.3%, TV 광고는 1.9% 순으로 나타났다.

4. 베트남 여성의 아동복 구매시 고려하는 속

성은 활동하기에 편함, 옷감의 종류와 재질, 몸

에 맞는 정도(사이즈), 내구성, 색상, 아이에게 

어울림, 디자인, 재단과 봉제, 가격, 유행성, 옷의 

관리와 세탁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5. 아동복 구매시 고려요인은 미적 속성, 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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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가격 속성, 물리적 속성으로 3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이들 요인들의 누적 분산량은 56.898%

로 나타났으며, 미적 속성요인의 누적량이 가장 

높았다.

6. 과시소비성향에 따라 구매속성이 차이가 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시소비성향의 값을 상

위 25%와 하위25%를 각각 고과시 소비성향집

단, 저과시 소비성향집단으로 나누어 평균을 비

교해본 결과에 의하면 미적 속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브랜드/가격 속성, 물리적 

속성에서는 고과시 소비성향집단이 저과시 소비

성향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6. 한국아동복 구매의도에는 브랜드/가격속성

요인만 영향을 미쳤으며, 과시소비성향은 브랜드

/가격요인과 물리적 속성에만 영향을 미쳤다. 즉 

과시소비성향이 높은 베트남소비자는 아동복의 

브랜드/가격속성 요인과 물리적 속성을 중요시하

였으며, 특히 브랜드/가격속성을 중요시할수록 

한국아동복 구매의도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베트남 소비자들은 

아동복이라 하더라도 눈에 띄는 유행성이나 상표

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

과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브랜드인 경우에는 

고 과시소비성향집단을 타겟으로 한국상표와 유

행성을 강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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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치가 시계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유진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21c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기술

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

었고, 더불어 소비자 시장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비자들의 욕구수준은 

계속해서 증대 되고, 소비가 다양화되기 시작하

면서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단순히 구매를 한다는 

생활 필수적 역할보다 소비자의 사회적 측면을 

대변하고 개인의 욕구를 표현하는 역할로 변화하

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의복제품보다 소

비자의 가치간과 개성을 더욱 잘 표현할 수 있

는 액세서리 구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액세서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기 시

작하면서 기업이나 마케터들은 액세서리와 같은 

특정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알

아보는 것이 필요해졌으며, 그 중에서도 현대인

들의 여러 액세서리 중 시계는 착용하는 사람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개인의 특성에 

맞춰 스타일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

고 있다(방수경, 2006). 

특히 여성에 비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액세서리의 수가 비교적 적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본다는 의미보다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시계는 곧 그 남성의 명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남성의 시계란 여성의 핸드백과 같이 

스타일을 완성 시켜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개인

의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므로 남성의 시계를 통

해 소비자의 기호, 사용 목적, 사회적 가치관등 

내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구매행동에 있어 남

성과 여성의 차이를 알아보고, 소비자들의 시계

에 대한 욕구와 구매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의 차이를 밝히기에 적합

한 변인인 소비가치가 제품선택기준, 정보원활용 

등 시계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야한다. 

소비가치란 소비자가 소비를 통해 얻고자하는 

근본적인 욕구의 표현으로서(권미화, 2000), 소

비자들이 시장 선택을 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가치이며,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있어 여러 

가지 선택 상황에서 차별적인 영향을 미쳐 구매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소

비자들은 소비가치의 차원에 따라 구매의도와 행

동에 영향을 받게 되며 제품의 종류, 형태 등에 

따라 소비가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시계구매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소비자의 일반적 

소비가치를 측정하고 변인들에 따른 시계구매행

동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소비가치와 시계구매행동의 차원을 파악하고, 

소비가치와 시계구매행동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며, 소비가치가 시계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소비가치, 시계구매행동에 대한 이

론적 연구와 설문지를 통한 실증적 연구로 이루

어져있으며, 패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시계구매

를 한 부산 및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남

녀를 대상으로 201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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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설문조사하여 시계구매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총 32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 통계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t-검정, 일원분

산분석, Duncan의 사후검정, 상관분석과 회귀분

석,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의 시계구매행동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 남자와 여자 모두 평균적으로 3개의 시계

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하는 

시계의 평균 가격대는 남자는 약 420000만원 정

도의 시계를 평균적으로 구매하며 여자는 약 

160000원의 시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의 구입이유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마음에 

드는 시계를 보아서가 가장 많았고 시계구매 시 

동반대상으로는 남성은 혼자서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동성친구나 직장동료가 많았다. 구매 시 

비교하는 점포의 수는 남성은 3-4곳을 가장 많

았으며, 여성은 1-2곳이 가장 많았다. 구매 시 

결제수단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신용카드로 

가장 많이 결제 한다고 하였다. 시계 주 구입처

는 남성은 백화점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브랜드 

전문 대리점을 가장 많았다.

둘째, 20-30대 남녀의 소비가치의 유형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가치가 어떤 차원

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동조적 가치, 진귀적 가치, 감

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상황적 가

치의 6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사회동조적 

가치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30대 남녀의 시계구매행동의 유형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계 구매 시 제품선택

기준은 실용성, 브랜드, 개성 및 디자인, 심미성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개성 및 디자인의 요인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계 구매 시 정보원 활

용은 인적 정보원, 매장 정보원, 상업 정보원 요

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상업 정보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20-30대 남녀에 따른 소비가치, 시계구

매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소비가치 요인에서

는 사회 동조적 가치, 기능적 가치, 심미적 가치

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사

회동조적 가치, 기능적 가치, 심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 구매 

시 제품선택기준에서는 실용성과 브랜드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여성에 비해 남성이 실용성

과 브랜드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 구매 시 정보원 활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성별에 따른 소비가치가 시계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저, 남성의 소비가치가 제품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회동조적 가치는 실용성, 

브랜드에 영향을 미쳤으며, 진귀적 가치는 개성 

및 디자인, 심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비가치가 정보원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회동조적 가치는 모든 정보원에 

영향을 미쳤으며, 기능적 가치는 매장 정보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소비가

치가 제품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

과, 사회동조적 가치는 브랜드에 영향을 미쳤으

며, 심미적 가치는 개성 및 디자인, 심미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가치가 정보

원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회동조

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는 모든 정보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소비가치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과 

시계 구매 시 제품선택기준, 선호 정보원의 시계

구매행동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소비가

치 차이와 시계구매행동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

한 성별에 따라 소비가치가 시계구매행동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시계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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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류, 시계 관련 업체

들에게 소비자들에 대한 자료 및 전략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그에 따른 마케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가치, 시계 구매 시 제품선택기준, 

선호 정보원의 차원을 규명하기 위해 요인분석 

결과, 사회동조적 가치, 진귀적 가치, 감정적 가

치, 기능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상황적 가치의 여

섯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시계 구매 시 제품

선택기준은 실용성, 브랜드, 개성 및 디자인, 심

미성의 네 개의 요인이, 선호 정보원으로 인적 

정보원, 매장 정보원, 상업 정보원의 세 개의 하

위요인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의 전체 남녀응답자들은 시계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품속성은 실용성과 브

랜드였으나 나머지 두 가지 기준도 전체적으로 

높은 경향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시계 구매 시 

제품의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중요시 하지만 

디자인과 개성 등 미적인 부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여 까다로운 성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계 관련 업체들은 시계의 품질

과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시계의 디자인이나 색상 

등 미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시계 

구매 시 선호 정보원으로는 매장점원, 매장 디스

플레이 등의 매장을 통한 정보나 가족, 주변인 

등의 인적 정보보다 TV 광고와 잡지, 인터넷 정

보 같은 상업적 매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시계 관련 마케터와 브랜

드에서는 자사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TV, 잡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의 소비가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감정적 가치를 제외한 모든 가치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회동조적 가치, 기능

적 가치, 심미적 가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이를 통해 남성소비자보다 여성소비자들이 

의복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유함으로써 느끼

는 행복함, 성취감 등의 긍정적 감정을 더 중요

하고, 남성소비자들은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제품의 실용적이고 기능적

인 면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남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제품의 내구성, 재질 등을 

향상시키고 남성들의 지위나 소속감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계획하고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성별에 따른 시계구매행동을 비교해본 결과, 

제품선택기준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실용성, 

브랜드, 심미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성과 브랜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구매 후 서비스와 

품질을 중요시하고 브랜드의 이미지나 인지도를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별 세분시

장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즉, 남성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계 상품기획 

시, 품질보증, 내구성, 재질, 디자인, 색상 등 시

계의 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객니즈를 파악하

여 이를 반영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함께 시계 브랜드의 특징과 이미지를 잘 

드러나도록 하여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인지도

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을 위한 시계 

상품기획 시에는 자신의 외모, 연령 등을 고려하

여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표현

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잘 파악하여 다른 브랜드

와 차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가치가 시계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성소비자의 경우, 전반적

으로 스스로의 개성표현과 만족감을 위한 심미적 

가치나 상황적 가치보다 사회적 지위나 위치를 

중요 시 하는 사회동조적 가치가 시계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또한 사회

에서의 역할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

는 사회동조적 가치가 대부분 시계구매행동에 영

향을 미치지만 남성과는 다르게 자신의 외모와 

개성표현을 위한 심미적 가치가 시계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시계 디자

인 개발에 대한 연구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시계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들이 여

성보다 왜, 무엇을 위해 시계에 많은 가치를 두

고 구매하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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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는데 학문적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최근

에 남성소비자 시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20-30대 남성소비자들의 소비가치와 

시계구매행동을 여성소비자와 비교하여 남성소비

자의 내적 동기를 차별적으로 알아보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계 

관련 업체 및 브랜드들은 성별의 특성과 소비가

치와 같은 소비자의 내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시계의 제품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차

별화하여 제언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시계 관련 디자이너와 마케터들에게 전략적인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를 제공하였다는데 실무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 및 후속연구는 다

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자를 20-30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지만, 표본 집

단의 선정에 있어 편의 표집을 이용함으로써, 표

본의 연령이 20대로 편포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

라서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층과 확대 해석하

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의 연구대상

을 20-30대로 하였으나 비교적 학생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 직업별로 결과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연령

대와 직업의 구매 행동 분석에 관한 후속 연구

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표본선정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폭을 넓혀 남성소비자의 연령대별, 지역별로 소비

자의 시계구매행동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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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니커즈 편집숍 매장 특성에 관한 연구

강유림 ․ 여은아
계명대학교 섬유패션학과 ․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패션 업계 전반에 편집매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슈즈 편집숍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데 지난 2009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

세를 기록하고 있다. 편집숍은 독특하고 희소성 

있는 제품을 원하면서도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한 매장 안에서 편리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슈즈 중에서도 다양한 

운동화류를 판매하는 스니커즈 편집숍의 인기는 

높다. 스니커즈 편집숍들간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매장의 개성을 살려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매장의 공간 계획은 상품

을 효과적으로 진열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물

리적인 시설물을 총괄하는 계획을 말하며, 여기

에는 매장구조, 매장연출, 진열용 집기, 사인, 조

명의 활용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니커

즈 편집숍의 매장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스니커즈 편집샵 매장구조 특성을 살펴보고 스니

커즈 편집숍의 VMD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자 한다.

자료수집은 대구 동성로에 위치한 매출 상위 

7개 브랜드의 스니커즈 편집숍을 대상으로 3주

에 걸쳐 각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관찰조사를 실

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 매장은 

폴더, 에스마켓, 레스모어, 풋마트, 풋로커, 슈마

커, ABC마트 등 7개의 매장이었으며 관찰조사

인 현장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3년 5월 11일~26일에 거쳐 이루어졌으며, 

각 매장의 VMD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각적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하므로 세 차례에 걸친 현

장방문을 통한 사진촬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진은 전체 외관 구조, 매장 색채, 매장 바닥, 

매장 집기, 매장 디스플레이, 매장 조명을 중심

으로 촬영하였다. 촬영한 사진은 표를 통해 비교

하였고, 이를 통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스니커즈 편집숍의 외관구조, 매장 색채, 바닥 

재질, 집기, 디스플레이 포인트, 조명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외

관구조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외관구조는 단층구

조와 복층구조의 두 가지 유형을 보였다. 모두 

강화유리의 쇼윈도를 사용하였고, 이는 매장의 

기능을 위해 안전한 유리 재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색채는 전반적으로 폴더를 제외

한 6개 매장에서는 상품을 고려한 흰색과 아이

보리 계통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다. 셋째, 바닥 

재질은 폴더에서만이 우드 데코 타일을 사용하여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을 주었고, 이는 유행에 민

감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직결된다. 6개 매장에

서는 모두 흰색 계통의 데코타일을 사용하여 밝

고 경쾌한 느낌을 주었다. 이는 스니커즈 편집숍

의 활기찬 특성을 나타내며 고객의 감성을 고려

한 바닥 재질을 사용한 것이라 추론된다. 넷째, 

집기는 대구 동성로 스니커즈 편집숍 7개 매장 

모두에서 벽면을 활용한 상품 진열대의 집기를 

사용한 것이 보여졌고, 상자 집기를 이용하여 상

품을 매치한 것 또한 비슷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디스플레이 포인트는 매장에서 가장 특

징적인 집기를 통해 상품을 진열한 것으로 정하

였는데, 폴더가 전면 개방형의 출입문 형태로 인

해 중앙 디스플레이의 형태를 유일하게 보여주어 

고객의 시선을 유도하였다. 여섯째. 조명으로는 

풋마트와 ABC마트가 형광등을 사용하였고, 그 

외 5개 매장에서는 매입형 다운라이트를 사용하

였다. 형광등을 사용한 매장은 고객에게 친숙함

을 주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론되며, 매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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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라이트를 사용한 매장에서는 고객들에게 매

장의 활기찬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라 보여진다. 

각 매장의 외관구조, 매장 색채, 바닥 재질, 집

기, 디스플레이 포인트, 조명의 사용을 분석한 

결과로 보아, 각 브랜드 특성을 고려한 매장 구

성의 전략이 필요하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고

려하지 않고 스니커즈 멀티샵들이 유사한 매장구

성을 취함으로서 소비자의 마음을 끌지 못하고 

있다. 편집숍간 상품 차별성이 부족한 매장의 경

우 더욱 개성있는 매장 VMD를 이용하여 브랜

드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조사 시기가 

2013년 5월 11일~26일에 걸친 한정적인 자료 

수집이라는 한계를 가진점과 한 지역의 스니커즈 

편집숍만을 조사함으로서 연구 결과를 확장시키

는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보다 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슈즈 편집숍의 매장구조 분석을 통해 심

도깊은 시사점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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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을 이용하는 남성들의 충동구매 영향요인:
심리적 특성과 환기의 영향을 중심으로

이정현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실용적인 구매와 브랜드가

치를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구매를 원하는 소비

자들이 늘어나 패션유통의 중요한 채널로서 아울

렛이 대두되고 있다. 

남성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복이 차

지하는 비중이 커지며 남성의 충동구매 또한 여

성의 충동구매만큼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선

행연구에서 충동구매 연구는 다양했으나 이들 대

부분이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그에 비해 남

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성의 어떠한 심리적 특성이 충동구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환기의 영향에 충동구매가 어

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20-50대 남성 아울렛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라 분류하고 아

울렛 이용시 첫째, 충동구매 영향요인을 밝히고 

이를 기준으로 아울렛에 대한 소비자 심리특성을 

파악하고자 하고자 하였다. 둘째, 아울렛에서의 

환기가 남성들의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지 규명한다. 셋째, 아울렛에서의 심리적 특성이 

남성들의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

펴본다. 이에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총 300부

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07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충동구매, 심리적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 후 도출된 요인구조를 근

거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t-

검정, 일원분산분석, 상관분석과 회기분석을 실

시하였다.

우선 충동구매, 심리적특성의 하위요인을 추출

하였다. 충동구매는 자극, 상기, 순수, 제안의 요

인으로 추출되었고 심리적특성은 태도, 믿음, 행

동을 집단 규범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조요인, 지위나 권위의 충족으로 쇼핑 행위를 

통하여 존경받고 싶고 권위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과시성향요인, 하나의 특별한 객체인 자아

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태도라 정의된 자

아존중감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환기는 일정상

황에서 흥분하거나 자극적 또는 활력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며 일상적인 생활주기에서 기분전환

으로서 정의된다. 심리적 특성과 환기가 충동구

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

고, 이 결과를 각 상황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리적특성

은 동조, 과시성향, 자아존중감, 인정의 4가지 요

인으로 분류되었고, 동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동구매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자극‧상기, 순수, 

제안으로 분류 되었다.

심리적 특성과 충동구매, 환기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 충동자극‧상기는 심리적특성 중 동조요

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고 충동 순수와 충동

제안은 심리적 특성 중에서는 마찬가지로 동조요

인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환기는 심리적특

성과 적지 않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환

기에서 충동자극‧상기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 

즉, 충동구매에서 자극과 상기가 될수록 심리적

특성의 동조, 과시성향, 자아존중감, 인정 요인에 

대한 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충동구매의 순수요

인과 제안요인이 심리적특성 동조, 과시성향, 자

이존중감, 인정의 상관관계보다 충동구매 자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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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심리적특성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동조요인과 인정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환기가 충동구매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충동구매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환기가 될수록 충동구매가 많이 일어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의 아울렛은 다양한 제품을 한곳에 모아

둔 탓에 충동구매를 조장하기에 충분하며 편리함

과 각종 마케팅요인에 의해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부추기기에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충동구매 가능성

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아울렛에서이 소비자 심

리적 특성을 살펴보고 영향요인을 밝혀내여 충동

구매 조절 제어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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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브랜드의 매장 파사드 특성에 관한 연구

신정민 ․ 여은아
계명대학교 섬유패션학과 ․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의 정착에 따른 

삶의 질 향상으로 자연 속에서 새로운 레저 활

동에 참여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아웃도어 

시장의 세분화와 동시에 각 브랜드는 시장 점유

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니즈에 적합한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은 커지게 되었지만 고객과 직접 

대면 장소인 브랜드의 판매공간에 대해서는 기존 

요소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으

며, 이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부족

한 점으로 작용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

소비 시대의 경영전략 방법 중 비주얼머천다이징

의 측면에서 아웃도어 매장 파사드의 전반적인 

디자인 경향을 살펴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효과적인 디자인 요소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2년 아웃도어웨어 

전체 매출액과 소비자 인지에 따라 상위 9개의 

브랜드(네파, 노스페이스, 몽벨, 밀레, 빈폴아웃도

어, 블랙야크, 아이더, K2, 컬럼비아)를 선정하여 

매장 외관환경의 파사드 구성 체계에 관한 이론

적 개념 고찰 및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웃

도어 브랜드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3년 5월 

대구 일대의 매출순위 상위 9개 아웃도어 매장

을 대상으로 파사드의 구조적 요소와 장식적 요

소 측면에서 관찰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적 요

소가 되는 입면의 형태, 색채 및 재료, 출입구의 

위치와 장식적 요소 중 쇼윈도우의 형태, 진열방

식, 사인의 형태, 컬러와 외부 조명 등에 대해 

비교조사 하였다.

구조적 요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웃도어 브

랜드 매장의 입면은 크게 정면 변화형태와 차단

형 형태이며 색채는 레드, 블랙, 화이트, 그레이

등 브랜드의 이미지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의미에

서 각 브랜드의 메인 컬러를 사용하였다. 벽면은 

배경으로서의 역할만 요구되기 때문에 모노톤의 

실용적인 재료로 마감하였다. 노스페이스, 몽벨, 

빈폴아웃도어 브랜드의 경우 목재를 사용함으로

써 밝고 경쾌한 자연주의 느낌을 보여주었다. 장

식적 요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개방형 

쇼윈도우로써 고객들이 전체 매장 내부를 통해 

브랜드 상품군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복층 구

조의 매장인 경우 폐쇄형 쇼윈도우로써 블라인드

의 시즌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였

으며, 사인의 경우 블랙, 그레이 단색 패널을 배

경으로 브랜드 로고를 입체적 형태로 사용하여 

가독성을 높여 브랜드 네이밍 인식에 효과를 주

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각기 다른 컨셉의 아

웃도어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에 나타난 파

사드의 요소들이 대체로 유사하였으며, 내부상품

을 위한 구성에 집중 되어 있었다. 따라서, 포화

상태에 접어든 아웃도어 시장의 향후 신규브랜드 

런칭과 매장 리뉴얼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브랜

드의 개성과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파사드 차별화를 시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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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판매원의 직무관련 요인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광희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서 론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와 고급화, 유통시장개방

에 따른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 약화, 기업 간의 

경쟁 심화,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높은 비

용 부담으로 인해 의류업체들은 어려운 시장상황

에 직면해 있으며, 생산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품

질의 차별화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유통시

장에 TV홈쇼핑,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업태가 

진출하여 의류 유통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

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류

업체들은 다양한 방법과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으

며 그 가운데 한 가지 방법으로 서비스 품질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판매원은 구매시점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 고객 설득, 고객 불만족 

해결 등을 통해 고객의 제품 구매를 유도할 뿐

만 아니라 고객을 만족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차별화하기 위해

서는 판매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서비

스 차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백화점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판매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Jung & Lee,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화점 의류판매원들이 직

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만족감, 불만

족감, 대인관계, 판매직의 장래성, 판매시 판매원

의 영향 등에 대해 판매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지에 의해 수집되었으

며 설문지는 대구, 포항지역에 소재하는 롯데, 

현대 백화점의 층별 매장 관리자를 통하여 의류

매장에 근무하는 판매원들에게 2011년 9월 1일

부터 353부가 배부되었으며 9월 7일 수거되었

다. 이 가운데 무성의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

외한 33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연구(Lee, 2005; 

Lim, 1997)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모

든 문항은 6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

렇다)로 측정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1.0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직무관련 변인의 요인추

출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들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 ⍺를 산출하

였다. 직무관련 요인이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직무관련 변인에 관해 요인분석한 결과 6요인

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은 직무수행 만족

감, 고객과의 갈등, 판매원의 영향, 대인관계, 판

매직의 장래성, 직무과다 등으로 나타났으며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60이상이었으며 6요인의 

설명력은 62.9%이었으며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

는 신뢰도 계수는 이 0.66%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에 대해 요인분석한 결과, 1 요인이 추

출되었으나 신뢰도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하여 다

시 요인분석한 결과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58이상이었으며 총분산은 52.2%로 나타났고 

신뢰도 계수는 0.85로 나타났다. 직무성과에 관

해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1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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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related factor
Job satisfaction Job performance

standardized 
β

t value
standardized

 β
t value

 Work satisfaction  0.08 1.62 0.34  7.42

 Promising career  0.41 8.77 0.32  6.83

 Interpersonal relations 0.26 5.62 0.21  4.51

 Influence of salesperson on sales  0.12  2.63  0.12  2.55

 Conflict with customers -0.15 -3.18 0.10  2.14

 Excessive work -0.10 -2.09 0.08  1.69

F value 22.10  22.65

R  0.29  0.29

*p<.05, **p<.01, ***p<.001

Table 1.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0.68이상이었으며 총분

산은 63.4%로 나타났으며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

는 신뢰도 계수는 0.90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관련 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  
값이 0.29로 나타나 직무관련 요인이 직무만족 

변량의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인 가

운데 직무수행 만족감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판매직 장래성이 직무만족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 고객과의 

갈등, 판매원의 영향, 직무과다 순으로 직무만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직

의 장래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상사와 동료와

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고객과의 갈등이 적을수

록, 판매시 판매원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무

수행 시 느끼는 만족감은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관련 요인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  
값이 0.29로 나타나 직무관련 요인이 직무성과 

변량의 29%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러한 변인 가

운데 직무과다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직무수행 만족감이 직무성과

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판매직의 장래

성, 대인관계, 판매원영향, 고객과의 갈등 순으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만족감이 클수록, 판매직

의 장래성이 높다고 평가할수록, 상사와 동료와

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판매 시 판매원의 영향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고객과의 갈등이 클수록 직

무성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휴

무일 근무와 잦은 세일로 인해 직무가 과다한 

것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만족감이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는 매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만족이나 고객으로 부터의 긍정적 반응은 

직무만족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판매와

는 연결되기 때문에 직무성과에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고객과의 갈등

은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다하더라도 이

를 원만하게 해결했을 때 직무성과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객과의 

갈등 해결에 대한 교육은 고객만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성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류 유통업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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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과의 갈등은 직무만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직무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기에 지속적인 갈등해결에 대한 교육

을 통해 직무만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

한 고객과의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직무성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무관련 요인 

가운데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

도를 비교해 볼 때 판매직에 대한 장래성이 직

무만족에 그리고 직무수행 만족감은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에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판매직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장래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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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의 구매후기 특성이 판매촉진 추구혜택과 
구매만족도, 재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수진 · 신수연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현대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급

증으로 소비패턴이 다양하게 변화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소비패턴 변

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현재 극심한 경기 침체에도 불

구하고 매년 평균 10%이상 성장하고 있는 실태

이며, 통계청(2013)에 의하면 ‘2012년 2분기 전

자상거래 및 사이버 쇼핑의 총 거래액’은 약 

287조 430억 원으로 2011년 대비 16.2%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인터넷 의

류쇼핑 시장 규모는 10년 새에 10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인터넷 의류시장

은 시장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직접 

입어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쇼핑몰

이 제시하는 사진과 상품 정보만으로 제품을 구

매해야한다는 단점이 있어 소비자는 구매후기를 

제품구매의 결정여부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에 따라 구매후기

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반면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구매후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 소비자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구매후기의 속성

을 과장성, 유용성, 양면성, 순수성, 전문성, 신뢰

성 및 유사성 등으로 유형화시킨 구매후기의 정

보 속성에 관한 연구(김재휘, 김현주, 2003; 지

운철, 2005; 홍병숙, 이은진, 조미애, 2009; 홍

희숙, 2011)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된 구매후기의 정보에 따른 

구매후기에 대한 동기, 신뢰, 만족, 몰입 또는 상

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러

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구매후기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현재까지 미미하게 

진행되어 이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매후기 특성을 구매후기의 

개수, 글 길이, 사진의 유무, 구매후기 보상, 내용

의 방향성, 그리고 구매후기의 최신성으로 분류

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 제품 소비자가 지

각하는 구매후기 특성이 인터넷 쇼핑몰의 판매촉

진 추구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나아가 

구매후기 특성이 소비자의 구매만족도, 재구매의

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인

터넷 쇼핑몰의 마케팅 전략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및 수도권에 거주하며 

최근 1년 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하면서 구매후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정

하였다.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 까지 사

전 인터뷰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참조하

여 설문지의 측정항목을 수정·보완하여, 2013년 

9월 1일부터 9월 15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00부가 회수되

었으며 이중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불성실한 13

부를 제외한 387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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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

찰을 통해 최근 인터넷 패션 쇼핑몰에서 구매후

기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 한 경험이 있는 20

대 소비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지각하는 구매후기의 특성

과 판매촉진 추구혜택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구매만족도, 재 구매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품 소비

자의 구매후기 특성의 구성요소를 밝힌다.

연구문제 2.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촉진 추

구혜택의 구성요소를 밝힌다. 

연구문제 3.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제품 구입 

시 구매후기가 판매촉진 추구혜택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4.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제품 구입 

시 구매후기가 구매만족도, 재 구매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 인터넷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20대 소비자들은 패션전문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 제품은 

T-shirt나 셔츠, 블라우스 등의 상의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

보다 구매후기 이용률이 높았다.

요인분석 결과, 구매후기 특성 (구매후기의 개

수, 글 길이, 사진의 유무, 구매후기 보상, 내용

의 방향성, 구매후기의 최신성)은 구매후기 개수 

및 글 길이, 사진, 구매후기 보상, 구매후기 내용

(방향성, 최신성)의 총 4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

으며, 판매촉진 추구혜택(금전적, 오락적, 정보, 

편의 혜택)은 금전·오락적 혜택, 정보·편의 혜택

의 2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인터넷쇼핑몰에

서 의류제품 구입 시 구매후기가 판매촉진 추구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구매후기 개

수 및 글 길이, 사진, 구매후기 보상, 구매후기 

내용 요인 모두 판매촉진 추구혜택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제품 구입 시 구매후기가 구매 만족도, 재구

매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구매후기의 개수 및 글 길이가 길수록, 구체적이

고 사실적인 사진이 첨부된 구매후기 일수록, 긍

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적절히 포함된 

구매후기 일수록 만족도와 재구매의도, 구전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후기의 보상(포인트, 쿠폰, 적립금)과 최신성 

요인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션제

품을 구매할 때 인지하는 구매후기의 특성이 해

당 쇼핑몰에 판매촉진 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며 

만족도, 재구매의도, 구전의도를 이끌어내는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즉 인터넷 의류 쇼핑몰

은 보다 더 전략적인 구매후기 관리를 통해 잠재 

고객 및 기존 고객이 충성고객으로 전환 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후기를 이용

하는 이유는 자신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정

보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의 구매경험을 통해 제

품위험(product related risk)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다. 따라서 구매후기의 긍정적인 글 뿐 만 아

니라 부정적인 내용의 글에도 그 원인을 철저하

게 파악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쇼핑몰의 신뢰성

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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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시가 명품구매 성향에 미치는 영향

송아름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소비의식의 

향상은 국내 명품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다. 1988년에 해외여행 자유화에 맞춰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에 명품 브랜드 매장이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국내명품시장은 폭발적으

로 성장하였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임에도 불구하

고 한국과 아시아에서의 명품시장규모와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내 명품시

장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명품소

비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과 구분이 필요하다. 명

품 구매자는 누구이며 이들은 어떠한 심리로 명

품 브랜드에 열광하며 구매하는가에 대한 의문점

을 가지게 된다. 명품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명품구매자들에게 다양한 외적, 내적 요인이 잠

재해 있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 중 내

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보았다. 

먼저, 중점적으로 명품구매자들의 많은 심리적 

요인들 중 질시감정이 명품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특성(과시소비성, 자

아존중감, 체면민감성)이 명품구매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질시

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른 명품구매성향

의 차이, 소비자 특성(과시소비성, 자아존중감, 

체면민감성)의 높고 낮음에 따른 명품구매성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질시의 차이와 명품구매성향의 차이

를 연구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30대 여성 명품구매자 대상으로 2013

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50부를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통한 근거로 설문지 

문항을 수정 보안하여 2013년 4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50부를 배

부하여 435부가 회수 되었으며 회수된 435부중 

불성실 응답과 오류인 34부를 제외한 401부 중 

명품 구매경험이 없거나 1년 내 3상품 이상을 

구매하지 않은 명품구매자를 제외한 349부만 분

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연구 문제에 따라 빈

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독립표본 

T-검정(T-test)와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를 요약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시가 높을수록 명품구매성향이 높아진

다는 가설은 적중하였다. 질시감정은 중산층 이

상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그와 비례하여 명품구

매성향도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또 다

른 연구결과로써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질시감

정조차 없다라는 결과도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

평수나 월 소득수준에 따른 명품구매성향의 비교

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둘째, 소비자 특성(과시소비성, 자아존중감, 체

면민감성)이 높을수록 명품구매 성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가설역시 적중하였다. 소비자특성의 

하위개념인 과시소비성과 체면민감성의 경우 명

품 구매성향와 비례한다는 결과를 보인다. 하지

만 자아존중감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데 자

아존중감과 명품구매성향의 관계는 오히려 반대

되는 양상을 보인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볼 수 있는데 하위

변수인 연령, 결혼유무, 세대주 최종학력등이 명

품구매성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았다. 하지

만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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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명품구매성향이 가장 낮았고 기타직업의 명

품구매성향이 가장 높았다. 기타직업 다음으로는 

지식전문직, 사업가 순으로 가장 높았다. 주택형

태에 따른 특징도 보이는데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품구매성향이 가장 높았고 연립, 다

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품구매성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상층이상의 사람들의 질시감정이 

명품구매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들의 질시감정이 클수록 명품구매성향

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상층이

상의 경우 그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인데 하지 못하는 

질시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구매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명품매출에 치중되어 있

는 국내명품시장에서 국내업체시장에서의 선전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해외명품브랜

드만이 좋은 브랜드이며 고가 브랜드라는 인식자

체의 변화를 이끌기 바라며, 국내명품제조업체들

의 마케팅 활용방법으로 사용하기를 바라는 바이

기도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질시감

정이나 소비자특성 중 체면민감성과 과시소비성

을 이용한 방법의 마케팅 방안에 대한 국내 명

품 제조업체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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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패션 구매자의 구매 후 행동:
소비자 만족/불만족

박혜정 ․ 전경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 한성대학교 의류패션산업전공

최근 국내 패션시장의 주된 흐름은 패스트 패

션의 급속한 시장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패스

트 패션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악화된 경제 상

황에서 제한된 소비 지출능력을 가진 젊은 소비

자 집단에게 저렴한 가격전략으로 다가오고 있

다. 특히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거대 

자본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략

하고 있다. 빠른 상품 회전과 최신 트렌드를 반

영한 상품전략, 지리적으로 우수한 입지에 대형

화된 매장과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는 유통전략, 그리고 다양한 프로모션전략

으로 국내 패션 시장에서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패스트 패션에 대한 연구는 크게 나누면 공급

사슬에 관한 공급자 측면의 연구와 구매와 관련

된 소비자 측면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

비자 측면의 연구는 의사결정과정, 소비성향, 브

랜드 충성도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윤리적 소비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하고 있다.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 Management에서는 fast 

fashion을 주제로 special issue를 발간하는 등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

근 패스트 패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구매 후 소비자 만

족/불만족이나 기대불일치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 패션의 주 고

객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매 후 행동을 측

정하고자 한다. 구매 전의 기대와 성과, 그리고 

기대일치에 대한 만족, 불만족을 측정하고자 한

다. 또한 만족과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편익을 기능적 편익과 심리적 편익으로 나누어서 

성과, 기대일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

고자 한다.

본 조사를 위해 340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질

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구매 후 행

동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패스트 패션 브

랜드에서 구입한 외출복을 대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 구입한 브랜드와 

구입가격을 적도록 하였다. 측정도구로는 기대. 

성과, 기대일치는 Ko(2011), 기능적 편익과 심리

적 편익, 만족에 대한 측정은 이학식 외(2007), 

관여와 상표충성, 가격인지성 등의 문항은 Choi, 

et al.(2010), Byun, et al.(2008) 등에서 추출하

였다. 연구문제로는 1)구매 전 기대와 구매 후 

성과가 일치하는 지와 2)구매 후 만족 집단과 불

만족 집단에 대한 비교 분석을 포함한다. 

자료 분석 결과 구입브랜드로는 유니클로가 

응답자 중 29.4%가 구입하였다고 답하여 가장 많

았다. 그 다음으로 자라(16.6%), H&M(13.7%), 

Forever21(13.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브

랜드는 8seconds(11.6%), 스파오(5.8%), 미쏘

(3.5%)이었다. 이는 국내 브랜드에 비해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급성장이 괄목할 만한 상

황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매 후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Oliver의 기대

불일치 모형에 근거하여 구매 전 제품 성과에 

대한 기대와 지각된 제품성과를 비교하였다. 구

매 전 기대는 5점 척도(점수가 클수록 더 강한 

성향을 의미함)에서 3.87(SD=.72)로 보통 이상

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구매 후 성과에 대한 평

가는 5점 척도에서 3.72(SD=.81)로 구매 전 기

대보다 낮으며 기대일치에 대한 평가는 3.54(SD 

=.87)로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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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전 기재와 구매 후 성과의 차이를 변수

로 하여 기대일치, 기대 불일치를 나누고 다시 

긍정적 불일치와 기대일치는 만족집단으로 부정

적 불일치는 불만족집단으로 하여 만족집단과 불

만족집단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외에 변

수들 간의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소비자 

만족/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경로에 대

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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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블라인드 테스트에 대한 호의도 및 신뢰도가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허민정* ․ 정성지* ․ 김동건**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동덕여자대학교 정보통계학과

화장품산업은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활동이 증

가하면서 발전과 동시에 강력한 소비산업으로 부

상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기업 간 경쟁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기

발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에 변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

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같이 보여 

지는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여성들에게 

있어서 메이크업은 자신의 이미지를 완성시키는 

도구적 수단이며 자신의 그날 기분을 나타내는 

감정표현과 동시에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여겨지

고 있다. 다른소비상품과 달리 화장품의 경우 개

인적이 취향과 개성이 크게 반영되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트렌드에 민감하고 신제품에 

관심이 많아진 소비자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

자 간의 정보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가치소비를 중시하고 있다. 합리

적인 소비수단의 기반은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정보화 진보에 있으며 소비자들은 시장에 존재하

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해박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러한 성향은 20~30대에게 더 익숙한 소비개

념이기도하다. 이러한 소비패턴은 개인의 취향에 

개성과 우월성을 중시하게 되는 풍속과 맞물려 

케이블TV에서는‘뷰티프로그램’을 만들어 특정대

상에게 정보전달 기능과 판매촉진이 동시에 이루

어질 수 있는‘블라인드 테스트’라는 새로운 프로

모션 기법을 창출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촉진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매개자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새로운 프로모션으로 그 영

향력이 최근 급격히 커지고 있는 블라인드 테스

트에 대한 신뢰도 및 호의도, 그리고 화장품 관

여도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한 구매경험에 주는 

영향, 구매경험이 구매 후 만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구매후 만족도가 재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프로모션을 통한 블라인드테스트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호의도를 알아본다.

셋째, 제품에 대한 관심도와 구매한 화장품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법을 이용하

며,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한 구매경험이 있는 20

대 여대생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설문지 구성

은 블라인드 테스트에 대한 신뢰도 및 호의도, 

화장품 관여도,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한 구매경

험, 구매후 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관한 5점 척도 

리커트 척도로 된 문항들과 인구동계적인 특성으

로 연령과 직업, 학력, 화장품 구매비용 등에 관

한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통계기법으로 SPSS 

WIN 18.0의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장품 블라인드 테스트에 대한 신뢰도 

및 호의도 그리고 화장품 관여도가 블라인드 테

스트를 통한 화장품 유형별(기능성 화장품, 기초

화장품, 색조화장품) 구매경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한 

화장품 유형별(기능성 화장품,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구매경험은 각 화장품 유형별 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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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블라

인드 테스트를 통한 화장품 유형별(기능성 화장

품,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만족도는 각 화장품 

유형별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쳤다.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특성, 프로모션으로써의 

블라인드테스트, 그에 따른 정보교류 실태가 구

매행동에 영향을 주며 블라인드테스트에 효과적

인 소비자특성과 화장품 유형이 화장품 기업의 

블라인드 테스트 프로모션 전략수립에 도움이 되

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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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복의 개발 방향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유화숙
울산대학교 의류학전공

서 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이어지고 의류업종의 

성장률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등산복 시장은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어 섬유의류

산업내에서 등산복시장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로운 기능성 소

재의 출현이 주춤하고 새 등산복 브랜드의 등장

이 더 빈번해지면서 등산복 시장이 지금까지 누

려왔던 성공이 미래에도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등산복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

해 현재 소비자들의 등산과 등산복 착용 실태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소비

자들의 등산과 등산복 착용 관련 일반사항들을 

확인하고, 소비자들이 등산복에 대해 어떤 생각

을 갖고 있으며 등산복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

을 조사하여 등산복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개발 

방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등산

복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4, 50대 성인을 대상으로 등산에 관한 

일반사항, 등산복에 대한 이미지와 개선 요구사

항을 알아보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4,50대 

성인을 대상으로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

고, 회수된 설문지 중 설문에 대한 응답이 불성

실한 설문지, 1년에 2~3번 미만으로 등산을 한

다고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260부만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43.5%

는 남성이었고 45세 이하는 17.7%, 46-50세는 

46.5%, 51-55세는 28.9%, 56-60세는 6.9% 였

다. 설문문항은 등산복에 대해 성인들이 갖는 이

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등산복이라는 표현에서 연

상되거나 떠오르는 생각, 또는 단어를 직접 기입

하도록 하는 문항과 개선점을 묻는 문항, 등산정도 

및 시간, 동행인등 등산 관련 특성에 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Kim, C. H. 2005; Park, Y. 

J. 2010)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거나 연구

자가 만들어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 IBM for Windows를 사용하였으

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등산복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등산 관련 일반 특성, 등

산복의 이미지, 개선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등산 관련 일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등

산 정도, 시간, 동행인등을 조사하였는데, 등산을 

하는 정도는 한 달에 1~3회를 하는 사람들이 

40.8%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가족이나 친구

와 함께 산에 가고, 응답자의 78.1%는 2~4시간 

정도 등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등산

복의 착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등산 시에 내의, 

티셔츠, 자켓, 바지 등을 입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복 또는 운동복이 아닌 등산복을 어느 정도 

착용하는지를 알아본 결과에서는 품목에 따라 차

이가 있었으며 자켓/점퍼가 일반복이 아닌 등산

복의 착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바지, 티셔츠 순이

었으며 내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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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로 볼 때 겨울 등산 시에 성인들은 내의

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등산복을 모두 갖추어 입

고 등산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방한, 방수

를 위해 자켓은 반드시 등산복을 착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의의 경우 등산용이 아닌 

일반의복을 입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등산복에 대해 4, 50대 성인들이 갖고 있

는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등산복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유기술토록 하였다. 그 결

과, 등산복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편하다’ 였으며 화려한 색상>비싸

다>따뜻하다>똑같은 디자인과 색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6위에서 10위에 이르기까지는 등산

복이 가져야 할 특성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10위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종합해 4,50대 

성인들이 생각하는 등산복을 나타내면 ‘가볍고 

흡수성, 활동성, 신축성 등의 기능성을 가지면서 

색이 화려하고 비싸지만 따뜻하고 대체로 비슷한 

디자인과 색을 갖는 편한 옷’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응답 내용에서 보면 

64개 항목 중 6개 항목(비싸다, 걸치적거림, 딱

딱하다. 무겁다. 불쾌감, 아저씨가 입는 옷 같은 

느낌)만이 부정적 내용으로 표현되어 성인들에게 

등산복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등산복에서의 개선요구사

항을 알아본 결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가격이었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응답의 38.6%를 

나타내 가격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들의 상위 10위까지의 응답을 

보면 이 응답은 크게 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가격, 디자인, 물리적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등산복에 대한 소비자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4,50대 성인들

이 즐기는 등산 형태는 월 1~3회 가족이나 친구

와 함께 2~4시간 정도의 가벼운 산행인 것으로 

나타나 등산복의 소재와 디자인도 가벼운 등산에 

적당한 형태여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등산 시에 등산복 착용 정도를 알아본 결과, 자

켓/점퍼가 일반복이 아닌 등산복의 착용비율이 

가장 높았고 바지, 티셔츠 순이었으며 내의가 가

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등산복에 대한 

이미지와 개선 요구사항을 종합해보면 성인들은 

등산복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았으며 그 다

음이 똑같은 디자인과 화려한 색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를 종합해볼 때, 성인들은 주로 가벼

운 산행을 하고 있으므로 고기능성 소재의 사용, 

과도한 절개선과 주머니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

로 가벼운 산행에 필요한 적절한 소재의 사용과 

디자인을 갖도록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이는 등산복의 가격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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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대인관계성향과 외모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 연구

이현옥 ․ 구양숙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란 일반적으

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

인이 개인에 대한 생각과 관점 행동에 대한 반

응 등을 의미한다. 인간은 생애의 전 과정을 타

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내게 됨으로 대인간의 원

만한 의사소통과 상호이해, 협동관계는 개인의 

일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안범희, 2010), 대인관계가 인간의 삶속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특히 대학생들

은 타인들과의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하여 보다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란 사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인간관계

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러한 관계형성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이경희, 2011).

이와 같이 대인관계는 사람들과의 접촉에 의

해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인간이 타인과 

접촉하여 관계를 맺을 때 대인매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매력적인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긍정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고(공선애, 2005), 대인관계가 원만한 긍정적

인 성격의 소유자가 신체외모와도 높은 상관을 

보였다(이수정, 2004). 이병임(2007)의 연구에서

도 볼 수 있듯이 대학생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

족 할수록 사회에서 활동이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욕

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신체나 

외모에 만족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사회생활

에 적극적이며 안정감을 느낀다는 이언숙(2007)

의 연구결과로 볼 때 외모는 대인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변

수인 대인관계성향이 행동적 변수인 외모관련 변

인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현대 대학생들의 대인관계에 대한 성향 

분석과 외모 관련 행동에 대한 영향력과 방향성

을 비교 분석하여 그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외모관련 소비산업에 도움을 주

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남녀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2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25부가 회

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3부

를 제외한 총 202부가 최종자료 분석에 이용되

었다. 

분석방법으로 SPSS 20.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시된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대인관계성향

은 척도화된 요인, 외모관리행동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7요인과 5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외모관심도는 군집분석을 통해 두 집단으로 나누

어졌다. 대인관계성향(7요인), 외모관리행동(5요

인)의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0.554-0.807

의 비교적 신뢰할 만한 수준을 나타내었다(김계

수, 2004).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인관계성향과 외모관리

행동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1의 

검정을 위해 대인관계성향 7요인과 외모관리행

동 5요인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인관계성향 요인 중 과시적/자기도취적 성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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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행동(β=0.035, t=2.368, p=0.019), 헤

어패션행동(β=0.058, t=4.489, p=0.000), 화장

품사용행동(β=0.035, t=2.640, p=0.009), 성형

행동(β=0.055, t=2.889, p=0.004) 등 외모관리

행동 4요인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고, 동정적

/수용적 성향은 피부관리행동(β=0.032, t=2.082, 

p=0.039)에, 독립적/책임감적 성향은 화장품 사

용행동(β=-0.030, t=-2.298, p=0.023)에, 경쟁

적/공격적 성향은 헤어패션행동(β=0.038, t=3.227, 

p=0.001)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인관계성향이 외모관심의 두 군집에 영향력

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2의 검증을 위해 로

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배적/우월적 

성향(β=-0.170, W=10.133, p=0.001)이 부(-)

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경쟁적/공격적 

성향(β=0.106, W=7.037, p=0.008), 과시적/자

기도취적 성향(β=0.156, W=11.188, p=0.001)

이 정적인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외모관심도와 외모관리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3의 검증을 위해 t-test를 실

시한 결과, 체형관리행동(t=2.589, p=0.010), 피

부관리행동(t=2.947, p=0.004), 헤어패션행동(t= 

9.220, p=0.000), 화장품사용행동(t=9.706, p= 

0.000), 성형행동(t=5.479, p=0.000)의 모든 외모

관리행동이 외모관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성향과 

외모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으로 대

학생들의 대인관계성향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들

이 추구하는 외모에 대한 관심, 외모향상을 위한 

외모관리행동의 흐름을 분석하여 심리적 변인과 

행동적 변인에 대한 시장분석과 시장 포지셔닝화

를 통해 적절한 신제품 개발전략에 대한 아이디

어 제공과 신 소비시장 개척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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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 스포츠 브랜드의 중국진출과제와 전략에 관한 연구

박동진 ․ 이혜주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아시아는 패션시장에서 전 세계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 가운데 하나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패션시장 매출의 3분의 1일 

일본에서 일어났으며 현재는 한국과 중국이 주요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여전히 50%의 비중을 유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30년 동안 13억 인구라는 방대한 소

비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

부상하면서 세계 제 1의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의 기업은 중국에 진출하여 지속적인 

역량을 펼치려는 치열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중국의 고소득층이 

증대되면서 중국내의 트렌드 세터(trend setter) 

역할을 담당, 약 2~3 여년 앞서 중국의 소비패

턴을 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신흥부유

층이 증가는 중국의 사치품 소비를 이루는 원동

력이 되어 미국‧유럽‧일본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은 글로벌 명품 

시장의 최대 격전장이 되고 있다.

럭셔리 마켓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중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

로 성장하였다. 유럽과 미국시장은 2010년 대비 

2011년 7~8%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은 약 2% 성장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상

을 보이는 반면, 중국시장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전년 대비 약 35% 고 성장세를 유

지하며 약 17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자

리 잡게 되었다. 2011년 기준 중국의 럭셔리 시

장의 규모는 미화 25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단일 국가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럭셔리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2010년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이어 5위 규모의 시장에서 

일년 만에 세계 3위 시장으로 성장한 것이다. 세

계사치품협회(WLA)는 중국의 명품 소비액이 

2015년 146억 달러에 달해 일본을 누르고 세계 

최대 ‘럭셔리 소비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

했으며 이런 급성장의 결과 중국은 일본마저 제

치고 전 세계 럭셔리 시장의 2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럭셔리 마켓의 확대에도 불구

하고 일반적으로 럭셔리 마켓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패션분야에서 중 아직

까지 중국의 럭셔리 마켓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이 치열한 럭셔리 

마켓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가 

추진하는 중국의 럭셔리 스포츠 브랜드와 관련된 

시장 분석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중국에 이미 진출한 

럭셔리 브랜드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그들

이 추진한 전략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분석하

며 셋째, 향후 중국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또는 해외 럭셔리 브랜드들의 진입전략 수

립에 필요한 과제와 함께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련문헌 및 논문집, 보고서, 전문

잡지, 주요통계자료 보고서, 인터넷사이트 자료 

등을 활용한 이론적 연구와 아울러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사례연구는 특히 중국에 진출한 주

요 럭셔리 브랜드의 현황을 세밀히 연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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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소 자료, 중국관련 주요 

데이터 및 시장 분석 통계자료, 국내외 주요 경

제연구소 및 컨설팅 전문기업의 보고서, 그리고 

직접 방문하여 중국 컨설팅 업체와 함께 교류하

면서 고찰하였다.

연구범위는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 진출한 세

계적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가운데 스포츠와 관련된 브랜드를 심층 분석하였

다. 특히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매장을 오픈한 

럭셔리 브랜드 가운데 Moncler, Ermenegildo 

Zegna 그리고 Burberry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례

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Armani, Dunhill, 

Bogner 그리고 Hugo Boss의 사례도 참고하였

다. 각 브랜드들의 중국시장 진입전략 그리고 성

공과 실패에 대한 전략적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동시에 각 브랜드들의 현황에 대한 분석도 수행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1년도 1월1일 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설계를 통해 분석

하였으며 2013년 3월 말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

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로 럭셔리 브랜드 개념, 스

포츠와 관련된 럭셔리 브랜드와 시장 상황, 그리

고 중국의 일반적 소비자의 특성과 문화를 연구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별로 특징적인 중국소비자

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사례연구로서 중국시장에 진출한 럭셔리 

브랜드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추진에 

있어서 중국 럭셔리 시장의 현황, 향후 성장가능

성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문화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으며, 스포츠 의류산업에 대한 세

부적인 분석과 미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를 병행하였다. 

셋째, 이상의 자료를 통해 중국 럭셔리 시장 

및 럭셔리 스포츠 시장 진출에 따른 잠재적 위

험요소와 성장가능성 그리고 기회요인 등을 분석

하여 향후 진입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럭셔리 브랜드 

및 럭셔리 스포츠 브랜드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을 제시하였다. 우선 일반적으로 나타난 이슈를 

정리하며,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및 비랜드 매니

지먼트방안, 마케팅 전략, 지역별 전략, 제품개발 

및 제품믹스 전략 그리고 유통채널에 관한 전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럭셔리 시장은 세계 최대시장으

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시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계 유명 럭셔리 브랜드들의 시장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각축장이기도 하다. 

급격한 시장의 확대에 따른 전문인력의 부족, 유

통채널과 같은 인프라 부족, 만연한 모조품 시

장, 높은 마케팅 비용의 지출 등 시장진입에 앞

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았다. 

둘째, 중국소비자들은 지역별로 다른 소비취향

을 가지고 있으며 브랜드에 대한 선호 그리고 

브랜드 로고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서도 구매선호

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을 인지

할 수 있었다. 

셋째, 기본적으로 빠르게 서두르지 않는 중국

인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중

국에서 브랜드가 인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5

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결론의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국시장은 넓은 지역과 세계최대 인구

를 가진 거대한 시장인 반면 높은 투자규모가 

요구되는 치열한 시장이다. 모든 유명 브랜드들

이 중국시장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보

는 만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리테일 

공간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임대료 및 임

금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고비용 시장임을 

인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시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세계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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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요한 시장이 될 것이지만 최근 중국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럭셔리 시장 성장률 또

한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지속될 수는 없을 것

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럭셔리 시장에 대한 과잉

투자는 과열경쟁 환경을 부추기게 될 것이므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투자 결정이 이뤄

져야 한다. 

셋째, 럭셔리 브랜드들의 가장 주요한 경쟁력

을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라고 볼 때 중국시장 

진출에 가장 중요한 점은 현지 파트너와 협업을 

통한 진출전략 보다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

되는 단점이 있더라도 직접 진출하는 것이 바람

직한 전략이다. 

넷째, 아직까지 중국에는 유통에 대한 전문적

인 지식이나 기업문화가 부족한 실정이며 글로벌 

브랜드 통합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 세심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중국 시장상

황을 고려할 때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는 것

에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의 차원에서 결론을 내

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세계최대 럭셔리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진입전략이 어떠

한 형태로든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하며 본 연구

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

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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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소비자의 환경지식, 친환경 태도가 
친환경패션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박성희 ․ 오경화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중앙대학교 가정교육학과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강화되고 친환경소비자들

이 패션시장에 형성되면서 패션기업들은 친환경 

마케팅을 핵심전략으로 수립하여 새로운 환경에

서 발전가능의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친환경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

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환경지식, 친환경태도, 친

환경 패션제품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간의 영향관

계를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패션시장의 영역확대

와 환경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소비문화로 자리 

잡는데 필요한 정보와 친환경마케팅의 기초전략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친환경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40대 성

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3년 2월 20일부터 2013

년 2월 27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측치가 없는 330부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

석, 요인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소비자의 환경지식과 친환경 태도에 대하여 알아

본다. 둘째, 패션소비자의 환경지식이 친환경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패션소비자

의 친환경 태도가 친환경 패션제품 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환경지식, 친환경 태도, 친

환경 패션제품구매의도와 구전의도의 차이를 밝

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소비자의 환경지식은 자연환경지식, 

도시화 환경지식, 환경오염관련지식으로 구분되

었으며 친환경태도는 친환경제품관심, 환경인식, 

환경운동참여로 구성되었다. 둘째, 패션소비자의 

환경지식이 친환경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환경지식요인인 자연환경지식이 친환경제품

관심에 영향 요인 이였으며, 환경인식에는 도시

화 환경지식과 환경오염지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

었다. 환경운동참여에는 환경지식의 모든 요인인 

자연환경지식, 도시화 환경지식, 환경오염지식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환경태도가 친

환경패션제품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친환경제품과 환경인식이 구매의

도의 영향 요인 이였으며, 구전 의도는 친환경제

품, 환경인식, 환경운동참여의 모든 요인이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넷째.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

른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소비자의 환경지식은 친환경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을 인

식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일수록 

적극적인 친환경 태도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패션기업에서는 친환경 소

비자를 위해 생산과정이나 유통 및 재고, 제품의 

폐기, 재활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관

련정보와 지식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친환경 패

션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선호도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환경에 관련된 교육적 자료를 패션기업이 제공해 

줌으로써 패션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

된 학습을 통해 환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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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친환경태도는 친환경패션제품 구매의도

와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므로 

패션기업 마케팅 관리자는 소비자가 친환경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패턴을 분석한다면 친환경 

패션제품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친환경 패션제품 구매 시 소재나 염색, 가공법 

등의 기능적인 부분을 고려하지만 심미적 특성인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친환경패션제품 

디자인 강화에 힘쓴다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유기농 소재나 자연 염료를 활용한 패션 

제품은 소비자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친환경소

비자에게 슬로우 패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연령에 따라 환경지식과 환경태도 구전

의도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세대 간 나타나는 

친환경태도에 대한 차이로 해석 할 수 있다. 특

히 20대, 30대, 40대 환경지식과 친환경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패션기업은 친환경패

션 시장을 세분화 할 때 타깃 연령층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별화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대에서 40대의 성인 남녀로 한정

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전 

소비계층으로 확대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지

역이나 학력수준 직업에 따라 환경지식과 친환경

태도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후속 연구로

는 친환경 패션제품 구매의도의 선행요인으로 환

경지식과 환경태도 이외의 환경관심과 사회심리

적요인등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친환

경 패션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패션제품 

개발을 위한 구체적 연구도 제언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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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리조트웨어 구매성향 차이 연구:
4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현진* ․ 조자영* ․ 이유재** ․ 조주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콘텐츠사업팀 ․ **(주)우인에프씨씨 ․ ***유한대학교 패션디자인과

서 론

오늘날 소득과 여가시간의 증가, 여행과 레저 

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해외여행이 일반화 되

면서 리조트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여름 

시즌 한정적으로 판매되던 수영복 및 리조트웨어

의 수요가 시즌리스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의 

기능성 위주에서 패션성이 가미된 리조트웨어가 

등장함으로써 일상복으로의 착용 또한 증가추세

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리조트웨어가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S/S와 F/W 시즌 컬렉션 사이 리

조트 컬렉션을 따로 선보이는 유명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리조트웨어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소

비자층도 글로벌화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

내 캐주얼웨어 또는 아웃도어 웨어와 비교하여 

리조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리조트웨어 시장의 글로벌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구매행동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글로벌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이 요구되

며, 이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국가 간 

마켓 세분화를 통한 적절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

할 필요성이 있다(고은주, 장정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 프랑

스 4개국 여성 소비자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유

형을 파악하고, 유형별 리조트웨어 추구혜택 및 

구매성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각 국가별 여성 소비자들의 리조트웨어 추구

혜택과 라이프스타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글로벌 소비자의 

리조트웨어 구매행동을 예측하고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4개국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 

및 리조트웨어 추구혜택 요인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2. 4개국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을 기준으로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하고, 4

개국 소비자 분포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유형화된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

에 따른 리조트웨어 추구혜택 차이를 분

석한다.

연구문제 4. 4개국 소비자 집단의 리조트웨어 

추구혜택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글로벌 패션시장이라 사료되는 4개

국(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의 20-4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 

9월 2일부터 17일까지 각 국가별 175명씩 총 

700명의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635부의 응답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설문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것

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이용

하여 신뢰성 분석, 요인분석, 교차분석, 군집분

석, 일원분산분석(ANOVA) 등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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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개국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요인

을 분석한 결과, 패션라이프스타일은 소비적극

성, 소비계획적, 미용추구성, 의복실용성, 의복흥

미성, 소비안정적, 여가지향성 총 7개의 요인으

로 분류되었다. 리조트웨어 추구혜택은 유행추

구, 편안함추구, 개성추구, 이상적체형추구 총 4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4개국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요인

을 기준으로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한 결과, 패션

고관여집단, 보수적 패션추구집단, 실용적 패션

추구집단, 중립적 소비집단의 4개 집단으로 구분

되었다. 유형화된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에 따른 

4개국 소비자의 분포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각 집

단 요인에 있어서 국가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패션고관여집단의 경우 주로 중국 소비자가 많았

고, 보수적 및 실용적 패션추구집단의 경우 미국 

소비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중립적 소비집단의 

경우 한국과 프랑스 소비자들의 분포가 높았다.

셋째, 4개국 소비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집단

에 따른 리조트웨어 추구혜택 차이를 분석한 결

과, 추구혜택 요인에 대해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고관여집단의 경우 리조트

웨어 구매 시 유행, 편안함, 개성, 이상적체형 요

인 모두 추구하는 정도가 제일 높았다. 보수적 

패션추구집단의 경우 리조트웨어 구매 시 편안

함, 개성, 이상적체형 요인 모두 어느 정도 추구

하지만 유행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실용적 패션추구집단의 경우 리조트웨어 구매 시 

타 집단과 비교하여 모든 혜택요인에 대해 추구

하는 정도가 제일 낮았다. 

넷째, 4개국 소비자의 리조트웨어 추구혜택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이상적 체형추구 요

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국가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한국과 미국 소비자의 경우 리조트웨

어 구매 시 편안함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한국 소비자는 타 국가 대비 개

성을 추구하는 정도는 제일 낮았다. 중국 소비자

은 리조트웨어 구매 시 유행, 편안함, 개성 모두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소비자

의 경우 한국, 미국 소비자에 비해 편안함을 추

구하는 정도가 높은 반면, 개성추구 정도는 비교

적 낮았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여

성 소비자들의 패션라이프스타일의 유형을 파악

할 수 있었으며, 각 국가별로 리조트웨어 구매 

시 추구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리조트웨어를 제작하는 국내 패션업체의 성

공적인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서는 타겟 마켓의 

소비자 구매특성을 고려하여 제품 포지셔닝 전략

과 프로모션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2013 글로벌전문기

술개발사업(10045046, 옵티컬 아트와 고화질 DTP 

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리조트웨어 개발)의 연

구결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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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 자료에 기반한 패션소비 분석 

박수진* ․ 손형진* ․ 양희순* ․ 이유리**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거시환경 지표는 패션산업과 패션소비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거시 환경지

표와 패션소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향후 패션

소비를 예측하고 패션산업의 발전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환경 지

표인 정량적 자료를 이용하여 소매업태 간, 의복

관련 품목과 다른 상품간의 경쟁관계 분석, 소매

업태와 관련된 패션소비 분석, 소득과 관련된 패

션소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거시환경 지표는 2001년부터 

2013년 1사분기까지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먼저 소매업태 별 경쟁관계를 분석

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한 분기별 자료인 소

매업태 별 판매액지수(2010년 100기준)를 이용

하여 소매업태 별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의복과 다른 상품간의 경쟁관계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한 분기별 상품군 별 판매

액 지수를 이용하여 의복관련 품목의 판매액지수

와 다른 상품군의 판매액지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비지출 구성비 중 의류· 신

발의 구성비와 다른 상품간의 추이 비교를 통한 

경쟁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로 소매업

태와 관련된 패션소비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한 분기별로 제시된 소매업태 별 판매액 지

수와 의복 품목별(의복, 신발, 가방) 판매액지수

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의복품목과 업태별 관련성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과 관련된 패션소비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시한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월평균소득과 소매업태 별 판매액

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득

과 패션소비와의 관련성을 위해 소득배수를 산출

하였다. 소득배수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100만원 

미만 구간의 평균소득 대비 600만원 이상 구간

의 평균소득의 배수를 말하는 것으로 수치가 커

질수록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소득배수를 

산출한 결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소득의 양극화와 소매업태와

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배수와 소매업태

별 판매액지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시환경 지표인 소매업태 별 판매액지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형마트와 인

터넷 쇼핑의 판매액지수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

(.971)를 보여주어 대형마트의 판매액 증가는 인

터넷 쇼핑의 판매액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

다. 이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의 동반성장 가

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대형마트의 인터넷 쇼핑

으로의 진출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또한 백화점과 전문소매점의 판매액지

수,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의 판매액지수 또한 강

한 상관관계(.933)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소매

업태 별 판매액지수는 동반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의복과 다른 상품군 간의 경쟁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의복의 판매액지수와 상품군별 판매액 

지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복과 운동오

락의 판매액 지수는 정적인 상관관계(.763)를 가

지고 화장품과도 정적 상관을 가지(.735)기 때문

에 의복이 많이 팔릴수록 운동오락과 화장품의 

판매액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복합 

쇼핑몰의 성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편안한 휴

식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라운징(lounging) 트렌

드가 소비행태로 등장하면서 쇼핑과 오락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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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복합쇼핑몰의 성장과 

결부시킬 수 있다. 신발은 화장품과 가장 강한 

정적인 상관관계(.895)를 가지고 의복과 다르게 

가구의 판매액지수와도 높은 상관관계(.826)를 

보이며, 통신기기와는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

(.667)를 나타냈다. 가방은 화장품(.944)과 수입

승용차(.939)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운동

오락과 가장 낮은 상관관계(.585)를 보여주었다. 

또한 통계청에서 제시한 지난 10년간의 소비지

출구성비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의류 및 신발

의 지출구성비는 교육 지출 구성비와 완전히 반

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의류 및 신발의 지출 구

성비가 늘수록 교육 지출 구성비가 줄어드는 양

상을 보여주었다.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와 의복 품목별 판매

액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의복 판매액지수

가 증가할수록 모든 소매업태의 판매액지수가 상

승하며, 백화점 판매액지수(.920)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 다음으로 전문소매점(.864), 인터

넷 쇼핑(.739), 홈쇼핑(.702), 대형마트(.587) 판

매액지수 순으로 나타났다. 신발 판매액 지수가 

증가 할수록 대형마트를 제외한 소매업태의 판매

액지수가 상승하며, 홈쇼핑(.906)의 판매액 지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며, 인터넷 쇼핑(.869), 전문

소매점(.732) 순으로 판매액 지수가 증가하였다. 

소득과 관련하여 패션소비 행태 분석을 위해 

월평균소득 통계청자료(2001~2012)와 소매업태

별 판매액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균소득

은 대형마트(.724)와 무점포 소매점(.591)의 판매

액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월

평균소득이 증가하면 대형마트와 무점포 소매점

의 판매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월평균

소득의 증가는 대형마트의 판매액을 높일 수 있

으므로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소비기

호에 맞도록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지막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패션소비와의 관련성

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배수와 소매업태 별 판매

액지수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의 양극

화가 심해질수록 대형마트(.378)와 인터넷 쇼핑

(.368)의 판매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치소비가 증대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

며, 소비의 양극화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Cheap & Chic 상품을 선호하는 현상과 연결될 

수 있는데 보다 싼, 보다 다양한, 보다 재미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이를 위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상품구색 전략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거시환경 지표의 

변화 양상과 패션과 관련된 소매업태, 패션소비

양상을 분석하여 향후 패션산업의 발전방향, 거

시환경 지표에 따른 패션소비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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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류 구매 시 제공되는 소재 정보에 의한 
소재특성 예상과 실제의 차이 연구:

면 티셔츠를 중심으로-

김귀경 · 이나현 · 유신정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서 론

인터넷이 보급되며 점차 온라인 시장은 무한

한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을 가진 소비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첨단 모바일 기기들의 출현과 전자 상거래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의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져 

그 성장세가 가파르다. 하지만 가상공간의 시·공

간적 제약은 온라인 쇼핑몰에 보완되어야할 여러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의류소재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고 정확성이 떨

어지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까지 온라인 

의류 구매에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 치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은 많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

서 쉽게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의류소재 측면에서는 대체로 불명확

하거나 부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온

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소재정보 내용과 방식

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소재를 제공하는 내용 

및 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점이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

다는 것이라 본 연구자들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

었다. 실제 앞선 연구에서도 ‘소재정보와 실제 

상품의 차이’가 인터넷 쇼핑몰 구매를 저해하는 

큰 요소로 작용한다고 나타났다.(조영주, 임숙자, 

이승희,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소재의 어느 

특성에서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실제의 

차이를 많이 느끼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함으로

써, 온라인에서 의류구매 시 소비자들에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재 정보를 알아보려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실

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면티셔츠 

5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

(전혜진, 2006)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빈

도가 가장 높은 복종이 티셔츠이며, 소비자들은 

주로 천연, 혼방 제품을 구매하고 선호한다고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면 100%, 면 혼방 티

셔츠를 아이템으로 선정하였다. 소재 정보제공에 

통일성을 주기위해서 비교적 표준화 되어있는 

‘롯데닷컴’의 방식을 차용하여 소재정보를 제공

하였다. 선행연구(김여원, 최종명, 2011)를 참고

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류소재특성 10가지

를 선정해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설문은 

2013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터넷 쇼

핑몰 주요고객인 20대 남녀 5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성은 46%, 여성은 

54%을 차지했다. 

설문에 사용된 10가지 소재특성
1. 비침 2. 광택 3. 신축성 4. 드레이프성(실루엣) 
5. 두께감 6. 무게감 7.직물짜임 8. 유연성(뻣뻣함, 
부드러움) 9. 접촉온냉감(시원함, 더움) 10. 질감 
(까슬까슬함, 매끄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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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토의

소비자들이 실제 온라인상에서 제공된 의류이

미지와 소재 정보만으로 예상한 소재의 특성과 

실제 대상 의류를 접한 후 느낀 감각적 차이는 

티셔츠의 종류와 모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

으나 예상한 소재의 특성과 실제 소재의 특성이 

일치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비침’을 제외

한 모든 항목에 대해 40-60% 정도였다. 이 결

과는 대부분의 소재 특성에서 사진 등 온라인상

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보고 예상한 것과 실물을 

보았을 때 차이를 느끼는 소비자가 많다는 사실

을 나타낸다. 조사결과 ‘질감(43%)’과 ‘신축성

(50%)’, 두께감(51%)’ 특성에서 예상과 실제가 

다르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비침(76%)’은 시료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는 했으나 (64~90%) 비교적 예상과 실제가 같

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특성이었다. 이

는 접사 사진 등 시각적으로 비교적 쉽게 예측

할 수 있는 특성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류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재의 

특성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고 1위에 3점, 2위

에 2점 3위에 1점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1위는 드레이프성(76점), 2위는 질감(54

점), 3위 신축성(37점)·두께감(37점), 4위 광택

(31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까슬까슬함/ 매끄러

운’과 같은 질감특성과 ‘신축성’과 ‘두께감’이 소

비자가 의류를 구매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2위와 3위의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실제 질감의 특성을 파악

하기가 가장 어려운 특성들이라고 나타났다. ‘드

레이프성’ 또한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

는 항목이었으나 일치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가지 소재 항목 특

성에서 온라인상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소비자가 

예상한 소재의 특성과 실제 소재특성을 같게 인

식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평균 50% 내외로 높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예상한 소재와 

실제 소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질감’과 ‘신축성’, ‘두께감’은 소비자가 의류 구

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재 특성임에도 불구

하고, 온라인상의 정보만으로 이들 소재 특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반품률을 낮추

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 소재 특성

을 전달하는 방법과 내용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두께감’과 ‘신축성’ 특성은 이미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그 정보만으로는 예상

과 실제가 차이를 보였다. 또한 소비자가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 제

공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질감’과 ‘드레이프성’은 현재 온라인상에

서 소재특성 파악을 위해 정보 제공 방식이 없

으므로 소재특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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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나타난 패션브랜드 콘텐츠 디자인 분석: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중심으로

이혜주 ․ 이가은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서 론

2011년 기준으로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의 84퍼센트가 기업 경영에 한 가지 

이상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한바 

같이 오늘날 ‘소셜 미디어는 기업 활성화에 필수

적 요건이 되고 있다. 여기서 소셜미디어는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

으로서 블로그‧마이크로 블로그‧SNS‧위키‧UCC 등

의 서비스들이 이에 해당한다. 소셜미디어는 모

빌리티(Mobility)의 특성을 지니며 유‧무선 네트

워크의 통합과 다양한 ‘포스트 PC' 단말기를 통

해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형태이든지 네트워크

로의 접속이 가능하며 이동할 경우에도 수많은 

사물과 단말기에 주소가 부여되어 위치와 주체가 

일체화되는 테크놀로지의 특징을 지닌다. 이제는 

더 이상 정보기술이 특정기업이나 특정전문가들

의 전유물이 아니며, 정보기술은 소비대중 누구

에게나, 언제, 어디서든지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발맞춰 최근 들어 SNS 1

세대의 대표적인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점차 글자

언어에서 시각언어로의 변화를 꾀하면서 새로운 

이미지 콘텐츠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2013년

도 US 마케터 대상 소셜미디어 운영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기업의 소셜미디어 운영 목

표가 기존의 세일즈에서 나아가 소셜 미디어의 

고유한 장점을 살려, 고객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 전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보고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소통하

기 위해 140자 정도의 단문을 쓰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진이미지 공유 서비스의 경

우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 사진 이미지를 전송할 

정도로 식속하고 편리해진 것이다. 이러한 신속

성 때문에 정보를 시간적‧공간적으로 해방시키는 

동시에 정보의 최신성(recency)과 신선성(fresh- 

ness)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제 SNS 공간은 국

적이나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사진 이미지 공유를 통

한 신속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

어 기업브랜드의 SNS 콘텐츠 디자인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직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위

력은 크지만, 2010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한 사진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SNS 브랜드인 

인스타그램(Instagram)은 2013년 2월 1억 명이

었던 월 활동 사용자가 9월에는 1억 5천만 명을 

넘어가는 등 그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브랜드들이 공식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미지 전략이 중요한 패션브랜드들이 대거 진입

하여 많은 팔로워(follower)를 확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최근 SNS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

랜드 콘텐츠 디자인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

직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있

으며(권승경, 장동련, 2011; 이영주, 김성계, 

2013; 임미정, 2010; 전혜정, 2013; 최은영, 

2012;) 최신 나타난 사진공유 SNS 브랜드의 변

화된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 브랜드 전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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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최근 감성소비자의 관

심 속에서 그 위상이 부각되고 있는 사진이미지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의 구성적 콘텐츠의 특성

을 살펴보고, 둘째, 인스타그램 서비스상에서 공

식 페이지를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들의 콘텐츠 

디자인을 분석함으로써 셋째, SNS를 이용한 브

랜드의 소셜 콘텐츠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콘텐츠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실증적 고찰 중심

으로 이루어지며 논문‧전문서적‧전문잡지‧보고서‧
인터넷‧통계자료 등의 문헌을 통한 이론적 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다. 연구 대상은 첫째, SNS의 

경우 2010년도 이후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

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선정하며 둘째, 인스타그

램 내 패션 브랜드 공식 페이지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속옷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

(2013.10.12. 현재 2,549,679 followers), 그 다

음 순위인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2013.10.12. 

현재 2,495,963 followers)를 선정하여 각각 500

개의 이미지 사진을 통해 고찰한다. 연구 구성은 

첫째, SNS와 관련된 개념적 접근 둘째, 사례연

구로서 우선 인스타그램의 콘텐츠 서비스 체계를 

분석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내에서 운영하고 있

는 두 패션브랜드의 콘텐츠 디자인을 분석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다른 SNS와의 차이점을 비

교함으로써 사진이미지 공유 SNS의 특성에 따른 

활용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 및 고찰

첫째,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연상시키는 정사각형 프레

임에 다양한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어 기존에 있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비

해 브랜드 자체적으로 독창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타임라인 형식으로 콘텐츠들이 보

여질 수 있어 사용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

로 찍어 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SNS

보다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 

둘째, 인스타그램에서 속옷 브랜드인 빅토리아 

시크릿은 브랜드의 행사를 알리는 등 다양한 광

고, 제품이미지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이미지들의 콘텐츠로 디자

인되어 고객과 공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델

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웃음을 자아낼 수 있게 

제품을 배치한 이미지, 혹은 휴양지의 사진이미

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빅토

리아 시크릿의 타깃층의 매력을 끌만한 문구를 

제시하거나 세일이 끝난 후 팔로워들에게 그들이 

구매한 제품을 해쉬태그(#)를 이용해 팔로워들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관심을 이끌어 다시 팔로

워들이 공유한 이미지를 모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팔로워들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디자인했

다. 이는 브랜드 자체적으로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사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광고이미지가 아

닐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적

용해 디자인했다. 

셋째, 나이키의 경우 스포츠 브랜드의 특성상 

보다 역동적인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이미지를 중

심으로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다시 말하면 스포

츠 스타들의 이미지나 그들의 도전에 대한 이야

기, 마라톤과 같은 브랜드의 특별행사들과 관련

된 콘텐츠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제품을 보여줄 

때에는 단순한 광고컷을 올리기도 하지만, 직접 

착용한 후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멋진 이

미지들을 제시, 공유함으로써 전체적인 콘텐츠들

에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빅토리아 시크릿 브랜

드와 같이 해쉬태그를 이용해 팔로워들의 커뮤니

케이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는데 나이키는 특별

히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직

접 제품의 컬러를 디자인하는 PHOTOiD라는 

캠페인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2010년도 이후 사진이미지 공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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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SNS인 인스타그램 

내 패션 브랜드 중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빅토리아 시크릿과 나이키의 콘텐츠 디자인을 분

석하여 새로운 SNS 활용, 콘텐츠 디자인의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인 요소는 

첫째, 특별한 문구나 어휘보다 사진 이미지 중심

의 콘텐츠 둘째, 사진 이미지에 해쉬태그를 이용

하여 팔로워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자체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 기여할 수 있으며 셋째, 

직접적 광고를 지양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

리는 이미지와 아이덴티티 확장을 통한 이미지들

을 공유하도록 하여 라이프스타일의 이야기 중심

으로 한 간접적 인지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디

자인하였다. 차별점으로는 각 브랜드 아이덴티티

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스토리 중심의 이미지 콘

텐츠들을 제시,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이 대두되는 SNS에 

부응할 수 있는 브랜드의 창의적인 콘텐츠 디자

인 개발에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어 신소비자를 대상으로 감성적인 SNS 운영

방안에 대해 고찰, 브랜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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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소비가치와 양면소비성향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하유선 · 정성지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서 론

최근 소비자들은 예전의 소비들보다 많은 정

보에 노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불황이라

는 경제 상황 속에서 보다 스마트한 소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 혹은 가

계의 소득수준에 맞는 소비행동보다는 자신의 가

치기준에 따른 소비를 행함으로써 제품이나 상황 

등에 따라 ‘트레이드 업’ 혹은 ‘트레이드 다운’ 

된 소비 즉, 양면적 소비행동을 보이고 있는 추

세이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가계의 소비를 주

도하고 있는 여성 소비자들은 자신이 속한 가족

생활주기의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 가치기준에 따

라 소비행동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소비자의 구매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양면소비성향 및 구매행동에 대해 구

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소비

자들의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되는 가족생활주기단계, 관여도, 자기효능감이 

소비행동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신 및 가계전반의 소비활동을 주

도하는 여성소비자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

하는 20대에서 50대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2012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예비조사를 실시

하여 2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에 사용하

였고 이를 통해 검증된 척도를 가지고 2013년 3

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본 조사를 실시하

여 320여명의 결과자료를 수거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소비자의 인

구통계적 특성, 패션소비가치, 패션양면소비성향, 

패션구매행동, 패션관여, 자기효능감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분석은 SPSS18.0과 AMOS 18.0의 통계패

키지를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성

변수의 유형화를 위한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과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평가하

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및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소비가치의 하위차원은 진귀적가치, 

감성적가치, 실용적가치, 상황적가치, 사회적가치

로 도출되었고, 패션양면소비성향의 하위차원은 

브랜드-가격 양면소비, 점포양면소비, 계획양면

소비로, 구매행동의 하위차원은 소비만족, 소비

절약, 소비합리화로 최종 도출되었다. 

둘째, 패션소비가치와 패션양면소비성향, 패션

구매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가치가 브랜드-가격양면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상황가치가 브랜드-가격양면소비, 점포양면소비, 

계획양면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가격양면

소비는 소비만족, 소비감소, 소비합리화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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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양면소비는 소비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생활주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위

해 자기중심소비 집단과 가족중심소비 집단의 구

조적 차이를 검정한 결과, 자기중심적 소비집단

이 가족중심적 소비집단 보다 브랜드-가격양면

소비가 합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중심적 소비를 할수록 

브랜드-가격 양면소비 후 소비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패션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저관여집단과 고관여집단의 구조적 차이를 검정

한 결과, 저관여집단이 고관여집단보다 브랜드-

가격양면소비에 있어 사회적가치가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관여도

가 낮을수록 브랜드가격 양면소비를 하는데 사회

적가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섯째, 패션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 저효능집단과 고효능집단의 구조적 차이를 검

정한 결과, 고효능 집단이 저효능집단에 비해 점

포양면소비에 있어 상황가치가 더 강력하게 영향

을 미치고, 브랜드-가격양면소비 후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효

능감이 높을수록 점포양면소비를 하는데 상황가

치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브랜드-가격양면소

비 후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더욱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르게 양면소비성향

의 하위차원은 브랜드와 가격 양면소비가 합쳐졌

고, 유행양면소비는 제외되었다. 이는 일반 소비

자들이 패션브랜드와 가격을 밀접하게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유행이나 

스타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않

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유행이나 

스타일에 대한 질문에는 보다 소비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개념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패션소비가치 중 사회적가치와 상황적가

치만이 양면소비성향의 브랜드-가격양면소비와 

점포양면소비, 계획양면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지

위에 따라 공적인(official) 용도로 사용되는 패션

제품과 사회적(social) 혹은 개인적(private)인 용

도로 사용되는 패션제품을 브랜드와 가격에 있어 

양면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결혼이나 면접을 위한 패션제품과 구매 상황에서

의 판매원 혹은 판매촉진활동에 따라 브랜드-가

격, 점포, 계획에 있어 양면적인 선택을 하는 것

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패션양면소비에 주요

하게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는 사회적 가치와 

상황적 가치 변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패션브랜드들은 브랜드의 이미지 및 가격정책의 

수립에 있어 보다 다양한 직업군과 소비자의 사

회적 지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패션제품의 

사용상황이나 라이프스타일에의 적용 사례를 명

확히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나 면접시즌에 따른 판매촉진 활동

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특히, 판매시

점에서의 판매원 혹은 매장 디스플레이나 광고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브랜드-가격양면소비는 소비만족, 소비합리

화, 소비절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계획양면소비는 소비절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랜드-가격 양면소비를 

통해 자신의 소비에 만족하거나 자신의 소비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브랜드-가격의 양면소비가 합리적이

지 못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 이후의 소비를 자

제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패션 브랜드에서는 브랜드와 가격 전략을 명

확하게 수립하여 충분히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소비

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브랜드와 가격에 대비하

여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 즉 가치소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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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계획구매와 

충동구매에 대한 양면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은 충

동적인 소비패턴을 줄여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보다 실용적이

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브랜

드들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제품의 구색을 통해 소비자들의 보다 폭넓은 선

택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여성소비자들은 결혼이후 가계의 소비를 

주도함으로써 소비품목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가

계 전체 소비를 조절함으로써 결혼이전의 소비와

는 확연히 다른 소비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중심적 소비를 

하는 미혼기, 독립미혼기, 자녀독립기의 여성들

이 가족중심적 소비를 하는 신혼기,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성년기 여성들에 비해 브랜드-

가격 양면소비 후 자신의 소비에 대해 합리화하

는 경향이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

기중심적 소비를 하는 여성들이 자기자신에 대한 

소비가 훨씬 자유롭고, 소비하는 품목이 상대적

으로 자기 개인에 대한 품목들로 초점이 맞춰지

면서 자신의 소비행동에 합리화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가족중심적 소비를 하는 여성들

은 가계전체 소비를 담당 혹은 주도하면서 자신

의 소비에 대해 항상 검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40-5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여성 패션브랜드

들이 ‘나만을 위한 행복’, 혹은 ‘나만을 위한 여

유’ 등의 카피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

과를 통해 잠재된 여성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분

히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패션에 대해 관여도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사회적 가치가 브랜드-가격 양면소비

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패션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이 많으며 패션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는 

여성들은 브랜드-가격 양면소비에 있어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려를 그렇지 않

은 여성들에 비해 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패션관여도가 낮은 여성들은 패션제품의 브랜드

나 가격대를 선택할 때 패션제품에 대한 자신감 

혹은 확신이 다소 낮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를 의식하여 주변의 환경에 동조하는 

브랜드-가격 양면소비를 하는 반면, 패션관여도

가 높은 여성들은 브랜드나 가격의 선택에 있어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도 

충분히 패션소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 신규브랜

드들은 패션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패션관여

도를 넓힘으로써 소비자들의 폭넓은 선택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지위나 직

업으로 브랜드의 컨셉 및 이미지를 고수하던 패

션브랜드들은 최근 패션관여도가 높아지는 여성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이미지 및 컨셉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패션소비에 있어 효능감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즉, 패션소비경험이 많거나 정보수

집능력 및 도전감이 높은 여성들이 점포양면소비

에 있어 상황적가치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브랜드-가격양면소비 이후 소비에 

대한 만족감을 더 높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소비의 경험이 많거나 정보수집력이 높

은 여성이 특정상황 즉 결혼이나 졸업, 면접 시

에 필요한 패션제품을 소비할 때 다양한 점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다양한 점

포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구매시점에서의 다양한 할

인, 이벤트 정보 역시 패션효능감이 높은 여성들

의 패션제품 소비경험이나 정보력이 밑바탕 될 

것으로 본다. 효능감이 높은 여성들은 브랜드-가

격 양면소비 후 소비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통

해 브랜드-가격에 대해 효율적으로 양면적 선택

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패션브랜드들은 브

랜드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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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소비자의 패션 양면소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하유선 · 정성지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서 론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

는 조짐을 보이면서 관련 기관이나 매체에서는 

‘조용한 대공황’ 즉, 향후 오랜 기간 동안 저성장 

상황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전체적인 소비의 규모

는 줄이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혹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소비에는 적극적인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소비행동을 하는데 있

어 중심이 되는 소비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브랜

드의 마케팅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또한 소비가치에 따른 소비행동

이 양면화 혹은 다양화되는 패턴을 파악하는 것

은 각 브랜드의 제품이나 매장의 구성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비의 

주체인 여성 소비자의 경우 상황 특히, 자신이 

속한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자신의 역할 및 

소비가치가 변화하면서 소비행동 또한 다른 형태

를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여성소비자들의 

소비가치와 양면소비 패턴을 좀 더 심도깊고 구

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질적연구분석 방법을 통

해 확인해 보았다. 질적연구는 알려진 것이 없거

나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해 통합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경우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에

서 50대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기법

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선

정은 연령과 직업, 가족생활주기단계를 고려하여 

우선 연구자의 지인을 선정하였으며, 인터뷰 참

여자를 통해 다른 대상을 소개받는 눈덩이표집

(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문 문항을 확정하기 위한 파일럿 인터뷰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10명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IG)과 유선통화를 통한 

개별면접, 1:1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파일럿 인터뷰에서는 보다 포괄적이

고 자유로운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비구

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했으며, 이

를 통해 소비의 범위와 유형, 소비기준 그리고 

소비태도 등에 대한 질문문항을 확정하였다. 

본 조사는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확정한 반구

조화한 질문지를 가지고 2012년 7월부터 8월까

지 총 16명의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인터뷰 중 

현장기록을 작성하였다. 인터뷰시간은 최소한 1

시간 20분 이상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편

의에 따라 2~3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녹음된 

자료는 인터뷰 후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trauss & Corbin(1998)의 근

거이론을 기초하여 분석하였는데, 녹취록과 현장

노트, 문헌자료들을 참고로 개방코딩, 축코딩, 선

택코딩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개방코딩: 근거자료의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63개의 개념이 도출되었고, 이

를 통해 실용적가치, 사회적가치, 감정적가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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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적가치, 상황적가치, 브랜드양면소비, 가격양면

소비, 점포양면소비, 유행양면소비, 계획양면소

비, 소비만족, 소비감소및 중단, 소비합리화, 위

험회피, 연령-직업-소득-가족구성원의 변화, 전

문지식, 관심, 소비경험, 중요성, 자신감, 능력, 

도전성, 독립성 의 21개의 하위범주와 소비가치, 

양면소비성향, 구매행동, 가족생활주기변화, 관

여, 자기효능감의 6개 상위범주를 범주화하였다. 

2. 축코딩: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 분석

축코딩은 개방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들을 

재조합하여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조건, 작용/상

호작용, 결과를 밝혀내어 자료안에서 범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밝혀내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의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한 인과적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인과적 조건은 ‘가족생활주기’로 연령, 소득, 

직업,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도출되었다. 즉, 여성

소비자는 자신이 속한 가족생활주기 단계 즉, 자

신의 역할 변화에 따라 소비가치가 변화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이후 신혼기를 거쳐 자

녀출산부터 자녀성년기에 걸쳐서는 ‘가족중심적’

소비가 나타나고, 미혼과 자녀 독립기의 단계에

서는 ‘자기중심적’소비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혼기와 자녀 독립기의 경우, 자기중심

에서 가족중심으로, 가족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 

변화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현상으로서의 소비가치는 제품의 본질적 품질

이나 기능성, 소비량이나 빈도등을 고려한 실용

성, 비용과 혜택을 고려한 효율성, 사용 및 관리

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실용적가치’와 소속집단

이나 준거집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회적가

치’, 제품의 미적, 쾌락적요소, 소유욕, 기분전환 

등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감정적가치’, 개성있고 

독특한 스타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구하거나 

한정판을 선호하는 ‘진귀적가치’, 특별한 날과 같

은 상황이 소비의 기준이 되는 ‘상황적가치’로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서의 양면소비성향은 현

상 즉 소비가치에 따른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동

으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가격, 점포, 유행, 계

획 양면소비 성향으로 구분되어 도출되었다.

결과로서 구매행동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따

라 나타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만족, 소

비감소 및 중단, 자기합리화, 위험회피행동으로 

구분되어 도출되었다. 

중재적 조건 즉, 전략(양면소비)에 영향을 미

치는 광범위한 조건은 본 연구에서는 소비에 대

한 관여정도와 자기효능감이 중재적 조건으로 파

악되어 구분하였다. 

3. 선택코딩

1) 패러다임에 의한 ‘양면소비행동’

양면소비행동 행동은 각자의 소비가치를 기준

으로 브랜드, 가격, 점포, 유행성, 계획성 등의 

양면소비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계속된 양면소비

행동은 결과적으로 소비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개

인의 소비패턴으로 정형화 된다. 

2) 양면소비행동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ㄱ.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소비가치의 

변화

여성소비자들은 미혼, 결혼, 출산, 육아의 단계

를 거치며 연령, 직업, 결혼지위, 소득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는 소비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 발

전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정립된 소비가치는 소

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혼 전 미혼의 

단계에서는 모든 소비가 자기중심적으로 진행되

는데, 소비경험이 적고 소득의 수준이 낮은 20대

는 실용적, 기능적 가치 기준 보다는 감정적, 진

귀적, 사회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하

게 된다ㅋ. 하지만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소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경험

한 미혼의 경우, ‘자신’만을 위한 소비에서 ‘가

구’ 즉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비로 소비범

위확대를 경험한다. 또한 그동안 쌓여진 소비경

험을 통해 소비가치가 재정립되면서 실용적가치, 

사회적가치의 기준이 강해진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소비 역시 유지되며 강화, 발전된 감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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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귀적 가치를 기준으로 소비생활을 지속하게 된

다. 한편, 결혼지위를 획득한 참여자는 가정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로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

의 소비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녀가 출생하

면서 모든 소비생활은 자녀에게 집중되면서 본격

적인 가족 중심적 소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자녀육아기 시기에는 자녀의 건강에 관련된 식품 

및 패션제품에 관련된 소비가 집중되면서 상황

적, 감정적 소비가치 기준과 가족과 주변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가치기준을 통해 

소비생활이 전개된다. 이후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녀교육기에 접어들면서 가정의 모든 소비는 자

녀교육에 집중되는데 현재 국내의 자녀교육 현실

에 따라 과도하게 편중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자녀성년기에 접어든 참여자는 그동안 자녀에게 

집중했던 시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부모에게 의존

도가 높은 국내 결혼문화를 고려하여 자녀의 결

혼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앞두고 완전히 자기중심

적소비로의 전환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자녀

독립기 단계의 참여자는 자녀의 독립을 통해 ‘타

인지향적 소비’에서 ‘자기중심적소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독신으로 

구성된 1인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자녀의 독립은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의 가구를 형성한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계소비가 진

행됨으로써 미혼의 소비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

한 노후대비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실제로 

가정의 소득 혹은 가처분소득이 증가해도 기존의 

소비패턴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경향을 보이지

만, 여행이나 취미,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

가하는데 이는 가족으로부터 독립된 ‘자기중심

적’ 소비의 경향을 보인다. 

ㄴ. 소비 관여도에 따른 양면소비행동

소비가치에 따른 양면소비 행동은 전문지식, 

관심, 경험, 중요성인지와 같은 관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구매

하는 제품에 대한 관여의 정도가 높을수록 다양

한 양면소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전공 혹은 패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경우, 새로운 패션제품이나 구매방식에 대해 적

극적으로 시도를 하기도 하고, 패션제품의 가치 

혹은 본질적 특성에 따라 투자하는 비용과 노력 

혹은 시간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자녀 유아기 단계에 속한 참여자들은 

자녀의 건강과 교육관련 제품에 외부적인 정보탐

색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한 제품

에 집중소비를 하는 반면, 유아발달과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는 다양한 제

품을 다양하게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문

적 지식이 양면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단지 

패션제품 구매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한 관심 및 소

비경험이 많을수록 참여자들은 명확한 소비가치

기준을 세우고 보다 활발한 양면소비행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ㄷ. 자기효능감에 따른 양면소비행동

연구 참여자들의 소비에 대한 자신감, 소비능

력, 도전성, 독립성과 같은 자기효능감의 정도의 

차이는 소비가치에 다른 양면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면소비는 품목, 용

도, 상황에 따라 명확한 소비가치를 가지고 브랜

드, 가격, 구매점포, 유행성, 계획성부문의 양면

적으로 소비를 하게 된다. 구매제품에 대한 자신

감이나 구매 노하우 및 위기대처능력이 강할수록 

다양한 선택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특히 도전성

이 강할수록 양면소비에 대한 시도가 더욱 활발

해 지며, 독립성이 강할수록 타인의 평판으로부

터 자유롭게 소비행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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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나타난 비즈니스백 연구

최하나 · 이효진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급속한 경제 성장과 디지털의 발전으로 인한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다양한 선진문화의 접촉은 

문화의 다원화와 가치관 변화 등의 사회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남성들은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과 동시에 아름다움

에 대한 다양한 영역을 요구하며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있다. 더하여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

을 위해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개발에 투자를 아

끼지 않으며 삶의 질적인 향상을 중요시하게 되

었다. 

2008년 3G폰과 2010년 태블릿 PC 등 세계 

디지털 전자브랜드의 잇따른 모바일기기 발표로 

인한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은 방대한 패션자료의 

보급에 따른 패션에 대한 관심도 증가 뿐만 아

니라 전문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바꾸는 주요 원

인이 되었다. 특히 남성 비즈니스백은 현대 첨단

화 된 비즈니스 환경을 위해 소지해야하는 디지

털 제품들의 보호와 이동을 위해 남성들에게 필

수적인 아이템이 되었다. 남성들에게 비즈니스백

은 기능 뿐 아니라 개성을 나타내는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취미나 다양한 활동 등의 라이

프스타일 환경에 맞게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로 

변화해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으로 인

해 남성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21세기 

현대 남성패션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비즈니스백

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 종류, 형태, 이미지 

등 비즈니스백의 특성 분석하여 남성패션에서 보

여지는 비즈니스백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

는 비즈니스백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비즈니스

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한 산업현장의 가방 디자인 영역에서 남성패션에 

맞는 비즈니스백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고

자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대인들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된 

휴대용 디지털 제품이 비즈니스백의 다양한 디자

인의 출현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3G 스마

트폰의 출현 시기인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4대 패션 컬렉션인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컬

렉션에 나타난 남성 비즈니스백으로 한정하여 진

행하였다. 세계 4대 패션 컬렉션은 2008년 s/s 

시즌부터 2013년 f/w시즌 까지 6년 간의 (28시

즌) 패션 컬렉션 중 남성 비즈니스백을 보여준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적인 자료와 사진 

자료를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서적과 패

션 잡지, 관련 연구 논문 등의 간행물과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남성 패션에 

나타난 비즈니스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디지털 발전과 정보의 다양화

디지털 발전과 그로인한 정보의 다양화는 모

든 분야의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표현,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문화를 생산하는 방식에도 변

화를 일으켰다. 디지털 환경 변화는 사회문화적

인 변화와 함께 비즈니스맨의 패션을 변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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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이러한 양상속에 디지털 기기는 비즈

니스맨에게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였다. 비즈니

스맨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동시에 디지

털기기의 휴대의 필용성은 비즈니스백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백은 디지털 기기를 효과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다. 서류와 수첩과 같은 필

기서류를 대신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휴

대하기 위한 파우치백, 포트폴리오백, 클러치백 

등과 노트북과 같은 울트라 PC를 수납할 수 있

는 공간이 따로 디자인된 백팩이나 토트백, 클러

치백 등이 나타났다. 비즈니스백 종류의 다양성 

뿐 아니라 패션의 관심과 함께 비즈니스백의 디

자인 또한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가죽에 

한정 되어졌던 가방의 소재는 가죽을 포함한 인

조가죽, 면, 나일론, PVC 등과 금속, 목재 등과 

같은 다양한 범위 소재가 사용되며 특히 충격에 

민감한 디지털 기기를 보호하기위하여 네오프렌

이나 라바스폰지 등과 같은 특수소재 또한 충격

완화제 역할을 하며 가방 소재로 사용되어 다양

한 디자인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2. 남성미의 변화

남성들은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아름다움에 대한 표출을 꺼리지 않으며 자신에 

대한 자기애적 성향이 두드러지는 사회적 변화는 

남성의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어 남성미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남성 코스메틱 시장이 대두되고 있

으며 남성을 위한 컬러 로션과 피부 관리실까지 

등장하는 등의 남성 주력 상품이 늘고 있다. 또

한 최근 미디어광고에서 보여지는 남성은 전체적

으로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스타일이 선호의 대

상이며 이러한 경향은 메트로섹슈얼, 위버섹슈

얼, 크로스섹슈얼과 같은 남성미를 대표하는 이

미지로 대표한다.

이같은 남성미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백은 

단조로운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양한 스타일과 개

성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점차 슬림해지는 남성패션은 소지품을 넣기위한 

백의 유행을 가져왔다. 비즈니스백은 점차 남성

들의 니즈를 수용하여 소프트하며 화려하고 감각

적인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며 특히 브리프케이스

로 단정 지어졌던 과거와 달리 포트폴리오백에서

부터 숄더백, 백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

의 백을 비즈니스백의 범위로 수용하였다. 또한 

미용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이 많아지면서 소지해

야할 물건 또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너백

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백이 등장하면서 백인백 

스타일, 수납공간의 안을 각각의 휴대용품의 필

요에 맞는 소재와 공간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수

납할수 있는 멀티스페이스 스타일, 하나의 가방

을 접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투웨이 스

타일 등과 같은 다양한 스타일을 창출하고 있다. 

3. 소비문화의 변화

현대 남성들은 과거와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

고 치장하며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어하며 

그 것은 자연스럽게 패션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맨슈머(Mansumer)라고 불리며 남성들이 새로운 

소비자로 중시되면서 남성복 편집매장과 브랜드

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남성복의 카테고리 

또한 세분화되고 있다. 그 중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는 남성 아이템의 다양화이다. 그 중 비

즈니스백은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 자신의 스타일

에 맞는 패션이 되는 가방을 선호하며 이러한 

현상은 실용성과 장식적인 목적이 부합하는 현상

으로 가방이 남성복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있다. 또한 자신의 니

즈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성향은 온라인 마켓의 

성장과 더불어 남성패션 소비시장을 넓히는 주요 

원인이다. 또한 남성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

하는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취미나 여행 등에 

대한 소비도 증가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비즈니

스백은 더욱더 다채로운 디자인과 다양한 소재, 

색상들로 출시되고 있으며 비즈니스백의 필요환

경이 넓고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결 론

21세기는 새로운 감각과 창의성이 요구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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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양하고 독특한 개성이 공존하고 있는 시

대로써 비즈니스백에도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결론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즈니스백의 디자인이 다채로워졌다. 

브리프케이스를 포함한 포트폴리오백에서부터 

포트폴리오백, 숄더백, 메신저백, 백팩 등 다양한 

백의 종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백인백스타일, 멀

티스페이스스타일, 투웨이스타일 등 새로운 디자

인과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재 또한 가죽을 

포함한 합성피혁, 면, PVC, 목재, 금속 등과 프

린팅, 텍스타일이 다양한 형태로 사용 되고 있으

며 특히 충격에 민감한 모바일기기를 위한 스폰

지나 잠수복 소재로 널리 알려진 네오프렌 등과 

같은 특수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색상 역시 스타

일과 개성에 맞는 다채롭고 화려한 색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두 번째 비즈니스백의 수용 범위가 넓어졌다. 

직장 뿐 아니라 TPO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비즈니스백의 활용범위 또한 

넓어지고 있다. 주5일제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와 취미생활, 여행등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 맞는 

실용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비즈니스백이 출

시되면서 그 활용도 또한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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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감성평가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최미화 ․ 김문영
계명대학교 섬유패션학과 ․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최근 통신기기와 매체의 발달로 인해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사용자층이나 서비스의 종

류도 다양해지고 있어,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빠른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소비자의 감성에 가치를 둔 마케팅

이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생활수준

이 향상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의류상품의 

질적 수준과 특성은 점차 비슷해지고 있으며, 최

근 의류브랜드는 유통시장의 다각화로 제품의 기

능적 가치보다는 감성적 가치를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주체인 20~30대 소비자의 구

매행태 또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구매에서 다양

한 감성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감성소비 행태로 

변화해 가고 있다. 최근 기업에서 마케팅 차원에

서의 감성이 차지하는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 기업에서는 이러한 감성전략을 도입하기 위

해 먼저 소비자들의 감성적이니 욕구와 열망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한다(한정민, 2010). 또한 

현대사회에서 소비자의 소비성향이 다양해지고 

브랜드는 단순히 제품식별자로서의 기능을 넘어

서 소비자의 기억 속에 유무형의 형태로 존재하

며, 소비자의 각종 구매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부터 브랜드는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김수연, 2006).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의 감성적 

욕구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 패션 웹사이트에서 

느끼는 이미지평가가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

와 같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

의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웹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감성이미지를 평가해보고 패션 웹사이트 이미지

에 대한 감성 평가가 브랜드 태도 및 상품구매

의도, 매장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패션에 관심이 많고 인터넷 활용

에 능숙한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패션 브랜드 웹사이트 자극물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반영하는 패스트 패

션이라 불리는 SPA브랜드 중 브랜드 스탁 기준

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 가치 1순위인 자라를 선

정하여, 패션 웹사이트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감성형용사로 분석하여 평가한다. 설문지 구성은 

패션 웹사이트의 기본 설문 문항으로 조사 브랜

드에 대한 기본태도문항 조사 후, 패션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보고 느끼는 감성 형용사 이미지를 

평가하고, 패션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본 후 브랜

드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문항으로 구성

하여 패션 웹사이트의 감성평가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감성평가와 브랜드 

태도에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PA브랜드 웹사이트 초기화면에서 사용자 

감성이미지를 평가한다. 둘째, 웹사이트에 대한 

감성평가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본 조사에 앞선 예비조사에서는 의류학 전공

자 대학생과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자라 브

랜드 웹사이트 초기화면을 보고 느껴지는 감성형

용사를 수집하기 위해 면접법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감성 형용사 이미지는 “심플하다, 클래식

하다, 차분하다, 도시적이다, 깔끔하다, 단정하다, 

시크하다, 따뜻하다. 여성스럽다, 산뜻하다, 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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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세련되다, 미래적이다, 자유롭다, 젊다, 상

쾌하다, 고급스럽다”등의 17개 형용사 이미지가 

도출되었다.

둘째, 웹사이트 초기화면 이미지 평가 후 해당 

브랜드 태도에 대한 답변으로 “가을에 시즌 상품

을 보러 매장에 방문하고 싶어 졌다”, “바뀌어진 

의류를 보고 싶어 방문할 예정이다”, “신상이 궁

금해서 매장을 방문하고 싶어졌다” 등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패션 웹사이트에서 느껴지는 이미

지 감성평가가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패션 웹사이

트 내에서 유발할 수 있는 감성이미지를 극대화

하여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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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서비스산업에서 점포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한 
고객만족과 전환장벽의 중재효과 

오경숙* ․ 강은미** ․ 박은주**
*부산예술대학교 뷰티토탈디자인과 ․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진 현대사회는 물

리적 측면보다는 편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미용서비스 산업 또한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이 평준화되어 가격과 핵심 

서비스만으로 차별화를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최

근 고객만족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인 로열티 프로그램 가치에 대한 연

구가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Nam, 2003; Yoon, 2010). 하지만 치열한 경쟁

구도에 놓여있는 미용서비스 분야에서는 로열티

프로그램에 관하여 살펴본 연구가 전무한 편이고 

로열티프로그램에서 점포충성도에 이르는데 고객

만족과 전환장벽의 중재효과에 대한 연구도 미비

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용서비스 구

매시 고객들의 로열티 프로그램 가치가 고객만

족, 전환장벽을 통하여 점포충성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여, 성공적인 미용서비스 점포 운영

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방향제시와 미용서비스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측정문항으로

는 로열티 프로그램 가치 20문항(Chandon et 

al, 2000; Nam, 2003; Yoon, 2010), 고객만족 

3문항(Dabholkar et al, 1996; Kang, 2005; 

Sureshvhandar et al, 2002), 전환장벽 2문항

(Jones et al, 2000; Yoon, 2010), 점포충성도 9

문항(Knox & Walker, 2001; Moon &, Lee, 

2006; Rowley, 2005),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2012년 8월 부산에서 986명의 

성인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0.0을 이용

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AMOS 20.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였다. 실증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서비스 구매시 미용서비스 점포충성

도와 관련된 변수들의 개념적 구조를 살펴본 결

과, 로열티 프로그램 가치는 쾌락적 혜택, 실용

적 혜택, 쾌락적 비용 및 실용적 비용 차원의 4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고객만족, 전환장벽, 

그리고 점포충성도는 단일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미용서비스 점포에서 로열티 프로그램 

가치, 고객만족, 전환장벽 및 점포충성도의 인과

관계를 살펴본 결과, 로열티 프로그램 가치 중 

혜택요인이 높을수록, 비용요인이 낮을수록 고객

만족이 높았으며 특히 쾌락적 혜택을 높게 인지

할수록 고객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환장벽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이 높을수록 점포

충성도가 커졌으며, 그중에서도 전환장벽보다 고

객만족이 점포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용서비스 점

포 운영자들은 고객들에게 로열티 프로그램에 대

해 프로그램 이용법을 쉽게 설명해주고, 고객의 

누적적립에 대해 주기적으로 공지해줌으로써 로

열티 프로그램의 혜택 가치를 높이고 비용 가치

를 낮추어 주어진 환경 내에서 혜택을 극대화함

으로써 고객만족을 높이고, 점포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환장벽을 지각하게 하는 등 마케팅 

전략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로열티 프로그

램 가치를 혜택과 비용 측면에서 다양하게 접근

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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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스토리가 패션제품에 미치는 영향

김문영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최근 패션제품의 구매소비자는 제품의 물리적 

가치보다는 브랜드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가치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제품을 선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의해 패션기

업은 브랜드이미지를 포함하는 브랜드개성화 작

업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의 

성패가 브랜드개성화작업의 성공여부에 달려있기

도 한다. 이원준, 정상수(2009)는 소비자의 브랜

드 스토리에 지각된 특성이 전반적인 브랜드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결과 브랜드 스토

리가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김헌(2009)은 스토리를 가

진 제품은 디자인이나 품질, 가격 면에서 다른 

상품에 비하여 소비자에게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현재 

패션시장에서 본 연구는 브랜드스토리 즉 브랜드

의 개성이 패션제품의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관

계를 살펴보고자한다. 브랜드 스토리는 결과적으

로 브랜드의 이미지와 개성의 강화와 밀접한 영

향이 있으며, 브랜드 스토리텔링은 브랜드 개성

의 구축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패션브랜드의 브랜드 개성에 관한 연

구는 대부분 Aaker(1997)의 브랜드 개성 척도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

용되고 있으며, 특히 패션 브랜드의 경우는 브랜

드 개성척도가 문화적 성향을 반영하는 점을 감

안한 고은주, 윤선영의 연구에서 국내 패션브랜

드에 적용 가능한 브랜드개성척도에 대한 연구가 

있다.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의 스토리가 패션제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하였으며 이

를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브랜드 정보 

유무에 따른 브랜드 개성의 요인을 알아보고 집

단 간 차이를 살펴본다. 둘째, 브랜드 정보 유무

에 따른 제품 관여도, 동일시 및 구매의도의 차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브랜드 정보의 유

무에 따른 제품 관여도, 동일시 및 구매의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2013년 5월 1일에서 9일에 걸

쳐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남여 대학생을 중

심으로 패션제품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제품이미지를 브랜드로고와 함께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상이미지를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

록 하였으며, 집단을 구분하여 브랜드 정보를 제

시한 경우와 브랜드정보의 제시가 되지 않은 경

우로 측정하였다. 실험대상 브랜드는 이탈리아 

나폴리 소재 잡화 전문브랜드로 1865년 설립된 

브랜드의 2013년 S/S 신상품 중 여성복 가방 1

점과 남성용 가방 1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브

랜드 정보의 제공이 있는 집단의 설문 시에는 

브랜드의 탄생배경, 역사, 주요 고객(셀레브레이

티), 매장 구성에 대하여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브랜드의 역사적 중요성을 설명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측정도구의 구성은 고은

주, 윤선영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다. 결과

의 분석은 총 253부를 사용하였으며,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제품의 개성을 측정하여 요인분석 후 집

단사이의 제품개성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

인 제품의 평가 요인은 유행(현대)성, 전통(클래

식)성, 신뢰성, 안정성 등이 나타났으며, 전통성

과 안정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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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정보가 있는 경우 제품평가에 있어 1요인

으로 전통성을 인지하는 반면 브랜드 정보가 없

는 경우는 제 1요인으로 유행(현대)성을 평가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 브랜드정보는 소비자가 인

지하는 브랜드 개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브랜드 정보의 유무는 소비자들의 제품 

관여도, 동일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

로 두 집단 모두 제품관여도, 동일시, 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동일시와 제품관여도에

는 요인별 영향관계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 

브랜드 정보의 제공여부에 있어 영향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통한 브랜드의 정보

의 제공이 패션제품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로 브랜드 스토리는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

는 주요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중

요정보요소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브랜드정보가 이미지

와 스토리텔링에 의한 브랜드의 역사성을 제공한 

경우로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에 

대하여 측정한 경우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미약한 경우로 향후 브랜드의 인지도가 있는 경

우에 매출이나 기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다양한 

브랜드정보의 제공에 따른 효과의 측정이 될 수 

있으면 브랜드정보의 제공에 따른 패션제품 평가

의 좀 더 효율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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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라이선스 패션매거진 신간호의 브랜드 광고 연구

정재윤 ․ 이혜주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IT기술에 의한 매체의 

발달은 잡지 산업의 다양한 접목을 통하여 구독

자들에게 방대한 양의 정보와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수요자에게 정보서비스를 통

한 광고의 경쟁적 수요가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

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의 

경쟁적 구도에서도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

출되는 패션매거진 광고의 중요성은 패션 관련브

랜드 회사들에게는 매력적인 홍보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다양한 정보매체와는 달리 

패션매거진은 편집장의 방향과 에디터들에 의한 

최신 정보와 다양한 사진정보들로 구독자들에게 

항상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로 연결되

는 정보서비스 광고효과의 기대가 가능하게 한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라이선스 패션매거

진의 광고 분야는 해마다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출판사들은 자사의 경제적 수익

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에서 발간되는 라이선스 패션매거진은 크게 남성

지와 여성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독자 교차범위

를 제외한 대상자에 따라 제품의 광고 분야가 

다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각 월호의 광고 중

에서도 새해가 시작되는 매년 신간호의 광고를 

분석하여 변화되는 상품의 구성을 알아보고자 한

다. 이는 국내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분

야와 변화되어가는 상품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패션매거진 광고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패션 관련분야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도

록 제시해 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문헌 연구와 내용분석을 병

행하도록 한며, 국내의 라이선스 패션매거진의 

등록 현황과 내용을 관련 자료를 통해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국내 라이선스 패션매

거진 중 주)두산에서 1996년도에 창간된 여성지 

‘보그’와 주)가야미디어에서 1995년에 창간된 남

성지 ‘에스콰이어’이다. 이들 매거진은 국내에서 

상위 판매 부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지도가 높

고 국내 발간년도가 비슷하면서 10년의 조사가 

가능한 대표적인 패션전문 매거진을 선택한 것이

다. 연구의 범위로는 해당 매거진의 같은 월호를 

조사하기로 하였으며, 새해의 시작하는 개념으로 

출판사에서 중요시하며, 신간 호에 해당되는 3월 

호를 대상으로 총 240권 호로 제안하였다. 물론 

각 월호를 조사하면 더욱 정확한 자료의 분석이 

가능하나 방대한 내용으로 분석에 시간적 어려움

이 있어 연구의 범위를 국내 라이선스 패션분야

의 발간된 2개 매거진 10년간 각 신간 호로 한

정하였다. 또한 국내 라이선스 패션매거진에 적

용된 광고의 양적 분석을 통하여 광고의 종류 

및 빈도수를 연구하여 10년 동안 변화되는 광고

의 패턴을 조사하고 신간 호의 브랜드 광고 특

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국내 라이선스 패션 매거진

매거진(magazine)은 영국의 발행인 에드워드 

케이브(Edward Cave)가 1731년 ｢젠틀맨스 매거

진｣이라는 월간 종합지를 창간하면서1) 사용되었

으며, 잡지의 영어명 ‘매거진’은 브리테니커 백과

1) 유재천(1988). ｢세계의 잡지｣, 서울: 한국언론재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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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의하면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의 글을 모아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정기적

으로 편집, 간행하는 정기 간행물. 발행 간격에 

따라 주간지(週刊誌), 순간지(旬刊誌), 월간지(月
刊誌), 계간지(季刊誌) 등으로 구분되고, 영리성

(營利性) 여부에 따라 상업 잡지, 기관지 또는 

홍보지, 동인지 등으로 구분되며, 내용에 따라 

일반 잡지(一般雜誌), 생활지(生活誌), 여성지(女
性誌), 아동지(兒童誌), 문예지(文藝誌) 등으로 

나뉜다. 세는 단위는 부(部), 책(冊), 호(號) 따위

가 있다.2) 라이선스 매거진은 이미 간행된 출판

물을 주로 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가능성을 타진하여 계약에 의하여 국

내 실정에 맞도록 일부 내용의 자율성을 갖고 

발행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

부의 최근자료로 2009년 약 87개의 국내라이선

스 매거진이 등록되어있으며, 이 중 국내 라이선

스 패션매거진의 폐간과 창간으로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남성지, 여성지 분류를 포함한 약 20여 

개의 패션매거진이 있다. 주로 국내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 발간되어 검증된 라이선

스 패션 매거진이 계약되어 있다.

2. 패션매거진 광고

브랜드에서 생산 또는 판매되는 제품을 위하

여 홍보 수단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이 중 패션매거진을 통한 제품 광

고는 소비자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

며, 구독자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상품의 세

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

로 전국으로 홍보를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장점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션제품에 관련된 광고

주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매체인 것이다. 현 시

대는 다양한 광고 매체가 계속 진화되고 있지만 

당분간은 인간에게 익숙한 인쇄매체로 매거진의 

존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IT의 기

술로 언젠가는 사장되어질 추억의 아날로그적 방

식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2) 브리태니커백과

극복하기 위하여 IT와 인쇄물의 융합적용으로 

인쇄매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여러 방식의 기술

이 적용되고 있다. 예로 그림과 기사 안에 QR코

드를 인쇄하여 스마트 폰으로 동영상으로 연동이 

되는 기술, 그림에 관련된 내용을 스마트 폰으로 

통하여 말로 전달하는 기술, 제품의 광고를 보면

서 스마트폰으로 구입이 가능한 기술 등 이다.

패션매거진 광고는 생활 전반에 해당되는 다

양한 제품들을 홍보하고 있으나 주된 브랜드는 

패션 관련 제품이라 할 수 있으며, 신문, 방송매

체에 비하여 저렴한 광고비로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광고의 페이지 정보량 크기로 보았을 

때 일반광고의 경우 단면 페이지로 구성된 광고

물과 양면 페이지가 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터뷰 

형식, 기사 형식 등 다양한 기법으로 적용되는 

기획광고는 한 면 페이지로 부터 이십 여 면 페

이지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일간지(신문)과 달

리 분할된 광고는 없으며 이는 다른 매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부분의 광고가 가능도록 

하기위해 전체 페이지 수가 많아지고 기사내용 

대비 광고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수익을 위하여 구

독자가 및 광고가 많아져야 하는 두 마리 토끼

를 쫓는 패션 저널리즘과 광고 중계상업의 함께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라이선스 패션매거진 중 문재학(2009)의 “패션잡

지광고의 내용분석”에서 보그와 에스콰이어는 타

사 매거진에 비해 적은 광고량을 가지고 있으며 

패션잡지에 광고된 제품들 대부분 정보제공의 목

적보다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적 소

구광고를 통해 제품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고급스

러운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촉진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3) 고 하였다. 

3. 패션 매거진 광고에 관한 연구

남성지로 분류되는 패션매거진 에스콰이어와 

여성지로 분류되는 패션매거진 보그의 광고를 일

반광고와 기획광고로 분류하였으며, 10년 동안 

3) 문재학(2009). 패션잡지광고의 내용분석.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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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수지

항목별
(전체가구)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비지출
(원)

1,797,294 1,871,887 1,945,017 2,015,909 2,114,217 2,149,184 2,286,874 2,392,666 2,457,441

오락.문화
(원)

98,218 101,168 104,071 107,711 108,886 112,251 126,568 128,946 135,691

서적
(원)

21,325 21,087 21,659 20,868 22,638 21,211 21902 20,570 19,026

표 1. 가구당 연평균 오락문화 및 서적 가계수지(2004~2012)

신간 호에 적용된 브랜드 종류 및 수량을 파악

하여 해당 년도에 나타난 가구당 소비지출 지표

와 비교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대 별 경

제적 상황에 따라 선호되는 제품의 구성과 브랜

드의 노출빈도를 비교하여 변화되는 패션 관련 

브랜드 및 제품군을 파악하며, 여성지와 남성지

의 브랜드 광고 비교를 통하여 변화되는 광고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0

년 동안 나타나는 브랜드의 세부항목을 통하여 

제품의 트렌드 변화와 앞으로의 유망한 제품군의 

예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해당 연도에 적용되

는 소비지표와 오락·문화의 소분류에 해당되는 

서적 소비지표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

하여 경제 상황에 따른 지출지표와 출판 산업의 

관련성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다양한 매체의 발달

로 소비 적용 분야가 다양화 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라이선스 패션매거진에 노출

된 광고의 양적조사와 패션 관련제품의 세부항목

을 분석하여 국내의 패션 관련 브랜드 변화의 

내용을 고찰하고 현 문화생활에 지속적으로 적용

되는 패션 생활 용품의 관심 품목을 파악하여 

브랜드 제품 관련 분야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시작된 라이선스 패션매거진은 평균 

약 10년 정도의 역사로 국내에 수입브랜드의 급

속한 팽창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패션관련 제품의 홍보 즉, 매출의 창출을 위

하여 적용되는 패션분야의 필요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지는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의

상, 가방 및 소품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화장품

의 다양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지의 

경우도 패션제품을 중심으로 생활관련 제품과 화

장품의 세부항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남성지의 경우 10년 동안 제품의 종류 및 구

성이 비약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소비지출은 꾸준하

게 증가하였지만 지출되는 해당 분류의 오락·문

화부분에 서적의 지출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동향에 따라 매거진의 

구독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소비지출 비용 중 통신비 증가가 나타난 것처럼 

인쇄매체를 대체하는 스마트 기술에 의한 다양한 

IT관련 매체로 인하여 더 이상 잡지 소비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패션매거진이 

가진 세밀한 감성적 특성을 적용한 다양한 컨텐

츠 및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정보디자인 기술

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여 할 것이다. 

국내 라이선스 패션매거진은 현재 수입브랜드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국내의 다양한 상품의 소개

는 국가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류를 통한 

해외의 관심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이득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

내 라이선스 패션저널의 연구를 통하여 중국, 유

럽 등 한류브랜드에 지속적인 부흥에 필요한 브

랜드로 자국의 대표적 패션매거진이 필요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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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많

은 국내 브랜드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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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구성을 활용한 브랜드 VMD 전략에 관한 연구

이은경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즈니스학과

서 론

최근 패션유통산업은 고객의 새로운 소비패턴,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장

환경 이미지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준

높은 고객들의 오감을 자극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표현, 높은 미학적 가치, 조형예술 영역으로의 

확대 등 최첨단적인 연출을 시도함으로써 브랜드

의 고급이미지를 창출해 내고자 한다. 즉 감각적 

공간 디자인과 감성 마케팅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켜 궁극적으로는 판매촉진을 꾀하고자 하

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매장공간의 입체구성은 고객들에게 신선함과 호

기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명품매장의 

VMD 연출에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입체구성을 활용한 패션 매장의 사

례분석을 통해 미래 패션 VMD의 방향을 고찰

함으로써 브랜드의 고급스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객취향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면서 타 브랜드

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연출방향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는 패션 VMD에서 미적 가치를 높히고 

연출방향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방법

패션 VMD에 있어서 입체구성의 개념, 필요

성, 구성요소 등은 국내외 서적과 선행연구, 인

터넷 자료 검색 등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한다. 

이를 토대로 매장연출시 입체구성을 활용한 

VMD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진자료 80

점, 서울 압구정동, 청담동, 신사동 로드샵 쇼윈

도우를 촬영한 사진 60점 등 총 140점을 수집하

였다. 분석에 사용할 사진은 가장 최근의 것을 

사용하기 위하여 2012년과 2013년 현재까지의 

사진자료로 제한하였다. 실제 매장현장에서 

VMD시 어떻게 입체구성을 활용하였는지 분석

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VMD 연출 방법을 제

시하고자한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패션 VMD에서 활용한 입체구성을 

삼차원의 조형물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

게 연출되었고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었는지 5가

지로 크게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해 보고

자 한다. 

 

1. 제한된 공간에 무한깊이 부여

쇼윈도우나 매장은 언제나 한정된 공간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데 제한된 범위와 한

계를 갖게 한다. 고객들도 쇼윈도우는 항상 높낮

이와 깊이가 일정한 사각형 평면 공간이라는 고

정된 인식을 갖고 있다. 입체를 활용한 구성은 

원근법에 의해서 공간에 깊이감을 무한대로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시선을 오랫동안 사

로잡을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흥미

와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2. 첨단소재의 새로운 공간연출

색상이 아름답고 가볍고 유연하며 설치와 철거

가 용이한 소재를 활용하여 색의 다채로움과 형태

의 자유로움 등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새로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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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연출을 할 수 있다. 플래스틱 패널, 티타늄 골조 

등과 같은 소재를 활용하여 미래적인 감각과 움직

임을 나타낼 수 있어 아이디어를 형상화하는데 용

이하다. 뿐만아니라 건축에 사용되는 너트와 볼트 

등의 재료를 과감하게 조형적 창조물에 적용시킬 

수 있어 첨단적인 공간연출이 가능하다.

3. 무규정적인 공간창조

VMD 특성과 기능에 적합한 공간구성은 시각

적으로 고급스럽고 신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공

간 등을 실현할 수 있다. 확장된 개념 속에서 무

규정적인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VMD가 고객의 

시선을 집중시켜 주의를 환기시키고 고객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어 하나의 공간예술로 승

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이다. 이는 패션 VMD

가 현대의 고객들이 추구하는 지향적인 미와 감

성적인 면에서 일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형의 조직적 해체와 재창조

형의 조직적 해체와 재창조는 형태의 고유한 

특성을 변형한 후 다른 형태로 재구성하여 조형

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VMD

에서 기존의 조형양식에서 벗어난 자유곡선의 사

용, 기하학적 해체와 재구성, 다차원적 형태 등

으로 표현된다. 이는 패션 VMD를 현대미술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 발상으로 고객들에게 하나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것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함

으로써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하는 것같은 심리적 

만족감을 갖게하여 고가판매 유도가 용이해진다.

5. 거리의 설치예술로 승화

매장과 주변거리가 하나로 동화되면 고객들에

게 심리적, 시각적으로 친근한 느낌을 주게되어 

패션거리를 쇼핑하면서 새로운 예술과 조형에 대

한 신선한 체험을 하게 된다. 쇼윈도우가 고객들

에게 상품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메시지를 전달하

는 기능 외에 예술로서의 표현력을 발휘하여 현

대인의 미적표현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거리예술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뿐

만아니라 패션업체로서는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더 높힐 수 있고 고객들은 매장을 즐거움으로 

찾게되는 효과가 있다. 

결 론

패션 VMD에서 입체구성을 활용한 매장연출

을 고찰한 결과 제한된 공간에 무한깊이 부여, 

첨단소재의 새로운 공간연출, 무규정적인 공간창

조, 형의 조직적 해체와 재창조, 거리의 설치예

술로 승화 등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

다. 미래의 VMD 연출은 고객들이 오직 판매가 

목적인 상품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고객과의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용

이하게 하고, 품격높은 예술품이라는 느낌을 갖

도록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히고, 자사 브랜드만 

눈에 띄도록 표현하기 보다는 주변과의 세련된 

조화를 고려하는 등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

을 쾌적하게 하는 것이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1세기 VMD에서 보인 입

체구성은 패션의 본질적인 역할에 예술성을 부여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VMD

에서 입체구성을 활용한 작품들은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으며 각기 다른 디자이너 브랜드의 이미지

를 대변하여 실용적 예술공간을 탄생시켰다. 그

리고 성공한 이미지들은 브랜드의 판매를 촉진시

켰다. 연구결과는 마케팅 전략면에서 실제적인 

VMD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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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인터넷 화장품 쇼핑몰 충성도에 관한연구

김지은 ․ 박은주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서론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인터넷 쇼핑몰

은 소비자들의 생활패턴과 쇼핑방식까지 변화시

켰으며 유통경로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소비자층

이 인터넷 쇼핑몰을 경험하고 있다. 무한한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는 시간

과 공간의 제약 없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과 새로운 유통업체의 환경

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의 영상매체의 발달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의 외적 이미지가 중요하게 

나타나면서 이미지 즉, 외모의 중요성이 더욱 부

각되었고("외모지상주의", 2009) 이러한 외모는 

시각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회에서 외

모는 개인의 특징을 평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

다(박은정, 2008).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태도가 변화되

면서 남녀노소 그리고 각 연령대에 맞는 화장품 

시장으로 유형화되고 있으며, 각 세분시장에 맞

는 제품 개발과 광고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침

투하고 있다.

화장품 시장의 유통구조 변화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은 화장품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켰으며 이

에 따라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자사 제품의 구매 경험이 있는 기존 고객들

과의 장기적인 관계 유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에서의 충성도

와 마찬가지로 e-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그 사이

트에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높을 뿐 아니라 

재구매도 높기 때문에 충성도는 인터넷 쇼핑몰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Anderson & Srinivasan,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인터넷 시장의 

확산되면서 화장품 이용이 많은 고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 할 때 소비자 

만족, 전환비용,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을 검증함으로써 화장품 시장의 업체들의 상

품 기획과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설문

지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구성을 위하여 선행

연구에 나타난 측정문항들을 검토한 후 수정 보

완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최종 수정된 설문

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쇼핑할 때 소비자가 고

려하는 쇼핑몰 속성을 묻는 문항(박은주, 김지은, 

2010; Szymansky & Hise, 2000), 소비자 만족

에 관한 문항(박은주, 김지은, 2010; Chang, 

2005; Szymansky & Hise, 2000), 전환비용에 

관한 문항(Jones et. al.2002; Smith, 2003), e-

충성도 묻는 문항(Anderson & Srinivasan, 2003, 

Chang, 2005),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일반적인 

구매행동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화장품 구매 실

태를 묻는 문항으로 분류하여 총 6개의 부분으

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인

터넷 쇼핑몰 일반적인 구매행동 문항을 제외하고

는 5점 리커트 척도를 구성되었으며 설문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

점: 매우 그렇다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

지 부산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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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장품 e-충성도의 구조모형

근 한달 이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구매

한 경험이 있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

학교를 방문하여 목적표본추출법에 의해 표본 추

출하여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800부 배포하였고 설문지

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회수되지 않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한 653부(남자=266

부, 여자=387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연

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 및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타

당성 검증,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AMOS 18.0을 사용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

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 e-충성도 모형의 검증을 위

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쇼핑몰 속성은 3개의 요인으로 로딩속도, 배송

섭;tm, 판매촉진으로 추출되었으며, 전환비용은 

2개의 요인으로 시간전 손실, 혜택적 손실로 추

출되었으며, 소비자 만족, e-충성도는 단일요인

으로 밝혀졌으며 각각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는 만

족 할 수준이었다.

화장품과 관련하여 인터넷 쇼핑몰 속성이 소

비자 만족, 전환비용, e-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 분

석으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χ2=632.90 

(df=198, p=.000), NFI=.91, RFI=.88, IFI=.93, 

CFI=.93, RMR=.05으로 나타나 분석결과 최적

모형이 도출되었으므로 연구항목들 간의 인과관

계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화장품 e-충성도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는 <그

림 1>과 같다.

결 론

고등학생들의 화장품 e-충성도 구조모형을 검

증한 결과, 인터넷 쇼핑몰의 로딩 속도나 배송서

비스, 판매촉진이 좋을수록 만족 하였고, 쇼핑몰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시간적 손실 전환비

용과 혜택적 손실 전환비용을 높게 인지하였으며, 

이어서 쇼핑몰에 대한 충성도도 높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인터넷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인터넷 쇼핑몰의 속성이 좋을수록 만

족을 느끼며 쇼핑몰에 대한 만족할수록 새로운 

사이트로 전환 할 때의 혜택과 시간 손실에 대

한 비용을 높게 인지하였으며, 이에 특정 쇼핑몰

을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화장품 오프라인 점포에서

의 유통이나 서비스 품질, 일반적인 화장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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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들이 보고되어 왔었고 인터넷 쇼핑몰에

서 연구도 많이 미약한 실정이었으며 연구대상도 

대부분 대학생과 성인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

가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 화장품 소비자의 연령

층이 낮아지면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에서의 충성도를 연구함으로써 학문적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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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활동 경험에 따른 아웃도어 패션제품 구매 행동

이하경* ․ 백은수* ․ 권현진* ․ 추호정** ․ 이정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서 론

2012년 한국 패션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5.8%였던데 비해 아웃도어 시장의 경우 전년 대

비 22.6%의 성장률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웰빙 열풍으로 자연 속 여

가를 즐기며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챙기고자 하

는 경향이 늘어나고, 주 5일제로 인한 옥외활동

시간이 증대되면서 스포츠 및 옥외 활동을 즐기

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아웃도어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주제로 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라이프 스타일

에 따라 아웃도어 소비자를 나누어 이들의 특성

을 살펴본 바 있으나, 아웃도어 활동 경험에 따

라 소비자를 분류하고 각 집단별 구매 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없다. 옥외 및 스포츠 활동 

경험 정도에 따라 영유하는 라이프 스타일 특성

이 다를 것이며 이는 곧 관련 패션 제품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웃도어 활동 경력

에 따라 아웃도어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다면, 추후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타겟 소비자를 이해하고 이

들을 끌어들이는데 유효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활

동 경력에 따라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 차이를 마케팅 믹스(4P) 관점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이론적 배경

아웃도어 패션제품(outdoor wear)은 산, 황야, 

강 등의 거친 들판에서 이루어지는 아웃도어 라

이프에서 파생한 패션제품으로 아웃도어 활동은 

등산, 낚시, 암벽, 스키, 산악자전거 등 익스트림 

스포츠로 정의할 수 있다. 예전에는 아웃도어 활

동 시에만 아웃도어 의류를 착용하였으나, 최근

에는 등산, 자전거, 캠핑 등의 옥외 활동이 대중

화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는 캐주얼한 

아웃도어 브랜드가 등장하면서 아웃도어 패션제

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3개

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캐주얼 의류 7.6%, 스포

츠웨어 6%, 골프웨어 4% 였으나 아웃도어 웨어

의 경우 25%의 성장률을 보여 캐주얼이나 일반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변화하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아웃도어 웨어를 주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아웃도어 웨어의 쾌적성(정정림, 김희은, 2009), 

기능성(이선영 외, 2010), 디자인(한은주, 이정

란, 2011) 등과 같이 아웃도어 제품 자체에 대한 

연구와 아웃도어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소비

자에 대한 연구로 나뉜다. 아웃도어 소비자에 대

한 연구의 경우, 아웃도어 제품의 추구혜택과 기

능성 인지수준에 따른 구매행동(이영주, 이은옥, 

2011)이나 추구혜택에 따른 의복선택 기준 및 

구매 만족도(제은숙, 2012)와 같이 아웃도어 제

품에서 얻을 수 있는 추구혜택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아웃도어 시장이 성장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장 내 소비자 특성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 스타일은 사회전체 혹은 일부 계층의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소비

자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 예측하는데 중요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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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다. 여러 연구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구매행

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아웃도어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아웃도어 구매실태를 밝힌 선행연구(박용

준, 황진숙, 2012)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

자의 일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아웃도어 활동 경력에 따라 옥외 라

이프스타일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제품 구매행동

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웃도어 활

동 경력에 따라 활동에 대한 전문화 여부가 달

라질 것인데, 여가활동 전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

를 살펴보면, 개인의 전문화 수준이 시간과 선형

적 관계에 있어 특정 여가시간에 참가하는 시간

이 길수록 점점 더 전문화 될 것이라고 가정한

다(Whitmore, 2005). 이러한 여가활동 전문화는 

여가활동 동기, 여가활동 만족, 물리적 시설에 

대한 선호 및 태도 등의 변수와 관련 있는 것이 

밝혀진바,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전문화 정도에 

따라 아웃도어 제품을 구매하는 행태에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활동 경력에 따라 아

웃도어 패션제품 구매 행동에 차이가 나는지 검

증하기 위해 정량조사와 인뎁스 인터뷰를 시행하

였다. 아웃도어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 

3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주

로 하고 있는 아웃도어 활동이 무엇인지, 아웃도

어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 묻

고, 아웃도어 패션제품 구매행동을 파악하기 위

해 월평균 아웃도어 제품 구매 금액, 구매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와 아이템(복종), 아웃도어 제품 

선택기준, 아웃도어 제품 구매시 주로 이용하는 

유통채널, 선호하는 매장 위치, 아웃도어 관련 

정보원에 대해 선다형 형태로 질문하였다. 다음

으로 평소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아웃도어 패

션 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소비자 12명을 대

상으로 인뎁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나

이는 20대에서 50대까지였으며 등산, 캠핑, 산악

자전거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고 아웃

도어 활동 연수 역시 2년차에서 10년 이상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을 지닌 소비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샘플을 선정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아

웃도어 활동, 아웃도어 브랜드 및 아이템, 아웃

도어 유통채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 질문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 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웃도어 활동 경험 

수준은 1년차에서부터 10년 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이를 아웃도어 입문자(1년차~3년

차, N=123), 아웃도어 경험자(4년차~7년차, N= 

102), 아웃도어 전문가(8년차 이상, N=82)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아웃도어 입문자의 경우 남

자와 여자의 비율이 동일하였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20대, 30대의 비율이 20%, 34%로 높게 나

타났다. 아웃도어 경력자 집단의 경우, 남자가 

62%로 더 많았으며 40대와 50대가 30%, 31%

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전문가의 경우 남녀가 비

슷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50대가 55%를 차지

하고 있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에 있어 중상류층 

이상의 비율이 67%로 나타나 전문가 집단의 경

우, 안정된 소득을 지닌 40-50대 소비자의 비율

이 큰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세 집

단에 따른 제품구매행동을 마케팅 믹스의 4P 

(Products, Price, Place, Promotion) 관점에서 

분석하여 아웃도어 활동 경력에 따른 구매 행동

을 살펴보았다.

Products 관점에서 각 집단 별 소비자가 구매

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템(복종), 아웃도어 

제품 선택 기준에 대해 분석하였다. 집단에 따라 

선호하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A, B, C, D 네 브

랜드의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A, B, C 브랜드의 경우 국내 아웃도어 매출 

순위 1,2,3위 브랜드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전문가 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컬럼비아(10%)와 영원 아웃도어(4%)에 대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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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 별 구매하는 아이템

을 살펴보면 입문자 집단에서는 72%가 아우터

류(자켓, 점퍼, 사파리 등)를 구매하는 반면 경험

자 집단에서는 아우터류 66%, 이너류 25%를 구

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 구매

하는 패션 아이템은 아우터류 52%, 이너류 28%, 

하의류 11%로 나타나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다

양한 패션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는 인뎁스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전 주로 자켓이나 점퍼를 구매하죠. 바지나 
이런 거는 그냥 츄리닝이나 운동복 입고 자
전거 타요.” (입문3년차, 20대남)

“처음에는 있어 보이는 점퍼 하나 구매해서 
입었죠. 그런데 이제는 티셔츠도 기능성 소재
로 골라 사고 바지도 등산용, 사이클용 따로 
사죠. 각각의 기능성이 다르니..” (입문10년
차, 30대남)

아웃도어 입문자의 경우 아웃도어 구매 시 가

장 중시하는 요인으로 30%가 가격, 20%가 디자

인을 꼽았으며 경험자의 경우 25%가 브랜드와 

가격을 꼽아 가격적인 요인이 아웃도어 제품 구

매 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

지만 경험자의 경우 45%가 기능성을 중시한다

고 응답하여 아웃도어 활동 경력에 따라 아웃도

어 제품 선택 기준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기능성은 거의 다 비슷하니깐… 전 주로 디
자인을 봐요. 하나만 입어도 눈에 띄는 디자
인.. 그리고 유명 사이클 회사의 로고나 경기 
팀의 로고가 박혀 있는 옷은 정말 사고 싶어
요. 비싸서 살 수는 없지만……”(입문2년차, 
남, 20대)

Price 관점에서의 아웃도어 제품 월평균 구매 

금액은 입문자가 68만원, 경험자 89만원, 전문가 

87만원으로 나타나 아웃도어 입문자에 비해 경

험자나 전문가가 제품에 쓰는 비용이 더 큰 것

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는 정말 월 100만원도 더 썼었는데… 
이제는 왠만한 캠핑용품은 다 구비되어 있으

니깐.. 신상품이 나오거나 정말 이것 디자인
이 특이하다 하는 것만 사게 되죠.”(입문10년
차, 남, 40대)

Place 관점에서 집단 별 선호하는 유통채널을 

살펴보면 입문자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백화

점(27%)과 인터넷(19%)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경험자의 경우 아울렛(35%)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 아울렛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이 외에도 백화

점, 브랜드대리점, 대형할인마트, 인터넷을 선호

하는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 다양한 유통

채널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매장 갈 시간이 없어서 
주로 인터넷에서 사고.. 근데 전문가들은 비
수기를 노려서 아울렛이나 브랜드 매장에서 
여름에 패딩 사고 이월 제품을 좋은 가격에 
사는 노하우를 지니게 되죠.” (입문15년차, 
30대남)

Promotion 관점에서 아웃도어 활동이나 제품

에 대한 정보를 얻는 source(복수응답)를 살펴보

면 입문자의 경우 대중매체, 인터넷, 지인에게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자나 전문가 

집단의 경우 이 외에도 아웃도어 전문잡지나 매

장의 판매원을 통해서도 아웃도어 관련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뎁스 인터뷰에서도 동

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인터넷 동호회나, 블로그에서 주로 정보를 
얻죠. 회원들끼리 정모하고, 같이 자전거도 
타러 나가고…”(입문3년차, 20대남)

“대중매체, 인터넷/모바일, 친구/가족, 아웃도
어 전문잡지, 판매 및 전문가 모두가 정보원
이 되요. 특히 ‘Go out’, ‘around’라고 생긴
지 2년 된 아웃도어 잡지가 있는데 이런 것
도 보죠. ‘월간 산’도 있고…”(입문10년차, 30
대남)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아웃도어 활동 경력에 따라 

제품 구매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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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시장 성장이 지속되면서 기존 브랜드에

서는 라인을 확장하고 있으며 여러 기업에서 신

규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서 신규 소비자 집단을 찾아내고 시장 내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

다. 기존 아웃도어 시장 분류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아웃

도어 활동에 따라 시장을 분류하고 제품을 기획

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웃도어 활

동 경력에 따른 전문화 정도 역시 시장을 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추후, 아웃

도어 활동 경력에 따라 시장을 분류하고 집단에 

따른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여 아웃도어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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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중장년층 소비자의 패션상권 및 유통채널 이용 현황

이지연 ․ 추호정 ․ 이하경 ․ 백은수 ․ 권현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2013년 현재,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소비지출 비중은 국내 전체 소비의 22.5%를 차

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시니어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1) 201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니

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33조원에서 2020

년 125조원으로 10년새 4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

로 전망되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국내 소비 시장의 새로

운 타겟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장년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패션상권 및 유통채널의 이용 현

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 시내 각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50세에서 60세까지의 남녀 중 편

의 추출한 응답자 2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6

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문항은 서울시내 주요 패션 상권 및 

유통채널의 이용 행태에 관한 것으로 서울시내 

주요 패션 상권 및 유통채널의 예시를 제시한 

후, 각각의 이용 행태를 보여주는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 상권 및 유통채널을 체크하도록 하였

다. 패션 상권 이용행태 설문의 세부 항목은 상

권 방문 경험, 방문 횟수, 방문 목적, 상권 경쟁

력으로 구성되었고, 유통채널 이용 행태 설문의 

세부 항목은 유통채널 방문 경험, 방문 횟수, 유

통채널 경쟁력, 주이용 온라인 유통 형태, 모바일 

정보탐색, 편집매장 인지도, SPA 매장 인지도, 

패션 제품별 주 구매 유통채널로 구성되었다. 

1)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산업분석.

연구 결과, 50대 소비자들이 패션제품 구매 시 

자주 이용하는 유통채널은 백화점, 아울렛/상설

할인매장, 대형할인마트, 인터넷의 순서로 나타

났다. 응답자의 약 15%가 모바일을 통해 브랜드 

홈페이지에 방문한 경험이 있고, 25%에 가까운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통해 패션 스타일에 관련한 

정보를 얻고 있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한 패션제

품의 구매(15%)나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21.4%)

도 활발히 하고 있었으며, 장시간의 인터넷 상품 

검색(20%)이나 모바일 쿠폰 및 판촉물 이용

(13.6%)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50

대 소비자 집단이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 패션 상권의 이용 

행태로는 50대 남성 소비자는 종로, 동대문, 영

등포 상권을, 50대 여성 소비자는 동대문과 영등

포 상권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종로 

상권의 경우는 남녀 소비자의 이용 행태 차이가 

가장 큰 상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위 

상권을 이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패션

제품의 구매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소비자의 경

우, 동대문은 다른 상권에 비해 트렌디하고 다양

한 패션 제품을 구매하기 적합한 장소로, 영등포

는 유명 상업시설의 구비와 더불어 다양한 제품

을 쇼핑하기에 좋은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또

한 파악할 수 있었다.

50대 소비자 집단의 패션 상권 및 유통채널 

이용 현황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국내 

패션, 유통 기업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장

년층 소비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소구

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유통 전략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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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착장 과정과 착장 만족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이하경 ․ 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소비자들이 유행에 민감해지고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구매한 의복에 

대한 사용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의복 관리를 위해 소비자의복 사용 행동에 대한 

패턴 파악 및 관련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

러나 현재, 의복 구매 단계에 대한 연구만 이루

어지고 있으며 의복을 어떻게 착용하는지, 착용

한 의복 만족도가 어떠한지와 같은 의복 사용 

행동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람에 따라 의복 구매 시 고려하는 기준이 다

르고 이에 대한 만족 여부에 차이가 나듯이 구

매한 의복을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개인 특

성과 상황적 요인에 따라 착용한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의복 

착장 과정 및 이에 대한 만족도를 밝힌 선행 연

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

업을 지닌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이 매

일 경험하게 되는 의복착장과정을 이해하고 착용

한 의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개인의 직

업에 따라 매일 착용하는 의복이 달라지기 때문

에 학생, 일반 사무직, 간호사, 디자이너, 교사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8인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의복선택과정은 상황적 

요인 고려, 의복 선택 및 코디 계획, 의복 착장, 

확인, 적합성 지각, 착용 의복에 대한 태도 및 

이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

침을 알 수 있었다. 개인은 당일의 날씨, 회의, 

특별한 행사와 같은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의

복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코디를 계획하여 의복

을 착용하게 된다. 이 때 착용한 의복이 자신에

게 잘 어울릴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기대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옷을 착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

의 압박이 있어 옷을 갈아입지 못할 경우, 착용 

의복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기대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늘 선택

한 의복에 대해 만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

인적 특성인 신체만족도와 의복결정자신감이 높

은 집단은 착용 의복의 적합성이 지각될 경우 

타인의 평가에 관계없이 선택한 의복에 대해 만

족감을 지니게 된다. 반면 자기 감시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옷에 대한 타인의 칭찬이 있어야 

만족감으로 이어지며, 다른 우월한 대상과의 비

교가 이루어질 경우, 적합성 지각이 이루어지더

라도 의복에 대한 불만족을 야기 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착용 의복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은 

의복 재 착용 의도,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

거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출 행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의복 구

매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의복착장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요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개인이 의복을 착용하고 있

는 동안 지각하는 만족도가 여러 사회적 행동으

로 표출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동안 소비자

의 구매 행동에 초점을 맞추던 연구 행태에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복 사용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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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가 
구매유형 및 만족도,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은주 · 정성지 · 이민지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마케팅전공

서 론

최근 4년간 경기침체로 인하여 패션상품들의 

디자인은 디테일한 요소가 줄고, 색채는 고채도

의 주목성이 높은 유행색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유행경향에 맞춰 소비자들은 패션

상품의 색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은 많이 소극

적이던 과거에 비해 과감해 졌다. 그리고 패션상

품은 유행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복구매되

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구매의사 결정이 자주 

일어나는 제품이다(박은주, 정영옥, 2002). 패션

아이템들 중 최신 유행색을 가방으로 선택하여 

표현하는 것은 문화성향의 하나로써, 고채도 색

상은 주목성이 높아서 일상적인 룩으로써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션잡화에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많다. 

상품색채와 유행색, 소비자의 구매 후 만족도

에 관해 미국의 색채학자 파버 비렌(Faber 

Biren)은 “색채는 그 적정한 사용에 의해 소비자

의 만족과 직결되는 경제적 중요성을 지닌 요인

이며, 특히 소비자 기호와 유행색(Color Trends)

과의 조사를 위한 측정 연구를 중요시함은 색채

를 상품관리의 요체” 라고 하였다(문수근, 2001; 

F. Birren, 1956). 이처럼 상품색채의 중요성은 

이론과 실제의 양면 모두가 날로 강조되어오고 

있으며, 상품기획과 마케팅적 측면에 있어서 구

매와 직결될 수 있어 더 이상 미학적인 부분만

으로 판단할 수 없는 범위에 이르고 있어, 유행

색에 따른 패션상품의 구매행동에 관해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소비자가 색을 통해 가지는 구매심리에 대해 

Elliot and Maier(2007)는 소비자들이 사회 문화 

속에서 학습을 통해 색에 대한 의미의 연상을 

지니게 되며, 이를 의사 결정에 반영하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의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색은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기능을 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윤재, 박기완, 2012). 또한 비계획 구매와 만

족도와의 관계에 대해, 임세준, 전병관(2010)은 

계획에 없던 제품을 구매했지만 기분전환이 되었

다는 사실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정서 

위안형 자기합리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즉, 계

획여부에 관계없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신 유행색 가방을 구매하

는 동기의 요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요인이 계획

구매, 비계획 구매유형에 따라 만족도와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최신 유행색 가방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50대 국내 여성을 대상

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예비조사는 2013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였고, 그 결과를 통해 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신뢰

도를 낮게 하는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수정된 본 조사 설문지는 2013년 9월 1일부터 9

월 6일까지 450명에게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 중

에서 누락되거나 불성실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433부가 회수되어 본 연구의 



- 251 -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일차적으로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요인

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차적으로는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

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에 따른 

구매유형, 만족도, 재구매 의도와의 관계를 규명

하기 위한 연구로,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

(인식·상징성, 실용성, 심미성, 어울림, 유행성), 

구매유형인 계획구매, 비계획구매, 만족도, 재구

매의도를 변인으로 구성하여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가

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는 계획구

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인식·상징성은 계획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실용성은 계획구매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3. 심미성은 계획구매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4. 어울림은 계획구매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1-5. 유행성은 계획구매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는 비계획

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인식·상징성은 비계획구매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심미성은 비계획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실용성은 비계획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 어울림은 비계획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유행성은 비계획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구매유형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계획구매는 만족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2. 비계획구매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만족도는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최신 유행색 가방 구

매동기의 요인은 인식·상징성, 실용성, 심미성, 

어울림, 유행성으로 최종 도출되었다. 둘째,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와 구매유형의 계획구매과

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심미성과 실용

성, 어울림은 계획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 가설 1-3, 가설 1-4가 채택

되었다. 가설 1-2 인 ‘심미성은 계획구매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35이며 유

의수준 5% 이내에서 C.R.=-2.095(p=.03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가설 1-2는 채택되었다. 가설 1-3인 ‘실용성은 

계획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21이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C.R.=4.240 

(p=.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1-3은 채택되었다. 가설 1-4인 ‘어울림은 계획

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

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76이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C.R.=2.711 

(p=.00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1-4는 채택되었다. 

셋째, 최신 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와 구매유형

의 비계획유형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식·상징성과 심미성은 비계획구매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 가설 2-2가 채

택되었다. 가설 2-1인 ‘인식·상징성은 비계획구

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35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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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C.R.=5.505(p=.000)

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가설 2-2인 ‘심미성은 비계획구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루계수는 .622이며 유

의수준 5% 이내에서 C.R.=7.870(p=.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2-2는 채택

되었다. 

넷째, 구매유형인 계획구매와 비계획구매 모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 가설 3-2가 모두 채택되었다. 가설 3-1인 

‘계획구매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254이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C.R.=3.341(p=.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가설 3-1은 채택되었다. 가설 3-2인 ‘비

계획구매는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555이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C.R.=7.903(p=.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가설 3-2는 채택되었다. 

다섯째, 만족도는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가 채택되었다. ‘만족도는 

재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 두 잠재변수간의 표준화 경로계

수는 .436이며 유의수준 5% 이내에서 C.R.= 

6.475(p=.000)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가설 4는 채택되었다. 

결 론

최신 유행색 구매동기의 요인은 계획유형에 

따라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구매 유형의 소비자는 심미성과 실용성, 어

울림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제

품의 특성상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에 흥미를 

느끼며, 가방이라는 아이템의 특성상 재질과 수

납공간 등의 실용성을 고려하며, 나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가방색과 나의 스타일에 어울림을 고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계획 유형의 소비자는 인식·상징성, 심미성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

에게 알려져 있고, 인식과 분별이 쉬워야 하며,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에 흥미를 느끼는 것으

로 보인다. 즉, 계획에 없던 구매에는 최신 유행

색 가방에 시각적인 면에서 구매동기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나며, 이는 타인의 시선을 중요시 하는 

소비행동특징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행성의 요인은 최신 유행색 가방이 이

미 유행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므로 구매유형 모두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최신유행색 가방 구매동기에 따른 구매유형은 

계획구매와 비계획구매 모두 만족도와 재구매 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케터들은 유행색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을 파악해서, 소비자에

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정확하도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한다면 경제적, 시간

적 노력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가 

생각하는 상품의 속성의 중요도는 구매동기가 되

고, 구매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

업과 마케터가 생각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에 관한 세심한 연구

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의 목표의 효과적 달성

을 위해 소비자를 설득시키고 구매동기를 일으키

는 요인과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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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조절초점에 따른 VM속성과 VM개성이 VM태도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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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치열해지는 국내·외 의류업계 간의 경

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화되는 소비자 욕

구를 충족시키고 타사와의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들은 새로운 마케팅 

채널로 소비자와의 접점인 점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점포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분위기 또는 환경 등을 제공함으로써 애고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Kotler, 1973). 따라

서 점포의 효율성 향상 및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VM(visual merchandising)의 역할이 

중요하다. VM은 시각에 소구하는 상품정책으로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고려되며, 상품제시와 함

께 판매가 이루어지는 점포환경으로서의 인테리

어, 디스플레이, 판촉, 고객서비스 등 점포이미지

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표현전략이다(Choi, 

2009). 소비자들은 구매시점에서 의사결정 시 점

포환경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점포의 VM은 다른 마케팅 요인들보다 

의사결정에 더욱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특

히 점포가 중요한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 의류점

포의 경우, VM은 판매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패션마케팅의 전략상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의

류점포의 VM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VM

속성과 결과변수 간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을 뿐 상대적으로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을 설명변수 또는 매개변수로 한 연구는 거

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무적 측면에서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이 판매를 위한 마케팅 수립에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미비하여 이 분야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개인적 특성인 동기적 성향에 따라 

제품 및 브랜드 선택, 점포 VM에 대한 평가 등

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소

비자는 쇼핑을 할 때 자신이 추구하는 쇼핑목적

(즐거움 또는 쇼핑을 통한 현실도피 등)에 부합

되는 쇼핑환경이나 VM속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

하는 반면, 어떤 소비자는 가급적 쇼핑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잘못된 구매로 인한 발생되

는 구매위험 피해 등)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인

다. 이러한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 이론이 Higgins 

(1997)가 제안한 조절초점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이다. 조절초점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향

상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초점(prevention 

focus)의 두 가지 유형을 통해 자신의 동기를 조

절한다.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은 각 개인이 추구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ed end states)에 있어

서의 차이를 반영하는데, 향상초점의 경우 긍정

적 결과가 있는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로서 그것

이 도달해야 할 최대목표로 기능하는 반면, 예방

초점의 경우 부정적 결과가 없는 상태가 바람직

한 상태로서 그것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기준으로 

작용한다. 즉, 향상초점은 만족스럽거나 또는 바

라던 결과(혹은 상태)를 얻기 위해 현재의 상황

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지닌 상태를 의미하며, 

반면 예방초점은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원치 않은 

결과(혹은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현

재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지닌 상태를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비자의 조절초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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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속성과 VM개성에 대해 민감도에 차이가 있

는지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즉, 구체적인 

속성인 VM속성과 이러한 VM의 구체적인 사실

들에 의해 형성되는 VM개성이 소비자의 VM태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조절초점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예방초점은 의무나 책임 등과 

같은 당위적인 것들(oughts)을 추구하는 자기 조

절초점 성향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는

데 민감하다. 따라서 의류점포의 VM평가에서도 

예방초점이 강한 소비자는 새로운 변화에 보수적

이고 회피적이며 보호 및 안전을 추구하려는 경

향으로 인해 추상적인 정보단서인 VM개성보다

는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VM속성이 VM

태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반해 향상초점이 강한 소비자는 소원이나 

비전 등과 같이 개인이 이루기를 희망하는 이상

들(ideals)을 추구하는 자기조절 초점이 작동하므

로 이상적인 결과를 달성하려는 향상목표(pro- 

motion goal)를 향하게 되며 이득이 예상되는 

새로운 변화에 보다 도전적이며 적극적이며, 또

한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다(Higgins 1997, 1998). 

따라서 예방초점 소비자에 비해 VM개성이 VM

태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의류점포의 

VM속성과 VM개성이 소비자의 VM태도 및 재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소비자의 조절초

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

춘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부산지역 20~30대 여

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

문지는 2013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38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03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

었다. 자료분석은 SPSS 19.0 통계패키지가 사용

되었다. 가설의 검증에 앞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Cron- 

bach α)를 구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점포의 VM속성이 VM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VM속성은 VM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출 및 디스플레이

와 상품진열을 지향할수록 VM태도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류점포의 VM개성이 VM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VM개성은 VM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의, 신뢰를 지향하

고 불쾌를 낮출수록 VM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류점포의 VM태도가 재방문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VM태도는 재방문의

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의 조절초점에 따른 VM속성이 

VM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상초점 

소비자는 VM속성이 VM태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VM속성 중 점포 내 판촉, 연출 및 

디스플레이, 상품진열을 지향할수록 VM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초

점 소비자는 VM속성이 VM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VM속성 중 점포이미지를 지향

할수록 VM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조절초점에 따른 VM개성이 VM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상초점 소비

자, 예방초점 소비자 모두 VM개성이 VM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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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상초점 소비자는 

VM개성에서 열의, 신뢰를 지향하고 불쾌를 낮

출수록 VM태도에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방초점 소비자는 VM개성

에서 열의, 세련을 지향할수록 VM태도에 더욱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조절초점에 따른 VM태도가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향상초점 소

비자만이 VM태도가 재방문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향상초점 소비자의 VM속성과 

VM개성은 VM태도 및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

치나, 예방초점 소비자는 VM속성과 VM개성이 

VM태도에는 영향을 미치나 재방문의도까지 연

결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

방초점을 지닌 소비자의 경우에는 VM태도가 점

포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패나 손

실을 최소화하는데 지향점을 두거나 실용적 속성

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과 같은 예방

초점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변수에 따른 방안을 

개발하여 예방초점 소비자들의 긍정적 VM태도

가 재방문의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심리적 변수인 동기성향 

즉, 조절초점에 따른 의류점포의 VM효과를 검

증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쇼핑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표적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포지셔닝 및 프로모

션 전략을 세울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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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국 패션제품특성 및 사이트특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20대 남녀 중국소비자를 중심으로

조남혜 · Piao Huihong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최근 중국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한국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인터넷 쇼핑몰

에서 한국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중국소비자가 구

매 시 고려하는 제품특성과 사이트특성을 파악하

고자 한다. 둘째, 중국소비자가 고려하는 한국 

패션제품특성과 사이트특성이 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 만족과 재구매의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소비자의 만족 및 재

구매의도를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 기

획 및 사이트 운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

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중국소비자들의 패션혁신성에 따른 

제품특성, 사이트특성, 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

다. 넷째, 20대 남녀 중국소비자의 인터넷 쇼핑

몰을 통한 한국 패션제품 구매행태를 알아보고, 

중국쇼핑몰과 한국쇼핑몰을 통한 구매 시 제품특

성, 사이트특성, 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20대 중국소비자 279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요인

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첫째, 중국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국 패션제품 

구매 시 고려하는 제품특성은 적절성, 실용성, 

유행성, 신분상징성, 디자인/스타일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또한 제품특성 중 실용성이 만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소비자를 대상으

로 패션제품 기획 시 디자인뿐만 아니라 활동하

기에 불편함이 없고, 세탁이 용이하며, 오래 입

을 수 있고 착용감이 편안한 실용성 있는 아이

템을 기획해야 함을 수 있다. 중국소비자가 인터

넷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패션아이템이 

티셔츠와 같은 상의단품임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용성은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

인 패션 비즈니스에서 경쟁우위를 갖추기 위한 

패션업체의 중요한 마케팅 키워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소비자들의 한국 패션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이트특성은 사

이트명성, 상호작용성, 판촉/고객서비스, 신뢰/주

문용이성, 사이트구성의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이 중 사이트명성, 상호작용성, 사이트구성은 모

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판촉/고객서비스, 신뢰/주문용이성은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은 아직 마일리지나 

적립금, 할인쿠폰과 같은 판촉시스템이 체계적이

지 못하고, 소비자들 또한 판촉활동에 비교적 관

심이 적어 활용도가 낮은 편이며, 아직 신용거래

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중국 시장의 특징 

때문이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한국 패션

제품에 대해 만족한 중국소비자들은 재구매의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한국 패션제품 구매 후 편리함을 

느끼고, 상품과 서비스에 만족을 경험한다면 중

국소비자는 다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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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제

공하고, 효과적인 사이트 운영을 통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 지속적인 한국 패션제품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패션제품 구매

경험이 있는 중국소비자들의 패션혁신성에 따른 

제품특성, 사이트특성, 만족 및 재구매의도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패션혁신성이 높은 집

단은 패션혁신성이 낮은 집단보다 사이트명성, 

상호작용성, 신뢰/주문용이성 및 사이트 구성을 

더 많이 고려하며, 이에 따르는 만족과 재구매의

도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한국 

패션제품을 판매하더라도 패션혁신성이 높은 집

단을 타겟으로 할 경우에는 우선 사이트의 시각

적인 구성이 좋아야 하고,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 제공이 되어야 구매를 유발 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호작용성

이 뛰어나야 하며, 믿고 거래 할 수 있는 신뢰성 

및 주문절차가 간단하고 주문 상태에 대한 확인

이 가능하여 주문이 용이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패션혁신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사이

트의 평판이 높은 유명한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터넷 쇼핑몰이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거나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는 유명한 사이트를 통해 중

국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 

다섯째, 중국쇼핑몰을 통해서 한국 패션제품을 

구매한 집단과 한국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사이트명성, 상호작용

성, 신뢰/주문용이성, 사이트구성 및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중국소비자는 중국쇼핑몰의 사이

트명성, 상호작용성, 신뢰/주문용이성, 사이트구

성을 한국쇼핑몰보다 더 높게 인지하고, 이에 따

른 만족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소비자의 82.2%가 중국쇼핑

몰을 통해 한국 패션제품을 구매했으며, 한국쇼

핑몰을 통해 구매한 경우는 17.8%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소비자가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관심과 

구매 욕구는 높으나, 한국쇼핑몰에서의 직접 구

매하는 경우는 아직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의 인터넷 쇼핑몰은 적극적인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사이트명성을 높여야 하고, 중국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1:1 

메신저를 통해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스

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

어야 한국쇼핑몰의 직접적인 중국 진출을 통해 보

다 많은 중국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한국 패션

제품 구매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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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견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인식조사 연구:
풍기인견 제품을 중심으로

김지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연구목적

인견은 통기성, 흡습성, 드레이프성이 우수하

고 셀룰로오스 성분 함유로 피부자극이 없어 하

절기 이너웨어나 아웃웨어로 꾸준히 사용되어 왔

다. 최근 Rayon과 Nylon의 복합가연 등 복합소

재기술과 염색가공기술의 개발로 레이온섬유의 

단점인 형태안정성과 세탁후 수축성을 보완한 인

견직물이 개발되어 기존의 속옷, 안감, 이불용 

직물에서 티셔츠, 블라우스, 쟈켓 등 다양한 용

도의 의류제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다소 높은 연령층의 기존 타깃과 그에 

따른 텍스타일 및 패턴디자인의 낙후성으로 인해 

실제 품질대비 그 상품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시즌별 트렌드를 적용한 다양

한 텍스타일 및 패턴디자인, 제품 디자인을 개발

하고, 인견의 품질 우수성을 알려 새로운 서브 

타깃층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풍기 인견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견 제품의 용도를 확대함으로써 풍기

지역의 특화산업으로써 지역경제산업 육성에 기

여하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

개발 전, 풍기인견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새롭게 개발될 풍기인견 리조트룩시제품을 통해 

소비자 호감도를 조사하고, 향후 풍기인견 신제

품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풍기인견 제품 인지

도, 풍기인견 구매 경험, 풍기인견 리조트룩 선

호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이승환, 2007)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추출

하였다. 조사는 질문지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2013년 9월 5일~7일 3일간 대구패션페어 전시

장 내 풍기인견 부스를 찾은 117명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 전 풍기인견 및 전

시되어 있는 풍기인견 리조트 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인견에 대한 연상제품 및 이미지를 조사한 결

과, 연상제품으로 의류(28%), 이불(26%), 한복

(17%)등이 나타났으며, 이미지로는 시원함(51%)

을 가장 많이 연상시켜 소재가 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리조트룩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짐작되며 추

후 제품 연상 이미지와 풍기인견 리조트룩의 상

관관계 연구 진행을 고려하고자 한다.

인견 제품 중에서도 풍기인견 제품을 인지하

고 있는가?에 대한 풍기인견 제품 인지여부는 

풍기인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

다. 그 결과 74%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

였다. 이는 비교적 높은 수치로 풍기인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연령

대별 풍기인견 인지도는 40대(93%), 50대(92%), 

30대(78%), 20대(53%) 순으로 나타났으며, 40~ 

50대의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 인지자를 대상으

로 인지경로를 알아본 결과 주변사람을 통해서

(35%)가 가장 많았으며, 이벤트 행사(13%),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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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11%), 매장방문(11%)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전통적 구전효과(주변사람을 통해서)의 인지

경로가 높게 나타난 것은 중장년층의 인지도가 

높은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청장년층의 인

지도를 높이기 위해 소셜마케팅, IT기술과의 접

목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등의 전략적 마케팅 

기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풍기에서 생산된 인견제품에는 지리적표시단체

표장등록번호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아는 소

비자는 36%로, 모르는 소비자(64%)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 표시에 대해 설명 후 

풍기인견제품 구매 시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번

호를 확인하고 구입하겠다는 소비자는 90%로 

이를 홍보전략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구매자/비구매자 특성을 알아 본 결과, 구매자 

중 98%의 소비자가 구매한 인견제품이 풍기인

견제품임을 알고 구매하였으며, 비구매자 중 

51%는 들어본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풍기인견

의 태동을 고려하면 비구매자의 인지비율도은 비

교적 낮은 수치로 풍기인견에 대한 전략적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구매자/비구매자

의 연령분포를 보면 구매자의 경우 40~50대가 

71%를 차지하였으며, 비구매자의 경우 20~30대

가 82%를 차지하였다. 20~30대의 구매율이 현

저히 낮으며, 이를 위해 젊은 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겠다. 구매자의 경우 98%가 여름

에 제품을 구입하였고, 나머지는 가을(3%)에 제

품을 구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떤요소(제품생산

시기, 소재의 시즌성, 제품특성 등)가 구입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계절에 구애

받지 않는 제품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를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구매자를 대상으로 풍기인견 제품 구매장소를 

조사한 결과, 풍기인견 전문점(33%)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시장(26%), 대형마트(1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제품으로는 침구류(29%)

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복(24%), 속옷(19%), 실

내복(16%)등의 의류군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구매이유로는 시원한 소재가 마음에 들어서(77%)

라는 답변이 월등히 높았으며, 그 외 친환경제품

에 관심이 많아서(14%),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서(3%) 등의 답변이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

은 디자인 선호에 따른 풍기인견 제품 구매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개선사항에 대한 답변으

로 젊은 디자인(64%)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세련된 디자인이 시

급함을 알 수 있다. 제품 구매 후 만족도를 조사

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이 73%로 나타났으며, 

재구매의사도 8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리조트룩을 컨셉으로 한 풍기인견 개발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마음에 든다(84%)

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으며, 구매의사(72%) 또

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선호도는 30대

(89%), 20대(87%), 40대(82%), 50대(75%)의 순

으로 나타났으며, 20~30대의 구매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젊은 층을 겨냥한 리조트 룩 개발

이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젊은 층을 서

브타깃하는 풍기인견 리조트룩의 시장 진입 가능

성을 확인한 결과이나, 차후 제품개발 시 기존의 

주요 고객층인 40~50대의 감성도 함께 고려해

야 할 것이다.

결 론

풍기인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

는데 주로 40~50대 연령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구매자의 경우도 40~50대의 비율이 월등히 높

았다. 반면 20~30대의 인지도와 구매경험은 낮

은편이었으나, 세련된 감성을 가미하여 개발한 

풍기인견 리조트룩에 대한 선호도 및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20~30대의 서브타깃층을 겨냥하여 젊

은 감성의 기능성이 더해진 풍기인견 제품을 개

발한다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지리적표시단체표장등록번호 

상표를 활용하여 풍기에서 생산된 인견임을 인지

시키고, 풍기인견의 품질 우수성을 활용한 적절

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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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례연구:

The Body Shop, Estee Lauder, Mary Kay, M.A.C을 중심으로

김성윤 · 이혜주
중앙대학교 패션예술학과

서 론

세계 화장품 시장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규

모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KHIDI], 2011)는 세계 

화장품 시장의 생산량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5% 가량의 큰 규모성장을 이루었다고 분석하

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학성분 누출, 안전

성 실험으로 말미암은 동물학대, 희귀 천연 재료 

채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제3세계 대상 노동 

착취와 비공정 무역 및 과대 포장 등의 이슈로 

산업 내 환경 파괴와 생명 경시의 주범이라는 

따가운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이타적 의도를 

투영하는 윤리적 소비 행위가 증가하면서 화장품 

관련 업계들도 뒤늦게나마 그에 발맞추어 경영활

동에 변화를 주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기업은 

이윤의 환원과 사회공헌을 위해 상당히 높은 수

준의 지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이 Cor- 

porate Social Responsibility(기업의 사회적 책

임, 이하 CSR)에 관한 지출을 높여야 한다는 시

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내 뷰

티 브랜드의 CSR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CSR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업계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지

만 국내 화장품 업계의 CSR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선행연구는 부족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

서는 CSR에 관한 이론적 이해와 필요성, 현재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의 성공적인 CSR 사례

를 연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국내 코

스메틱 브랜드들의 향후 지속적인 CSR 활동에 

적용가능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과 목적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이론과 사례를 통해 

고찰하는 연구로서, 이론적 고찰은 논문, 대기업 

및 공기업 보고서, 백과사전, 신문, 인터넷 등에

서 고찰하였다. 사례 고찰은 성공적인 CSR 활동

을 하고 있는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를 대상으

로, 미국의 패션전문 저널 Woman's Wear Daily 

(2013)가 분석 한 2012년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서 20위 이상 기업 중 국내에 공식 수입

되고 있는 브랜드 14개를 선정하고, 그 중 10년 

이상 지속성을 가지고 활발한 CSR 캠페인을 전

개하고 있는 코스메틱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

다. 이상의 기준을 적용 하여 대표적인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The Bodyshop, Estee Lauder, 

Mary Kay, M.A.C을 사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의 사

회공헌 활동 사례를 통해 기업의 CSR활동이 소

비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기업의 지속가

능성을 높인다는 기존 연구(Lee et al., 2013)의 

가설을 확인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CSR 활

동이 증가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언을 하

는데 그 의미를 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

능한 기업의 상생 경영을 위한 CSR 활동의 이

론적 이해와 현재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의 성

공적인 CSR 현황과 사례를 연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 263 -

결과 및 고찰

1. CSR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 

ponsibility, CSR)은 기업 활동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환경적 결과에 대해 기업이 투명

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

다.(Kotler & Lee, 2004/2007) CSR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20세기말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본 기

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뚜렷한 방향이 보이지 않았

으며, 기업의 일방적인 비용지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Griffin & Mahon, 1997)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CSR의 장기적 관

점의 기업 이윤창출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바뀌

기 시작하였다. 국내 CSR 우수기업군을 분석한 

결과 CSR의 수준이 기업 가치에 긍정적으로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CSR 활동이 

높을수록 기업 가치는 높아짐을 실증적으로 보이

게 된 것이다. (Koh & Park, 2011) Huh and 

Jung(2011)의 연구에서는 CSR 성과가 기업 가

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기업명성이 매개효

과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경

제정의지수(KEJI Index)로 CSR성과를,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 비율(MBR)로 기업 가치를, 한국에

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KMAC)으로 기업명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CSR 성과는 기업 가치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CSR 성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서 기업명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

하였다. 이는 기업의 CSR 활동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결과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2. 사례고찰

1) The Body Shop

대표적인 친환경 코스메틱 기업인 The Body 

shop은 설립자 Anita Roddick의 신념인 인간과 

자연의 절대적 가치를 경영철학으로 삼았다. 

The Body shop은 환경보호에 관한 지속적인 캠

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1990년, 전쟁이나 자연 재

해로 고아가 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Chil- 

dren on the Edge를 설립하여 세계 6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캠페인을 지속적

으로 운영하기 위해 Bag for Life를 매장에서 판

매하고 수익금전액을 보호 아동들을 위해 사용하

고 있다. 1994년부터는 가정 폭력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기금 마련에 참여해왔고 AIDS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1997년 ‘더 바디샵 인권상’을 제정

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위해 노력한 

단체들을 발굴하고 시상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9년 시작한 전 세계 60개국에서 동시

에 아동, 청소년 인권보호 캠페인을 진행중에 있

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의 결과로 The Body 

shop은 CSR의 대표적인 사례로 호평을 받으며 

1998년 파이낸셜타임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27위에, 1999년에는 영국 소비자연합에

서 믿을 수 있는 브랜드 2위로 선정 되는 등 인

기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1987년부터 실시한 

화장품업계의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ＡＡＴ(Ａ

gainst Ａnimal Ｔesting)' 운동에 400만 명 이상

의 서명을 받아 유럽연합(ＥＵ)에 탄원서를 제

출, 오랜 노력 끝에 지난 3월 11일 이 법안이 

유럽전역에서 시행되었다.

2) Estee Lauder

2003년 Fortune이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349위에 오른 Estee Lauder는 Estee Lauder 여

사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2012년 추산, 종업원 2

만 3천 명에 10여 개의 화장품, 향수 회사를 거

느린 세계 최대의 화장품 그룹으로, 매년 120여 

개국에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연간 

매출액만도 5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기업이다.

1992년 처음 여성들의 유방암에 대한 인식 고

취와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고객들

에게 150만 개의 핑크리본과 유방암 자가 진단

카드를 나눠준 것을 시작으로 유명한 ‘핑크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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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이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약 70여 개국에

서 진행되어 1억 2천만 개 이상의 핑크리본이 

배포되고 있으며, 전 세계 20억 명에게 핑크리본

의 메시지가 파급된 것으로 그 효과가 추정된다. 

Estee Lauder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은 식품, 의

류, 항공사 등 수 백 개의 다양한 협력 기업들이 

본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효과가 극대화되었다.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 CSR 캠페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

환으로 관련 립스틱을 생산하여 판매 수익금은 

전액 ‘유방암 연구 재단(The Breast Cancer 

Research Foundation)’에 기부하고 있다. 유방암

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1990년대부터 20년 이

상을 이어온 Estee Lauder 캠페인으로 볼모지에 

가까웠던 유방암 연구가 급속히 발전하였다는 평

가를 듣고 있다. 미국 암학회의 보고에 의하면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유방암의 발병률은 점

차 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사망률은 24% 가량 

줄었고, 생존율은 지난 30년 사이 12%가 증가했

다고 한다. 

3) Mary Kay

Mary Kay는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Enriching 

Women's Lives)’를 창립신조로 삼고 여성의 잠

재력과 미래를 개척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력으

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

다. 창립 이래 50여 년간, CSR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기 이전부터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

여해왔다. 1993년부터 Mary Kay재단을 통해 가

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자연탐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유방암 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

다. 포르투갈에서는 어린이 환우를 위해 광대공

연을 지원하고, 중국 여성 연합과 협력해 30여 

개 중국 도시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통화 상

담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미국 의류 자선단체 

operation smile과 함께 안면 기형 어린이들의 

의료 시술을 돕는 기금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련 립스틱 판매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전 세계

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Mary Kay는 Forbes에서 선정한 ‘미국을 만든 

비즈니스 영웅 20인’에 선정되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수의 여성 뷰티 컨설턴트를 배

출해내며 가계 경제를 비롯한 미국 경제 전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뷰티 

컨설턴트만 해도 약 2만 2천여 명에 이를 정도

로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의 기회부여에 

이바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4) M.A.C

M.A.C(Makeup Art Cosmetics)은 1985년 메

이크업 아티스트이자 사진작가인 Frank Toskan

과 파트너 Frank Angelo에 의해 탄생하였다. 

M.A.C은 1994년 에이즈 펀드를 설립하고 Elton 

John, Christina Aguilera, Fergie, Cyndi Lau- 

per, Lady GaGa 등 글로벌 톱스타들을 홍보대

사로 선정해 에이즈 의식향상과 예방, 조기 검진

과 감염자들의 복지 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

지를 전달해 왔다. 이 기금은 현재 전 세계 누적 

기금 액만 총 2억 5000만 달러에 육박한다. The 

Glam 캠페인은 맥의 VivaGlam 립스틱을 구매

하면 전액 에이즈 펀드에 기부되는 방식이다. 또

한, 환경보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사제품의 

빈 용기를 모아서 가져오면 인기 립스틱 제품을 

증정하는 Back-To-Mac 캠페인을 전 세계에서 

전개 중이다.

이상 거론된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들은 각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특징적인 활동을 통해 사

회에 공헌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사회 공헌 

활동은 기업 이미지 향상과 매출 증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단순 기부가 아닌 CSR 마케

팅을 적용하여 관련제품군의 이윤을 남겨 수익을 

환원하고 기업의 이윤도 성취하는 전략을 사용하

여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CSR 활동이 될 수 있

는 기반을 만들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각 

브랜드의 창립자나 최고경영자의 개인적 경험과 

신념으로 CSR 활동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졌다

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기업정체성이 가미된 지

속적 CSR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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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들은 CSR 성과가 높은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가설과 부합함을 확

인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인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의 

CSR 활동에는 해당 브랜드만의 컨셉이 있다. 소

비 주체인 인간과 소비 대상인 자연에 관한 캠

페인의 여러 카테고리 중 각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주제를 택하여 오랜 시간 동안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CSR 마케팅으로 이윤을 남긴다. 이윤 

없는 기업의 일방적인 기부 활동은 지속성을 가

질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미지에 오히

려 해가 될 수 있다. 위 사례의 브랜드들은 CSR 

관련 제품군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을 기부함

으로써 지속가능한 상생전략을 모색하였다.

셋째, CEO의 의지가 중요하다. 창립자나 최고

경영자의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한 신념이 진정

한 브랜드 CSR의 히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CSR 활동에 의미가 부여되고,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마케팅전략에 의해 CSR 

목표의 방향이 변경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코스메틱 브랜드의 상품 특성은 주로 소비자

의 감성에 소구한다는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CSR은 효과적인 감성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보

여 지며, 공익을 실현하는 동시에 이윤도 추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되고 있다. 

이처럼 CSR 활동은 기업의 단순한 사회 책임 

수준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기업의 

전략으로서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화장품 기업들도 재빠르게 이러한 흐름에 전략적

으로 동조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Jung, 2010) 

물론 전략적 CSR 마케팅은 자칫 잘못하면 자체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즉 기업과 CEO의 확고한 

목적의식과 기준이 없는 상태라면 CSR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

장품 브랜드들도 종래의 단발적이고 일방적인 

CSR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특성에 맞는 테마

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소비자와 기업이 상

생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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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교복 및 생활복 개선을 위한 학부모 및 
중고등학생 의복 태도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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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과 더불어 생활복

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교복과 마찬가지로 학교

에서도 좀 더 일상복과 같은 의류를 착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교복이 학생들의 요구조

건에 맞지 않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생활복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교복을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변형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앞으로 보다 실용적이고 학생에게 적합한 

의류 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교복 및 

자율복에 대해서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

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청소년용 교복 및 생활복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설문 조사 내용 및 대상 선정

1) 설문 조사 내용 : 설문조사는 현재 착용하

고 있는 교복 평가와 개인별 패션 제품 구매 및 

평가를 주 내용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설문 내용

은 중고등학생용 설문지와 학부모용 설문지 2종

으로 제작하여 각각 패션 소비 행동, 브랜드 인

지도, 정보 습득, 교복 및 자율복에 대한 평가 

등의 항목에 대해 질문하였고 결과는 빈도 분석 

및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대상 선정 : 설문 조사 실시 일자를 기준으

로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재학생과 재학생을 자

녀로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2. 설문 조사 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013년 

7월26~8월2일 기간에 전국의 학생 595명, 학부

모 201명을 대상으로 교복 및 패션제품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1. 교복에 관한 태도

선행연구(Lee, 2011; Bak & Oh, 2011)에 따

르면 학생들이 기존의 교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복을 교복과 같이 입

는 행동 및 교복을 변형하는 행동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현재 교

복에 개선 필요성이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 의류

개발의 방향성을 시사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청소년들의 패션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Chun & Ha, 2008)를 분석해보

면 청소년들은 또래에 대한 동조성향이 강하고 

새로운 스타일과 유행에 민감하며, 하위문화와 

스포츠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의류 구매는 경제적인 제

약에 의해 부모와 동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구

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구매 

결정권을 갖는 부모의 의견은 선행 연구들에서 

반영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 의류에 대한 

착용자와 구매결정권자의 의견을 비교하여 연구

한 사례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

학생이 현재 착용하는 교복 및 평소 착용하는 

자율복에 대한 의견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두 

조사하여 각 집단간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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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여학생

하복
상의 반팔 셔츠, 반팔 티셔츠, 반팔 체육복 상의 반팔 블라우스, 반팔 티셔츠, 반팔 체육복

하의 긴바지, 반바지 체육복 하의 치마, 반바지 체육복

동복
상의

긴팔 셔츠, 조끼, 자켓, 가디건, 코트, 
긴팔 체육복

상의
긴팔 블라우스, 조끼, 자켓, 가디건, 코트, 긴팔 

체육복

하의 긴바지, 긴바지 체육복 하의 치마, 긴바지 체육복

Table 1. items which mostly adopted in middle and high schools 

하고자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기존 교복에 대한 평가

1) 교복의 구성

중고등학생에게 현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

정하는 교복의 구성을 질문한 결과 Table 1. 과 

같이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남학생들은 셔츠와 바

지를 기본으로 하는 구성이며 여학생들은 블라우

스에 치마를 기본으로 하는 구성이 보편적이었다. 

2) 교복에 대한 평가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학교에서 규정하는 

교복 중 가장 활용성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자켓, 코트, 조끼의 순으로 나타났

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류에 대한 질문에서 남

녀 학생 모두 반바지, 패딩점퍼, 후드 점퍼등 간

편복이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교복에 대한 불만족 요소를 질문한 결과 

학부모는 가격이라고 답한 반면 학생들은 디자인

이라고 답변하여 두 집단간 교복에 대한 불만족 

요소가 다르게 나타났으나 교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평가하는 항목에서는 두 집단 모

두 편안한 착용감을 선택하여 교복개발 시 참고

할 요소로 편안한 착용감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집단간 비교 분석

1) 학부모와 학생 집단 비교

설문조사 항목 중 교복에 대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 집단의 차이가 가장 뚜렷

이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 집단은 실용성과 가격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학생 집단은 디

자인과 착용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정보원 활용에 있어서도 학부모집단은 

TV, 광고등과 같이 전통적인 정보매체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생집다은 또래의 

인적정보와 인터넷과 같은 정보를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집단이 활용하고 있는 패션정보

원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패션 브랜드 인식에 있어서 두집단 모두 의류

보다는 신발이나 가방과 같은 잡화류에 대한 브

랜드 구매 빈도가 높았으며 두집단 모두 선호하

는 브랜드를 구매한 경험이 90%이상의 비율로 

있다고 대답하여 선호 브랜드에 대한 구매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비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교복 및 자율복에 대

한 있어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가격적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실용성에 대해 더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중학생들이 교복에 있어서 디자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생 모두 

교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학교, 학

부모, 학생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의

견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 녀 학생 집단 비교

남녀학생의 의견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자율복

에 대한 구매행동에 있어서 남녀학생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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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특히 패션 정보원 활용에 있어서 여학

생들이 또래집단에 의한 정보를 더 수용하고 있

었으며 패션상가 밀집지역에서 쇼핑하는 것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학생들은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백화점에

서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용 제품 개발 방향

1) 교복 및 생활복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으로 규정하는 

의류 품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되었

다. 특히 자켓이나 코트와 같이 착용감이 불편한 

아이템은 형태나 소재를 변경하여 좀 더 편안한 

착용감을 주면서도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

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가장 큰 아이템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학생들도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

거나 남학생에게도 반바지를 도입하는 등 편의성

을 더 고려한 아이템들이 교복으로 개발될 필요

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2) 자율복 및 잡화

청소년을 고객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들은 의

류와 잡화의 비중을 동일하게 하여 제품을 개발

할 필요성이 높으며 특히 부모를 동반한 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함께 쇼핑하기에 적

절한 매장환경과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마케팅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결 론

첫째,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복에 대한 

평가요소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집

단은 교복의 디자인과 착용감에 대해 중요시하는 

반면 학부모 집단은 가격과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집단간 의견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교복에 대해서 학교, 

학부모, 학생 집단의 대표자가 참여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현재 교복의 기본 구성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켓, 코트와 같은 아이템은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반면 남학생용 반바지나 여학생용 바지

와 같은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복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복을 도입하거나 교복을 변

형하는 이유가 현재 교복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

과 불편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규정된 

구성에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용 의류보다는 잡화에 대한 브랜

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선호하는 브랜

드에 대해서 대부분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잡화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 청

소년용 패션제품에 있어서 잡화 위주의 스포츠 

브랜드가 마켓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청소년들이 대부분 부모와 동반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단위 의류 구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

소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부모들이 대부분 구

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함께 

선호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이 중요

한 마케팅 전략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규정해왔던 교복 품목 규정을 

다시 검토하여 학생으로써의 단정함과 편의성을 

고려하면서도 청소년들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교복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학교, 학생, 학부모 

세집단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절차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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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캐포츠웨어 개발을 위한 패션마켓 조사 연구:
국내외 패션브랜드의 제품 현황과 청소년 착장 스타일을 중심으로

추선형* ․ 윤혜준** ․ 안재상** ․ 박준희***
*연세대학교 심바이오틱 라이프텍 연구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주)라피움

서 론

국내 청소년들은 주로 교복을 착용하나 최근

에는 교복에도 패션성과 스타일을 강조하는 교복 

브랜드가 가장 선호되는 등 기존의 교복이 갖는 

정숙성이나 상징성보다는 착용감과 디자인을 강

조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들도 청소년들의 

감성에 맞춘 제품 개발을 위해 인지도 높은 기

존 브랜드의 서브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스타일을 

달리하여 청소년 소비자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

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청소년들은 디자인과 유행

성을 의복 선택의 중요 요소로 평가하는 있어 

청소년 패션 제품 개발의 핵심적 방향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지도 높은 패션 브랜드 

및 교복 브랜드들 제품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실

제 청소년층이 착용하는 착장 스타일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후 앞으로 청소년용 패션제품 개발

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설정

1) 패션 브랜드 제품 현황 : 국내외 브랜드 중 

브랜드 인지도 및 백화점 매출 순위를 조사하여 

인지도와 매출액이 높은 브랜드를 선정하여 각 

브랜드별로 최근 2년간 기획된 제품을 계절별 

성별 제품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청소년 착장 스타일 : 국내 패션 정보 사이

트의 소비자 조사 결과 및 패션 정보지 소비자 

스타일 분석 자료를 수집하여 계절별 성별 착장 

스타일로 분석하였다. 

2. 분석 내용

패션 브랜드 제품의 경우 계절별 기획 아이템, 

가격대, 사이즈, 디자인, 기타 디테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착장 스타일은 수

집된 정보에서 착장자의 정확한 연령대를 파악하

기 어려워 젊은 연령층이 착용하는 스타일 중 

반복적으로 등장한 스타일로 한정지어 유사한 스

타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1. 청소년기의 특징

Bak and Oh(2011)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기에는 유행에 민감하며 외모에 관심이 증대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기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심리

적 행동에 대해 연구한 결과 외모와 유행에 관

심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교육

적 효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Chun and Ha(2007)의 연구에서도 현대 청소

년들은 다양한 하위문화에 관심이 높으며 집단적 

동조성으로 표현되고 이를 다시 개성적 표현으로 

변화하려는 행동을 한다고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자신들만의 

표현을 위해 청소년 집단의 패션에 동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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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을 표현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고 분석

하였다.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청소년들의 의복행동에는 동조성향이 

강하고 새로운 스타일과 유행에 민감하며, 하위문

화와 스포츠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 및 고찰

1. 의류 브랜드의 제품 기획 경향

1) 교복의 아이템

교복은 기본적으로 남학생은 바지, 셔츠, 자켓, 

조끼의 구성이 가장 보편적이었다. 계절별로 여

름에는 반팔 폴로 티셔츠와 같은 아이템은 반팔 

셔츠와 함께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착

장 스타일이었으며 봄, 가을에는 가디건이나 조

끼 등을 함께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복 브랜드에서 봄, 가을용 후드 티셔츠

나 집업을 아이템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자켓과 

함께 착용하는 착장 스타일이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하복으로 스커트에 반팔 블라우스

가 가장 대표적이나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반팔 

폴로 티셔츠를 생활복으로 개발하여 착용하는 사

례가 늘고 있었다. 봄, 가을에는 남학생과 마찬

가지로 가디건, 조끼등을 함께 착용하고 있었다. 

겨울용 아이템으로는 교복용 코트가 개발되어 

있으나 다양하지 않았고, 점퍼류는 진한색 패딩

점퍼가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판매되고 있다. 

2) 자율복 아이템

전체적인 패션 유행의 영향으로 여학생들은 

핫팬츠와 긴 상의가 여름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부각되었고 남학생들은 무릎길이의 5부 팬츠와 

티셔츠가 대표적인 여름 아이템인 것으로 나타났

다. 봄, 가을에는 후드티셔츠와 후드 집업이 남

녀 모두에게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판매되고 있었

으며 특히 하의는 스키니한 팬츠가 주종을 이루

었고, 여학생용은 레깅스가 팬츠와 함께 다양하

게 판매되고 있었다. 외투는 패딩점퍼와 야상점

퍼 스타일이 주종을 이루었고 기타 모자, 머플

러, 워머등이 악세사리 아이템으로 나타났다. 

2. 디자인 경향

1) 상의 디자인

최근의 유행이 넉넉한 상의에 타이트한 하의

인 것이 청소년들의 패션에 지배적으로 나타났

다. 특히 여학생들은 여전히 하의실종 패션이라

는 스타일로 상의는 길고 넉넉하게 하의는 짧고 

타이트하게 연출하는 디자인이 주류를 이루었다. 

상의의 실루엣은 하나로 압축되어 상의에 프

린팅 되는 무늬나 소재, 디테일등이 주요 디자인 

요소이었으며 대부분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프린

팅이 나타났다. 

2) 하의 디자인

남녀 청소년들 모두 스키니한 바지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여성용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핫팬츠

가 많이 기획되었고 레깅스도 여성용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개발되었음

3) 외투 디자인

패딩점퍼가 가장 주류를 이루었으며 털장식이 

달린 후드 점퍼와 야상점퍼라고 통칭하는 군복스

타일의 점퍼가 간절기 아이템부터 방한용으로 다

양하게 개발되었다. 패딩점퍼는 패션의 캐주얼화 

유행이 지속되면서 방한용 아이템으로 다양한 연

령층에서 선호되고 있는 아이템이며 청소년층에

서도 패딩이 가장 실용적이고 편한 아이템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었다. 아울러 야상점퍼 스

타일은 젊은 층에게 인기 높은 아이템으로 청소

년들에게도 선호되는 아이템이 되면서 청소년 브

랜드에서도 다양한 야상점퍼 스타일을 출시하고 

있었다. 

3. 가격대 및 사이즈 분포

청소년 의류는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하게 나

타났다. 특히 상의나 하의 아이템은 1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10만원을 넘는 아이템이 적었으며 하

의도 2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상하의 모두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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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의 제품이 가장 많이 기획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외투는 5만원에서 15만원대 아이템이 가장 많

이 기획되었으며 가격대는 5000원과 9000원을 

단위로 책정되는 것이 대표적인 가격정책인 것으

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착장 스타일

청소년들의 착장 스타일의 대표적인 특징은 캐

쥬얼, 유니섹스 스타일로 함축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착용하는 아이템은 거의 동일하며 각 

아이템별 색상, 소재, 프린팅, 디테일등의 디자인 

요소만 달라질 뿐 대표적인 유행아이템의 획일적 

착용이 청소년 착장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분석

되었다. 이는 청소년들의 동조성에 대한 선행연

구결과(Ghun and Ha, 2007)와도 일치하는 현상

으로 과거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또

래의 의복 착장 스타일에 동조하는 것으로 또래 

문화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유니섹스 스타일이 지배적으로 나타

나고 있었는데 특히 티셔츠와 바지 착장 스타일이 

대표적이다. 여름의 착장스타일은 더욱더 남녀 구

별이 모호하고 사이즈에 있어서도 남녀 사이즈라

기 보다 여러 사이즈중에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패션 브랜드에서도 85-110까

지 사이즈 폭을 넓히고 따로 성별을 구별하지 않

고 제작하는 아이템을 많이 출시하고 있었다. 

결 론

첫째, 국내외 패션브랜드 가운데 청소년만을 

위한 전문 브랜드는 없었다. 다만 10대부터 30

대 초반까지를 타겟으로 하는 스포츠 및 유니섹

스 캐주얼 브랜드들이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브

랜드로 나타났고 이들 브랜드는 다른 패션 브랜

드에 비해 추가 사이즈를 제작하여 청소년 소비

자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 대상 브랜들의 제품기획은 주로 계

절에 따른 아이템 기획에 있어서 차별화가 있었

으며 성별에 따른 제품 기획은 크게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셋째, 가격과 사이즈 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유

니섹스 캐주얼 브랜드가 스포츠 브랜드들보다 같

은 아이템에 대해서 좀 더 저렴하고 다양한 가격

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즈에 

있어서는 스포츠 브랜드가 연령대 별로 더 여러 

단계의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 청소년 및 20대초반의 젊은 층의 

착장 스타일은 주로 스포티한 캐주얼 스타일이었

으며 유니섹스한 트렌드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하복스타일에 있어서 여성은 미니팬

츠나 스커트와 같은 아이템으로 차별화를 보여주

었고 기타 상의와 하의의 코디네이션 경향은 남

녀가 유사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패션 시장에서 청소년 패션 

제품은 마켓 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성장

세가 유지될 수 있는 마켓이며 이 마켓을 위해서 

보다 청소년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기획이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라이프 스

타일에 가장 적절한 개념은 캐포츠웨어인 것으로 

분석되며 따라서 다양한 캐포츠웨어의 개발이 필

요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신체 발달을 고려한 

사이즈의 정비가 필요하고 가격대와 쇼핑 장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착

장 스타일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스타일 전개 

보다는 청소년에 적합한 중심 스타일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별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

는 제품 기획이 요구되는 마켓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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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결혼이민여성의 이상적 외모 내면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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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의 증

가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던 단일민족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 구성원 간 고유

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의

미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결혼의 유형 중 한국남

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전체 국제결혼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여

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도 다양해져서 90년까

지 중국동포, 일본, 필리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베트남, 태국, 몽골, 우

즈베키스탄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로

의 진입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응 상황 

및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에 국내 결혼이민

여성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의생활 문화적응의 척

도로써 이상적 외모 내면화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상적 외모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밝히고 이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며, 

둘째, 이러한 이상적 외모 내면화 수준에 따라 

패션소비행동과 외모관리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 남성과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된 중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2013년 8월 중국인 결혼이민여성 30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한 291부(중국인 143명, 

조선족 148명)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

형, 일원분산분석 등에 의해 분석되었다. 분석결

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적 외모 내면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상

적 외모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사회문

화적 압력, 지각된 주위사람의 압력, 신체 만족

도, 지각된 이상적 신체미, 이상적 외모 내면화

의 다섯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결

과 χ2=318.684, df=142 p<.001, χ2/df=2.244, 

CFI=.911 GFI=.897, RMR=.040, RMSEA=.066

으로 만족할 만한 모델 적합도를 나타내고 있었

다. 다음으로 지각된 사회문화적 압력, 지각된 

주위사람의 압력, 신체 만족도가 이상적 신체미

와 이상적 외모 내면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이상적 외모 내

면화에 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지각된 주위사람의 압력이 이상적 미에 대한 

생각에는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신체 만족도는 이상적 미와 이상적 외모 내

면화에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상적 외모 내면화 점수를 이용하여 

291명을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고, 이들 집단

은 하위수준 내면화 집단 92명(31.6%), 중간수

준 내면화 집단 118명(40.6%), 상위수준 내면화

집단 81명(27.8%)이었다. 내면화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한국 옷을 주변에 많이 선물하고 중

국보다 한국에서 더 쇼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외모 관리에도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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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e-commerce에서 희소성과 배타성 전략의 효과에 대한 연구 

조윤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학과

인터넷의 발달과 소비자간 의견 교환으로 인

해 소비자들의 정보력이 증대됨으로써 기업들 간

의 판매 촉진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러

한 환경에서 어떠한 새로운 리테일링 방식과 프

로모션이 출현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이 연구는 패션 e-commerce에서 최근에 대

두되고 있는 프로모션들인 희소성과 배타성 전략

들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한 것이다. 연구의 구

체적인 목적은 희소성(scarcity message), 배타성

(exclusivity), 자아해석(self-construal)이 인터넷

을 통한 패션 상품 구매에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조사는 2(희소성)×2(배타성)×2(자아해석)의 

집단 간 실험설계(2×2×2)로 진행되었다. 본 조

사에 앞서 자극물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가 진행

되었으며, 예비조사와 본 조사는 인터넷 설문 전

문 업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조사 기간은 2013

년 7월22일∼7월 29일이었으며, 응답자들은 3가

지 실험 변수에 따른 총 8가지의 실험 상황에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구체적인 실험 순서와 자

극물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 해석을 독립적/

상호의존적 상황으로 조작하는 시나리오를 노출

시킨 후, 희소성 및 배타성과 관련된 쇼핑 상황

으로 넘어가게 하였다. 쇼핑상황의 경우, 가상의 

쇼핑몰 사이트로부터 광고 이메일을 받은 후 해

당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는 시나리오를 응답자들

에게 먼저 노출시켰다. 응답자들은 해당 시나리

오를 읽은 후, 실제 사이트처럼 제작된 쇼핑몰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사 사이트를 구축

하였다. 희소성과 배타성의 경우, 이 두 가지의 

프로모션을 모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패션 

인터넷 쇼핑몰인 플래시 세일(또는 프라이빗쇼

핑) 사이트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광고 메시지를 

적절하게 수정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희소성은 시간 한정 메시지이며, 이는 메

시지의 유, 무로 구분되었다. 희소성 메시지가 

있는 자극물의 경우 “시간한정, 세일종료 24 

hours”를 제시하였다. 배타성은 역시 배타적 메

시지의 유, 무로 구분하였으며, 배타적 메시지가 

있는 자극물의 경우 “초대고객에게만 제공”을 제

시하였다. 쇼핑 실험 자극물에서 희소성과 배타

성 외의 모든 상황은 동일하게 조작되었다. 응답

자들이 실험 자극 상황들을 보다 잘 인식하게 

하기 위해, 각 단계마라 일정한 체류 시간을 부

여하였다. 응답자들이 조작된 쇼핑몰 화면을 본 

후에는, 자극물 조작 점검에 대한 문항들과 실험 

쇼핑 상황에 대한 반응들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0.0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실험 상황인 패션 제품 판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배타성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

며, 희소성 보다는 배타성이 더 효과적이었다. 

또한 배타성과 희소성의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에 

있어 자아 해석은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되지 못

했다. 새로운 온라인 유통 방식에서 사용되는 프

로모션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한 본 연

구의 결과는 향후 온라인 시장 방향의 예측과 

전략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구체적인 실험 상황을 통한 소비자 반응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실무적인 결과가 시사되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조사 방법과 결과들은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다양

한 소셜커머스들과 기타 e-commerce에 적용하

여 비교 연구될 수 있을 것이며, 급증하는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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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쇼핑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2012R1A1A10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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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테라피가 스트레스 호르몬 및 기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이애란 · 조홍범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 **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아로마테라피는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보완대체의학의 한 분야이다. 또한 아로마테라피

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전은 스트레스의 완화와 연관된 신경생리학적 

기전에 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이렇듯 아로마테라피가 스트레스에 빠르게 

작용하는 것은 향기가 직접적으로 인체에 유입되

어 작용되는 후각 시스템이 미각, 촉각, 청각, 시

각 등 다른 감각과는 특이 하게 다르다는 것과 

연관되어 설명되어 진다. 본 연구는 아로마테라

피가 스트레스 호르몬 및 기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타액 내 코티졸 농도를 측정하

는 방법이 비 의료인이 스트레스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수도권 S여자

대학의 미용과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현재 신체 및 

정신적인 질환이 없는 건강한 여성으로 20명을 

선정 하였으며, 난수표를 이용하여 라벤더 군과 

로즈마리 군으로 무작위 할당 하였다. 라벤더군

(5ml 호호바 오일에 3% 농도의 라벤더 에센셜 

오일)과 로즈마리군(5ml의 호호바 오일에 3% 농

도의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으로 나누어 흡입 법

과 마사지법으로 적용하였으며, 아로마테라피 처

치 전, 후의 타액 내 코티졸 농도를 측정 하였

다. 연구결과로는, 라벤더 군, 로즈마리 군 모두 

아로마테라피 처치 전에 비해 처치 후가 통계적

으로 코티졸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p<.01), 두 군간의 비교에서는 로즈마리군이 라

벤더군에 비해 유의한 수준의 코티졸 수치 감소

를 나타내었다. 또한 시각적 스트레스 척도와 기

분 변화 측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라

벤더군은 아로마테라피 처치 후에 스트레스의 감

소(p<.01), 기분의 변화의 결과를 나타냈다

(p<.01). 아로마 테라피 전 후 타액 코티졸 검사 

연구에서 모든 대상자가 불편 없이 쉽게 연구에 

참가한 점, 연구자 입장에서도 평가 방법이 편안

했던 점, 그리고 짧은 시간의 아로마 테라피 처

치에서도 기존의 혈액 검사방법에서와 같이 코티

졸 수치의 감소가 유의하게 있었던 점 등을 감

안 할 때, 아로마 테라피가 스트레스 완화에 도

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로마테라피 전, 후 코티졸 수치 변

화는 기존의 혈액 검사방법에 의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으로써, 타액검사방법은 아

로마테라피 효능을 측정하는 실용적이고 과학적

인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중심단어: 타액, 스트레스 호르몬, 아로마테라피, 라벤다, 
로즈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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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소비자의 SPA브랜드 기능성의류제품의 구매동기:
유니클로 제품 사례를 중심으로

김주영 · 박선형 · 서민지 · 유신정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서 론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기능성의류는 그 자체만으로도 블루오션 분야였

다. 이 당시 기능성 시장은 주로 전문가용 스포

츠의류라는 단일 시장 점유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 ‘고기능성은 고가이다’라는 인

식이 만연했고 그 결과 기능성의류의 가격 거품

화 현상을 낳기도 하였다(이지운, 2010). 2000년

대 후반부터 아웃도어 및 스포츠 산업 시장 규

모가 커짐과 동시에 기능성의류 시장 또한 거대

화되었고 그러한 흐름과 함께 시장의 세분화 및 

다양화가 진행되었다(이현진, 2002). 기능성 시

장의 분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격과 기능성의 

정도에 따른 시장 세분화는 합리적 가격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SPA유통 방식의 확장과 연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고가의 고기능성 시장

은 SPA유통의 거대화 물결과 fashionable func-

tion의 개념에 영향을 받아, 고기능성 제품에 비

해 기능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일반 캐주얼 의류

보다는 일상 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능성을 보유한 

저가 기능성 의류의 시장을 열게 되었다(이데일

리, 2013).

유니클로의 ‘히트텍’ 제품은 그 대표적인 예로 

유니클로는 이 외에도 여러 합리적 기능성의류 

제품을 통해 높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한경

닷컴, 2013). 유니클로가 이러한 보편적 기능성 

제품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SPA유통방식이 유행

처럼 번지면서 단순히 디자인과 컬러의 변화만으

로는 제품의 다양화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이영숙, 

2011). 결과적으로 기능성 의류 시장의 세분화 

현상과 SPA브랜드의 확장으로 인한 제품다양성

의 한계가 서로 맞물리는 중간 지점에서 고가의 

고기능성 제품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가격을 동

반한 functional design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창

출되었고 유니클로 제품의 획기적인 판매실적으

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문가 수준의 

집단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기능성에는 도달하

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대중들이 필

요로 하는 적당한 기능에 부합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기능성의류 시장이 SPA브랜드의 주 

수요층인 2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유니클로의 

제품을 계기로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SPA 브랜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제품의 차별화 전략의 일환

으로 기능성소재를 도입한 유니클로의 전략이 소

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을 위한 기능

성 제품을 기획하여 20대 소비자들에게 기능성

제품의 접근성을 높인 대표적인 SPA브랜드 유니

클로를 대상으로 20대 소비자의 기능성 제품에 

대한 인식과 제품구매동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니클로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지각하는 기능성의류에 대한 인식과 구

매 동기를 설문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에 사

용된 측정 문항들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

과 연구자가 개발한 문항들을 사용하였으며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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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적 특성과 유니클로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기능성 의류의 구매 동기를 포함하였다. 조사는 

20대 165명을 대상으로 구글(google) 서베이 프

로그램을 통한 인터넷 설문조사와 오프라인 설문

지 배포의 두 가지 방식으로 2주에 걸쳐 진행되

었다. 

결과 및 고찰

설문 응답자의 나이 분포는 20대 초반 75.8%, 

20대 중반이 22.4%로 20대 초중반의 비율이 대

다수를 차지하였고, 여성(77.6%)응답자의 비율이 

남성 응답자(22.4%)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기능

성 소재의 구매빈도에서는 응답자 중 69.7%가 1

년에 한번 이상의 빈도로 기능성의류를 구매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기능성 의류의 

일반적인 가격대가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였다. 유니클로가 다른 SPA브랜드에 

비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가라는 문항에서 합리

적 가격의 기능성 제품(44.0%)이라 응답한 비율

이 가장 높았고 저렴한 가격(36.3%)이 그 다음

으로 나타나났다. 저렴한 가격은 SPA유통방식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히트텍과 브

라탑 등의 합리적 가격의 기능성 제품의 기획이 

유니클로의 차별화전략으로서 유효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기능성의류(히트텍, 브라

탑, 에어리즘 등)의 제품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가 확고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서는 50%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유니클로에서 기능

성 의류를 구매한 후의 만족도와 재구매 의사 

등을 조사한 결과, ‘예상했던 보통 만족도이며, 

다시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75.2%, ‘기

대이상으로 만족하며 자주 구매할 의사가 있다’

는 답변이 12.4%로 기능성의류 제품에 대한 만

족도와 재구매 의사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만족도 및 재구매 의사의 이유로 

‘기능성이 월등하진 않지만 가격대비 합리적인 

기능성을 갖추었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4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격이 저렴해서’라

는 답변이 20%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유니클로

의 기능성의류 제품들이 20대 소비자 다수의 예

상기능성을 충족시켰으며 앞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20대를 대상으로 하여 유니클로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가 기능성 의류 구매동기를 

조사함으로써 고기능성 아웃도어 시장이 아닌 

SPA와 같은 일반 의류시장에서 기능성 소재(의

복)이 차별화 전략으로서 얼마나 소비자에게 효

과적으로 인식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루

어졌다. 결과를 통해 20대 소비자의 SPA브랜드 

기능성제품의 만족도 및 재구매 의사가 매우 높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SPA브랜드 기능성의류 제품에 대한 국내 20대 

소비자의 장기적인 시장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국내 SPA브랜드가 디자

인이나 가격에만 강점을 두기보다는 ‘보편적, 합

리적 기능성’을 키워드로 일상생활 기능성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유니클로

를 견제하고자 하는 국내 SPA브랜드 및 아웃도

어 브랜드 또한 효율적 유통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장기적인 기능성 소재

의 R&D 구축 및 기능성소재 분야의 인재를 육

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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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성 레인코트용 자카드 직물개발 및 소비자 요구도

김정화* ․ 이정순* ․ 이선영** ․ 이승구**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 **충남대학교 유기소재 섬유시스템공학과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대기 

중 환경 오염 물질이 섞인 눈, 비의 잦은 강수와 

방사능 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으

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게릴라성 호우와 같은 

변화가 심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레인 아이템

(우의류) 시장의 성장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발 맞춰 아웃도어와 캐주얼, 스포츠 브

랜드들은 소재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동

시에 패션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고기능성 레인자

켓와 레인코트, 부츠와 워터슈즈 등 다양한 제품

을 앞 다투어 개발 출시하고 있다. 레인코트는 

비나 눈이 내릴 때 신체와 의복을 보호하기 위

하여 착용하는 방수용 코트로서 원단은 방수가 

되어 있으면서 짜임새가 치밀한 능직이나 평직의 

면, 모직 또는 합성섬유(나일론․폴리에스터․올론) 

등이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투습/발수성․통
기성․기능성을 강조한 투습방수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고, 또한 방한성과 패션성

을 겸비한 봄․가을용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현

재 시중에 출시되어 있는 레인코트 제품은 평직

과 능직으로 제직하여 투습/방수 가공처리된 것

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한속건 

폴리에스터사를 이용하여 고밀도 자카드 직물을 

개발하고 고기능성 레인코트 소재에 대해 소비자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레인코트용 자카드 직물 디자인 개발

고기능성 레인코트용 자카드 소재를 위해 총 

12종의 직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2. 소비자 요구도 평가도구

레인코트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를 조사하는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

하여 디자인, 색상, 신축성, 투습/발수성, 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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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용이성, 무게(중량감), 방오성, 가격, 항균/방

취성, 사이즈, 관리(세탁)용이성, 패션성, 방수성, 

피트(맞음)성, 휴대성, 소재, 씸씰링성(봉제선 방

수처리), 두께, 포켓의 기능성, 앞여밈 방법, 소

매 여밈기능, 통기성, 칼라형태, 후드 여밈장치, 

보관용이성등 의 총 26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레인코트용 자카드 직물 제직

개발된 12종의 디자인을 경사는 폴리에스터 

50D, 위사는 흡한속건 폴리에스터 FDY 45D 

(36F) -SYT, FDY 47D(24F)-FWF를 사용하여 

자카드 직물로 제직하였다. 

2. 블라인드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소비자 요구도 조사결과, 26개 항목 중 방수성

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투습/발수성, 통기성, 디자인, 색상, 패션성(스타

일), 씸씰링성, 소재, 관리(세탁)용이성, 탈착용이

성, 휴대성, 항균/방취성, 가격 등의 순으로 중요

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흡한속건 폴리에스터를 이용하여 레인코트용 

자카드 직물 12종을 개발하였으며 레인코트에 

대한 소비자 요구의 중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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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섬유의 천연염색에 관한 연구:
오배자를 중심으로

노영주 ․ 이신희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섬유영역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제품군에 대한 소

비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 중 대두섬유

(soybean fiber)는, 대두유(soybean oil)을 제거한 

잔여물로부터 대두단백인 글로블린(globulin)을 

추출하고 이를 습식방사하여 만들어진다. 대두섬

유에는 노화억제 효과가 있는 토코페놀과 사포닌

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도 매우 친화적인 

신소재이다. 대두섬유는 우수한 통기성, 보온성, 

흡습성 및 속건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촉감과 광

택이 좋고 강도 또한 합성섬유와 비슷하여 다른 

섬유와 혼방이 용이해 상업적으로도 전개 가능성

이 우수한 친환경 섬유이다. 생지의 경우 특유의 

노란빛을 띄는데 이 색상은 표백과정을 거쳐도 

미색을 띈다. 

인체 및 환경 친화적 섬유소재로 그 기능성 

발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천연염색을 접목하는 

사례가 많다. 천연염재인 오배자는 주성분이 탄

닌(tannin)이며, 폴리페놀(polyphenol)류에 속한

다. 매염하지 않으면 갈색으로 염색되고, 철매염

에 의해 보라색을 띈 쥐색, 알루미늄 매염에 의

해 극히 옅은 갈색으로 염색되는 다색성 염료이

다. 오배자는 수렴, 해독, 항균 등의 효능을 가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는 특히 섬유제품의 

천연염색에 있어 인체 친화적 기능성을 부여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섬유

인 대두섬유에 대하여 오배자를 추출, 염색하였

으며 다양한 염색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시료는 100% 대두 섬유이

다. 염재는 시중 약재상에서 구입한 건조 오배자

를 사용하였으며, 염액은 오배자를 200% o.w.f

로 계량한 후 욕비 50:1의 물이 들어 있는 용기

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해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이때 염액의 전체량은 증발 등을 고려하여 끊이

는 중간에 물을 보충하여 최종 액비가 50:1이 

되도록 유지하였다.

염색 전 증류수에 30분 침지한 대두섬유에 대

하여 욕비 50:1, 시작온도 30℃에서 1분에 2℃

씩 승온시켜 염액농도별, 염색온도별, 염색시간

별 염색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철, 

구리 매염제를 1% 농도로 60℃에서 30분간 선

매염 처리 후 염색, 피염물의 매염특성을 고찰하

였다. 모든 피염물은 염색 종료 후 30℃까지 자

연 방냉 후 찬물에 수세하여 자연건조하였으며 

측색기를 통해 각종 염색 특성을 고찰하였다.

염색결과 염료농도와 염색온도가 증가할수록 

염색성(K/S)이 증가하였으며, 염색시간에 따른 

염색성은 염색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염색시간 

60분까지는 증가하다가 60분 이후부터는 포화 

염색 특성을 나타내었다. 알루미늄 선매염의 경

우 매염에 따른 염색성 향상은 나타나지 않았으

며 구리, 철 매염 순으로 염색성은 크게 향상되

었다. 또한 철 매염의 경우 다른 매염 염색의 노

란색톤의 피염물과는 달리 빨강색 가미의 파랑색

톤으로 염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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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형 스포츠 웨어의 신체작용 및 효과에 대한 연구:
사이클 동작을 중심으로

조광년 ․ 김윤영 ․ 최은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웰빙 의식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세계적인 스포

츠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거나 외국으로 참

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획득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주5일 근무 및 근로시간의 축소로 

인해 각종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스포츠웨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 및 

여가활동 참여의 증가는 행위자의 욕구에 따라 

지속적, 장기적으로 전개되면서 점점 더 전문화, 

다양화, 엘리트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스포츠

웨어는 경기력과 착용감 향상을 위해 새로운 아

이템 개발, 운동기능성, 쾌적성 평가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각광

받고 있는 밀착형 스포츠웨어는 근육을 감싸 받

쳐줌으로써 보호하고, 적정한 압력을 가해 통증

과 피로를 주이며, 긴장감을 증가시켜 운동의 효

과를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새로운 스포츠기어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다. 퍼포먼스 기어의 개

념으로 발전되어 운동시 착용자의 신체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밀착형 스포츠웨어는 

피부분절을 따라 재단된 델마컷, 신체 테이핑 기

술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왔으나 그 제

품 착용에 대한 운동성 효과 상승에 대한 정량

적 데이터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스포츠웨어를 비롯한 각종 특수 기능성 

의류 설계를 목적으로 의류업계에서는 특수 장비

와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

비자의 요구와 기능을 실현시키는 과학적 의류 

생산을 위해서는 밀착형 의복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클 동작을 중심으

로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단위 시간당 나타낼 수 

있는 운동량(속도, 평균속도, 패달 케이던스 등)

의 측정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밀착형 스포츠웨

어의 운동성 효과 상승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분

석할 수 있으며, 차 후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서의 기능성에 대한 정

밀 분석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밀착형 스포츠웨어 효과

에 대한 정밀분석을 목적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

는 밀착형 스포츠웨어를 테이핑, 패턴절개 제품

으로 구분하고 사이클 동작을 중심으로 밀착형 

스포츠웨어 착용 전/후 기초 운동량(속도, 평균

속도, 패달 케이던스 등)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

인 제품의 효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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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종류에 따른 최적 색상 톤과 감성

나영주 ․ 박기주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착용자를 인식하는데 있어 의복은 외모와 마

찬가지로 1차적 차원으로 보여지는 요소이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이 의복을 

구성하고 있는 소재와 색(Hue), 톤(Tone)은 어

떻게 조직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복의 느낌

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의

복의 구성요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성은 각 개

인의 특성마다 천차만별이다. 또 산업을 기반으

로 하고 있는 의류학문 상 단순히 소비자의 감

성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감성을 실

제 상품과 연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로는 색(Hue), 톤(Tone), 소

재, 배색 등 의복의 구성요소에 대한 감성연구가 

대부분이며 실제 의복과의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

한 것은 극히 드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

복의 구성요소 중 톤(Tone)에 대해 소비자들의 

감성을 측정하여 정리하고 나아가 여성의 대표 

복식인 블라우스 타입 별 최적의 매치 정도를 

측정하여 실제 의류업계의 상품계획에 직접적으

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자/비전공자, 남성/여

성으로 각각 50명을 무작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SPSS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였다. 진행된 

연구 결과에서 블라우스 타입 별, 색상 톤별 감

성이 피험자마다 유의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동일한 블라우스 타입임에도 불구

하고 최적이라 생각되는 색상 톤에 대한 선호도

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우스 타입 별 

감성은 블라우스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색상 톤 별 감성은 톤의 종류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비드 톤의 경우 생동적

이고 발랄한 톤으로 답하였고 브라이트 톤의 경

우 은은하고 순수한 톤으로 답하였다. 그리고 그

레이쉬 톤의 경우 고상하고 깊이있는, 페일 톤의 

경우 은은하고 순수한, 다크 톤의 경우 고상하고 

깊이있는 톤으로 답하였다. 블라우스 타입별 가

장 잘 어울리는 최적의 톤을 선택하도록 한 결

과, 블라우스 타입별 선호되는 색상 톤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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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Oxygen Plasma Treatment on the Wettability of 
Polypropylene Fibers and Fabrics

Kwon, Young Ah
Div.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Introduction

The advantages of a plasma treatment for 

polymers in general have been quite inten- 

sively studied (Yasuda et al., 1984). However, 

the use of plasma treatment applied to fabrics 

is limited, based on the publications appearing 

in literature. Although there is an abundant 

amount of literature on surface modification 

of using plasma to improve wettability and 

dyeability of natural or synthetic fibrous ma-

terials, few in depth studies of oxygen (O2) 

plasma on PP fabrics exist. The present inves-

tigation was aimed at surface mod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P surface by O2 

plasma treatment.

 

Research Method

Commercial PP plain fabric, purchased from 

Test Fabrics Inc. was used in all experiments. 

The fabric samples were Soxhlet extracted in 

benzene and distilled water for 4 hours each 

and dried under vacuum condition before use. 

O2 (Aldrich Chemical) was used without fur-

ther purification. Plasma treatments were car-

ried out in a commercial installation. The ap-

paratus include the parallel plate electrodes, a 

30 kHz RF generator, water-cooling system, a 

vacuum pump, pressure gauge, and gas flow 

meter. In a typical experiment four fabric 

samples (9 cm in diameter) were placed on 

the grounded electrode. ESCA spectra were 

obtained by using a Perkin-Elmer 5400 spec-

trometer with an Ng X-ray source and a da-

ta reduction system. The advancing contact 

angles of water on fiber surface were obtained 

by the Wilhelmy balance technique (Miller & 

Young, 1975). A JEOL scanning electron mi-

croscope was used to observe the surface 

morphology of fibers. To provide conductivity 

for the fiber samples, a coating of gold was 

applied in a Gold Sputter-Etch unit. The ef-

fect of plasma treatment on the spontaneous 

water uptake amount of fabrics was de-

termined by the demand wettability test (Miller 

& Tyomkin 1984). To determine the effect of 

aging on the surface properties of the plasma, 

all the above measurements of treated samples 

were carried out after 1, 7, 30, 60, and 150 

days. 

Results and Discussion

The higher binding energy of O1s shift is 

oxygen bonded to carbon atoms. As the ex-

posure time increased from 5 min. to 20 min, 

the O1s/C1s ratio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0.04 to 1.65. The discharge power increased, 

the O1s/C1s ratio increased. The specimens 

treated at the discharge power of 100 W 

demonstrated a 5,500% higher oxygen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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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than the untreated specimens. The 

O1s/C1s ratio increased also as reaction pres-

sure from 100 mTorr to 200 mTorr increased. 

The decreased contact angles of all the 

treated PP fibers indicates more hydrophilic 

surfaces generated by plasma. The plasma 

treatment improved hydrophilic properties of 

PP fibers. The contact angle of PP fibers de-

creased from 82° up to 65° with increasing 

discharge pressure. ESCA analysis showed that 

the fiber surfaces plasma treated have a 

chemical composition that consisted of various 

oxygen containing polar groups even after 150 

days of aging. Therefore. the contact angles of 

PP fiber were still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untreated PP fiber even after 150 

days of aging. Long-term stability of polar 

groups was important for creating durable 

water wetting. Wettability decreases and levels 

off with aging because the plasma-treated PP 

fiber is depolarized with time, and the polar 

groups stay without reversible reaction. Increa- 

sing the discharge power up to 400 W and 

keeping all other conditions constant gradually 

increased the initial water uptake amount. The 

fiber surface chemical composition might af-

fect the rate of water uptake. Demand wett-

ability test indicate that efficiency of the hy-

drophilic modification was also dependent on 

the discharge pressure. 

The plasma-treatment resulted micro etch-

ings on the PP surface. The width of etch 

units was 50 to 100Å and the space of the 

units were 400 to 800Å The fold width in 

polymer single crystals was known to be on 

the order of 100Å and was considerably 

consistent to the width of the etch units ex-

posed PP fiber treated by O2 plasma. The 

ridged structure was the accretion of con-

tinuous cavities by the removal of the amor-

phous chain segments. This greater depth of 

ridge corresponded to a faster initial water 

uptake rates and a lower total water uptake 

amount. However, Surface oxidation altered 

the surface of PP fibers to hydrophilic and 

increased the initial water uptake of the com-

posed fabrics as well. 

The wettability decay began to level off af-

ter treatment for 7 days. We found that the 

wettable PP fabrics even after more than a 

year. After 7 days aging, there was a sig-

nificant amount of oxygen atoms on fiber 

surface, which contributed to low contact an-

gle, resulting in a wettable surface. 

Conclusions

This paper presents a way of improving 

wettability of PP fabrics by O2 plasma 

treatment. The surface properties of PP fibers 

and the demand wettability of PP fabrics were 

compared before and after plasma treatment, 

The results show the oxidized PP fiber surface 

affects fiber surface wettability because it de-

termines the surface bonding forces with water. 

Surface roughness of the plasma-treated PP 

fiber appears in the SEM photo graphs. These 

surfaces roughness may affect the fabric wet-

tabiity as well. Wettability decreases and levels 

off with aging because the fiber is depolarized 

with time, and the polar groups stay without 

reversible reaction. The O2 plasma-treatment 

controlling plasma reaction pressure is prob-

ably a simple and effective method to further 

improve the spontaneous wettability of PP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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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사 위 사 경사밀도(T) 위사밀도(T) 폭(in) 중량(g/m2) 조직

1. Cotton-like SD, DTY 
100/168, 800TM, Z연

1. Cotton-like SD, DTY 
100/168, 무연

140 84 58/59  120 Plain

2. Cotton-like SD, DTY 
100/168, 800TM, Z연

2. Cotton-like SD, DTY 
100/168, 800TM, Z연

142 96 56/57 133
2/2

Twill

표 1. Cotton-like 섬유소재를 활용한 차별화제품개발 

생분해성 PET 원사에 의한 친환경 Cotton-like 직물개발

백승호 · 김중희 · 임호용
㈜앤디아이

서 론

본 논문은 최근에 와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극심한 폭염과 함께 국지적 폭우 등 예측 불가능

한 기상이변 상태가 속출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인

류역사와 함께해온 의류용 섬유라고 할 수 있는 

천연섬유인 면섬유가 면화재배지의 홍수, 가뭄 등

으로 경작이 어려워지면서, 면화재배지가 축소될 

뿐 아니라, 면화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면화의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실

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면사가격이 폭등하는 

등 공급 과수요의 불균형이 초래되어 의류용 섬유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극심한 지구온난화현상으로 무더운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21세기 현대 고도문명시대

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고기능성 Eco- 

Friendly, LOHAS, Well-being 섬유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

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천연면섬유

를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

환경 생분해성 Cotton-like 직/편물의 연구 개발

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천연 면섬유와 가장 유사한 합성섬유개발을 

위해서는 천연 면섬유 특유의 천연감과 땀 흡수

력과 단점인 속건성 부족, 필링발생, 형태안정성 

저하 등을 개선하여 천연의 Cotton감성을 발현

하고, 단점 보완을 통한 시장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천연면섬유 고유의 장점과 우수한 

특징을 정밀분석하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

선한 Cotton-like 원사를 연구개발하고 Cotton- 

like 직물의 제직과, 천연 Cotton과 가장 유사한 

염색색감을 발현하기 위해 신개념의 염료개발 및 

염색가공을 실현하여 실질적으로 천연 면섬유 보

다 성능이 우수한 PET계 생분해성 Cotton-like 

직물을 생산 출시하였다.

특히 천연 면섬유의 가장 특징적인 Bulkiness와 

Softness 및 Koshi감과 흡습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극세섬유의 방사 및 다층권축구조와 

Twist구조의 사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땅에 묻으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천연 Biomass 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되어지는 생분해성 Polymer를 개발

하고 적용하여 천연 면섬유와 가장 유사한 PET원

사의 개발에 의한 생분해성 친환경 Cotton-like 

직/편물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인류의 의류산업발

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실 험

1. 시험원단 : 생분해성 친환경 

Cotton-like 직물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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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개발원사의 물성분석

표 2-2. 특유의 복합다층구조 및 표면 미세 극세 LOOP

2. 천연 Cotton의 특성발현을 위한 기술 

개발

원사의 복합화로 우수한 촉감과 외관이 발현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합 가연기술 을 적

용하였고, 드라이한 표면에 Cotton의 복합방적사

와 같은 특징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 복합 사가

공 기술을 도입하여, 최종제품이 천연의 Cotton

직물보다 우수한 촉감이 발현되는 생분해성 PET 

친환경 Cotton-like 제품을 개발하였음

결과 및 고찰

1. 개발된 Cotton-like 원사의 물성

사강도 = 2g/D

균제도 = 2.3%

생분해성 = 45일×50%

2. 개발된 Cotton-like 직/편물의 물성

형태안정성 = 3.5%

일광견뢰도 = 4급 이상

세탁견뢰도 = 4급 이상

마찰견뢰도 = 4급 이상

필링성 = 3-4급 이상

치수변화율(직물) = 3% 이하

치수변화율(편물) = 5% 이하

3. 개발된 Cotton-like 직물의 염색선명도 = 

80% 이상

4.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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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Cotton -like 직/편물의 물성 성적표 

표 4-1. Cotton -like 원사의 물성 성적표

결 론

오늘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면화재배지의 

홍수 및 가뭄 등으로 면화 재배가 축소되면서 

면사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격의 급 변동과 면 

섬유의류제품생산에 어려움은 해결하기 위해, 천

연 섬유와 가장 유사한 Cotton-like 원사개발 

및 직물의 제조와 염색가공 기술개발을 통해 천

연 Cotton 보다 성능이 우수한 PET계 생분해성 

Cotton-like 직/편물을 생산 출시할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과
제인 “생분해성 PET원사를 적용한, 천연촉감을 지
닌 친환경 Cotton-like 의류소재 및 제품개발”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되었으며, 지식경제부와 관계 
당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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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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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 따른 겨울 코트류의 관리 및 보관 실태의 적합성

한호정 ․ 정혜원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겨울 코트는 겨울철 낮은 기온과 한파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기위해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며, 

형태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다양한 소재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모직물은 열전도성

이 작고, 함기성이 높아 보온성이 매우 뛰어난 

특성을 가지나 최근에는 정장용의 코트에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큰 보온력이 요구되거나 

캐주얼, 또는 스포츠 용으로는 보온성이 매우 좋

은 다운 또는 PET솜의 충전재를 사용한 코트류

가 급격히 증가하여서 이들의 겉감으로는 강도와 

탄성, 내구성이 좋으며, 세탁이 편할 뿐 아니라 

극세사를 사용하여 투습발수, windproof, down- 

proof 특성을 지닌 PET 직물과 나일론 직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면직물은 위생적이며 내

구성이 강하고 세탁이 편리하여 캐주얼한 코트의 

겉감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겨울 코트는 다양한 

소재로 그에 맞게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이해 및 실행은 어려운 실정이다. 적합한 의복 

관리 및 보관은 의복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항상 

새 의복의 형태를 유지 할 수 있게 하므로 이는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보호와도 관련된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착용하는 겨울 코트 류의 취

급표시 현황, 실제 관리 및 보관실태 조사와 함

께 전문 업소에 세탁을 맡긴 겨울 코트 류에 대

한 취급표시와 취급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겨

울 코트류의 의복관리 실태에 대한 자세한 자료

와 함께 적합한 관리 및 보관 방법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의생활 경제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

고 나아가 환경문제를 감소시키고자 한다.

자료 수집은 경인지역의 대학생소비자를 대상

으로 겨울 코트 류의 세탁방법과 세탁시기, 세탁 

후 보관 방법을 설문지 법으로 조사하였다. 전문 

세탁 점에 맡겨진 겨울 코트류 100벌의 품질표

시를 조사하였고, 해당 제품의 소재 및 특성 별 

세탁방법과 보관방법은 인터뷰로 조사하였다. 자

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교차분석을 실시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겨울 코트류의 품질 표시 항목 중 세탁방법에 

대한 확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섬유조성 확인 

비율은 비교적 낮았다. 전문 세탁업자에게 세탁

을 맡기는 비율이 높은 품목은 가격이 높았는데, 

충전재가 들어간 겨울 코트류는 겉감이 PET소재

라도 전문 세탁업자에게 맡기는 비율이 높았다. 

겨울 코트류는 장기간 보관 시 대부분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고 있으며, 세탁업소에서 세탁을 

한 품목은 커버를 씌워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였

다. 전문 세탁업자는 취급표시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세탁하였는데, PET 

소재의 품목은 취급표시와 관계없이 대부분 물세

탁하고 있었다. 효율적인 의류제품의 관리를 위

해서는 적합한 취급표시가 부착되어야 할 것이며 

의류제품 생산업자는 취급표시에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으로 표기하지 말고 소비자가 경제적이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제시

하는 것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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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의 TAG 에서 국어 및 외래어 사용에 따른 감성 비교

이정원 ․ 윤용주 ․ 나영주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대부분 업체들은 브랜드 이름, 상품 TAG등을 

외래어로 사용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 창출을 기

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를 최대한 

올리려고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소비자는 순 

한글보다 외래어의 가치를 더 높다고 생각한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외래어를 많이 사용할 것

이다.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매체

에서도 빈번하게 패션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

었고,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하는 

만큼 패션 용어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 본 연구

를 위하여 두 가지 가설을 세웠는데, 첫 번째 가

설은 ‘소비자는 한글보다 외래어를 더 선호한다.’

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소비자는 외래어와 

한국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는 것이다. 두 

가설 검증을 위하여 사용한 TAG의 종류와 패션 

용어의 외래어와 한국어의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

하였다. 본 연구는 외래어로 된 패션용어와 한국

어로 된 패션 용어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감

성조사를 통해, 외래어 표기와 한글 표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이의 활용가능성을 조사하고

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20대 초반 

남녀 패션·의류 분야에서의 외래어와 순 우리말 

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감성과 선호도를 조사·분

석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

하였다. 총 200부를 배포하였고, 설문지는 상품 

TAG에 따른 소비자의 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15

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각각 7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서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분산분석, 요인분

석, T검정을 이용하였다. 일원분산분석과 던컨의 

사후검정 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p≤0.001

에서 상품 TAG에 관한 소비자 감성은 거의 모

든 부분에서 외래어로 된 TAG를 더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패션 용어에 관한 소비자 

감성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외래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그 결과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말 사

용보다 높은 선호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소비자는 순 한

글보다 외래어에 대한 선호도와 가치가 더 높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어로 표기된 

TAG,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된 TAG, 순 한글로 

표기된 TAG에서 가격 또한 외래어로 표기된 태

그가 가장 높고, 순 한글로 표기된 태그가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외래어가 더 

가치가 있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TAG

에 따른 소비자 감성에서 외래어로 된 TAG가 

더 세련되게 느낀다는 것으로 다른 태그보다 훨

씬 높았고, 순 한글로 된 TAG는 화려하지 않게 

느낀다는 것으로 다른 TAG보다 현저히 작게 나

타났다. 

참고문헌 

홍지혜(2012). 패션, 의류 분야의 외래어 사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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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나영주(2004). 광고를 통해 본 여대생의 서구 
이미지 선호경향. 감성과학, 7(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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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IC 센서 융합을 위한 Interconnecting 자수방법에 대한 연구:
방호복 소재 원단을 중심으로

조광년 ․ 김홍제 ․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섬유․IT 융합 기술은 기존 전통산업(섬유산업)

의 인프라와 국가적 상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IT 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 성장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섬유․IT 

융합 기술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선진 주요국들은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의 신시

장 선점과 신 성장동력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이 급속도로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외 대규모의 섬유회사

들이 광범위하면서도 정교한 응용방식으로 융합 

신소재를 개발하고, 한층 심화된 연구 및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 중요

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융합기술은 산

업과 타산업의 개별적, 단선적 결합이나, 혁신으

로는 신시장 창출과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으

며, 타산업과의 강력한 융합화․내재화가 진행될 

때 타 산업과 주력산업 동반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이러한 트랜드는 더욱 가속화 되면서, 전 

산업에서의 융합기술의 활용도는 크게 증대될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섬유․IT 융합기술은 IT 

기기들의 기능을 섬유제품 내부에 융합시켜 착용

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융합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정보에 대한 상호 교류가 가능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언제, 어디서 네트

워크에 접속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섬유기반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개발을 목표로 연

구 되어야 한다.

섬유기반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기술은 사

용자와 IT 기기간의 상호교감을 극대화 시키는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에서 정보이용의 시공

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IT기술을 이용한 시스템

의 소형화, 의류화, 내장화, 자유 변형화를 통하

여 사람, 기기 그리고 미디어 간의 경계를 허무

는 하드웨어 플랫폼 기술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

간 중심의 기술 경향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을 근간으로 하는 핵심기술로 볼 수 있다. 섬유

기반 인터페이스 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사용자의 

상호작용 환경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되

고 있다. 현재 사람의 옷, 모자, 신발, 안경, 벨

트, 시계, 액세서리,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

양한 주변 기기로 편재되면서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와 같은 기존의 섬유 외적인 인터페이스 

장치는 더 이상 사용자와 시스템간의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로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신체 주위에 편재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이 사

람과 직접, 혹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주변 시

스템과 서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섬유기반 인터페

이스 시스템은 내구성이 강하면서 고성능의 작고 

가벼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사람과 시

스템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제공하여

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섬유기반 인터페이스 시스템

과 관련 된 연구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그 두 가지는 섬유기반 입력부 즉 

센서부와 전송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로 섬유

기반 센서부는 섬유 스스로가 터치, 압력, 압전 

등의 물리적 외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서, 접촉을 통한 인체유전율 변화, 물리적 

외력 통한 정전용량의 변화, 통전을 통한 전류 

변화 등 전도성 섬유를 통하여 전기적 신호가 

추출되는 것이며, 두번째로 전송부는 입력부에서 

생성된 전기적인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IT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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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력부로부터 생성된 전류변화 값, 정전용량 

변화 값, 전항변화 값 등과 같이 전기적 신호를 

전송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력부에서의 

변화 값을 외부 Noise에 간섭 없이 IT기기 까지 

전송하여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기반 인터페이스 시스템과 

관련 된 연구개발 중 IC 센서와 의복의 융하에 

대하여 구조별 전기적 특성을 분석하고 센서부로

서의 역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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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weight
(g/m2)

density
(yarns/5.0cm)

Color fastness(grade)
Deep 

coloration
(L*)

Ultraviolet blocking(%)

Wash 
fastness

Light and 
perspiration 

fastness

Ultraviolet A
(315~

400nm)

Ultraviolet B
(290~

315nm)

1 control
group

134.6 290/138 3-4 3-4 11.5 98.2 98.0

2 157.8 276/148 3-4 3-4 16.5 92.8 92.7

3 test
group

137.3 225/120 4-5 4-5 8.4 99.3 99.1

4 124.0 260/130 4-5 4-5 8.7 97.4 97.2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fabrics

이슬람 전통 의류, 아바야(Abaya) 소재의 물성, 기능성 및 봉제성

김현아 ․ 김민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서 론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는 얼굴, 손, 발을 

제외한 모든 신체 부위를 가릴 수 있도록 제작

되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MENA)의 모슬렘 

여성들이 주로 착용,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종교

를 불문하고 모든 여성의 아바야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다. 아바야의 주요 소재인 크레이프 조직

의 폴리에스터 원단의 주요 수입처는 한국, 일본 

및 사우디아라비아이다. 국내에서는 정부차원의 

R&D 지원을 통하여 수출용 원단의 심색성 향

상과 염색견뢰도 향상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

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

로 판매되고 있는 기존 제품을 수집하여 비교군

으로 설정하였고 기능성이 향상된 개발원단을 대

조군으로 하여 의류 소재의 기초물성과 봉제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방법

비교군으로 사용된 시료는 시중에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의류를 구매하여 원단 상태로 분

리하여 분석 하였으며, 대조군으로 사용된 시료

는 (주)신화공업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공동으

로 개발한 심색성 향상 소재였다. 개발 원단은 

NPG와 같은 Glycol류를 첨가하여 비결정 영역

의 volume확대 및 결정영역을 파괴시켜 저온 염

색이 가능하도록 폴리머 개질된폴리에스터 원단

이었다. 

물성 및 기능성은 무게, 두께, 염색견뢰도, 심

색성 및 자외선 차단율을 분석하였다. FAST 

system으로 측정된 직물의 역학적 특성값으로 

봉제성과 재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완제품 제조시 효율성 증진 및 우수한 외관성을 

위한 표준 봉제 조건 도출을 위하여 3D 스캔 방

식의 심퍼커링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재는 100% 폴리에스터 

섬유였으며 물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원단의 심색성이 L*값 11.5, 16.5에서 8.4, 

8.7로 눈에 띄게 향상 되었으며 염색견뢰도와 자

외선 차단율 또한 기존 원단에 비해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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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강성, 신장성, 전단강성 값을 분석한 결과 

기준값과 비교하여 의복형성능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솔기에 따른 심퍼커링 발생이 우려되며 

굽힘강성은 커서 봉제시 flat seam 발생이 예상

되었다. 100gf/하중에서의 경/위사 방향 신장성

은 2% 이하, 바이어스 방향의 신장성은 4% 이

상으로 측정되어 바이어스 방향의 의복 사이즈 

및 제작 시 수축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번 샘플은 11호, 14호 바늘 사용이 가능하며 땀

수는 3.0mm, 2번 샘플은 11호 바늘 사용 시 땀

수 3.0mm가 최적의 봉제조건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김승진(2008). 중동지역 남성복 Thobe 직물의 감성 
태 특성 분석과 외관성능 분석. 감성과학, 11(4), 
449-460. 

김정아, 정현남, 염혜정(2005). 이슬람풍 패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9(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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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타입 Substrate를 위한 전도성 Paste 첨예성 연구 

주종현 ․ 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서 론

최근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나노기술, 정보기술 

및 디스플레이 기술로 인하여 유연하고 간편한 

플랙시블 기기의 개발이 웨어러블 컴퓨팅 이라는 

이름으로 패션 테크놀로지로 융합되면서 새로운 

인터렉티브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지능

적인 웨어러블에 관한 연구는 첨단소재의 개발에

서부터 응용시스템의 통합에까지 빠른 속도로 전

개되고 있으며, 착용화에따른 기술의 급진전과 

플랙시블화, 경량화, 소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활

동성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웨어러블컴퓨팅 기술

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성 인쇄회로기판

(FPCB : 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의 개발

이 요구된다. FPCB는 작업성이 좋고, 내열성 및 

내곡성,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치수변경이 적어야 

하는 단서가 필요하지만 기존의 에폭시수지와 금

속으로 이루어진 PCB는 굴곡성이 약해 딱딱한 

느낌을 동반하고 여러번 움직이면 끊어지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즉 FPCB는 움직이는 부분에서 

유연성과 신축성이 추가된 형태여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기존 PCB의 단점을 극복하고

자 휘어짐이 완만한 TSP(Touch Screen Panel)의 

핵심소재인 ITO(Indium Tin Oxide)적층 필름에

서 사용하는 전도성 Paste를 이용한 스크린프린

팅(Screen Printing) 방식을 응용하여 이를 직물

기재에 적용시키고 직물타입의 Substrate(기판)으

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전도성 Paste의 첨예성

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실 험

1. 시료 및 기기

1.1. 스크린 프린팅시 사용된 전도성 Paste 시

약은 Solids Contents(고형분) 53±1%, Visco- 

sity(점도) 5,000~8,000cPs, Adhesion(접착력) 

5B(100/100), Hardness(경도) 5H, Cured Film 

Thickness(도막두께) 5~7㎛, Sheet Resistance(박

막 면저항) 15~20mΩ/□@mil 의 Silver Paste를 

사용하였다.

1.2. Paste를 스크린 프린팅 하기위해 Acrylic

수지로 Primer처리가된 TORAY첨단소재社 의 

50㎛급 투명 PET Film을 Standard(기준)로 두

고, 의류용 RFID(Radio Frequency Identifi- 

cation)테그로 사용하는 Nylon 50Denier, 경․위
사 20fil에 Nylon T-die 양면 White코팅이된 두

께 150㎛의 직물1종과 PET DTY 20Denier, 경․
위사 20f, Plain Rip, Urethane계 Binder White

코팅된 직물 1종으로 총 3종의 기재(Standard 

포함)를 사용하였다. 

1.3. 스크린 프린팅 장비는 (주)에스디케이社
의 SDKP-8090모델을 사용하였고, 저항측정은 

미쯔비시社의 MCP-T610모델 저항측정기, 두께

는 VEECO社의 Dektak150모델 박막두께측정기

를 사용하였으며, 칼쟈이스社의 STEMI200-C모

델 실체현미경을 이용하여 라인 일치성을 확인하

였다. 

2. 실험방법

2.1. 본 연구는 직물 기재위 전도성 Paste를 

스크린 프린팅 했을때 기재와 Paste간 첨예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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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저항 (Ω)

NO 가로 x 세로 PET Film Nylon T-die Coating PET Coating

1 10㎝ x 5㎜ 23.46 17.18 26.8

2 10㎝ x 4㎜ 29.62 20.7 34.08

3 10㎝ x 3㎜ 36.94 24.9 41.82

4 10㎝ x 2㎜ 52.7 35.54 59.54

5 10㎝ x 1㎜ 97.94 76.66 111.98

6 10㎝ x 0.7㎜ 121.96 94.86 146.66

7 10㎝ x 0.5㎜ 187.14 171.1 214.62

표 1. 선 저항 

면저항(Ω/□)

가로 x 세로 PET Film NylonT-die Coating PET Coating

2cm x 2cm

1.089*10 7.487*10-1 2.228*10

1.514*10 7.362*10-1 2.939*10

1.129*10 7.661*10-1 2.113*10

1.356*10 7.954*10-1 2.258*10

표 2. 면 저항

분석하고 직물을 플랙시블 Substrate로 사용 가

능한지에 대한 실험이다. 먼저 스크린 장비에 프

린팅 마스크(PET300목, 사각형, 직선디자인)와 

기재를 셋팅하고 Paste는 점도에 따라 Cyclohe- 

xanone을 1㎖/g씩 희석하여 스파츄라를 이용해 

저어준 다음 마스크 위 스퀴지 앞에 부어놓고 

기재별 각각 2회씩 인쇄를 하였다. 

2.2. 인쇄된 필름과 직물은 Dry Oven에서 

160℃×20min, Curing 하였다..

2.3. 건조된 필름과 직물은 디자인에 따라 선

저항 측정 및 4-탐침법(4-Point Probe Method)

을 이용해 면 저항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길이 10cm의 넓이가 각기 다른 7가지 직선 

타입의 라인이 프린팅된 기재 3종의 선 저항을 

살펴보면 Standard로 사용된 PET Film부터 

Nylon T-die Coating직물, PET Coating직물은 

프린팅된 Paste의 같은 길이의 조건일때 넓이가 

넓어질수록 저항이 낮았으며, 좁을수록 저항이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길

이는 같지만 넓이의 차로 인한 전도체인 Paste의 

함량 분포가 달라 일어나는 결과라 하겠다. 

기재별 전체적인 평균 선 저항값을 살펴보면

(표1.참조) Standard로 사용된 PET Film을 기준

으로 했을때 PET Coating직물은 전체적으로 저

항이 평균14~15% 상승된 결과를 보였으며, 

Nylon T-die Coating직물은 평균 30%이상 저

항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면 저항값(표2.참조)에서는 PET Film이 평균 

1.272*10Ω/□, PET Coating직물이 2.384*10Ω

/□, Nylon T-die Coating직물은 7.616*10-1Ω/

□으로 면 저항은 PET Film을 기준으로 PET 

Coating직물이 평균 87% 상승 했으며, Nylon 

T-die Coating직물은 67% 저항이 낮아지는 결

과를 확인하였다.

선 저항 10㎝ x 0.5㎜기준 라인 일치율을 보

면 PET Film 과 Nylon T-die Coating직물의 

라인 넓이는 0.526㎜로 4-Point에서 100%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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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x 0.5㎜기준 일치율

PET Film(Standard) 0.526 0.526 0.526 0.526 100%

Nylon T-die Coating 0.526 0.526 0.526 0.526 100%

PET Coating 0.532 0.532 0.532 0.532 98.87%

표 3. 라인 첨예성 

하였으며, PET Coating직물은 0.006㎜의 오차로 

98.87% 일치율을 보였다.

결 론

직물의 Substrate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전

도성 Paste의 첨예성을 확인한 결과 기존 TSP에

서 사용중인 PET Film을 기준으로 선 저항과 

면 저항에서 PET Coating직물은 Standard에 비

해 다소 높은 저항값과 98% 라인 일치성을 보

였고, Nylon T-die Coating직물은 Standard 보

다 낮은 저항값과 100% 라인 일치성을 보였다. 

NylonT-die Coating직물에서 단순 낮은 저항값

이 도출 되었다고 해서 기존 디스플레이에서 사

용중인 Film기재보다 우수하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는 기재와 Paste간의 접착강도, 박막분

리 강도 및 크랙(Crack)률, 열저항, 인장, 파열 

강도등 기재 안정성의 차이에서 다른 특성을 지

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Film기재보다 낮은 저항

과 라인 일치율, 직물의 플랙시블하고 유연한 특

성은 분명 강점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를 통해 직물기재를 이용한 Substrate

사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으며, 추가 연구를 통해 

실제 Substrate으로 사용 가능한지 검증하고 단

점을 보완한다면 보다 완성된 패션 테크놀로지 

융합기술로 국내의류산업의 발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M. Gonzalez; B. Vandevelde; W. Christiaens.; Y. 
Y. Hsu; F. Iker; F. Bossuyt; J. Vanfleteren; 
O. Sluis; P. H. M.(2011). Timmermans, 
Micro- electronics Reliability, 51, 106–107.

Y. Y. Hsu; M. Gonzalez; F. Bossuyt; F. Axisa; J. 

Vanfleteren; I. D. Wolf(2010). Micromech 
Microeng. 20, 075036

S. S. Oh; S. H. Yun; E. S. Lee(2006). Applied 
Chemistry, 10(1), 256-259

D. G. Kang; J. B. Kim; H. T. Kim(2010). Applied 
Chemistry, 14(2), 25-28

C. H. Choi; Y. M. Kim; J. H. Chang, Polymer 
Science & Technology, 23(3), 296-306

오성상(2006). FPCB용 PAC합성 및 특성평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이미(2003). 전기전자재료공학회, 16(10), 9-14.



- 305 -

파워네트 적용 인체 밀착형 의복의 의복압 및 
착용감 만족도에 대한 연구

최은미* ․ 조광년* ․ 정현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부천대학교

최근 국내외의류 트렌드에서 여성은 물론 남

성, 청소년과 중․장년층에서도 건강과 몸매에 관

심을 갖게 되면서 몸에 밀착되는 슬림한 형태의 

의류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심미성을 포함한 피트성, 활동성은 물론 

보정성 등 기능적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이너웨어뿐만 아니라 외

의류로도 나타나고 있으며 신축성 및 피트성을 

위한 편물 중 랏셀레이스와 파워네트 소재의 제

품이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밀

착형 의복의 경우 적정한 의복압이 요구되며 그

에 따른 촉감, 운동기능성에 대해 소비자의 만족

을 충족시켜야 하고 심미성 또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디자인과 길이의 랏셀원단

을 활용한 인체 밀착형 레깅스의 부위별 의복압 

측정을 통해 시제품의 객관적 의복압 데이터를 

도출하고 인체착용 시험 시 피험자들이 느낀 주

관적 느낌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상품화 

제품의 사이즈 및 패턴, 디자인의 근거를 마련하

고자 하였다. 의복압 측정을 위하여 다양한 의장

이 적용되고 상이한 원사 및 밀도 조건을 적용

하여 설계한 파워네트 원단을 활용하여 총 10종

의 샘플을 제작하였다. 실험 진행은 데이터의 객

관성 확보를 위해 S사이즈 성인 여자 마네킨(허

리 둘레 64.5cm, 배 둘레 68cm, 엉덩이 둘레 

90cm, 종아리 둘레 33cm, 다리길이 103cm)을 

대상으로 샘플 착용 후 부위별 의복압을 측정하

였다. 의복압 측정을 위하여 에어팩타입 의복압

측정기(AMI 3037-2, Sanko Tsusho Co. Ltd. 

Japan)을 사용하였으며 마네킨의 허리선 이하 

하체의 전․후․측면 부위별(허리 앞․뒤․측면, 허벅지 

앞․옆, 엉덩이 돌출점, 대퇴돌기, 종아리 뒤, 밑단 

앞․뒤) 기준점 총 10개 부위에 에어팩을 부착하

고 30초간 안정된 데이터 도출 및 3회 반복 측

정 후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착용감 테스트는 인

체착용 평가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평가항목으로 

심미성, 운동기능성, 착용감 관련 총 7개 문항(5

점 척도)으로 구성하여 총 20명의 피험자를 대

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샘플의 평균 의복압은 샘플10

을 제외하고 모두 평균 20~30gf/㎠ 범위내의 값

으로 나타났으며, 착용감 만족도가 높은 샘플(만

족도 4이상)의 의복압은 부위별로 상이하나 평균 

20.7~24.1gf/㎠ 범위내의 값으로 나타났고 착용

감 만족도가 낮은 샘플(만족도 2이하)의 의복압

은 부위별로 상이하나 평균 27.8gf/㎠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착용감 평가 결과 총 8개의 샘

플 중 3개의 샘플이 만족도 4이상의 높은 만족

도를 보였으며 특히 촉감에 대한 만족도에서 폴

리에스터와 스판 혼용의 샘플보다 나일론이 혼용

된 샘플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나일론 원사를 

사용함으로써 촉감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

다. 심미성 평가에서는 문양이 크고 색상이 선명

한 패턴보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레이스 

패턴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길이는 카

프리 랭스(Capri Length)나 앵클 랭스(Ankle 

Length) 보다 니 랭스(Knee Length)에 대한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원사의 혼용율 및 밀도의 

조건에 따라 밀착형 의복의 다양화 가능성을 확

인하였으며 참용감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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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진이 가능한 적정 의복압 범위와 문양의 

종류, 적정 원사의 종류 등을 도출하여 제품 상

품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이를 기

초로 추후 다양한 의장 개발, 개선된 원사 가공, 

착용감 증진을 위한 패턴 및 봉제기법 적용을 

통하여 기능성 이너웨어뿐만 아니라 패셔너블한 

아웃웨어로도 착용 가능한 다양한 밀착형 의복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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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산으로 처리한 면직물의 항균 및 항산화 가공

홍경화
공주대학교 의류상품학과

서 론

페놀산은 식품 등 많은 식물계 천연물질에 존

재하는 기능성 물질이다(Gonçalves et al. 2013; 

Cho et al. 1998). 특히 페놀산은 항균, 항산화, 

항종양, 항염 등 다양한 건강증진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 존재하는 만큼 안전성이 보

장되어 있어 기능성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가공제로 사용하기 적합하다(Sajid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릭산(Gallic acid; GA)

과 하이드록시벤조산(4-hydroxybenzoic acid; 

4-HBA)을 Pad-dry-cure법을 통해 면직물에 처

리함으로써 항균 및 항산화성을 지닌 기능성 면

직물을 제조하고자 하였다. 

 

Figure 1. Chemical structures of GA and 4-HBA. 

실 험

정련한 면직물을 페놀산 수용액에 30분간 침

지하고 wet-pick up이 100%가 되도록 패딩을 

한 후 지퍼백에 넣어 60°C 오븐에서 30분간 

wet-fixation 하였다. 이후 120°C에서 15분간 

큐어링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페놀산으로 위와 같이 처리한 면직물을 FTIR

로 분석한 결과 GA는 75mM 이상에서 4-HBA

는 37.5mM 이상에서 카보닐 피크(at 1750cm-1)

가 새롭게 관찰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가공

을 통해 페놀산이 면섬유에 Figure 2와 같이 에

스터화(esterification)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2. Esterification of phenolic acids with 
cotton cellulose.

이렇게 제조된 면직물의 항균 (Table 1) 및 항

산화성(Figure 3)을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항

균성의 경우에는 GA로 처리한 면직물은 가공액 

중 페놀산의 농도가 37.5mM이상에서 포도상구

균(S. aureus)과 폐렴균(K.pneumonia) 모두에서 

99.9% 이상의 항균성을 보였고, 4-HBA로 처리한 

면직물은 가공액 중 페놀산의 농도가 18.75mM이

상에서 포도상구균과 폐렴균 모두에서 99.9% 이

상의 항균성을 보였다.

한편, 항산화성의 경우에는 GA로 처리한 면직

물의 경우에는 18.75mM 이상에서 90% 이상의 

항산화성을 보인 반면, 4-HBA로 처리한 면직물의 

경우에는 항산화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구

조내에 전자 주는기(electron donating group)인 

-OH가 풍부한 GA의 경우에 free radical scav-

enger로서의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Sho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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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phenolic acid 
Reduction % of bacteria 

S.aureus K. pneumonia 

Pristine cotton - -

GA treated cotton 9.375 mM 96.2 94.8

18.75 mM 99.8 97.5

37.5 mM 99.9 99.9

75 mM 99.9 99.9

4-HBA treated cotton 9.375 mM 99.4 98.1

 18.75 mM 99.9 99.9

 37.5 mM 99.9 99.9

 75 mM 99.9 99.9

Table 1. Antimicrobial abilities of cotton fabrics treated by GA or 4-HBA.

Figure 3. Antioxidant ability of cotton fabrics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phenolic acid; (a) GA 
treated cotton, (b) 4-HBA treated cotton; line: 

Boltzmann fitting.

결 론

페놀산인 GA와 4-HBA를 Pad-dry-cure 방

법으로 면직물에 처리하였다. 이렇게 가공한 면

직물은 그람양성균(Gram positive bacteria)과 그

람음성균(Gram negative bacteria) 모두에서 우

수한 항균성을 보였다. 한편 항산화성에 있어서

는 GA로 처리한 면직물의 경우에는 적은 농도

로 처리한 면직물에서도 90%이상의 항산화성을 

보인 반면 4-HBA로 처리한 면직물의 경우에는 

항산화성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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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매염특성 및 기능성

김상률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식품소비의 고급화, 다

양화, 간편화 및 웰빙트렌드로 식용이 간편한 건

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

다. 해조류는 알칼리성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

져 있고 최근에는 변비, 비만, 콜fp스테롤 등을 

조절하는 기능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물

질로 식량자원 뿐만 아니라 의약품원료, 비료공

업, 사료원료, 화장품원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

되어 실용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에너

지 또는 식량위기에 대체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60만톤 이상의 다양한 종류

의 해조류가 생산되며 그 생산량은 전 세계 4위

를 달할 만큼 해조류 양식 및 이용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다. 미역은 갈조류의 미역과에 속하는 

1년생 해조류로서 우리나라 바다에서 많이 생육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애용된 기호식품으로 다른 

갈조류와 비교하여 단백질, 지질, 비타민 등 모

든 영양소를 고루 함유하고 있다. 미역의 건강 

기능성은 혈압강화, 신진대사 촉진, 변비 및 비

만예방, 혈액중의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 억제, 

LDL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 지수 감소 등을 들 

수 있고 이를 활용한 미역분말을 첨가한 쌀쿠기

의 품질특성, 미역가루를 첨가한 백설기의 품질

특성, 미역중기를 이용한 잼의 제조조건 등과 같

은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역 추출색소를 이용하여 견

직물 염색시 매염조건에 따른 염색성, 표면색의 

변화 및 항균성 등 각종 기능성을 평가하여 천

연염료로서의 미역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료 및 실험방법

시료 및 시약: 시중 시판 견직물을 정련하여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미역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매염제 및 기타 시약 등은 1급 시약

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염료의 제조: 미역 50g에 1L의 증류수를 가하

여 100℃에서 100분간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이

를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매염조건에 따른 염색성: 매염제로 Al, Cu, 

Fe 등을 사용, 욕비 1:100, 40℃에서 20분간 선

매염 및 후매염하고, 욕비 1:100, 색소농도 

100% v/v, 80℃에서 60분간 염색을 실시하였다. 

매염에 의한 최적조건 설정을 위하여 각 매염제 

종류, 농도(1~5% o.w.f.) 및 매염법에 따른 염

착량을 비교고찰하였다.

각종 견뢰도 측정: 세탁견뢰도는 Launder-o- 

meter를 사용하여 KS K ISO 105 C06:2007 

A2S법, 일광견뢰도는 Fade-o-meterr를 이용하

여 KS K ISO 105 B02:2005법, 마찰견뢰도는 

crock-meter를 사용하여 KS K 0650법, 땀 견뢰

도는 AATCC perspiration tester를 이용하여 KS 

K 0715법,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Launder-o- 

meter를 사용하여 KS K ISO 105 D01:2005법

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항균성 측정: 항균성 측정은 KS K 0693: 

2001에 의하여 공시균으로 Staphylococcus a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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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 UV-R(%) UV-A(%) UV-B(%) UPF

Dyed 96.0 95.2 98.6 46

Al 95.1 94.4 97.3 27

Cu 97.6 97.1 99.2  50+

Fe 96.0 95.5 97.8 36

UV-R : 290~400nm · UV-A : 315~400nm · UV-B : 290~315nm

Table 3. Ultraviolet protection property of silk fabrics dyed with Undaria pinnatifida extract and mordanted 
with various mordants

Mordant
Concentration 

(%, o.w.f.)
L* a* b* ∆E*ab H V/C

Untreated 80.74  3.45 25.74 23.79 3.52Y 7.94/4.24

Al

1 87.21  2.69  6.32  9.39 2.62Y 8.81/3.42

2 86.90  2.75  6.74  9.62 2.57Y 8.72/3.43

3 87.58  2.63  6.26  8.54 2.81Y 8.85/3.37

4 87.60  2.61  5.43  8.49 2.84Y 8.86/3.35

5 87.76  2.60  5.35  8.43 2.95Y 8.93/3.16

Cu

1 84.38 -9.36  2.12 14.51 3.64G 8.31/2.28

2 85.32 -8.84  2.07 13.20 3.35G 8.41/2.18

3 85.45 -8.61  1.40 13.13 3.27G 8.42/2.15

4 86.31 -8.52  1.34 12.71 2.74G 8.51/2.11

5 87.12 -5.47 -0.32 11.43 2.58G 8.59/1.60

Fe

1 81.13  7.23 28.01 27.09 1.54Y 7.98/4.81

2 73.26  8.03 28.19 32.60 1.21Y 7.17/4.84

3 70.07  8.80 29.12 33.54 0.87Y 6.84/5.02

4 69.07  9.10 30.37 35.17 0.79Y 6.74/5.24

5 71.56  8.10 28.98 33.22 1.20Y 7.00/4.96

Table 1. Color change of silk fabric pre-mordanted with at various mordant and mordant concentration 

eus(ATCC 6538)와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을 사용하여 정균감소율(bacteria 

reduction rate)를 측정 평가하였다.

자외선 차단특성 측정: 미처리 견직물, 미역 

추출색소로 염색한 견직물 및 매염처리한 견직물

의 UV-A 및 UV-B의 투과율을 UV-VIS-NIR 

Spectrophotomer(Varian, CARY 5000)를 이용 

측정한 다음 다음식을 사용 계산하였다.

UV투과율(%)= (T/B) × 100

UV차단율(%)= 100- UV투과율(%)

여기서 T : 시료를 통과한 UV투과량

B : 공기를 통과한 UV투과량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선매염 처리한 견직물의 표면색 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명도 L*의 경우, 매염시 무

매염 염색 견직물에 비하여 증가하여 색상이 밝

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Fe 매염제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저하하였다. 색감각지수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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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acterial property
Silk fabrics

Bacteria reduction rate (%)

Staphylococcus aureus Klebsiella pneumoniae

Untreated 46.4 42.0

Dyed 99.9 99.9

Al mordanted 77.5 98.4

Cu mordanted 99.9 99.9

Fe mordanted 89.5 96.9

Table 2. Antibacterial property of silk fabrics dyed with Undaria pinnatifida extract and mordanted with 
various mordants

무매염 염색 견직물에 비하여 Al 및 Cu 매염제

는 녹색기미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Fe 

매염제의 경우 매염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여 적색기미가 강하여지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색감각지수 b*의 경우 무매염 염색 견직물

에 비하여 매염처리한 직물은 Al 및 Cu 매염제

는 청색기미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Fe 

매염제의 경우 매염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여 황색기미가강하여지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색상은 Al 및 Fe는 Y계열의 색상을, Cu는 

G계열의 색상을 보였다.

Table 2는 염색한 견직물과 후매염처리한 견

직물의 항균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황색포도상

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폐렴간균(Kleb- 

siella pneunmoniae)을 사용, 세균투여 18시간 

이후의 정균율을 조사하여 평가한 항균성을 나타

낸 것이다.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간균에 대해

서 염색만 실시한 직물도 99.9%의 항균성을 나

타내었으며 매염한 직물은 77.5%~99.9%의 정

균감소율을 보였으며, 결과로부터 미역 추출색소

의 염색 및 매염에 의해서 항균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외선 UV-A(315~400mm)의 차단율 시험에서 

염색한 경우 95.2%로 미역 추출색소에 의한 자외선 

차단특성의 부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매염시 

94.4%~97.1%로 매염에 의해 차단특성이 약간 증가

하였으나 뚜렷한 향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UV-B 

(290-315mm)의 차단율은 염색시 98.6%로 차단특

성이 부여됨을 확인하였으며 매염시 97.3~99.2%의 

차단율을 보였다. 자외선 차단지수(UPF)는 염색시 

46이었으며, 매염시 Cu의 경우 50+로 탁월한 차단

특성의 부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미역 추출색소를 이용하여 견직물을 염색할 

때 매염에 의한 염색성 및 표면색 변화, 각종 견

뢰도, 항균성 및 자외선 차단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선매염시 Al 2%, Cu는 1%, Fe는 4%에서 최

대 K/S값을 나타냈으며, 후매염시에는 Al 3%, 

Cu 4%, Fe는 5%에서 최대 K/S값을 나타냈다. 

매염에 의해 일광견뢰도를 비롯한 각종 견뢰도는 

뚜렷하게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간균에 대해서 염색만 실

시한 직물은 99.9%의 정균감소율을 보여 미역 

추출색소의 염색에 의해서 완벽한 항균효과를 얻

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염색 및 매염

한 모든 시료에서 탁월한 차단특성의 부여를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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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마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매염특성 및 기능성

김상률
목포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다시마는 갈조식물군 중 다시마과에 속하며 

동의보감에서는 곤포라하여 신체의 저항성을 높

여주고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하며, 고혈압, 동맥

경화 , 갑상선종, 신장염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

리나 암세포의 중식을 억제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장수식품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다시마중

에 함유된 저분자 질소화합물 중 하나인 lam-

nine은 혈압강하 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

으며, 다시마에 들어 있는 알긴산은 식이섬유로

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유

해금속 체내 흡수방지 및 배출 등의 다양한 효

과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생리활성이 뛰어난 다

시마의 기능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시마 머핀의 제조 및 

품질특성, 다시마와 다시마 요구르트의 변비해소 

효과, 다시마 추출액을 이용한 발효음료개발 및 

품질 특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시마 추출색소를 이용하여 

견직물 염색시 매염조건에 따른 염색성, 표면색

의 변화 및 항균성 등 각종 기능성을 평가하여 

천연염료로서의 다시마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시료 및 실험방법

시료 및 시약: 시중 시판 견직물을 정련하여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다시마는 시중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고 매염제 및 기타 시약 등은 1급 

시약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염료의 제조: 다시마 100g에 1L의 증류수를 

가하여 100℃에서 80분간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이를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매염조건에 따른 염색성: 매염제로 Al, Cu, 

Fe 등을 사용, 욕비 1:100, 40℃에서 20분간 선

매염 및 후매염하고, 욕비 1:100, 색소농도 

100% v/v, 80℃에서 60분간 염색을 실시하였다. 

매염에 의한 최적조건 설정을 위하여 각 매염제 

종류, 농도(1~5% o.w.f.) 및 매염법에 따른 염

착량을 비교고찰하였다.

각종 견뢰도 측정: 세탁견뢰도는 Launder-o- 

meter를 사용하여 KS K ISO 105 C06:2007 

A2S법, 일광견뢰도는 Fade-o-meterr를 이용하

여 KS K ISO 105 B02:2005법, 마찰견뢰도는 

crock-meter를 사용하여 KS K 0650법, 땀 견뢰

도는 AATCC perspiration tester를 이용하여 KS 

K 0715법,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Launder-o- 

meter를 사용하여 KS K ISO 105 D01:2005법

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항균성 측정: 항균성 측정은 KS K 0693: 

2001에 의하여 공시균으로 Staphylococcus aur-

eus(ATCC 6538)와 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을 사용하여 정균감소율(bacteria 

reduction rate)를 측정 평가하였다.

자외선 차단특성 측정: 미처리 견직물, 다시마 

추출색소로 염색한 견직물 및 매염처리한 견직물

의 UV-A 및 UV-B의 투과율을 UV-VIS-NIR 

Spectrophotomer(Varian, CARY 5000)를 이용 

측정한 다음 다음식을 사용 계산하였다.

UV투과율(%)= (T/B)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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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dant
Concentration 

(%, o.w.f.)
L* a* b* ∆E*ab H V/C

Untreated 81.55  3.89 17.61 18.41 3.17Y 8.02/3.08

Al

1 87.73  0.06 26.62 22.09 5.78Y 8.66/4.05

2 88.21 -0.04 26.31 21.94 6.51Y 8.70/4.04

3 88.36 -0.59 25.49 20.89 6.53Y 8.72/3.90

4 88.55 -1.59 24.51 19.87 7.37Y 8.74/3.75

5 88.95 -1.62 24.35 19.86 7.74Y 8.78/3.74

Cu

1 87.41 -1.18 21.96 18.01 7.51Y 8.62/3.42

2 86.70 -0.77 23.37 19.60 7.31Y 8.55/3.62

3 84.90  0.05 25.70 22.48 5.86Y 8.36/4.00

4 86.54 -0.81 25.36 21.47 6.79Y 8.53/3.90

5 87.75 -1.26 24.29 20.04 7.41Y 8.66/3.73

Fe

1 75.60  7.03 33.06 34.46 2.05Y 7.41/5.45

2 74.39  7.91 33.32 35.40 1.58Y 7.28/5.51

3 74.49  7.45 32.52 34.95 1.87Y 7.29/5.44

4 77.82  5.55 31.79 31.79 2.68Y 7.64/5.19

5 78.61  4.97 31.06 31.06 2.91Y 7.72/5.06

Table 1. Color change of silk fabric pre-mordanted with at various mordant and mordant concentration 

Antibacterial property
Silk fabrics

Bacteria reduction rate (%)

Staphylococcus aureus Klebsiella pneumoniae

Untreated 46.4 42.0

Dyed 0 0

Al mordanted 97.6 99.0

Cu mordanted 99.9 99.9

Fe mordanted 64.0 99.9

Table 2. Antibacterial property of silk fabrics dyed with Laminaria japonica extract and mordanted with 
various mordants

UV차단율(%)= 100- UV투과율(%)

여기서 T : 시료를 통과한 UV투과량

B : 공기를 통과한 UV투과량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선매염 처리한 견직물의 표면색 변

화를 나타낸 것으로 명도 L*의 경우, Fe 매염을 

제외하고 매염시 무매염 염색 견직물에 비하여 

증가하여 색상이 밝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Fe 

매염제의 경우 가장 큰 폭으로 저하하였다. 색감

각지수 a*의 경우, 무매염 염색 견직물에 비하

여 Al 및 Cu 매염제는 녹색기미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으며, Fe 매염제의 경우 적색기미가 

강하여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색감각지수 b*

의 경우 무매염 염색 견직물에 비하여 매염처리

한 직물은 황색기미가 강하여지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색상은 Y계열의 색상을 보였다.

Table 2는 염색한 견직물과 후매염 처리한 견

직물의 항균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황색포도상

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폐렴간균(Kl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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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k UV-R(%) UV-A(%) UV-B(%) UPF

Dyed 85.6 84.2 90.0 8

Al 86.2 84.8 90.6 9

Cu 85.5 83.8 90.9 18

Fe 92.8 92.3 94.7 9

UV-R : 290~400nm · UV-A : 315~400nm · UV-B : 290~315nm

Table 3. Ultraviolet protection property of silk fabrics dyed with Laminaria japonica extract and mordanted 
with various mordants

siella pneunmoniae)을 사용, 세균투여 18시간 

이후의 정균율을 조사하여 평가한 항균성을 나타

낸 것이다.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간균에 대해

서 염색만 실시한 직물은 0%의 항균성을 나타

내어 염색에 의해서는 항균성이 부요되지 않음을 

보였다. 매염한 직물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 

lococcus aureus)에 대해64.0%~99.9%의 정균감

소율을, 폐렴간균(Klebsiella pneunmoniae)에 대

해서는 99.0%~99.9%의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자외선 UV-A(315~400mm)의 차단율 시험에

서 염색한 경우 84.22%로 다시마 추출색소에 의

한 자외선 차단특성의 부여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또한 매염시 83.8%~92.3%로 매염에 의해 

차단특성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뚜렷한 향상은 관

찰되지 않았다. UV-B(290-315mm)의 차단율은 

염색시 90.0%로 차단특성이 부여됨을 확인하였

으며 매염시 90.6~94.7%의 차단율을 보였다. 자

외선 차단지수(UPF)는 염색시 8이었으며, 매염

시 9~18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 론

다시마 추출색소를 이용하여 견직물을 염색할 

때 매염에 의한 염색성 및 표면색 변화, 각종 견

뢰도, 항균성 및 자외선 차단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선매염시 Al 1%, Cu는 3%, Fe는 2%에서 최

대 K/S값을 나타냈으며, 후매염시에는 Al 3%, 

Cu 3%, Fe는 1%에서 최대 K/S값을 나타냈다. 

매염에 의해 일광견뢰도는 Cu 매염시 4등급으로 

뚜렷한 향상을 보였으며, 그 외의 견뢰도는 매염

에 의해 뚜렷하게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지 않

았다.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간균에 대해서 염

색만 실시한 직물은 항균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매염에 의해서 항균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염색 및 매염한 모든 시료에서 자외선 차

단특성의 부여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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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조피혁 제조를 위한 Castor oil 유래
바이오 폴리우레탄에 대한 연구

최경규* ․ 오경화** ․ 김성훈*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서 론

폴리우레탄은 사용되는 원료에 따라 유연성과 

우수한 기계적 성질, 내화학성, 탄성 등 다양한 

성질을 가지며 인조피혁, 접착제, 방수제, 자동차 

내장제와 같 은 우리 생활 곳곳에 사용되고 있

다. 폴리우레탄은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 쇄

연장제를 반응시켜 분자사슬 내에 우레탄결합을 

가지는 물질로써 hard segment와 soft segment

로 상분리 된 반복구조를 갖는 수지이다.

기존의 폴리우레탄에 대한 연구는 수지의 물

성 개선에 대한 연구가 우선시 되었지만 최근 

환경 문제에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면서 인간 

생활의 넓은 분야에 쓰이고 있는 폴리우레탄을 

친화경적인 물질로 바꾸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폴리우레탄을 구성하는 재료는 석유 의존도

가 높아 석유고갈문제나, 유가상승으로 인한 공

급 불안정 문제, 환경 오염문제 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폴리우레탄은 구성하는 폴리올을 친

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다. 특히 한분자당 세 개의 

OH기를 가지고 있는 Castor oil은 식물성 기름 

유래 물리로써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독성이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석유로부터 

얻어지는 기존의 폴리올을 대체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Polycaprolactone diol (PCL)은 생분해가 

가능한 물질로써 폴리우레탄의 유연성을 더 해주

고 선 구조를 가지고 있어 친환경 폴리우레탄을 

위한 폴리올로 적절하다. 하지만 Castor oil은 

OH기가 달리 사슬이 세 가닥으로 뻗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폴리우레탄 구조 내에 가교 결합을 

만들어 낸다. 가교 결합은 유기용매에 폴리우레

탄 수지가 용해되는 것을 방해하여 인조피혁제조

를 위한 코팅용액을 만드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등의 폴리우레탄의 응용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한 Castor oil의 함량에 대한 연구와 Castor 

oil이 폴리우레탄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소시아네이트로는 4,4’-Dip- 

henyl methane diisocyanate (MDI)를 사용하였

고 쇄연장제는 1,4-butanediol (BD)을 사용하였

다. Castor oil의 함량이 14%이상이 되었을 시 

유기용매에 잘 녹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하여 

최대 13%의 Castor oil 넣어 주어 인조피혁제조

를 위한 코팅용액을 합성 하였고 Castor oil 함량

에 따른 폴리우레탄 수지의 물성을 분석하였다.

실험방법

일정 비율의 PCL과 Castor oil, BD를 유기용

매인 N,N-Dimethylformamide와 함께 플라스크

에 넣어주고 nitrogen atmosphere에서 60˚C 1

시간동안 교반시켜준다. 이 플라스크에 MDI와 

촉매인 dibutyl-tin-diluarate (DBTDL)을 넣고 

80˚C에서 4시간동안 교반시켜주었다.

폴리우레탄 수지를 구성하는 폴리올 : 쇄연장

제 : 이소시아네이트의 비율은 1:1:2로 합성하였

고 Castor oil의 비율은 폴리올 대비 0, 5, 10, 

13%로 유지 시켰다. 합성 된 폴리우레탄은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로 화학적 구조를 분석 하였고 Thermogravi- 

metric analysis(TGA)으로 열적 거동 또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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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폴리우레탄 수지의 기계적 물성은 Uni- 

versal tensile testing machine Instron 4465을 

사용 하여 분석 하였고 Rigaku Denki X-ray 

generator (XRD)를 이용하여 폴리우레탄의 결정

성을 분석 하였다. Gel permeation chromatog-

raphy (GPC)와 DV-1 Prime Brookfield visc-

ometer를 사용하여 폴리우레탄 수지의 분자량과 

점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합성 된 폴리우레탄 수지들의 FTIR 분석 결

과, 이소시아네이트 작용기를 나타내는 2270 

cm-1에서 peak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성공

적으로 우레탄이 합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2944cm-1과 2865cm-1에서 우레탄결합 내의 

C-H stretching peak가 나타났고 1722cm-1에

서 Esteric C=O Stretching peak 또한 관찰되었

다. Esteric C=O Stretching peak는 한분자 당 3

개의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는 Castor oil의 함

량이 증가 할수록 1분자 당 카르보닐기를 약 17

개가 있는 PCL diol의 비율이 감소하게 되어 

Esteric C=O Stretching peak의 intensity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TGA로 분석해본 폴리우레탄의 열적 거동은 

230 oC 부근에서부터 초기분해 온도를 나타내며 

우레탄결합의 분해가 시작되고 332 ~ 344 oC 

에서 우레탄 결합의 최대 분해온도를 가지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astor oil이 들어가지 

않은 폴리우레탄 수지는 단일 분해 거동을 보이

고, Castor oil을 포함하고 있는 수지들은 400 ~ 

450 oC에서 Castor oil의 분해가 일어나며 두 

번에 걸친 분해 거동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RD가 나타내는 폴리우레탄의 결정성 그래프

를 보면 PCL의 결정면인(110), (200)에서 두 

peak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astor oil

의 함량이증가할수록 Peak의 위치는 이동하지 

않으나 peak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

다. 이는 세 개의 OH기를 가지고 있는 Castor 

oil이 폴리우레탄의 화학적 구조에 가교결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PCL 사슬이 packing 되는 

것을 방해하여 결정석 peak의 세기가 감소한다

고 해석 할 수 있었다.

폴리우레탄의 기계적 물성은 Castor oil의 함

량이 증가 할수록 수지의 인장강도가 증가하고 

신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이유는 

Castor oil이 유발하는 가교결합이 사슬간의 결

합을 강하게 만들고 또한 Castor oil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soft segment인 PCL의 함량이 줄어

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polyurethane의 전체 분자

량을 감소시켜 hard segment인 MDI의 상대적 

비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GPC를 사용하여 각 폴리우레탄 수지의 분자

량을 측정한 결과 Castor oil의 함량이 5%인 폴

리우레탄 수지는 Castor oil이 들어가지 않는 수

지에 비해 분자량이 감소하고 Castor oil의 함량

이 증가 할수록 분자량이 다시 증가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Castor oil의 함량이 점

점 높아 질수록 사슬 간의 가교로 인하여 분자

량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다. Brookfield 

viscometer를 사용하여 DMF 대비 Polyurethane 

30% solution의 점도 측정 결과는 분자량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Castor oil이 들어가면서 일

시적으로 점도가 낮아지지만 Castor oil 함량이 

증가 할수록 점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결 론

석유고갈이나 유가 폭등으로 인한 공급 불안

정 문제를 안고 있는 석유 유래 폴리올의 비중

을 줄이고 Castor oil과 PCL을 사용하여 친환경

적인 폴리우레탄을 합성하여 이에 대한 물성을 

분석해 보았다. Castor oil의 함량이 13% 이내

에서는 유기용매에 용해되어 코팅용액으로써 응

용이 가능하고 Castor oil이 증가 할수록 가교결

합으로 인하여 인장강도가 증가하는 등의 기계적 

물성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

만 Castor oil의 비율이 최대 13%로 제한적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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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좀더 친화경적인 폴리우레탄 수지를 만들

기 위하여 Castor oil의 OH기의 수를 줄여 사

슬간의 가교결합을 조절하여 Castor oil의 함량

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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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의 특성 연구

최연주 ․ 김성훈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 ․ 한양대학교 유기나노공학과

서 론

현대사회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자원고갈 

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폐기되는 폴리에스

터를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 중이다.

폴리에스터의 대표적인 재자원화 방법 중에서 

물질재생은 폐페트병을 회수하여 세척 및 파쇄, 

건조, 재용융, 펠렛화의 과정을 거쳐서 제조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공정이 복잡하지 않고 제조 단

가도 낮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도의 이물질

을 제거하기가 곤란하여 재생품의 순도 및 품질

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극세사 제조에는 한계가 있다. 화학재생은 

폐기물을 해중합하여 모노머 또는 올리고머로 회

수한 후 재중합하여 다시 원래의 고분자를 제조

하는 방법으로, 해중합에 의해 미세 이물질의 제

거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0.5 데니어 정도의 

극세사를 제조할 수 있어서 아웃 도어 제품 등

의 고부가가치 상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물질재생 및 화학재생에 의해 제조된 폴

리에스터 칩 및 섬유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공정 개선을 통해 폴리에스터 칩 

및 섬유의 특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 또한, 화학재생 공정을 통해 제

조된 화학재생 폴리에스터를 활용하는 방안 중 

상용화제를 사용하여 나일론과 화학재생 폴리에

스터를 얼로이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폴리

에스터에 나일론을 혼합하여 얼로이 섬유를 제조

하면 흡습성이 낮은 폴리에스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 섬유의 응용범위를 넓히면서 

부가적으로 고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고기

능성 섬유제품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를 의류용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소재 상태에서의 특성

을 검토하여 의류용으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재생 및 화학재생에 의해 

제조된 섬유가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의류

용 소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 물질재생 화학재생 폴리에스터 원사로 제편한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의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

고, 그 결과를 일반 폴리에스터사로 제편된 니트 

소재와 비교함으로써 현재 개발된 재활용 소재들

이 의류소재로 사용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화학재생 폴리에스터의 흡수

성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폴리에

스터 – 나일론 얼로이 소재의 물리적 성질도 

함께 측정함으로써 화학재생 니트 소재와의 특성

을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실험방법

인장강도는 KS K 0520, 그래브법으로 측정하

였으며, 필링성은 KS K ISO 12945-1:2009, 

ICI 박스법으로 측정하였다. 드레이프성은 KS K 

0815:2007을 이용하여 측정한 뒤, 드레이프 계

수를 계산하였다. KES-FB (Kawabata Evalua- 

tion System)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료의 압축 성

질 및 표면 성질, 접촉 냉온감을 측정하였다. 표

면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SEM(scanning elec-

tron microscopy)를 측정하였다. 수분 특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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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기 위해서 수분율 및 투습성, 흡수도를 측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내구적 성능 인자인 인장성질을 측정한 결과, 

물질재생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 및 화학재생 폴

리에스터 니트 소재인 재활용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는 일반 폴리에스터와 유사한 인장강도를 나

타내는 반면, 재활용 폴리에스터에 나일론을 혼

합한 얼로이 니트 소재는 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장신도 또한 재활용 폴리에스

터 니트 소재는 일반 폴리에스터와 유사하였으

나, 나일론이 함유된 얼로이 니트 소재의 인장신

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탄성율을 살펴보면 재활

용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는 일반 폴리에스터 니

트 소재보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나일론이 함유된 얼로이 니트 소재의 경우 

폴리에스터에 초기 탄성율이 낮은 나일론이 혼용

되어 있으므로 탄성율의 감소 정도는 더 크게 

나타났다.

외관 성능 인자 중 필링성은 소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4 – 5 등급으로 필링이 거의 발

생하지 않으므로 내필링성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드레이프성 측정 결과, 재활용 폴리

에스터 니트 소재는 일반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

에 비해무게가 무거워서 드레이프 계수가 약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나일론이 함

유된 얼로이 니트 소재는 무게는 무겁지만, 두께

가 얇고 표면이 평활하며 부드러워서 드레이프 

계수가 가장 작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압축 

성질의 경우, 재활용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는 일

반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와 비교하여 압축 선형

성이 작게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화학재생 폴리

에스터 니트 소재의 압축 선형성이 가장 낮으므

로 화학재생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는 초기 압축

이 가장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압축 탄성은 물

질재생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가 일반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보다 우수하였다. 압축 회복성은 재활

용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 중에서

는 화학재생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의 압축 회복

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 성질 

측정 결과, 화학재생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는 표

면 마찰계수가 큰 반면, 나일론 함유 얼로이 니

트 소재는 4종의 시료 중 표면 마찰계수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므로 표면이 가장 매끄러운 소재임

을 알 수 있었다. 접촉 냉온감은 나일론이 함유

된 얼로이 니트 소재가 가장 크므로 촉감이 가

장 차가운 것으로 나타났다. SEM으로 시료의 

표면을 측정한 결과, 화학재생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는 실 사이에 이물질 부착 함량이 많은 것

으로 관찰되었으므로 화학재생 공정 후 실 사이

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 공정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분 특성 인자 중 수분율 및 투습성은 나일

론이 함유되어 있는 얼로이 니트 소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흡수율은 일반 폴리

에스터 니트 소재나 재활용 폴리에스터 니트 소

재보다 크게 떨어지므로 얼로이 니트 소재의 수

분 특성을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제조시 단

면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첨가물을 함유시키는 등 

다른 추가 공정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자원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의류용 소재뿐만 아니라 필름, 포장용기, 음료수

용 병, 엔지니어 플라스틱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재활용하

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 폐페트병을 수

거하여 물질재생 공정 및 화학재생 공정,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의 얼로이 방사에 의해 제조

된 원사로 재활용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를 제작

한 뒤, 재활용 니트 소재의 특성을 일반 폴리에

스터사로 제편된 니트 소재와 비교해 보았다. 

물질재생 및 화학재생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

의 특성은 일반 폴리에스터 니트 소재와 유사한 

성능을 보인 반면, 나일론이 함유된 얼로이 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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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는 착용시 냉감이 우수하여 여름철 소재로의 

용도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의류용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장강도 및 흡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재 개발이 좀더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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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Sodium Sulfate and Surfactants 
on Papain Treatment of Wool Fabrics

Jong Mi Sung ․ In Young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nzyme is a special protein that is used as 

catalyst in biological reaction. Enzyme's activ-

ity depends on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the protein which is sensitively influenced 

by its environment. Therefore, enzyme's envi-

ronment must be controlled to stabilize enzy-

me's structure and activate enzyme. And en-

zyme reacts with only a certain substrate be-

cause of its substrate specificity. These char-

acteristics of enzyme restrict its use in the 

textile industry. Recently many studies to 

overcome these problems of enzyme is con- 

ducting. 

In the previous paper, the authors had re-

ported about the effect of L-cysteine and 

EDTA as activators when wool fabrics are 

shrink-proof finished using the enzyme of 

papain. In this study, we studied about the 

effect of a sodium sulfate and four surfactants 

such as Tween 85 of and Span 40 of 

non-ionic surfactants, LAS of anionic surfac-

tant, and Snogen Cat-80 of cationic surfac-

tant when wool fabrics are treated by the 

papain with L-cysteine and EDTA as activa- 

tors. Through these studies, we intend to 

contribute to practical use of the shrink-re-

sistant finish of wool fabrics using the papain. 

We measured the weight loss, the tensile 

strength, and the white index of wool fabrics 

treated by papain in the optimum activating 

conditions with sodium sulfate and surfactant 

in order to identify the effect of sodium sul-

fate and surfactant on the activity of the 

papain. 

As the results, when L-cysteine was used as 

the activator, sodium sulfate and four kinds 

of surfactants interfered with the activity of 

the papain. But in the case of EDTA, the ad-

dition of a small amount of sodium sulfate 

and four kinds of surfactants made the activ-

ity of the papain improve, so the addition of 

the 0.5% of sodium sulfate and the 0.1% of 

four kinds of surfactants made the activity of 

the papain most active. And the addition of 

non-ion surfactant among four kinds of sur-

factants was most effective to improve the 

activity of the pa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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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조건에 따른 감물의 면직물에 대한 염색성 연구

황소희 ․ 장정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우리나라의 전통염색은 인류가 문명사회를 이

루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연염색에 근거하여 특유의 은은하고 차분하며 

깊이 있는 합성염료와는 다른 감성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다(소황옥, 2000). 천연염료인 감은 고

대로부터 행해져온 대표적인 천연 염재 중의 하

나로 쓰여 지고 있으며 실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감물염색 메카니즘은 감물에 들어있는 떫

은맛의 탄닌 성분이 섬유와 결합하여 응고되면 

섬유를 뻣뻣하게 만들고 자외선, 산소, 효소 등

에 의해 산화 중합되어 짙은 갈색으로 발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미란, 이정숙, 2010). 전통

적인 감 추출물 염색은 발색이 기본으로 일광에

서 염색직물에 수분을 부여하면서 발색시키는 방

법(박순자, 1995; 박순자 박덕자, 1994; 정용옥, 

이순자, 전병광 1997), 자외선을 이용하여 발색

시키는 방법(이혜자, 한영숙, 2004; 한영숙, 이혜

자, 유혜자, 2004), 열에 의한 발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옥수, 장정대, 2009; 정종석, 박지선, 

김태경, 2008). 지금까지 감물 염색의 특성 및 

발색방법과 관련 한 연구는 다수 있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감물염색은 주로 상온에서 염색해온 

경험으로 인해 염색조건변화에 따른 감물 염색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물을 이용하여 염색조건을 변화시켜 직물에 염

색하여 최적조건에서 염색되어진 직물에 대한 염

색성을 연구, 검토하였다.

감물은 2012년 7월 초순에 경상북도 청도군에

서 수확한 다음 곧바로 으깨어 즙을 만들어 망

사 천에 여과하여 찌꺼기를 제거한 후 저온에 

보관하여 둔 것을 사용하였으며 시료는 면 100% 

정련된 평직물을 사용하였다. 시약으로는 수산화

나트륨, 구연산을 사용하였고 염색은 욕비 1:40, 

감물과 증류수와의 혼합비율, 온도, 시간, pH에 

따라 조건을 변화 주고 증열처리와 제논광으로 

고착시켜 염색 후 측색은 분광광도계Spectro- 

photometer CM-508i(Minolta, Co., Ltd, Japan)

를 사용하여 Total K/S값으로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염색시간에 따른 염착량은 변화가 

없었다. 이는 감물염색은 내부 염착되기 보다는 

표면 흡착 후 건조 발색을 통하여 염착이 완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온도가 상승할수록 염

착성이 미비하게 증가하였으나 균염을 이루었다. 

이는 온도 상승으로 섬유에 골고루 흡착된 결과

로 보인다. pH가 높을수록 Total K/S는 증가하

였다. 이는 알칼리 역에서 알칼리에 의한 산화 

발색이 된 염료로 염착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pH가 낮은 상태에서 염착된 시료의 제논광 발색

에서는 붉은끼가 많은 색으로 발색되었으며 20

시간 까지는 급격한 발색을 하였고, 또 pH가 높

은 역에서 염색된 시료는 제논광 발색과정에서 

알칼리 발색으로 인하여 이미 발색된 정도를 적

은 변화 범위 내로 발색 되는 특징을 나타내었

다. 염료농도가 낮을수록 제논광 발색에서 낮은 

발색 속도를 보이고 높을수록 빠른 발색을 보이

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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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타알데하이드로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의 
반응성 염료에 의한 활성 평가

김정수 ․ 이소희 ․ 송화순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키토산은 갑각류, 곤충의 외피, 식물세포의 벽 

등에서 얻어진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은 천연

고분자로, 식품(식이섬유, 항균·항곰팡이제, 식품 

선도 보존) 및 화장품(유화제, 보습제), 의료용품

(창상피복 보호재, 치과·안과용 소재, 수술용 봉

합사), 의약품(서방성 약제), 섬유제품(항균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고정

화 담체로서 키토산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 항균

성, 방취성, 흡착성, 보습성이 우수하며, 부가가

치가 높고 원료가 저렴하여 경제적일 뿐만 아니

라 생체적합성 및 생분해성이 우수하다. 또한 키

토산은 반응성이 강한 수산기(-OH)와 유리 아

미노기(-NH2)를 가지고 있어 염료 혹은 금속이

온을 흡착하는 흡착제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응성 염료 C. I. Reactive Red 222는 키토산

의 아미노기(–NH2)에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염

료로, 효소 고정화 시 글루타알데하이드로 가교

된 키토산의 활성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효소 고정화에 앞서, 고정

화 담체로 키토산 부직포를, 가교제로 글루타알

데하이드를 사용해 키토산 부직포의 가교 정도를 

반응성 염료의 흡진율로 평가하여 글루타알데하

이드의 최적 가교 조건을 설정하였다.

실험방법은 키토산 부직포에 글루타알데하이드

로 가교 시 가교 용액의 pH, 글루타알데하이드 

농도, 반응 시간 등의 가교 조건을 변화시켜 가

교하였다.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를 0.05 %(w/v)

의 반응성 염료 Sumifix Super Scarlet 2 GF(C. 

I. Reactive Red 222)로 염색한 후, 잔여 염액의 

흡광도를 UV-Vis Spectrophotometer(M-3100, 

SCINCO CO., Korea)로 측정하였다. 측정한 흡

광도 결과를 흡진율로 환산하여 평가한 후, 키토

산 부직포에 글루타알데하이드로 가교 시 최적 

조건을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키토산 부직포에 글루타알데하이드

로 가교 시 최적 조건은 pH 10, 글루타알데하이

드 농도 3.0 %(v/v), 2시간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글루타알데하이드로 가교한 키토산 부직포

는 반응성 염료에 의해 활성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본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1-001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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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46 공중합물의 구조와 물성

이선희 ․ 조현혹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 부산대학교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최근 친환경 소재의 개발을 위해 바이오매스 

기반 나일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다. 특히 

나일론 46는 테트라메틸렌디아민과 아디픽산의 

중축합에 의해 얻어지는 소재로서, 바이오 나일

론 46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아디픽산이 바이오 

매스로부터 발효 합성하여 상업화 하기 위한 연

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 특히 바이오메스 나일

론 46 소재는 엔지니어링 소재뿐만 아니라, 의류

용 소재로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이오매스 기반 나일론 46 소재를 

섬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와 관련한 기

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나일론 46를 용융

방사기로 방사하여 나일론 46섬유를 제조하고, 

이 때 얻어진 섬유를 연신비별로 제조하여 결정

구조, 열적 성질, 동적 점탄성 거동 및 인장강신

도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나일론 46 분말을 파일로트 용융

방사기를 이용하여 방사 조건은 토출 온도 220 

℃, 권취속도는 1500 m/m조건으로 미연신 나일

론 46 섬유를 제조하였다. 미연신 나일론 46 섬

유를 온도 조절이 가능한 열연신장치를 이용하

여, 연신 온도를 90℃로 고정하였고, 연신 속도

는 100mm/min로 행하였다. 시료 길이 20mm에

서 약 2, 4, 6, 8배의 조건으로 연신하였고, 정장

상태로 열처리 한 후 충분히 응력을 완화시켰으

며, 이후 분석에 이용하기 전까지 -5℃ 조건으

로 보관하였다. 연신비별로 얻어진 나일론 46 섬

유의 구조 및 물성분석은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결정구조분석을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행하였

고, 열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차열분석을 행

하였으며, 동적점탄성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DMTA 측정을 행하였고, 인장시험을 통해 인장

강신도값을 구하였다. 

나일론 46 섬유를 2, 4, 6 및 8배의 연신비로 

연신한 후, 미세구조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정구조분석 결과, 미연신 나일론 46 섬

유에 비해 연신된 나일론 46섬유의 회절피크가 

발달하고 있으며, 연신비가 커짐에 따라 회절피

크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결정의 크기

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SC 분석 결과, 

미연신 나일론 46섬유에 비해 연신섬유의 흡열피

크는 커지고 있으며, 연신비가 커짐에 따라 흡열

피크는 약 205도 부근에서 나타나고, 피크 면적

은 커지고 있다. 연신비가 6배인 나일론 46 섬유

의 경우 약 217도 부근에서 최대 용융피크가 나

타났으며, 50도~90도 범위에서 흡열피크가 나타

나고 있으며, 이것은 수분피크에 해당되는 것으

로 보인다. 나일론 46 섬유의 연신비가 증가함에 

따라 피크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 tan d 곡선 분석 결과, 미처리 나일론 46섬

유의 경우 50도 부근에서 약간의 피크가 나타났

으나,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사라고 있으

며, 연신된 나일론 46의 tan δ 피크는 약 3도 

부근에서 나타나며, 피크 크기는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인장강신도 측정 결과, 미연신 나일론 

46 섬유에 비해 연신비가 커짐에 따라 강도는 증

가하고 신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신비

가 6배인 경우 0.7N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소재원천기술개발사
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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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배드민턴 셔츠 문양의 감성 및 선호도

이현정 ․ 권영아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서 론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테니스, 

사이클, 배드민턴 등 대중적인 스포츠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웨어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스포츠웨

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이클복 (최미

성, 2004)이나 테니스복 (박신미, 이재정, 2010)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바 있으나 배드민턴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배

드민턴 셔츠는 기능성 소재에 원색 계열의 유채

색이 주로 사용되거나 무채색과 같이 혼합되어 

사용되며 직선, 곡선을 모티브로 사용하여 완전

히 채워지거나 부분적으로 디자인된 다양한 문양

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 목적은 배드민턴 셔츠에 주로 사용되

는 기하학적 문양 디자인 요소 중에서 모티브의 

형태와 채움 방식, 배색에 따른 감성 차원을 알

아보고 이 문양 디자인의 요소 특징 및 감성요

인이 문양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S/S 배드민턴용 셔츠 소재의 디자인 개발을 위

한 기초정보를 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적합한 기하학적 문양의 감성차원

을 알아보았으며, 기하학적 문양의 감성 및 선호

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자극물 제작을 위해 시판 배드민턴 셔츠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직선, 곡선, 점 등의 

기하학적 문양으로 한정하여 총 30개를 선정하

였다. 자극물로 사용된 기하학적 문양을 모티브 

형태 (직선, 곡선, 점), 채움 방식 (FULL, 부분 

채움), 색상 (빨강, 노랑, 파랑, 보라, 무채색과의 

혼합) 별로 분류하였다. 감성 및 선호도 평가에 

사용된 자극물은 5cm x 7cm 크기로 출력하여 

사용하였다. 문양 평가방법은 가하학적 문양에서 

느끼는 형용사 25문항과 선호도 3문항을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평가대상은 부산지역에 거주하

는 20대 이상 여성 35명, 남성 30명으로 하였으

며, 평가는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실

시하였다.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회귀분석, 교차분석으로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S/S 배드민턴 셔

츠 문양의 감성요인은 ‘활동감’, ‘산만감’, ‘청량

감’, ‘첨예감’, ‘안정감’의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

었다. 감성요인 중 ‘활동감’과 ‘청량감’은 선호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산만감’ 및 ‘첨예감’은 선

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론 및 제언

배드민턴셔츠 문양의 ‘활동감’을 높이기 위해

서 ‘보라색’의 ‘직선’으로 디자인하고 ‘청량감’을 

높이기 위해 ‘파란색’의 ‘전체 채움’으로 디자인

해야 한다. ‘산만감’을 낮게 하기 위해서 ‘직선’

의 ‘부분 채움’ 문양으로 디자인 하고 ‘첨예감’을 

낮게 하기 위해 ‘보라색’의 ‘부분 채움’으로 디자

인해야 한다. 향후 개발된 문양을 배드민턴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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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하여 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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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여성 실내복용 꽃문양 개발

홍수정 ․ 권영아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서 론

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이 증

가하고 있다. 실버세대 대부분은 신체적 기능 저

하와 동시에 각종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지

게 되는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 실버세대를 위한 의복은 활동하

기 편하고 관리가 쉬워야 할 뿐만 아니라 심리

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실

버세대 의복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의복의 색과 

문양은 심리적 안정감과 즐거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버세대를 위한 의복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외출복 (석혜정, 한승희, 

2011; 최혜선, 김수아, 2006)에 대한 연구가 많

고 실내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실버세대용 

실내복에 관해서도 요양복 (김복주, 조오순, 박혜

원, 2007)과 일반 실내복 (정삼호, 2009)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실버세대를 위한 실내복용 문양의 

감성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여성 실내복에 적용할 

꽃문양을 개발하고 여성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개

발된 꽃문양의 감성 및 선호도를 파악하여 선호 

감성을 반영한 실버여성용 실내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실버여성 실내복용 꽃문양 감성 및 선호도 평

가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실버여성 

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는 2013년 8월 

한 달간 이루어졌다. 감성 및 선호도 평가에 사

용된 자극물은 한국의 들꽃을 모티브로 선정하여 

배열규칙성 (자유, 표준배열), 바탕색상 (파랑, 분

홍계열), 모티브 크기 (4cm, 2cm, 1cm, 0.5cm) 

등을 변화시켜서 총 10개의 꽃문양을 CAD를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실내복에 적용할 꽃문양 이미지의 감성 및 선

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22개의 형용사 및 선호도

를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형용사에 매우 가까

운 이미지이면 5점, 중간이면 3점, 매우 가깝지 

않은 이미지는 1점을 부여하였다. SPSS 20.0 통

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t-검정, 분산

분석, 회귀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버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된 꽃문양의 감성 

및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여성 실버용 실내복의 

감성요인은 ‘'매력성’', ‘'특이성’', ‘'여성성’', ‘'청량

성’', ‘'실용성’'의 5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실버

여성 실내복용 꽃문양의 감성요인 중 ‘'매력성’', 

‘'특이성’'은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꽃 모티브의 배열방식에서는 규칙 

배열의 "특이성’'과 "실용성’'이 높게 평가 나타났

고, 불규칙배열의 "매력성’'과 “여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탕색에서는 ‘'파랑계열’'의 경

우 "특이성’'과 "청량성’'이 높게 나타났고, ‘'분홍

계열’'의 경우 ‘'여성성’'이 높게 나타났다. 모티브

의 크기는 4cm, 2cm로 구성된 것이 “매력성”, 

“특이성”, “청량성“이 높게 나타났고, 모티브 크

기가 1cm, 0.5cm로 구성된 것은 ‘'매력성’', ”특

이성“, "청량성”, “여성성“, 실용성”이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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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2 cm 이상의 모티브 크기

를 사용하거나 불규칙적 배열로 디자인한 꽃문양

은 ‘매력성’이 높고 2 cm 이상의 모티브 크기 

사용이나 바탕색을 파랑계열로 디자인한 꽃문양

은 ‘특이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버여성 실내복용 문양으로서 불규칙 배열이 규

칙배열 보다는 매력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 연출

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실버여성 실내복용의 

꽃 모티브의 바탕색은 독립적으로도 ‘'여성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분홍계열 바탕색 사용이 실버여

성 실내복의 여성성 이미지 연출에 효과적일 것

이다. 향후 다양한 감성이미지를 표현하도록 개

발된 꽃문양을 실버여성 실내복에 적용하여 실버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는 연구

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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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 의류제품 인지도 및 구매실태

공근아 ․ 박유미 ․ 이지인 ․ 최종명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

한 로하스(LOHAS)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면서 

환경과 인간에 친화적인 섬유소재로 만든 친환경 

의류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친환경 섬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미래

에 가장 중요한 소비자계층으로 부상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 섬유소재/

의류제품의 인지도 및 구매실태를 조사하고, 환

경에 대한 태도에 따른 친환경 섬유소재/의류제

품 인지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청주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98명이었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

게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고, 결과분석을 통하여 보완된 설문지를 사용

하여 2013년 5월과 6월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5점 척도의 환경에 대한 태도, 

친환경섬유소재와 친환경의류제품 인지도 및 선

다형의 친환경의류제품 구매실태와 조사대상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항

별 특성에 따라 빈도(백분율)와 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하였고, 환경에 대한 태도는 요인분석을, 환

경에 대한 태도와 친환경섬유소재/의류제품에 대

한 인지도와의 관련성은 상관계수를, 개인적 특

성에 따른 인지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t-test를 

실시하였다. 환경에 대한 태도를 요인분석한 결

과, 환경에 대한 관심, 에너지 절약행동, 친환경

제품 구매의도 및 환경보전행동 등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 중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

은 남녀 대학생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친환경

섬유소재 중에서 오가닉면섬유, 닥섬유, 황토섬

유, 숯섬유, 천연착색면섬유, 대나무섬유 등에 대

해서는 비교적 인지하고 있었으나, 해조섬유나 

우유섬유 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다. 또

한 오가닉면 의류제품, 인조모피/가죽제품, 천연

염색제품 등의 친환경의류제품에 대해서는 비교

적 인지하고 있었으나, 재활용의류제품이나 자연

분해의류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친환경 섬유소재와 의류제품에 대한 인지

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환경보전

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환경섬유소

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친환경의류제품에 대한 인지도

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친환경의류제품을 구매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조사대상의 22.6%이었

는데, 이들이 구매한 주요 품목은 속옷을 포함한 

의복이었으며, 친환경의류제품을 구매하게 된 주

된 동기는 환경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타제품과의 차별성 때문이라고 응

답하였다. 반면, 구매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은 

구매하지 않은 이유로 친환경의류제품이 판매되

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또한 친환경의류제품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조사

대상의 대부분은 앞으로 친환경의류제품을 구매

할 의향(약간 있음 76.9%, 매우 많음 11.6%)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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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horse chestnut 외피 추출물의 염색성

김종철 ․ 장정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칠엽수는 무화과 나무과의 낙엽교목으로써 속

씨식물이며, 쌍떡잎 식물이다. 세계 4대 가로수

나 녹음수로 쓰인다. 이 칠엽수는 유럽산과 일본

산으로 나뉜다. 

일본 칠엽수는 (Aesculus Turbinata) 일본이 

원산지이며, 지름이 60cm정도, 수고는 20∼30m

씩 자란다. 잎의 뒷면에는 적갈색의 부드러운 털

이 있고 복거치가 있다. 꽃은 6월에 100∼200개 

정도의 원추 꽃 차례로 개화하며 분홍색 반점이 

있고, 밀생한다. 열매는 가시가 없으며, 과피는 

성숙되면 3등분으로 벌어진다. 열매를 사라자라

고하며, 치질, 종양 등에 약재로도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마로니에는 일본

산 칠엽수다. 마로니에의 주성분은 탄닌, 사포닌

의 에소신, 플라보노의 켄세틴, 켄페놀 등을 함

유하고 있다. 칠엽수 열매 외피의 탄닌은 단일결

합의 B타입에 가교에 더하여 이중결합에 의한 

가교인 A타입의 interflavan 가교결합을 다수 가

지고 있다. 이와 함께 외피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당질소화효소에 대한 저해 작용이 있어서 

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축합형 탄닌은 수수, 두류, 과일 및 채소류, 목

초(꼴) 등에 상당량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가

수분해형 탄닌과 달리 탄수화물(carbohydrate)이 

없이 주로 falvan-3-ol또는 falvan-3,4-diol의 

중합체이거나 이 두 물질이 혼합된 중합체의 형

태를 지닌다. 이들 축합형 탄닌은 산에 의해 쉽

게 분해되지 않고 중합되어 무정형의 phloba-

phene이나 tannin-red를 형성하는 성질을 가진

다. 각 식물성 식품의 축합형 탄닌은 구조가 복

잡하고 다양하여 아직 완전한 구조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 천연염색 영역에서 탄닌은 주로 유기

매염제로써 역할하여 복합염색 시 염착량을 증대

시킴과 동시에 일광견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새로운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소재의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칠엽수 열매의 외피를 이용해

서 추출한 염액의 적정 염색 조건을 찾아 새로

운 탄닌 재료의 효용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새로운 탄닌의 염재를 찾아내서 

이것의 염색 특성을 파악하여 이의 유용한 활용

을 목적으로 칠엽수의 열매외피의 색소를 열탕 

및 알칼리 추출물을 얻어 면직물에 염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추출물에서 얻은 최대흡수피크는 273.5nm로 

나타났고, 이는 감물의 흡수피크와 동일한 양상

을 보여 감물과 유사한 축합탄닌일 것으로 추정

된다. 염착성의 증가는 염재량의 증가에 따라 증

가하였으며, 150%(owf)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

다. 염색시간은 30분에서 가장 높은 염착량을 보

였고,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약간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염색온도는 80∼100℃에서 좋은 

염착량을 나타내었다. 염착량은 pH의 영향이 커

서 pH3에서 가장 좋은 염착량을 나타내었다. 중

성염의 사용으로 염착량이 증가하였으며 10g/l에

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매염에 의해서 

염착량이 증가하였고 색상이 다양하게 이루어졌

고, 일광 및 세탁견뢰도가 개선되었다. 명반 매

염제에 탄산나트륨을 첨가하고 가열 한 후에 매

염하였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은 시료에 비해 상

당히 많은 염착량을 얻었고, 계속 끓여 염색하는 

것보다 온도를 식혀서 60℃까지 내려 올 때까지 

둔 시료가 염착량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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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물염색 직물의 발색에 있어서 초산나트륨의 효과

박용조 ․ 장정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감물은 항균성, 소취성, 항알레르기성, 자외선 

차단성, 유기 매염제 등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염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능으로 직물의 전 처

리제 역할에서 다른 염료의 염착량 향상, 견뢰도 

향상, 복합 염색에서 색상의 다양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등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시대가 요구

하는 다양한 촉감의 직물생산, 표면코팅 성능효

과, 냉감 소재 특성 등을 부여하는 천연염료로 

천연염색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다. 감물은 섬유에 부착하여 건조

하기 시작하면서 발색하는 산화발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색 시스템이 매우 중요한 역

할을 감당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천연염료의 염색성과는 매우 다른 

측면을 가진다. 감물 염색 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방법으로 일광발색의 경우 오랜 시일과 넓은 

건조장소가 필요한 조건이 염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여 좀 더 쉽게 감물 염색을 행

할 수 있어서 산업화에 이르게 되기 위해서도 

간편한 발색 조건의 실용화가 여러 각도에서 연

구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물 발색 메커

니즘은 감물중의 폴리페놀류를 성분으로 하는 축

합형 탄닌 성분이 섬유에 처리된 후 일광(자외

선), 산소, 효소 등에 산화 축합되어 proantho-

cyanidine을 형성하여 갈색으로 발색 된다. 자외

선에 의한 발색연구에서 8∼15시간의 자외선조사

로 발색이 완료되는 결과를 보였고, 열에 의한 

발색 연구에서 조건 설정에 따라 60분 이내에 발

색이 완료되는 결과를 보였다. 물에 의한 발색연

구에서는 20℃에서도 자외선에 의한 발색 성적을 

능가하는 발색을 보였고, 60℃에서는 12시간의 

발색만으로 자외선의 60시간 발색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즉시 발색을 위하여 매염제에 의한 발색, 

알칼리 처리에 의한 발색이 연구되어 왔다. 감물

염료 분말화에 대한 연구에서 분말제조 과정에서 

알칼리를 활용하여 감물분자의 저분자화 구조 변

화를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산화발색이 진행된 

감물을 만들어 염색 초기에 발색이 상당부분 진

행된 감분말 염료를 얻은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 위에

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발색방법을 강구하는 노

력의 일환으로 면직물의 감물염색에서 초산나트

륨과 염화나트륨 첨가 효과를 검토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초산나트륨의 첨가에 있

어서 감물 100ml당 0.5g에서 1g에서는 미 첨가 

시료와 비슷한 발색결과를 가져왔고, 2g에서 5g

까지는 상당히 큰 발색효과를 가져와 원액염색 

시료의 2회 반복 염색직물의 발색보다 더 큰 발

색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 3g이상에서는 소금첨

가량에 비례하여 발색량이 늘어나지는 않아서 효

율적인 최적 조건은 3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

색 변화는 발색이 진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결

과는 L*값이 감소하고 a*, b*값이 다 같이 증가 

하며 먼셀 V/C값의 변화에서 명도가 감소하고 

채도가 증가하는데서 큰 색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 초산나트륨 첨가시료는 염색직후 

열발색 전 직물의 표면색에서 명도가 낮은 것으

로 보아 초산나트륨의 발색 효과는 염료의 흡착

성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산화발색

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반

적인 염색에서 중성염 효과를 가지는 소금의 첨

가 효과는 미첨가 시료보다 발색성이 낮아 발색

에 기여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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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year
Number of application

Patent Utility Sum

1 1968-1981 5 5

2 1982-1986 2 26 28

3 1987-1991 11 24 35

4 1992-1996 11 41 52

5 1997-2001 43 106 149

6 2002-2006 99 152 251

7 2007-2011 345 141 486

R 2012-2013 46 9 55

Sum 557 504 1,061

Table 1. Number of application of Patent and utility in functional clothes

특허분석을 통한 기능성이 적용된 의복의 기술개발 동향

김호정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서 론

의류제품이 고부가 가치화되고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의류제품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중요

성도 대두되고 있다. 연구 및 창작활동의 결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산업재

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보호권, 상

표권 등이 있다. 특허문헌을 분석함으로서 지금

까지 개발되거나 적용된 특정한 기술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개발 방향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출원된 특허 중 의복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

과 관련된 특허를 분석하여 그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의류 디자인 개발 방향에 기여하고

자 한다. 

연구방법

의류에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과 관련된 특

허 및 실용신안의 출원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특허정보문헌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

된 특허 및 실용신안 공개문헌을 대상으로 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허정보는 한국특허정

보원(KIPRIS, http://www.kipris.or.kr)에서 제공

하는 대한민국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

으며 특허검색범위는 출원년도를 기준으로 1968

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로 하였다. 특허검색에 

사용된 검색식은 국제특허분류(IPC) 코드로 검색

하였으며, 검색된 자료 중 이중출원 등을 필터링

하여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061건을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검색된 출원건수와 구간을 표 1에 

나타내었으며, 2012년과 2013년은 출원된 특허

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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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전체적인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가

장 간단한 방법은 연도별로 출원건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1에 의류 기능성 부여와 관련된 특

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를 나타내었다. 90년대 

중반부터 출원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특

히 2000년대부터는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었

다.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2006년 까지는 출원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출원건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특허 

출원건수는 2006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을 기점으로 

특허출원건수가 실용신안 출원건수 보다 많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기술

적 창작의 고도성이 높은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서 2000년 후반부터는 기술적 수준의 향상이 이

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연도별 출원건수  

그림 2. 기술분야별 출원건수

특수기능이 적용된 의류와 관련된 특허분류는 

의복의 내부환경을 제어하는 것, 온도를 제어하

는 것, 전기 충격 또는 정전기에 대한 보호, 반

사 또는 발광 안전 장치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주요 기술분야별 기술내용과 출원건수를 그림2

에 나타내었다.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A41D 

13/005로 내부환경을 제어하기 위하여 온도를 

제어하는 분야이다. 그 다음으로는 A41D 13/12

로 외과의용 또는 환자용 가운 또는 의복관련 

기술이다. 그리고 반사 또는 발광 안전 장치, 해

양 활동(예, 부력보조)을 위한 것, 내부환경을 제

어하는 것 등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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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B160 B161 B162 B163 B164 B165 B166 B167

분류 속옷 브래지어 언더셔츠 슬립 패티코트 코르셋 팬츠 바지내의, 타이츠 등

Table 1. 디자인분류코드 

내의류 디자인 개발의 국내 특허 출원 동향

김호정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서 론

의복은 제2의 피부, 혹은 인체와 함께 이동 가

능한 휴대용 환경이라고 일컬어진다. 특히 의복

의 생리적 기능인 체온을 조절하고 피부 청결을 

유지시켜주는 내의류는 인체의 내분비기능이나 

자율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내의류는 체형보정의 목적과 장식적 목적으

로도 중요시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전통복에서

도 속곳이라고 부르는 내의류가 착용되었으며 이

는 근대화와 함께 오늘날의 서양식 내의류로 대

체되었다. 20세기 들어 나일론 등의 인조섬유의 

개발과 다양한 섬유기술의 발전은 내의류의 기능

성과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쳐 근래에는 고기능성 

내의류 들이 개발, 생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내

의류의 디자인 개발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출원 특허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된 디자인 및 특허(실용신

안 포함) 공개문헌 및 등록 문헌을 대상으로 특허정보

는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www.kipris.or.kr)

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특허검색범위는 1958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로 하였다. 특허검색에 사용된 검색

식은 국제특허분류(IPC) 코드(B16)으로 검색하였

으며, 검색된 자료 중 이중출원, 기저귀류, 생리

대 등을 필터링하여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958년부터 20013년까지 우리나라에 출원된 

내의류 디자인 및 특허 분야의 출원 동향을 파

악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산업재산권으로 출원된 

연도별 건수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내의류 분

야에 출원된 산업재산권 전체에 대한 디자인의 

비율은 약 31%, 특허는 69%로 나타났다. 1980

년대부터 특허건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으나 디자인 출원건수는 90년대 중반까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중반부터 2000

년 까지 특허 및 디자인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

다가 2000년대 접어들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허출원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감소하였으나 디자인의 경우 2008년부터 급

격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 출

원된 내의류 분야의 특허활동도 지수(Patent ac-

tivity index, AI)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특허활

동도 지수란 특허 및 디자인으로 출원된 내의류 

전체 출원건수에 대한 각 세부 분야의 출원비율

을 나눈 값으로 디자인분야의 AI가 1.0보다 크

면 해당분야에 대한 디자인 출원 활동이 특허와 

비교한 전체의 평균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으로 해석되며, 1.0보다 작은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디자인 출원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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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내의류 분야별 산업재산권 최초 출원년도

비교가 가능하다. 

  

그림 1. 연도별 특허 및 디자인 출원건수 

 그림 2. 내의류 분야별 디자인 지수

내의류 분야별 진입분석을 그림 3에 나타내었

다. 가장 먼저 특허출원이 이루어진 분야는 언더

셔츠(B162)분야이며, 그 다음으로 브래지어 분야

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 팬츠(B166) 분야도 

특허출원 2년 후 디자인이 출원되었다. B161(브

래지어) 분야는 1991년에 최초로 디자인 출원이 

이루어져 1958년에 최초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보다 무려 33년이나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

적으로 코르셋(B165) 분야만 디자인이 먼저 출

원된 후 특허가 출원되었다. 최초 출원년도를 기

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특허(실용신안) 출원 보

다 디자인 분야 출원이 5~10년 정도 늦게 출원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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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편성제품에 응용된 편성조직 종류와 배합 특성

상정선 · 곽수경 · 김태진 · 박명자*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3)

의복의 착용으로 인해 인체가 느끼는 의복압

(clothing pressure)은 의복의 구속성과 운동기능

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복의 착용쾌적성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Yamada & Matsuo, 2009). 적절한 의복압은 

인체일부의 불필요한 동작은 막아 운동성을 최대

화시켜주며, 근육을 감싸 받쳐줌으로써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Kim et al., 

2012), 상처부위를 부드럽게 하며 피부조직 재생

에 도움을 줄 수 있다(Ng & Hui, 2001). 압박

의 옷은 기능성 보정속옷(functional body shap-

ing underwear), 밀착형 스포츠웨어(stretchy sports 

wear), 그리고 의료용 압박편성제품(medical 

compression garment)등이 있다. 이런 기능성 

밀착복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목적에 

맞는 압박정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압박의 

수준은 편성에 사용된 원사의 종류 및 섬유조성, 

편성조직, 편성방법, 편성밀도 등 여러 가지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기술적 특성과 의복

압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제품

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니트소재의 개발과 

함께 편성조직과 편성방법의 연구 및 개발이 동

반되어야 한다(Do & Kim,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고신축성 압박편성

제품 중 샘플을 대상으로 니트소재의 편성방법 

별 사용된 조직을 분석하고, 사용된 조직의 유형

과 신체부위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Corresponding author; Myung-Ja Park 
E-mail: mjapark@hanyang.ac.kr

연구방법

조직 분석은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압박편성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의료용 

압박편성제품 7종 및 보정속옷 10종, 그리고 밀

착 인너웨어(innerwear) 3종 총 20종을 Medium 

사이즈로 구매하여 조사하였다. 분석항목은 기본 

편성 원리인 Knit, Float, Tuck을 기준으로 분석

한 편성조직을 분류하였고 분류된 각 편성조직들

이 신체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를 비교·분

석하였다. 그리고 대표 니트 조직을 기준으로 분

석대상 제품에 사용된 조직을 분류한 후 그룹화 

하였으며, 편성조직의 조직도는 레스터식(Lei- 

cester system)을 따랐다.

 

결과 및 고찰

 위편조직에서는 총 25개가 도출되었다. 위편

성의 대표 편성원리인 Knit, Tuck, Float를 기준

으로 그룹화 하였을 때 Knit에 Float를 응용한 

조직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Knit에 Tuck를 응

용한 조직이 5개, Knit에 Tuck 및 Float를 응용

한 조직이 3개였다. 최근에는 경편성을 이용한 

제품 대신 환편기나 횡편기를 이용하여 생산된 

seamless 제품이 많이 시판, 소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직모두가 싱글조직(single- 

faced structure)이었는데 싱글 환편기에서 편성

되거나 더블베트 횡편기에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편 방법들 중 생산성과 경제성이 가장 

높은 환편기(Kim & Park, 1982) 중에서도 가격

이 저렴한 싱글 환편기를 이용한 응용제품을 주

로 생산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339 -

Knit에 Float를 응용한 조직은 허리나 옆구리, 

아랫배 등 비교적 살이 찌면 처지기 쉬운 부분

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Rib조직을 응용한 

Mock rib조직으로 편직물의 외관에 wale방향으

로 골이 형성되고 course방향으로 폭이 축소되어 

적절한 밀착과 압력이 부여됨과 동시에 형태안정

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다. 특히 외형적으로 깊

이 패인 신체부분은 floating되는 stitch를 wale

방향으로 계속 중척시켜 Knit조직이 사용된 가슴

부위 사이를 모아서 잡아주어 인체의 곡선에 잘 

맞는 입체적인 효과를 얻었다. 적당한 신축성과 

형태안정성이 모두 요구되는 부분은 기본 Mock 

rib조직을 course방향으로 전개하거나 Knit와 

Float를 서로 교차시킨 cross조직을 사용하였다. 

Knit와 Tuck을 혼용한 조직은 살이 비교적 적

고 뼈가 많이 드러나는 부위에 쓰였다. 비교적 

면적이 넓은 부위는 Knit와 Tuck의 조화를 사선

방향으로 전개시켜 wave나 diamond모양처럼 만

든 조직이 특징이었으며, 살이 찌기 쉬운 부분은 

Knit와 Tuck을 일정하고 균일하게 전개시킨 조

직이 사용되었다. Float와 Tuck모두를 응용한 조

직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조직은 Inlaid hopsack

조직(혹은 Inlay조직)으로 대체로 Filament사와 

스트레치사를 이용하여 Tuck과 Float를 교차하

여 편성한다. 가슴 및 어깨처럼 비교적 넓은 부

위에 많이 사용되었고, 압박supporter에는 광범

위하게 쓰였다. 특히, 세 가지 조직을 사선방향

으로 전개한 조직을 윗팔뚝을 감싸는 형태와 등

쪽 견갑골 아래에서 허리까지 그리고 허리에서 

엉덩이 미추부분까지 큰 X자 형태로 분포시켰다.

경편성 제품의 경우에는 상의는 랏셀 레이스

(Raschel lace)지, 하의는 랏셀 메쉬(Raschel 

mesh)지 단독으로 cut & sewn형태로 만들어졌

는데, 보정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안 압박이 필요

한 부분에는 편지를 이중으로 덧대어 형태안정과 

압박을 강화시켰다. 

결 론

본 연구는 시판 중인 고신축성 압박편성제품 

중 총 20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편성방법별로 사

용된 조직을 분석하고 그 조직의 유형과 위치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Knit, Float, Tuck조

직을 주로 사용하여 신체 각 부위에 맞는 특정

조직으로 설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시판중인 압박편성제품의 편성방법과 조직이 다

양하게 이루어져 있었으며 신체 부위별로 사용된 

조직의 유형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의복압 관련 제품의 

설계를 위해서는 신체 부위별 사용된 조직의 유

형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단계별 압박

요구에 대응하는 적절한 편성조직을 제시할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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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감성에 따른 직물 감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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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은 섬유의 종류, 원사의 종류, 두께, 조직, 

무늬, 가공 등의 구성요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되어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직물의 

구성요소는 직물의 감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패션제품에 있어 직물 감성은 소비자들의 구매를 

좌우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소재

기획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소비자의 내면에 감

성으로써 존재하는 소재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즉 직물에 

대해 소비자가 기대하는 감성을 구체적으로 표현

해줄 수 있는 전략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감성관련 선행 연구의 대부분

은 패션스타일을 중심으로 색상과 소재 및 무늬 

등의 디자인요소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

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직물의 감성에 따라 각 

구성요소별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패션소재의 기

획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복 패션 정보지에 

나타난 실물 직물을 대상으로 여성복 패션 정보

지에 나타난 실물 직물을 대상으로 직물의 구성

요소별 감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정보지는 패션 트렌드와 관

련하여 정기적이고 연속적으로 발간되는 것을 선

택하였고, 그 중 패션시료가 부착되어있어 직물

의 특성을 육안으로 판별하기에 적합한 ‘Nelly 

* Corresponding author; Myung-Ja Park 
E-mail: mjapark@hanyang.ac.kr

Rodi Fabrics’와 ‘Promostyl Fabrics’이용하여 

2002년-2012년의 S/S시즌과 F/W시즌의 두 시

즌에 나타난 총 2,492개 직물을 분석하였다. 두 

패션소재 트렌드 정보지는 연도별, 시즌별 4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테마별 감성과 테마 

감성언어, 해당 직물의 섬유조성, 원사, 가공처리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시

험절차 없이도 비교 평가가 가능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고, 여성복 패션 정보지에 나타난 실

물 직물을 대상으로 2002년 S/S시즌부터 2012

년 F/W시즌까지의 직물의 구성요소별 감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다중응답교차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1. 패션 정보지에 나타난 연도별 패션 감성의 

출현 빈도를 보면, Modern, Elegance, Sporty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계절별 패션 감성의 출현 

빈도를 보면, Modern의 경우 계절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Mannish의 경우, 

F/W 계절에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

며, Sporty 감성은 S/S 계절에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섬유혼방별 직물의 감성표현 분석결과, 단

독섬유는 스포티와 모던 감성에 이용되었으며, 

혼방섬유는 엘레강스와 엑조틱 감성에 더욱 이용

되었다. S/S시즌의 섬유조성별 직물 감성 분석결

과, 면섬유는 모던 감성에 이용되고, 아마섬유는 

스포티 감성에 이용되었으며, 견과 레이온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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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리와 엘레강스에, 양모섬유는 스포티와 엘레

강스에, 그리고 폴리레스터와 나일론은 모던감성

을 표현하는데 주로 이용되었다. 폴리우레탄의 

경우 모던, 스포티, 엘레강스 감성 표현에 주로 

이용되었다. F/W시즌의 섬유조성별 직물 감성을 

보면, 면은 스포티 감성에, 아마, 레이온, 폴리우

레탄섬유는 모던 감성에 더욱 이용되고, 견과 폴

리에스터는 로맨틱, 나일론은 컨트리 감성 표현

에 더욱 이용되었다. 

3. 직물조직별 직물 감성표현 결과를 보면, 평

직은 스포티, 능직과 수자직은 모던, 그레이프직

은 엘레강스, 문직은 남성적인, 그리고 파일직은 

엑조틱 감성표현에 더욱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무늬별 직물 감성표현을 살펴보면, 동/식물 무늬

는 엑조틱과 로맨틱을, 기하학무늬는 남성적 표

현을, 추상무늬는 스포티와 모던을, 물방울 무늬

는 모던과 남성적인 감성을 표현하였으며, 줄무

늬는 스포티 감성표현에 주로 이용되었다. 그리

고 가공별 직물 감성 분석결과에서는, 감성기능

성, 워싱, 자수는 엑조틱 감성을 , 주름가공, 금

속장식과 퀼팅은 모던감성을, 광택가공은 스포티 

감성을 표현하는 데 더욱 이용되었다.

결론 및 제언

직물의 구성요소인 섬유의 종류, 원사의 종류, 

조직, 무늬, 가공 등은 직물감성을 표현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연도별, 계절별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직물의 구성요소를 다양

하게 변화시켜 독특한 특징을 만들어내고, 감성

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과거 패션소재 트렌드를 포함

한 11년간의 체계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각 감성

별 직물의 구성요소를 분류하여 패션 감성에 맞

는 적합한 소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 소재기획업무에 있어 좀 더 

나은 전문화, 체계화 및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패션 트렌드에 맞춘 적절한 감성

의 패션소재를 예측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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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속건 및 제전성을 갖는 폴리에스터 안감

안영무
한성대학교 의류패션산업전공

서 론

Acetate 소재를 모방한 일부 폴리에스테 안감

직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및 아시아 국가

에서는 정장용 안감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 

등 후발 국가에서 저가 원사부터 생산이 이뤄짐

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은 한국 

업체(원사, 제직, 염가공)의 생산 판매량은 최근 

몇 년간 계속 감소해나가는 추세이다. 현재 내수 

및 해외 시장에서는 일본산 제품이 가장 품질이 

우수하며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중간 가격대를 형성하는 한국 제품의 수요보다는 

고가의 일본제품, 저가의 중국 제품으로 시장이 

양분되어 있는 상황. 한국산 제품은 일본 제품에 

비해 품질은 떨어지나 가격이 30%저렴한 반면, 

중국산에 비해 10%~50%정도 가격이 높은 편이

다. 한 때 중국제품의 품질문제가 많아 한국 제

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현재 품질수준이 

유사하고 가격이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한

국의 시장을 거의 잠식. 중국 제품을 대항하기 

힘든 상황이다.

폴리에스터의 생산량과 기술적인 측면을 볼 

때, 세계적 폴리에스터 강국인 우리나라는 안감

용 직물로 사용되는 소재 역시 폴리에스터 소재

가 9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수출

물량 또한 상당한 수준유지 하여 왔으나, 단순 

폴리에스터 소재의 경우 중국 등의 후발국과의 

가격경쟁으로 수출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

본 이토츠상사에서 브랜드명 LIVINAX-HEAT

는 심지 부분에 ｢원적외선방사기능｣과 ｢축열기

능｣을 가지는 탄화 zirconium이라는 특수 세라

믹을 누벼 넣은 폴리에스테르 안감직물 개발하여 

시판하는데 특징으로는 신체를 천천히 편안하게 

데우는 효과로 가을, 겨울에도 쾌적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가네보 주식회사에서 나일

론 소재로 개발한 브랜드명 Bellchic 21은 비장

탄을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 균일하게 투입하여 

filament를 제조하여 만든 안감용 직물로서 특징

으로는 섬유제품 중 혼방률 40%이상으로 보온

효과, 항균효과가 우수하다. 일본 도레이 주식회

사에서 브랜드명 Warm Sensor는 안감용 직물로

서 운동 후 땀으로 인한 차가운 느낌을 억제하

는 것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흡습ㆍ발열ㆍ보온

하는 효과가 우수하다.

실 험

선정원사는 고도의 단면 차별화 방사 기술을 

접목하여 Acetate, Rayon과 같은 고급스러운 광

택감과 부드러운 질감, 쾌적한 촉감을 갖으면서 

피부접촉 최소화, 빠른 수분 흡수/배출특성을 지

닌 코오롱TB 50d/36f (BR)와 위사용 휴비스의 

EBBR 75d/48f(BR)를 각각 경․위사로 최종 선정

하였다.

Sizing의 목적은 직물은 경사와 위사가 직각으

로 교차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여기에 사용한 경

사와 위사를 준비하는 것을 제직준비라 하며, 

Sizing하는 방법은 제직 중 긴장과 마찰에 견딜 

수 있도록 사의 표면에 균일한 호처리를 하여 

사간의 포합력 증진과 표면을 평활히 함에 목적

이 있고, Sizing의 불량은 제직 시 생산성과 생지 

및 가공지의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본 과제에서는 경사에 TB 50d/36f 소재를 사

용하기 때문에 Sizing에서 최적의 조건을 확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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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가공에 바이어가 요구하는 촉감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열처리 온도와 호제의 

부착량 등을 고려하여 Sizing 준비하는데 기초테

스트 및 현장 양산화 조건을 연구하는데 노력하

였다. 

TB 50d/36f 소재는 Filament 상호간 접착력 

증진과 표면 평활성을 증진시켜 제직 중에 종광, 

바디와의 마찰과 개구시의 긴장에 견디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기술로서는 표면평활성, 균일한 가

호량, 적당한 유연성, 강도 증가, 섬유간 양호한 

접착, 호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본 기술개발

에 핵심내용으로 연구하였다.

섬유의 종류에 따라 흡수성이 차이가 있지만 

특히 TB 50d/36f 소재에 대한 Sizing은 흡수성이 

큰 사종이기 때문에 접착성이 약한 호제를 사용

하였다.

직물설계는 폴리에스터의 필라멘트사의 제직특

성을 고려하여 Water-Jet Loom을 이용하여 제

직하였고, 평직은 중량 78g/yd, 인장강도 30kgf/

㎠, 인열강도 3.0kg Seam slippage 15lb로 내구

성 및 정밀도가 높은 직기 선정하였고, 제직 능

률 제고를 위한 제직 환경 개선과 변형조직 등을 

이용해 흡수성을 배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직물설계는 용도에 맞는 기본 조직인 Plain 

(TAFFETA)으로 조직선정을 하여 조직, 중량 등

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Drapery 등을 최대

로 살릴 수 있는 경․위사 밀도를 고려하여 이상

밀도(경사방향으로 평면성 경사, 위사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이론적 밀도)로 제직 설계를 하

였으며, 경사밀도는 이상밀도(115~130 T/inch), 

위사밀도는 이상밀도(80~90 T/inch)로 설계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적정 승온속도와 기타 조건의 균형에 대한 연

구는 기본 Program중 승온시간 X분은 일반적으

로는 30~40분으로 하면 좋으나 정확히 하려면 

적정한 승온시간(속도)은 염료의 흡수속도, 염색

기의 균염능력, 유량, 욕비(염액 순환형의 경우), 

포전체 길이, 포속도(winch, 액류의 경우) 등과 

관계가 있다.

처방별로 적정한 승온 시간을 알더라도 실용

상은 처방마다 승온 시간(속도)을 변화시키는 것

은 곤란하므로 승온 시간을 일정하게 해 두고 

다른 조건을 처방마다 변화시키거나, 조건을 일

정하게 해 두고 그것에 맞는 염료를 선택하거나 

하는 쪽이 좋다. 그리고 서로 다른 처방이 동일 

염색기에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현상은 염료에 

있는가, 처방 II에서는 승온 조건을 어느 정도하

면 해결하는가, 처방 I, II에서 유량이나 포속도

는 적정치로 되어 있는가, 기타, 욕비, 포지 전체

길이(winch, 액류) 등에 무리가 있는지 원인 해

석이 중요하며, 상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건을 선정할 수 있었다.

본 기술개발에서 핵심기술인 전처리와 염색기

술을 확립하는데 제품의 최종성능은 합격하기에

는 4.5급 이상의 우수한 촉감과 견뢰도 성능이 

도출되어야만 최적의 생산 시 성능이 우수하게 

평가될 수 있음.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최적의 

생산 공정 조건을 선정하였다. 

원단의 Color에 따른 색상판정(8 Color)은 이

형 단면사의 특성상 심색성이 다소 떨어지고, 개

질 Polymer로 열에 약하고, 경화현상 발생하므

로 Tenter 온도 조절이 필요하였다. 

기존 Pre-Tenter 190℃, Final-Tenter 170℃

에서 Pre-Tenter 170℃, Final-Tenter 160℃로 

조절하여 조건 확립하는데 Speed는 개질성분과 

Hood에도 연관이 많은바 분당 처리속도를 55m/ 

sec.로 조절하였으며 Speed가 현저히 낮을 경우

에도 경화현상이 일어나며 작업성을 고려하여 

Speed-up할 경우는 변사쪽의 상품성 가치가 떨

어지고, 가공 후 원단에 초크 마크가 발생 시 경

화현상 발생(Tenter 온도조절)하면 염색 시 농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염료 Type선정에 있어

서도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지만 E-Type은 배제

하여야 하며 SE-Type이 염착속도, 승화견뢰도에

서 안정적으로 농염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다. 

Drape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련축소도 중

요하지만 초기의 제직설계에 있어 위사의 밀도 

선정이 바람직하며 최적의 위사밀도는 85T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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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며, 직물의 선염성과 고급 Color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처리가 필수적인 선결문제인데 특히 

경사의 호제나 왁스 기타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

거해야 함에 있어 불충분한 전처리로 경사의 쵸

크마크 현상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정련 및 호발

관련기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사이징 시에 투입되는 호료에 따

라서도 정련약제의 선정과정이나 승온 타임 등이 

매우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대전방지가공에 의한 변색여부는 대전방지제의 

또 다른 실용적인 조건으로서, 이를 알아보기 위

해 대전방지가공 전후의 색차를 측정하였다. 대

전방지제 농도가 높을 때 색차가 커짐을 볼 수 

있었으나, △E=2 이상의 색차를 갖는 것은 없었

다. 그러나 일부 대전방제는 △E=2에 거의 근접

한 색차를 보였다. 항균처리 가공은 항균약제 선

정을 시판 되는 항균제 AMS-SR42 선정하였고, 

사용농도는 각 제조회사의 추천 범위내의 최소, 

최대치를 적용하였다.

가공처리법은 Wet pick-up 65-80%에서 최

소, 최대 농도별로 직물에 패딩 하였다. 패딩 열

처리 기계는 국내산 일성기계를 선정하였고 조건

은 1.6kg/㎠으로 속도는 30-40m/min로 작업을 

하였으며, Over feed조건은 +1~+2로 설정하였

으며, 온도는 130℃~180℃에서 작업조건으로 테

스트하였다. 

Sizing 후 위사용 소재원사인 EBBR 75/48의 

물성 중 신도와 강도는 제직, 가공 후에 원사 물

성보다 신도는 증가하고, 강도는 감소하는 데이

터를 확보하였으며, 상기의 조건을 고려하여 염

가공 조건을 개발하는데 참고하여 원단의 특징과 

물성을 적절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였다.

결 론

Acetate 대체 신합섬 폴리에스터 안감직물개발

에 대한 섬유 업계의 큰 진보 기술을 입증하였

고 용도 전개 확대로 섬유업체의 소재 개발 다

양화에 기여하였다. 원사, 준비제직, 가공, 플라

즈마 특수가공에 따른 Know-How를 체계적으

로 구축하여 타 산업 기술에 적용하면 우수한 

기술을 보급하였다. 관련업계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향후 공동연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안

감지 개발에 매개체로서 역할 부여하였다. 환경

친화적 소재개발에 의한 선진 섬유시장에서의 시

장 개척에 기여다. 스포츠웨어에서만 중요시 되

던 기능성의 적용 범위 확대로 비즈니스․캐주얼 

의류에 대한 기능성 부가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비스코스, 아세테이트와 같은 기존의 고급안감용 

직물의 대체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품질 및 가격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존 폴리에스터 안감직물의 고기능화 효과를 발

휘하고 잇다. Acetate 대체 신합섬 폴리에스터 

안감직물 시장 확대로 수출경쟁력이 제고되고 있

고 확보된 섬유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과제가 성공된다면 그 기술

의 파급속도 및 효과는 매우 빠르게 전개될 것

이다.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을 극복하고 더욱이 

섬유 제조 기술 및 생산기술력 향상으로 섬유산

지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쟁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보다 기술적 수준의 우위 

선점으로 수출경쟁력 확보 및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가 기대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소진, 전동원, 박영환(2006). 연사방법에 따른 아세
테이트/기능성 폴리에스터 복합사의 염색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2), 255-265.

성종미, 김혜림, 송화순(2005). 아세테이트 직물의 
NaOH 처리시 무기염 첨가에 따른 영향.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7(1), 1-6.

손원교, 차옥선(1998). 안감이 의복의 보온력에 미치
는 영향 (1) - 아세테이트 안감과 원피스를 중
심으로 -. 한국생활환경학회지, 5(1), 31-40.

이선영 ,홍경희, 이정순, 이예진, 김정화, 최상섭, 손진
훈(2000). 환경에 따른 여성외의용 신합섬 폴리
에스테르 직물의 접촉감성. 한국의류학회지, 24 
(1), 77-86.

김동권, 이주형, 이난형, 김삼수, 조환(1996). 



- 345 -

Polyester 신합섬 직물의 농색염색 및 대전방지
가공에 관한 연구 (1). 영남지역발전연구, 18, 
117-142.

김승진, 한원희, 이중호, 이민수, 김석근(1995). 에어젯
트 텍스쳐 제조공정조건이 신합섬용 폴리에스테
르사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섬유공학회지, 
32(7), 679-689.



- 346 -

조직도 종류 굵기
밀도

(Inch X Inch)
이미지

색상
경사 위사

면사
(Z꼬임, 
75T.P.I)

60’S

87 X 87

127 X 127

120’S

87 X 87

127 X 127

Table 1. S/S Season, geometry pattern fabric images by yarn thickness, density changes and color.

기하학문양을 표현한 직물 디자인의 패턴설계

백경진 ․ 김수미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고부가가치의 직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선

염과 날염, 자수 및 직물조직 패턴설계 등 다양

한 영역에서의 직물 디자인이 발전되어야 한다. 

아울러 직물 디자인은 독창적인 예술성을 실현시

켜야 하며 나아가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하학 패턴의 직물을 제직

하는 데 있어 복잡한 도비 또는 자카드 직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종광 직기와 직조 CAD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양한 기하학 패턴의 직도 

디자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트랜드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도

록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부가가치 패션소재 생산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내용은 직물에 적용 가능한 기하학 조직

패턴을 설계하기 위하여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였

다. 설정한 컨셉에 따라 (주)영우의 TexPro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직물에 적용 가능한 직물조직 

패턴을 설계한 후 원사의 종류, 꼬임수, 꼬임방

향, 실의 굵기, 경·위사의 밀도 변화, 기모가공 

여부 및 트렌드에 따른 원사의 색상변화로 S/S, 

F/W 직물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밀도를 변화시켰을 때, 

밀도가 낮으면 직물은 성글고 직물에 나타나는 

패턴의 크기는 커지며 러스틱한 이미지가 나타나

며, 밀도가 높으면 직물은 패턴의 크기가 작고 

편평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실의 굵기를 변화시

켰을 때, 실의 굵기가 굵으면 패턴은 크고 뚜렷

하게 나타나며, 굵기가 가늘어지면 패턴의 크기

는 작고 섬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모가공을 통

하여 F/W 시즌에 어울리는 직물 표현이 가능하

며, 가공 후에는 발생된 모우에 의해 조직감은 

떨어지나, 부드러운 촉감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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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트문양 직물 디자인의 패턴설계

백경진 ․ 김수미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종류 굵기
밀도

(Inch X Inch)
색상

경사 위사

이미지Ⅰ
면사

(Z꼬임, 
75T.P.I)

60’S
87 X 87

이미지Ⅱ 127 X 127

이미지Ⅲ
120’S

87 X 87

이미지Ⅳ 127 X 127

Table 1. S/S Season, yarn type, yarn thickness, density changes and color

이미지

Ⅰ(60’S 87/87) Ⅱ(60’S 127/127) Ⅲ(120’S 87/87) Ⅳ(120’S 127/127)

Table 2. S/S Season, stripe fabric images by yarn thickness and density changes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섬유산업에서 직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직물조직 

패턴설계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날염 및 선염

으로 표현된 다양한 도트문양을 일반 종광 직기

에 적용 가능한 패턴으로 설계하여 변화된 도트

문양을 제안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트

랜드 변화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부가가치 

패션소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내용은 2010년~2014년 S/S, F/W 시즌의 

최근 5년간 세계 4대 컬렉션에 발표된 패션 사

진 자료 총 1420장을 삼성디자인넷사이트(www. 

samsungdesign.net)에서 수집하였다. 그 중 연도

별, 시즌별로 도트문양을 분류하고 각 도트문양

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직물에 적용하기 위

 [Fig. 1]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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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조CAD 프로그램으로 직조패턴을 설계하

고 실의 종류, 꼬임방향, 꼬임수를 조절하여 S/S, 

F/W 시즌에 적용 가능한 실을 설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사와 위사의 실 배열은 동일하게 하

고, 실의 굵기, 직물의 밀도, 가공 등을 변화시켜 

도트문양을 나타내는 직물을 설계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동일한 굵기의 실에서 밀

도를 변화시킨 결과는 밀도가 높아지면 조직 무

늬는 치밀하고 작아지며, 밀도가 낮아지면 무늬

는 성글고 크게 나타났다. 또한 밀도를 동일하게 

하고 실의 굵기를 변화시킨 결과, 실의 굵기가 

가늘어지면 상대적으로 플랫하며 섬세한 표면을 

보였고 실의 굵기가 굵어지면 입체적이고 거친 

표면을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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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삼덩굴을 이용한 면직물의 천연염색

하영갑 ․ 이제남 ․ 이정숙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환삼덩굴(Humulus japonicus Sieboid & Zucc.)

은 잡초의 일종으로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도 자

생력이 높고 손바닥모양의 넓은 잎과 줄기에 솟

은 갈고리가시로 대상을 가리지 않고 걸타고 성

장하기 때문에 인간의 야외활동과 자연환경을 해

치고 있다. 이러한 환삼덩굴을 채취하여 천연염

색의 염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값싼 천연 염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

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환삼덩굴을 잘라서 추출액을 

만든 다음 추출액을 사용하여 면직물의 염색성과 

기능성 및 견뢰도에 관해 알아보았다. 환삼덩굴 

추출액을 사용하여 염색 온도, 농도, 시간 등을 

변화시켜서 면직물의 염색성을 검토하였다. 면직

물 염색의 최적조건은 물론 매염방법이나 매염제

의 종류에 따른 염색성을 검토하였으며, 실험방

법으로 염색은 염액 농도,염색온도와 염색시간을 

변화시키면서 IR염색기(KSL-24Perfect, 고려화

학)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매염처리는 4종의 

매염제(Fe, Cu, Sn, Al)를 사용해서 선매염 및 

후매염을 실시하였다. 표면 염착량은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 (UtraScan PRO, 

Hunter Lab, USA)을 사용하여 Kubelka-Munk

식에 의해 K/S값을 산출 하였다. 면직물 염색포

의 기능성으로 자외선 차단성, 소취성, 항균성 

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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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구성 비고

1 PP75D + 흡한속건 75/72 + Span 20D 순수폴리프로필렌 : 휴비스 PP 75/36
PET 50/72 : 수입사 50/72 DTY

흡한속건사 : 75/72 DTY
Span : 효성저온스판 20D

2 PP75D + Span 20D 싱글

3 PP75D + 흡한속건 75/72 양면

4 폴리에스터 75/72

Table 1. 원단구성 및 기본특성

순수폴리프로필렌 섬유복합 소재의 봉제성 평가

지영주 ․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서 론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와 여가중심의 라

이프스타일변화로 레포츠 시장이 급격히 신장하

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다양한 기능성

을 가지면서 기존의 고감성, 고기능성 제품과는 

차별화요소를 가진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레포

츠 제품에는 주로 흡한속건, 신축성, 경량성, 보

온성 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최근 제

조메이커들에서는 특히, 경량성을 위해 경량 합

섬 직물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고수

준의 경량직물의 제조기술은 일본에서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포츠․레져용 직물을 

용도에 따라서 사계절용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나 

대부분은 나일론 섬유를 7-15D급 수준의 세섬

사를 고밀도로 제직하여 주로 경량 아웃도어용 

바람막이용 또는 다운자켓용으로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일론 섬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원가가 높고 유사제품의 난립으로 인한 시장

의 공급은 이미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다. 폴리프

로필렌 섬유소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4.5-9.0g/d 정도의 강도와 

25-60% 정도의 신도를 가지는 섬유로서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스테르 섬

유나 나일론 섬유와 대등한 정도의 기계적 특성

을 가질 뿐 아니라 내약품성도 뛰어난 우수한 

섬유소재다. 또한 섬유의 비중이 0.90-0.93 정도

로 의류용 섬유소재 대부분의 비중이 1.1-1.2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모든 섬유 중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가지며 폴리에스터에 비하여 높은 

보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조건의 직물

을 가정할 때, 최소 20%이상의 경량화를 구현할 

수 있으며 우수한 보온성을 가져 최근 경량소재

를 요구하는 스포츠나 레져용 의류에 적합한 소

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폴리에틸렌 섬유는 그 특유의 극단적인 소수

성으로 말미암아 물을 매체로 하는 염색시스템에

서 어떠한 염료를 사용하더라도 염색이 거의 불

가능하여 난염성 섬유로 알려져 있으며 원단특유

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의복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염색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순수폴리에틸렌소재와 다른 합성섬유를 

복합하여 봉제성이 개선된 소재를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아웃도어 의류를 제작하여 봉제성을 평

가함으로써 아웃도어 의류에서의 폴리프로필렌섬

유의 상품성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시료는 Table 1과 같이 제조되었으며 순수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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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땀수(mm) 바늘호수 공급속도(RPM)

1 3.0 9호 500

2 2.5 9호 500

3 3.0 8호 500

Table 2. 원단의 가봉성 평가결과

Sample No 드레이프계수 표면/이면 비

1 0.15 0.14

2 0.15 0.15

3 0.13 0.13

4 0.15 0.15

Table 3. 원단의 드레이프성 평가결과

리프로필렌 섬유는 휴비스에서 제조된 75/72원

사를 사용하였으며 폴리에스터는 코오롱의 흡한

속건사 Aerocool을 사용하였으며 신축성 부여를 

위하여 효성의 스판(Span)사를 사용하였다.

순수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복합한 원단 4종을 

제작하여 가봉성 평가장비(SYN 200Y, DAIEI 

SEIKI MFQ Co., LTD), 이음피로도 측정기

(ADT-2, DAIEI SEIKI MFQ Co., LTD)와 심

퍼커링 측정기(KD-04, 테크녹스)를 이용하여 기

본 봉제성을 측정하고 드레이프성 측정기

(DRP-100, DAIEI SEIKI MFQ Co., LTD)를 

이용하여 각 10회 측정하여 평균데이터를 수집

하여 봉제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제조된 원단을 

이용하여 동일디자인으로 의복 3종을 제작하여 

의복의 맞음새와 세부 디테일의 봉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가봉성 평가에 의한 최적 봉제 조건은 땀수 

2.5-3.0mm사이이며 바늘호수는 1-4번 시료는 

9호, 5번 시료는 8호에서 가장 낮은 투과력을 

나타냈다. 가봉성 평가결과 도출된 바늘 및 땀수

로 의류봉제를 실시한 결과 심의 형성 및 주름

평가에 따른 이상은 없었으며 원활한 봉제가 진

행되었다.

드레이프성 측정결과 시료의 드레이프성은 싱

글과 양면에 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

며 표면과 이면의 비 역시 크게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일반폴리에스터 편물의 경우 0.15수

준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드레이프성은 폴리에스

터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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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폴리프로필렌/스판덱스 원단의 염색특성연구

지영주 ․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요 약

폴리프로필렌(PP) 섬유를 의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염법에 의한 염색을 해야 하는데 이

를 위한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실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만족할 만

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염색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PP 고유 물성은 전혀 지장이 없는 순수

PP 염가공법이 알려진다면 원착PP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PP 의류시장에서 원착PP를 대체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폴리프로

필렌 섬유는 거의 대부분이 방사 시에 안료를 

혼입하여 방사된 원착사이며, 이 경우 색상이 섬

유의 제조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수요

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할 수 있는 색상구현

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번 방사되면 정해진 

색상의 원사를 재고로 보유하여야 한다. 원착PP

도 원착개념의 원사 생산의 특성으로 여러 아이

템에 다양한 컬러웨이 제시가 쉽지 않고 소량생

산 대응의 어려움이 마켓 전개의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착PP 섬유의 높은 원사 

가격 및 극히 제한적인 색상, 로트관리등의 어려

움으로 인해 소비 욕구의 다양성에 부응 못 하

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발된 가염 PP의 

경우는 고유물성을 손상시키는 첨가제의 혼입으

로 PP 섬유 자체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기존 분산염료를 사용할 수 밖에 없

는 한계점으로 인해 견뢰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PP 원단의 경우 낮은 드

레이프성과 극단적인 소수성으로 인하여 의류용

으로 사용을 위하여 타소재와의 복합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견뢰도와 가염성이 우

수한 원착 PP사를 제조하고 이의 의복형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스판덱스섬유와 복합하여 편직

한 원단을 제조한 후 항균, 소취가공을 통한 기

능성 부여 후의 염색특성을 평가하여 의류용 소

재로써의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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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 전처리에 의한 천연 매염염색 직물의 
금속이온 용출 봉쇄 효과

김경선
㈜화수목 천연색소기술연구소ㆍ동아방송예술대학

서 론

환경친화성이 상대적으로 타제품에 비해 우수

한 제품만이 21세기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

는 현시점에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잠재

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모색의 필요성이 섬유업

계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화학염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염색 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수는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염색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금속류(크롬, 구리, 아

연)가 그대로 방출되면 동식물에 축적되고 결국

엔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질병을 유

발시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화학염색 공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화학염료의 대안으로 천연염료가 

학계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27). 천연염료

는 합성염료가 발견되기 이전까지 오랫동안 사용

되어 왔으므로 인체안전성이 검증되었다는 점, 

염재의 대분이 식물이나 동물에서 얻는 친환경적

이라는 점과 단일색소가 아닌 복합물 추출에 의

한 은은한 색상과 항균성이나 기타 부가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성염료를 대체할 매

우 긍정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천

연염색은 일광 및 세탁 견뢰도의 상승과 아름다

운 색상으로 발현하기 위해 금속매염이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하는 매염염료가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 특히 화려한 색상을 나타내는 적색계 

천연염료들은 다색성 매염염료가 대부분이며 이

들 매염염료는 견뢰도가 매우 취약하다. 더구나 

매염 염색된 직물이 인체에 직접 밀착될 경우 

땀액에 의해 섬유사이에 잔존하던 금속매염제가 

용출될 수 있고 심각한 피부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천연염색에 대한 염색법 및 

염색물의 견뢰도와 색상 등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천연염색물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곤

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천연염색물이 인체안전성

이 입증된 친환경적 섬유제품(eco-friendly tex-

tiles)으로 인정받기 위한 새로운 염색방법의 모

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호응도가 높은 섬유제

품에 대한 에코라벨은 1992년 제창된 Öko-Tex 

Standard 100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유럽 환경규

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자부 지원 하에 국내 

섬유제품에 대한 인증절차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29,30) 국내 섬유제품의 인증 수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코치닐은 화려하고 다양한 적색계열로 염색할 

수 있는 염료로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체친화

적인 천연섬유로서 의복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면섬유와는 반응성이 미약하여 염착이 잘 되지 

않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43). 코치닐 염색에

서 금속매염제는 면섬유에 배위결합에 의한 염착

이 가능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염료를 불

용화 시켜 견뢰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러나 천연염색으로서 코치닐 염색물이 환경친화

적 섬유상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금속매염제

의 위해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키토산가공포를 매염염색하면 매염제 특유의 

색상으로 발색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키토산

의 강한 킬레이트 작용으로 인한 금속이온 용출 

봉쇄제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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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코치닐의 아름다운 색상을 섬유에 재현시키고 

금속이온을 매염제로 사용하되 용출되지 않도록 

봉쇄할 수 있다면 친환경적 섬유제품으로서 손색

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치닐 날염직물에 대한 친환경적 섬유제품의 조

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Öko-Tex Standard 

100의 실험기준에 따라 금속이온 용출을 시험하

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 험

1. 시험포 및 시약

면, 나일론, PET, 아크릴포는 KS K 0905, JIS 

L 0803에 규정된 염색견뢰도 시험용 표준 백포

를 사용하였다. 키토산은 이화여자대학교 전동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였다. 매

염제는 4종을 사용하였으며, 모두 Duksan Pure 

Chemical Co., Ltd.에서 생산한 1급 시약을 사

용하였다. 염료는 코치닐(Cuccus Cacti L.)에서 

추출하여 정제된 색소분말을 사용했으며 주색소 

성분은 안트라퀴논계 카르민산(Carminic acid, 

C22H22O13)이다.

2. 실험

키토산 초산 수용액은 0.5%(w/v)와 1.0%(w/v)

로서 농도를 다르게 하여 제조하였다. 초산

1%(w/v) 수용액에 키토산 0.5%(w/v)를 넣어 수

용액을 제조하였다. 키토산 패딩은 가공제의 부

가와 반응/고착을 별도의 기계에서 행하는 연속

식 공정(continuous process)으로서 padding→

drying→curing 순으로 처리하였다. Sn, Cu, Fe 

매염제는 o.w.f 2%, Al 매염제는 o.w.f 5% 농

도의 매염액을 제조하여 선매염하였다. 코치닐 

염료를 이용하여 o.w.f 2%의 염액을 제조하여 

액비 1:50, 60℃에서 60분간 염색하였다. 

3. 측정

인공땀액의 조성은 KS K-105-04에 규정한 

산성땀액과 동일하게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유럽의 표준규격인 DIN53160(독일공업

규격), BS6810(영국표준규격)에 규정된 인공 산

성땀액에 대한 실험방법(extracted in artificial 

acidic sweating solution and measured by 

ICP)50)에 의거하여 액비 20:1의 산성땀액에 염

색직물을 침지하고 40℃에서 60분간 방치하여 

용출된 용액을 직물과 분리하여 금속이온농도 분

석에 이용하였다. 땀액에 용출된 금속이온 농도

는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Perkin Elmer Optima 

4300DV, Fig. 32)를 사용하여 인공 산성 땀액에 

용출된 금속이온 농도를 측정하였다. ICP는 을지

대학 기기분석실에 있는 장비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Öko-Tex Standard 100에 규정된 금속이온 

용출의 한계치는 Product ClassⅠ(baby)의 기준

으로는 25ppm(mg/ℓ)이다. Class Ⅱ(in direct 

contact with skin), Class Ⅲ(with no direct 

contact with skin), Class Ⅳ(decoration mate-

rial)의 기준으로는 50ppm이 적용된다. 

코치닐 침염직물에 대한 본 실험의 결과, 키토

산미처리, 구리 선매염 염색포의 경우만 제외하

고 모든 조건에서 25ppm 이하로 측정되어 에코

라벨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 선매

염 면포의 경우, 키토산처리에 의해 구리이온의 

검출량이 1/2이상 대폭 감소되어 키토산에 의한 

금속이온 봉쇄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견포의 경

우는 그 정도가 더욱 커져서 1/6로 감소되었다. 

구리 후매염의 경우, 키토산처리에 의한 효과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키토산만 처리된 면

포에서 금속이온 용출의 감소는 7%, 견포는 

10%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그러나 키토산과 

CA를 함께 처리한 경우 면포는 117%, 견포는 

27% 정도 감소되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구리이온의 봉쇄효과는 면포보다는 견포

에서, 키토산만 처리한 조건보다는 키토산과 CA

를 함께 처리한 조건에서, 후매염 보다는 선매염

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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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닐 날염직물에 대한 본 실험의 결과, 면과 

견 모두 키토산 처리에 의해 금속이온의 용출농

도가 크게 감소되고 있다. 키토산미처리 시료와 

비교해 보면 고분자보다는 저분자로 처리되었을 

때, 0.5%보다는 1.0%로 사용하였을 때 금속이온

봉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면과 견

의 공통된 경향이다. 

한편 키토산과 CA혼합액으로 처리된 면포의 

경우, 금속이온의 용출량이 오히려 증가되었다. 

그 원인은 키토산의 뛰어난 중금속 흡착능에 의

해 다량 흡착되었던 금속이온이 견고하게 염을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떨어져 나온 때문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조건에서 키토산처리에 의한 

금속이온의 봉쇄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분자 키

토산을 단독으로 1% 농도로 처리하는 것이 가

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견포의 경우도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 론

키토산이 전처리된 코치닐 침염직물의 에코라

벨 인증시험 기준에 의한 금속이온 용출실험에서 

구리이온의 봉쇄효과는 면포보다는 견포에서, 키

토산만 처리한 조건보다는 키토산과 CA를 함께 

처리한 조건에서, 후매염 보다는 선매염에서 그 

효과 더 컸다. 따라서 매염염색이라 할지라도 키

토산처리에 의해 친환경 섬유제품의 기준에 부합

시킬 수 있었다. 

키토산이 전처리된 코치닐 날염직물의 에코라

벨 인증 시험법에 의한 금속이온용출을 시험한 

결과, 키토산처리에 의한 금속이온의 봉쇄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저분자 키토산을 단독으로 1%농

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 견포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이었으며, 상기 

조건에서 면과 견포 모두 72% 이상 Al 금속이

온의 용출이 감소되었다.

* 본 연구는 2011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과제번
호 R0000788)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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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력 향상 및 착용감이 증진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개발을 위한 현 경기복 패턴 및 봉제기법에 대한 연구:

3社의 경기복을 중심으로

최은미* ․ 김홍제* ․ 김미경** ․ 권오경***
*한국패션산업연구원 ․ **DYETEC연구원 ․ ***(주)비에스지

동계 스포츠 중 스피드스케이팅은 0.01초로도 

승패가 좌우될 만큼 높은 스피드가 요구되며 이

는 선수의 기량과 함께 경기복이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한다. 따라서 주요 상위 선수권 나라에서

는 스피드스케에팅 경기복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공기저항 및 

마찰의 최소화, 경량화, 근력지지, 피트감 극대화 

등이 요구되는 고기능성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제작기술의 발달은 의복제작 기술의 특화와 시장 

선도화가 가능하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현재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제작기

술의 자국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

료된다.

본 연구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의 세계적인 

대표 브랜드인 ‘A社(샘플1)', 'B社(샘플2)', 'C社
(샘플3)' 3社의 경기복을 중심으로 적용소재의 

일반적 물성분석, 디자인 및 패턴분석, 인체부위

별 적용 봉제기법 분석을 통해 경기력 향상 및 

착용감이 증진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경기복 분석을 위

해 먼저 경기복의 디자인을 도식화로 나타내고 

부위별 디자인과 패턴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부

위별로 적용된 패턴의 조각수를 분석하였다. 봉

제기법 분석은 모자 부위, 몸통 부위, 소매 부위, 

다리 부위, 겨드랑이 부위, 사타구니 부위 등으

로 세분화 하여 진행하였으며 부위별 적용된 이

종 소재의 결합 및 적용 봉제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제품은 모두 각각 네 가지의 소

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샘플1과 샘플2는 딤플크

기가 상이한 두 가지의 딤플소재가 적용된 반면 

샘플3은 한 가지 딤플소재만을 적용하였다. 디자

인 면에서 샘플1과 샘플2는 유사한 디자인의 형

태를 띠고 있으나 샘플 2의 몸판패턴 수가 총 7

개임에 반해 샘플1의 경우 모자의 이마부분과 

몸판 앞․뒤의 패턴이 하나로 연결된 한 판 패턴

이 특징적이다. 또한 샘플1과 샘플2의 경우 일반

소매의 형태를 띰에 반해 샘플3의 경우 레그런 

소매 형태를 띠고 있고 샘플1의 경우 양 소매의 

패턴 및 소재구성이 상이하였다. 패턴 조각 수는 

샘플3이 가장 많은 만큼 부위별 패턴이 가장 세

분화되어 있다. 제품의 봉제방법은 크게 일반봉

제, 2본침4봉사 오버록 처리, 2본침3봉사 인터록 

처리, 지그재그 봉제, 심테이프 처리 등으로 나

눌 수 있고 대부분의 마감처리가 2본침4봉사 오

버록 처리로 되어 있다.

본 연구 결과 근육지지를 위한 압박형 의복임

에도 3社 모두 피부 배김현상을 유발하는 돌출형 

심(seam) 처리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패턴별 

이종 소재 적용과 무관하게 동일 봉제기법이 적

용됨으로써 라미네이팅 소재의 경우 크랙(crack) 

현상이 발견되어 심평활화 및 크랙(crack) 방지

를 위한 봉제기법 개발 및 적용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패턴 개발의 경우 부위별 패턴 수 및 

모양, 부위별 적용소재 분석자료를 토대로 인체

착용 실험을 통한 검증 후 보완 및 수정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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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체형과 7개국 원형의 맞음새 비교연구

노유민* ․ 김보아* ․ 남윤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의류/의상 교육기관

에서 사용되고 있는 바디스 원형 3종, 토르소 및 

원피스 원형 4종의 제도법과 원형별 특징을 분

석하고,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표준사이즈 체형

을 대상으로 각 원형의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각 

원형과 우리나라 20대 여성 표준 체형과의 맞음

새 적합성과 보정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 6차 Size Korea 인체측정

사업(2010) 결과 제시된 20대 여성 표준 사이즈

를 기반으로 제작된 바디를 사용하였다. 

2. 연구원형 선정

국내외 의류/의상 교육기관에서 사용되는 바디

스 원형 3종과 토르소 및 원피스 원형 4종을 연

구원형으로 선정하였다. 바디스 원형으로는 일본

의 신문화식, 미국의 암스트롱식 그리고 영국의 

나탈리 브레이식, 토르소 및 원피스 원형으로는 

한국의 L&N식, 독일의 뮐러식, 이탈리아의 세꼴

리식 그리고 프랑스의 에스모드식이 연구에 사용

되었다. 

3. 실험원형 제작 

선정된 7종의 원형은 제 6차 Size Korea 인체

측정사업에서 제시한 한국인 20대 여성 표준 사

이즈 바디를 대상으로 제작되었다. 소재 특성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머슬린을 사용하여 총 

7개의 실험원형을 제작하였다. 

4. 관능평가

의복구성 전공자 7인의 패널이 리커트 5점 척

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각 원형의 맞음

새를 평가하였다. 관능평가를 위한 문항은 원형

의 전체적인 외관과 앞, 옆, 뒤로 나누어 바디스 

원형 총 89문항, 토르소 및 원피스 원형 총 10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통계분석에는 SPSS 12.0이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및 고찰 

1. 바디스 원형 

관능평가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각 원형의 부

위별 치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문화식 바디스 원형

일본의 신문화식 원형은 옆을 제외한 모든 부

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총 89문항 중 13문

항에서 보정을 요하였다. 옆선의 위치가 뒤판 쪽

으로 치우쳐 있어 이를 진동둘레 부위는 1.8cm, 

밑단 부위는 3.5cm 앞판 쪽으로 이동하였다. 또

한 어깨선 역시 뒤판 쪽으로 치우쳐 있어 이를 

앞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뒷진동둘레 부근의 군

주름을 없애기 위해 어깨 다트 양을 조정하였다. 

2) 암스트롱식 바디스 원형

미국의 암스트롱식 원형은 3종의 바디스 원형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총 89문항 중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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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 보정이 필요하였다. 특히 목부위와 어

깨부위의 보정을 요하였고 전체적인 실루엣 또한 

한국인 20대 여성 표준체형에 맞지 않는다는 판

정을 받았다. 3종의 원형 모두 어깨길이는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본 실험원형의 경우 목너

비가 타 실험원형에 비해 좁았다. 전체 목둘레 

역시 연구용 바디의 목둘레보다 2.8cm 가량 짧

아 목부위의 맞음새가 좋지 못하고 당김이 발생

하여 어깨 부위에 군주름이 발생하였고 어깨끝점 

역시 맞지 않게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목너비를 

보정하고 앞목점을 높여 이 부위를 보정하였다. 

또한 옆목점에서 잘려나간 만큼 어깨끝점에서 늘

려주어 어깨너비를 유지하였다. 

진동부위의 외관은 좋았지만 타 원형과 연구

용 바디에 비해 깊이와 둘레 모두 작아 이것을 

보정하였다. 

3) 나탈리 브레이식 원형

영국의 나탈리 브레이식 원형은 총 89문항 중 

28문항에서 보정을 요하였다. 특히 어깨부위와 

진동둘레 부위의 보정을 요하는 문항이 다수였

다. 어깨선이 3가지 바디스 원형 중 가장 뒤판 

쪽으로 치우쳐 있어 앞판 어깨의 옆목점 부위를 

1cm, 어깨 끝점 부위를 1.8cm 줄이고 뒤판 어깨

에서 같은 양을 늘려 어깨선을 이동시켰다. 또한 

어깨 다트 양 보정을 통해 뒷진동둘레 부근의 군

주름을 없애도록 하였다. 또한 옆선의 겨드랑밑

점 부위의 들뜸이 보여 2.2cm를 줄이면서 옆선

을 앞쪽으로 이동시켜 바디의 옆선을 따르도록 

하였다. 허리둘레선이 전체적으로 짧아 앞중심에

서 1.8cm, 옆선에서 2.0cm 그리고 뒷중심에서 

2.8cm를 추가하여 실험원형의 전체길이를 연장

하여 허리둘레선을 바디의 허리선과 일치시켰다. 

2. 토르소 및 원피스 원형

관능평가를 통해 얻은 데이터와 각 원형의 부

위별 치수 차이 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L&N식 토르소 원형

한국의 L&N식 토르소 원형의 관능평가 결과, 

앞과 뒤 모두 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배부위, 

엉덩이둘레선 주변에 군주름이 많이 잡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원인으로는 앞판과 뒤

판의 허리다트양이 각각 3.8cm, 3.6cm로 비슷한 

양을 준 에스모드 앞판과 뮐러 뒤판의 경우, 두 

패턴 모두 허리다트를 두 개로 나누어 준 것에 

비해 L&N식 토르소 원형은 한 개로 주었다. 이

에 따라 보정과정에서 토르소 원형의 앞판과 뒤

판의 허리다트를 각각 두 개로 나누어 주었다. 

앞목너비 외관에 있어서도 문제가 보였는데 같은 

항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세꼴리식 원피스 원

형이나 에스모드식 원형에 비해 앞목너비가 좁은 

것을 원인으로 보고 보정 과정에서 앞목너비를 

넓혀주었다. 

2) 뮐러식 원피스 원형

독일의 뮐러식 원피스 원형의 관능평가 결과, 

앞목부위에서 제일 큰 문제를 보였는데, 뮐러식 

원형의 앞목너비가 다른 원형들에 비해 좁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보정과정에서 앞목너비를 넓혀

주어 목부위의 당김과 군주름 현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 옆에서 본 외관의 평가 결과, 뒤 어깨부

위가 들뜨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패턴의 

앞, 뒤 어깨처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어

깨선과 진동부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L&N식에 비해 앞 어깨처짐이 짧고, 뒤 어깨처

짐은 길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판 가슴다트위치와 뒷판 

허리다트위치에 있어서 문제를 보였는데, 앞판의 

경우 다른 패턴들의 가슴다트는 보통 어깨선의 

중심에서 시작하는데 비해 뮐러식의 경우 어깨선

상에서 옆목점으로부터 3.5cm 이동한 점부터 시

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뒤판의 경우 두 

개의 허리다트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허리다트가 

다른 비교 원형들에 비해 뒷중심에 가깝기 때문

에 허리다트위치에서 문제가 나타났다. 

3) 세꼴리식 원피스 원형

이태리의 세꼴리식 원피스 원형의 관능평가 결

과, 진동부위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진동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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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당함을 묻는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

데, 이는 세꼴리식 원형의 진동깊이선이 21.6cm로 

다른 원형들에 비해 길게 설정되었기 때문으로 보

인다. 진동깊이의 수정은 패턴을 제도 할 때 기

초선 설정 시 가슴둘레선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므로 보정사항에 제외하였다. 또한 어깨선이 뒤

로 치우쳐 있으며 뒤 어깨부분에서 들뜨는 현상

이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 뮐러식 원피스 원형에

서와 같은 이유로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패턴의 

앞, 뒤 어깨처짐이 뮐러식 원피스 원형처럼 

L&N식에 비해 앞 어깨처짐이 짧고, 뒤 어깨처

짐은 길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은 보정과정에서 적

용되었다. 또한 진동너비와 진동 여유분의 적합

함을 묻는 항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

는 옆에서 본 외관에서 세꼴리식 원형이 다른 

원형들에 비해 진동너비가 좁기 때문이다. 이러

한 결과의 원인은 원형 치수에서 앞품과 뒤품의 

길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세꼴리식 원

형이 앞품과 뒤품의 길이가 4개의 원형들 중에 

가장 길기 때문에 진동너비와 여유분이 좁았던 

것으로 보인다. 

4) 에스모드식 토르소 원형 

프랑스의 에스모드식 토르소 원형의 관능평가 

결과, 앞에서 본 외관의 결과는 4개의 비교 원형 

중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은데 반해 옆과 뒤의 외

관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옆선과 어깨선

이 뒤로 치우쳐 있고 등부위가 들뜨며 뒤에서 

보았을 때 허리와 엉덩이부분에서 당김과 군주름 

현상이 많이 보였는데 이에 따른 원인은 허리둘

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여유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에스모드식 원형의 여유분을 살펴보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 여유분이 0으로 나타

났는데 여유분이 없었기 때문에 바디에 착장 시 

제대로 입혀지지 않아 옆과 뒤에서 본 외관의 

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깨끝점 위치의 적합함을 묻는 항목에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에스모드식 원형이 

다른 원형에 비해 어깨끝점의 위치가 본 연구에

서 사용 된 기준 바디보다 밖으로 나와 있기 때

문으로 보인다. 원형별 치수를 비교해 보면, 에

스모드식 원형이 다른 3개의 원형들보다 앞목너

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길이가 비교원형들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어깨

끝점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의류/의상 교육기관에서 

사용 되는 바디스 원형 3종과 토르소 및 원피스 

원형 4종을 채택하여 패턴별 제도법과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표준체형을 대

상으로 실험원형을 제작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하

였다. 바디스와 토르소 및 원피스 원형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던 부위로는 목, 어깨, 진

동부위였고, 주로 목부위에 당김현상, 어깨선이 

뒤로 처져있거나 등, 어깨부위가 들뜨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위의 부위들은 서로 연결되며 함

께 보정이 요구되는 부위들이었다. 관능평가를 

토대로 각 나라의 표준체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7종의 원형 패턴을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표준

체형에 적합하도록 보정사항을 제시하고 보정 후

에 관능평가를 재실시 한 결과, 각각의 원형이 

보정 전 원형보다 우리나라 20대 여성 표준체형

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원형의 특성

을 분석하여 제시된 보정방법은 각 원형의 활용 

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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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충격보호복 개발을 위한 선호도 조사:
50~70대 여성을 대상으로

박정현* ․ 이정란** ․ 구영석**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 연구소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건강문제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노인 의료비

용도 매년 증가하여 2011년에는 전체의료비의 

32.2%를 차지할 정도로 높아졌다("2012 Senior 

statistics ", 2012). 노인은 신체기능을 저하로 인

해 낙상을 쉽게 경험하게 되며, 노인의 경우 골

다공증으로 인해 약한 충격에도 골절이 쉽게 발

생한다. 또한 낙상은 부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동반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Winter 

time, falling accident protection," 2011).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하면 낙상 시 인체에 가해지는 충

격을 줄여주어 고관절 골절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만(Kannus & Parkkari, 2006; Suh & Kim, 

2009), 착용 시 느끼는 불편함과 부적절한 착용

으로 인해 보호대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노인의 신체적과 낙상 현실을 고려한 

충격보호의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0∼7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낙상

보호복 개발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조사결과를 충격보호용 의류 개발을 위한 기

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50대부터 70대까지의 여성을 

조사대상자로 하여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270부를 배부하여 268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

답이 불완전한 26부를 제외하고 24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인 사항, 낙상경

험 및 낙상관련 특성, 충격보호복에 대한 수용도 

및 요구사항, 충격보호복 설계를 위한 디자인 선

호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50대가 35.1%, 60대가 

32.2%, 70대가 32.7%였으며, 월 평균 가계소득

은 100만원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으며, 직

업은 주부가 6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였으며,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가 고등학교 이상

의 교육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2년 이내 낙상

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43.1%를 차지하였다. 

낙상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로부터 낙상과 관련하

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낙상을 경험

한 계절은 겨울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실외에

서 낙상을 경험하였으며 낙상 시 하고 있던 활

동은 걷기, 계단오르내리기, 자세변경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낙상의 원인으로는 미끄러짐이 가

장 많았고, 낙상으로 인한 부상의 종류는 타박상

이 가장 많았으며, 골절이나 염좌 등의 심한 손

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부상부위는 무릎, 발

목, 손목, 허리·엉덩이, 꼬리뼈 순으로 나타났다.

낙상충격보호의류에 대한 수용도 및 요구사항

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충격보호의

류를 구매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충격보호복

이 개발된다면 보호되었으면 하는 부위로 무릎, 

허리, 고관절, 엉덩이, 발목, 꼬리뼈, 허벅지의 순

으로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충격보호복의 형태는 

바지에 충격보호기능을 고정하는 형태를 가장 선

호하였고, 바지에 충격보호기능을 착탈, 내의에 

충격보호기능을 고정, 내의에 충격보호기능을 착

탈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충격보호복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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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매의사에 대해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조

사하여 3.7 이상의 평균값을 얻어 긍정적인 반응

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구매 시 지불할 수 있

는 가격의 수준은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충

격보호복 착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보호패

드로 인한 부피감이나 무게감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충격보호복 개발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활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격보호용 하의류 설계를 위한 디자인 선호

도 조사는 바지와 내복바지로 나누어서 조사하였

다. 바지 디자인 선호도 조사 결과, 겨울용 바지

를 선호하였고 캐주얼 스타일, 일자형 실루엣을 

선호하였으며 보통의 여유량, 발목길이의 바지길

이를 선호하였다. 허리벨트는 지퍼여밈에 옆 부

분에 고무밴드가 들어간 디자인을 선호하였고 색

상은 회색·검은색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

며 신축성 있는 소재를 선호하였다. 내복바지 디

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겨울용을 선호하였

고 몸에 밀착되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내의 길이는 발목길이를 선호하였고 

허리밴드는 고무밴드를 원단으로 감싼 형태를 선

호하였으며 3.5cm 내외의 넓은 허리밴드를 선호

하였다. 색상은 회색·검은색 계열에 대한 선호도

가 높았으며 대다수가 민무늬를 선호하였고 소재

는 면에 스판이 함유된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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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중고등학생의 여름철 교복 아이템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이진희 · 김윤희
원광대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

서 론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인하여 관공서

나 학교의 실내 온도를 26도로 유지하고 냉방기

구를 시간대 별로 운전을 정지하여 다수가 생활

하는 학교 교실에서 좀 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교복의 보다 쾌적한 착용감에 대한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 서울 한 고등학교는 2006년 여

름부터 교복 선정위원회가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

을 모으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면으로 

된 흰색 폴로형 셔츠와 무릎길이의 반바지를 여

름 교복으로 정했다고 한다.(http://media.daum. 

net, 2006.04.22.) 이렇게 특히 여름 날씨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일선 학교

에서 생활복 개념으로 티셔츠와 반바지를 착용하

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

은 학교가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에 있어서 무한

정 냉방기구를 사용할 수 없는 학교의 재정을 

볼 때 교복을 통한 체감온도의 조절이 시급한 

실정이 되었다. 학생들의 쾌적하면서도 통기성이 

좋은 교복 착용을 통해 더위에 대한 대응을 교

복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학교차원에서의 배

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익산지역을 중심으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

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교복 착용실태를 파악하

고 교복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복의 아이템을 다양

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는 데에 연구의 목

적이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익산 지역의 남자 중고등학

교 학생 233명(중학생 105명, 고등학생 128명)

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교

복 만족도에 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였다. 설문의 구성

은 총 4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교복 맞음새(6

문항), 교복 만족도(상하의 구분 20문항), 생활복

에 관련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관한 문항

(11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고 학생의 인

적사항(1문항), 교복의 구매형태(2문항), 하복용 

교복 아이템(3문항), 교복 변형(2문항), 교복 착

용 실태조사(4문항)로 구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교복 구매 형태 및 구매시 중요요인

교복 구매 형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동구매

가 60.3%를 나타났으며, 교복전문점에서 구매하

는 경우는 36.2%로 나타나 대부분 공동구매를 

통해 교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

복 구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디자인

이 제일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디자인은 이

미 학교마다 정해진 디자인이므로 배정받은 후에

는 다시 선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음은 활동성, 가격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 

이것은 사춘기에 외모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나

타내는 시기이므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가

격도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이 가격에 있어서는 많은 빈도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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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인
학교단위

유행 디자인 맞음새 소재 활동성 가격 브랜드 관리성 계  χ2

중학생 14(13.3) 40(38.1) 8(7.6) 11(10.5) 18(17.1) 11(10.5) 1(1.0) 2(1.9)
105

(100)

15.6*고등학생 3(2.4) 50(39.4) 12(9.4) 12(9.4) 19(15.0) 25(19.7) 5(3.9) 1(0.8)
127

(100)

계 17(7.3) 90(38.8) 20(8.6) 23(9.9) 37(15.9) 36(15.5) 6(2.6) 3(1.3)
232

(100)

*p<.05

표 1. 중·고별 교복 구매시 중요요인의 분포

단위 : N(%)

내 연령 증가에 따라 현실적인 면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들이 디자인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도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내용

에도 민감함을 알 수 있다.

2. 여름철 착용하고 있는 교복 아이템 

착용 실태 및 수선

주로 여름철의 경우 주로 교복 상의 안에 티

셔츠를 입는다는 학생들이 83%를 나타내 대부

분의 학생들이 교복 상의 안에 티셔츠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내에서 체육복을 입는다는 

학생들도 65%로 나타나 교내에서 학생들이 교

복상의를 하루 종일 입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복 하의의 경우 본 조사 대상자들은 

반바지를 착용하는 학교는 없었으며 하복용으로 

추가했으면 하는 아이템으로 반바지가 58.6%로 

많은 학생들이 착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것은 올여름부터 5부 여름 교복바지를 

허용한 통영의 충무중학교의 설문조사 결과 재학

생 97%, 학부모 93%가 반바지 착용을 동의했다

고하는 기사(http://www.knews.co.kr/news/ar-

ticle)의 내용과 비슷한 결과로 남학생의 경우 여

름용 교복 반바지의 착용은 고려해 봐야 하는 

교복 아이템인 것으로 사료된다.

학생들의 교복 수선 부위에 있어서는 남학생

들의 경우 바지통이나 바지허리를 가장 많이 수

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복상의는 하의에 비

해 비교적 덜 수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교복의 맞음새 및 생활복 착용 실태

교복의 상의 및 하의의 부분별 맞음새 정도를 

살펴본 결과 바지통의 경우 수선도 제일 많이 

이루어진 부위이며 맞음새에서도 60.3%가 바지

통이 크다고 응답하여 교복업체에서 제작시 고려

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길이의 경

우도 43.1%가 길다고 응답하여 가장 맞음새에 

문제가 있는 부위임을 알 수 있다.

생활복의 경우 익산의 경우 아직 중학생들은 

착용하는 곳이 많지 않으며 주로 고등학생들이 

착용하는 것으로 칼라가 있는 폴로셔츠 형태가 

가장 많이(53.9%)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직까지 생활복의 아이템도 다양하지는 않아 보다 

쾌적하면서 활동성이 편리한 아이템의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교복외의 추가로 

구입해야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가격대의 사복으로서의 기능도 겸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개발되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여름방학이 짧아 학교생활을 

오래 해야 하는 여름철의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서 보다 쾌적하고 활동성이 편리한 교복 착용을 

위해 현재 중·고등학생들의 교복 착용 실태를 파

악하여 아이템의 다양성 재고를 위한 기초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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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교복 구매 형태에서는 

공동구매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교복 

구매 시 디자인, 활동성, 가격의 순으로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아이템의 경

우 반바지 착용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하는 수선부위는 바지

통과 바지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의 맞음

새에 있어서도 바지통이 크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바지길이도 길다고 응답하였다. 생활

복의 경우 익산 지역의 경우 중학생들은 아직 

많이 착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폴로 

반팔 셔츠를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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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거주 한국인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 특성:
사이즈 측면을 중심으로

최진희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패션 트렌드와 함께 개인의 체형에 잘 맞는 

의복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의복 맞음새(fit)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와 외국계 SPA 브랜

드로 국내 패션시장은 잠식되어 가고 있지만, 정

작 소비자들 의복 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체형과 사이즈에 대한 언급은 어떤 국내 의류업

체나 학계 연구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따

라서, 이러한 명품 브랜드와 외국 SPA 브랜드에 

대한 체형 및 사이즈 문제점을 보다 쉽게 파악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 소비자들 보다 손쉽

게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미국 거주 한

인들의 의복구매행동을 살펴보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따라서, 미국 거주 한국인의 의복구매행동특성

을 분석하고, 나아가 신체부위별 사이즈 맞음새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외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의류의 사이즈 등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소비자들의 의복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조사내용은 Kim et. 

al.(2008)의 연구를 참고로 인구통계학적인 관련 

문항, 의복 구매 관련 문항을 구성하였다. 맞음

새 항목은 선행연구(Choi & Han, 2005)의를 참

고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 대상자는 미국 North Carolina 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20~50대 한국인으로 미국 

의복 구매 및 착용 경험이 이민자, 유학생, 직장 

연수자, 교환교수 및 연구원, 미국 회사 근무자 

및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10월~2013년 1월에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 중 응답 내용이 미비

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7부를 분석에 이용하

였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 패키지 SPSSWIN 

Ver. 20.0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분포는 ‘20~29세’ 12명(6.8%), ‘30~ 

39세’ 71명(40.1%), ‘40~49세’ 90명(50.8%), 

‘50세 이상’ 4명(2.3%)로 40대가 전체 50.8%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남성’ 82명

(46.3%), ‘여성’ 95명(53.7%)이었다. 미국 거주 

기간은 ‘3개월 이상~1년 미만’ 77명(43.5%), ‘1

년 이상~3년 미만’ 64명(36.2%), ‘3년 이상~5년 

미만’ 36명(20.3%)로 나타났다. 직업은 ‘교육자’ 

42명(23.7%), ‘학생’ 34명(19.2%), ‘주부’ 34명

(19.2%), ‘공무원’ 26명(14.7%), ‘사무직’ 25명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환교수, 공

무원 등 거주자 대부분 기혼이기 때문에 ‘주부

‘의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고졸’ 2명

(1.1%), ‘4년제 대학졸업’ 81명(45.8%), ‘석사’ 

46명(26.0%), ‘박사’ 48명(27.1%)로 대학원졸업 

이상이 53.4%이며, 고학력자들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인 변인에 따른 미국 거주 

한인들의 의복구행동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연령과 소득은 높아질수록 

월평균 의복구입비는 증가하는 반면에 거주기간

은 짧을수록 의복구입비가 많았다. 이는 거주기

간이 짧을수록 의복구매 욕구가 커지기 때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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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다.

둘째, 연령 따른 미국의복에 비해 한국의복의 

선호이유는 ‘30대’ 이하 젊은 연령대에는 ‘디자

인’을 ‘40대’ 이상에서는 ‘사이즈’를 가장 큰 원

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높아짐에 따라 한

국의복 선호이유는 ‘디자인’ 항목은 줄어들고, 

‘사이즈’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이것은 

연령 및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체형의 변화

에 따라 사이즈의 중요도가 증가하기 때문이었

다. 하지만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의복에 

비해 미국의복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격’에 대한 

선호도는 줄어들고, ‘반품 및 교환 서비스’ 라는 

응답이 높아졌다. 또한, 직업에서도 대부분의 직

업에서 ‘가격’을 미국의복의 가장 큰 선호이유라

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적은 학생과 본인 이외

의 가족들의 의복을 구입해야 하는 주부는 ‘반품 

및 교환 서비스’가 가장 큰 선호이유라고 응답하

였다. 이를 볼 때, 한국 의류산업에도 주부들의 

구매력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반품 및 교환에 대

한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한국인의 미국의복 사이즈 선택 기준은 

남녀 모든 아이템에서 한국의 의복사이즈와 ‘동

일한 사이즈’를 선택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사이즈를 한 단계 작게’ 선택하였

다. 하지만 여성의 팬츠는 다른 아이템과 달리 

사이즈를 한 단계 크게 선택한다고 응답한 비율

이 높았는데, 이는 허리둘레나 엉덩이둘레 이외

에 팬츠의 맞음새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밑위길이

가 미국의복이 상대적으로 짧아 불편함을 느끼는 

때문에 사이즈를 더 크게 선택하였다. 해외 브랜

드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밑위길이에 대한 연구

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미국의복의 신체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평가결과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목둘레, 상완둘

레, 손목둘레, 밑위길이 항목에서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엉덩이둘레는 ‘조금 크다’의 

응답비율이 ‘비슷하다’보다 약간 높았다. 소매길

이와 다리길이 항목은 ‘조금 크다’가 절반 이상

을 차지하였으며, ‘매우 크다’도 30%로 나타나 

이 부위의 맞음새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인 체형과 한국인 체형에

서 소매길이, 다리길이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글로

벌 브랜드에 대해 치수연구가 더욱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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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의류 개발실태

정희경 ․ 이정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 부산대학교 의류학과/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서 론

한국은 2000년 이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이상 14%미만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노인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고령자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Statistics 

Korea, 2010),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

로 진행되고 있어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에 이를 전망이다(Yang, 2013). 현대

의 건강하고 경제사회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노인

대학이나 여행, 레저 활동 등 활발한 취미생활을 

즐긴다. 이에 따라 실제 연령보다 젊어 보이기를 

원하는 다운 에이징(down aging)이 주요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

를 설계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는 사회 전반

에 걸쳐 소비문화의 변화와 실버산업의 급성장을 

가져왔다. 노인들의 높은 경제수준, 라이프스타

일의 변화, 외출용 의복착용의 기회증가로 의복

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

의 체형에 적합하고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의복이 제작되기를 원한다. 또한, 노인들의 

사회 참여 정도가 높아지면서 의복의 기능성뿐 

아니라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

양한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요인을 가진 실버세

대의 새로운 의복에 대한 관심과 욕구로 인해 

앞으로 실버세대 의류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

된다. 이에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른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의류 개발 및 그들의 심리적 만족감

을 줄 수 있는 의복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한 실버세대를 대상으

로 현재까지 개발된 기능성의류를 살펴봄으로써 

실버세대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기능성과 심미성

을 충족시키는 다기능의류를 설계하는데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실버세대

실버세대(Silver Generation)란 인간의 생물적 

노령화로 인한 생리적,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행동능력의 저하의 시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 국제연합(UN)이 규정한 65세 이상

의 고령자를 실버세대라 지칭하는데, 최근 건강

하고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경제적 

여유를 갖춘 고령층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

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2%에 해당하는 613만7천702명으로, 1970년 

99만명대에서 2008년 500만명을 돌파한 후 5년

만에 600만명을 넘었다. 2017년에는 고령인구가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5년 1000만명을 넘어선 뒤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7.4%인 1799만1052명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버의류산업

실버산업은 고령자 및 노후대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를 대상으로 노후의 신체적, 정신

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를 공급하는 제반 사업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



- 372 -

소가 발표한 ‘국내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보고

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산업 

성장률은 4.7%인 반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률은 

연평균 12.9%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고

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시장 규모가 2002년 12조8

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43조9천억원으로 3배이

상 커지고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148조6천억

원으로 2002년에 비해 1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Jeon, 2009). 보건복지부는 국내 고령 

산업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와 관련한 전체 시장 

규모는 2010년 33조2천241억원에서 향후 10년

간 연평균 14.2%씩 성장해 2020년 125조원 규

모에 달할 전망이다(Oh, 2009).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 의류

노인에게 있어서 의복은 외모에 대한 자신감

을 갖게 하여 그들의 약화된 지위와 활동 및 사

회적 관계에 도움을 준다. 노인들의 진보적, 적

극적으로 생활하려하는 독특한 욕구와 의복 구매

력은 실버의류산업이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실버세대를 위한 의류는 노인 

특유의 체취와 땀 배출, 건조한 피부 등을 감안

한 소재 사용과 목주름, 검버섯 등을 감춰줄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하다(Chung, 2005). 또한, 노

화에 따른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보완

해주고, 입고 벗기 쉽게 설계되어야 한다(Lim & 

Lee, 2011). 노년기도 타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미가 심리상태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상실된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보완해 줄 수 있

도록 체형에 적합하고, 기분 좋게 착용할 수 있

으며, 아름답게 표현된 디자인의 의복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판중인 기능성 실버의

류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 연구논문, 실버

용품 전문 쇼핑몰, 관련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관련 분야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국특허정보원(KIPRIS, http: 

//www.kipris.or.ke)과 윕스(WIPS, http://searc

h. wips.co.k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

용하여 등록․공개된 특허 및 실용신안 자료를 조

사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능성 실버의

류의 아이템 구성, 용도, 소재, 형태 및 특징 등

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의류 제품

현재 시판중인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의류 

제품을 살펴보면 주로 이너웨어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보호복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제

품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의 M사는 나이가 들어 

등이 굽은 여성 고령자를 위해 굽은 등이 표시

가 나지 않는 의류를 제안하였는데, 평균 8cm를 

늘려 등과 허리는 잘 맞으면서 뒤끝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H사는 쪽을 이용한 친환경 

요양복 개발을 비롯해 잠옷, 침장류 등 다양한 

실버용품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B사에서는 발열

내의, 황토내의, 키토산 내의 등을 판매하고 있

으며, T사에서는 어깨, 팔꿈치, 무릎 부분에 세

라믹 원단을 덧대어 보호해주는 한방 보온내의, 

머드 보습내의, 28도를 유지해주는 체온내의 등

을 판매하고 있다. U사에서 출시한 요실금팬티

는 성별과 체형에 따라 사이즈가 다양하고 패드 

두께가 얇아 입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게 특징

이다. 컴팩트 슈즈매장 S사에서는 오래 걸어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기능성 구두와 당뇨환

자 등을 위한 기능성 신발을 제작하였는데, 특수 

가죽과 재질을 사용하여 발이 부어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으며, 혈액순환에도 많은 도움을 주도

록 제작되었다. C사의 슈즈는 노인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을 위해 발 사이즈와 폭, 발등 높이 

등을 체크하여 오래 신어도 피로가 쉽게 오지 

않고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다. 신축

성과 보온기능을 갖춘 경혈자극 기능성 덧버선은 

토르말린 소재의 바닥이 경혈을 자극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이처럼 현재 시판중인 실버세대를 위

한 기능성의류는 노인들을 위한 안전성,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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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었으며, 디테일로는 지

퍼나 후드 등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트렌트인 스

포티즘을 반영하여 디자인하고 있었다. 

2. 특허 및 실용신안

실버세대를 위한 기능성의류에 관한 국내 특

허 및 실용신안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신체 기능 

퇴화에 따른 체온조절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

해 보온성과 관련하여 전자 열전모듈과 공기대류

방식에 의한 지능형 항온의복, 이방향성 형상기

억장치 혹은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가변 보온장

치를 적용한 제품 등이 제안되었다. 체형보정과 

관련하여 노인들의 굽은 등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척추 보정용 속옷, 척추교정용 상의 등이 

제안되었고, 몸매를 보정해주면서 고관절 부위의 

충격보호 기능을 포함하는 볼륨업 거들 등이 제

안되었다. 항균․소취기능과 관련하여 노인 특유의 

체취 제거를 위한 천연식물추출 배합 조성물, 광

섬유를 이용한 살균 직물 및 그 제조방법 등이 

제안되었으며, 노인들의 배설 문제와 관련하여 

용변주머니 교체형 기저귀, 용변저장실이 형성된 

일회용 기저귀 등이 제안되었다. 신체정보와 관

련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된 의복 부착용 위치발신기, 위기

상황 감지용 의복 시스템,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스마트 의복 등이 제안되었다. 또한 근력이 저하

된 노인들이 보행 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방

지하고, 안전하고 쉽게 보행하기 위하여 제안된 

웨어러블 로봇보행 슈트, 노인용 신발, 기능성 

실내화, 자동조임신발 등이 있었다. 기타 부자재

와 관련하여 노인들이 옷을 입거나 벗는 동작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버클, 의복 

착의 및 탈의 장치, 라벨 및 이를 구비한 섬유제

품 등이 있었다.

결 론 

실버의류산업은 실버계층 고객들의 증가와 함

께 소비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실버의류산

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급

스러우면서도 감각적이고 편리성을 갖춘 의류가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트렌드가 반영된 의복은 물론 변형된 체형

의 단점을 커버하고, 젊어 보일 수 있는 디자인 

및 패턴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노인 소

비자의 욕구에 맞춰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면 실버계층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실버세대

를 위한 기능성의류는 대부분 이너웨어나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보호복 형태로 개발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체 건강한 노인들의 다양한 활

동을 위한 기능성 의류 제품은 미비한 실정이었

다. 따라서 실버세대 소비자들의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패턴 개발과 함께 착용감이 뛰

어난 소재 연구를 통한 기능성의류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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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동복의 기능성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김유미 ․ 이정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서 론

교복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들

이 주로 착용하는 의복으로, 학교에서의 생활이 

많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의생활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의복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중요하지만,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있어 의

복은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황의영, 1994).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교복 착용이 

이루어 진 것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여학생들

이 상하 같은 색의 다홍색 치마저고리로된 한복 

교복이 최초였으며(최혜주, 2012), 이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복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오고 있

다. 현대의 교복은 제복으로서의 교복에서 벗어

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

템으로 인식되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패션트랜

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시기의 여학생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트랜드에 민감하게 반

응하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보여 질 것

인지에 대해 많은 신경이 쓰일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남학생과 달리 겨울철에도 스커트를 

주로 착용하는 여학생들에게 있어 교복은 추위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동작에 제약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치마 교복만 입도

록 하는 중·고등학교는 전국 4,093개교의 28%인 

1,142개 교로서 점차 줄어들고 있고(MOGEF, 

2004), 이로 인해 여학생 교복에 하의 선택에 있

어 바지 착용의 증가 추세는 계속 될 전망이다

(2012 최은희). 

여학생들의 바지 교복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우리나라 여고생 교복의 변천에 대한 연

구(유희경, 2007), 여중·고등학생의 교복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하는 교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임

주희, 2004)에서 부분적으로 바지교복에 대해 연

구한 것이 전부였다. 최근에 서울시 여자 중·고

등학교 학생의 바지교복에 대한 착용실태 및 인

식(김성실, 2010)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을 

뿐, 여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된 바지교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학생들의 교복 착용 실태를 

알아보고, 청소년기의 여학생들이 겨울철에도 편

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

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바지교복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 하고자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경남ㆍ부산ㆍ울산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7

군데를 임의로 선정하여 고등학교에서의 교복 착

용기간이 짧은 1학년과 수험생인 3학년을 제외

한 2학년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김유미, 2010; 황

영미, 2010)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교복 구

매, 겨울철 교복 착용실태, 보온 기능성 교복에 

대한 요구 등 27개의 설문 문항을 예비조사 후 

수정 보완하여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 이중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한 325부를 통계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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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교복의 기능성 대한 만족도는 5점 평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남⋅부산⋅울산지역의 고등학교 여학

생들의 교복 상표의 구입형태를 알아본 결과 A

업체가 30.1%로 가장 높은 구매율을 보였다. 교

복 구입비용은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으로 교복 구입 비용이 높게 나타났

다. 이는 선행연구(김유미, 2013)에서 남학생의 

교복 구매 비용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가

장 많은 결과와 차이를 보였으며, 여학생들의 교

복구입비용이 남학생들의 교복구입비용보다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복의 하복과 동복의 원단에서 느끼는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복 착용 

시 활동성과 보온성에서 가장 높은 불만을 보였

다. 여학생들이 하의에 주로 착용하는 속옷종류

로는 팬티+레깅스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겨울철

에도 교복인 스커트를 주로 착용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어 진다. 상의에 주로 착용하는 속옷

은 라운드 반팔티셔츠와 메리야스가 가장 많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는 겉옷으로 조끼와 패딩점

퍼를 착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상의는 겉

옷으로 보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은 

편하고 간단히 착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교복의 기능성에 대해 조사

한 결과 교복 기능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기능성 중 겨드랑 땀 흡수패

드, 재킷밑단 여밈 자석, 정전기 방지 은사 안감

에서 3점 이하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 외 

보온성을 포함한 다른 문항에서도 3점 초반대의 

만족도를 보여 기능성에 크게 만족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겨울철 보온을 위한 기능성 교복의 개발

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호감을 보인 학

생이 82.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생연구(김

유미,2013)의 결과 바지를 착용하는 남학생들의 

보온성 호감도 75.1%보다 더 높은 응답율을 보

였다. 보온성이 가장 필요한 부위로는 하의로, 

그 중 허리 부분의 보온이 시급할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류신아, 박길순, 2011; 최

혜주, 2012)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교복 변형

에서 오는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되어 지며, 교

복 변형행동에서 오는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야

기되어 진다. 이에 여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겨울철에도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착용 

시 만족감이 높은 기능성 교복을 개발하는데 많

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여학생들의 교복 착용실태 및 기

능성 교복에 대한 만족사항과 요구사항을 알아보

고, 겨울철 교복을 착용함에 있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사가 반

영된 교복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학생

들을 위한 기능성 교복은 앞으로 더 많은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특히 현

재 착용되고 있는 동복의 경우는 보온성 및 활

동성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연

구에서는 보온성이 높고 실용적인 소재를 적용하

여, 겨울철 여학생들의 교복착용에 있어 보온성

과 활동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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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발 성장에 관한 연구5)

이정은 · 도월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발은 우리의 몸을 받쳐주고 있으며 인체를 움

직이는 데 지렛대 역할을 하여주는 전신의 축도

라 할 수 있다. 발은 인간의 행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 초등학생

은 신체 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활동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그들의 신체구조에 적합한 

의류 및 신발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신발설계의 기초자

료로 발의 부위별 사이즈를 살펴보고, 학년 별 

발의 성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발 성장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하여 제 6차 인체측정조사사업(Size 

Korea, 2010)에서 측정한 3차원 발 측정 자료를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8

세에서 13세까지의 초등학생 1218명이며, 측정 

항목은 키와 몸무게, BMI지수를 포함하여 발과 

관련된 길이 6항목, 두께 및 너비 7항목, 높이 

13항목, 둘레 5항목, 각도 4항목으로 총 38항목

이다. 측정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599명, 여학생 619명으로 나타

났으며, 연령 분포는 8세 176명, 9세 212명, 10

세 189명, 11세 193명, 12세 232명, 13세 216

명이었으며, 신장은 139.1cm, 몸무게는 35kg, 

BMI지수는 18.2 로 나타났다. 3차원 발 측정 항

목의 기술통계 결과 초등학생의 발직선길이는 

211.0mm, 발너비는 80.7mm, 볼높이는 31.3mm, 

아치(arch)높이는 13.3mm, 볼둘레는 212.1mm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 항목에 대한 연령별 

* Corresponding author: 
E-mail: whdo@chonnam.ac.kr 

평균 비교를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과 사후검

증으로 Duncan test을 실시하였다. 연령 별 발 

계측치의 분석 결과 새끼발가락측각도 항목을 제

외한 37항목에서 연령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 지속적인 발성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항

목별로 살펴보면, 길이 항목은 연령이 높아질수

록 항목 별 평균치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두께 및 너비 항목에서 발목두께, 발꿈치

너비, 발목너비 항목은 11세에 급격한 성장을 나

타냈으며 11세 이후로 성장 폭이 낮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높이 항목은 엄지발가락높이, 새끼

발가락높이, 볼높이, 발등높이, 발꿈치점높이, 발

꿈치위점높이 항목에서 11세까지 크게 성장하다

가 11세 이후로 성장이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둘레 항목은 발목수평둘레, 복사뼈아래둘

레 항목에서 11세까지 급격하게 성장하고 11세 

이후로는 성장 폭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각도 항목은 연령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나, 연령에 따른 순차적인 성장의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3차원 발 측정 항목은 각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항목별 

평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길이 항목

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두께 및 너비, 높이, 둘

레 항목은 11세를 기점으로 성장속도가 급격하

게 증가하다가 11세 이후에는 성장속도가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인과 

다른 초등학생 아동의 발 형태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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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패션 디자인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
의복구성 교육과정 모델 제안

안인숙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서 론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화는 패션 산업의 활성

화로 이어졌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

는 창조적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패션 디

자인은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

기 때문에 패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도 더욱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시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는 의복구성 분야에 중점을 두고, 비즈니스 지향 

및 창의성 개발을 중요시하는 미국의 패션교육기

관의 의복구성 교육과정과 교육체계를 연구하였

다. 그 결과 미국의 주요 패션교육기관은 기초영

역부터 심화과정까지 의복구성 교육과정이 어패

럴 디자인 위주로 진행이 되고, 시장세분화에 맞

추어 교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업체와의 연계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음

이 인지되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의복구

성 교육의 특성화를 유도하면서 글로벌 전문 인

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의복구성 교육 모델을 제

시하였다. 이는 미래적인 교육과정 개발 및 한국 

패션 디자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고 본다. 

자료 분류 및 분석 방법

사례연구를 위한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17개 

패션교육기관의 패션 디자인 관련 학과/전공의 

중점영역, 교과과정의 구성 및 내용을 주로 다루

었다. 보편적인 의복구성분야 교과목과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인체분석과 관련된 교과목인 인체

와 의복, 피복공학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성복 

생산과 관련된 의류 생산 공정 및 봉제와 관련

된 교과목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즉, 기성복 

생산을 위한 기초 봉제 및 패션 기초 입문 과정

인 Fundamental Apparel Production(Intro Fashion 

및 Sewing Technology), 패턴을 만들고 디자인

한 것을 옷으로 표현하는 단계인 Pattern Deve- 

lopment(Flat Pattern, Draping, Pattern CAD/ 

CAM) 과정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응용 단계인 

Advanced Apparel Production은 고급 봉제, 테

일러링 및 어패럴 디자인 프로세스 전체를 포함

하는 special needs(니트, 아동복, 남성복, 이브닝 

드레스 등)를 포함시켰다. 또한 교과목 명칭에 

있어서 복합적 성격을 지닌 교과목의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의 설명 및 개요를 확인하여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외하였다. 의복구성분야 교수 2인

이 해당 자료들을 분류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빈

도 및 백분율의 기술 통계치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및 고찰

미국의 17개 패션교육기관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의복구성 분

야의 교과목들을 Fundamental Apparel Produc- 

tion, Pattern Development, Advanced Apparel 

Production의 3개 대그룹으로 분류하고 6개 세

부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미국의 패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어패럴 디자인위주의 교육이

었다. 즉 단지 그림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Apparel design 과목들은 실제로 자신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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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Korean clothing construction education model

디자인한 옷을 실제 작품으로 완성하는 과정까지

를 디자인 프로세스라 한다. 

교육 과정을 보면 한국과 겉으로 많이 비슷하

나 사실상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기초 교육이 

한국에 비해 강화되어 있고, 기초를 먼저 배우고 

자신이 선택한 특성화된 영역에 맞게 전공 심화

과정의 수업을 받는다. 의복구성 수업을 보면 봉

제 강의에서는 상업적 패턴을 사용하여 봉제 기

술의 습득과 옷의 구성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된다. 패턴을 배우기 전단계로 기본 봉제 

강의를 듣게 되는데 그다음 단계로 플랫 패턴 

제도법과 입체 재단을 함께 배운다.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은 실제로 패턴수업의 다른 접근법이

다. 그다음 심화과정으로 입체재단 및 플랫 패턴 

디자인을 바탕으로 본인이 아이디어 조사부터 디

자인 그리고 패턴 제작, 원단 선택 그리고 완성

해내는 종합적 디자인 스튜디오 과정이 있다. 또 

다른 교육적 특징은 디자인수업과 의복구성 수업

이 병행되어 있다. 기초를 배운 후 아무리 기초 

과정의 수업이라도 그것을 응용하여 자신의 디자

인으로 완성해야 한다. 즉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또 다른 특징은 전공교과과정의 세분화 및 업체

와의 연계과정이다. 기초과정의 습득 후 자신의 

미래의 직업에 따라 심화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

어 이에 따라 다양한 수업이 제공되어 진다. 아

동복과 남성복, 니트 디자인 등 시장의 세분화에 

맞추어 교과목도 세분화 되어있다. 그리고 산업

체와 연계한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도 실제 자신

이 원하는 직업세계를 경험해보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다.

디자인과 의복구성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패션 디자인학과에

서 의복구성 교육과정은 선행연구나 본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디자인이란 

어패럴 디자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완성된 상품

까지를 이야기 하므로 스케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옷으로 표현했을 때 진정한 디자

인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패션 

디자인학과의 수업은 의복구성과 디자인 수업이 

별개로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이 실

제 자신이 디자인한 결과물이 마지막 학기인 4

학년 졸업 작품뿐인 경우가 많다. 더욱이 Clo- 

thing for special needs 부분이 취약한 경우도 

많다. 특히 취업을 위한 인턴쉽 제도나 실제 업

체에서 요구되고 있는 창조성에 기반을 둔 상품 

지향성 디자인 수업이 의복구성 교육과정에 필요

하다. 이에 한국의 패션 디자인학과의 의복구성 

교육과정에 있어 Pattern Development, Advan- 

ced Apparel Production 수업의 강화 및 Ad- 

vanced Apparel Production 수업을 3학년과 4학

년 과정에서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과정 모델을 제시해본다. 무엇보다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행되는 의복구성 교육에서 패턴에 

대해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 수업과 

연계해 학생이 표현하고자하는 바를 디자인화해 

작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모든 의복구성 교과에

서 수행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한국

의 패션 디자인학과의 의복구성 교육과정에 있어 

Pattern Development, Advanced Apparel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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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ion 수업의 강화 및 Advanced Apparel 

Production 수업을 3학년과 4학년 과정에서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복구성의 교육과

정 모델을 제안해보았다. <그림 1>

무엇보다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행되는 의복

구성 교육에서 패턴에 대해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 수업과 연계해 학생이 표현하고자하

는 바를 디자인화해 작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모든 의복구성 교과에서 수행되는 모델이 필요하

다고 본다.

첫째, 학년별 의복구성 교육과정 중에서 1학년

은 Basic Technology 및 Theory로 나누어 기초

적인 이론과 실습교육을 제안하였다. 

1학년 1학기 교육 과정에는 의복구성 기본 과

정으로 기초 바느질을 배우는 Sewing Class(패턴 

제작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패턴과 의복구성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의복을 구성하는 것을 해 

본다), Intro Fashion(인체의 이해와 인체와 의복

간의 관계를 배우며 이를 응용하여 기본적인 디

자인 아이디어를 인체에 적용해 보며 이때에는 

옷감이 아닌 다른 재료들을 사용해 본다). 

1학년 2학기에는 기본 원형(sloper)을 제작하

는 단계로 패턴메이킹 I과 인체에 직접 재단하여 

패턴을 제작하는 드레이핑 I을 수업과정에 넣어 

패턴의 기초와 인체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작되어

진 기본원형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둘째, 2학년은 Pattern Making과 고급의복구

성 교육에 중점을 둔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1학

기와 2학기에 걸쳐 패턴메이킹과 드레이핑 수업

을 두 단계로 나누어 II, III을 개설한다. 2학년 

시기에는 무엇보다 원형을 기초로 하여 스커트, 

바지, 드레스, 재킷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제도

하고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Advanced 

Sewing Tech이나 테일러링 수업을 개설하여 패

턴을 제도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의복을 구성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한다.

셋째, 3학년은 Advance Studio와 디자인 및 의

복구성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교육을 제안하였다.

3학년의 의복구성 관련 교육 과정에서는 Clo- 

thing for Special Needs 수업이 주를 이루게 구

성한다. 

1, 2 학년에서 배운 봉제 및 패턴 의복구성 

능력을 발휘하여 직접 디자인을 하여 컬렉션을 

구성해보는 수업으로 즉 디자인 수업과 의복구성 

수업의 연계가 이루어 져 본인이 디자인하고 패

턴을 개발하여 옷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능력

을 신장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을 한다. 

니트 디자인, 아동복 디자인, 남성복 디자인, 

스포츠웨어 디자인, 이브닝 웨어 및 웨딩 드레스 

디자인 등과 같은 다양한 스튜디오 강의를 개설

하여 학생들이 본인들의 적성과 미래의 직업을 

고려하여 택할 수 있는 기회를 폭 넓게 제시해

주는 것이 이 단계에서 꼭 필요하다.

또한 CAD(computer aided design) 수업을 개

설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해 보는 

과정도 제안하였다. 패턴에 관한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고, 수작업을 통해 여러 가지 과정을 

배운 후에 CAD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3학년 교육과정에 제안하였다. 

넷째, 4학년은 special needs 단계로 의복구성 

관련 교육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산업체 연계과정

인 업체 인턴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이 단계에서는 Advanced Studio인 Clothing for 

Special Needs II 과정과 Internship 과정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인컨쉽 수업은 4학년 2학기에 12학점으로 개

설하여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직접 한 학기동안 

full time 인턴으로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실제 

경험을 쌓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취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결 론

대학에서의 패션 디자인 교육과정에 대한 변

화가 요구되고 그 중에서도 의복구성의 특성화 

및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추는 의복구성 교육과

정 개편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의 패션교육기관의 

의복구성 관련 교육과정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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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복구성 관련 교과목을 분류해서 살펴본 

결과 ‘Clothing for special needs'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Draping과 Pattern CAD

가 높았다. 

2. Fashion Design의 개념보다는 Apparel 

Design의 개념이 강하여 수업을 상업적 패턴을 

사용해 봉제 기술의 습득 및 옷의 구성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3. 기초 과정을 매우 중시하며,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 모두 수업에서 배운 것을 기본으로 

본인의 디자인을 작품으로 완성해야 한다.

4. 전공교과 과정이 시장 세분화에 맞추어 다

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고, 산업체와 연계한 프로

젝트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전공 전환이나 전공 간 교차 수강이 용이하

며, 실무 위주의 교육과 특성화된 심화과정 교

육, 장학금이나 저렴한 학비와 산학연 프로그램 

등의 장점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패션교육기관의 의복구

성 교육과 정이 창조적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과목의 내용을 좀 

더 다각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학연 연계를 통해 실무와 더 밀

접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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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지역의 친환경의류제품개발현황

김희숙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안동, 영주를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은 빼

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문화자원이 

집중 분포된 지역인 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

대적으로 현대산업이 낙후된 지역이다. 따라서 

비교우위자원인 청정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전통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계승ㆍ발전

시킴으로써 지역자원의 독창적 산업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안동포, 한지, 명주, 

인견, 천연염색 등 다양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입

증된 친환경전통직물소재의 전국적인 생산지이

다. 그러나 소비자의 호응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이유를 선행연구에서는 열악한 

산업환경과 홍보부족에 의한 소비시장의 빈곤, 

교통불편에 의한 소비자의 호응도 저하, 상품디

자인력 부족, 전문인력 부족, 고임금과 생산 및 

유통 비용의 상승에 의한 경쟁력의 저하, 중국제

품의 범람 등을 들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산학협력시스템구축, 지적재산권 확보, 해

외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경쟁력 확충, 지역

특산브랜드의 명성유지 및 홍보에 힘쓰고 있으나 

그 실효성의 징후는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북북부지역의 친환경전통의류제

품의 개발현황을 분석함으로서 이 지역 특산품의 

지역자원화 및 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2년 4월에서 2013년 3월까지 

경북북부지역의 안동포, 한지, 인견 천연염색 관

련 생산기업체 35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친환경전

통직물제품의 개발현황에 대하여 자료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북북부지역의 친환경전통직물산업의 현황

은, 85%이상이 친환경직물제품으로써 이미 생산

된 원단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및 의류제품 개발의 기반은 매우 취약

하였다. 2. 제품개발에 있어서는, 전통공예를 활

용한 친환경 생활소품이 53%를 차지하였으며 

고가의 수제품으로서 구매소비자층이 제한적이어

서 판매량은 미미하였다. 한복 등 전통의류제품

생산이 28%로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역 내에서 소규모 주문식 생산방법에 

의거하고 있었으며 디자인개발시스템구축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그 외에는 체험교육을 통한 제

품개발 및 홍보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교

육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소규모의 개인이 개

발한 교육프로그램 의해 시행되고 있으므로 교육

프로그램인허가 등의 시스템 구축에 의해 교육의 

질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3. 경북북부지역은 안

동포, 한지, 명주, 인견, 천연염색 등 다양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친환경전통직물소재의 

전국적인 생산지이다. 그러나 지역 내의 다양한 

친환경전통직물제품 간의 정보교류 및 활용은 전

무한 실정이다. 지역 간의 교류활성화에 의한 친

환경의류제품에 대한 특산화와 융합화가 요구된

다. 4. 지역의 관련기업체에서 제시한 친환경의

류제품의 발전을 위한 방안은, 제품의 디자인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시스템의 상시 활용, 판매

망 구축에 의한 제품홍보, 산학관연 네트워크 구

축에 의한 협력 방안에 관한 의견이 많았다. 5.

지역친환경전통의류제품의 특산화를 위한 방안에

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개

발 및 관리로써 훼손을 최소화하여 친환경제품과 

웰빙제품을 선호하는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하다. 6. 지속적 발전을 위해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는 관련분야의 전문인적자

원양성, 해외판매경로 개척, 다른 산업과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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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제품개발 및 홍보 등을 들 수 있으며,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대중

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지역문화관광상품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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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make hemlines move, economy or something else?:
Analysis of Vogue USA from 1920s to 2012

안인숙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Introduction

Fashion is a style that is popular in certain 

period or a set of trends that have been ac-

cepted by a wide population in the market 

and is a combined phenomenon of psycho-

logical, socio-economical, and cultural points 

of view of the times(Brannon, 2010). An 

economist of Wharton School of Business, 

George Taylor, introduced the hemline index 

in 1926 (Baardwijk & Franses, 2010). This 

theory says that hemlines on women’s dresses 

fluctuate with the national economy, measured 

by stock prices or gross domestic product 

(GDP). The economy is up, hemlines go up, 

but the hemlines drop during the economic 

down term. There is some research on hem-

line theory in the US, but the studies are not 

current (Jack & Schiffer, 1948; Mabry, 1971) 

or done by foreign country such as Nether- 

land (Baardwijk & Franses, 2010).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 be-

tween economy and changes of hemline in the 

United States. 

Research questions

The research questions considered in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

Question 1: Is hemline change in women’s 

fashion related to the economy?

Question 2: Is hemline movement cyclical 

or random, and is its velocity related to de-

velopment of capitalism?

Methodology 

In this study, United States will be chosen 

for research. There is suitable data set from 

magazines and stock index available for anal-

ysis covering a period of 92 years. The study 

will focus on the dimensions of skirt length 

and dress length for ladies spring and fall 

fashion from 1920 to 2012.

In the study the hemline index (theory) will 

be to put to an empirical test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ny validity in this theory or 

not. Monthly data from March and Septem- 

ber on the hemline of skirts and dresses will 

be analyzed and aggregated the monthly data 

to annual data, where sample starts as early 

as 1920 and ends in 2012. Changes in stock 

index or Dow zones will be used as the main 

economic indicator in this study because 

monthly data for these indicators are avail-

able, which will be aggregated to annual data 

to examin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the hemline and the economy. 

Examination 

To analyze the hemline changes of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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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fashion, skirt/dress length analysis 

will be performed from editorial section not 

from advertisements on the issues for March 

and September for the years 1920 to 2012. 

Vogue USA will be selected for the research 

because it has played a key role as a visual 

filer of changes in fashion. Each season de-

signers have shown ideas on the runway, and 

Vogue has caught them and introduced them 

to consumers through its pages (Watson, 

1999). Vogue has been of importance to the 

fashion world as a media outlet and a gate-

keeper as well as an indispensable source for 

museum curators responsible for collections of 

twentieth century dress (Mendes, 1988). Since 

Vogue USA Magazine has been one of the 

top women’s fashion magazines in the United 

States women have been highly influenced by 

what they read and saw in magazines (Choi, 

et al., 2009; Kopnina, 2007). The reason why 

March and September issues will be used for 

this study is both issues deal with collections 

of the seasonal cycle –Spring and Fall run-

way shows. They are the first issues to fea-

ture the new-season clothes for spring/summ-

er and autumn/winter respectively (Derrick, 

2007).

To analyze the length, the researcher will 

search editorial images of skirts and dresses; 

and analyze length and yield an average of 

them; and put the results under the categories 

of five distinct dress lengths, which are Mini 

(1), Ballerina length (above the knee) (2), be-

low the knee (3), Full length (ankle) (4) and 

Floor length(5). Each finding will be docu-

mented in a spreadsheet format and arranged 

by month and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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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프렌을 활용한 새로운 의복제작을 위한 방향제시

김효민 ․ 신사라 ․ 심은희 ․ 이서영 ․ 정다움 ․ 송정아
경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서 론

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활수준이 향상됨

과 동시에 예술과 문화 분야에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합쳐져서 좀 더 

감각적인 취향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이어

야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유행의 흐름을 이

끌 수 있고 상품가치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디

자인은 회화와 조각과는 달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므로 편

리함과 미적인 부분도 함께 생각해야한다. 훌륭

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조형성이 

있고 또한 실용성, 경제성, 유행도 생각해 보아

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대사회의 특성에 맞

추어서 다양한 디자인과, 실루엣, 소재개발 등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던 창의적이고 다양한 패

션디자인을 하려고 한다. 

그중에서도 신소재 섬유인 네오프렌(Neop- 

rene)1)은 잠수복 소재로 특수용도에만 쓰였으나 

디자인하는데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인 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의

복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과정 하에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concept을 ‘재창조’라는 의

1) 클로로프렌고무 또는 이것에 소량의 다른 단위체를 중
합시킨 합성고무의 상품명이다. 현재는 CR이라는 약
칭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제조는 아세틸렌 2분자를 
중합시켜 얻은 비닐아세틸렌에 염산을 첨가시켜 클로
로프렌을 얻고, 이것을 5℃ 또는 40℃에서 에멀션화시
켜 얻는다. 전선의 피복이나 호스에도 사용되고, 접착
제로도 사용된다.

미로 이미 있는 것을 고치거나 새로운 방식을 

써서 다시 만들어 낸다는 것으로 모티브를 선정

하였다. 최종 선정 된 모티브인 ‘미래 자동차’를 

의복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일러스트와 도식

화를 그리면서 다양한 디자인 과정을 반복하여 

디자인을 확정하고 의복 제작과정에서 다양한 패

턴 변형과 입체 패턴을 시도하면서 신소재인 네

오프렌 섬유의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였고, 새로

운 발상과 재미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완성도 높

은 의복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이다.

 

연구방법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지 컨셉을 잡고 디자인

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수복 소재의 네

오프렌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미래 자동차

를 컨셉으로 잡았으며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하는 

과정에 소재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

인으로 구상하였다. 제작 과정에서 디자인 요소

를 다양한 장식적 디테일, 구조적 디테일 결합과 

형태의 변형을 통하여 창조적인 디자인을 연출하

기 위해 일러스트와 도식화를 그렸다.

본 연구에서 장식적 디테일과 구조적 디테일

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패턴을 구상하여 네크

라인(neckline), 칼라(callar), 소매(sleeve), 커프스

(cuffs), 포켓(pocket) 등 의복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적 디테일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미지 컨셉에 맞게 나왔는

지, 원하는 디자인이 원단으로 해보았을 때 구현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광목을 사용하

여 디자인한 옷을 원단가봉 전 샘플로 제작하였

다. 광복 가봉 시 여러 번 피드백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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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비대칭 장식적 디테일 구조적 디테일 왜곡

<그림 1> 구조적, 장식적 디테일 표현 및 형태의 변형 (도식화)

원하는 디자인에 맞는 실루엣이 나오도록 작업하

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광목가봉을 거친 뒤 네오프

렌으로 의상제작 하였다. 

본래 네오프렌은 잠수복소재로 내모성, 내구

성, 내약품성이 강하지만 낯설고 이질적인 느낌

으로 상용화되지 못하였는데 원단 가봉 시 네오

프렌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유니크한 의복을 제작하여 상용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형태의 변형은 상식을 벗어나 의복을 왜곡하

거나 신체의 일부를 과장, 초현실주의의 기법을 

통한 착시, 의도적인 미완성, 의복의 어느 한부

분이나 특정한 곳을 과장하거나 비대칭, 기존의 

착장 방식을 부정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 반전

의 재미를 추구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주로 잠수복 소재로 쓰이는 특수소재 ‘네오프

렌’이 미래자동차의 컨셉을 가지고 의복이 완성

되는 과정을 보면서 창조적인 디자인을 표현하는

데 네오프렌 소재를 활용 할 수 있음을 알았다.

제작과정이 생활의 미학과 조형적 미학을 구

현하려는 두 가지의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였고, 

네오프렌원단을 응용하여 다양하고 실용성 높은 

디자인을 대중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본 연구는 

네오플렌 원단을 가지고 과장, 비대칭, 장식적 

디테일, 구조적 디테일, 왜곡을 이용한 5벌의 의

상을 제작하였다. 

네오프렌 원단의 특성상 두께감과 신축성으로 

인해 잘 박혀지지 않아 재봉에 어려움을 겪었으

며, 상침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완성도가 높

아 보였다. 끝단 처리는 레이저 컷팅이나 오버

룩, 지그재그 재봉틀, 특수재봉틀을 사용하여서 

밑단 처리가 두껍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할 것이다.

구김이 쉽게 가지 않지만 접힌 부분이 잘 복

원되지 않고 다림질을 할 수 없어서 원단을 접

은 상태로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푹신한 촉감과 

볼륨감이 있어 독특하고 입체적인 의상 제작이 

가능하였다.

결 론

일반 의류 소재뿐만 아니라 네오프렌과 같은 

특수소재로 현대적인 디자인이 가미된 의상을 제

작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도가 되었으며 다양

한 소재의 활용방안도 모색하게 되었다.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을 창조

해내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으며 다양하게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 할 수 있었다.

또한 패턴과 봉제는 옷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모양을 살릴 수도 있어 디자인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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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고, 의상이 하나

의 조형 예술로 거듭나려면 패턴과 봉제이라는 

기술 또는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소

재에 새로운 재질감(texture)과 형태(shape)를 구

성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인식 할 수 있는 계기와 다양한 의상 표현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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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 여성의 작은 발 형태에 관한 연구:
발길이 225mm 이하를 대상으로

김남순 ․ 도월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서 론 

현재 국내의 신발 업체들은 한국공업규격(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S 

3405) 구두용 구두골의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Han, 2005). KS 여성용 구두골의 발길이 치수

는 205∼255mm로 규정되어 있으나 Han(2005)

의 연구에서 신발 생산치수현황과 판매치수현황

을 조사한 결과 Off-line 업체에서 ‘기성화 사이

즈’라 불리는 230∼245mm 사이즈만이 매장 자

체에 비치되어 당일 구매가 가능하며 On-line 

업체에서는 다양한 사이즈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기성화 사이즈가 아닌 구두 구매시 환불 

및 반품이 불가능하거나 별도의 last 제작비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발이 매우 작거나 큰 소

비자들은 신발 구매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청소년들의 체형은 서구화 되어 발

의 크기가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5차 

사이즈코리아의 직접 계측 데이터 중 발크기 

225mm 이하의 20∼50대 여성이 44.67%로 적

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발 형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225mm이하를 작은 발이라 명

명하고 제 5차 사이즈코리아 3차원 발 계측 데

이터를 이용하여 20∼59세의 여성 중 발길이가 

225mm 이하에 해당되는 323명을 대상으로 발

의 형태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분석항목은 제 5차 사이즈코리아에서 3차원 

발 계측 항목인 40항목을 사용하였으며 SPSS 

21.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

석, 일원분산분석, 군집분석, Duncan의 사후검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 형태와 관련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40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부

하량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실루엣 

형상화에 중요한 항목으로 최종 35항목이 사용

되었다. 고유치(eigen value)가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한 결과 9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 요

인이 설명할 수 있는 총 분산은 약 77.32%이다. 

추출된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 1은 발너비 및 발

가쪽 돌출정도 요인, 요인 2는 발길이 요인, 요

인 3은 발목 관련 요인, 요인 4는 발안쪽점 돌출 

정도 요인, 요인 5는 발가락 높이 요인, 요인 6

은 안쪽복사뼈 관련 요인, 요인 7은 발 후반부 

크기 요인, 요인 8은 가쪽복사뼈 관련 요인, 요

인 9는 발등 위치 요인으로 나타났다. 

발길이 225mm 이하 성인 여성의 발을 유형

화하기 위해 요인분석에 추출된 9개 요인을 독

립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가지 유형으

로 분류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각 유형 

간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유형별 요인점수와 실

측치에 대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

였다. 분석 결과 요인점수에 대하여 발목 관련 

요인인 요인 3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실측치는 40항목 중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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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차가 나타났다. 유형별 특

징을 살펴보면, 유형 1(n=130)은 전체 유형 중 

40.2%에 해당되며 발너비 및 발가쪽점 돌출정도 

요인과 가쪽복사뼈높이와 안쪽복사뼈높이 관련 

요인의 점수가 높은 반면, 발길이 요인과 발가락 

높이 요인, 발 후반부 크기 요인, 발등위치 요인

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새끼발가락측각도는 

세 유형 중 가장 크지만 엄지발가락측각도는 중

간에 속해 발가락이 모이지 않은 형태라 할 수 

있으나, 외측볼너비가 큰 편이므로 발가쪽이 돌

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길이와 둘레는 작은 

편에 속하고 발 전반부의 높이는 낮은 반면 발 

후반부의 높이가 높은 편이므로 측면의 경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형 1은 발너비가 

좁고 발가쪽이 돌출한 D형의 솟은 형태를 이룬

다고 할 수 있다. 유형 2(n=125)는 전체 유형 

중 38.7%에 해당하며 발너비 및 발가쪽점 돌출

정도 요인과 안쪽복사뼈높이 관련 요인, 발등 위

치 요인의 점수가 낮은 반면, 발길이 요인, 발안

쪽점 돌출정도 요인, 발가락 높이 요인, 발 후반

부 크기 요인, 가쪽복사뼈높이 요인의 점수가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새끼발가락측각도와 외측볼너

비가 세 유형 중 가장 작으나 엄지발가락측각도

와 내측볼너비가 가장 크게 나타나 발안쪽이 돌

출되었으나 발가락이 모이지 않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볼높이와 발등높이 역시 세 유형 중 가

장 높으며 발목이 굵고 발 후반부가 큰 편으로 

유형 2는 발목이 굵고 발안쪽이 돌출하여 C형을 

이루며 발 전반부의 높이가 높고 후반부가 큰 

편에 속해 전체적으로 두꺼운 형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유형 3(n=68)은 전체 유형 중 

21.1%에 해당되며 발너비 및 발가쪽점 돌출정도 

요인은 중간에 속하고 발안쪽점 돌출정도 요인 

점수는 낮게 나타나 돌출된 부위가 없으며 발길

이 요인, 안쪽복사뼈높이 요인, 발 후반부 크기 

요인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실측치를 살펴보

면 새끼발가락측각도와 엄지발가락측각도가 작고 

내측볼너비와 발꿈치너비가 세 유형 중 가장 넓

어 돌출된 부분이 없이 균일한 형태를 이룬다. 

유형1과 같이 발목수평둘레와 복사뼈아래둘레가 

작은 편에 속해 발목이 가늘며, 볼높이와 발등높

이가 낮은데 비해 발등둘레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발의 너비가 넓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유형 3은 돌출된 부분 없이 균일한 H형으

로 발목이 가늘지만 발길이가 길고 발너비가 넓

은 납작한 형태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

로 유형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유형 

1에서 각각 48.5%, 43.8%의 분포를 나타내었으

며, 40대와 50대는 유형 2에서 각각 39.0%, 

54.5%의 분포를 나타내어 연령간 차이를 보였

다.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면 Suh and Suk 

(2003)은 20세 이상 성인여성의 발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유형 1은 발의 크기가 가장 크고 

살이 많으며 발너비가 넓고 발등높이가 가장 높

고 새끼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있다고 하였고, 

유형 2는 발크기는 중간크기로 엄지발가락이 안

쪽으로 변형된 유형이며, 유형 3은 발크기가 작

고 살이 없으며 발너비가 가장 작고 발등높이가 

중간인 유형이라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

한 작은 발 성인 여성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발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

은 여성들의 경우와 같이 발의 형태가 구분되어

짐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신발의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 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발길이 225mm 이

하 성인 여성의 발 형태는 3개의 유형으로 분류

되며, 각 유형별 지수치와 실측치를 분석한 결

과, 유형 1은 발이 좁고 발가쪽이 돌출된 D형의 

측면이 솟은 형태를 나타내며, 유형 2는 발목이 

굵고 발안쪽이 돌출된 C형으로 측면이 두꺼운 

형태를 이루고 유형 3은 돌출된 부위없이 균일

한 형태의 H형이나 너비가 넓은 납작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작은 발의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구두 바닥이나 인솔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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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령기 남학생의 성장기 발 측정치 분석

구지혜 ․ 김은진 ․ 김혜린 ․ 이혜진 ․ 손숙진 ․ 심은정 ․ 김지영 ․ 박순지
영남대학교 의류패션학과

발은 인체의 체중을 지탱하고 몸의 균형을 유

지하며,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몸을 이동 시 축

과 기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우리 몸의 어

느 장기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다(Shim&Yoo, 

2001). 또한, 발의 보행동작은 양발의 협동에 의

한 연속적인 동작으로 신체 각부구조의 완전한 

협조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행조건의 하나인 

발의 피복물이 발의 형태와 기능에 적합하지 않

으면 신체의 피로가 높아질 분 아니라 갖가지 

발의 병이 발생하고 발의 기능이 퇴화되므로

(Park, 2002), 초등학령기에 신는 신발의 형태는 

뼈의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외압에 영향을 

쉽게 받는 성장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령기를 대상으로 한 발 

형태 분석 관련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므로, 발의 

자연적인 발육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족형의 정

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성장

속도가 빠른 초등학령기 남학생의 발 형태를 측

정하여 연령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신체 성장

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초등학령기 남학생의 발 형태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하여 1∼3학년의 저학년 92명, 4∼6학년의 

고학년 92명의 총 184명을 대상으로 제6차 한국

인 인체치수조사자료(Korea Agency for Tech- 

nology and Standards[KATS], 2010)를 토대로 

기준선, 기준점을 선정하여 1차원 측정을 실시하

였다. 직접 측정은 족궁높이 1개 항목, 발목두께 

1개 항목, 발목너비, 양쪽복사뼈중점너비, 양쪽복

사뼈아래점너비의 3개 항목, 볼둘레, 발등둘레, 

발꿈치-발등둘레, 발목둘레의 4개 항목, 기타 인

체 특성의 파악이 가능한 체중, 키, 가슴둘레,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등길이, 넓적다리둘레, 장딴

지둘레, 장딴지최소둘레, 샅높이의 10개 항목인 

총 19개 항목으로 하였다. 풋프린트법에 의한 간

접 측정은 엄지발가락두께, 검지발가락두께, 중

지발가락두께, 약지발가락두께, 새끼발가락두께의 

5개 항목, 발직선길이, 발꿈치-엄지발가락길이, 

발꿈치-새끼발가락길이, 엄지발가락길이, 검지발

가락길이, 중지발가락길이, 약지발가락길이, 새끼

발가락길이의 8개 항목, 볼너비, 발너비의 2개 

항목, 엄지발가락측각도, 새끼발가락측각도, 발안

쪽각도, 발가쪽각도의 4개 항목인 총 19개 항목

과 카메라법에 의한 간접 측정은 발꿈치높이, 발

목높이, 발등높이, 가쪽복사뼈중점높이, 가쪽복사

뼈아래점높이, 안쪽복사뼈중점높이, 안쪽복사뼈아

래점높이의 총 7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자료분

석은 SPSS PC+(ver.10.0)를 사용하여 군집별 기

술통계 및 t-검정을 실시하여 이들 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체측정치를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

사자료의 평균측정치와 비교한 결과, 높이 항목

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모든 항목에서 평균측정

에 비해 피험자의 인체측정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발목높이(저학년: 1.95cm, 고학년: 6.94cm), 

발등높이(저학년: 1.86cm, 고학년: 1.65cm)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두께·길이·너비 항목의 경

우, 발목두께, 발직선길이, 발꿈치-엄지발가락길

이, 발꿈치-새끼발가락길이, 발너비만이 비교 가

능하였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평균측정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저학년 집단의 발직선길이

에서 현저한 차이(1.76cm)를 보여 신발설계 시 

사이즈 설정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레 항

목의 경우 두 집단 모두 모든 항목에서 평균측

정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저학년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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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둘레(3.49cm), 발꿈치-발등둘레(2.83cm)에서 

고학년은 발목둘레(3.30cm)에서 큰 차이를 보였

다. 각도항목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평균측정치

에 비해 피험자의 직접측정치가 크게 나타났으

며, 이는 발 형태의 변화가 큰 것으로 사료되어 

초등학령기를 위한 신발설계 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두 집단 간 인체측정치를 t-검정 실시한 

결과, 높이 항목의 경우 발꿈치높이(F=2.042, 

p<.0131)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고, 두께·너비·길이·둘레항목에서는 모든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도항목에서는 

발안쪽각도(F=2.204, p<0.003)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이는 초등학령기를 세분화하여 보

다 적합한 신발설계 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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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화된 부분별 수술가운 개발

권현정 ․ 손영익 ․ 남성욱 ․ 황진년
(주) 보광직물

병원감염(Nosocomical infection)입원 당시 잠

복해 있거나 나타나지 않았던 감염증상이 입원환

자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병원과 관련되어 발생되

어 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수술 후 합병증으

로 생기거나 처치를 수행할 때 감염이 되어 생

기고, 수술 후 수술과정과 관련 없는 장기에 감

염이 나타날 수 있다. 감염의 대부분 원인은 미

생물이 원인이며, 잠재적인 병인성인 유기물과 

숙주의 방어력 사이의 균형 파괴로 침투되어 진

다. 환자로부터 유기체 감염원이 액체의 어떤 형

태에 의해 의복에 투과되었을 때, 외과의는 오염

될 수 있으므로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환자와 병

원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을 절약하고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선택이 필요

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복

은 혈액매체감염과 병원감염의 중요한 요소로 수

술 중 혈액이나 체액, 다른 액체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환자의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는데 

장벽역할을 해야 한다.

의료용 섬유는 산업용 섬유의 하나로 의료 시

장에서 사용되는 건강 및 위생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로서 건강/위생용 의료용 섬유는 

범위가 매우 광대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술실이나 

병원에서 환자나 의료진의 건강 및 위생을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수술 과정에서 환자

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등과 같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의료용 제품이 개발되어 왔

다. 특히, 수술복은 현대 의학에서 필수적인 의

료용 섬유구조체인데, 의료진이 수술용 가운을 

입기 시작한 것은 Gustav Neuber of Kiel가 1883

년 처음 입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

에는 수술 과정에서 환자나 의사가 오염 및 감

염 되는 것을 막기보다는 의료진의 의복이 더렵

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는 단순한 오염방지 기능뿐만 아니라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과 같은 

유체, 세균, HIV(human immunodeficiency vi-

rus), CJD(creutzfeldt-hakob disease), hepatitis 

B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

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다양한 감염원을 차단

하기 위해서는 환자나 의료진을 오염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의료용 

섬유구조체를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수술가운은 중량이 커서 장시간 착용

시 피로감이 증진되고 수술시 소매, 어깨, 팔꿈

치등의 활동성이 저하되는 단점을 가지게 되고 

수술별 특성에 따른 수술종류별로 디자인 및 패

턴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항균성, 위생성, 쾌적성, 방오성 

등 복합기능이 접목된 의료용 섬유제품관련 국

내․외 현황 및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 기존 드레

이프, 수술가운 및 기타 의료용 섬유제품의 활용

성 및 유효성 조사/분석을 하고 기존 제품의 문

제점 분석 결과를 활용한 최종 제품의 설계 방

향을 설정하여 수술복 성능에 따른 분류를 하기 

위해 AMMI의 기준을 표본으로 하여 체액량이 

극소량 보이는 레벨 1에서 유방절제술, 개복수

술, 관혈적 정복고정술이 가능한 레벨 3까지 가

능한 제품 향균성 및 혈액/체액 침투 저항을 단

계별로 측정하여 제품 기준에 대한 성능확인 및 

평가를 진행하고 제품의 우수한 기능성유지를 위

한 디자인 및 패턴 봉제 기술을 개발하여 활동

성, 쾌적성, 기능성이 극대화를 위한 인체공학적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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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제품은 생

산 및 기능성을 강조한 제품으로 수술종류에 따

라 팔, Apron 부분을 분리형으로 개발하고자 함

이다. 또한 유/무기 재료를 이용한 항균코팅 및 

혈액/바이러스 침투 저항성의 성능을 가지는 제

품을 개발함으로서 효과적인 마케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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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수지예산(안) ·······································  김칠순 재무이사

◦폐회사





2013년도 사업 보고
(2012. 11. 24~2013. 11. 15)

1. 회의

  1) 정기총회 : 총 1회

     •2012년 정기총회

일    시 : 2012년 11월 24일(토) 

장    소 : 서울대학교

참 석 자 : 178명

  2) 이사회의 : 총 3회

     •제35차 이사회의

일    시 : 2012년 11월 24일(토) 

장    소 : 서울대학교

참 석 자 : 40인

     •제36차 이사회의

일    시 : 2013년 02월 13일(수) 

장    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참 석 자 : 25인

     •제37차 이사회의

일    시 : 2013년 05월 11일(토) 

장    소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참 석 자 : 28인

  3) 운영위원회의 : 총 5회

     •제76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2년 12월 26일(수)

장    소 : 서울역(T원)

참석인원 : 14인



     •제77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3년 03월 16일(토)

장    소 : 서울역(T원)

참석인원 : 9인

     •제78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3년 04월 13일(토)

장    소 : 서울역(T원)

참석인원 : 8인

     •제79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3년 08월 24일(토)

장    소 : 서울역(T원)

참석인원 : 10인

     •제80차 운영위원회의

일    시 : 2013년 11월 02일(토)

장    소 : 서울역(T원)

참석인원 : 8인

     



2. 학술대회(국내 및 국제)

  1)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일      시 : 2012. 11. 24(토) 09:00～17:00

  장      소 :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조직위원장 : 안영무 교수(한성대학교)

  부조직위원장 : 추호정 교수(서울대학교)

  발 표 논 문 : 총 124편(구두 16편, 포스터 108편)

  참 석 인 원 : 178명

  2)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일      시 : 2013. 05. 11(토) 09:00～17:00

  장      소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조직위원장 : 송정아 교수(경북대학교)

  발 표 논 문 : 총 94편(구두 12편, 포스터 82편)

  참 석 인 원 : 159명

  3) 2013년도 국제학술대회(2013 SFTI International Conference) 

  주    제 : Aesthethics & Tradition

  개최기간 : 2013. 07. 07～07. 15(9일간)

  개최장소 : 주재 독일 한국문화원(베를린, 독일) 

  참 가 국 : 한국, 독일, 대만, 일본, 베트남, 이탈리아, 미국(7개국)

  참가논문 : Academic Seminar(4편), Poster(63편)

  참석인원 : 107명

  



3. 특별강연

연  사 강  연  제  목 개최일

최복호 원장
((주)C&BOKO)

상품이 아니라 나를 팔아라 2012. 11. 24

이남식 총장
(국제디자인대학원(IDAS))

글로벌 패션전문가 양성 2012. 11. 24

정용빈 센터장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창조경제와 디자인의 역할 2013. 05. 11

Dirk Fleishmann 교수
(청주대학교)

Fashion in Context 2013. 05. 11

Eun Yong Yi
(Yi Architects Koln)

Modern Esthetics based on Tradition 2013. 07. 08

Young Soo Chang 
(The German 

Archaeological Instutute)
Fashion in Germany, delayed boom 2013. 07. 08

Na Young Ho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Beauty of the Traditional Korean Wedding 
Dress

2013. 07. 08

Hyejoo Lee
(Chung Ang 
University)

Appreciating Korean Culture from the Inside out 2013. 07. 08

Yhe-young Lee
(Korea University)

Fashion Designs Inspired by Korean Cultural 
Heritage

2013. 07. 08

Minja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era of creativity, Challenging with Korean 
Fashion DNA

2013. 09. 05

Aluna Yue Lu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What did Fashion Art Bring to Us? 2013. 09. 05

Kenji Yamazaki
(Design Studio Grein)

"Tokyo Fashion Week"
the past and future

2013. 09. 05



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발간

권, 호 게재 논문 쪽 수 발행 부수 발 행 일

제14권 제6호 16 157 500  2012. 12. 31

제15권 제1호 16 171 500  2013.  2. 28

제15권 제2호 16 151 500  2013.  4. 30

제15권 제3호 17 166 500  2013.  6. 30

제15권 제4호 17 176 500  2013.  8. 31

제15권 제5호 17 178 500  2013. 10. 31

합       계 99 999 3,000

5. 전시회(국내 및 국제)

  1) 제18회 국제의상교수초대전(2013 The 18th International Invited 

     Fashion Exhibition) 

  주    제 : Re-Union in Fashion

  개최기간 : 2013. 07. 08～07. 09(2일간)

  개최장소 : 주재 독일 한국문화원(베를린, 독일) 

  참 가 국 : 한국, 영국, 몽골, 아르헨티나, 미국, 일본, 중국, 

대만, 이탈리아(9개국)

출품작품 : 67작품

  참석인원 : 71명

  우수작품 수상작 : Simple Cool(이예영) 포함 9개 작품



6. 해외의류산업 연수회

  1) 제29차 해외의류산업연수회

   일      정 : 2013. 07. 07~07. 16(9박 10일)

   연  수  지 :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조직위원장 : 김혜경 교수(원광대학교)

   연 수 내 용 :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 참가, 베를린 국경검문소, 프라하 유명 패

션브랜드 매장탐방, 스튜드가르트 시립도서관, 독일 패션협회장과 

간담회, 독일 의상박물관 방문 및 견학, 독일 현지 디자이너 스튜

디오 방문 및 견학, 독일의 패션브랜드 Bogner사를 방문하여 패션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하여 연수, Bogner매장 방문, Bogner 

Marekting Director인 Carsten Hendrich과 Oliver Arndt와 오찬 

및 패션 산업 전반에 대한 토의 및 상담 

   참 가 인 원 : 48명

7. 학회상

구  분 수상자 및 수상명 일자 및 장소

2012년 

추계학술

학회상(박광희, 계명대), 

신진학술상(최영림, 대구대), 

우수기술상(에코로바)

우수기업상(EXR)

감사패(명성텍스)

2012. 11. 24

(서울대학교)

2013년

춘계학술
공로상(남윤자, 서울대)

2013. 05. 11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8. 제18차 국제의상교수초대전 우수작품상

수 상 자 작  품  명 소    속

이예영 Simple Cool 고려대학교

이은경 Feel Joy 대전대학교

이숙희 Festival 호남대학교

김여숙 Tranquilo 창원대학교

홍나영 New Horizon 이화여자대학교

김정미 The work 13-3 부경대학교

김문영 The Bag made with square-built textile like a scarf 계명대학교

허정선
Rock image colored Dress with Korean traditional 

foliage scrolls
경북대학교

홍미정 Newly, Its East 계명대학교



9. 학술대회 우수논문 발표상

구  분 수  상  자 논문 및 작품제목
일 자 

(장 소)

2012
년도

추계학술

구
두

남기연, 이정순, 이선영
(충남대)

아토피성 피부염 병변에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염료 연구 -향나무 추출물-

2012.
11.24
(서울

대학교)

김도연, 추호정
(서울대)

패션 제품 소비자의 백화점 전환의도 
몰입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김남순, 도월희
(전남대)

노년 남성의 발바닥 유형 분류

포
스
터

최주영, 김동옥
((주)씨앤보코)

한국 패션 브랜드의 중동, 유럽 패션 마켓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에 관한 질적 연구

이선희, 강현숙
(동아대)

VGCNF/PVDF-HFP로 나노웹 코딩된 
직물의 전기발열 특성

김원경, 김윤영, 엄지은, 
최효선, 서추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잉어, 동아대)

3차원 라이딩 인체동작 분석에 따른 
비즈니스 라이딩 웨어 개발에 관한 연구

2013
년도

춘계학술

구
두

배윤지
(서울대)

복식에 나타난 남근 강조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

2013.
05.11

((재)대구
경북디자
인센터)

하주영, 구양숙
(경북대)

한.미 FTA 발효 후 한국 섬유업체의 인식 
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광애, 박장운, 
양정은, 유희천

(포항공대, 대구가톨릭대)

휠체어 사용자의 의복 맞춤시스템 설계를 
위한 측면체형

포
스
터

김장현, 김영삼
(중앙대)

문학적 환상성의 개념을 이용한 영화 
의상 분석 -영화‘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강지만, 전병옥, 
윤종희, 김태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주)실버
레이,대구예술대)

발열 신축소재개발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연구

신지영, 송민규, 박순지
(영남대,한국섬유개발연구원)

봉제생산에 사용되는 Attachment 분류 및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박은주, 이채연
(동아대, 경남도립남해대학)

e-서비스스케이프가 긍정적 감정, 만족,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  분 수  상  자 논문 및 작품제목
일 자 

(장 소)

2013
년도

국제학술

포
스
터

Chahyun Kim, Jaeok Park
New Elderly Women's Formal Wear 
Product Design Elements

2013.
07.08

(Germany)

Yeon Soon Hwang
Business Performance of Foreign Brand 
Apparel Shop in the Department Stores

Soon Ja Kim
A Study on the Deconstruction of 
Perspective in Fashion Illustration

Jee Eun Han, 
Sung Hye Jung

A study on fashion style of female 
politician in the 21st century

Haeyoung Lee
The changes of Hanbok focusing on 
the wedding pictures 1990-2010

Hye-Kyung Kim
Fashion Items Originated from India in 
Vogue Magazines from 1960 to 1975

Young Ah Kwon
Visual Sensitivity of Full Seat Feature of 
Breeches

ANa Sa, Jung Soon Lee
Functionality of fabric dyed with Alnus 
japonica extract

Wolhee Do
A Study on the MCS Sizing System for 
Korean Women

Kyunghee Shin, Miae Do,
Hsueh Chin Ko, Soonjee 

Park, Chuyeon Suh

Application of 3D Body Scanning Data 
on Functional Patternmaking of Dress 
Shirt for Middle aged Men



10. 산학연 활동 및 기타 활동

    1) 2013 DAFIC 패션포럼 및 패션쇼 진행

   행 사 명 : 2013 DAFIC (대구-아시아패션산업협의회)

    일    시 : 2013. 9. 5(목) ~ 9. 7(토)

    장    소 : 대구 EXCO, 한국패션산업연구원(패션센터)

    참 가 국 : 한국, 중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참석대상 : 5개 참가국 패션 디자이너, 업계 전문가 및 저널리스트, 국내외 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

    개최목적 : DAFIC 국제패션포럼 및 패션쇼의 기획 및 진행관련 전문 인력 투입 

등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함

11. 조직강화

구  분 2012. 12. 26 2013. 03. 16 2013. 04. 13 2013. 11. 13 증 감

평생회원 108 109 109 111 ▲   3

정 회 원 1,687 1,700 1,717 1,777  ▲  60

준 회 원 96 96 96 96 0

합 계 1,783 1,796 1,813 1,873  ▲  60

단체회원 56 56 56 56 0

특별회원 14 14 14 14 0

 

* 정회원(평생회원 포함)



2014년도 사업계획(안)

                                       (2014. 01. 0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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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예정)

3. 추계학술대회

1회

1회

1회

5월 예정

8월 예정

11월 예정

 3. 학회상 시상

1. 기술상, 공로상

2. 학술상, 신진학술상,

우수논문상, 공로상, 감사패

1회

1회

5월 예정

11월 예정

 4. 산학협동
1. 산업체 회원의 확보

2. 산학협력위원회 설치

연중

연중

 5. 국제협력
1. 해외의류산업 연수회

2. 국제의상교수초대전(상해 예정)

1회

1회

8월 예정

8월 예정

 6. 조직강화

1. 정회원 증대

2. 단체회원의 증대

3. 특별회원의 증대

연중

 7. 재정강화

1. 회비 납입 증대

2. 평생회원 가입 증대

3. 특별회원 가입 증대

4. 광고 게재 독려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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