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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패션에 나타난 카무플라주 패턴의 시각적 표현특성

최 정 화

경북 학교 의류학과

1.서 론

카무 라주의 주요한 요소인 패턴은 흔히 군복을 연상시킨다.그러나 문화 속에서 카무

라주는 더 이상 감추는 것이 아닌 드러내는 것이라는 새로운 목 성을 띠게 되었다(황은진,2010).

술작가들의 작품에도 카무 라주는 사회,문화 속에서의 인간들의 다양한 욕구와 시 의식을

반 하며 재해석되고 있으며,나이,인종,성,그리고 사회 계층이라는 경계를 넘어 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터리 역에서 주로 해석되어온 카무 라주를 넘어 자연생태계 속에서의

애니멀 패턴에 한 체계 연구와 술에 응용된 사례 등을 종합 으로 고찰하여 카무 라주의

시각 요소와 유형을 체계화하고 이를 패션에 용하여 표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연구내용으로는 카무 라주에 한 이론 배경으로서 개념 시각 요소와 활용분야를 고찰

하고 표 특성으로 범주화한다.그리고 범주화된 내용을 토 로 패션에서의 카무 라주 패턴의 표

방법과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범 로는 카무 라주와 연 된 국내외 이론서,연구논문, 련 서 을 통해 패턴 유

형의 일반 체계를 마련하고,2009-2013년 최근까지 패션 련 자료를 다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스타일닷컴,퍼스트뷰닷컴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인 공개된 사진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2.카무 라주에 한 개념 시각 요소

2.1.카무 라주의 개념

카무 라주라는 단어는 16세기 의자에서 곯아떨어진 사람이 갑자기 그리고 깜짝 놀라 흥분한

것으로 곤혹스럽게 하는 장난이라는 랑스 말에서 기인한 것이다.이것은 Camouflet이라 불리며,

고 에는 당혹한 얼굴(hotface)을 의미하 다(Blechman,2004).1차 세계 동안 랑스에서는

카무 라주가 리터리 맥락으로 처음 사용되었으며, 재 사 에는 형 으로 속임수,변장,

는 은닉이라는 단어와 동일시되고 있다(Blechman,2004).

2.2.카무 라주의 시각 요소

은닉을 해서는 가장 첫째로 컬러의 유사함이 요하며 더불어 배경이 되는 것의 질감과 잘

어울리게 하는 것이 요하다.무엇보다 카무 라주의 색채로서 가장 요한 컬러로는 그린이다

(Newark,2007).그러나 도심 속에서는 부분 돌,시멘트,그을음,구름 낀 하늘 그리고 젖은 인

도(블랙,네이비,다크한 그 이)의 색조로 카무 라주의 색상은 뉴트럴 톤의 어둡고 모호한 컬러

들이 효과 이다.카무 라주 패턴은 재까지 술가,혹은 과학자들이 연계되어 나뭇가지,나뭇

잎,숲의 형상을 본 뜬 패턴,동물패턴 그리고 킨슨(NormanWilkinsin)이 고안한 혹(dazzle)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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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움직이는 물체인 배 혹은 비행기의 윤곽을 왜곡시키기 한 지오메트릭 카무 라주가

주요하다.카무 라주의 형태로는 나뭇가지의 컬러와 유사한 몸의 컬러와 더불어 나뭇가지와 유사

한 형태를 지닌 곤충들의 자연의 경 과 일치하는 블 딩(blending)의 사례가 알려져 있다.

3.카무 라주 패턴의 활용분야

3.1.애니멀 카무 라주

애니멀 카무 라주는 주변의 오 젝트와 유사한 외 을 가지거나 다른 생물체의 형태나 패턴을

모방하는 것,즉 방어피음(countershading,防禦被陰)이라 하여 동물 등 쪽의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배 쪽의 화이트에 이르는 수수께끼 같은 그라데이션 효과(Blechman,2004)그리고 담한 스트라

이 는 띠 표시의 분열배색(disruptivecoloration)(Owen,1982)이 몸의 아웃 라인을 장하는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

3.2. 러터리 카무 라주

리터리 카무 라주는 시각심리학자,디자이 ,아티스트 등에 의해 즐 패턴이라 하여 군함,

비행기,탱크, 포 등을 장하기 한 방법으로 사용된 이후 여러 나라마다 독특한 형태의 군복

으로 자연에서의 나뭇잎,지형,동물 그리고 지오메트릭 문양 등이 다양하게 용되어 왔다. 표

으로 스 리터,섬푸무스터,도트,나뭇잎, 러쉬스트로크,애니멀 스킨,우드랜드,데 트,디지

털 묘 타입 등이 그러하다.

3.3.아트 카무 라주

아트 카무 라주는 큐비즘 테크닉,트롱 뢰유, 묘주의(Blechman,2004)등의 회화에서 시작되

었다.이후 회화 뿐 아니라 사진,그래픽,바디페인 을 심으로 자연 주변경 을 모방하거나

지오메트릭한 패턴,인간과 련된 일상의 화식 패턴 유형들이 반복 으로 불규칙하게 사용됨으

로써 리터리 카무 라주의 일반 인 모티 들을 벗어난 작품들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Fig.1은 애니멀, 리터리,아트 역에서의 카무 라주 패턴의 표 특성을 혹 인 분열성과

실 트롱 뢰유로 범주화한 것이다.

Fig.1.Thecharacteristicsofpatternincamouflage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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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패션에 나타난 카무 라주 패턴의 표 분석

4.1. 혹 인 분열성

4.1.1.분열 단 의 혼합

패션에서 혹 인 분열성은 분열 단 의 혼합,분열 클러스터의 첩,분열 단 클

러스터의 블러링으로 분류되었다.구체 으로 분열 단 의 혼합은 분열 단 의 부정확한 반

복,분열 애니멀 실루엣의 불규칙 반복<Fig.2>,분열 단 의 불연속 혹은 연속 연결,이

질 인 분열 단 들의 꼴라쥬<Fig.3>그리고 시각 으로 은닉과는 다른 드러냄을 나타내는 강

렬한 색상 개가 주요한 특징 으로 나타난다.이러한 다양한 분열 단 들은 복잡하고 무질서

하게 얽 있어 디테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며,신체의 아웃라인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게 한다.

4.1.2.분열 클러스터의 첩

분열 클러스터의 첩은 추상 인 패턴과 기하학 분열 인 생물체의 실루엣 간의 투명성

을 제로 한 것<Fig.4>으로서 공간 계의 형성과 시각 환 을 극 화한다. 한 강렬한

색상 비와 즉흥 인 붓 터치와 같은 표 방법은 주목성과 함께 무질서함과 모호함을 가 시킨다.

4.1.3.분열 단 클러스터의 블러링

분열 단 클러스터의 블러링은 추상 혹은 애니멀 모티 의 최소 형태 단 에서 혹은 클

러스터 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분열 최소 유닛의 묘화,클러스터의 불규칙 인 작은 묘

패턴화,동물의 방어피음과 같은 그러데이션,클러스터 체를 뿌 게 흐리게 하기<Fig.5>,오염

된 듯 한 린 디자인 등으로 나타났다.이러한 블러링의 모호함은 불확실성과 애매함으로 인해

오는 이 의 의미를 낳기도 한다.

Fig.2.Dianevon

Furstenberg

2009S/S,www.

style.com/fashi

onshows/compl

ete/slideshow/S

2009RTW-DVF

URSTE/#2

Fig.3.Preenby

Thornton

Bregazzi 2013

S/S,www.style.

com/fashionsho

ws/complete/sli

deshow/S2013R

TW-PREEN/#8

Fig.4.Comme

desgarçons

2012F/W,

www.style.com

/fashionshows/

complete/slides

how/F2012RT

W-CMMEGRN

S/#6

Fig.5.Nicholas

2011S/S,

www.style.com

/fashionshows/

complete/slides

how/S2011RT

W-NICHOLAS

K/#7

Fig.5.Mary

Katrantzou2012

F/W,www.style.

com/fashionsho

ws/powersearc

h/slideshow?de

signer=design_

house2394&iph

oto=60&origIp

hoto=27

Fig.6.Céline

2011F/W,

www.style.com

/fashionshows/

complete/slides

how/F2011RT

W-CELIN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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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실 트롱 뢰유

4.2.1.경 (landscape)의 모방

패션에서 경 의 모방은 도시 혹은 원거리 에서의 자연 경 을 리얼하게 린 하거나

<Fig.6>혹은 특정 공간의 내부 경 을 디테일하게 린 하여 마치 보는 사람으로 하여 그러

한 공간에 있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4.2.2.오 젝트의 모방

오 젝트의 모방은 자연 속 오 젝트의 모사 질감으로서 돌,나무<Fig.7>등과 같은 분열

패턴의 묘사 그리고 도심 속 클로즈업에 의한 질감모사로 외 형태가 아닌 표면 텍스쳐에

을 둔 것,가상에 의한 내부 디테일과 아웃 라인의 의복 실루엣으로 착시효과를 통한 장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오 젝트의 모방은 재미와 신비로운 시각 인 경험을 유도하며 장식 표면의 독특

함으로 인한 패션의 희소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5.결 론

카무 라주는 애니멀, 리터리,아트 분야에 이르기까지 과학 원리에 의해 평가되고 설명되

고 있으며,보호 개념의 장을 넘어 역설 으로 드러냄을 의미하며 패션 속에서 지속 으

로 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패션에서 카무 라주는 리터리 맥락이 약화

되거나 수정됨으로써 일반 인 카무 라주가 가진 모호함,불확실성과 더불어 시 의 트 드와 디

자이 의 감성을 바탕으로 한 드러냄,재미와 신비,장식성,희소 가치의 술 소재로서 다양

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Blechman,H.(2004).Disruptivepatternmaterial-Anencyclopediaofcamouflage.NewYork:Fireflybooks.

Céline.(n.d.).STYLE.COM.RetrievedfromNovember15,2012,fromwww.style.com/fashionshows/

complete/slideshow/F2011RTW-CELINE/#20

Commedesgarçons.(n.d.).STYLE.COM.Retrievedfrom November15,2012,from www.

style.com/fashionshows/complete/slideshow/F2012RTW-CMMEGRNS/#6

Diane von Furstenberg.(n.d.).STYLE.COM.Retrieved from November15,2012,from

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lideshow/S2009RTW-DVFURSTE/#2

Hwang,E.J.(2010).Researchaboutfashiondesignusingcamouflage.Unpublisheddoctoraldissertation,Kookmin

University.Seoul.

Mary Katrantzous. (n. d.). STYLE.COM. Retrieved from November 11, 2012, from

www.style.com/fashionshows/powersearch/slideshow?designer=design_house2394&iphoto=6

0&origIphoto=27

Newark,T.&Miller,J.(2007).Camouflage.London:Thames&Hudson.

Nicholas.(n.d.).STYLE.COM.RetrievedfromNovember11,2012,fromwww.style.com/fashionshows/

complete/slideshow/S2011RTW-NICHOLASK/#7

Owen,D.(1982).CamouflageandMimicry-PhoenixSeries.Chicago:UniversityOfChicagoPress.

PreenbyThorntonBregazzi(n.d.).STYLE.COM.RetrievedfromNovember11,2011,fromhttp://

www.style.com/fashionshows/complete/slideshow/S2013RTW-PREEN/#



- 62 -

A 2

복식에 나타난 남근 강조의 조형적 특성과 상징적 의미

- Codpiece를 중심으로 -

배윤지

서울 학교 의류학과

1.서론

서양 문화의 역사에서 15세기는 신 인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 다. 건사회 구조가 무 지고

앙집권국가가 발 하면서 복식을 통한 권 의 상징이 요하게 되었다.왕과 귀족들은 복식의

부피를 확 하고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지 를 과시하고자 하 다.1) 여성의 복식은 보디스

(bodice)와 스커트(skirt)로 이루어진 로 (robe)의 형태와 깊게 인 데콜타주(decolletage)의 목선,

거 한 러 (ruff)등으로 표 되었고,남성의 복식은 푸르푸앵(pourpoint)이라 불리던 더블릿

(doublet)과 킨(jerkin),나 에 호즈(hose)로 체되는 리치즈(breeches)와 남성성의 독특한 표

양식인 코드피스(codpiece)로 표 되었다.이 시기에 여성미와 남성미를 상징 으로 강조하는 의

복의 형식으로 여성과 남성에 있어 각각 데콜타주와 코드피스를 꼽을 수 있다.코드피스는 지 까

지도 특히 그 크기와 부피를 과장하여 시선을 유도함으로써 남근을 강조하는 독특한 조형 특징

을 지닌 의복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앤 홀랜더는 그의 서에서 ‘남성 인 sexuality는 피부의 노

출이 아니라 코드피스와 패드가 덧 어진 어깨,그리고 길고 꽉 조여진 호즈의 형태로 표 되었다’

라고 하면서 남성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도구로써 코드피스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2)복식사를 통

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남근을 강조하는 의복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하 고 그의 다수는 이러

한 형식들이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해 생겨났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재까지

도 이어져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러한 시각들은 그 이면에 가려진 다른 의미들을 단

편 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될 우려가 있으며 극히 제한된 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남근강조의 형식을 지니는 다양한 복식들을 역사 인 에서,조형 인

에서,그리고 심리학 인 에서 다각도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2.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복식에 나타난 남근의 강조 형태를 고찰하기 하여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

행하 다.복식사 문헌 연구를 통하여 특징 으로 남근강조의 형태가 두드러지는 의복을 고 크

리트, 세유럽 이탈리아와 독일,르네상스 시 의 코드피스,뉴기니아의 코테카,그리고 에 이

르는 총 다섯 가지 큰 범주로 분류하 고 이에 따른 당 의 술작품과 도해,사진에 이르는 이

미지들을 수집하 으며 이를 토 로 조형 표 방식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김민자 외 (2010).서양패션 멀티콘텐츠.교문사,p.203

2)AnneHollader(1993).Seeingthroughclothes.UniversityofCaliforrniaPress,p.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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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시 의 역사 배경과 사회문화 향,그리고 반 으로 의미

있는 연 성이 있다고 단되는 심리학 인 요인들을 선행연구들과 문헌을 통하여 참고하고 이를

용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3.결과 고찰

코드피스는 역사 으로 고 크리트(Crete)의 로인 클로스(loincloth)앞가리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가장 일반 인 형태는 허벅지 에 오는 짧은 길이의 삼각형 천을 허리에 둘러 몸

을 감싸는 모양이고 삼각형 천의 꼭지 이 앞 는 뒤로 오도록 입었으며,꼭지 부분에 태슬을

달기도 하 다.3)이러한 원시 인 형태의 앞가리개는 재에 이르기까지 다른 문화권의 부족들에

게서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Solomon군도의 Arossian부족과 Admiralty 군도의 원주민의

모습에서도 이와 유사한 앞가리개의 형태를 찾아볼 수 있으며,특히 뉴기니아(New Guinea)의 코

테카(Koteka)는 지 까지도 잘 알려진 코드피스와 비슷한 표 특성을 가지는 장식물의 하나라

할 수 있다.코테카는 일반 으로 말린 일종의 박으로 만들어지며 작은 루 로 음낭 주변에 착용

되게 된다.4)이것 외에는 다른 의복은 착용되지 않았고,유사하지만 착용하는 방향성이라든

지,매다는 방법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그러나 일반 인 념과는 상반되게 코테카의

크기나 길이는 착용자의 사회 지 와는 거의 계가 없다.다만,다양한 크기는 각기 다른 목

을 가지고 있었는데,매우 짧은 것을 노동을 할 때,긴 것은 부족 축제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착용하 다고 한다. 한 이것을 외부 시각에서 볼 때 성 인 과시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분이지만,지역주민의 말에 따르면 코테카는 단지 성기부분을 가리기 해서 착용하는 것이라

고 한다.5)이 듯 코드피스의 기 형태로 볼 수 있는 로인 클로스나 코테카와 같은 원시 인

형태는 곧 Dunlap(1928)등이 주장했던 신체 보호설과 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많은 지역

에서 최 의 의복은 짐승의 가죽과 잎사귀로 만들거나 끈을 엮어서 곤충으로부터 신체의 민감한

부 를 보호하 다는 것이다.6)즉,단순히 남성의 우월함을 과시하기에 앞서,신체 으로 돌출되었

기 때문에 쉽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 가리거나 감싸는 방식으로 보호하기 해서 발

생한 것으로 그 기원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5세기 코드피스가 두드러지게 출 하게 된 데에는 당시 남성복식의 조형 특성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당시 남성복을 구성하는 표 의복의 하나 던 호즈는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아니라 다리 양 쪽을 각각 허리부분에서 묶음으로써 연결하는 분리된 형태 다.따라서 상

의인 더블릿은 허리까지 오는 짧은 길이 고 그 에 입었던 킨은 앞부분이 오 된 형태 기

때문에 호즈가 연결된 부분에서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기 해 삼각형 모양의 코드피스가 발생하

게 된 것이다.그 이후로 코드피스는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모양을 잡거나 패

드를 덧 어 부풀리는 방식으로 크기와 장식 인 면에서 극 화되는 양상을 보인다.16세기에는

장식화하여 슬래시,패드,리본,자수,보석 등으로 화려하게 발 하다가 리치즈의 부피가 차

커짐에 따라 차츰 사라졌다.7) 세시 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sword-belt의 형태로 나타난 장식물

을 볼 수 있는데 가운데 부분으로 늘어뜨려진 이것은 마치 남성의 성기를 강조하여 표 하는 듯

3)김민자 외 (2010).서양패션 멀티콘텐츠.교문사,p.213

4)자료검색일:2012.12.7.,자료출처:http://en.wikipedia.org/wiki/Koteka

5)자료검색일:2012.12.7.,자료출처:http://en.wikipedia.org/wiki/Koteka

6)이인자 외 (2001).의상심리.교문사,p.23

7)김민자 외 (2010).서양패션 멀티콘텐츠.교문사,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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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당시의 의복을 자세히 찰해보면 이 역시도 의복의 착장형식과 련되어 나타난 형식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당 복식을 착용한 모습을 표 한 도해를 보면 심부분으로 칼을 늘어뜨

린 남성들의 차림새를 볼 수 있는데,슬리 가 매우 길거나 쉬르코(surcot)를 입어서 허리 선의

공간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반면 같은 시기의 복식이라도 이러한 제약을 주는 의복을

입지 않은 모습에서는 소드 벨트의 모습도 선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착용방

식은 동시 의 이탈리아의 복식 그림에서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이러한 는 시각 으로 보이는

특성 이면에는 당 복식의 조형 특성과 착장방법에 련하여 특정한 표 양식이 발생하게 된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 다.즉,단순히 남성성의 우월함을 과시하게 한 목 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당시의 의복의 조형 특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출 했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견해에 더

욱 무게를 더할 수 있다.

앤 홀랜더의 서에 표 된 ‘르네상스의 정 에 나타났던 코드피스 이래로 사라진 듯 보 던 남

성 상징으로써 남근의 표 은...’8), 한 ‘코드피스는...남성 우 를 과시하는 목 으로 사용되었

다’9)라는 복식문화사 문헌에 나타나는 표 들은 당시 남성의 성과 권력은 상 으로 우월했다는

함축 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는 여성과는 신체 으로 다른 돌출된 성기에

해 남성들이 자부심을 드러내며 과시하려는 욕구를 의복에 그 로 반 했다는 사회 심리 맥락

에서 성정체성 표 의 도구로의 코드피스를 설명하는 것이다.근 심리학에 지 한 향을 미친

로이트(ErnstFreud)의 사상은 이러한 해석에 더욱 힘을 실어 다.남성들은 스스로의 남근을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반면 여성들은 이에 해 선망을 가지게 되며 이는 성에 있어 남성이 보다

우월하고 이로써 사회 인 권력 한 우세해 진다는 설명이다.그러나 로이트는 남근 선망 이론

을 구성하면서 여성의 불만을 사회 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했다.뿐만 아니라 남성의

특징인 남근에 하여 여성이 질투심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함으로써,아 사회 설명 자체를

쇄하고 있다.10)이러한 정신분석학 남근 우월주의 에서 설명된 코드피스의 표 은 의복의

동기화에 한 여러 가지 견해 하나인 비정숙설에 기인하여 의상심리학 에서 다르게 해

석될 수 있다.비정숙설(thetheoryofimmodesty)은 정숙설과 정반 되는 학설이며,의복은 처음

몸의 어느 부분에 한 심을 끌기 하여 그 부분을 가리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학설이다.11)이것은 노출된 부분보다 오히려 가려진 부분이 더욱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므로 이성

에게 성 인 자극을 주며 유혹의 표 으로 쓰 다는 것이다.이러한 에서 코드피스를 본다면

이것은 남성의 유물로서의 과시라기보다는 과장하고 부풀리고 치장함으로써 여성에게 성 으로,

생물학 으로 다른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성 어필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 남근을 강조한 복식의 다양한 형태들을 고찰하 으며 그에 따른 조형 특징

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첫째,남근을 강조하는 형식에서 그 특

정부분을 과하게 돌출시키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둘째,형태를 과장하거나 확 시키는 경향이

주로 나타났으며,셋째,리본이나 소드 벨트와 같은 특정 디테일로 시선을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이러한 형식이 발생하게 된 요인에 해 역사 ,사회문화 ,심리 맥락에서 다양

하게 고찰하여본 결과,첫째,신체를 보호하기 한 의도,둘째,착장방법에 따른 요인,셋째,성정

8)AnneHollader(1995).Sexandsuits.KodanshaAmerica,INC,p.88

9)김민자 외 (2010).서양패션 멀티콘텐츠.교문사,p.213

10)KateMillett(김 유경 역)(2009).SexualPolitics.이후 출 사,p.363

11)이인자 외 (2001).의상심리.교문사,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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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의 표출을 한 심리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었다.마지막으로 남근 강조를 통하여 나

타난 상징 의미들을 정리하여보면,첫째,가부장 인 이데올로기의 표출과 둘째,비정숙설에 기

인한 에로티시즘,셋째,성정체성 표 의 도구로 분석하여 볼 수 있었다.

4.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근강조의 표 은 서양복식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남성성을 상징하는

독특한 양식이다.그러나 이것은 단선 인 이해보다는 발생하게 된 역사 인 맥락과 조형 인 특

성,그리고 특히 성과 히 연 된 부분에서 심리학 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앤 홀랜더는 그의 서에서 ‘우리가 패션을 오직 사회 의미로만 이해하려면 그 형태는 보지 말

아야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하다.우리는 형태를 인지하게 되고,이것은 술형식과 같이 무

의식 인 기억과 환상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12)라고 말한다.그의 말 로 이러한 형식들은 그

형태로만 해석되어서도,사회 의미로만 해석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하나의 조형이 지니는 가

시 인 외형 특징은 때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 의미와 불연속 인 것으로 보이게끔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다양한 에서 분석함으로써 역사 으로,조형 으로 그리고 심리 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따

라서 코드피스를 비롯한 남근강조의 복식형태는 가장 기본 으로는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당 복식의 조형 특성으로부터 나온 결과 으며, 인 남성 우월주의의 표

이라기보다는 여성과는 다른 생물학 차별성을 나타내는 남성성의 상징 인 표 이라 하겠다.

참 고 문 헌

1.김민자 외 (2010).서양패션 멀티콘텐츠.교문사.

2.이인자 외 (2001).의상심리.교문사.

3.AnneHollader(1995).Sexandsuits.KodanshaAmerica,INC.

4.KateMillett(김 유경 역)(2009).SexualPolitics.이후 출 사.

5.이민선 (2001).가부장제도,페미니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남성 패션에 표 된 남성성.한국

의류학회지,25(2),470-481

6.임성민,박민여 (2004).패션에 노출과 은폐에 한 고찰.한국의류학회지,28(11),1395-1403

7.정운자,팽숙경 (1996).고 크 타 복식양식이 서양복식에 미친 향.경상 학교 과학교육연구소보,16,

105-119.

8.C.S.Reed(2004).Thecodpiece:socialfashionormedicalneed?.InternalMedicineJournal,

34,684-686,온라인 자료:http://en.wikipedia.org/wiki/Koteka[검색일:2012.12.7.]

12)AnneHollader(1995).Sexandsuits.KodanshaAmerica,INC,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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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

가자열매 메탄올 추출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

남기연․이정순

충남 학교 의류학과

가자(TerminaliachebulaRetzius)는 인도,미얀마, 국 등에 자생하는 열 성 나무로

열매는 황갈색으로 3∼10월에 익는다.미로발란(mirovalan)이라는 황색소를 추출하여 직

물을 염색하거나 가죽을 무두질하는 데 쓰이고 가구용 칠 재료로도 쓰인다.가자의 열매

에는 탄닌을 20∼40% 포함하고 있으며 약용으로는 소화불량증·설사·통변(通便)·복통 등

에 달여 먹고 수렴,지사,녹농균 등에 한 억균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터 한약재로 통용 되면서 기능성 천연추출물질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최근에는

미백,항염,항산화효과 등의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탄닌을 다량함유

하고 있으면서 염색직물이 황녹색을 발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 천연염료로서 실용성과

경제 인 면에서 매우 부각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탄올을 추출 용매로 하여 가

자나무 열매색소를 추출하고 분말화 하여 UV-Vis.spectrum,FT-IR 분석을 통해 색소

의 특성을 살펴보고 탄닌과의 친화력이 우수한 단백질 섬유에 한 염색조건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모,견섬유를 이용해 염료의 농도,염색온도,처리시간의 변화에 따

른 염색성과 매염제에 한 염색포의 색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 염색직물의 황색포도

상구균과 폐렴균에 한 항균성 평가와 세탁견뢰도,일 견뢰도,마찰견뢰도,드라이클리

닝견뢰도 등을 살펴보았다.

메탄올을 용매로 하여 가자열매 추출물의 자외,가시부 흡수 스펙트럼(UV-visible

spectrum)을 측정한 결과,자외부(200nm-400nm) 역의 280nm에 탄닌의 흡수 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시부(400 nm-700 nm) 역의 578 nm에서 황색의 미로발란

(myrovalan)색소 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선 흡수 스펙트럼(FT-IR)에서 페놀성

-OH기를 나타내는 넓은 흡수밴드 신축진동과 벤젠고리 결합의 특징 인 타입을 확인할

수 있다.염색조건에 따른 염색특성을 살펴본 결과,염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염착량이

증가하 으나 2%(o.w.b)농도 이후에는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냈다.염욕의 온도가 증가가

함에 따라 염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 다.모,견직물 모두 염욕온도가 20℃일 때 K/S값

이 1,40℃일 때 2,60℃ 일 때 4내외를 나타냈으며 80℃ 일 경우에는 모직물의 K/S값

이 7.견직물의 K/S값이 6,100℃일 경우 모직물은 17,견직물은 15를 나타냈다.염색시

간에 따른 염색성 살펴본 결과,모,견직물 모두 염착량이 우수하여 염색시간 기인 10

분 이내에 K/S값이 5이상으로 우수하 으며 염색시간이 증가할수록 염착량이 미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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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70분 염색 시의 염착량은 두 직물 모두 K/S값이 약 7.5를 나타냈다.매염제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다양한 채도를 나타냈으며 주석매염에 의해 염료의 본래 색상인 황

녹색(YR)을 더욱 선명하게 발 하 다.

염색포의 견뢰도 평가결과 무매염과 주석매염 직물의 세탁견뢰도가 가장 우수하 으며

모직물과 견직물 모두 철매염 시 세탁견뢰도가 매우 하되었다.구리매염에 의해 일 견

뢰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하 으며 철매염을 제외한 모든 시료의 마찰견뢰도는 4,4-5등

으로 우수하 다.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매우 우수하여 철매염 모직물이 4등 이며 이

외 모든 시료가 4-5등 으로 평가되었다.항균성 평가 결과에서 모,견 무매염직물 모두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에 해 99.9%의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냈다.이상과 같이 살펴

본 바와 같이 탄닌을 가자 열매 메탄올 용매 추출물의 천연염료로서의 우수함을 확인하

으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기 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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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

인조스웨이드의 기모횟수에 따른 태평가

노의경1)․오경화2)․김성훈3)

1)
앙 학교 한국교육문제 연구소

2)
앙 학교 가정교육과

3)
한양 학교 유기나노공학과

본 연구에서는 인조스웨이드의 기모횟수에 따른 주 태와 선호도 객 태평가를 실시

하여 기모횟수가 주 객 태평가와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가장 선호되는 인

조 스웨이드의 기모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도형과 분할형 극세사로 경편성물(트리코) 편성물을 편성하고 2,4,8회 기모처리한 후,

경편성물(해도형)은 기모공정(1200RPM*30m/min,)→ setting→ 감량처리→ 염색→ 환원세정→

setting→ 러쉬버핑→ setting과정으로, 편성물(분할형)은 감량처리→ 염색→ 환원세정→

setting→ 기모공정→ peachskin→ setting과정으로 시료를 제작하 다.태문항,태선호도,재킷용

선호도과 고 감 문항을 7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20-30 의류학 련 여성 문가 50명을

상으로 인조피 을 만져본 후에 평가하 으며,2012.11.23～12.15 동안 실시하 다. 한

KES-FBsystem을 이용하여 역학 특성 태값을 도출하 다.

주 태평가 결과,평활감,온난감,두께감의 3개의 주 태요인이 도출되었다.인조 스웨이

드의 기포가 편성물이고 기모 횟수가 증가하면 매끄러움,온난감,두께감 지각이 커졌다.스웨이

드 기포의 종류가 기모 횟수보다 매끄러움과 온난감에 더 향을 주었으며,두께감 지각에 있어서

는 기모횟수의 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경편성물 기포 사용 시보다 편성물의 기포를 사용했을

때 감 재킷 선호도,고 감이 지각이 크며,기모횟수가 증가할수록 감,재킷 선호도와 고

감이 증가하 다.스웨이드의 기포 종류가 기모횟수보다 감선호도에 더 향을 주었으나,재킷

선호도 고 감에는 기포 종류와 기모횟수가 유사한 향을 주었다.

역학 특성을 살펴본 결과,경편성물 기포의 스웨이드는 웨일방향으로 잘 늘어나고,반복 기모

시 양방향으로 신장성 감소하며 인장에 한 회복성은 증가하 다.뻣뻣해지고 굽힘 단에

한 회복성도 하되었으나,코스방향으로는 더 유연해지고 단에 한 회복성도 증가하 다.표

면특성은 기모횟수와 상 없었고 웨일방향으로 더 평활하며,기모횟수가 증가할수록 압축변형이

안되고,미세하게 압축회복도가 감소하 다. 한 기모횟수가 증가할수록 KOSHI과 FUKUFAMI

과 NUMERI이 증가하 으나,THV값의 차이는 없었다.

편성물 기포의 스웨이드는 코스방향으로 잘 늘어나며,반복 기모 시 양방향으로 신장성 감소

하며 인장에 한 회복성은 증가하고,더 뻣뻣해지고 굽힘 단에 한 회복성도 하되었다.

그러나 표면특성은 기모횟수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이 평활하 으며,4회 기모시까지 압축변형이 안

되고 미세하게 압축회복도가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조 스웨이드의 기모횟수 증가로 신장성,굽힘성, 단성,압축성이 감소하지

만,고 감과 재킷 선호도가 증가함을 보여 다.이는 기모 횟수로 인한 표면특성의 변화가 다른

역학 특성보다 고 감과 선호도에 큰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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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발표장

좌 장:김 용 주(한성 )

B113:30-13:50 토론:박 희(경북 )

소비자의 조 이 의류 포의 VM과 쇼핑가치에 미치는 조 효과 연구

이호정,오희선,서용한(부경 ,울산과학 )

B213:50-14:10

토론: 근(안동 )

한·미 FTA발효 후 한국 섬유업체의 인식 변화와 응방안에 한 연구

하주 ,구양숙(경북 )

14:00-14:20 CoffeeBreak

좌 장:추 태 귀(경북 )

B314:20-14:40 토론:황연순(춘해보건 )

정서에 따른 의복무늬의 조형 특성 연구

김래연,이경희(부산 )

B414:40-15:00

토론:정미경( 구교 )

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을 통한 학생의 자아상 연구

최정희,이경희(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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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소비자의 조절초점이 의류점포의 VM과 쇼핑가치에 미치는 

조절효과 연구

이호정1)․오희선1)․서용한2)

1)
부경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울산과학 학 유통경 과

1.서론

오늘날 치열해지는 국·내외 의류업계 간의 경쟁 개성화·다양화되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

기 해서는 경쟁 우 를 확보하기 한 한 마 략이 필요하다(Oh,2008).기업은 소

비자에게 새로운 경험과 그들만의 스토리를 달하기 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새로운 마

채 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소비자와의 인 매장에서의 VM(visual

merchandising)의 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VM은 매 장에서 구매를 진하는 수단으로

매장의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매장의 이미지를 확립하여 랜드 이미지 형성 구매의도에 향

을 끼치는 등 마 측면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Park& Jeon,2004).특히 매장이 요한 정보

원의 역할을 하는 패션상품의 경우,VM은 요한 마 략 도구로 자주 이용된다.

기존 연구들은 VM이 실제로 소비자 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그 향은 무슨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다른지를 악하고자 하 다.VM은 랜드 이미지나 태도(Parketal,2007;Choi,

2009), 포 이미지나 태도(Park,2005),구매나 방문(Oh,2008)등 소비자 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향은 랜드 유형이나 복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많은 국

내 연구들이 의류 반(Park& Jeon,2009),여성복(Kim,2011),남성복(Oh,2008),스포츠웨어

(Lee,2007),캐주얼(Parketal,2007),SPA 랜드(Choi,2009)등을 상으로 소비자 반응이나 평

가 등을 연구하 다.

오늘날 소비자들에게 쇼핑은 즐거운 일인 동시에 여가생활의 연장이 되고 있다.소비자들은 단순

히 상품만을 구매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치와 만족을 얻기 해 쇼핑을 한다.따라서 소매 들은 가

격과 편리함 등의 실용 가치 제공뿐만 아니라 볼거리,즐길거리 등을 통한 쇼핑의 즐거움과 같은

쾌락 가치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포만족도와 포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An&Lee,2011).

어떤 소비자는 구매의사결정을 할 때,안정성을 추구하고 험을 회피하여 보수 으로 의사결정

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소비자는 안정성보다는 제품의 정 인 결과에 더욱 가 치하여

비록 험이 있더라도 이를 기꺼이 수반한다(Na,2004).Higgins(1997)에 의하면,의사결정에 한

동기는 향상 (promotionfocus)과 방 (preventionfocus)으로 구분된다고 하 다.향상

은 정 인 결과를 획득하고 이상 으로 바라는 상태를 추구하려는 성향이며, 방 은 손실을

회피하고 부정 인 결과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Chernev(2004)는 향상 소비자는 방

소비자에 비해 제품을 평가할 때 쾌락 속성에 더 많은 가 치를 부여하는 반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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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실용 속성에 더 많은 가 치를 부여하는 것을 확인하 다.이러한 조 이론은 심

리학 분야와 마 분야에 용되면서 소비자 성향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

을 제공하고 있지만,이러한 소비자 동기성향에 따라 VM이 소비자 반응(쇼핑가치,만족)에 미치

는 향에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는 부족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조 이 의류 포의 VM과 쇼핑가치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즉 소비자의 동기성향인 조 성향에 따라 의류매장의 VM이 쇼핑가치와

쇼핑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이를 토 로 효율 인 VM 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략 시사 을 제안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부산지역 20∼50 여성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설문지

는 2013년 1월 14일부터 31일 사이에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9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자료분석은 SPSS19.0통계패키지를 이용하 다.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을 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연구문제는 조

회귀분석을 이용하 다.

3.결과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소비자의 조 에 따른 매장의 VM이 쇼핑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향상

소비자집단에서는 VM의 상품디스 이의 독특성 차원만이 실용 쇼핑가치에 한계 유의수

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VM이 쾌락 쇼핑가치에 미치는 향

에 있어서는 VM의 유행성, 랜드 컨셉 일치성,조화성 차원이 쾌락 쇼핑가치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방 성향의 소비자집단에서 VM이 쇼핑가치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VM의 편

리성,조화성 차원이 실용 쇼핑가치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VM이 쾌락 쇼핑가치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는 VM의 편리성, 랜

드 컨셉 일치성, 랜드 컨셉 일치성,유행성 차원이 쾌락 쇼핑가치에 정 향을 미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셋째,쇼핑가치가 쇼핑만족에 미치는 향이 소비자의 조 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결

과,향상 소비자는 실용 가치와 쾌락 가치 모두 쇼핑만족에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 소비자집단에서는 실용 쇼핑가치만이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수 에서 쇼핑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Chernev(2004)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4.결론

본 연구의 실무 시사 은 의류 포 리자가 고객에게 최 의 쇼핑경험을 제공하기 해서는

표 고객 특성,즉 고객의 조 성향에 따른 포지셔닝 략과 로모션 략을 차별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를 들어,특정 랜드나 매장이 향상 성향의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 다면,VM

이나 로모션이 감성 체험이나 쾌락 가치를 강조하는 략이 효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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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한ㆍ미 FTA 발효 후 한국 섬유업체의 인식 변화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하주 ·구양숙

경북 학교 의류학과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이하며 그 성과에 해 세간의 심이 단하다.이는 장기화된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악화된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을 역 시킬 수 있는 시발 을 한미 FTA가 제공

해 주기를 바라는 업계의 기 심리를 반 한 상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연구된 바가 없는 한미 FTA 발효 후 한국의 섬유업체가 몸소 체험한 변화

와 이에 한 응방안에 해 탐색하고자 한다.이를 통하여 추후 한국의 섬유 산업이 나아가야

할 보다 실질 이고 실 인 방안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본 연구는 2013년 2월 랑스 리에서 개최된 텍스월드 시회의 참가 업체와 방문 업체의 설

문 응답을 바탕으로 이를 취합,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

리는 SPSS18.0통계 패키지를 활용하 고 교차 분석,t-test ANOVA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한미 FTA에 한 인지도 조사 결과,한미 FTA에 한 인지는 평균 이상의 수 을 보 으

며,주로 원사기 (yarn-forwardrule)원산지 규정 채택과 단계 세 철폐에 해 인지하고 있었

다.그리고 FTA에 한 인지와 별개로 이에 한 필요성에 한 인식은 보통 이하 수 이었다.

둘째,한미 FTA 비 시장 변화에 한 사 비는 보통 이하 수 이었고,주로 원산지 증명

과 해외 마 강화에 이 맞춰져 있었다. 한,해외 마 강화를 사 비한 업체의 경

우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정 ,고무 분 기의 향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는 정 결과를

얻었다.

셋째,한미 FTA 발효 후 시장 활성화 수 은 보통 이상이었고,이는 업체의 실제 매출에 평균

이상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얻었다.그러나,한미 FTA 체결 후에도 바이어 발굴 상담 등

로 개척의 어려움,미국 시장에 맞는 신제품 개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시장 확 가 어렵다고 토

로하 다.

넷째,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한미 FTA 비 정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은 원산지 증명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한,추후 정부 교육이 지속 인 세미나와 문 원의

1 1맞춤 교육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 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성공 인 미국 시장 진출,확 를 한 응 방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미국 시장의 황에 맞는 고성능,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하여 국,인도 등에서 생산

되는 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고 신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



- 74 -

둘째,정부 주도 으로 극 인 해외 시회,수출 상담회 등을 개최하여 미국 내 로 개척을

극 지원해야 한다.

셋째,지속 이고 집 인 정부 교육을 통해 FTA에 한 이해도를 높이고,섬유 업체 자체

으로 응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심어주어야 한다.

넷째,정부 차원에서 단계 세 철폐 항목에 해 철 한 사 응을 진행하고 보다 빠른

세 철폐를 통해 더 많은 업계에서 FTA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은 지 , 재까지의 효과나 성과에 해 집 하기 보다는 지 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공 인 미국 시장의 진출 확 를 해 노력해야 할 시 이다.섬유 업

계의 미국 시장 맞춤형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정부의 극 이고 지속 인 력을 통해 한국이

섬유산업의 강국으로서 다시 자리매김 하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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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정서에 따른 의복무늬의 조형적 특성 연구

김래연1)․이경희2)

1)부산 학교 의류학과
2)
부산 학교 노인생활연구소

서론

정서의 표 은 표정을 포함한 비언어 의사소통의 요한 구성 요소이며(Ekman,2003),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 하는 일은 원만한 인간 계와 사회생활에 요하다.최근 청소년이나 성인의 충

동통제나 감정조 등 정서 역에서의 문제가 사회 인 문제로 두되고 있는데, 정 정서의

결핍이나 부정 정서의 과잉으로 인해 우울장애나 경계성,연기성 인격장애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홍창희 외,2007).인 의사소통 매체에 속하는 의복은 비언어 신호로서 간주할 수

있다(MichaelArgyle,2002).자신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는 옷을 통한 의사소통에 의해 규정되고 유

지되며 정 는 부정 으로 작용한다(추계자,2007).의복은 착용자의 정서나 상황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징화하기도 하는데,이는 은연 에 의복을 착용한 당사자

의 행동뿐만 아니라 타자의 행동에도 향을 다.이러한 상징이나 착용자의 정서를 표 하는 요

소로서 의복무늬는 선,크기,색상 비,형태,공간,배열,방향성 등을 통해 다른 디자인 요소들보다

더 강한 시각 효과 심리 효과를 나타낸다(남기선,2003).이런 특성 때문에 지각자에게 착시

상을 일으켜 신체의 결함을 감추거나 장 을 돋보이게 하는데 효과 이며,심리 으로 착용자나

지각자의 정 ,부정 정서를 자극하기도 하므로 무늬선택은 착용자의 신체 특성과 정서에 맞

도록 신 하게 선택되어져야 한다.그동안 선행연구로 의복무늬의 시각 감성(김윤경 외,2000),

문양의 이미지(문주 ,2010;유 정 외,2009),이미지 평가(이소라,2008;남기선 외,2004)등의 시

각 효과에 한 감성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온 반면 심리 효과에서 나타나는 정서와 련지어

살펴 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는 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이 연구에서는 의복에

나타난 무늬를 인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작용 정 ·부정 정서를 측정하고,추출된 정

서어휘를 제시하여 자유롭게 표 된 무늬의 조형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따른 무늬의 특성을 알아 으로써 정서에 따른 의복무늬에 나타난 이미지를 객 으로

악하고 자신 는 타인의 심리 정서생활을 조작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데 목 이 있다.

첫째, 정 정서에 따른 의복무늬의 조형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부정 정서에 따른 의복무늬의 조형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따른 의복무늬의 특성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방법

자유연상언어를 추출하기 해 2012년 S/S,F/W 국내 캐주얼 랜드 스트리트 패션 온라인



- 76 -

쇼핑몰에서 무늬가 있는 티셔츠 사진 779장을 수집하 다.모티 와 무늬의 종류별로 16개의 기

에 따라 각 3장씩 총 48장의 자극물을 선정하여 의류학 문가 집단 15명에게 자유연상언어를 통

해 정서어휘를 추출하 다.총 228개의 정서어휘 5회 이상 나온 어휘들만 선별하여 정 24개,

부정 38개,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휘 5개를 목록으로 작성하 다. 표어휘선정을 해 자유연

상언어 목록에서 의류학 문가 집단 15인에게 다 응답 설문을 하고,언어학 문가 1인에게 검

증 한 결과 정을 표하는 어휘로 「행복」,「기쁨」,「사랑」,「즐거움」,「희망」,부정을 표

하는 어휘로 「슬픔」,「분노」,「불안」,「우울」,「공포」등 총 10가지 표 어휘가 선정되었다.

정서에 따른 무늬 연구를 해 부산지역 의류학 공 남·녀 학생을 상으로 설문하 으며,총

20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설문지 구성은 인구 통계 특성과 정서에 따른 의복 무늬를 그

리도록 표정서어휘 10개와 남,여 구분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아이템인 라운드 티셔츠를 A4

사이즈 반 크기의 도식화로 제시하 다.제시된 표정서어휘를 무늬로 다양하게 표 하기 한

도구로 사용이 편리하고 표 에 용이한 색연필로 정하고,먼셀의 기본 10색상에 Pale,Grayish,

Deep톤의 30색,무채색의 N8,N5,N2,Black의 4색으로 총 44색이 제시되었다.

결과 고찰

1. 정 정서에 따른 의복무늬의 조형 특성

정 정서에서 행복에 나타난 의복무늬의 조형 특성을 살펴본 결과,모티 와 종류로 회오

리모양의 곡선,하트,꽃과 구름 등의 자연물을 양식 으로 표 한 무늬가 많았다.무늬의 치는

체 , 앙에 치하며,공간 사용이 높았다.작은 크기의 무늬가 사방향으로 나타났으며, 간

정도의 필압을 사용하 다.곡선을 많이 사용하 으며 간 두께의 선이 많았다.색상의 수는 2개,

1개 순으로 표 되었고,색상은 R과 Y가 같은 비율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색조는 Vivid톤의

톤인톤 배색이 많았다.기쁨은 기하학 인 모티 와 사람이 웃고 있는 얼굴을 양식 으로 표 한

무늬가 많았다.무늬의 치는 체 , 앙에 치하며,공간 사용이 높았다.작은 크기의 무늬가

사방향으로 많이 나타났으며,강한 필압의 간 두께선과 직선+곡선의 복합 선들이 주로 표 되었

다.Vivid와 Pale톤의 R,Y,YR의 색상을 사용한 톤인톤 배색이 많았으며,색상의 수는 1개,2

개의 순으로 나타났다.사랑은 반 가까이 하트모양의 기호를 사용한 양식 인 무늬로 표 되었

다.무늬의 치는 체 , 앙에 치한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공간 사용이 높았다.작은

크기의 무늬가 사방향으로 나타나며,강한 필압의 간두께 곡선들로 표 되었다.색상의 수는 1

개,2개 순으로 Vivid와 Pale톤의 R,RP색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톤인톤 배색과 톤온톤

배색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즐거움은 용수철 모양의 기하학 인 선들과 음표와 같은 기

호들로 양식 인 무늬가 많이 나타났다.작은 크기의 무늬가 사방향으로 체 인 치가 많았고,

앙,상,하의 치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공간 사용이 높고,필압이 강한 간 두께의 곡선

이 나타났다.색상의 수는 1개,2개 사용한 비율이 같으며,다른 정서들에 비해 6개 이상의 색상

수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Vivid와 Pale톤의 Y,R,YR의 색상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왔으

며,톤인톤 배색이 많았다.희망은 새싹,태양,무지개,구름,나무와 같은 자연물과 기하학 인 선

들을 모티 로 한 양식 무늬가 많았다.무늬의 치는 체 , 앙 순으로 나타났고,오른쪽 상

단에 치한 비율도 높았다.사방향의 작은 크기의 무늬가 많았으며,강, ,강+약 복합의 필압이

비슷하게 나타났다.선의 두께 역시 두꺼운, 간,가는 선들이 복합된 곡선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색상의 수는 2개,1개 순으로 사용되었고,Vivid와 Pale톤의 Y,G,B색상 등으로 표 되었다.

톤인톤 배색,콘트라스트 배색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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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정 정서에 따른 의복무늬의 조형 특성

부정 정서에서 슬픔에 나타난 의복무늬의 조형 특성을 살펴 본 결과,모티 와 종류로 하늘

에서 내리는 비,물방울,사람의 에서 흐르는 물 등의 모티 를 양식화한 무늬들이 많이 나타

났다.무늬의 치는 체 다음으로 앙과 아래쪽에 치한 무늬가 같은 비율로 높게 나왔다.

무늬의 공간사용이 높았고,큰 무늬가 많았으며 수직 방향이 많았다.필압은 강,강+약 복합 등으

로 나타났고,두꺼운 곡선,곡선+직선으로 나타났다.Nutral톤과 Grayish톤,Deep톤이 비슷한

비율로 높았으며,BK,PB가 단일 색상으로 표 되었다.불안은 기하학 모티 를 사용한 기하학

무늬가 많았다.1개의 색상 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Nutral톤의 BK 색상을 사용하 다. 체

인 치의 무늬와 공간사용이 높았다.큰 무늬가 수직방향을 이루고 있으며,강한 필압의 두꺼운

곡선과 지그재그 선을 사용하 다.톤인톤 배색의 BK,R,PB등의 색상과,Nutral톤과 Deep톤

으로 표 되었다.분노는 기하학 인 선들로 추상 무늬를 나타냈다.큰 무늬가 사방향과 수직

방향을 나타냈고, 체 , 앙에 치했으며,공간 사용이 높았다.무늬의 필압이 강하고,두꺼운

선들이 높게 나타났으며,지그재그 선을 많이 사용하 다.1개,2개의 색상으로 R,BK색상이 사

용되었고,Vivid톤과 Nutral톤의 톤인톤 배색으로 표 되었다.우울함은 물이 고여 있거나 물방

울 등을 양식화 한 무늬나,일정한 형태 없이 선으로 면을 채우는 추상 무늬를 많이 나타냈다.

무늬의 치는 체 ,아래쪽 순으로 많았으며,공간 사용이 높았다.무늬의 크기는 큰 무늬와 작

은 무늬가 많았으며,수직 방향,수평 방향 등으로 나타났다.강,강+약의 필압이 나타났고,두꺼운

곡선,직선+곡선으로 표 되었다.색상의 수는 1개가 많이 나타났으며, BK,PB,P등의 색상이

Nutral,Grayish,Deep톤으로 표 되었다.공포는 기하학 인 선들로 면을 채운 추상 무늬가 많

았다.큰 무늬가 수직방향으로 나타났으며,강한 필압의 두꺼운 직선과 직선+곡선이 많이 사용되

었다.색상의 수는 1개,2개 순으로 나타났고,Nutral톤과 Deep톤의 BK,R색상이 사용되었다.

톤인톤 배색이 많았으나,악센트 배색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3. 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따른 의복무늬의 특성 차이

정 정서와 부정 정서에 나타난 의복무늬의 특성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정 정서의 의

복무늬는 주로 밝고 따뜻한 느낌이 연상되는 자연물과 음표,하트,사람이 웃고 있는 얼굴을 양식

화하여 표 한 무늬가 많았다.특히 사랑은 하트기호를 모티 로 한 양식 무늬가 다른 정서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부정 정서의 의복무늬는 특별한 형태를 갖지 않고 색으로 면

을 채운 추상 인 무늬나 거친 선으로 표 한 기하학 인 무늬가 많이 나타났다. 정 정서와

부정 정서 모두 공간 사용이 높았으며,무늬의 치도 체 으로 같게 나왔다. 정 정서에

서 희망은 다른 정서에 비해 오른쪽 상단에 치한 비율이 높았다.부정 정서에서 불안은 다른

정서에 비해 체 인 치의 무늬 비율과 공간 사용이 가장 높았고,슬픔은 체 인 치 다음

으로 하단에 치한 무늬가 많았다.무늬의 방향은 정 정서 모두 활동 인 느낌을 주는 사방

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부정 정서에서 분노를 제외한 나머지 정서어휘들은 주로 수직으로 방

향을 이루고 있었다.분노는 화를 분출하듯이 사방으로 무늬가 나타났는데 두꺼운 지그재그 는

직선을 사용한 무늬가 많았으며,슬픔은 다른 정서들에 비해 수직방향의 비율이 높았다.무늬의

크기는 정 정서에서 작은 크기들이 많이 표 된 반면 부정 정서에서는 큰 무늬가 많이 표

되었다.작은 크기의 무늬는 행복에서,큰 크기의 무늬는 공포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필압은

간 정도의 필압이 나타난 행복을 제외하고 모든 정서에서 강하게 나타났다.선의 굴곡과 두께에서

정 정서는 간 두께의 곡선을 주로 사용하 으며,부정 정서는 두꺼운 곡선,지그재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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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이 각 정서어휘마다 높은 비율로 표 되었다.부정 정서에서 분노는 강한 필압과 두꺼운

선을 사용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색상의 수는 정 ,부정 정서 모두 1개,2개 순으로 나타났

으나, 정 정서에 비해 부정 정서의 1개 색상 사용 비율이 2배 가까이 높았다. 정 정서

에서는 Vivid와 Pale톤의 난색계열과 성색인 GY와 G를 많이 사용하 는데,특히 희망에서 자

연을 연상시키는 GY와 G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즐거움을 나타내는 색으로 명랑한 느낌의 Y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부정 정서에서는 BK의 무채색계열과 Grayish와 Deep톤의 PB와 R이 많

이 사용되었다.특히 분노의 R색상은 정 정서의 사랑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슬픔

이나 우울을 나타내는 색으로 물을 연상시키는 Grayish톤의 PB색상이 많이 나타났고,불안,공

포,분노에서는 자극 이며 피를 연상시키는 BK와 R이 주로 사용되었다.

결론

정서에 따른 의복무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정 정서는 자연물을 양식 으로 표 한 작은

크기의 무늬가 사방향을 나타내며,곡선을 사용하 다. 한 화려하고 밝은 톤의 난색계열과 성

색상을 사용한 톤인톤 배색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부정 정서는 기하학 모티 를 추상 으로

표 한 큰 크기의 무늬가 수직방향으로 나타났으며,직선과 지그재그,곡선이 혼합된 무늬가 많았

다.그리고 Deep& Grayish톤의 PB,R,BK를 사용한 단일색상 무늬가 많이 표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패션디자인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에 나타난 의복무늬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제안

한다면 정 정서 는 부정 정서를 조작하여 부각시키는데 효과 일 것이다.마지막으로

정 ,부정 정서 모두 공간사용이 높았고, 체 인 치를 나타내는 무늬가 많이 나타나 유의

인 차이가 없었는데,이는 설문자의 정서에 따라 유사한 활용을 보인 것이라 사료되며,앞으로

공간사용정도에 한 정서별 표 양상 계에 해 객 검증이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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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콜라주 패션일러스트레이션을 통한 대학생의 자아상 연구

최정희¹⁾·이경희²⁾
1)
부산 학교 의류학과
2)
부산 학교 노인생활연구소

1.서론

사회가 변하고 다원화되면서 인간의 심리 인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치유의 욕구가 증

되어 다양한 심리치유의 이론과 방법이 용되고 있다.특히 학업과 취업,경제 불안 등으로

많은 스트 스와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사회의 학생들은 불안과 우울,자살률이 증가하여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확립하는 시기이며 이는 청년기

에 이루어야 할 핵심 인 발달 과업이다.이시기를 한 심리 치료 근은 그들이 갖는 정신

,정서 갈등이나 잠재된 문제 들이 악화되는 것을 방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을 확립시키고

자기성장을 극 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여주,2005).패션과 련된 치료 연구는 부분

정신장애나 정신질환자를 상으로 의상을 이용한 외모개선을 통한 정서 변화에 한 연구이

며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와 패션일러스트 이션과 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패션일

러스트 이션은 자아상을 표 하는 매개체이고 그 콜라주기법은 패션일러스트 이션에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최근 심리 치료 미술 매체로써 많이 연구되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는 의류

학 측면에서 자아를 주제로 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을 제작해 으로써 이에 나타난 내면

의 상징과 자아상의 표 특성,자아상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학생의 자아상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한 건 한 자아상을 형성하고 자아실 과 내 성장의 기회를 만들

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이에 이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에 나타난 자아상의 표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과 DAP(인물화검사)에 나타난 자아상을 비교분석한다.

셋째,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이 자아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다.

2.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 램그램을 진행하여 패션일러스트

이션 작품에 표 된 자아상의 특징을 알아보고 심리 의미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 일

심층면 상담을 진행하여 자아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다.연구 상은

부산 역시에 거주하는 패션디자인을 공하는 학생 외모와 진로,가정환경 등에 한 고민

이 있고 심리 상담을 희망하는 5명을 상으로 하여 일 일 상담을 통한 질 연구를 하 다.실

험도구는 사 ,사후 검사를 포함하여 총 12회기로 구성된 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 로그램

을 실시하 으며 실험기간은 2012년 9월 13일부터 2013년 2월 28까지 주1회 1시간씩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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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상담실에서 실시하 다.분석 방법은 선행연구(이근매,아오키 도모코,2012;이 길,하만

석,2011)를 바탕으로 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의 체 ,형식 ,내용 분석과 진단을 하

고 심리상담과 미술치료 1 을 소지한 박사 1명과 문가 1명의 평정을 거쳐 타당성을 검증하

다. 로그램의 용 효과를 검증하기 해 사 ,사후검사를 실시하 다.‘DAP(인물화 검사)’를

실시하여 오오도모의 인물화 성격검사기 (김동연,2000(大伴茂,1968에서 인용))에 의해 문제지

수에 의한 성격분석과 내용분석을 하 으며 자아정체감은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검사’(박아청,

2003)의 수변화와 SPSS18.0을 사용하여 차이검증(t-test)을 하 다.

3.결과 논의

1)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에 나타난 자아상의 표 특성

콜라주의 형식 특성과 내용분석을 통해 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에 나타난 자아상의 표

특성을 알아보았다.실험 상자1은 기상담 시에 진로에 한 불안감과 확신감이 부족하 으며

기와 기에는 화면에 여백 없이 콜라주를 하고 깃털장식과 작은 꽃, 이스를 붙여 강박증과

의존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후기로 갈수록 균형 있게 여백을 사용하고 과도한 꽃장식이 사라졌

으며 기의 방어 이고 의존 인 성향은 사라지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자신을 표 하 다.실

험 상자2는 기상담 시에 외모콤 스와 진로에 한 고민,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불안감을 가

지고 있었다. 기와 기에는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거나 사라진 얼굴,바탕을 검게 가득 채우고

몸을 측면으로 돌리는 등 우울감이 있고 소극 이며 인 계에 한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보인다.후기에서는 을 가리고 입을 딸기로 표 하는 등 방어 인 자세를 여 히 가지고 있으나

반 으로 정돈된 화면 구성으로 심리 으로 안정되어 진 것을 알 수 있다.실험 상자3은 유학

비와 비용으로 인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와 기에는 한쪽 을 가리거나 을 감고

얼굴을 측면으로 돌리는 등 심리 인 불안감과 회피 ,방어 인 자세가 표 되었다.후기에는 그

림자와 모자를 표 하는 등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으나 미래의 모습을 성공한 디자이 로 표

하여 정 인 변화가 보 다.실험 상자4는 공에 한 성과 진로에 한 고민이 주된 호소

문제 다.솜으로 표 된 외투,팔짱을 낀 자세 등 의존 인 성향,심리 긴장감을 표 하 으며

자화상에서는 무표정하며 을 따로 오려붙여 외부에 한 방어 표 을 하 다.후기에는 얼굴

을 가리고 있던 머리가 사라지고 얼굴을 드러냈으며 활짝 웃은 표정의 자화상을 표 하 다.실

험 상자5는 기상담 시에 신체콤 스와 내성 성격으로 인한 사회성이 부족한 것에 한 고

민이 있었다. 기와 기에는 바탕과 구분이 없는 얼굴라인과 섬세하게 오려진 안경,무거운 색

의 큰 실루엣의 외투 등 심리 압감,도피 성향,자신감이 결여된 표 을 하 다.그러나 뒤

로 갈수록 나무와 꽃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미래에 한 꿈과 목표를 표 하 으며 후기에는 붉

은 색을 많이 사용하고 진주로 된 머리장식과 메이크업을 꾸며진 여성스러운 얼굴 지 호기심에

한 심과 자기애가 표 되었다.실험 상자5명 모두 기의 콜라주보다 후기에 심리 으로 방

어 이고 의존 인 모습에서 안정 이고 자신감 있는 표 으로 변화하 으나 후기에서도 일부 불

안감이 표 되기도 하 다.

2)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과 DAP(인물화검사)에 나타난 자아상의 비교분석

사 사후검사인 DAP(인물화검사)는 문제지수가 높을수록 성격의 어려움이 많고 각 상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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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총계는 그 사람의 성격상이 된다.실험 상자1은 사 검사에서 문제지수가 14이고 S,SCH

부호가 많아 자기 심 ,경계 ,불안,의존 인 성향을 가진다. 기에 상체를 측면으로 돌린 것

과 깃털장식은 경계 이고 의존 인 성향을 나타낸다.사후검사에서는 문제지수가 7로 낮아졌으

며 S와 PS가 많아 과도한 야심과 자기애 성향이 나타났다. 기와 후기에 꽃으로 과장된 머리

장식과 “최고의 자랑”이라는 문자를 인용한 것은 야심과 자기애를 표 한 것이다.실험 상자2는

사 검사에서 문제지수가 8이며 M,SCH,PS가 2개씩으로 소극 이고 축되어 있으며 방어 인

성향으로 나타났다. 기와 기에 얼굴의 형태를 흐리게 표 하거나 얼굴을 생략하는 것은 축

되고 방어 인 자세로 보인다.사후검사에서는 지수가 5로 낮아졌다.실험 상자3은 사 검사에

서 문제지수가 8이며　S,F,PS의 지수가 많아 방어 이고 불안정하고 자기애 인 성향이 나타

났다.한쪽 을 가리거나 얼굴을 측면으로 돌리는 등 기의 콜라주에서 방어 인 표 을 볼 수

있다.사후검사에서는 문제지수가 4로 낮아졌으며 특별한 문제 은 보이지 않았다.실험 상자4

는 사 검사에서는 문제지수가 13이며 PS,MD이 많아 자기애 이고 의존 이며 방어 인 성향

이 나타났고 사후에는 6으로 낮아졌다. 기와 기에서 을 따로 잘라 붙이거나 어둡고 긴 머

리가 얼굴을 감싸고 있는 것 등이 방어 인 표 으로 보이며 후기에는 머리색이 밝고 얼굴을 드

러내며 웃는 표정으로 표 하여 방어 인 성향이 개선 된 것으로 보인다.실험 상자5는 사 에

는 문제지수가 12이며 M,S,SCH가 많아 소극 ,도피 ,방어 성향이 나타났다. 기에 얼굴

에 경계가 없고 안경을 섬세하게 잘라 붙인 것은 소극 이고 방어 인 것을 상징한다.사후는 문

제지수는 8로 나타났으며 S,F,SCH성향이 나타나 소극 인 면은 감소하 으나 욕구 불만족의

성향이 나타났다.인물화 검사에서 실험 상자 5명 모두 불안과 의존,방어 인 심리에서 안정감

과 자신감,미래에 한 희망이 표 되는 인물화로 변화하 으며 지표가 높을수록 성격에 어려움

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인물화 성격검사 기 의 지표는 모두 감소하 다.

3)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이 자아상에 미치는 효과

로그램의 사 사후의 자아정체감의 차이검증(t-test)을 실시하 다.실험 상자 5명 모두 사

보다 사후 수의 평균이 상승하 으며 자아정체감의 상승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체 실

험 상자 자아정체감 체의 평균은 실험 상자4의 수가 가장 높게 상승하 으며 실험 상

자5의 수가 가장 낮게 상승하 다.자아정체감의 6개의 하 요인에서는 실험 상1은 주도성에

서 수가 가장 높게 상승하 으며 주도성과 주체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실험 상2는

목표지향성이 가장 높게 상승하 으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실험 상3은 친 성에서 가장 높

게 상승하 으며 다음으로 주도성이 높게 상승하 다.주도성,친 성,주체성,목표지향성에서 유

의미한 효과가 있었다.실험 상4는 미래확신성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 으며 미래확신성,주체성,

목표지향성,주도성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실험 상5는 자기수용성에서 가장 높게 상승하

으며 자기수용성과 미래확신성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각 하 요인에 따른 실험 상자 5

명의 체 평균은 모두 상승 하 으며 6개 항목 모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사 사후 자아정

체감의 차이검증에 한 구체 인 내용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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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사 사후 자아정체감의 차이검증

구분 실험 상1 실험 상2 실험 상3 실험 상4 실험 상5 체평균

자아

정체감

사 평균 4.07 3.57 3.50 3.42 2.62 3.47

사후평균 4.68 4.37 4.13 4.52 3.08 4.15

t-value -4.580*** -4.722*** -5.333*** -7.167*** -3.617*** -10.891***

하

요인

주체성

사 평균 4.40 3.8 3.7 3.5 2.7 3.62

사후평균 4.80 4.2 4.3 4.6 3.0 4.18

t-value -2.449* -0.269 -3.674** -3.973** -1.964 -5.209***

자기

수용성

사 평균 4.3 4.0 4.5 4.7 3.3 4.16

사후평균 5.0 4.8 4.6 4.9 4.1 4.68

t-value -1.769 -2.058 -.264 -1.000 -2.449* -3.366***

미래

확신성

사 평균 4.2 4.5 3.9 3.0 2.4 3.6

사후평균 4.8 4.7 4.4 4.8 3.2 4.38

t-value -1.964 -.688 -1.343 -4.070** -2.228* -4.534***

목표

지향성

사 평균 3.8 2.5 3.2 3.4 2.5 3.08

사후평균 4.4 4.4 3.9 4.7 2.6 4.00

t-value -1.152 -4.146** -2.689* -3.284* -1.000 -4.978***

주도성

사 평균 3.4 3.2 2.7 3.1 2.2 2.92

사후평균 4.4 4.2 3.5 3.7 2.6 3.68

t-value -3.873** -2.023 -4.000** -2.250* -1.078 -5.161***

친 성

사 평균 4.1 3.4 3.0 4.0 2.6 3.42

사후평균 4.7 3.9 4.0 4.4 3.0 4.00

t-value -1.616 -1.464 -3.873** -1.809 -.885 -3.900***

***p<.001,**p<.01,*p<0.5

4.결론 제언

학생을 상으로 하여 자아를 주제로 한 콜라주 패션일러스트 이션을 제작해 보고 이를 바

탕으로 진행한 심리 상담이 청년기 학생의 자아상에 정 인 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패

션일러스트 이션은 의복과 패션 반을 주제로 한 미술 표 의 한 분야로서 콜라주라는 매체

를 활용한 패션일러스트 이션을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자아상을 표 해 으로써 자

신의 내 심상과 갈등,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표 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은 객 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어 자신에 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며 성취감과 함께 자신에 한 신뢰

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상의 수가 제한 이기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 을 기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로그램의 일반화를 해 집단상담 로그램을 진행할 정이며 콜라주 기법뿐

만 아니라 다양한 기법의 패션일러스트 이션의 용과 연구 상을 확 하여 연구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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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발표장

좌 장:이 자 연(신라 )

C113:30-13:50 토론:최은주( 산 )

경기도 오산 출토 16세기 여자 바지의 복원을 한 실증 연구

이순 ,권 숙(부산 )

C213:50-14:10
토론:임지 ( )

휠체어 사용자의 의복 맞춤시스템 설계를 한 측면체형

박 애,박장운,양정은,유희천(포항공 , 구가톨릭 )

14:00-14:20 CoffeeBreak

좌 장:도 월 희( 남 )

C314:20-14:40 토론:김희숙(안동 )

휠체어 장애인을 한 국내외 의류제품 분석

이재향,양정은,박 애( 구가톨릭 ,포항공 )

C414:40-15:00
토론:이명희(부경 )

통기성 향상을 한 하계비행복 설계 착용쾌 성 평가

은진,박세권,하지 ,김희은,유희천(포항공 ,공군사 학교,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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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경기도 오산 출토

16세기 여자 바지의 복원을 위한 실증적 연구

이순 1)·권 숙2)

1)부산 학교 통복식과보존과학 동과정
2)
부산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출토복식은 당시의 복식제도와 특성을 이해하기 한 실증자료로서 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2010년5월,경기도 오산에서 출토된 임진왜란 기로 추정되는16세기 복식유물이다.

묘주는 구성이씨와 여흥이씨 이며,무연고 묘로 남편의 묘가 소실되어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가

없으나,두 묘주의 명정에서 구성이씨가 정실부인이고 여흥이씨는 후실로서 두 사람은 동시 의

인물로 추정하며,출토바지를 심으로 실증 연구를 시도한 것이다.출토 바지는 ‘여흥이씨’의 묘

에서 습의 3 과 염의 5 ,‘구성이씨’의 묘에서 습의 1 이 수습되어 총 9 의 바지를 연구 상으

로 하 다.출토바지들은 그 상태가 양호하여 정확한 고찰이 가능하 고,재질과 바느질기법이 매

우 정교하고 구성법이 다양하 다.

지 까지 바지에 한 선행 연구로 박춘순(1991)은 바지의 변천과정을 세계 각 민족의 통바지

와 비교하여 지역 특성과 바지의 유형을 분류하 고,김선우(1995)는 조선시 여자 내의문화에

하여,김정순(2007)은 조선시 출토복식을 자료로 바지의 형태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치수 분석을 연구하 고,안인실(2001)은 바지의 구성과 복원을 시도 한 연구들로써 주로 바지에

한 일반 인 연구들이며,복원을 한 구체 인 연구를 시도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 여자 바지복원을 한 구체 인 구성법과 바느질법을 심으로 연구를 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목 으로 연구되었다.첫째,경기도 오산 출토 16세기를 후 한 여자 바지의

구조와 조형특성을 심으로 한 심미성과 기능성 등을 고찰하며 둘째,복원을 한 구체 인 구성

법과 바느질법 고찰을 통하여 16세기 여자 바지의 복원공정을 추정하여 설계함으로서 시 복식

고증을 한 자료제공을 하며 셋째,이를 통한 통바지의 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

자 한다.

Ⅱ.연구방법

연구방법은 경기도 오산 출토 복식 바지 유물 총 9 을 상으로 한 실증 고찰과 선행연

구 출토바지 련 보고서 논문 자료를 심으로 한 문헌연구를 병행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16세기 ,후 여자바지의 구조와 특성을 제시하고,경기도 오산에서 출토된

홑바지와 비바지의 구성법과 특성을 제시하며,출토바지의 구성법 고찰을 통해 특징 인 홑바지

2 과 비바지 2 의 복원을 한 공정도를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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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고찰

1.홑바지와 비바지의 구조와 특성

정실부인인 구성이씨의 명주 비바지No.91 과 나머지 8 의 여흥이씨 바지에 한 고찰 결과

는 다음과 같다.습의로는 구성이씨의 경우 비바지 한 이고,여흥이씨의 경우는 삼베홑바지

No.1,No.2 에 비바지No.7을 착용하 다.홑바지 6 과 비바지 3 에 한 고찰결과 홑바지

6 은 모두 폐고식이며, 비바지 3 은 모두 개고식 바지이다.바지통은 모두 일자형이며 바

의 형태는 삼각형이 7 이고 사다리 형이 2 으로 삼각형의 바 가 많다.바지 길이와 바지부리치

수가 홑바지가 비바지에 비하여 큰데 비하여 허리말기치수는 오히려 비바지가 길고 넓음을

알 수 있었다.구성이씨 바지와 여흥이씨 바지에 한 치수 비교는 비바지를 심으로 볼 때

바지 길이는 여흥이씨 바지가 약간 길지만 길이는 오히려 구성이씨 바지가 길고 허리말기와

허리끈 그리고 바지부리의 치수 면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 앞 시 를 살다 간 구성이씨의 바지가

허리말기의 길이와 끈이 짧고 바지통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다.홑바지의 경우는 바지유형이 란바

지와 일반바지 형태의 두 종류 이며 6 모두 일자형 바지이고 No.5의 무명 홑바지를 제외한 5

의 홑바지 모두 마름모형을 반으로 은 삼각형의 바 를 달았으며 4 의 홑바지에 어깨끈이

달려 있다.허리에는 6∼12㎝의 깊은 주름이 앞,뒤로 동일하게 잡 있고,오른쪽 트임이며 어

깨끈은 앞,뒤 허리말기의 앙에 달려있다.3 의 삼베홑바지는 부리 쪽에 25㎝ 길이의 고운 모

시로 란이 달린 형태이고,No.5바지는 사다리형 무를 배래선에서 ⨆형으로 연결하여 사타구니 부

분을 입체 으로 형성되도록 바느질하 다. 한 3 의 비바지 구성법은 각각 따로 만든 2개의

바지폭을 벼서 만든 바지통을 허리말기 앙에 15∼18㎝ 폭으로 겹쳐서 달아 개고식 바지를 만

들었으며 솜의 뚜께나 재질에 따라 구성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표 1> 출토바지 유형별 치수표

no
구
성

유형 재질 길이
길이 유형

어
깨
끈

허리말기 허리끈

부리 비고
길이 비 길이

비

1

홑
바
지

폐
고
식

란
바
지
형

삼베
모시

105 56 삼각형 - 94 8.5 90 7 72
여흥이씨습의1,
모시란이 연결.

2
삼베
모시

106 58 삼각형 - 94 8 90 7 71 여흥이씨습의2,모시란

3
삼베
모시

105 58 삼각형 ○ 95 7.5 89 6 70
염의,모시란,모시

어깨끈

4

일
반
형

무명 100 51 삼각형 ○ 100 10 9483 6 70
염의,어깨끈이 말기

심에 달림.

5 무명 100 53 사다리형무 ○ 98 10 9377 6 66
염의,어깨끈이 말기

심에 달림.

6 삼베 79 57 삼각형 ○ 93 7.7 88 6.5 66
염의,어깨끈이 말기

심에 달림.

7
비
바
지

개
고
식

일
반
형

명주 101 56 삼각형 - 103 12 83 5.5 52 여흥이씨습의3

8 무명 99 55 삼각형 - 100 11.5 10242 43 48 염의

9 명주 99 63 사다리형무 - 92 10 6543 3.5 59 구성이씨 습의

2.출토유물의 바느질 구성법

출토바지의 주 바느질은 홑바지의 경우 0.1∼0.2㎝의 홈질과 감침질이 주 바느질이며, 비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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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1∼0.2㎝의 홈질과 온 당침이 주 바느질법으로 사용 되었다.란이 달린 홑바지의 바느질 구성

법의 특징은 배래 연결 시 식서와 해서의 연결로서,해서 시 은 풀림 방지를 해 2번 어서 식

서 시 과 고운 홈질로 연결한 과 부리에 란을 때 시 을 2번 어 홈질한 후 안에서 감침

질로 연결한 이다.무명홑바지 no.5의 경우 겹으로 구성된 무와 바지통의 연결 시 두 겹의 무

사이에 오른쪽 와 왼쪽 앞 를 이은 후 왼쪽 뒤 시 은 안쪽에서 감침질로 마무리 하

다.무명 비바지 no.8의 경우는 바지통은 1㎝ 간격으로 빈 비해 맡 바 는 0.5㎝ 간격으로

빈 이 특이하고,바느질 땀은 5∼6땀／1㎝로 벼져 있다.명주 비바지 no.9의 경우,거의 솜

을 두지 않은 듯 아주 얇게 솜을 두었으며 바느질 땀 한 7땀／1㎝로 정교하게 빈 이 특징

이다.

3.복원을 한 바느질 측 공정도

이상의 출토바지의 구조 형태,구성법들을 고찰한 결과,다음과 같은 공정 과정으로 만들어

졌음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공정과정을 거쳐서 유물을 복원,제작 하 다.

<표 2>유물의 복원을 한 공정과정 측도

복원유물
공정순서

홑바지 No.1 홑바지 No.4 비바지 No.2 비바지 No.3

1 삼베 폭 잇기 무명 폭 잇기 무명 폭 잇기 명주 폭 잇기

2 배래 잇기
바지통 만들기 겉감과 안감의 선

잇기
배래 잇기

3 가래바 기 가래바 기
솜을 둔 후
바지통 비기

겉감과 안감의 부리
잇기

4 마름모형 당 만들기 사다리형무 만들기 배래선 연결 사다리형무 만들기

5 오른쪽 길과 당 연결
오른쪽 바지통과 무

연결
부리에 선단 처리

사다리형무에 솜 둔 후
비기

6 좌.우 바지통 잇기 왼쪽 바지통과 무 연결
삼각 당에 솜 두고

비기
바지통과 무 잇기

7 왼쪽 길과 당 연결 트임 만들기
길의 겉감과 삼각 당

잇기
우측 트임 만들기

8 허리 주름 만들기 허리주름 만들기
길의 안감과 당
시 처리

바지통에 솜 두고
비기

9 허리끈 만들기 허리끈 만들기
우측바지통이
로허리선 겹침

우측바지통이
로허리선 겹침

10 허리말기 달기 허리말기 달기 허리 주름 만들기 허리 주름 만들기

11 삼베부리 어홈질
허리말기 앙에
어깨끈 달기

허리말기 달기
허리 감 연결 후 솜
두어 비기

12 모시란 잇기 부리 말아 감침 허리끈 달기 허리끈 달기

Ⅳ.결론

이상 2010년 5월 경기도 오산에서 출토된 바지는 16세기 여자바지를 심으로 홑바지 6 과

비바지 3 을 상으로 조선시 여자바지의 구조와 조형특성,구성 법등을 살펴보고 이를 복원

함으로서 출토바지에 나타난 다양한 바느질 기법들과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조형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바지의 구성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조형미는 란 바지의 구조와 재질미로 나타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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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비바지의 정교한 구성법들은 한국 고유의 침선기법으로 발 시킬 수 있는 특징 인 바

느질 구성법 등으로 고찰 되었다.이 외에도 단조로운 평면구성기법을 인체의 구조에 알맞게 입체

화하기 한 바 구성법과 어깨 끈의 구조 등은 한국 인 통바느질 기법으로서 화를 시

킬 수 있는 주요 아이템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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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휠체어 사용자의 의복 맞춤시스템 설계를 위한 측면체형  

박 애1)․박장운1)․양정은2)․유희천1)

1)
포항공과 학교 산업경 공학과
2)
구가톨릭 학교 패션디자인과

1.서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부분의 시간을 앉은 자세로 보내고,휠체어 바퀴를 항상 돌리게

됨으로써 신체 인 변화가 많이 나타나 기성복의 맞음새에 문제 이 있다.선행연구에서 장기간

휠체어 사용으로 진동둘 , 팔둘 ,어깨길이,가슴둘 등 상반신이 발달하고,하반신은 마비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하지는 왜소해지며,복부가 비반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희:

1991,박 애:2009).비장애인의 체형과 비교연구(박 애.2010)에서 목둘 ,가슴둘 ,허리둘 ,

팔둘 등 상반신의 수평크기는 휠체어 장애인이 큰 반면 앞 심길와 넙다리둘 ,종아리최소둘

등 하지 항목은 비장애인보다 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남성복의 뒤품인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는 휠체어 장애인이 큰 반면,앞품인 겨드랑앞벽사이길이는 비장애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이것은 비장애인의 선 자세를 기 으로 제작된 기성복은 휠체어 사용자의 신체 특성이 반

되어 있지 않아 잘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각 개인마다 장애특성이 다양해서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량생산시스템에 의한 기성복은 장애인의 신체 특성을 커버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반면

휠체어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개별 인 맞춤복 제작은 생산비용이 높아 열악한

경제 환경에 있는 부분의 장애인에게는 비 실 임으로 악되고 있어 휠체어 사용자를 한

의복환경 개선을 한 연구가 실히 필요하다.

량맞춤생산(masscustomization)은 렴한 량생산(massproduction)과 소비자 개인 특성을

반 한 맞춤(customization)의 두 가지 의미가 융합된 의미로써(윤순 ,1994)휠체어 장애인를 한

의복개발에 있어 한 생산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즉 휠체어 장애인의 신체 장애특

성,의복의 기능 ,심미 ,경제 요소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각 개별 으로 의복 착용의 만족

을 높일 수 있는 의복 맞춤생산시스템 개발은 휠체어 장애인의 열악한 의복환경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량생산맞춤생산시스템 설계를 해 우선 으로 휠체어 장애인의 체형의 분류가 선행되어져야

한다.특히 측면 체형은 의복 착용 시 인체 합성에 요한 요소인데(권숙희,1997),휠체어 장애

인은 앉은 자세에 의해 체형의 변화가 많이 나타남으로 앉은 자세에서의 측면체형 연구가 선행되

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휠체어 장애인의 맞춤의복시스템설계에 필요한 체형 구

분을 해 휠체어에 앉은 자세의 측면형태를 분석하여 체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성을 악하고

자 한다.



- 89 -

2.연구 방법

2.1.연구 상 기간

본 연구 상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성인 남자 장애인(20세에서 65세까지)을 상으로 2013년 2

월부터 4월 30일까지 휠체어 배드민턴,농구,탁구,사격 등 재활,여가활동 선수활동을 하고 있

는 휠체어 장애인 162명에 한 측면 사진을 촬 하여 간 인체측정 자료를 수집하 다.분석이

어려운 사진은 제외하여 141명에 한 측정치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2.2.측정방법과 측정항목

2.2.1.측정방법:휠체어 사용자는 선자세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휠체어에 평소 앉는 자세를

취한 후 팔은 자연스럽게 내리게 한 후 의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게 하 다.카메라에서 벽면까

지의 거리는 4100mm로 하 고,10mm 간격의 수직 수평선이 그려진 바탕지를 뒤 배경으로 하여

휠체어를 벽면에 바싹 붙여 촬 하도록 하 다.높이는 평균 으로 피사체의 가슴부 에 카메라

심이 되도록 하여 900mm에 고정하여 설치하 다(Fig.1)

Fig.1.휠체어 장애인 사진촬 로토콜
Fig.2.Matlab에 의한 측면사진의 두께 도

항목 측정 로그램

2.2.2.측정항목 측정 로그램 개발:휠체어 사용자 141명에 한 측면 사진촬 자료에서

객 인 두께항목과 각도항목의 측정치를 도출하기 해 Matlab® (R2011a,Mathworks inc.,

USA)에 의한 자동 측정 로그램을 개발하 다(Fig.2).측면사진의 기 선 설정방법을 참고로 하

여 귀구슬 을 지나는 수직선을 기 선으로 표시하고 간 측정의 기 을 마킹하여 앞뒤 두께

11항목과 각도 8항목을 측정하 고,계산치수 4항목을 추가하여 분석에 사용하 다.(Table1).

Table1.측정항목

측정항목

두께항목

목뒤 두께(앞)목뒤 두께(뒤)목앞 두께(앞)목앞 두께(뒤)

등돌출두께(앞)등돌출두께(뒤)가슴돌출두께(앞)가슴돌출두께(뒤)

배돌출두께(앞)배돌출두께(앞)-가슴돌출두께(앞)

각도항목

목뒤 선각(목뒤 ~ 등 선면)등면상부각(목뒤 ~ 등돌출 )

등면하부각(허리뒤 ~ 등돌출 )가슴상부 선각(목앞 ~ 가슴 선면)

가슴상부각(목앞 ~ 가슴돌출 )가슴하부각(배돌출 ~ 가슴돌출 )

목뒤 과 목앞 연결각 가슴돌출 과 등돌출 연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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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자료처리 분석방법

본 연구는 Minitap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휠체어 장애인의 측면체형의 구성인자를 추출하기 하여 간 측정치를 주성분분석에 의해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베리맥스 직교회 을 하 다.

둘째,측면체형의 군집수를 결정하기 해 Dendrogram를 이용하 고,Ward법을 이용한 각 군집간

의 거리를 산출하 으며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분류된 체형의 특성을 악하 다.

3.연구결과 고찰

3.1요인분석을 통한 휠체어 장애인의 측면체형 인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성인남자 장애인의 측면 형태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도출하기 해 141

명의 측면사진에 의해 수집된 측정자료를 요인분석 하 다.요인분석 결과 휠체어 장애인의 측면

형태를 효과 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인수는 6개로 나타났고 총 설명변량은 90.8%이다(Table2).

Table2.간 측정자료의 요인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등면 두께 가슴하부형태 등면상부형태 등돌출 치 가슴상부형태 등면하부형태

목앞 두께(뒤) -0.976 0.004 -0.148 -0.046 0.017 -0.013

등돌출 두께(뒤) -0.831 0.014 -0.226 -0.142 0.430 0.001

가슴돌출 두께(뒤) -0.836 0.025 -0.216 0.074 0.450 -0.067

배돌출 두께(뒤) -0.671 -0.480 -0.250 0.150 0.334 -0.249

목뒤 과목 앞목 연결각 -0.627 0.010 -0.097 -0.102 0.248 -0.023

배돌출-가슴돌출두께(앞) -0.043 0.862 0.122 -0.153 0.070 0.334

가슴하부각 0.018 0.979 0.079 -0.027 -0.018 0.058

목뒤 선각 0.279 0.174 0.929 -0.087 -0.137 0.029

등면상부각 0.409 0.026 0.543 0.511 -0.171 0.010

가슴돌출 과 등돌출 연결각 0.003 0.144 0.066 -0.974 0.000 0.158

가슴상부각 0.456 -0.009 0.157 0.030 -0.861 0.060

등면하부각 0.096 0.533 0.025 -0.256 -0.083 0.796

고유값 3.6493 2.2693 1.4013 1.3685 1.3623 0.8449

설명변량(%) 30.4 18.9 11.7 11.4 11.4 7

변량(%) 30.4 49.3 61 72.4 83.8 90.8

*인자부하량이 0.5이상은 음 으로 표시하 음.

3.2군집분석을 통한 측면체형의 분류

휠체어 장애인의 측면체형 분류를 해 6개의 요인 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휠

체어 장애인의 측면체형의 한 군집의 수는 Dendrogram에 의해 4개로 결정하 고,각 군집에

한 요인 수의 평균값으로 측면체형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 고 유형별 특성을 악하 다.

유형별 요인 수의 평균값은 Table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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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군집분석 결과

구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빈도(%)등면 두께
목기울기

가슴하부형태 등면상부형태 등돌출 치 가슴상부형태 등면하부형태

유형 1 0.4220 1.028 -0.3085 -0.1481 0.3614 0.3614 37(26.24)

유형 2 0.1401 -0.6811 0.0125 0.7809 0.3460 0.2130 44(31.21)

유형 3 -0.5455 0.2981 0.1761 0.4934 -1.2953 -0.6699 25(17.73)

군집 4 -0.2326 -0.4358 0.1846 -1.1776 0.1082 -0.1713 35(24.82)

유형 1은 등면의 두께가 가장 크고 목이 앞으로 숙여진 큰 체형으로 기 선이 앞으로 치우

친 형태이고,가슴하부 형태 요인 값이 가장 크므로 배가 돌출되어있다.등돌출 은 등 면의 아래에

있고,등면하부 형태의 값이 크므로 등이 굽고 배가 많이 나온 특성이 있다.유형 2는 가슴하부 형

태의 요인 값이 가장 작고,가슴보다 배돌출 두께가 작으며 가슴이 발달한 체형으로 앞뒤 차이가

다른 체형에 비해 은 특성이 있는 체형으로 비교 바른체형의 특성이 있다.유형 3은 등면의

두께 값이 가장 작은 음의 값으로 기 선이 뒤로 치우친 형태이고,등면하부의 형태가 가장 작은

체형으로 등이 하고 허리가 곧다.가슴하부 형태 값은 상 으로 큰 반면 가슴상부 형태 값은

가장 작은 형태로 가슴은 하고 배가 약간 돌출된 특성이 있다.유형4는 등면의 두께가 작

고,가슴보다 배돌출 두께가 작으며 등면상부와 가슴상부의 형태가 한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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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국내외 의류제품 분석

양정은¹⁾․박 애²⁾․이재향¹⁾
1) 구가톨릭 학교 패션디자인과
2)
포항공과 학교 산업경 공학과

1.서론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1년 268만명으로 10년만에 약 186% 증가하 으며 그 에서도

15세 이상 경제활동을 하는 휠체어장애인 추정 인구는 약 62만명으로 체 장애인의 24%에 이르

고 있으며 장애정도에 따라 외부 사회활동가능 휠체어장애인 추정 인구는 약 126만명으로 체

장애인의 48%에 이르고 있다.(TheKoreaInstituteforHealthandSocialAffairs,2011)이처럼

재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활동을 한 문 인 의복이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한 국내 의복시장 환경은 70∼80년 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Choietal.2003)

Miller(1982)는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과 외 상 구분이 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정

인 인 계의 형성에 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 다.이러한 이유로 휠체어 장애인들의 다

수는 일반 기성복을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복 설계로 인

하여 인체 합성이나 동작기능성이 떨어지는 등 기성복에 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Lee,1992)이러한 불만들을 해소하기 하여 재까지 이루어진 장애인 의복 련 연구

를 살펴보면 의복의 원형 개발이나 샘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나,기성복 개발 단계에는 이르

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 의류제품에 한 기본 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휠체어 장애인을 한 의류 시장의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연구 논문보다는 실질 인 의류 시장

이 활성화 되어 장애유형 별로 다양한 아이템의 의복이 매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국내 의류시

장은 온오 라인을 포함하여 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장애인 의복의 근성이 떨어

지는 국내 의류 시장 환경에서 신체 특성상 기성복 착용에 어려움이 많은 휠체어 장애인들에게

외 상 비장애인의 의복과 차이가 없으면서 일상생활에 편리한 심미성과 동작기능성이 합한 기

성복 개발이 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휠체어 장애인의 기성복 개발을 한 기 연구로 재 국내외 휠체어

장애인을 한 의류제품의 실태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휠체어 장애인 의복을 량생산하기

한 시스템 개발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한 휠체어장애인들에게 개인별 체형에 합한

의복을 제공함으로써 문화된 장애인 의복을 생산하여 장애인의 의복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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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1)조사 상 조사방법

조사 상은 휠체어 장애인을 한 의류 쇼핑몰의 의류제품과 연구 논문,의류 련 특허 등 크

게 세 부분으로 나 어 조사하 다.국내쇼핑몰의 경우 국내 유일의 장애인 의복사이트인

‘My-Rio’의 의류제품을 상으로 하 고,해외의 경우에는 미국의 Silverts,Easyaccessclothing,

Clothingsolutions, 국의 Able2wear,Daptawear 독일의 Rollimoden,Chuermann-rehamode,

Rollitex등 각국 포털 사이트에서 방문자 수가 많은 순서 로 8개의 휠체어장애인 용 인터넷 의

류상품 쇼핑몰을 상으로 총 951종의 아이템 별 의류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 다. 한 휠체어

장애인을 한 의류개발 논문의 경우는 2000년 이후 논문으로 한정하여 국내는 사이즈개발 단계,

실태조사 단계,디자인개발 단계,의복개발 단계로 분류하여 총 40편을 상으로 하 고 해외 논

문의 경우에는 의복논문 3편,체형 련 논문 2편 포함 총 5편을 상으로 의복 개발 내용을 분석

하 다.특허는 국내외 모두 특허청(www.kipris.or.kr)에 등록된 기능성 장애인 의복과 련되어

등록된 특허로 한정하여 국내 11건,국외 7건을 상으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월에 걸쳐 조

사하 다.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각 변인의 빈도를 심으로 기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2)조사 내용

휠체어 장애인을 한 국내외 쇼핑몰 연구논문,특허를 통해 매 혹은 개발된 의류제품의

조사내용 방법은 크게 성별과 아이템,개발단계로 분류한 후 각 의복의 특징을 동작 합성,

착탈편의성,사이즈 합성을 포함하는 기능성과 심미성으로 하 항목을 지정하여 분석하 고 의

복의 특징에 따라 복체크 할 수 있도록 하 다.쇼핑몰 의류 제품 아이템은 크게 자켓과 베스

트,셔츠,카디건, 이 ,팬츠,스커트, 슈트,원피스,슬립웨어,블랜킷 그리고 기타 등 총 12

종으로 나 어 그 특징을 분석하 다.논문의 경우에는 추가 으로 연구자 별 개발 실태 아이

템 별로 디자인 개발 단계,의복 개발 단계로 나 어 단계별 특징을 분석하 다.

3.연구결과 고찰

1)국내 휠체어 장애인의 황

2011년도 기 국내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1만명이며,이들의 일상생활의 도움 필

요 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 혼자스스로, 부분혼자서,일부도움 필요까지 포함시켜 추정해보

았을 때 86.1%의 장애인들이 부분 외부 사회활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단해볼 수 있다. 한

체 등록 장애인 48%인 약 126만명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휠체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나 이

들의 사회 활동에 필요한 문 의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휠체어 장애인의류 국내외 쇼핑몰 제품 분석

국내 쇼핑몰의 경우 장애인 의복 련 쇼핑몰은 장애인 의류 리폼 사업을 진행 인 ‘My-rio’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류 제품 실태를 살펴보면 기능성 의복 1종,개조 상 의복 11,종 맞춤

의복 9종으로 총 21종의 의류 제품이 연간 약 100여벌 가량 매되고 있었으며 완제품 매보다

는 재고부담이 없는 맞춤·수선의복 서비스를 진행 인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쇼핑몰의 경우 미

국, 국,독일 3개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 총 8개 사이트를 선별하여 분석

하 다.

의류제품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여성,공용 순으로 각각 518벌,337벌,96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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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별 특징을 기 으로 살펴보면 사이즈 합성,심미성,동작 합성,착탈편의성 순으로

33.2%,31.2%,26.5%,9.2% 로 사이즈와 심미성 기능성에 치 되어 개발되고 있으며 아이템에서는

하의류 Pants가 60.2%로 팬츠의 수요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국가별 특징으로는 미국의 경우

체 으로 여성의류가 많았고 아이템 특징면에서는 3개의 쇼핑몰 모두 착탈편의성에 치 하여 옷

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개발 아이템에서는 A사의 경우에는 셔츠,B사는 바지,C사는

슈트와 원피스를 으로 매가 되고 있었다. 국의 경우 D사는 남성의류 심으로 공용

의류는 없었지만 E사의 경우에는 체 으로 매하나 여성의류에 치 되어 있었다.특징면에서는

2개의 쇼핑몰 모두 사이즈 합성을 우선시하 으며 아이템에서는 바지를 으로 매하고 있었

다.독일의 쇼핑몰들은 체 으로 남성의류의 종류가 많았지만 H사의 경우에는 공용의류만을

매하고 있었으며,G사는 공용의류를 매하고 있지 않았다.특징면에서는 3개의 쇼핑몰 모두 사이

즈 합성과 심미성에 치 하여 옷을 개발하 으며,아이템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G사와 I사의 경우

바지,H사는 자켓을 으로 매가 되고 있었다.해외 쇼핑몰 의류제품 실태는 Table1.과 같다.

Table1.해외 쇼핑몰 의류제품 실태 (총 8개 사이트,951종 제품) (unit:%,개)

미 독
총계 %

사 트 A사 B사 C사 D사 E사 G사 H사 I사

별

남 류 43 2 10 26 17 314 - 106 518 54.5

여 류 96 - 19 14 41 155 - 12 337 35.4

공용 류 4 16 - - 7 - 67 2 96 10.1

특
징

기
능

동 적함 59 9 9 36 35 453 22 105 728 26.5

착탈편 125 18 26 22 58 249 9.2

사 즈
적합

119 17 20 38 64 469 67 120 914 33.2

심미 89 12 26 27 52 469 67 120 862 31.2

아

상

Jacket 3 2 11 87 43 13 159 16.7

vest 2 6 8 0.8

shirts 70 2 5 1 11 89 9.4

Fardigan 12 3 15 1.6

Cape 7 1 17 8 10 2 2 47 4.9

하 Pants 46 10 5 17 12 359 22 105 576 60.6

Skirt 2 7 9 0.9

원
피
스

Jump Suit 2 5 7 1 1 16 1.7

One-piece 7 9 16 1.7

기타
( , 덮게등)

1 5 2 8 16 1.7

휠체어 장애인의류 국내외 논문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사이즈개발 단계 6편,실태조

사 단계 10편,디자인개발 단계 12편,의복개발 단계 12편등 총 40편이 연구되었는데 개발 특징

면에서는 동작 합성 31벌,착탈편의성 15벌,심미성 15벌,사이즈 합성 6벌 순으로 연구되었다.

아이템 면에서는 Pants가 14벌 개발되었다.해외연구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에 한 논문 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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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체형에 련된 논문은 5편에 불과하 다.

휠체어 장애인의류 국내 특허를 살펴보면 상의 4개,하의 3개,기타 4개 등 총 11개 제품으로

동작 합성을 고려한 제품이 53%로 가장 높았고 착탈편의성 27%,사이즈 합성 13%,심미성 7%

의 순이었으며,해외 특허의 경우는 상의 4개,하의 2개,기타 1개 총 7개로 모든 제품이 착탈편의

성을 심으로 개발되었다.동작 합성과 심미성은 36%와 14% 순으로 나타났고 사이즈 합성을

심으로 개발된 고려한 제품은 없었다.국내와 국외를 비교하여 보면 국내는 동작 합성을,국외

의 경우 착탈편의성에 치 하여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결론

본 연구는 국내 휠체어 장애인의 기성복 개발을 한 연구로 기존의 국내외 휠체어 장애인의 의

류제품 특허 제품과 연구사례를 조사,분석하 다.국내쇼핑몰의 경우 국내 유일의 장애인 의복

사이트인 ‘My-Rio’가 존재하나 수선에 제한되고 있었으며 해외의 경우 개발의류제품의 성별 비율

은 남성,여성,공용 순으로 개발되어 있고 아이템 별 특징을 살펴보면 사이즈와 심미성 기능성 순

으로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아이템 에서는 하의류 Pants가 60.2%로 많이 개발된 것

으로 나타났다.국내 논문의 경우 조사 상 논문이 40편으로 해외연구 5편에 비하여 의복개발 연

구 사례들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직 인 매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국외의

경우 국내와 비교하여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매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를 살펴보면 국내 총 11개 제품으로 동작 합성을 고려한 제품이 가장 높았고 해외

특허의 경우는 총 7개로 모든 제품이 부분 착탈편의성을 심으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으로,본 연구는 국내외 장애인 의복 시장 분석을 통해 국외 쇼핑몰에서 매하고 있는 의복

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품구성을 측해 볼 수 있으며,이미 국외에서 검증된 휠체어 사용자들의 선

호 의복 디자인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시장의 휠체어 장애인 의복 량 생산화를 기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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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통기성 향상을 위한 하계비행복 설계 및 착용쾌적성 평가 

은진1)․박세권2)․하지 3)․김희은3)․유희천1)

1)
포항공과 학교 산업경 공학과
2)
공군사 학교 시스템공학과
3)
경북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비행복은 조종사들이 투 비행 환경 일상 근무 환경에서 착용하는 의복으로서 착용 쾌 성

향상을 해 조종사들의 인체생리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비행복은 사고 시 발생

할 수 있는 cockpit내의 화염으로부터 조종사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염섬유(metaaramid)

로 제작되고 있으며(국방규격:KDC8415-1022-9,2009),일반 으로 소재를방염처리 할 경우 감

하,내마모성 약화,공기 투과도 하 등이 발생하게 된다(이효진,지주원,2006).비행복은 비행

환경 특성 비행 작업 특성 그리고 착용하는 조종사들이 느끼는 의복내 착용쾌 성 등을 고려

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착용자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 설계된 의복은 착용쾌 성 동작성

을 향상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조자 외,2008).

통기성이 향상된 하계비행복 설계를 해서는 비행복 착용시 조종사들이 느끼는 열 스트

스 착용쾌 성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재 한국에서 착용되고 있는 비행복은 동․하계의 구

분 없이 한 종류의 소재로 제작되고 있어,여름철에는 통기성과 흡습성,겨울철에는 보온성의 개

선이 필요하다.선행연구로 Ducharme(2006)는 헬리콥터 조종사가 비행복 착용시 느끼는 불쾌감과

열 스트 스를 조사하기 하여 인체생리반응과 열 쾌 감을 연구하 으며,TurpinLegendre&

Meyer(2007)는 보호복의 통기성 유무에 따른 작업수행시의 인체생리반응과 주 반응을 연구하

다.김희은 외(2006)는 방염복의 형태 개선이 인체생리반응 주 감각에 미치는 효과를 연

구하 으나, 조종사들이 착용하고 있는 비행복에 한 착용쾌 성 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

로 열 스트 스를 감소를 한 설계 개선과 더불어 착용쾌 성 향상을 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한국 공군 비행복은 착용 시 조종사들의 인체 생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되어 통

기성 흡수성 측면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은진(2011)은 기존 비행복의 착용

쾌 성에 해 공군 투기 조종사 563명을 상으로 보온성,흡수성,통기성,내구성, 감 등 총

5개 문항에 해 5 척도로 설문( :‘맞음새가 좋습니까?’라는 질문에 1 = 그 지 않다,2

=그 지 않다,3 =보통,4 =그 다,5 =매우 그 다)한 결과,통기성에서 2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77%로 기존 비행복은 통기성이 좋지 않아 착용시 조종사의 인체 생리 인 부담이 클것으로

사료된다.통기성 련 문제 개선을 해서는 동,하계비행복 소재의 차등 용 통기구 삽입

등과 같은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통기성 향상을 한 하계비행복을 설계한 후 피부온,의복내 온습도,발

한량,주 감각등을 통한 착용쾌 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발 하계비행복의 인체생리학 측면의 개

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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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연구방법 결과

1.하계비행복 설계

본 연구에서는 조종사 인터뷰를 통한 비행환경 분석 의복의 통기성 련 선행연구 조사하여

상하일체형 비행복에서 통기구의 삽입이 가장 한 치를 조사하 다.조종사들은 비행시 폐

된 cockpit내에서 비행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직사 선으로 인한 열 스트 스

땀으로 인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되므로 열과 수분을 효율 으로 배출하여 의복 착용시의 불쾌

감을 최소화하기 한 의복 설계가 필요하다.본 연구에서는 비행환경 분석,통기성 련 선행연

구 조사,의류학 문가들의 조언을 토 로 통기구 치를 선정하 다.선정된 4개 부 (어깨,겨

드랑이,무릎,등)의 통기구를 용한 하계비행복 패턴을 설계를 용한 하계비행복 패턴을 설계하

다(그림 1).

그림 1.하계비행복 도식화 통기구 형태

2.착용쾌 성 평가 방법

1)피험자 실험복

피험자는 기존비행복의 치수체계 인구수용율이 높은 것으로 악된( 은진,2011)사이즈

(M90 ,M95 ,M100 )에 속하는 20 남성 7명이며,사이즈별 피험자의 신장과 가슴둘 범

는 M90 (신장:168cm∼172cm,가슴둘 :88cm∼92cmn),M95 (신장:173cm∼178cm,가슴둘 :

93cm∼97cm),M100 (신장:173cm∼177cm,가슴둘 :98cm∼102cm)와 같다.평가에 사용된 비행

복은 동일한 소재의 기존 비행복과 하계비행복 2종으로 총 14벌의 비행복을 공군본부로부터 제공

받아 사용하 으며,실제 비행시에 착용하는 헬멧도 함께 착용하 다.

2)평가 항목 평가방법

착용쾌 성 평가 항목은 객 평가(피부온,의복내 기후, 체발한량,국소발한량,체열측정)와

주 평가(온열감,습윤감,쾌 감,피로감)로 구성되었다.착용쾌 성 평가를 한 평가 항목별

센서의 부착은 의복내 기후(4개 부 ),피부온(5개 부 ),국소발한량(4개 부 )이며, 체발한량

은 실험 후의 체 차이를 이용하여 악하 다.센서 부착 치와 항목은 그림 2와 같다.피부

온은 LT-8A (Gram Corporation,Japan)을 이용하 으며,Hardy& Dubois의 7 법을 참고로 하

여 5개 부 (어깨,가슴,상완, 퇴,하퇴)를 선정하여 센서를 부착시켜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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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복내 기후는 ThermalRecorder(TR-72S,T&DCo.,Japan)를 사용하여 4개 부 (머리,어

깨,상완,하퇴)최내층의 온·습도를 1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 다. 체발한량은 인체 천칭

(MeterToledoID3,Germany)을 이용하여 실험 후의 체 변화량을 측정하여 악하 으며 국

소발한량(SKD-2000PerspirationMeter,SkinosCo.LtdJapan)은 4개 부 (어깨,상완,하퇴,등)

에 3회 측정하 다.체열촬 은 열화상 카메라(T-200,FLIRsystem,Sweden)를 사용하여 휴식기,

운동기,회복기 후 3회 촬 하 으며,주 감각의 평가 척도는 中橋美智子·吉田敬一(1998)의 내

용을 참고로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실험 ,휴식기 후,운동기 후,회복기 후 4회 평가하 다.

그림 2.평가용 센서 부착 치

착용쾌 성 평가는 인공기후실(26±1℃,50±5%)에서 실시되었으며,피험자는 실험시작 30분

입실하여 실험복을 착의 한 후 센서를 부착하고 이후 휴식기(20분),운동기(5km/h,20분),체열촬

(10분 3회),회복기(20분)총 90분간 실험을 실시하 으며 구체 인 실험 로토콜은 그림 3에

표시하 다.

그림 3.실험 로토콜

3.착용쾌 성 평가 결과

피부온은 어깨(일반:35.1℃,하계:34.8℃),상완(일반:34.5℃,하계:34.1℃),하퇴(일반:32.8℃,

하계:32.3℃)부 에서 하계비행복 착용시 어깨 0.3℃,상완 0.4℃,하퇴 0.5℃ 낮은것으로 악되

었다.의복내 온도는 운동기에 상완(일반:33.1℃,하계:32.6℃),하퇴(일반:31.3℃,하계:30.3℃)

부 에서 일반비행복 비 하계비행복이 각각 0.42℃,0.91℃ 감소한 것으로 악되었다.의복내 습

도는 회복기에 머리(일반:92.9%,하계:85.2%),어깨(일반:88.8%,하계:82.9%),하퇴(일반:52.6%,

하계:43.8%),상완(일반:57.3%,하계:52.0%)부 에서 일반비행복 비 하계비행복이 각각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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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어깨 5.86%,하퇴 8.73%,상완 5.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발한량 측정 결과

체발한량은 일반비행복 비 하계비행복이 45.8g(10.9%)감소하 으며,국소발한량은 어깨(일반:

0.7g,하계:0.2g)와 상완(일반:0.8g,하계:0.4g)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피부온,의복내 습도 평가 결과(하퇴 부 )

Ⅲ.결론

본 연구에서는 통기성 향상을 한 하계비행복을 설계한 후 피부온,의복내 기후,발한량,주

감각 등의 측정을 통한 착용쾌 성 평가를 실시하여,설계가 개선된 하계비행복의 인체생리학

측면에서의 효과를 검증하 다.20 남자 7명을 상으로 한 착용실험에서 기존비행복 비 하계

비행복은 체발한량 국소발한량이 감소하 으며,하퇴부 에서 의복내 온도(0.91℃),의복내

습도(8.73%),피부온(0.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계비행복의 통기성 개선효과가 악되었다.

본연구에서 개발한 하계비행복을 착용할 경우 비행시 조종사들의 열 스트 스를 감소시켜 안

한 비행 업무수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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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궁중 낭자 도안을 응용한 니트 디자인 연구

최 정

원 학교 패션디자인산업학과/생활자원개발연구소

1.서론

조선의 궁 유물인 진주낭자는 문양이 선명하고 색 수가 어 효율 인 디자인이 가능하며,심

미성과 문화역사 가치를 겸비한 디자인 소스이다.

『순화궁 첩 』에 의하면,진주낭자는 조선 왕실의 신년 물,문안 시의 복식소품,비 간택 시

의 물로서(K.J.Lee.2005)다양한 의미를 지닌 장용 복식유물이었다.그러나 비교 자유로

운 도안이 가능한 니트 문화상품 디자인에 진주낭자가 소스로 활용된 는 드물다.니트는 반복문

양의 기하학 아름다움과 입체미와 보온성이 장 으로,진주낭자 도안의 장 과도 효과 인 조화

를 이룰 수 있는 소재이다.본 연구에서는 이 특징을 활용하여 진주낭자의 문양을 도안으로 응용

한 실용 인 니트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물 진주낭자 문양의 특징을 강조하여 도안화하고,시뮬 이션 로그램을 이용하여

원 리핏 니트 형태를 제작한 후,잠재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패 들에게 자유 인터뷰를 행하여 디

자인 용 아이템을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실물 참고자료로는 진주낭자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6잎 매화를 심으로 잎, 기, 슬을 상

징하는 나비를 실과 진주로 수놓고 칭문양이 선명한 홍색 무문단(無紋緞)바탕의 왕비(英王

妃)유물(NationalPalaceMuseum ofKorea,2010)을 선택하 다.작업과정은 어도비 포토샵

(AdobePhotoshop)에서 해당 진주낭자 문양의 주요특징인 매화,잎, 기,나비 한 을 원 리핏

칭도안으로 재구성한 후,생산성을 고려하여 색도를 5도 이내로 한정하 다.이를 우씨엔아이

의 텍스 로(Texpro)V.11의 니트(Knit)소 트에서 원 리핏 니트 디자인으로 변형한 후 마크

(Mark)를 표시하고 편물 상태로 시뮬 이션하는 과정(YoungwooCNICo.,Ltd.,2012)을 거쳤다.

문화상품의 소비범 를 넓히기 해 패 은 패션디자인을 공하거나 동 문시장 의류 매경험

이 있는 20 반의 남녀 학생 25명으로 구성되었고,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해 설문지가

아닌 자유 인터뷰를 2013년 3월에 실시하여 연구에 참고하 다.

3.결과 고찰

진주낭자의 문양은 반복 오 제가 많아 원 리핏 디자인에 모두 포함하기는 어렵다.그러나 Han

etal.(2012)의 연구에서는 통문양 장신구 상품 구매시 소비자들이 문양의 의미를 요하게 고려

한다는 결과를 얻었고,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물은 문양의 반복횟수를 여 매화 한 송이

를 심에, 기와 잎을 양 에,나비 한 을 상단에 배치한 원 리핏 칭형으로 한정하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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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은 모두 포함하 다.백그라운드 색상은 팬톤(PANTONE)컬러 에서 문양이 잘 보이는 그

이(G:16-1212TPX)와 본래 진주낭자의 바탕색인 드(R;18-1660TPX),도안은 문양 양 에 1

⨯1cross를 첨가한 A 문양 쪽으로 세로방향의 2⨯2cross를 넣은 B로 총 4종의 시뮬 이션

(R-A,G-A,R-B,G-B)이 도출되었다.

R-A는 긴 의류보다는 우치,머 러,토시,부츠 목장식,모자,G-A는 소 걸치개,스웨터,

스커트,토시,R-B는 테이블 클로스, 워머,소매 단,스커트,넥타이,머 러,G-B는 소매

단,스커트 단,스웨터,머 러, 깅스,커튼 장식,원피스 등에 선호되는 경향을 보 다.색상이

강한 R계열은 포인트 소품,문양이 잘 보이고 차분한 G계열은 넓은 면 의 패션상품,운동감이

강조되는 A,B도안은 길이가 긴 패션소품 디자인으로의 응용을 원한다는 반응이 나타났다.일반

인 니트 제품에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은 보풀과 껄끄러운 감 이라는 답이 부분이었다.

RohandKim(2010)의 연구에서는 니트 소재에서 양모 선호집단이 유연한 부피감과 클래식한 감

성,아크릴 선호집단이 요철감을 더 지각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아이템에 따라 원사 선택에도

신 을 기할 필요가 있다.

실물 제작되는 경우에는 니트 에 본래 유물처럼 손쉽게 진주를 비딩하여 더 강한 입체감과

빛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어,문화상품 반제품(DIY)으로서의 효용도 추구할 수 있다. 한 비용이

많이 드는 량생산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해, 와 같이 미리 시뮬 이션 상태를 패 에게

제시하여 선호 아이템을 몇 가지로 추출하고 이를 토 로 소량 샘 을 제작한다면 효율성을 높이

고 비용과 시간을 감할 수 있다.

4.결론

본 연구는 문화상품의 소비범 를 넓히고 궁 진주낭자 유물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포함한 니

트 디자인을 제시하기 한 것이다.텍스 로(Texpro)V.11를 이용한 디자인은 총 4가지로,유물

의 색상과 도안의 길상 의미 니트직물의 장 인 입체미를 고려한 것이다.시뮬 이션 결과물

이 제시되는 로그램의 특성을 이용하여,패 들에게 미리 편물상태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선호

아이템을 선별하여 시간과 비용을 약하도록 구상하 다.

본 연구의 소스는 궁 진주낭자이고 주요 패 이 20 반의 패션 공 학생이어서 선

호 아이템에 제한이 있다는 한계 을 가진다.그러나 이는 문화상품에 한 은 소비자의 심을

고취시키고 디자인의 실용성을 높이기 한 것이며,이와 같은 목 의 패션문화상품에 한 연구

는 추후에도 계속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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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기모노에 나타난 일본 전통색

이경희

오공과 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Ⅰ.서론

어느 민족이든 그 민족 래의 고유의 통색이 있다. 통색은 민족마다의 풍토와 환경에 의해

서로 다른 특질을 갖고 있다.일본의 색채문화는 로부터 일본 열도를 심으로 개되었으므로,

독특한 자연 풍토와 사회 환경 에 길러져 온 색이다.이러한 일본의 통색은 일본의 민족

복인 기모노에 활용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근 인 에도시 의 기모노에 활용된 일본 통

색과 화복지(和服地)의 색조를 조사하 다.일본의 서민의 색이 번성했던 에도시 의 색은 서민

의 멋을 지칭하는 이키(粹) 한 색감에 의한,차(茶),서(鼠),남(藍)과 같은 가라앉은 조(破調)

의 색이 많았다.기모노에 나타난 일본 통색을 이해하기 한 자료로서는 문헌과 회화 등의 간

자료와 염직유물과 같은 실물자료로 별할 수가 있다.그러나 문헌을 통해서 색명은 알 수 있

으나,실제 어떠한 색조 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염직유물의 실측 조사가 필요하다. 통

색조의 조사에서는 시 별 염직유물에 나타난 색채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변색 탈색

의 문제와 소장처에서의 측색거부의 문제가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에 나타난 기모노의

염색명과 과거의 일본 기모노의 색을 복원한 복원염포의 색을 측색함으로 기모노에 나타난 통

색조의 특징을 조사하 다.

Ⅱ.본론

1.기모노에 나타난 통 염색명

에도시 (1603∼1867)기모노에 사용된 색채를 알기 해서는 당시의 화인 우키요에(浮世繪)

를 보는 것이 빠르다.잘 알려진 히시가와 모로노부의 「돌아보는 미인도(동경국립박물 소장)」

에 그려진 여성의 기모노를 보면,주색 바탕에 국화의 지문을 연한 색으로 그렸고,백과 박람,

차색의 앵환문을 여기 기 배치했는데,그 묘한 조화미는 정말 훌륭하다.에도시 에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고 삼백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있으므로,에도의 색을 한 마디로 말하는 것은 어렵

다.그래도 에도라는 새로운 시 의 분 기를 반 한 색채 사용이 있었다.그 형 인 는 염직

품에서 볼 수가 있다.그 에서도 유젠(友襌)염의 화려한 색채,회화와 같은 문양은 많은 여성의

멋쟁이 마음을 만족시켜 리 유행했다.지 도 유젠은 기모노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발휘하고 공

품으로서 알려져 있고,외국인은 그 아름다움에 놀란다.에도시 에 이러한 염직물이 나왔다는

것은 다양한 색을 자유자재로 염색하는 것이 가능한 것,그 에도 직물을 한 장의 그림과 같이 표

하는 기술이 생기고,그것들을 종합하여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한편,에도시 에는

의 스타일북과 같은 『히나가타본(雛形本)』(기모노의 색과 문양에 한 생활편람이라고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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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의 소책자)이 있었는데,거기에는 기모논의 문양과 색명이 기록되어 있다.이를 통해 에도시

의 기모노에 사용된 색과 문양들을 알 수 있다.기모노에 나타난 색명은 염색을 제로 한 염색명

이다.표1에 든 것은 에도시 기 이후의 작인 문 작품 에서 찾은 유젠염의 염색명이다.

<표 1>기모노에 나타난 염색명

색채계 색 명 색수

차색(茶色)

차색, 차,황흑,황 , 흑,백차,청차,흑차,녹차, 차,황당차,당차,황차,화차,키가에시,

정자차,반차,포도차,마메가라차, 차,율피차,매죽차,유차,약차,앵차,이와이차,강호차,

매 차,가 차,종 당차,천제차,미차,흑미차,남미차,해송차,황해송차,시홍차,남도메차,

당죽차,오난도차,지원차,이구차,이 차,노춘차

44

서색(鼠色)
서색,박서,농서,네즈가에시,심서,남서,구우서,등서,유서,칠서,매서,홍매서,앵서,

포도서,은서,도부네즈,생벽서,심천서,귀족서,이구서,홍 서,홍괘서
22

남(藍)
천황염,공색,도키아사기,수천황,수색,미즈가키,표색,루리색,감,증감,루리감,갈색,

남청,아이가에시,남생벽
15

납호색

(納戶色)

오난도이로,고려납호,긴오난도,베니난도,

루데난도,남납호,오메시오난도
7

잡명(雜名)

염,도색,베니모미,베니히와이로,베니미나토,보색,비색,화색,황,난색,맹황,자색,

경자,사자,둔자,화색,연색,와기색,해로색,황벽색,폐색,흑폐,조우색,감길경,매죽색,

등색,등괘색,등매죽,흑,폐겸방색,무쿠노미이로,미나토이로,양갱색,홍울 ,에부리이로,

울 색,천염,삽염,농폐염,야시마젠,약염,빈랑자염,박화염,가가염,이세염,국 염,

경염,고사염,선옥염,어소염,팔문자옥염, 원염,길장염, 림염,소륙염,헌법, 구랑염,

천미염,롱염,서염,친화염,정평염,상 염,만년염,샤무라젠,운강염,천 염,소방염,

유염,유매죽

71

상기의 결과에 의하면 염색명의 합계는 159색으로 그 에 잡명 71색을 제외한 88색은 차,서,

납호,남에 속하는 것이다.각각의 색은 기본색에 다른 색조를 더하거나 포화도를 바꾸어 수많은

조색을 만들어 분화한 것이다.그리고 이 4계통의 88색 ,실로 44색은 차색이라는 사실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이처럼 특정한 색이 특히 풍요롭게 분화했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의 요구가 그

색에 치우쳤다는 사실을 의미하고,그것이 에도시 기 이후의 염직색채의 한 경향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2.기모노에 나타난 통 색조

1)화복지에 나타난 색상의 특성

기모노 복지(이하,和服地)의 자료로서 교토 이시이염옥(石井染屋)으로부터 발행된 실크로 제작

된 화복지 견본집의 생지 470색과 교토 조경염진흥연합회로부터 발행된 견본집『京花選』에 실린

생지(生地)96색,합계 566색을 조사하 다.색채의 조사에는『JCC40(JAFCACOLORCODE40』

을 이용하 다.그 결과 화복지의 색상별 출 분포는 GREEN,BLUE,PINK,BROWN,RED,

YELLOW의 순으로 출 하 다.한편,『古來きものの色』에 의한 통 화복지의 색상별 출 양

상을 보면,BROWN,RED,GREEN,BLUE의 순이고,색상 GREEN,BLUE,BROWN,RED는 옛

날이나 지 이나 기모노의 색상으로 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과거와 재 히 차이가 있

는 색상은 PINK와 BROWN이다.즉 에도시 의 기모노에는 BROWN이 가장 많이 출 했으나,

의 기모노에는 GREEN,BLUE와 함께 PINK가 많이 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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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복지에 나타난 색조(톤)의 특성

화복지의 톤별 출 분포는 moderate,light,grayish,pale의 순으로 출 하 다.『古來きものの

色』에 의한 통 화복지의 톤별 출 양상을 보면,moderate,grayish,dark,strong의 순임을 알

수 있다.그 결과를 보면 moderate,grayish,dark,strong의 순이다.이 결과를 보면 moderate,

grayish톤은 과거에도 에도 기모노에는 요한 톤임을 알 수 있다. 한,과거와 의 변화

로는 과거에 많았던 dark톤과 strong톤은 감소하고,그 신 에는 light톤과 pale톤이 증가한

것이다.이러한 상은 일본인의 색채기호와 계가 있는 것으로, 자의 선행연구에서 고찰

해 본 로 일본인은 어두운 색조보다 밝은 색조를 좋아하는 색채기호가 기모노의 색에도 반

된 것으로 보겠다.옛날에는 신분이 높을수록 진한색을 이용하여,진한 색이 고 를 상징하므로

동경의 색이었으나, 사회에서는 밝고,가벼운 색에 한 기호가 높은 것과 계가 있는 변화

라고 생각된다.

3)기모노에 나타난 배색의 특성

기모노에 나타난 배색의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복식화보에 나타난 기모노의 배색 533의 와 은이들이

애용하는 유카타(浴衣)의 배색 151 의 합계 684의 사례를 조사․분석하 다.

기모노는 통 인 염직의 발달과 개형의 단순한 형태로 복지에 장식을 응집하 으므로,한

벌의 기모노에 사용한 색의 수는 수 십색에 이른다.따라서 사용한 색수로 유형을 구분하자면 거

의 부분이 다색배색이다.특히 허리띠인 오비(帶)에는 사를 이용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배

색의 유형도 많다.본 연구에서의 조사는 기모노를 구성하는 세 부분,즉 나가기(長着),오비(帶),

오비를 묶는 오비도메(帶止め)이다.이 각각을 지색인 베이스컬러,조화색인 어소트컬러,강조색인

액센트컬러로 보았다.따라서 색 수에 의한 배색의 유형으로서는 삼색배색으로 간주하 다.한편,

유카타의 경우에는 오비도메가 없으므로,나가기의 지색을 베이스컬러,나가기의 문양의 색을 어

소트컬러,오비의 색을 액센트컬러로 다루었다.그 결과 기모노에 나타난 배색의 출 양상은 조

색배색, 용변화배색, 채도다색배색,동색상계농담배색,단조색배색의 순으로 출 율을 나타냈다

(표2).

<표 2>기모노에 나타난 색채의 특징

유형 복종 Hue& Tone Color

복지 여성복
색상 Blue,Pink

톤 light,moderate,grayish,pale

복식화보

유카타
색상 Blue(地色),Neutral(文樣),Yellow(帶)

톤 strong(地色),deep(地色),vivid(帶)

외출복
색상 Blue(地色),Neutral(帶)

톤 Neutral(帶止め),pale(地色),grayish(地色)

배색유형
조색배색, 용변화배색, 채도다색배색,동색상계농담배색,단색

조배색

Ⅲ.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일본의 민족복 기모노의장의 색채를 고찰해 보았는데,에도시 기 이후의

작인 문 작품 에서 찾은 염색명으로 기모노에 나타난 색명은 茶色,44색명,鼠色 22색명,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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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色 7색명,藍 15색명과 기타의 합계 159색명에 이른다.화복지의 색상은 BROWN 과 BLUE가

많고,톤은 grayish톤의 출 율이 높다.기모노에 나타난 배색의 출 양상은 조색배색, 용변

화배색, 채도다색배색,동색상계농담배색,단조색배색의 순으로 출 율을 나타냈다.이러한 에도

시 기모노에 나타난 통 인 민족복의 요소가 일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황 색과

grayish톤의 출 율이 높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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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의 패션화 경향

최정화

경북 학교 의류학과

1.서 론

역사 으로 인 마스크의 출 은 20세기 이후 기능주의의 확산과 연 이 있다.특히 기능

인 마스크의 출 은 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 방지를 심으로 한 합목

인 용도로서 모던하면서 추상 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그리고 최근에는 모던한 합목 기능의

마스크들이 사회･문화 트 드의 변화와 개인의 개성 취향이 반 되어 그 범 도 훨씬 확장

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인들의 라이 스타일 변화와 지구환경에 한 안 아이템으로서

보호용 기능성 마스크의 패션화 사례 연구가 미흡한 것에 착안하여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그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한다.이러한 패션 속에서 실용 기능을 지닌 기능성 마스크의 사례 분석은

마스크가 오늘날의 우리 시 를 표 하는 하나의 사회,문화 매개체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는 이론 고찰에서는 마스크와 련된 국내외 련 문헌을 토 로 이

론 배경을 구축하며,사례 분석에서는 패션 문잡지,패션서 인터넷 자료 등에 수록된

2000년 이후 발표된 사진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2.이론 배경

2.1.마스크의 개념 시 활용양상

마스크라는 단어의 기원은 분명하지는 않으나,아라빅(arabic)의 maskhara(mashara)에서 유래하

으며,그 의미는 동물,괴물, 는 기형 인 것으로 ‘조하기 한 것’ 는 ‘변형하기’를 의미한다.

여러 지역 속에서 마스크는 인간의 생존과 번 ,유지 는 아이덴티티를 재창조하기 한 방편이었

으며,더불어 그들의 욕구와 도 들을 만족시키기 한 목 으로 생겨났다(Nunleyetal.,1999).

마스크는 이후 인류 문명의 진원지인 고 그리스,로마,이집트,아시리아 등지에서 주요 통치

자의 얼굴을 재 할 때 직 그 사람의 얼굴에서 틀을 뜨는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세에 이르면

마스크는 악마가 인간의 혼을 타락시키기 해 사용하는 도구이자 착용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마법의 원천으로 간주되었으며,16세기말부터 17세기 까지는 부유한 여성들이 날씨로부터 보호

하고 창백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사용되어 햇볕에 탄 노동자와 일하지 않는 여성사이의 사회 구

분을 분명하게 하기 해 사용하 다(Baanetal.,2007).르네상스기에서 18세기까지는 사교모임,

연극,가장 무도회 등에서 하 마스크(halfmask)가 애용되었다(Kim etal.,2005).그리고 20세기

에 들어서서 마스크는 가면극이나 무용작품에서 다의 으로 해석되었으며(Park,2010),사

회 으로는 특별한 직종 혹은 천직과 연결되어 육체 인 보호를 목 으로 하는 모던한 형태로 나

타났다.20세기에는 한 화를 통해 마스크가 신비스러운 변신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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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 속 기능성 마스크의 유형

2.2.1.생물 화학 해방지를 한 마스크

생물 화학 해는 염병,화재,폭발,화학물 사고 등에서 미세 세균(virus),분진(dust)이

나 퓸(fume)등의 해한 생물이나 화학 꺼기 입자를 의미하며,마스크는 호홉기를 보호하기

한 의료용 마스크와 가스마스크가 표 이다.구체 으로 의료용 마스크로는 산소 공 을 한

산소마스크,수술을 한 마취용 마스크,외과용 마스크,폴리카르보네이트(polycarbonate)와 셀룰

로오스 아세테이트(celluloseacetate)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투명한 페이스 실드(faceshield),심장

병 환자나 호흡을 잡아주는 포켓 마스크(pocketmaskorCPR mask)가 있으며,가스마스크로는

신선한 공기를 원활하게 공 하는 기식 호흡기와 유해 가스를 필터 등을 통해 여과하여 공기

속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여과식 보호구로 나뉘어져 있다.

2.2.2.물리 해 방지를 한 마스크

물리 해는 쟁,교통사고,건물붕괴,시설물사고,스포츠 사고,특수 직업에서의 험을 의미

한다.과거로부터 호신용 무구가 표 인 기능성 마스크로 있어왔으며,오늘날에는 군용 방탄 마스

크로 발 되었다. 한 스포츠, 분야에서의 펜싱용,야구 캐처용,스키용(Balaclava),스쿠버 다

이버용,아이스하키용,스피드 스키용, 슬 이용,페인트볼용(paintballmask),바이커용,싸이클용,

미식축구용 헬멧 페이스 마스크,아웃도어용 게임인 서바이벌용 마스크 등 험한 운동경기

활동시에 안면 두개골 보호용으로 착용하는 헬멧형의 마스크 형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2.2.3.자연 해 방지를 한 마스크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자연환경의 오염이 있으며,이로 인해 호흡기

피부와 련된 문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다수 사람들은 자외선의 노출로부터 피부를 보호

하기 해 모자,썬 크림 바르기 그리고 자외선 차단용 가리개,선 라스,버 (buff)등의 다양한

마스크 등을 사용하고 있다.자연 해는 한 지역 특색으로 인해 황사와 미세한 분진의 한

형태로 거 한 화산 폭발에 의한 화산재가 심각한 공해 등으로도 나타나고 있으며,이로 인해 호

흡기를 보호하기 한 방진 마스크가 필수 인 아이템이 되고 있다.

3.보호용 기능성 마스크의 패션화 분석

3.1.구조와 기능의 통합

20세기 후반은 고정 념의 해체,여러 역간의 해체 불확정성으로 인해 표 에서의 획일성이

탈피되기 시작한 시기이다.패션에서도 역간의 해체 불확정성은 서로 다른 기능과 용도의 통

합으로 습 형태를 벗어난 경계의 모호함으로 나타나고 있다.그 사례로 후드 티셔츠와 마스크

의 테크놀로지화<Fig.1>,모자의 림과 후드를 통합, 기식 산소호흡기와 가방의 구조를 통합,

구명조끼와 기식 호흡기를 통합<Fig.2>그리고 일상의 포터블한 아이템과의 통합 등으로 나타

나고 있으며,이는 인들의 유목 인 라이 스타일을 반 하고 개인의 아이덴티티의 모호함을

통한 해방 욕구 그리고 일상 속 화학 ,자연 ,심리 해 등에 한 불안 의식에 깔려있다.

3.2.유희 기호

유희성은 실을 하던 것과 같은 ‘진지함’의 구조가 변형됨으로써 생성되는데,이는 실제 실

로부터의 이탈이라기보다 실제 실과의 다른 계가 마련되는 것이라 하겠다.기능성 마스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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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는 유희 기호는 동물 이미지,휴머노이드 이미지의 목,키덜트 감성의 다양한

동물 캐릭터,입술,콧수염,해골 등의 린 ,독립 공간 확보를 한 연결형의 면형 디자인

그리고 체모와 같은 이질 인 소재와의 목과 같은 기능 용도의 이탈<Fig.3>등이 있으며,이

러한 특징들은 고정된 자아 표상에 한 해방과 실이탈을 통한 진지함의 상실,긴장의 해소,쾌

락,자유에 한 인간의 욕구를 반 하고 있다.

3.3.방어와 의 이 성

래들리 퀸(BradlyQuinn)은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의 이 성은 지속 으로 이동하며 결

을 장하기 한 수단이라고 이야기 한 바 있듯이(Quinn,2003),보호를 목 으로 하는 기능성 마

스크에서도 해에 따른 1차 인 방어성과 함께 형태 변형에 따라 주어진 본연의 자아가 가진 약

을 극복하고 공격 의미를 지닌 이 효과까지도 갖출 수 있다.기능성 마스크에서는 구체

으로 미래 ,공격 함의의 폐형 복면, ,코,입 개방형의 강렬한 컬러를 지닌 복면형, 오스

럽고 인 해골과 같은 모티 로의 형태 변형 그리고 기타로 인 모티 의 린 장식

<Fig.4>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특징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 을 극복하고 의도되고 만들어

진 모습의 다른 자아의 표 그리고 인 힘에 한 욕구로 인한 것들이다.

3.4.과장된 장식성

패션에서 보호 기능의 마스크가 새로운 컨셉과 측불허,모호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

데 장식이 기능을 복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과장된 장식성은 크리스탈 코 된 가스마스크

<Fig.5>,극도의 화려한 리터리 장식의 복면형,고가의 장식용 소재가 부착된 선 라스,화려하

고 복잡하며 강렬한 린 장식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이러한 표 특징은 인간의 극단

욕망과 오늘날의 소비문화의 한 측면,고 화 추구를 통한 지 신분의 드러냄과 동시에 장을

통한 익명성의 상반된 심리의 충돌 그리고 새로운 개성과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여러

욕구들이 상호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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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i2010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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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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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마스크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문화 기호로 유지,발 ,재창조되어 왔다. 에 이르러 자연

,물리 ,생물학 ,화학 재해에 한 기능 욕구의 증가로 마스크는 표 인 보호용 기능

성 아이템이 되었으며,그 형태에서도 과거 주술 ,의례 목 의 디자인과는 확연히 다른 모던

한 형태로 변화되었다.나아가 이러한 기능성 마스크는 패션에서 시 의 패러다임과 인간의 여러

욕구와 맞물려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 하고 있으며,구조와 기능의 통합화,유희 기호,방어와

의 이 성,그리고 과장된 장식성을 그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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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부산의 문화 Identity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 마린룩 티셔츠를 중심으로 -

김 순․구 석

부산 학교 의류학과

서론

정보화 사회에서 디자인은 인간 활동의 모든 역에 확산되어 문화 코드를 읽어내는 풍

부한 상상력을 수반하는 분야이다.1990년 에 들어서면서 각 지방 자치 단체들은 차별화된 도시

정체성과 도시이미지 구축을 해 그 지역을 표하고 지역의 성격을 반 하며 시민들의 정

인 심리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도시이미지와 도시 이미지 색,도시 랜드 슬로건 등

을 개발하여 도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이미지를 달하는 커뮤니 이션 도구로 극 활용하고

있다.

바다를 하고 있는 부산은 국제 인 수 의 해양 행사와 문화행사,축제를 개최하고 있

으며,그 가운데에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국제

인 행사이자 부산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알리는 표 인 축제의 하나이다.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해양여가활동과 맞물려 새로운 패션아이템이 되고 있는 마린 패션 상품을 부산 지역행사의 하나

인 불꽃축제를 모티 로 하여 부산이미지 색을 용,부산만의 아이덴티티를 수 있는 패션 상

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내용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불꽃축제의 불꽃들을 고찰하여 불꽃의 특징을 타상연화와 장치연화로

구분 짓고 그 모티 의 특징을 원형과 선형으로 나 어 각각 3개의 모티 총 6개로 정하여

AdobeIllustratorCS5와 AdobePhotoshopCS5를 이용,패턴화 하 다.그리고,패턴화 된 디

자인을 티셔츠에 A,B,C타입으로 재구성하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 으며,부산 이미지 색의

주,보조색을 용시켰다.AdobePhotoshopCS5의 로그램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첩된

색을 포함하여 색의 다양함을 꾀하 다.개발된 18개 타입 디자인에 한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문가 20명에게 디자인에 한 순 를 비롯해 주제표 ,색상, 합성,독창성,홍보성 상품구

입 의사 등을 5 리커트 척도를 실시하 다.그리고,최종 선택된 개발된 디자인을 티셔츠에

용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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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개발 제시

Table1.불꽃놀이 디자인 개발 사용 색상

이미지 불꽃 종류 모티 1 사용색상 색상 용

모

티

1

국화

모

티

2

링

모

티

3

목단

모

티

4

나이아가

라

모

티

5

부채살

모

티

6

타이거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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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설문지에 사용된 -부채살 불꽃 모티 용

결과

본 연구자는 부산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한 티셔츠 제작을 목 으로 부산의 국제 인 행

사인 불꽃의 이론 개념과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이미지의 시각화를 해 부산이미지 색을

활용하고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부산시의 문화정체성을 나타내는 상품이 꼭 부산의 역사,문화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독특

한 상징물이 아니고 이미지를 상징화하여도 지역을 표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된 모티 의 순 는 면에 나타난 것이 많았고 왼쪽 가슴, 앙의 순으로 나타나 선

호도가 큰 패턴과 작은 패턴으로 확연히 나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리고 구성면에서 살펴보면

원형구성은 체 으로 티셔츠 면에 구성된 패턴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선형 인 디

자인에서는 가슴 왼쪽에 작게 치하는 패턴을 선호 하 다.

셋째,디자인의 주제표 에 한 항목에서는 체 으로 몇 항목을 제외하고는 높은 상 계를

나타내었지만 모티 에 따라 조 씩의 차이를 보 다.그리고 국화 모티 처럼 합성에서는 높은

계가 나왔지만 구매의사도가 낮게 나타난 디자인도 있었고 체 인 분포는 보통이었으나 구매

의사가 높게 나타난 디자인도 있었다.본 연구에서는 부산 행사인 불꽃축제 행사를 디자인하여 부

산이미지 색을 사용,부산을 알리는 목 이 있으므로 구매 의사가 높은 목단과 타이거 테일을 실

물 제작하 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상을 고려하지 못한 과 부산의 문화 아이덴티티를 표

하기 해 부산 이미지 색에 한정된 색상 용으로 모티 에 다양한 ColorWay를 용하지 못하

여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을 수정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그리고 본 연구를 기 로 하여

부산이라는 지역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한 패션문화상품이 지역 행사에서 국한되지 않고 세계

속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홍보물로 거듭나기 해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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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수막새 기와의 문양을 응용한 문화상품디자인 개발 연구

김민경·박순천

조선 학교 디자인경 학과 패션 공

1.서 론

인터넷,통신,IT의 발달로 스마트한 세상이 열리면서 세계는 그 어느 때 보다 가까워지고 나라

별 근성이 매우 용이해졌다.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게 되

었고,이에 각 나라의 문화 수용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되면서 문화 가치는 더욱 높아져 술 뿐

아니라 산업·경제 분야까지 향을 끼치고 있다.이러한 시 에 문화 상품은 국가의 역사와 문화,

술,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 가치를 증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래된 통에 비해 문화 인 정체성이 약하다. 한 개발 상품도 성,실용성,심

미성 보다는 그 통이라는 것에 치 하여 쓰임에 있어서 한정 이고,그 인식도 미비하다는 한

계 을 가지고 있다.그 기 때문에 디자인 으로도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 공감 를

형성하여 감성 이고 기능 인 상품을 개발해야한다. 한 폭넓은 가격 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수막새 기와 문양을 응용하여 생활 소품과 의상에 목시켜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기와 에서 수막새 기와는 지붕 끝에 사용되던 기와로,원

형모양이며 고 스런 분 기를 세워주고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여기에는 연화문이 많고 꽃

문,도깨비,사자문, 황문,귀면문 등의 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형상화 하

다.이는 우리 조상들의 미의식과 삼국,조선시 의 문화가 깃들어 있어 통을 잘 보여 다고

할 수 있다.이에 수막새 문양을 분류하고 그 모티 를 에 어울리는 패턴으로 만들어 의상과

생활 소품에 목시켜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 다.

2.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서 을 이용하여 이론 인 배경을 살피고,이를 토 로 수막새 문양을

모티 화하여 의상과 생활 소품에 목시켜, 와 목된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하려 한다.이론

인 배경으로는 반 인 수막새 기와가 쓰이던 삼국시 와 통일신라,조선시 의 사회 문화 인

배경을 살펴보고,수막새 기와의 문양을 시기별로 분류하 다.이러한 기 배경을 가지고 가장

표무늬인 연화문을 선택하여 1차 을 모티 를 개하고 다시 패턴으로 디자인하 다.이를 토

로 블라우스,앞치마,테이블매트,노트북가방,다이어리,스마트폰 이스,핸드폰 고리 등의 의

상과 생활 소품에 디자인을 목시켜 보고자 한다.

3.결과 고찰

수막새는 기와지붕의 처마 끝을 막아 꾸 때 사용하는 것으로,보통의 기와인 수키와,암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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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은 편이다.막새,와당이라고도 하며 드럼새,막새기와,묘두와,수막새 등

으로 불린다.삼국시 의 수막새는 삼국문화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연화문이 가장 많았다.

고구려의 연화문은 잎이 뾰족하고 힘찬 느낌을 주며.백제의 수막새는 섬세한 선으로 표 되었으

며 온화하고 유연함이 든 문양이 많았다.연화문은 꽃잎이 넓고 얇게 그려진 게 많았고.세련된

연꽃 문양은 민무늬의 수막새까지 이어지기도 했다.신라는 기에는 고구려를 담습하다가 후기에

차 신라만의 연화문이 나타나게 된다. 부조의 형태가 보이고 인면문(人面文)이 새겨진 것도

있었다.통일신라로 가면서 단순하던 연화문이 화려하게 변화하고,사자문(獅子文),기린문(麒麟

文),불상문(佛像文),귀면문(鬼面文)등 다양한 막새 모양이 등장하 다.조선시 에는 불교의

향으로 인해 사찰을 통한 연화문이 부분이었다.

수막새 문양 설정에 있어서는 가장 표 이고 다양한 연화문을 선택하 는데,3가지 모티 로

1차 디자인 작업을 하 다.다시 각 모티 마다 3개씩 패턴을 개시켜 총 9개의 패턴을 제시하

다.주제가 되는 모티 는 연화문 이지만 보조 무늬로 당 문과 인동문을 섞어 디자인하 다.패

턴은 각 모티 별로 단순·심 하고 기하학 감각이 느껴지는 디자인과 복잡하지만 부드럽고 장식

인 느낌,화려하고 밝은 느낌의 3가지 패턴으로 개하 다.단순화된 패턴은 색상에 있어서 단

색을 주로 디자인하 고,복잡하고 부드러운 패턴 개에 있어서는 스텔 톤의 색상을,화려하

고 밝은 느낌의 패턴은 선 이면서 비비드한 컬러를 주로 이용하 다.

이러한 문양 모티 패턴 결과물을 이용하여 생활 속에서 자주 할 수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상과 생활 소품에 목시켜 보았다.블라우스,테이블 매트,앞치마,노트북 가방,스마트폰

이스,다이어리,핸드폰 고리 총 7가지를 선정하여 각각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상품에 목시켜

보았다. 블라우스는 트로 분 기의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테이블매트와 앞

치마는 화려하면서도 장식 인 느낌의 패턴을 응용하 다.노트북 가방과 핸드폰 고리는 밝고 활

동 인 느낌의 패턴을 이용하고,스마트폰 이스와 다이어리는 심 하면서도 장식 인 효과를 주

어 주목성을 주려 하 다.

4.결 론

수막새는 그 종류와 개수가 많진 않지만 그만큼 건축물의 지어진 시기나 존속 기간을 알 수 있

는 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한 문양에 있어서도 단순하면서도 섬세함이 녹아있고 통과

문화가 깃들어 있고,은은하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어 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된다.이에 미술 측면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개발하기에 좋다고 생각한다.이에 수막새 문양의

모티 를 조형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수막새 기와의 이론 고찰을 통해 삼국시 와 조선시 의 문화와 정서가 깃들어 있으며

미 감각을 표 해 주던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둘째,수막새 문양을 다양한 패턴으로 개

시킴으로써 디자인 표 역의 확장을 도모하 다.셋째,요즘 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

폰 이스와 노트북 이스 같이 활용도가 높은 소품 뿐 아니라 의상 등에 활용함으로써 실생활

에 유용한 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었다. 한 특별한 장소에서만 사야한다는 인식에서 벗

어나 일반인들도 근이 용이하게 다양한 가격의 상품의 개발도 가능하다는 걸 제시하 다.이

게 통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디자인의 개발은 다시 우리 문화의 의미와 민족 인 정서를 느

낄 수 있으며,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품 외에도 다양한 상품과의 목을 통해 경제 인 부가가치

도 증 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 후에도 꾸 히 통문화상품 디자인을 연구하여 차별화된 우리나

라만의 디자인과 상품이 개발되기를 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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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유·아동 드레스 디자인 특성 분석

- 유 · 아동 드레스 제작 및 대여 사이트 중심으로 -

박순천·양효정

조선 학교 섬유패션디자인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수입 증가와 혼인 연령의 상승에 따른 출산은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

는 두드러진 경향이다.흥미롭게도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패션계에서도 큰 향을 끼치고

있다.부모의 구매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은 수의 자녀를 최고로 키우겠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아동복 시장이 패션화,다양화,고 화,명품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그로인해 아이들만을

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일 등의 이벤트가 증가하게 되었다.

2000년 반부터 서울 강남을 심으로 티문화가 증가하면서 고가의 어 유치원,외국인 학

교나 사립학교 유·아동들의 연주드 스, 티의상 등을 디자인하여 맞춤제작, 여하는 업체가 하

나 둘씩 생겨나고 있으며,고 성인복 랜드에서도 아동복 랜드의 출시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행사와 경우에 알맞은 유·아동 드 스와 복에 한 새로운 디자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한 유·

아동의 개성과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성인 드 스 못지않게 유·아동 드 스도 차 패션화 되어가

고 유행하는 스타일과 색상,소재 등의 미 인 측면에 치 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하고 개

성 인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는데,이러한 발 과 그 사용율에 비해 의복분야에서의 유·아동 드

스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유·아동 드 스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디자인 개발

(이경아,2004;민소정,2007;이세 ,2008)이나 복식사 측면(김소 ,2003)에서의 연구가 다소 있

으며,국내 유·아동 드 스 디자인 소비자 들이 선호하는 유·아동 드 스 디자인을 조사하여

디자인 특성 분석을 통해 그것을 참고로 할 수 있게 제시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아동 드 스 제작 여 사이트의 여아 드 스 디자인 특

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여아 드 스 디자인이 새롭게 추구해야할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연구의 범 는 만 3세∼만12세의 유·아동 드 스 디자인이며,분석 상은 회원수 10만 명이 넘

는 인터넷 육아·교육정보 공유 카페 23개의 회원들과의 아이들만의 축제 행사와 유·아동 드

스에 한 정보공유를 통해 유·아동 드 스 여 맞춤제작 사이트 36개를 선정하 다.선정한

사이트를 심으로 유·아동 드 스 디자인 1,200 을 선정하여 디자인의요소인 형태(실루엣,네크

라인 칼라,소매,장식),색,소재 등을 구체 으로 분석하 다.연구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유·아동복에 한 일반 인 고찰이 한 부분이며,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아동 드 스 사이트의

드 스에 나타난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다른 한 부분이다.본 연구가 실제 디자인 작업

에 활용할 수 있는 시사 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유·아동 드 스 디자인의 발 에 조 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아동 드 스 사이트의 드 스를 분석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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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의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그들의 감각과 지 발달,성격 형성 사회성 발달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이다.유·아동 드 스 디자인의 특징은 아동복의 기능 특성의 구성면이

나 기능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구성면은 일반 인 아동복보다는 복잡성을 띄고 있고 기능면에서 불편감을 수 있으며,벗기

에 편리하나 기능성보다는 미 인 면을 강조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기념일 등의 이벤트에 합

한 의복이므로 일반 으로 입는 평상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디자인 면에서는 착용자에 따라 남녀 구분이 확연히 다르고 형태면 에서는 린세스 실루엣이

부분이며 미니멀이 유행함에 있어서 H라인 실루엣,A라인 실루엣도 많이 보인다.

색체 면에서는 부분이 순수성을 강조하기 해 화이트 계열이 많이 보이나 목 에 따라 컬러

가 쓰이기도 하며 계 감을 반 하여 여름에는 시원한 컬러가 쓰이고 겨울에는 따뜻한 컬러가 사

용된다.소재 면에서는 물빨래보다는 드라이크리닝을 해야 하는 소재가 많고 취 법도 까다롭다.

유·아동 드 스 디자인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T·P·O에 맞게 목 성이 있다.

즉,이벤트 행사에 합한 의복으로 일반 평상복 보다는 상징성을 띄고 있다.

둘째,기능성보다는 미 인 면을 강조,장식성이 강하다.

트리 장식,자수 아 리 ,비즈 장식 등 오뜨꾸띄르 인 면이 많이 보인다.

셋째,디자인 면에서는 조형성을 가지고 착장성이 요구된다.

넷째, 량 생산 보다는 소량 생산이 많다.

편하게 리 입는 의복이 아니라 행사에 합한 의복이므로 소비자가 제한되어 있어 소량생산

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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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일본 상대의 색명과 색채 문화

이경희

오공과 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Ⅰ.서론

일본의 통색에는 일본인의 색채감정의 고유성이 응축되어 있다.일본 통색이란 오랜 세월동

안 일본의 역사 속에 해져 온 색채로,일본 열도의 독특한 자연풍토와 사회 인 환경 속에서 형

성되어 온 색이라고 하겠다.일본의 上代는 아스카․나라시 와 헤이안시 에 걸쳐 있다.특히,헤

이안시 에는 『延喜式』의 기재를 통하여 어떤 색명으로 불리우는 색인지 어떤 재료를 이용하여

염색하는지,그것이 어떤 색이 되는지까지 알 수 있다. 한,헤이안시 의『源氏物語』『枕草子』

와 같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색명의 의미,색에 한 사람들의 감정과 그 시 의 가치 등도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통색이 아직 규명되지 못한 상태에서,상 에 한 계에 있

었던 인국 일본의 상 에 나타난 색채 문화를 고찰함으로 상 의 통색 자체에 한 기본 인

이해를 갖고자 한다.

Ⅱ.본론

1.아스카․나라시 (飛鳥․奈良時代,552-794)의 색채 문화

1)일본 색채문화의 원형

야마토(大和)조정의 성립이 확인할 수 있는 7-8세기에 처음 문자에 의한 일본어의 색의 기록이

나타난다.일본민족의 신화와 역사를 말한 『고서기(古書記)』『일본서기(日本書記)』에는 색의 기

본 인 분류개념을 나타낸다고 하는 일본어 최고의 기본 색채어 「시로(白),구로(黑),아카(赤),

아오(靑)」로 기록되었다.8세기에는 최 의 민족문학이라고도 할 『만엽집(萬葉集)』이 편찬되고,

그 최 로 일본어로 기록된 색명이 등장한다.그 부분은 당시 일본인이 사용할 수 있었던 소

박한 착색재료의 이름을 그 로 색의 표 에 이용한 것으로,그러한 색명을 통하여 어떤 염료,안

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색이 어떻게 사용되고,그러한 색에 하여

사람들이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일본 역사의 上代인 아스카․나라시 (飛鳥․奈良時代,538∼794))의 색채감각표 은 『万葉集』

에서 노래되어졌고,正倉院寶物 에서 보여지는데,그것을 일반 으로 「万葉의 색」이라고 한다.

飛鳥․奈良時代의 용색명의 특징은 赤․黃․靑․白․黑 등의 기본색명과 아카네(茜)․구 나이

(紅花)․스오우( 芳)․아이(藍)등의 염료명이 그 로 색명으로 통한 이다. 하나의 특징은

색의 농담을 표 할 때,기본색보다 연할 경우에는 淺-,기본색보다 진할 경우에는 深-과 같은

두어를 붙여 표 하 다.飛鳥․奈良時代에 나타난 색명은 50여색에 이른다.

2)지 와 신분을 나타내는 색

야마토조정이 성립되고,한자와 불교의 래와 함께 륙의 선진문명을 모방하여 律令制度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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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자,推古天皇11년(603)에 聖德太子에 의해 冠位12階의 직과 계의 색이 제정되었다.

12계의 제도로부터 쓰는 의 색으로부터 계를 나타내고,복색은 의 색과 마찬가지로 정하고,

지 ,신분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했다.이 제도에서는 조신의 등 을 德,仁,禮,信,義,智의 6德

으로 하고,각계를 ,소로 나 어 12階로 하고, 계에 따라 冠의 색을 정했으나,최고 덕의 색만

은 국 隨朝의 복제를 모방하여 자로 하고,이하의 색에는 陰陽五行說의 5常의 색을 해당시켰다.

즉,仁에 靑,禮에 赤,信에 黃,義에 白,智에 黑의 순이다.이러한 位階를 나타내는 색을 位色이라

고 하고,각각의 계에 상당하는 색을 当色이라고 한다.자기의 당색보다 낮은 색은 자유롭게 착

용할 수가 있었으나,자기의 계보다 높은 색의 착용은 허용되지 않았다.이것이 禁色이다.이 외

에 황태자의 黃丹에 이용된 치자염의 제와 단히 고가의 염료 으므로 일종의 경제정책으로서

제된 홍화염 등의 禁色의 가 있다.이러한 계의 색을 빼놓고는 고 의 색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万葉集』에서는 계 을 묻지않고 많은 가인이 여러 가지 색과 염색에 하여 노래하고

있다.한편,이 시기로부터 紫는 최상 의 색이 된다.7세기를 거쳐 계는 확장되고,天武天

皇14년(686)에는 48계가 되고,조정의 색이 규정되었다.그리고 8세기의 養 2년(718)에 고 의 衣

服令이 거의 정해졌다.이 사이에 색의 종류는 늘고 그 서열에도 변동이 있었으나,紫가 최고 인

것만은 변하지 않았다.

3)운겐배색

나라시 로부터 행해진 채색법에 운겐이 있었다.운은 태양과 달의 가장자리에 둘러지는 어스므

한 띠를 가리키는데,흐려진다는 의미이다.겐은 다채로운 문양의 의미이다.운겐은 고 국으

로부터 해진 채색기법으로,특히 천평(天平)시 화려하게 다용되었다.불교의 세계를 찬양하는

것인데,그 배경에는 색재료가 풍부하게 있었음을 말한다.다채로운 배색에 의해 보다 화려한 것

을 바라는 사람들의 욕구에 응하게 된 것이다.원래 동양화의 물감은 종류가 다.거기에 물로

부터 얻어진 안료는 물에 녹지 않으므로 섞어 간색을 만들든가 수용성 물감처럼 흐리게 할 수

가 없다.그것을 보완하기 해 고안된 것이 운겐채색이었다.

운겐채색의 형 인 것은 정창원(正倉院)보물에서 보여진다. 를 들면 공물을 담는 화형 의

다리에 실시된 운겐채색은 형 이다.우선 다리의 윤곽이 주로 가장자리를 칠하고,다른 부분은

청색계,녹색계, 색계의 운겐채색에 의해 메워진다.청색계에는 우선 백,다음에 군청을 심으로

향하고,연한 색부터 진한 색으로 수단 나 어 칠하고,심부는 가장 진하게 하기 하여 먹을 칠

한다.녹색계에서는 황색으로부터 「백록」·「녹청」·「농록」이라는 순이 되고, 색계에서는

「황색」·「단」·「주」·「흑」의 순서이다.떨어져 보면,담색으로부터 농색으로 차례로 섞여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단계 으로 농담을 배치하여,화려함을 연출한 것이다.운겐채색은 색계통별

로 진한 색을 심에 칠하고,단계 으로 연한 색을 외연부에 배열해가는 배색법인데,확실히 입

체감과 다채감이 얻어지지만,그만큼 자유로운 변화형을 낳을 수는 없다.이러한 운겐배색은 후세

헤이안시 의 여방장속인 쥬니히도에(十二單)와 무사의 갑옷의 실장식인 오도시(縅)등에 응용되

었다.

2.헤이안시 (平安時代,794∼1192)의 색채 문화

1)귀족의 색채 문화

延曆 13년(794년)의 桓武天皇의 헤이안 천도 이래,12세기말까지의 약 400년간이 헤이안시 이

다.9세기 의 嵯峨天皇의 시 는 아직 당풍문화의 융성기 다.이 시 에 편찬된 『弘仁格』



- 125 -

『弘仁式』은 10세기의 醍醐天皇 치세의『延喜式』에 계승된다.거기에는 당시의 位色에 이용된

색명과 염색재료가 각각의 사용수량까지 상세히 기록되어,지 도 헤이안의 古式 수려한 색채를

연상할 수가 있다.그 즈음에는 당풍문화로부터 벗어나 國風文化의 시 로 이동하 다.京都의

왕조 귀족만에 한정되었다고는 하나,여기에 일본의 색채문화의 황 시 가 출 한다.색을 미화

하듯이 자연으로부터 선발된 풍아한 문학 색명이 『源氏物語』『枕草子』등의 왕조문학을 채색

하고,『古今和歌集』과 『新古今和歌集』에 표된 勅撰和歌集의 詞華를 장식하 다. 한 헤이안

시 에는 紫色은 모든 색의 으뜸이 되었다.신하 최고 의 位色만이 아니고,일본 고 문학의 최

고 인 『源氏物語』를 쓴 紫式部의 이름에서도 상징되는 것처럼 고귀하고,풍요하고,우아한 理

想의 색이 되었다.이윽고 武家의 시 의 도래와 함께 귀족들의 생활은 쇠하여 가는데,이 시 의

색채문화는 有職故實의 고 교양으로서 후세에 해져 각지에 확 되었다.平安(헤이안)시 에

는 黃櫨染,靑白象,赤白象의 天皇,上皇의 袍色에 사용한 특수색 외에,홍매,치자,朽葉(구치바),

萌黃(모에기),淺葱(아사기)등,식물에 빗 것과 二藍,一斤染 등 염색법을 이름으로 한 것,

丁子染과 처럼 향료를 용한 것 등의 新色이 나타났다.그와 더불어 나라시 로부터 내려온 우아

한 紫와 紅은 여 히 귀족에 애호되고,이 시 의 정감을 표하는 색이었다.그 색감은 여성 이지

만 남성에게도 애호되었다.당시는 紫와 紅에 한하지 않고,우아하고 미묘한 색이 애호되었으므로

이 시 의 신색에는 일반 으로 2색의 交染에 의한 간색상과 破調色이 많다. 용색명에는 상 에

비하여 綠 ,紫,黃,紅, 芳 등의 다수의 농담색이 만들어졌다.색명상의 하나의 특징은 아스

카․나라시 처럼 헤이안시 에도 기본색명 앞에 두어를 붙여 농담을 표 한 이다.농담색은

시 보다 한층 세분화되어,원래색보다 연한 경우에는 淺-,薄-을,원래색보다 진한 경우에는 濃-

,深- 을, 연한색과 진한색의 간에는 中-이라는 두어를 붙 다.따라서 색에 따라서는 3단

계로부터 6단계의 농담색이 출 하 다.平安時代에 나타난 색명은 180여색에 이른다.

2)카사네노이로메(重色目․襲色目)

헤이안 귀족의 색채 문화의 일면으로서 宮廷女官이 이용한 十二單(쥬니히도에)의「重色目․襲色

目(카사네노이로메)」를 들 수 있다.카사네노이로메에는 表裏의 색의 배색과 우미함을 겨루는 重

色目과 겹쳐입는 색의 배색을 나타내는 襲色目가 있다.그 다채롭고 화려한 배색을 통하여 헤이안

귀족의 높은 미 감각이 해진다.당시 장속에 이용된 색채에는 천에 섬세하게 물을 들인 염색과

선염의 경사와 사의 색으로 제직한 직색과 그러한 염직의 색천을 겹쳐 나타내는 重色(카사네이

로,카사네오이로메)의 3종이 있다.그러한 3종의 색목에는 각각 색채명칭이 붙여져 있는데,명칭

에 따라서는 동일명이 염,직, 을 통하여 붙여진 것과 2종 붙여진 것,1종만 붙여진 것이 잇어,

색명만으로는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당시의 이야기와 일기 등에는 복색

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그것은 직색이거나, 색이거나,때로는 장속상의 우치기의 카사네 방

법의 명칭이기도 했으므로,문학상에 나타나는 색채명은 염,직, ,습의 어느 것을 가리키는지

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동일명의 염,직, 의 3종의 색은 표색법에 의한 색의 나타내는 방법과 다

르므로 색조가 어느 정도 다르다.염색에서는 색이 평면 으로 나타나는데,직색에서는 경 사에

의한 교직 때문에 색조가 후해지거나, 색에서는 표리의 색이 겹쳐 층색이 된다.이 경우,겉

감의 색조는 안감색에 의해 미묘하게 향을 받게 된다.헤이안 귀족이 이러한 3종의 색목에 각각

명칭을 붙여 나 어 부르고,나 어 사용하게 된 것은 그들의 색채감각이 前代보다도 섬세하고

민해지고,색조의 미묘함을 좋아하게 기 때문이다.헤이안의 상층귀족은 奈良時代와 달라 극

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생산은 모두 지방의 호족에게 맡기고 취미생활을 즐기고,따르는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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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남녀도 시간여유가 있어 신변의 사물과 자연을 감상하고 찬미하게 되었다.자연을 찬미한 것은

의 만엽인과 같으나,만엽인이 본 자연은 소박하고 웅 한 거시 자연이었음에 하여,수도

인 교토를 멀리 떠나려 하지 않았던 헤이안 귀족이 감상한 자연은 山紫水明한 도시 주변에 한하

고,평상은 택내의 정원의 수목, 화와 하늘의 색 등으로부터 자연미의 이동을 찰하는 것이

었다.따라서 그들의 자연감상은 로 미시 이 아니면 안되었다.헤이안시 의 염직 에서 보

는 미묘한 색조는 그러한 미시 인 일상생활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한 색채의 배합은 나

라시 의 운겐배색에서 보는 보색 인 강한 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차 인 쾌 한 비에 의

한 헤이안시 의 독특한 화려함이 있는 배색이었다.

Ⅲ.결론

일본의 통색은 일본 역사상 나타난 다양한 색을 총칭하는 것으로,각 시 별 색채의 특성을

조사하면 시 의 흐름과 함께 독특한 양상을 나타낸다.아스카․나라시 의 색은 국의 향이

강한 시 으므로 원색 인 색조를 나타낸다.그 후,국풍을 이룬 헤이안시 의 색은 교염(交染)

이 성했던 시기이므로 간색조의 색이 많이 나타난다.일본 역사 속의 헤이안시 는 이름그 로

무사태평한 시 로 미의식이 자연에 한 동경으로 나타난 시 다.문화 인 면에서는 이 에

국에 보냈던 遣唐使를 견하지 않아 국의 향으로부터 자유로와졌고,일본의 고유문화가 확

립된 國風文化의 시 다.헤이안시 의 색은 일반 으로 「王朝의 色」으로서 알려져 있는데,

자연물의 색에 빗 색명이 특징이고,이것은 카사네노이로메라고 하는 당시 귀족들의 복식문화에

잘 나타났다. 한,이 시기에는 다수의 간색과 분화색이 만들어졌고,紫色이 모든 색의 왕자가

되었다.이후,武家時代의 도래와 함께 귀족들의 생활은 쇠하여 가지만,이 시 의 색채문화는 有

職故實의 고 교양으로서 후세에 해지고,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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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퍼스널컬러 유형에 따른 셀러브리티의 패션스타일 분석

김규리1)·박순천2)

1)
조선 학교 디자인경 학과
2)조선 학교 디자인학부

Ⅰ.서 론

퍼스 컬러는 로벌 시 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 각국에서 조명 받고있는 분야이며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개개인이 가지는 특성을 추구하고자하는 21세기에 들어서는 자신의 이미지와 개성에 어

울리는 것을 선호하여 선택하는 소비양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인간의 머리카락 색, 동자

색,피부 색 등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신체색채와 조화를 이루는 컬러를 퍼스 컬러라고 하는데,각자

자신의 퍼스 컬러를 인지한다면 더욱 더 만족스러운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이러한 퍼스 컬러는

인간의 지각 반응에서 개인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수도 있으며, 정 인 향 한 수 있다.

이에 이미지를 표 하는데 가장 요한 속성인 퍼스 컬러 이론을 바탕으로 신체색체 특성에 맞는 유

형별 색채특성을 알아보고,퍼스 컬러 유형에 따른 셀러 리티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연구 방법

이 연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aroleJackson의 사계 색상 방법 이론을 바탕

으로 연구하 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논문과 인터넷 자료,방송 상을 심으로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첫째,퍼스 컬러에 한 개념과 유형을 조사한다.

둘째,각 계 별 유형군 이미지에 합한 표 셀러 리티를 선정한다.

셋째,퍼스 컬러의 계 별 유형에 맞는 색채를 선별하여 이미지 맵을 제시한다.

넷째,셀러 리티의 패션스타일을 분석한다.

Ⅲ.결과 고찰

퍼스 컬러란 개인이 타고난 신체색과 어울리는 최상의 컬러를 말한다.20세기 독일의 미술

조형학교 JohannesItten교수가 학생들과 색채 의 상 성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미국의

RobertDorr가 차가움(Bluebase)과 따뜻함(Yellow base)을 기본으로 한 시스템을 발표하 다.이

후 1940년 에 미국의 Suzanne Caygill이 피부색,머리카락색, 동자색 등으로 퍼스 컬러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는는데,이것은 재까지 퍼스 컬러 진단에 있어 단히 요하게 활

용되어지고 있다.이후 퍼스 컬러는 CaroleJackson에 의해 1987년에 발간된 책 「ColorMe

Beautiful」의 SeasonalColorSystem이 형성되었는데,이것은 유형,여름 유형,가을 유형,겨

울 유형의 이미지로 4계 타입이 구분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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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계 컬러타입은 로우 베이스와 블루 베이스를 다시 밝고 어두움에 따라 4가지 타입으로 나

눔으로 시작된다.부드럽고 밝은 컬러들은 소 트(라이트)로 구분하고,깊고 강한 느낌의 컬러들은

하드(다크)로 구분지어 로우 베이스의 소 트한 컬러들은 (Spring)그룹으로,블루 베이스의

소 트한 컬러들은 여름(Summer)그룹으로, 로우 베이스의 다크한 컬러들은 가을(Autumn)그

룹으로 분류하며,블루 베이스의 하드한 컬러들은 겨울(Winter)그룹으로 구분한다.이러한 분류가

바로 퍼스 컬러의 SeasonalColorSystem이다.

4계 이미지에 비유하여 분류하는 컬러타입의 표 인 셀러 리티들을 구분하자면, 유형에

는 송혜교,수지,소희,박보 등의 셀럽들이 있고,여름 유형에는 이 애,김태희,손 진,김하늘

등이 있다. 한 가을 유형에는 이효리,수애,조윤희,보아 등의 스타들이 있으며,겨울 유형에는

김혜수,김소연,지아,선우선 등을 찾을 수 있다. 유형의 타입은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그

룹으로,비비드한 톤과 스텔 톤으로 이루어져있어 화사하면서 활기찬 느낌이 나는 탄력있는 부

드럽고 선명한 컬러들이 잘 어울린다.여름 유형의 타입은 소 트하고 밝은 컬러,그 이시한 컬

러들을 매치하면 지 이고 세련된 우아한 인상을 더욱 극 화하여 표 할 수 있다.가을 유형의

타입은 노란색보다 짙은 황색을 지니고 있는 그룹으로,깊고 강하면서 고 스럽고 편안한 컬러들

이 잘 어울린다.마지막으로,겨울 유형은 한국인에게는 가장 드문 유형으로서 모던하고 도회 인

느낌의 란색,흰색,검정을 내포하고 있는 차갑고 강렬한 컬러들이 잘 어울린다.

<표 1>사계 컬러타입 코디네이션의 특징

유형 여름 유형 가을 유형 겨울 유형

표 색상

명도 높다 높다 낮다 높다/낮다

채도 높다 낮다 낮다 높다/낮다

베이스 컬러 로우 베이스 블루 베이스 로우 베이스 블루 베이스

피부색
복숭아빛의 밝고 노란

투명한 피부
핑크 빛이 도는 색

좋은 피부
르스름한 피부톤에
색있는 피부

아주 검거나,아주
노랗거나,창백한 피부

머리카락 색 라이트 라운 애쉬 라운 다크 라운
블랙

블루 라운

동자 색 라이트 라운 소 트 라운 다크 라운 블랙

표셀러 리티 송혜교,수지,소희,박보 이 애,김태희,손 진,김하늘 이효리,수애,보아,조윤희 김소연,김혜수,지아,선우선

패션

분석

따뜻하면서도 선명한
로우컬러의상의와화이
트 진,뱅 헤어스타일을
매치함으로서 유형의
화사하면서도 활기찬 스
타일을 나타냈다.

소 트하고 그 이시한
은빛컬러의깃털드 스
와메탈네크리스를함께
매치함으로서 여름 유형
의우아하고세련된느낌
의 패션을 완성했다.

풍성한 웨이 헤어스타
일에가슴깊이까지 여
진따뜻한퍼 컬러의드
스를 착용함으로서 고
스러운 느낌의 패션을
표 했다.

컷헤어에차갑고강렬
하게 비되는 비비드한
컬러의 개드 스를착
용함으로서 겨울 유형의
도회 이고 고혹 인 패
션을 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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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 론

사회는 개개인의 독자성을 표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유행에 따라가는 것보다

더 요하게 여겨지는 시 이다.이러한 사회 상으로 인해 퍼스 컬러는 개개인의 이미지를

표 하는데 매우 요한 경쟁력의 수단이다.퍼스 컬러 진단이 꽤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자신

의 이미지를 고양시키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시각 흥미를 유발해야하는 셀러 리티들은

특히 더 정확한 퍼스 컬러 진단을 실시하여 자신에게 어울리는 메이크업과 헤어 컬러링,패션 코

디네이션에 활용해야한다.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컬러컨설 회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Carole

Jackson의 사계 색상의 방법을 활용하여 각 계 에 어울리는 셀러 리티들을 선발하여 그들의

패션스타일의 특색을 악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은 퍼스 컬러의 유형에 따른 패션스타일을 분석함으로써 사계 컬러타입의 패

션코디네이션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기 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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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

SPA브랜드에 나타난 인조모피 디자인의 조형성 연구 

배미화1)·권미정2)

1)
부산 학교 가정교육학과
2)
부산 학교 의류학과

최근 인조모피 트 드는 사회 흐름을 반 하여 컬 션에서 인조모피 디자인을 선보이며,명품

과 결합함으로써 인조모피가 갖고 있던 , 가소재라는 선입 이 해체되고 있는 실정이다.그

로인해 인조모피 제품은 천연 모피 시장을 속히 유 하고 있으며,동물 보호에 한 심이 높

아짐에 따라 천연모피를 체할 소재로써 각 받고 있다. 한 장시간 보 하면 악취가 발생하거

나 보 과 세탁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천연모피에 하여 Acrylic을 사용하는 인조모피는 가

격 인 요인과 보 세탁의 용이성 이라는 강 으로 인해 해외 패션 컬 션에서 주요 패션소

재로 다 지고 있는 추세이다.국내에서도 2012년 최 인조모피 패션쇼 ‘사랑을 입다’가 12월 25

일 오후 서울 진구 워커힐에서 ‘동물을 인도 으로 사랑하는 사람들(PETA)’과 동물사랑실천

회가 공동으로 개최함과 더불어 국내 연 인과 디자이 들 사이에서도 인조모피가 주요 패션소재

로 떠오르며 사용빈도와 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상품 구성 가격

와 인조모피 소재 사용면에서 부합하며,트 드를 가장 잘 살펴 볼 수 있고,최근 높은 시장

유률을 차지하고 있는 SPA 랜드 5곳(H&M,UNIQLO,ZARA,MIXXO,MANGO)을 선정하여

각 랜드에 나타난 인조모피 디자인의 조형성을 분석하고,둘째,인조모피 디자인의 미 특성을

악하며 셋째,이를 바탕으로 내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한다.이론 연구로는 인조모피 디자인

의 조형 특성과 미 특성 내 가치의 정립을 해 국내외 인조 모피와 모피 련 문헌

자료,선행 연구 논문,신문기사,방송,웹사이트 등을 살펴본다.실증 연구로는 앞서 선정한 SPA

랜드 5곳을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장조사하여 직 촬 한 사진자료와 해당 랜드 사이트의

상품사진들을 종합한 총 123벌의 인조모피 아이템을 심으로 실증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의 연구에 따른 결과로 첫째,아이템,이미지,색채,소재,문양,사용면 등 조형 분석항목

을 살펴 본 결과 아이템에서는 95%이상이 아우터에 사용 되었으며,이것은 인조모피의 보온성을

반 한 것으로 보여 진다.인조모피 이미지는 90%이상이 컨트리,엑조틱 이미지로 나타났다.컬러

에서 색상은 베이지가 50%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톤에서는 내추럴톤과 모노톤이 등하게 나타

났다.사용된 인조모피는 Faux(Racoon,Fox)와,Sherpa(Lamb)가 80%이상을 차지했고,문양에서

도 모피의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표방한 내추럴 문양이 95%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이러한

인조모피는 칼라와 후드 햄라인 트리 으로 70%이상 사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인조모피의 장 인 염색의 용이성과 소재의 렴함을 살린 디자인은 많지는 않았지

만,각 랜드의 이미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둘째,조형 특성을 바탕으로 나

타난 의복의 미 특성으로는 캐쥬얼의 스포티함과 인조모피의 럭셔리함을 강조한 럭셔리 스포티

즘 스타일,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 한 모던 엘 강스 스타일,원 인 섹시함을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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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티 섹시스타일,자유분방한 내추럴 히피스타일의 네 가지 특성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는 인조모피 내 가치는 먼 자신의 소속과 권력을 상

징하는 신의 특성,인조모피 소재의 질감으로 연상할 수 있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를 통해 유

추할 수 있는 강인함을 상징하는 남성 인 성질,주 상인 여성을 상징하는 여성 인 성질,그리

고 동물의 털을 모티 로 하 으므로 동물 인 성질의 여섯가지 특성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조모피의 내 가치는 인조모피 소개가 천연모피를 모티 로 했기 때문에 천연모피와

동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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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비즈니스캐주얼 수트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정삼호1)·장윤선2)·김무경2)

1)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연구개발사업본부

2012년 세계 으로 경기침체 하에 패션분야의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수트 시장은

지속 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는 기존에 정장으로만 인식되던 수트제품이 캐주얼라

이징(Casualising)트 드의 향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연령 가 하향화되면서 격식을

차리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보다 ‘자유로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30～40 를 심으로 고 스러움과

캐주얼화 된 비즈니스 수트제품이 호응을 얻으면서 비즈니스캐주얼군이 확 되었기 때문이다.

한 주 5일제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여가시간의 확 와 자율 근무제의 확산 기업들의 ‘노타

이(No-Tie)장착 문화’의 확산이 온․오 타임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캐주얼군을 더욱 확

시킨 요인으로 자리 잡았으며,이에 따라 련 기업들은 비즈니스캐주얼을 니치마켓으로 선정하

고 기존의 캐주얼 라인에서 비즈니스캐주얼을 경쟁 으로 출시하여 지속 인 양 성장을 이루

고 있는 실정이다.

비즈니스캐주얼 수트제품은 기존의 정장용 수트제품에 비교하여 디자인은 높은 감도를 요하면

서도 활동성과 실용성을 요시하게 됨에 따라 소재의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이에 따라

패션업계에서는 합리 인 가격의 높은 감도 연출을 하여 silk-like,wool-like천연섬유 looking

의 기능성 합성섬유의 활용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이는 비즈니스캐주얼 시장에 응하기 하여

0.2D 극세사 복합소재를 활용하여 트 디한 패션성에 실용성을 가미한 디자인에 소비자의 니즈

를 고려한 은 감각의 비즈니스캐주얼 수트제품 개발을 통해 비즈니스캐주얼 수트 디자인의 기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트 디한 패션성에 실용성을 가미한 비즈니스캐주얼 수트제품 디자인 개발을 해 2012～2014

년 비즈니스캐주얼 컬 션과 트 드 분석을 통해 남성복 여성복 비즈니스캐주얼 수트제품의

스타일 동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남성용의 경우,수트는 ClassicSuit,3-PieceSuit,MinimalSuit,PublicSchool2SB스타일이

많이 보여지고,재킷은 CityJacket,RoughChic(빈티지 스타일의 3버튼,더블스타일),Cozy(로우

컷,니트재킷)스타일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루종 형태의 하이 리드 아이템도 선보여지고 있

다.소재는 헤리티지 트 드의 향으로 빈티지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패턴은 작은 하운드투스

체크, 도우 페인스타일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용의 경우,수트는 LadylikeSkirt

Suit(재클린 네디 스타일의 샤넬재킷),Loose Pants Suit 타일이 많이 보여지고,재킷은

CollorlessBlazer,BoxyDouble-Breasted,Slim Line이 공존하고 있다.소재는 부러쉬,허니컴,더

블페이스 가공 등 부피감이 있는 표면조직이 많이 나타나고,패턴은 남성과 같이 작은 하운드투스

체크,지오메트릭 패턴이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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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캐주얼 수트제품의 핏,버튼타입,칼라,벤트,소재,컬러 등의 디자인 요소를 선정하기

해 20～60 이상의 남성소비자 200인,여성소비자 150인을 상으로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하

으며,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캐주얼 수트제품에서 남성소비자가 선호하는 수트스타일로는 이탈리안 스타일(43%),아

메리칸 스타일(28%), 리티쉬 스타일(24%),유러피안 스타일(5%)의 순으로 이탈리안 스타일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소비자들의 선호하는 벤트 스타일로는 싱 벤트(64%),더블

벤트(29%),노벤트(7%)순으로 나타났고,선호하는 팬츠의 턱은 원턱(54%),노턱(31%),투턱(1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소비자가 선호하는 벤트 타입으로는 노 벤트(39%),싱 벤트(31%),더블 벤트(30%)순으

로 나타났고,선호하는 버튼 타입으로는 싱 1버튼(38%),싱 2버튼(24%),싱 3버튼(18%),더

블 2버튼(13%),더블 3버튼(7%)순으로 나타났다.선호하는 라펠 모양은 노치드 라펠(45%),피크

트 라펠(33%), 라펠(18%),와이드 피크트 라펠(4%)순으로 나타났고,선호하는 팬츠 실루엣으

로는 스트 이트형(58%),부츠컷형(34%),배기형(7%),와이드형(1%)순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캐주얼 수트제품 디자인 개발을 한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로벌 경기 침체의

향으로 업계의 침체된 분 기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캐주얼 수트제품 시장은 여가시간 기업의

‘노타이 문화’의 확 등과 더불어 편안한 이미지와 합리 인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면서 지속 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착안하여 비즈니스캐주얼 수트제품 디

자인 연구를 하고자 국내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은 닥스 랜드를 선호하며,싱

벤트의 싱 2버튼,노치드 라펠과 랩 포켓 디자인의 재킷과 스트 이형의 원턱 팬츠를 선호하

고,여성은 미샤 랜드를 선호하며,노벤트 스타일의 싱 1버튼,노치드 라펠,슬랜드 포켓의

재킷과 스트 이트형 원턱 팬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트 드 분석 소비자 수요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

스캐주얼 수트제품 랫패턴 연구 디자인 연구를 통해 착용 시 기능 으로 편안한 패션제품으

로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감성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패션제품으로의

환을 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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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복합기능성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정삼호1)․장윤선2)

1)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연구개발사업본부

사회 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주 5일제 근무가 일반화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여행,

문화,취미활동 등 여가 생활에 한 심이 증 되기 시작하면서 섬유산업 분야 에서도 아

웃도어 스포츠웨어 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다.특히 국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시장규모

는 2008년 1조 8,000억원에서 2011년 4조로 매년 폭발 인 성장 추세를 보이며,지난 2012년에는

약 5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섬유․패션 산업 부분의 복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

침체 하에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은 국내 섬유산업 시장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상이다.

국내에는 약 1,000만 명의 등산인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이는 국토의 70%

가 산악지형인 한국의 지리학 특성이 등산을 심으로 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열풍을 가능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최근에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웰빙과 건강한 삶에 한 심이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 트 킹 열풍과 함께 ‘걷기 열풍’이 하나의 사회 트 드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 등산인

구가 증하기 시작하 으며,이러한 상 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 확 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 듯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은 매년 가 른 신장세를 보이며 지속 으로 그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 재 국내에서 매되고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경우 부분 소재의 기능성만

을 강조하고 색상이나 디자인 인 부분에서는 차별화되지 않은 획일화된 디자인으로 개되고 있는

등 소비자의 니즈를 악하지 못한 패션제품들이 부분이여서 기능성과 트 디한 패션성,실용성

을 가미한 복합기능성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디자인 설계가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한 아웃도

어 스포츠웨어는 원부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아웃도어에서 요구하는 경량성,투습․방수성과

같은 기능성 소재의 국산화와 문 랜드 개발을 통해 시장 확 에 따른 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활성화를 하여 2013년 S/S시즌 아웃도어 유

행 컬러,텍스타일,아이템 등의 트 드를 조사하고,아웃도어 활동경험이 있는 20～60 남성,여

성소비자를 상으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컬러,스타일 등의 선호도 조사 아웃도어 스포츠

웨어 구매의도,착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실용성,패션성이 우수한 복합기능성 아웃

도어 스포츠웨어 개발을 통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디자인의 기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감각의 트 드를 반 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디자인 개발을 해 2013년 S/S시즌 아웃

도어에 나타난 유행 컬러와 텍스타일 동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유행 컬러 오 지,

로우,그린,블루,퍼 등은 더욱 팝하고 비비드(Vivid)해진 컬러로 나타나 에 지와 즐거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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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으며,화사해진 컬러 에 비를 이루는 컬러 트리 과 디테일,다양한 컬러의 믹스매

치를 통한 배색으로 디자인 차별화를 주고 있다.텍스타일은 익살스러운 린트와 흑백의 기하학

인 패턴이 포인트로 제시되었으며,오버사이즈 깅엄체크, 도우페인 등 다양한 컬러 조합의 강

렬한 체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컬러,스타일 등의 선호도 조사와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구매의도,착용

실태조사를 해 설문지를 구성한 후 아웃도어 활동경험이 있는 20∼60 남성소비자 50명,여성

소비자 50명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에서 남성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컬러로는 블루컬러(38%),그린컬러(24%),

그 이컬러(12%),블랙컬러(10%),오 지컬러(8%), 드컬러(6%), 로우컬러(2%)순으로 나타났

으며,여성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컬러로는 퍼 컬러(40%),오 지컬러(26%), 드컬러(18%), 로

우컬러(12%),그린컬러(4%)순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구매 시 선호하는 스타일로는 남성,여성소비자 모두 활동 이고 편안한

스타일,착용자의 체형을 고려한 스타일,유행하는 감각 인 스타일 순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구매 시 고려사항에서는 남성소비자의 경우 착용감(34%), 랜드명(22%),

가격(14%),기능성 소재 품질(12%),디자인․유행(8%),색상(6%),세탁의 용이함(4%)순으로

나타났고,여성소비자의 경우 랜드명(26%),가격(18%),디자인․유행(16%),기능성 소재 품

질(14%),색상(12%),착용감(10%),세탁의 용이함(4%)순으로 나타났다.

복합기능성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디자인 개발을 한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주 5일제 근무

의 확 와 국민소득 증가에 의해 여행, 문화 등 여가 생활에 한 심이 증 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기능의 복합기능성 아

웃도어 스포츠웨어 제품 개발이 요구되어 지고 있으나 재까지 시 에서 매되고 있는 아웃도

어 스포츠웨어는 소재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획일화된 디자인이 부분이다.따라서 복합기능성 아

웃도어 스포츠웨어 디자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니즈을 악하고,기능 이면서도 트 디한 패션

성이 우수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제품이 개발되면 산업 으로 경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스포

츠· 웨어 심의 미래 패션 디자인 방향까지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복합기능성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개발이 단순히 소재와 기능 인 디자인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감성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패션제품으로의 환을 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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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안전강화 경량·소프트스트레치 소재를 적용한 

학령기(8-13세) 아동용 캐릭터 아웃도어의류 개발

정삼호1)·강 민2)

1)
앙 학교 패션디자인과

2)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디자인개발

1.서 론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사람은 48만4,300명

이었으며,이는 2011년보다 1만 3,000명(2.8%)늘어난 수치로 국내 출산율이 3년 연속 증가하고 있

다. 한 맞벌이 부부 증가로 가계소득이 증가하면서 체 유아동 시장에서 수입품 비 이 속도

로 커지고 있고 양가 조부모,부모,이모,고모 등 8명이 한 명의 아기를 해 돈을 쓴다는 8포켓

1마우스(8pocket1mouth)나 외동으로 태어나 공주나 왕자처럼 받는 골드키즈 시 를 맞아 자

녀에 한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아동복 시장 성장세가 계속 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버버리,구 ,펜디 등 고가의 명품 랜드에서 키즈 라인을 출시하여 모던하고 고 스러

운 이미지로 어필하고 있으며,H&M,유니클로 등 가의 SPA 랜드들이 아동복 비 을 차

확 함에 따른 고객 이탈 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와 같은 상은 수입 랜드가 년 비 20%

신장한 반면 내셔 랜드는 10% 소폭 상승한 결과로 나타나 수입 아동복 랜드 강세에 응하

는 아동복의 시장 세분화 필요한 실정이다.

한,주 5일 수업이 면 시행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핑,낚시,등산과 같은 주

말여행이나 다양한 체험학습이 증가하고 있어 노스페이스,K2,네 등 아웃도어 문 랜드에서

키즈 라인을 출시하여 매출 증 를 꾀하고 있다.그러나 아웃도어 문 랜드의 키즈 라인은 기

존 아웃도어에서 사용하는 고기능성 소재사용은 일부 있으나 아동에 합한 안 성이 강화된 제

품은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용 아웃도어에 합한 안 강화 경량·소 트스트

치 소재를 용 디자인을 개발하여 기존의 아웃도어와 차별화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한,

아웃도어 문 랜드 키즈 라인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하여 연령별 아동에게 합한 캐릭터를

목한 아웃도어의류를 개발하여 아동용 아웃도어 연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아동용 아웃도어 랜드 황

기존 아웃도어 랜드의 키즈라인은 형 매장에 인 형태로 개되고 있으며,기존 아동복과

경쟁에서 우 를 선 하기 해 백화 아동복보다 가격을 렴하게 책정하고 기능성을 부각시켜

실용성을 극 화하고 있다.하지만 아이템이 다양하지 않으며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지만 아동에게

합한 소재개발은 미비하고 사이즈가 기존의 아동복과 상이하다.

아동복 랜드의 아웃도어라인은 방풍 재킷을 심으로 아이템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

휠라키즈에서 아웃도어 라인을 개하고 있지만 기존 아웃도어 랜드의 키즈라인과 차별화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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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실정이다.

<아동용 아웃도어 랜드 황>

구분 랜드명 개발 제품

기존

아웃도어

랜드의

키즈라인

노스

페이스

-키즈,토들러,유아까지 다양한 연령 를 선보임

-독자개발한 하이벤트 2L소재를 사용해 방수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활동감을 주는

아동용 리솔 재킷 출시

K2

-남아용 클라이 안감 재킷은 가볍고 얇은 방수 원단과 내구성이 우수한 캐블라

원단을 덧 옷이 헤지는 것을 방지

-여아용 방풍 재킷은 도트 무늬를 체 으로 용해 기능성과 함께 귀여운 느낌

강조

코오롱

스포츠

-고어텍스 등 문 인 소재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방수,방한 등 기능성을 갖춘

고 아동복의 이미지 부각

네 -흡습성이 좋은 면 소재를 사용한 스텔라 반팔 티셔츠 인기

아동복

랜드의

아웃도어

라인

휠라키즈

-잦은 야외활동으로 인해 활동성과 기능성을 갖춘 문 아웃도어 라인 개

-바람막이 퍼는 견고한 조직을 가진 서 스 소재를 사용해 내구성이 우수해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방수 기능이 뛰어나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차단

리틀뱅뱅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진 폴리방 번아웃 집업 퍼를 주력 아이템으로 출시

-땀 흡수가 잘되어 항균기능이 좋은 쿨드라이 세트 제품도 출시

에어워크

주니어

-활동성과 생활방수기능까지 갖춰 야외활동에 유용한 아이템인 기능성 바람막이

퍼를 략 아이템으로 출시

3.연구방법 결과

본 연구는 아동용 아웃도어 의류의 착용실태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보기 해 8-13세 아동을

키우고 있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20-50 여성 소비자를 상으로 2013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

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지는 총 110부를 배포하고 불성실하게 응답하 거나 회수되지 못

한 7부를 제외한 10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조사 결과 아동용 아웃도어 의류를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37% 으며,선호하는 아동용 아웃도

어 의류 랜드는 노스페이스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 다. 한 선호하는 아이템으로는 바람막

이 퍼,티셔츠 순이었으며, 재 시 되고 있는 아동용 아웃도어 의류의 만족도는 디자인,품질,

소재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 다.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동의 안 성이 강화된 활동 이고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하셨으며,색상은 노랑,빨강,연두의 순으로 선호도를 나타났다.아동용 아웃도어 의

류로 선호하는 무늬로는 사람무늬(인물캐릭터,연 인 사진 등),자연환경(구름, ,별,비 등),동

물무늬(강아지,새,물고기 등),식물무늬(꽃,과일,나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 로 안 성이 강화된 아동용 아웃도어 의류를 총 5건 디자인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 다.

4.결 론

생활수 의 향상과 출산으로 인해 자녀에 한 심과 투자가 커지고 있어 유아동복 시장은

고 화를 지향하며 차별화 고부가가치화,기능성 소재를 활용을 통한 복합 기능화가 되는 추세

이다. 한, 재 성인 아웃도어 의류의 속한 성장으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른 아웃도어 랜드

에서 시장의 확 를 하여 키즈라인를 확 하여 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동의 특성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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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의류가 아닌 성인용 아웃도어 의류의 축소 정도로 제품이 기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이 아웃도어 활동시 안 성을 높이기 한 고가시성의 소재와 디자인 용

하여 안 성이 강화된 아동용 아웃도어 의류를 개발하 으며,기존 아동용 아웃도어에 용되지

않은 캐릭터를 개발하여 차별화를 꾀하고자 하 으며,연령별 아동의 미 감성을 이해하고 세분

화하여 캐릭터를 용함으로써 구매자인 엄마뿐만 아니라 착용자인 아동까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 다.본 연구는 아동의 특성이 고려된 안 성이 강화된 아동용 아웃도어 의류에 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기존 성인용 아웃도어 의류 연구의 확 와 아동용 아웃도어 의류의 기 자료를 제

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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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

투습방수 Windproof 환편 소재를 활용한 

Soft Shell 트레킹웨어 개발

정삼호1)․강 민2)․조은정2)

1)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서론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는 비율이 늘어나고,“1박 2일”,“패 리가 떴다”등과 같이 여행을 주제

로 한 TV 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비교 남녀노소 무리가 은 캠핑,트 킹 등에 심을 갖

는 라이 스타일이 확산됨에 따라 트 킹웨어 시장이 주목 받고 있다. 한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주 5일제 근무가 차 일반화되면서 여가 생활과 문화에 한 심이 증 됨에 따라 섬유산

업에 있어서도 신체의 보호,신분 표 등의 기본 인 개념을 벗어나 쾌 성을 가지는 기능성 섬

유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고,이에 따라 불쾌감 해소,운동기능성의 향상을 목 으로 복합기

능성 소재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기능성 스포츠・트 킹웨어 제품은 크게 HardShell,SoftShell,Base로 구분되는데 HardShell

의 경우 표 인 고어텍스 가공 제품과 같이 protection이 주요 기능이고,SoftShell은 활동,경량,

신축성을 Base는 보온성을 시하는 Innerwear를 주목 으로 하고 있다.최근 섬유패션 시장에

서는 경기불황,패스트패션 호황 등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변화됨에 따라 소량의 단납기

생산이 용이한 니트 품목으로 직물소재를 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다.따라서 직물 주

의 아우터를 보완할 수 있는 Softshell의 기능 개선을 통해 방풍성과 경량성을 부각시킨 제품 개

발시 직물에 비교하여 신축성,noise-less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아이템에 활용이 가능하여 수요가

확 될 것으로 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 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트 킹웨어 시장에 응하는 고기능

성 제품으로 투습방수 Windproof환편 소재를 활용한 SoftShell트 킹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디자인개발을 하여 강남 신세계백화 ,삼성 백화 ,잠실 롯데백화 ,송 NC

백화 ,이마트 BIGTEN, 치동 워크앤토크 등 국내백화 유통마켓의 트 킹웨어 시장분석을

2013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실시하 고,트 킹웨어의 아이템 분류 선정을 하여 청계산, 악

산,북학산에서 20-60 이상의 남녀 등산객을 상으로 트 킹웨어 착용실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조사는 2012년 3월 4일부터 2012년 3월 1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150부 설문지

를 배포하 다.설문 내용은 일반 인 사항 5문항,의류실태 3문항,의류행동 5문항,기능성소재 4

문항,디자인 선호도 7문항으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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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찰

국내 백화 형 유통마켓 시장조사 결과 Compression강화 제품이 랜드별 본격화되어

나타났고,특히 편물로 된 팬츠와 퍼 제품이 컬러블로킹,내구성 있는 블라 소재 블로킹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한 오드람 제법이나 심실링 테이 를 사용한 제기법 활용

이 두드러졌으며, 체 으로 슬림한 실루엣의 제품이 많았다.컬러는 블루,오 지, 로우,핑크

등 다양한 컬러가 나타났으며,문양 역시 체크무늬,도트무늬,기하학 무늬,추상 무늬 등 다양

한 패턴이 등장하 다.

트 킹웨어 착용실태 선호도 조사 결과,아이템별 요구되는 소재의 기능성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퍼나 팬츠는 방풍 발수성,티셔츠는 흡한속건의 기능성을 요하게 생각하

으며,트 킹웨어 착용시 활동성과 경량성을 요하게 생각하 으며,신축성 있는 SoftShell제품

에 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선호색상은 남성은 블랙,블루를 여성은 블랙,핑크를 선호하

으며,소비자가 선호하는 퍼스타일은 스탠드 칼라 탈부착 후드 퍼 으며,티셔츠는 집업 티

셔츠,팬츠는 9부 지 팬츠를 선호하 다.

결론

섬유패션산업에서도 세계 인 추세를 볼 때 쾌 ,건강,고감성 추구가 메가트 드로 두되

면서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기능성에 한 수요가 차 증 되고 있다. 한 활동성

과 경량성,신축성을 주는 소 트 쉘에 한 소비자들의 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기능

성 소재를 활용한 소비자의 다양화된 감성에 맞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국내백화 유통마켓의 트 킹웨어 시장분석 결과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공학 패턴 연구 디자인 소 트웨어를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개하여 투습방

수 Windproof환편 소재를 활용한 소 트 쉘에 합한 오드람 제법,심실링 제법 웰딩

제법 등의 첨단 제기법을 활용한 트 킹웨어를 개발하 다.이는 트 킹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

함에 따라 다양한 라이 스타일에 맞는 트 킹웨어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에서 차별

화된 소재 개발과 기능성과 동시에 패션성을 가미한 디자인 개발로 실용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감성까지 만족시킬수 있는 트 킹웨어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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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동물 문양을 이용한 낚시용 구명조끼 디자인 개발

곽정은1)․권 아2)

1)
신라 학교 의류학과
2)
신라 학교 패션산업학부

1.서론

최근 통계청 보고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간 사망의 외인에서 운수사고,추락,불의의 물에

빠짐인 익사 등 순으로 가장 높았다.익수사고는 여성보다 남성이 사망률이 3배 이상 높다고 하는

데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물을 하는 신체활동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김갑선,이 .2001).

그리고 익수 사고의 원인으로는 수 미숙,안 수칙 불이행,자살 등의 순 로 나타났다.따라서

수 이 미숙한 남성의 수상 포츠인 낚시 활동 시 수상 안 사고를 방하기 하여 개인의 안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요하다.해양 수산부의 2005년 통계에 따르면 낚시인구는 약 573만명으

로 추정되고 있으며,이희찬(2010)은 성별에 따른 낚시 인구 남성이 2배 이상 많다고 하 다.

재까지 개발된 낚시용 구명조끼에서는 부력기능을 강조하여 평상시에는 착용하기에는 불편하

며,주로 고가의 수입산이다.국내산인 경우 수입산에 비해 상 으로 가이고,시각 인 만족도

가 높지 않다.동물 문양의 감성 연구에서 호랑이 피부 문양과 표범 피부 문양은 ‘활동 인’,‘화려

한’,‘야성 인’과 같은 형용어의 느낌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곽정은,권 아.2012).본 연구에서

는 낚시인이 수상 안 사고를 방하고 활동 이며,시각 인 식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 문양

을 이용한 낚시용 구명조끼를 개발하고자 한다.

2.연구 방법

2.1.국내의 시 낚시용 구명조끼제품의 특징 분석

국내에서 시 되고 있는 낚시용 구명조끼 4벌을 임의로 선정하여,스타일,색상,문양,소재 특징

을 살펴보았다.

2.2.동물 피부 문양을 이용한 텍스타일 개발

호랑이의 피부 문양과 표범의 피부 문양을 디자인 한 다음,색상변화를 주어 총 4가지의 동물

문양을 개발하 다.문양 디자인은 AdobeIllustratorCS4forwindows CAD 로그램을 사용하

다.

2.3.동물 피부 문양을 이용한 낚시용 구명조끼 개발

기존의 낚시용 구명조끼의 문제 들을 개선한 후,AdobeIllustratorCS4forwindows CAD

로그램을 사용하여 낚시용 구명조끼를 디자인하 다.4개의 동물 피부 문양 디자인을 구명조끼

소재로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옥스퍼드 직물을 구입하여,디지털 린 을 하 다.디지털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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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원단이 주소재로 사용하 고,배색 소재로 검정색의 메쉬 는 옥스퍼드 직물을 사용하 다.

낚시용 구명조끼 개발 단계는 <Fig.1>과 같다.

Fig.1.Thedevelopmentphaseoffishinglifevest

3.연구결과

3.1.시 낚시용 구명조끼 제품 분석 결과

4가지 제품은 이 네크라인 형태에 몸 의 부력재는 탈․부착이 가능하나,칼라의 부력재 탈․

부착은 불가능하다.재귀반사 소재를 어깨에만 부분 으로 사용하 고,포켓이 4개 이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심실링 지퍼를 부분 으로 사용하 다.

‘LV 1’제품은 입체 인 형태의 포켓으로 구성되어 있고,색상은 검정색에 배색 포인트로 노랑

색을 사용하 다.‘LV 2’제품은 연두색에 란 심실링 포켓 지퍼를 배색 포인트로 사용하 으며,

칼라의 탈․부착은 가능하도록 되었다.‘LV 3’은 수납공간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검정색을 바탕

으로 노랑색을 포인트로 하 으며,부분 인 심실링 지퍼로 부분 방수기능을 부여하 다.‘LV4’

는 가장 색상 배색을 크게 사용하 으며 칼라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Table1.Thecommericialfishinglifevestproducts

Name LV1 LV2 LV３ LV4

Image

Brand B사 S사 S사 C사

3.2.개발된 동물 피부 문양

호랑이 피부와 표범 피부를 모티 로 2가지 이상의 유사색상을 사용한 2개의 Colorway를 개

하여 총 4개의 문양을 디자인하 다.개발된 동물 피부 문양은 <Table2>와 같다.TS-1과 TS-2

는 동일한 호랑이 피부 문양의 바탕에 그라데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디자인하 다.LS-1과 LS-2

는 동일한 표범 피부 문양에 톤 온 톤 배색 조배색으로 각각 디자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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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Thedevelopedanimalskinpatterns

Image

Name
TS-1 TS-2 LS-1 LS-2

Image

Color

(%)

C/M/Y/K

1:72/4/21/0

2:91/41/10/0

3:92/100/22/0

4:37/100/0/0

5:100/94/78/82

1:0/4/42/0

2:0/41/33/0

3:0/56/34/0

4:0/98/41/0

5:0/100/0/0

6:100/94/78/82

1:46/0/96/0

2:70/0/100/0

3:66/0/100/0

4:90/59/100/39

5:85/64/100/49

1:38/0/24/0

2:18/94/1/0

3:19/97/37/0

4:56/100/60/20

5:63/100/64/38

Table3.Thecompletedproductsusinganimalskinpatterns

Image

Name
TSLV-1 TSLV-2 LSLV-1 LSLV-2

Flat

Designs

Completed

Products

(Front)

Completed

Products

(Back)

3.3.동물의 피부 문양을 이용하여 개발된 낚시용 구명조끼 디자인 제품화

개발된 구명복의 형태는 앞여 풀업 지퍼의 이 네크라인이며, 린세스 라인으로 선이 분

리되며,칼라에 부력재 탈․부착이 가능하다.모든 구명조끼에 부력재를 착탈할 수 있는 내부포켓

을 등 안쪽,허리 단의 내안감과 칼라 뒷쪽에 지퍼를 부착하 다.가슴 포켓 허리 포켓,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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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심실링 지퍼를 사용하 으며,어깨 부 ,가슴 포켓,허리 포켓에 재귀반사소재를 사용하 다.

동물 문양 소재는 칼라 앞․뒤 몸 과 개발된 포켓에 부분 으로 사용하 고, 구리와 포켓에

는 검정 소재를 사용하 다.구명 고정 인 생명 은 버클을 사용하여 치수 조 이 가능하다.

탈․부착하여 일반 낚시용 조끼형태로도 착용할 수 있게 하 다.낚시용 구명조끼의 맵핑 도식화

제품은 <Table3>과 같다.TSLV-1과 TSLV-2는 호랑이 피부 문양을 사용한 낚시용 구명조

끼이며,LSLV-1과 LSLV-2는 표범 피부 문양을 사용한 낚시용 구명조끼이다.

4.결론 제언

국내에서 시 되는 낚시용 구명조끼의 문제 을 개선하고자,동물의 피부 문양을 디자인한 디지

털 린 된 소재를 낚시용 구명조끼에 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개발된 호랑이 표범의 피부 문양을 용한 낚시용 구명조끼는 시각 으로 식별성이 높게 나

타났다.낚시용 구명조끼에서 부력재의 탈․부착이 가능하게 하여 평상시에는 일반 낚시 조끼로도

착용 가능하게 되었다.심실링 지퍼의 사용으로 구명조끼 포켓의 방수기능을 확보하 고,포켓 안

의 내용물을 안 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재귀반사소재를 사용을 앞․뒤 어깨 부 에

걸쳐서 사용하여 야간의 식별성을 높여 야간 낚시에도 안 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낚시인의 연령 별,체형별로 주 착용감 피트감을 비교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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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에 나타난 의상 연구 

- 뮤지컬, 화, 뮤지컬 화를 중심으로-

김민지 ·권미정

부산 학교 의류학과

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고(Victor-MarieHugo,1802∼1885)의 소설『 미제라블(LesMisérables)』

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 미제라블>은 1985년에 연되어 세계 4 뮤지컬 의 하나로서

세계 으로 장기 공연되고 있다. 한 20세기 부터 끊임없이 화로도 제작되어 왔으며,2012년

톰 후퍼 감독이 뮤지컬 화로도 제작,국내 개 하여 600만에 가까운 객 수를 기록하며 한국 뮤

지컬 화 흥행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이들은 원작 『 미제라블』의 1815년에서 1848년 사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30년간의 서사와 개성 강한 캐릭터를 표 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인

물들의 의상 역시 요하다.선행연구로는 소설『 미제라블』에 나타난 의상에 한 것은 있으

나,뮤지컬이나 화를 통한 의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본 연구에서는 뮤지컬, 화,뮤지

컬 화 각 한 작품씩을 선정하여 각 장르에 따른 의상을 비교해 으로써 남·여주인공 의상의 공

통 과 차이 을 찾아보고자 하 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 다.문헌연구는 련 문헌 자료,선행

연구 논문,방송,기사,웹사이트 등을 참고하 고,실증 연구로는 가빈 테일러 감독의 뮤지컬

< 미제라블(1998)>,빌 오거스트 감독의 화 < 미제라블(1998)>,톰 후퍼 감독의 뮤지컬 화

< 미제라블(2012)>의 3편에서 의상을 캡쳐하여 분석하 다.연구 목 으로는 첫째,주인공 4인

에 나타난 의상의 조형 특성을 악하고 둘째,인물 특성에 따른 의상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의상의 조형 특징으로,장발장은 뮤지컬과 화에서 공통 으로 상의는 셔츠의 개념인

슈미즈,조끼인 질 , 록코트를 입고 슈미즈 칼라는 빳빳하게 세워 크라바트를 둘 으며,하의는

발끝까지 일자로 내려오는 탈롱을 입어 화의 배경이 되는 낭만주의 시 남성 복식의 형

인 의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화와 뮤지컬 화에서는 슈미즈,질 , 록코트 외 뮤지컬에서 볼

수 없는 락,르뎅고트 등의 다양한 의상이 나타났다.경감 자베르는 뮤지컬에서 두 손이 소매

로 가려지는 긴 락을 입고 둥근 모자를 손에 들고 있었으며 긴 바지를 입었다. 화에서는 챙

넓은 모자를 이마를 다 가리도록 러쓰고 더블버튼의 록코트를 입었고 뮤지컬 화에서는 락

형태의 제복을 입고 있는데 화려한 어깨견장과 자수가 들어간 칼라를 확인할 수 있었다.코제트는

뮤지컬에서 이스 칼라가 어깨 끝에서 가슴 앞까지 삼각형으로 달려있고 허리 벨트가 장식된 단

순한 검은 로 를 입는 반면, 화와 뮤지컬 화에서는 깊게 인 넥크라인 는 넓은 이스 칼

라와 부풀려진 소매로 어깨가 강조되고 허리가 잘록하게 조이고 스커트가 풍성하게 부풀려진 로

를 입었는데,이는 로맨틱 시 X자형 실루엣을 그 로 보여주고 있었다. 한,어깨에 펠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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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용하고 끝을 로 의 허리에서 고정하기도 했으며, 이스,꽃,체크무늬가 많이 보 으며,소

매,스커트 단에 이스나 주름장식을 더하기도 했다.팡틴은 공통 으로 깊게 인 네크라인과 어

깨가 부풀려진 소매의 로 를 입고 있으나 코제트보다 간소화된 X자형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째,인물 특성에 따른 의상 이미지를 비교하 을 때,장발장의 신분은 여러 번 바 게 되므로

장발장이 처한 각각의 상황별로 의상이 다르게 나타났다.장발장은 일생을 정의와 약자에의 사랑

에 바친 인물,품 있는 매 와 고결한 인품을 가졌다.뮤지컬, 화,뮤지컬 화 모두에서 공통

으로 출옥 직후는 의상이 간소화 되어있거나 찢어지는 등 낡게 표 되어 허름한 차림새를 보 고,

시장으로 출세하게 된 후 그는 항상 의상을 단정하게 입어 엄하고 검소한 이미지를 보여 으로

써 죄수에서 차 세련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자베르는 장발장을 철 히 추 하는 냉

혹한 경찰,사회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요한 일이다.따라서 자신의 임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떤 양보나 타 도 없는 엄격한 면모를 보이기 해 의상에서도 코트를

턱 까지 단추를 채워 입는 모습으로 정직한,냉철한,냉정한 이미지를 표 하 다.코제트가 장

발장의 딸이 되어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이 뮤지컬에서는 검소하고 정숙한 이미지로 표 되었다면,

화와 뮤지컬 화에서는 형 인 로맨틱 스타일 의상을 입고 나와 사랑스럽고 깨끗한 이미지,

다소 사치스러운 느낌을 풍기며 우아한 상류층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팡틴은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여성으로 후에는 직장마 잃고 극빈자가 되어 창녀로 연명하다가 결국 폐결핵에 걸려 죽

는다.공통 으로 정숙한 이미지와 동시에 색이 바랜 의상으로 가난함이 표 되었다.후에 창녀가

된 시기는 뮤지컬에서는 의상이 따로 표 되지 않았고 화와 뮤지컬 화에서는 노출이 많은 의

상을 통해 아가씨에서 매춘부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했던 인물의 변화가 그려졌다.

이를 볼 때 뮤지컬, 화,뮤지컬 화의 차이 으로는,뮤지컬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등장인

물들이 한 벌 혹은 두벌의 의상으로 코트를 입고 벗는 정도로만 변화를 주며 극을 진행시켜 나가

는 반면 화,뮤지컬 화에서는 녹화에 의하여 방 되므로 의상을 교체할 수 있는 시간 여유로

인해 다양한 의상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한,뮤지컬의 의상은 무 효과를 본 로 제작되므로

무 와 객의 거리감과 무 조명이 조화를 이룬 하나의 실루엣이 요하므로 실제보다 의상이

과장되어 있거나 다소 간소화되어 표 되었다는 을 알 수 있었다.반면, 화 의상은 카메라로

촬 하여 타이트-샷이 가능하므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에 차이가 있었고 뮤지컬

화는 역시 카메라 촬 이므로 뮤지컬 의상보다 화 의상과 비슷한 특징을 보 다.

공통 으로는 3장르 모두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 기 때문에 의상을 통해 나타나는 시 상,

등장인물의 조형 특징,그리고 그로 인해 달되는 시각 이미지는 원작 소설의 것과 동일하게

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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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중공 p.p.를 충진한 초경량 다운대체 재킷 디자인 개발

정삼호1)·이선화2)

1)
앙 학교 의류학과

2)
앙 학교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 략기획

서 론

최근 삶의 질을 지향하는 라이 스타일 트 드가 부각되고 있고,여가와 건강에 한 심이 높

아지면서 웰빙 트랜드와 문화가 확산되는 등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2005년부터 주 5일제 근무가 본격 인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가,TV등을 통한 극

인 마 에 따른 소비자 인식 개선,기능성과 패션성이 가미되어 일상복화된 복식 트랜드의 변

화의 특성이 아웃도어 의류의 열풍을 가능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의 아웃도어 시장은 등산 련 제품을 구입하는 문소비자가 심이었으나 를 즐기는

시간과 인구가 차 늘고 있고 연령층도 확 되면서 아웃도어도 차 캐주얼화 되고 있기 때문에

등산할 때 뿐만 아니라 자 거를 타거나 가벼운 산책,일상생활을 할때도 즐겨 입는 옷이 되면서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 지구 온난화 상으로 겨울 기온이 높아져

사 리,방모 코드 등 무거운 겨울 아이템보다 편안한 착장이 가능한 다운 재킷의 소구력이 높아지

고 있으며, 과 가을이 차 짧아지면서 소비자들은 다운 재킷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웃도어 제품의 가장 표 인 다운 재킷의 경우,일반 으로 보온성 증진을 하여 다운

(Down)즉 거 나 오리등의 우모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거 털로 제작한 완제품에서는 털 빠짐

상이 발생하여 체 소재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스 다운 체를 하여 단섬유 형태의 충 재를 용하여 경량성과 보온성을

가지는 공 p.p.를 충진한 경량 다운 재킷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다운 충 재의 종류 황

아웃도어웨어는 야외에서 입는 옷으로 야외스포츠나 활동을 해 착용되는 의복으로

아웃도어 특성 상 야외 활동으로 땀 배출 체온유지를 한 디자인의 기능성을 매우 요시

여기며,특히 겨울철 체온 유지를 한 충 재 제품과 장시간 활동 시 인체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제공하기 한 경량소재 등 목 에 따른 디자인의 기능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부분의 다운 재킷의 충 재는 우모인 구스다운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다.특히 거 털은 단

무게 당 함량과 보온성이 뛰어난 반면에 고가로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작업

공정 시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털 날림 상이 심하며,완제품에서는 털 빠짐 상이 발생하는

문제 이 지 되고 있다. 한 동물학 로 만든 거 털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안한 체 충 재로 3M사,알바니사의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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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하여 아웃도어 의류를 구매 한 경험이 있는 서울 지역의 산악회와 동호

회 소속 등산객,등산 경험이 있는 20 에서 40 이상 남녀 소비자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

조사는 2013년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이루어졌다.총 350부 설문지를 배포하여 다운 재킷 만족도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 다.설문 내용은 일반 인 사항 5문항,라이 스타일에 한 5문

항,구매 선호도 10문항,디자인 선호도 10문항,기능성 8문항,구매시 평가기 으로 구성하 다.

결과 고찰

설문조사 결과,경량감과 보온성이 있는 패턴설계와 다양한 디자인을 요구하 다.설문과 함께 제

시한 공 p.p.를 충진한 경량 다운 체 디자인 도식화 선호도가 높은 3건의 디자인을 선정하

으며,제작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수정·보완하 다.

공 p.p.를 충진한 다운 체 재킷 디자인의 고려사항은 털 날림의 방지와 보온성,경량성, 렴한

가격 등에 한 개선 을 악하 다.

결 론

본 연구는 공 p.p.를 충진한 경량 다운 체 재킷 디자인 개발을 제시하고자 다운 체 재킷의

특성과 실태,시제품 평가에 이르는 단섬유 형태의 충 재를 용한 경량 다운 재킷 디자인을 연

구하 다.

재 다운 재킷의 충 재는 거 나 오리 등의 우모(羽毛,feather)인 구스다운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보온성이 뛰어난 반면에 고가로 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완제품에서는 털 빠짐

상이 발생하는 문제 이 지 되어 체 소재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 구스 다운 제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충 재의 개발을 통하여 수입 체의 효과와 소비

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 공 p.p.를 충진한 경량 다운 체 재킷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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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시니어 체형을 고려한 시각적 이미지 패턴설계 및

인체친화형 텐셀 데님제품 개발

정삼호1)·강 민2)·천애린2)

1)
앙 학교 의류학과

2)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연구개발사업본부

1.서 론

과거 은 세 의 유물로만 여겨졌던 데님제품은 시 와 유행의 변화에 따라 감성 기능성

을 겸비한 올에이지 커버(all-age-cover)아이템으로 새롭게 두되고 있다.캐주얼 의류로 즐겨

착용되고 있는 데님제품은 인의 라이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고 화,다양화,차별화되어 고

부가가치의 리미엄 데님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패션제품으로서 단순히 스톤워싱을 하거나 탈색

을 하는 단계를 벗어나 다양한 무늬를 새기거나,색상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패턴,기능성 디

자인을 도입한 리미엄 데님 제품의 매출이 세계 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시니어세 의 증가와 라이 스타일 변화로 그 연령 가 폭넓어짐에 따라 시니어

랜드 내에 데님 아이템의 증가 매출이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시니어 의류 제품의

시장규모는 매년 꾸 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니어 소비자의 체형특성을 반 한 시각

패턴설계 기술 시니어 문 랜드는 여 히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시니어 세 들의 니즈와

수요를 해결하고 심미 ,기능 디자인을 부가한 고부가가치의 시니어 제품개발과 련된 디자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주체로 부상하며 기존의 노인과 차별되는 라이 스타일을 추구하는 시니어

세 의 신체 ·생리 변화의 특성을 고려한 의류 패턴 기능 디테일 연구와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데님제품 개발에 목 이 있다.

2.국내·외 데님제품 기술 동향

세계 으로 리미엄 진에 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본,이태리 등과 같은 데님제품 생산

각국의 생산업체들은 국,터키,인도 등의 가 데님 제품과의 차별화를 해 데님제조용

다양한 원사 개발, 신 인 워싱방법 가공방법 개발,다양한 컬러 데님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종 IT 제품을 탑재한 최첨단의 데님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국내의 진 캐주얼 시장은

리바이스,캘빈클라인 진,게스 진의 3강 구도 속에 후발 주자인 버카루 진,폴로 진,빈폴 진,

힐피거 데님 등 7개 랜드의 시장 지배구조가 지속 으로 유지되었으나 최근 버카루 진의

비약 인 성장과 빈폴 진의 역진에 따라 3강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해외 리미엄 진 랜드의

경우 2010년부터 국내 직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 고,신규 런칭 랜드들 부분이 고가 의

해외 진 랜드들로 활성화되고 있으며,SPA 랜드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 의 진 라인을

특화시키고 있으므로 진 캐주얼 시장의 지속 인 성장이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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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방법

연구의 목 을 실증 으로 분석하기 하여 국내·외 데님 랜드 시장조사 시니어 랜드 시장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시니어 세 의 디자인 소재 선호도를 조사·분석하 다.연구 상은 50세

이상의 서울 수도권 거주 ·상류층 여성을 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 다.설문조사는 2013년 2

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총 2개 부분 40개 항목과 20개 항목 60문항으로 실

루엣,디테일,패턴,자수를 포함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와 경량성,인체친화성 소재 조사를 구성요소

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 다.

4.결과 고찰

설문조사 결과 허리선과 엉덩이선 사이의 재킷,무릎기장의 스커트 등 기존디자인보다 다소 짧은

길이의 은 감각의 트 트가 가미된 곡선의 실루엣과 아 리 ,자수 등과 같은 시니어세 의 패션

성과 트 드를 반 한 화려하면서도 럭셔리한 디테일,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단 을 보완하고 시

각 으로 슬림해 보일 수 있는 패턴,가볍고 활동하기 편한 면,린넨,실크,울 등의 천연소재를 압도

으로 선호하 다.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얇고 가벼우면서 시니어에 합한 건강 기능성 텐셀소재

를 활용한 기능 디자인의 패턴 시제품을 개발하 고 시니어 체형을 고려한 인체공학 패턴설

계의 필요성과 시각 이미지 반 을 한 디자인의 개선 을 악하 다. 데님소재에 한 소비

자의 요구가 심미 외 추구뿐만 아니라 기능 인 착용감,활동성 등 차별화 된 질 인 만족을

시하는 경향으로 환되면서 시니어세 에게 합한 인체친화형 데님제품의 개발의 필수성을 인식

하 다.

5.결 론

본 연구는 시니어 감성과 트랜드를 반 한 장식 디테일을 데님에 목시키고 시니어세 의 체

형 특성을 고려한 인체공학 패턴 설계 경량 건강기능성 텐셀 데님제품을 기획,개발하고자

하 다.

시니어세 에 합한 다양한 인체친화형 데님과 트 드를 반 한 심미성,신체 합성을 반 한

고부가가치 데님제품 개발은 기존의 정장류 주의 시니어웨어에서 벗어나 활동성과 안정성,건강

기능성을 강조한 데님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상품 다양화로 기존시장의 확 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데님제품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데님 아이템 개발 아 리 ,자수 등 고 화를 꾀한

데님제품 개발을 통해 시니어 데님시장의 유율을 확 시킬 것이며 시니어세 의 요구 항목인 건

강기능성을 목한 새로운 개념의 데님제품 개발로 기존의 제품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을 꾀할 것이다.

따라서 텐셀데님 개발 기능성 후가공을 용한 데님 제품의 개발을 통해 데님제품의 착용시

불편사항을 개선함과 동시에 체형별 패턴개발을 통해 시니어 소비자들의 피 만족도를 높여 기존

랜드와의 경쟁우 를 확보할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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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

탈부착 가능 경량 프로텍터를 접목한

안전강화 승마용 재킷 디자인 개발

정삼호1)·이선화2)·방지 2)

1)
앙 학교 의류학과

2)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연구개발사업본부

서론

국내 인구 비 승마인구는 조한 편이나 주 5일제 근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변 확

를 통하여 그 수요는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특히 승마는 고 스포츠의 이미지가 강함에 따라

부수 장비 액세서리의 높은 품질이 요구되고 있다.

승마는 말 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물리 역학 반복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때 착용하는 승

마복은 쾌 한 인체 착감과,최 의 착용감을 유지하여야 하며,제품 디자인 한 유럽 귀족을

연상시키는 고 스러움을 가지고 있어 선진국에선 오래 부터 고부가가치 디자인 설계 연구가 요

구되고 있다.

승마는 고 스포츠 제품으로 기능성 심미성이 요구됨과 동시에 낙마에 한 안 사고로부터

의 신체 보호에 한 기술 목도 소비자로부터 요구되고 있으며,승마 활동 낙마사고가

체사고의 66%를 차지하고 있고,낙마 시 부분이 두부 목 척추 등의 손상을 입게 되어 이로

인해 사망과 상에 이르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승마 시 보호복의 일종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는 바디 로텍터 제품은 아동이나 여성들이 착용

하기에 반 으로 무거운 단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재선택과 경량화를 한 연구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승마복 제품을 한 단계 업그 이드 시킨 다기능성(항균,소취,고신축성 등)

섬유소재를 활용하여 탈부착 가능 경량 로텍터를 목한 안 강화 승마복 디자인 개발로서,승

마복의 기능성 심미성뿐만 아니라 낙마 시 안 사고를 방할 수 있는 로텍터를 추가한 승

마복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국내 승마복 시장 랜드 동향

규모 승마장 동호인 심으로 개발된 승마복은 기능성 소재와 안 한 스타일 개발보다는

사이즈와 착용감 주로 주문 제작되어 소규모로 유통되고 있으며 문화된 승마복의 기술개발과

시장형성이 미비한 실정이다.국내시장은 2003년부터 활성화된 승마장 개설과 증하는 승마인들

로 인해 수입상들이 수입한 의류 마구용품으로 승마복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국내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화가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승마용품 제조업체인 코텍퓨쳐에서 로이스타(Roysta)라는 자체 랜드로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승마복과 승마용 부츠,안장패드 등 다양한 승마 련 용품을 생산하여 매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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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마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수요가 매우 어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매제품의 90% 이상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HR,K04, 로스타,로이스타 등 국내에서 승마용품을 선보이고 있는 업체는 15개 정도 이며,

승마복 마구 등 다양한 승마 련 용품을 생산하여 매하고 있다.수입업체 에서도 태흥교

역,골든호스,호스홀릭 등의 메인 업체를 제외하면 세한 업체가 부분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외국과의 기술제휴로 이를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부분의 국내 생산업체

에서는 체계 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국내 승마용품 시장은 해외제품과

비교하여 성능,디자인,기능성 수 이 미흡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바디 로텍터와

같은 보호 련 장비들은 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국외 승마복 시장 랜드 동향

승마 산업이 활성화돼 있는 유럽은 연간 4조원,미국 2조5000억원,비교 뒤늦게 승마 화가

이 진 일본과 싱가포르도 연간 2조원 규모로 한국시장보다 규모가 크다.일반 승마보다 올림픽 경기

를 한 승마복과 용품이 일반 이며 특히 세계 인 선수들이 만든 고유 랜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

세계 인 명품 랜드인 샤넬,에르메스,구 ,아이그 등은 마구(馬具)와 말굴 ,안장 등을 생

산하던 업체에서 패션 랜드로 다각화 발 하 으며,지 까지 승마 련 패션의류 용품을 디

자인 개발하며 매하고 있다.

IRH,GPA,Troxel,Tipperary,CharlesOwen등 승마용품 문 랜드에서는 벨벳 외 의 승마

모에서부터 최 의 기능을 갖춘 승마헬멧까지 개발·생산하고 있으며,승마자의 쾌 성 안정성

을 강조한 제품을 매하고 있으며,아동용,성인용 다양한 사이즈 개 교육용, 로용,경주용

으로 세분화하여 개발되고 있다.

연구방법

국내․외 승마복 문 랜드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체공학 패턴과 기능 디자인 요소를 추가

한 승마복을 조사하 다.탈부착 가능한 로텍터를 목한 승마용 재킷 사례분석을 하여 설문지

의 구성은 일반 인 사항 5문항,승마복에 한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기존 실태조사를 통한 승

마복 디자인 특징을 바탕으로 탈부착 가능한 로텍터를 목한 승마복 재킷 도식화를 6개 제시하

여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조사는 2012년 10월 13일에서 10월 20일 안성 하노버승마

장에서 승마용 로텍터와 재킷을 착장한 승마를 즐기는 남녀를 심으로 이루어졌으며,총 95부의

설문지를 조사․분석하 다.

결과 고찰

설문조사 결과,기존 승마용 재킷은 내구성이 강하고,가벼우며 땀 흡수가 용이한 패턴설계와 다

양한 심미 디자인을 요구하 다.설문과 함께 제시한 탈부착 가능한 로텍터를 목한 승마용 재

킷의 디자인 도식화 선호도가 높은 4건의 디자인을 선정하 으며,제작 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디자인을 수정․보완하여 총 4건의 승마용 재킷을 제작하 다.

탈부착 가능한 로텍터를 목한 승마용 재킷 디자인의 고려사항은 승마 시 움직임을 반 한 인

체공학 디자인과 심미성과 편안함을 반 한 디자인으로 승마복에 한 개선 을 악하 다.

한 사고 시 충격을 흡수하고 등 임의 통기성을 고려한 소재선택에 요성을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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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승마시 로텍터를 이용하는 남녀에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척추를 보호해주는 기능

요소를 추가하여 보다 안 하며,편리하며 심미 인 디자인의 로텍터 목형 승마재킷을 제시하

고자 랜드 조사 분석,디자인 방향 설정,디자인 제시,시제품 평가에 이르는 일견의 과정을 거

쳐 승마용 재킷 디자인을 진행하 다. 한 승마용 재킷에 부착되는 로텍터는 특수산업에서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 으며 재 유럽 CE인증허가 이다.

국내 스포츠 용품 산업은 신소재 개발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여 왔으나,일부 고가의 스

포츠 용품의 경우 외국산 경기용품 용품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며,이는 제품의 실

용 가치보다 외국 유명 랜드에 한 선수층 일반수요자의 과도한 선호도가 주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이에 품질향상과 사용재료의 다양화로 인한 제품 차별화,디자인,제품 경량화,기능

성 제품과 스포츠․ 품목의 용 백팩의 연구개발은 국내 스포츠 산업의 랜드 이미지 향상

경쟁력 향상에 매우 효과 일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인체공학 패턴,신소재 디자인으로 기능성을 구 하는 탈부착가능 로텍터 승마용

재킷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두 되며, 문스포츠 마니아를 한 특화된 스포츠 용 백팩 제품

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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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

모호성의 관점에서 본 마르탱 마르지엘라 패션디자인 특성

김순자

상명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마르탱 마르지엘라(MartinMargiela)는 패션을 의미 있는 철학 존재로서 그리고 창조 결과

물로서 생각한 아방가르드 패션을 표하는 디자이 로 패션의 인 보편성이나 유용성의 한

계를 벗어나 념 이고 이상 인 가치를 추구하는 실험 인 컬 션을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마르탱 마르지엘라 디자인 철학을 모호성의 에서 해석하고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의 애매하고 신 인 디자인에 한 의미해석의 이론 근거를 고찰하고자 한다.모

호하다는 것은 계 설정이 한 가지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며 표면 으로는 한 가지 이미지로

보여 지더라도 그 내포 의미는 한 가지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사 에서 모호성은 정

확하고 단의 인 지시성이 요구되는 곳에 사용하는 막연하고 애매한 표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호성의 개념은 수학에서 쓰이는 부정 이고 배제되어야 할 불명확성 는 애

매성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풍성하게 해주는 도구이기도 하다.연구방법은 모호성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리엄 엠슨의 모호성 이론을 토 로 시각 인 표 의 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

로 마르탱 마르지엘라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모호성의 에서 분석하 다.

마르탱 마르지엘라 패션디자인에서의 모호성 표 은 형태의 모호성,의미의 모호성,존재의 모

호성으로 유형화하고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 다.형태의 모호성은 외부공간과 의복의 계 그리

고 인체와 의복의 계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탈경계성과 탈정형성의 특징으로 보

여 진다.탈경계성 표 은 신체와 의복의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를 모호하게 표 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탈정형성은 신체의 형을 고려하지 않고 직물이 신체와의 조화 속에서 스스로 완

성된 형태를 이루어가는 표 으로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라인이 생기고 형태가 변화하는

공간의 특성을 가진다. 한 이러한 표 은 형태 구성 요소가 비계획 으로 조합되어 착장방법

의 모호성을 가져온다.2007S/S컬 션에서는 스킨 색의 언더웨어로 피부인 것 같은 착시를 유도

하고 그 에 래지어를 착용하고 오버코트를 걸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 칭의

독특한 커 라인으로 신체와 옷의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고 있다.2007-08F/W에는 얇은 필름을

착시켜 가슴의 형을 드인 것처럼 드러낸 에 재킷을 걸친 모습으로 모호한 착장을 보여주고

있다.상호 공간의 침투와 내부와 외부의 공간감을 와해시키는 것은 의복의 모호한 공간 개념을

통해 물질 존재의 성을 부정하는 것이다.2010S/S컬 션에서는 옷감을 종이처럼 말아 올리

고 구겨서 인체의 형을 고려하지 않은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고 있으며 오버사이즈의 셔츠나 셔츠

에 두른 옷감을 허리 벨트로 고정시켜 입는 사람에 의해 자유로운 형태조작이 가능한 옷을 보

여주었다.이러한 자유로운 형태 조작은 즉흥 조형성과 다양성 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 감성까

지 표출하면서 왜곡과 변형의 모호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의미의 모호성은 패션디자인이 달하려는 의미가 다의 으로 해석될 가능성으로 인한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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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며 의미의 변화가능성을 내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다의 이라는 것은

의미해석의 주체를 착장자에게 변환하는 것으로 주 인식에 의해 자유롭고 다양한 해석이 가

능하다.그는 2001S/S컬 션에서 빅 사이즈 작품을 통해 크기의 불확정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

논리 으로 큰 사이즈의 옷은 시각 불일치로 무질서한 모호함을 보여주며 옷은 몸에 맞게 재단

되어야한다는 미 개념을 탈피한 표 을 시도하고 있다.2006년 S/S에는 ‘Dissolving의 개념을 옷

으로 표 하고 있는데 아이스 큐 로 만든 액세서리가 녹으면서 만들어지는 얼룩이 옷에 스며드

는 작품을 통해 과정에서 보여 지는 우연의 효과를 실 하면서 보는 사람들에게 의미 해석을

가하고 있다. 한 그는 제를 하지 않고 테이 를 붙여 제시한 작품을 통해 고정 념을 괴하

거나 다트,재 선,안감,지퍼 등과 같이 숨겨져 존재하는 것들의 치를 밖으로 드러내는데 이것

은 비합리 이고 비논리 인 특성으로 의미의 모호성을 보여 다.2006-07컬 션에서는 옷을

어 걸어놓은 옷걸이를 목에 걸고 등장한 모델을 통해 옷에 한 착장 개념의 모호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7S/S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커다란 부호 같은 문자를 옷에 부착하여 디자이 의 미

념을 모호하게 달하고 있다.2011S/S에는 평면성을 주제로 인체 형태를 외면한 추상 인

패션을 보여주는데 평면 인 옷은 옷이 인체에 입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에 독립 으로 형성되

며 그 속에서 인체가 둘러싸여지는 것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존재의 모호성은 한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여러 개의 인격

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가상공간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거

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마르탱 마르지엘라는

그의 컬 션에서 베일로 얼굴을 모두 감싸서 드러나지 않는 모델을 지속 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2009-10F/W 컬 션에서 보여 마스크를 쓴 모델에서는 하나의 신체에 의복의 안과 밖,여성과

남성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 비논리 이고 모호한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이처럼 얼굴이나 몸

체를 감싸는 복식에서는 남성 여성의 성역할 고정 이나 성구분이 통합 이미지로써 성

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이것은 성의 모호함을 불러오는 자유로운 표 으로 불 수 있다.가상

공간에서는 아무런 물리 제약 없이 성을 환시킬 수 있다.이러한 디자인들은 성의 경계가 모

호하고 성 인 특징을 느낄 수 없는 디자인으로 사회 인 코드로서의 ‘성’혹은 앤드로지니의 개념

자체를 월하여 모델의 성외에는 성 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컬 션은 한 얼굴을 가리는 페르소나를 통해 가상공간의 다 정체성 혹은 ‘non-identity’를 표

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은 통 인 구조 방식에 도 을 던지는 것이며 옷 안에 존재하는 긴장감을 드러내

고 자신의 내러티 에 의해 구축되는 이미지에 의해 아이덴티티를 창조한다. 한 이미지 머에

있는 감춰진 의미를 다의 으로 모호하게 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독특함을 표 한다.모호성

은 새로운 것에 한 기쁨,정상 인 것에서 벗어난 것에서 느끼는 재미와 복식 소재의 무한한 창

조 가능성을 보여 다.모호성의 표 방법은 텍스트에 담긴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보는 사람의

추론을 통해 얻어내는 효과를 가져 온다.모호성은 의미의 불확정 성격으로 보는 사람의 자율성

을 담고 있으며 고정되지 않는 해석의 다양성과 사고의 확장을 불러오며 마르지엘라는 자신만의

특별한 조형감각의 표 과 이러한 해석의 다양성을 통한 독특함으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의 가치

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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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한국 고대 금동관의 투조 문양을 활용한 매듭디자인 연구

- 장신구와 생활용품 디자인을 중심으로 -

정갑선1)·권 숙2)

1)
부산 학교 통복식과 보존과학 동과정
2)
부산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한 국가의 통복식과 건축물 등에 표상된 다양한 문양은 그 국가의 역사 변천과 이에 따른

사회 가치 민족 정체성의 변화와 정립의 과정 속에서 민족 고유의 술 독창성과 심미

성을 반 하게 된다.우리나라 삼국시 모에 표 된 투조 문양은 문양이 가지고 있는 상징

의미와 섬세함이 다른 복식의 장신구에 비하여 뛰어난 조형미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 속 모에 나타난 투조 문양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의 통매듭과 결합하여 화 하는것에 목 이 있다.한편 우리나라의 통매듭은 일반 으로

조선시 각종 장신구를 포함하는 생활 의장물에 많이 용되어 실생활 용품으로 사용되어져 왔

으며 조선시 에는 갓,허리띠,선추,주머니 등의 복식 의장물에 사용되었고, 한 악기,번,연,

기, 정 등의 범 한 분야에 걸쳐 실생활에 사용되었다.조선시 통매듭이 가지고 있는

제된 조형미와 독창 심미성은 오늘날 술 경지로까지 승화되어 내려오고 있으며,특히 여성

용 노리개는 ·은·옥 등의 보석과 매듭의 문양,그리고 노리개의 색상과의 조화를 통하여 그 조

형미를 극 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고 동 에 투조된 고 문양에 나타난 이미지를 추출하기 하여 고구려 동

5 과 신라 동 7 ,그리고 백제 모 5 을 상으로 이미지 분석을 시도하 으며 추출된

이미지 특성을 으로 재해석한 투조 문양을 이용하여 이를 실용화할 수 있는 속장식물을

고안하 으며 이를 한국 통매듭과 목하여 조형감각에 맞는 새로운 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 다.

Ⅱ.연구방법

우리나라 고 동 에 나타난 투조 문양의 형태와 상징성 등에 한 고찰은 논문과 보고서등

의 문헌자료에 의하여 고찰하 으며 동 에 나타난 투조 문양의 이미지분석은 재까지 출토된

출토유물 사진을 시각화 자료로 사용하 다.우리나라 삼국시 의 고분 출토 동 에 나타난 투

조 문양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하여 재까지 출토된 표 인 동 유물 17 을 상으로

연구하 으며 각각의 동 들을 A4사이즈로 출력한 칼라사진을 자극물로 제시하 다. 한

동 에 나타난 투조 문양의 이미지분석은 의류학을 공한 학원석사과정 이상의 문 패 단 5

명에 의하여 자유연상법에 의한 감성이미지를 추출하 다.그 다음 추출된 이미지용어들을 심으

로 유사한 형용사들로 묶여지는 동 들을 심으로 각 투조기법에서 느껴지는 감성요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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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합 인 고찰과 분석을 거쳐 한국 고 동 에 표 된 표 인 이미지 추출하고 그 요인

을 탐색하 다

Ⅲ.결과 고찰

1.투조 문양의 특성과 상징성

한국 고 동 의 구조는 내 과 외 으로 나 어져 있는 것이 일반 이며 내 의 구조는 그

내부에 가죽이나 자작나무껍질 에 견직물로 감싼 형태로 모(帽)형태이며 앞 쪽과 뒤 쪽에 수식부

가 있어서 조익식이나 등잔 등의 수식물이 달려 있다.

외 은 일반 으로 테의 둘 에 수지형이나 녹각형의 입식을 부착하고 락이나 곡옥으로 화

려하게 장식되어 삼국시 귀족계층의 용을 자랑하 다.이같이 고 우리나라의 모는 모를

제작할 때 투조된 문양들은 그 문양자체의 화려함이 최고에 달하고 문양이 상징하는 의미 한

깊다.용 문은 우리나라 고 의 동 의 투조문양에 공통 으로 나타나는 문양이며 고 국가의

왕권을 상징화한 표 문양이다. 한 인동당 문 등의 식물문은 장수와 풍요 등을 나타

내는 소박한 우리나라 민족성을 잘 반 하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이미지의 문양들이며 이들은 웅

장하고 장 한 느낌의 용 문을 비롯한 동물문등과 함께 미 균형과 조화를 하여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이 외에 불교문화의 향으로 내세와 세의 연결과 속성을 상징하는 연화문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어린문�  심엽형문 등은 주로 길상 의미를 가지는 상징 문양들이다.

2.투조문양에 표 된 이미지 유형

고구려 동 5 과 신라 동 7 ,그리고 백제 모 5 을 상으로 한국 고 동 모

총 17 에 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분류된 이미지유형은 화려하고 장 한 이미지와 섬세하고

선명한 이미지,그리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화려하고 장

한 이미지를 보이는 투조 문양은 주로 모의 앞,뒤장식으로 사용하는 백제 무열왕릉 출토 화

염문 식을 비롯한 조우식 장식 등에서 보이는 문양들로 이들은 체로 상승하는 느낌의 화염

문과 개체문양들이 각각 서로 독립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문양에서 많이 나타났다.그 다음 섬

세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투조 문양의 특징들은 문양의 배열이 촘촘하고 투조 공간이 섬

세하며 비 칭구도를 이루는 문양 형태가 섬세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

다.그리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는 투조 문양의 요소들은 심엽형 투조 문양에서 나타

났으며 체로 투조공간이 넓고 좌우 칭의 안정된 문양구도를 가지고 있다.

삼국시 각 국가별 동 에 표 된 투조 문양이미지는 고구려 모의 경우 강력한 왕권확립

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삼족오문,화염문 등이 표 문양으로 사용하 으며,이외에 용 문, 화

문,인동당 문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백제 모의 특징은 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를 바탕으로,

화려하면서도 술 심미성이 깃든 화염문,연화문,인동당 문,용 문,어린문,운문 등의 투조

문양이 일반 으로 많이 보이고 문양의 이미지는 후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보이는 경향으로 나

타났다.그리고 신라 모의 경우는 심엽형을 비롯한 인동당 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기하학

문양들이 특히 돋보이는 문양들이며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그 기법면에서 훨씬 정교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보 다.

3.투조문양 이미지를 반 한 문화상품 디자인개발

이상과 같이 고찰된 세 가지 유형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통매듭을 활용한 문화 상품 디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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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컨셉과 한국 인 감성이미지를 반 한 세 작품을 아래와 같이 제작하 다

.

구 분
작품 1 작품 2 작품 3

삼작노리개 발걸이 향낭장식 폰걸이

이미지 화려하고 장 한 섬세하고 선명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주문양 화염당 심엽형 /기하학문양 인동당 /연화문

작

품

설

명

-크기 :40cm

-색 :황, ,청

-재질:동,실크사

-매듭종류:도래,생쪽,장구,병

아리,삼작낙지발

-이미지

․청, ,황의색의조합은가족간

의화합을표 하고자하 으며

화려한 느낌의 화염문 장식을

감각을 살려 재구성 함

․용도는특별한 날 복용 한복

에 장식함

-크기 :50cm

-색 :황

-재질:황동,실크사

-매듭종류:안경,도래,생쪽,병

아리

-이미지

․커튼 신 통 인 발걸이를

이용하여 한국 이미지를 가

지는 실내 인테리어 제품을

고안하고자 함

․투조 문양은 기하학 무늬와

심엽형 문양을 양식화하여

인 이미지를 주고자 함

-크기 :13cm

-색 :황, ,청

-재질:동,실크사

-매듭종류:도래,생쪽,딸기매듭

-이미지

․ 인의 정신 건강 향상을

하여 실생활 속에서 가까이 휴

할 수 있는 휴 폰에 통

향을 담은 향낭을 장식하여 생

활화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함

․인간 내면의 심리 안녕감을

주고자 함

Ⅳ.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공 속에 내재된 민족 고유의 독창성과 심미성을 조형감각에

가미시켜 실용 는 기술 디자인화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삼국시 동 17 을 상으로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통매듭을 이용한 인 생활용품 3종류를 개발하 다.본

연구는 속과 섬유라는 소재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색상과 문양의 상호 보완 기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하여 인 디자인을 실생활에 생활화하기 한 목 으로 디자인

을 개발하 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자연친화 에서 각박한 인의 정서순화를 목 으

로 그린감성을 유발하는 제품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하 다.향후 이러한 에서의 계속 인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우수한 감성문화 디자인제품들이 개발되고 아울러 우리나라 한국 통문화의 우

수성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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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환상성의 개념을 이용한 화 의상 분석

- 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중심으로-

김장 ·김 삼

앙 학교 의류학과

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은 불안정한 본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실의 세계를 벗어

나고자 하는 인간의 무의식 욕망과 은유(隱喩) 상상력에 기반을 둔 이상의 세계에 한 동경

으로 이어져 환상성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환상성은 오랜 시

간 동안 문학으로 표출되어 왔으며,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상 시 의 도래는 문자로 구 되어

왔던 환상에 한 역을 시각 인 형태인 화로 이행되도록 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상과 무의식의 세계를 상으로 표출하는 표 인 화감독인 버튼(Tim

Burton)의 화 ‘이상한 나라 엘리스’에서 나타난 화 의상을 상으로 문학 환상성의 이론을 제시

한 츠베탕 토도르 (TzvetanTodorov)와 로즈메리 잭슨(RosemaryJackson)의 이론에 입각하여 고찰해

보는 데 목 이 있다.본 연구의 분석 기 으로 문학 환상성 이론을 선정한 배경은 버튼의 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1971년 된 루이스 캐롤의 ‘거울의 나라 앨리스’의 문학작품에 근간하여

상으로 표출됨으로써 텍스트 화되어 있는 문학의 환상성의 의미와 특성이 화의 내용 인 측면과 맥

락을 같이 함에 따라 화의상에서 표 되는 환상성의 다양한 술성 표 성의 측면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합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한,문학 환상성 이론의 도입은 화의상 뿐만 아니라

패션에 나타난 시각 미 특성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근

방법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범 는 화 ‘이상한 나라 엘리스’의 DVD캡쳐 이미지 자료와 인터넷에 게재된 시각 자료

를 활용하 으며,연구방법은 츠베탕 토도르 와 로즈 메리 젝슨의 문학 환상성 이론을 토 로 한 문

헌 연구와 함께 화의 이미지에서 보이는 의상을 바탕으로 환상성의 표 유형에 한 사례 고찰을 진

행하고자 한다.문학 환상성 이론의 고찰을 통하여 환상성(Fantasy)은 경이성(驚異性),괴이성(怪異性),

모방성(模倣性)의 특성을 표출한다고 할 수 있으며,이를 토 로 화의상에서 나타나는 환상성

(Fantasy)의 표 유형(expressiontypes)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경이성은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으며,생소하고 놀라운 것,기존의 규범에 벗어나는 것

(Zamora,2001)으로써 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타난 경의성의 특성은 크로스 드 싱

(Cross-dressing)의 형태로 표출되거나 의인화된 동물에게 의상을 착용시킴으로써 표출된다.흰색얼

굴의 분장,형형색색의 드라마틱한 액세서리와 치마를 착용한 모자장수나 남성의 유물로 여겨졌던

기사복을 착장한 엘리스,인간과 동일한 의상을 입은 동물들 등 이는 실에서 정형화되어있는 기존

의 개념을 괴함과 동시에 놀라움을 자아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둘째,괴이성은 기괴하고 매스꺼우

면서 희극 이고 유희 인 반응을 일으키는 어떠한 것으로써 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타

난 괴이성의 특성은 신체의 과장과 인 인 변형을 통해 표출된다.붉은 여왕의 지나치게 커다란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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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길게 늘어난 신체의 길이를 가진 기사,모자장수의 큰 동공 등과 같이 인체의 비정상 인 과장으

로 인한 부자연스러움과 붉은 왕비의 주 의 귀족들이 신체의 일부를 유사한 소재를 사용하여 의도

으로 장식하는 것은 정상 인 인식의 범 를 벗어남으로써 공포의 감정과 아이러니한 쾌감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셋째,모방성은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으려는 성질로써 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타난 모방성의 특성은 과거 복식의 차용을 통한 형태의 해체와 확장으로 나타났

다.근세 시 의 복식의 실루엣에 인 칼라(collar)를 목시킨 붉은 여왕의 의상, 세시 를 연

상시키는 네이비 오 하트 갑옷과 다양한 러 칼라와 폴링 칼라의 혼재 등 그 고유의 이미지를 해

체하고 의상에 시 인 의미의 불확정성을 부여함으로써 환상 인 효과를 자아내었다.

이와 같이 환상성을 내포하는 문학이 시각 인 형태인 화로 구 되었을 시 문학에서 다루어

지고 있는 환상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상에서 시각 으로 큰 역할을 하는 화 의상

한 다양한 표 방법을 활용하여 그 특성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이상의 연구를 통해 화의상

뿐만 아니라 변하는 패션 디자인을 상으로 새로운 사고의 환을 통한 다각 인 연구의 근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 한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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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igation into Three Dimensional

Mutable ‘Living’ Textile Materials

- Focus on 3D Integral Imaging Technique with Bumpers Array -

Kim KiHoon

Dept.offashionDesign,Chung-AngUniversity

Ⅰ.Introduction

Textileshavegonethroughmanychangesandcanbeexpectedtocontinuetoevolve.Ifa

fabricortextilecanbewipedandrewrittenwithafreshimage,likeacomputerscreen,what

wouldbetheneedfortextileandfashiondesigners?

“Technologyessentiallybroadensmylanguageasadesigner.I’m interestedinlanguages

thatallow youtogobeyondconsiderationofthebodyof‘normal’clothingtocreatenew ways

oflooking.Theimportanceoftechnologyinmyworkisthatitpresentsafreshmeansof

expression.”(Suzanne,2005).

Toidentifymyinitialidea,theuseoftheterm ‘living’intheresearchtitleisnotusedto

describe actual3 dimensionalliving forms in a biologicalsense,ratheritrefers to 3

dimensionalillusoryeffectsappliedto2dimensionaltextilesubstrates.Also,theterm isused

toindicateverisimilitudeorlifelikeappearances.Thebasicideaistodevelopatextilethat

fusesnatureandtechnology within awholeand an inseparableenvironment.ThusIam

investigatingtextiles,inwhichtheobjectsandcolourschangeastheviewpointchangeslike

3Dmovingimages.

Ⅱ.Theoreticalbasis& Technicalexperiments

1.3DIntegralImagingusingFrexnelLensArrays

OnMarch3rd,1908,physicistProfessorGabrielM.Lippmann(1845-1921)proposedtheuse

ofaseriesoflensesplacedatthepicturesurfacetoform atruethreedimensionalimage.He

announced this to the French Academy ofSciences under the title “La Photographie

Integral”(Lippmann,1908).Integralimagingisatrueauto-stereomethod(Auto-stereomethod:

stereo imagery viewable withoutthe requirementofspecialglasses.)An integralimage

consistsofatremendousnumberofclosely-packed,distinctmicro-imagesthatareviewedby

anobserverthroughanarrayofsphericalconvexlenses,onelensforeverymicro-image.

Integralimaging,also referred to asintegralphotography orintegralvideography,is an

autostereoscopic3D display method (Lippmann,1908).Itcan providebare-eyed observers

within acertain viewing anglewith fullcolourandreal-time3D imagesthathave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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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izontalandverticalparallaxes.

Fig.1.Fly'seyelenssheetillustrationFrom TakanoriOkoshi.AcademicPress(1976)(left),&

BasicconceptofintegralimagingshowingpickupanddisplayprocessFrom Minet

al.(2005).p.4362(right)

2.Fresnellens

AFresnellensisatypeoflensinventedbyAugustin-JeanFresnel,wasaFrenchphysicist

whocontributedsignificantlytotheestablishmentofthetheoryofwaveoptics.TheFresnel

lensisathin,flatopticallenswhichconsistsofseriesofsmallnarrow concentricgrooveson

thesurfaceofalightweightplasticsheetinordertoreducethethickness,weightandcost.

3.Experimentusing3DIntegralImagingTecniquewithBumpersarray

3D IntegralImaging Techniqueuseslensarraystoform truethreedimensionalimages.

Therearedifferencesbetweenfresnellensandtraditionalglassconvexlenses,particularlyin

theirthickness,weightandprice.

1)Detailofthematerial

AmongthemanydifferenttypesofBumpers,Ihavechosenaclearhemisphericalshaped

productthatclosely resembles traditionalglass convex lenses,for3D IntegralImaging

Technologyexperiments.

2)MethodsofExperiments

TheprinciplebehindBumperscreating3D effectsissimilartotheFresnelLenstechnique

exceptthatBumpersrequireaccuratemanualarrangementsofeachBumperindividually,which

atprototypestageisatimeconsumingmanualprocess.InordertoarrangetheBumpers

accuratelyIfirstranagraphicsprogram toprintarraypatternsofthesamesizeasthe

Bumpers.Then Iused this printoutto accurately arrange Bumpers individually with a

tweezersonanoverlaidtransparentmaterial(plasticacrylicsheetortransparent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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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Bumpersarrayonacrylicsheet(left),&transparentfilm cylindricalstructure(right)

Table1.Equipmentspecificationsforbumpersarray

Setup Specification Characteristics

FlatpanelCRTdisplay
Numberof pixels 1280(H)/ 1024(V)

Pixelsize 0.24mm

Bumpers
Diameter 6.4mm,8.0mm

Height 1.9mm,2.2mm

Bumpersarray
Numberof elementallenses 18(H)/18(V)

Focallength 7mm,9mm

3)PracticalExperiment

TheexperimentwasfocusedonrevealingtheeffectsoftheBumpersarrayusingsimple

geometrics,text.Ialso attempted to experimentwith theeffectofhaving a cylindrical

structure ratherthan a flatsurface to explore flexibility in 3D effects.Software called

Imageman2wasprovidedanddemonstratedbySchoolofElectricalEngineering,SeoulNational

University.

Fig.3.Practicalexperimentwith6.4mm(left),8mm(right)Bumpersarray& focallength:

7mm(left),9mm(right)

4)CriticalanalysisofExperiments

Theexperimentalfindingshavedemonstratedthat3D IntegralTechnologyusingBumpers

array,whichhassimilarcharacteristicsoftheconvexlensmaterial,cancreate3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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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its array.Also since Bumpers allows flexibility in its arrangements,I have

experimentedwithacylindricalstructureandexploreditseffectincreating3D images.The

cylindricalstructurerevealedthatflexibilitycanexpresstheillusionof3D depth,appearance

anddisappearanceofimages.

Howeversuchfindingsfrom 3DIntegralImagetechnologyinBumperslensarraystillhave

manylimitations.Firstly,eachoftheBumpershasirregularitiesin sizeandshapewhich

affectstheviewingofthefinal3Dimage.Secondly,thehemisphericalshapeofBumpersarray

hasempty spacesin between which createsoverlapping ofelementalimagewith the3D

image,giving a blurred appearancein thefinal3D effect.In orderto preventtheraw

appearanceofelementalimagethroughtheemptyspacesinbetweenhemisphericalBumpersI

colouredthegapinblack(Fig.3)butthefactthatthewholespacecannotbeusedaffects

thefinal3D effectoftheimage.Thirdly,focallengthcannotbecalculatedaccuratelywhich

canalsoberelatedtoirregularityinindividualBumpers.HoweveriftheBumpersarraywas

replacedbytraditionalglassconvexlensesthefocallengthissuecouldeasilybesolvedas

glassconvexlensesareallmadeinthesameshapeandsizewithnoirregularitywhatsoever.

Lastly,although transparentBumpers were used forthis experiment,itwas nottotally

transparentandthisalsomayhaveaffectedthefinalresultsofthe3Dimageeffect.

Ⅲ.Conclusions

3D IntegralImaging techniquehasnorestriction in viewing angleforexperiencing 3D

illusionaryeffectbytheuseoflensarrays.3Deffectsareexpressedinthespacebetweenthe

viewerandthelens.Importantfactorstoconsiderinapplying3D IntegralImagingTechnique

using Fresnellensarray to textilesarefirstly theFresnellensitselfand secondly the

flexibilityandtransparencyofthesphericalMicro-ConvexLensarray.

Fortextileapplication,A Fresnellensthathasashortfocallengthisrequired.Thelens

itselfdoesnotneedtobeaFresnellens.Anylensthatcontainsthesimilarcharacteristicsof

theFresnellenscouldbeused.A shortfocallengthsimplymeansthedistancebetweenthe

Fresnellensandtheslicedelementalbackgroundimageissmall.Thedistancedependsonthe

focallengthofaspecificFresnellens.Ifsuchshortfocallengthscanbeachievedtherewould

beonlyasmallgapbetweentheimageandthelensandwecouldthensimplyuseamaterial

thatconsistsofthecharacteristicsofFresnellensand attach itstraighttoatextileor

laminateittoexperiencethe3Dillusionaryeffectsasatextilematerial.Shorterfocallengths

alsomeanindividualFresnellenssizesneedtobesmaller.ThesmallersizesofFresnellenses

meansindividualelementalbackground images,working with theFresnellensorsimilar

characteristicsoftheFresnellens,shouldalsoreducefurtherinsize.SphericalMicro-Convex

Lensarraycouldbeaverygoodexampleofapotential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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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OriginalPixel-sizedpatternimage(DTP,left),

AppliedtoSphericalMicrolensarray(right)

In order to apply the sphericalMicro-Convex Lens arrays to flexible textiles,the

characteristicsofthematerialmustbeflexibleandtransparenttoexperiencethe3Dillusionary

imageeffect.How preciselytheelementalbackgroundimageisprintedonthefabricisvery

importantindeterminingits3D effect.The3D effectiscreatedbythepixelsoftheimage

interactingwithindividualMicrolens.Thereforeinordertocreatea3Deffectontextilesusing

SphericalMicrolensarray,thefabricstructureandthequalityofprintareimportantfactorsto

consideranddetermine.

Inconclusion,itwasdifficulttoachievesatisfying3D effectsfrom Bumperslensarraybut

thefactthatitcanproduceillusionaryeffectstosomeextentdemonstratedawayforward

andprovidedausefulinsightintothispossibility.Asmentionedbeforein3DIntegralImaging

Technology using Fresnellens,this 3D integralimaging technology is being actively

experimentedwithwidelyandwouldbeexpectedtotransform 3Ddisplayingtechnologyinthe

near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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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If you can’t wrap it, tie it, sling it, fling it

- 1970년대 패션 트랜드 분석-미국 보그지 중심으로 -

안인숙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Introduction

Fashionisastylethatispopularinthepresentorasetoftrendsthathavebeenaccepted

by a wide audience.Fashion is a complex phenomenon from psychological,sociological,

culturalpointsofview (Brannon,2005).Fashionmagazinescanbeviewedasthevoiceofthe

fashionindustry.Beyondtheprimarylevelofbrandadvertisementandindustryinformation

they areculturalobjectsthatreflectthezeitgeistbothvisually andtextually.Ascultural

mediaobjectsandgatekeepersoffashiontheynarratedominantculturalpatternandfiltered

innovationonceinnovatorsintroducednew forms.Thisstudyseekstoquantifiablymeasure

andcomparechangesatwhichwomen’sfashionmagazinesemphasizeappearanceviaboth

visualandtextualmessagesaswellaseditorialandfeaturecontents.Atthesametimeitalso

seekstoexaminetheroleofVogue,therelativelywildlysuccessfulwomen’smagazine,as

culturalandsocio-economicobjectthatreflectzeitgeist.

Method

Women werehighly influenceby whatthey read andsaw in magazines.SinceVogue

Magazinewasoneof thetopwomen’sfashionmagazinesin1970sintheUnitedStatesit

wasusedtoexplorealltheinformationonfashionandstyletrends,socialtrends,beauty,

traveland economy.A contentanalysiswasperformedon theissuesoftheMarch and

Septemberfortheyears1970to1978except1979,inwhichtheJuneandAugustissueswere

used.Eachfindingwasdocumentedinaspreadsheetformatandarrangedbymonthandyear.

Theinformationwasorganizedbytopic,whichincludedbeauty,accessories,designers,art,

celebrities,fabric/print,trends,economic/politics,travelandcolor.

Findings

The1970swereallaboutperpetualchange,constantlymovingforwardwithinnovation.The

colorrangedfrom brightcheeryandboldtodeepandpassionatetosubtleneutrals.There

wereafew constantcolorsthroughthedecade,white,blackandnavy.Occasionallythetrend

wouldcompletelychangefrom oneseasontothenextwithinthesameyear.Theywouldbe

fullandoversizedandthenbeslim andbodyconscious.Theonetrendthatstayedtrue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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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ntiredecadewaswrapping.Skirts,pants,dresses,tops,shoesandjewelry,everything

wrappedinone-wayoranother.Clothessteadilybecamebarerandmorerevealingasthe

yearsprogressed.Theworldwasbeginningtorealizethatsexsells.Fabricsoverallwere

softandknitted.Casualandcomfortablewasthephaseheardmostoften.Inthe1970sthere

wasconstantchangeinprints.Theywereboldandlargeorsubtleandsmall,ethnicorfloral.

Hairwasmostlysmoothandsleekhowevertowardsthestylemovedtoafullerlook.Women

hadmoremoneytospendontravel,fashion,andartbecausetheywereworkingharderinthe

workplace.TheVogueMagazinesdidnotincludeeconomicandpoliticalissuessuchasrising

gasprice,thewar,theWatergatehearings,oranyotherimportantnewsandissuesthrough

thedecade.IfVoguewastheonlywayawomenreceivedinformationin1970s,shewas

probablywelldressedbutknew nothingoftheissuesintheworld.Thatmayhavemadeher

wellliked,butdefinitelynotwellin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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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4년제 대학의 의류관련학과 교과과정 분석

최미화1)․박 희2)
1)
계명 학교 섬유패션학과
2)
계명 학교 패션마 학과

경제생활의 발 과 정보산업의 발달로 인한 개인의 생활양식 가치 의 변화에 따라 의생활

이 변화하고 있으며 한 국내 패션산업에서 패션유통산업이 차지하는 비 이 증가하고 있다.선

행연구에 따르면 재 국내 패션산업은 유통시장개방과 더불어 제조업 심에서 소비자 심의

시스템으로 환되고 있어 기존의 디자이 양성 심의 교과과정에서 패션산업 각 분야마다

합한 인재 양성을 한 교육과정의 세분화,특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소비자의 감성과 욕구

를 만족시키는 다품종 소량체제인 감성집약형 산업으로의 환이 필요하며(Kooetal.,1999),패션

기업에서 요구하는 문 인력의 수요와 공 의 균형을 해 교육기 별 패션 문교육의 특성화

와 차별화가 시 하다(Lee,2005).의류학은 실용 학문이기에 패션산업의 변화에 신속히 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해 교육내용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Ju,2012) 학교육이 이

러한 인재 양성의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패션산업의 수요에 따른 인

재양성을 해 각 학의 교과과정이 더 다양화되며 체계화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 4년제 의

류 련학과의 소속 학별 학과 수와 학생 수를 살펴보고,의류 련학과의 단과 학별 학과 명칭

을 알아보며,소속 학별 교과과정과 학과 명칭에 따른 교과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하여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연보에 수록되어 있는 4년제 학 특수 학과

문 학을 제외한 189개 학에서 의상,의류,패션의 키워드를 가진 73개 학을 연구범 로 선

정하 다.의류 련학과 단과 학과 학생 수의 변화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자료를 조사하 으

며,교과과정은 2012년 의류 련 학의 홈페이지나 학요람을 통해 수집하여 의류 련학과의 교

과과정 분석을 해서 패션 산업의 제품 생산 유통과정의 흐름에 을 둔 Kooetal.(1999)의

연구를 토 로 산업 시장정보,소재,상품기획,디자인,제품생산, 매 유통,기 과목,소비

과학의 8범주로 분류하여 내용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의류 련학과의 소속 단과 학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의류 련 학과 수는 2000년에 비해 2011년에는 체능 계열의 패션디자인학과는 증가한 반

면,자연계열의 의류․의상학과는 감소하 다.다시 말해 소속 단과 학이 자연계열에서 체능계

열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체능계열 학과와 자연계열 학과의 재학생 수는 모두 증가

하 으며, 체 재학생수도 증가하 으나 2000년 의류 련학과 재학생수 비 2011년 체능계열

의 패션디자인 학과의 재학생수는 증가한 반면,자연계열의 의류․의상 학과의 재학생 수는 감소

하 다.이러한 계열에 따른 재학생 수의 증감은 체능 계열의 학과 수 증가와 자연계열의 학과

수 감소와도 연 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우리나라 4년제 학의 의류 련학과 소속 학별 명칭은 크게 생활과학 학과 술 학의

두 개 단과 학이 심이 되었고 이 보다 술 학 소속이 증가하고 있다.이는 체능 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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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수 증가와 재학생 수의 증가 추세와 련이 있으며,우리나라의 패션산업이 제조업 심에서

디자인 심의 산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

의류 련학과의 단과 학 별 교과과정을 살펴본 결과 교과과정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체

으로 디자인과 의복구성분야에 을 두었으며 소비과학 분야의 비 이 낮게 나타났다.이는

재 국내 패션산업의 경쟁력 약화,패션 문 인력의 수요 축소와 인구의 자연감소 상과 맞물리

면서 각 학에서 단과 학의 통폐합과정으로 인해 소속 학이 차별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

어 교과과정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패션산업의 발 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해서 학은 학별,계열별 학과별 교과과정의 특성화와 차별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의류 련 학과( 공)명칭은 산업,마 ,비즈니스 등이 사용되는 추세이며,과거에는 없

었던 패션비지니스,패션경 ,패션산업학과 등 새로운 명칭이 신설되고 있다.특히 변화하는 패션

산업에 따라 디자인분야뿐만 아니라 유통과 마 에 한 인력을 육성해야하는 재 패션산업에

따른 조정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류 련학과의 교육과정이 패션산업의 변화에 신

속히 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단과 학에 맞는 교과과정이 좀 더 세분화되도록 개선되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재 단과

학은 통폐합의 과도기 시기로 소속 학의 교과과정에 차이가 없으므로 단과 학별 교육목표

에 맞는 인재 양성을 해 세분화, 문화 될 수 있는 교과과정이 필요하다.

둘째,패션산업의 변화에 맞는 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확립해야 한다.의류

학은 실용 목 을 갖고 있으며 패션산업의 인재 시장과 교육요구에 따라 교육내용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재의 패션산업에 부합되도록 소비자 심의 교과과정으로 변화하기 해

산학 동이 이루어져야 하며,패션산업의 로벌화 유통산업의 변화 등에 응 할 수 있도록

상품기획,유통분야도 강화시켜야 할 역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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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

소셜 커머스에서 20대 여대생의 패션제품 구매 시 

충동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수진·신수연

서울여자 학교 의류학과

1.서 론

최근 인터넷의 보 화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Network Service,

SNS)의 활성화를 통해 의 소비자들은 그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에 하여 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하고,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상거래의 기에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의 공 자 주도의 구매방식이 주를 이루었다.그러나 재의 인터넷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의

공동체 특성이 활성화되면서,이 의 공 자 주도의 인터넷 쇼핑몰과는 달리 공동구매 형태를

띈 소비자 주도의 구매방식이 나타나게 되었다(황선진,백소라.2009).이처럼 소비자가 주도 으

로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방식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소셜 커머스 사이트(SocialCommerceSite)가 발달하게 되면서 재 수많은 소비

자들이 이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한 소셜 커머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확 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은 충동 으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

아졌다.그러나 재 국내 연구에서는 소비자 주의 공동구매 사이트에 한 연구가 제한 인 실

정일 뿐만 아니라,PC의 보 화를 통한 인터넷의 발달,그리고 SNS발달에 따른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에서의 공동구매에 한 충동구매 연구는 이루어진 반면에,소셜 커머스 사이트의 주요 타겟

층인 20 여 생을 상으로 한 패션제품 구매의 충동구매 요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 여 생을 상으로 소셜 커머스의 특성과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 특성을 변인으로 이용하여 각 변인들이 소셜 커머스에서 충동구매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비조사는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며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20 의 여 생을 상으로 2013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3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다.본 조사는 2013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하

으며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소셜커머스 이용경험이 없는 설문지 25

부를 제외하고 총 275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통계분석은 SPSS18.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요인

분석,신뢰도분석,회귀분석 방법을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소셜 커머스에서 20 여 생이 패션제품을 구매 할 시 충동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해 연구하기 하여 독립변인으로 소셜 커머스의 특성에 한 인식(가격할인,제품 희소



- 173 -

성의 메시지,사이트의 명성도)의 변인,소비자 개인의 특성(흥미도,자기통제성,인터넷 쇼핑 경

험)변인 부분으로 구성하여 충동구매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한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1.소셜커머스에서 의류제품 구입 시,가격 할인에 한 인식이 정 일수록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H1-2.소셜커머스에서 의류제품 구입 시,제품 희소성에 한 인식이 정 일수록 충동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H1-3.소셜커머스에서 의류제품 구매 시,사이트의 명성도에 한 인식이 정 일수록 충동구

매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H2-1.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의 흥미도가 높을수록 충동구매 성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2-2.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의 자기통제성이 낮을수록 충동구매 성향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H2-3.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 개인의 인터넷 의류 쇼핑 경험이 높을수록 충동구매 성향에 향

을 미칠 것이다.

3.결과 고찰

본 연구의 결과는 각 변인들에 한 결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여섯개 모두가 지

지되었다.즉 20 여 생이 소셜 커머스에서 패션제품을 구매 할 시에 가격할인,제품의 희소성

메시지,사이트 명성도,소셜 커머스에 한 흥미도,자기통제성,인터넷 쇼핑 경험은 충동구매에

모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횟수는 1∼5번이 8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는

6∼10번이 11.3%로 많았다.지난 1년 동안 소셜커머스에서 의류제품을 구매한 액은 10만원 이하

가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1회 평균 구매액은 3만원 미만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20 여 생이 주로 구입하는 패션제품은 의류 (39.5%),신발(27.5%),액세사리 류(23.7%),

가방(9.3%)로 나타났다.이들이 소셜 커머스에 주로 속하는 경로는 인터넷 PC 속이 51.6%,스

마트폰 앱 서비스 45.1%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커머스 서비스 업체 순 는 쿠팡

(29.2%),티켓몬스터(26.2%), 메 (21.4%)의 순 로 나타났다.

4.결 론

소셜 커머스 특성에 한 변인에서는 물량제한과 시간제한 메시지를 알리는 제품희소성이 충동

구매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는 제품희소성의 메시지

를 실시간으로 공지해야 할 것이다. 한 가격할인 요소도 충동구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소셜 커머스 사이트 업체는 타 사이트와 가격할인율을 비교한 상세정보를 사이트에 명

시하고,소비자에게 소셜 커머스의 큰 장 인 할인에 하여 정 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는 주목성이 높은 사이트 디스 이로 디자인하여 소비자가 소셜커머스에 해서 정 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소비자 특성에 한 요인으로는 흥미도 요인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통제성,인터넷 쇼핑경험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소셜 커머스에 한

소비자의 흥미도와 심도가 매우 요함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소셜 커머스 업체 계자들은 소

비자들에게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 한 흥미로움과 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마 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를 들어 20 를 타겟으로 한 소셜 커머스용 단독 랜드나 라인을 개

하는 것도 소셜 커머스에 한 심도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실제 한 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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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패션의 ‘TNGT'는 소셜 커머스 업체 티몬과 력하여 비즈니스 쥬얼 라인 ’T&TNGT by배

정남‘을 출시한 사례가 있다.이는 의류 랜드의 주 소비자층인 은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이들

이 자주 이용하는 소셜 커머스를 통해 새로운 유통채 확장의 한 일환으로써 소셜 커머스용 단

독 라인을 개하여 소비자층의 흥미와 심을 유발하 다. 한 가격에 민감한 20 의 니즈를 반

하여 티켓몬스터와의 단독 개를 통해 고 소재의 세련된 룩을 격 인 가격 (자켓류

79,000원,팬cm 39,000원,셔츠 9,900원 )로 제시하 다.즉,소셜 커머스 업체와 의류 랜드의

업을 통하여 상품의 합리 인 가격,고품질뿐만 아니라 소셜 커머스 상품의 문제 으로 지 되었

던 제품의 신뢰성까지 고려한 마 의 성공 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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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신체 질량 지수에 따른 

외모지향성과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분석

박 희1)·유화숙2)

1)
계명 학교 패션마 학과
2)
울산 학교 의류학 공

1.서 론

인들은 외모에 한 사회 가치를 수용하여 이상 인 신체 외모에 한 기 을 알게

되며 이러한 기 에 부합하는 외모를 갖기 해 노력하고 자신의 외모가 이상 외모 기 과 일

치하지 않을 경우 불만족하게 되므로 이상 외모를 갖기 해 다양한 외모 리행동을 하게 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마른체형을 표 체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며 매스미디어를 통해 인지된 이

상 인 외모에 한 욕구가 커 연 인과 같은 이상 인 외모를 갖기 한 외모 리 행동을 한다.

더욱이 의학 기술의 발달,경제 인 여유 삶의 질 향상 등은 사람들로 하여 극 인

외모 리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매력 인 외모는 경쟁력 는 자산의 하나로 간주될 만큼

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외모를 평가하는 기 들도 변하고 있다.이 에 비해 얼굴,다리 등

특정 부 에 한 심보다 얼굴의 키에 한 비율이나 가늘고 긴 체형에 한 심도가 지속

으로 증 되어 체형을 나타내는 신체질량지수에 한 심이 확 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신체 질량 지수가 외모지향성과 외모 리행동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신체 질량 지수에

따른 외모지향성과 외모 리행동의 차이를 악해 보고자 하 다.

2.연구방법

본 연구를 해 설문지법을 사용하 으며 구 경북지역에 5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고 회수

된 설문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513부가 자료 분석을 해 사용되었다.외모지향성을 측정

하기 해서는 Choand Koh(2001)가 사용한 외모지향성 8문항을 사용하 고 외모 리행동은

JeonandChung(2010)이 사용한 문항 몸매 리 4문항,피부 리 4문항,헤어 리 6문항,메이

크업 3문항,의복선택 5문항이 사용되었으며 6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이외에도 인구통계학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설문지가 구성되었으며 키와 몸무게에 의해 신체질량지수(BMI)가 산출

되었다.자료 분석을 해서는 SPSS19.0forWindow가 사용되었고,기술통계분석,요인분석,분

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시하 다.조사 상자들은 남성이 42%,여성이 58% 이었으며,연령 는

20 이하가 36.2%,30 가 22.3%,40 가 28.8%,50 이상이 12.7%이었고 기혼이 54.2% 이었다.교

육수 은 학교 졸업 이하가 3.7%,고등학교 졸업이 35.4%, 문 학 졸업이 17.9%, 학교 졸업이상

이 4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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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신체질량지수는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성인 신체질량지수 기 에 따라 18.5미만은 마른

체형,18.5-22.9는 정상체형,23이상은 비만체형으로 분류하 다. 빈도를 산출한 결과 마른체형

은 14.3%,정상체형이 60.0%,비만체형이 25.7%이었다.외모지향성을 알아본 결과 3.80으로 외모지

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 리행동에서는 피부 리 평균값이 3.6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 메이크업,의복선택,모발 리,몸매 리 순이어서 피부 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외모지향성을 알아본 결과에서는 체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외모

리행동의 체형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몸매 리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피부 리,헤어

리,메이크업,의복선택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시 말해서 마른체형자

가 정상체형자와 비만체형자 보다 외모지향성이 더 높았으며 피부 리,헤어 리,메이크업,의복

선택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모 리행동 가운데 몸매 리가 체형별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은 것은 몸매 리가 다른 리행동에 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어 체형에 계없

이 상 으로 몸매 리를 게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마른체형자일수록 외모

지향성 뿐만 아니라 외모 리행동 수가 높았는데 다른 체형에 비해 외모 심도 높고 리행동

도 좀 더 극 으로 하고 있기에 그와 같은 체형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반 로 그와 같은 체

형을 유지하기 해 외모 심도 높고 리행동도 많이 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4.결론

신체질량지수에 따른 외모지향성과 외모 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국인은 외모지향성이

높았고 외모 리행동은 피부 리,메이크업,의복선택,모발 리,몸매 리 순으로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신체질량지수는 외모지향성과 외모 리행동에 향을 미치며 마른 체형일수록

외모지향성과 외모 리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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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

현대 패션디스플레이 디자인의 아트화에 대한 연구

이은경

학교 패션디자인 비즈니즈니스학과

Ⅰ.서 론

최근 고감도의 고객을 타켓으로 하는 고 패션매장의 경우 디스 이 연출시 국내외 아티스

트들을 기용하여 아트 이고 최첨단 인 랜드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등 매장환경 이미지 수립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와 같은 경향은 응용 술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 패션디스 이 디

자인과 순수 술과는 디자인의 내 요소와 조형 인 면의 유사성,기법상의 상호 연 성,시 정

신의 반 등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패션디스 이 디자인시 순수 술과 결합을

시도하게 되면 표 이 다채로워지고,미학 가치가 높아지고,조형 술의 다른 분야로까지 디자

인 역이 확 될 수 있는 등의 효과가 배가됨으로써 수 높은 고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데 성공

할 확률이 높아진다.

본 연구에서는 아트 연출기법을 활용한 패션 매장의 사례분석을 통해 미래의 패션디스 이

디자인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랜드의 고 스런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객취향의 새로운 변화에

응하면서 타 랜드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연출방향을 찾아내고자 한다.이는 미래 패션디스

이 디자인에서 디스 이의 미학 가치를 높히고 연출방향의 확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 이

있다.

Ⅱ.연구방법

패션디스 이 디자인에 있어서 아트의 역할과 필요성,구성요소 등은 선행연구,단행본

을 통해 이론 고찰을 하 다.실증 연구는 서울 압구정동과 청담동,신사동 가로수길의 로드

샵,갤러리아 백화 압구정 등의 매장 촬 사진 60 을 수집하 다.이를 통해 실제 매장 장

에서 순수아티스트들을 기용한 패션디스 이 디자인 진행과정을 분석하고 일반 인 디스 이

와 어떤 차이 이 있는지 비교분석하 다..이를 토 로 미래 패션디스 이 디자인에 아트를

목하여 새롭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결과 고찰

패션디스 이 디자인에 있어서 순수 아티스트들이 제시한 미래의 연출방향은 설치미술 연

출,거리 술로의 승화,오 제의 가능성,스토리화로 인한 화제성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1.설치미술 연출

패션매장의 특성과 기능에 합한 공간구성계획은 시각 으로 아름다운 매장,산뜻하고 쾌 한

공간 등을 실 할 수 있다.확장된 개념 속에서 3차원 인 설치미술은 단순히 공간속에 놓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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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고객의 시각을 집 시켜 주의를 환기시키고 고객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어

작품화한다는 의미이다.다양한 가능성을 겸비한 설치미술 오 제가 일상 인 이미지를 상징화

하여 하나의 공간 술로써 구조화된다는 은 디스 이 디자인이 고객의 지향 인 미를 추구하

려는 과 일치한다.

2.거리 술로의 승화

매장이 치하고 있는 주변거리와의 집합과 조화를 통하여 하나의 커다란 공간 개념을 제시하

고,주변환경과 하나로 동화되는 것은 고객들에게 삶의 장 속에서 새로운 술과 조형에 한

신선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쇼 도우가 고객들에게 상품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메시지를

달하는 기능 외에 술로서의 표 력을 발휘하여 인의 미 표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면 거

리 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뿐아니라 랜드의 가치를 한층 더 높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

3.오 제의 가능성

오 제의 시작은 순수 술인 회화에서부터 이루어졌지만 디스 이 디자인에 도입할 경우 연

출의 표 역이 한층 확 되고,매장공간을 하나의 존재로 독립시키게 됨으로써 독자성과 자율성

을 부여하게 된다. 한 매장 안에서 아트 오 제로서의 순수성을 갖게 되고,3차원 인 조형성을

확보하게 되고,회화,조각 등 시각 술 인 역과 연결시켜주게 된다.이는 매할 상품이라는

물질화된 개념을 술 가치가 있는 술품으로 변모시키게 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 작품을

구매하는 것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고가 매 유도가 용이해진다.

4.스토리화로 인한 화제성

디스 이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움’‘즐거움’이라는 주제는 고객들에게 심리 으로 시각 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서서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평범한 일상에서는 할 수없는 새로운

세계를 디스 이로 구체화시키게 되면 고객들을 상상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이는 고객

들에게 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뿐아니라 매장을 즐거움으로 찾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하나의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아트를 활용한 조형 인 미,

연출의 리듬,재미있는 주제의 스토리화 등은 고객들에게 매장을 상품구입 장소라는 개념 외에 즐

거움의 장소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Ⅳ.결 론

패션디스 이 디자인과 아트와의 계를 고찰한 결과 패션과 아트 그리고 패션디스

이와 아트는 그동안 상호유기 계를 형성해왔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아트는

패션디스 이 디자이 가 매장을 연출하는데 있어서 필수 인 아이디어 발상의 원천이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의 역을 넘나들며 창작활동을 해나갈 것이다.따라서 아트를 활용한 미래

의 패션디스 이 디자인방향을 제시하면 설치미술 연출,거리 술로의 승화,오 제의 가능성,

스토리화로 인한 화제성로 요약할 수 있다.결론 으로 미래의 디스 이 연출은 매 목 인 상

품이라는 개념 외에 술품과 같은 가치부여,단독으로 랜드를 표 하기 보다는 주변과의 어울

림,고객과의 친 한 커뮤니 이션 유지가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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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

어머니의 쇼핑성향과 캐릭터 제품에 대한 태도가

아동 캐릭터 패션 제품 평가에 미치는 향

강경 1)·진 정2)

1)호서 학교 패션학과
2)서울교육 학교 생할과학교육과

각종 미디어의 발달과 게임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국내 캐릭터 산업은 성장일로에 있다.캐릭터

산업의 발 가능성을 인지한 패션 랜드들은 인기 있는 캐릭터를 자신의 제품 속에 용하기도

하고 직 캐릭터를 개발하여 마 에 활용하고 있다.캐릭터의 속성상 패션업체들 캐릭터의

활용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아동복 시장이다.아동복은 부모와 아동 모두 구매에 여하지만 캐릭

터 제품에 한 연구는 부분 아동들의 선호도나 만족도에 한 연구로 실구매자인 부모의 캐릭

터 제품에 한 태도를 고찰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본 연구는 부모가 아동캐릭터패션제

품을 아이에게 사 때 부모의 쇼핑성향이나 캐릭터 제품에 한 태도가 자녀를 한 캐릭터 제

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 에 향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모의 쇼핑성향과 캐릭터 제품에

한 태도가 캐릭터 제품의 평가기 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쇼핑성향은 상품을 구매하는 행 뿐만 아니라 구매 후 나타나는 태도와 행동을 포 으로

포함하는 구매 련 행동에 한 반 인 태도이다(Kim & Rhee,2004).의복쇼핑성향은 의복제

품의 구매 후에 나타나는 반 인 태도를 일컫는다.Darden& Howell(1987)은 쇼핑성향이 쇼

핑활동,흥미,의견을 포 하는 개념이라고 하 다.Ha(2005)는 신세 주부의 쇼핑성향과 유아복

구매행동에 한 연구에서 신세 주부의 유아복 쇼핑성향으로 쇼핑의 즐거움,실용 성향,충동

성향, 포충성 성향,독자 성향의 5개 요인을 도출하 고,이 요인들 에서 쇼핑의 즐거

움 요인과 실용 요인이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에서 쇼핑성향의 유형에

따라 선택기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충동 소비성향을 가진 소비자의 경우 랜드 이미

지와 유행성을 시한 반면 실용 소비유형은 실용성을 가장 시하 고,쾌락 쇼핑유형은 충

동 소비유형보다는 약간 낮지만 랜드 이미지와 유행성의 수가 높았다.Chung &

Hwang(2012)은 유아동복의 구매자들의 쇼핑성향을 동조 /상표의식구매형,쾌락 /계획구매형,

포/상표충성 충동구매형.타인의존 /쇼핑 여형의 4개 집단으로 분류하 고 유아동복 선택기

으로 실용성,심미성,과시성,경제성의 4요인을 추출하 다.이 연구에서 아동복선택기 에서

기능성은 모든 집단에서 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고 ,경제성 요인은 쇼핑 여형을 제외한 3개

집단에서 신세 가 뉴실버 세 보다 더 시하 다.쇼핑 여형에서 세 간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기능성과 심미성 요인은 신세 가 과시성은 뉴실버세 가 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ark& Lee(2010)은 쇼핑성향을 쾌락 ,경제 ,충성 ,편리 4개의 차원으로 나 었으며

평가기 을 물리 ,심미 ,외재 기 으로 나 었다.어머니 자신의 의복구매행동이 유아복을

구매할 때에도 거의 비슷하게 반 된다고 하 다. 한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경제 쇼핑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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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을수록 유행추구에 심이 많고,경제 쇼핑성향이 높을수록 유행보다는 개성추구와 실용추

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Kim(2011)은 유아동복 쇼핑성향을 유행 동조 쇼

핑성향, 랜드 명성추구 쇼핑성향,쾌락추구 쇼핑성향,합리 가격추구 쇼핑성향의 4개 요인으로

분석하 다.이 연구에서 주목할 은 사회 성취욕구가 강한 집단은 유행 동조 쇼핑성향과 쾌

락추구 쇼핑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Baek& Yoo(2002)는 캐릭터는“제품 는 서비스에서 소비자에게 친근감을 수 있는 시각

상징물로서 상품에 용되어 부가가치를 높이고,뚜렷한 상징의 기호로서 커뮤니 이션의 수단이

되는 시각물”이며 아동용 캐릭터 패션상품은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의류나 액세서리 상품이라고 정의하 다.Baek& Yoo(2002)의 여고생과 학생들

상으로 패션상품에 활용된 캐릭터에 한 소비자의 선호도와 구매행동 분석연구에 따르면 캐릭

터는 패션상품의 구매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물구입이나,필요성 는 친구들의

향보다는 단순히 쁘고 호기심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하여 만 4세에서 만 12세 미만 자녀들 둔 20세 이상,50세 이하의 어머니들을 상

으로 하여 약 2주간에 걸쳐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 다. 체 응답자 수는 310명으로 응답자의 평

균연령은 36.3세로 나타났다.설문 문항은 5 척도로 측정되었으며,일반 인 아동복 쇼핑성향,캐

릭터에 한 태도,제품평가기 에 한 문항을 포함하 다.어머니의 일반 인 아동복 쇼핑성향

에 한 문항은 Lee& Kim(2011)의 유아동복 쇼핑성향을 바탕으로 10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캐

릭터에 한 태도는 Lee& Yoo(2007)의 연구와 CharacterMerchandising-US(Mintel,2009)리포

트의 캐릭터 제품에 한 태도를 묻는 문항을 바탕으로 17문항으로 측정하 다.제품평가기 은

Sweeney& Soutar(2001)의 PERVAL(performance/valuation)과 Park& Lee(2009)의 유아복 평가

기 문항에 캐릭터의 특수성을 감안한 문항을 더하여 17문항으로 측정하 다.

어머니의 아동복 쇼핑성향은 3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동조 성향, 랜드 명성 추구/쾌락

성향,합리 가격추구 성향으로 명명하 다.캐릭터 제품에 한 태도는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

으며,각각 캐릭터에 한 호감도,캐릭터의 교육 효과에 한 정 태도,캐릭터의 상업화에

한 부정 태도,캐릭터의 향에 한 염려로 명명하 다.본 연구에서 캐릭터 제품에 한 평

가는 교육 가치,감성 가치,사회 가치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하 다.회귀분석 결과 어머니의

쇼핑 성향 합리 가격추구 성향이 높을수록 캐릭터 제품의 교육 가치와 감성 가치를 더

요하게 고려하고, 랜드 명성 추구/쾌락 성향이 높을수록 는 동조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

가치를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캐릭터 제품에 해 호의 일수록 캐릭터의 사회

가치를 요하게 고려하 으며 캐릭터의 교육 효과에 해 정 일수록 모든 가치평가기

을 요하게 여겼다.반면에 캐릭터의 상업화에 해 부정 인 시각을 가질수록 캐릭터의 교육

가치와 감성 가치를 요한 평가기 으로 고려하 다. 의 결과를 볼 때 어머니의 쇼핑성향과

캐릭터 제품에 한 태도는 캐릭터 제품의 평가기 에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연구는

아동용 캐릭터 패션 제품의 실구매자들인 어머니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마 략을 수립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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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

의생활 윤리소비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윤리소비의식 

윤리소비지식, 윤리소비행동에 미치는 향
*

미연1)··정혜정2)·오경화2)
15)

1) 앙 학교 교육 학원 가정교육 공
2) 앙 학교 가정교육과

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량생산과 물질 풍요를 가져왔으며 인간의 욕망은 더 많은 소

비로 이어지고 있다. 인들의 과도한 소비와 환경에 한 무 심은 지구 온난화,자원고갈과

같은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인간의 삶 체를 하여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사회의 상업성 짙은 고와 매체는 아직 올바른 소비가치 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

년들을 혹하여 비계획 ,충동 ,낭비 소비생활 습 을 갖게 하 으며,결국 사회 으로 자원

낭비와 고갈,버려지는 쓰 기 증가 등의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인간은 지속가능한 삶을

해 환경,동물,인권 등 공동체를 한 윤리 소비를 해야 하며 윤리 소비 생활 습 은 결코

단시간에 만들어 질 수 없다.미래의 소비자가 될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건강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체계 이고 지속 인 윤리소비교육이 필요하다.윤리소비교육은 소비생활,식생활,

의생활,주생활 등의 개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 인 실천 방안을 탐색하여 직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가정교과에서 실행할 수 있다.최근 의류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폐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

가 두되어 의생활 련 윤리소비교육의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생활

련 윤리 소비교육 로그램을 개발,실시한 후 청소년들의 윤리소비의식 행동에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 청소년들의 윤리소비의식이 실제 윤리소비행동에 미치는 향과 이 두 변

인 간 계에서 윤리소비지식의 매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에게 효과 인 의생활 련 윤리소비 교육을 실시하기 해 총 7차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교육 학습주제로 1-2차시에는 윤리 인 의류소비 생활,3-4차시에는 친환경 인 윤리

의류소비 생활,5-6차시에는 인권과 동물을 한 윤리 의류소비 생활,7차시에는 윤리 의

류소비의 화를 선정하여 교육 로그램을 개발, 용하 다.실증 연구를 해 설문지를 작

성하여 비조사를 거쳐 최종 사 ·사후 설문지를 개발하 다.본 연구의 설문지에는 윤리소비지

식,의생활 련 윤리소비의식,윤리소비행동,인구 통계 특성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인 학생들을 상으로 사 ·사후 단일집단을 설계하여,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개발된 교육 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후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총 16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SPSS18.0을 통해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응표본 t-검정,독립표본 t-검정(동질

성 분석),상 계분석,회귀분석,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하 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생활 련 윤리소비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기 에 청소년들의 윤리소비지식을 조사한 결과,본

*  논문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1002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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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사용한 5 척도(1 : 그 지 않다,5 :매우 그 다)의 평균보다 낮은 1.83으로 나

타나 청소년들의 윤리소비에 한 심과 지식이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청소년들의 의생

활 련 윤리소비의식 요인분석 결과,친환경,동물복지,사회 책임,재활용의 네 개의 하 차원

이 도출되었다.본 연구에서 개발된 의생활 련 윤리소비 교육 로그램을 고등학생을 상으로

수업시간에 실시하고,의생활 련 윤리소비의식,일반 인 윤리소비지식 행동의 사 ,사후 검

사 결과를 비교한 결과,변인들의 사후 평균이 사 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이

로써 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윤리소비의식 지식과 행동 향상에 정 인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윤리소비지식이 의생활 련 윤리소비의식과 행동 간의 계에

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청소년들의 윤리소비행동 향상을 해 효과 인 윤리소비

교육 로그램 개발 용과 극 인 윤리소비 교육 실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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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

친환경 마켓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 친환경 패션마켓을 중심으로 -

김승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Ⅰ.연구목

과학 기술발달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패션산업에서도 이러한 환경

문제에 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제 낭비와 환경에 부담을 주는 Fast패션 제품의 개발이 아

닌 제조과정에서의 자원 약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 친화 인 디자인을 모색하는 움

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그 일환으로 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는 ‘더 나 기 리사이클링 로젝트’

캠페인을 통해 여러 섬유기업에서 생산하고 남은 고 원단을 재활용해서 핸드메이드 디자인 상품

으로 다시 탄생시켜 자원과 재능을 나 고 나아가 수익도 함께 나눔으로써 사회 기업의 활동까

지 펼치고 있다.이는 친환경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표 인 사례라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더욱 확 될 친환경 마켓에 한 소비자들의 반 인 인식

을 알아보고 나아가 친환경 패션제품에 한 구매행동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차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친환경 제품 인지도,친환경 제품 경험,친환경 제품 랜드의 특

성,구매 후 평가 등으로 구성하 으며,측정도구는 선행연구(장윤선,2011,이희 ,2010등)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 로 추출하 으며,실제 패션 랜드에서 친환경 제품을 매할 경우를 가정하여

소비자조사를 실시하 다.설문문항은 소비자분석 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을 확보하

다.

조사는 질문지법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2013년 1월 8일∼9일 양일간 트 드 세미나 참석자를

상으로 250부를 배부하여 그 응답이 미비한 46부를 배제하고 204부의 응답자료를 분석하 다.

자료분석은 SPSS19.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조사 상자의 친환경 제품

에 한 다양한 향을 분석하기 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Ⅲ.결과 고찰

친환경 제품에 해 들어본 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84.3%가 들어본 이 있다고 답변하

다.이는 비교 높은 수치로 친환경에 한 소비자들의 심을 알 수 있다.인지자를 상으로

인지경로를 알아본 결과 인터넷(20.8%)이 가장 많았으며,기사(16.4%),이벤트 행사(10.6%)도 비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인터넷의 어떤 요소( 를 들어,뉴스,블로그,카페 등)가 역

할을 많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인터넷이 제품 인지에 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마 략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 187 -

실제로 제품을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소비자의 58.8%가 실제 제품을 경험해 본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인지여부와는 다른 수치로 인지자가 체 소비자의 84.3%로 나

타난 것에 비해 경험자는 45.1%로 친환경 패션제품에 해 인지하고 있더라도 직 경험까지는

연계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제품 경험자를 상으로 친환경 패션제품을 처음 한 경로를 조사

한 결과 친환경 제품 문 이 가장 많았고(54.2%),다음으로 주변사람들에 의한 경험(16.9%),선

물 직 구입(10.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패션제품 랜드 특성에 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매처 제한에 한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으며(M=3.83),가격이 비싸다(M=3.75),품질이 우수하다(M=3.32)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친환경 랜드 특성에 한 조사 결과는 친환경 랜드는 신뢰할 만하다(M=3.35)에

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패션 랜드 인지의 경우 비교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즉 친환경 패션 랜드가 소비

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그러므로 홍보 마 략이 요할 것으로 단된

다.친환경 패션 랜드 선호의 경우 호의 이라는 응답이 비교 높게 나타났으므로(M=3.64)홍

보 마 략을 히 잘 사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패션제품 구매여부는 응답자의 69.6%가 구매한 이 없다고 응답하 다.이는 인지도나

선호도에 비하여 실제 구매율이 낮은 편으로 구체 으로 어떤 부분에 을 두어야 할지 정확하

지 않으나( 를 들어,유통경로,홍보 등),차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친환경 패션제품

구매정도는 최근 6개월의 구매횟수를 질문한 것으로써,조사결과 1회 이하(71.0%)가 가장 많았으

며,2∼3회(16.1%),4회 이상(12.9%)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단발성 구매가 잦은 것을 나타내며

지속 인 구매로 유도할 수 있는 략이 필요할 것이다.

구매경험자를 상으로 구매제품 유형을 조사한 결과,친환경 소재제품이 가장 많았고(40.0%),

이어 친환경 공정제품(29.1%),재활용 소재제품(21.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구매경로로는,백화

(24.0%)이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인터넷 쇼핑몰(20.0%),멀티 / 문 (18.0%)등의 순으로 많

이 나타났다.

친환경 패션제품 구매 후 평가에 해 만족도,재구매의도,구 효과를 조사한 결과 비교 평

균 이상의 값이 나타내며(만족도 M=3.35,재구매의도 M=3.74,구 M=3.52등),이는 친환경 패션

제품에 한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랜드 인지여부에 따라 친환경 패션제품에 한 선호도 구매의도의 향에서는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랜드를 인지하고 있을 경우가 랜드 비인지 시 보다 선

호도 구매의도가 높은 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랜드 홍보의 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Ⅳ.결 론

친환경에 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 경험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드

물었다.이와 함께 친환경 패션제품 랜드에 해 매처가 제한 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친환경 랜드에 해서는 신뢰할 만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구매자의 경우 만족도,재구매,구

의사에서 모두 평균값 이상을 나타냈으며,이는 친환경 패션제품 랜드에 한 가능성을 짐

작할 수 있는 결과로 한 마 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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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

판매촉진이 브랜드태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 화장품제품을 중심으로 -

홍 희․김슬아

신라 학교 패션산업학부

경제가 불황이면 일반 으로 의류비 지출은 지만 신 화장품지출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속설

로,실제 2010년 말 월 평균 4573억 원이던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2년 말에는 5476억 원으로

19.2%로 늘어났다.그에 따라 화장품 랜드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매 진 경쟁도 치열해졌

다.이호화(2002)의 연구에 의하면,화장품업체의 활동과 매출액의 증가는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 으로 매 진은 즉각 으로 구매의도에 향을 미쳐 단기 인 매출증 와 이익

을 가져오는 단기 략이다.그리고 지나친 매 진은 상표충성의 감소와 상표 환행동의 증가

와 제품품질 인식의 하락을 통해 랜드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부정 효과도 있다.그러나 한편으

로 매 진이 소비자의 해당 랜드에 한 정 인 향을 미쳐 해당 랜드에 한 정 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장기 인 마 효과도 있다는 견해도 꾸 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화장품은

샘 등을 통해 품질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형 인 경험재로서 한 매 진은 랜드태도에

직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화장품 매 진의 유형을 알아보고,화장품 매 진이 해당 랜드태도와 재구

매의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해 최근에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

는 20 여성 180명을 상으로 설문지조사를 하 다.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화장품 매 진에는 마일리지 립,무료샘 증정, 랜드데이 할인,사은품 증정,화장품키트

증정,동일제품 무료구매(1+1),일정 액 할인쿠폰 증정,메이크업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만족도는 동일제품 무료구매(1+1), 랜드데인 할인,사은품 증정,메이크업서비스,무료

샘 증정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2. 매 진태도가 호의 일 수록 해당 랜드 흥미도가 높았고 해당 랜드 흥미도가 높을수록

정 인 랜드태도로 이어져 재구매의도가 높았다.즉 매 진태도는 직 랜드태도나 재

구매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랜드흥미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 으로 랜드태

도와 재구매의도에 향을 미쳤다.

3. 매 진은 해당 랜드화장품의 량구매행동과 재 필요하지 않는데도 미리 구매하는 선구

매 행동을 자극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화장품의 매 진은 구매를 자극하기 한 요한 수단이며, 매 진을 통해

해당 랜드에 한 정 인 랜드태도와 재구매의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 진에

한 만족도에서는 가장 일반 인 무료샘 증정보다는 동일제품 무료구매나 랜드데인 할인 등의 가

격할인 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의 이 을 강조하는 진 략이 유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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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대인관계성향, 남성성유형에 따른 외모관련소비행동연구 

- 외모관심도의 매개효과 분석 -

이 옥

경북 학교 의류학과

인간은 타인과 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인 계가 차지하는 비 은

매우 크다. 인 계는 사람들과의 에 의해 상호 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특히 사람의 외모는

인 계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인간이 타인과 하여 계를 맺을 때 인매력이 발생

하게 되는데 이는 상 방을 평가하는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매력 인 사람이 그 지 못한

사람에 비해 정 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선애,2005). 인 계가 원만한 정 인

성격의 소유자가 신체외모와도 높은 상 을 보이는 것으로(이수정,2004),신체나 외모에 만족하면

인 계가 원만하며 사회생활에 극 이며 안정감을 느낀다는 연구결과(이언숙,2007)로 볼 때

신체외모는 인 계 형성에 요한 요인이다.특히 21세기는 더 이상 여성의 소비 트 드에

을 두지 않고 변화하는 남성성에 을 둔 소비트 드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는 통 인

남성성을 고집하는 세 와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남성성 등 다양한 남성성이 공존하는

시 로 변화하고 있으며 남성들도 외모에 한 의식과 심이 높아지고 자신의 이미지 리를

한 외모 련 소비행동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 계성향과 남성성

유형이 남성 외모 련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력과 방향성을 악하여 남성 외모 련 신제품 개

발과 시장개척 략 수립을 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조사 상은 20-50 남성을 모집단으로 편의

표본 추출하여 조사하 으며,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 고 그 230부가 회수되었으며,이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총 201부가 최종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분석방법으로

탐색 요인분석,분산분석,확인 요인분석,신뢰도 분석,경로분석을 이용하 다.탐색 요인분

석,분산분석,신뢰도 분석은 SPSS20.0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척도에 한 확인 요인분석

과 모형에 따른 가설검증을 해 AMOS21.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이용하 다.모

형의 합성 단을 하여 χ2,GFI,AGFI,TLI,CFI,RMSEA을 사용하 다. 인 계성향,남

성성유형이 외모 련 소비행동에 어떠한 향력을 미치는지를 실증해 보기 해 이론 배경을 근

거하여 연구모형을 개발하 고 각 구성개념들 간의 련성에 한 향 계를 규명하기 해 8개

의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가설검증 결과, 인 계성향(7요인),남성성유형(5요인),외모 련소비

행동(5요인)의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0.580-0.807의 신뢰수 을 나타내어 내 일 성이 단

되었다. 체 모형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 모형의 합도는 χ
2
=163.595(d.f=98,p=.000)

GFI=0.918,AGFI=0.856,TLI=0.924,CFI=0.952,RMSEA=0.058로 나타나 각각의 임계치 기 을

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는 0.754-0.926으로 일반 인 추천 기 치(개념신뢰도

0.7이상)보다 높게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요인들 간의 계가 유의한 것으로 설정한 가

설을 검증하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합도는 χ
2
=167.391(d.f=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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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GFI=0.916,AGFI=0.857,TLI=0.924,CFI=0.850,RMSEA=0.058로 나타나 각각의 임계치 기

에 만족하여 합한 모형으로 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검증을 해 가설1-가설5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 고 가설

6-가설8은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결과 인 계성향은 남성성 유형에 유의한 향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1,남성성 유형은 외모 심도에 유의한 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 남성성유형은

외모 련 소비행동에 유의한 향력이 미칠 것이라는 가설3,외모 심도는 외모 련 소비행동에

유의한 향력이 미칠 것이라는 가설5는 채택되었다.그러나 인 계성향이 외모 련 소비행동에

유의한 향력이 미칠 것이라는 가설4는 기각되었다.가설6-8의 직업과 연령에 따른 인 계성

향,남성성유형 남성외모 련 소비행동의 차이 검증에서 직업에는 인 계성향,남성성유형에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연령에는 인 계성향,남성성유형 남성외모 련 소비행동 3변인 모

두가 유의한 향력을 나타내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 계성향과 남성성유형이

외모 심도를 매개효과로 외모 련 소비행동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외모 심도가 외모 리행동에 향력을 미치는 변수라는 것을

검증하 다.본 연구의 결과는 인 계 성향과 남성의 성 유형에 따른 분석으로 남성들의 특질을

악하고 변화하는 남성들의 외모 련 소비행동의 흐름을 분석하여 이에 신속히 응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 략방안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남성 소비자의 감성에 높이를 맞춘 시장세분화

략으로 새로운 소비시장개척 활용정책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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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평 분석

박정 ․유화숙

울산 학교 의류학 공

1.서 론

최근 들어 건강과 음에 한 심이 많아지면서 아웃도어 활동 인구가 증가하여 아웃도어제

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더욱이 아웃도어의 편이성,실용성으로 인해 아웃도어 복으로써 뿐 만

아니라 평상복으로도 입어 제조업체들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비 이 확 되고

있다.이 과 달리 시장의 개념이 확장되고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온

라인쇼핑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통계청(2013)에 따르면 2012년도 연간 사이버쇼핑 거래 총액은

32조 3470억 원으로 년 비 11.3%가 증가했으며 상품군 별 거래액에서 의류패션 련 상품은

년 비 7.8%가 증가하여 계속 증가세에 있다고 하 다.이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은 다

양한 마 략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의 하나가 상품평 이다.상품평은 소비자 들 간에 상

품 정보를 서로 제공,교환하여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 리포트를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도 있고

기업은 객 인 상품평가를 통해 장단 을 분석하여 향후 제품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이 이

있다.더욱이 지 과 같이 아웃도어 활황세가 지속되어 시장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아웃도어 상품

평은 구매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기업의 경쟁우 를 가져오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그러나 인터넷에 모여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분석하려면 막 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에

상품평을 정보로써 악하고 상품평의 메시지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제품 구매자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평을 조사하여 소비자들의 아웃도

어제품에 한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제품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악해 보고자 하 다.

2.연구방법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웃도어를 구매한 구매자의 상품평을 조사하고자 인터넷 오 마켓 웹사

이트 분석평가를 주 하는 R닷컴의 순 정보에 의거하여 2013년 1∼2월 기 으로 국내에서 시간

당 방문자수가 가장 많은 인터넷 오 마켓 상 3개 사이트를 선정하 다.2012년 11∼12월에

비조사를 실시하 으며 본 조사를 한 상품평은 2013년 1∼2월에 수집하 고 이 시기에 게시된

상품평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쓰여진 상품평을 사용하 다.상품평 검색을 해 ‘아

웃도어’단어를 검색어 키워드로 하고,스포츠/ /등산 련 하 카테고리에서 상품평을 수집하

다. 비조사를 통해 상품평이 제품의 특성과 련된 내용,배송 교환 환불 등 구매활동과

련된 내용,좋다 나쁘다와 같은 종합 인 평가를 내리는 항목들이 주를 이룬 것을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도 각 상품 평마다 표기된 단어들을 제품 평가 항목,제품 구매 련 항목,소비자가 제

품에 해 주 으로 느끼는 좋고 싫음을 나타내는 종합 인 평가 항목으로 나 어 상품평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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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 다.제품 평가 항목은 의류제품의 유용성(serviceability)에 의거하여 외 ,내구성,쾌 성,

리용이성,치수 안정성으로 구분하 고 제품 구매 련 항목은 가격,배송,기타로 나 어 수집

하 다.각 항목마다 상품평은 ‘정’,‘립’,‘부정’의견으로 나 었고,각 상품평에 사용된 개별

단어를 항목에 따라 분류하여 출 빈도를 상품평의 빈도로 측정하 다.따라서 한 사람의 상품평

은 한 개가 되기도 하고 많게는 10개의 상품평으로 집계되었다. 상의와 하의로 나 어 상품평을

수집하 고 본 연구에서는 그 방한복, 드 이커,조끼의 결과를 발표하고자 한다.

3.결과 고찰

이 시기에 방한복(패딩 퍼류), 드 이커,조끼 세 품목의 상품평을 올린 구매자는 총 533명

이었으며 그 방한복에 한 상품평을 올린 구매자는 147명(27%), 드 이커는 291명(55%),

조끼가 95명(18%)이었다.그러나 방한복의 상품평은 263개, 드 이커의 상품평은 476개,조끼

는 135개인 것으로 나타나 일인당 방한복은 1.79개, 드 이커는 1.64개,조끼는 1.42개의 상

품평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평을 정 ,부정 , 립 의견으로 나 어 본 결과 정 의견이 방한복의 경우에는

211개, 드 이커는 384개,조끼의 경우에는 99개로 총 의견수로 볼 때 방한복은 80.9%, 드

이커는 81.1%,조끼의 경우에는 73.3%가 정 인 상품평으로 나타났다. 정 인 의견이 매우

많았는데 이는 인터넷 쇼핑이 갖는 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즉,인터넷 쇼핑은 오랜 시간동안

생각해보고 구매가 가능하고,최근에는 상품에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구매하 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한 불만족시 교

환 환불이 가능하여 불만족하는 경우 상품 구매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 상품

평을 올리는 경우 경품이나 온라인 머니 등을 제공받기 때문에 가능한 좋은 상품평을 올리는 경

향도 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한다. 진연(2007)은 상품평을 쓰는 동기는 만족 는 불만족의 감

정 인 차원 때문이고 불만족했을 때 보다 만족했을 때 상품평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하

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각 품목별로 상품평을 살펴보면,방한복, 드 이커,조끼 모두 정 평가에서는 제품의 호

불호를 나타내는 종합 인 평가가 42%,52.3%,49.4%로 가장 많았고 립 평가에서는 제품 평

가에 한 상품평은 없었으며 제품 구매와 종합 인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부정 상품평의

경우에는 제품평가 련 상품평이 가장 많아 방한복은 76.0%, 드 이커는 68.4%,조끼의 경우

에는 81.2%로 나타났고 제품 구매와 종합 평가 상품평은 작았다.제품 평가 항목 에서도 방한

복과 조끼는 쾌 성 련 내용이 각각 28%와 3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드 이커

의 경우에는 치수안정성과 련된 내용(25.0%)이 가장 많았다.

4.결 론

아웃도어 제품에 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해 인터넷 상품평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은 제품

별로 평균 1.42∼1.79개의 상품평을 작성하 으며,부정 의견보다는 정 의견이 주를 이루었

고 품목에 계없이 제품에 한 선호를 나타내는 종합 인 평가에 한 내용을 주로 작성하 다.

부정 상품평에서는 제품 평가 상품평이 가장 많았고 그 에서도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어 방

한복과 조끼는 쾌 성 련 내용이 드 이커의 경우에는 치수안정성과 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정 인 상품평이 많아 제조자의 상품 매와 구매 결정

을 앞둔 소비자에게는 상품평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한 제품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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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부정 상품평의 경우 기업에게 제품 성능개선과

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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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

자기선물(Self-gifting)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이 진1)·구양숙2)

1)
경북 학교 의류학과
2)
경북 학교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오늘날 소비자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소비형태 한 진화하고 있다.일상화된 소비 형태

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집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표 인 변화로 보자

면 개인주의(Individualism)경향이 강해지면서 개성을 추구하는 자기 심 소비경향의 증가를 들

수 있다(Moon,2005).개인주의는 나만의 이익과 안 를 하는 행태에서 진화해 내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데 심을 쏟고 있다.남에게 보여주기 한 소비에서 자신을 한 소비로 바 고 있으

며,이러한 소비 개인화 트 드 가장 상징 인 것이 싱 족을 심으로한 셀 기

(self-gifting)즉,자기 자신을 한 선물을 구입하는 자기선물 행동이다(Kim,2008).자기선물 행

동은 가치소비와 맞물려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다.자기선물 행동(self-gifting)에 한 연구는 개

인주의가 발달한 서양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Atalay& Meloy,2006;Mckeageetal.,1993;Mick

& DeMoss,1990ab)최근에는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한 동양권 국가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Pusaksrikit& Kang,2008,Tynanetal.).하지만 동양권 국가를 상으로 한 자기선물 행

동에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히,국내 련연구의 경우 자기선물 황을 악한 후 물질

주의와 자기선물의 계를 분석한 Kang(2012)의 연구가 유일하다.국내의 소비자 성향이 바 면서

자기선물에 한 인식과 자기선물 행동을 직 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내의 자

기선물 행동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서구사회에서 주

로 이루어졌던 자기선물 행동에 련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자기선물 행동의 개념 특징을

알아보고,자기선물 행동과 련된 향 변인들을 분석하여 국내 소비자를 상으로 한 자기선물

행동 연구의 모델 수립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료분석은 국외 논문 20편과 국내 논문 1편으로 총 21편을 상으로 하 으며,논문 수집은 구

학술검색과 한국학술정보(KISS)를 이용하여 self-gift, self-gifts, self-gifting, self-gift

consumerbehaviour(SGCB)등을 키워드로 지정하여 검색하 다.

자기선물 행동 련 논문을 분석한 결과 자기선물 행동의 개념 선물상황에 한 연구,자기

선물 행동과 인구통계학 변인과의 계,자기선물 행동과 련소비성향과의 계(물질주의성향,

보상구매,충동구매, 독구매,강박구매),자기선물 행동과 문화와의 계(개인주의,집단주의),자

기선물 행동과 타인간의 선물 행동과의 계,자기선물 행동과 심리학 요인과의 계(귀인이론:

attributiontheory,통제 치:locusofcontrol,자아존 감:self-esteem,자기해석:self-construal,

기분:mood,성정체감:genderorientation),기타 요인( 고 메시지,지역의 크기 등)과의 계 등

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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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

한국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기념품개발

- 조선민화를 중심으로 -

김 문

계명 학교 패션마 학과

세계 인 열풍을 가지고 온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를 지속

으로 확 시키고 있다.2012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측

이 있다.이는 최근의 한국 문화의 세계 인 호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근 3년간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의 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조선닷컴 2012).

이와 같은 상은 국,일본 등 아시아지역의 국내 드라마의 인기와 최근 싸이의 세계 반응

에서 비롯되어 드라마 촬 지와 강남 스타일의 강남과 같은 특정한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랑스에서는 한국문화에 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한국문화원의 수강생 수

도 폭발 으로 늘었다고 한다.이와 같은 외국인 객의 증가는 면세 과 유통업체의 매출에 크

게 기여하고 있으며,장기간 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반면 이들 객

의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한 노력은 열악하고 부족한 숙박시설,바가지 상술 등

매우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지연,소황옥(2011)은 지의 쇼핑은 의 즐거움으로 특히 통 기념품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통을 매하는 의미가 있으며,이러한 기념품의 개발효

과는 한국 통문화에 한 심의 향상,한국에 한 간 홍보 재방문 유 도,지역이미지의 구

축과 경제 부의 증진, 표 이미지를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은 문화정체성의 확립 수단도 될

수 있다고 하 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통 기념품의 개발을 한 연구로 한국의 통문화를 모티 로 하는

통문화상품으로 기념품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연구방법은 외국인 객의 통 기념품 기호에 한 선행연구(이지연,소황옥)와 구경북

지역의 거주 외국인유학생을 상으로 한 기념품에 한 수요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

른 상품개발을 진행하 다.연구문제는 첫째,외국인 객과 유학생이 갖고 있는 한국의 이미지

와 기념품의 기호에 하여 알아보았으며,둘째,한국 통문화의 정체성 특성을 살펴보았

다.끝으로 한국 통문화를 모티 로 하는 외국 객을 한 기념품 문 을 구성하기 한

상품구성계획을 수립하 다.

본 연구결과 구지역 거주 외국인 27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불성실한 응답 76명을 제외한 응

답결과는 다음과 같다.선호하는 기념품의 종류는 악세서리,의류,지류,주방용품 등이었으며 주로

본인 자신(40%)과 가족(20.8%)을 한 구매가 많았다.선호하는 제품의 종류 용도는 기념품

(26.2%),인테리어(5.7%),실생활의 활용(16.8%)의 용도로 응답하 으며,가격은 5,000원(16.8),

5,000∼10,000(38.7%),10,000원∼20,000원(33%),20,000원 이상(10%)가 응답하 다.이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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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알아본 외국인 객의 통 품의 기호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 조사 자료를 토 로 통문화를 조선 민화모티 로 하는 기념품의 상품구성계획을 수립하

으며, 통문화정체성이 강조되는 기념품,실용성이 강조되는 패션소품,한국 장식을 한

인테리어제품 등 통문화 상품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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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

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경 성과

황연순

춘해보건 학교 피부미용디자인과

1.서 론

본 연구는 백화 의류매장을 실제 운 하고 있는 실무자인 매니 를 상으로 그들이 요하

게 지각하는 성공 인 매장운 을 한 변수들을 밝 보고,그들의 연령,학력,다른 의류소매업체

에서의 매경험,샵매니 경력,총소매경력과 같은 그들의 인구통계 특성이 성공 인 매장 운

과 경 성과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통해 백화 의류매장 운 과

계가 있는 업계에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상자는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백화 에서 여성복 의

류매장을 운 하고 있는 매니 이다.조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지의 측정도구는 선행연

구(Hwang,2009)를 참고로 하여 백화 의류매장의 성공 인 매장운 과 련된 변수는 45개,경

성과는 3개,인구통계 특성은 연령,학력,다른 의류소매업체에서의 매경험,샵매니 경력,

총소매경력의 문항으로 구성하 다.각 문항은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다.자료수집은 편의표

본추출법으로 2012년 9월에 한 달 동안 이루어졌고 분석에는 총 189부의 유효표본이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18.0을 이용해 빈도분석,요인분석,ANOVA,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응답자

특징은 Table1과 같다.

Table1.Demographicsofrespondents(N=189)

구분 내 용 사례수 비율(%)

연령

20 7 3.7
30 109 57.7
40 69 36.5
50 4 2.1

학력
고졸 158 83.6
졸이상 31 16.4

의류소매업체
매경험유무

122 64.6
아니오 67 35.4

샵매니 경력

5년미만 42 22.2
5년이상 -10년미만 65 34.4
10년이상 -15년미만 51 27.0
15년이상 -20년미만 18 9.5

20년이상 13 6.9

총소매경력

5년이상 -10년미만 35 18.5
10년이상 -15년미만 74 39.2
15년이상 -20년미만 62 32.8

20년이상 1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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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결과 논의

3.1.성공 인 매장운

백화 의류매장의 샵매니 가 지각하는 성공 인 매장운 방안을 악하기 하여 총 45개의

문항에 해서 Varimax회 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요인분석 결과 체변량에 한

설명력은 53.60% 으며,트 드 처능력과 고객 리,직원 리,자기 리,제품 리,매장특성,마

믹스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Table2).이러한 결과는 소규모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향을

주는 가장 요한 속성들이 회계와 경 능력이라는 Wichmann(1983)의 연구결과와 부분 으로 일

치하고,기업가의 성공에 요한 요인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훌륭한 명성,고객욕구와 요청

에 한 응,사업에의 열심과 몰입,종업원의 高 념과 정신,훌륭한 리/종업원과의 계를

제시한 Hills와 Narayana(1990)의 연구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며 소규모 독립의류소매 경 자

의 성공 인 경 을 한 변수로 시장정보력,비용/품질 리력,불황 응력, 포 리능력,제품

리력, 매 진력을 제시한 황연순(2009)의 연구도 부분 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2.FactorAnalysisofSuccessfulShopOperationthePerceivedManger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고유치
체변량

설명비율(%)
신뢰도 계수

요인1.트 드 처능력/고객 리

트 드신속 처능력 .795

구매설득 의사 달능력 .716

구매결정 한 정보제시능력 .701

유행동향신속 악능력 .699

코디 제안능력 .639

소비자기호신속 악능력 .691 27.336 33.337 .931

시장동향신속 악능력 .672

디스 이능력 .658

고객 리 한 노하우 .636

목표고객 악능력 .593

고객불만처리능력 .549

요인2.직원 리

직원에게 친 함 .732

직원에게도 이미지 리 .676

직원과 웍 .663

리더쉽 .640

직원의 부정 문제없었음 .639 4.770 5.817 .927

직원의 성실성 강조 .633

직원 리 노하우 .620

직원 이직율 낮음 .604

당한 수의 직원 .598

임 문제 .583

요인3.자기 리

열정 .700

철 히 구체 인 계획 .687

근면 .679

방임경 지 .673

철 히 실 인 계획 .619 3.777 4.606 .869

태만경 지 .606

구매 매출 장부 정리 철 .556

운 비 리 .543

건강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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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고유치
체변량

설명비율(%)
신뢰도 계수

요인4.제품 리
제품 리 철 .679
품질 리 철 .658
수선 서비스 신속처리 .627 3.184 3.883 .901
재고 리철 .591
고객주문상품신속처리 .585
배달서비스신속처리 .553

요인5.매장특성
매장 시설 우수 .762
매장 크기 .606 2.525 3.080 .756
매장의 명성 .576
차별화된 이미지 .563

요인6.마 믹스
두 활용 .706
한 세일시기 .630 2.360 2.878 .684

가격 략구사능력 .529

3.2.인구통계 특성과 경 성과

백화 의류매장 샵매니 들의 연령에 따른 성공 인 매장운 방안의 차이를 조사하기 하여

ANOVA DuncanTest를 실시하 다.분석결과는 연령은 자기 리와 제품 리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50 샵매니 가 자기 리와 제품 리를 가장 요하게 여겼다.연령 별로 나이가

많은 집단이 순차 으로 자기 리와 제품 리를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3).

Table3.Differencesuccessfulshopoperationaccordingtoage

연령
요인

20
(n=7)

30
(n=109)

40
(n=69)

50
(n=4)

F값

트 드 처능력/고객 리 3.60 3.95 3.90 3.91 1.140
직원 리 3.50 3.94 4.01 4.28 2.327
자기 리 3.43B 3.84AB 3.92A 4.14A 2.656*
제품 리 3.67B 4.08AB 4.21A 4.38A 3.184*
매장특성 3.68 3.53 3.46 3.88 .706
마 믹스 3.05 3.58 3.48 3.50 1.538

＊p<.05,A>B,Duncantest

백화 의류매장 샵매니 들의 샵매니 경력에 따른 성공 인 매장운 방안의 차이를 조사하

기 하여 ANOVA DuncanTest를 실시하 다.분석결과는 샵매니 경력은 트 드 처능력과

고객 리,자기 리,제품 리와 매장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15년이상 20년미만의 샵매니

는 트 드 처능력/고객 리,제품 리와 매장특성을 가장 요하게 생각했고,20년이상의 경력

자는 자기 리를 가장 요하게 여겼다(Table4).

Table4.Differencesuccessfulshopoperationaccordingtomangercareer

연령
요인

5년미만
(n=42)

5년이상
10년미만
(n=65)

10년이상
15년미만
(n=51)

15년이상
20년미만
(n=180

20년이상
(n=13)

F값

트 드 처능력/고객 리 3.84B 3.84B 3.93B 4.24A 3.99AB 2.818*
직원 리 3.81 3.94 4.03 4.14 4.01 1.538
자기 리 3.89AB 3.69B 3.97A 3.98A 4.02A 3.286*
제품 리 4.00B 4.02B 4.18AB 4.43A 4.24AB 3.279*
매장특성 3.70A 3.45A 3.49A 3.79A 3.08B 3.395**
마 믹스 3.60 3.41 3.54 3.64 3.59 .850

＊p≤.05＊＊p≤0.01,A>B,Duncan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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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 의류매장 샵매니 들의 총소매경력에 따른 경 자의 성공 인 매장운 방안의 차이를

조사하기 하여 ANOVA DuncanTest를 실시하 다.분석결과는 총소매경력의 경우 트 드

처능력/고객 리,직원 리,자기 리,제품 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20년이상 경력자는

트 드 처능력/고객 리,직원 리,자기 리,제품 리를 가장 요하게 여겼다(Table5).

Table5.Differencesuccessfulshopoperationaccordingtototalretailingcareer

연령
요인

5년이상
10년미만
(n=35)

10년이상
15년미만
(n=74)

15년이상
20년미만
(n=62)

20년이상
(n=18)

F값

트 드 처능력/고객 리 3.75C 3.83BC 4.03AB 4.17A 5.065**

직원 리 3.89BC 3.82B 4.10AB 4.16A 4.013**

자기 리 3.78B 3.81B 3.89B 4.15A 2.811*

제품 리 4.01C 3.96C 4.25B 4.49A 8.127***

매장특성 3.65 3.45 3.57 3.38 1.141

마 믹스 3.38 3.47 3.61 3.67 1.361

＊p≤.05＊＊p≤0.01 ＊＊＊p≤.001,A>B>C,Duncantest

백화 의류매장 샵매니 들이 그들의 인구통계 특성과 경 성과와의 계에서 어떤 변수를

요하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회귀분석을 하 다. 체 으로 회귀식의 설명력은 낮은

편이지만 인구통계 특성에 한 경 성과 성공은 유의하지 않았고,수익성과 성장성은 유의

하 다(Table6).

Table6.EffectofBusinessPerformanceonSuccessfulShopOperation

종속

변수

독립변수

연령 학력
의류소매업체

매경험유무
샵매니 경력 총소매 경력

성공

BETA -.201 .011 .020 .005 .176

t값 -2.304 .142 .266 .050 1.885

R²=.044 F값= 1.413

수익성

BETA -.220 .173 -.016 -.031 .238

t값 -2.570* 2.329* -.219 -.319 2.591**

R²=.079 F값=2.611＊

성장성

BETA -.254 .017 -.058 .031 .166

t값 -2.949** .222 -.790 316 1.798

R²=.069 F값=2.252*

＊p≤.05,＊*p≤.01

4.결 론

본 연구는 백화 의류매장 샵매니 들의 인구통계 특성과 그들이 지각하는 성공 인 매장운

방안과 경 성과와의 계를 밝히고자 하 다.샵매니 들의 인구통계 특성 연령,샵매니

경력,총소매경력이 성공 인 매장운 방안과 차이가 있었다. 인구통계 특성 연령,학력,총

소매경력이 성공 인 매장운 방안 수익성에 향력이 있었고 연령은 성장에 향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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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

외모에 대한 태도가 교복 태도와 교복선택기준에 미치는 향

박은희‧구양숙

경북 학교 의류학과

1.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외모에 한 태도가 교복태도와 교복선택기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내용

재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 구지역에 재학 인 2학년 여자고등학생을 상으로 2013년 3월

11일∼3월 15일에 걸쳐 194명을 설문지로 조사하 다.SPSSPC+18.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요인분석,신뢰도 검증,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외모에 한 태도가 교복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외모에 한 태도가 교복선택기 에 향을 미칠 것이다.

3.결과 고찰

외모에 한 태도를 살펴보면,여고생들은 사회 외모가치가 높게 나타나 사회에서 성공을 하

려면 외모가 뻐야 하며 매력 인 외모를 만들기 해 노력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교복태

도에서는 블라우스나 셔츠를 세탁하여 깔끔하게 착용하여 입는 것으로 나타나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교복의 색상이나 디자인에 심을 보 다.교복 선택시 기 은 자

신의 몸에 맞는지,제품의 품질이 우수한지,입었을 때 편안한지를 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구매 후 수선이나 반품이 쉬운지,착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구매 시에 내 정보

탐색으로 활용하 다.

외모에 한 태도가 교복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외모에 한 태도의 사회 외모가

치와 외모 심이 교복태도의 패션추구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1%

다.외모에 한 태도의 주체 외모 리가 교복태도의 상표추구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설명력은 18% 다.외모에 한 태도의 주체 외모 리가 교복태도의 역할상징에 유의

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 다.외모에 한 태도의 외모 심이 교복태도의

색상/스타일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 다. 재 사회에서 성공하려

면 외모가 요하므로 매력 인 외모를 만들기 해 항상 노력해야된다고 생각할수록 교복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 하고 싶어하 다.부모님의 허락없이 외모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고생일수록

친구와 같은 랜드 교복을 선택하 으며 교복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 다.매력 인 외

모 리를 해 항상 노력하는 여고생일수록 교복에서 요한 것은 색상과 다지인이라고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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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태도가 교복 선택기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교복태도의 패션추구,단정함이 교복

선택기 의 실용성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설명력은 6% 다.교복태도의 패션

추구,상표추구,색상/스타일이 교복 선태기 의 심미성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0% 다.교복태도의 역할상징,단정함이 교복 선택기 의 리성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 다.교복태도의 상표추구,역할상징,단정함,색상/스타일이 교복

선택기 의 매 진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 다.교복태도의 상

표추구가 교복 선택기 의 외 규제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 다.

교복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서 개성을 표출할수록,친구와 같은 랜드를 선택할수록,교복의

색상과 디자인을 요하게 여길수록할 교복 선택시 착용하 을 때 맵시를 요하게 여기는 것으

로 나타났다.단정함보다는 교복을 변형하여 친구와 일치감을 느끼고 공식 인 행사에 교복을 착

용하려는 의도가 높을수록 교복 선택시에 사은품이나 고모델에 의해 향을 받는 경향을 보

다.친구와 같은 랜드를 선택하고 교복을 변형하여 입는 여고생일수록 교복 선택시 친구나 선배

들의 권유에 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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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

남성성 유형에 따른 외모지향도, 외모관리행동 연구 

이 옥ㆍ구양숙

경북 학교 의류학과

남성성이란(Masculinity)이란 남성으로 태어난 인간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질과 자격,해야 할

도리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구실의 수행과 직결된 개념이다(조혜정,1999).이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역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역할이란 특정 성별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행해야 하는 사회 는 문화 으로 한정된 일련의 기 이며 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 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사회에서 명백히 표명될 수도 있고 모호하게 암시 될 수도 있다(강혜원,

1996).따라서 남성성이란 성역할이 자신이 속한 시 와 사회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그 사회

속에서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우리사회에서도 남성의 성역할이

시 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는 통 인 남성성을 고집하는 세 와 자신만의 삶의 가

치를 추구하는 남성성 등 다양한 남성성이 공존하는 시 이다.특히 남성의 성역할 변화는 외모에

한 여러 가지 문화 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의 남성미를 강조하는 마 나 터 가이 이미

지 보다는 쁜 남자,꽃미남 등과 같이 외모의 특징들을 표 하는 신조어와 트 드를 탄생 시켰

고 이러한 문화 상과 신조어의 출 은 더 이상 강인한 남성의 이미지는 퇴색되고 부드럽고 편안

한 이미지로 자신의 외모 리를 즐기는 남성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패션,피부 리,

화장품 구매,성형 등은 더 이상 여성들의 주체 소비문화가 아닌 남성들이 소비의 주체로서 자

리를 잡아가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성 유형이 외모지향도와 외모 리행동에 미치는

향력과 방향성을 분석하여 남성 외모 련 제품기획 략과 세분시장 략 수립을 한 정보 창

출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 으며

조사 상은 20-50 남성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조사하 으며,분석방법으로는 SPSS

20.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분산분석,상 분석,군집분석,신뢰도 분석,회귀분석을 이용하 다.연

구목 을 해 제시된 가설 검증을 해 남성성유형과 외모 리행동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5요인으로 분류되었고,외모지향도는 군집분석을 통해 두 집단으로 나 어졌다.남성성 유형(5요

인),외모 리행동(5요인)의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0.58-0.806의 비교 신뢰할 만한 수 을

나타내었다.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성성 유형에 따라 외모지향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1의

검증을 해 남성성유형 5요인과 외모지향도 2군집간의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엠니스 성향은

유의수 이 0.151로 외모지향도 두 집단에 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트로섹슈얼 성

향(p= 0.000),메트로섹슈얼 성향(p= 0.000),테크노섹슈얼 성향(p= 0.005), 버섹슈얼 성향(p=

0.003)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모지향도에 따라 외모 리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

이라는 가설2의 검증을 해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 헤어패션행동(p=0.000),화장품사용행동

(p=0.000),성형행동(p=0.000),체형 리행동(p=0.001),피부 리행동(p=0.000)모두에 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성유형에 따라 외모 리행동에 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3

의 검증을 해 상 분석을 한 결과 엠니스 성향의 남성은 외모 리행동 5요인 화장품 사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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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체형 리행동에 상 성을 보 고,메트로섹슈얼 성향은 외모 리행동 5요인 모두에 상 성을

보 으며, 트로섹슈얼 성향은 헤어패션 행동,화장품 사용행동,피부 리행동에,테크노섹슈얼 성

향은 헤어패션행동,성형행동,체형 리 행동,피부 리행동에, 버섹슈얼 성향은 헤어패션행동,

화장품 사용행동,체형 리행동,피부 리행동에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성 유형

에 따른 외모지향도,외모 리행동에 한 향 계를 한 회귀분석 결과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성 유형이 외모지향도와 외모 리행동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성의 유형에 따라 외모지향도와 외모 리행동에 어떠한 련성이 있는지

를 악한 것으로 이는 남성성의 유형별 특질을 악하여 변화하는 남성들의 외모 련 의식과 외

모 리를 한 심분야에 한 흐름을 분석하고 이에 신속히 응할 수 있는 략 제품 개발

에 한 정보 제공과 남성유형별 감성과 특질에 의한 세분화된 시장 략으로 신 소비시장 마켓

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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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

소비자의 의사결정 유형과 시간압박이 

개인화 제품의 선택에 미치는 향

이지연․추호정

서울 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는 소비자 의사결정 유형 구매상황에서의 시간압박이 개인화된 패션 제품의 선택

구매시 에서의 상된 후회감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 다.소비자가 평소 의

사결정과정에서 극 화(Maximizing)기 을 사용하는지 만족화(Satisficing)기 을 사용하는지,

제품 구매 시 에 시간압박의 상황이 존재하 는지의 여부에 따라 개인화 제품과 표 화 제품의

선택 여부가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한 상반된 의사결정 기 을 지닌 Maximizer소비

자와 Satisficer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에서 상되는,구매시 이후에 경험하게 될 후회감정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밝히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선택형 운동화를 자극물로 조작하여,피험자들에게 자극물로 제

시된 운동화가 실제 매된다면 이와 같이 디자인 칼라,소재를 선택하는 맞춤형 제품을 선택

할지,그 지 않은 표 화 제품을 선택할지를 조사하 다.설문 문항은 소비자 의사결정 기

(Maximizingvs.Satisficing),시간압박(TimePressure), 상된 후회감정(AnticipatedRegret),인

구통계학 특성에 한 문항들로 이루어졌으며,설문조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0 에서 50

까지의 남녀 편의 추출한 응답자를 상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온라인으로 시

행되었다.최종 으로 332부의 자료에 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이를 해 SPSS20.0통계 로

그램의 빈도분석,요인분석,회귀분석,분산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의사결정에 있어 극 화(Maximizing)기

을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개인화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구매 시 시간압박을

받는 상황일 경우는 소비자들의 표 화 제품 선택이 늘어났고,시간압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화 제품의 선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의사결정에 있어 극 화(Maximizing)기

을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구매시 에서 상되는,구매시 이후에 경험하게 될 상된 후회감

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소비자 의사결정기 과 시간압박의 상호작용을 보기 한

분산분석 결과,개인화,표 화 제품 선택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고객에게 각기 다른 패션 제품을 생산하고 제공하는 개인화 략은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

한 비용과 험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다.따라서 패션기업은 소비자의 개인화,표 화 제품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변수에 한 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소비자 특성 구매상황에 따라

제품의 개인화,표 화 략을 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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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0

백화점 부대 서비스 시설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박 희·성지 ·유경훈 ·이다건·김지희
계명 학교 패션마 학과

I.서론

소비자들의 행동양식과 의식의 속한 변화에 응하기 해 백화 업계는 새로운 업 략을

추진하고 있다.새로운 략의 일환으로 백화 들은 고객이 원하는 쾌 한 환경,고 스런 분 기,

매장 내에 문화복합센터 기능의 수용 등 미래지향 인 다양한 특성을 수용하고 있다(Jeon,2010).

한,백화 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와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기 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종

합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개념을 도입하 고 백화 간의 경쟁심화로 경쟁우 를 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부 (서비스)시설이 백화 으로 하여 경쟁우 를 가지게 해

하나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화 의 고객만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한 일환으로 부 서비스 시

설에 한 요도를 인식하고 이에 한 황을 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목 을 설정하 다.

첫째,부 시설 사용 빈도,이용 동기,이용시 고려사항,인지정도,사용정도 등의 부 시설 사용에

한 황에 해서 악하고 둘째,백화 부 시설의 사용과 백화 만족도 간의 계를 알아보

고자 하 다.

Ⅱ.연구방법 차

조사 상자는 구 지역 백화 을 이용하는 고객이나,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구,경북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상으로 하 으며 자료수집을 해 설문지를 사용하

다.측정도구는 선행연구(Park,2004)에서 사용된 문항이나 본 연구를 해 연구자가 작성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백화 부 시설 인지 정도는 백화 의 각 부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하

는 정도를,사용 정도는 실제로 백화 부 시설을 사용해본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수가 높

을수록 인지하고 있는 정도 혹은 사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자료 분석은 SPSS17.0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부 시설 인지 사용 정도,부 시설의 요도 만족도를 악하기

하여 빈도 평균을 산출하 다.부 시설 인지정도,사용정도, 요도,만족도와 백화 만족도

와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

Ⅲ.연구결과 고찰

백화 부 시설 이용 빈도 한 월 1∼3회가 84%로 부분을 차지하 다.백화 부 시설을 이

용하는 이유는 제품 구매 시 부수 으로 이용한다는 고객들이 41.7%로 가장 많았고,쇼핑 시 여가시

간을 활용하기 해 사용하는 고객들이 39.6%로 나타났다.백화 부 시설 이용 시 고려사항은 쇼

핑 련 연 성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특정 액 이상을 구매 시 상품권 증정이나 이벤트

련 행사 등 백화 의 주목 인 쇼핑과의 련성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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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편리성이 20.8%를 차지하여 부 시설 이용 시 백화 의 교통의 편리성,입지 편의 등을

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 부 시설에 한 인지 정도를 알아본 결과,사은품 증정 데스크가 56.6%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객 상담실 (51.5%),안내 데스크 (51.4%)순이었다.백화 부 시설에 한

사용 정도를 살펴보면 커피 이 (40.7%), 화 이 (33.8%),사은품 증정 데스크(31.4%)순으로 나타

난 반면에 여행사 (1.4%),환 소 (1.0%),동호회 라운지 (0.7%)는 사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인지정도와 사용정도 간에는 평균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 시설에 한 인지 정도는

높으나 사용정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 부 시설 사용과 백화 만족도간의 계를 알아보기 해서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백화 만족도는 부 시설의 요도,부 시설 만족도,부 시설에 한 인지정도와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 시설 사용정도와는 유의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다

시 말해서 백화 부 시설이 요하다고 여길수록,부 시설에 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 시설

에 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백화 에 한 만족도는 높은 것을 의미한다.그러나 실제 부 시설

이용정도와는 유의한 상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 시설에 한 인지정도가 높고 이러한 부

시설이 요하다고 여기며 그에 한 만족도가 높더라고 시간 제약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실제

사용은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 시설 사용정도와 백화 만족도간의 계는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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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

조선시대의 삼베 역사에 관한 연구

이수혜·이자연

신라 학교 의류학과

서 론

삼베는 고 부터 에 이르기까지 우리민족이 사용해 온 역사성을 지닌 섬유로 에도 일

부지역에서는 우리 민족의 통 생산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 의

가락바퀴가 출토됨으로써 그 당시부터 실을 제조하 음이 증명되었으며,인류 최 의 섬유인 마섬

유가 한민족의 한반도 이주와 거의 시기를 같이 하 으므로 마섬유의 역사는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청동기 시 에 는 더 많은 양의 가락바퀴가 출토되면서 실을 제조하고 직물을 제직하는 양

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여러 문헌기록을 통해서 마섬유가 삼국시 이래로 조선시 에 이르

기까지 지속 으로 리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조선시 를 연구하고자하며,한민족의 한반도

이주와 거의 시기를 같이 해온 삼베의 역사 즉,삼베의 사용 용도에 하여 고찰하여 향후 민족성

을 지닌 섬유로서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 의 삼베 역사에 하여 알아보기 하여 문헌 방법을 사용하 다.섬

유류 유물의 경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부패되고 소멸되므로,『朝鮮王朝實 』의 사서류와 선행

논문 그리고,복식사 련서 을 심으로 조사하 다.

결과 고찰

『朝鮮王朝實 』에 기록된 삼베에 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世宗實 』世宗 元年 12月17日(1419)(壬辰)의 기록에 임 이 국에 진헌(進獻)할 때 ㆍ은을

미곡(米穀)으로 바꾸고 포(苧 )는 마포로 신한다는 기록이 있으며,이는 포를 더 가치가 있

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이는 왕에게 바치는 진상품에 한 규격을 맞추는 것

으로 삼베가 진상품으로 사용되었다는 도 확인할 수 있다.『世宗實 』世宗 1年(1419)1月 22日

(丁卯)에는 황제와 황태자에게 바치는 조공품의 품목이 나타나 있다.『定宗實 』定宗 1年(1399)

7月 21日(기축(己丑)),같은 해 9月 10일日,그리고『太宗實 』太宗 1년(1401)10月 1日(丙辰)의

기록에 일본 사자나 지종(志宗)에게 포(苧 )ㆍ마포(麻 )등을 하사하 다는 기록이 있다.이는

당시 일본에 조선통신사를 보내는 등 조선이 일본보다 높은 지 에 있을 때,일본과의 우호 증진

을 하여 조선의 왕이 외교 으로 삼베를 하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世宗實 』世

宗 1年(1419年)5月 16日(庚申)의 기록에 ‘왜인 방비에 나갔던 다섯 사람에게 삼베옷[麻衣]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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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을 각각 주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삼베옷의 실제 사용과 더불어 삼베옷을 한 옷

으로만 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삼베는 평상복으로 사용되었다.『中宗實 』中宗4년 (1509)3월 12일(甲辰)에 당시 궁에서 공부

하는 경연장의 고 이었던 김당이 온포(縕袍)를 족히 부끄러워할 것이 못됨을 알게 하 다.그는

검소를 도탑게 숭상하며,뜻을 돈독히 가지고 학문에 힘써 풍화의 근원을 맑게 하는 의미에서 온

포를 즐겼다.당시 삼베가 평민들이 입었던 평상복을 뜻하는 것으로 검소의 상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는 가격도 낮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宣祖實 』26年(1593)3月 24日의 기록을 보

면 명나라 사신과 우리나라 사신이 서로 주고받는 화 에서 이 평소에 입는 옷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명주,무명,삼베라고 답했다.이것을 살펴보았을 때,당시 궁궐에서도 삼베를 평

상복으로 입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孝宗실록』5년(1654)6월 20일(무인)의 기록을 살펴보

면 백성들이 가난하여 농사지어 밥을 먹고 길 하여 옷을 입으며,흙·나무·가죽으로 만든 기물과

일상으로 쓰는 무명·삼베·곡식에 의지하고 있음을 하고 있다.따라서 당시 삼베는 일반 평민들

이 입는 옷의 재료로 쓰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삼베는 상복(喪服)으로 사용되었으며,제사(祭祀)시에도 사용되었다.『太祖實 』1年 (1392)8月

28日(丁丑)에 상ㆍ장례 시 의복에 한 내용으로 최복(衰服)은 마포(麻 )를 써서 제조하고 조

포(粗 )를 써서 제조하며,건(巾)은 사모(紗帽) 에 싸서 쓰게 하고,띠[帶]는 뒤로 드리우게 하

며,마질 (麻絰帶)는 백일 만에 벗게 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상ㆍ장례 시 삼베를 많이 사용하

음을 알 수 있으며,『太祖實 』1年(1392),9月 1日(己卯)의 기록에서도 제사 시 흑색 세마포(細麻

)와 백색 세 포(細苧 )를 가져가서 혼 (魂殿)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게 하 다는 내용이 있

다.이처럼 조선시 에서는 평민들이 많이 입고,보편 인 상복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상품의 질과 등 에 따라 달리 왕실에서도 고 옷감으로 사용되므로 삼베의 이용이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 외에도『英祖實 』 33年(1757)2月 20日(壬

午),『正祖實 』10년(1786)5月 13日(乙卯),『純祖實 』34年(1834)11月 16日(丁丑),『憲宗實 』

12年(1846)4月 29日(甲寅)의 기록에서는 모두 왕에게 상례에 한 차와 상복에 한 에 한

것을 아뢰고 있는데,삼베로 만든 상복을 입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조선후기로 갈수록

삼베는 상복으로 정례화 된 것을 볼 때,지 재 삼베가 상복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때

부터 유례된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삼베는 교역품으로도 사용되었다.『太宗實 』太宗 11年(1411)12月 18日(甲辰)의 기록에 경상

도에 명하여 흥창(廣 倉)에 바치는 오승포(五升 )1만 필로써 면주(綿紬)ㆍ 마포(苧麻 )를

무역하게 하 다는 내용이 있는데 흥창이란 고려 조선시 리들의 녹 에 해 일을 하던

청으로 국가에서 삼베를 이용해 무역을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世宗實 』世宗 元年(1418年)9月 12日(己未)와『世宗實 』 世宗 2年(1420年)4月 19日(丁巳)

의 기록에서는 명나라 사신에게 모시와 삼베를 주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어 삼베는 물로도 사용

된 흔 을 찾을 수 있다.

조선시 에서는 특이하게도 군보(軍保)라는 제도가 나타나게 된다.이는 조선조 때 정병(正兵)을

돕기 하여 둔 조정(助丁)으로,원래는 병역(兵役)을 면제하는 신에 농작(農作)에 노동력을 제

공하도록 했으나,후에 군 의 비용으로 쓰기 하여 역(役)을 면해 주고 그 가로 삼베나 무명

따 를 받아들 다.즉 삼베가 군역을 면제해주는 신에 걷어 들이는 징수용 물품으로 사용된 것

이다.이에 한 기록으로는『肅宗實 』40年(1714)7月 22日(辛酉)의 기록과『肅宗實 』42年

(1716)11月 27日(癸未)의 기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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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조선시 의 삼베 역사에 하여 『朝鮮王朝實 』를 살펴보고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 할 수

있었다.

용 도 출 처 내 용

진상품
『世宗實 』 世宗 元年

(1418年)12月17日(壬辰)
…皆曰:“金銀固當以米穀換之,別獻之時,以麻 代苧 .”…

조공품
『世宗實 』 世宗 1年

(1419)1月 22日(丁卯)

…黑細麻 一百匹、絲麻交織 一十匹、…、白細苧 二十匹、黑細麻

四十匹、人蔘一百觔、雜色馬六匹…

하사품

『定宗實 』 定宗 1年

(1399)7月 21日(己丑)

…十人詣闕拜辭,賜苧麻 及人蔘、虎ㆍ豹皮等物,以謝大 軍及義弘,爲

我國滅賊之意.…

『太宗實 』 太宗 1年

(1401)10月 1日(丙辰)
…志宗虎豹皮各一領、席子十張、白苧黑麻 各十匹,皆授其使而 之….

평상복

『中宗實 』 中宗 4年

(1509)3月 12日(甲辰)

…凡在師長之職 ,體予至懷, 以義方,使知墻面之爲可(差),而縕袍之不

足恥也。…

『宣祖實 』 宣祖 26年

(1593)3月 24日
…且問孝男曰:‘中殿常時所著,何物?’答曰:‘紬綿 也.’…

상복

(喪服)

『太祖實 』 太宗 1年

(1392)8月 28日(丁丑)

…一,服制合衰服,用麻 製造及用粗 製巾,裹于紗帽上,帶垂于後.麻絰帶

百日而除…

『英祖實 』 英祖 33年

(1757)2月 20日(壬午)
…殿下齊衰杖朞,衣裳中衣,冠、巾,首絰、腰絰、絞帶,杖 素履.…

『純祖實 』 純祖 34年

(1834)11月 6日(丁丑)
…宋儒陳澔之註,有斬衰不可之說,此似可疑…

『憲宗實 』憲宗 12年

(1846)4月 29日(甲寅)

…庚寅服制,旣爲齊衰三年,今番似當有緦服,而乃以淺淡 服磨鍊,誠甚疑眩

矣.…

세

징수

『宣祖實 』宣祖 32年

(1599)3월 18일(丁酉)

…寒澟之極,隳指裂膚,而木花不産焉,其所資以爲衣 ,只是麻枲,其民之

生,亦可哀已.…

교역품
『太宗實 』 太宗 11年

(1411)12月 8日(甲辰)
…命慶尙道,以廣 倉納五升 一萬匹,貿易綿紬苧麻 ,…

물품

『世宗實 』 世宗 元年

(1418年)9月 12日(己未)

…問安於使臣,仍贈細苧麻 幷四十匹、人蔘三十斤。 頭目二各贈苧麻

六匹。 其餘贈物,依黃儼例。 上王亦 贈細麻 二十匹、人蔘十五斤,

頭目二各麻 四匹。兩 上別贈麻 二匹於頭目黃貴。 貴,儼之姪也….

『世宗實 』 世宗 2年

(1420年)4月 19日(丁巳)

…丁巳/遣元肅,贈使臣趙亮白細苧 十匹、黑細麻 三十 匹、人蔘三十

斤、衣一襲、滿花席六張、雜彩花席六 張、黑斜皮靴一 、茶二斗,…

징수품

(군보)

『肅宗實 』 肅宗 40年

(1714)7月 22日(辛酉)

…備邊司因江原道暗行御史趙錫命書啓,令江原道臣、守令,講究軍保團束

節目.…

『肅宗實 』 肅宗 42年

(1716)11月 27日(癸未)

…守禦廳軍保,以三千名定額矣,雜 常多,災減亦頻,廳中 用,每患不足,

而但近年良役之弊…

<표 1>『朝鮮王朝實 』에 기록된 삼베에 한 내용

삼베는 의 하찮은 직물이 결코 아니었으며,궁궐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 사신의 선물로도

귀하게 활용되어 왔던 한국의 옷감이라 할 수 있다.서민들이 길 을 메면서 옷가지로 활용된 삼

베이지만 격을 요시 하던 궁 에서도 리 쓰 던 것이다.『연산군일기』연산군 7년(1501년)5

월 5일(임자)의 기록과 연산군 9년(1503년)4월 11일(정미)의 기록,그리고 연산군 9년(1503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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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무진)의 기록 등 수 많은 역사기록을 할 수 있다.특히 흰 모시와 검정 삼베를 내 으로 보

냈다는 내용이 많은데 이를 통해 왕실에서도 삼베를 사용하 다는 것과 삼베에 물을 들여 사용하

다는 것으로 삼베 제작 기술뿐 만 아니라 삼베가 리 이용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삼

베의 역사를 정리해보면 평상복,진상품,하사품,조공품,교역용, 물품 그리고 군보 등 매우 다

양하고 유용한 옷감으로 리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래에 와서는 서양문물의 무

분별한 수용으로 우리 고유의 삼베가 통 의미와 용도를 잃어가며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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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2

전통소재와 규방공예 기법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에 관한 연구

- 신생아 모빌을 중심으로 -

강혜진·이경미·정명숙

한경 학교 의류산업학과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통문화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통문화 콘텐츠 개발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새로운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한 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문화상품과 련된 연구를 분석해 보면 통문양,기법,색,형태를 이용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

어져 있고,이와 함께 문화상품의 황을 분석한 연구, 재 유통 인 문화상품의 인지도와 선호

도를 조사한 연구 등이 있다. 통소재를 이용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특히 한지와 모시 소재를 이용한 상품 개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통소재인 한지와 모시를 재료로 하고,규방공

기법을 활용하여 신생아 모빌을 제작한 것으로,우리나라 통소재와 규방공 기법을 이용한 문

화상품을 개발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를 해 먼 서 ,인터넷자료,연구논문 등 문헌자료에 등장하는 한지와 모시에 한

물 특성을 고찰하 다.다음으로 규방공 와 문화상품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 다.이와 같

은 이론 배경을 토 로 문화상품으로서 신생아 모빌의 합성을 분석하 다.마지막으로 한지와

모시를 소재로 하며,규방공 기법을 응용한 신생아 모빌을 제작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한지와 모시,규방공 ,문화상품에 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한지는 질긴 성질을 가

지고 있는 닥 섬유를 원료로,강한 내구성,향균성,자연 질감을 나타내고 있으며,투과성,공

특성을 가지고 있다.모시는 모시풀의 피 섬유가 원료이고,향균성,강한 흡수성,내구력을 가

지고 있으며, 택이 있어 미 특성을 보여 다.규방공 는 오방색을 기본으로 하고 오방간색을

활용하여 바느질,매듭 등이 어우러져 한국의 통미를 표 하는 공 이다.문화상품은 문화

역이 경제 역과 결함됨으로써 산업의 생산 소비의 상들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상품을

의미한다.

둘째,신생아 모빌의 문화상품으로서의 합성을 분석한 결과,한지,모시 규방공 를 이용하여

제작한 신생아 모빌은 재 시 되지 않는 상품으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높다.특히,자연소

재인 한지와 모시는 깨끗하고,향균성을 가지고 있어 신생아 모빌의 소재로 합하 다.한지의

투과성과 모시의 택을 활용한 모빌은 신생아 모빌로서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장식품으로써의 상

품성도 보여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규방공 의 오방색은 신생아 모빌 색상에 합하 으

며,모빌을 손바느질로 직 제작할 수 있도록 반제품으로 상품화하여 태교에 도움을 수 있다

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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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이론 자료 분석을 통하여 신생아 모빌을 디자인하 다.제작한 디자인의 구성은 모빌지

붕과 모빌 모빌 이며,흑백모빌과 칼라모빌 두 가지로 디자인하 다.흑백모빌은 지붕과 모

빌의 색을 흑과 백으로 표 하 으며,오방색모빌은 지붕과 모빌의 색을 오방색으로 표 하 다.

소재로는 지붕과 은 한지,모빌은 모시로 하 다.기법으로는 지붕과 모빌은 감침질 기법을 이

용하 으며, 은 한지의 제작기법인 지승기법을 이용하 다.지붕은 아치 형태로 곡선의 미를 보

여 수 있도록 디자인 하 으며,모빌은 동그라미와 네모 모형의 모빌로 디자인 하 고,모빌

모형 내부에 기하학 무늬인 세모,네모,동그라미,달 등을 표 하 다.이 디자인의 목 은 신생

아들에게 가장 기 인 모양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은 세 가닥을 꼬아 머리를

땋은 모양으로 디자인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신생아모빌은 우리나라 통소재와 규방공 기법을 이용한 문화상품으로

서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 합성섬유를 즐겨 이용하는 은이들의

심을 유도하여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친환경 이며 우리나라의 통성을 보이는 신생아 모

빌을 통해 통문화에 한 인식을 확산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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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

장생보연지무, 연백복지무, 제수창, 최화무 복식에 관한 연구

남후선1)·김순 2)

1)
경 학 패션스페셜리스트과

2)
서울 학교 의류학과

본 연구는 장생보연지무,연백복지무,제수창,최화무 복식의 종류 형태 특징을 이해하고,이

들 복식에 사용된 색채의 배색 특성을 고찰한 연구이다.이들 4개의 궁 무용은 조선후기에 발생

된 당악 정재로서 재 창덕궁,경복궁,운 궁 등에서 재 되는 궁 무용 가운데 일부만 승되

고 있는 것들이다.본 연구는 조선 후기 당악 정재 복식의 형태 색채에 한 체계 분석을 통

해 실 된 무용 복식을 고증 제작하기 한 기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복식 배색에 스며있는

음양오행사상의 이해를 통해 우리 통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구체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첫째,장생보연지무,연백복지무,제수창,최화무 여령 무동 복식의 종

류 형태 특징을 살펴본다.둘째,음양오행의 상생 상극 계에 의거하여 배색 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로서,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순조무자진작의궤』(1828),『순조기축진찬의

궤』(1829),『헌종무신진찬의궤』(1848),『고종정축진찬의궤』(1877),『고종정해진찬의궤』(1887),

『고종임진진찬의궤』(1892),연세 학교 박물 소장 무5년(1901)병풍 등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여령 복식의 경우 장생보연지무,연백복지무,제수창,최화무 4개 무용에서 사용된 복식의

종류와 형태가 거의 동일했으나 시 의 변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 다.여령 복식으로 화 ,

황 삼,홍 상,수 가 사용되었다.여령의 황 삼은 직령 합임의 수포 형태 으며,홍 상은 19

세기 까지만 해도 의례용 상 형태 던 것이 19세기 반 이후에는 여자의 일상복 치마 형태로

바 어 갔다.무동 복식의 경우 춤의 종류,공연 장소,무동의 역할,시 의 변화 등에 따라 복식의

종류가 달랐다.4개 무용 부에서 공통 으로 홍포와 백질흑선 단의가 사용되었다.그러나 장생

보연지무에서 무동은 공연 장소가 자경 인 경우 각건,남야 ,흑화를 입었고,장소가 연경당인

경우 아 모,남질흑선상,녹한삼,주 를 입었다.연백복지무에서는 원무 무동과 선모 죽간자

무동의 옷이 달랐다.원무 무동은 홍포를 입었으나 선모 죽간자 무동은 남포를 입었다.홍포에

는 각건,남야 ,흑화를 입었으며,남포에는 복두,홍야 ,흑화를 썼다.제수창에서 무동은 홍포를

입기도 했지만 후 로 오면서 홍화주의를 입었다.순조 29년(1829)에는 홍라포,남질흑선상,야자

,아 모,흑화를 사용하던 제도가 고종 29년(1892)에는 홍화주의,홍화주상,홍남 ,화 ,흑화

로 바 게 된 것이다.무동의 홍포는 여령의 황 삼과 달리 단령 수포의 형태 다.

둘째,음양오행의 상생 상극 계에 의거하여 장생보연지무,연백복지무,제수창,최화무 복식의

배색 계를 살펴본 결과,여령 무동 복식 반에 걸쳐 상생의 배색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

타났다.여령 복식의 경우 4개 무용에서 모두 상생의 배색만 사용되었는데,구체 으로 보면 상하

계에 황색과 홍색,표리 계에 홍색과 남색, 체와 부분의 계에 황색과 홍색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특히 백한삼-황 삼-홍상- 록혜로 이어지는 여령 복식 반의 색채가 모두 상생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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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지고 있어 여령 복식의 색채 사용에서 음양오행의 조화를 매우 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무동복식의 경우에도 상생의 배색이 많은 편이었으나 간혹 상극의 배색이 나타나고 있었

다.상하 계에서 홍색과 남색, 체와 부분의 계에서 백색과 흑색,남색과 흑색,홍색과 남색

등이 사용되어 모두 상생의 배색 계를 보이고 있었다.그러나 표리 계에서 홍색과 백색,남색

과 백색 등 모두 상극의 배색이 보임으로써 이면보다는 표면에 드러나는 옷의 배색을 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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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

메이크업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선방안 연구

김효진1)·유태순2)

1)
구가톨릭 학교 가정교육 공

2)
구가톨릭 학교 패션디자인과

1.서 론

고도의 지식정보화 사회,기술 사회,세계화 시 의 특징을 지닌 재의 뷰티 서비스 산업의 다

양화와 문화의 경향은 에 뛸 정도 두드러지고 있으며,미(美)에 한 기본 인 본능과 끊임없

는 추구는 뷰티 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분야의 문가에 한 수요

를 창출하고 있다.이런 변화에 부응하기 해서는 우선 메이크업과 련된 기본 지식과 기술 습

득이 무엇보다도 요하다.그러나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기 지식을 제 로 갖추지 않고서는

장의 요구나 문제 해결에 히 응해 나갈 수가 없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해서는 메이크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공통되고

일 성 있는 기본 교육과정과 체계 인 내용 구성을 바탕으로 하여 검증된 메이크업 교과서로 기 이

론지식과 함께 실기의 기본을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 교육과정에 한 연구와 함께 개선되

어야 할 부분으로 고등학교 학제에 맞는 문화된 교과서에 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 교육과정과 기존에 출간된 교과서를 분석하고,더 나아가 보다 더 실용

이고 효율 인 메이크업 교과서 개발을 한 안을 찾고자 한다.즉 이론과 실무의 차이와 간격을

여 실제 산업 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교과서 연구에 그 목 을 둔다.

  크업 과 과  및 과  개방안  알아보기 해 다 과 같  연 문 를  하 다.

1)특성화 고등학교의 문교과 메이크업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2)메이크업 교과서의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연구방법

국의 특성화 고등학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용하여 학교정보공시를 하고 있는 12개

교를 심으로, 재 사용 인 교과서 일반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능률교과서의 『메이크

업』과 한국교과서 주식회사의 『메이크업 실습』 2권으로 그 상을 한정하 으며,교과서의 내

용 체계 분석에 앞서 교과서 내용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분석을 우선하 다.

3.결과 고찰

1)메이크업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첫째,메이크업 교과의 교육내용에 따른 분장은 심화과정으로 하고,네일 아트는 교과목의 분리

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 메이크업 교과안에서 ‘기 메이크업’,‘실용 메이크업’과 ‘분장’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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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용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장 실무와의 괴리를 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희망 공 분야에 따라 메이크업 교과의 교육내용의 범 를 학년별(단계 )로 제시하고,

체계화하여야 한다.교육의 내용을 무 많이 범 하게 구성한다든지,지나치게 간결하게 구성

을 해 놓을 경우 학교별 교육과정의 자율 편성으로 교육의 편차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어도 메이크업을 공으로 하려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평 을 주기 해서는 학년별로 공통 으

로 달성할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여야 한다.

셋째,메이크업 교수․학습 방법은 장의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그 목 을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맞게 실제를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평가 시 각 역별,내용별 세부 인 평가기 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교육과정은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와 수요를 반 하여 능동 으로 처할 수 있는 자율

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사회의 산업구조는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정보매체의 발

달로 미용 련 문 지식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미용 산업의 발 으로 인하여 규모가

커지고 있고,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요하는 이 시 에,교육의 목 은 국가 발 의 원동력이 되는

유능한 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메이크업 교과서의 개선 방안

첫째,학습목표를 올바르게 제시하여야 한다.학습목표는 곧 학습내용이며 수업시간에 실행하는

학습활동과 더불어 성취하여야 할 학습의 결과이다.그러므로 올바른 학습목표를 세워야 학습활동

이 진행이 되고 그 결과로 타당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둘째,국가 수 교육과정을 기 으로 한 일 성을 가진 체계화된 교육의 내용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최소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공통되게 빠짐없이 구성되어져야 하지만 재 사용

인 메이크업 교과서들을 보면 국가 수 교육과정의 기본 내용 구성의 일부가 락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 그 양을 감당치 못해 내용 부실이 그 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문교과로 신설됨에 따라 검증된 교과서가 필요하다.미용 련 국정교과서로는 헤어미

용,피부 리,공 보건 세 과목이 있고 주로 학교에서 사용 인 메이크업 교과서는 인정교과서

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올바른 지식 달과 다양하고 창의 인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메이크업』과『메이크업

실습』두 종류의 교과서를 분석해 본 결과,이론과 실제 용에 있어 일치하지 않은 학습내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혼동을 수 있어 무엇보다 명확하고 검증된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결 론

첫째,내용 체계에 따라 ‘기 메이크업’,‘실용 메이크업’,‘분장’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둘째,학습목표는 행 동사 형태로 구체 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메이크업은 색채에 한 기본 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넷째,메이크업의 비 단계에서 철 한 생 개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메이크업 도구나 제품은 시 상황에 맞는 제품으로 정보를 달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메이크업의 이론과 실습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의 수 에 맞추어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일곱째,시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메이크업의 특징이 잘 표 된 사진자료가 제시되어야한다.

여덟째,유연한 교육과정 운 을 통한 교과서의 지속 인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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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국가차원에서 심의 인정된 검정교과서의 채택이 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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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

삼차원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승마바지의 피트성 평가방법

강미정․권 아

신라 학교 패션산업학부

승마바지는 승마복 에서도 착용 쾌 성이 요하다.승마자세는 퇴와 하퇴의 굴곡을 크게

하여 안정된 무릎자세를 취하여 상체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요하므로 엉덩이와 무릎부 의 체

형변화가 반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승마바지의 쾌 성은 피트성,신축성,온열성 등 다

양한 성능 측면에서 종합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의복의 피트성 평가는 외 과 착의감 같은 주

평가방법과 근 계를 이용한 동작에 의한 근육반응과 의복의 구속도를 측정하거나 3차원 데이

터를 이용한 착의단면도를 통해 의복과 인체와의 공극량을 분석하여 객 평가방법이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소재의 신축성이 매우 요구되는 승마바지와 같은 착형 의류에 이를 용시키기에

는 한계가 있으며 기승자세를 취하는 기능성 승마바지는 자세에 따른 바지의 피트성과 치수변화

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는 삼차원 스캔데이터를 활용하여 승마자세시 승마바지의 피

트성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삼차원 스캔데이터는 정자세와 기승자세를 비교하여 착 승

마바지를 착용한 상태에서 허리선의 각도를 측정 비교하여 뒤허리선의 피트성을 평가하고 자세별

승마바지의 치수변화와 면 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승마바지는 cotton93%/spandex7%의 트 직물로 피트성이 좋다고 알려진 P사와

C사의 시 제품을 사용하여 비교평가하 으며 피험자는 20 여성 4명으로 각각 정자세와 승마자

세를 취하고 스캔하 다.승마바지의 삼차원 스캔데이터는 Rapidform을 이용하여 모델링 후 승마

자세시 바지허리선의 피트성 평가를 하여 수평plane과 허리선의 각도를 측정하 다. 한 인체

기 선에 근거하여 plane 치를 설정한 후 바지부 를 분할하여 자세변화에 따른 바지부 별 치수

와 면 을 측정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자세시 승마바지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평면과 허리선의 각도를 측정한 결과 허리선 각도가

클수록 실제 승마자세시 바지의 뒤허리선이 덜 내려갔는데,이는 허리선 각이 클수록 뒤허리선의

치가 높아 앉은자세에서 피트성에 도움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자세에 따른 승마바지

의 치수변화를 살펴보면,승마자세시 승마바지의 앞 심길이가 정자세에 비해 약 20∼35%범 에

서 감소율을 보 으며 앞무릎길이는 정자세에 비해 30%이상의 증가율을 보 다.승마바지의

퇴길이는 승마자세시 길이가 감소하 으나 무릎길이는 20%이상의 증가율을 보 다.자세변화에

따른 둘 변화를 살펴보면,승마자세의 경우 모든 부 에서 정자세보다 체로 둘 가 증가하 으

며 특히 바지 앞엉덩이(19∼20%), 퇴(18∼19%),무릎부 (24∼32%)의 둘 에서 변화율이 크게

나타났다.자세별 승마바지 스캔데이터의 면 차이를 살펴보면,앞 퇴,앞무릎부 면 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나 길이차이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이상의 결과에서 시 승마바지의 경우 정자세에 비하여 승마자세시 바지뒷 심선이 내려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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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을 보 다.이는 삼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세별 허리선의 각도를 측정하여 정자세에서

승마바지의 뒷 심선의 치가 높을수록 허리선의 각이 클수록 승마자세에서 바지뒤허리선이 덜

내려가 피트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자세별 허리각도 측정을 통한 객 자료를 도

출하는 평가방법은 재 성이 어려운 승마자세와 같은 특수자세에서 인체와 착의인체간 각각의 스

캔이 필요없고 특수자세시 문제될 수 있는 데이터의 단면 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없이 착용자

의 바지뒤허리선의 피트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따라서 승마바지는 뒤 심선을 높

이는 동시에 엉덩이 심부 에 신축성 소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한 승마자세시 바지 무릎부

의 길이와 면 증가율이 높은 결과를 반 하여 무릎부 에는 고신축성 소재를 사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재의 신장률이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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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6

남성정장용 양모 직물의 역학적 특성 및 태

권 아

신라 학교 패션산업학부

최근 의복의 개성화,다양화에 따라 의복 제조업체에서는 다양한 소재와 제기술이 요구되고

있다.의복업체와 소재업체에서 소재기획과 품질 리가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기 해 요하

게 다루어지고 있다.남성정장도 고 화,경량화의 트랜드에 맞춰 가볍고 얇은 고품질의 양모소재

가 사용되고 있다.얇고 가벼운 양모소재로 남성정장을 제조하는 공정은 여러 단계의 숙련된 제

기술을 요구하므로 제공정 남성정장 소재로서의 역학 성능 태 평가를 통해 남성정장으

로 제작된 후의 외 품질을 측하는 실용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추동 남성정장용 양모 직물소재의 사양 제어를 한 기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0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14종 양모 소재의 기계 성질 태를 분석하 다.본 연구에서는 양모 직물의

기계 성질의 측정을 해,KES-FB원단 테스트 시스템(KatoTechCo.,Ltd,일본제)을 사용하여 인장,

굽힘, 단,압축,표면의 16개 섬유기계 성질을 얻었고 H.V.는 F/W Men'sJackets(KN-101-Winter),

T.H.V.는 F/W Men'sJackets(KN-301-Winter)으로 각각 구하 다.추동 남성정장용 양모 직물의 구성

요건과 역학 특성치의 계를 분석하 고,역학 특성치와 태와의 계 해석을 실시하 고,최종 으

로 추동 남성정장의 태를 만족하는 양모 직물의 구성 요건을 규명하는 것으로 하 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추동 남성정장용 양모 직물소재 T.H.V.값은 최소 3.1부터 최고 5.7까지 나타났으며 14종

의 직물 12개가 4이상이고 이 8개가 5이상으로 나타나 국내산 추동 남성정장용 양모직

물 소재의 태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 다.14종의 양모 직물 2개만 보통의 태로 정되었

는데 태가 상 으로 좋지 않은 것은 이 두 소재 모두 직물두께가 0.3mm 미만으로 얇기 때

문인 것을 확인하 다.추동 남성정장 소재로서 양모 직물의 두께는 0.3이상 0.65mm가

함을 알 수 있었다.

2)추동 남성정장용 양모 직물 도가 높아질수록 단강성(G), 단회복성(2HG5),굽힘강성(B),

굽힘회복성(2HB)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직물 도는 경사방향 는 사방향에서 각각

100이하로 해야 T.H.V.가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양모 직물의 시임퍼커링 등 정 결과에 직물 도가 미치는 향이 크게 나타났다.직물

도가 증가하면 시임퍼커링 등 은 낮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추동 남성정장용 양모 직물의 규격 직물의 기본 구성 요소인 두께와 직

물 도만으로 정 태의 범 를 쉽고 간단하게 측할 수 있음을 밝혔다.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직의 양모 직물소재의 객 태와 함께 주 태를 측정하여 객

태와 주 태의 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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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7

자초를 이용한 견직물의 블랙염색 특성

김상률

목포 학교 의류학과

1.서 론

패션에 있어 색채는 복식의 조형성을 평가하는 요요소 의 하나로 그 의미와 상징성은 단순

히 실용 가치뿐만 아니라 미 ,상징 가치를 지니게 된다.특히 디자인에서 블랙(Black)은 산

업 명이후 기계생산과 더불어 자연재료가 아닌 인공재료를 사용하면서 출 하게 되었고 성

의 기 인 기능성,일상성,단순함을 모두 만족시키는 가장 모던한 컬러로 표된다.

따라서 과거 서구문화에 있어 부정 의미의 블랙은 패션에 있어 시크와 모던 표

의 이미지로 색=검정색(블랙,Black)이라는 도식을 가능하게 하 으며,패션디자이 들에게 있

어 블랙(검정색)은 가장 상업 인 색이며 컷 과 실루엣에서 고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색이 되었

다.여러가지 색채들 특히 블랙은 고 부터 시작하여 부분의 시 에 가장 요한 색으로 다

른 어느 색보다도 패션의 연 기를 지배해온 주된 색이다.산업 명 이후 과학,기술의 발 에 따

라 블랙이 모던한 색으로 여성복에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 고 패션의 다양한 트 드 속에서

도 가장 지속 으로 많이 사용하는 색채로 계 과 상 없이 구나에게 사랑받는 가장 인

색으로 사용되고 있다.

블랙컬러는 컬러의 단순함으로 인해 다른색과의 배색에도 조화를 이루고,디자인의 형태와 선을

돋보이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 블랙컬러 패션은 에서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인 아이템으로

인정받고 있다.최근에는 국내외의 패션 랜드에서 블랙컬러를 기본컬러로 산정해 놓고 패션상품

기획을 하며,계 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블랙컬러의 옷은 소비자의 옷장에서 기본 아이템으로 항

상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어느 색 보다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원 이고 복합

인 이미지를 보여주어 패션디자인에 있어 폭넓은 용범 를 가지고 있는 블랙(Black)패

션소재직물 개발을 하여 자 색소추출물을 이용하여 견직물에 염색하 을 때 자 색소의 농도,

매염제 농도에 따른 표면색을 고찰하여 블랙색상발 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하 다.

2.시료 실험방법

시료 시약:시 시 견직물(satin,duppion)을 정련하여 시료로 사용하 으며 ,매염제인 Fe

매염제(FeSO4․7H2O) 기타 시약 등은 1 시약을 그 로 사용하 다.

자 으로부터 염료의 제조:자 600g에 9L의 메탄올을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이를 염료로 사용하 다.

염색 매염조건에 따른 염색성:자 추출색소 300,500,700ml를 증류수 1700,1500,1000ml에

첨가한 다음 염색온도 40℃,염색시간 20분에서 염색하고,Fe매염제 0.1,0.5,1.0g/L로 하여 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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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5분 후매염하 다.

3.결과 고찰

Table1.Colorchangeofsatinfabricsdyedwithgromwellextractandthenpost-mordanted

withFe

L* a* b* ▵E H V/C

Untreated 94.40 -0.52 6.87 0.00 9.34/0.00

Gromwell
concentration

(㎖)

Mordant
concentration

(g)
Repition

300

0.1

D1 71.52 4.95 -4.45 24.47 6.80R 6.96/0.19

M1 71.18 2.26 -4.45 34.57 1.18RP 5.91/0.11

D2 60.81 4.14 -4.45 34.57 1.18RP 5.91/0.11

M2 60.70 2.16 -0.18 35.78 1.02GY 5.90/0.54

D3 52.27 2.52 -4.01 42.91 6.40BG 5.07/0.18

M3 51.79 1.46 -0.81 44.12 5.32GY 5.02/0.50

D4 42.80 2.45 -3.89 52.84 7.72B 4.15/0.16

M4 41.89 1.33 -3.13 53.54 0.78BG 4.06/0.27

0.5

D1 71.52 4.95 -4.45 24.47 6.80R 6.99/0.19

M1 58.89 1.49 7.85 35.63 6.82Y 5.72/1.56

D2 54.01 1.18 3.64 40.59 9.56Y 5.24/1.01

M2 52.79 1.24 7.49 41.69 7.32Y 5.12/1.51

D3 48.44 1.08 7.22 46.03 7.53Y 4.70/1.45

M3 45.80 1.09 8.20 48.60 7.01Y 4.44/1.56

D4 36.37 0.88 3.64 58.16 8.84Y 3.53/0.93

M4 36.26 0.91 4.09 58.29 8.48Y 3.54/0.99

1.0

D1 71.52 4.95 -4.45 24.47 6.80R 6.99/0.19

M1 52.69 1.91 6.15 41.83 6.14Y 5.11/1.33

D2 48.10 1.52 2.93 46.55 8.52Y 4.66/0.88

M2 46.70 1.63 7.06 47.79 6.24Y 4.53/1.41

D3 40.42 1.07 5.27 54.07 7.88Y 3.92/1.14

M3 39.65 1.15 7.38 54.82 6.82Y 3.85/1.29

D4 38.63 1.03 4.65 55.84 7.80Y 3.75/1.06

M4 36.64 1.09 6.45 57.87 7.25Y 3.56/1.43

D:Dyeing,M:Mordanting

Table1은 자 추출액 300ml를 증류수 1700ml에 첨가한 다음 40℃에서 20분 염색하고 철매염제

Fe0.1,0.5,1.0g을 증류수 2L에 첨가하여 40℃,15분 후매염 했을 때 satin직물의 염색과 매염 반

복에 따른 표면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e0.1g으로 매염한 경우,1차 염색시의 명도 71.52에 비해 염색이 반복될수록 명도는 꾸 히

하하 으며 매염의 반복에 의해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어 염색 매염이 반복될수록 색상이

어두워짐을 알 수 있었다.Fe0.5g 1.0g의 매염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 으며 일반 으로 매

염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명도는 더욱 하함을 알 수 있었다.

색감각지수 a*의 경우,1차 염색시 4.95에서 2차 염색시 4.14로 하하고 염색이 반복될수록

하하여 녹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 다. 한 매염시 염색의 경우보다 a*값이 하하여 매염에 의

해 녹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매염이 반복될수록 하하여 녹색을 띄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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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 다.이와같은 경향은 Fe0.5g 1.0g의 경우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e0.1g으로 매염시 색감각지수 b*의 경우,미처리직물에 비해 염색시 감소하여 청색을 띄는 경

향이 증가하 으며 3차 염색 4차 염색시 다시 증가하 으나 염색이 반복될수록 청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한편 매염을 했을때에는 매염이 반복될수록 b*값은 증가하여 황색

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 으며 4차 매염시 감소하여 청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 다.Fe0.5g

1.0g으로 매염시에는 2차 3차 매염시에는 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 으나 4차 매염시에는

황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 다.

색차는 염색과 매염이 진행될수록,매염제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염색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채도(C)는 매염제 0.1g의 경우 염색이 반복될수록 약간 하하 으나 큰 변화가 없

었으며,매염시에는 1차매염에 비해 매염이 반복될수록 증가-감소의 경향을 나타내었다.매염제

0.5g 1.0g의 경우,염색의 반복에 의해서 매염제 0.1g과 달리 2차염색 이후에는 꾸 히 증가하

는 경향을 보 으며 매염의 반복에 의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채도의 결과로부터 매염

제 농도에 계없이 자 에 의한 염색과 Fe매염의 반복에 의해 블랙색상에 근 하는 색상을 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색상은 Fe0.1g의 경우 1차 염색시 6.80R이었으며 1차 매염에 의해 1.18RP로 redpurple계열로

변하 다.염색 매염의 반복에 의해 GY,BG,B계열의 색상을 발 하여 색상의 다양화 가능성

을 보 으며,Fe0.5g 1.0g의 경우,Fe0.1g의 경우와 달리 거의 Y계열의 색상을 발 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2는 자 추출액 300ml를 증류수 1700ml에 첨가한 다음 40℃에서 20염색하고 철매염제

Fe0.1,0.5,1.0g을 증류수 2L에 첨가하여 40℃,15분 후매염 했을 때 duppion실크직물의 염색과

매염반복에 따른 표면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e0.1g으로 매염한 경우,염색이 반복될수록 명도는 꾸 히 하하 으며 매염의 반복에 의해

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어 염색 매염이 반복될수록 색상이 어두워짐을 알 수 있었다.Fe

0.5g 1.0g의 매염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 다.

색감각지수 a*의 경우,1차 염색시 7.08에서 2차염색시 1.41로 하하고 염색이 반복될수록 하

하여 녹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 다. 한 매염시 염색의 경우보다 a*값이 하하여 매염에 의해

녹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매염이 반복될수록 하하여 녹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 다..이와같은 경향은 Fe0.5g 1.0g의 경우에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e0.1g으로 매염시 색감각지수 b*의 경우,미처리직물에 비해 염색시 감소하여 청색을 띄는 경

향이 증가하 으며 3차 염색 4차 염색시 다시 증가하 으나 염색이 반복될수록 청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한 매염을 했을때에도 매염이 반복될수록 b*값은 하하여 청

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 다.Fe0.5g 1.0g으로 매염시에는 2차 염색시에는 황색을 띄는 경향

이 증가하 으나 3차 4차 매염시에는 청색을 띄는 경향이 증가하 다.

색차는 염색과 매염이 진행될수록,매염제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염색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채도(C)는 매염제 0.1g의 경우 염색이 반복될수록 하하 으며,매염시에도 1차 매

염에 비해 매염이 반복될수록 감소의 경향을 나타내었다.매염제 0.5g 1.0g의 경우,염색의 반

복에 의해서 매염제 0.1g과 달리 2차 염색시에는 증가하 다가 다시 하하는 경향을 보 으며 매

염의 반복에 의해서는 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채도의 결과로부터 매염제 농도 0.1g 0.5g

의 경우,자 에 의한 염색과 Fe매염의 반복에 의해 블랙색상에 근 하는 색상을 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228 -

색상은 Fe0.1g의 경우 1차 염색시 4.70YR이었으며 1차 매염에 의해 9.67Y로 yellow계열로 변

하 으며 염색 매염의 반복에 의해 GY,G계열의 색상을 발 하 으며,Fe0.5g은 주로 GY계

열의 색상을,1.0g의 경우 주로 Y계열의 색상을 발 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2.Colorchangeofduppionsilkfabricsdyedwithgromwellextractandthen

post-mordantedwithFe

L
*

a
*

b
*

▵E H V/C

Untreated 92.60 -0.21 6.62 0.00 9.15/0.00

Gromwell
concentration

(㎖)

Mordant
concentration

(g)
Repition

300

0.1

D1 71.14 7.08 021 23.58 4.70YR 6.95/1.03

M1 67.99 1.54 3.64 24.87 9.67Y 6.63/1.06

D2 57.24 1.41 -2.61 36.17 1.76G 4.76/0.50

M2 49.05 1.42 -0.88 44.56 7.75GY 5.56/0.61

D3 47.49 0.85 -2.49 46.06 3.11G 4.60/0.42

M3 32.88 1.23 -1.98 60.37 9.31GY 3.20/0.21

D4 46.27 0.73 -0.91 46.98 7.23GY 4.49/0.33

M4 30.32 0.54 -2.03 62.91 1.81G 2.96/0.22

0.5

D1 71.14 7.08 0.21 23.58 4.70YR 6.95/1.03

M1 66.51 1.76 9.34 26.33 6.16Y 6.48/1.78

D2 58.22 0.67 3.67 34.53 1.14GY 5.65/1.06

M2 55.35 0.97 6.99 37.29 8.15Y 5.371.45

D3 43.66 0.65 0.20 49.40 4.72GY 4.23/0.58

M3 46.56 0.56 1.17 46.53 2.74GY 4.51/0.67

D4 41.21 0.65 0.08 51.82 5.20GY 4.00/0.56

M4 40.23 0.29 0.06 52.68 6.16GY 3.91/0.65

1.0

D1 71.14 7.08 0.21 23.58 4.70YR 6.95/1.03

M1 68.15 2.09 11.36 24.75 5.11Y 6.65/2.04

D2 62.22 1.66 8.35 30.51 6.42Y 6.05/1.63

M2 59.31 1.98 9.57 33.71 5.57Y 5.76/1.82

D3 49.59 1.03 6.41 43.05 8.02Y 4.81/1.36

M3 47.57 1.03 7.40 45.07 7.53Y 4.61/1.46

D4 42.08 0.30 2.56 50.71 1.75GY 4.08/0.80

M4 42.87 0.26 3.13 49.87 1.35GY 4.16/0.93

D:Dyeing,M:Mordanting

4.결론

자 색소추출물을 이용하여 견직물(satin,duppion)에 염색하 을 때 자 색소의 농도,매염제

농도에 따른 표면색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염색 매염이 반복 될수록 명도(L)는 하하며 색상이 어두워 졌다.매염제 농도가 증가할 수

록 더욱 명도는 하되었다. 한 염색 매염이 반복될수록 일반 으로 녹색 청색을 띄는 경

향이 나타났다.색차는 증가하여 염색성이 향상됨을 알았으며 채도는 자 추출색소농도 매염

제 농도가 증가 할수록 0.0에 가까워져 블랙색상 발 에 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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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8

  친수 및 소수필름에의 O2 플라즈마 처리가 지용성오구의

세척성에 미치는 향

강인숙

창원 학교 의류학과

라즈마 처리는 라즈마 상태에서 고에 지 입자들이 고분자 물질 표면에 물리 으로 충돌하

여 상 으로 약한 부분을 제거하는 물리 에칭 효과와 화학 반응을 유발하여 친수 발수

기능기의 생성으로 고분자의 표면형태 활성에 많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본 연구는 라즈

마 처리에 의한 표면활성으로서의 친수 소수화가 지용성오구의 세척성에 미치는 향을 고찰

하고자 한다.사용된 고분자시료는 표면활성이 상이한 PET(polyethyleneterephthalate)와 FEP

(Flourinatedethylenepropylene)필름이다.PET필름은 강도,내열성, 기 성질이 뛰어나고 물과

의 각은 63°정도이고 표면에 지에서 극성성분이 다소 있다.FEP필름은 불소계 폴리머의 한

종류로 뛰어난 내화학약품성과 내열성을 가지고 있고 양호한 기 연체로서 높은 충격강도을

가지고 있으며,표면의 불소성분으로 인해 물과의 각은 107°정도이고 표면에 지에서 극성성

분은 거의 0이다. 보에 의하면 O2gas 라즈마 처리하면 PET필름은 물과의 각은 30°정도

로 친수화가 되지만 FEP필름은 160°정도의 소수화로 변화되어 O2gas 라즈마처리는 두 필름에

서 표면활성에 상반된 효과를 보 다.

라즈마 처리는 직 방 식의 진공 라즈마 장치를 사용하여 O2gas 라즈마를 1-7분간

처리하 다,지용성오구의 모델은 수단블랙을 사용하 고,지용성오구의 세척성은 계면활성제 농

도 종류에 변화를 주어 필름에로의 지용성오구의 부착과 필름기질에서의 지용성오구의 탈락을

각기 독립 으로 검토하 다.필름기질에로의 지용성오구 부착은 O2 라즈마 처리된 PET필름은

계면활성제 농도와 라즈마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고,음이온계 계면활성제 DBS

(sodium dodecylbenzenesulfonate)에 비하여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NPE(nonylphenolpolyoxyethylene

ether,EO10)용액에서 라즈마 처리 시간에 계없이 낮았고, 라즈마 처리시간이 증가하면

PET필름에 부착되는 지용성오구량이 감소하 다.O2 라즈마 처리에 따라 소수화된 FEP필름기

질에로의 지용성오구 부착도 계면활성제 농도와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DBS에 비하여

NPE용액에서 낮아 친수화된 PET필름의 부착경향과 유사하 다.한편 O2 gas 라즈마 처리된

PET필름기질에서의 지용성오구 제거량은 라즈마처리시간이 증가하면 감소하고,계면활성제 농

도가 증가하면 필름기질에서 제거되는 지용성오구량이 증가하 지만 라즈마 처리시간에 계없

이 NPE용액에서 지용성오구의 제거량은 거의 없었다.O2 라즈마 처리된 FEP필름기질에서의 지

용성오구 제거량은 계면활성제의 농도와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계없이 아주 미약하 다.

따라서 지용성오구의 세척성에 미치는 필름의 친수 소수효과는 낮았다.



- 231 -

P49

 코스메틱 섬유의 태분석 및 주관적 평가와의 상관성 연구 

- 퍼프용 섬유를 중심으로 –

정철순·구 석

부산 학교 의류학과

서 론

사회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 이 향상됨에 따라 여성들의 고학력화 와 극 사회

진출로 인해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돋보이게 표 할 수 있는 미용제품의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 의 미용 산업은 기존의 미용제품이 가지는 아름다움 추구를 한 수단으로서의 통

인 개념에서 고 화,기능 다양화 경향을 나타내며 효능과 효과를 요시하는 고기능성 미용재

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이 옥,2000).

이러한 화장품시장의 동향과 매 시즌마다 변화하는 뷰티 트 드에 못지않게 요한 것이 바로

메이크업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수요에 응하기 해 미용 산업에 있어서도 경쟁력 강화를 해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

성을 반 한 쾌 미용 소재에 한 연구가 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쾌 성능에 향을 미치는 미용재료용 텍스타일 소재의 특성 분석을 통하여

쾌 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미용재료용 텍스타일 소재의 쾌 감성을 향상시

키고자 하는 기 연구로서 메이크업용 퍼 소재를 심으로 기본 특성 평가 사용 성능과의

연 성을 조사하고자 한다.특히 메이크업용 퍼 소재의 태 특성인 인장성, 단성,압축성,표면특

성에 한 연구 사례는 비교 많지가 않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의 표피층에 사용되는 퍼

용 텍스타일 소재의 기본 특성 분석 쾌 성과 련된 사용성능 분석에 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내용

메이크업 퍼 용 텍스타일 소재의 기본 특성과 쾌 성에 항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

기 해 테스트용 소재로 사용된 시료로서는 극세사,벨벳,면 등으로 구성된 8종의 섬유시료를 선

택하 으며 기본 특성은 표1과 같다.각각의 퍼 용 텍스타일 소재가 가진 기본 인 특성과 쾌

성에 향을 미치는 물리 섬유 특성도 비교 분석하 다. 한 퍼 용 텍스타일 소재의 감에

연 된 주 감성분석을 하여 피험자 20명을 상으로 리커트 5 척도법을 이용하여 능검

사를 실시하 으며 이를 한 통계분석은 SPSS18.0을 사용하 다.메이크업 퍼 용 텍스타일 소

재의 태특성을 분석하기 해서 KawabataEvaluatonSystem (KESS-FB2)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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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Specificationsofthespecimen

Name S1 S2 S3 S4 S5 S6 S7 S8

Specimentype ITY ITY2.0 velvet newpoly2.0newpoly3.1 boa Microfiber cotton

Fabricstructure plush plush plush plush plush plush plush plush

T(mm) 2.36 2.29 3.02 2.30 3.19 5.36 3.38 4.17

W(mg/cm2) 31.59 30.82 46.66 33.99 33.10 45.61 31.44 27.63

결과 고찰

<표 2>는 KES시스템에 의해 분석된 퍼 용 텍스타일 소재의 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본 연

구에 사용된 시료들 에서는 S4소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단되나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퍼 용 소재들이 역학 특성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메이크업용으로 사용

되는 퍼 섬유의 종류 섬도의 차이에 의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한 화장 효율성을 극 화시키

기 한 퍼 소재의 구조 차이 한 다소 상이한 역학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따라

서 소비자의 감 역시 사용되는 퍼 소재의 역학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

각되며 이를 해 화장용 텍스타일 소재 개발에 있어서 역학 특성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able2.ResultsofHandleanalysisforcosmeticpufftextiles

　 　 S1 S2 S3 S4 S5 S6 S7 S8

Tensile EM(%) 3.3 3.4 2.5 7.8 6.3 7.4 10.0 16.1

　 LT 0.7 0.6 0.8 0.6 0.6 0.7 0.6 0.7

　 WT(gcm/cm2) 6.1 5.3 5.2 12.8 10.0 12.5 16.2 27.4

　 RT(%) 79.0 78.4 74.1 53.9 62.4 40.6 51.1 42.6

Shear G(g/cmdeg) 0.8 1.4 3.5 7.9 5.8 4.0 4.5 3.6

　 2HG(g/cm) 0.4 0.8 1.8 15.8 12.3 13.0 13.3 12.8

　 2HG5(g/cm) 1.9 2.6 5.3 8.8 8.3 13.3 10.4 11.8

Surface MIU 0.3 0.3 0.3 0.3 0.3 0.3 0.3 0.4

　 MMD 0.0 0.0 0.0 0.0 0.0 0.0 0.0 0.0

　 SMD(um) 4.7 3.4 4.1 1.6 1.2 1.4 1.5 3.5

Comp LC 0.4 0.5 0.3 0.6 0.5 0.3 0.7 0.7

　 WC(gcm/cm2) 0.3 0.3 0.2 1.6 2.0 2.0 2.0 2.0

　 RC(%) 41.6 51.1 50.4 30.8 52.8 75.3 67.7 60.8

T&W T(mm) 2.4 2.3 3.0 2.3 3.2 5.4 3.4 4.2

　 W(mg/cm2) 31.6 30.8 46.7 34.0 33.1 45.6 31.4 27.6

　 Koshi 5.1 5.8 7.4 6.9 6.3 5.4 5.5 4.4

HV Numeri 2.6 5.0 3.5 10.7 11.3 10.9 10.8 6.0

　 Fukurami 4.7 6.4 4.7 13.3 14.7 15.2 14.7 12.3

THV 　 2.5 3.4 2.8 4.9 4.3 3.3 3.7 1.8

<표 3>은 퍼 용 텍스타일 소재의 주 능분석 요소들의 상 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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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퍼 용 텍스타일 소재의 역학 특성이 우더 퍼 용 소재의 부드러움 강직성에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표면특성은 강직성과 가루날림에 직 인 향을 미치는

요소로 단된다.

따라서 코스메틱용 텍스타일 소재는 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 구조 특성에 따라 메이크

업용 퍼 소재의 감각이나 사용성능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코스메틱용 텍스

타일 소재의 선택이나 목 에 신 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Table3.Correlationofthesubjectivesensoryfactors

softness stimuli elasticity stiffness powder
detachment

powder
adhesion

softness
1

stimuli
-0.89

*
1

elasticity
0.51 0.41 1

stiffness
-0.93* 0.97* 0.42 1

powder
detachment

0.62 0.69 0.56 0.73
*

1

powder
adhesion

0.49 0.29 0.44 0.48 0.48 1

*
p<0.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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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

향나무심재 추출물 염색직물의 표면 Morphology 변화
*

16)

남기연․이정순

충남 학교 의류학과

향나무(향목)은 로부터 열수로 추출하여 얻은 염액을 직물에 염색하 으며 갈색계 천연염료로

구분되기도 한다.선행연구에서 향나무 심재 추출색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용성,비 수용성

색소를 동시에 지닌 특성의 염재로 확인되었다.향나무 심재의 수용성 주 색소는 라보노이드계

의 수용성인 폴리페놀을 주성분으로 하는 탄닌계 색소이다.메탄올을 용매로 하여 추출한 염료의

경우 비수용성 자색 라보노이드계의 Santalin색소를 확인하 다.Santalin색소는 목재의 심

재 부 에서 추출되는 천연 비타르계 색소로서 물이나 유지 등에 녹지 않고 에탄올이나 로필

리콜 등 용매로 추출하면 색소와 염색직물이 자색을 나타낸다.

최근 새로운 천연염료 개발과 천연염색 직물의 기능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나무의 천연염색 염색직물의 물리 특성에 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선행연구에서

향나무 심재 열수추출물에 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자외·가시부 흡수 스펙트럼(UV/Visible

spectrum), 외선 흡수스펙트럼(FT-IR)에서는 일반 으로 천연염료의 수용성 성분으로 확인되는

폴리페놀에 속하는 형 인 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피크와 탄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반면,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물 가스크로마토그래 (GC-MS)확인 결과 검출된 물질의 피

크는 부분 retention time 10.63 min 부근에서 C15H24 화학구조의 1H-3a,7-Methanoazulene,

2,3,4,7,8,8a-hexahydro-3,6,8, 8-tetramethyl-,[3R-(3α,3aβ,7β,8aα)]물질로 Cedrol,Cedrene,

Thujopsene등 휘발성 정유인 테르펜의 주요성분으로 나타났으며 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물 염

색 시 일정 농도 이상일 경우에는 염료 속에 함유된 정유성분으로 인해 매우 끈 이고 균일염이

불가능한 결과를 확인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타닌을 주요 성분으로 하는 향나무 심재 열수추출물과 정유성분을 포함한

메탄올 추출물이 염색직물의 물성과 표면변화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아보기 해 각각의 추

출물을 이용한 견 염색직물의 역학 특성 태의 변화와 태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 염료

의 처리량 농도가 직물의 표면 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염색포의 SEM(Scanning

ElectronicMicroscope)에 의한 형태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향나무 심재 열수추출물 견 염색포의 역학 특성 태를 살펴본 결과,염료의 농도가 염색포

의 신축성(EM),인장에 지(WT) 단특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착량이 증가할

수록 염색포의 무게(W)와 KOSHI값이 다소 증가하 고 T.H.V가 감소하여 염색포가 반 으로

다소 뻣뻣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염료 성분에 함유된 정유성분의 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

된다.염료의 처리 정도가 염색직물의 표면 morphology변화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열

수 추출물 0.5%(o.w.b),2%(o.w.b)농도 염색포와 메탄올 추출물 0.5%(o.w.b),1%(o.w.b)농도로 염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기 연구사업(과제번호:2011-0013869)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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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한 견 염색포를 SEM(ScanningElectronMicroscope,(HATACHIS-4800)장치를 이용하여 50,

200,500배율로 측정 찰하 다.시료의 표면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처리 백포는 매끄럽고 윤

기 있는 Fiber의 상태와 직물의 표면을 볼 수 있었으며 열수추출물 염색 직물은 0.5% 농도 처리

시료의 표면과 2% 농도 처리 시료의 표면에 처리 농도의 정도에 다른 염료흡착정도의 차이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메탄올 추출물 염색직물 한 0.5%(o.w.b)농도 염색처리 시료와 1%(o.w.b)농

도 염색처리 시료의 표면이 염료의 처리 농도 정도에 따른 염료의 흡착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향나무 심재 열수 추출물 염색직물과 메탄올 추출물을 낮은 농도로 염색처리한 직물의 표면과 높

은 농도로 염색처리한 직물의 표면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 으며 이는 향나무 심재 열수 추출물

과 메탄올 추출물 염료 처리농도가 염색 직물의 역학 특성 태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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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지속가능경 이 의류패션기업 및 제품평가에 미치는 향
*

17)

나 주·이다은·이정원

인하 학교 의류디자인학 공

21세기 가장 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문제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경 략이 두되고 있

다. 마 은 이 경 컨셉으로 이해할 수 있다.마 은 먼 생산,구매와 더불어 운

기업기능이며, 한 구매시장에서 매시장까지의 경 철학이라 할 수 있다(Meffert1995,Becker

1998).시장지향성과 고객지향성은 심화되고 있는 로벌경쟁체계 하에서 기업의 경쟁우 확보를

한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한다.이러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지속가능마 도 이 경 컨셉으로

정의할 수 있다(Belz2003,Balderjahn2004).지속가능한 경 은 경제 신뢰성,환경 건 성,사회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 을 추구한다.따라서 기업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에 공헌

하고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이해 계자의 기 에 부응함으로써 기업 가치와

기업경쟁력을 높여 지속 인 성장을 꾀하는 경 활동을 의미한다.지속가능경 과 련된 표 인

평가기 과 가이드라인으로는 국제표 화기구(ISO)가 2010년 발표한 조직의 사회 책임에 한 지

침인 ISO26000,유엔환경계획(UNEP)산하기 인 GRI의 가이드라인,다우존스지수의 평가기 인

DJSI등을 들 수 있다.패션의류업체에서 지속가능한 경 을 주요 략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한

상품개발이나 서비스,다양한 책임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다른 기업의 지속가

능한 경 활동에 비해 패션 업체의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부족하고 경 략 한 체로 보

여주기 식이다.패션의류업체가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다른 경 략에 투자하기보다 기업의 책

임 활동을 다하고 장기 으로 발 하기 한 업체 내의 지속가능한 경 략이 필수 임을 밝히고자

하 다.1972년 스 스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인간환경에 한 유엔회의’에서 환경문제와 경제발

계를 논하면서 생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패션에 용하여 환경문제

를 인식하고 이를 경 에 도입하는 것을 지속가능한 경 략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경 략에

는 기업의 경제 책임 활동과 사회 책임 활동,그리고 환경 책임 활동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연구 상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한다.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 략 사례를 조사하도록 한다.

이에 따른 설문지를 작성하고 설문 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ERISS모형에 용하여 수치통계 산

출하고 결과를 분석한다.의류패션업체의 경제 책임활동은 의류패션업체의 신뢰성,명성성,호혜성

에 정 인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의류패션업체의 사회 책임활동은 의류패션업체의 신뢰

성,명성성,호혜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의류패션업체의 환경 책임활동은 의류패

션업체의 신뢰성,명성성,호혜성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의류패션업체의 신뢰성,명성성,

호혜성은 의류패션업체의 제품 랜드 평가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었다.

참고문헌

1.박종철,오민정,홍성 (2010),기업의 지속가능경 노력이 제품평가에 미치는 향.

2.박종철,김경숙,이한 (2012),기업의 지속가능경 활동 측정을 한 척도개발 연구.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2012S1A5A2A01019471)



- 237 -

P52

무기흡착체에 의한 산성염료폐수의 처리

권윤정

건국 학교 유기나노시스템공학과

1.서 론

산업의 발 에 따른 환경공해의 문제로 인해 환경에 한 시민들의 심이 높아지고 있다.산업

발달에 따라 일반 으로 산업폐수가 증가되는 만큼 하천의 정화에 해 철 한 리가 요구되고

있다.하천을 제 로 보존하려면 폐수의 방류량을 이거나 폐수를 아 방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그러나 산업폐수를 내보내는 산업에 따라 그 실정이 복잡하고 동일한 산업이라 할

지라도 폐수의 조 이 다양하므로 폐수의 처리는 매우 어렵다.이러한 많은 문제 이 있어 산업폐

수를 정화하기 한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하천폐수 에 에 띄는 폐수의 하나인 염색공장의 폐수는 실제로 측정해 보면 리기 을

과하지는 않지만,외형상의 색소로 인해 심리 으로 심각한 향을 주고 있다.염색공장의 폐수는

배출되는 가공 공정이 복잡하고 사용되는 시약이나 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하다.염색공장의 폐수에

는 염료,호제,계면활성제를 비롯해 많은 불순물들이 혼합되어 있다.특히 염료는 염색폐수에서

가장 에 띄는 공해물질이다. 한 염색폐수의 경우 외형상의 불쾌함과 더불어 하천의 색상을 탁

하게 하여 일 을 흡수하므로 하천의 자연정화와 미생물에 의한 정화를 방해하고 있다.
2)

산성염료는 염기성염료와는 반 로 발색단 조색단을 포함한 유기산의 염으로 일반 으로 염

색에 여하는 부분이 유기산이라서 산성염료라고 한다.많은 산성염료는 술폰산의 화합물로

-SO3H기를 가지고 있다.동물성섬유는 산성염료로 많이 염색된다.주로 양모의 염색에 사용되고

폴리아미드 섬유에도 산성염료를 사용한다.3)

염색폐수의 처리방법으로 물리 방법인 흡착,응집,침 ,여과 등이 개발되어 있고,생물학

처리를 할 때,미생물의 독성을 처리하기 곤란한 색의 제거를 해 폐수로부터 오염입자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흡수,결합을 진하는 석회 등의 화학 응집제가 사용되고 있다.4-5)일반 으로 염색

폐수의 처리는 여과나 흡착을 통해 불순물을 1차 으로 제거하고 활성오니 와 응집침 으로 2차

처리를 하는 복합 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본 연구는 산성염료의 염색폐수의 처리과정 1차

처리에 해당되는 흡착의 과정에서 무기흡착체를 이용하여 흡착능력을 실험한 것이다.염색폐수의

정화능력은 자외선‐가시선 분 도계를 이용해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석하 다.

2.실험

2.1.시료

염료는 산성염료 C.I.AcidGreen20(이하 AG20),C.I.AcidYellow 199(이하 AY199),C.I.

AcidBlack172(이하 AB172)를 선택하여 실험했다.폐수처리용 무기흡착체로는 황토와 실리카 겔

그리고 세라믹의 비드를 이용했다.흡착체로서의 황토는 화단의 황토에서 식물을 제거하고 채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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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고운 체로 잘 걸러낸 뒤 다량의 물을 넣어 에 뜨는 상층부의 유기물과 불순물을 없앤 후 80℃

에서 5시간 동안 건조한 황토를 사용하 다.실리카 겔은 화학제품의 시 품을 사용하 고,세라

믹은 직경 5mm의 세라믹 비드를 사용하 다.

2.2.분석방법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만든 인공 염색폐수 20mL를 작은 유리병에 넣고 여기에 황토,실리카

겔,그리고 세라믹 비드를 각각 2g씩 집어넣고 20℃에서 1분간 진탕하고 실온에서 24시간 는 72

시간을 방치한 후 상등액의 흡 도를 측정하여 그 최 흡수 장에서의 흡 도를 구하 다.흡 도

의 측정은 가시‐자외선 분 도계(Helios‐α,Unicam)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3.결과 고찰

3.1.염색폐수의 흡착체처리에 의한 흡 도

흡착체인 황토와 실리카 겔 그리고 세라믹 비드를 산성염료의 인공염색폐수에 24시간 흡착 처

리하 을 때의 흡 도를 비교한 결과,황토는 실리카 겔이나 세라믹 비드에 비해 강한 흡 도의

하를 가져왔다.산성염료 수용액의 흡착체에 의한 흡 도 변화의 결과를 보면 황토로 24시간 처

리하 을 때 모든 염료에서 흡 도가 크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염료가 흡착체에 의해 흡착

되는 이유는 염료와 흡착체의 표면에서의 흡착력이나 표면의 하 등에 의한 것이다. 한 황토가

다른 무기 흡착체에 비해 더욱 강한 흡착력을 보이는 것은 황토의 입자가 다른 흡착체에 비해 입

자의 크기가 작아 흡착에 필요한 표면 을 상 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B172의 경우 황토로 처리하 을 때 다른 염료에 비해 가장 낮은 흡 도를 나타냈다.산성염료폐

수 AG20과 AY199는 황토와 실리카 겔,세라믹 비드로 인공염색폐수를 처리하 을 때,AB172에

비해 흡 도의 변화가 었다. 한 황토를 처리하 을 때,실리카 겔과 세라믹 비드로 처리한 것

보다 낮은 흡 도를 나타냈다.

3.2.흡착시간에 의한 흡 도의 변화

산성염료의 인공염색폐수를 흡착체로 각각 1,3,24,72시간씩 처리하 을 때의 흡 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실험한 모든 염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흡 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특히 황

토를 흡착체로 이용한 경우에 시간에 따른 흡 도의 변화가 가장 심했다.그 에서 염료 AB172

가 가장 큰 흡 도 변화를 보 다.실리카 겔과 세라믹 비드를 흡착체로 사용하고 시간에 따른 흡

도의 변화를 찰한 결과,실험한 모든 염료에서 흡 도의 하를 보 으나 24시간이 지난 후의

흡 도 변화는 크지 않았다.

4.결 론

산성염료의 20mg/L농도의 인공염색폐수의 정화능력을 측정하기 해 황토와 실리카 겔 그리고

다공성의 세라믹 비드를 이용하여 폐수를 정화하고 그 능력을 자외선‐가시선 분 도계로 흡

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인공산성염료폐수에 한 황토와 실리카 겔,그리고 세라믹 비드의 흡착능력은 황토가 실리

카 겔이나 세라믹 비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무기흡착체의 흡착시간에 따른 흡착능력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흡 도가 낮아졌고,24시간

까지의 흡 도 변화가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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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

Sol-gel법을 이용한 면직물의 황벽염색

송유선·송화순

숙명여자 학교 의류학 공

천연염색은 새로운 염재의 발굴,천연염색 방법의 다양화 염색성 향상을 한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특히 면 등 식물성 섬유에 한 염색성 향상은 매염처리,키토산 처리,양이온화

처리 등을 통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그러나 천연염색 시 염색성 향상을 해 졸겔법을 용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졸겔법은 알콕사이드 등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졸을 겔화를 거쳐 유·

무기 산화물을 생성하는 것으로,섬유에 쉽게 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섬유의 종류에 상 없이

다양한 화합물 용이 가능하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졸은 섬유고분자와 직 결합하므로 섬유

친화력이 낮은 염재에 용 시 염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이에 본 연구는 면직

물에 졸겔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졸에 황벽분말을 혼합 사용하여 염색성을 향상시킨 고부가가치

섬유소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졸 합성은 물과 반응성이 높은 속 알콕사이드인 알콕시실란

(Tetraethoxysilane,TEOS)을 구체로 사용하여 가수분해 응축반응을 시켰다.염색의 최 조

건은 황벽의 농도,졸 침지시간 어닐링 온도를 변화시켜 처리한 시료의 K/S값 측정을 통해 설

정하 다.표면색 물성은 미처리 시료,황벽처리 시료 황벽혼합 졸 처리한 시료를 비교·분석

하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최 조건은 황벽농도 7%(w/w),침지시간 15분,

어닐링 온도 130℃이다.최 조건에서 처리한 시료의 K/S값은 황벽 처리 시 1.28,황벽혼합졸 처

리 시 3.46으로 하게 증가하 다.황벽혼합졸 처리한 시료의 표면색은 황벽 처리 시료보다

yellowish하게 나타났으며,명도는 낮고 채도는 높게 나타났다.인장강도는 미처리 시료보다 황벽

혼합졸 처리 시 증가하 으며,강연도는 황벽 처리 황벽혼합졸 처리에 의해 다소 증가하 다.

공기투과도는 황벽 처리 황벽혼합졸 처리에 의해 감소하 으나,이들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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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4

줄무늬와 앞지퍼가 수상레포츠용 구명조끼의 

감성 및 선호도에 미치는 향

김혜민․권 아

신라 학교 패션산업학부

I.서 론

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물질 ,정신 풍요로움을 리며 살아간다.그러나 여가활동 안

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다양한 수상 포츠가 보 됨

에 따라 수상 안 사고가 발생할 잠재 가능성도 높아졌다.이러한 수상 안 사고의 잠재 가능

성을 제거하기 한 한 방법은 구명조끼의 착용이라 할 수 있다.수상 포츠용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켜주는 기구인 동시에 시각 이미지를 통해 개성 심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의류 아이템이

다.그러나 재 수상 포츠 활동 시 시 되거나 비치되어 있는 구명조끼의 외 상 불만족 때문에

착용을 꺼려하므로 구명조끼의 심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수상 포츠용 구명조끼는 앞지

퍼 유무와 크게 별되며,문양에 따라 다양한 시각 이미지로 디자인 되고 있다.스포츠 패

션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양이 무늬 인데,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에도 무늬의 폭,방

향,배색을 변형시키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무늬는 선의 종류,선의 수,선의 넓이,선들

간의 간격(김혜수,김 인,2004)에 따라 느낌이 다르며, 무늬의 배색(문주 ,2010)은 물론 무

늬의 방향(강경자와 문주 ,2006)이 의복스타일 지각에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본 연구의 목

은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디자인 개발을 해 구명조끼의 앞지퍼와 무늬 방향에 따른 감

성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것이다.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감성요인을 분석한다.

둘째,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앞지퍼 유무가 감성 선호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한다.

셋째,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무늬 종류가 감성 선호도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한다.

Ⅱ.연구방법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에 한 감성평가 선호도 조사를 해 설문지를 사용한 면 법을 이

용하 다.20 여성 5명을 상으로 실시한 비조사를 통해 가장 빈번하게 언 된 ‘리듬있는’,

‘동 인’,‘에띄는’,‘화려한’,‘세련된’,‘고 스러운’,‘ 인’,‘시원한’,‘편안한’,‘가벼운’의 10개

감성 형용사와 ‘좋은’,‘입고싶은’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2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1개의 문항을 설

문지에 포함하 다.설문조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20 남자8명,여자22명을 상으로 2011년 11

월 한 달 동안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디자인 자료와 설문지를 함께 제시하여 자극물을 보고

느끼는 감성에 하여 평가하게 하 다.

본 연구를 해 CAD를 활용하여 앞지퍼 유무와 무늬 방향에 따라 6종의 수상 포츠용 구명

조끼 디자인 자극물을 제작하 다.디자인 구분은 구명조끼의 앞여 형태에 따라 분리형(앞지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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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일체형(앞지퍼 없음)의 2가지로 한정하 으며,흑백의 등간격으로 무늬 방향만 달리한 가

로,세로,사선의 3가지 무늬로 분류하여 총 6가지로 디자인하 다. 자료분석에는 SPSS20.0을

사용하 으며,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일변량 분산분석,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감성요인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 디자인 자극물에 한 감성 평가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요

인이 추출되었다.요인 1은 ‘세련된’,‘고 스러운’,‘에띄는’,‘동 인’로 구성되어 ‘고 / 시감’으

로 명명하 다.‘고 / 시감’은 구명조끼의 디자인으로부터 자신의 개성을 좋게 보이고자하는 욕

구와 련된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세련된’이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냈으며,‘동 인’이 가장 낮

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냈다.요인2는 ‘시원한’,‘ 인’,‘가벼운’로 구성되어 ‘경량감’으로 명명하

다.‘경량감’은 시각 이미지로부터 느끼는 구명조끼의 무게와 련된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시원한’이 높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냈으며,‘화려한’이 가장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냈다.요인3은

‘편안한’,‘리듬있는’으로 구성되어 ‘안락감’으로 명명하 다.‘안락감’은 시각 이미지로부터 느끼는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과 련된 형용사로 구성되어있다.

3.2.앞지퍼 유무와 무늬 방향에 따른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감성 선호도의 차이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앞지퍼 유무와 무늬 방향에 따른 감성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

기 하여 일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앞지퍼 유무와 무늬 방향을 변화시킨 구명조끼의 유

형별로 모든 감성요인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 시감’요인은

사선 분리형이 가장 컸고 세로 일체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세로 일체형은 경량감은 가장 높은

반면,가로 분리형이 안락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가로 무늬 일체형은 선호도가 낮은 반면

사선 분리형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3.3.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감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향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시각 디자인으로부터 얻게 된 감성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3가지의 감성요인들을 독립변수로,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 회귀분석을 실

시하 다.분석결과,‘좋은’에 ‘경량감’과 ‘고 / 시감’이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량감’요인이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입고싶은’에는 ‘고 / 시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안락감’은 구명조끼의 선호도에는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

했다.

Ⅳ.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수상 포츠 구명조끼의 앞지퍼 유무와 무늬 방향이 시각 감성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다.본 연구 결과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앞지퍼 유무와 무늬 방향에

따라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시각 감성요인은 ‘고 / 시감’,‘경량감’,‘안락감’으로 구성되며,

이 감성 요인이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선호도에 유의한 향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앞지

퍼 있는 분리형의 사선 무늬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가 고 감이 높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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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심이 증가하고 있는 수상 포츠용 의류 디자인 요소가 감성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을 분석하 다는 에 의의를 가진다.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디자인 시 앞여

유뭉와 무늬 방향에 따른 이번 연구를 통하여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 디자인 시에 기 인 정

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후속 연구에서는 수상 포츠용 구명조끼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의 향

을 연구하고 좀 더 많은 조사 상자를 포함한 감성 선호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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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5

연자각(Nelumbo nucifera Gaertn)의 색소 추출과

실크에 대한 염색성 

 

임지 ·장정
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 론

연꽃은 인도와 국을 심으로 열 ,온 의 동부아시아에서 남쪽으로는 호주,서쪽으로는 카

스비해 지방,동쪽으로 한국,일본 등에 리 분포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국 습지나 연못에

자생하면서 7-8월에 붉은색 혹은 흰색의 꽃을 피우며 9-10월에는 열매인 연밥이 열린다.연밥은

한방에서 화병ㆍ당뇨ㆍ고 압ㆍ조루증상 치료에 좋은 약재로 알려져 왔고,최근 알츠하이머성 치

매의 방과 치료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

등 필수 양소와 함께 비타민군ㆍ철분ㆍ칼슘ㆍ니아신ㆍ아스 라신ㆍ구리ㆍ망간ㆍ라피노즈 등 많

은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약재로서의 효능이 우수하다.이러한 이유로 연밥은 주로 의학 분

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해왔으나 오래 부터 천연염색에서도 사용 되어온 염재이기도 하다.연밥

은 연자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고문헌에 자주 언 되어 왔으며 염색 시 연갈색을 얻을 수 있다

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의 부 탄닌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연자각을 염재로 하여 색소 추출

특성과 실크에 한 염색성 염색된 견직물의 견뢰도를 알아보았다.연의 약재로서의 다양한 효

능을 고려해 볼 때 직물 염색과 기능성 가공 등의 다방면 응용이 가능한 염재로 기 된다.

2.실 험

2.1.재료

실크 규격은 견100% 백색 평직으로 도 134×104/inch2,두께 0.12±0.01mm, 량 53±2g/m2의

견 시험포를 사용하 다.

실크의 염색 색상 측정치(λmax430)

L* a* b* H V C

84.33 0.18 2.31 8.3Y 8.32 0.38

2.2.표면색 색차측정

염색된 시료를 Computercolormatchingsystem(SpectrophotometerCM-508i,Minolta,CO.,

Ltd,Japan)을 이용하여 명도지수 L*,색좌표지수 a*,b*의 값을 측정하고 ΔE*ab를 산출하 으며

H(Hue),V(Value),C(Chroma)를 구하 다.

ΔE*ab〓 [(ΔL
*)2+(Δa*)2+(Δb*)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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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겉보기 염착량 색농도 측정

염색된 시료를 KS A 0066에 의거하여 분 도계(SpectrophotometerCM508i,Minolta,Co.,

Japan)로 분 반사율을 측정하 다.

2.4.색상강도 측정

K/S값에 반 하여 나타낸 값인 fkvalue값을 색상강도로 나타내었다.

  
  



     

 :Tristimulusvalueofblue

 :Tristimulusvalueofgreen

 :Tristimulusvalueofred
λ :Wavelength

2.5.자외·가시부 흡수 스펙트럼 측정

꼭두서니를 water,ethylacetate,ethanol,methanol,chloroform,acetone에 용해시킨 후 자외ㆍ

가시부 분 도계 (UV-vis2101Scanningspectrophotometer,Shimadzu,Japan)를 사용하여 흡

도 spectrum을 측정하 다.

3.결과 고찰

UV-Vis스펙트럼을 통하여 연밥 탄닌의 λmax는 270nm 근처임을 알 수 있었고,알칼리를 첨가

할수록 장 장 쪽으로 스펙트럼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NaOH를 첨가하여 알칼리 조건

하에서 연밥 색소를 추출하 으며,pH3에서 11까지 달리하며 실크를 염색한 결과 산성에서 Total

K/S값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염색된 실크 직물의 반사율은 420∼450nm에서 가

장 낮은 값을 보 고,K/S는 430nm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온도별 염색은 80℃ 이상

에서 염착 등온 상을 보 으며,최 염색 시간은 50분으로 나타났다.염색된 견직물은 밝은

라운 계열의 컬러를 나타냈고 매염 처리에 의한 염색에서는 색상의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FeSO4를 처리했을 경우 연밥의 탄닌과 염료의 결합으로 인하여 darkbrown컬러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일 ·세탁 견뢰도는 비교 양호한 편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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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6

친환경 자카드 인공피혁의 개발

안 무

한성 학교 의류패션산업 공

I.서론

국내의 인공피 시장은 지속 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어지고 있고,특히 홈텍스타일

부분의 수요가 상승하고 있지만, 실 으로는 인공피 에 한 제조과정 작업공정에서 많은

지 이 되어 왔으며,특히 환경오염에 큰 지장을 래하기 때문에 산업 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은

문제 을 지니고 있는 기술을 본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기의 문제 들이 있다. 한 인공피 에

한 수요시장과 향후 소비자의 요구는 갈수록 수요가 증 되지만,동물보호법에 의한 각국의 규제

로 인해 생산하기가 어렵고,생산 공정에서도 환경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 이 두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섬유 화섬사와 공동으로 친환경 인 인공피 을 공동 개발하여 새로운 상품이

출시하 는데,본 기술개발로 최종제품을 개발한 결과 특징,형태,성능,공정조건 등이 일본 제품

과 동등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 다.이로 인한 내수 수출확 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자카드 직물 타입의 주요 공정 로세스로는 친환경 소재원사 사용 High-multi방사기술,이

수축혼섬 소재원사의 물성 수축률 차이 기술,공기교락 처리에 의한 사가공 기술과 루 의 간

격으로 인한 High-multi사의 집속 기술,이수축혼섬의 직물설계 기술 직기개조(고 도 생산

가능한 자카드 본수 설정),염가공 기술에 한 핵심기술,특수가공 기술인 우 탄 기술 용

이에 사용하는 우 탄의 리싸이클 제조 기술,특수 표면 가공기술(기모,샌딩,샤링,라미네이 ,

도트가공)을 용한 일련의 공정을 기술 융합함으로서 신기술을 용한 친환경 인 자카드 인공피

을 개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극세사를 이용한 인공피 을 개발함으로서,인공피 과 유사한 감과 직물외

,문양,디자인의 기술이 개발되어 친환경 타입의 직물용 인공피 을 개발하 다.

II.실험

비수 수축율은 원사를 100℃의 비등 수에 30분간 침지한 후의 원사의 길이로부터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비수 수축율(%)=ℓ0-ℓ1/ℓ0×100=비등 수 처리 의 원사 길이(cm)

-비등 수에 30분간 처리한 후의 원사길이(cm)/비등 수 처리 의 원사 길이(cm)각각 측정하여

백분율로 산출하 다.

원사의 섬도 측정 방법은 섬도(d)는 사의 굵기 표시로서 항장식 밥법으로

기 :9000m -1g일 때 1d(데니어)=9000m :1g=1d계산한 후 사용 기기는 Warp

reel(검척기):Model-DL-3028,Maker-SUNGJIN,Balance:Model-HS2500,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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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WON,(한국)을 이용하 다.KS규격은 KS-K – 0416이다.

원사의 강신도 측정 방법은 강력(g)은 일정 길이 시료장(200mm)으로 정속 신장한 후 단 될

때까지의 최 힘을 강력(g)이라 하고,신도(%)는 일정 길이 시료장(200mm)으로 정속 신장한 후

단 될 때 까의 최 늘어난 길이를 %로 환산한 값을 신도(%)이라고 한다.강도(g/d)는 일정 길

이 시료장(200mm)으로 정속 신장한 후 단 될 때까지의 최 힘 강력(g)을 d로 나 값을 강도

(g/d)라 하고, 도(g/d)는 일정 길이 시료장(200mm)으로 정속 신장 한 경우 기 기울기를

도( 기 인장 항도)라 하는데,이는,상기 S-SCurve에서 선각의 최 응력(g)나 기

선각의 길이(H),나 기 시료장,측정 하고 있는 시료의 섬도(d)를 곱한 값을 도( 기 인장

항도)라 함.사용 기기는 강신도 측정기(Model-HS-200A,Maker-HANWON(한국))를 이용하

고,KS규격은 KS-K-0215에 하여 평가하 다.

고수축 +HM 원사의 단면 찰은 열풍 건조기에 라핀을 용해 후 단면을 단 할 수 있도록

라핀을 제작 후 Microtome 단기를 사용하여 2∼40um 두께로 단하여 미경으로 단면 촬

하 고,사용기기는 미경(PolarizingMicroscope-400∼1250배)으로 Model-DM 2500P,

Maker-Leica(독일)을 사용하 다.

HM 원사의 측면 찰은 원사을 스테이지 에 고정 시킨 다음 빛을 직물 표면에 반사 시켜

반사 이 ZOOM 즈에 포짐하여 미경으로 직물 표면 촬 한다.직물,산업용,인테리어 원단

등 표면촬 가능하고,사용 기기는 상 분석기(ZOOM Microscope-10~100배)로 Maker-에

이코 Korea(한국)를 사용하 다.

HM 원사의 자 미경 표면 찰은 원사,직물의 표면 단면을 고배율(×100.000)로 찰하여

가공시 최 조건 설정 가공후 불량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함이며 모든 시료(화섬,천연섬유)

등을 미세한 부분까지 찰하여 신소재 개발 등 우리사의 차별화 제품 특성 등을 물체의 표면에

가속된 electronbeam의 flux를 가하면 물체내부에 있는 원자와 반응하여 여러 특성을 갖는 동

을 발산하게 된다.이러한 동에는 auger 자,2차 자,후방 산란 자등이 있는데,주사형

자 미경은 이러한 자(물체 표면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2차 자,형태를 나타내는 후방 산란

자)를 검출하여 CRTscreen에 상화하여 물체의 표면상태 등을 찰, 단할 수 있으며,사용 기

기는 자 미경 (ScanningElectronMicroscope)Maker-HITACHI,S-3000N (일본)을 사용하

다.

Ⅲ.결과 고찰

고수축사와 수축사를 섬도별에 따라 원사 조건별 테스트를 한 결과 고수축사가 30/12, 수축

사 150/144를 이수축혼섬한 합사소재가 Loop와 감이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다.고수축사가

40/12, 수축사 150/288을 이수축혼섬한 합사소재가 Loop와 감이 우수한 결과가 나타났다.

고수축사와 수축사를 인터 이스 개수에 따라 조건별 테스트를 한 결과 고수축사가 30/12,

수축사 150/144를 이수축혼섬한 소재의 인터 이스 개수가 90∼ 100개가 이수축혼섬 효과가 우수

하 고,고수축사가 40/12, 수축사 150/288을 이수축혼섬한 소재의 인터 이스 개수가 85∼ 90

개가 이수축혼섬 효과가 우수하 다.

고수축사와 수축사를 수축율 별로 제조하여 합사 시 최종 열수축 결과를 평가함으로서 최

의 소재 복합사를 제조하 다.복합사로서는 인터 이스 공기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합사 시 인터

이스 개수를 조정하여 최종 제품을 합사하여 열수축율에 따른 최종 직물에 Loop와 표면에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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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이 우수한 인공피 에 합한 소재원사를 선정하 다.

고수축사와 수축사를 합사하여 이수축혼섬사를 제조 시 가장 요한 이수축효과 발 을 해

서는 고수축과 수축 사이에 균일한 Loop가 형성이 되며,정련 표백시 열 거동이 균일한 특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공기 교락 처리시 에어 압력에 가장 큰 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한 에어

압력별 합사 조건을 선정한 결과 공기 교락 에어 압력이 9kg로 처리하는 인터 이스 개수가 90

∼100개의 물성을 보유하는데 이때 원사의 최 조건으로 선정하여 양산화를 실시하여 제조하 다.

공기 교락 에어 압력이 8kg로 처리하는 인터 이스 개수가 85∼95개의 물성을 보유하는데 이때

원사의 최 조건으로 선정하여 양산화를 실시하여 제조하 다.

소재원사로는 이수축 혼섬사(고수축사/자발신장사)를 사용하 고,고수축사는 폴리에스테르 공

합체 원사로서 열수축에 의해서 원사의 길이가 축소되는 고수축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발신장사의 효과를 극 화 하기 해서 본 기술을 용하 다.원사의 구조를 보면 Core부 에는

고수축사를 Sheath부 에는 자발신장사를 사용하여 직물타입의 인공피 효과를 발 하는 제

품을 개발하 다.1차 정련 후 고수축사의 과수축으로 수축사의 루 발 이 균일하게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가공시 수축사 신장을 향상시키기 하여 2차 정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장

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련 시 다단정련 공정 조건으로 실시하여 본 기술을 개발하 다.

수축사와 고수축사가 인터 이스 처리되어 있는 계로 사의 섬도에 따라 경사의 루 발 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무연으로 테스트 한 결과 루 형태는 자연스러우나 루

표면에 지 분하게 발생되는 문제 이 발생되어 인터 이스 개수를 높이고,약연을 부여하여 개선

할 수 있었다. 수축사와 고수축사가 연사 처리되어 있는 계로 사의 섬도에 따라 경사의 루

발 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기술개발 하 다.

Ⅳ.결론

본 기술에서 소재원사는 친환경원사를 사용하 고,직물의 표면을 극세화 하기 하여 극세 데

니어 필라멘트와 이수축혼섬을 할 수 있는 자기신장사와 고수축사를 이용하여 직물표면에 미세한

마이크로 감을 발 하고,후가공에서 폐원사를 활용한 우 탄을 사용하여 인공피 과 유사한

감을 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공정이 간단하고,품질의 재 성과 인열/ 열 강도가 우수한 특

징을 지닌 직물형 인공피 을 개발하 다.

그리고 알칼리 공정기술을 생략한 정련표백으로 인한 기술을 용함으로서 직물의 표면에 균일

한 느낌과 고 스러움을 연출하는 직물형 인공피 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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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환경에서 한국신형 전투복의 온열생리반응 연구

- 25±1℃, 65±5%RH, 0.3m/sec 이하 환경에서 -

김태규1)·조호연2)·송민규3)·윤종희1)·박순지4)

1)
구 술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서정 학교 섬유패션디자인과
3)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해외신사업단
4)
남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군복은 군인들이 훈련과 시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며,착용하는 군복이 운동기

능성,생리 쾌 성이 군사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특히 투복은 생체역학,의학,생리학 등

의 과학 연구와 첨단기술이 같이 합해져 단순 의복의 수 을 넘어서 군장비라는 개념이 도입되

고 있다.이에 군복은 운동 기능성은 물론 생리 쾌 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신체보호의

기능을 필히 추가하고 군복을 착용한 후 인체의 생리 반응을 측정하여 그 기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따라서 한국의 신형 투복과 해외 투복과의 소재 물성과 착의 비교실험을 실

시함에 의해 신형 투복의 신체 ,생리 ,인간공학 측면으로 기능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이

용한 더욱 고기능의 투복개발에 한 기 데이터로 활용 하고자 한다.

II.연구방법

2.1국내외 투복의 소재분석

국내 신형 투복의 물성을 평가하기 하여 비슷한 조건의 일반복과 선진국인 미국,독일,일본

의 군복과 함께 총 5종에 한 기 물성평가,견뢰도평가,KC물성평가를 실시하 으며,기 물성

은 투복 4종과 일반복에 한 소재의 혼용률, 도, 량,두께,꼬임수,번수,인장강도,인장신

도,인열강도,공기투과도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2.2착의평가 측정내용 방법

피험자는 건강한 성인 남성 8인에게 2012년 7월∼8월 실시를 하 으며,측정환경은 한국의 8월

(25℃,78%RH,여름)의 평균 온습도를 가정하여 25±0.1℃,65±5%RH,기류는 0.3m/sec이하로 고

정하나,운동조건 기류 조정을 실시하 다.

착의조건은 일반복( 투복과 량 착의조건이 비슷한 옷,Ctrl.),한국 신형 투복(K.A),미국

투복(A.A),독일 투복(G.A)으로 총 4종에 해 실시하 다.

실험 실시시간은 총 100분으로 안정기(Rest)20분 -운동기(Exercise)20분 -안정기(Rest)20분

-운동기+기류(Exercise+Wind)20분 -회복기(Recovery)20분으로,운동조건은 트 드 을 이용

하여 10분 걷기 4.5km/hr,10분 뛰기 7.5km/hr이며,2차(후반)운동기에는 20분간 피험자의 정면

에서 기류(3.5m/sec)를 일으켜 야외운동에서의 조건을 가정하여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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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으로는 피부온도,직장온도,의복기후(의복내 온습도),맥박수, 압,쾌 감,온냉감,습

윤감,체 감소량 등을 실시하 다.

본 착의실험에서 얻은 자료는 SPSSWIN 20를 이용하여 투복별 각 측정항목의 평균과 표

편차 등의 기 통계를 구하고 투복의 착의조건과 경시변화 간의 Anova분석을 실시하 다.

Ⅲ.결과 고찰

3.1.국내외 투복의 비교 물성 평가

미군복,독일군복,일본군복,한국신형 군복과 일반 근로자복(총 5종)소재물성평가를 실시한 결

과 각 나라별 군복의 소재를 보면, 부분 폴리에스터/면 혼방직물로서 그 혼방비율은 각 나라마

다 약간 차이가 있었다.직물의 경사 도는 95∼105올/inch로 거의 유사함을 보 으며, 사 도는

경사 도보다는 체 으로 낮으며,55∼70올/inch의 도 다.경 사의 번수는 경사에 비해 사

가 굵으며,경․ 사 모두 비슷한 번수를 나타내나 미군 군복의 경우,타 군복보다 사가 굵음을

알 수 있었다.인장강도를 보면,경사의 경우,독일 군복이 상 으로 낮으며,미국군복이 950N으

로 가장 높았고, 사의 경우에는 미국군복이 가장 낮은 값을 보 다.신도는 경사방향은 미국군

복이 가장 높고, 사방향은 한국군복이 가장 높았다.공기투과도의 경우에는 각 나라별 차이를

보여,일본군복이 가장 높은 공기투과도를 한국 군복이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3.2평균피부온도 국소별 피부온도 변화

▪평균피부온도는 모든 투복들이 33.5±0.6℃ 부근에서 시작하여 안정기에서는 하락을 운동기

10분경과 후에는 상승을 한 것이 반복 으로 나타났으며,후반 운동구간에서는 최고 하락을 보

이다가 운동 10∼15분을 경과한 이후에 상승이 나타났으며,후반운동기시작 10분정도까지의

격한 평균피부온의 하락은 기류(3.5m/sec)에 의한 향이라고 사료된다.

의복간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으나,기류를 동반한 후반 운동기에서 K.A.가 가장 낮은 온도(실

험시작 후 1.6℃ 하락,32.78±0.62℃)분포를 보 다.

▪가슴부 피부온도는 모든 착용의복이 34.04±0.10℃ 범 에서 온도의 하강이 크게 나타나진 않

았으나,1차 운동구간 이후부터 온도의 변화가 나타나고,운동에 의한 온도상승은 운동 종료시

부터 보 다.쾌 한 피부온도로 알려진 33∼34℃의 역은 모든 실험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으나,운동구간이후의 가슴온도 하락이 두드러져 운동에 의한 동작이 의복내 기후 유입이라

사료되며,특히 2차 운동구간에서의 가슴온도 하락이 두드러짐은 정면에서의 기류에 의한 향

이 있었을 것으로 단된다.

▪팔부 피부온도를 살펴보면 실험시작부터 투복간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으나,K.A.가 실험

반이후에 다른 의복군(Ctrl.,A.A.,G.A.)들 보다 낮은 온도(최 31.90℃,최고 32.24℃)를 유지

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유의차는 없음).최 32.12±1.4℃ 정도로 피부온도 쾌 온도 역인 33∼

34℃의 범 내에 있었으며,운동 후의 하락에서 K.A.의 하락폭이 가장 크고 낮은 분포를 보 다

(유의차 없음).

▪ 퇴부 피부온도를 살펴보면 실험시작부터 거의 모든 의복이 유사하나,K.A.가 실험 반이

후에 다른 의복군(Ctrl.,A.A.,G.A.)들 보다 낮은 퇴 피부온도(최 32.08℃,최고 33.71℃)를

유지하는 것이 확인 되었다(유의차는 없음).운동 후의 하락에서 K.A.의 퇴 피부온도의 하락

폭이 가장 크고 낮은 분포를 보 다(유의차 없음).온도 변화범 가 1.5℃이내에서 등락을 보여,

가슴 피부온도 보다도 더욱 안정 인 피부온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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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퇴부 피부온도를 살펴보면 실험시작부터 모든 의복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상승 하락을 보이

며, 투복간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모든 의복이 유사하나,K.A.가 실험 반이후에 다른

의복군(Ctrl.,A.A.,G.A.)들 보다 낮은 하퇴 피부온도(최 31.89℃)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차는 없음).

Forearm Chest

Thigh Leg

Fig.1.ChangeofLocalSkinTemperature

3.3.의복내 기후의 변화

▪의복내 가슴온도에서는 투복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A.A.가 가장 큰 등락을 가

지면서 낮은 분포를 보 으며,나머지 K.A.,Ctrl.G.A.가 비슷한 변화폭(시작온도에서 -5.0℃)의

범 에서 등ㆍ하락이 나타났다.2차 운동구간에서 운동에 의한 의복내 가슴온도가 1차 운동구간

에 비해 낮은 상승온도를 보임.기류의 향이 있다고도 단된다.

▪의복내 가슴습도는 투복간 유의차는 없었으나,G.A.가 실험시작 시 부터 다른 투복보다

높은 가슴습도를 유지하 다.시간경과에 의한 변화를 보면,모든 투복에서 1차 운동구간

반까지는 하락을 나타났으나,1차 운동구간 10분(실험시작 30분)부터는 속한 상승이 확인 되

었다.운동에 의해 최고 습도는 1차,2차 운동구간의 종료시 에서 75%RH 까지 상승 하 다.

습도의 변화량에서 모든 투복의 변화가 동일하게 큰 변화폭(약 -15∼+30%RH,약 50%RH의

변화폭을 가짐)의 범 에서 등락이 나타났다.

▪의복내 등온도는 투복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K.A.가 최 등온도를 2차 운동구

간에서 나타났으며,K.A.,Ctrl.G.A.가 비슷한 변화폭(시작온도에서 0.5∼-3.5℃,약 4℃정도의

범 )의 범 를 보 다.2차 운동구간에서 운동에 의한 의복내 등온도가 1차 운동구간에 비해

낮은 상승온도를 보여 기류가 등온도에도 향이 있은 것이라 사료 된다.

▪의복내 등습도 :K.A.가 실험시작 시 부터 다른 투복에 비해 높은 등습도를 유지하 다(p〈

0.01).시간경과에 의한 변화를 보면,1차 운동구간 종료 후부터 2차 운동구간 시작 까지 20분

간 가장 높은 등습도를 유지하는 K.A와 가장 낮은 습도를 유지하는 A.A사이의 습도차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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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RH 정도 차이를 보임(p〈 0.01).운동구간에서 습도가 빠르게 상승함이 나타났으며,최고

90%RH까지 상승하여,고온에서의 운동이 다량의 발한을 생성할 것으로 상 되며,가슴습도보

다 변화폭이 크고,최고습도를 나타내는 시 은 같으나,약 10%RH이상 높은 분포를 보여 발한

량도 등부 에서 더욱 높음을 알 수 있었다.

ChestTemperatureinMicroclimate BackTemperatureinMicroclimate

ChestHumidityinMicroclimate ChestHumidityinMicroclimate

Fig.2.ChangeofChestandBackinMicroclimate

Ⅳ.결론

▪국내외 투복 소재의 물성 평가 결과와 건강한 성인남성 8명에 의한 25±1℃.65±5%RH,

0,3m/sec이하의 환경에서의 착의성능 평가의 결과에 의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소재물성와 착의평가는 4종의 소재와 투복의 평가결과가 동일한 부분도 있었으나,성능의

상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도 다소 있음.이는 투복의 소재성능 이외의 의복의 구성조건(디자

인,개구부 등)등의 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단됨.

-국내외 투복 3종은 열환경에서 기류발생이 신체의 피부온도 의복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

가 있으나,의복내 습도 조 에 한 효과 미비함.

-통기투과도가 낮은 한국신형 투복은 고온 다습의 환경일 때 습도배출 체온조 에 해

요인으로 단됨.

▪이에 신형한국 투복은 고온환경에 해 부분 우수한 체온조 을 보 고,상체부 내부 기후의

Ventilation을 고려한 디자인 통기성이 우수한 소재의 용이 있게 되면 가장 우수한 군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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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8

발열 신축소재개발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제품 연구

강지만1)· 병옥2)·윤종희3)·김태규3)

1)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산업용소재 R& D
2)
주)실버 이
3)
구 술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Ⅰ.서 론

IT융합형 섬유제품의 원천기술은 1980년 에 미국의 컴퓨터공학 분야에서 시발되었으며,1998년

부터 섬유패션 분야와 컴퓨터공학 자공학 분야 간의 업 기술로 발 하 음.그 결과 2000년

부터는 미국과 유럽 등을 심으로 디지털 장치와 기능이 가미된 의류들이 발표되기 시작하 다.

이러한 제품 스마트 섬유 략기술인 IT/Digital기술 활용 섬유제품에는 외부 온도변화에 따

라 스스로 설정된 조건에 반응(정보 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연구 개발 되고 있다.

그러나 재까지 개발되어온 발열소재들은 일반 인 섬유형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목이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발열제품의 신축 지속 인 변형속에 발열사의 내구성

문제와 디지털사의 기기 시 그 부 의 약화로 인한 단 상 등이 발생된다.

이러한 이유로 융합제품의 부분은 상용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정량화 규격화

된 융합기술의 개발은 본 개발 상 제품을 이용한 헬스 어 제품개발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 요

성이 높다.

따라서 련 분야의 요소 기술을 개발하는 ‘bottom-up’방식 다양한 련 분야가 업하는

학제 방식을 심으로 차별화된 선상 발열소재와 도사를 개발하여 제/편직하고 제품화 되는

일련의 시스템과 고효율성의 발열 헬스 어 제품의 Protype을 제안 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다양한 기 물성 테스트를 통한 도성 소재의 기 데이터 확보 1차 소재 선정을 한다.

고효율,고내구성의 차별화 발열소재 개발을 한 도 사,보강사,커버사의 선정을 하고,선정된

발열원사를 이용하여 복합용 기능성 합섬 원사와 DTY를 통한 신축 복합도 원사를 개발한다.

개발한 신축복합 도 원사는 기 물성 특성 발열 구조의 기 성능을 고려하여 최 의

도성 소재로 선정하고, 기 항의 변화와 쇼트방지를 한 안정화 내구성이 우수한 신축성이

발 될 수 있는 구조의 제/편직을 실시한다.

3.결과

3.1. 도사 분석 심사 선정

도사종별 기 특성 측정을 실시하 으며,발열특성상 기 항 측정(Ω/m) 기 항이 가

장 최소의 사 도출하기 하여,coatedyarn,metalyarn등 소재특성에 따른 기 항(Ω/m)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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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 다.

특히,내열성 도사 단락 방지를 한 심사용 보강사로서 아라미드계,구리,세라믹 섬유사

등을 분석하 으며,총 12종을 선정측정한 결과 0.2∼12.4 기 항값(Ω/m)을 나타내었다.

이 복합원사로 제조 가능 유무를 확인하기 해 도원사(심사)의 물리 특성을 동시에 분석

하 으며,원사 제조 직물제조에 필요한 물리 ,화학 성능과 도기 인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심사)는 항치 3.4(Ω/m),Aramid55d를 선정하 다.

3.2.발열소재 용 원착 합섬 원사의 DTY제조기술 개발

본 연구에서 생산에서 사용된 기계는 DISC형 고속 복합사 가공기 Murata33H(日本 Muratec)

기계로 사속,연신비,VelocityRatio(VR)와 DISC배열 개수그리고 1STheater온도를 변화시키

고,이 개발된 원사를 기본 물성실험을 실시한 후 최 조건의 제품에 응용하 으며 특히 비 실

험에서 1ST.HEAT TEMP.와 연신비에 따라 물성이 크게 변화함을 조사하여 사속은 500M/MIN.

VR은 1.8,DISC배열은 1:6:1로 고정하 다.

▶소재원사 :POY255/48SD(DTY150/48용도)

▶변화요인 :연신비 :1.6,1.7,1.8

1STHEATTEMP.:180℃,200℃,220℃

로 강제조건을 부여하여 SAMPLE을 가연하여 제직 비,제직,염가공을 거처 최종제품에 향을

주는 것을 추 조사하 다.

가연기술은 원사특성에 정한 공정조건을 부여하여 최 의 물성 발 을 나타내어야 하는데 그

열응력 특성의 악에 의해 가연가공사의 품질과 가연기술의 우열을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다.따라서 열처리 조건의 정과 열 Set효과의 평가 정확한 2차 가공조건(릴 스

온도에 따른 장력,염색가공조건)의 악에 응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의 열응력 측정 결과에서는

정 셋 온도를 200℃를 기 으로 20℃의 차이로 가연 Test를 진행하 다.

TESTNo. 1st#HETemp. DR 강도(g/d) 신도(%) 섬도

1

180℃

1.6 4.22 38.18 161.33

2 1.7 4.65 25.78 152.23

3 1.8 4.99 20.36 144.98

4

200℃

1.6 4.37 31.67 161.65

5 1.7 4.8 24.75 151.62

6 1.8 5.1 18.6 142.86

7

220℃

1.6 4.52 37.27 162.52

8 1.7 5.02 24.39 152.45

9 1.8 5.09 17.86 144.17

<표 1>가연공정인자와DTY사의강신도 섬도

섬도는 연신비에 의해 반비례함을 보이고 그 외 공정조건에는 많은 향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강도는 연신비에 하여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강도도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특히 가연온도가 220℃에 연신비가 1.8일 경우에는 POY가 열에 취약하여 사가 되

어 모우 발생 그리고 취화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강도의 증가하는 경향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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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이 개발에서 목표로 한 에서와 같이 섬도는 연신비에 의해 비례함을 보이고 그 외 공

정조건에는 많은 향을 없는 것으로 보인다.신도그래 한 연신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고 온도에 따라서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밴드제품용도로 사용 되는 DTY 150de'의 경우,가공사의 정 물성 후공정에서의 작업성을

고려할 때 온도는 1st히터온도는 200℃,연신비 1.7에서 최 의 조건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3.3.고효율,고내구성의 차별화 발열원사 개발

제조한 도원사는 발열효율을 고려하여 총 8종으로서 앞서 선정된 도심사를 7∼14가닥으로

삽입하고,커버링사로 DTY사와 기 인 성능향상을 보강하기 한 속사를 간층에 삽입하는

구조로 복합시 포합성 내구성 향상 거려하여 사가공을 실시하 다(그림 1).

도 심사,보강사,커버사의 포합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커버링 공정조건 제어에 따라 Feed율,

Yarnspeed,Spindlerpm 등 달리 하 다.

이러한 구조는 코어형태의 도사에 sheath부분 커버링 형태 복합사,원사소재 자체의 신축성

발 을 해 펄스구조의 마이크로 스 링 형태를 가지고,아라미드사로 구성되는 심사에 미크론

단 의 외경(50㎛)을 갖는 도사를 수십 가닥 귄취하고,그 표면에 섬유사로 재직하여 외부층을

형성한 것으로 체 외경은 미크론( 략 100㎛)단 정도 다.

[그림 1]사가공에 의한 신축 발열 도사 제조

No. 1 2 3 4 5 6 7 8

항치(kΩ) - 0.5∼0.6 4.7∼6.3 　 　 　 　 0.2∼0.3

비고 동 은사 은사 동 동 동 동 은도 사

<표 2>개발 원사들의 항치(Ω/m)

이 게 제조된 8종의 신축발열 도사의 기 특성에 한 분석 결과,은사나 은도 사를 포

함하는 2,3,8번 시료는 항치가 측정이 되었으나,구리사를 포함하는 시료는 항치가 (-)값을

나타내어 측정이 되지 않았으며,은사에 나일론이 커버링 된 3번 시료가 항치가 가장 높게 나타

내었다.

개발 신축 도선의 신도 측정결과 KSK 0412사인장강도 측정과 더불어 신장후 도도 변화

에 한 테스트를 하 으며,100% 신장 후에도 커버링사만이 신장을 하고, 항 성능에는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 하 다..

3.4발열 원단 제작

선정된 도 원사 개발한 커버링용 원착 DTY사를 이용한 신축성을 가진 기 인 성능을 가

진 개발원사를 이용하여 발열이 가능한 피복소재로서 제조를 실시하 다.

발열원사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피복제품은 경편으로 제조하 으며,발열선의 배열은 지그재그로

삽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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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원단 상에서 기기 부착을 한 특정부 도사의 부출량을 고려하여 로그래 하여

제편하 으며,제편된 원단에 한 발열가능 온도범 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하 다.

외부온도 20℃의 환경에서 최 61.8℃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 하 으며,최종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발열범 한 조 가능 한 것을 확인 하 다.

4.결 론

본 연구개발 시스템은 다수의 도사 표면에 연 피복,일반섬유를 이용한 커버링 형태,코어

형태의 도사에 sheath부분 커버링 형태 복합사,원사소재 자체의 신축성 발 을 해 펄스구조

의 마이크로 스 링 형태를 용하 으며,메탈 섬유사의 내부구조는 아라미드사로 구성되는 심

사에 미크론 단 의 외경(50㎛)을 갖는 도사를 수십 가닥 귄취하고,그 표면에 섬유사로 재직하

여 외부층을 형성한 것으로 체 외경은 미크론( 략 100㎛)단 정도이다.이것을 경편물로 제

조하여 발열 소재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게 개발된 소재는 발열과 온도컨트롤 기능을 지닌 발열 도사 섬유제품의 원천기술인 원사

피륙소재로서 일반 의류 작업복에 용가능한 신축성과 스마트 소재로 도 발열기능을

동시에 가진다.특히,세탁이 가능하고 온도조 PMW,IT/NT/BT 기술을 용한 융합형 스마트

제품으로 은나노 소재를 용해 발열부의 열 도 효율을 향상시켰으며,발열제품으로 범 하게

용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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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과 운동화 착용에 따른 청년 여성의 보행특성 분석

김성숙·김희은

경북 학교 의류학과

보행은 인간이 행하는 일반 인 움직임 의 하나로 신체를 안 하고 효율 으로 이동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되며,생애의 첫해에 학습된 보행은 7세경에 완숙된 후 노년기까지 이어진다

(Princeetal,1997).인간의 행동양식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부 인 발은 일상생활 수면

시간을 제외한 부분 시간에 하 을 받고 있으며,발에는 우리 몸 체의 1/4에 해당되는 52의

와 60개의 ,214개의 인 ,38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만약 이 하나라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보행에 따른 반복 하지 의 굴곡과 신 운동 시 발에 통증을 느끼면서

걷는 자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물론 척추 변형이나 등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

오늘날 패션산업의 발 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신발의 형태가 생산 · 매되어 많은

이들에게 선택되어지고 있으나,기능성이 고려되지 않은 특이한 신발을 착용하게 되면 비정상 인

보행자세 하지분 의 불충분한 신 굴곡으로 인한 발의 변형,신체 각 분 에 한 충격

등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에 나쁜 향을 미칠 수 있다.

잘못된 보행습 이나 부 한 신발착용으로 인해 발목 의 내/외번,내/외 회 운동이 증가

하게 되므로(Kim etal.,2011),Perry(1992)는 발목 운동을 결정하는 발과 하퇴분 의 운동을

보행동작의 요한 결정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따라서 신발의 선호도,신발 선택 습 등은 자

신의 보행자세는 물론 하지분 근육군들의 정상 인 활동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본 연

구는 청년 여성의 보행 연구를 통하여 보행동작 특성과 풋웨어 기능을 악하여 건강하고 균형

인 보행에 도움이 되고자 맨발과 운동화 착용의 보행분석을 실시하 다.

피험자는 20 여성 60명이었으며,RS-scansystem(RSscanLtd.,Germany)을 사용하여 피험자

가 보행 (415×675mm) 를 보행하면서 얻어지는 data를 통해 FootAxis Angle(발축각도),

SubtalarJointFlexibility(거골하 유연도),Foot

ContactTime(보행 구간별 시간),MaxP(역별

최 압력)을 구하 다.보행시 지면에 되는

발의 역은 T1(Toe 1),T2-5(Toe 2-5),M1

(Metatarsal1),M2,M3,M4,M5,MF(Midfoot),

HM(Heelmedial),HL(Heellateral)의 10개 역으로

나 었으며,보행시의 압력분포 자료는 RS-scan

system 로그램인 Footscan7gaitver.2를 이

용하여 126frame/sec로 수집되었다.

Fig.1에 나타낸 청년 여성의 FootAxisAngle에

서 맨발과 운동화 착용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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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

SubtalarJointFlexibility는 맨발보다 운동화 착용 시 유의하게 증가하 다.운동화 착용시 유연도

가 크게 나타난 것은 운동화 뒷꿈치 월형으로 인한 보조축 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보행

분석과 련하여 지면과 발의 이동에 따라 InitialFootContact,InitialMetatasalContact,

InitialForefootContact,HeelOff,LastFootContact의 5개 구간으로 나 고,각 구간과 구간사

이에서 4개의 Phase로 나 어 분석하 다.InitialMetatasalContact와 ForefootflatContact의 시

간은 맨발보다 운동화 착용 시가 더 길었으며,HeelOff까지의 시간은 맨발 보행이 운동화 착용시

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발바닥의 10개 역별 최 압력은 맨발 보행시 T1,M1∼M3,

HM,HL 역에서는 최 압력이 높고,T2∼5,M5,MF부 에서는 최 압력이 낮아 각 역별에

서 압력의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운동화 착용 보행시는 맨발과 달리 압력의 분포가 평 화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신발과 련된 상해는 쿠션이 무 좋은 신발이나 동작을 제한하는 신발

을 착용하는 경우에 발의 근육을 쇠약하게 하여 건을 짧고 뻣뻣하게 만드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

생하는데,Dougall(2009)는 맨발로 걷는 것이 체성감각(Proprioceptibe)을 살리고 발의 근육과 인

를 활성화하여 균형능력을 향상시켜 발의 변형 퇴행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근골격계의 변형과

퇴행,통증 상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그러므로 보행시의 바닥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지시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신발이 개발된다면 맨발의 체성감각을 살리면서 발의

근육의 활성화를 도와 상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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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

복합 천연 염색이 친환경 직물의 물성과 기능성에 미치는 향 (3)*18)

- 양파외피와 물푸레나무 추출액을 이용한 견직물의 복합염색 -

이정숙․박주 ․조임선․이제남․하 갑

경상 학교 의류학과

복합 천연 염색은 단독염에 비하여 색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염색포의 물성과 기능성의 변

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 이 있다.본 연구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염재를 사용해서

친환경 의류 소재를 개발하기 해서 양 외피 추출액과 물푸 나무 추출액을 이용하여 견직물에

복합염색을 시행하고 시료포의 염색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 다.먼 견직물을 상으로 양 외피

와 물푸 나무껍질의 복합염색에 따른 매염제별 색상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100% 견직물을 사용하 고,양 외피와 물푸 나무껍질은 시 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 다.매염제로는 AIK(SO4)2ㆍ12H2O,CuSO4ㆍ5H2O,Fe2SO4ㆍ7H2O,SnCl2시약을

사용하 다.

양 외피의 무게를 0.5g,2g,4g,6g,8g,10g에 100ml의 증류수를 가하여 90℃를 유지하면서 60

분간 2회 추출하 다.물푸 나무껍질은 40g에 증류수 100ml를 가하여 양 외피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여 사용하 다.

염색온도 60℃,염색 시간 30분,욕비 1:100,매염온도 40℃,매염시간 30분,매염 농도 3%(o.w.f),

욕비 1:100조건에서 양 외피 염액으로 먼 염색하여 수세,건조한 후 물푸 나무껍질 염액으로

후염하고 수세한 후 건조하 으며,모든 매염처리는 후매염으로 하 다.

측색은 색채계(UtraScanPRO,HunterLab)를 사용하여 CIEL
*
,a
*
,b

*
의 값을 측정하고 Munsell

표색계 색의 3속성치 HV/C를 측정하 다.세탁 견뢰도는 KSKISO105-C01:2007에 의거하여

Launde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양 외피 단독염색 시 염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염착량이 증가하 고 Cu매염 시 염착량이 가

장 높았다.양 외피와 물푸 나무껍질의 복합염색 시 염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염착량이 증가하

는 경향으로 나타났고,4g이상의 농도에서는 염착량의 큰 변화가 없었다.Fe매염 시 염착량이 가

장 높게 나타났다.복합염색 시 단독염색과 L*a*b*값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명도 L*값이 증가하

여 밝아졌고,a*값과 b*값은 약간 감소하 다.먼셀 표색계의 색상은 단독염색과 복합염색의 색상

모두 R-YR계열이나 약간의 색상의 변화가 나타났다.명도와 채도 모두 복합염색 시 약간 증가하

다.양 외피 염색 시 나타나는 높은 채도와 명도는 복합염에 의한 물푸 나무 껍질의 낮은 채

도 향으로 간색의 은은한 색채를 발 시킬 수 있었다.세탁견뢰도는 단독염색과 복합염색의

변퇴색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오염도는 단독염색 시 보다 복합염색을 했을 때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 (N0.

2012R1A1A30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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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

고등학교 동복의 보온성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김유미⋅이정란

부산 학교 의류학과

Ⅰ.서 론

의 청소년들은 교복을 착용하는데 있어 자신의 개성을 잘 표 하며,좀 더 편안하고 개선된

교복을 원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에 교복제조업체들은 실제 교복 소비자층의 변화에 따라 교복에

다양한 기능성을 추가하여 매율을 높이는데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청소년들의 의견을

반 한 교복 개발은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한 재까지의 교복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교복구매⋅착용실태 만족도에 한 연구(임주희,2004; 은경 외,2008),교복 디자인에

한 연구(김연희,배천범,2003;최해주,2012),교복 변형에 한 연구(정혜원,정인순,2005, 채령,

김용숙,2007)가 주를 이루었고,최근 우리 옷 교복의 확 를 한 생활한복 교복에 한 연구(유

정자,권수애,2006)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실제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 된 교복개발에 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빨리 다가오는 한 와 길어진 혹

한에 겨울철 청소년들이 착용하는 교복에도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상되며,특히 남학생은 여학

생보다 더 활동 이고 속옷 착용도 많지 않아 겨울철 교복의 기능성은 매우 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이에 본 연구는 교복에도 보온성과 같은 기능성을 높이기 한 아이디어 다양한 기술과

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고등학교 남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 된 기능성을 만족시키는 교복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1)연구 상 자료수집

경남ㆍ부산ㆍ울산 지역의 교복을 착용 인 인문계 고등학교 7군데를 임의로 선정하여 고등학교

에서의 교복 착용기간이 짧은 1학년과 수험생인 3학년을 제외한 2학년 남학생들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지 문항은 선행연구(김유미,2010;황 미,2010)를 바탕으로 제작하 으며

교복 구매,겨울철 교복 착용실태,보온 기능성 교복에 한 요구 등 27개의 설문 문항을 비조

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이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를 제외한

325부를 통계 자료로 사용하 다.설문조사는 2012년 2월부터 3월까지 이루어졌다.

2)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18.0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

고,교복의 기능성 한 만족도는 5 평 척도를 사용하여 평균을 구하 다.

Ⅲ.결과 고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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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고등학교 남학생의 교복 상표 구입형태를 살펴 본 결과 특정 2

개 랜드에 한 구매가 높았으며,교복 구입비용은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이

는 선행연구((트랜드모니터)편집부,2012)의 하복과 동복을 포함한 교복의 정가격수 이 20∼29

만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응답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러나 20만원 미만으로 교

복을 구입한 학생이 12.0%에 지나지 않는 반면 30만원 이상의 교복구입 비용을 지불한 학생은

48.6%나 되어 여 히 교복 구입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교복의 하복과 동복의 질감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복 착용 시 보온성에

한 불만이 활동성이나 디자인에 한 불만보다 높게 나타났다.남학생들은 상의 속옷으로 반팔

라운드 티셔츠를 선호하여 간편하게 입되 교복 에 유행하는 패딩 퍼를 착용하여 추 를 막으

려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의는 상의보다 보온을 한 속옷을 갖춰 입는 경향이 높

게 나타났으며,이는 상의와 달리 하의는 속옷 외에 따로 보온을 해 착용할 수 있는 다른 아이

템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 학생들은 재 교복에 어떠한 기능성이 있는지 잘 인지

하지 못하 으며,교복에 용되어 있는 12개의 기능성 아이템에 한 만족도에서는 5 만 에

3.34로 보통 정도의 만족도를 보 다.특히 보온을 해 개발된 재킷 보온내피도 3.36의 만족도를

보여 재 개발되어 매 인 제품의 보온 효과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뿐만 아니라 상의

보온을 한 제품 개발은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하의 보온을 한 제품 개발은 미흡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보온 기능성 교복에 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겨울철 교복에 보온기능이 추가 되는데

호감을 보인 학생은 75.1%로 나타났다.상의와 하의 하의에 보온기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

생이 66.2%로 나타났으며,특히 하의 허벅지 부 의 보온기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

났다.허벅지는 체표면 이 커서 열손실이 많은 부 로 여학생들은 무릎담요를 많이 사용하고 있

으나 남학생은 그 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남학생들을 한 보온 기능

성 교복 바지 개발에 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Ⅳ.결 론

본 연구는 고등학교 남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교복 착용실태 기능성

교복에 한 요구사항을 알아보고,남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함에 있어 보다 편안하고 쾌 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사가 반 된 교복 개발의 기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하

다.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교복은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

며,교복 랜드에서는 이를 홍보하여 학생들에게 잘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특히 재 착용

되고 있는 동복의 경우는 보온성에 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온성이 높

고 실용 인 소재 용과 함께 의복구성학 설계를 통해 교복의 보온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연구를 계속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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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2

노년층 남성 손 유형 특성

최은희1)·도월희2)

1)
남 학교 의류학과

2)
남 학교 의류학과/ 남 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서 론

통계청 보고서에 의하면 2010Cencus의 10% 표본조사 결과 고령자의 규모는 2005년 보다

24.3% 증가하여 총인구 증가율(2.0%)보다 12.2배 높게 증가했다.성별 고령인구는 남자가 40.5%로

2005년보다 26.6%의 증가율을 보여 여자보다 남자의 증가율이 3.5% 높다고 보도하 다(Statistics

Korea,2011).2010Cencus총조사인구 60세 이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 남성은 43%이고

성비는 75%로 나타났다.노화에 따른 신체의 변화는 단순한 치수의 변화가 아니라 체형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어 신체의 면,측면 실루엣의 변화를 가져온다. 한 노인의 신체변화에 한 커다

란 특징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지속 으로 노화가 진행되며(Choi.2002),고령자는 노화로 인하여

체력수 과 신체 활동 능력이 하된다(Leeetal.,2012).노년층에 련한 선행연구는 Do(1993)

의 노년기 여성체형 특성에 한 연구,Seok& Im(2009),Kim& Lee(2003)의 노년 남성의 체형에

한 분석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고,Kim(2008),Ryu(2003)의 성인 남녀 상으로 손의 유형을 분석

하 으나,노년층 남성의 손 특성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노년층 남성의 제품 사용

시 불편함이 래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 남성의 손을 직 계측하여 손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징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 역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년층 남성을 인터뷰형식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여가생활 가능여부와 손의 질병유무를 악하여,손과 손가락부 가 질병이나 사고로 외 이

변형된 경우를 제외한 상을 선정하 다.조사기간은 2012년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노년층 남성

315명을 직 계측하 고,결측치를 제외한 303명 계측치를 분석하 다.측정 장소는 노인복지건강

타운에서 진행하 고,오른쪽 손을 계측하 다.노년층과 년층 남성의 손 유형을 비교하여 연령

에 따른 손 형태의 변형을 악하기 해 사이즈코리아(2010)의 직 계측 40 ,50 남자데이터

와 비교 분석하 다.계측항목은 선행연구와 사이즈코리아(2010)의 직 계측항목을 참고로 모두

54부 를 직 계측하 으나,연령별 비교 항목은 사이즈코리아(2010)의 직 계측 14항목이므로,

그 본 연구와 계측방법이 일치하는 손직선길이,손바닥직선길이,손 비,둘째손가락직선길이,

둘째손가락둘째 비,둘째손가락셋째 비,손두께,손둘 ,손목둘 ,아래팔수평길이,팔꿈

치주먹길이,팔꿈치손끝길이,팔꿈치최 둘 등 13항목과 키와 몸무게,BMI를 포함하여 모두 16

항목을 비교 분석하 다.손 측정 데이터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Statistics2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기술통계,연령별 ANOVA,요인분석,군집분석 등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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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연구 상자의 평균 신장과 체 은 각각 40 169.2㎝,71.2㎏,50 166.3㎝,68.6㎏,60 이상

165.1㎝,65.8㎏로 나타났고,연령집단은 40 435명(41.8%)50 302명(29.0%),60 303명(29.1%)

이었다.노년층 남성의 연령 는 60 84명(27.7%),70 192명(63.4%),80 27명(8.9%)이고 평균

연령은 72.4세,평균 신장과 체 은 165.1㎝,65.8㎏로 나타났다.

먼 노년층 남성의 60 ,70 ,80 집단 간 ANOVA를 실시한 결과,모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없었으므로 하나의 노년층집단(60 이상)으로 분석하 다.노년층과 년층 연령집단별 ANOVA

결과 16개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크므로 연령집단의 비교가 성립되며,팔의 길이와 둘 ,손과

손가락의 둘 , 비,길이항목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단되었다. 년층 40 는 손과 손가

락 길이 련 항목,손두께,팔꿈치 최 둘 ,키,몸무게,BMI등 부분의 항목에서 최 값이었

고,50 는 손 비,손가락 비,손둘 에서 최 값,손목둘 ,팔꿈치최 둘 ,아래팔수평길

이,팔꿈치주먹길이는 최소값이 나타났다.60 이상 노년층에서는 손목둘 ,아래팔수평길이,팔꿈

치주먹길이는 최 값,손과 손가락 길이,손가락 비,손두께,손둘 ,키,몸무게,BMI등에

서 최소값이 나타났다.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손직선길이 항목에서 감소함을 보이고 손목둘 를

제외한 손의 둘 와 비항목에서는 60 이상 집단이 최소값을 나타내었다.

연령집단별 손의 형태를 악하기 해 각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40 와 50 는 손과 손가

락의 종 요인,손목둘 요인,손과 손가락의 횡 요인 등 3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나 요인의 내

용은 각각 차이가 있었다.이에 따른 손 형태의 군집분석 결과 년층 남성 40 는 손과 손가락

길이가 40 평균보다 작고 손의 비와 둘 는 평균보다 큰 유형 1,손직선길이가 가장 길고

비와 둘 두께가 가장 큰 유형 2,평균 손의 길이에 근 하고 손의 횡 요인이 가장 작은 손이

가는 유형 3등 3가지로 분류되었으며,그 유형 1(52.0%)에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년층 남성

50 는 손과 손가락은 50 평균보다 길고 비와 둘 는 평균보다 작은 유형 1,손과 손가락 길

이는 평균이고 손 비는 작고 손목은 가는 유형 3, 비,둘 모든 값이 커서 손이 길고 크며 두

꺼운 유형 3,길이는 가장 짧고 가는 손이 작은 유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그 손과

손가락의 길이는 평균보다 작고 두께와 둘 는 평균보다 굵은 유형 2(52.2%)에 가장 많이 분포하

다.60 이상인 노년층 남성 손 계측치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팔과 손바닥의 종 요인,

팔과 손의 횡 요인,손의 크기요인,둘째손가락 비요인 등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요인

설명력의 기여율은 64.8%이었다.남자노인 손 형태의 군집분석 결과 4개 유형으로 구분되었

다.유형 1은 평균 키 163.2㎝,몸무게64.3㎏,손직선길이 180.0㎜,손 비 85.0㎜,손둘 212.3㎜,

둘째손가락직선길이 69.1㎜,둘째손가락둘째 비 17.7㎜로 손과 손가락은 가장 길고 비와 둘

도 큰 형태로 나타났다.유형 2는 평균 키 164.1㎝,몸무게 57.7㎏,손직선길이 175.3㎜,손 비

79.4㎜,손둘 198.9㎜,둘째손가락직선길이 66.9㎜,둘째손가락둘째 비 16.6㎜로 손가락 길이

와 비,손의 크기가 가장 작은 형태이다.유형 3은 평균 키 166.8㎝,몸무게 71.7㎏,손직선길이

179.7㎜,손 비 82.2㎜,손둘 206.5㎜,둘째손가락직선길이 67.8㎜,둘째손가락둘째 비 17.5

㎜로 손의 길이, 비,둘 가 평균값에 근 하지만 손두께가 두꺼운 형태로 나타났다.유형 4은

평균 키 164.7㎝,몸무게 65.2㎏,손직선길이 171.1㎜,손 비 80.6㎜,손둘 200.2㎜,둘째손가락직

선길이 65.2㎜,둘째손가락둘째 비 19.6㎜로 손가락과 손의 길이 항목에서 가장 작은 값을 포

함하여 손이 작고 손가락은 굵은 형태로 나타났다.노년층 남성 손 유형 ,손의 길이, 비,둘

가 노년층 평균값에 근 하지만 손이 두꺼운 유형 3(42.9%)에 많은 수가 포함되었다.

이상으로 년층과 노년층 남성의 손 유형을 분석한 결과,노년층은 년층과는 다르게 두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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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유형에 분포가 높아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손을 사용한 여러 가지 작업으로 인해 손마디의

비나 손두께가 커지고 굵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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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3

여고생의 발바닥 유형 분석

이정은1)·도월희2)

1)
남 학교 의류학과

2)
남 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서 론

최근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발 건강에 한 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신발의 개발에

있어서도 미 인 부분보다 기능 인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Korean Intellectual

PropertyOffice[KIPO],2003).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사람이 서 있거나 걸을 때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요한 역할을 한다.발에 한 연구는 주로 20세 이상 성인

을 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청소년기 고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발 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Lee,2007).고등학생은 성장이 완성되지 않은 성장 과도기로 올바르지 못한 신발

의 선택으로 발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심한 경우 발의 변형을 가져오기도 하며 발이 건강하지

않으면 운동이나 일을 하는데 능률 일 수가 없다.그러므로 성장에 따른 사이즈와 신발 형태의

합성을 해서는 발 형태에 한 이해와 유형화가 필요하다.따라서 본 연구는 2차원 간 측

정법을 통해 여고생의 발 사이즈와 형태 특징을 분석하고,발바닥의 형태에 따른 유형을 알아보

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여고생의 발 사이즈와 발바닥 형태를 알아보기 하여 주 역시 남지역에 재

학 인 여자고등학생을 상으로 평 스캐 를 이용한 2차원 간 법으로 발바닥 사이즈를 측

정하 다.측정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이며,총 310명의 측정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

용하 다.분석항목은 길이 5항목, 비 12항목,각도 7항목으로 총 24항목을 사용하 다.자료분석

은 IBM SPSS Statistics 18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t-test,요인분석,군집분석,

ANOVA와 Duncantest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2차원 간 측정 데이터에 의한 여고생의 왼발과 오른발의 계측치 평균을 살펴보면, 체 인 길

이항목에서는 왼발과 오른발의 길이 차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비항목에서는 왼발의 비

가 오른발보다 넓은 것을 알 수 있었다.각도항목에서는 발안쪽각도와 볼 비각도는 왼발이 크게

나타났으며,가쪽발 비각도는 오른발이 크게 나타났으나 엄지발가락측각도와 새끼발가락측각도

등 발의 돌출정도를 알 수 있는 각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양발의 돌출정도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여 생의 발 계측치(Lim,2007)와 비교해 보면,길이항목과 비

항목의 계측치가 높아져 신체 성장과 함께 발이 길어지고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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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발가락측각도,새끼발가락측각도,가쪽발 비각도 항목은 여자 학생의 계측치보다 커지고 발

안쪽각도,발가쪽각도,안쪽발 비각도,볼 비각도 항목의 계측치는 작아져 발 앞부분의 변형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학년별 발 계측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검지발가락끝길이,발 심

상측길이,외측볼 비,발목수 비 발목수 가쪽 비 항목에서 1·2학년이 3학년보다 크게 나타

났으나 길이, 비,각도의 체 이 항목에서 학년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새끼발가

락측각도 항목은 1·2학년이 3학년보다 작게 나타나 3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발가쪽부 의 돌출

이나 휘어짐 등의 발 변형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여고생의 발의 형태 특징을 악하

기 해 오른발의 2차원 간 측정 데이터를 기 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발길이 요인,발볼 발가쪽 돌출요인,발등과 발목 비 요인,발안쪽 돌출

요인으로 나타났다.요인분석 결과 여고생의 발바닥 유형 분류에 있어서는 길이를 나타내는 요인

이 가장 큰 향을 미치며,발안쪽 돌출요인보다 발가쪽 돌출요인이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여고생 발을 특징 인 형태로 유형화하기 해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4개의 요인을

기 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 으로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 으며,각 유형의 집단 간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세 유형 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형1(n=78)은 발길이요인과

발등 발목 비 요인,발안쪽의 돌출을 나타내는 요인이 가장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발가쪽

돌출요인은 간 값으로 나타났으며 발안쪽 과 발가쪽 의 기울기가 가장 큰 유형이다.즉 유형1

은 발길이가 가장 길며,발 비는 넓은 편에 속하며 발가쪽에 비해 발안쪽 부 가 큰 유형이라 할

수 있다.유형2(n=94)는 발길이요인은 간 값으로 나타났으며 발가쪽 돌출부 는 가장 크고,발등

발목 비요인과 발안쪽 돌출요인은 가장 은 값으로 나타났다.즉,유형2는 간길이에 발

비는 좁으나,발가쪽이 돌출된 유형이라 할 수 있다.유형3(n=138)은 발길이요인과 발가쪽 돌출요

인은 가장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발등 발목 비 요인과 발안쪽 돌출요인은 간값으로 나타났

으며,발안쪽 과 발가쪽 의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유형이다.즉 유형3은 발길이가 가장 짧으며,

발 비는 간정도에 발안쪽과 발가쪽의 돌출정도가 세 유형의 간이라 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평 스캐 를 이용하여 여고생의 발을 계측한 2차원 데이터 자료로 여고생의 발사

이즈와 발바닥 형태를 분석하여 여고생의 발 특성을 분석하 다.여고생의 발 계측치를 살펴본 결

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목길이수 비는 좁아지고,새끼발가락측각도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이외의 길이항목, 비항목,각도항목에서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발길이와

크기의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었다. 한 발가락의 변형정도를 알 수 있는 엄지발가락측각도

와 새끼발가락측각도,발가락 비와 볼 비 항목에서 여고생의 발가락 변형은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여고생의 발바닥 형태를 구성하는 요인은 발길이,발가쪽 돌출,발등 발목 비,발안쪽

돌출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다.추출된 4개의 요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나타났으며,유형1은 발이 길고, 비가 넓으며 발안쪽 부 가 크다.유형2는 간길이에 발 비는

좁으나,발가쪽이 돌출되어있다.유형3은 발길이가 가장 짧으며, 간 비에 간정도의 돌출정도

를 보인다.일반 으로 여고생은 신체성장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이는 신장을 주로

한 성장의 추이를 말하는 것이고,본 연구의 결과 연구 상인 여고생의 체지부 특히 발의 성장은

완 히 멈추지 않았고 여 히 진행 인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연령에 따라 변해가는 발의

특징을 살펴보기 해서는 성장 과도기 고등학생의 발 특징에 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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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4

저체중 성인여성의 토르소원형 설계

- Clo 3D 프로그램 적용 사례 -

임지

학교 패션디자인 비즈니스학과

1.서 론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산업자원부 기술표 원,2010)에서는 모든 성인 연령 의 BMI

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며,특히 2·30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18.5미만인 체 의 비율이 5차

때 159명에서 6차 때 233명으로 늘어나 우려할 만큼 높은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다(임지 ,2012).

한 체 여성은 보통 여성과는 달리 키가 크고,가슴둘 ,허리둘 ,엉덩이둘 가 작은 일자

형 체형 특성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와 같은 체형 특성으로 체 여성의 경우 조사 상

자의 76.3%가 기성복 수선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수선부 는 상의의 경우 품과 허리부 를

가장 많이 수선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체형이나 과체 여성과는 차이를 보 다.비만이 심각

한 사회 인 문제로 두면서 비만과 련한 ‘빅 사이즈’,‘러스 사이즈’시장의 규모가 차 커

지고 있고,이에 따라 비만체형 분석과 기성복 맞음새,비만체형의 패턴에 해서 재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사회 반 인 양극화 상으로 비만이 증가하는 한편 체 도 증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체 소비자들의 체형분석이나 패턴개발에 한 연구는 아

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임지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산업자원부 기술표 원,2010)를 기 로

BMI18.5미만의 2·30 체 성인여성 체간부 체형을 고찰하여 표 체형과의 차이 을 분석하

고, 체 의 체형 특성에 맞는 토르소원형을 설계함으로써 체 여성의 의복 착의 합성을 높

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본 연구는 토르소원형 설계에 가상착의 시스템인 Clo3D의

용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가상착의 시스템과의 차이 문제 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가

상착의 시스템의 향후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2.연구방법 차

세계보건기구(WHO)와 한비만학회에서 아시아인들에게 제시한 체질량지수(BMI)기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산업자원부 기술표 원,2010)의 인체계측치

체질량지수 18.5kg/m2미만의 2·30 성인여성 233명의 체간부 계측치를 체 체형 분석 토르

소원형 설계를 한 자료로 사용하 다.

Clo3D 로그램의 아바타 사이즈편집기를 이용하여 둘 ,길이,높이 등 인체계측 정보를 입력

하여 체 의 아바타를 제작하 으며,가상착의를 한 비교원형은 여성용 토르소원형(임지 ,

2011)을 사용하 다.가상착의 과정은 ① Clo3D시스템에서 아바타와
*
.dxf 일을 불러온 후,②

제 방향을 확인하면서 제선을 지정하고 패턴을 아바타 주 에 배치한다.③ 패턴 배치 후 솔

기의 제선을 확인한 후 시뮬 이션 하면 가상착의 상태가 완성된다.본 연구에서는 상기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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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실험패턴을 수정·보완하여 연구원형을 도출하 다.선행연구 방법에 따른 가상착의 패턴 설

계 과정에서는 가상착의 상태에서 착장 상태를 수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수정 부분은 2D 상

에서 ,선,면의 기능 툴을 사용하여 패턴을 수정하거나 PAD 로그램에서 다시 일을 불러들

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패턴을 설계해야 하는 문제 이 있었다.그러나 상기 방법은 아바타창에서

착의상태에서의 수정 부분이 바로 패턴창에서 수정되어 착의상태의 변형율과 응력 등의 착의상태

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PAD 로그램에서 패턴을 불러들여 패턴을 수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패턴

설계가 가능하 다.착의평가는 시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95.0%∼105.0%의 변형률 범 에서 100%를

가장 편안한 착장 상태로 단하여 가상착의 상태를 평가하 다.평가방법은 의류학 공자 25명을

문 평가단으로 구성한 후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의 가상착의 상태의 앞면, 면,뒷면 사진을 동시

에 보고 기 선 치,각 부 의 여유량 등의 평가항목에 해 5 척도로 평가하게 하 다.

3.연구결과

토르소원형 설계시 필요한 항목,비만지수(BMI),편평율,드롭치 등의 계산항목에 하여 2·30

여성 1322명과 체 여성 233명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키를 비롯한 각 부 높이 항목은

체 여성의 평균값이 체 평균값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높이항목 두 집단간 유의 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배꼽수 허리높이와 엉덩이높이로 특히 하반신 높이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길이, 비,둘 ,두께 항목은 2∼30 체 여성의 평균값이 유의 으로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허리에서 엉덩이에 이르는 편평율( 비/두께)은 2∼30 여성 체의 평균보다 유의 으로 높

은 값으로 체 일 경우 두께에 비해 상 으로 비가 넓은 단면형상임을 알 수 있다.젖가슴

둘 ,허리둘 ,배꼽수 허리둘 ,엉덩이둘 4개 항목에 한 각각의 드롭치를 보면 배꼽수 허

리둘 -허리둘 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체 의 평균값이 큰 것으로 나타나 체 여성의

경우 체간부 굴곡이 더 뚜렷한 X형의 실루엣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 을 한 토르소원형을 도출하기 한 비교원형의 수정은 2·30 평균체형 아바타의 가상

착의 외 상태를 확인한 후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변형률 100%에 근 한 외 이 나오

도록 수정하 다.평균체형 아바타의 가상착의 결과 젖가슴부 의 변형률이 다소 높은 것은 여성

의 돌출된 젖가슴부 체형으로 인한 변형률이며 체 인 변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 아바타의 착의 외 을 보면 어깨와 젖가슴부 의 변형률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다트 심부 에 당김이 있으며,뒷면의 허리에서 엉덩이부 는 젖가슴부 와는 반 로 들

뜨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교원형 수정은 이들 부 의 수치를 단계별로 증감하면서 변

형률 수치를 확인하여 최종 연구원형을 도출하 다.

1차 수정은 앞뒤 품선을 각각 0.2cm씩 늘리고 진동깊이는 1cm 늘려 주었다.젖가슴둘 와 허리

둘 의 차이인 허리다트량을 분산하도록 설계하 으며,앞 선 들임분량을 0.5cm 여 그 분량

을 허리다트량으로 설정하되,다트량이 많아지므로 앞 허리다트를 2개로 나 어 제도하 다.1

차 수정 결과 외 평가 후 2차 수정을 하 으며,앞뒤품을 0.4cm로 수정하고 뒤 심선 들임분량을

0.5cm,뒤 선들임분량을 0.3cm 여 가상착의 상태를 확인하 다.3차 수정은 앞뒤품을 최종

0.6cm,0.5cm로 설정하고,뒤 심선 들임분량 선들임분량을 여주고 남은 양을 허리다트 2

개로 나 어 허리∼엉덩이부 에 들뜨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 다.최종 연구원형에 한 가

상 착의평가 결과 비교원형에 비해 외 평가의 수가 유의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체 의

체형에 잘 맞는 착의 합성이 높은 원형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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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비만 체형에 한 빅 사이즈 의류시장이 on-line와 off-line에서 성장하고 있으나 체 에 한

소비자의 심에 비해 체 소비자를 한 의류시장은 아직 세분화,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

이다.본 연구 결과는 체 out-size의복 소비자의 기성복 착의 합성을 높여 의복의 맞음새

불만족으로 인한 수선이나 교환의 번거로움을 일 수 있을 것이며,의복의 재고량 생산비용

감으로 인한 합리 생산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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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5

기술융합에 의한 안동포의 지역특산화 방안

김희숙

안동 학교 의류학과

경북북부지역은 안동포,한지,천연염색 등 다양하고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친환경 통직물소

재의 국 인 생산지이다.이 에서 안동포는 최근의 환경에 한 우려와 웰빙픙조의 확산 등으

로 소비자의 심이 고조되는 추세에 있다.그러나 상품디자인력 부족, 문인력 부족,고임 과

생산 유통 비용의 상승에 의한 경쟁력의 하, 국제품의 범람 등으로 존속에 한 기감이

높아지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동포의 지리 표시제 단체표장등록’등의 제도를 도

입하여 지역 통산업의 보호 권리확보,지역산업경쟁력 확충,지역특산 랜드의 명성유지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한 지역친환경 통직물산업의 활성화 략의 하나로써 IT산업이나 디자인산

업과의 융합에 의한 친환경 기능성에 한 과학 검증과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특화 상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통문화산업,섬유산업,IT산업과 디자

인산업과의 융합에 의한 연계상품개발을 통해 국내·외에 안동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2011년 4월에서 2012년 3월까지 경북북부지역 내의 안동포,한지,인견 천연염색

련 생산기업체와의 산학 력에 의한 지역친환경 통직물소재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친환경특

산제품의 개발을 시도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통 인 수작업에 의한 안동포 생산방식은 기술습득이 어렵고 량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가이며 제품의 균일성이 떨어진다.따라서 안동포의 계승 발 을 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목하여 안동삼베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장 을 유지하면서도 으로 보 할 수

있는 경제 인 제품생산이 요구된다.따라서 안동삼베섬유의 융․복합기술개발에 의하여 친환경

직물을 제직함으로서 지역의 청정자연환경과 부합하는 친환경제품을 생산하여 지역특산화를 시도하

다.2.친환경 통직물제품의 기능성에 한 과학 검증과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한 의료용제품이 개발되었다.3.지역특산제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근성을

보완하기 한 인터넷 자상거래 매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된다.따라서 3DCAD에 의한 주

문식의류생산체제,다품종소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력 강화,디지털디자인에 의한 신속한 소

비자 심의 고부가가치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한 IT 련기업체,디자인 련기업체와의 산학

력을 통하여 IT사용이 생활화된 청년인력양성에 의해 연속성과 재투자가 가능하며 안동포

와 풍기인견의 융합을 통하여 경북북부권 친환경의류제품의 지역특산화가 가능하다.4.지역특

산품의 지속 인 개발을 해서는 산학 력에 의한 장 합형 융합학문연구 맞춤형 인재

개발이 요구된다.지역 내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제권·생활권·문화권 등과의 역연 에 의한

산학 연 력체제가 효과 이며 수요개척 매 략,인재의 확보 육성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 내 다양한 친환경 통직물제품 기업체와의 력에 의한 제품개발과 지역특산화

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사료된다.5.한류열풍 통문화산업의 장려정책을 활용한 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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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와 일자리 창출이 요구된다.지역 통직물산업의 특성상 노년층과 청년층이 워크에 의

해 원료생산과 상품개발, 장체험학습 로그램을 진행함으로서 노년들의 기능 잠재력과

청년들의 창조 아이디어 창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 분산되어 있는 생산시설정비

생산자의 조직화,청정지역의 표 랜드로의 발돋움을 통한 지역가치 이미지 제고,

명성을 활용한 테마상품과의 연계발 등 ‘안동포의 우수성’에 한 홍보효과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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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의 신발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김남순1)·도월희2)

1)
남 학교 의류학과

2)
남 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서론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은 발 를 변형시킬 뿐 아니라 보행자세를 나쁘게 하고,굳은살,티 ,무

지외반증,발가락 기형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므로 발의 건강과 신발의 합성은 매우 요하다

고 할 수 있다(Kim,2001).특히 노년층의 발은 장기간의 신발 착용으로 인해 심한 발의 변형이

나타나 청․장년층과는 발의 형태나 유형이 다르며 신발 제작시 고려해야 할 신체부 특성도 다

소 차이가 있다(Jung& Lee,2001).따라서 노년층 발에 합한 신발의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 60세 이상 노년층을 상으로 신발 착용 실태 불편부 에 한 조사를 실시

하 다.

2.연구방법

노년기 남성과 여성의 신발 착용실태 불편부 를 알아보기 하여 60세 이상 노년층 남성

264명,여성 284명 총 548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설문내용은 일반 인 사항 6문항,

착용실태 련 2문항,구매 련 1문항,신발 착용시 불편부 수선에 한 사항 3문항으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설문방법은 설문의 상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인터뷰식으로 진행하

으며,분석방법은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수와 백분율,평균 등의 기술통계와 T-test,

ANOVA,Duncan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 다.추가 으로 설문 응답자들의 키,몸무게,BMI는 신

장계로 계측하 으며,신발사이즈는 재 착용하는 신발사이즈를 기재하도록 하 다.

3.결과 고찰

설문 응답자들의 키,몸무게,BMI,신발사이즈에 한 평균은 Table1과 같으며,연령별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남성은 몸무게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60 와 70 에 비해 80 의

몸무게가 작은 값을 나타내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몸무게가 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남성에

비해 여성은 80 의 응답자가 5명으로 다른 연령 에 비해 매우 은 분포를 나타내어 70 에 포

함하여 분석하 다.분석결과 키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60 에 비해 70～80 의

키가 어드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 276 -

Table1.Generalinformationofthesubjectsaccordingtoage

Men
F-value

Women
T-value

60s 70s 80s Total 60s 70s～80s Total

Height(cm) 165.1 165.6 162.7 165.2 2.989 155.5 153.2 154.3 2.478*

Weight(kg) 66.5b 65.8b 61.9a 65.7 3.082* 59.9 59.3 59.6 .726

BMI 24.3 23.9 23.4 24.0 1.051 25.1 25.2 25.1 -.430

Shoesize(mm) 259.7 260.3 259.4 260.0 0.200 238.9 239.5 239.2 4.139*

Total 73 167 24 264 143 141 284

*p<.05,Duncantesta<b<c

과거 직업에 하여 노년 남성과 여성의 과거 직업을 연령별로 조사해본 결과,남성은 연령 에

상 없이 문직 종사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고,사무직에 종사한 경우 한 많았다.여

성은 63.7%가 주부 무직이라고 응답하 고,그 외 60 는 자 업이 8.4%,70 이상은 13.5%가

농업이라고 응답하 다. 재의 직업으로 노년 남성은 89.0%가 직업이 없으며,노년 여성은 95.8%

가 주부 무직이라 답하 다.가장 즐기는 취미생활에 하여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취미가 없

는 경우와 기타 취미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 남성은 등산(29.2%),헬스(11.4%),요가와 스가

7.2%로 같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연령별 비교에서도 역시 등산이 노년 남성의 취미생활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여성은 요가를 취미로 갖는 경우가 23.9%로 가장 많았으며, 스(22.5%),

등산(17.3%),수 (15.8%),헬스(11.3%)순으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60

는 스가 23.8%,등산이 21.7%인 반면 70 이상인 경우에는 요가가 27.7%, 스가 21.3%의 분

포를 나타내어 60 와 연령별 취미활동의 차이를 보 다.평소 걷는 시간과 신발 구매실태에 한

문항에 해서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노년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한 응답에 높은 분포

를 나타내었다.하루에 걷는 시간이 1시간 이내인 응답자가 남성은 62.9%,여성은 78.9%로 가장

많았으며,자주 신는 신발은 남성은 65.5%,여성은 56.0%로 운동화를 가장 많이 신는 것으로 나타

났고,다음으로 정장구두를 많이 신는다고 응답하 다.신발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로 남성은

61.0%,여성은 62.3%의 분포로 신발 문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백화 에서 구매한

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신발 착용시 통증을 느끼는 부 에 하여 노년 남성과 여성의 33.5%

가 통증부 가 있다고 답하 고,통증부 는 남성과 여성 모두 발가락(남자 40.9%,여자 42.1%),

발안쪽 부 (남자 16.7%,여자 21.1%),발바닥(남자 15.2%,여자 17.9%),발등(남자 13.6%,여자

9.5%)순으로 나타났다.특히 같은 통증부 에 하여 부분 남성보다 여성의 응답율이 높게 나

타났으나,발등과 발꿈치 부분은 남성의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은 평면 인 부 에 한 통증

을 나타낸 반면 남성은 통증부 가 발윗부분으로 여성과 차이를 보 다.신발 착용시 불편을 느끼

는 부 에 하여 노년 남성과 여성의 28.5%가 불편부 가 있다고 답하 고,불편부 는 남녀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남녀집단간 불편 부 를 살펴보면,노년 남성은 발가락(35.7%),발바닥

(26.8%),발안쪽 부 (14.3%),발등(8.9%)순으로,노년 여성은 발가락(30.9%),발안쪽 부

(25.9%),발바닥(18.5%),발등(7.4%),발꿈치(6.2%)순으로 나타났으며,노년 남성에 비해 노년 여

성은 불편부 에 하여 발꿈치 부 에 한 응답을 나타내어 남녀간 불편 부 에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 발가락,발바닥,발등 부 에 해서는 남성의 응답율이 높았으며,그 외 불편부

에 하여 부분 여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남성의 경우 통증부 와 불편부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새로 신발 구입시 수선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하여 13.1%가 그 다고 응답하

고,폭을 넓 신거나, 창을 바꾸는 경우가 남녀 모두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으며,여성은 부분

패드를 덧 는 경우도 나타나 노년 여성의 경우 발바닥 부분이나 신발 폭에 한 불편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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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4.결론

60세 이상 노년층을 상으로 신발 착용 실태에 한 설문조사 결과 노년 남성과 여성의 성별

에 따른 통증 부 불편부 의 차이를 알 수 있으며,남성은 통증부 가 발윗부분인 반면 여성

은 평면 인 부 에 한 통증을 나타내었다.후속 연구에서는 남녀 발 유형 분류를 통하여 유형

간 통증이나 불편부 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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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7

동약정복 바지 패턴의 자동 보정 프로그램 개발 및

보정 데이터를 활용한 바지 패턴 제도법의 개선 방안*19)

김인화1)·남윤자2)·김성민3)

1)
서울 학교 의류학과
2)
서울 학교 의류학과/서울 학교 생활과학연구소
3)
남 학교 고분자시스템공학과 물자과

본 연구의 목 은 공군 약복 바지 패턴의 자동제도 로그램을 기반으로 패턴을 자동으로 보정

하는 로그램을 개발하여 바지의 량맞춤생산에서 발생하는 수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는 것이다. 한 자동제도된 패턴으로 제작된 바지 제품에서 발생한 부 별 수선량으로부터

수집된 보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형과 보정값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고 이를 반 하여 량

맞춤생산에 최 화 된 패턴 제도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 공군 장교와 부사 이 착용하는 모든 약정복 바지는 자동제도 로그램으로 제도된 패턴

을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다.2011년 10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복 바지 주문은 약 5,616건이며

수선율은 약 6.7%이다.수선이 발생한 바지는 QC과정을 통해 부 별 수선량과 제품이 제작될 때

발생한 제작 오차,인체 치수 측정시 발생한 측정 오차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정값을 산출

한다. 재 까지 수집된 보정값 테이터는 총 187건이며,이는 DB에 장되어 패턴 제도시 제도

로그램으로 반 된다.[그림 1]은 패턴 자동제도 보정 로그램을 사용하여 공군에서 약정복 바

지를 생산하고 보정하는 체 과정을 보여 다.

[그림 1]패턴 자동 제도 보정 순서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동제도 로그램에 인체 치수가 입력되면 정해진 제도법에 따라 각 제도 기 의 치를

x-y좌표평면 에 출력하고 이 기 들 사이를 직선이나 곡선으로 연결하여 패턴을 제도하게

된다.제도 완료된 패턴의 보정은 허리둘 ,엉덩이둘 ,무릎둘 ,바지단둘 , 길이,바지길이

*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 한민국)가 조성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0035526,맞춤양산형 섬유제품 PLM 시

스템 개발)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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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 여섯 부 에서 이루어진다.허리둘 와 엉덩이둘 ,바지길이 보정에서는 제도 로그램상

에 입력되는 인체 치수에 보정값을 더하여 제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정이 이루어지는데,허리

둘 치수에 ‘허리둘 +허리둘 보정값’을,배꼽수 허리둘 에 ‘배꼽수 허리둘 +허리둘 보정값’

을 엉덩이둘 에 ‘엉덩이둘 +엉덩이둘 보정값’을,다리가쪽길이에 ‘다리가쪽길이+바지길이보정값’

을 입력한다.

무릎둘 ,바지단둘 , 길이 보정에서는 허리둘 와 엉덩이둘 ,바지길이의 보정이 완료된

패턴상에 포인트 이동 그 이딩법을 사용하여 해당 부 에서 x-y좌표에 따라 제도 기 을 수

직,혹은 수평방향으로 이동시켜 보정이 이루어진다.

<표 1>에는 보정을 한 그 이딩시 에 용되는 기 좌표 이동량 계산 공식을 제시하 으

며 [그림 2]에는 그 이딩이 이루어지는 구역 A∼F의 치를 패턴상에 표시하 다.

보정구역
x축 이동량 계산 공식

y축 이동량 계산 공식
노멀핏 루즈핏

A구역 0(이동없음) 0(이동없음) 0(이동없음)

B구역 0(이동없음) 0(이동없음) r-h/4

C구역 -(k×0.25-h×0.13) -(k×0.25-h×0.135) -h/8

D구역 k×0.25-h×0.13 k×0.25-h×0.135 -h/8

E구역 -(hem×0.25-h×0.12) -(hem×0.25-h×0.125) -h/4

F구역 hem×0.25-h×0.12 hem×0.25-h×0.125 -h/4

<표 1>무릎둘 ,바지단둘 , 길이의 보정 좌표 이동량 계산 공식

h=엉덩이둘 보정값,r= 길이보정값,k=무릎둘 보정값,hem=바지단둘 보정값

※ 허리둘 와 엉덩이둘 ,바지길이 보정이 완료된 패턴상에 용함.

[그림 2]무릎둘 ,바지단둘 , 길이의 보정 좌표 이동 구역

QC과정을 통해 수집된 보정값과 인체치수와의 상 계를 보기 해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허리둘 보정량의 경우 인체의 배꼽수 허리둘 하드롭 치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상

계를 나타냈는데,배꼽수 허리둘 와는 부 인 상 을,하드롭 치수와는 정 인 상 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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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뚱뚱한 체형일수록 허리둘 에서 자동제도에 사용된 제도 공식의 여유량보다 더 은 여유

량을 선호한는 것을 보여 다.허리둘 제도를 해 최 화된 제도 공식을 산출하기 해 선형회

귀분석을 실시하 는데,보정값을 용한 제품 허리둘 를 종속변수로,배꼽수 허리둘 를 독립

변수로 투입하 다.산출된 회귀식은 ‘제품 허리둘 =0.888×배꼽수 허리둘 +9.216’으며 R2는

0.918이다.엉덩이둘 와 넙다리둘 ,무릎둘 ,바지단둘 에서의 보정값은 인체의 엉덩이둘

는 넙다리 간둘 치수와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를 보여 뚱뚱한 체형일수록 더 은

여유량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상 계수가 낮아 회귀식을 산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

었다.바지길이 보정값은 인체 다리가쪽길이와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를 보 으나 한

상 계수가 낮아 회귀식을 산출할 수 없었다.

길이 보정값의 경우 엉덩이둘 배꼽수 허리둘 와 통계 으로 유의한 부 상 계

를 보여 뚱뚱한 체형일수록 자동제도에 사용된 제도 공식의 길이보다 더 짧은 길이를 요

구하 다.자동제도에 사용된 길이 제도 공식은 ‘0.25×엉덩이둘 +1’로 엉덩이둘 에 선형으로

비례하는 공식을 사용하 는데 이 제도식은 인체의 길이 치수를 측하는 데에는 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인체 길이 치수를 보다 잘 반 할 수 있는 제도 공식을 개발하

기 해 공군 인체 측정치 DB에 장된 20,786명의 치수 테이터를 사용하여 엉덩이둘 치수 변

화에 따른 ‘다리가쪽길이-샅높이’항목의 변화 경향을 분석하 다.엉덩이둘 87.5cm 이상∼

107.5cm 미만 구간에서는 엉덩이둘 가 증가함에 따라 ‘다리가쪽길이-샅높이’도 따라 증가하 으

나 엉덩이둘 87.5cm 미만 구간에서는 그 증가 정도가 더 었으며,엉덩이둘 가 107.5cm 이상

구간에서는 엉덩이둘 가 늘어나더라도 길이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엉덩이둘 치수를

87.5cm 미만(1구간),87.5cm 이상∼107.5cm 미만(2구간),107.5cm 이상(3구간)의 3개 구간으로 나

어 ‘다리가쪽길이-샅높이’치수와 높은 상 계수를 보이는 인체치수 항목을 추출한 결과 1구간과

3구간에서는 키가 높은 상 계수를 보 으며,2구간에서는 엉덩이둘 와 키가 동시에 높은 상 계

수를 보 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길이 제도 공식은 ‘1구간 :0.110×키+6.515’,‘2구간 :

0.108×엉덩이둘 +0.094×키+0.286’,‘3구간 :0.090×키+12.037’이다.[그림 3]에는 엉덩이둘 증가에

따른 인체 ‘다리가쪽길이-샅높이’치수와 회귀식으로 산출된 길이의 변화 경향을 그래 로 제

시하 다.

[그림 3]엉덩이둘 구간별 회귀식으로 산출된 길이

본 연구에서는 량맞춤패턴 설계 과정에 패턴을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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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수선 과정에서 수집된 보정값 데이터를 활용하여 량맞춤생산에 최 화된 패턴 제도 공식

을 산출하여 량맞춤패턴의 맞음새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연구를 통해 개발된

보정 로그램은 2012년 7월부터,수정된 패턴 제도 공식은 2013년 2월부터 공군 패턴 생산시 사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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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8

봉제생산에 사용되는 Attachment 분류 및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향

신지 1)·송민규2)·박순지1)

1)
남 학교 의류패션학과

2)
한국섬유개발연구원

Ⅰ.서 론

attachment,흔히 랍빠라고 하는 이 보조도구는 재 기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제 보조

도구이다.attachment는 개성을 시하는 인들의 다양한 욕구 변화로 인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체

제로의 환에 있어 매우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 생산업체로는 서울의 20여곳을 비롯하여 부산의 5∼6곳,기타 10여 곳의 업체에서 지역에

서 주로 attachment를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홈페이지에 attachment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는 attachment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한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며

한 사용하고자 하는 제 업체에서도 attachment를 구입 하고자할 경우 활용 가능한 자료가 부

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제품부 별 attachment사용에 한 ConsultDB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

정이다.

Ⅱ.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attachment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품별 범용

으로 사용하고 있는 attachment를 선정하여 용도 사용기종,완성폭 등에 한 attachment분석

을 통해 DB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attachment사용 후를 비교하여 제

공정수와 제품의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향을 나타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구․경북지역의 재 attachment를 사용하고 있는 제품별 표본 36업체를 선

정하여 조사하 다. 량생산하는 업체에서 많이 사용하므로 업체수가 20인이상 50인이하의

제․패션업체을 조사하 다.실태조사는 18문항으로 주생산품목,제작방법,생산량 차이 ,사용하

고 있는 attachment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 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품별(스포츠웨어,정장의류,침구류,Y-Shirt)attachment를 분석하여 총

40종을 분류하 다. 한 KSK 분류기 에 따른 천의 구성,침의 치,표시기호를 제시하 으며

Seam형태,완성폭,사용기종,용도 등 총 15종을 선정하여 실험하 다.

마지막으로 attachment사용에 따른 기존 제작업과의 생산성 비교를 해 attachment5종을

선정,재 기에 장착하여 제품제작 공정 시간을 비교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실험하 다.

Ⅲ.결과 고찰

본 연구의 결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는 결과는 attachment

사용 업체 침구류 34%,스포츠의류 28%,정장의류 19%,Y-Shirt19%로 그 침구류와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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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attachment제작방법 조사에서는 주문제작이 59%,자체

attachment제작 27%,기존 attachment변경 10%, 여 4%로 주문제작이 가장 높게 나타났었다.

한 attachment를 사용시 제품의 작업속도 quality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 으나 제작시 작

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이상의 경비소요로 업체에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둘째,제품별 업체에서 가장 사용도가 높은 attachment를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총 40종을

분류하 다.침구류 16종,스포츠웨어 11종,Y-Shirt8종,정장의류 5종이며 코드 이핑 감싸박기

보조기,20mm 침 보조기,2 이핑 보조기,4 이핑 보조기 등이 있다.이후 분류한

attachment를 KSK(0030)기호에 맞게 Seam형태를 나타내고 원단 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원단두

께 attachment에서 나오는 공정의 완성폭,재 기 사용기종,용도,특징을 분석하 다.

셋째,attachment가 생산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실험을 하 다.동일한 조건에 한쪽

은 attachment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attachment없이 제품작업 공정 시간을 측정해 보기로 하

다.여기서 동일한 조건은 재 기,기술자,재 기 RPM,땀수, 사,바늘 등의 조건에서

attachment총 5개 3mm말아박기 보조기,10mm커 스달이 보조기,4 이핑 보조기,4 상침 3

스트라이 보조기,코드 이핑 감싸박기 보조기를 실험하 다.이 결과 3mm말아박기 보조기 2

공정→1공정,10mm커 스달이 보조기 3공정→1공정,4 이핑 보조기 5공정→1공정,4 상침 3

이핑 보조기 5공정→1공정,코드 이핑 감싸박기 보조기 3공정→1공정으로 공정수가 감소하

다.작업시간 측정은 3mm말아박기 보조기의 경우 625 →257 로 58% 시간단축,코드 이핑 감

싸박기 보조기 192 →58 로 69% 시간 단축하 다.제품의 아이템과 제작업 조건을 고려시 평

균 60∼70%의 생산량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Ⅳ.결 론

이처럼 제생산에 활용되는 attachment가 작업의 생산량과 Quality를 향상시키고 제품가격 상

승에 요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본 연구결과를 통해 구축된 attachmentDB를 바탕으로 제

품제작 공정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사용될 것이다.

아쉬운 은 재 국내 attachment개발 업체에서는 각 해당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제품 주

로 개발하기 때문에 attachment종류 한 다양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국내 attachment는 재질이

얇고 볼트나 고정 가 견고하지 못하여 완제품의 Seam형태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에 이를 보

완한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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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9

라운드 허리벨트 구성 방법에 따른 형태안정성 연구 

강남구1)·김태규2)·박순지1)

1)
남 학교 의류패션학과

2)
구 술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서 론

융합과 통섭의 시 에 생활수 의 향상과 소비자 의식구조와 소비행동 패턴의 변화가 큰 흐름

으로 환이 되어 지는 시 이다.의복은 단순히 환경 이유로 몸을 보호하는 측면이 아닌 신체

구조를 이해하고 의복 구성 형태가 의복구매 시 의복의 착장감과 형태안정성을 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구매의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허리벨트의 구성방법은 의복구성 체의 fit감을 결정짓는 요한 역할을 한다.이에 정확

한 인체측정과 체간부 허리부분을 체형분석 통해 인체공학 설계로 의복 구성학 분야에서 허리

벨트 구성방법에 이용되는 라운드 허리벨트 구성방법을 실물제작하여 연구한다.

라운드 허리벨트 형태안정성은 인체구조를 이해하는데 부터 시작하며 인체구조상 허리부분은

허리벨트가 구성되어 착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체실루엣에 변화 요인에서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스커트와 슬랙스의 허리벨트 구성방법은 엉덩이 상부 골반부에 걸쳐지는 힙 허거(hip-hugging)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운드벨트 디자인을 의류디자인 사업체에서 많이 용하여 좋은 반

응을 소비자에게 얻고 있다.의복구성에서 라운드벨트를 선호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착장감,형태

안정성에 만족하는 라운드 허리벨트 구성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차

본 연구는 형태안정성에 을 두고 라운드 허리벨트구성방법을 제안하고자 연구분석 하 다.스

커트허리벨트 설계를 해 20∼24세 여성평균 사이즈(산업자원부 기술 표 원2005)를 용하여 허리

둘 (66cm),엉덩이둘 (90cm),스커트길이(45cm)사이즈로 패턴구성 하 다.

스커트 허리벨트는 힙 허거(hip-hugging)형태로 구성하 으며 허리벨트 소재의 물성은 (Cotton

100%),(polyester95%,polyurethane5%)두 종류로 개하 다.라운드 허리벨트 패턴 구성은

인체허리선으로 부터 4cm분량으로 내리고 라운드 허리벨트 비는 4cm로 설정하 다.라운드 허

리벨트 디자인 구성을 3가지 종류로 제작하 다.Cotton 제작은 C-1,C-2,C-3로 표기하고

Polyurethane제작은 P-1,P-2,P-3로 표기한다.

패턴제작방법1은 허리 겉 벨트와 허리 안 벨트의 dart부분을 M·P(manipulation)로 구성하며 패

턴제작방법2는 허리 겉 벨트의 dart를 개하여 제구성 하고 허리 안 벨트는 M·P로 구성한다.

패턴제작방법3은 허리 겉 벨트와 허리 안 벨트 모두 dart 개로 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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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고찰

라운드 허리벨트 구성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디자인 공학생 30명을 설문

상자로 선정하여 보다 정교한 외 능 평가에 을 두고 설문하 다.

라운드 허리벨트 외 능평가는 다음과 같다.

C-1의 허리벨트 외 은 인체허리와 허리벨트 사이에 공극량이 많이 생겼고 C-2의 허리벨트 외

은 C-1의 구성보다는 공극량이 작게 나타났으며 형태안정성은 좋게 나타났다.

C-3의 허리벨트 외 은 C-1,C-2의 허리라인 공극량과 비교했을때 공극량이 거의 나타나지 않

았으며 C-1,C-2보다 착장감과 형태안정성의 만족할 수 있었다.

한 P-1의 허리벨트 외 은 허리인체 곡면을 자연스럽게 유지 되었으며 공극량은 게 나타났

다.P-2의 허리벨트 외 은 허리 곡면과 조화롭게 구성되었으며 P-1보다 공극량이 게 나타났다.

P-3의 허리벨트 외 은 허리 인체 라인과 매우 만족한 실루엣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극량은 P-1,

P-2보다 게 나타났으며 체 허리벨트에서 착장감과 형태안정성이 제일 만족할 수 있었다.

의류디자인 업체에 라운드 허리벨트 구성법은 다음과 같은 랜드 포지션으로 구분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라운드 허리벨트 제작방법1의 형태는 보편 으로 가 상품군(SPA:sale & purchase

agreement)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디자인 회사에서 선호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으며 라우드허

리벨트 제작방법2의 형태는 고가 상품군으로 이루어지는 디자인 회사에서 선호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라운드 허리벨트 제작방법3의 형태는 고 맞춤복,디자이 랜드 디자인 회사에서

선호한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라운드허리벨트구성방법에 형태안정성은 소재 물성의 따른 변화에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결 론

이상과 같이 C-1,C-2,C-3,P-1,P-2,P-3의 라운드 허리벨트를 6종류로 제작하여 외 능

설문평가를 조사 분석하여 형태안정성에 향을 미치는 패턴·의복구성요인에 해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C-1과 P-1의 결과는 형태안정성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루어 졌으며 C-2와 P-2의 결과는

형태안정성과 착장감이 당한 느낌으로 구성되었다.C-3과 P-3의 결과는 착장성,심미성,형태안

정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Pdart가 아닌 개dart구성방법이 라운드 허리벨트 착장성,

심미성,형태안정성 등이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다. 향후 벨트 폭의 변화와 앞 심 에서 선으

로 구성되는 벨트각도에 한 연구도 계속 으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본 연구가 의복 구성

학 발 에 기 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기술표 원(2005),ST2CKorea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자료.

2.박순지,김혜진(2011),힙 허거(hip-hugger)형 타이트 스커트 라운드 벨트 패턴제도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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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0

여름과 가을철 남자대학생의 내의 착용실태와 주관적 감각

김양원

학교 패션디자인 비즈니스학과

1.서 론

의복의 착용목 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의복환경학 입장에서는 환경변화에 한 인체의 보호

이다.특히 체온조 의 입장에서 의복은 가장 근 한 환경으로서 의복의 보온력 조 에 의해 더

와 추 를 막아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선행연구들(안필자,1991;정 옥,1991;

정혜원 & 김구자,2002)에서 보면 속옷착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하 으며,속옷의 고유의 목 인

신체로부터의 땀이나 분비물을 흡수하고 겉옷이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등으로 착용하는 것을

볼 때 문제 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과 가을철에 속옷 착용유무,체형,

착의 내용 등을 분석하여 주 감각과의 계를 악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조사는 2011년 7월,10월에 에 거주하는 학생 여름 200명,가을 200명씩 총 400명을

상으로 국제생물학 계획의 의복조사양식을 참고로 하여 만든 조사지를 가지고 조사하 다.조사

상자의 신체 조건은 여름 몸무게 64.4±8.6kg,신장 173.3±8.5cm 고,가을에는 몸무게

64.7±8.2kg,신장 172.3±13.2cm 다.

환경조건은 여름에는 27.5±5.9℃,습도 71.4±8.8% 고,가을에는 22.0±3.2℃ 으며,습도는

43.8±5.4% 다.

착의실태는 조사 상자가 조사당시 입고 있는 의복을 상을 하 고,착의실태는 상,하의로 구

분하 으며 속옷착용 유무,착의 매수,착의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하 다.

주 감각에 한 조사는 온열감과 습도감은 ASHRAE의 정신심리 7등 을 사용하 고,쾌

감은 일본 공조공학회의 4단계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 상자들이 직 기재하도록 하 다.

3.결과 고찰

1)속옷의 착용유무와 주 감각

남자 학생은 상의의 속옷착용률이 여름에는 35%,가을에는 49.5% 다.속옷 착용률은 정 옥

(1991),김양원(1995),김양원과 차옥선(1992)에 비해 상 으로 낮았는데 이는 조사 상자의 연령

층이 본 연구의 경우가 낮아 이러한 상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온열감에서 덥다고 느끼는 비율은 여름에는 속옷 미착용시가 더 많았으며,덥지도 춥지도 않다

고 느끼는 비율은 속옷 착용유무와 계가 없었다.습윤감은 여름에는 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속

옷 착용시 40.4%,속옷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36.4%로 속옷을 착용했을 경우 오히려 덜 습하게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쾌 감은 여름에는 착용시와 미착용시의 차이가 없었고,가을에는 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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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의의 착용유무와 계없이 쾌 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착의매수와 주 감각

남자 학생의 경우 여름에는 착의매수가 1매 62%,2매 36%,3매 2%로 주로 1∼2매를 착용하

고,하의는 2매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을에는 상의는 1매 16.5%,2매 48%,3매 33.5%를

착용하 으며,하의는 2매를 착용하 다.착의매수에 따른 주 감각은 하의매수는 동일하므로

상의의 착용매수만을 가지고 보았다.여름에는 상의 1매는 80.5%,상의 2매는 85.9%,상의 3매는

74.5%가 쾌 에 속하여 상의 2매를 착용했을 때 더 쾌 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가을에는

의복매수와 계없이 쾌 에 속하는 비율이 95%이상이었다.습도감의 쾌 (약간 습하다 +습

하지도 건조하지도 않다 +약간 건조하다)는 상의 1매 60.2%,상의 2매 62.1%,상의 3매 4% 다.

가을에는 2매 착용시 97.9%가 쾌 에 속하 다.쾌 감은 여름에는 상의 1매 79.7%,상의 2매

80.3%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여름,가을에는 상의 2매를 착용하는 것이 1매

를 착용하는 것보다 쾌 한 것으로 나타났다.

3)체형에 따른 주 감각

본 조사에서 조사 상자들의 체형을 3가지로 구분한 결과 여름에는 살 형이 14%,보통형

56.5%,마른형 29.5% 으며,가을에는 살 형 14.5%,보통형 60%,마른 형이 25.5% 다.체형에

따른 주 감각은 계 에 계없이 보통체형과 마른 체형보다 살 체형이 더 덥게 더 습하게

느끼는 것을 나타났다.이는 살 체형은 피하지방이 상 으로 많아 인체의 방열을 원활하게 하

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요약 결론

남자 학생의 속옷(팬티제외)착용이 어드는 시 에서 속옷 착용유무가 주 감각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속옷의 착용유무,착의 매수,체형에 따른 주 감각에 하여 조사하여 분

석하 다.남자 학생들은 여름에는 65%,가을에는 50.5%가 속옷을 착용하지 않았다.여름에는

속옷을 착용했을 경우 오히려 온열감,습윤감,쾌 감의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여름에는

땀을 흡수할 수 있는 속옷을 착용한 것이 체온조 상 유리 할 것으로 보인다.가을에는 속옷 착용

유무에 계없이 90%이상이 쾌 하게 느 다.착의 매수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름에는 상의 1매보

다는 2매를 착용하는 것이 주 감각으로 볼 때 더 쾌 한 것으로 나타났다.체형별로는 계 에

상 없이 살 체형이 마른체형이나 보통체형보다 더 불쾌하게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이로부터 주 으로 느끼는 감각으로 볼 때 남학생의 경우 여름이나 가을에 속옷 특히 상의의

속옷을 입는 것이 체온조 상 유리하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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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1

지방기능경기대회의 한복분야 출제문제 분석 연구

김지 ·송정아

경북 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부

1.서 론

의 의복은 근 화가 시작 되는 시기에 서양복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한복이 일상복으로서

의 역할이 없어지고 복으로서의 기능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사회에서 추구하는 다양성이

우리의 것을 많이 잊 져가게 하고 있다.이러한 실정에서 통을 승하기 한 우리의 과제

의 하나는 한복이라는 우리 옷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 선조들이 문자라는 승방식이 아닌 손에

서 손으로 이어져 온 한복을 연구함으로 지난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우리의 것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통공 인 한복분야의 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방법 하나로서 우수 숙련기술자

를 선발하는 기능경기가 있다.본 연구의 목 은 2000년 이후 지방 기능경기 회의 작품의 출제유

형과 작업방법을 세부 으로 분석하여 우수 기능인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이론 배경

국제기능올림픽 회 한국 원회에서 진행되는 기능인의 회는 지방 회를 개최하므로 은동

의 입상자를 각 지방경기를 통해 배출하고 이들이 그 해의 주최지에 모여 국에서 모인 입상자

들과 경연을 가진다.1966년 사단법인 국제기능 올림픽 회를 출범,그 해인 김종필 의장이 유

럽 순방을 통해 국가근 화 작업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기술력을 힘의 바탕을 만든다는 것이 목

이다.시 가 흐름에 따라 경기의 종목도 다양화되어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한복은 우리의

통 계승이라는 종목 의 하나로 창기에는 일반 한복의 종류로 출제 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재는 좀 더 깊이 있고 복잡한 우리의 옛 바느질법이나 마름질에 한 이해가 없으면 수행하기 힘

드는 과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3.연구방법 차

2000년부터 2012년 까지 기능경기 원회에서 제시한 지방기능경기 회 과제를 년도별로 경기시

간,의복의 과제,치수,패턴설계,바느질 방법,경기자 유의사항,도식화,지 재료 목록으로 나

어 출제과제의 경향을 악하고 분석하 다.

4.연구결과 고찰

지방기능 회에서의 2000년에서2012년까지의 경기 회 과제는 풍차바지,돌쟁이 당의와 치마,

여아 색동 고리와 치마,어린이 두루마기 2회,사규삼,복건 등 어린이 복식이 7회 출제되고,여자

어른 치마 고리 3회,당의,반비,원삼 등 여자 어른복식이 6회 출제되었다.200년 반 보다는

후반기로 갈수록 어른들의 복식을 볼 수 있고 200년의 과제인 원삼과 2012년 과제인 반비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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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으로 큰옷이 출제되었다.출제의 난이도가 작은 옷인 어린이 복식에서 차 어른 옷으로 출제

되고 큰옷의 출제빈도도 나타난다.작품 제작 시 시간의 제한은 보통 제도,마름질,제작의 순서인

데 2009년까지는 작품을 제작 시 제도나 마름질 제작의 시간을 따로 주지 않고 체시간에서 경

기자가 알아서 경기를 진행하 다.2010년에는 제도와 마름질을 같이 실시하고 제작은 별도의 시

간에 실시하 다.2011년부터는 시험 첫날 제도시간이 주어지며 이튿날부터 마름질과 제작을 하게

하 다.제도시 2011년 이 은 패턴이 제시되어 제도를 하고 그 치수에 비하여 제도를 2부 작성

해 한부는 제출하고 한부는 재단 시 사용한다.그러나 2011년 이후 부터는 패턴이 아닌 도식화가

시험 출제 방식으로 나타나며 도식화의 그림으로 문제를 유형을 악하여 패턴을 그렸다. 주 재

료인 원단은 양단이나 사 종류가 많이 주어지고 통복식에 맞는 고유 색상이 주로 사용되었다.

마름질시 식서방향이라는 것을 식서결이라는 말로 표 함으로 안단분으로 방향을 정의하느냐,

길(몸 )로 정의하느냐는 명확지 않은 단어로 제시하여 혼란을 수 있다.

바느질법은 제작 시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명시해 주어 바느질의 용 부 나 간격을 정확히

제시하 다.

기능경기 회가 공지가 되면 한 달 과제,2주 과제가 제시되는데 한 달 과제는 작품 제

작 시 원단의 필요량을 제시하므로 작품을 유추하고 2주 과제로 제작치수와 작품명을 제시하여

패턴화 하게된다.2000년부터 해가 지날수록 회의 작품 제작은 일상 으로 입 지는 우리 한복

이 출제되었고,출제 유의사항이 알아보기 쉬웠으나 재는 문제 유형이 통 고 복식이나 궁

복식 등 우리가 많이 하지 못한 복식으로 바 어 가고 바느질법도 조 은 생소한 고 인 방

식을 채택하므로 기능 회를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고유복식을 고증하여 더 많은 연구와 바느질

의 숙달이 필요하다.

5.결론 제언

본 연구결과 기능 회의 과제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지 보다는 좀 더 깊은 통바느질 기법의

고증과 수많은 연습을 통해 우리의 것을 통을 이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출제경향도 좀 더 명확한 과제를 제시하여 경기자들의 혼란을 주지 않고 우리 고유의 바느질법

을 계승하고 좀 더 훌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통 한복을 쉽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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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2

Draping 기법을 활용한 Dress 제작*20)

김민지·채미성·이수지·최지희·송정아

경북 학교 섬유패션디자인학부

1.서 론

사회는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외국에서의 한류문화와 우리나라에서의 해외문화가 서로 맞

물려 발 하고 있다.해외문화가 많이 유입되는 가운데 티와 시상식,행사가 보편화되고 증가하는

재의 추세로 보아,드 스의 수요가 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드 스는 아직 외국

랜드의 비 이 많지만,우리가 이 분야를 잘 연구하면 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Draping은 인체나 인체모형인 바디에 직 원단을 고 핀으로 디자인 선을 고정시켜 가 로

잘라가며 의복디자인에 맞게 원하는 스타일을 만든 다음 인 에서 떼어내어 평면 개 후 수정하

여 의복을 제작하는 방식이다.그래서 다양한 의복 디자인을 신체의 부 별 운동량에 따라 조 하

여 입체감 있게 의복을 제작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옷의 형태나 실루엣,옷감의 컬러나 재질의

조화 등을 제작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한,디자인의 수정이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창

의 인 패션 실루엣이나,특히 곡선 이고 입체 인 여성체형을 강조하기 해 가슴을 강조하고

허리는 잘록하게 하면서 힙은 살리는 의복 디자인을 표 하는데 필요하므로 드 스를 제작하는

데 효과 인 의복제작 방식이다.그래서 본 연구는 Draping의 강의에서 배운 학습을 주된 효과를

토 로 하여 우리만의 독특한 Draping기법과 특수 가공 효과로 처리된 직물을 이용하여 이어

드 장식효과를 나타내고,새로운 발상의 재미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드 스를 제작하

는 것이 목표이다.

2.작품 제작 방법 차

드 스를 제작하기에 앞서 꽃을 모티 화 하여 드 스 제작을 하기 해 두 가지 컨셉으로 나

었다.

첫 번째 드 스 컨셉은 숭고한 정신과 깨끗함,순수함의 꽃말을 가진 목련을 모티 로 하 다.

목련의 꽃 오리와 같이 꽃잎의 겹겹이 겹쳐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bodice로 제작하고 꽃잎이 활짝

피었을 때의 아름다움과 우아한 곡선의 실루엣을 스커트로 제작하 다.

두 번쨰 드 스 컨셉은 변덕과 냉정,무정의 꽃말을 가진 수국을 모티 로 하 다.차가운 이미

지를 블랙컬러로 하여 어두운 느낌을 표 했다.첫 번째 드 스와 달리 몸에 맞는 베이직 바디스

를 드 이핑 하고,수국의 꽃잎들이 모여 반복되는 듯한 리듬감을 셔링기법으로 올려 차가운 화려

함을 만들었다.

*본 과제(결과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산학 력 선도 학(LINC)육성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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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작품분석 평가

이번 과제는 다양한 Draping기법을 사용하여 드 스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이다.먼 의복 제

작의 가장 기본인 BasicDress를 제작하기 해 Draping을 시작하 다. 목 본 에서 처음 그린

디자인으로 셔링을 층층이,겹겹이 상의/하의 모두 다 붙이니 라인이 살지 않고 뚱뚱해 보이는 경

향이 있었다.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변경 하여 허리라인의 셔링을 떼어내고 어깨부분과 스커트 부

분에만 셔링을 남겨 놓았더니 훨씬 실루엣 라인이 드러나 여성미를 한 층 더 끌어 올릴 수 있었다.

한 어깨 셔링 부분의 폭을 넓게 잡아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무 단조로운 경향이 있었다.그

래서 폭을 좀 더 좁게 하여 입체감을 더 살아나도록 세워서 붙이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 한다.꽃을 표 하는 데 있어 재질감이 다른 원단을 서로 붙이니 Draping특유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었다.

4.결론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꽃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draping기법은 다른 드 스에

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의류 뿐만 아니라 커튼,침구류,장식품에도 개발된 Draping기법을

넣어서 새롭고 신 인 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품 제작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고 서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훨씬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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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봉제공정의 편성효율을 위한 생산관리 

- 여성 재킷을 중심으로 -

김 순

구미래 학교

서 론

21세기의 의류산업은 감성과 문화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새로운 유행을 주도하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응하는 기업만이 생존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의류업체는

의류환경의 변화에 응하고 기업의 지속 인 발 을 해 다양한 제품을 신속히 생산해낼 수 있

는 다품종 극소량 생산체제로 환하여 생산성(productivity)과 납기(delivery)의 확보에 한 다각

책을 강구해야 한다.(김정숙,김용숙,권수애,이범우,2009).의류제품생산과 제과학.서울:

교학연구사,pp.10-11. 세계의 의류시장은 시장의 요구에 민첩한 트 드 인지능력으로 상품의

다양화를 추구하고,생산의 리드타임을 단축시켜 신속한 생산력으로 새로운 유행을 이끄는 패스트

패션(fastfashion)이 주도하고 있다.이러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생산구조의 악화로 생산성이

하되고 시장경쟁에서 뒤처지는 기에 처해 있다.따라서 의류생산업체는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향

상시키기 한 생산기기의 자동화, 인 생산시스템 도입,공정의 합리화 등 최 의 기술기반

을 조성하여 생산리드타임의 단축으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의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한

효율 인 작업 리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작업 리는 작업의 방법 조건을 조사․분석하여 합리 인 작업방법으로 안 하고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시켜 생산성을 증 시키기 한 연구이며,의류생산업체에서는 의류제품의 생산흐름

작업에서 리드타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해 가동률이 가장 높은 제공정을 심으로 작업량

을 시간으로 측정하는 양 조사인 시간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의류생산업체에서 운 하는 생산시스템은 주로 라인시스템과 페어시스템으로 별되나,이러한

시스템들로는 재의 변하는 소비시장에 신속히 처할 수 없다.따라서 최근 의류생산업체들은

다양한 디자인 소재의 변화에 따른 소로트화,생산리드타임 단축 등에 한 응책으로 다품종

극소량생산에 합한 미니라인시스템(mini-linesystem)을 용하고 있다.그러나 업체들의 부분

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리자의 경험에 의존하는 비합리 인 작업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업체들은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의 변화에 따른 다품종 극소량생산 환경에 응하

고,기술 신의 가속화,국제경쟁력의 강화 등 경쟁력 확보를 한 새로운 생산시스템의 도입과

공정 합리화로 작업 낭비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최 의 작업체계를 구축하는 장 심의 작업연

구가 극 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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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배경

최근의 속한 트 드 변화와 빠른 생산력 등의 환경변화로 의류생산업체는 기존의 생산자 주

의 생산에서 소비자 주의 생산으로 상품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다품종 극소량생산방식으로의 변

화를 가져왔다.이러한 변화는 제품생산개발의 리드타임을 단축시켜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생

산시스템의 변화로 생산업체에서는 평균 생산량 작업인원의 규모, 장의 가용설비 가용면

,작업자의 기능도,납기 등의 많은 변수에 따라 최 의 생산시스템을 용해야 한다.의류생산

시스템은 생산업체의 생산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용되며,생산업체의 평균 생산량,작업장 작

업인원의 규모가 생산시스템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국내 제업체에서 운 하는 생산시스템은 생산품목,생산규모,생산형태,생산방법에 따라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스트 이트라인시스템,번들시스템,블록시스템,페어시스템 등이 있다.(김순분,

이형숙,남윤자,김진선,최경미,2006).그러나 생산시스템은 생산 품종과 생산량에 따라 소품종

량생산, 품종 량생산,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별되며,생산방식에 따라 그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이와 같이 생산품목,생산형태,생산방식,생산규모에 따라 생산시스템을 달리 구축해야하므

로 최근의 유행주기가 짧은 다품종 극소량생산에 효과 인 생산체제가 요구되며 새로운 생산시스

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그러므로 이를 극복하기 하여 의류 생산업체들은 자체의 생산능력과 공

정설비 등을 고려하고 다품종 극소량생산에 합한 라인시스템과 페어시스템의 조합에 의한 미니

라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니라인시스템(mini-linesystem)은 변하는 의류산업의 소비시장에 처하고 의류업체의 주

문에 빠른 생산력으로 제품을 신속히 공 하기 한 다품종 극소량생산방식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

템이다.이는 소량의 생산량을 15일 이내의 짧은 납기일에 소량의 생산량을 납품하기 해 4∼5개

공정의 작업이 가능한 다기능 보유의 작업자 10명 내외로 구성된다.의류생산업체 내부에서는 부

분공정에 자동화기기의 도입으로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보충하고 비공정․본공정․완성공정 등

에서 작업의 필요에 따라 외부 력업체들과의 유동 인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독립된 생산시스템

이라기보다 기존의 생산시스템과 유기 으로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는 생산 리기술의 유연성이

높은 략의 생산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니라인시스템은 납기일을 맞추기 하여 모든 작업공정을 자체공장에서 해결하기보다

력업체들과의 유기 인 계를 유지하면서 생산라인의 일정한 흐름과 작업진행을 효율 으로

운 하여 어떠한 변화에도 탄력 으로 응할 수 있다.

연구 방법

1.업체의 장분석

연구 상 업체는 장분석을 통하여 실제 생산라인을 미니라인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그 효율성

을 입증하려고 하는 본 연구의 목 을 충분히 이해하고 R& D에 참가할 것을 동의한 의류생산업

체를 선정하 다.이 업체는 서울시 구로구에 치한 임가공업체로 여성 재킷을 문으로 생산하

는 업체이다.

연구 상 업체는 리감독자 1명과 작업자 23명의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1일 작업시

간은 식시간 제외한 9시간 20분으로 운 되고 있었다. 제라인시스템은 16명의 작업자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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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에 투입되어 조립공정과 보조공정을 운 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에 합한 스트 이트라인시스

템이었다.

생산 아이템은 여성 재킷이며,생산 분야는 재단분야, 제분야 그리고 완성분야로 구분되어 생

산의 흐름에 따라 재단공정, 제공정,완성공정의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2.자료수집

연구를 한 정확한 측정방법 연구 상 업체의 작업 환경에 한 사 지식을 얻기 하여

비측정과 본 측정으로 나 어 실시하 다.측정자는 장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의류학 공자

2명을 선정하여 생산 리에 한 사 교육과 측정교육을 실시하 다.측정순서는 재단, 제,완성

으로 구분하여 진행하 다.측정 상인 재킷의 디자인은 하복용 정장 스타일의 피크트 라펠

(peakedlapel)의 더블 스트 쇼트 테일러드 재킷(doublebreastedshorttailoredjacket)이다.재

킷은 2개 사이즈(55,66)에 3가지 색상으로 제품의 분류(assortment)에 따른 생산수량은 칼라별로

나 어 1차 300매,2차 300매,3차 200매의 총 800매를 납품할 정이었다.

작업 리에서 요구되는 최 의 공정을 편성하기 하여 작업 장을 분석하고,작업분야별로 공

정계획서를 작성하 다.공정별 작업시간을 측정하 으며,측정된 시간을 이용하여 표 시간을 산

출한 후 업체의 생산시스템과 생산성을 분석하여 공정을 편성하 다.

작업 측정은 작업의 흐름에 따라 재단, 제,완성 순으로 진행되었다.스톱워치(stopwatch;

EIKOS056)2개를 이용하여 시간 측법으로 각 공정별로 30회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측용지에

기입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공정의 실작업시간,여유시간,표 시간을 측정하 다.특히,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해 공정별 측정시간의 순작업시간을 이용하 다.순작업시간의 기 통계는 합

계,평균,표 편차(SD),분산(Var)을 구하 다.표 편차는 각 작업자 간의 시간차이로 숙련도와

련이 있으며,분산은 작업의 균일성을 나타내므로 노력도와 련이 있다.그러므로 숙련도와 노

력도의 평 화계수를 산출하기 하여 공정별 순작업시간의 표 편차와 분산값을 구하고,이를 계

수값 산출에 용하 다.여유시간은 표 시간의 구성요소이며,작업 에 존재하므로 작업을 수

행하는 작업자를 워크샘 링법으로 측정하 다.

산출된 표 시간은 작업방법의 개선,작업소요시간 악,작업능률의 평가 소요인원을 결정

등 작업조건과 작업방법을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활용한다. 제분야의 작업자에게 각 공정의 작업

량을 균등하게 할당하여 생산효율을 높이기 한 생산라인 설계를 해서 공정순서에 따른 공정

분석도를 작성하고,작업시간을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정 인원을 산출하는 최 의 공정

편성을 진행하 다.

3.자료 분석

2007EXCEL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하 으며,공정별 시간측정값의 합계를 이용하여 평균,최

값,최소값,표 편차 그리고 분산을 구하고,작업자의 기능의 정도를 평가하 다.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해 참고문헌을 토 로 각 공식에 의한 산출결과에 의해 순작업시간,

실작업시간,여유율,표 시간 그리고 공정편성 효율을 산출하고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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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다품종 극소량생산체제의 미니라인시스템에서 여성 재킷의 생산라인을 심으로 작

업 리 생산 황을 분석하기 하여 공정별 작업과정을 시간 측정하 다.측정된 작업시간을

이용하여 설정된 표 시간으로 작업을 분석하여 최 의 공정편성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킷을 제작하기 한 작업은 먼 QC견본제작 후 원본의 견본과 비교,검토하여 수정사항과

작업지시서를 확인하고 재단, 제,완성공정 순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재단공정은 2명의 작업자가 겉감,안감,심을 연단용 커 기,직도형재단기,다이커 기,넘버링

기,송곳,집개 등의 도구를 이용하 다. 제공정은 16명으로 구성된 작업자 5명으로 구성된

비 정리공정은 부분 조립공정 후에서 다리미,가 ,송곳, 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 다.부분 조립공정은 11명의 작업자가 1본침재 기 등 제도구를 이용하여 비작업 등

보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 다.업체의 작업방식은 스트 이트라인에 3∼4공정을 소화할 수립공

이트라인들로 구성되었으며,납기은 생산성 향상을 해 특수재 기 도입과 기능별 작업배치를

하 다.완성공정은 5명의 작업자가 스 다리미,손가 , 크,스 이,바늘,재 사,게이지 등

을 이용하여 작업하 다.

시간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나타난 문제를 극복하기 하여 제공정의 부분공정과 완성공정의

손 조 작업을 외주업체에 의뢰하고,공정을 재편성하 다.

제공정의 비 정리공정의 편성은 작업자의 기능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편성하 다.그 결

과 작업자 평균 5.6공정을 담당하 으며,작업자별 순작업시간은 210.0 다.부분 조립공정의

순작업시간은 2,048.8 ,작업자별 담당공정은 평균 4.2공정으로 개인별 186.3 다. 한 완성공정

은 7개 공정을 외주작업으로 환한 결과,소요시간은 707.6 로 작업자별 작업시간은 69.8 가 감

소되었으며,1일 생산량은 47.5매,1인당 1일 생산량은 9.5매로 나타났다.

1차 산출한 공정편성 결과에 따라 일부 부분공정을 외주 환하고 재편성을 실시한 결과, 제공

정의 편성효율이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체 작업 공정수는 155개 공정에서 126개 공정으로 29개 공정이 감소되었으며 재킷 1매 생산

에 소요되는 시간은 1차에서는 5,917.3 으나,2차에서는 4,827.6 로 1,089.7 단축되었다.그리

고 1일 생산능력은 1차에서 130.6매 으나,2차에서는 161.9매로 31.3매가 증가되었으며,목표 소요

시간은 1차에서 19.8일이었으나,2차에서는 16.2일로 납기일을 3.6일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의류생산업체의 작업 리 연구에 의해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공정 재

편성을 한 결과,공정 재배치와 부분작업(포켓,소매,안감,손 조)의 외주 환으로 공정편성 효율

이 90%이상으로 높았다.그리고 공정편성 결과,업체의 작업 리를 통해 작업자의 담당 공정수

작업물 취 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품질향상에도 기 된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다품종 극소

량생산의 미니시스템에서의 가장 큰 문제 인 납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리드타임의

단축으로 작업 리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최근 미니라인시스템의 의류생산업체에 체계 인 생산계획과 효율

인 공정편성으로 생산 리의 합리화와 리드타임의 단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산 리의 계획

리와 진도 리의 체계화를 한 기 자료를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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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4

컴프레션웨어의 디자인과 제품구성요소 분석

이정화1)·최경미2)· 정일3)

1)
동서울 학교 산학 력단
2)
동서울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3)
가천 학교 학원

건강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스포츠웨어 시장은 꾸 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비자들이

즐기는 운동의 분야도 다양해지고 문화되고 있다.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일반인들에게도 운동의

기능성과 효과를 향상 시켜주는 컴 션웨어의 심이 높아지고 사용 범 가 확 되고 있다.컴

션웨어는 기능성 소재 입체패턴을 심으로 주로 연구되어지고 있지만 컴 션웨어 개발

을 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 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컴 션웨어 생산 랜드를 상으로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 으로 재 국내외에서 개 인 컴 션웨어 생산 랜드 14개의 제품 에서 상의

18개와 하의 23개에 한 디자인,소재,컬러, 제,생산범 ,가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컴

션웨어의 제품 경향을 분석하고,컴 션웨어 생산 랜드 인지도가 있는 상의 8개,하의 7개

를 선별하여 제품치수 제품의 패턴 개에 따른 여유분량,소재기능, 제방법 등 제품구성요

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턴과 디자인상의 평균 개선 수는 상의가 14개,하의가 16개이며 기능과 디자인상의 디테일

은 상의와 하의 모두 개선상의 배색 사를 사용한 것이 가장 많았다.

상·하의 모두 평균 으로 2가지 컬러의 배색감을 사용하거나 2가지 종류의 소재를 사용한 제품

이 가장 많았고 배색감의 치를 보면 상의의 경우는 허리,등,암홀 ,어깨,소매 등의 빈도를 나

타내었고,하의의 경우는 넙다리,엉덩이,앞무릎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컴 션웨어 소재의 기능을 보면 상의의 경우 신축성,근육서포트,흡습속건,보온성,통기성 등

의 순으로 나타났고,하의의 경우는 신축성,근육서포트,흡습속건,압박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되어지고 있는 제품 사이즈의 경우 상의는 3종류의 사이즈로,하의는 4종류의 사이즈로

개하는 제품이 가장 많았다.컴 션웨어의 매가격은 상의가 5만원∼10만원,하의는 15만원∼

20만원인 제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5M 사이즈의 상의 8개 제품의 가슴둘 평균사이즈는 77.8cm로 18.1%의 수축률을 보 고,하

의 7개 제품의 엉덩이둘 평균사이즈는 73.6cm로 22.5%의 수축률을 용하여 패턴을 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컴 션웨어의 다양한 제품을 조사 분석하여 재 컴 션웨어의 제품구성요소의

특성을 악하고 제품의 패턴 개에 따른 패턴 개선 구성과 사이즈 스펙을 분석하여 성장 가능

성이 높은 컴 션웨어 개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컴 션웨어 개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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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5

한국 중 · 노년 남성의 연령대별 체형비교*21)

최경미1)·남윤자2)·류 실3)

1)
동서울 학교 패션디자인과
2)
서울 학교 의류학과
3)
가천 학교 학원

한국은 베이붐 세 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본격 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높은 경제력

을 보유하고 있는 ּּּּ노년층을 한 제품설계와 사회 서비스 분야 등에서 연령 별 소비성향에

맞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인체치수와 인체형태에 한 구체 정보에 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연령 별 소비특성을 고려한 인간 심의 제품 개발과 사회 서비

스 품질 개선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하여,40 ,50 ,60 ·노년 성인남성을 상으로

2012년「 장년·ּ노년층 3D인체형상측정조사사업」의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연령 별 체형비교를

실시하여,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2003∼2004년)의 측정 결과와 비교한 결과 40 남성은 키가 커

지고 40 50 60 남성의 키 비 다리길이의 비율도 커져 다리길이도 길어졌다.BMI는 40

와 50 남성이 유의하게 낮아지고,가슴둘 ,허리둘 ,엉덩이둘 도 작아져 40 와 50 남성은

슬림해 졌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최근의 웰빙 라이 의 사회 향으로 년층의 비만이 어

든 것으로 단된다.

「 장년·ּ노년층 3D인체형상측정조사사업」의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40 ,50 ,60 몸통의 실

루엣 차이를 보기 한 둘 치수(가슴,허리,엉덩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가

슴,허리,엉덩이의 굴곡이 완화되는 배나온 일자형의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비만도의 분포를 분

석한 결과 과체 이상의 비율이 40 남성은 66.9%,50 남성은 61.5%,60 남성은 68.8% 로 과

체 이상의 비율이 모든 연령 에서 60% 이상으로 높고,20 의 평균보다 보다 40 ,50 ,60

의 평균 BMI도 높아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키와 머리크기 비율인 두신지수는 40 가 7.14등신,

50 와 60 는 7.05등신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두신지수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40 ,50 ,60 의 ·노년층은 각 연령 별로 체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

어 제품의 기획 설계 시 연령 별 인체의 형태특성을 고려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2012년도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 「 장년·노년층 3D인체형상측정조사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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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6

시니어용 브라탑을 위한 가상모델 개발

- 50대 성인여성과 6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

최경미1)· 정일2)·류 실2)

1)
동서울 학교 패션디자인과
2)
가천 학교 학원

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1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3000달러이나 실질구매력에 따른

생활수 은 3만달러를 육박하여 선진국 수 에 근 하고 있다(HyundaiResearchInstitute,2012).

소비수 이 높아지면서 남성소비시장이 확 되어,2011년 남성복 시장규모는 7조2,700억원 로 여

성복 시장규모를 처음으로 역 하 다(HeraldBusiness,2012.06.08).

남성복 정장은 40,50 를 상으로 한 클래식정장과 20,30를 상으로 한 캐릭터캐주얼로 나

어지는데,이 슬림핏은 각각 25.0%,73.1%로 생산되고 있어(Myoung-OkKim,2012), 연

령 에 걸쳐 슬림핏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남성체형이 서구화 되고 슬림핏이 유행

하면서 은 층을 상으로 기존의 사이즈로는 커버되지 않는 새로운 틈새사이즈가 인기를 끌고

있어(아시아 경제,2011),남성체형의 변화와 남성들의 의류제품에 한 핏의 변화가 여성복과 같

이 몸에 잘 맞는 남성복 설계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HyundaiResearch

InstituteWeeklyEconomicReview 12-19(2012.6.1)).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인체모델링 기술을 이용하여 남성복 슬림패턴 설계를 한 클래식정

장용과 캐릭터캐주얼용 남성용 가상피 모델과 더미를 개발하 다.

참고문헌

1.HeraldBusiness(2012.06.08)from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608000528&md

=20120608144416_C

2.TheAsiaBusiness,2011.12.23,‘97과 103의 기습’···남성복 틈새 치수가 뜬다,http://view.asiae.co.kr/

news/view.htm?idxno=2011122210153801093&nvr=Y,

3.Kuminilbo.Kukinews,2012.03.06,‘감색 정장에 꽃무늬 넥타이’화사한 그이… 2012년 남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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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7

한국여성의 체형을 대표하는 버츄얼 표준 모델 탐색

한 정․ 은경
울산 학교 의류학과

Ⅰ.서 론

산업 반에 걸쳐,미 인 요소와 개성을 아바타를 통해 표출하고자 하는 경향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커뮤니티와 게임 산업,어패럴 산업,제품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가상착의를 통한

자상거래의 편의성 증가와 신제품 의상의 샘 링,인간공학 디자인을 한 모델링에 활용되는

등 아바타의 활용범 는 유비쿼터스 시 의 도래와 함께 그 범 가 더더욱 확 될 것으로 상된

다.의류산업에서의 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의류쇼핑은 구매

시 피트성을 확인해 볼 수 없는 한계 과 그에 따른 반품,교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해 나가야 할 략으로 인터넷 의류쇼핑을 한 가상착의 시스템에 한 연구가 필요하며

(임호선,2012),더 나아가 가상착의의 활용도 합성을 높이기 한 한국인 인체에 합한 아

바타 모델링 제시가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 2,30 여성의 표 인 인체유형을 분류하

고 각 체형간의 특성을 악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인체 형상에 맞는 버 얼 피 로그램을 활용

해 인체 형상 모델군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연구 방법 차

한국여성의 체형을 표하는 측정데이터는 제 6차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 사업에서 계측된 데이

터 3차원 형상 측정치를 활용하 다.분석 상은 20～30 여성 410명이며,이 plotbox탐

색에서 극단값으로 발견된,4개의 case를 제외하고,총 406명의 인체 데이터가 사용되었다.측정항

목은 아바타 인체 형상 구 에 필수 이라고 단된,직 측정치 2항목,3차원측정치 50항목,계산

치 3항목 총 55항목으로 구성하 다.각 항목의 치수를 연령 에 따라 기술통계 t-test를 실시

하여 한국여성 표 치수를 연령군별로 분류하고,그 차이를 분석하 다. 한 요인분석을 통해 체

형구분 요인을 도출하 으며 요인 수를 변수로 군집분석을 실시, 표체형을 구 한 후,각 표

체형을 가상착의 로그램(DC suite)을 활용하여 3한국여성의 체형을 표하는 3D 아바타 인체

형상 모델군을 제시하 다.

Ⅲ.연구결과

첫째,아바타 인체 형상에 요구되는 한국인 20,30 여성의 신체치수 차를 검증한 결과,38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비만과 련된 둘 비 항목에서는 30 가 크게,신장과 련

된 길이 높이 항목에서는 20 가 크게 나타나 연령 별로 다른 아바타의 구 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둘째,아바타 형상에 필요한 55개 계측항목에 하여,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7개의 요인

이 추출되었으며 체 분산의 81.28%의 정보를 설명할 수 있었다.추출된 요인의 특성과 항목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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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요인으로 비만에 련된 둘 ,두께항목 등 29개 항목,제 2요인으로 신장에 련된 길이,높

이항목 등 13개 항목이며,신체골곡에 련된 2개 항목,어깨골격에 련된 3개 항목,머리에 련

된 4개 항목,어깨각도에 련된 2개 항목,상반신 길이에 련된 2개 항목 순으로 집약되었다.셋

째,요인분석에서 추출된 7개의 요인을 독립변수로 사용,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인체 유형을 가

장 특징 으로 구분할 수 있는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분류된 유형 제 1유형은 비만도,

신장,어깨골격이 가장 작으나 다른 체형유형에 비해 신체굴곡이 큰 유형으로 연구 상자 35.9%

가 이 유형에 속하 다.제 2유형은 비만도는 간이나 신장과 련된 길이 항목과 어깨골격

어깨 각도,머리요인이 가장 크나,상반신 길이 신체굴곡은 간에 해당되는 유형으로,32.9%가

이 유형에 속하 다.제 3유형은 비만도가 가장 크나 신체 굴곡과 머리항목이 작고,상반신 길이

가 가장 짧은 유형에 속하며,연구 상의 31.2%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마지막으로 분류된 3개의

유형의 평균사이즈를 분석하여 가상착의 로그램 DCSuite의 기본 여성아바타의 사이징 시스

템을 활용하여 20,30 연령별 표 아바타 모델을 제시하 다.

Ⅳ.결론

아바타의 활용은 게임,의류,자동차,가구 등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될 수 있다. 재 자상거

래 가상 착의 기술의 활성화로 다양한 가상착의 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미지의 구 에

주로 이 맞추어져,착의 합성에 필수 인 신체에 한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본 연

구에서는 한국여성의 체형을 표하는 아바타의 형상을 구 하기 하여 한국인의 인체 데이터를

이용,체형정보를 추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 다.본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인을 표할 수

있는 다양한 아바타의 개발의 시발 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며,이는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 성별,목 에 맞는 타겟 아바타의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을 의

미한다.

참고문헌

1.임소선(2012),온라인 의류구매 시 가상착의 시뮬 이션 활용 선호도 분석,한국의류산업학

회지,14(1),p.83-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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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용 기능성 특수의류 개발*22)

이승민1)·이경옥2)

1)
한국폴리텍 학 섬유패션캠퍼스 패션마 과
2)
㈜생

1.서론

우리나라는 세계 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2026년이 되

면 인구에 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20%에 달하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성 질병의 유병율도 증가되고 있는데,노인성 질병 가운데 치매는

병의 진행에 따라 환자의 심리 행동 변화가 격하여 환자 뿐 아니라 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격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안고 있어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매의 경과에 따른 환자의 심리 ,행동 변화에 을 두고 각 시기

별로 환자 자신 뿐 아니라 간병인이나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 도움이 되는 치매환자복을

개발하고 제작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나 간병인에

게 심리 ,정서 인 만족감을 수 있을 것이다.

2.연구방법 내용

본 연구는 치매의 경과에 따른 환자의 심리 ,행동 변화에 따른 환자증상별 치매환자복을 개

발하는데 목 을 둔 것으로 구체 인 연구방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치매환자의 증상에 따른 기존 일반 환자복의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치매환자의 행동

특성에 따른 기존 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여,치매환자를 돌본 경험이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0명

을 상으로 F.G.I.(FocusGroupInterview)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항목을 도출하 다.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치매환자복 총 30벌의 디자인을 개발하 다.

둘째,의류학 공교수 5인,환자복 제작업체 문가 2인의 총 7명의 문가 평가단에 의해 개

발된 디자인 가운데 샘 제작할 디자인을 선정하여 총 7 의 샘 을 제작하 다.

셋째,요양보호사 50명 환자보호자 50명에게 2012.12.3∼2012.12.14(2주간)제작된 샘

의류에 한 만족도를 조사하 다.

3.결과 고찰

1)경증 치매환자용 특수의류 샘 제작

*본 연구는 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2년도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C0034950)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

과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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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치매환자용 특수의류 (경증환자용)디자인특성 실물사진

개발제품 개선된 디자인특성
실물사진

front back

남성외출복겸용

보호복

․어깨트임 바지안쪽트임

․상의를 길게 재단하여 우주복 이지만 상ㆍ하

분리형처럼 보이도록 함.

․작은 차이나 칼라 부착

․허리선 양쪽에 끈을 넣어 환자의 허리 둘 에

맞춰서 조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환자의 탈의

행동 제어가능

여성외출복겸용

보호복

․어깨트임 바지 안쪽 트임

․지퍼 끝에 단추를 달아 이 잠 역할

(환자 혼자 탈의 하지 못하도록 함)

․허리밸트부분에끈을넣어환자의허리둘 에

따라 조 가능하게 함으로써 환자의 탈의행동

제어가능

2) 등증 치매환자용 특수의류 샘 제작

<표 2>치매환자용 특수의류( 등증 환자용)디자인특성 실물사진

개발제품 개선된 디자인특성
실물사진

front back

우주복 형태의

보호복

․앞 2 트임

․양쪽 허리에 고무벨트를 달고 단추로 허리크

기조

․앞 지퍼 끝에 환자 스스로 탈의하지 못하도록

숨은 단추를 달아 (2 잠 역할)

장갑부착형보

호복

․앞 여 부분을 숨은 단추를 달아 환자가 혼자서
탈의 하려고 할 때 어렵도록 함

․세탁 시 단추 보호 역할
․지퍼로 개폐되는 장갑을 부착하고,손가락 욕창
방지를 한 손가락 걸이 부착

․손목에 조임끈이 있어서 환자의 손목크기에 따
라 조 가능

․훅을 달아 손을 제어할 필요가 없을 때 장갑을
소매에 고정을 시켜 일반 환자복처럼 착용도
가능함

조끼형 보호복

․기존환자복 에 착용 수 있는 조끼형태임.

․앞에 숨은 단추처리

․무릎부 를 빔 처리하여 환자의 무릎부상을

막음

․포켓역할과 환자의 손 억제 역할 가능한 탈부착

형 포켓 부착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도 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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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와상)치매환자용 특수의류 샘 제작

<표 3>치매환자용 특수의류 ( 증/와상환자용)디자인특성 실물사진

개발제품 개선된 디자인특성
실물사진

겉 안

침 고정형

보호복

․와상환자용시트로써 제어 와 덮개로 구성

․손목,발목 부 제어 가 부착되어있음.

그러나 덮개를 덮으면 노출이 안 됨.

손 노출

침 고정형

보호복

․지퍼는 닫으면 제어된 모습이 보이지 않음

․환자의 손만 밖으로 나와서 보호자와 면회시 용

이하도록 디자인함

․환자의 체 변경시 한쪽 제어 만 풀면 어느

쪽이든 쉽게 변경 가능

․기 귀 방수포 부착

4)평가 논의

평가는 치매환자를 상으로 실시하는 직 인 평가가 불가능하여,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요

양보호사 50명 환자 보호자 5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요양보호사는 평가기간 실제 환자

에게 실험복을 착의 시킨 후 평가하 으므로 인권,심미성,환자보호성,심미성에 해 평가를 실

시하 다.심미성은 여성외출용 겸용 보호복 우주복 형태의 보호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환자보호성에서는 장갑부착형 보호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환자보호자에게는 기존 환자복과 개

발된 환자복 샘 을 부 별로 상세한 설명이 부착된 사진을 보여주고 평가하 으므로 심미성만

평가하 다.그 결과 남성 외출용 겸용 보호복,여성 외출용 겸용 보호복,우주복 형태의 보호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결론

본 연구는 환자의 증상에 따른 치매환자 보호복을 개발하기 해 환자의 증상 기존 환자복

에 한 개선사항을 설문조사하 고,이를 활용하여 환자의 증상에 따른 환자복을 총 30벌을 디자

인하 다. 문가 평가를 통해 총 7개의 디자인을 선정하여 샘 제작하 다.제작된 샘 디자인

은 환자의 증상(경증, 등증, 증)에 따라 차별화되어 제작되었으므로 치매환자와 환자보호자

간병인에게 심미 ,정서 만족감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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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9

 e-서비스스케이프가 긍정적 감정, 만족,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박은주1)·이채연2)

1)
동아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경남도립남해 학 비즈니스사무과

본 연구는 인터넷 패션시장의 확장과 쇼핑업체수의 기하 수 증가로 인터넷 쇼핑몰 운 기

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소비자들의 욕구 충족에 합한 인터넷 쇼핑환경 서비스를 제공

하여 자신의 쇼핑몰로 유인하기 한 지속 인 성장과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마 략을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인터넷 쇼핑환경을 구성하는 e-서비스스 이 가 소비자의 정 감정,만족,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을 규명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상태에 부합하는 인터넷 패션쇼핑몰 환경연출

을 한 단서를 제공하기 해 시도하 다.

연구방법으로 인터넷 쇼핑을 통해 패션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으며 총 680명의 자료가 최종 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도출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SPSS18.0과 AMOS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 다.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e-서비스 이 속성은 쇼핑몰 디자인의 세련됨,아름다움,우수함을 가지는 심미 매력,

쇼핑몰의 배경음악,음향효과,동 상 제시의 우수성을 가지는 주변상태,네비게이션의 빠른 속도,

경로탐색의 용이성, 라우징의 용이성을 가지는 이아웃/기능성으로 구성되었다. 정 감정,

만족,구매의도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e-서비스스 이 의 심미 매력,주변상태, 이아웃/기능성 모두 소비자의 정 감정

에 유의한 향을 주었다.특히 심미 매력이 정 감정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한 요인으

로 확인되었으며,이러한 결과 세련되고 아름다운 공간 연출을 제공하여 정 감정을 증가시켜

야 할 것이다.

셋째,e-서비스스 이 의 심미 매력,주변상태, 이아웃/기능성이 우수하고 호의 일수록 만

족을 증가시켰으며,이러한 만족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특히 심미 매력과 이아

웃/기능성이 소비자 만족에 가장 큰 향을 주는 요한 요인임을 확인하 다.즉,인터넷 쇼핑몰

에서 소비자를 만족 하는 e-서비스스 이 속성들을 활용함으로써 만족과 구매의도를 높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 감정은 만족에 직 인 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정 감정이 구매의도까지

직 인 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비자에게 호의 으로 연출된 인터넷 패션쇼핑몰의 e-서비스스 이 환경

은 정 감정을 유발하여 만족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구매의도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

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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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0

시니어 층을 위한 브라탑 디자인 개발 연구

임호선

(재)아이패션비즈센터

최근 수명의 증가와 경제,사회의 발달로 인해 50 를 심으로 뉴시니어 세 가 경제력을 갖는

새로운 마켓 워의 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뉴시니어세 는 베이비부머 이후의 세 로 학력,소

득과 소비수 이 상승,자산의 증가,자아실 욕구 개성화 등의 특성을 나타내며 기존의 세

와는 달리 높은 경제 참여율과 구매력을 갖는 세 로 인식되고 있다(강진주,2010).고령화 시 에

들어서면서 최근 노년층을 한 기능성 언더웨어는 해외의류 시장을 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며(이수연,천종숙,2012)뉴시니어세 의 의류산업의 확장에 힘입어 마 고령자의 감

성 ,신체 특성을 고려한 다각 인 근을 통한 감성산업으로,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앞둔

언더웨어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망된다(차지 ,2008).앞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노년

층을 한 언더웨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 됨에 따라 뉴시니어세 의 차별화된 감성

,사회․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제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시니어세 인 50 이상의 여성을 심으로 래지어 재 착용 실태

불편사항,수요 니즈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연령 별 기 디자인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이에 본 연구는 뉴시니어 세 를 한 라탑 제품기획을 해 50 이상의 여성을 심으로

총 193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래지어 착용 실태 제품의 니즈에 한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50 ,60 ,70 연령 별로 래지어 착용형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의 연령 에서 래지어만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래지어 착용 요인은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50 에서는 노출

움직임 방지가 착용이유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60 ,70 에서는 처짐방지 요인이

래지어를 착용하는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다.

3. 래지어 착용형태에 따른 압박 부 는 연령 래지어 형태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

지 않았다.와이어가 없는 경우 는 있는 경우 모두 가슴 부 가슴 부 에 압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연령별 추구 래지어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50 에서는 어깨끈 고정,편한 착탈의,가슴부

를 감싸는 라탑의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60 에서는 몸매교정,가슴부 를

감싸는,배와 등을 감싸주는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70 에서는 무압박,편한 착

탈의,가슴부 를 감싸는, 라탑의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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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본 연구에서는 50 상으로 X자형 타입의 어깨끈을 잡아주면서 가슴을

감싸주고 착용성 활동성에 합한 라탑 디자인을 제안,60 상으로 가슴을 보정하면서,

배와 등부분까지 보정이 가능한 일체형 운데이션 형태를 갖는 디자인을 제안하 다. 한 70

상으로 와이어가 없으면서 편안한 착탈의를 갖는 컴포트(comfort) 라탑 형태로 디자인을 제안

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50 이상의 뉴시니어세 의 래지어의 착용실태 제품 니즈에 한 결

과와 이를 토 로 한 연령 별 라탑 디자인 제안을 앞으로 뉴시니어세 의 차별화된 감성 ,사

회․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라탑 디자인 제품개발의 기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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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1

그루밍족을 타겟으로 한 남성복 상품 기획을 위한 기초 연구

박미란·김칠순·김가은·신정원

경희 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사회에서 변화하는 남성들의 가치 은 그들의 라이 스타일에 변화를 가져온다.그들은

‘그루 족’이라 불리며 몸매와 패션 감각 등의 미 추구에 있어서 성정체성의 제한이 없음과 동

시에 트랜드에 민감함을 보여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라이 스타일을 인자분석을 통하여

유형화하고,그루 족과 비그루 족으로 군집을 세분화하여 남성복 디자인 기획을 하여 군집별

의복 구매 고려 요소와 의복 스타일 선호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연구 상은 한국에 거주하

는 20∼40 의 남성을 상으로 하 고,SPSS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요인분석,T-

검정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패션 련 라이 스타일에 해 5 리커트 척도로 된 문항을 통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하 고

그 결과 ‘ 그루 군집’과 ‘고 그루 군집’으로 분류하 다.군집 유형에 따라서 의복 구매 고려

요소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의복의 편의성보다 아름다움 시,다

른 사람 옷차림에 한 심,의복 구매 후 리,가격 시,디자인 시,원단 시의 구매 기

에서 각 군집유형에 따라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그루 집단이 그루

집단보다 다에서 언 한 요인에서 평균값이 더 높았다.선호하는 남성 의복 이미지에서 세련

된,여성스러운,귀여운 이미지에서 두 군집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고 그루 이 집단이 그

루 집단 보다 이러한 이미지 선호 수가 높게 나왔다.

남성복 상품 기획 략에 향을 미치는 디자인 특성 티셔츠 구매 시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

느냐에 따라서도 고 그루 과 그루 이 차이를 보 다.고 그루 집단은 슬림핏과 긴 기장 루

즈핏을 선호했고, 그루 집단은 보통 기장의 루즈핏을 착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그러나 일

반 으로는 체 스타일 보통 기장 루즈핏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 다.

그루 족을 타겟으로 니치 마 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비자의 시장 세분화가 요하고 타겟

소비자들의 구매하는 기 과 선호하는 의복 이미지를 악하는 것은 마 략에서 소비자의

원츠와 니즈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남성복 디자인 기획에 있어서도 기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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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한국 여성의 외모자신감 정도에 따른 패션 스타일링의

힐링 효과에 관한 연구

유진·김칠순·이유진

경희 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사회에서 외모지상주의가 두함에 따라 패션 스타일링으로써 자신을 좀 더 가꾸고자 하

는 소비층이 늘어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들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마 차원에서 외모의 자신감 정도에 따른 패션 스타일링의 힐링 효과를 확인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스타일리스트를 활용한 마 기 효과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연구

방법으로 20 의 여성을 연구 상으로 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 으며 자료 분석은 SPSSPackage

Program 18.0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군집분석,Chi-검정,t검정을 실시하 다.

외모자신감,힐링 효과에 한 문항으로부터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소비자를 각각 2개의 군집으로

세분화하 다.자신감 군집과 힐링 군집간의 연 성도 Chi-검정 결과 확인하 는데 통계 으로 유

의하게 외모 자신감이 낮으면 힐링 효과도 낮은 경우가 많았으며,외모 자신감이 높을수록 힐링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이는 외모에 해 자신감이 높을수록 패션 스타일링을 통해 느끼는 힐링

효과 한 큰 것으로 추측된다.

외모자신감정도에 따른 집단별 선호 이미지를 비교 분석 한 결과,고 스러운 이미지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외모 자신감이 높은 군집일수록 고 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힐링 효과가 높은 군집은 우아하고 지 인 이미지를 선호하 다.

외모 자신감 정도에 따른 힐링 효과와는 다른 양상으로 스타일리스트 필요도 구매 의도 분

석 결과 ‘문가의 스타일링이 필요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는 외모자신감이 낮은 군집이 높은

군집보다 문가의 스타일리스트를 필요로 하여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은 외모자신감이 낮은 집단

에서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외모 자신감과 패션 스타일링의 힐링에 한 연구는

소비자에 한 서비스 차원에서 스타일리스트를 통한 소비자들의 퍼스 카운슬링을 제공함으로

써 만족도를 높이고 구매로 까지 유도하는 새로운 마 략을 개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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