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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께

2014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100편 이상의 수준 높은 학술논문들이 구두와 포스터로 발표될 예정이며, 패션산업의 중요한 이슈인
“패션잡화시장의 역동성-비주류로부터의 창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패션협회 이현학 차장의
“한국패션시장의 고도화 및 잡화시장의 가능성”과 비니스벤치 조명희 CD의“핸드백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조 : 성숙기로
접어든 한국 핸드백 시장에서 필요한 경쟁력은?”라는 특별강연을 통하여 회원 여러분께 패션잡화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 입니다. 본 학회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학문적 교류뿐 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본 학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업에서 후원하는“제4회 유비쿼터스 패션디자인 컨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술대회를 통해 자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기대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하며 감사드릴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여러가지 편의와 장소를 제공해 주신 동아대학교 교수님
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산디자인센터, 동아대학교 에코디자인사업단, 동아대학교 융합디자인연구소 및
춘계학술대회에 후원해주신 많은 기업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조직위원님들 그리고 논문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위해 좌장, 토론, 심사 등을 총괄해 주신 모든 진행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 회원님들께 유익하고 보람된 배움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박은주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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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표(구두)
일정별 세부 계획(장소: 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제1발표장(국제관 406호): 패션마케팅 및 복식심리
A1 13:50-14:10

일

시
09 : 00 ~ 10 : 00

10 : 00 ~ 10 : 20

10 : 15~ 10 : 20
제1부
09:00 ~
12:30

10 : 20 ~ 11 : 20

11 : 20 ~ 12 : 20

12 : 20 ~ 12 : 30
중 식
12:30~
14:00

12: 30 ~ 14: 00

14 : 00 ~ 15 : 30
제2부
14:00 ~
18:00

15 : 30 ~ 16 : 30

16: 30 ~ 18 : 00

발표 및 내용
등 록
개회사
국민의례
개회사 : 박은주 회장 (한국의류산업학회)
축 사 : 권오창 총장 (동아대학교) 사회: 이진화(부산대)

비 고
국제관 2F다우홀

14:20-14:40 		

Coffee Break

A3 14:40-15:00

사회: 이진화(부산대)
2F 다우홀

토론: 홍금희(신라대)

패션제품의 모바일쇼핑 구매의도에 대한 모바일 쇼핑태도의 매개효과
박은주, 박은주(동아대)

제 2발표장(국제관 408호): 패션디자인 및 의복설계생산

제4회 유비쿼터스 패선디자인 컨테스트 안내
진행: 전은경 (울산대)

B1 13:50-14:10

중식

B1F 교직원식당

이사회의

B1F 교직원식당 내룸

연구논문(구두) 발표
제 1 발표장: 패션마케팅 및 복식심리
제 2 발표장: 패션디자인 및 의복설계생산
제 3 발표장: 의복과학

국제관
406호
408호
410호

연구논문(포스터)발표

1F 라운지

우수논문시상 및 리셉션
사회: 여은아(계명대)

토론: 여은아(계명대)

A2 14:10-14:20
쾌락적 제품의 소비 결정에 동료의 소비가 미치는 영향 - 자기해석의 조절효과
백은수, 추호정(서울대)

공로상 시상
제1부 특별강연
발표주제 : 한국패션시장의 고도화 및 잡화시장의 가능성
발표자 : 이현학 차장 (한국패션협회)
사회: 김칠순 (경희대)
제2부 특별강연
발표주제 : 핸드백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조 :성숙기로
접어든 한국 핸드백 시장에서 필요한 경쟁력은?
발표자 : 조명희 CD (비니스벤치 )
사회: 유화숙 (울산대)

대형 쇼핑센터에서의 소비자 체험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
- 패션브랜드 매장 내·외부에서의 체험요소 비교를 중심으로 김정희, 이진화(부산대)

3F 리셉션홀

현대 남성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의 미적특성과 디자인요소
류림정, 이지현(연세대)

B2 14:10-14:20

좌장: 정성혜(인하대)
토론: 조은주(호남대)

토론: 이신영(동아대)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 신발 디자인에 여성적 표현 특성과 조형요소
윤주영, 이지현(연세대)

14:40-14:40 		

Coffee Break

B3 14:40-15:00
국내 성인남성의 연령별 어깨형태에 관한 연구
최은희, 도월희(전남대)

B4 15:00-15:20

좌장: 박순지(영남대)
토론: 권영아(신라대)

토론: 이명희(부경대)

낙상경험 여성노인의 충격보호복 선호 경향 조사
이진숙, 박정현, 이정란(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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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용주(한성대)
토론: 김은영(충북대)

3

연구논문 발표(포스터)
진

제 3발표장(국제관 410호): 의복과학
C1 13:50-14:10
고관절 골절 예방 제품 설계를 위한 hip protector 착용특성평가
전은진, 박세권, 유희천 ,김희은(경북대, 공군사관학교, 포항공대)

C2 14:10-14:20

좌장: 이정숙(경상대)
토론: 심현섭(한국교원대)
P1 다층구조 입체직물소재를 적용한 낙상 골절방지 보호제품 개발 - 고관절 보호대를 중심으로 정삼호, 조은정, 박하나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토론: 이영희(부산대)

Catechu염색 면직물의 열발색 및 감물염료와의 복합발색
장정대, 강태연, 김종철(부산대)

14:20-14:40 		

좌장: 배현숙(창원대)
토론: 유화숙(울산대)

순수키토산 부직포의 제조와 특성
이신희, 이솔(경북대)

토론: 박명자(한양대)

C4 15:00-15:20
Leaflon/Tencel/Cotton MVS 방적사의 물성평가
사아나, 이정순(충남대)

P2‘차연’의 관점에서 본 장 폴 고티에 패션의 특성
유현정, 김정미(부경대)
P3 0.2 데니어급 극세사 복합소재를 활용한 비즈니스 캐주얼 하이브리드 수트 제품 개발
정삼호, 조은정, 박하나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Coffee Break

C3 14:40-15:00

행 : 전대근(안동대), 장정대(부산대), 이문수(배재대), 이숙희(호남대), 홍금희(신라대)
이정숙(경상대), 구양숙(경북대), 권영아(신라대)

P4 1920년대 이후 한국 색조 화장의 트렌드 분석
김효정, 유태순(대가대)
P5 뉴 시니어 여성 코트의 디자인 특성
배시연, 이경희(부산대)
P6 Slide fastener을 적용한 액티브 시니어 패션제품 개발
이응석, 문선애 ((주)청운통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7 무명천을 활용한 문화상품개발
김호경, 안인숙(중앙대)
P8 비천도의 복식에 내재된 함의와 문화사적 고찰
이정숙, 윤정배, 문선옥, 김용진, 임수정, 손병욱, 이성도, 김범수(경상대, 한국교원대, 원광대)
P9 S서울 강신무 무속복식에 나타난 관모 연구
김은정, 임린(전남대, 전남도립대)
P10 뉴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김다은, 이경희(부산대)
P11 뉴실버 재킷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황예린, 이경희(부산대)
P12 여대생의 입술화장품 사용실태 및 위생인식도에 관한 연구
김정화, 유태순(대가대)
P13 일본 에도시대의 색채 문화
이경희(금오공대)
P14 천연염료의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친환경 자카드 직물 제작에 관한 연구
이애자(경남과학기술대)
P15 초경량 방수·방풍 환편니트를 활용한 복합기능성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개발
정삼호, 장지선((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P16 키가 커 보이는 요구조건 확립을 위한 디자인 요소 조사 - 남성 캐주얼웨어 중심으로 김정민, 정제석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식회사 패션홀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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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패션디자인 컨셉에 따른 패션쇼 모델의 외적 통일성에 관한 연구
이신영(동아대)
P18 열적 쾌적성을 증대시키는 부위별 밀도조절 소재 개발을 위한 피부온 분포도 도출
배종길, 장정원(혜성어패럴,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19 학교 체육복의 디자인 선호경향
문명옥, 이진숙(동의대)

P35 상품 카테고리에 따른 브랜드 중요성 비교분석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이여규(서울대)
P36 소셜 미디어 관여도와 이용동기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혜정 ,조순정, 송지수, 윤주연, 김민선, 오경화 (중앙대)
P37 스포츠레깅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감성과 선호도의 차이
조현진, 권영아(신라대)
P38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윤소정, 이하경, 허희진, 신혜선, 정혜인, 추호정(서울대)

P20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플럼의 표현 특성
권정숙(경남대)
P21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이 나타난 현대 패션 연구
김성수, 김영삼(중앙대)
P22 2012년 F/W 서울의 스트리트 패션 고찰
김선하, 김영아, 서은, 임유진(경희대)
P23 마리메꼬 브랜드를 통한 스칸디나비안 텍스타일디자인 특성연구
박상오(영남대)
P24 지역특화 섬유산업의 발전방안 : 풍기인견 산업 사례연구
여은아, 박효은, 지혜리(계명대)
P25 19세기 중반 헝가리 여성복식 - 1867년 헝가리 여성의 연회복을 중심으로 조현진(계명대)
P26 중국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의 한국의류제품 선호에 관한연구
오초, 짜오웬웨이, 김문영(계명대)
P27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정보특성이 브랜드친숙도와 브랜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홍금희, 김슬아(신라대)
P28 한국의 1인 가구 패션소비에 대한 연구
백은수, 추호정, 이하경, 권현진(서울대)
P29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양희순, 정재은, 정소원 (성균관대, 상명대)
P30 중국내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SNS 활용 현황에 관한 연구 -시나웨이보를 중심으로펑하오, 김지연(호남대)
P31“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윤리소비행동 연구
정혜정, 이가은, 오경화 (중앙대)
P32 모바일 쇼핑에서 착장사진 왜곡이 소비자의 상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윤남희, 추호정, 김현숙(서울대, 배재대)
P33 문헌자료에 나타난 조선시대 마 섬유산업의 동향
박정임, 김호정(경성대)
P34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과 패션 스타일 분석 연구
김나희, 유태순(대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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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 안동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연구현황
김희숙(안동대)
P40 내향성-외향성에 따른 쇼핑성향과 외모관리행동 비교연구
전대근(안동대)
P41 인스토어 마케팅과 감성 마케팅이 소비자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 SPA 브랜드를 중심으로 김도은, 김장군, 임지은, 정민영, 김칠순, 양희순(경희대)
P42 자기개념, 쇼핑가치, 의복구매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대근(안동대)
P43 재활용 패션제품 선택기준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연령별 비교를 중심으로 최영림, 양희순 (대구대, 경희대)
P44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위한 VMD공간의 색채활용
이은경(대전대)
P45 QR Code Utilization for Multi-Channel Strategy in the Fashion Retailing
Namhee Yoon, Eun Yong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46 패션라이프스타일에 따른 SPA브랜드 인지, 태도 및 구매경험에 관한 연구
박광희(계명대)
P47 한·중 여성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따른 화장품 속성 비교
유샤샤, 박숙현, 이경림(경성대)
P48 방한 중국관광객의 한류선호에 따른 패션상품의 구매행동
친페이펑, 이진화(부산대)
P49 Up-cycling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Freitag과 Re:Code를 대상으로박현희, 추태귀 (경북대)
P50 인터넷 쇼핑 태도에 따른 소비자 만족과 지각된 가치가 e-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박은주, 강은미(동아대)
P51 한류화장품 브랜드 구매행동 비교연구
필원양, 이진화(부산대)
P52 3D 프린트로 제조된 패션제품의 소재에 관한 연구
이선희(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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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 레인코트용 자카드 직물의 소비자 요구도 및 패턴감성
김정화, 이정순(충남대)

P72 뉴실버 여성을 위한 브래지어 착용실태 및 선호도 조사
박자영, 장정아(부산대)

P54 밀착형 스포츠 웨어 개발을 위한 신체동작에 대한 연구
조광년 , 김윤영, 최은미(한국패션산업연구원)

P73 승마바지 개발을 위한 연구
이지은, 권영아(신라대)

P55 소수성 셀룰로오스 섬유를 활용한 이중직물의 수분특성
정경미, 손경태(신풍섬유(주))
P56 시판중인 아웃도어 웨어 사용소재의 특성에 관한 분석
박정현, 유화숙(울산대)
P57 신이(辛夷) 처리직물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백영미, 이슬기, 황은경, 이영희 (부산대, 한국실크연구원)
P58 실버세대의 건강기능성소재 인지 및 선호에 관한 연구
서민녕, 구영석(부산대)

P74 패치 유형에 따른 승마바지 착용감의 차이
공진희, 권영아(신라대)
P75 천연모피 대용 인조 브로드테일이 적용된 패션제품의 외관 및 보온성에 대한 연구
최은미, 장현미, 하숙정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프리앤메지스)
P76 애완견을 위한 올인원 바지의 시판제품 분석 및 구매실태 조사 -실내 소형견 중심으로나다솜, 장정아(부산대)
P77 액티브 시니어 남성의 캐주얼 재킷 착의실태 및 선호도 조사
백시연, 장정아(부산대)
P78 유아발레복의 착용실태 및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이은지, 남윤자(서울대)

P59 컴프레션 웨어의 압박이 신체치수 및 피로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태규, 최경미, 전정일, 이정화(대구예술대, 동서울대,배화여자대)

P79 인체 해부학적 근육에 근거한 40대 남성 컴프레션 웨어 하의 개발
이정화, 전정일, 최경미(배화여대, 가천대, 동서울대)

P60 인체밀착형 방검소재의 탈부착 용이성 확보를 위한 방검복 설계에 관한 연구
김윤영, 한주엽(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아르모프)

P80 여성 시니어의 이너웨어 구매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연구
최은미, 조광년, 이명숙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주이디자인코아)

P61 Lotus seedpod 색소의 염색 특성과 자외선 차단성
임지영, 장정대(부산대)

P81 주니어 여아의 이너웨어 구매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연구
최은미, 조광년,이명숙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주이디자인코아)

P62 Modal/PTT/Wool 복합사 및 편성물의 물성
김현아, 김민지, 김대석(한국패션산업연구원)

P82 충격보호복 개발을 위한 노인여성의 낙상실태 조사
이진숙, 박정현, 이정란(부산대)
P83 프리사이즈 의복에 대한 구매실태 조사
임지영(대전대)

P63 PLA를 활용한 공극형성 제직기술
최진영, 손경태(신풍섬유(주))
P64 Tencel/PTT/Cotton 복합사 및 편성물의 물성
김현아, 김민지, 김대석(한국패션산업연구원)
P65 가축 전염병 방역관련 보호장구 착용현황에 대한 종단적 연구
전은경, 문지현(울산대)

P84 학교 체육복의 치수 선택에 관한 연구
문명옥, 이진숙(동의대)
P85 한국 성인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류 - 키155cm 미만을 중심으로 김남순, 도월희(전남대)
P86 한국인 여성의 웨트수트의 동작편의성과 만족도 조사
김시연, 이조은, 주신영, 허희진, 남윤자(서울대)

P66 공기저항성 및 피부배김 현상이 최소화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개발을 위한 봉제기법에 대한 연구
최은미, 조자영, 권오경, 문영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비에스지, 한국스포츠개발원)

P87 한국인 평균 3D 아바타 생성 프로세스 설계
한현정, 전은경(울산대)

P67 국내 30대 성인 남성의 하반신 체형 분류
이정은, 도월희(전남대)

P88 패션핸드백의 수공예장식에 의한 형상화특성
신혜경(동서대)

P68 국내 의류상품개발과정에서 각 직무의 업무관여도 비교 -테크니컬 디자인 업무 중심으로김보아, 남윤자, 이재일(서울대, 시애틀퍼시픽대)

P89 Sheath-Core 구조의 냉감기능 이형단면복합사를 이용한 직편물의 봉제특성 연구
도미애, 김윤영, 장병율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도아인더스)
P90 나노캡슐을 이용한 다기능성 방충소재 개발
원종진, 김태훈, 박순지 (유원텍스타일, (주)오로피노, 영남대)

P69 한복분야 기능경기대회 바느질방법 연구
김지현, 송정아(경북대)
P70 기능성 자전거의류 개발실태 조사
정희경, 이정란(부산대)
P71 한국 20대 남성 체형과 국내/외 남성 상의패턴 비교 연구
노유민, 남윤자(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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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Ⅰ

"한국패션시장의 고도화 및 잡화시장의 가능성"

이현학 - 한국패션협회 차장
한류패션융합상품개발지원사업(문화부/2013) SBS '패션왕코리아‘ 프로그램 제작
-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운영(산업부/ 2012)
- 글로벌 패션포럼 운영(산업부/ 2012, 2013)
- 대학패션위크 사업 운영(서울시/2012)
- 패션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위원(문화부/ 2012)
- 패션지식DB구축사업 패션 포털 ‘패션넷코리아’운영(산업부/ 2010, 2011, 2013)
-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운영(서울시,중기청,KOTRA/ 2010, 2011)
- 창의적 패션디자이너 육성 사업 운영(문화부/ 2011)
- 아시아패션연합회 한국협회 한국담당(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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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Ⅱ

"핸드백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조
: 성숙기로 접어든 한국 핸드백 시장에서 필요한 경쟁력은?"

조명희-비니스벤치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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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발표 (구두)

제1발표장 : 패션마케팅 및 복식심리(국제관 406호)
좌 장 : 김용주(한성대)

토 론 : 김은영(충북대)
여은아(계명대)
홍금희(신라대)

제2발표장 : 패션디자인 및 의복설계생산(국제관 408호)
좌 장 : 정성혜(인하대)
박순지(영남대)

토 론 : 조은주(호남대)
이신영(동아대)
권영아(신라대)
이명희(부경대)

제3발표장 : 의복과학(국제관 410호)
좌 장 : 이정숙(경상대)
배현숙(창원대)

31

토 론 : 심현섭(한국교원대)
이영희(부산대)
유화숙(울산대)
박명자(한양대)

A1
대형 쇼핑센터에서의 소비자 체험에 관한 측정도구 개발
- 패션브랜드 매장 내·외부에서의 체험요소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희·이진화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소비자의 ‘체험(experience)’은 리테일 마케팅의 새로운 화두로 관심을 모으며, 그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소비생활에서 체험적 요소가 크게 부각되는 체험마케팅은 소비자에게 다각적
인 소비경험을 제공하려는 통합적 마케팅 노력으로(An et al., 2010), 산업과 제품의 특징에 관계없이 소비
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 사용 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마케팅과 큰
차별화된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이 소비자의 최종구매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
면서,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marketing communication) 수단 중에서 공간이나 장소가 효율적인 중
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Park & Jeon, 2007). 그 이유는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다
양한 신업태의 패션리테일 채널들의 등장으로 인해 채널간의 판매경쟁을 더 격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렇
듯 패션리테일 채널들의 차별적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특히, 오프라인의 대형 쇼핑센터
와 패션브랜드 매장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최근 기업들의 체험마케팅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학계에서도 체험마케팅을 연구주제로 다루
기 시작하였다. 체험마케팅의 대가인 Schmitt(2007) 교수는 Zarantonello와의 연구에서 쇼핑하는 공간이
단순히 진열의 공간을 넘어서 소비자가 직접 보고, 만지는 등의 체험을 통해서 상품이나 브랜드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인상적인 또는 매혹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체험마케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비자의 체험적 측면, 체험 차원, 브랜드 체험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유형에 대한 연구들로 후
속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국내의 점포 또는 매장에서의 체험과 관련된 연구는 매장 내 체험과
소비자 태도, 공간에서의 소비자 체험이 브랜드 자산에 미치는 영향 등의 국한된 연구들로 향후 다양한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반면 패션브랜드 체험에 관한 연구로는 패션산업에서 체험마케팅의 효과,
장기적 관계지향성, 소비자-브랜드 관계와 브랜드 충성도, 브랜드 자산,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들로 주로 패션브랜드의 매장 위주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기존의 패션분야의 선행연구들
또한 타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브랜드 체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유통
트렌드인 복합쇼핑몰, 백화점과 프리미엄 아울렛, 할인점과 같은 대형 쇼핑센터에서의 소비자 체험을 패
션브랜드 매장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 탐색하였다. 패션브랜드 매장 내·외부에서 체험하게 되는 소비자
체험요인에는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형 쇼핑센터에서의 소비자 체험측정에 적합
한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패션 리테일러의 채널믹스 운용과 채널별 차별화 포인
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패션기업의 브랜드 매장관리 관점에서 매우 필요하며, 실무적 시사점과 차
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패션브랜드 매장 내·외부에서의 소비자 체험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위해 보다 심
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탐색적 연구방법 중
에서 1:1 심층면접법 또는 표적면접 집단법을 통해 면접자가 제시한 주제어에 대하여 면접대상자들은 서
로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대형 쇼핑센터(복합쇼핑센터, 백화점, 프리미엄 아울렛 등)에서의 체험에 대하
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대상자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50대 여
성소비자들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4명, 30대 7명, 40대 4명, 50대 3명의 여성소비자 총 18명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내용 및 분석방법은 60∼9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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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 내용은 보존의 정확성과 용이성을 위해 면접대상자의 승인 하에 녹음하였고, 면접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기록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차 인터뷰에서는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쇼핑에 대한 질문으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였고 공감이나 동의를 표시하여 친
근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리고 2차 인터뷰에서는 본격적인 인터뷰이전 면접대상자들 개인의 어의해석 수
준 차이에 따라 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체험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다음 단계에서
는 본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쇼핑센터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주로 어떤 쇼핑센터
나 점포를 이용하는지 질문하고, 쇼핑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과 패션브랜드 매장 내·외부에서
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하여 자유로운 대화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샘플링을 통해 지속
적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요소를 넓혀가는 형태(Strauss & Corbin, 1996)로서 1차에 이루어진 면접은 2
차 면접 이전에 녹음된 내용은 몇 번의 반복을 통해서 개인별 질의응답 노트를 정리, 분석하였다. 인터뷰
이후 각 면접내용들은 Thompson et al.(1997)의 4단계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종합 분석하였다. 먼저 각각
의 면접 대본을 전체적으로 읽어봄으로써 면접 내용을 분석하였다. 인터뷰에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내용
들을 주제별로 군집화 하였다. 다음으로 각 면접 간 동질성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텍스트 간의 분석을 하
였다. 그 다음 단계로 모든 면접 대본의 해석을 마치고 새롭게 발전된 이해를 바탕으로 특징을 추출하였
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패션브랜드 매장내부에서는 상품의 VMD 체험, 감정적 체험, 판매원서비스 체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패션브랜드 매장 내 디스플레이나 진열 등을 통해서 선택과 구매를 편
리하게 도와주는 편의성을 체험하여 VMD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패션브랜드 매장의 쇼윈도 디
스플레이, 마네킹 착장의상, 진열된 제품, 제품 시착 등을 통하여 오감 중에서 미각을 제외한 감각적 자극
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체험은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게 되
는데, 여성소비자들은 쇼핑과정에서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체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브랜드 매장외부에서의 체험요소는 쇼핑센터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서비스 스케이프 체험,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 이벤트 체험과 유희적 행동체험을 체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브랜드 매장 내·외부에서의 공통된 체험요소로는 관계를 통한 체험
으로 약간의 내용적 차이는 있으나 교육적 체험, 특별함 체험, 인간적 존중 체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패션브랜드 매장에서의 교육적 체험은 판매원을 통해서 해당 시즌의 트렌드와 신제품, 브랜드에 대
한 히스토리 등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현대적인 쇼핑센터의 새로운 역할은 소비자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문화
이벤트 체험을 제공해 주는 공급자 기능을 하고 있다(Ercan, 2007). 이러한 체험을 제공하는 패션리테일
매장은 기업과 모두에게 상호이익이 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기억
에 남는 감동을 받게 되면, 브랜드에 대해 더 호의적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아지게 되며, 반면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문화공간에서 휴식과 문화를 즐기는 장소
로 활용하게 되어 상호이익이 된다고 하였다(Boswijk, et al., 2005; Suh & Min, 2009). 따라서 패션브랜드
매장내부에서의 핵심체험은 판매원서비스 체험으로 감각적인, 감정적인 체험을 제공하고, 패션브랜드
매장외부인 쇼핑센터에서 핵심체험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과 큰 차별점이 되는 오프라인 점포의 중요한 체험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최근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대형 쇼핑센터에서의 소비자 체험에 관한 탐색적인
연구로 대형 쇼핑센터 내의 패션브랜드 매장을 중심으로 매장내부에서의 체험과 외부에서의 체험을 분
리하여 체험요소를 추출하였다는 것이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이를 통하여 패션브랜드 매장
내·외부에서의 소비자 체험에 어떠한 요소들이 적용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4

References
Akyildiz M. & Argan, M.(2010). Factors of leisure experience: a study of Turkish festival participants.
17(4), 385-389.
An, K. H., Hwang, S. J., & Jung, C. J.(2010). Fashion marketing(3rd ed.). Seoul:Suhaksa.
Boswijk, A., Thijssen, J. P. T., & Peelen, E.(2005). A new perspective on the experience economy:
Meaningful experiences. Amsterdam : Pearson Education.
Brakus, J. J., Schmitt, H. B. & Zarantonello, L.(2009). Brand experience: What is it? How is it measured?
Does it affect loyalty?. Journal of Marketing, 73(May), 52-68.
Knutson, B. J. & Beck, J. A.(2003). Defining an experience: A call for research. e-Review of Tourism
Research(eRTR), 1(2), 48-51.
Meyer, C. & Schwager, A.(2007). Understanding customer experience. Harvard business review, February,
117-126.
Mikunda, C.(2005). Brand Lands, Hot Spots & Cool Spaces(Choi, K. C., & Park, S. S.). Seoul: Kogan Page
Ltd.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Park, H. H. & Jeon, J. O.(2007). A Study on the Latest Trend and Type Analysis of Fashion Brand`s Retail
Space-Focused on Retail Space of World Prestige Brand,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9(1), 72-80.
Patton(1990).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Sage Publications.
Pine, B. and Gilmore, J.(1999). The Experience Economy : Work Is Theatre & Every Business a Stage.
Boston, M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Sameer, H. & David, G.(2009). Dimensions of tourists emotional experiences towards hedonic holiday
destinations. The School of Management,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Sands, S., Oppewal, H., & Beverland, M.(2008). The influence of in-store experiential events on shopping
value perceptions and shopping behavior.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5, 298-303
Schmitt, B.(2002). Experiential marketing: How to get customers to sense, feel, think, act, and relate to
your company and brands(Park. S. Y., & Youn, S. J., & Hong, S. T. Trans.). Seoul: Sejong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Schmitt, B.(2003).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Wiley & Sons, Inc.
Semeijn, J. Riel., A., C. R., & Ambrosini, A. B.(2004). Consumer evaluations of store brands: effects of
store image & product attributes.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11(4), 247-258.
Shaw, C. & Ivens, J.(2002). Building great customer experienc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Suh, K. W. & Min, H. C.(2009). The experience and consumer attitude in the cultural complex type retail
store. Seoul Urban Studies, 10(4), 143-158.
Underhill, P.(2008). Call of the Mall: The Geography of Shopping by the Author of why Why We Buy,
Simon & Schuster.
Zarantonello, L. & Schmitt, B. H.(2007). Development of the brand experience scal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4, 580-582.

35

A2
쾌락적 제품의 소비 결정에 동료의 소비가 미치는 영향
- 자기해석의 조절효과 -

백은수 · 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실용적 제품과 달리 쾌락적 제품의 소비 결정은 다양한 감정적, 상황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Pham 1998). 악세서리, 향수 등과 같이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속성의 쾌락적 제품의 선택 결정은 내재적
으로 동기부여되기 때문에 (Deci and Ryan 1985), 실용적 선택과 달리 개인의 취향을 드러냄으로써 자신
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Choi and Fishbach 2011).
본 연구는 쾌락적 소비의 상황에서 동료의 소비 여부에 따라 개인의 소비 의향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한
다. 타인의 존재는 집단의 가치와 규범의 역할을 맡아 왔고 이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Luo 2005).
쾌락적 소비의 경우 제품이 충분히 즐거움을 제공할 지라도 정당화할 이유가 주어지지 않거나 덜 낭비적
이고 덜 죄책감 일으키는 실용적 대안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소비가 제한될 수 있다 (Okada 2005). 따
라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를 한 동료의 존재는 사회적 학습과 비교 매커니즘을 통해 동일한 행동 의향
을 높일 수 있다 (O'Fallon & Butterfield,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료의 역할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한다. 사
람들이 자신을 타인과 관계시키거나 독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자기해석 (self-construal)이라 한다
(Markus & Kitayama 1991). 독립적인 자기해석의 사람들은 자신을 독립적인 자아로 인식하고 타인과 구
분되는 개체로 여기며 개인적 성과, 독특성 등에 가치를 두는 반면, 상호의존적인 자기해석의 사람들은
자신을 큰 집단의 일부로 여기고 관계를 중시하며 순응, 조화 등에 높은 가치를 둔다 (Markus & Kitayama
1991). 이러한 자기해석의 성향은 쾌락적 소비의 상황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동료의 소비가 존재할 경우
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outer & Knippenberg (2003)의 연구에서 상호의존적
인 자기해석의 사람들이 독립적인 자기해석의 경우보다 타인에 대한 모방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도 독립적인 자기해석의 사람들은 상대방과 차별화되려는 경향을 보
인 반면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에 동화되려는 경향을 보인 Stapel & Koomen (2001)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해석 수준 (상호의존적 vs. 독립적)에 따라 동료의 구매 존재에 대한 쾌락
적 소비 의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동료 구매의 존재/비존재 상황에 따른 자기해석수
준의 효과를 보기 위해 점화 (priming) 기법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독립적 혹은 상호의존적 자아를 활
성화시켰다 (Brewer & Gardner 1996; Gardner, Gabriel, & Lee 1999; Stapel & Koomen 2001). 연구 2에서
는 연구 1에서 규명된 동료 구매 상황이 쾌락적 소비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기해석수준의 조절
효과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자기해석수준을 개인의 만성적 성향으로 측정하여 분류하였고 (SelfConstrual Sclae, Singelis 2004), 소비자 독특성 추구 (Tian et al. 2001)의 하위 척도인 유사성 회피성향과
독특성 추구 욕구를 추가적으로 측정하여 자기해석수준의 조절효과에 대한 내적 기제를 설명하도록 하
였다.
연구 1은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설문으로 이루어졌고, 총 107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실
험을 위한 조작 검증은 모두 성공적으로 나타났다. 2 (자기해석: 상호의존적 vs. 독립적) x 2 (동료 소비:
존재 vs. 비존재) 집단간 실험설계의 이원분산분석이 소비의향에 대하여 실시된 결과, 동료의 존재에 대
한 유의한 주효과 [F(1,102)=6.02, p=0.016]와 상호작용이 도출되었다 [F(1,102)=6.81, p=0.01]. 즉, 주효과를
통해 동료의 소비가 없을 때보다 있는 경우에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 의향이 높게 나타남을 밝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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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상호작용 효과의 대조분석을 통해 독립적으로 점화된 개인의 경우 타인의 소비 존재/비존재에 대한 차이
가 없는 반면, 상호의존적으로 점화된 개인의 경우 타인의 소비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존재시 보다) 유의
하게 높은 소비의향을 나타내었다 [M존재 = 3.49 vs. M비존재 = 2.49, t(51)=-4.07, p=.000].
연구 2도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196개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
었다. 본 실험에서는 Singelis (2004)의 자기해석성향 척도를 통해 측정한 상호의존 및 독립적 자기해석
수준의 점수에 각각에 대한 차이값을 통해 독립적 성향이 더 높거나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
하였다. 2 (자기해석: 상호의존적 vs. 독립적) x 2 (동료 소비: 존재 vs. 비존재) 복합 실험설계의 이원분산
분석이 소비의향에 대하여 실시된 결과, 상호작용항이 한계적으로 유의하게 도출되었다 [F(1,191)=3.56,
p=0.061]. 추가적인 성향에 대한 분석 결과,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도 유사성 회피성향이 높은 사
람들이 동료의 소비 존재 시 (비존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된 소비의향을 보였고 (M = 3.56 vs. 2.90; t(72)
= 2.03, p = .047) 유사성 회피성향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동료 소비의 존재에 대하여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t<). 독특성 추구 욕구의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도 독
특성 추구 욕구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만 동료의 소비 존재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 의향이 유의하게
낮아졌고 (M = 2.52 vs. 3.25; t(72) = 2.00, p = .049), 독특성 추구 욕구가 낮은 사람들의 경우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t<1). 상호의존적인 성향의 사람들 중에서도 독특성 추구 욕구가 높은 사람들에게서는 동료
소비 존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독특성 추구 욕구가 낮은 사람들에게서는 동료의 소비 존재 시
한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소비 의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M = 2.65 vs. 3.07; t(116)=-1.76, p=.081).
본 연구를 통해 쾌락적 제품의 소비 의향에 동료의 소비 여부가 미치는 영향이 자기해석 수준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즉, 동료가 해당 제품을 소비한 경우, 독립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해당 제품
에 대한 소비 의향이 감소하거나 (연구 2), 영향을 받지 않는 (연구 1) 반면, 상호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들
은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 의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 1, 2). 자기해석수준에 따른 타인의
소비 존재에 대한 반응 차이는 자신을 표현하고 취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쾌락적 제품에 대하여 타
인과의 유사성을 회피하거나 독특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을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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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제품의 모바일쇼핑 구매의도에 대한 모바일 쇼핑태도
의 매개효과
박은주·박은주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모바일 쇼핑시장의 규모는 2010년 대비 33배 증가하여 2014년에 1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
매유통의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모바일 쇼핑시장이 차지하는 비
중은 21.2%(2014년 전망)로 2010년 1.1% 비중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자의 구매패턴
이 모바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소비자들이 모바일쇼핑으로 구입하는 제품은 의
류(48.9%), 쿠폰·교환권(48.6%), 화장품(43.5%), 패션잡화(40.6%)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대한상공회의소,
2013). 이러한 결과는 패션제품의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서는 모바일 쇼핑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쇼핑과정에서 소비
자들이 인지하는 패션제품특성이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
에서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도가 매개적인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실
증적 분석을 통해 모바일 쇼핑에서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패션제품특성의 차원을 확인하고 확인된 패션
제품의 특성이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업체가 모바일 쇼핑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하고 모바일 시장에서 성공적인 마케팅
을 펼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료는 패션제품의 모바일 쇼핑 경험이 있는 서울, 부산, 대구의 20대∼3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총 360부의 설문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325부가 최종분석에 사용
되었고 자료 분석은 SPSS 19.0, AMOS 18.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확인적 요
인분석, 구조방정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과정에서 인지하는 패션제품의 특성을 요인분석 결과, 가격, 선택의 다양성,
디자인/색상/소재의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모바일 쇼핑과정에서 인지되는 패션제품의 특성
이 모바일쇼핑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바일 쇼핑에서 패션제품의 디자인/색상/소재 특성은 모바일쇼핑 태도에 가장 많
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패션제품의 가격특성이 모바일 쇼핑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패션제품의 디자인, 색상, 소재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소비자가 패션제품의 감
각에 대한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다른 쇼핑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거나 전체적인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
으로 저렴하게 인지되거나 품질 대비 적당한 가격으로 인지될 경우 모바일 쇼핑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반면 선택의 다양성은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도가 구매의도에 대해 유의
한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모바일 쇼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모바일 쇼핑
에서의 구매의도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패션제품의 특성과 모바일 쇼핑에 대
한 태도가 모바일 쇼핑에서의 구매의도에 대한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모바일 쇼핑
태도는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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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현대 남성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의 미적특성과 디자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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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서론
산업화 이후 남성들에게 강인하며 책임감 있고, 권위 있는 역할을 기대하였는데 의복에서도 이러한 사
회현상이 반영되어 남성복에서 이를 반영하여 엄격하고 근엄한 책임감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20세기 이
후 산업화 사회가 정보 산업화로 발전되고 사회의 문화적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가부장적인 사회의 통념
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인터넷과 TV 및 영상매체를 통하여 대중들은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 환경 속에서 패션은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였다. 특
히, 2000년대에 들어 남녀의 성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해짐에 따라, 패션에서도 성정체성의 표현이 다양화
되었다. 남성, 여성 모두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을 추구하며 유니섹스, 엔드로지니어스 그리고 젠더리스와
같은 남성복 같은 여성복, 여성복 같은 남성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남성 패션의 커
다란 변화로써 여성의 상징적 복식으로만 여겨져 왔던 스커트도 남성 패션에 도입되고 있다. 이는 현대
남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주는 사회적 현상이며 문화로 보여 진다.
본래 스커트(Skirt)는 가장 오래된 의복의 형태중 하나로 서양 복식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이 함
께 입는 의복으로 시작하였다. 고대 이후 14세기 중기 테일러링(tailoring) 기술의 발달로 남성이 브리치
(breeche)형태의 바지와 판탈롱을 착용하게 되면서 점차 남성과 여성의 복식을 구분 짓게 되었다. 이후,
스커트를 입은 남성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현대의 스커트는 여성 하의를 대표하는 의복으로 인식되어졌
다. 그러나 최근, 점차 남성 고유의 개성과 실용성을 가진 남성복으로서의 스커트가 등장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대 남성복의 남성 스커트에 대한 현상과 의미,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서 증가하기 시작한 남성 스커트를 컬렉션을 통해 분석하고 남성스커트가 어떠
한 미적특성을 가지고 수용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스커
트의 범주와 미적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의 여성적 미적특성과 차별적인 남
성적 미적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남성 스커트 디자인의 발전 형
태와 가능성과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과 범위
본 연구를 위해 남성 패션 컬렉션 사례 수집 분석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컬렉션 사례 수집을 위해
스타일닷컴과 국내 패션 최대 제공업체인 삼성디자인넷, 퍼스트뷰를 참고하였다. 세계 4대 패션컬렉션인
파리(Paris), 밀라노(Milano), 런던 (london), 뉴욕(New York)의 2013년 S/S, F/w패션컬렉션부터 2014년 S/
S. F/w 가장 최근의 2년간의 1319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1차로 남성 컬렉션에 나
타난 남성 스커트와 여성 모델의 스커트와 드레스 착용을 모두 수집하였으며, 2차로 남성모델의 스커트
와 드레스 착장의 경우로 제한하여 분류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객관적 분류를 위하여 3차로 패션 관련 전
문가 집단 7명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 수집된 총 632개의 사진자료를 토대로 특징을 분석 하여 여성
성과 남성성을 특성으로 분류하였고 다시 세부적인 특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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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남성 스커트의 범주와 미적특성
스커트는 최초의 의상 형식중의 하나로써 하반신을 감싸는 의복을 말한다. 본래 동물의 피부 같은 재료
를 허리나 엉덩이 주위에 감아 싸는 형태로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서양의 남성스커트로는 토
가, 빠뉴, 킬트가 있다. 동양에서 나타난 남성스커트는 한국과 중국의 포, 일본의 기모노로써, 상·하의가
구분되지 않은 겉옷으로 보여 졌다. 그 외, 인도네시아, 중동 그리고 아라비아에서도 원피스 형태의 스커
트가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남성스커트를 고찰해보면, 여성 스커트와 달리 재단되지 않은 천을 접어 몸에
두르거나 묶어 자연적으로 주름(drape, pleats)을 생기게 하는 랩(wrap)형식의 착장방식과 동양의 ’포’
와 같이 아우터처럼 입는 가운형식이 존재하였다.
2. 남성 스커트의 미적특성
남성복의 디자인 변화의 특성과 남성복에 나타난 양성성에 대한 연구에 관한 선행논문(1995, 박미라,;
2010, 이지현,; 2006, 최나리,; 2010, 한순영) 고찰을 통해, 의복에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남성 스커트에 나타나는 여성성과 남성성을 도출하는 디자인 요소로 실루엣, 색채, 재질, 무늬
네 가지를 도출하였고 본 연구의 3차 수집과정을 바탕으로 착용방법(스타일링 방법)을 새로운 디자인 요
소로 추가하였다.
2-1) 여성적 미적특성
여성적 이미지는 주로 부드러운 곡선과 신체를 강조하는 실루엣, 채도가 높은 화려한 색, 부드럽고 유연
한 재질로 피트감을 줄수 있는 소재(니트, 스판소재)로 나타났으며 무늬는 꽃무늬, 추상적 무늬, 곡선적인
무늬가 보여 졌다.
2-1) 남성적 미적특성
남성 스커트에 나타난 미적 특성으로서 남성의 실루엣은 어깨를 강조하는 Y실루엣, 벌크실루엣, A라인
과 직선적 이미지의 H실루엣으로 분류되었다. 재질은 거친 직물, 뻣뻣한 소재, 트위드, 모직 가죽, 비치지
않는 재질로 대체적으로 반듯하고 거친 재질이 남성성을 나타내었다. 남성적 무늬는 기하학적이고, 체크,
스트라이프, 날카로운 선으로 볼 수 있었다. 남성 스커트에서 착용방법(스타일링 방법)으로는 팬츠, 티셔
츠/상의, 아우터, 노출(skin), 양말 그리고 스타킹과 레깅스의 레이어링으로 분류하였다.
3. 실증연구의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남성 스커트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전체 컬렉
션에서 남녀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디자인 요소로 무늬(48.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재질(19.5%,), 실루엣
(15.8%) 순으로 나타났다. 성(性)적 특성을 잘 나타내주는 남성적 소재로는 뻣뻣한 재질의 소재(6.6%)와
부드럽고 가벼운 재질의 소재(10.2%)로 확연히 드러났다. 남성적 특징을 보이는 소재로는 두께감이 있고
비치지 않는 재질의 소재(24.1%), 뻣뻣한 소재(6.6%), 가죽과 울(각각 2.9%), 모직(2.5%)과 트위드(0.4%) 순
이며, 여성적 소재는 부드럽고 얇은 재질(10.2%), 니트(5.2%), 실크/쉬폰, 광택이 나는 소재Patent, 패딩, 비
닐(4.1%), 스판/jersey, 망사(0.5%), 레이스(0.4%) 다음으로 비치는 재질(4.1%)로 보여 졌다.
착장방식에서는 팬츠(26.5%)와의 레이어링이 가장 빈번하게 보여 졌으며, 스타킹/레깅스(12.2%), 양말
(11.0%), 피부의 노출(8.0%), 티셔츠/상의(4.1%) 다음으로 아우터(2.1%)와의 착장(레이어링) 방법이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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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라인 실루엣(144.3%)은 남성 스커트에서 보여지는 남성성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써 전체컬렉션에서
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스커트의 기본 형태인 A라인(21.4%), 벌크(7.9%)그리고 어깨를
강조한 Y라인(5%) 순이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장 잘 비교 할 수 있는 무늬의 종류
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남성성을 보여주는 무늬는 스트라이프(31.7%), 기하학적 무늬(5.1%), 무지_무늬
없는 단색(19.0%), 체크무늬(1.7%)이고, 여성성은 추상적 무늬(7.2%)와 꽃무늬(18%)가 있다. 색채에서는
W(25.9%), B(14%), YR(12.2%), PB(10.3%) R(1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남성 스커트는 여성스커트와 달리 착용방법에서 레이어링이 없는 스커트 착용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여졌다. 컬렉션에 나타난 전체 남성스커트의 (45.2%)에서 레이어링을 통한 스커트 착용
이 나타나고 있었다. 본래 남성의 복식이었던 스커트가 여성의 복식으로 바뀌어 가면서 스커트는 여성의
상징적 복식으로 여겨져 왔다. 오늘날 현대 남성의 스커트 착용은 아직 여성적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연
구 분석에 따르면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 스커트의 디자인 요소 중 남성적 (64.6%), 여성적 (35.4%)로 남성
적 디자인요소를 더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남성 패션에 나타 나고 있
는 남성 스커트의 미적특성을 알아보고, 컬렉션분석과 이론적 고찰을 통해 디자인요소를 분석하고자 하
였다. 현대 남성 패션의 다양성과 성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여성성과 남성성의 다양한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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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남성 신발 디자인에
여성적 표현 특성과 조형요소
윤주영·이지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서론
문화, 예술 등과 같은 영역들이 시대의 산물로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끊
임없이 패션 또한 영향을 받아 시대성을 반영한다. 패션은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요인들
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한다. 패션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복잡한 사회에서 시대의
미의식과 사회문화상을 반영하는 조형물이며, 패션에서 신발은 패션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패션 액세
서리로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패션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신발 디자인에서도 이러한 시대의 미
의식을 반영이 나타난다.
20세기 이후 급격하게 변화된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여성과 남성의 성 역할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
던 사회체계는 소멸되었고 다양한 성역할의 공존이 이루어졌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구분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면서 남녀가 가진 고유한 성적 역할이나 특징에 대한 경계 또한 모호해지고 있다. 성역할의 모호성
과 양성화 현상은 현대 패션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나고 특히 남성 복식에서 ‘여성성’이 대두되면서 여
성성의 특성 조형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확장됨으로써 패션에서 중요한 필수적 요소인 남성 신발 디자
인에서도 여성성의 개념이 조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로 남성복 컬렉션에서 여성적 조
형요소가 디자인 경향이 확장됨으로써 주요 패션 아이템인 구두 디자인에서의 여성화 경향도 증가 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화된 성 정체성의 영향으로 현대 남성구두 디자인
에 어떠한 특정 여성적 조형 요소가 표현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남성구두 디자인에 나타난 양
성화 경향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형적 요소와 표현양식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현대 남성 신발 디자인에 나타난 여성성의 정체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첫째로, 패션분야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 하고 의복에서 나타난 디자인의 남성적 조형특성 여성적 조형특성 분류
하여 여성성을 반영 하는 특징적 조형 요소로 문양 및 프린트, 형태, 디테일, 표현양식을 도출하였다. 둘
째로, 남성 신발에 나타난 양성화의 실증적 고찰을 위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의 4대 남성
컬렉션에서 남성 신발 디자인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문헌과 주요 인터넷 정보 사이트패션 문헌과 인터
넷 정보 사이트 삼성디자인넷(www.samsungdesign.net),퍼스트뷰코리아(www.firstview.com),스타일닷컴
(www.style.com),우먼즈웨어데일리(www.wwd.com),지큐메거진(www.gq-magazine.co.uk)를 참고하여 세
계 4대 컬렉션인 파리(Paris), 밀라노(Milano), 런던(London), 뉴욕(New York)의 2010년 S/S 컬렉션부터
2014년 S/S 패션 컬렉션 중심으로 최근 5년간의 3731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중 총 3번에 걸친 전문가
3인의 데이터 검증을 통해 양성성을 나타나는 디자인을 분류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선정
된 데이터는 총 3731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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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 및 고찰
연구의 결과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패션에서의 남성성과 여성서의 특징을 고
찰 하였고(김민정, 2010; 최나리, 우주형, 2007; 권미영, 2010; 이지현, 2010)의 고찰을 통해 의복에서 나
타난 디자인의 남성적 특징과 여성적 특징을 분류하여 연구함으로써 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요소를 도
출했다. 이를 참조하여 신발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하였고, 대표적 신발의 형태별 유형에 따라 옥스퍼드
(Oxford),스텝인(Step-in), 부츠(Boots) 샌들(Sandle)로 분류하였다.
디자인 조형 요소는 형태, 문양, 프린트, 디테일, 표현양식으로 나뉘었다. 채민정 et al.(2008)의 연구에서
는 여성 구두의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를 형태, 토(Toe)모양, 무늬, 장식, 소재 등의 범주로 나누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진으로 판단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는 소재를 제외하고 디자인 요소를 토(Toe)모양, 무늬,
장식으로 디자인 요소로 분류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발모랄(Balmoral) 형태만을 옥스퍼드(Oxford)로 칭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차용하는 신

여성성을 가장 부각시켜주는 디자인 요소인 형태, 무늬 ,장식 중에서는 형태(77.4%)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디자인 요소인 형태 중에서도 토의 형태(77.4%)가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장식(18.2%)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무늬(5.2%) 순
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장식에서는 스트랩(71.5%)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남성성을 가장 부각 시키는
디자인 요소로 남성적 장식(1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성무늬(2.5%), 남성의 토(1.1%)로 순으로
나왔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남성성의 세부요소는 버클(58.7%), 체크(49.5%), 스퀘어 토(Square Toe)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남성 신발 디자인의 양성화 중 여성성을 반영한 신발
디자인의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성의 표현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연하
는 결과로, 디자인 표현 요소에서 형태에서는 토(68.30%), 무늬(5.20%)에서는 기하학적 무늬(2.5%)가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다음으로 꽃무늬가 높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여성적 장식 요소에서 퍼
(13.0%)와 스트랩(13.0%)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수(1.1%)와 리본(0.5%)의 낮은 비율을 나타나

발의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부츠는 앵클부츠(Ankle Boots), 하프부츠(Half Boots), 롱부츠(Long Boots)
로, 스텝인(Step-in), 슬리퍼로 양성적으로 판단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 구두의 기본 형태를 펌프스
(pumps), 샌들(Sandle), 뮬(Mule)로 나누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성 신발디자인에 펌프스(pumps)의 여
성 구두 형태를 직접적으로 차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메리제인 슈즈(Mary jane shoes), 발레플랫
(Ballet Flat)을 여성성을 반영한 디자인 형태의 세부요소를 지닌 토(Toe)의 형태로 보았다. 여성성을 나타
내는 형태는 라운드 토(Round toe)와 포인트 토(Pointed toe)로 보았으며 여성적 무늬는 기하학 무늬, 프
린트, 꽃무늬로 보았고 장식의 형태는 스트랩, 퍼, 자수, 비즈/보석 리본으로 보았다.
남자 구두의 기본 형태는 블루쳐(Blucher), 스니커(Sneaker), 몽크(Monk), 원피스 뱀프(One Pice Vamp)
의 명칭으로 분류하였다. 남성을 대표하는 토(Toe)의 모양은 스퀘어(square toe)이며, 무늬는 스트라이프,
프린트, 체크무늬로 보았다. 또 남성을 대표하는 장식요소로는 밴드, 버클, 체인, 브로그, 단추로 보았다.
총 6160개의 남성 신발 디자인 중 양성성 3731개 (60.6%), 남성성 2358개(38.3%), 여성성71개 (1.2%)로 나
타났고 현재 남성 신발에 있어 양성성적 디자인 요소를 남성 신발 디자인에서 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세계 4대 컬렉션 중 양성성이 나타난 비율을 분석한 결과 Milan(19.81%)컬렉션, Paris(15.6%)컬렉션,
New York(15.7%)컬렉션, London(9.5%)컬렉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전체 남성 신발 중 양성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신발은 전체의 6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양성
적인 특성을 보이는 디자인 중 신발의 종류로 분석했을 때 부츠(42.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세
부상황으로 부츠의 길이에 따라 나누어 분석 시 앵클부츠(60.2%), 미드하이(15.0%), 긴 부츠(5.0%)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부츠 다음으로는 스텝인(30.7%), 옥스포드(16.1%), 샌들(13.3%) 순으로 나타났다.
형태에 있어서는 여성의 토(toe)로 분류되는 라운드 토(Round toe)와 포인트 토(Pointed toe)가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 라운드 토(81.9%), 포인트 토(18.1%) 순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라운드 토(Round toe)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식성 중에서는 여성적 장식성은 스트랩(71.5%), 퍼(1.4%), 비즈/보석
(1.3%), 자수(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적 무늬 중에서는 기하학(2.5%),프린트(1.7%) 무늬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적 장식(12.9%), 남성적 무늬(2.5%), 남성을 대표하는 토(1.1%)의 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
이 사용된 남성적 장식의 세부요소로 버클 (58.7%), 체크(49.5%), 스퀘어 토(Square Toe)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된 남성적 장식의 세부요소로 버클 (58.7%), 체크(49.5%), 스퀘어 토(Square Toe)순으로 나
타났다.

는 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성이 신발디자인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지만 그것이 여성적
장식 요소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적인 디자인요소를 그대로 반영하기 보다
는 양성화의 범주 안에서 여성적 디자인 요소를 차용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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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국내 성인남성의 연령별 어깨형태에 관한 연구
최은희·도월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서론
인체부위 중 어깨는 상반신용 또는 전신용 의복의 지지부이며, 의복의 적합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
한 부위이다. 남성에 있어서 어깨부위는 남성의 상징이라 할 만큼 기능적인 면 뿐만 아니라 외관적으로
도 매우 중요한 부위이며, 특히 운동 등에 의해 그 형태와 크기가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어깨형태의 정보
가 반영된 의복제작에 필요하다(Pack & Lee, 2003). 2014년 현재 KS규격에서는 여성복의 경우 성인 여성
복과는 별도로 60세 이상의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KATS], 2009)’가 규정되어 있으나, 남성복
의 경우 단지 만 18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노년층 연령대 구분에 따른 별도의 치수 규격은 없는 실
정이다. 그러나, 남성의 신체 또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되어 갈수록 신체변화가 현저히 나타나므로
연령대별로 의복 설계에 관련되는 신체 치수와 프로포션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계측부위의 분석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대∼60대 국내 성인남성의 연령별 상반신의 형태변화를 파악하여 재킷의 패턴설계
시 중요한 어깨부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Size Korea 3D 데이터 중 성인 남성 20세∼39세 438명, 40세∼59세 412명, 60세∼69세 205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의 평균나이는 20∼30대는 29.3세, 40∼50대는 49.6세, 60대는 64.2세이
다. 데이터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연령에 따른 ANOVA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성인
남성의 3D 데이터를 요인분석하였고,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ANOVA의 분석항목은 3D측정 항목 중 남성의 상반신 체형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하였고, 부위
별 항목은 높이 8항목, 너비 및 두께와 둘레 16항목, 어깨기울기 2항목, 길이 14항목, 계산치 7항목, 기타 3
항목 등 50항목으로 하였다. 요인분석은 키를 배제한 체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항목을 키에대한
지수치로 분석하였고 사용된 지수치는 34항목이었다.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30대, 40∼50대, 60대 연령대별 인체측정치의 분석결과, 50항목 대부
분 유의차가 나타났고,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연령대 인체측정치
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의 평균치수는 20∼30대, 40∼50대, 60대 순으로 기술하였다. 키의
평균치는 20∼30대 173.5㎝, 40∼50대 168.5㎝, 60대 164.6㎝, 체중은 각각 70.0㎏, 67.9㎏, 65.9㎏으로 20∼
30대와 60대의 신장과 체중의 차이가 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각 연령층의 인체 특
징을 파악하기 위해 항목 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많은 항목에서 유의차가 있어 각 연령층마다의 특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키와 모든 높이항목은 20∼30대 평균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60대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허리너비
294.9㎜, 302.9, 305.1㎜, 허리둘레 816.5㎜, 869.1㎜, 887.8㎜ 허리두께 215.2㎜, 240.1㎜, 248.9㎜, 가슴두께
223.7㎜, 234.0㎜ 238.2㎜로 60대의 평균치가 가장 크고 20∼30대의 평균치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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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가쪽너비 388.1㎜, 385.1㎜, 378.4㎜, 가슴너비 355.8㎜, 346.2㎜, 345.3㎜, 겨드랑두께 132.6㎜, 129.1㎜,
126.0㎜로 20∼30대의 평균치가 가장 크고, 60대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청·장년층 남성의 어깨
와 가슴 골격은 변형이 적고, 노년 남성은 비만과 관련된 가슴두께와 허리두께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길이 항목에서는 대부분 유의차가 있었고, 20∼30대의 평균치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 중 측면체형을
판단할 수 있으며 상반신 앞쪽길이인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462.5㎜, 447.4㎜, 440.6㎜)와 목뒤젖꼭
지허리둘레선길이(548.1㎜, 570.5㎜, 532.7㎜)는 60대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뒤품에 해당하는 겨드랑뒤
접힘사이길이(374.9㎜, 382.4㎜, 382.4㎜), 진동 깊이에 해당하는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193.1㎜, 204.4
㎜, 206.5㎜)는 60대의 평균치가 더 크게 나타났다. 목둘레(365.8㎜, 388.9㎜ 391.1㎜), 목밑둘레(436.9㎜,
420.2㎜, 415.6㎜), 오른쪽어깨가쪽기울기(25.0°, 24.1°, 23.8°), 목옆높이와 어깨가쪽높이의 차(59.0㎜,
55.2㎜, 53.6㎜) 항목 또한 유의차가 있었고, 목둘레는 60대가 가장 크고, 목밑둘레는 20∼30대가 가장 큰
평균치로 차이가 나타났고, 오른쪽어깨가쪽기울기와 목옆높이와 어깨가쪽높이의 차는 60대에서 가장 작
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노년에는 처진 어깨로 어깨기울기가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측정치의 계산치와 편평률의 연령대별 ANOVA 결과,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상반신 드롭치
평균은 180.4㎜, 123.9㎜, 106.0㎜로 유의차가 있었으며, KS규격 ‘성인 남성복의 치수’에서 규정된 드롭
에 따른 체형구분에 의하면 ‘20∼30대’는 보통인 A체형, ‘40∼50대’와 ‘60대’는 허리가 굵은 B체
형으로 나타났다. 노년 남성은 청년층보다 드롭치가 작아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
다. 가슴편평율 62.9%, 67.7%, 69.1%, 허리편평율 72.4%, 79.0%, 81.4%로 연령증가에 따라 조금 더 둥근형
에 가깝게 나타났다.
각 항목의 키에 대한 지수치 요인분석결과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누적기여율은 85.1%였다. 제1요인
은 상반신 횡적요인,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21.77%, 고유치 7.40이다. 제2요인 드롭치와 편평율,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15.46%, 고유치 5.26이다. 제3요인 어깨크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11.43%, 고유치
3.89이다. 제4요인 어깨경사,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10.57%, 고유치 3.59이다. 제5요인 상반신 종적요
인,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9.67%, 고유치 3.29이다. 제6요인 어깨높이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9.41%,
고유치 3.20이다. 제7요인 앞·뒤품요인,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 6.81%, 고유치 2.32로 나타났다.
군집분석결과, 2개∼5개의 군집을 각각 t-test와 ANOVA를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3개 군집으로 선택하였다(Table 1). A유형은 상반신 횡적요인에서 가슴둘레와 허리너비, 허리둘
레, 목너비, 목둘레의 지수치와 편평율, 종적요인점수가 가장 작으므로, 몸통이 작고 두께가 작은 타원 형
태이고 평균 드롭치가 17.7㎝로 A체형(보통)이다. 어깨크기와 높이요인이 크게 나타난 유형으로 어깨경
사각(24.8°)이 전체 평균에 근접하였다. B유형은 상반신 횡적요인에서 가슴너비, 겨드랑둘레, 겨드랑두

각 군집유형에 포함된 연령대분포는 다음과 같다. A유형의 78.9%는 20∼30대, 16.7%는 40∼50대, 4.4%
는 60대로 평균어깨 경사각에 근접한 A유형은 20∼30대가 대부분 포함되었다. B유형의 66.7%는 40∼50
대, 26.2%는 60대, 7.1%는 20∼30대가 포함되어 40∼50대가 주를 이루었다. C유형의 49.8%는 40∼50대,
36.9%는 60대, 13.3%는 20∼30대로 40대 이상의 연령대의 포함이 많았다. 어깨경사각이 가장 작은 수평어
깨가 나타난 C유형에 40대 이상이 많이 포함되었고, 60대 중 55.6%가 포함되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평
어깨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인체측정치의 분석결과, 높이, 길이, 두께, 너비 등 대부분의 모든 항목에서 청년층보다 노년층의 측정
값이 작게 나타나 근육양의 부족과 신체 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상반신 앞쪽길이에 해당하는 항
목은 노년층이 더 작고, 신체의 뒤쪽부위 너비와 진동깊이가 노년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 신체의 노화로
인한 굴신으로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목둘레, 가슴두께, 가슴둘레, 허리두께, 허리너비, 허리둘레 등
의 평균값은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더 큰 값으로 나타나, 노년 남성도 노년 여성과 같이 허리와 배의 지방
침착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목둘레는 노년층의 평균치수가 더 크고, 목밑둘레는 오히려 60대가
더 작았으며, 오른쪽어깨가쪽기울기와 어깨가쪽높이의 차는 60대에서 더 작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노년
의 어깨는 ‘처진 어깨’가 되리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년 남성의 재킷 착용 시
목둘레 뒤쪽에서 드레그라인이 생기거나 어깨부위에서 당김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령별 남성 체형의 분석 결과 노년 남성의 체형에서 목밑둘레와 어깨기울기 등에서 다른 결
과가 나타났으므로 후속연구로 의복 착장 시 노년 남성의 목둘레부위의 맞음새를 위해 노년 남성의 목과
어깨부위의 다양한 치수와 각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께, 앞·뒤품 지수치가 가장 작고 평균 드롭치가 12.8㎝로 B체형(허리가 굵은)이다. 어깨경사각(25.4°)이
가장 크고, 어깨높이요인 항목의 지수치에서 목옆높이에 비해 어깨가쪽높이 지수치가 가장 크므로 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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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낙상경험 여성노인의 충격보호복 선호 경향 조사
이진숙·박정현·이정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서론
노인에서 낙상과 이로 인한 손상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며, 노인들에게 부담감 증가와 비용증가를
유발한다(Carroll et al., 2005). 노년기의 낙상경험이 노인을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하지는 안더라도 낙상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해야 하
는 손상 중의 하나이다. 낙상으로 인해 주로 손상을 입는 부위는 하지, 복부·골반, 척추, 상지 등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서도 하지골절인 경우 고관절 골절이 52.8%를 차지하였다(전미양 et al., 2001).
고관절이 골절되면 아무리 수술결과가 좋더라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것 보다는 삶의 질이 악화
되는 경우가 많아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2배 정도 낙상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골절의 위험이 더 높
은 60세 이상 여성 중 최근 1년 내에 낙상을 경험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충격보호용 의류의 요구도 및
하의류의 디자인 선호 경향을 파악하여 노인여성이 사용하기 쉬우면서 착용시 편안한 형태의 충격보호
용 하의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충격보호용 의복의 요구도 및 선호도 파악이 용이하도록 최근 1년 내에 낙상을 경험한 60대
이상 노인여성을 조사대상으로 의도표집 하였다. 부산에 거주하는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는 2014년 2월 한 주간 부산의 노인복지관에서 설문조사 하였다. 조사내용
은 충격보호복 인지도 및 요구도 9문항, 충격보호용 하의류의 디자인 선호도 13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디자인의 선호 경향 문항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선호도라 생각되는 항목인 색상, 여유분 정도,
허리선 위치는 선행연구(박정현, 이정란, 2014)의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120부를 배부하
고 회수 된 설문지 중 응답이 미흡한 9부를 제외하고 최종 11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Ver. 21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연
령간의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충격보호복의 인지도 및 요구도
충격보호복의 인지도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알고 있는 경우는 14.4%에 불과하였으며, 이 중에서
도 구입을 해 본 경우가 2.7%에 불과하여 낙상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뿐 만 아니라 보호복의 기능성과 보
호 효과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충격보호복의 기능적 기대감은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60대가 3.76, 70대 이상은 3.87의 평균값을 얻어 충격보호복에 대한 기대효과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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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보호복의 하의가 개발된다면 가장 보호되길 원하는 부위로는 무릎(41.4%)>허리 (24.3%)>고관절
(14.4%)>발목(8.1%)>꼬리뼈(5.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연령대 모두 동일하게 무릎을 가장 보호되
길 원하는 부위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60대는 고관절 부위를 70대 이상은 허리부위가 보호되길 원하여
두 연령대 간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두 연령간의 유의적 차이도 나타났다. 충격보호복 개발 시 가장 고려
해야 할 사항으로 보호 기능성(29.7%), 활동성(28.8%), 세탁 및 관리 편리성(14.4%), 디자인(9.9%)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60대의 경우 70대 이상보다 신체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로 활동적이고 맞음새가 좋은 편안
한 의복의 개발을 원하였으며, 70대 이상은 낙상으로 인한 신체활동의 제약과 두려움으로 보호 기능이 높
은 의복을 통해 보호와 예방효과를 60대 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충격보호복 착용시 예상
되는 문제점으로 활동의 불편함(26.1%), 보호패드의 부피감 또는 무게감(24.3%), 세탁의 불편함(19.8%),
고가의 가격(16.2%), 외관상 문제(13.5%)를 지적하였으며 연령대 간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패드로 인
한 활동이 제약을 받지 범위 내에서 보호의 기능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피와 두께를 연구 개발해야 하며
적정한 가격으로 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충격보호복 하의류의 디자인 선호도
충격보호용 바지 디자인 선호 경향: 충격보호용 바지 스타일은 캐쥬얼 바지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
로 아웃도어용 바지, 세미정장, 정장 바지 순으로 선호하여 두 연령대 모두 활동적이면서 일상에서 잘 입
는 바지 스타일인 캐쥬얼 바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은 과반수이상 세미일자형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나 유행인 피트한 디자인이 노인여성에게도 반영된 것으로 일자형보다 아래로 갈수록 좁
아지는 실루엣인 세미일자형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벨트 형태는 두 연령대 간의 유의차
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60대는 지퍼여밈+옆부분 고무밴드 또는 지퍼여밈+ 일반벨트 형태를 선호하는 반
면 70대 이상은 여밈 없는 전체 고무밴드 형태나 지퍼여밈+옆부분 고무밴드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나 60대는 아직 젊은 노년층으로 디자인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외출복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
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보이며 70대 이상은 입고 벗기 편한 것을 중요히 여기는 것으로 추측된다. 바지
길이는 발목길이(54.1%)와 발등을 살짝 덮는 길이(42.6%)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포켓위치는 앞 또
는 옆 포켓(69.4%)을 가장 선호하였고 특히 70대 이상은 60대에 비해 앞 또는 옆 포켓의 선호 비율이 높
아 두 연령간의 유의적 차이도 나타났다. 배색은 대부분이 무늬도 없는 단색(85.6%)을 선호하였으며 60대
에 비해 70대 이상에서 높은 선호 비율을 보여 두 연령대 간의 뚜렷한 유의차가 나타났다. 겨울용 바지 소
재의 특성으로 3가지까지 선택하게 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기능성(62.1%)>활동성 및 신축성
(59.5%)>세탁 및 관리성(25.2%)>촉감(15.3%)>인체무해성(6.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연령대 간의 유
의차는 없었다. 선호 디자인의 중요 요인은 보기 중 3가지까지 선택하도록 한 것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
는 것은 내 체형과의 조화로운 디자인(55.0%), 코디하기 좋은 디자인(38.7%), 젊어 보이는 디자인(36.0%),
세련된 디자인(23.4%),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1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연령대 간의 유의차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60대는 내 체형과 조화로운 디자인 다음으로 젊어 보이는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며 반면
70대는 내 체형과 조화로운 디자인 다음으로 코디하기 좋은 디자인을 중요 요인으로 꼽아 60대에 비해
좀 더 실용적인 경향을 보였다.
충격보호용 하의 속옷 디자인 선호 경향: 선호 길이는 발목길이(44.1%), 보통 팬티길이(22.5%), 종아리길
이(18.9%), 넙다리중간길이(100.8%)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길이가 긴 것을 선호하는 경향은 팬
티와 내의를 함께 착용하는 경우이고 보통 팬티길이를 선호하는 경우는 내의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
하였다. 60대는 보통 팬티길이를 선호하는 반면 70대 이상은 대부분 내의를 함께 착용하며 그 중에서 특
히 발목길이를 선호하는 결과로 두 연령대 간의 착용하는 하의 속옷이 다름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두 연령
대 간의 유의적 차이도 나타났다. 허리밴드 너비는 전체적으로 2cm내외의 밴드(42.3%)를 선호하였으며,
장식여부는 대부분 장식 없는 것(85.6%)을 가장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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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소재 특성은 보기 중에서 3가지까지 선택할 수 있게 한 결과 활동성 및 신축성(62.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보온성(57.7%), 촉감(26.1%) 등의 순이며, 두 연령대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60대는 활동성 및 신축성의 선호 비율이 높은 반면 70대 이상은 보온성의 선호 비율이 높
아 두 연령대 간의 선호소재의 특성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낙상을 경험한 노인여성들은 충격보호복의 기대효과가 긍정적이었고, 무릎을 가장 보호되길 원하며 60
대는 고관절 부위를 70대 이상은 허리부위가 보호되길 원하였다. 충격보호복 개발 시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60대의 경우 활동성을, 70대 이상은 보호 기능성을 원하였다. 겨울용 바지 소재의 특성은 기능
성, 활동성 및 신축성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디자인의 중요 요인은 내 체형과의 조화로운 디자인을 중요
시 하였다. 하의 속옷 소재의 특성은 활동성 및 신축성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70대 이상은 보온성
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격보호용 의류의 개발 시 신체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일상복과 같은 디자인이면서 입고 벗기 쉬운 것이어야 하고, 노인이 사용하기 적합한 구조나 형태를
갖춘 충격보호복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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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진·박세권·유희천·김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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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노인의 활동성이나 기능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조
기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관절 골절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의 경우 평형감각과 근력
의 저하로 65세 이상 노인의 20.2%가 낙상을 경험하며, 낙상 경험 노인의 63.1%가 보행시 낙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오윤, 1997). Compston (2008)은 연구에서 2050년이 되면 노인들의 고관절 골절 발생이 현재
보다 5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고
관절 골절 예방 제품의 개발은 골절로 인한 개인 및 사회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들의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고관절 골절 예방 제품인 hip protector는 대부분이 수입한 제품으로 고가
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낙상에 관한 국내 연구로는 낙상의 원인과 예방, 고관절 골절율에 대한 연구(권영
삼, 김희중, 2009; 김성현 외, 2005; 김영근, 2009)가 있으며,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예방 제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Hip protector 관련 국외 연구로 Kannus et al.,(2000)는 노인이 hip protector를 착
용 할 경우 고관절 골절의 위험을 5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하였으며, O'Halloran et al.(2005)은 이러한 hip
protector의 골절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착용 시 불편하고 착·탈의가 용이하지 않으며 심미성 미흡으
로 노인들은 착용을 꺼린다는 점을 연구에서 언급하였다.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hip protector의 지속적인 사용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사용편이성 및 착용감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hip protector 제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제품의 사이즈나 형태가한국인 노인 체
형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자기공명 영상(MRI)를 통해 고관
절 부위를 촬영한 결과 동양인의 고관절 알파각(Alpha Angle)이 서양인보다 작고 모양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 파악되었다(http://www.wowtv.co.kr). 서양인의 체형에 맞춘 수입 제품을 한국 노인이 착용할 경우
낙상 시 고관절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 사용자에게
적합한 hip protector 설계를 위해 수입 고관절 골절 예방 제품에 대한 착용특성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hip
protector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hip protector 사용자의 needs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존 고관절 골절 예방 제품에 대한 시장조
사 및 제품 조사를 수행한 후, 파악된 결과를 토대로 착용 평가 문항을 도출하고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hip protector 착용특성과 관련하여 설문지와 관찰법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용
hip protector를 착용한 후 평가 문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평가 문항은 낙상경험 및 특
성(낙상경험, 계절, 장소, 원인, 활동, 방향, 골절 부위), hip protector 수용도(hip protector 부상예방 효과,
구매의사, 인지도, 필요도, 보호부위, 착용시 문제점), hip protector 선호도(디자인, 디테일 선호도), 착용
편이성, 개선요구사항 등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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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및 착용평가는 노인 복지센터 3 곳에서 2014년 1월 6일 - 28일에 걸쳐 100명(65세∼85세)을 대상으
로 착용실태와 착용시 불편사항 및 개선부위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에 사용된 hip protector
는 기존 제품 조사 결과에서 선별된 5종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표 1).
Table 1. Type of hip protector

3.3 Hip protector 선호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5종의 hip protector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 결과, 56.9%가 허리벨트형 디자인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 이유로는 몸에 밀착되고 허리를 받쳐주어 안정감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그림 1-b). 이외 선호 디자인으로는 벨트형(26.5%), pad 부착형(6.9%), 속옷형(5.9%), 바지형(3.9%)으
로 파악되었으며, 바지형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로는 바지형에 사용된 pad가 크고 딱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디테일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는 hip protector 여밈 형태는 벨크로(75.5%)를 가장 선호하였으
며, pad 위치에 관한 선호도에서는 고관절(61.1%), 엉덩이(14.1%), 허벅지(11.4%)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3.4 착용편이성
착용편이성에 관한 5점 리커트 평가 결과, 허리벨트형 hip protector가 맞음새, 여유량, 동작용이성, 디
자인 적절성 4개 항목에서 가장 적절(≥ 4)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ad 두께 항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 3)으로 파악되었다(그림 2). 허리벨트형과 바지형태의 착용편이성을 비교한 결과, 허리벨트형이 바지
형태에 비해 디자인(60%), pad 크기(39%), 맞음새(34%), 소재(25%), 여유량(20%) 항목에서 적절한 것으로

3. 결과 및 고찰
평가에 참여한 노인 100명은 모두 여성이며 평균연령은 60-65세 11명, 66-70세 27명, 71-75세 36명,
76-80세 14명, 81-85세 12명으로 파악되었다.
3.1 낙상경험 및 특성
평가에 참여한 노인 중 52%가 겨울철에 낙상 경험이 있었으며, 낙상 경험자 중 74.5%가 실외에서 낙상
을 경험하였으며, 그외 화장실(10.9%), 부엌(5.5%)등의 실내에서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상
은 보행시에 주로 발생(60.4%)하였으며, 골절 부위는 손목(26%), 무릎(24%), 허리(16%), 발목(14%)의 순으
로 나타났다. 낙상을 경험한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전방(40%), 후방(34%), 측방(26%)
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전방, 후방의 낙상 비율이 7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방, 후방 낙상 시 노인
들은 방어를 위해 손과 무릎 등으로 바닥을 지지함으로써 손목 및 무릎의 골절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3.2 Hip protector 수용도
Hip protector 착용시 부상예방 효과 및 구매의사에 대한 설문 결과, 93%가 부상을 예방할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90%가 고관절 보호대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1-a). 평가에 참여한 노인 중
77%가 hip protector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66%의 노인들이 hip protector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
답하였다. 고관절 보호대 필요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보호를 원하는 부
위로는 허리(35.6%), 고관절(26.9%), 엉덩이(15%), 발목(3.8%), 꼬리뼈(3.8%), 허벅지(1.3%)의 순으로 파악
되었다. Hip protector 착용시 문제점으로는 외관상 문제(39%), 부피감(26%), 동작불편(20%), 기타(7%)로
노인들의 경우에도 기능성보다 미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나타났다(그림 2-a). 또한, 허리벨트형이 pad 부착형에 비해 동작용이성(47%), 여유량(16%), 맞음새(10%),
디자인(8%)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pad와 관련된 항목(소재: 30%, 두께: 12%, 위치: 17%)에서는
허리벨트형 보다 pad 부착형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2-b).
3.5 개선 요구사항
개선 요구사항은 소재(통기성, 보온성, 부자재, 신장력), 착용감(착용시 이질감, 앉는 동작시 불편, 밀착감),
디자인(부피감, 신장별 치수 차등적용, 벨크로 길이조절, 허리길이 수정), pad 관련(부드러운 소재 적용,
pad 위치, 곡선 형태, 두께 차별화)등으로 파악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착용특성 설문 분석을 실시하여 낙상경험 및 특성과 hip protector 수용도를 조사하고 기
존 고관절 골절 예방 제품에 대한 선호도, 착용편이성,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hip protector 중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은 허리벨트형으로 맞음새, 여유량, 동작용이성, 디자인 적절성 4개
항목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ad 두께, 소재, 위치 항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개선요구사항으로 파악된 문제점(소재, 착용감, 디자인, pad 관련)을 개선하여 고관절 골절 예방
제품을 설계할 경우 한국인 노인 체형에 적합한 맞음새를 제공할 뿐아니라 낙상시 고관절 골절 예방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a) 부상예방 효과 및 구매의사
(b) 선호 디자인
Figure. 1 Hip protector 수용도 및 디자인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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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Catechu염색 면직물의 열발색 및 감물염료와의 복합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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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천연염료의 대부분은 식물성 유래의 한약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합성염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친환
경적이며 항균성, 소취성이 있어서 헬스케어와 관련하여 유용한 쓰임새가 있다. 이들 염료 중에 감물은
카테콜 타닌으로 독특한 산화 발색의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햇볕의 자외선에 의해 발색
하며, 수분과 열 등은 발색을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산화에 의해 축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 발색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빳빳해지는 촉감을 가지게 된다. 또 감 타닌은 감물만으로 염색하기도 하
지만 감물과 다른 염료와의 복합염색을 통하여 다양한 색상을 만들어 낸다. 이는 유기 매염제와 견뢰도
향상 등의 역할에 대한 성과가 그동안의 많은 연구를 통하여 얻어졌다. 또 발색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한편, 축합타닌으로 카테킨을 주요 색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선약의
경우도 염색에 그리 많이 사용된 예는 적지만 감물과 유사한 산화발색의 성질을 가지는데 주목하였다. 또
감물에 비해 약간의 적색기미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감물발색의 표면색을 얻을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Catechu약재를 면직물에 염색하고 발색방법 중에 빠른 시간 안에 발
색시킬 수 있는 열발색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무매염과 매염한 경우를 비교하였고, 발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염액에 초산나트륨을 첨가한 후 염색 직물의 발색 효과를 검토하였다. 또 감물과의 복합염색시
의 발색효과를 감물 단독염색 시와 비교하여 그 표면색 변화를 검토하였다.
실험 방법
직물은 시판 광목을 정련 표백하여 사용하였다. 염료 Catechu는 인도산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감
물은 청도산 반시감을 원료로 제조한 감물분말제품을 사용하였다. 염색은 면직물을 1%(w/v)농도, 80℃
에서 20분 염색하였고, 초산나트륨은 시약 급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열발색은 염색된 직물을 150℃의 온
도에서 5, 10, 20, 30, 40, 50분 동안 Flat Bed Press(Type-FB2)(Daiei Kagakuseiki Seisakusho, Ltd. Kyoto,
Japan)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이하 열 발색이라 칭함).
결과 및 고찰
1. 열발색 처리에 따라 열에 의한 산화발색의 결과로 K/S값이 증가하였다.
2. 열발색에 따라 L*값은 감소하고 a*값은 변동이 적었으며, b*값은 증가하였다.
3. 초산나트륨의 첨가에 의한 염색직물의 발색은 상당히 촉진되었다.
4. 감물 단독 염색과 비교하여 혼합염색 후 발색에서 L*값이 더 낮고, a*값과 b*값이 더 큰 직물을 얻
을 수 있어서 색감이 깊은 직물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연구에서 카테킨의 항 균효과와 감물의 복합에
의한 효과를 검토하면 실용상 매우 유용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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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키토산 부직포의 제조와 특성
이신희, 이솔

Leaflon/Tencel/Cotton MVS 방적사의 혼합비와 섬도에
따른 물성분석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사아나·이정순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현재까지 키틴·키토산 부직포 제조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주)유니티카(화상치료 및 인공피부용 거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키틴섬유를 제조하고, 그 섬유를 바인딩 물질을 이용하여 부직포를 제조하고 있다.
키틴·키토산 및 셀룰로오스 등의 부직포의 품질에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이들 고분자의 측쇄 관
능기인 수산기(-OH)와 아미노기(-NH2)에 의한 수소결합 및 가교 결합력이다. 가교제가 없는 순수부직
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소 결합력을 증대시켜야 하므로 부직포 제조 가능한 물질을 고해해서 섬
유끼리의 접점을 늘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부직포의 강도를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부직포제조에 사용된 섬유간 결합력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사용된 섬유고분자의 수소결
합력 외에 요소, 글루타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등과 같은 첨가제(가교제)를 바인더로 사용하여 수소
결합력 및 가교 결합력을 증대시켜 부직포를 제조한다. 이밖에도 최근 수용성 고분자를 결합력증강제로
사용, 부직포를 건조하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결합력증강제가 섬유접점에 모이게 하여 본딩시킨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첨가된 결합력 증강제를 포함한 바인더는 의료용에서 요구되는 순수 키토산부직
포 제조라는 관점에서 대부분 제거되어야 할 불순물이다.
근년에 와서 생체고분자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키토산은 물에는 불용이지만 묽은 산 등에는 용해되어
양이온성으로 되는 염기성 천연고분자로 생체적합성이 우수하고 창상치료 촉진작용 등이 있기 때문에
의료용 재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천연 항균제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키토산 관련 부
직포 제조는 키틴 또는 키토산 단독으로는 부직포 제조가 곤란하여 바인더를 사용하여 부직포를 제조함
에 따라 순수 키토산 부직포가 아닌 불순물을 미량 함유한 부직포이다. 일본 특허공개공보 제 56-68200
호에서는 이 키틴 분산액을 단독으로 종이를 제조한 보고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제조된 것은 종이를 목
적으로 한 것으로 상처치료용 부직포의 유연하고 벌키한 부직포 제조가 곤란할 뿐 만 아니라 기계적 강
도가 약하여 활용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서론
혼방사는 어떤 가격수준에서 기존의 실이 제공할 수 없는 성능을 구할 때 사용하거나 또는 기존의 실을
대체하는 새로운 다양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다.(Choi et al., 2011) 최근의 글로벌 마켓 소
재 트렌드에서는 혼방사를 통한 다양한 직물 표현이 언급되고 있다. 2014 F/W 소재 트렌드에서 제시하
는 실에 대한 첫 번째 키워드는 혼방(Blending the Opposite)으로,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혼방, 방적사와
필라멘트사의 혼방 등이 언급되고 있어 다양한 섬유의 혼방사가 가지는 특성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5 S/S 소재 트렌드에서는 다양한 섬유의 혼방과 함께 슬럽(slub), 노트(not), 넵
(nep)의 실이 풀린듯하면서 세련된 서머 트위드와 같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천연물질
을 섬유에 접목하여 그 천연물질이 가진 고유의 기능성을 섬유에서 발현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천연물질 중 개나리 연교(連翹)는 소염, 해열 등의 약리작용과 미백, 알러지 완화
작용 및 항균효과, 흡한속건, 정전기억제 등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방적 기술 중에서도 MVS(Murata Vortex Spinner)방적 기술은 기존의 방적 방식인 Ring이나
OE(Open End)방적이 아닌 고속 에어를 사용하여 단섬유를 꼬아주는 형태로 방적된다. MVS방적의 특징
은 기존의 방적 방법에 비해 공정이 간단해 Roving, Spinning, Winding의 3가지 공정을 MVS의 한 공정으
로 대체했으며, 방적 속도는 최대 450m/min 으로 Ring 방적이나 OE 방적에 비하면 생산속도가 빠르다.
섬유전체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섬유는 평행하고 래핑섬유는 회전하기 때문에 외관이 깔끔하고
기모의 발생이 적으며 필링 발생이 적다. 또한 수분 흡수성이 우수하며 형태 안정성이 높은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나리 연교(連翹) 추출물을 Base Chip으로 만들어 방사한 Leaflon원사와 텐셀과
면의 혼합비율, 섬도를 달리하여 MVS 방식으로 제조된 방적사의 물성특성을 알아보고자하였다.
연구방법
1.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Leaflon/Tencel/Cotton는 혼합비와 섬도 변화를 준 5종류의 MVS 방적사가 사
용되고 그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체고분자인 키토산을 용액방사하여 섬유화하고 그 섬유를 이용하여 순수 키토산
만의 순수 키토산 부직포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부직포의 부직포 형성능과 부직포의 제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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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학적 특성
정속 인장식(Constant rate of extention)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하여 KS K ISO 2062:2012에 준하여 실험
하였다. 초하중을 20’s는 4.9cN, 30’s는 7.4cN으로 하고, 인장 속도를 500mm/min로 측정하였으며, 파
지거리를 500mm로 하여 각각의 시료를 50회 측정하여 최대값 10회, 최소값 10회를 제외한 30회 측정값
을 평균 내어 사용하였다.
3. 굽힘특성
굽힘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시료들을 Figure 1(Koo, 2001)과 같이 준비하였다. 각각의 실은 서로 평행
하게 동일한 힘으로 배열하였으며, 실간의 마찰이 발생하여 실의 굽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간의 간격을 1mm로 유지하여 총 20개의 실을 평행하게 배열하였다.

혼방사의 굽힘특성을 살펴보면 실의 굵기가 가늘어 질수록 굽힘특성이 감소되었으며, Leaflon의 혼용률
이 50%에서 60%로 늘어남에 따른 굽힘특성이 감소되다가 LeafLon 100%에서는 크게 증가였다.
혼방사의 잔털지수는 실의 굵기가 굵을수록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실의 단면적이 증가할수록 실의
바깥쪽 가장자리의 섬유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며, 번수가 커질수록 꼬임수가 많아져 섬유펴면에 돌출된
루프와 단섬유들의 길이를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사용된 모든 실의 잔털지수가 3.66미만
으로 나타나 일반 링방적사나 OE사의 잔털지수가 20 이상인 것과 비교하여 잔털지수가 현저히 낮은 것
을 볼 수 있다. 이는 내부섬유는 실의 표면에 존재하지 않고 실의 내부에 존재하여 기본적으로 실의 잔털
에 기여하지 않고, 잔털은 래핑섬유에 의해서만 발생하는데, 이는 전체 섬유 중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비율(15~30%)을 차지하여 잔털 발생량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KOTITI, 2010).
혼방사의 불균제도는 꼬임수가 적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VS의 결함수, 특히 넵 (+200%)수는 가
는 결점과 굵은 결점과는 별도로 더 많은데 이는 래핑섬유 또는 섬유 다발이 넵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며, 래핑섬유의 꼬임수가 증가함에 따라 넵수는 증가한다.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혼방사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는 내부섬유를 래핑섬유가 감
싸는 형식의 MVS 방적사 구조가 관찰되었다.
결론

Figure 1. Yarn sample for measuring bending rigidity
4. 잔털지수 측정
실 표면의 잔털량은 Uster Tester 3(스위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표면 관찰
실의 표면은 주사전자현미경(S-4800, HITACHI)를 이용하여 50초간 백금으로 코팅한 후 30배로 확대하
여 MVS사의 내부섬유 래핑섬유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결과 및 고찰
MVS사의 강력은 래핑섬유의 꼬임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KOTITI 시험연구원([KOTITI],
2010)에 의하면 최적의 사강력을 위한 래핑섬유의 꼬임수 범위는 140∼160TPM이며, 이를 기준으로 꼬
임수가 낮거나 높으면 강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실의 굵기가 굵을수록 강도와 신도가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20‘s(Lf60/T40), 20’s(Lf50/T40/C10) 실의 강신도가 다른 실과 비교
하여 감소하였는데, 각 실의 꼬임수를 확인해보면 TPM이 20’s(Lf60/T40)은 55, 20’s(Lf50/T40/C10)은
75로 꼬임수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어 사의 강신도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실의 TPM은
135~140을 유지하였다. 래핑섬유의 꼬임수를 제외하고 보았을 때 20수에서는 Leaflon의 비율이 높을수록
강도와 신도가 낮아졌고, 30수에서는 Leaflon의 비율이 높을수록 강도와 신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TPM
을 살펴보았을때 꼬임수가 많을 수록 강도와 신도가 높았다. Leaflon만 100%인 실에서는 꼬임수가 130으
로 Leaflon의 혼용률이 60인 실의 꼬임수 140보다 낮지만 강도는 증가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폴리에스터
가 텐셀과 비교하여 강도가 더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구성 섬유의 역학특성도 혼방사의 강신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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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S혼방사의 강신도는 래핑섬유의 꼬임수에 영향을 받으며 꼬임수가 너무 낮을 경우 강력과 신도가
감소한다. Leaflon 100% MVS의 꼬임수는 130TPM으로 적정 꼬임수인 140~160TPM 부근이다. 같은 번
수의 텐셀과 면이 혼방된 실과 비교하여 강도값이 큰 것으로 보아 래핑섬유의 꼬임수가 비슷할 경우 구
성 섬유의 역학특성도 강신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혼방사의 굽힘특성은 구성 섬유가 같을 경
우 실의 굵기가 가늘어 질수록 감소하였으며, 잔털지수는 실의 굵기가 굵을수록 더 높은 값을 보였다. 특
히 잔털 지수의 경우 사용된 모든 실이 3.66의 값을 나타내어 일반 링방적사보다 잔털 수가 적다. 혼방사
의 불균제도 중 넵(+200%) 수가 가는 결점과 굵은 결점과는 별도로 더 많은데, 래핑섬유의 꼬임수가 증가
함에 따라 넵수가 증가한다. 넵수의 증가는 실의 결점이기는 하나 2015 S/S 소재 트렌드에 제시된 넵(nep)
에 의하여 실이 풀린듯한 효과와 흡사한 경향으로 래핑섬유의 꼬임수는 증가해 강도가 증가하면서, 넵수
가 증가해 트렌디함도 갖추는 혼방사를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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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다층구조 입체직물소재를 적용한 낙상 골절방지 보호제품 개발
- 고관절 보호대를 중심으로 정삼호·조은정·박하나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서론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09년 10.7%, 2018년 14.3%, 2026년 20.8%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의료의 패러다
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 중심이었던 의료산업이 이제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스마트
헬스케어(Smart Healthcare)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헬스케어 제품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은 인체의 건강을 유지, 증진 또는 회복시키고 청결함과 쾌적함 및 보호기능을 갖
는 방향이며, 인체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인간을 보다 편리하고 건강하게 하는 섬유소
재 및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외부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에 대비한 충격흡수 보호대나, 현대인의 흔한 질병 중 하나인 디스크를 보호하고 디스크로 인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10~20mm급 다층구조 입체직물소재를 활용하여 낙상 골절방지 보호대 개발로서, 통기성 구
조와 기능성 소재 적용을 통해 기능성 및 심미성을 갖춘 낙상 골절방지 고관절 보호대 디자인을 연구하
고자 한다.
국내 골절방지 보호대 시장 및 브랜드 동향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20%가 낙상을 경험하였으며 이 중 63%가 보행 중에 낙상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보호대 시장 규모는 2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
며, 현재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 일본 A&D사와 합작으로 헬스케어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보령A&D메디칼을 설
립했던 보령제약은 보령수앤수를 통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5대 관절 환자들의 위한 보호대를 출시했
다. 삼진흥산의 소로보(SORBO) 제품은 무지외반증 보호대로 항균방취가 가능한 인공근육에 가까운 소
로보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착용이 간편하고 보호대 착용 후 신발 착용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다.
이와 같이 보호대의 경우 일부 업체에서는 외국과의 기술제휴로 이를 보완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대부
분의 국내 생산업체에서는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관절 보호대의 경우 수입
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산업 규모와 기술 역량 등의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취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 골절방지 보호대 시장 및 브랜드 동향
미국은 연간 35만 명의 고령자 고관절 골절 환자가 발생하고 치료와 재활에 연간 180억 달러가 소요되
고 있다. 미국내 노인 요양원의 80%에서 고관절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을 정도로 보호대 시장의 규모 역
시 크다. 일본의 다이야공업(ダイヤ工業)은 보호대 분야에서 일본최고의 위치에 있는 기업이며, 재단·봉
제에 강점을 가진 기업이다. 단지 고정시키는 기능뿐만 아니라 장기간 착용할 수 있는 사용자 몸의 일부
가 되는 보호대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고관절 골절방지 보호대 브랜드로는 Safehip이 있으며, 엉덩이뼈에 받은 충격을 주변의 조직
과 근육으로 분산하고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큰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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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및 결과
본 연구는 고관절 골절방지 보호대 착용 실태 및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50대 이상 수도권에 거
주하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2014년 2월 13일에서 2월 2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은 일반적인 사항 5문항, 고관절 골절방지 보호대에 관한 사항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국내외 실
태조사를 통한 고관절 골절방지 보호대 도식화를 6개 제시하여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지는 총 110부를 배포하고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회수되지 못한 8부를 제외한 102부를 최종분석 자료
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고관절 보호대 제품 구매 시 소재, 디자인, 착용 편의성, 보호 기능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소재의 통기성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시 선호도가 가장 높은 3건의 디자인을 선정한 다음 수정 보완하여 총 3건의 골
절방지 보호대를 제작하였다. 골절방지 보호대 디자인의 고려사항은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낙상시 충격
을 흡수하고 지속적 착용이 가능하도록 통기성을 고려한 소재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결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보호대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호대 산업의
경우 대부분의 국내 생산업체에서는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
내 고관절 보호대 제품의 기술력 향상과 디자인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통기성이 우수한 입체구조 직물
소재를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착용 편의성이 높으며 심미적인 디자인의 고관절 보호대를 개발하였으
며 착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인 체형을 고려한 고관절 보호의 기능적 업그레이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감성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제품으로서의 보호대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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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차연’의 관점에서 본 장 폴 고티에 패션의 특성
유현정 · 김정미

0.2 데니어급 극세사 복합소재를 활용한
비즈니스 캐주얼 하이브리드 수트 제품 개발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석사과정 ·부경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정삼호·조은정·박하나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의 ‘차연’에 관해 알아보고, 선행 연구를
통해 드러난 해체주의 패션의 차연적 특성과 최근 컬렉션에서 나타난 차연의 특성을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문헌 연구는 미학과 복식사에 관한 저
서, 논문을 주로 하고, 신문 및 패션 전문지 기사를 참고한다. 그리고 사례 연구는 패션사이트 스타일닷컴
(http://www.style.com)의 2010년 S/S부터 2014년 S/S까지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1952.4.24~) 컬
렉션 사진 235점을 대상으로 한다.
선행 연구 분석
해체주의 패션과 관련된 국내학회지 논문은 15건으로, 이 연구들은 해체주의 패션에서 차연, 상호텍스트
성, 탈현상, 불확정성이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이 중 6건의 논문은 꼼 데 가르송 1점, 마틴 싯봉 1점, 장 폴
고티에 11점, 파코 라반 1점 등을 대상으로 ‘차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과거 · 현재 · 미래의 복식을 결합시킨 복식, 과거의 복식양식을 현대의 양식으로 재조명
한 복고풍의 복식, 과거 양식의 일부가 흔적으로 존재하면서 현대의 소재와 감각으로 새롭게 구성한 복
식, 펑크 룩과 푸어 룩에서는 시 · 공간의 차연과 흔적의 차연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장 폴 고티에의 컬렉션에서 나타난 차연을 시간의 차연, 공간의 차연, 흔적의 차연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시간의 차연은 과거의 양식에 현대의 소재와 구성방법을 사용하여 단순 재현이
아닌 새로운 복식을 제시하는 것을 현재와 과거의 연결, 현대복식에 미래를 암시하는 메탈릭 컬러와 소재
를 적절히 사용하여 새로운 복식을 제시하는 것을 현재와 미래의 연결이라 한다. 공간의 차연은 민속의상
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컬렉션에 발표함으로써 서로 다른 공간이 공존하는 것을 지역 간의 연결, 속
옷을 겉옷화함으로써 속옷과 겉옷의 경계가 모호한 것을 안과 겉의 연결이라 한다. 흔적의 차연은 바래고
헤진 듯한 효과를 주는 색상과 소재를 사용하여 낡고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복식을 제시하는 것을 시간
의 흔적, 싸구려 소재와 패치워크 기법을 사용하여 가난해 보이는 복식을 제시하는 것을 빈곤의 흔적이라
한다.
‘차연’의 관점에서 본 장 폴 고티에 패션의 특성
시간의 차연에서 현재와 과거의 연결은 1960년대 그래피티 아트, 1970년대 펑크, 1980년대 마이클 잭슨
의 빌리 진(Billie Jean) 등 과거의 요소를 차용한 데서 찾아 볼 수 있었는데, 허리를 강조하거나 스트레이
트 실루엣, blue · black · brown · white · red 색상과 가죽 · 쉬폰 · 울 소재를 사용한 원피스, 재킷
과 팬츠, 코트 등을 통해 전위성과 관능성을 표출하는 레트로 룩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와 미래의
연결은 스트레이트 실루엣, gold · silver · black · red 색상과 저지 · 메탈 · 광택나는 소재를 사용한
원피스, 재킷과 팬츠, 케이프 등을 통해 실험성과 관능성을 드러내며,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퓨처
룩에서 나타났다. 공간의 차연에서 지역 간의 연결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민속의상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스러운 실루엣, red · pink · yellow · black · white 색상과 새틴 · 저지 · 퍼 소재를 사용한 원
피스, 재킷과 팬츠, 셔츠 등을 통해 이국성과 관능성을 표출하는 에스닉 룩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과
겉의 연결은 속옷에서 영감을 받아 자연스러운 실루엣, black · white · orange · skin 색상과 새틴 ·
쉬폰 · 광택나는 소재를 사용한 원피스, 재킷과 스커트, 브라 · 코르셋과 유사한 상의 등을 통해 도발적
인 관능성을 표출하는 인프라 룩에서 나타났다.
흔적의 차연에서 시간의 흔적은 자연스러운 실루엣, 바랜 듯한 효과를 주는 ice blue · dark gray ·
yellow 등의 색상과 워싱 기법과 올풀림이 있는 데님 · 면 · 저지 등의 소재를 사용한 원피스, 재킷과
팬츠, 스커트, 베스트 등을 통해 수공예성과 관능성을 표출하는 빈티지 룩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빈곤
의 흔적은 자연스러운 실루엣, brown · dark gray · black 색상과 패치워크 기법이 있는 쉬폰 · 시퀸 ·
인조 가죽과 퍼 등의 소재를 사용한 원피스, 재킷과 팬츠, 스커트, 코트 등을 통해 유희성과 관능성을 표
출하는 푸어 룩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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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소장·(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팀장·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연구원

1. 서 론
주 5일제 근무가 일반화되면서 여가시간의 확대와 자율 근무제의 확산 및 기업들의 ‘노타이(No-Tie)
장착 문화’의 확산으로 패션분야의 대부분의 복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캐주얼 수트 시장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즈니스 캐주얼이란 비즈니스웨어(Business Wear)와 캐주얼웨어(Casual Wear)를 접목시킨 의미이며,
그 시작은 1990년대 후반에 미국 실리콘 밸리(Silicon Valley)의 기업가들 사이에서 주 5일제 근무의 확대
로 나타난 프라이데이웨어(Friday Wear)였다. 이후 국내에서도 1990년대에 직장영역 확대, 전문 직종 증
가, 주 5일제 근무 실시에 의해 직업환경과 가치관이 변화하며 비즈니스 캐주얼 시장이 성장하였고, 편안
함을 추구하는 웰빙트렌드의 확산과 변해가고 있는 생활패턴으로 인해 2008년부터는 국내 유수 기업, 공
공기관 등에서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제를 실시하면서 ‘비즈니스 캐주얼’시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패션시장은 급속도로 발전된 인터넷환경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수집
이 용이해짐에 따라 의류소재 및 패션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수준이 향상되어 보다 고급스러운 소재와 디
자인을 요구하고 있고 트렌드의 변화도 빠르게 변화되는 추세로 비즈니스웨어는 고급스러움과 캐주얼화
된 패션제품이 부각되고 있다.
직장인들은 기존의 격식을 차리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보다 자유로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추세이며, 따라
서 비즈니스웨어의 디자인은 캐주얼화와 소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웨어의 캐주
얼라이징에 따라 비즈니스 캐주얼군이 확대되어 합섬의 교직 및 혼방소재의 사용이 많이 일반화되었으
나 고급화, 경량화, 기능화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새로운 소재 및 패션제품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향상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소재의 고급화,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0.2 데니어급 극세사 복합소재를 활용하여 트렌디한 패션성에 실용성을 가미
한 온·오프 타임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캐주얼 하이브리드 수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2. 비즈니스 캐주얼 제품 동향
2011년 하반기부터 국내 남성복 시장은 ‘탈정장화’가 가속되며 백화점내에서 정통 신사정장군의 축
소가 이루어지며 캐릭터캐주얼군의 약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수트 제품의 판매를 캐릭터캐주얼군
이 주도함에 따라 디자인 및 스타일의 캐주얼라이징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소비자의 수요변화와 시장의
MD 재편의 부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국내 남성 비즈니스 캐주얼 제품은 기존의 테일러드 블레이져, 블랙 재킷에서 탈피하여 노칼라, 차이나
재킷, 히든버튼(Hidden-Button) 재킷, 칼라의 안쪽 부분에 배색소재 패치 등 스타일의 변화가 있었으며,
보우타이, 행커치프의 인기로 행커치프가 부착된 디자인 제품 등이 출시되었다. 또한 2535세대의 ‘마인
드브릿지’, ‘앤듀’, ‘엘록’, ‘어스앤댐’, ‘테이트’등이 중저가 시장을 주도하며 한국 남성의 신
체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하이 웨이스트, 절개라인, 포켓위치 등을 고려한 새로운 핏(fit)을 개발하고 특
수가공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중고가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제일모직
은 남성적인 실루엣을 강조하면서 활동성, 기능성을 고려한 제품으로 ‘로가디스’, ‘빨질레리’ 모두
슬림핏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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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용 극세사 스웨이드조 제품은 블레이저스타일과 밀리터리스타일이 주를 이루는데 블레이저스타일
의 경우 2BS(2 Button Breast)로 플랫 포켓이 부착되어 있는 디자인이 일반적이며 사파리스타일의 경우
플랫칼라나, 차이나칼라에 가슴부분과 허리부분에 카고포켓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여성복 시장은 2013년 정장군이 소폭 상승하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의
증가폭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가두점 중심의 대상연령을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들의 경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용 극세사 스웨이드조 제품은 재킷, 블라우스, 플레어스커트, 원피스 등 드레이프성이 강조된 제품
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라이더재킷 변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수트제품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디테일로는 스티치장식, 플라운스, 레이저커팅 햄라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3. 연구방법 및 결과
본 연구는 비즈니스 캐주얼 하이브리드 수트의 디자인 선호도 및 불만족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20-60대
이상의 남성과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3년 10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직장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 강남구, 삼성동, 시청역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남성 소비자 150부, 여성
소비자 150부로 총 300부를 배포하고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회수되지 못한 남성 12부, 여성 26부를 제
외한 총 26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 선호하는 비즈니스 캐주얼 수트 브랜드는 여성의 경우 미샤, 남성의 경우 갤럭시로 나타났으
며 남성 소비자가 선호하는 재킷 실루엣은 스트레이트라인(55%), X라인(31%), 박스라인(14%)순이었으
며, 선호하는 벤트는 싱글벤트(59%), 더블벤트(34%), 노벤트(7%)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재킷의
칼라 모양은 노치드 칼라(34%), 차이나칼라(33%)순이었으며, 선호하는 팬츠 실루엣은 테이퍼드 실루엣
(46%), 스트레이트 실루엣(37%)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구매 후 남성 소비자의 구매만족도를 살펴보
면 디자인, 색상에 대한 불만족도는 크지 않았지만, 활동성 및 착용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성 소비자가 선호하는 재킷 실루엣은 몸에 맞는 형(57%), 보통 여유형(24%), 넉넉한 형(19%)순으로 나
타났으며, 선호하는 벤트는 노벤트(41%), 싱글벤트(31%) 순이었으며, 선호하는 재킷의 칼라 모양은 노치
드칼라(32%), 노칼라(31%)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하는 하의 아이템으로는 스커트(63%), 팬츠(37%)순
으로 팬츠보다는 스커트를 선호하였으며, 선호하는 스커트 실루엣은 H라인 실루엣(74%), A라인 실루엣
(10%)순이었으며, 선호하는 팬츠 실루엣은 스트레이트형(55%), 부츠컷형(33%)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
다. 구매 후 여성 소비자의 구매만족도를 살펴보면 디자인, 색상에 대한 불만족도는 크지 않았지만, 소재
의 기능성과 활동성 및 착용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0.2 데니어급 극세사 복합소재를 활용하여 직장생활, 여가생활 등 온 타임
(on-time)과 오프 타임(off-time)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촉감이 우수하고 신축성이 좋은 프리미엄급 비
즈니스 캐주얼 하이브리드 수트를 총 4건 디자인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4. 결론
섬유·패션 산업 대부분의 복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기침체 하에서도 비즈니스 캐주얼 수트
제품 시장은 여가 시간 및 기업의 ‘노타이’ 장착 문화의 확대 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에는 다양한 의류소재 및 제품화에 따른 소비자의 눈높이도 높아져 보다 고급스
러운 소재와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고 트렌드의 변화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 추세로, 고급스러움과 캐쥬얼
화 된 수트 제품이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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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수준 향상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소재의 고급화, 차별화에 역점을 두는
소비자의 니즈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감성과 조직감, 외관을 가지는 0.2 데니어급 극세사 복합소재를 활용
한 비즈니스 캐주얼 수트를 개발하였으며, 기존 비즈니스 캐주얼 수트와 차별화를 꾀하고자 온 타임(ontime)과 오프 타임(off-time)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수트 디자인 개발을 통해 기능성과 실
용성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트렌드 분석 및 소비자 수요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캐주얼 하이브리드 수트 제품의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불만족 요인인 소재
의 기능성과 활동성 및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차별화된 신소재와 활동성을 고려한 절개, 여유분등의 인체
공학적 패턴 연구를 통해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비즈니스 캐주얼 하이브리드 수트 제품 기획의 기초자
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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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1920년대 이후 한국 색조 화장의 트렌드 분석
김효정·유태순
대구가톨릭대학교 뷰티코디네이트디자인학과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Ⅰ. 서론
화장품은 문화적, 사회적 산물로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그 역할과 기능도 변화하
여,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는 외부청결과 아름다움 등, 단순한 멋의 추구가 고려된 반면,
현대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 고급화되어 가며 화장품의 효능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특히 색조화장품의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젊은 층의 패션의식 향상과 자기만의 개성을 창출하려
는 경향이 짙어지고, 계약사회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외모의 상품가치 향상을 위한 화장품 사용의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화장품 산업은 고부가가치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최근 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
화장품이 크게 증가하면서 화장품 산업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으나 제조업 전체와 비교할 때
여전히 수익구조가 높은 산업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최초의 화장품인 박가분이 등장한 1920년대 이후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
지 우리나라 화장 문화의 특색과 국내 색조화장품 산업의 동향을 알아보고 시대에 따른 색조 화장품과
메이크업 트렌드를 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오늘날의 복잡 다양한 사회 구조 속에서 미를 해
석하고 표현해 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새롭게 인식하여 21세기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색조 화장품 연구개발에 기초자료가 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한국 색조 화장품의 트렌드와 메이크업 트렌드를 분석한다.
2) 연도별 메이크업 트렌드를 통해 메이크업 이미지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사적 문헌자료와 논문 및 아모레 퍼시픽 ‘향장’, 태평양화장품과 한국화장품
의 광고사진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및 색조 화장품의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메이크업 이미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분석을 위해 대구에서 활동하는 메이크업 전문가 7인을 초빙하여 자료를 본 후 메이크업
특징에서 나타나는 메이크업 이미지에 관해 서술하게 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서적과 논문
을 통해 발췌한 자료와 아모레 퍼시픽, 코리아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진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92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화장 문화 특색과 색조 화장품의 발전과정을 분석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Ⅳ. 결론
1. 한국 색조 화장품의 트렌드와 메이크업 트렌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50년대까지는 짙은 화장
을 기피해온 우리의 전통적인 화장 문화와 낮은 소득수준과 기술수준으로 색조 화장품보다는 기초제품
이 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으로 소득이 향상되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정
부의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시대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색조 화장품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가
져왔다. 다양한 컬러와 질감과 톤의 색조제품이 출시되고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지만 점차 기능성위주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국내 색조제품보다는 수입 색조브랜드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던 색조 화장품은 2000년대 이후 투명화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크
림 파운데이션과 립스틱, 립 라이너의 사용률은 감소한 반면, 가벼운 화장을 위한 다양한 질감의 복합 기
능성을 갖춘 립글로스와 베이스 메이크업제품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대 칼라
TV의 등장이후로 섹시하고 화려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다양한 색조제품이 등장한
반면 내추럴 이미지의 메이크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2000년대에 와서는 기초화장품과 기능성제품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색조 화장품 시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도별 메이크업 트렌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메이크업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940년대 전까
지는 백분과 연지로 깨끗한 흰 피부표현과 가는 눈썹, 붉은 입술을 표현한 단아하고 여성적인 메이크업의
페미닌 이미지로 나타났다. 1950년대는 외국영화의 영향으로 영화에서 보여주는 여배우의 우아하고 청
순한 엘레강스 이미지의 메이크업이 유행하였고, 1960년대에는 아이라인과 인조 속눈썹으로 눈매를 강
조하는 입체적인 메이크업의 섹시한 이미지의 표현시기였다. 1970년대에는 복고풍의 우아하고 품위 있
는 엘레강스, 레트로 이미지가 대표적이었으며, 1980년대에는 매트한 색감의 화려하고 개성 있는 로맨틱,
엘레강스 이미지의 메이크업 표현 시기였다. 1990년대에는 당당하고 활동적인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와
끼와 개성을 지닌 다양한 메이크업이 공존하였으며 내추럴, 에스닉, 아방가르드 이미지들이 대표적이었
다. 2000년대에서 2010년까지는 자연스런 색감의 맑고 투명한 메이크업과 여성미를 강조한 소프트 스모
키 메이크업의 페미닌, 내추럴 이미지의 표현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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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뉴 시니어 여성 코트의 디자인 특성
배시연·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노인생활환경연구소

Ⅰ. 서론
2011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1.1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40개국 중 13위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이 각각 77.7년, 84.5년으로 모두 OECD평균인 남성 77.3년, 여성 82.8년보다 높은 수준이
다(통계청, 농협경제연구소). 뉴 시니어층으로 불리는 베이비부머들은 풍부한 경제력과 고학력에 따른 높
은 문화 수준을 향유하고 있으며 외모에도 관심이 많고, 스포츠·레저 등을 즐기면서 보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한다.
시니어 패션에 관한 기존 연구는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분석과 그에 따른 원형개발, 그리고 라이프스타
일 및 의복추구이미지 등 사회·심리적학적 관점에 따른 의복 만족도와 의복구매행동 위주로 이루어지
고 있어 실제 시니어전문 패션마켓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는 여전히 미
흡한 실정이다(남궁민지, 2007). 특히 시니어 여성복 코트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코트는 가장
바깥쪽에 착용되므로 착용자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코트는 다른 의복
품목에 비해 면적이 넓고 고가의 소재가 주로 사용되며, 그 유행주기가 길어 다른 의복 아이템에 비해 소
유량이 적으므로 디자인 선택이 매우 중요하며 신중성을 기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이혜숙 외, 2004).
따라서 이 연구는 2013년 뉴 시니어 여성 코트의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을 분석하여 뉴 시니어 여성
을 타겟으로 출시된 코트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국내 뉴 시니어 여성 코트의 종류 및 디자인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국외 뉴 시니어 여성 코트의
종류 및 디자인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국내·외 뉴 시니어 여성 코트의 종류 및 디자인 특성을 비교해본
다. 이를 통해 향후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국·내외 뉴 시니어세대의 여성 코트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
여 앞으로의 디자인 발전방향을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Ⅱ. 연구방법
국내·외 대표 백화점으로 신세계과 롯데, 영국의 해로드와 셀프리지를 선정하였고, 이들 백화점에 입
점한 마담브랜드와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뉴 시니어세대를 타켓으로 한 제품군을 포함한 브랜드를
국내 22개. 국외 52개 선정하였다.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1월 14일까지 2013년 추동시즌에 출시된
코트사진을 백화점 사이트 및 각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306장, 국외 424장으로 총 730장 수집하
였다. 국내·외 뉴 시니어 여성 코트를 종류별로 알아본 결과 전체(730개) 중 발마칸(42.3%), 체스터필드
(25.1%), 트렌치(23.2%)가 90.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발마칸, 체스터필드, 트렌치를 중심으로 디자
인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디자인 특성은 김미경(2004), 이혜숙 외(2004), 강연지(2010) 외 참고문
헌에 나타난 분류기준을 참고로 하여 코트의 종류, 형태, 색채, 재질,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자
료 분석 방법은 내용분석과 SPSS 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국내 뉴 시니어 여성 코트의 종류 및 디자인 특성
국내 뉴 시니어 여성 코트를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코트의 종류
는 발마칸(56.2%), 체스터필드(27.5%), 트렌치(13.4%) 순으로 나타났다. 형태적 특성에서 실루엣은 발마
칸(67.4%), 체스터필드(76.2%), 트렌치(85.4%) 모두 H라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길이는 발마칸(86%), 체
스터필드(91.6%), 트렌치(95.1%) 모두 엉덩이에서 무릎길이로 나타났다. 색채적 특성에서 색상은 발마칸
이 Y(37.2%), Bk(27.9%) 순으로 나타났고 체스터필드가 Bk(35.7%), Y(27.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트렌치
는 Y(36.6%), Bk(22%) 순으로 나타났다. 색조는 발마칸이 어두운(40.1%), 밝은(33.7%) 순으로 나타났고 체
스터필드가 어두운(60.7%), 밝은(27.4%) 순으로 나타났으며 트렌치는 어두운(51.2%), 수수한(31.7%) 순으
로 나타났다. 무늬는 발마칸(82.6%), 체스터필드(91.7%), 트렌치(95.1%)로 모두 무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
다. 재질적 특성에서 소재는 발마칸(78.5%), 체스터필드(97.7%), 트렌치(61%) 모두 모직이 가장 많이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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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적 특성에서 소매종류는 발마칸(77.9%), 체스터필드(98.8%), 트렌치(100%) 모두 세트인이 가장 많
이 나타났다. 칼라종류는 발마칸이 노치드(49.4%), 스탠드(19.8%), 체스터필드가 노치드(63.1%), 피크드
(33.3%), 트렌치는 숄(26.8%), 노치드(24.4%) 순으로 나타났다. 여밈은 발마칸이 히든(44.8%), 싱글(29.1%),
체스터필드가 더블(60.7%), 싱글(36.9%), 트렌치는 히든(48.8%), 더블(26.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
여밈으로 발마칸(98.8%), 체스터필드(92.9%)가 없음으로 나타났고 트렌치는 벨트(90.2%) 여밈이 나타났
다. 몸장식은 발마칸이 장식없음(94.8%), 체스터필드가 장식없음(92.9%), 트렌치는 장식없음(48.8%), 건
플램(31.7%), 견장(12.2%) 순으로 나타났다. 칼라장식은 발마칸이 장식없음(76.7%), 비즈(11%), 퍼(9.9%),
체스트필드가 장식없음(83.3%), 퍼(15.5%), 트렌치는 장식없음(80.5%), 퍼(17.1%) 순으로 나타났다. 포켓
은 패치포켓이 발마칸(30.8%), 체스터필드(77.4%), 트렌치(24.4%)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국외 뉴 시니어 여성 코트의 종류 및 디자인 특성
국외 뉴 시니어 여성 코트를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외 코트의 종류
는 발마칸(32.3%), 트렌치(30.2%), 체스터필드(2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형태적 특성에서 실루엣은 발
마칸이 H라인(80.3%), A라인(19.7%), 트렌치가 H라인(68%), A라인(32%), 체스터필드는 H라인(70.7%), A
라인(14.1%) 순으로 모두 H라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길이는 발마칸(44.5%), 트렌치(52.3%), 체스터필
드(66.7%) 모두 무릎 위로 나타났다. 색채적 특성에서 색상은 발마칸이 Y(50.4%), Bk(33.6%) 순으로 나
타났고 트렌치가 Bk(53.9%), Y(19.5%), R(1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스터필드가 Bk(37.4%), Y(20.2%),
B(13.1%) 순으로 나타났다. 색조는 발마칸이 밝은(50.4%), 어두운(34.3%) 순으로 나타났고 트렌치가 어
두운(43.8%), 화려한(3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스터필드는 어두운(51.5%), 밝은(26.3%) 순으로 나타났
다. 무늬는 발마칸이 무지(75.9%), 혼합(10.9%), 트렌치가 무지(64.1%), 체크(34.4%), 체스터필드는 무지
(84.8%) 순으로 모두 무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재질적 특성에서 소재는 발마칸(88.3%), 트렌치(61.7%),
체스터필드(97%) 모두 모직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소매종류는 발마칸(71.5%), 트렌치(100%), 체스터필드
(90.9%) 모두 세트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종류는 발마칸이 노치드(84.7%), 숄(11.7%), 트렌치가 노
치드(50.8%), 셔츠(32%), 수티앵(11.7%), 체스터필드는 노치드(58.6%), 숄(12.1%), 피크드(12.1%) 순으로 나
타났다. 여밈은 발마칸이 히든(36.5%), 싱글(32.8%), 트렌치가 더블(68.8%), 싱글(17.2%), 체스터필드는 싱
글(44.4%), 히든(26.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여밈으로 발마칸(100%), 체스터필드(98%)가 없음으로
나타났고 트렌치는 벨트(98.4%) 여밈이 나타났다. 몸장식은 트렌치만이 견장(55.5%), 건플램(11.7%) 순으
로 나타났다. 칼라장식은 체스터필드가 퍼(12.1%)를 나타냈다. 포켓은 패치포켓이 발마칸(29.9%), 트렌치
(58.6%), 체스터필드(42.4%)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났다.
3. 국내·외 뉴 시니어 여성 코트의 종류 및 디자인 특성 비교
국내·외 뉴 시니어 여성 코트의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의 특성을 비교분석하기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코트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는 트렌치, 국외는 발마칸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발마칸은 실루엣, 색상, 색조, 무늬, 소재, 칼
라, 칼라장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루엣에서 국내는 H라인, 국외는 B라인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색상에서 국내는 Y색상, 국외는 B색상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색조에서 국내는 밝은 톤,
국외는 수수한 톤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늬에서 국내는 기하학과 혼합, 국외는 무지의 기대빈도
가 높게 나타났다. 소재에서 국내는 모직, 국외는 나일론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칼라에서 국내는
노치드, 국외는 스탠드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칼라장식은 국외만 칼라퍼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체스터필드는 칼라, 여밈, 포켓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칼라에서 국내는 숄, 국외는 피크트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밈에서 국내는 히든, 국외는 더블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포켓은 국
외만이 패치포켓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트렌치는 실루엣, 길이, 색상, 색조, 무늬, 소재, 칼라, 여밈,
몸장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실루엣에서 국내는 A라인, 국외는 H라인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
났다. 길이에서 국내는 무릎 위, 국외는 무릎길이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색상에서 국내는 Bk, 국외
는 Y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색조에서 국내는 어두운 톤, 국외는 수수한 톤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
타났다. 무늬에서 국내는 체크, 국외는 무지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재에서 국내는 모직, 국외는
면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칼라에서 국내는 셔츠, 국외는 노치드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여
밈에서 국내는 싱글, 국외는 더블의 기대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몸장식은 국외만이 견장의 기대빈도가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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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Slide fastener을 적용한 액티브 시니어 패션제품 개발

Ⅵ. 결론
국내·외 뉴 시니어 여성 코트 종류 및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는 발마칸, 체스터필드, 트렌치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형태에서 모두 H라인 실루엣, 엉덩이에
서 무릎까지의 길이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색상에서는 Y와 Bk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고, 무지의 어
두운 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모직소재와 세트인 소매, 노치드 칼라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외는 발마칸, 트렌치, 체스터필드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형태에서 모두 H라인 실루엣에 무릎
길이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Bk 색상과 무지의 모직소재가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치드
칼라가 많이 사용되었고 트렌치의 특성상 보조여밈으로 벨트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트렌치는 건플램과
견장 같은 몸장식이 많이 보여졌다.
셋째, 국내·외 발마칸, 체스터필드, 트렌치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 국내의 발마칸은 H라인, 밝은 톤의 Y색상, 기하학과 혼합무늬, 모직소재, 노치드 칼라, 칼라의 퍼장식
에서 높은 기대빈도를 보였다. 체스터필드의 높은 기대빈도는 숄 칼라, 히든여밈, 패치포켓에서 볼 수 있
다. 트렌치는 무릎 위 길이의 A라인 실루엣, Bk 색상, 어두운 톤, 체크무늬, 모직소재, 셔츠칼라, 싱글여밈
의 기대빈도가 높게 보였다.
전반적으로 코트라는 아이템의 특성상 소재와 길이 등에서 비슷한 빈도를 보이지만, 국외 코트 디자인
에서는 국내에 비해 다양한 색상과 무늬, 디테일을 볼 수 있다는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를 기
초자료로 국내의 뉴 시니어 여성을 위한 코트를 디자인 하는데 이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BK21플러스 실버세대를 위한 건강의류 디자인 사업팀)

이응석·문선애
(주)청운통상·한국패션산업연구원
1. 서론
액티브 시니어세대는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 시간적 여유, 인생의 변화, 문화를 접하기 위해 시간
을 투자하며, 과거의 감성 가치를 향유하고 외양적 젊을을 유지하여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은 미적욕구
등 자기개발에 대한 관심이 이전의 시니어 세대보다 자아욕구가 강해 신흥 소비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
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2013년 패션시장 규모 조사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50
∼64세 시니어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시니어 산업 시장규모는 2010년 43.9조원에
서 2020년 148.6조원대로 약 3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액티브 시니어의
니즈인 다운에이징, 체형보정, 신체보호 등의 미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3차원 인체 계측에 따른 사이즈
스펙의 도출과 함께 슬림패턴개발, slide fastener을 적용한 토탈 패션제품을 개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지퍼의 역할)
본 연구개발을 위하여 2013년 7월 ~ 8월 롯데백화점 대구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동아백화점 쇼핑점에서
총 100명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의복에 대한 관심도, 의복 구매장소, 의복의 용도, 의복 구매시 중요한
점, 선호하는 색상, 즐겨입는 소재, 의복 착용 후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시
니어들의 인체사이즈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15명의 시니어들을 선정하여 3D 바디 스캐너를 활용하여 현
재 시니어 층의 체형변화를 분석하여 신체 데이터를 도출하여 슬림형 패턴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하였으며 지퍼를 사용함으로써 체형 변화시 의복에 여유분량을 주어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역할과 통기성
을 주어 시원함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설문조사 결과 시니어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있으며, 일상복으로 착용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주
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무채색계열의 디자인이 좋은
옷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식사 후 허리가 작을 때, 활동 시 통기성이 부족할 때, 움직임이
많을 때 의복착용에 대한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지퍼를 이용해 불편한 점을 해솔 할 수 있
는 의복이 나온다면 구매한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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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무명천을 활용한 문화상품개발

본 연구를 통해 허리 옆 솔기, 암홀, 포켓, 등 절개선 등에 지퍼를 사용하는 총 38점의 slide-fastener을 이
용한 의류를 개발하였다.

김호경·안인숙

4. 결론

중앙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 시니어의류에 slide fastener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시니어 의류가 가지는 포멀한
정장형태를 탈피하여 활동성, 통풍성을 더하여 액티브 시니어의 사회적 활동에 어울리는 의류를 개발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시니어들은 복부 및 팔의 비만이 다른 연령대 보다 높게 나타남으로 위의 지퍼를
활용함으로써 앉았을 때 허리를 벨트를 풀지 않고도 지퍼를 살짝만 내림으로써 안단의 배색감 처리로 보
다 패션너블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Ⅰ. Introduction
현대사회에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적 고유 가치만이 무한경쟁 시대의 주요한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자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가 있는 디자인은 타문화와 구별되어 한국적 문화의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며 동시에 그 나라의 품격 높은 문화적 가치 디자인을 잘 보여주게 된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문화적 이미지를 지니고 역사성과 전통을 보여주고 있는 상품의 잠재력을 요
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관심은 한국적 문화의 정체성이 뚜렷하
게 나타나고 한국적 문화의 특성을 내포한 문화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적 이미지를 함축
한 전통문화상품디자인 개발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래된 역사와 문화에
비해 한국적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문화상품개발이 미비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문화상품들의 대부분이 판매에만 급급해 독자적 문화적 특색보다는 형태나 색상만 비슷하게 만들어 한
국적 이미지가 가미된 문화상품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상품의 사례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한국 고유의 전통 소재인 무명천과 자투리
한복을 중심으로 문화상품에 활용하여 단순히 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상품으로써의 인식을 넘어
서 고유한 전통성과 독특한 문화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문화상품을 개발함으로서 문화상품간의 유사성을
극복함은 물론 상품의 차별성을 갖는 문화상품디자인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국내 문화상품의 시장규모는 약 2조 2천억원이며, 문화상품 판매점은 전국 관광지, 관광단지, 문화재, 국
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온천, 관광호텔(특1,2급), 콘도,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전문휴양업, 외국인
전통관광기념품점 등 전국 약 17,000여개가 설립되어 있다.(Jeonnam Research Institute, 2008)
전국 17,000여개의 판매점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에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나 판매 지역을 상징하
는 고유색이 들어간 디자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기본 제품들은 단조로운 제품군에 유사한 디자인이 적용
된 조악한 품질의 것들이 대부분으로, 전통적인 문양들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의 차별화를 염두에 두지 않고 기념품들이 대개 휴대폰 줄, 자석, 부책 등 액세서리류에 편중하여 무분별
하게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양한 상품군 및 디자인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판매지역
이나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기념품이 있다 하더라도 전통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상품을 기념품으로 인
식하는 경향 때문에, 전통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보다 진보한 디자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단지 전통적 느
낌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념품의 본
래 목적과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Lee, 2008)
국외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들은 문화산업이 향후 전체 GNP의 30-40%를 차지하
는 중요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오래전부터 문화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
정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거대 자본화된 형태의 문화산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Kang, 2013)
대표적으로 미국은 지역적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다양한 상품에 적용하여 모든 산업에 문화상품 산업적
요소가 투입되어 있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일본 고유의 전통적 특성
과 문화적 특성을 결합하여 전통문화 상품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다양한 상품들이 제작 판매되고 있다.
국외의 문화상품은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기준으로 삼고 정부와 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참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각 나라의 특징을 살린 독창적인 문화상품이 개발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정부와 기
업의 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적 특색이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 및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상
품이 판매되고 있어 국가적 이미지 손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문화상품의 시장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해 고찰하였고,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소재인 무명천과 자투리 한복을 활용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적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 하여 한국적 특색이 가미된 차별화된 문화상품 개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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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Research Methods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 문화상품의 디자인 특성을 비교·분석을 통해 문화상품의 디자인 실
태를 참고하여 국내 문화상품의 실태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전통문양, 유물, 생활
양식, 전통공예, 문화적 상징물 등을 조사하여 한국적 특징과 국제적 보편성에 입각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요소를 선택하고 선별된 전통문화요소에 대한 디자인을 정리하며, 색이 없고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전통 소재인 무명천과 자투리 한복을 활용하여 적합한 문화상품 디자인을 연구한다. 또한 선정
된 소재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생활 속의 실용적인 아이템을 조사하고, 국내·외의 보편적 선호도를 살
펴 선정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위의 방법을 토대로 제작한 문화상품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국내 전통소재만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의 고유한 전통적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문화상품에 적용함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이미지를 가미한 문화상품을 디자인함으로써 기존 문화상품과의 차별성과 문화상
품의 상징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의 전통 문화와 전통요소를 가미한 문화상품 디자인은 추후 문화상품의 디자인 향상과 이를 통한 한
국 고유의 특색을 가진 문화상품으로써의 디자인을 제시 할 뿐만 아니라 상품성이 입증된 문화상품을 세
계화함으로써 문화상품의 산업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문화상품의 세계화를 통하여
한국의 전통적 이미지 감각과 문화상품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한국의 신뢰성을 높이
는 시너지 효과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적 소재 및 요소를 다가가화 하여 한국의 전통
적 특색을 살린 문화상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다양한 상품군 및 디자인 개발에 실질적인
디자인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Result and discussion
본 디자인은 과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즐긴 무명천과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소재인 한복을 활
용하여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문화상품을 새롭게 디자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 이미지와 문화적 이
미지 특징을 가미한 디자인을 통해 기존 문화상품과의 차별성과 우리나라 고유의 특색 및 가치를 높이기
위한 문화상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문화상품에서 나타난 단조로운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기념품
들에서 벗어나 한국을 가장 연상할 수 있는 상징적 이미지가 가미된 문화상품을 디자인 하면서 고부가가
치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먼저 문화상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여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품을 참조하여 지갑, 앞치마, 테이블 매트로 아이템을 선정하
였으며, 각각의 형태에 어울리는 전통요소 즉, 조각보, 자수장식, 노리개, 전통도장을 활용한 블락킹 등을
장식적인 요소로 문화상품에 적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또한 무명천과 자투리 한복을 활용한 문화상품에
맞게 디자인을 재구성하여 한국의 고유한 전통미를 다뤄 기존 문화상품과의 차별성을 꾀하였다. 무명천
과 자투리 한복을 활용한 문화상품 디자인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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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천도의 복식에 내재된 함의와 문화사적 고찰

서울 강신무 무속복식에 나타난 관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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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의류학과·전남도립대학교 한국의상과

비천(飛天)은 날고 있는 천인(天人)을 의미하며 인류의 깊은 열망과 사유가 담겨 있다. 하늘을 날고 싶은
인간의 꿈, 이것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개의 종교적 신앙이나 문학, 예술의 전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인
간의 영생만큼이나 중요한 화두(話頭)중의 하나이다. 지금껏 비천도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그것에 내재된 소통적 함의를 통섭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가 함께 모여서 통섭적 시각에서 비천도의 의미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비천도의 복식에 내재된 함의를 탐구하고 그 활용방안을 통섭적으로 모색해 보는데 있
다. 이를 통하여 현대 패션에서 강조되는 예술성과 창조적 미의식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고, 불교 미술에
속하는 비천상이 주는 역동성, 개방성을 탐구하여 모든 상상 가능한 것이 현실화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연구 방법은 한국 불교 사찰의 내외부에 그려진 비천도를 주로 조사하여 유형과 특성을 분류하고, 국내
외 고분에서 출토된 복식 자료와 각종 문헌을 비교 검토하였다.
비천도의 복식 가운데 비천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으로 천의를 들 수 있다. 천의는 비천이 입고 있는 옷
으로서 거의 무게를 갖지 않는 경묘(輕妙)한 것이다. 천의에는 피건(披巾)과 요포(腰布), 식상(飾裳)이 있
다. 피건은 신체의 바깥에서 광배와 같은 형태로 어깨에 두르는 얇은 재질의 천으로서 고대 인도인의 복
장인 차다르(Chadar)를 연상시킨다. 특히 이 피건은 인도로부터 서역을 거쳐 중국에서 중국화 됨으로써
복식의 기능과 함께 천의의 비상감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내주는 표의의 기능을 하고 있다. 요포는 허리에
묶어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는 형태로서 도티(Dothi)를 연상시킨다. 식상은 중국의 운강석굴 제6동에서 처
음 등장하고 있는 복식으로 천인의 양 다리 끝을 옷으로 완전히 감싸고 그 발에서 뒤로 주름이 있는 특수
한 천을 붙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바람에 휘날려 하늘을 비상하는 천인을 더욱 수려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천의는 지역별 전파, 시대적 변천에 따라 그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회화의 발전에
따라 비천의 나부낌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내주기 위해 점점 길어지고, 동세가 더욱 날아오르고, 춤을 추
는 분위기가 강조되고 있다. 불교에서 비천은 주로 부처님의 등장과 함께 불국토를 장엄하고 화려하게 그
리고 풍요롭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에는 풍요로운 기술력과 문화융합이라는 테마적
요소로 다양하게 비천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콘텐츠화 또는 패션, 무용, 연극, 음
악 등의 장르에 활용하여 하늘을 나는 소망을 담은 비천을 현실의 세상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비천도
에 내재된 함의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현대적 변용을 기대해 본다.
“이 연구는 2013년도 경상대학교 학술진흥지원사업 연구회지원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하였음”

우리나라 무속은 오랫동안 미신으로 치부되어 천대받거나 탄압받아 오는 과거에 비하면 정부의 지원과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가 뒷받침되고, 영화를 비롯한 대중매체의 관심 속에서 전통 무형문화재로서 위상
을 달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무속연구는 점차적으로 논제의 다양화와 연구의 깊이가 더해지면서 연구방법이 세분화되
고, 우리나라 전역의 무속조사를 통해 총체적인 결과물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복식학 분야에서도 무속복
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무속은 강신무와 세습무로 대별되는데 특히 강신무는 가무와 신물을 활용하여 굿거리마다 거
리의 신을 상징하는 화려한 무속복식을 입고 굿을 연행한다. 무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무속복식으로 포
(袍)와 관(冠)으로 일습을 이루어 10여벌 정도를 갈아입는다. 굿거리의 신을 대변하는 강신무 복식 중 관
모는 신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주요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류와 착용의 의미에 차이를 나타내
고 있어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강신무 복식에 나타난 관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무속관련 선행연구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현재 연행되는 굿을 직접 참관하는 현지조
사를 하였다. 현지조사는 30여년이상 무업에 종사하여 현재 굿을 연행하는 전통굿으로서 서울시 문화재
위원의 추천을 받은 강신무 두 곳(남이사당굿 : 2014. 3. 23.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주무당-이명옥 / 애기
씨당굿 : 2013. 11, 5. 서울시 행당1동, 주무당-김옥렴)을 선정하였다. 매년 마을행사로 연행되는 남이사당
굿과 애기씨당굿에 직접 참여하여 무당과의 인터뷰, 굿 연행과정 및 무속복식을 착용하는 과정을 정리하
였다.
Ⅱ. 강신무와 굿의 제차
한국의 무속은 무속인과 종교의례 절차인 굿 그리고 무악, 무가, 무무, 무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역
적인 특성과 모시는 신에 따라 중부와 북부지역을 강신무권이라고 하는데, 강신무는 신병체험을 통해 학
습을 받아서 무당이 된 자를 말한다.
서울 강신무권의 대표적인 굿 형태인 남이사당굿, 애기씨당굿은 마을굿이면서도 개인굿거리 형태와 유
사하다. 남이사당굿과 애기씨당굿은 마을굿으로 공동체의식을 강조하고 한해동안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
는 굿이다. 강신무가 연행하는 굿거리는 굿청을 정화하는 의식에서
출발하여 여러 신격들을 모셔서 공수를 받고, 신을 돌려보내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이때 강신무를 행하는
무당이 착용하는 무속복식은 굿거리의 신격을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관모는 신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
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서울 강신무권 굿의 대략적인 제차순서는 굿청을 정화하는 의식에서 출발하여 여러 신격들을 모셔서
공수를 받고, 신을 돌려보내는 절차로 마무리된다. 이때 강신무를 행하는 무당이 착용하는 무복은 굿거리
의 신격을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관모는 신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Ⅲ. 굿거리에 나타난 관모
1. 제차별 관모
서울 강신무의 굿거리에 착용된 관모는 굿거리에 따라 주신을 상징하며 관모를 쓰는 방법과 장식물 등
을 통해 상징하는 의미를 다양하게 나타냈다.

남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4900)

84

85

서울 강신무는 장구를 울려서 주당살을 물리는 주당물림으로 굿청이 정화가 되면 앉은 자리에서 부정,
가망청배가 이루어진다. 연이어 유교식으로 제사를 올리며 제복을 입고 제관들이 축문을 낭독하며 잔을
올리는 진적까지의 제차에서는 본격적인 굿이 시작되기 전으로 관모나 포의 착용 없이 저고리와 치마만
을 입거나 관모를 착용하지 않고 동다리를 입기도 한다. 남이사당굿의 불사거리와 애기씨당굿의 제석거
리에서는 불사님을 모셔 놓은 거리로, 불교와 관련이 있는 거리이다. 남이사당굿, 애기씨당굿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고깔을 쓰고 장삼을 입었다. 성주거리는 성주대를 내리게 한 후, 성주님이 일년 액운을 풀어
주는 당성주를 맞이하는 거리로 홍립이나 흑립을 썼다. 제차별 관모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2) 다중신격의 의미
현대에 이르러 굿이 무대공연으로, 혹은 전통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면서 종교적 색채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해진 시간이나 공간에 맞는 굿을 연행하기 위해 굿거리를 조정하면
서 여러 신격을 함축하는 다중신격의 의미가 관모를 통해서 나타났다. 전립이나 관모 아래 큰머리를 쓰
는 경우인데, 이는 산거리, 불사거리와 같은 절차가 과거에는 독립된 굿으로 따로 연행되던 것이 굿거리
에 축약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신장, 호구, 말명, 서낭 등의 신을 큰머리와 갓을 착용함으로써 함께 드러
냈다.

2. 굿거리 관모의 특성
서울 강신무에서 착용되는 관모는 신격을 상징하고, 과장과 화려함을 통해 대중에게 권위와 위엄을 높
이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굿거리마다의 신은 관모와 복식으로 가시화되었으나, 무속이 현대
에 이르러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변형되면서 한 거리에서 다중신격의 의미가 관모를 통해서 표현하
기도 하였다. 또한 물질적 풍요와 현대인의 감각적 욕구에 충족하기 위한 과장과 화려함이 가미되면서 서
울 강신무 굿거리 관모의 착용양상은 다양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과장과 화려함의 표현
현대 무속이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감성적 측면을 중요시하면서 굿거리에 착용된 관모와 복식이 과
장과 화려함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이사당굿에서는 왕의 익선관과 면류관, 왕비의 대수에 이르
기까지 신격의 표현을 넘어 과장되고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또한 여자의 신격을 드러낸 것으로 대수와 적
의를 갖춤으로써 왕비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과장과 화려한 표현의 오류로 보인다.

1) 신격의 상징
각 굿거리마다 무당은 관모와 복식을 착용함으로서 해당하는 신을 표현하게 된다. 관모와 일습을 갖춘
무복을 착용한 것은 일반인과 다른 신격화의 상징이며, 또한 무당을 통해 신의 행위를 설명하는 무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고깔은 불사거리와 제석거리에서 불사님을 상징하기 위해 서울 강신무 모두에서 착용하였다. 전립과
갓, 홍립 등도 모두 각 거리별 주신을 상징하기 위해 최고의 성복을 갖추어 착용하고 있다. 문관복 보다는
무관복, 즉 군복을 통해서 신격을 드러내는데, 갓을 착용하는 경우에도 동다리, 철릭을 착용하고 있다. 이
는 전쟁과 같은 난국을 극복하고 일반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영웅이 많은 역사적 사실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이사당굿의 남이장군이 부군으로 모셔지고, 이를 상징화하기 위해 갑옷과 투구를
착용한 모습에서도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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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연행되고 있는 서울 강신무 중 남이사당굿과 애기씨당굿을 현지 조사하여 굿거리에서
착용되는 관모의 특성을 살피고 분석하였다.
강신무는 가무와 신물을 활용하여 굿거리마다 거리의 신을 상징하는 화려한 관과 복식을 입고 굿을 연
행하는데, 거리별로 다양한 관모를 착용하였다. 굿거리의 신을 대변하는 강신무 복식 중 관모는 신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주요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종류나 착용의 의미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본격적으로 굿이 시작되는 불사거리와 제석거리에서는 남이사당굿과 애기씨당굿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고깔을 썼다. 또한 전립과 갓이 주요 관모로 서울 강신무에서 착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굿마다
모시는 주신의 특성에 따라 익선관, 면류관, 투구, 홍립, 대수 등 종류를 다르게 하여 착용하고 다양한 의
미를 표현하였다. 구체적인 서울 강신무에 착용된 관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굿거리마다 관모는 신격을 상징하였다. 불사님은 고깔로, 조상신이나 대감신 등은 전립, 갓 등
으로, 남이장군신은 투구로 신격화하여 상징성을 나타냈다.
둘째, 현대에 굿이 공연 등으로 이루어지면서 한 굿거리에서 다중신격을 드러내기 위해 관모를 활용하
였다. 신장, 호구, 말명, 서낭 등의 여러 신을 큰머리와 갓을 착용함으로써 함께 드러냈다.
셋째, 현대 무속이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감성적 측면을 중요시하면서 굿거리에 착용된 관모와 복식
이 과장과 화려함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남이사당굿에서는 왕의 익선관과 면류관, 왕비의 대수에
이르기까지 신격의 표현을 넘어 과장되고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서울 강신무 굿거리별 신격을 드러내는 관모는 전통성을 유지하면서 본연의 의미와 상징성을 갖는 것
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굿거리의 변형과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의미가 퇴색되고 과장되었다. 이는
무속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일반인들의 인식이 달라진 긍정적 효과의 면모이나 전통 무속의 모습을 정확
히 고증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과제를 남기는 일면으로 보인다.

김다은·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노인생활환경연구소

I.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 및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과 의학의 발전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의 증진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를 가져왔고,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짧은 기간 동안 고령층의 급격
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과거의 고령층이 과거 가정과 이웃에만 머물렀던 활동범위에 반해 최근의 고령층
은 교육수준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노인대학, 봉사활동 등 여러 모임을 통한 다양한 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의 증가를 통하여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고령층의 사회활동의 증가에 따라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외모에 관심이 나타내게 되었다(최혜선, 2002).
노년기에도 외형적인 미가 타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심리상태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상실된 신체적, 심
리적 변화를 보완해 체형에 적합하고, 기분 좋게 착용할 수 있으며 아름답게 표현된 디자인의 의복의 중
요성이 더욱 크다.
이 연구는 뉴실버 패션 중 블라우스의 디자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마담/실버 블라우스의 실루
엣, 색채, 무늬, 소재, 디테일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뉴실버 패션의 디자인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층의 추구 이미지에 적합하고 신체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개발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하여 보다 젊고 즐거운 노후를 누림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마담/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국외 마담/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국내와 국외 마담/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비교한다.
Ⅱ. 연구방법
연구에 사용되는 사진을 수집하기 위한 브랜드 선정은 브랜드 연감에 나타난 것을 토대로 하여 메인타
겟과 서브타겟을 포함하여 50대 이상으로 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외 브랜드를 선정 후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의 기간 동안 인터넷 쇼핑몰, 패션 브랜드 홈페이
지 등을 통하여 사진 844장을 수집 후 분석하였다.
수집된 사진 844장을 중심으로 국내외 뉴실버 브랜드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조
형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의 분석 기준을 참고로 하여 형태, 색채, 무늬,
재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 방법은 국내외 브랜드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SPSS
통계패키지 21.0K를 사용한 빈도분석, 교차분석 등과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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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뉴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의 특성
국내 뉴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뉴실버 블라우스의 형태 특성을 살펴보면 실루엣은 사각형 실루엣(72.3%)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피트성은 노멀핏(53.3%)과 루즈핏(39.7%)이 많이 나타났다. 길이는 힙선(36.4%)과 중힙선(31.3%)의 길이
가 많이 나타났다. 착용 방법은 오우버 형식(54.3%)과 풀오우버 형식(45.1%)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색채 특성을 살펴보면 색상의 수는 이색 이상(73.9%), 단색(26.1%)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유채색(87.5%),
무채색(12.5%)으로 나타났다. 색조는 어두운톤(33.7%), 화려한톤(25.3%), 수수한톤(23.4%), 밝은톤(16.4%)
으로 나타났다. 배색은 콘트라스트(17.1%), 톤온톤(16.6%), 톤인톤(16.3%), 악센트(10.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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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 특성을 살펴보면 무지(38.6%)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실적 무늬(28.9%), 기하학적
무늬(17.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식적 무늬(13.6%)와 추상적 무늬(13.%)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재질 특성을 살펴보면 재질감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 소프트 재질(45.7%)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비치는 소재나 광택 있는 소재의 사용이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재질 구성은 동일한 소재의 조합(88.0%)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장식 특성을 살펴보면 칼라는 스탠드 칼라(25.3%), 셔츠 칼라(22.8%)가 많이 나타났다. 네크라인은 라운
드(33.2%) 네크라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디테일은 단추(39.9%)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디테일이 없는 경우(24.2%), 러플&프릴(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국외 뉴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의 특성
국외 뉴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외 뉴실버 블라우스의 형태 특성을 살펴보면 실루엣은 사각형 실루엣(64.9%)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피트성은 노멀핏(47.7%)과 루즈핏(46.4%)이 많이 나타났다. 길이는 중힙선(36.3%)의 길이가 많이 나타났
다. 착용 방법은 오우버 형식(43.3%)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색채 특성을 살펴보면 색상의 수는 이색 이상(59.9%), 단색(40.1%)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유채색(68.3%),
무채색(31.7%)으로 나타났다. 색조는 수수한톤(29.8%), 밝은톤(27.5%), 화려한톤(22.1%), 어두운톤(20.0%)
으로 나타났다. 배색은 악센트(14.1%), 톤온톤(1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톤인톤(9.5%)과 세퍼레이션
(8.8%), 콘트라스트(8.6%)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무늬 특성을 살펴보면 무지(44.3%)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하학적 무늬(20.8%), 양식적
무늬(14.5%), 사실적 무늬(11.6%), 기타(10.9%), 추상적 무늬(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질 특성을 살펴보면 재질감은 하드 재질(39.7%)과 소프트 재질(33.0%)이 많이 나타났다. 재질 구성은
동일한 소재의 조합(86.6%)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장식 특성을 살펴보면 칼라는 셔츠 칼라(36.6%)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네크라인은 라운드(30.0%) 네
크라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디테일은 단추(35.9%)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디테일이 없는
경우(29.8%), 러플&프릴(18.5%)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국내·외 뉴실버 블라우스의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의 비교
국내·외 브랜드에 따라 뉴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교차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외 브랜드에 따른 뉴실버 블라우스의 형태 특성을 살펴보면 착용방법, 실루엣, 길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피트성에서는 그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실루엣은 국내 브랜드의 경우에는 사각형(31.5%), 삼각형(5.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브랜드의 경
우에는 사각형(36.6%), X자형(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브랜드와 국외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사
각형 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허리 라인을 감추는 삼각형이 많은 국내 브랜드에 비해, 국외
브랜드의 경우 허리라인의 실루엣을 살리는 X자형 실루엣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착용 방법은 국내 브랜드의 경우에는 오우버(23.7%), 풀오우버(19.7%), 언더(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브랜드의 경우에는 오우버(24.4%), 풀오우버(20.4%), 언더(1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에는 언더 형식의 착용방법이 매우 적게 나타난 것에 비해 국외 브랜드의 경우에는 착용 방법이 고
루 분포 되어 나타났다.
길이는 국내 브랜드의 경우에는 힙선(15.9%), 중힙선(13.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외 브랜드의 경우
에는 중힙선(20.5%), 힙선(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브랜드와 국외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힙선과
중힙선의 길이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외 브랜드에 따른 뉴실버 블라우스의 색채 특성을 살펴보면 색상, 색조, 배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색상의 수 에서는 그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색상은 국내 브랜드의 경우 유채색(34.8%)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국외 브랜드의 경우 유채색(34.8%),
무채색(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 브랜드 유채색의 경우 관찰빈도보다 기대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
아 국외 브랜드의 유채색 블라우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색조는 국내 브랜드의 경우 어두운톤(14.7%)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국외 브랜드의 경우 밝은 수수한
톤(16.8%), 밝은톤(15.5%), 화려한톤(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브랜드 밝은 톤의 경우 관찰빈도보
다 기대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밝은 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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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브랜드에 따른 뉴실버 블라우스의 무늬 특성을 살펴보면 사실적 무늬, 추상적 무늬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내 브랜드의 경우 무지(16.8%)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양식적 무늬(5.9%), 추상
적 무늬(5.8%), 호피(4.7%), 꽃(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외 브랜드의 경우 무지(25.0%)가 가장 많이 나
타났으며, 양식적 무늬(8.2%), 스트라이프(4.7%), 꽃(3.9%), 추상적 무늬(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브랜드에 따른 뉴실버 블라우스의 재질 특성을 살펴보면 재질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재질구성에서는 그 차이가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재질감은 국내 브랜드의 경우 소프트 재질(19.9%)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국외 브랜드의 경우 하드 재
질(22.4%)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국외 브랜드 소프트 소재의 경우 관찰빈도보다 기대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소프트 소재의 블라우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뉴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뉴 실버 블라우스의 형태 특성은 사각형의 실루엣과 노멀하고 루즈한 피트성, 힙선 또는 중
힙선의 길이와 오우버 또는 풀오우버 형식의 착용방법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색채 특성은 이색 이상
의 색상 사용과, 유채색의 색상, 어둡거나 화려한 색조, 콘트라스트 또는 톤온톤, 톤인톤의 배색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무늬 특성은 무지와 사실적 무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재질 특성은 소프트
재질과 동일한 소재의 조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장식 특성은 스탠드 칼라와 라운드 네크라인, 단추
의 디테일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둘째, 국외 뉴 실버 블라우스의 형태 특성은 사각형의 실루엣과 노멀하고 루즈한 피트성, 중힙선의 길이
와 오우버 형식의 착용방법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색채 특성은 이색 이상의 색상 사용과, 유채색의 색
상, 수수하거나 밝은 색조, 악센트 또는 톤온톤의 배색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무늬 특성은 무지
와 기하학적 무늬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재질 특성은 하드 또는 소프트 재질의 사용과 동일한 소재의
조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장식 특성은 셔츠 칼라와 라운드 네크라인, 단추의 디테일 사용이 두드러
짐을 알 수 있다.
셋째, 국내·외 뉴 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의 공통점은 사각형 실루엣과 힙선과 중힙선의 길이가 가장 많
이 두드러지며, 오우버 형식의 착용방법과 노멀한 피트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색채 특성에서는 유
채색의 색상이 두드러졌으며, 무늬 특성에서는 무지가 가장 두드러졌다. 장식 특성은 라운드 네크라인과
단추의 디테일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국내·외 뉴 실버 블라우스 디자인의 차이점은 국내의 경우에는 허리라인을 감추는 삼각형 실루엣이
많이 나타는데 비해, 국외의 경우에는 허리라인의 살리는 X자형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다. 색채 특성에서
는 국내의 경우에는 어두운 색조가 두드러지는데 비해, 국외의 경우에는 수수한 색조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무늬 특성에서는 국내의 경우 사실적 무늬가 많이 나타나는데 비해, 국외의 경우에는 기하학적 무
늬가 많이 나타났다.(BK21플러스 실버세대를 위한 건강의류 디자인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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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뉴실버 재킷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황예린·이경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노인생활환경연구소

Ⅰ.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실버패션’, ‘실버마케팅’에서처
럼 노년층이 중요한 소비 집단으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노년층과는 구별되는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지닌
다. 중년세대의 활동증가에 따른 시기 연장, 실제 나이보다 젊게 인지하고 강렬한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지금의 ‘실버소비자’를 나이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다(강은미·박은주, 2009; 김수경,
2006; 김정실, 2008).
경제 산업이 둔화하는 가운데에서도 50대를 중심으로 한 중년층의 의류 소비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기존 세대와 달리 현재의 50대 여성들은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준비 및 젊어보이고
자 하는 외모 행동 등 변화된 뉴 라이프 스타일이 ‘패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
라 앞으로도 이들을 타겟으로 한 패션 마켓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이인
성,2011).
그러나 아직까지 젊은 연령층과 차별화되면서 뉴실버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실버패션
마켓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관련된 연구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
력이 필요하다(백경자·이정란, 2011).
재킷에 관련한 선행연구목록을 살펴본 결과 재킷의 구성패턴에 관한 연구, 중년층 재킷 판매 관련 및 선
호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연구되어왔으며 재킷 디자인에 대한 연구논문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해외 뉴 실버들의 재킷에 대한 디자인적 특성을 분석해봄으로써 앞으로 뉴 실
버 세대들의 재킷디자인의 연구적 배경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뉴실버 브랜드 안의 재킷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브랜드를 선정하여 50대 초반에서 60대
초중반 연령대의 뉴실버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및 국내 백화점 온라인 스토어(신세계, 롯데, 현대)를 통하
여 ‘재킷’이라 분류되어있는 카테고리 내에서 국내 209장, 해외 523장으로 총 732장을 수집하였다. 국
내와 해외 뉴실버 여성 재킷을 종류별로 알아본 결과 전체(732장) 중 국내는 테일러드재킷(51.7%), 스포
츠재킷(16.7%), 셔츠재킷(15.8%), 샤넬재킷(6.7%), 변형재킷(5.3%), 라이더재킷(2.4%), 숄재킷(1.0%), 트렌
치 재킷(0.5%)의 순으로 나타났고, 해외는 테일러드재킷(51.7%), 스포츠재킷(16.7%), 셔츠재킷(15.8%), 샤
넬재킷(6.7%), 변형재킷(5.3%), 라이더재킷(2.4%), 숄재킷(1.0%), 트렌치 재킷(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와 해외재킷종류의 상위 퍼센트에 해당하는 4개의 테일러드재킷, 스포츠재킷, 셔츠재킷, 샤넬 재
킷을 기준으로 하여 뉴실버 재킷 디자인에 나타난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디자인 특성의 분류기준은 이
경희 외(2001), 이은령 외(2006) 참고문헌에 나타난 분류기준을 참고로 하여 형태, 색채, 소재, 디테일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 방법은 내용 분석과 SPSS 21.0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의 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으로써 첫째, 국내의 뉴실버 재킷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해외
뉴실버 재킷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국내와 해외의 뉴실버 재킷 디자인에 나타
난 조형적 특성을 비교한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국내의 뉴 실버 재킷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국내 뉴실버 여성 재킷을 형태, 색상, 디테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의 뉴 실버 재킷종류에 따른 형태적 특성의 실루엣, 재킷길이를 살펴보면 재킷의 실루엣은 테일러
드재킷에서는 아워글래스실루엣(24.4%)과 박스 실루엣(20.6%)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스포츠재킷에서는
박스실루엣(11.5%)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셔츠재킷에서는 박스실루엣(9.1%)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샤넬
재킷에서는 박스실루엣(3.8%)과 (역)삼각형 실루엣(2.4%)이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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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의 길이는 테일러드재킷에서는 Over the Hip Line(23.0%)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스포츠재킷에서
는 Over the Hip Line(10.0%)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셔츠 재킷은 Middle Hip Line(6.2%)과 Over the Hip
Line(5.7%)이 많이 나타났다. 샤넬 재킷은 Over the Waist Line(3.3%)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국내 뉴 실버 재킷 종류에 따른 색상을 살펴보면 테일러드재킷에서는 유채색(26.8%)과 무채색(21.5%)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내 뉴 실버 재킷의 디테일적 특성의 칼라와 라펠을 살펴보면 라펠은 테일러드재킷에서는 노치드 라
펠(34.0%)과 클로버 러프라펠(34.0%)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스포츠재킷과 셔츠재킷, 샤넬재킷에서는 각
각 노라펠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는 테일러드재킷에서는 테일러드칼라(33.0%)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스포츠재킷에서는 노칼라
(5.3%)와 변형칼라(5.3%)가 유사한 값으로 많이 나타났다. 셔츠재킷에서는 플랫칼라(6.7%), 셔츠칼라
(5.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해외 뉴 실버 재킷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해외 뉴실버 여성 재킷을 형태, 색채, 디테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의 뉴 실버 재킷종류에 따른 형태적 특성의 실루엣과 재킷 길이을 살펴보면 실루엣은 테일러드 재
킷에서는 아워글래스 실루엣(22.0%)가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박스 실루엣(10.5%), (역)삼각형 실루엣
이 많이 나타났다. 샤넬 재킷에서는 아워 글래스 실루엣(9.4%), 박스 실루엣(7.8%)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
츠 재킷 에서는 박스 실루엣 (5.9%)이 많이 나타났으며, 셔츠 재킷에서도 박스실루엣이 많이 나타났다.
재킷 길이는 테일러드 재킷은 Over the Waist Line(12.8%)이 가장 많으며 샤넬 재킷은 Over the Waist
Line(7.1%), Waist Line(6.9%) 순으로 나타났고, 스포츠 재킷과 셔츠 재킷도 Over the Waist Line 이 많이
나타났다.
해외의 뉴 실버 재킷 종류에 따른 재킷 색상을 살펴보면 테일러드 재킷은 무채색(20.1%)이 유채색
(16.4%)보다 많이 나타났고, 샤넬 재킷은 유채색(10.7%)이 무채색(8.8%) 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스포츠 재
킷과 셔츠 재킷도 유채색이 많이 나타났다.
해외의 뉴 실버 재킷의 종류에 따른 소재의 특성을 살펴보면 국내 재킷과 마찬가지로 울 소재가 많이 사
용되었다.
해외 뉴 실버 재킷의 디테일 특성에서 재킷의 라펠과 칼라를 살펴보면 라펠은 테일러드 재킷에서는 노
치드 라펠(23.3%)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샤넬재킷은 노 라펠(19.3%)이 많이 나타났으며, 스포츠 재킷과
셔츠 재킷도 9.6%, 10.5%의 퍼센트로 노라펠이 많이 나타났다.
해외 뉴 실버 재킷의 디테일 특성에서 칼라를 살펴보면 테일러드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25.2%), 숄칼라
(5.4%) 순으로 나타났고 셔츠 재킷은 셔츠 칼라(5.2%)가 많이 나타났다.
3. 국내·해외 뉴 실버 재킷 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의 비교
국가에 따른 형태적 특성에서 재킷 실루엣의 차이는 국내와 해외는 박스 싈루엣이 많이 나타났고 해외
에서는 아워글래스실루엣이 국내에 비해서 더 부곽된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에 따른 재킷 길이의 교차분석의 결과를 알아 보았을 때, 국내는 Over the Hip Line(5.3%) 길이의 엉
덩이를 덮는 길이가 가장 많았으며 해외는 Over the Waist Line(25.8%) 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국가에 따른 색상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는 유채색(16.1%)이 많으며 해외는 무채색
(35.7%)이 더 많이 나타났다. 국내의 무채색(10.5%)은 유채색(16.1%)에 비해서도 많은 차이로써 적게 나타
났으며, 해외에서의 유채색(33.5%)은 무채색(35.7%)보다 약간의 차이로 적게 나타났음을 알수 있다.
혼합색에 있어서는 국내와 해외 둘다 무,유채색에 비하여 적게 나타났음으로 보여진다.
Ⅳ. 결론
국내의 뉴 실버 재킷 종류에 따른 형태적 특성에서 실루엣을 살펴볼때 테일러드 재킷은 아워글래스 실
루엣이 많이 나타났고, 스포츠재킷, 셔츠재킷, 샤넬재킷에서는 박스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다. 형태적 특
성에서 재킷 길이는 테일러드 재킷, 스포츠 재킷, 셔츠 재킷 모두 엉덩이를 덮는 Over the Hip Line 길이
가 많이 나타났고, 샤넬 재킷은 허리를 덮는 Over the Waist Line 길이가 많이 나타났다. 형태적 특성의 색
상에서는 테일러드 재킷, 스포츠 재킷, 셔츠 재킷, 샤넬 재킷 모두 유채색이 많이 나타났다. 국내의 뉴 실
버 재킷 종류에 따른 디테일 특성에서 라펠은 테일러드 재킷은 노치드 라펠, 클로버러프라펠 순으로 많이
나타났고, 스포츠 재킷, 셔츠 재킷, 샤넬 재킷 모두 노라펠이 많이 나타났다. 디테일 특성에서 칼라는 테
일러드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가, 스포츠 재킷에서는 노칼라와 변형 칼라가 나타났으며, 셔츠 재킷에서는
플랫칼라가 많이 나타났고, 샤넬 재킷에서는 노칼라가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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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해외의 뉴 실버 재킷 종류에 따른 형태적 특성에서 실루엣을 살펴볼 때 테일러드 재킷과 샤넬재킷은 아
워 글래스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고, 스포츠 재킷과 셔츠 재킷에서는 박스 실루엣이 많이 나타났다. 형태
적 특성에서 재킷 길이는 테일러드 재킷, 샤넬 재킷, 스포츠 재킷, 셔츠 재킷 모두 허리를 덮는 Over the
Waist Line 길이가 많이 나타났다. 형태적 특성의 색상에서는 테일러드 재킷은 무채색이 많이 나타났고,
샤넬 재킷, 스포츠 재킷, 셔츠 재킷도 무채색과 미비한 차이로 유채색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해외의
뉴 실버 재킷 종류에 따른 디테일 특성에서 라펠은 테일러드 재킷은 노치드 라펠, 샤넬 재킷, 스포츠 재
킷, 셔츠 재킷은 노라펠이 많이 나타났다. 디테일 특성에서 칼라는 테일러드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가 나
타났고, 샤넬재킷과 스포츠 재킷은 노칼라가 많이 나타났으며, 셔츠 재킷은 셔츠 칼라가 많이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의 뉴 실버 재킷의 디자인을 비교분석한 결과 테일러드 재킷을 제외한 재킷의 종류에서 국내
는 스포츠 재킷이 해외는 샤넬 재킷이 많음을 알수가 있었고, 형태적 특성의 실루엣에서 테일러드 재킷
은 국내 해외모두 아워글래스가 많았으나 샤넬재킷은 국내는 박스실루엣, 해외는 아워글래스 실루엣의
여성적인 실루엣이 더 많이 나타났다. 형태적 특성의 재킷길이에서 국내는 엉덩이를 덮는 Over the Hip
Line길이가 많았으며, 해외는 허리를 덮는 Over the Waist Line길이가 많았다. 재킷의 색상에 있어서 국
내는 전반적인 재킷에 유채색이 많이 나타났고, 해외는 테일러드 재킷은 유채색 보다 무채색이 많았으며,
샤넬재킷, 스포츠 재킷, 셔츠 재킷은 유채색이 무채색보다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재킷 디자인의 디테일
적 특성에서 라펠은 테일러드 칼라에서 국내, 해외 둘다 노치드 라펠이 많이 나타났고, 디테일 특성에서
칼라를 살펴볼 때 테일러드 재킷은 테일러드 칼라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셔츠 재킷에서 국내는 플
랫칼라가 해외는 셔츠칼라가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BK21플러스·실버세대를 위한 건강의류디자
인 사업팀)

여대생의 입술화장품 사용실태 및 위생인식도에 관한 연구
김정화·유태순
대구가톨릭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Ⅰ. 서론
한국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여성들이 좋
은 이미지를 유지 관리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메이크업은 한국 여성의 사회생활의 필수
이며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멋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여성들이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
는 화장품이 립스틱이며, 나이가 들어서도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화장품 역시 립스틱이다. 그러므로 입술
화장품은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최초로 그리고 가장 최후까지 사용되는 대표적인 화장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지의 원료나 화장법 등이 시대상황과 유행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형태로 변화 발전하게 되어 현
재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입술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술화장품의 위생과 안전
인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돌려쓰기를 하고 있는 입술화장품을 중점적으로 화
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여대생의 입술화장품 사용실태와 위생인식도 관계·차이를 분석하여 입술화
장품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위생인식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장품 산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입술화장품 사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입술화장품 위생인식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대구·경산 소재의 대학교 여대생을 대상으로 450부의 설
문지를 배포하여, 피험자가 질문지에 답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미비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총 428부를 최종으로 분석하였다.
SPSS 19.0 for Window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 tabulation),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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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입술화장품 구매 장소로는 백화점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홈쇼핑, 인터넷이 22%, 화장품 전문
점 18.7%, 중저가 브랜드샵이 18.5%, 병원, 약국 8.4% 순으로 나타났다.
입술화장품 사용목적으로는 개성표현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만족이 25.2%, 피부보호
17.1%, 결점보완 14.5%, 기타 0.5% 순으로 나타났다. 입술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간은 1개월-3개월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개월-6개월이 24.5%, 10개월-12개월 18.0%, 7개월-9개월 14.7%, 12개월 초
과 10.5% 순으로 나타났다. 입술화장품 사용개수는 1-3개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6개 30.6%,
7-9개 17.1%, 10-12개 7.5%, 12개 초과가 3.0% 순으로 나타났다. 입술화장품 전용 브러쉬 사용하는 여대
생은 42.3%, 사용하지 않는 여대생이 57.7%로 사용하지 않는 여대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입술화장품의 미생물 오염에 대한 인식으로는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그
렇지 않다’가 29.7%로 두 번째로 높았고, ‘보통이다’ 18.5%, ‘전혀 그렇지 않다’ 11.9%, ‘매우 그
렇다’ 6.8% 순으로 나타났다. 입술화장품의 미생물 오염이 피부 부작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여대생은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가 24.3%로 다음을 차
지하였다. 입술화장품 소독제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여대생의 32.2%가 알고 있었고, 43.5%가 모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입술화장품 소독제의 대한 인지도는 평이 하였다고 해석되며 이는 입술화장품 위생에 대
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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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각 변인들을 통계처리 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고찰을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
다.
1. 여대생의 입술화장품 구매 장소로 백화점을 이용하며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다. 입술화장품 사
용기간은 6개월 이하와 6개월 초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사용개수는 1-3개로 나타났다. 입술화장품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는 여대생보다 사용하지 않는 여대생이 더 많았고 전용 브러쉬를 사용하는 경우 세
척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그 이유는 ‘귀찮아서', ‘도구세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변했
다.
2. 입술화장품 사용 시 피부이상을 경험한 경우가 19.0%로 높게 나타났고 미생물 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았다. 입술화장품 소독제는 여대생의 43.5%가 모르고 있으며 소독경험 또한 없는 여대생이 과반수 이
상 이었다.

일본 에도시대의 색채 문화
이경희
금오공과대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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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료의 실크스크린 기법을 활용한 친환경 자카드 직물
제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vironment Friendly Jaquard Fabric Design:
Utilizing Natural Dyeing Silkscreen Techniques
이애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텍스타일디자인학과
I. 서론
예술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갈래다. 예술의 역사를 통해 사고와 감성의 역사를 이해하고 각 시대
의 정신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타일의 역사도 크게 보면 예술의 역사다. 본 연구는 세계 텍스타일
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의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친환경 소재의 수직 디자인과 자카드
디자인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을 실험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카드 직물 제작과 천연염
료의 실크스크린 날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색채와 텍스처의 조형 효과를 극대화할 경사와 위사 재
료의 특징을 활용해서 직물의 실용성과 심미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연구의 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9세기 유럽의 예술 공예 운동, 바우하우스 공방의 직물디자인
전통을 반영해서 수직 작품을 직접 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컴퓨터 그래픽과 CAD-COM 시스템
을 활용한 자카드 직물을 제작한다. 그리고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천연염색을 통해 친환경적인 직물을 제
작한다. 특히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업직물을 염두에 두고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천연 염색한 직물을 패션,
생활 소품 제작과 연계하여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문헌조사 및 다양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적 직물디자인의 역사적 배경과 직물디자
인의 이론적 배경,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인의 현대적 추세를 정리한다. 국내외의 논저들, 인터넷 자료, 전
시 작품을 참고하여 국내외 작가의 제작 과정에 개입된 미적 판단 및 디자인 제작과정의 특징들을 검토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핸드 위빙 기법의 직조작품을 제작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현대 직기를 사용하
여 직물디자인을 제작하는 한편 천연염료의 실크스크린 염색을 통해 친환경 직물디자인 제작 과정을 실
험한다.

II. 이론적 배경
현대 섬유예술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내려 온 섬유기법과 조형 기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
다. 섬유예술가와 직조 디자이너는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19세기 영국
의 윌리엄 모리스는 수공예를 공예작업의 예술적 위치를 높이는데 일조하였고 20세기 초의 디자인 선각
자들은 기계의 예술적 활용 가능성을 발견하여 더욱 진전시켰다. 이런 추세를 종합한 것이 발터 그로피우
스의 업적이다. 1910년을 전후한 유럽의 디자인 추세는 19세기적인 모든 것에서 탈피하려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구상이 사라지고 추상 디자인, 기능, 형태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것이 20세기의 조형 방법
론의 기초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디자인 이념을 확립한 것이 바우하우스다.
바우하우스의 직물디자인은 산업화 이후 디자인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아름답고 유용한 실용적인 디자
인의 대량생산을 위한 디자이너 작가들을 양산했고 이들은 전통사회의 문화적 맥을 이어주는 지속가능
한, 친환경 디자인을 통해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을 선도해 왔다.
특히 애니 앨버스, 군타 스톨츠,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 라울 뒤피(Raoul Dufy) 등은 프랑스 직
물공장을 위한 실크 디자인을 제작해 왔고 일본의 주니치 아라이(Jun'ich Arai), 레이코 수도(Raico Sudo),
누노 직물회사(Nund Corperation)는 첨단 직물개발, 디자인, 생산, 유통을 공동 진행하여 고급 직물 시
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일본 텍스타일 디자인의 위상을 높였다. 또 미국의 잭 르노 라르센
(Jack Leno Larsen )등은 자신의 텍스타일 회사를 통해 특수한 고급 인테리어 직물을 제작하였다.
이런 현대적 추세를 반영해서 본 연구는 천연 소재의 특성을 직조에 활용하고 천연염료 염색 기법, 실크
스크린 기법, 천연 염색 및 탈색 기법을 실험했고 실크사와 울, 면 등 서로 다른 성질의 실을 교직해서 염
색의 특수 효과를 표현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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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물
1. 천연소재의 직물을 제작하고 천연염색 가공에 의한 색채효과 연구
2. 색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크와 면, 울, 폴리아미드 교직.
3. 후가공으로 염색과 탈색을 자연친화적 기법으로 진행하여 색채 표현을 강화를 목표로 하여 작품을 제
작하였다.
1)직조 작품의 제작 - 직물구조와 특성 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참고해서 상이한 소재의 결합과 조직 구성
을 기획했다. 직물구조는 평직, 능직, 주자직, 변화직과 작가 고유기법 등으로 단직, 이중직, 혼합직, 자카
드직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2) 디자인 프로그램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 포토샵, 직조프로그램 위브 포인트, 동보 자카드 디자
인시스템을 사용했고 4종광수직기, 8종광 수직기, 16종광 컴퓨터 직기, 24종광 수직기와 자카드 직기를
사용하여 직조하였다. 재료는 실크사와 모사, 면사, 합성사를 사용하였으며 조형적 표현을 위해 실크스크
린 기법과 이카트 염색기법, 천연염색 기법을 응용했다, 재료 염색 과정에서 여러 단계로 세분된 컬러 톤
을 만들어 사용했다. 작품 제작에 따 경사, 위사의 밀도와 직물 구조, 제직 방법 등의 기술적인 문제의 해
결과, 직물의 질감과 색채를 이용한 실용적이며 심미적인 디자인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재료의 특성, 색상효과, 직물구조, 후가공 공정에 관한 전통적 경험과 현대의 심미적 안목과 시대정신을
결합한 직물디자인 제작을 시도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1) 천연소재의 경사와 위사의 색채에 관한 연구
2). 직물 조직의 구성
3) 컴퓨터를 이용한 수직 직물디자인 연구
4) 자카드 직물의 디자인 제작
5) 천연염재의 추출과 염색 샘플 제작
6) 실크스크린 기법에 의한 천연염색 디자인 제작
IV. 결 론
본 연구는 전통적인 직조 작품과 현대 텍스타일 디자인이너들의 표현 기법을 결합시켜 다종광 직기로
제작할 수 있는 산업적 직물디자인의 제작 가능성을 실험한 것이다. 그 결과 실용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디자인의 기획 및 제작 과정을 표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체계적 색채 계획과 재료의 특성 및 직물 조직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첨단 직기와 전통 공예 기법을
결합시킨 작품을 제작했다.
1) 경사와 위사의 염색기법과 경사와 위사의 색채 표현을 확대시킬 방법 연구
2) 컴퓨터를 이용한 수직직물 디자인의 제작
3) 수직직물의 자카드 직물의 디자인의 제작과 표현기법의 다양화 시도
4) 새로운 패션, 인테리어 섬유 소품디자인의 제작 가능성 확인
또한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산업용 직기 환경에 맞는 디자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카드 직기의
효과적 운용 및 표현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중점을 둔 것은 일반 직물 디자인의 단점인 단순성, 천
편일률적인 비효율적 염색 방식을 지양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 천연 섬유와 합성섬유의 특성
을 결합한 제직 과정에서 새로운 물성과 실용성, 심미적 표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직물 디자인에 관한 지속적 연구는 계속 필요하다. 디자인 역량과 제직 기술을 확충하면서 새로운 디자
인 소재를 현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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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방수·방풍 환편니트를 활용한 복합기능성
아웃도어스포츠웨어 개발
정삼호·장지선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소장·(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선임연구원

I. 서론
주 5일제 근무의 정착과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여가 생활과 레저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는 최근 스포츠
기반 섬유산업의 고속 성장으로 이어져, 2012년 스포츠 기반 기업들의 판매액이 전체 패션시장의 20.8%
를 차지하면서 이제 스포츠 및 아웃도어웨어의 유행은 일시적이 아닌 전체적인 국민 라이프 스타일의 변
화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고속 성장을 이어오던 아웃도어웨어 시장이 초기 성숙단계로 접
어듦에 따라 향후 성장의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련 브랜드들
은 시장 세분화와 고정 고객층의 확보, 브랜드 각자에 대한 정체성 확립으로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경영 방침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기능성 소재 사용과 차별화된 아이템 개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소재는 방수·방풍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고내수압, 고투습성, Touch 등
의 기능성과 더불어 Compression, Thermal Control, Moisture Management, Cooling & Venting 등의 기
능 요소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고기능성 소재들은 상호간에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레저·스포츠 활동 시
운동능력을 극대화 시킨다. 최근 스포츠·레저 및 아웃도어 박람회에 나타난 기능성 소재들은 ‘초경량
성’ 직물 개발에 집중되어 있으나, 신축성과 Noise-less성이 우수한 니트 분야에서도 초경량성을 부각시
킨 제품들의 개발이 주목 받고 있다.
국내의 환편 니트 제조 기술은 면과 같은 로우게이지 제품 위주이므로, 폴리에스터 세데니어 소재를 활
용하여 개발된 하이게이지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제품의 개발은 고부가가치 스포츠웨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는데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의의를 가진다.
II. 연구방법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4년 S/S 시즌 아웃도어 유행컬러와 아이템 트렌드를 조사하고, 아웃도어 활동 경
험이 있는 20-60대 남성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기능성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소비
자 구매의도 실태조사(참여동기, 선택기준, 쇼핑성향)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초경량 방수·방풍 기
능성의 폴리에스터 세데니어 환편니트 소재를 활용하여 국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복합기능성
아웃도어 스포츠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
III. 결과 및 고찰
현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복합기능성 환편 니트를 활용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개발을 위해 조사한
2014년 S/S시즌 아웃도어 트렌드는 크게 Outdoor와 Urban Look이 공존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즉, 강렬
한 프린트로 대담한 비주얼을 제안하면서 도시 내 일상생활에서도 무리 없이 착용이 가능하도록 스타일
과 기능성을 함께 소화하며 모던하게 연출된다. 특히, 아이템 부분에 있어 캐주얼웨어의 트렌드가 강력한
영향을 미쳐 스포츠와 일상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기존의 아웃도어 여성복에서 피트되는 바디라인
의 실루엣은 점차 실용적이고 기능적은 룩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컬러는 전형적인 아웃도어의 브라이트
한 원색 컬러에서 탈피하여 더 세련되고 자연색을 닮은 페일(pale)톤의 밝은 빛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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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veryday Outdoorwear
° 스포츠를 위한 어패럴이나 일상의 도시 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활동복으로서의 아웃도어
가 각광받고 있음. 특히 사이클 같은 도심 속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기능성이 더해지고 컬러는 도시적
세련미를 뽐낼 수 있는 그레이톤이 주를 이룸.
° 캐주얼과 스트릿트웨어의 인기로 후드, 스웨터셔츠, 그래픽 티셔트 등 캐주얼의 전형적인 요소들과
아이템이 아웃도어 속으로 들어와 아웃도어가 더 편해지고 실용적으로 변함.
② Kids Outdoor
° 가족의 야외활동 증가로 성인들의 아웃도어를 축소시킨 것 같은 다양한 아이템에 하이엔드 퍼포먼스
기능을 첨가한 아동용 아웃도어 시장이 발전하고 있음.
③ Retro Color
° 옐로우, 블루, 레드 컬러의 컴비네이션이 레트로 감성으로 많이 사용됨.
④ Pastel Color
° 네온 컬러가 여전히 주를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안개가 낀 듯한 더스티 파스텔 톤의 사용이 두드러짐.
° 블루 그레이 컬러는 다양한 아이템에서 등장했으며 여성을 위한 민트 컬러가 거의 화이트에 가까운
색감으로 나타남.
⑤ Funtional Lightweight Jacket
° 초경량 방수 기능의 재킷은 계속되어 지속적인 히트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음. 화이트 컬러가 많이
사용되며 디테일 지퍼 부분에 액센트 컬러가 특징.
⑥ Typographic Shirts
° 티쳐츠나 스웨트셔츠에 새겨지던 폰트 그래픽이 아웃도어에도 나타남.
고기능성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선택기준에 따른 소비자 구매의도 실태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구성한 후
아웃도어 활동경험이 있는 20-60대 남성소비자 75명, 여성소비자 82명, 총 15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에 응한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부분은 남성의 경우 40대와 50대가 32%와 41%로 주를
이루었으며, 월평균 200~500만원 사이의 총 수입을 가지는 대학과 고등학교 학력의 기혼남성으로 조사
되었고, 여성의 경우 50대와 60대가 각각 44%, 29%로 남성보다 좀더 높은 연령층의 구성 비율을 보였다.
월평균 가계 소득은 남성의 경우와 비슷한 경향으로 200~500만원 사이의 총 수입을 가지는 가정의 기혼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 참여 동기로는 남성, 여성 모두 아웃도어 활동이 재미와 상쾌함, 체력증진, 사교
등의 좋은 기회이며, 자신감을 생기게 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달리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참여한다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 고기능성 아웃도어 스
포츠웨어 구매 및 구매 결정관련 정보수집에 관한 질문에는 남·녀 모두 관련된 제품 광고를 많이 보는
편이라고 응답했으나, 구입활동에 관해서는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유행과 가격별 쇼핑성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성이 높은 가경의 유명 브랜드의 아웃도어웨어에 대한 구매경향이 높았고, 이
에 반해 여성은 가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쇼핑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결론
초경량 방수·방풍 환편니트를 이용한 복합기능성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 결론은 다음
과 같다.
국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소비자층의 경우 여성의 경우 50~60대, 남성의 경우 40~50대가 주요 활동참
여 연령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포화되어 있는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20대와 30대
를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조사 결과 광고를 통한 마케
팅 방법이 구매 결정에 있어 남·녀 모두에게 가장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구매단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응대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아웃도어 스
포츠 활동 참여 동기로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는 응답이 많아, 여성 스포츠웨어
에 대한 패션성 부각이 더욱 중요시 된다.
스타일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아이템들과 캐주얼웨어의 트렌드 영향을 받
은 디자인, Retro풍의 컬러, Pastel Color등의 등장이 새롭게 제시 되었으며 초경량 고기능성 재킷은 지속
적인 인기 아이템으로 사랑받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을 지닌 폴리에스터 세데니어 소재의 환편니트 소재는
기존의 직물보다 신축성과 Noise-less성이 우수한 ‘초경량’ 소재로, 이를 소재로 활용하고 2014년 S/S
시즌의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트렌드와 국내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소비자층의 구매실태 조사결과를 반영
한 고기능성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제품의 개발은 산업적으로 경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스포츠·레저
웨어 중심의 미래 패션디자인 방향까지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국내 섬유산업이 고부가가치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는데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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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P17
키가 커 보이는 요구조건 확립을 위한 디자인 요소 조사
- 남성 캐주얼웨어 중심으로 김정민·정제석
한국패션산업연구원·주식회사 패션홀릭
현대사회의 문화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패션제품은 세분화된 소비자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세분화된 소비자 Needs 중 하나인 남성 신체(신장)에 대한 욕구는 최근 급
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성형이나 보정을 통한 반영구적 욕구 충족이 어려움에 따라 의복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에 변화를 통해 남성 소비자들의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컬러, 패턴, FIT에 따라서
도 많은 시각적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는 실제 소비자의 소비를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 남성 신
체(신장)는 남성의 자존심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현 사회에서 높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
지는 단순히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요
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키가 커 보이는 요구조건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키가 커 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파악하고, 디자인 요소별로 각 유형의 디자인 포인트를 제시함으로써 롱핏
캐주얼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자료의 수집은 대구지역의 20~3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8월에서 10월까
지 이루어졌다. 설문지 문항은 그래픽, 브로킹, 핏, 가공기법의 분야별로 해당하는 디자인 요소들을 3D 착
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미지화 하여 각 요소별 총 38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총 200부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래픽에 따라 키가 커 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알아본 결과 스트라이프 방향은 세로 스트라이프가
가장 길어 보인다고 응답하였고, 스트라이프 굵기는 가는 스트라이프가 가장 길어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로고 크기는 작은 로고 크기가 가장 길어 보인다고 응답하였으며, 체크무늬 크기 또한 작아야 가장 길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브로킹에 따라 키가 커 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알아본 결과는 사선 컬러브로킹은 하의와 컬러가 연
결 되는 사선이 배색 배치보다 더 키가 커 보인다고 응답하였고, 옆선 컬러브로킹 면적은 넓은 면적이 가
장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응답하였다. 컬러브로킹 부위는 어깨에서 팔로 연결되는 브로킹이 어
깨까지만 배치한 브로킹보다 더욱 키가 커 보인다고 응답하였으며, 사선 브로킹 면적은 하의 색상과 동일
한 넓은 면적의 상의 사선 배색이 키가 가장 커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나타났다. 하의 브로킹 위치에 관
한 문항에서는 안쪽 브로킹이 앞쪽이나 바깥쪽 브로킹보다 더 키가 커 보인다고 응답하였고, 하의 사선
브로킹 위치는 바깥쪽 사선이 안쪽 사선보다 키가 커 보이는 것으로 답했다. 하의 가로 브로킹 위치의 경
우 무릎 위, 밑위 위치, 하의 상단, 하단, 무릎, 종아리 순으로 키가 커 보이는 순서로 응답하였고, 하의 세
로 브로킹 면적은 모두 좁은 면적이 길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의 밑단 가로 브로킹 면적 또한 좁아야 키가 커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하의 무릎지점 가로 브로킹
면적은 넓은 면적이 좁은 것보다 키가 커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핏에 따라 키가 커 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알아본 결과, 상의 기장은 짧을수록 키가 커보였고, 소매
기장은 반팔소매의 경우 너무 짧은 길이보다 중간 길이의 소매기장이 키가 커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긴
바지 기장의 경우 10부가 9부나 7부보다 키가 커 보인다고 하였고, 짧은 바지 기장은 허벅지 중간 길이가
무릎, 무릎 바로 위, 무릎 바로 아래 기장보다 키가 가장 커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상의 실루엣의 경우 슬
림 핏이 키가 가장 커보였고, 하의 실루엣은 부츠 컷, 스키니, 스트레이트, 루즈 핏 순으로 나타났다. 네크
라인은 V넥이 라운드와 터틀넥보다 키가 커 보인다고 하였고, 네크라인 깊이는 너무 많이 파인 네크라인
이 오히려 키가 더 작아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자켓 버튼의 경우 원 버튼이 하의 밑위 길이는 짧을수
록 키가 커 보인다고 답하였다.
넷째, 가공기법에 따라 키가 커 보이는 디자인 요소를 알아본 결과, 로고 위치는 가슴부분이 어깨앞부분
이나 소매 옆, 목 아래, 밑단 옆, 앞 중심에 위치한 것보다 키가 커 보인다고 하였고, 옆선 파이핑은 있는
것이, 하의 뒤쪽 포켓의 위치는 가장 위쪽에 있을수록, 크기는 작을수록 키가 커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본 연구 내용을 토대로 키가 작은 남성의 체형 보정 효과 의류 개발을 위한 사이즈 체계를 재정립
하고, 체형 개선 의류의 적용 요소별 포인트를 개발하여 롱핏 캐주얼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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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 컨셉에 따른 패션쇼 모델의
외적 통일성에 관한 연구
이신영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패션쇼 모델은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디자인의 컨셉을 구체화하여 컬렉션의 전체적 인상을 결정하
는 쇼 구성의 핵심 요소이다. 각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는 패션쇼 모델을 선정함에 있어 해당 컬렉션의 테
마 및 디자인 컨셉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모델을 선별한다. 피부색과 이목구비, 모발의 색과 길이
등 모델의 외적 요소는 세심하게 선별되며, 헤어·메이크업을 통해 완성된 시각적 이미지로 나아간다. 인
체와 장식을 포함한 모델의 모든 시각적 외관은 전체 컬렉션의 테마 및 디자인 컨셉을 보완, 강화 시켜주
는 방향으로 구성되며, 컬렉션 기획에 따라 철저하게 제어되는 대상으로 컬렉션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핵
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패션쇼 모델 관련 선행 연구는 헤어·메이크업에 관한 미적
분석에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모델의 외적 유형과 디자인 컨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
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쇼 모델의 외적 특성 경향을 통일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패션쇼 모델의 외적 제어, 즉 통일성의 정도가 디자인 컨셉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aris에서 열린 2014년 S/S 컬렉션 중 잡지 『Collections』에 게시되어 있는 68
개(명)의 브랜드(디자이너)에서 선보인 모델들의 외적 특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컬렉션에서 선
보인 모델의 외적 유형 전수조사를 위해 스타일닷컴(www.style.com)을 통해 컬렉션 전체 cut 자료를 수집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컬렉션의 디자인 컨셉과 모델의 외적 통일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디자인 컨셉이 극도로 미니멀하거나,
반대로 맥시멀한 경우 모델의 외적 통일성 정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디자인 컨셉이 클래식하거나
캐주얼한 경우 모델의 외적 통일성 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통해 디자인을 선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가 패션쇼를 기획함에 있어 모델의 외적
특성에 관한 제어를 통해 관객에게 미리 계산된 감상 포인트를 제공하는 패션쇼의 전략적 측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디자인 컨셉이 디테일이나 구성, 소재 등 디자인 요소에 강하게
표현된 경우, 계획적으로 모델의 외적 통일성을 높임으로써 관객의 시선을 디자인에 잡아두고자 하는 것
이다. 외적으로 같은 유형의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 관객은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은 시간을 디자
인을 살펴보는 데 할애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모델의 외적 통일성을 낮추게 되면 관객들은 시각적으
로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때마다 모델의 외적 특징을 인식하기 위해 관심과 시간을 쏟게 된다. 디자인 감
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할애하여 모델을 감상하게 되므로, 디자인 인식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
게 되는 것이다. 한편, 클래식이나 캐주얼 컨셉의 경우, 모델의 외적 통일성을 낮추고 보다 다양한 유형의
외적 특성을 가진 모델들을 통해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관객의 시선은 모델과 의상 전체에 걸쳐 빠르
게 움직이게 되며, 여기에 관객은 모델과 자아를, 혹은 일반 소비자를 대치하여 해당 제품의 착용 상태에
관한 매력적 이미지를 구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판매는 긍정적 방향으로 촉진됨으로써 패션쇼 및 패션
쇼 모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모델의 경우 보다 웨어
러블한 디자인 컨셉의 패션쇼에 주로 등장하게 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전략적 요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국내 패션쇼 기획에 있어서도 각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 컬렉션의 디자
인 컨셉에 따른 보다 전략적 방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모델의 외적 특성에 관한 제어 역시 디자
인 컨셉과 마케팅 전략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제안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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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
열적 쾌적성을 증대시키는 부위별 밀도조절 소재 개발을 위한
피부온 분포도 도출
- 상대적 고온에서의 피부온 변화배종길·장정원
혜성어패럴·한국패션산업연구원

Ⅰ. 서 론
본 연구는 오피스룩으로 주로 착용하는 셔츠를 업무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근무 환경온에 따른 인체 생
리적 반응과 그 정량적 효과를 분석, 인체의 온도 분포와 변화에 따라 착장의류 소재의 밀도를 신체 부위
별로 조절하여 하절기의 실내 냉방 온도를 준수하면서 착용자의 열적 쾌적성과 심미성을 극대화 시킨 새
로운 컨셉의 냉감 기능성 패션제품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실험방법은 키, 몸무게 채집, 피험자 몸에 붙으나 압박하지 않는 삼각 속옷을 착용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인체표본을 직접 촬영하여 피부온 분포도를 측정한다. 실험대상은 20~30대 평균체격을 가진 남
녀 각 4명씩 총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사이즈 코리아의 20~30대의 남녀 평균 데이터 검색 결과 남
자는 키 1669.74~1784.64mm 몸무게 61.74~82.80kg 여자는 키 1546.80~1651.09mm 몸무게 47.37~61.99kg
범주의 피험자를 선별 측정하였다. 실험조건은 피험자 공복상태로 아침, 점심 식후 2시간 후로 하며, 실험
환경은 인공기후실에서 여름철 권장 사무실 온도 28도, 습도 65%로 설정하여 피험자별 1회 촬영 후 10분
휴식 후 촬영, 총 3회 촬영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계 여성체온분포 촬영 사진

온도 차이에 따른 분포 곡선

부위별 피부온의 절대값은 피험자에 따라 상이했으나 피부온 변화 양상에 따른 상대적 분포도는 남녀
성별에 따라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옆목 부위, 뒷목에서 상동둘레선까지 중심부위, 겨드랑이가
가장 상대적 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앞가슴 중심, 상동쪽 옆구리 부위가 추가되었다. 다음
으로는 남녀 모두 어깨, 뒷중심을 제외한 등, 옆구리 주위 등이 다음으로 상대적 온도가 높게 나타났다.
피부온을 1~3까지 면적으로 표시하고 의류패턴에 적용, 패턴마킹하여 이를 제직 구현하였다. 이렇게 패
턴 최적화된 소재로 부위별 통풍이 잘되어 열적 쾌적성이 좋은 패션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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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복의 디자인 선호경향
문명옥·이진숙
동의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 서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착용하고 있는 학교 체육복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한 의복이지만 동시에 소속 학교를 상징하는 단체복이다. 본 연구는 학교 체육복을 사용하는 초, 중, 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디자인 선호 경향을 설문조사하고 분석하여 학
교 체육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학교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체육복의 개발 방향을 위한 기
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산 시내에 거주하며 학교 체육복을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3년 10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2013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 단위별로 각각 250부씩 총 750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718부의 자료들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학교 단위별 남녀 인원
분포는 초등학생 244명(남:129명, 여:115명), 중학생 239명(남:130명, 여:109명), 고등학생 235명(남:94명,
여:141명)이다.
조사내용으로는 선호하는 체육복 디자인의 특성들을 설문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체육복의 구
체적인 부분형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추동용 체육복으로 사용 가능한 칼라 형태, 앞여밈 형태, 소매 형태,
바지단 형태들을 도식화로 제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Ver.21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학교 체육복의 선호
하는 디자인 특성에 대하여 남녀 성별을 구분을 하지 않고 초, 중, 고등학교 3개의 학생집단 간의 차이를
먼저 교차분석 하고 그 다음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집단별로 각각 남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교차분석 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학교 체육복의 중요 요인에 대하여 초, 중, 고등학생 세 집단 모두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소재와 활동성을 중요하다고 평가하였으므로 학교 체육복은 우선 디자인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 소재를
개선하며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여야 하겠다. 학교 체육복 디자인의 중요 요소에 대하여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집단의 남녀 모두 활동에 편리한 디자인인 활동성과 세련된 디자인인 심미성 등을
가장 중요하게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학교를 나타내는 디자인인 체육복의 상징
성을,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세탁 등 관리가 편리한 디자인인 체육복의 관리성을, 중학교와 고등학교 남학
생들은 스포츠웨어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인 체육복의 유행성을,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세련된 디자인
인 체육복의 심미성을 더욱 고려하였다.
체육복의 실루엣은 초, 중, 고등학생 남녀 집단 모두 약간의 여유가 있는 형을 선호하였으며 몸에 딱 맞
는 실루엣을 선호하는 비율은 중, 고등학생 남자 집단에서 증가하였고 여유있는 실루엣을 선호하는 비율
은 주, 고등학생 여자 집단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남학생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몸의 실루엣을 드러내는
딱 맞는 실루엣이 유행인 스포츠웨어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학생들은 지나치게 꼭 맞는 교복
대신에 체육복을 착용하고자 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배색수는 2~3가지이지만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3가지의 배색수를 선호하는 비율
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반면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는 2가지의 배색수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
다.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원색톤을, 여학생들은 파스텔톤을, 중학생들은 남녀 모두 파스텔톤을, 남자고등
학생들은 원색톤을 그리고 여자고등학생들은 어두운톤을 선호하였다. 학교 체육복의 색상으로 원색 보
다는 검정색을 비롯한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원색 중에는 초등학생들은 노랑색을 선호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으나 중, 고등학생들은 노랑색보다는 파랑색을 더욱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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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문양은 초등학생 집단은 학교로고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중,고등학생들은 문양이 없는 무지를
더욱 선호하였으며 무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고등학생 집단에서 더욱 높았다.
체육복 소재의 중요한 성능으로 초, 중, 고등학교 세 집단 모두 활동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초등학생들은 소재의 촉감이나 인체무해성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중, 고등학생들은 소재의
보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4. 결언 및 제언
학교 체육복에 대한 의견과 선호 경향은 초, 중, 고등학생의 집단에 따라 서로 차이점이 많았으며 또한
같은 학생 집단이라 하더라고 남녀 성별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으므로 체육복의 개발
방향은 초, 중, 고등학생의 집단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제안되어야 하겠다. 현재 각 학교에서 학생
들에게 착용시키고 있는 학교 체육복들은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제작되고 있
으므로 학생들의 선호 경향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체육복을 실제 착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학교 체육복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선
호 경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체육복의 디자인 개발 방안이 제안되어야 하지만 학교 체육복을 선
정, 주관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의생활을 관리하는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보완과 조사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학교 체육복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의견과 선호
경향으로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하겠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체육복의 개발에 도움이 되
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차후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교 체육복 개발 방향에
준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체육복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대패션에 표현된 페플럼의 표현 특성
권정숙

1. 서론
복식은 인체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가시적 조형물이다 복식의 형태미는 의복 자체의 단순한 형
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착용함에 의해 인체와 의복, 의복 아이템 간의 관련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페플럼은 상의 허리부분에 두르게 된 주름이나 러플 스커트 모양의 주름진 디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 패션에 다양한 형태와 소재로 표현되고 있다. 2012 s/s 컬렉션 중 여러 디자이너들
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들을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려는 듯, 허리는 조이고 힙 아래
를 플레어지게 볼륨을 준 미디길이의 A라인 스커트에 페플럼 디테일을 강조하였다. 미니멀리즘이나 전
위적인 실험적 이미지의 룩은 잠시 정체되고 여성성과 모던함의 이미지가 강조되는 경향에서 눈에 띄는
디테일이 페플럼이다. Vera Wang, Celine, Givency, Chriatian Dior 같은 디자이너들의 Collection과 J. 크
루, H&M, Zara 등 주류 리테일러의 주류 아이템으로 페플럼 라인의 원피스,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등
의 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50년대를 추억하고 가는 허리와 볼륨감을 강조하는 여성스러운 스타일
인 ‘레이디라이크룩’의 유행 확산과 더불어, 슬림하고 긴 하체를 강조하는 밀착되는 슬랙스와 스커트
의 지속적인 선호속에 부담스러운 부분을 감추고 더욱 하체를 연장시키는 시각효과를 주는 페플럼의 활
용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플럼에 대한 개념과 유형 분석, 형태 특성 등을
파악하고 디자인적 조형 특성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페플럼의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식의 실용성과 심미성의 역할이 부각되어 중요한 형태 디테일로 활용되고 있는 페플럼
(Peplum)의 개념을 파악하고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현대 패션에 표현된 활용 유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페플럼의 형태 유형과 표현 특성를 분석하여 미적가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으로는 페플럼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개념 및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현대패션에서
표현된 형태특성과 시각적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및 범위로는 국내외 이론서, 연구논문, 패션 관련 서적을 통해 페플럼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과
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이론적 연구와 2008-2014년 최근까지 패션 관련 자료를 탑재하고 있는 패션넷 코리
아, 스타일닷컴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사진자료 분석을 통한 유형 구분과 조형 특성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3. 결과 및 논의
3.1. 페플럼의 개념 및 역사적 고찰
페플럼은 상의 허리부분에 두르게 된 주름이나 러플 스커트 모양의 주름진 디테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페
플럼 디테일의 기원은 그리스의 페플로스(Peplos) 혹은 미케네 문명의 에이프런 형태(Kim et al,2010)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의 페플럼은 상·하 분리되는 허리부분의 벨트와 오버 스커트의 기능적인 역할과 단순
한 의복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장식성을 추구하였다. 르네상스와 로코코 시대의 페플럼은 남녀 모두
에게 사용되었으며, 역사와 문화적 요구로 인하여 발달하게 된 확대과장형의 다양한 실루엣과 과다한 장
식을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강조 디테일로 사용되어 왔다. 19세기 페플럼은 파팅게일, 파니에, 크리놀린
등의 페티코트를 넣어 부풀린 후프 스커트 위로 엉덩이를 덮는 재킷보디스 형태로 나타났다. 버슬 스타
일이 유행하던 시대에는 상의 페플럼이 확대·과장되어 스커트 형태가 되면서 엉덩이 부분이 강조되고,
스커트 안에 보정물을 삽입하여 힙을 부풀리고, 프릴과 플라운스를 부착하여 페플럼의 입체감과 화려함
을 강조하였다.

참고문헌
1. 정혜인·강여선(2010). 여자고등학생의 학교체육복 착용실태 조사. 복식, 60(8), 67-85.
2. 이상돈·배성원(2008). 운동복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쇼핑성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 31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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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뉴룩(New Look)의 창시자 '크리스챤 디올(Christain Dior)'은 '허리는 더 가늘게, 힙은 봉긋하게'
부풀린 극도로 페미닌한 뉴룩을 선보였다. 뉴 룩은 전쟁 후 피폐하고 우울한 시대 상황과는 아이러니하게
도, 여성성에 대한 환상과 우아함의 추구는 ‘레이디라이크 룩’이라는 페미니티 정점의 유행 경향을 주
도하게 되었다. 여성 인체미의 대표적인 신체 라인인 잘룩한 허리를 강조하기 위하여 의복 상의의 헴라
인(Hemline)은 가슴에서 허리라인까지 슬림하게 밀착되고 허리선 아래로는 볼륨이 강조된 플레어(Flare)
형태의 페플럼이 특징적으로 부각되었다. 198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어깨를 강조
한 새로운 수트 스타일인 파워 수트가 유행하면서 이것을 빅 룩(Big Look)이라 명명하였다. 티에르 뮈글
러(Tierry Mugler)와 입셍로랑(Ives Saint Lorant)은 여성에게는 극대화된 여성성을 강조하고 남성에게는
극대화된 남성성을 강조하는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그 가운데 여성의 실루엣은 어깨가 강조된 파워 숄더
에 허리에 밀착된 모래시계형을 연출하였으며, 허리를 강조하고 인체의 볼륨을 부각시키기 위한 페플럼
을 활용하였다. 현대로 이어지면서 페플럼은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디테일로 활용될 뿐만 아
니라 미니멀리즘이나 댄디 스타일, 혹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스타일의 룩 등 다양한 패션이미지에서 다
양한 형태와 소재로 표현되었다. 최근의 패션 동향가운데 2009 s/s 칼 라거펠트(Karl Largerfeldt)의 슈트
를 예로 들 수 있다. 메탈 광택 소재의 플리츠가 겹으로 구성된 페플럼 재킷은 큰 가죽 벨트, 펜슬 스커트
와 매치되어 미래적인 퓨처리즘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디올의 수장이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로 바뀐
2008년 f/w 시즌에는 80년대의 빅 룩의 향수와 디올 라인의 시그너쳐 스타일인 “뉴룩”의 재해석으로
빅 재킷과 플레어 스커트 매치의 정점에 벨트 형식의 가죽 페플럼이 새롭게 시도되었다. 세계적인 경기침
체에 시달리고 있던 2012년 s/s 컬렉션에서 여러 디자이너들은 낭만과 향수를 표현하려는 시도가 본격화
되었다. 환상적인 여성미에 대한 동경은 허리는 가늘게 힙 아래를 플레어 되게 퍼트린 미디길이의 A라인
스커트, 여성스러움의 대명사인 페플럼과 러플, 플라운스의 다양한 변주들을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는 등
여성스러움을 극도로 살린 디자인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페플럼 디테일은 처음에는 장식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크리놀린이나 인
체를 과장하는 버팀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19세기에는, 오버 스커트와 허리아래 볼륨을 부여하는 보
형물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적 역할과 함께 인체미를 부각시키고 패션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장식
디테일로 활용되었다.
3.2. 현대 패션에 나타난 페플럼의 표현특성
페플럼의 형태는 부착 부위에 따라 블라우스나 재킷의 헴라인의 연장, 오버 스커트 형태의 스커트 허리
부분에 부착, 칼라나 다른 구성선의 변형, 이질적인 소재와 구성으로 별도 부착 등의 형태로 나눌 수 있으
며 표현 기법에 따라 플레어, 플라운스, 플리츠, 개더, 절개, 프릴, 겹침, 접음, 프린지, 기타 입체적 변형 등
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플럼을 구성하는 페플럼 자체의 색상과 소재의 특성은 상의나 하의에 연
장된 같은 동일소재의 색상, 상의나 하의와 유사한 색상과 소재, 이질적인 소재의 유사색상 및 동일 색상,
이질적인 소재와 색상의 구성으로 구분되어 표현되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페플럼은 그 자체가 지닌 조형미와 함께 적용된 의복의 아이템과 디자인 등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패션의 이미지를 결정짓고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한다. 페플럼의 조형성을
근거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표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기적 율동미, 시각적 기능성, 효율적 장식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유기적 율동미에서 움직임은 변동이나 변화를 의미하며, 그 특성에 따라 환영적인 움직임과 실제의
움직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Kim, 2011). 고정된 부착물이 아닌 페플럼의 플레어진 부분이 인체의 움직임
에 의해 종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제 움직임과 플리츠나 플레어 디테일이 주는 환영적인 시각적 움직임에
의해 율동적 이미지가 강조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시각적 기능성은 시대가 요구하는 미의식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역사속에서 여성의 미적
기준과 관심이 집중되는 신체 부위도 달랐다. 하지만 가는 허리와 불륨감 있는 엉덩이의 S라인을 여성미
의 중요한 관점으로 집중되는 것은 일반화된 미적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다. 의복이 겹쳐져서 두꺼워지는
것을 피하게 되는 허리에 부착되는 페플럼은 볼륨을 강조한 플레어진 부분에 의해 시각적으로 가는 허리
를 부각시켜 여성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가늘고 긴 하체를 선호하는 미의식의 조건에 부합되
는 아이템인 몸에 밀착되는 슬랙스나 스커트 착용시, 부담스러운 군살이나 엉덩이의 굴곡을 자연스러운
페플럼으로 가려주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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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효율적 장식성은 여성스러운 패션이미지로 분류되는 로맨틱, 페미닌한 스타일의 직접적인 여성성
이 강조되는 룩 외에, 부가적인 디테일을 활용하기 부담스러운 모던하고 심플한 룩에서도 페플럼은 효과
적인 장식 디테일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성적인 인체미를 강조하는 Fit&Flare의 표현 방법 외에도 상하의
의 연속성, 상하의의 의도적인 구분, 특별한 장식 디테일로 강조하는 효과를 표현하는 등 다양한 패션 룩
과 효과로 활용되었다.
4. 결론
여성스러운 인체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신체부위인 가는 허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코르셋과 같
은 보형물로 허리를 압박하거나 의복이 겹쳐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두께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 이외
에 페플럼이라는 디테일을 덧붙이는 방법이 있다. 허리라인까지는 밀착되고 허리 아래는 볼륨을 강조하
여 시각적인 착시효과를 활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복식사에서 페플럼의 반복적 등장은 단순한 모방으로
서의 복고 경향이 아닌 역사의 계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형태와 역할로 재해석될 수 있다. 과거에서부터
계속 되어온 페플럼의 형태는 여성 인체미를 강조하고 ‘레이디라이크룩’이라는 중요한 패션스타일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패션이미지로 분류될 수 있는 현대 패션스타일에 있어서 차
별화된 조형미를 부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디테일로서의 조형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페플럼은 현
시대의 미적 요구를 반영하고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중요한 디자인 요소임을 제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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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이 나타난 현대 패션 연구

2012년 F/W 서울의 스트리트 패션 고찰

김성수·김영삼

김선하·김영아·서은·임유진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패션예술학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현대 패션에서 디자이너들은 회화, 건축, 조각, 공예와 같은 예술작품을 통하여 영감을 받아 디자인의
모티브로 사용한다. 20세기 1960년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몬드리안 룩(Mondrian Look)을 비
롯하여 많은 디자이너와 추상회화의 예술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21세기 들
어 추상회화 작품에 영향을 받아 패션 디자인에 활용하는 디자이너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단순한 표
면적 차용이 아닌 회화적 특성을 내외적으로 의상에 표현하여 예술적인 가치를 높이고 발전을 이루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추상회화의 대표적인 작가로는 바슬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파울 클레(Paul Klee), 피에
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잭슨 플록(Jackson Pollock)이 있으며 이 중 파울 클레는 조형적인 요소(점,
선, 면, 색, 입체 등)을 사용하여 작품에 독특한 조형세계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파울 클레의 회화에 영
감을 받아 발표되어지는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은 다양한 조형적 요소를 사용하여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
성을 패션 디자인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함으로 국내외 언론에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추상미술 화가인 파울 클레의 작품에 영감을 받은 컬렉션을 연구 대상으
로 하여, 현대 패션의 디자인 요소를 통해 나타난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회화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파울 클레의 회화가 디자이너들의 컬렉
션에 단순한 디자인 측면으로만 활용도구가 아닌 현대적이며, 회화에서 의상이라는 다른 차원의 예술로
재해석 되는 고차원적인 교류가 된다는 점을 밝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로는 관련 선행 연구와 전문 서적,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파울 클레의 회화에 나타난
회화 표현 특성을 고찰하는 문헌연구와 국내외 패션 잡지 및 인터넷 매거진을 통한 Donna Karan Spring
2006 Ready-to-Wear, Loden Dager Spring 2012 Menswear, Novis Fall 2014 Ready-to-Wear 컬렉션 이미
지 자료를 기초로 진행한 사례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레의 회화에서 선과 색채, 점, 면, 입체 등을 이용하여 평면적인 공간에서
표현된 상징성, 음악성, 환상성을 디자이너들은 의상의 디자인 요소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첫째, 상징성
은 기호를 사용하여 작가가 의도하는 어떠한 언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클레가 사
용한 기호학적인 양식과 문양을 패턴과 소재에 응용하여 의미의 단순화 및 축소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
째, 음악성은 음악적 선율과 음의 높낮이, 음의 울림, 화성과 대위의 표현을 클레는 색의 대비와 중첩, 배
치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패션에서 현대적인 색상으로 재배치하거나 소재의 차이를 이용한 색의 착
시효과, 질감에 의한 촉감의 차이 등으로 발전시켜 표현되었다. 셋째, 환상성은 통상적으로 현실과 동떨
어진 표현에 대한 예술적 효과를 지칭하며 클레는 아동화적, 원시 미술적인 표현을 회화에 그림으로서 다
양한 세대와 차원을 넘나드는 감성의 자극을 이루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직접적으로 회화를 의상에 도입
하거나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각에 기반을 두어 부분적으로 적용시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회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디자인 작업은 앞으로 현대 패션 디자인에 예술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본 연구가 다양한 회화 요소를 포함하는 디자인을 시도하는 패션
디자인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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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패션은 실시간적인 대중의 유행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은 서울의 상권별 스트리트 패션을 비교·분석하여 서울시 20-30대 여성의 착장 실태를 분석하여 2012
년 F/W 스트리트 패션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실증적 자료수집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서울의 젊은 여성들이 많이 쇼핑하고 있는
장소 중에서 패션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 명동·홍대·이태원·신사동의 4곳을 선정하
여 이 장소에서의 여성들의 착용 실태를 비교·관찰하고자 “현지촬영조사법”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
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SPSS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총 200컷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촬영은
2012년 11월 26일 - 2012년 11월 29일 동일한 장소에서 퇴근시간대에 실시하였다.
각 지역의 스트리트 착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다른 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명동의 경우 캐
쥬얼 스타일이 44.9%로 상당수 관찰되었다. 다른 지역들과 달리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도 10.2%로 비교
적 많았다. 상의의 아우터는 코트가 50%로 4지역 중 가장 많았고, 길이는 허벅지 길이가 세 지역에 비해
41.7%로 다수 관찰되었다. 이너는 티셔츠가 48.6%로 가장 많았고, 이너의 길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엉덩
이길이가 41.7%의 빈도로 나타났다. 하의는 팬츠, 진, 스커트가 비슷한 빈도로 관찰되었으며, 길이는 9부
이상이 대부분이었다. 신발은 워커가 다른 세지역보다 50%의 빈도로 월등히 높았다.
홍대의 경우 58%로 다른 세 지역들 중에서 캐쥬얼 스타일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20대 초반의 비
교적 연령대가 어린 여성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적인 특성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아우터는 코트가
44%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고, 다른 세 지역들보다 점퍼가 20%로 비교적 높았다. 아우터의 길이는 엉덩이
기장이 36%이 다수로 나타났다. 이너에서는 티셔츠가 52.9%로 다른 세 지역들보다 많았다. 이너의 길이
는 허리길이가 64.5%의 빈도로 나타났다. 하의의 경우는 팬츠가 70.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하의의
길이는 역시 9부 이상이 많았고, 신발의 경우는 운동화가 54%로 세지역중 가장 높았다.
이태원의 경우 역시 캐쥬얼한 스타일이 54.2%로 가장 많았고, 아우터에서는 코트가 39.6%의 빈도로 나
타났고, 야상이 27.1%로 다른 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우터는 허벅지길이가 37.5%의 빈도로 나
타났고, 이너는 티셔트가 35.1%로 가장 높았지만 다른지역들과 달리 니트가 27%로 비교적 많이 관찰되
었다. 이너의 길이는 허리길이가 가장 많았고, 하의에서는 진이 44.7%로 다른 세 지역들 보다 많이 관찰
되었다. 하의의 길이는 역시 9부 이상이 가장 많았고, 신발의 경우 운동화가 47.9%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
다. 가방은 숄더백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신사동의 경우 역시 캐쥬얼한 스타일이 51.1%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아우터에서는 코트가 34.6%로
가장 많았고, 다른 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패팅이 23.1%로 많이 관찰되었다. 아우터의 길이는 엉덩이 길
이가 다른 세지역에 비해 40.4%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상의 티셔츠가 44.2%로 가장 많았고, 이너의 길
이는 허리길이가 60.9%로 다수였고, 하의의 경우는 팬츠가 47.4%로 가장 많았다. 하의의 길이는 역시 9부
이상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실발의 경우는 운동화와 힐이 26%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가방의 경우
숄더백이 32%로 가장 많았다.
세 지역들 공통적으로 모든 아이템들의 색상에 있어서 무채색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이는 계절적인
특성상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러한 연구는 서울 패션지역인 명동·홍대·이태원·신사동 4지역의 20-30대 여성 소비자의 스트리
트 패션의 트렌드를 관찰함으로써 한국 패션기업들에게 패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Kang, Y. J. (2010). Paul Klee, une Recherche de la Multidimensionalite Picturale a travers les Structures de
la Musique.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of Western Art History.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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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마리메꼬 브랜드를 통한 스칸디나비안 텍스타일디자인
특성연구
박상오
영남대학교 의류패션학과

서론
최근 국내에서 디자인분야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교육, 복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주목
받고 있는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을 핵심요소인 텍스타일디자인을 통해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은 주로 건축, 가구, 생활용품 디자인 분야에 국한되어 연구되고 있어 텍
스타일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스칸디나비안의 대표적인 텍스타
일 브랜드인 마리메꼬(Marimekko)를 통하여 스칸디나비안 텍스타일디자인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텍스타일디자인 연구와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스칸디나비안 스타일의 특징이 명확히 나타난 텍스타일 브랜드인 마리메꼬를 선정하여
텍스타일디자인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리메꼬 브랜드의 텍스타일 제품을 분석을
위하여 단행본, 관련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고 텍스타일디자인의 특성을 모티브, 컬러, 패턴, 소재를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마리메꼬 브랜드의 제품을 중심으로 텍스타일디자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컬러는 화려하고 과감한 색조
로 밝고 선명하며. 블랙과 화이트의 명도대비, 색상대비 등 컬러의 배합이 대담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소재는 천연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실용적인 소재의 제품도 생산 되고 있다.
셋째, 모티브는 주로 기하학적이거나 꽃과 동․식물을 단순화한 부드러운 곡선이 주로 나타났다. 이는 스
칸디나비아 지역의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패턴은 전체적으로 반복되는
문양이 주를 이루며 모티브의 크기가 대담하고 스케일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활용품, 가구 등과 마찬가지로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 다른 제품, 공간과
의 조화를 중시하며, 간결한 디자인과 컬러로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주로 자연적 소재와 기능적인
소재가 활용되고 있었다. 이는 자연미와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되어 편안함과 안락
함을 전달한다. 또한 주변자연환경에서 볼 수 있는 모티브와 일상적인 모티브가 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실크스크린 방식의 제작으로 수공예적 감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스칸디나비안 텍스
타일디자인의 특성은 전통, 생활, 자연주의, 실용성을 바탕으로 특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스칸디나비안의 대표적인 텍스타일디자인 브랜드인 마리메꼬의 제품을 텍스타일디자인 구성요소로 분
석한 결과, 화려하고 선명한 컬러들과 그래픽적이고 추상적인 패턴, 자연을 닮은 모티브와 일상적인 모티
브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천연소재와 기능적인 소재로 실생활에 활용성이 높은 기능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스칸디나비안의 지리적, 기후적 환경과 연관하여 실내와 가정생활이 중시되는 라이프 스
타일이 반영되어 집안 어느 곳에나 어울리며 실내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즐거움과 유쾌함
을 줄 수 있는 디자인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스칸디나비안 텍스타일디자인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길 바라며, 향후 우리나라도
고유한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독특하고 차별화된 텍스타일디자인 양식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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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지역특화 섬유산업의 발전방안 : 풍기인견 산업 사례연구
여은아·박효은·지혜리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1. 서론
경상북도 영주시의 특산품인 풍기인견은 우리나라 평안도에서 작물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6.25
전쟁 당시 경북 풍기지역에 피난하여 생계수단으로 직물업을 시작한 것이 그 유래이며, 지금은 인견섬유
라 불리는 비스코스레이온의 전국 생산량 8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경제 및 산업이 수
도권인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으로 전파되고 있으나, 풍기인견은 풍기에서 생산하여 수도권에 고객을 두
고 있는 특수한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여름철 온도상승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대표적 냉감 소재인 인견제품에 대한 수
요가 크게 확대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삼성경제연구소, 2012)
길어진 여름 혹서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견제품 수요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원전 시설 체계와 위
기 대응체제 미비로 원전 고장 및 사고 건수가 많아지고 전력 수급이 불안해지고 정부의 절전 규제 방침
에 따른 기업들의 절전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3). 따라서 여름철 근무복으로 체온을 낮추
는 쿨비즈룩에 대한 개념이 확산되고 정부와 공기업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는 추세(뉴시스, 2012)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인견제품을 이용한 여름철 외출복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풍기인견 제품의
경우 사용자의 만족도가 크고, 재구매율이 매우 높으며 고령화와 천연제품 선호 경향과 맞물려 향후 더
욱 큰 시장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풍기인견 산업의 발전과 체계적인 산
업화를 위해 풍기인견 산업의 원사수입, 제직, 완제품 제조, 유통 단계 등 산업구조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 확인과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 방법 중 개인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채택하여 각 스트
림에서의 전문가 입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인견제품 및 소재 활용에 대한 자세한 경험적 자료 수집을 통해 이미 이론적으로나 시장에서
증명된 내용에 대해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질적연구의 목적 표집은 연
구자가 선별한 소수의 응답자들이 통해 특정 환경, 사람, 사건 등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의미있는 자료
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Maxell, 1996), Spradley(1979)가 제안한 체계적인 정보원 선택기준을 참고
하여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전문가 인지, 면접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상황을 분
석하기보다 기술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정보원을 선택하였다. 대상자는 인견관련 생산업체 및 소매점 13
곳, 섬유/의류개발 및 직물/의류수출 전문가 4명, 패션 기업 및 브랜드 담당자는 11명으로 총 28명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업체 방문 대면 직접 조사, 전화 인터뷰, 서면/이메일 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의 직급은 대표자, 임원, 혹은 실무경력 15년 이상 실무 책임자급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 업체의 업
력은 평균 15년 이상, 평균 연매출액은 6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평균 근무자 수는 18명(정규직)이었으며,
이는 성수기(여름)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는 전체 종업원 수를 제외한 것이다.
질문은 크게 시장현황, 소재개발, 디자인개발, 유통망확보, 향후 전망 순으로 구성하였고, 인터뷰식의 진
행으로 구조화되지 않은 질문을 사용하여 조사함으로서 기존에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주제에 대하여 면
접 대상자들의 폭넓은 응답을 얻기에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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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제언
풍기지역 내 인견 제조업체는 크게 제직 전문 업체, 판매 전문 업체, 제직 + 완제품 생산 + 판매 업체, 온
라인 판매 전문 업체로 나뉜다. 판매 전문 업체와 온라인 판매 전문 업체는 제직 전문 업체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완제품 생산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풍기 지역 내 제조시설과 타지역의 제조시설을 동시에 활용
하기도 한다. 타 지역의 제조업자들이 원단만 일부 구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수도권을 중심으
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풍기지역의 경우 제직부터 완제품생산, 판매까지를 한 업체에서 전담하는 경우의
업체가 가장 많으며, 자체 제직공장과 직판장을 통해 풍기인견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풍기지역 내
에서 생산되는 원단 및 완제품은 ‘풍기인견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등록에 의해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재이다.
풍기지역의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노후화된 직기와 영세한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자체
봉제공장을 운영하여 전 스트림을 아우르는 업체는 상위 2개 업체 정도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업체가 외주공장을 통해 생산하게 되므로 업체별로 상품의 독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전개하는
아이템의 카테고리가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 속옷, 천연염색제품, 패션소품에 이르기까지 전 상품군을
아우르는 넓은 상품구색을 가지고 있어 개별 아이템에 대한 상품기획이 차별화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
고 있으며 재고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상품으로 기업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지 못하
는 것이 브랜드화 및 규모의 성장의 한계점으로 보여졌다. 따라서 업체별로 자신이 더 강점을 가지고 있
는 소비자 연령대와 취향에 맞는 아이템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기에 각 아이템별
로 특화된 핵심 상품 개발을 통해 업체별 차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풍기지역 생산업체들은 인견 100% 제품의 생산, 판매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풍기인견 인지도와 인견
에 대한 소비자 인지, 고객층의 수요에 맞춘 대응 전략으로 일부 교직 생산제품(니트, 속옷류)을 제외하고
는 인견 100% 제품 생산을 통해 풍기인견의 아이덴티티를 고수하며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다. 그
러나 국외 업체의 상품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직물이 대부분이며 100% 비스코스레이온 제품을 사
용한 경우도 드레이프성을 강화한 니트 드레스 제품과 에스닉적인 느낌을 강화한 패턴물들이 많았다. 천
연염색이나 천연염색적인 느낌을 재현한 상품의 강화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에스닉적인 컨셉
의 다양한 니트 드레스에 대한 디자인력을 확보한다면 수출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며 그에 따
른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까지도 다양한 아이템 개발이 이루어져왔지만 냉감을 요
구하는 다른 니즈의 발굴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개척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여름철 차량매트
제품, 쿨토시, 여름철 신발 내장재, 야외 작업용 쿨링 모자 등은 냉감을 요구하는 상품들로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개발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유통망의 경우 풍기 현지 직영 소매점을 중심으로 전국에 대형할인
점, 백화점, 대리점, 도매상 등 다양한 유통채널로 인견제품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풍기인견에 대한 소
비자 인지도 향상 및 인견소비자 저변 확대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백화점, 할인점 수수료가 25~35%선으
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도매상의 경우 도매상 마진을 제외한 판매가격을 도매상이 직접 정하도록 되어있
어, 할인점, 도매상을 통한 소매점, 직영 소매점, 인터넷 쇼핑몰 등 유통 채널별 가격 충돌이 일어나기 시
작했다. 이제는 다양한 유통망 전개보다 집중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되며, 가격충돌에 대한 문제
점 해결을 위해 다브랜드 전략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백화점 판매 제품과 할인점, 도매상 공급 제
품, 직영점 판매제품의 브랜드를 달리하여 이러한 충돌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풍기인견 제품은 개
별 업체별로 유통망을 전개하고 있으며 편집형태의 소매점의 경우 여러 브랜드 상품을 그 라벨을 그대로
부착하여 판매하는 만큼 소매점별 차별화도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풍기인견업체들의 공동 물류센터, 공동 판매장을 확보하여 도소매를 겸하는 방향으로 통합 유통망을 전
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업체들간 상품정보유출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대문시장 시스템처럼 함께 모여서 고객을 상대함으로서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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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
19세기 중반 헝가리 여성복식
- 1867년 헝가리 여성의 연회복을 중심으로 조현진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Ⅰ. 서론
세계 인류사에 비춰진 복식의 유형을 보면 외형적인 특징은 시대적인 사회변천과 맞물려 변화되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헝가리의 시대상에 비춰진 여성복의 특징을 조명
해 봄으로써 기존 서유럽 중심의 복식문화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이되는 양상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문헌자료와 박물관에 전시된 회화자료 및 유물을 연계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
였고, 연구범위는 19세기 헝가리 여성복식에 한정하였다.
Ⅱ. 본론
1. 헝가리의 역사
헝가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지만 고고학적·역사적인 조사를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헝가리 민족이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헝가리 민족의 어족은 우랄어족의 한 지류인 핀-우그르 어족에 속하지만 그들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문화는 터키 유목민족과 유사하다.
최초 기독교인 헝가리왕 이슈트반 1세(97-1038) 치하에 헝가리 왕국은 중부 유럽의 주요국으로 성장했
다. 이 기간 동안 신성로마제국, 보헤미아 왕국, 폴란드 왕국, 러시아의 공국들 등 주변국과의 전쟁과 평
화의 시기가 반복되었다. 17세기 말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Habsburg) 왕가가 헝가리 전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헝가리인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종교적인 탄압을 가했다. 18세기 초에는 이에 대항하여 대규모 민
족 반란이 일어나지만, 반란은 실패하고 오스트리아의 헝가리 지배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
명 이후 19세기 초에 민족의식이 고조되고, 1848년 러요시 코슈트(Lajos Kossuth)를 중심으로 국민군이 조
직됨으로써 합스부르크가에 대한 무력 항쟁이 전개되었다. 독립전쟁 이후 헝가리는 한때 오스트리아의
군부 정치에 시달렸으나, 1866년 프로이센과 치른 전쟁에서 패한 오스트리아가 헝가리인의 저항 운동이
가열될 것을 우려하여 유화 정책을 시도하면서 1867년에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사이에 화해 협정이 체결
되었다. 이로써 헝가리는 일견 내정상 독립을 회복한 듯하였으나, 오스트리아 황제를 헝가리 왕으로 섬기
는 이중제국(Dual Monarchy)으로 바뀌었으며 이러한 이중제국의 형태는 1918년 합스부르크 왕조가 해체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2. 19세기 중반 서유럽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여성복식
1815년 나폴레옹 제국의 붕괴 이후 19세기 중반 서유럽은 전쟁과 혁명이 지나간 뒤 구체제로 복귀되면
서 구귀족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 복식의 양식에도 두드러지게 귀족풍이 복귀하면서 여성복에서 어깨를
드러내고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를 넓히는 등 혁명 이전의 귀족을 연상케하는 패션이 상류사회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흐름에서 의상은 시대상을 표현하는 표현대상이 되었고 특히 여성복식은 곡선과
부드러운 주름으로 장식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주는 로맨틱스타일의 형성하게 되었다.
Ⅲ. 결론
헝가리 여성복식의 주요 요소들은 16세기에 완성되었다. 유럽 상류층의 영향을 받은 헝가리 귀족 여성
들은 화려한 자수나 구슬로 장식한 주름 소매의 블라우스, 에이스나 벨벳 테두리가 있는 긴 주름치마, 코
르셋, 화려하게 장식된 몸에 딱 붙는 보디스(bodice), 자수와 레이스로 꾸며진 앞치마, 여성용 외투, 망토,
드레스 등 상류층의 권위에 맞도록 호화로운 장식과 부풀리고 과장된 복식을 선호하였다.
19세기 중반 헝가리 귀족 여성복식에서도 로맨틱 스타일의 영향이 나타난다. 헝가리 귀족 여성들은 다
양한 색상의 복식을 즐겨 착용하였으며, 실크, 벨벳 등의 소재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금실과 실크장식, 자
수, 금단추, 레이스 등으로 복식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이는 당시 서유럽의 여성복식의 경향이 헝가리에 전파되면서 헝가리 특유의 시대상을 반영한 스타일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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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의 한국의류제품 선호에 관한연구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정보특성이 브랜드친숙도와 브랜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오초·짜오웬웨이·김문영

홍금희·김슬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섬유패션학과·패션마케팅학과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패션시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맞추어 최근
에는 생산중심의 시장에서 소비중심의 시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의류업체에서도 중
국진출을 단순 생산중심이 아닌 소비시장으로 진출 전략을 바꾸고 있으며 한국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은
한류의 바람으로 한국의류 및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의 많은
중소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오프라인 유통보다는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진
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제품의 선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의류제품의 중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선호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TaoBao)의 스타일 인기순위에 나타난 브랜드 및 스타일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
았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의 거래규모는 2012년 1조 元을 넘어섰으며 전년대비 66%의 증가속도를 보이는 매
우 거대시장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 네트웍이 형성되면서 인터넷 이용자수가 급증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1년에는 오프라인 판매액 증가율보다 6배 높은 온라인 판매 중가률을 나타내
고 있다. 2010년 12월 중국의 인터넷 구매자 수는 1억 6100만명으로 18세가 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학생이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성시일, 20130).
중국의류브랜드 현황을 보면 1980년대 말부터 세계적인 브랜드의 중국시장진입이 있었고, 1990년대 말
부터 적극적인 진출로 2010년 기준 560여개의 세계정상급의 브랜드를 포함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중국시
장에 진출한 상태이다. 이들은 주로 북경, 상하이 등 경제가 발달한 도시를 중심으로 전문매장을 오픈하
였으며 국제적 경영방식을 중국에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010년 중국여성의류시장의 종합점유율 10위 브랜드 속에 한국브랜드는 E-land 계열의 2개 브랜드가
자리 잡아 대표적인 한국의 중저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으며 3400개의 점포에서 1조 3000억 원의 매출
을 올리고 있다. 이후 한류의 영향으로 베이직 하우스 또한 2010년 전년도 대비 100%의 성장률을 기록하
며 약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브랜드의 중국진출의 큰 힘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와K-Pop가수들의 활동에 영
향을 입은 경우가 많아 인기 스타를 모델로 기용하는 마케팅전략이 유효하였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적
스타일이 패션너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중국소비자의 한국의류브랜드 선호요인을 살펴보면 스타일과
품질을 선호요인으로 선택하고 있다(현인규 외 2010).
타오 바오는 B2B 사이트인 알리바바(Alibaba)의 자회사로 2003년에 설립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
이다. 2011년 타오바오는 중국내 시장점유율이 80%가 넘는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지불
시스템 즈푸바오와 자체인터넷 메신저 왕왕 및 신용카드시스템을 경쟁요소로 가장 신뢰받는 중국인터넷
쇼핑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타오바오의 인기 제품 분석을 통하여 중국 소비자의 패션스타일 선호도를 조사하고
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외투에서의 여성복 브랜드의 인기 순위는 1위로 상해지역의 회사 ZYZ로 총판매량 4만개로 하루
판매량 300~800개를 기록한 트렌치코트이며 2위는 항주지역의 FANTECHI로 한달 판매량이 8597개이
다. 10위권 안에 한국직수입브랜드는 없고, 8위에 중국현지법인인 DMA.S 가 있으며, 한달 판매량이 5151
개로 나타났다.
한국브랜드는 베이직하우스, 로엠, 티니위니, 온앤온, 한국SZ, 한국AZOKI 등의 현지법인을 통한 한국브
랜드의 진출이 있으며, 홍콩의 국제 아울렛매장에서 다루는 한국제품이 소재되기도 하는데 인기스타일
은 주로 귀엽거나 여성스러운 우아함이 강조되는 엘레강스한 여성캐주얼이 대표적이다.

2011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 혹은
호감에 따른 자발적 선택으로 광고마케팅 메시지를 받는 형태이다. 따라서 기존의 푸시 형태로 제공되던
모바일 광고에 비하여 이용자의 거부감이 적다(Bruner & Kumar, 2007). Choi and Kim(2013)에 의하면 카
카오톡 플러스친구의 이용동기는 정보, 흥미, 참여, 소통의 다차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정보 이용이 가장
강력한 이용동기로 나타났다. 모바일 패션 시장의 확대로 최근에는 패션기업에서도 모바일 통합 플랫폼
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그룹화된 특정 타겟에의 집중적인 광고노출로 고객지향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는 일반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서로 메시지를 보내듯이, 친근한 어투로 할
인 정보나, 새로운 소식, 쿠폰 등을 보내주며, ‘메시지’와 ‘친구’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광고
를 접목해 호감도를 높이고 있다. 소셜 미디어 패션광고에 대한 이와 같은 높은 호감은 해당 브랜드에 대
한 친근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매우 유리한 촉진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정보특성을 밝히고 이들 정보 특성이 해당 브랜
드의 브랜드친숙도와 브랜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패
션브랜드의 ‘카카오톡플러스친구’를 자주 애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
료는 총 154부이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응답자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패션 브랜드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보유 개수는 평균 5.5개로 나타
났으며, 하루 이용횟수는 평균 하루 3.5회로 나타났다.
2.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정보특성을 요인분석한 결과, 정보성, 즉시성, 경제성, 유희성, 개인화의 5요인으
로 나타났다.
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개인화와 즉시성 정보특성이 브랜드친숙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특히 개
인화의 영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브랜드 만족도에는 브랜드친숙도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유희성 정보특성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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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브랜드만족도에는 브랜드친숙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때 카카오톡 플
러스친구는 패션브랜드의 친숙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보 소통수단이면서 패션기업의 효과적인 촉진수단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개인화가 브랜드친숙도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쳤으므로 패션기업은 모바일마케팅이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참고 문헌

123

P28
한국의 1인 가구 패션소비에 대한 연구
백은수·추호정·이하경·권현진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론
‘싱글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이미 대한민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4분의 1을 넘어섰
다.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 471만 명으로 2003년 대비 67.0%
가 증가하였다. 이는 2인 이상의 다인가구가 2.1% 증가한 수치에 비하면 폭발적인 증가이다. 이에 1인 가
구 소비자들의 라이스프타일을 고려한 상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다수의 매체에서도 이들을 주목하는
등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1인가구의 패션소비행
동을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

40대 이상의 1인가구의 평균 연령은 49.7세로 서비스 종사자가 다수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경기권에
거주하며 다인 가구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세 혹은 자가소유의 형태로 거주한다. 월평균 가구수입은 208만
원이고 월평균 의복지출액은 9만 6천원으로써 의류지출비중은 4.76%로 타 연령 1인 가구보다 낮게 나타
났다. 이들은 전년 대비 생활 형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실제 의복구매행동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다. 패션
제품 소비를 위한 동조행동이나 자기표현욕구는 낮은 편인 반면, 의복의 사용, 손질, 관리 및 착장에 있어
편의성과 같은 실용적 효용을 추구한다. 이들은 백화점보다 가두점을 주로 이용하고 캐주얼이나 아웃도
어 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로는 주로 집에서 TV를 보거나 등산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고찰) 1인 가구화는 소비의 양과 질을 동시에 증대시킨다. 주거, 내구재 등 2인 이상의 가구에서
공유할 수 있는 제품을 개별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전체 소비량을 늘릴 뿐 아니라, 다가구 소비자들에 비해
개인 성향을 반영하는 제품을 추구하기에 소비의 질적인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20대 1인 가구의 동조성향, 30대의 자기표현 및 40대 이상의 실용성 추구성향 등과 같이, 성장하는 1인 가
구 시장의 세분화된 전략으로써 이들의 패션 소비 성향과, 이에 따른 행동 변화를 잘 반영한 제품과 마케
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의 20세 이상 64세 이하 소비자 중 동거인이 없는 1인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시행되었고 면접조사원이 직접 가구
를 방문하여 설문조사 참여를 요청하고 수락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57개
의 유효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결과
본 연구의 1인 가구 연령별 비중은 20대 17.2%, 30대 18.3%, 40대 14.8%, 50대 15.6%, 60대 이상 32.8%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200만원으로 나타났고, 통계청의 소득별 10분위 분류 조
사한 가구의 소득을 적은 순서부터 전체 인구의 10%로씩 나누어 조사한 것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2013)에 따르면 전체 10분위 중 2분위 이하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의
의류지출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20대가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청에서 2013년
3/4분기에 보고한 2인 이상 가구 의류지출 비중인 3.12%를 크게 웃도는 값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패션 소비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연령별 월평균 패션제품 구매액, 월평균 구매개수, 복종별
브랜드 회상율 및 구매장소, 구매브랜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대 1인 가구는 평균 25.2세의 미
혼으로 사무직 종사자 혹은 학생으로 분류되었다. 주로 서울과 경기권에 거주하며 오피스텔에 월세 또는
전세의 형태로 거주한다. 이들의 월평균 가구수입은 177만원, 월평균 의류지출액은 10만 3천원으로 의류
지출비중은 6.06%을 나타낸다. 소득 대비 의복지출을 많이 하지만 가격비교, 세일 탐색행동이 활발한 경
제성 추구집단이다. 타 연령대에 비해 유명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연예인 동조행동이 높은 반면,
구매는 가격 비교 후 세일 시기에 구매를 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의 활용을 통해 스마트한 소비를 추구하
는 경향이 있다. 여가를 위해 영화, 연극, 콘서트 관람을 즐기고 관심분야 지식을 쌓는 등 활동적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30대 1인가구는 평균 32.4세로 대부분 사무직 종사자이며 미혼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주로 서울과 경
기권에 거주하며 다세대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전세 혹은 월세의 형태로 거주한다. 월평균 가구수입
은 213만원이고 월평균 의류지출액은 10만 6천원으로 의류지출비중은 5.23%로 나타났다. 이들은 타 연령
대에 비해 전년대비 의복구매수준이 가장 높으며 향후 의복구매 의사가 가장 높은 집단이다. 주로 캐주얼
남성정장을 구매하며 브랜드 가치를 중요시하는 편이다. 타인의 패션이나 유행 등 동조행동이 나타나기
도 하지만 개성 추구와 같은 자기표현 행동 수준이 타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의복의 구매나 사용, 처
분에 있어서 실용적인 태도는 동창회, 친목회 활동 및 스포츠활동, 맛집 탐방 등 수준 높은 여가활동에서
영향을 받았음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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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양희순·정재은·정소원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상명대학교 의류학과

화장품 산업은 국가의 중요한 산업인 동시에 지식 집약적인 정밀화학 산업이며, 에너지 절약형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수출전망이 밝은 미래 지향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국내
판매 증가, 저가 화장품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 균열로 인해 화장품 업계는 다각적인 변모를 겪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 화장품 제조
기술이 향상되었고,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상승했기 때문에 화장품 산
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상위 10개의 업체가 매
출의 80%를 차지하는 과점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화장품 대기업들은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존
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화장품 산
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4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 파악하고 향후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중소기업법에 따라 기업규모는 종업원 수 300명 이하, 3년 평균 연 매출액 1500억
미만의 화장품 관련 중소기업 4곳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면접
법으로 진행되었는데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 해외 진출 동기, 해외 진출 전략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
성되었다. 심층 인터뷰를 위해 기업 대표 및 해외 사업 담당자 2인과 각각 1시간 반에서 2시간에 걸쳐 사
전에 준비된 질문 내용을 중심으로 2013년 12월에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은 인터뷰 응답자의 동의하에 녹
취되었으며 녹취록 작성 뒤에 분석되었다.
본 연구 대상 기업의 대략적인 기업개요를 살펴보면 가인화장품과 기린화장품은 연 매출액 30억과 22
억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주력 상품은 염모제 및 헤어제품으로 미용실과 소비자에게 제공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닉은 연 매출액 858억으로 주력제품은 마스크팩이다. 마지막으로 해브앤비는 연
매출액 235억으로 주력제품은 BB크림이다. 제닉과 해브앤비는 소비자 대상의 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제
닉은 자사브랜드 제품 수출 뿐만 아니라 OEM을 통해 여러 회사에 제품을 공급한다. 이들 기업 가운데 해
브앤비를 제외하고 모두 자체공장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인화장품과 기린화장품의 해외진출 동기는 국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인식이 주요한 요인이
다. 경쟁사들의 제품모방이 쉽고, 국내 시장에서는 브랜드 파워가 약하지만 해외에서는 품질로 승부가능
하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시도하였다. 해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이 없이 한국제품으로 인식되어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한류로 인해 한국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인식이 형성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 수출 기업에 대한 신뢰 형성과 지원정책의 활용이 용이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해외 진출 동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제닉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했지만 국내 인
지도 부족으로 인해 국내 화장품 회사에서 판매가 어려웠다. 이에 1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미국 시장에 진
출하게 되었고, 미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기반을 잡고 성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가인화장품,
기린화장품과 제닉은 국내 환경요인이 해외 진출의 동기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브앤비는 경영자의 의
지가 글로벌 진출에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사업초기부터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국내시장은 이를 위한 발
판으로 여기는 경영자의 글로벌 지향적인 마인드가 가장 큰 진출 동기가 되었다.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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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 진출 전략에 대해 살펴보면 가인화장품과 기린화장품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품질
의 제품을 해외시장에 맞게 원하는 컬러나 향에 맞춰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제품혁신 전략이 주요한 해
외 진출 전략이다. 이러한 고객화 전략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소가 존재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을 할 수
있는 유연생산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제닉은 하이드로겔이라는 독보적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마
스크팩으로 성공을 거둔 뒤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생산법인과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중국시
장 진출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성공이 해외 진출에 발판이 되었으며, 연구소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제닉 또한 해당 국가에서 선호하는 기능에 맞춰 제품의 성분을 조절하여
수출하고 있다. 가인화장품, 기린화장품, 제닉은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하
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력이 해외 진출의 가장 큰 전략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반해 해브앤비는 자체 공장 없이 OEM을 통한 제품생산을 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의 가장 큰 전
략은 마케팅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시장에서 백화점을 통한 판매로 인해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미국법인과 중국법인을 설립하고 세포라나 부츠와 같은 세
계 유명 화장품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 전략을 구사하였다. 법인은 현지 유통망을 개척하고 지속적인 영업
관리, 다양한 마케팅 활동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중국법인을 통해 웨이보나 위챗과 같은 SNS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하고, 패션위크 후원, 언론사 초청,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해외
현지 고객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화장품 업체들은 해외진출을 위해 각국마다 기준이 다른 품질인증을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장품 해외 진출은 품질 인증이 되어야 하는 까다로운 기준이 작용하기 때
문에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비용과 시간투자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의 협소한 시장 환경, 경영자의 글로벌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는 국내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 동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우수한 제품 생산능력은 주요한
글로벌 진출 전략으로 작용하며, 마케팅 활동을 통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의 형성 또한 중요한 해외진
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
으로 해외진출을 노력해야 한다.

*이 논문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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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글로벌 패션브랜드의 SNS 활용 현황에 관한 연구
-시나웨이보를 중심으로펑하오·김지연
호남대학교 예술대학 의상디자인학과
1. 서론
세계 3대 주요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의 거대한 구매
력으로 인해 세계 최대 의류소비시장으로 부각되면서 한국 패션기업을 포함한 많은 글로벌 패션기업들
의 진출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중국의 패션산업부문에서 내수시장 강화정책에 따라 중국에 본사를 둔 로
컬 브랜드도 크게 성장하고 있어 중국 패션 시장에서의 경쟁도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李政，2011),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중국의 패션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SNS를 활
용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선
호하는 의사소통채널인 시나닷컴 웨이보(sina.weibo)를 중심으로 글로벌 SPA브랜드와 명품브랜드의 사
례를 비교분석해 향후 중국 패션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SNS활용 마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중국의 패션시장에서 글로벌 SPA 브랜드의 진출은 자라, H&M, 유니클로 등 대표적인 글로벌 SPA기업
들이 선두로 정착한 이래로 GAP, C&A, TOPSHOP, Abercrombie &Fitch, 망고 등의 브랜드들까지 경쟁
에 가세한 상황이다(삼성디자인넷, china SPA market, 2013.4.5.).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 진출해서 정착중
인 8개의 글로벌 SPA브랜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시나웨이보의 화면 및 화면내 컨텐츠 분석, 기준시간
후 30개의 블로깅 내용에 대한 분석 등을 실시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또한, 2013년 중국 부호들에게 가
장 인기 있는 여성브랜드와 남성복 브랜드 중 Chanel, Burberry, Dior, Giorgio Armani, Ports, Gucci, LV,
Versace, Givenchy, Ermenegildo Zengna, Hugo Boss, Dunhill 등 총 12개 명품 브랜드를 선정하여 웨이보
의 메인화면 분석, 화면내 컨텐츠 분석, 기준 시간 후 30개의 블로깅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글로벌 SPA브랜드 웨이보 비교분석
A&F의 메인이미지는 블랙배경의 스타일사진을 활용했다. 중앙 부분의 대표 이미지는 새 점포 오픈소
식홍보이고, Focus on 부분은 4장사진의 이미지플레이 방식을 사용했다. 4장의 사진중에는 점포사진, 모
델컷, weixin QR코드 등으로 구성되었고, 동영상도 탑재되었다. C&A의 메인이미지는 신상품 스타일 사
진을 활용했고, QR코드를 통해 브랜드가 소개된다. "관주" 버튼을 누르면 C&A에 관한 최신의 패션 뉴스
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있다. Focus on 부분에 주제 활동과 50번째 점포 오픈사진이 있고, 2014년 S/S제
품 홍보용 30초 동영상도 탑재되어있다. 특히 스타일 사진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판매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하였다. FOREVER 21의 메인이미지는 신상품을 착용한 남녀 모델 스타일 사진이고 전체 화면 배
경은 화이트 색상을 활용했다. Focus on 부분은 다섯 장 사진이 자동 이미지 디스플레이되게 하였다. 5장
의 사진에는 신상품 할인 이벤트, 남성복, 여성복, 핸드폰쇼핑 안내, 친구 추가 이벤트 등으로 구성되었
다. H&M의 메인이미지는 3개의 신상품 스타일 사진이 한 페이지로 편집되었다. 화면의 전체 배경은 자
연이미지를 활용하였고, Fucus on에는 4장 스타일 사진이 자동 이미지플레이되어 신상품, 이벤트를 소개
하였다. 사진을 클릭하면 중국어 판 H&M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H&M LIFE, WOMEN, MAN, CHILD,
HOME등의 카테고리가 소개되며, Focus on 오른쪽에 5개의 링크를 걸어두어, H&M 패션 뉴스, H&M 공
식 홈페이지. H&M Android app. iphone app. H&M Youku video space로 연결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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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의 메인 이미지는 화이트 색상 배경하여 남녀 스타일 사진을 보여주었다. Focus on 부(1)글로벌 SPA
브랜드 웨이보 비교분석분에는 스타일사진을 두지 않고 "beautiful you kids"라는 동상만을 탑재하였다.
Focus on 오른쪽에 링크 두 개를 걸어 GAP의 공식적 홈페이지와 Gap스타일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하
였다. TOPSHOP의 메인이미지와 배경은 반복적인 기학 모티브를 활용했다. Focus on 부분은 1분 14초
의 Topshop 2014 여름 신상품 동영상을 탑재하였고. focus on 오른쪽 연락처 밑에는 TOPSHOPMAN과
TOPSHOP이 링크가 걸려있다. UNIQLO의 메인이미지와 배경은 도식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사진이
미지였다. Focus on 부분은 4장 사진으로 자동 이미지플레이 되게 하였다. 첫 번째 사진은 2014 UT 라인
사진들과 SPPRZ N Y line 스타일 사진들, 남성 oxford shrit 색상, supima cotton T-shrits 이벤트소개로
이루어졌다. 유니클로의 사진이미지들에서는 가격이 같이 표시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ZARA의 메
인이미지는 스타일 사진과 자연 사진을 배경으로 활용했다. Focus on부분은 4장 스타일 사진이 자동 이
미지플레이되게 하였다. Focus on 부분의 사진을 클릭하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될 수 있다. Focus on 오
른쪽에는 점포와 회사 연락처, 이메일 등의 정보가 있고, 아래쪽에는 마이 팬 서비스 플랫폼이 있다. 여기
에서는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필요한 브랜드 뉴스나 할인 이벤트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곳이다.
(2) 명품 브랜드 웨이보 비교분석
Burberry의 메인 이미지는 하늘색 배경으로 신상품을 착용한 7명 모델 스타일 사진을 활용했다. 사진 화
면에 코트, 가방, 아이웨어 등 아이템을 홍보했고, Focus on 부분은 가방 사진 한 장만과 Burberry weixin
번호의 QR코드가 있어 친구 주가 화면으로 자동이동 하게했다. Chanel의 메인 이미지는 심플하게 블랙
배경에 화이트 글씨를 이용했다. Focus on 부분은 다른 브랜드와 달리 사진이나 동영상을 탑재하지 않았
다. Dior의 메인 이미지는 2014/15 AW 쇼 무대 사진이고 화이트 배경을 활용했다. Focus on 부분은 1분
3초의 "backstage-instant beauty solutions pros"라는 통영상만 탑재 했다. Focus on 부분 오른쪽에는 Dior
공식 홈페이지와 Dior Youku Video Space의 링크 두 개를 배치했다. Duhill 메인 이미지와 배경은 다 반
복적인 기학학적인 모티브를 활용했다. Focus on 부분은 가방과 넥타이 사진과 양복세부 사진으로 구성
한 아주 간단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진을 활용했다. Focus on 부분 오른쪽에 점포 위치정보와 연락처를
표시했다. Giorgio Armani 메인 이미지는 손목시계 사진이다. 배경은 메인 이미지 사진 일부를 확대이미
지로 활용했다. Focus on 부분은 시계사진 한 장이며 1분 8초의 스위스에서 만든 손목시계 홍보용통영상
을 탑재되게 했다. Focus on 오른쪽에 3링크를 걸어두어, Armani 공식 홈 페이지. Armani Live. Armani
Youku Video Space로 연결 할 수 있게 했다. 링크 밑에는 피드백 서비스를 두었다. Givenchy의 메인 이
미지는 화이트 배경의 쇼 무대 사진을 사용했다. Focus on 부분은 4장 페이지 자동으로 이미지디스플레
이 방식을 응용했다, 한 페이지에 스타일 사진 2장로 구성되고, Focus on 부분 오른쪽에 GIVENCHY 홈
페이지의 링크을 걸어 클릭하면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였다. Gucci의 메인 이미지는 빨간색 배경으
로 모델 두 명 신상품을 착용한 스타일 사진화면을 활용했다. 배경도 메인 이미지와 비슷한데 모델의 스
타일만 다르게 활용했다. Focus on 부분은 사진 두 장이 자동 디스플레이 되게 하였다. LOUISVUITTON
의 메인 이미지는 블랙 배경의 브랜드 로고이미지를 활용했다. Focus on 부분은 2분 29초의 "2014/15 AM
women show"라는 통영상만 탑재되었고, Focus on 부분 오른쪽에 게시판, 마이 팬 서비스 플랫폼, 연락
처 등을 두었다. Versace의 메인 이미지는 블랙 배경의 모델 스타일 사진이 보여주었다. Focus on 부분
은 1분 32초 2014 봄-여름 여성 패션쇼 통영상을 탑재되었고. Focus on 부분 오른쪽에 Join Us라는 게시
판 있고 이력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게시판 밑에는 연락처와 Versace 공식 홈 페이지 링크 되게 하였
다. Ermenegildo Zegna의 메인 이미지는 모델 두 명 있는 스타일 사진을 응용하였고, Focus on 부분은 4
장 2014년 겨울 패션쇼의 사진 자동으로 디스플레이 하고 14분10초 통영상을 탑재했다. Focus on 오른
쪽에 마이 팬 서비스 플랫폼과 마이 서비스라는 2014년 붐-여름 패션쇼의 링크가 있어, Zegna 홈페이지.
HIGHLIGHTS. Zegna LIVE. PRESSROOM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였다.
4.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내 글로벌 SPA브랜드와 명품 브랜드의 시나 웨이보를 통한 소비자와의 소통내용에
대해 내용분석하였다. 각 브랜드의 메인화면특징이나 컨텐츠등의 특징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고, 그러
한 차이는 브랜드의 컨셉이나 마케팅 전략 등과도 연관되어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국에 진출
하고자 하는 한국의 패션기업들이 중국의 대표적인 SNS인 웨이보를 통해 소비자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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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윤리소비행동 연구
정혜정·이가은·오경화
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국내의 소비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윤리소비의 행태가 진화하
고 있다. 윤리소비가 국내에 소개된 이후, 신생 윤리소비자들의 관심은 환경보호를 위한 친환경 제품 구
매와 같은 녹색소비 중심이었으나 최근 윤리소비는 이러한 단차원적인 의미와 함께 공정무역, 로컬구매,
노동인권, 기업의 저작권 침해, 기부와 나눔, 소비절제, 동물복지 등 윤리소비의 차원이 세분화되어 그 범
위가 넓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쇼핑할 때 자신이 내리는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자원고갈이나 환경 파
괴로 이어지거나 가난한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까지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영향을 주어 윤리소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소비자들이 윤리소비를 하는 이유와 윤리소비 방해요인, 그리고 윤리소비의 주요 특징에 있어
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윤리소비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윤리적
소비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시의성 있는 전략 수립을 제언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최근 중요한 소
비자 분석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터넷 검색, 블로그 등의 소셜 미디어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커뮤니케이션 속도 또한 더욱 빠르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소셜 미디어 사용자
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해 ‘온라인’ 상태
로 소통하게 되었고 이러한 소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소셜 빅
데이터를 형성하게 되었다. 빅데이터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
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검색, 조회, 분
석, 시각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한 기술용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Gartner, 2012). 기업 간 경
쟁이 심화되면서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빠른 고객피드백이 절실한 가
운데, 소셜 미디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비정형 소셜 빅데이터들이 시장의 피드백을 적시에 직접 청취
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reuer et al., 2013).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야기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전달되는지, 소
비자들이 무엇을 사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은지, 소비자들이 왜 다시 사는지, 그리고 그런 이
야기들의 생성과 유통의 과정이 시간 축을 두고 어떠한 시계열적 패턴을 나타내는지 등을 소셜 빅데이터
를 통해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윤리소비행동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
한 텍스트 마이닝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윤리소비를 하는 동기 및 방해요인과 윤리소비행동의 특징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텍스트 마이닝이란 방대한 양의 소셜미디어 텍스트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다른 정보와의 연계성을 파악한 뒤 텍스트가 갖고 있는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등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이수현 & 이유재, 2013) 의사결정이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지식, 기대하지 못
했던 패턴, 새로운 법칙과 관계를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다음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소
셜메트릭스 (some.co.kr)를 사용하여 2008년 이후 현재까지의 소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
이 어떠한 윤리소비행동을 보여 왔는지 윤리소비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여 미래 윤리소비자 행동의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소셜 빅데이터를 통한 텍스트 마이
닝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윤리소비에 대한 국내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신문기사, 블로그, 논문 등
에서 언급된 윤리소비 연관어들을 찾아 카테고리를 만들어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소비를 크게 '
환경', '인간', '동물' 의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를 토대로 윤리소비의 카테고리를 구
성하였으며 환경과 관련된 연관어로 그린소비, 녹색 소비 등의 ‘친환경’으로 키워드로는 윤리소비 관
련하여 어떠한 이야기들이 언급되었는지 자료를 추출하도록 하겠다. 인간 관련 윤리소비 연관어로는 사
회적 책임/지속가능한 사회(공정거래, 로컬구매, 노동인권, 소비절제, 사회공헌)과 법적 책임(저작권 보
호, 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하고 동물 관련 연관어는 동물복지를 키워드로 하여 어떠한 윤리소비 관련 이
슈들이 언급되었으며 윤리소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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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추출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의류, 식품, 주거, 건강, 전자제품 등 적용될 수 있는 산업분야별 이슈
매트릭스를 만들어 각 분야에서의 윤리소비 특징 및 변화를 조사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윤리소비 동기 및 방해요인, 윤리소비 후 감정, 윤리 소비의 주요 특징, 윤리 소비의 진화
과정 등을 규명하여 한국 소비자들의 윤리소비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윤리적 기업경영을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로 제시하고 있는 국내 패션기
업 및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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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쇼핑에서 착장사진 왜곡이
소비자의 상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윤남희·추호정·김현숙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의류학과·배재대학교 의류패션학과

모바일 쇼핑에서 상품착장사진의 매력성을 높이기 위해 왜곡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상품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는 현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상품을 평가하는데 있어 왜곡된 착장사
진 정보에 대해 인지적 처리과정(discursive information processing) 뿐만 아니라 모호한 이미지에 대한 심
상적 정보처리(imagery information processing) 과정을 거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품이
더 돋보이도록 착장사진이 왜곡되었을 때, 왜곡된 사진의 정보 진단성(diagnosticity)과 심미적 만족의 영
향력을 살펴보고, 왜곡된 착장사진과 소비자와의 이미지 일치성이 상품평가에 미치는 조절적 영향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착장사진의 왜곡을 조작화하기 위하여 20-30대 여성의 주요 구매 아이템으로 블랙 코팅진를
선택하여 소비자의 선호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국내 의류쇼핑몰을 대상으로 4
개의 대안 상품중 1개의 상품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착장사진은 상품 매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얼굴은 제외하고, 20대 한국 여성의 평균 신체사이즈 모델이 착장한 사진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극물의
왜곡은 날씬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착장사진의 폭을 10% 줄임), 조명효과(착장사진에 빛을 가함)를 주어
조작화 하였으며, 각 한 가지 효과만을 준 것, 두 효과 모두 준 것, 그리고 조작화 시키지 않은 총 4가지 자
극물에 대한 요인설계로 디자인된 가상 모바일 웹사이트를 제작하였다. 피험자간 설계(between subject)
로 피험자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사진을 보고, 설문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무작위
로 4개 자극물에 대해 43-48명의 피험자가 고루 분포되었으며, 집단간 스마트폰의 사용 기간, 일평균 어
플리케이션 사용시간, 어플리케이션 사용 다양성의 모바일 사용행동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적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4개 자극물에 대한 착장사진 왜곡 조작화 검증을 위해 사진의 과장성 지각 차이를 확인한 결과(F=4.757,
p<.01), 이미지 조작화가 없는 자극물(no effect)과 조명효과만 준 자극물(light effect)은 날씬하게 보이게
조작화 한 거울효과(mirror effect)를 준 자극물들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착장사진이 돋
보이도록 모두 조작화된(light-mirror effect) 자극물과 이미지 조작화가 없는 자극물을 선택하여 이후 분
석을 실시하였다. 두 자극물간의 이미지 유창성(imagery fluency) 차이를 분석한 결과(t=2.373, p<.05) 왜
곡시키지 않은 착장사진에 대해 이미지 유창성 지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이미지 지각의 명확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Normed χ2=1.831, GFI=.906,
CFI=.965, RMR=.048, RMSEA=.067), 모델 적합도 지수는 만족스럽게 나타났으며, 변수들의 신뢰도, 타당
도를 확인하였다.
정보 진단성과 심미적 만족의 상품태도에 대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왜곡없는 착장사진이 제
시된 경우 심미적 만족이(β=.573***), 착장사진이 왜곡된 경우(light-mirror effect)는 정보진단성이(β
=.578***) 상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착장사진이 왜곡된 경우, 소비자는
더욱 정확한 인지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각할 때 긍정적 상품평가에 이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정확하게 상품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품정보 제시상황에서는 심상적 정보처리를 통한
심미적 만족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상품태도를 형성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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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아이미지 일치성이 정보 진단성과 심미적 만족이 상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착장사진이 왜곡된 경우, 정보진
단성과 자아이미지 일치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change=3.414*). 구체
적으로 이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진단성(median=3.0)과 자아이미지 일치성
(median=2.0) 중위수값 이하, 이상의 각가 두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독립변수로 상품태도
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정보진단성을 높게 지각
할수록 상품의 긍정적 태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왜곡된 착장사진에 대해 이미지 일치성이 높을
수록 정보진단성 지각이 상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즉, 소비자는 모바일 쇼핑을 통
해 제시된 상품사진을 보고 사진에서 상품의 정보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지 인
지적 판단을 하게 된다. 인지적인 판단이 쉽게 이루어질수록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하게 되는데, 제시된 상품의 사진이 소비자의 호의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실제 자신의 모
습이 아닌 더 날씬하게 보이도록 왜곡된 상품의 사진을 볼 경우, 왜곡에 대한 인지보다 상품을
착장한 피팅모델과의 모습을 자신의 이미지와 유사하게 평가할 경우 정보에 대한 인지적 판단의
용이성으로 인한 상품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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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과 패션 스타일 분석 연구
김나희·유태순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Ⅰ. 서론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가 21세기를 ‘여성의 세기’ 로 정의 하였듯이 강인한
힘과 통솔력, 권위주의로 대변되는 남성리더십의 수직적인 시대가 가고 부드러움, 포용력, 배려와 공감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리더십이 21세기 정치의 주역이 되었다(임은숙, 2013). 정치리더의 이미지는 다양한
요소로서 구성되는데 그 중 패션은 비언어적인 요소 중 하나로 총체적 이미지로 대변해 줄 수 있어 패션
이미지 연출의 요소로서 의상,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기타소품들로 인해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이 가능하
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1979년까
지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대행 하였으며, 1998년 공식적 정치입문을 한 이래 당
대표를 거쳐, 2012년 7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
령 선거에서 51.6%라는 과반수 득표를 받아 당선된 성공한 여성 정치 리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업
무수행에 따른 패션 스타일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며, 많은 여성 정치인들에게 상황과 역할에 나타나는
리더십 유형에 따른 패션 스타일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대한민국 여성 정치리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정치적 업무 수행(선거운동·자국행사·외교사절)에 나타나는
패션 스타일의 특성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 박근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리더십 유형을 최근 여성
리더십으로 주목 받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을 통하여 문헌고찰하고, 패션 스타일 자료 수집은 선정된 대상
의 제 18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2012년 7월 10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대통령 공식 홈페
이지(www.president.go.kr)의 사진과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되는 국내의 신문 및 주간지에 기사화된 사
진 등을 수집하여 정치적 업무수행만을 선별하였다. 패션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하여 총 251점의 사진 자
료를 수집하여, 전문가 집단(스타일리스트 4인)에 의하여 사진의 선명도가 높고, 구별에 용이한 정면자
세 포즈의 사진과 정치적 업무수행(선거운동·자국행사·외교사절)으로 구별하여 동일한 의복은 제외한
117장을 선별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채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청와대 생활로 권력의 중심에서 간접적으로 정치를 배웠으며, 어머니 육영
수 여사를 대신해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치를 전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와 아버지와 함께
여러 나라에 외교활동을 다님으로써 경험, 정치철학이 바탕이 되어 형성되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여
성으로서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방문 활동시 수첩에 일일이 적고 진행결과를 확인한다거
나, 약속은 사람들에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가 하는 언행으로 세심함과 배려, 이상보다는
구체성을 중요시하는 여성성이 반영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대통
령의 리더십 유형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보수적인 카리스마의 강한 리더십과 이와 더불어 여성 리
더십인 세심함, 배려, 모성, 화합형 리더십 등을 적극 활용하여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8

2. 선거운동 시 나타나는 리더십 유형은 카리스마와 신뢰의 리더십과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이다. 리더십
유형에 따른 패션 스타일은 다음과 같다. 카리스마와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치마 정장 대
신 무채색의 바지 정장을 착용 하였다. 직선적인 실루엣과 절제된 디테일은 정직하고 강한 활동적인 모습
을 부각시켰으며, 또한 자칫 차갑고 강해 보일 수 있는 이미지에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 액
세서리로 브로치와 굵은 웨이브 업스타일의 우아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다.
자국행사시 나타나는 리더십의 유형은 강한 추진력과 불통의 리더십 및 화합형 리더십이다. 리더십 유
형에 따른 패션 스타일은 다음과 같다. 화합형 리더십은 밝고 화사해진 패션의 색상과 액세서리로는 진주
목걸이,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의 변화는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높여 나타냈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스트레
이트 실루엣의 바지 정장은 당선 전 재킷 길이보다 긴 스타일로 만다린 칼라의 재킷을 주로 착용하고 있
는데, 이는 당선 전보다 더욱 중성적인 이미지로 변함없는 박근혜대통령의 보수적인 이미지로 강한 추진
력과 불통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패션 스타일로 나타난다.
외교사절시 나타나는 리더십 유형은 상대국가의 대한 세심한 배려의 리더십 및 신뢰의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의 리더십, 부드러운 리더십이다. 리더십 유형에 따른 패션 스타일은 다음과 같다. 외교 상황, 상대
국가의 문화적 특징과 상징 색상에 따라 패션 스타일에 연출하여 세심한 배려의 리더십이 가장 큰 특징
으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공식석상에 설 때에는 만다린 칼라 재킷과 바지 정장으로 신
뢰의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의 리더십이 나타나는 스타일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해외 동포를 만나는 동
포 간담회에서는 한복으로 여성 대통령의 모습으로 부드러운 리더십의 패션 스타일이 나타났다.
Ⅳ. 결론
1.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자 1963∼1979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에 이어 첫 부녀 대통령이다.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리더십의 유형은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보수적
인 강한카리스마 리더십과 더불어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인 세심함, 배려, 모성, 화합형 리더십 등이 함께
나타난다.
2.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유형에 나타나는 보수적인 강한 카리스마 리더십과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은
정치적 업무 수행 시 패션 스타일의 특성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선거운동 시 여성으로 약해 보
일 수 있는 이미지를 안정적이며 신뢰감 있는 카리스마 리더십을 나타내기 위하여 무채색 계통의 디테일
이 절제된 바지 정장만을 착용 하였으며, 자칫 강해 보일 수만 있는 패션에 브로치와 우아한 업스타일의
헤어스타일로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을 나타냈다. 자국행사 시 지도자로써의 당당하고 강한 카리스마 리
더십을 나타내기 위하여 바지 정장의 재킷 길이와 칼라를 변화시킴으로써 권위와 위엄을 보였으며, 무채
색 계통에서 밝고 화사해진 색상의 패션은 부드럽고 따뜻한 여성 리더십을 나타냈다. 외교사절 시 상대국
가의 대한 세심한 배려의 리더십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적 특징과 상징 색상에 따라 재킷의 색상과 디
테일에 변화를 주었으며, 바지 정장과 치마 정장을 상황에 따라 착용하였다. 해외 동포를 만나는 동포 간
담회에서는 여성 대통령의 품위와 어머니 같은 따뜻함을 나타냈다.

참고문헌
민보름(2010). 한국의 이미지 정치와 정치수사(rhtoric) 연구 : 정치인 박근혜의 수사에 관한 내용분석 사
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지영(2013). 언론의 정치 리더십 재구성 연구 : 박근혜-문재인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보도 프레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인욱(2013). 여성 정치리더십의 형성과정:마거릿 대처 수상과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4(4), 315-342
임은숙(2013) 21세기 여성 정치리더 6인의 패션에 나타난 색채 연구. 홍익 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Bass B. M. & Avolio B. J. (1993)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 Response to Critques”, Chemers, M.
M. and Ayman, R., eds., 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erspectives and Directions, Lodon: Academic
Press, pp.49-80.

139

P35

상품 카테고리에 따른 브랜드 중요성 비교분석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이여규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패션상품에 있어서 패션 브랜드는 구매를 결정짓는데 큰 영향력을 갖는 요소다. 소비자는 브랜드가 유
명할수록 좋은 제품일 것이라는 신뢰를 갖는 동시에 일반 브랜드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더욱 비쌀 것이
라고 생각한다. 즉, 브랜드는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뢰할만하면서도 간단한 지표임과 동시에 가격
적인 부담을 느끼게 하는 요소다.
그렇다면 전체 소비자 집단이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서는 소비자 집단의 소득분포와 전체 패션 브랜
드 중에서 유명 브랜드의 분포는 유사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품의 카테고
리에 따라서 유명 브랜드의 분포가 다른 모습을 알 수 있다. 가죽가방, 핸드백, 시계 등에서는 누구나 알
법한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셔츠나 캐주얼 가방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브랜드가 상품 선택기준으로서의 중
요성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이렇게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브랜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를
브랜드 중요성으로 정의하고 과연 브랜드 중요성이 상품 카테고리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또 차이가 있다
면 어떠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AHP 분석기법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AHP분석기법은 조사 대상자가 해당 조사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을 요구
한다. 다만, 논리적 일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조사 대상자의 숫자와는 상관이 없고, 특히 5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의 보편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조사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5명을 선정하였다. 우선 첫 번째는 의류학 전공
자, 그리고 그 중에서 패션산업과 관련된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을 갖고 있는 인원으로 하였다. 이를 통
해서 AHP분석기법에서 요구하는 전문성과 논리적 일관성 보장을 도모하였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20대
대학생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이는 전 소비자들 중에서 패션상품의 구매욕구는 가장 높지만, 구매력은 상
당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패션상품 소비를 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패션상품 카테고리에 따른 브랜드 중요성 비교분석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패션
상품의 카테고리를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주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카테고리 15개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했다. 15개 카테고리는 각각 티셔츠, 블라우스/남방/셔츠, 니트/스웨터, 바지, 스커트/원피스,
청바지, 자켓/코트, 점퍼/야상, 구두, 운동화, 캐주얼가방, 포멀 가방, 지갑, 주얼리, 시계로 선정하였다. 이
후, 이 15개 카테고리 중에서 브랜드 중요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 3개 카테고리와 가장 낮게 나타난 3개 카
테고리별로 어떠한 요소가 브랜드 중요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
게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요소는 브랜드 유명도, 가격, 품질, 디자인, 서비스 5개 요소로 선정하
였다. 각각의 AHP분석 결과는 논리적 일관성 지수(CI)에 따라 신뢰도를 평가하였고, 모든 조사결과는 CI
값이 0.1 미만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1차 AHP 분석 결과로 15개 카테고리 중 자켓/코트, 지갑, 청바지 이 상위에 3개 부분, 스커트/원피스, 캐
주얼 가방, 티셔츠가 하위 3개 부분에 선정되었다. 스커트/원피스의 경우 여성에게만 한정된 상품이기에
그 다음으로 낮은 가중치를 보인 운동화로 대체하여 선정하였다. 이 6개 카테고리에 대하여 2차 AHP분
석을 실시하였다.
2차 AHP분석결과 6개 카테고리에서 공통적으로 서비스가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매우 낮게 평가되
었다. 평균적으로 약 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서비스를 제외한 브랜드 유명도, 품질, 디자인, 가격 4
개 요소는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비중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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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자켓/코트의 경우에는 위 5개 요소가 거의 동등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자켓/코트 계열의 상품의
경우 다양한 요소를 매우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갑의 경우 브랜드 유명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였고, 가장 낮은 비중을 가진 가격에 비해서 2배가량 고려되었다. 청바지 또한 브랜드 유명도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역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가격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운
동화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가격에 비해서 3배 정
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캐주얼가방 또한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나타났고 약 절반 정도의 수준으
로 브랜드 유명도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티셔츠의 경우에는 품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
고,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브랜드유명도의 경우 품질에 비해 약 56%정도 수준으로 나타났
다.
두 번째 AHP분석의 5가지 요소 중에서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가장 낮게 평가된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4 가지 요소의 비중을 평균을 내어보면 디자인, 브랜드 유명도, 품질, 가격 순으로 나타난다. 즉 디자인에
대한 요구 수준은 6개의 카테고리 모두 전체적으로 꽤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요구 수준이 카
테고리 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카테고리 별 디자인 다양성의 차이로 해석된다. 또한 가격에 대한 요구 수
준은 낮은 편인데, 이는 패션 제품이 고부가가치 상품임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타 계층에 비해 구매력
이 떨어지는 20대 대학생들의 소비 습관을 점검할 필요성을 나타낸다고도 보인다.
이 분석을 통해서, 처음에 설정한 카테고리별로 브랜드를 선호하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
설을 입증할 수 있었다. 2차 조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요소로 인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였
는지 상위 3개 카테고리와 하위 3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값을 토대로 살펴보
았을 때 청바지와 운동화, 티셔츠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이 세 카테고리의 상품군은 상품을 선택
할 때 가격을 낮은 비중으로 고려하는 반면, 특정한 한 가지의 요소의 비중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상품
판매와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에 중심을 두고 진행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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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도입으로 소셜미디어의 종류와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소셜미디어
는 온라인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의 의견, 생각,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는 하나의 틀이며 최근 소비자
들에게 여러 정보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의 TV, 신문기사 등 매스미디어
중심의 일방적인 기업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받아들였던 소비자들은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
셜미디어를 통해 상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올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실
시간 가능해졌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비자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패션기업은 고객유도를 위해 소셜미
디어를 활용한 광고 및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Logan, et al., 2012).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패
션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거나 실제 패션기업의 전략에 얼마만큼 활용도가 높은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관련 소셜미디어 관여도와 사용동기가 소비자들의 의복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패션기업 및 브랜드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마
케팅 전략 실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20~30대의 남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 20~30대 소비자들은 패션에 민감하며 다른 연령대 중에서 IT에 가장 익숙
하며 소셜미디어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소비자군으로 판단되어 (Jansen et al., 2011) 본 조사의 응답대
상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고찰과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지에는 패션 소셜미디어 관여도, 패션 소
셜미디어 이용동기, 유행추구성, 심리적 의복 의존성, 의복동조성, 인구통계적 특성 조사를 위한 문항이
개발되었다. 총 242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SPSS 18.0을 통해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단순회귀
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
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패션 소셜미디어로는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로 나타났다. 패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는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탐색, 유희 등 세 개의 하위차원
으로 추출되었으며 의복동조행동은 연예인 동조, 동료 동조, 비동조 의복과시성 등 세 개의 하위차원이
도출되었다. 패션 소셜미디어의 이벤트참여, 회원가입, 정기메일 구독 등 소셜미디어 관여도가 높을수록
유행추구성향과 연예인 동조가 높았으며 패션 소셜미디어 이용동기 중 즐거움, 즉 유희를 위해 패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응답자들이 유행추구성향과 심리적 의복 의존성, 비동조를 통한 의복과시성향이 높
았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패션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연예인 및 동료동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들의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여도와 이용동기에 따라 어떠한 의
복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패션기업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실행에 기
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1. 서 론
최근 여가생활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등산, 골프, 요가, 헬스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 스포츠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패션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스포츠의류사업에서 여
심을 잡을만한 패션아이템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스포츠패션 아이템 중에서도 스포츠레깅스는
하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용 스포츠의류 아이템으로 등장하였다.
스포츠레깅스는 활동성과 패션성을 겸비해 워킹이나 러닝, 가벼운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착
용이 요구된다. 스포츠레깅스에는 신축성, 흡한성, 속건성, 내마모성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복합기능 소
재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레깅스 디자인에 단순한 레깅스 형태에 문양, 치마, 절개선, 밴드를 사용
하여 다양한 감성과 개성 표현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스포츠레깅스의 착용실
태를 조사하고, 스포츠레깅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감성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며, 스포츠
레깅스의 감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스포츠레깅스 디자인개발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스포츠레깅스 착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스포츠레깅스를 구매하기 위해 부산시내 백화점 스포츠웨어
매장에 방문한 20대~50대의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 한달동안 설문조사를 진행하
였다. 설문지는 인구 통계적 문항 8개, 스포츠레깅스 착용실태에 관한 4개 문항, 스포츠레깅스 제품에 대
한 감성 평가에 관한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포츠레깅스의 디자인요소에 따른 감성 평가를 위해 시
판하는 스포츠레깅스 중에서 문양유무, 치마유무, 절개선유무, 밴드유무에 따라 총 16개 스포츠레깅스를
선정하여 A4 사이즈 크기로 출력한 스포츠레깅스 실물 사진을 보면서 평가지에 나타난 18개 감성형용어
에 5점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_Win 20을 사용하여 스포츠레깅스의 착용실태는 빈도
분석으로 살펴보았고, 스포츠레깅스의 감성요인을 구하기 위하여 베리멕스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스포츠레깅스 디자인요소에 따른 감성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분석을, 스포츠레
깅스의 감성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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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연령대는 30대가 4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 36.7%, 40대 5%, 50대는 1%로 스
포츠레깅스를 착용하는 연령대는 주로 20대~30대 인 것을 확인하였다. 일주일 동안 스포츠 활동을 하는
횟수가 4회가 56.7%로 가장 높았으며, 2~3회 20%, 5회 이상 2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즐겨하는 스
포츠로는 워킹과 조깅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요가 30%, 에어로빅과 헬스 6.7%, 테니스나 배드민턴
6.7%로 나타나 스포츠레깅스를 착용하는 여성들은 여러 종류의 운동을 즐기는 것을 알 수 있다.

*Corresponding author; Kyung Wha Oh, kwhaoh@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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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레깅스 구매 및 착용실태를 빈도분석한 결과 스포츠 활동 시 착용하기 위해 레깅스를 구매하기 위
해서 아직까진 백화점에서 구매하는 여성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장에서 사이즈를 착용해보
고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여성도 3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패션용 레깅스가 아닌 스포츠 활동용 레
깅스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브랜드로 나이키가 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프로스펙스도 33.3%로 나타
났다. 스포츠레깅스를 일주일에 얼마나 착용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3회가 5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회 이상이 33.3%로 나타나 스포츠레깅스 착용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스포츠레깅스의
용도로 운동할 때 착용하는 여성이 56.7%으로 나타나 스포츠레깅스의 용도가 운동복이 가장 높지만 실내
복으로 착용하는 여성도 33.3%으로 나타나. 스포츠레깅스를 운동할 때만 착용하는 의류가 아닌 실내복,
평상복으로도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령대별로 스포츠 활동의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 30대, 40대별로 가장 높
은 빈도의 이유가 각각 달랐는데 20대의 72.7%는 체형관리, 30대의 46.2%는 건강유지, 40대의 50%가 사
교를 위해 스포츠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스포츠레깅스 구매 시 가격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한 결과, 20대, 30대는 주로 3만원에서 5만원이 가장 선호하는 가격대였고 5만원 이상도 30%로
선호하였다. 40대 이상도 3만원에서 5만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스포츠
레깅스를 구매할 때 색상, 문양, 스타일,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레깅스의 감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스포츠레깅스에 대한 감성형용어의 평가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스포츠레깅스의 감성은 특이감, 고급성, 활동감, 젊음이나 여성성 총 4가지 감성 요인으로 분류되었
다. 스포츠레깅스의 디자인요소에 따른 감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특이감에 대해서
치마, 문양, 절개선, 밴드 등의 유무가 유의한 영향 (P<0.05)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레깅스에 치
마나 절개선이 없을 경우 특이하게 평가되었고 반면에 문양이나 밴드는 있을 경우 특이하게 평가되었다.
고급성에 대해서는 밴드유무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밴드가 있는 것이 고급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활동감에 대해서는 절개선유무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는데 절개선이 있는 것이 활동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성에 대해서는 치마유무, 절개선유무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치마가 있거나
절개선이 있는 것이 여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레깅스의 감성요인이 선호도, 사고 싶은. 적
합한, 좋아 보이는 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호도에 감성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20대 이상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스포츠레깅스의 착용실태 및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스포츠레깅
스를 구매하는 여성소비자는 스포츠레깅스를 운동과 일상생활에서 병용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스포츠레깅스 감성요인은 특이감, 고급감, 활동감, 여성성으로 나타났는데 이
4가지 요인 중 활동감을 높이는 절개선이나 고급감을 높일 수 있는 밴드를 디자인 요소로 채택한다면 스
포츠용 레깅스로 선호되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스포츠레깅스 치수에 대한 고려
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스포츠레깅스의 치수와 맞음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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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윤소정·이하경·허희진·신혜선·정혜인·추호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디자이너 브랜드의 창의적 속성은 새로운 유행을 창조하고 선도하며 패션 산업과 소비자의 라이프스타
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최근 새로운 디자이너 브랜드가
다수 등장하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현상은 패션 시장 환경의 변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최근 한국
패션 시장 소비자의 주목할 만한 행동 패턴은 소비자가 개성을 추구하고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인터넷, 모바일과 같은 정보의 발달로 패션 제품에 대한 폭넓은 정보 습득이 가능해지면서 유행을
추종하는 소비 패턴이 강하게 나타났던 과거와 달리 개인의 개성과 주관을 반영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 불황 및 경제의 양극화로 소비자의 소비 행동은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패션 유통의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브랜드별, 아이템별로 경계되어 있던 유통
구조와는 달리 다양한 브랜드와 아이템의 상품을 함께 취급하는 편집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모
바일 쇼핑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통 환경의 변화는 패션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디자
이너 브랜드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우 보통 디자이너 1인 혹은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자금조달, 경영, 마
케팅 상 공통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용주 외, 2012). 이러한 문제는 해외 디자
이너 브랜드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문제로(CFE, 2008),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의 애로요인
을 최소화하고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마다 다양한 공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정재우, 2010). 여기
에 한류 등을 배경으로 해외의 디자이너 브랜드 시장이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에게 기회로 인식되며 디자
이너 브랜드 산업에 대한 공공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에 대한
연구로, 영국의 Centre for Fashion Enterprise(CFE, 2008)는 디자이너와 경영자의 비즈니스적 성향을 기
준으로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영 구조를 예술가형, 비즈니스형, 창의적 파트너형, 비즈니스 파트너형 4가
지로 구분하였고, 매출 규모에 따라 발전 단계를 3가지로 구분하여 디자이너 브랜드의 발전 양상에 따른
특성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 중 디자이너 본인 또는 사업 파트너 중 상업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 있을
경우 브랜드의 성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사업 파트너의 도움 없이 예술적 성향만을 강하게 지닌 디자이
너 1인에 의해 운영되는 브랜드는 영세한 상태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디자이너 브랜
드의 성장에 상업적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 패션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제조, 유통 및 브랜드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발전 단계상의 유형화를 제
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범위를 자사의 독립적인 브랜드를 보유하고, 두
곳 이상의 유통 채널을 통해 판매 중인, 7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브랜드로 규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3
년 공공기관의 신진 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수혜를 받고 있는 20개의 브랜드를 목적 표집하
여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이 중 17개의 브랜드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 항목은 사
전 설문을 통해 브랜드의 디자인 컨셉, 타겟, 가격 전략 및 유통에 관한 브랜드 일반 현황을 파악하였으
며, 이후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 고용, 고객관리, 생산관리, 유통관리, 마케팅, 네트워크 현황 등 브랜드 운
영 전반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17개 브랜드의 디자인 컨셉과 중심 가격대를 기준으로 조사 대상 브랜드의 시
장 내 위치를 확인한 결과 ‘High Contemporary’, ‘City Casual’, ‘Youth Casual’의 세
가지 그룹이 확인되었다. 이 세 가지 그룹의 시장 내 위치를 기존 패션 브랜드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그룹은 기존 패션 브랜드들이 선점하지 않은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장 내 위치는 경쟁이 상대적으로 적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에게 기회 시장을 제공하였으나, 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최근의 시장 환경 하에서 시장
의 크기와 성장률의 측면에서는 브랜드의 성장에 다소 위협이 될 수 있는 위치라고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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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브랜드의 운영 방식 분석을 위해서는 영국 CFE가 구분하여 제시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발전
모델을 적용하였다. 디자이너와 경영자의 비즈니스적 성향에 의한 기업 구분에 적용한 결과 본 조사에 참
여한 17개의 디자이너 브랜드는 예술가형이 8개, 비즈니스형이 2개, 창의적 파트너형이 2개, 비즈니스 파
트너형이 5개로 파악되었다. 17개의 브랜드를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는 12개의 브랜드가 초
기 단계인 연간 매출 5억 원 미만의 초소형기업에 해당되었으며, 5개의 브랜드가 연간 매출 5억 원 이상
의 소기업에 해당되었다. 조사 대상을 7년 미만의 신생 브랜드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초소형 기업이 12개
로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중 7개의 브랜드가 예술적 성향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반면에
연매출 5억원 이상의 소기업 5개의 브랜드 중에서는 4개의 브랜드가 사업적 성향이 높은 브랜드로 조사
되었다. 이 중 2년 미만의 짧은 기간 동안 급성장한 2개의 브랜드가 모두 높은 수준의 사업적 성향을 보
여,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절한 사업 파트너의 영입이 중요함을 강조했던 영국 CFE의
발전 모델은 한국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에게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행되었다.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사업 운영 방식을 총 8
그룹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5개의 유의미한 유형의 브랜드 그룹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디자이너 브랜드의 유형에 따라 향후 브랜드의 성장을 위한 발전 전략이 서로 다르게 제안될 수 있을 것
이며, 유형별로 차별화된 공공 지원 정책의 개발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위한 연구현황
김희숙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삼베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폭넓게 활용된 직물 중의 하나에 속한다. 삼베의 원료가 되는 대마의
줄기나 껍질은 주로 섬유로 제작되며 다른 부분도 여러 형태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대마를 대규모공장가공방식으로 방직하여 각종 의류, 산업용 섬유, 밧줄 등을 생산하고 목질
부인 속대는 건축용 하드보드, 제지원료로 사용하며, 종자는 과자, 맥주,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종실유로
는 비누, 샴푸를, 수지로는 의약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등, 활용성이 매우 다양한 식물이다. 이렇게 식물
의 전 부위가 이용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잠재성이 큰 작물이 자유롭게 재배되지 못하고 통제받는 이유
는 대마초에서 분비되는 식물성 수지인 THC가 환각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대마의 대표격인 안동포
는 2011년 11월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어 그 우수성이 입증된 친환경전통직물소재의 전국적
인 특산품이다. 지역의 비교우위자원인 친환경전통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특산
품의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안동포는 중국제품의 범람, 고부가가치전략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학협력시스템구축에
의한 지적재산권 확보, 국내외홍보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경쟁력 확충, 지역특산브랜드의 명성유지 및 홍
보에 힘쓰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
록에 제시된 기초연구자료현황을 분석함으로서 안동포산업의 발전을 위한 학제 간 연구의 당위성은 제
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안동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연구에 제시된 문헌
자료를 통하여 안동포의 융합적 연구의 가능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안동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의 목적은, 안동포는 품질이 매우 우수한 삼베로서의 명성을 보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을 유지에 걸맞는 경쟁력이 부족하므로 지리적 표시등록을 통해 이를 극복하
고 전통산업경쟁력을 확충하여 지역특산품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에 있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매우 넓
고 다양하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상품의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심사내용은, 안동포의 종
자 및 파종에 관한 특성, 생산 및 재배지역의 현황, 가공의 독자적 특성, 물리·역학적 우수성, 세탁성, 염
색성 등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 등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 ②상품의 명성에 대한 심사내
용은, 상품의 유명성에 관한 역사적인 증빙자료, 전통문화적 또는 민속학적 유명성, 국내외 인지도, 수상
경력, 품질ㆍ규격 등의 국내외 인증취득 여부, 소비자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가? ③지리적 특성에 관한 심사내용은,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이고 자연적 요소가 해당 지역의
고유한 전통적인 생산비법이나 특유한 가공방법, 포장방법, 인적 요소 등 당해 상품의 품질 또는 특성 등
에 적극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④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의 해당지역 또는 공동체의 특산품 유지, 개
발, 발전, 관리에 관한 의지를 측정할 수 있는가? 심사요건을 충족한 안동포는 명성유지 및 권리확보, 지
역전통산업의 보호, 지역산업경쟁력 확충, 지역브랜드 마케팅전략에 활용할 수 있다. 차후 지적재산권의
적극적인 활용에 의해 국내외의 흐름인 지역전통직물산업의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공학적, 예술적 연구분야의 융합에 의
한 학제 간 연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지역특산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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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성-외향성에 따른 쇼핑성향과 외모관리행동 비교연구
전대근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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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토어 마케팅과 감성 마케팅이
소비자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 SPA 브랜드를 중심으로 김도은·김장군·임지은·정민영·김칠순·양희순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외부로 나타나는 인간행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내향성-외향성의 개념은 개인의
사고 및 행동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외부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의복사회심리 분야에서 이러한 내향성-외향성 개념은 의복과 관련된 성격 특질로 여겨져서 다양한
의복행동이나 스타일 선호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관련된 조사 및 분
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향성-외향성의 개념에 기초하여 소비자를 분석하고, 이
러한 소비자가 보이는 쇼핑성향의 차이를 확인한 후에 복종에 따른 소비자의 의복구매행동 그리고 외모
관리행동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2013년 5월 15-30일 사이에 대구, 경북에서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완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일부를 제외한 269부의 설문지를 결과분
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성향인 내향성-외향성을 통해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과, 내향성과 외향성이 모두 높은 집
단, 내향성과 외향성이 모두 낮은 집단, 내향성이 높은 집단, 외향성이 높은 집단과 같이 4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쇼핑성향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쾌락적, 상징적, 충성적, 합리적, 편의적, 동조
적 쇼핑성향의 6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향성-외향성을 통한 4집단에서 쇼핑성향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쾌락적, 충성적, 합리적 쇼핑성향에서는 내향성+외향성+ 집단과 내향성-외향성+ 집단이 보다 높
은 쇼핑성향을 보였고, 동조적 쇼핑성향에서는 내향성+외향성- 집단이 높은 쇼핑성향을 보였다. 외향성
이 강한 집단이 보다 능동적인 쇼핑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내향성이 강한 집
단에서는 수동적인 쇼핑성향이 높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상징적, 편의적 쇼핑성향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내향성-외향성을 통한 4집단은 복종에 따른 의복구매의도
에서 차이를 보였다. SPA 의류에 대한 구매의도에서는 내향성-외향성+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구매의도
를 나타내었다. 또한 친환경 의류의 구매의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내향성-외향성+ 집단에서 유의하
게 낮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내향성-외향성+ 집단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외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
이 강하기 때문에 의복선택에서 대중성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학생 사이에서 인기 많은 SPA 브
랜드를 보다 선호하고, 이들에게 다소 생소한 친환경 의류에 대해서는 구매의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
았다. 넷째, 내향성-외향성을 통한 4집단은 옷차림 확인과 같은 소극적 외모관리행동에서 차이를 보였고
내향성-외향성+ 집단과 내향성+외향성+ 집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성형과 같은 적극적 외
모관리행동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의복관리나 간단한 외모관리에서는
내향성-외향성이 영향을 미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관여도 높은 외모관리행동에서는 내향성-외향성이
작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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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전체 패션 시장에서 1.8%의 비중을 보이던 SPA 시장은 2012년 7%라는 비약적 상승세를 보이
며 2012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평균 56%의 폭발적 상승세를 보인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2015년쯤에는
SPA 시장이 약 4조원 규모의 메이저 시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
는 SPA 브랜드의 패션 시장점유율은 소비자의 패션 소비생활에서 SPA브랜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현대에 들어 감성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존의 1차원적 마케팅에 더 이
상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대두되고 있고, SPA 브랜드별 추구하는 감
성 마케팅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패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SPA브랜드의 인스토어 마케팅을 중
심으로 20대 소비자의 패션 구매행동을 이해하고, SPA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매장감성 및 제품감성이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스토어 마케팅이 매장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SPA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제언하는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SPA브랜드 매장에 방문하여 패
션상품을 구매한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문항은 SPA 브랜드의 인스토어 마케팅, SPA 브랜드의 제품감성과 매장 감성, 재구매의도 및 인구통계
학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총 21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SPSS 18.0 통계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스토어 마케팅이 매장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스토
어 마케팅은 매장 내 분위기, 서비스, 편의성, 판촉의 4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매장감성은 특이함,
부유함, 보기 좋음, 이용의 편의성, 풍부함 총 5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인스토어 마케팅 중에서 분위
기는 매장감성의 특이함, 부유함, 보기 좋음 총 3가지에 영향을 미쳐 매장 감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편의성은 보기 좋음, 풍부함에 영향을 미쳐 두 번째로 매장 감성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스토어 마케팅 중 서비스는 보기 좋음에 영항을 미쳤으며, 판촉은 매장감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위기가 매장 감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SPA브랜드에서는
매장 감성을 조성하기 위해 인스토어 마케팅 중 분위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는 브랜드 전략을 고려해
야한다.
둘째, SPA 브랜드의 인스토어 마케팅이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장 내 분위기, 서비스, 편의성, 판촉의 4가지 요인 모두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편의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왔으며, 다음으로
는 매장 내 분위기, 판촉, 서비스 순으로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인
스토어 마케팅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재구매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편의성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SPA브랜드의 인스토어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스토어 마케팅 4
가지 모두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편의성, 매장 내 분위기, 판촉, 서비스
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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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매장 감성이 소비자의 재구매 의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장 감성은 5개의 요인으로 보기 좋음, 특이함, 부유함, 풍부함, 이용의 편의성이 있는데 이용의 편의성
을 제외한 4가지의 감성이 소비자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순으로는 보기 좋음, 특이함, 부유함, 풍부함 순이었다. 따라서 매장의 감성 역시
소비자의 재구매의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의 재구매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보기 좋은 감성을 중요시하여 매장 감성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특이하고, 부유하고,
풍부한 감성 역시 재구매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PA브랜드의 매장 감성을 조성할 때에 중
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품감성이 소비자의 재구매 의도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
다. 제품감성은 총 6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는데, 고풍, 개성, 순수, 활발, 도도, 고움의 6가지 요인 중 소
비자 재구매 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품감성은 고풍이었다. 다음으로 순수, 활발 순으로 결과가 나
타났으며 나머지 3가지 요인인 개성, 도도, 고움은 소비자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품의 감성이 고풍스러울수록 소비자들의 재구매의도가 가장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순수하고, 활발한 감성을 가진 제품 역시 소비자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PA
브랜드 제품에 필요한 감성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인스토어 마케팅이 SPA 브랜드의 제품감성과 매장감성, 재구매 의도와의 관련
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SPA브랜드는 매출과 연관이 있는 20대 소비자의 재구매 행동을 위해 인
스토어 마케팅, 제품의 감성, 매장의 감성과 관련지어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각 SPA브
랜드만의 특성과 감성을 살리고자 할 때 유의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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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념, 쇼핑가치, 의복구매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대근
안동대학교 의류학과

자기개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 특성과 그에 대한 자신의 관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비교적
지속적이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역동적인 개념이며, 이는 개인의 다양한 행동에 대한 근거를 제공
한다. 또한 개인화된 통신기기인 스마트폰을 통해 SNS 등에서 개인의 성향이나 정체성 등이 쉽게 표현되
기 때문에 자기개념은 소비자 시장을 세분화하거나 패션상품의 유통환경에서의 소비자 연구에 기초적인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소비자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는 자기개념을 사적
자기와 공적 자기로 구분하고, 패션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추구하는 쇼핑가치를 쾌락적 쇼핑가치와 효용
적 쇼핑가치로 나누어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자기개념이 의복과 관련한 행동과 직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정보탐색, 충동구매, 의복만족도 등을 포함한 실제 의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2013년 5월 15-30일 사이에 대구, 경북에서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완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일부를 제외한 269부의 설문지를 결과분
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개념은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2차원으로 나뉘어졌고, 이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과,
공적, 사적 자기의 개념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과 모두 낮은 집단, 공적 자기만 높은 집단, 사적 자기만 높
은 집단과 같이 4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쇼핑가치는 쾌락적 쇼핑가치와 실용적 쇼핑가치의 2차원
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기개념을 통한 4집단에서 쇼핑가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공적자기+사적자기
+ 집단에서 가장 높은 쾌락적 쇼핑가치 수준을 나타냈고, 공적자기+사적자기- 집단이 그 다음으로 나타
났다. 한편, 효용적 쇼핑가치에서는 공적자기-사적 자기+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적자기+사적자
기+ 집단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공적 자기는 집단 속의 나를 중심으로 보는 자기개념이기 때문에 공적
자기+ 집단이 시각적 언어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복에서 쾌락적 쇼핑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
석하였다. 셋째, 자기개념을 통한 4집단은 정보탐색, 충동구매, 의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
보탐색과 의복만족도에서 공적자기+사적자기+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충동구매에서는 공적
자기-사적자기+ 집단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났다. 사적 자기가 강한 집단은 내면적인 자아에 대한
주의집중도가 높고 자기감시수준이 높기 때문에 충동구매에 대해 부정적이고 효용적 쇼핑가치 중심의
의복구매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공적자기가 강한 집단은 집단에
대한 동조성향이 비교적 높고, 사적자기가 강한 집단은 자기감시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자
기와 사적 자기 개념이 강한 집단 즉, 자기인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쇼핑가치와 의복구매활동 전반에 대
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가지 자기 개념이 자신의 욕구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효과를 발생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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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패션제품 선택기준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P44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위한 VMD공간의 색채활용

- 연령별 비교를 중심으로 최영림·양희순

이은경

대구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경희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재활용 원단을 이용한 패션제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
활용 패션제품은 버려진 옷(폐기의류)이나 의류 생산 시 남은 원단(폐원단, 자투리 원단)을 이용하여 만
든 패션제품을 말한다. 이러한 재활용 패션제품은 폐기의류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문제
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이를 처분하기 위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재활용 패션제
품의 판매 및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패션제품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일반 의복과는 달리 재활용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이 다
를 수 있으며, 특히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활용 패션제품에 대한 선택기준
이 소비자들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 패션제품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재 개발이 이루어진 재활용 패션제품을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폐의류를 이용하여 만
든 가방과 쿠션, 엄마옷을 재활용하여 만든 아동복이 자극물로 선정되어 설문에 앞서 자극물에 대한 사진
과 설명을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자극물을 살펴본 후에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문항은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구매행동, 재활용 패션제품의 선택기준, 재활용 패션제품의 구매의도, 인구통계학
적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 총 334부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용 패션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3%(71
명),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65.6%(219명),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3.2%(44명)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패션제품의 구매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5%(35명)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의류는 14
명, 가방은 14명, 악세서리 19명, 홈 인테리어 제품 10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활용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기준 18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첫 번
째 요인은 제품의 기능이 중시되며, 관리와 손질이 간편하고 품질이 좋고, 봉제 상태와 소재가 좋아야 한
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성/품질로 명명하였으며, 두 번째 요인은 디자인이나 컬러가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미성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다양하게 활용하고 다른
옷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화성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좋고 할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로 명명하였다.
셋째, 연령대에 따른 재활용 패션제품 선택기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미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20대가 다른 연령대의 집단보다 재활용 패션제품을 구매
할 때 심미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령대별로 재활용 패션제품의 선택기준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
대별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0대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제외하고 모든 선택기준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929, p=.000, R2=.231). 심미성(β=.371)이 구매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실용성/품질(β=.338), 조화성(β=.238)의 순으로 나타
났다. 30대에서는 실용성/품질과 조화성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6.277,
p=.000, R2=.248). 조화성(β=.350)이 실용성/품질(β=.269)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40대에서는 실용성/품질 만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6.925, p=.000,
R2=.257). 마지막으로 50대에서는 심미성과 조화성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731, p=.008, R2=.159). 심미성(β=.233)과 조화성(β=.235)이 구매의도에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는 어느 연령대에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재활용 패션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87.8%에 이르렀지만 구매해본 경험
이 있는 소비자는 10.5%에 불과했으므로 재활용 패션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재
활용 패션제품의 구매기준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는 심미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30대에서는 조화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40대에서는 실용
성/품질이 50대에서는 조화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재활용 패션제
품의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20대를 위해서는
재활용 패션제품의 디자인이나 컬러를 강조해야 하며, 30대와 50대를 위해서는 다른 옷과의 조화를 위해
코디네이션을 잘 해서 보여주어야 하며, 40대를 위해서는 실용성과 품질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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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제품간의 품질이 대등해지고 고객의 트랜드가 감성소비로 전환되는 시기에 브랜드 이미지를 통합
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컬러마케팅이 활용되고 있다. 판매촉진이라는 제한적 방법보다는 고객
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논리가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마케팅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되었고 디자인요소
중에서도 특히 색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색으로 모든 것을 전달하는 시대에 어떠한 색을 보면
특정한 브랜드나 기업이 떠오르듯 색은 고객에게 무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도 한다
앞으로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색채활용이 국내 기업에서 실제 마케팅 전략 수행 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
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 컬러마케팅의 전략 요소를 정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색채를 통
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VMD 공간에 있어서 통합마케팅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색채활용의 역할과 필요성, 구성요소 등은 선행
연구, 단행본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로드샵, 신세계백화
점 본점, 강남점, 롯데백화점 본점 등의 매장 촬영사진 80점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VMD 공간에
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기 위하여 색채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전략방안이 무엇인지를 분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VMD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색채활용 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결과 및 고찰
위에서 살펴 본 통합적 패션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색채활용을성공적으로 수
행한 로드샵과 백화점의 사례에 대한 그 전략과 실행사항들을 분석한 결과는 브랜드만의 고유색 설정, 주
변환경과의 색채조화, 날씨와 기온과의 색채조화, 색채심리와 고객심리 파악, 발상의 전환과 반전, 일관
성있는 색채 차별화 등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1. 브랜드만의 고유색 설정
VMD 공간은 시각적으로 산뜻하고 아름답고 쾌적하면서도 브랜드만의 고객지향적인 미를 창출해내야
한다. 즉 자사만의 고유한 색을 만들어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의 잠재된 욕구와 필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브랜드와 트랜드에 적합한 색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고유한색은 단 한번의 선택과 사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마케팅과 분석을 통해서
고객이 색만 보고도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부호가 되어야 한다.
2. 주변환경과의 색채조화
로드샵의 경우 주변거리, 주변건물과 커다란 집합체로서의 조화를 통하여 거대한 공간개념과 색의 조화
를 제시하게 된다. 주변환경과 하나로 조화되는 것은 고객들에게 삶속에서 새로운 색과 조형에 대한 신선
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로드샵의 쇼윈도우가 고객들에게 상품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메시지를 전달
하는 기능 외에 예술로서의 표현력을 발휘하여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게 된다면 색을 통한 거리예술로
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뿐아니라 브랜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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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날씨와 기온과의 색채조화
VMD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금주 날씨부터 체크하고 전주 매출 상황에 따라 판매된 아이템과 판매부
진 아이템, 신상품 투입 상황 등을 미리 점검한 뒤 색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객들의 상품선택
은 초기 90초 안에 색에 의해 잠재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구입시점의 날씨와 기온이 고객의 감성을 좌
우하는데 이때 색채에 대한 고객의 민감한 반응이 반영된다. 밝은 기분과 우울한 느낌, 추운감과 더운감
등 고객의 다양한 정신적 신체적변화가 색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4. 색채심리와 고객심리 파악
인간의 행동과 색채와는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고유색이 시각적인 면 뿐아니라 인지적 측면
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고객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감정이 전달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색이
란 시각적인 의미와 지각적인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접근보다는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
해 그 시대 트랜드에 적합한 색을 제시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고객 수용도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고객의
반응을 파악하는 기간 동안 다양하고 지속적인 광고, 홍보 등 효과적 마케팅 활동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5. 발상의 전환과 반전
고객들이 마음속에 인지하고 있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전혀 다른 의미와 내용으로 VMD를 전
개하는 방법이다. 고객들이 쇼핑 중 무의식적으로 이를 보았을 때 놀라움과 환희 등 가벼운 충격으로 인
한 신선함을 선사할 수 있다. 이는 고객들에게 잠재된 광고효과와 흥미를 가져다줄 뿐아니라 브랜드의 인
지도를 높여주게 된다. 색은 이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
6. 일관성 있는 색채 차별화
일관성 없는 색채계획은 자칫 브랜드 이미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컬러마케팅을 통해 브랜
드 고유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타 브랜드와 차별화를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차별화 정책이 필요
하다. 시각적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미디어의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브랜드에서
는 통합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마케팅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미지를 파는 시대에서 고객이 갖고
있는 브랜드 색의 이비지와 VMD공간의 색이 일치할 때 보다 효과적인 구매욕구를 유도할 수 있다.
Ⅳ. 결론
기업들은 자사만의 고유한 색을 내세우며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새로운 전략들
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 컬러마케팅이다. VMD공간에 있어서 차별화된 색채
활용은 고객들에게 심리적 시각적으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가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됨으로써 고객과
무언의 커뮤니케이션 출발점이 된다. 일상에서는 접할 수없는 새로운 세계를 색채를 통해 형상화시키면
고객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줄 뿐아니라 매장을 즐거움으로 찾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 즉
하나의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VMD공간연출은 상품판매 목
적 외에 고객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무언의 커뮤니케이션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표적고객에게 초점을 맞추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합적 패션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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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 Utilization for Multi-Channel Strategy in the Fashion
Reta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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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tail industry is facing a serious challenge due to rapidly changing market environments, fueled by
evolving new technologies. With advances in QR code, mobile is becoming one of important channels in
the fashion retail industrie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QR code utilization in
creating multi-channel business model. Study objectives are to classify types of multi-channel retailing
with QR code utilization and to identify the role of QR-code technology in strategic marketing practice
among each type of multi-channel retailers.
The preliminary and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QR code utilization of fashion
retailers. We searched news for all articles with the keyword “QR code” with the terms of shopping,
retailing, or marketing via Google portal site and three fashion magazine web site. The search returned
893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0 to the first half of 2013. A total of 71 articles including cases of 54
fashion retailers were reviewed and contents were analyzed. Fashion retailers represents more traditional
brick-and-mortar retailers (n=40, 74.1%) than non-store retailer (n=14, 25.9%). The brick-and-mortar
stores consisted of specialty store (n=29), department store (n=6) and discount store/outlet (n=6). Non store
retailers included the internet shopping(n=5) and TV home shopping (n=4).
Based a combination of channels (Levy & Weitz, 2011) and level of mobile apps’ activation, multichannel retailers utilizing QR code technology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Bricks-Click-Active Mobile
(BCAM) Model, Bricks-Clicks-Inactive Mobile (BCIM) Model, Bricks-Clicks (BC) Model, and ClickActive Mobile (CAM) Model (n=17). In BCAM Model, the retailers used mobile apps to have a two way
interaction in active way, whereas retailers of BCIM Model (n=11) used just mobile website with a one
way interaction in inactive way. Retailers in BC model (n=23) have only channel of store and internet web
site. In particular, most non-store retailers in the CAM model (n=27) were likely to utilize the QR code in
active way for mobile channel, such as the mobile apps.
To understand the QR code utilization in multi-channel retailing, this study identified QR code marketing
strategies and compared them among multi-channel models. The results found 8 dimensions of QR code
marketing strategies: Abundant product information such as instant product information or ubiquitous
product assortment, supportive usage information, transaction accessibility, connectedness to webpage such
optimized mobile webpage or internet webpage, location based service, loyalty program and multimedia
advertising. For the BCAM Model, retailers using QR code emphasized all marketing strategies except
for multimedia advertising on their channels. Especially, they can provide as much product information
or assortment as each customer wants, which encourage consumers to make a purchase over the mobile
app during the shopping. This finding supports multi-channel integration strategy (Ansari et al., 2008)
suggesting the importance of QR code in creating unique benefit for shopping experience. For the retailers
of BCIM or BC model, QR code system was highly required for loyalty promotions and multimedia
advertising (Margrath & McCormick, 2013), which can convert the first browser scanning the QR code into
active shopper participating events or downloading coupons over the mobile website. Otherwise, the nonstore retailers of CAM model used the QR code to provide detail information regarding products or special
price, and price comparison in the mobile apps, which leads to making a transaction across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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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라이프스타일에 따른 SPA브랜드 인지, 태도 및
구매경험에 관한 연구

This study provides an insight into multi-channel fashion retailers for creating unique benefits from
the QR code utilization by using it synergistically with other channels. For fashion retailers, the findings
imply that the QR code play an important role in expanding their retail channels, which leads to success
marketing performance through various retail channels. Especially for brick-and-mortar retailers, QR
code was critical to integrate shopping experience with merchandise or sales promotions across channels.
In addition, for non-store retailers, the QR code utilization was successful in expanding mobile channels,
which can promote retail sales by a two-way interaction with customers via the mobile apps.
Ansari, A., Mela, C. F. & Neslin, S. A. (2008), Customer channel migrat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1), 60-76.
Magrath, V., & McCormick, H. (2013), Marketing design elements of mobile fashion retail apps,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17(1), 115-134.
Levy, M., & Weitz, B (2011), Retailing Management (8th ed.), McGraw-Hill, Irwin.

박광희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I. 서론
라이프스타일은 한 개인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일반적 라이프스타일과 상품관련 라이프스타일로 분류
되며 일반적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의 전반적인 행동, 관심, 의견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상품관련
라이프스타일은 특정상품과 관련된 행동, 관심, 의견 등을 의미한다(Ahn et al., 2010). 따라서 패션관련 제
품에 관한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반 라이프스타일 보다 패션관련 라이프스타일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 패션시장의 환경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브랜드간의 경쟁심화, 유통의 다각화로 인한 공급
과잉현상이 증대되면서 빠르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 또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생활의 질을 추구하려는
소비자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도 다양화 되었으며, 이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전략
인 QRS(Quick Response System)가 정착되면서 소비자의 욕구에 빠르게 반응하는 SPA형 소매점이 발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국외 SPA브랜드들이 2000년대 중반에 잇따라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
외 SPA브랜드의 성공과 국내진출에 힘입어 국내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형 SPA브랜드가 전개되
거나 국내 의류업체의 경우 SPA브랜드로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SPA브랜드가 패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집단을 분류
한 후, 분류된 집단별 SPA브랜드 인지도, 태도, 구매겸험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 또는 경북 지역에 거주하고 SPA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구매가 높을 것
으로 예상되는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표본은 편의표집에 의해 추출되었다. 2012년 11월 1일
부터 11월 15일까지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68부를 수집하였고 그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를 제외한 25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패션라이프스타일, SPA브랜드에 대한 인지, 태도, 구매경험, 구매이유 등으로 구성되었다. 패
션라이프스타일은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 관심, 의견을 의미하며 이에 관한 문항은 Kim(2011)이 사용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SPA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각 브랜드별 인지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다. SPA브랜드에 대한 태도는 SPA브랜드에 대해 개인이 느끼게 되는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관한 생각을 의미하며 Chae(2012)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PA
브랜드 구매경험은 SPA 브랜드 각각에 대한 구매여부를 체크하게 함으로써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이용하여 SPA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차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
였으며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의 α값을 산출하였다. 패션라이프스타일 문항에 의해 군집
분석하여 집단을 분류하였으며 이러한 군집별 SPA브랜드에 대한 인지, 태도와 구매경험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χ2 검정, 분산분석 및 Tukey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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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패션라이프스타일에 의해 집단을 유형화하기 위해 패션라이프스타일 16문항을 가지고 군집분석을 실
시한 결과 4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4집단별 문항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각 집단에 대한 성격을 규명
한 결과,
군집 1은 전체의 20.39%를 차지하였으며 개성추구 점수와 유행지향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패션지향집
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전체의 20.00%를 차지하였으며 개성추구, 유행추구, 실용성 추구 및 보수지
향 등 모든 문항의 점수가 가장 낮아 패션무관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전체의 28.24%를 차지하
며 개성추구와 보수지향의 문항 점수가 비교적 높으나 유행추구와 실용성 추구 점수는 낮은 편이기에 보
수개성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고 군집 4는 전체의 31.37%를 차지하며 실용성 추구와 보수지향 문항 점수
가 가장 높으나 개성추구와 유행추구 점수는 낮아 보수실용성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패션라이프스타일 군집별 SPA브랜드의 인지, 태도 및 구매경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과
Tukey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PA 6개의 국외브랜드와 9개의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지 정도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국내 SPA브랜드의 경우 패션지향집단이 패션무관심집단과 보수실용추구집단에
비해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국외 SPA브랜드의 경우 패션지향집단이 다른 3집단보다 인지도가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개성추구집단이 패션지향집단 다음으로 국내외 SPA브랜드 인지도가
높았으며 보수실용추구집단이 국내외 SPA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라이프스타일 군집별 SPA브랜드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7요인 가운데 유행/다양성, 유리한 입
지,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및 한정된 제품 요인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다양한 프로모션과
종업원의 정보성 요인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패션지향집단의 경우 유
행/다양성, 유리한 입지, 저렴한 가격 및 한정된 제품 등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좋은 품질
의 경우 패션무관심집단이 보수개성추구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유행/다양성, 유리한 입
지, 저렴한 가격, 한정된 제품의 경우 패션무관심집단의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경험의 경우에는 패션지향집단이 패션무관심집단과 보수실용추구집단보다 국내 SPA브랜드 구매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패션지향집단이 다른 세 집단 보다 국외 SPA브랜드를 구매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수실용추구집단이 국내외 SPA브랜드 구매경험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패션지향집단이 SPA브랜드 인지도와 구매경험이 높고 SPA브랜드에 대해서 더 호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20, 30대 여성들은 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유사하더라고 패션라이프스타일이 다르
며 이러한 패션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SPA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태도 및 구매경험에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시장을 세분화 하는 기준으로 패션라이프스타일이 사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패션지향집단은 개성과 유행에 관심이 높은 집단이므로 매장 내에 트렌디한 상품코너를 마련
하여 패션 트랜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매장 디스플레이를 통해 개성을 연출할 수 있
는 유행스타일의 옷을 자주 교체하여 제시함으로써 유행성과 개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보수개성추구집단은 캐주얼웨어 보다는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하며 유행성보다는 자신 만의 개성
을 드러내기 원하기 때문에 클래식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한 제품이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
다. 보수실용추구집단은 SPA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고 또한 구매경험도 가장 낮은 집단이기에
SPA브랜드의 속성 특히 가격은 저렴하나 품질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측면을 다양한 판매촉진 방법
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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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여성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따른 화장품 속성 비교
유샤샤·박숙현·이경림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1. 서론
최근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거대한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화장품 소비량도 두드러지게 증가
하고 있다. 한국 화장품 기업은 90년대부터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중국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
고 있다. 하지만 한국 화장품들이 중국화장품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여성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관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과 중국거주 중국인, 한국거주 중국인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한 후 화장품 구매성향별로 한·중 여성 소비자의 화장품 속성에 관한 차이를
밝히고,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의 상품계획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중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에 따른 화장품속성 비교 연구를 위해 한국인, 중국거주 중
국인, 한국거주 중국인 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는데, 한국인과
한국거주 중국인 여성들의 자료 수집은 off-line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중국거주 중국인 여성
들의 자료 수집은 on-line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지에 사용된 문항은 선행연구(장영실,
2009; 진병호, 고애란, 1999; Babin, 1994)를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되어 제작되었으며, 구매성향 및 화장
품속성에 대한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총 33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미흡한 설문
지를 제외한 327부를 통계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4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Descriptives),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분산분석(ANOVA),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교차분석(χ2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여성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3개의 요인으로 구성
되어 평가되었다. 요인 1은 형편에 비해 고급스럽고 비싼 것을 구매, 유명 상표를 구매, 고가 제품을 구매,
수입품 구매, 브랜드와 로고를 보고 구매 하는 것에 관한 문항으로 과시추구성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
는 화장품 구매 성향에 대한 평가 문항 중 쇼핑 시간의 즐거움, 제품 구입의 즐거움, 쇼핑에의 흥분감, 제
품 소유의 흥분감에 대한 문항으로 쾌락추구성향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3은 필요한 물건이 있을 경우에
만 구매, 계획적 구매, 자신에게 꼭 맞는 제품만 구매,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없을 경우 구매하지 않음
에 대한 문항으로 실용추구성향이라 명명하였다.
화장품속성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요인분석 한 결과 화장품속성 중요도는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평가되었다. 요인 1은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모델을 고려, 유행을 고려, 뷰티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제품
인지를 고려, 브랜드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문항으로 동조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화장품 구매 시
피부의 적합성을 고려, 사용의 편리함을 고려, 제품의 기능성을 고려, 자신의 피부 톤에 어울리는 지를 고
려하는 것에 대한 문항으로 기능성이라 명명하였다.
둘째, 화장품 구매성향 요인(과시추구성향, 쾌락추구성향, 실용추구성향)에 따라 K-means 군집분석 한
결과 3개 집단(저관여구매집단, 고관여구매집단, 쾌락적구매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군집 1은 과시추구
성향과 쾌락추구성향 요인에 대한 평균 점수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낮고, 실용추구성향 요인에
대한 평균 점수는 나머지 두 집단의 중간 정도로 필요한 화장품이 있을 경우 계획적·실용적 구매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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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집단이므로 저관여구매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쾌락추구성향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의
평균점수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쾌락추구성향 요인에서도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중간
정도의 점수였으나 평균 점수는 4.02로 아주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쾌락적·실용
적·과시적 구매성향을 모두 가진 집단이므로 고관여구매집단이라 명명하였다. 군집 3은 실용추구성향
요인의 평균점수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쾌락추구성향 요인의 평균 점수가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점수인 4.27을 나타내어 쾌락적구매집단이라 명명하였다.
셋째, 각 군집의 국적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χ2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관여구매집단은 130명,
고관여구매집단은 84명, 쾌락적구매집단은 111명으로 분류되었다. 저관여구매집단은 전체 130명 중 한
국인이 73명(56.2%), 중국거주 중국인이 22명(16.9%), 한국거주 중국인이 35명(26.9%)으로 한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고관여구매집단은 전체 84명 중 한국인이 17명(20.2%), 중국거주 중국인이 36명
(42.9%), 한국거주 중국인이 31명(36.9%)으로 중국거주 중국인과 한국거주 중국인의 비율은 비슷한 반면
한국인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쾌락적구매집단은 전체 111명 중 한국인이 25명(22.5%), 중국거주
중국인이 50명(45.0%), 한국거주 중국인이 36명(32.4%)으로 중국거주 중국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저관여구매집단은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고관여구매집단과 쾌락적구매집단은 중국거주 중
국인과 한국거주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인, 중국거주 중국인, 한국거주 중국인 여성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따른 화장품 속성 비교를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 저관여구매집단의 경우 화장품 구매 시 세 집단 모두 동조성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면 기능성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중 중국거주 중국인과 한국거주 중국인에 비해 한국인
은 기능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이 한국인보다 화장품의 기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관여구매집단의 경우에도 화장품 구매 시 세 집단 모두 동조성과 기능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동조성에 비해 기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세 집단 중 한국인에 비
해 중국거주 중국인과 한국거주 중국인이 동조성과 기능성 모두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쾌락적구매집
단의 경우에도 세 집단 모두 동조성과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동조성에 비해 기능성을 더 중요
하게 생각하였다. 동조성에서는 세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중국거주 중국인과 한국
거주 중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기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중국거주 중국인, 한국
거주 중국인의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세 집단 모두 화장품 구매 시 동조성보다는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한국인에 비해 중국인이 동조성이나 기능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인, 중국인, 한국거주 중국인 여성 소비자의 구매성향에 따른 화장품 속성을 비교한 결과
구매성향은 저관여구매, 고관여구매, 쾌락적구매 성향을 가진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저관여구매집단은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고관여구매집단과 쾌락적구매집단은 중국거주 중국인과 한국거주 중국인이 한국
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중국거주 중국인, 한국거주 중국인의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세 집
단 모두 화장품 구매 시 동조성보다는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체로 한국인에 비
해 중국인이 동조성이나 기능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구매성향이 한국인의 성향과 유사할 것으로 사료되어
중국인을 거주지에 따라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연구의 결과 중국인은 거주지와 상관
없이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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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국관광객의 한류선호에 따른 패션상품의 구매행동
친페이펑·이진화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1. 서론
지난 10여 년간 세계 전역에서 한류 현상이 널이 성행하여 국가 경쟁력과 호감도가 상승 되었다(Jung et
al., 2011). 한류는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방한 관
광여행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세계관광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인들의 해외관광
시장의 잠재력을 주목한 각 국가들은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Choi, 2007)
방한 중국관광객들의 한류에 대한 시장세분화연구와 세분시장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한국 방문한 중국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류선호도에 따른 패션상품의 구매행동 차이를 실증
분석하여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관광객의 한
류선호도에 대한 시장세분화를 실시하고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각 세분시장별 구매행동을 관찰하고자 한
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방한 중국관광객의 한류관련 내용에
대한 태도를 바탕으로 시장세분화를 실시한다. 둘째, 세분시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셋
째, 세분시장에서의 한국패션상품에 대한 구매현황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중국관광객의 세분시장
에서의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기준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범
2.1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을 방문한 후 귀국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추출되었다. 설
문조사는 연구의 취지 및 목적을 위하여 연구자가 직접 인천국제공항에서 2012년 5월 19일부터 23일(5일
간)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4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63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시간이 부족
하기 때문에 미완성 응답자가 많아 최종적으로 284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설문지의 개발 및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국내외의 학자들에 의해 선행연구들(Anderson & Littrell, 1996; Lee et al.,
2005)에 기초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 패션상품 구매현황, 패션상품 구매기준, 한류대중문화와 한류스타
에 관련문항을 설문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측정도구는 모두 7점 척도로 개발한 후, 중국 유학생 20명의
예비설문조사를 거쳐 설문내용을 보강하여 최종확정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로 개발한 다음, 중국어로
번역했으며 전문가 2인을 통한 Back transl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어 설문지 내용이 본래의 한국어 설
문내용과 동일한가를 확인하였다.
2.3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 PASW 18.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군집분석, ANOVA, T-test 등의 분석방
법을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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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중국관광객 시장세분화
한류에 대한 선호 정도에 관련 내용을 이용하여 설문응답자를 세분화하였다. 여기서 한류에 관련 내용
은 한국대중문화와 한류스타에 관한 문항 각각 6개 총 12개로 구성되며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세분화를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군집분석이며, K-평균 군집분석 방법에 의해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졌
다. 분류된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군집분석 결과 1군집은 189
명(66.5%)이 한류선호자집단으로 한국대중문화와 한류스타에 관한 내용에 대한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났다. 그리고 2군집은 95명(33.5%)이 한류에 관한 내용에 대해 모든 낮은 점수를 나타났으며 일반관
광객집단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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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분시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비교
방한 중국관광객의 한류선호에 대한 세분시장별 인구통계학적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한류선호자집단 중 여성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관광객집단의 남자응답자가 더 많은 것
으로 밝혀졌다. 연령별로 한류선호자집단은 20, 3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관광객집단은 20, 30
대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지만 10대와 40-60대의 응답자가 한류선호자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교
육수준에 있어서는 일반관광객집단의 ‘대학원 이상’의 응답자의 비율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분
시장의 직업에 대한 분석결과, 응답자의 53.5%의 빈도를 차지하는 ‘회사직원’과 ‘학생’의 직업에 있
어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가 전부 한류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한류선호자집단 중에서 ‘공무원’, ‘자영업자’의 응답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관광객
집단의 직업에 대한 결과는 ‘기술직’ 또한 ‘관리직’, ‘일반노동직’의 응답자가 비교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중국관광객의 한류선호자집단은 미혼의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관광객집단은 기혼의 비율이 비교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3 세분시장의 패션상품 구매현황 특성비교
군집별로 패션상품에 대한 구매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한 장소, 구매 품목, 구매비용에 대
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세분시장의 구매 장소에 있어서는 한류선호자집단은 일반관광객집단보
다 동대문시장과 면세점을 통해 패션상품을 구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패션상품의 구
매품목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한류선호자집단이 각 품목별로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특히 ‘의류’, ‘화장품(Make-up)’, ‘향수’, ‘악사세리’, ‘신발’의 구매빈도가 비교적 높
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비용에 있어서는 2만위안(약 367만원) 미만의 소비액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만위안(약 367만원) 이상-5만위안(약 909만원) 미만의 구매비용에서는 한류
선호자집단이 쇼핑에 대한 소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만위안(약 909만원) 이상의 구매비
용에서는 일반관광객집단이 쇼핑에 지출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세분시장의 패션상품 구매기준 특성비교
중국관광객이 한국패션상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구매기준에 대한 분석결과, 한류선호자집
단이 일반관광객집단보다 모든 구매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한류선호자집단이 ‘상품의 색상이
아름답다’, ‘높은 수준에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포장의 디자인이 독특하다’, ‘상품의 디자
인이 독특하다’ 그리고 ‘유명회사의 제품이다’의 상품특성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가격이 적당하다’와 ‘관리나 손질이 쉽다’의 문항에서도 높은 점수을 나타났다.
4. 결론
분 연구결과 나타난 중국관광객의 한류선호에 따라 집단별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
계학적 측면에서 한류선호자집단은 20, 30대 미혼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관광
객집단은 남성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도 일반관광객집단은 한류선호자집단보다 높
은 교육수준과 기술직 및 관리직의 직업을 가진 관광객의 비율이 높은 것을 특징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패션상품 구매현황의 분석결과에 따라 한류선호자집단이 각 품목별 전반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Make-up용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많은 것으로 발겨졌다. 한류선호자집단이 2만위
안(약 367만원) 이상-5만위안(약 909만원) 미만의 구매비용에서는 쇼핑에 대한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구매 장소적으로 한류선호자집단이 동대문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
매기준의 측면이다. 한류선호자집단이 일반관광객집단 비해 모든 구매기준의 문항에 대한 높은 요구를
자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패션상품의 디자인, 품질, 포장, 브랜드 등의 상품속성에서 가격의 합리성,
관리 편리성까지 구매기준에 의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의한 두 집단에 속하는 관광객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류선호자집단이 한국 중저가 유행
지향성 패션상품에 대한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되다. 기분 의류상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향수, 시발, 악사
세리 등의 패션상품에도 큰 관심이 자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한류선호자집단이 구매기준에 의해
패션상품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류선호자집단의 관광객을 위한 패션상품을 개발
할 때 상품유행성, 상품품질, 가격합리성과 관리편리성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제
품 기획 의사결정을 필요 한다. 한류선호자집단의 관광객을 위한 마케팅전략의 측면, 20, 30대 여성이 선
호하는 한류문화제품이나 한류스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일반관광객집단의 소
비자가 한류선호자집단 비해 시장세분화 특성이 명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관광객의 세분
시장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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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itag과 Re:Code를 대상으로-

인터넷 쇼핑 태도에 따른 소비자 만족과 지각된 가치가
e-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박현희·추태귀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경북대학교 경영학부·경북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자원 절약 및 재생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시킨 패시브 하우스,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거
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생산 원료의 활용에서부터 이미 사용되어 버려지는 물건들의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
이 이루어지고 있다. 패션 분야에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실천되고 있
다. 그 중 낭비되거나 버려지는 제품들을 재활용하여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re-cycling 제품의 생산과 recycling을 디자인 면에서 한 차원 더 높여서 재활용품을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부가가
치를 높이는 up-cycling 등은 환경보전 및 지속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들로 볼 수 있
다. up-cycling 제품의 대표적인 예로 트럭 덮개를 재활용하여 만들어진 가방을 출시하고 있는 스위스의
Freitag을 들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코오롱의 버려지는 재고 상품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상품을
제작한 Re:Code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re-cycling, up-cycling 패션 등 친환경 패션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디자인에 관
하여 이루어져 왔다. 채혜숙(2009)은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징과 현대 패션의 상관성에 관하여 연구
하였으며, 이연희 등(2007)과 박수민과 유영선(2008)도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혹은
그린디자인에 나타난 로하스의 패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up-cycling 패션과 관련한 김선영(2012a,
2012b)의 연구들도 디자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up-cycling 패션제품에 대
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대학생들로 한정하였으며, up-cycling 브랜드
에서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Feitag과 Re:Code 제품을 선정하여 응답자들에게 영성자료를 보여주고 간단
한 설명을 한 다음 이 두 제품을 중심으로 up-cycling 패션제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로이 서술하도록 하였
다.
수집된 서술 자료들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나
누어 볼 수 있었다. 긍정적 인식으로는 up-cycling 패션제품에 대한 지각된 가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회
적 가치(환경보존, 자원 재활용 면), 희소성(소장가치가 있는, 독특함), 흥미성(신선함, 창의적인)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부정적 인식으로는 인지된 위험으로 볼 수 있는 경제적 위험(고가,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
사회심리적 위험(대중적이지 못한 디자인) 및 관리적 위험(바위생성)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제시된 두 개 브랜드의 제품들을 디자인 측면과 버려지는 물건
들의 재활용이라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재활용과 연관하여 소비자들은 제품이
‘낮은 가격’일 것이라 기대하는데 반하여 제시된 두 개 브랜드들은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자원의 재활용에 일조하기는 어렵다. 또한 세상에 단 하나 뿐인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이라
는 점도 장점인 동시에 다수에게 수용되기 어려운 단점이 될 수 있다. up-cycling 패션제품이 수작업과 하
나하나 다른 디자인으로 생산되는 공정상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버려지는 자
원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널리 채택될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도 패션기업들
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박은주·강은미

태도란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찬성적 또는 비판
적으로 느끼는가를 말하며(왕계정, 2009), 인터넷 쇼핑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 만족, 지각된 가치 및 충성도 등의 구매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충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충성도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소비자 만족을 많이 다르고 있으나 소비자들
의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 만족과 함께 충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 Peterso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따른 소비자 만족
과 지각된 가치가 e-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결과들을 바
탕으로 연구모형을 구성하였고,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자료는 2012년 부산에 거주하는 319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그리고 AMOS 20.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시 e-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개념적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
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쇼핑 태도, 소비자 만족, 지각된 가치 및 e-충성도는 단일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각 측정 변수들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타당성 및 신뢰도는 만족할 만 하였다. 둘째, 인
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태도에 따른 소비자 만족과 지각된 가치가 e-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175.86(d.f.=81, p=.00), GFI=.93, AGFI=.90, NFI=.94, CFI=.97, RMR=.04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각 잠
재변수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석결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제품을 구매할 때
인터넷 쇼핑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지각된 가치가 높고 다음으로 소비자 만족이 높았으며,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소비자 만족과 e-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자 만족은 점포충성도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쇼핑을 통해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한 일이
라고 생각할수록 다른 쇼핑몰에 비해 이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구매에
대해 만족하였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가치를 높게 지각할수록 쇼핑몰에 대한 만족과 충성도는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각된 가치가 충성도에 중요한 선행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의류제품 관련 인터넷 쇼핑몰의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며, 특히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다른 사이트에 비해 좀 더 가
치를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소비자 만
족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에 대해 좀 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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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07-318.
이연희, 이현아, 박재옥(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31(1), 21-32.
채혜숙(2009) 지속 가능한 느린 디자인 특성과 현대 패션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4),
53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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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화장품 브랜드 구매행동 비교연구
필원양·이진화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마케팅전공

I . 서론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욕구하는 인간이 역사와 함께 해 왔으며, 미의식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여성들은 다양하게 자기변현을 할 수 있고 의복보다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 생활에 있어 화장품은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필수품이 되어 있다.
최근 한국 화장품 시장은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며, 경기와 무관하게 고성장세 지속하고 있으며 2008
년 말부터 시작된 클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한국 화장품 시장 성장률을 오히
려 상승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중국정부는 선진국 수준에 맞게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있어 중국 진출과 관련
한 각종 허가제도가 대폭 간소화될 것이고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품의 최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가까운 지리적 위치와 비슷한 심미 관점으로 인해 한국화장품은 더 유리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최근 및 년 동안 한류열풍을 덕분에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내에서 관심도 모
으고 있다. 일찍 중국에 진출한 화장품기업 덕분에 83% 대다수의 중국 여성들이 한국화장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다. 현재 중국소비자들은 한국 화장품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
러나 양국 소비자의 소비이년과 소비행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본토랑 똑 같은 마케팅과 서비스가
중국시장에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른 차이에 따라서 생기는 경영 문제를 세분화되고 명확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한국 및 중국 여성소비자들의 구매현황을 분석하고 양국 소비자
의 구매행동을 비교하여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양국 인구의 통계
적 변화에 따른 화장품 구매 행동의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중국시장 진출의 상품 기획 및 판매 전략의 기
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1 브랜드 선정
현재 양국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브랜드를 범주를 정한다. 그 중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중저가 화
장품브랜드 및 고가화장품브랜드 군으로 분류한다.(김성은,2009) 중저가 한류화장품브랜드 중에서 미샤,
더페이스샵, 라네즈 3곳을 선정하고 고가 한류화장품브랜드 중에서 설화수, 오휘, 더 히스토리 오브 후 3
곳을 선정한다.
2.2 연구대상 ·한국 부산지역, 중국 북경 지역에 거주하며 한국화장품브랜드를 구매경험이 있는 성인 여
성 가가 187명으로 구성한다.
2.3 측정도구
한류(기초)화장품브랜드 구매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구매가격, 구매한류브랜드(김유리, 2006), 구매 장
소, 구매화장품 종류 및 구매빈도(이규호, 2013)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한류
화장품브랜드 구매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구매동기, 정보원(최은정, 2011), 선택기준(조민경, 2003) 및 구
매만족도(오은주, 2005) 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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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구문제
● 한국과 중국 여성소비자의 한류화장품브랜드의 수준(중저가/고가)에 따른 한류화장품브랜드 인구통
계특성(연령, 결혼여부, 직업, 학력, 소득)의 차이를 알아본다.
● 한국과 중국 여성소비자의 한류화장품브랜드의 수준(중저가/고가)에 따른 한류화장품브랜드 구매현
황(구매가격, 구매한류브랜드, 구매의 장소, 구매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 한국과 중국 여성소비자의 한류화장품브랜드의 수준(중저가/고가)에 따른 한류화장품브랜드 구매행
동(구매동기, 정보원, 선택기준, 구매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2.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연구방법을 사용하며, 여성소비자의 국적(한국, 중국) 및 한류브랜드수준(중저가,
고가)을 독립변수로 생각하고 화장품브랜드에 대한 구매현황(구매가격, 구매한류브랜드, 구매의 장소, 구
매화장품의 종류, 구매빈도) 및 구매행동(구매동기, 정보원, 선택기준, 구매만족도)을 종속변수로 생각하
고 SPSS 통계프로그램(Ver.21)을 이용하여 양국소비자가 한류화장품브랜드수준에 따라 구매행동에 어떠
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아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wo-way ANOVA를 실시한다.
III.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한 · 중 양국의 여성소비자가 한류화장품브랜드의 구매행동에 관한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
를 위하여 한국과 중국의 성인여성 각각 187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특성, 한류화장품 브랜드의 구매현
황, 한류화장품 브랜드의 구매행동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이 도
출되었다.
첫째, 한국과 중국 여성소비자의 한류화장품브랜드의 수준에 따른 한류화장품브랜드 인구통계특성에
따른 유의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령>
한국고가구매집단과 중국고가구매집단의 소비자가 거의 30대와 40대여성으로 구성하고 한국중저가구매
집단과 중국 중저가구매집단의 소비자가 주로 20대여성으로 구성되었다.
<직업>
한국고가구매집단은 주로 판매 및 서비스직과 자영업의 여성소비자로 구성되지반 중국고가 구매 집단은
주로 사무직과 자유직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중저가구매집단은 주로 학생으로 구성되고 중국 중저가구매
집단은 주로 전문직과 기술직의 여성소비자들을 구성됩니다.
<소득>
한국고가구매집단의 소비자들은 주로 300~500만원 소득의 여성이고 한국중저가구매집단의 소비자들은
주로 100만원 이하 소득의 여성이다. 중국 고가구매집단과 중국 중저가구매집단은 똑 같이 100~300만원
소득의 여성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 여성소비자의 한류화장품브랜드의 수준에 따른 한류화장품브랜드 구매현황 의 유의
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국과 중국 여성소비자의 한류화장품브랜드의 수준에 따른 구매현황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고가구매집단이 주로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기초화장품을 구매하고 장소를 선택하는 이유
는 주로 교통의 편리성과 상품체험의 이용 2가지 있습니다. 중국고가 구매집단이 주로 백화점, 인터넷, 면
세점을 통해 기초화장품을 구매하고 그 이유는 주로 가격의 저렴함, 상품의 다양성, 상표 및 상점의 유명
도와 상품 체험 4가지 있습니다. 한국중저가 구매집단은 주로 브랜드샵을 통해 기초화장품을 구매하고
그 이유는 주로 교통의 편리성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중저가구매집단은 주로 인터넷과 면세점을 이용해
서 기초화장품을 구매하고 그 이유는 중국고가구매집단과 똑 같습니다.
셋째, 한국과 중국 여성소비자의 한류화장품브랜드의 수준에 따른 한류화장품브랜드 구매행동의 유의
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국중저가구매집단은 다른 집단 보다 기존제품을 다 사용하는 구매동기가 더 높
다는 것이다. 중국고가구매집단과 중국 중저가구매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충동구매, 한류연예인, 한류화
장품을 체험하고 싶은 구매동기를 더 높다는 것이다. 중국 중저가구매집단과 중국고가구매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여성잡지, 백화점의 판매원, 동료의 추천 3가지 정보원을 더 이용하는 것이 나타난다. 중국 중저
가구매집단과 한국중저가구매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인터넷을 더 이용하는 것이고 한국중저가구매집단
과 중국 중저가구매집단은 기초화장품을 선택할 때 한국고가구매집단과 중국고가구매집단보다 가격과
브랜드 이미지를 더 중시한다. 중국고가구매집단과 중국 중저가구매집단은 한국고가구매집단과 한국중
저가구매집단보다 용기디자인의 만족도가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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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트로 제조된 패션제품의 소재에 관한 연구
이선희
동아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3D프린트 기술은 3차원으로 설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원료를 사출해 입체적인 형태의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1980년대 미국 3D Systems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다. 이는 얇은 층을 한 층
씩 무수히 쌓아 제작하기 때문에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 기술이라고도 한다. 최근 디자인산업
중 제조분야의 혁명으로 대두되는 분야에의 화두로서 패션제품개발에 적용하는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
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융합 패션제품기획 및 개발을 위하여 관련 동향 분석을 하고자 한다. 즉, 3D 프린
팅 기술동향 소재동향, 개인용 3D 출력기기 동향 사례를 조사 분석한 후 3D 프린팅 적용 섬유패션산업에
의 연구과제기획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논문, 전문서적, 정부 보고서 및 인터넷 자
료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잡지 및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의 범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년간 선보인 국내외 3D 프린트관련 패션제품들로 제한하였다.
연구 결과 3D 프린팅 기술방식은 Stereolithography(이하 SLA), Slective Laser Sintering(이하 SLS), 및
Fused Deposition Modeling(이하 FDM) 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적층 방식에 따른 3D 프린팅 기술 중 고
체상 소재를 이용한 기술은 압출, 인발, 시트접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압출식(Extrusion)은 필라멘트
또는 펠렛 형태의 열가소성 재료를 고온으로 녹여 압력을 가해 노즐로 성형하는 방식이고, 인발식(Wire)
은 끝이 좁은 다이를 통해 생성된 실형태의 폴리머 재료를 이용하여 진공의 조건에서 조형물 적층하는
방식이며, 시트접합식(Sheet Lamination)은 얇은 필름 모양의 재료를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열접착방법
으로 접착을 시키는 방식이다. 3D 프린팅에 사용하는 소재는 프린팅 기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Polyjet
프린트 기법의 경우 유리투명성이나 고무유사 재료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광경화성재료를 사용한다.
FDM법의 경우는 열가소성수지인 ABS, 나일론, PC, PPSF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인용 3D 프린팅 기
기로는 하이링 엔진, 케복스, 3두들러, 리제노보, 로복스, 엑스팹 및 에디슨 플러스 등의 제품으로 현재 판
매하고 있다.
섬유패션산업의 연구과제 기획을 위하여 패션제품 제작용 3D 프린팅 소재 및 공정개발을 위한 키워드
를 제안한다. 먼저, 패션제품 제작용 3D프린트 소재 개발을 위하여 3D 프린팅 출력시 연신 및 열처리 공
정 도입을 통한 섬유화 공정 도입, 폴리우레탄 소재 적용 3D 프린팅 텍스타일 제조, 염색·가공기법 개발
및 패션소재 적용 내구성 등의 인증평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션디자인에 관련된 제품개
발에 필요한 3D프린팅공정기법을 의류, 구두, 패션소품, 패션 부자재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제조 공
법을 도입함으로써, 첨단 기술융합 패션산업으로의 발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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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형 스포츠 웨어 개발을 위한 신체동작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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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이팅 동작을 중심으로 조광년·김윤영·최은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현재 스포츠의 가치는 개인의 건강 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
으며,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국민적
화합과 동질감 형성, 국민건강 증진, 건전한 사회규범 형성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
사회적 통합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복지 선진국일수록 전 생애적 관점에서의 스포츠 향유 권리를 가
능하게 하는 세밀한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주5일 근무 및 근로시간의 축소로 인해 각종 스
포츠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스포츠웨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 최근 국내/외 Urban 캐주얼 패션 제품은 레저 및 여가생활의 스포츠 활동 증가와 더불어 스포츠 활
동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
고, 새로운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운동기능성, 착의 쾌적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
츠 및 여가활동 참여의 증가는 행위자의 욕구에 따라 지속적, 장기적으로 전개되면서 점점 더 전문화, 다
양화, 엘리트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스포츠웨어는 경기력과 착용감 향상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 개발, 운
동기능성, 쾌적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각광받고 있는 밀착형 스포츠
웨어는 근육을 감싸 받쳐줌으로써 보호하고, 적정한 압력을 가해 통증과 피로를 주이며, 긴장감을 증가시
켜 운동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새로운 스포츠기어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다. 퍼포먼스 기어
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운동시 착용자의 신체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밀착형 스포츠웨어는 피부분절을 따라 재단된 델마컷, 신체 테이핑 기술 등, 다양
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왔으나 그 제품 착용에 대한 운동성 효과 상승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가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밀착형 스포츠웨어 효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목적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밀착형
스포츠웨어를 테이핑, 패턴절개 제품으로 구분하고 스케이팅 동작을 중심으로 밀착형 스포츠웨어의 기
능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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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중인 아웃도어 웨어 사용소재의 특성에 관한 분석
박정현·유화숙
울산대학교 의류학전공

1. 서 론
일반인들의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아웃도어 웨어는 패션 아이템 뿐만
아니라 트렌드 아이템으로써까지 자리매김하였다. 더욱이 등산 혹은 레저 활동 외에도 평상
복으로써 수요가 많아지면서 아웃도어 웨어의 품목 수가 증가하였고, 다양한 소재의 사용이
나 디자인, 컬러 등을 접목시킴으로써 아웃도어 웨어 브랜드 간의 아이덴티티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아웃도어 웨어 구매 시 디자인, 소재, 가격 또는 브랜드의 이미지 등을 통한 합리적
비교 구매를 지향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아웃도어 웨어는 타 의류품목에 비해 기능적 측면이 중요한 성능으로 인식되는 품목으로 기능성이 브
랜드간의 비교 기준이 되거나 구매 시 결정요인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즉,방한성, 방풍성, 방수성, 투
습·발수성 등은 아웃도어 웨어의 가격이나 소비자 선호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며, 이러한
기능성은 대부분 소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웃도어 웨어 사용 소재의 특성을 파악해보는 것은 소비
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일일 것으로 생각한다. 소비자에게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
한 정확한 정보를 통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며, 생산자에게는 타사 제품의 소재 특성 비교를 통
해 자사 제품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점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웃도어에 관한 연구로는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별 특성에 관한 연구(Lee et al, 2013), 디자인 특성에서의
소재 활용을 연구(Kim & Ha, 2012)등이 있으나 브랜드별 비교를통한 소재의 특성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판 중인 아웃도어 웨어에 사용된 소재의 특성을 알
아보고 브랜드별로 비교해 봄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와 생산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였다.
2. 연구방법
시판중인 아웃도어 웨어에 사용된 소재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하의에 비해 보다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는 상의를 선정하여 상의에 사용되는 소재의 특성을 분석하고자하였으며 남성용 아웃도어
제품에 한정하였다. 상의는 다시 방한복, 방풍복, 방수복으로 분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조사 범
위는 2013년 기준 매출 상위 3사(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와 2012년 이후 국내에 새롭게 런칭된 신
생 아웃도어 브랜드 3사(노스케이프,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빈폴 아웃도어)의 아웃도어 제품들로 정하
였다. 자료 수집은 각 브랜드의 홈페이지 혹은 공식 쇼핑몰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2013년 12월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고 2014년 1~2월에 본 조사를 하였다. 상의에 사용된 겉감, 안감, 충전재의 소재특성을 파악
하였고 소재의 기능성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방한복 결과를 발
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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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본 기간에 조사된 6개 브랜드의 방한복(패딩점퍼류) 수는 총 146벌이었으며 노스케이프 (13), K2(16), 디
스커버리 익스피디션(19), 빈폴아웃도어(20), 코오롱스포츠(37), 노스페이스(41) 순으로 조사되었다. 겉감
소재를 비교한 결과 노스페이스와 코오롱의 경우에는 나일론이 각각 80. 4%와 73.0%로 가장 많이 사용되
었으며 K2의 경우에는 폴리에스터(43.8%)를 나일론(25.0%)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코오롱과 K2의 경우에는 기능성 소재로 윈드스토퍼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노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하
이벤트와 퍼텍스를기능성 소재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이루기 위
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신생 브랜드의 경우에는 모두 나일론을 가장 많이 사용
하여 노스케이프가 84.6%, 디스커버리 익스피디션이 60%, 빈폴이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 상
위 3사의 경우 나일론 이외에도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면 혼방,폴리에스테르/나일론 혼방, 양모/나
일론혼방, 면 100%, 양모 100%, 면/폴리에스테르/나일론/폴리우레탄 혼방, 면/폴리에스테르/나일론 혼방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신생 3사의 경우에는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면 혼방, 폴리에
스테르/나일론 혼방, 나일론/면혼방 등을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소재의 다양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감에서는 매출 상위 3사의 경우에는 노스페이스와 코오롱은 발열안감을 주요 기능성 소재로 사용하였
고, K2의 경우에는 발열안감과 정전기 방지를 주요 기능성 소재로 사용하여 두 브랜드에 비해 안감의 기
능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생 브랜드의 경우에는 정전기 방지(노스케이프) 또는 발열 안
감(디스커버리 익스펜션과 빈폴아웃도어)을 주요 기능성 소재로 사용하고 있었다. 충전재의 경우 매출
상위 3사의 경우 노스페이스는 주로 거위솜털/깃털을 사용하면서 솜털이 75-94% 깃털이 6-25%로 다양
한 구성 비율을 나타내었고 코오롱은 거위솜털/깃털의 비율이 90/10으로 모두 일정하였으며 K2의 경우
에도 25%만이 오리솜털/깃털 (85/15)를 사용하였고 거위솜털/깃털을 주로 사용하였다. 신생 브랜드 3사
의 경우에는 대체로 오리나 거위의 솜털/깃털의 비율을 80-90/20-10 의 비율로 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4. 결 론
아웃도어 제품 중 방한복에 대한 브랜드별 사용 소재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매출 상위 3 사가 신생 브랜
드 3사에 비해 보다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기능성 소재도 여러 종류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스페이스의 경우 다른 브랜드에 비해 소재 구성이 매우 다양하였고 자체 개발 기
능성 소재를 아이템에 고루 배치하여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된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종합
하여 볼 때 아웃도어 웨어의 소재 특성은 브랜드의 차별화를 위한 좋은 요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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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세대의 건강기능성소재 인지 및 선호에 관한 연구
서민녕·구영석
부산대학교 의류학과/BK21플러스 실버세대를 위한 건강의류 디자인 사업팀

세계적인 고령화로 인해 각 국가들의 정책 목표도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기대수
명)’이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신체적ㆍ생리적인 기능이 많이 저하된 노인
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적절한 의복 내 기후를 유지해주는 의류 소재의 역할도 매우 중요
하다. 특히 전 연령층에 걸쳐 기능성 소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노년층이라고 예외는 아
니다. 과거와 달리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려는 노년층을 위해 현재 의류시장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화가 없
이 시판되고 있는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
년층을 성별과 연령에 따라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의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소유도 차이를 파악함으로
써 노년층의 신체적·생리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활동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의복소재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버의류산업에 최적화된 운동·건강·쾌적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기간은 노년층인 표본 집단의 특성상 예비설문을 통해 수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문문
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성하기에 편한 설문지 양식을 고려하였다. 설문 응답을 스스로 기입하도
록 하였으나 응답자가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일대일 면접형식으로 설문지를 읽어주고 응답 하도록 인터뷰
방법을 병행하였다. 자료 본 조사 기간은 2013년 10월 20일부터 11월24일이었으며, 부산광역시에 거주하
는 만 5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300부를 배부하여, 이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 38
부를 제외한 최종분석에는 262부가 사용되었다.
설문조사 문항의 내용은 의류제품 착용 및 구입 시 일반 의복 소재 중요도 13문항, 기능성 소재의 성능
별 구분에 따른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에 관한 30문항, 기능성 소재의 용도별 구분에 따른 소유제품 33문
항, 착용동기와 불만사항에 관한 3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t-test, 교차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층은 일반 의류제품 착용 및 구입 시 의복 소재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이
남성 노년층 보다 신축성, 보온성, 흡수성, 통기성(투습성), 정전기 방지, 심리적 안정을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실버세대는 소재의 속건성과 방추성에 대해 뉴 실버세대보다 중요시하였다.
둘째, 기능성 소재의 인지도는 성별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기능성 소재를 인지하
고, 연령에 따라서는 뉴 실버세대가 실버세대 보다 쾌적 소재를 더 많이 인지하고, 운동기능소
재와 건강·안전소재는 실버세대가 뉴 실버세대보다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년층은 뉴 실버 세대가 방향성 소재를, 남성 노년층은 뉴 실버 세대가 흡수·흡한 소재를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능성 소재 선호도 차이는 노년층 성별에서는 투습·발수(방수) 소재를 제외한 쾌적 소
재와 건강 · 안전 소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기능성 소재를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흡수·흡한 소재와 항균·방취소재에, 남성은 신축성 소재와 자외
선 차단 소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은 뉴 실버세대가 남성은 실버세대가 기능성 소재
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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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노년층은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 착용 후 평균(3점)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신
축성 소재, 남성은 경량성 소재, 연령에서는 뉴 실버세대는 경량 소재, 실버세대는 신축성 소재가 의류 제
품 착용 후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실버세대와 뉴 실버세대 모두 신축성 소재
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뉴 실버 세대는 경량성 소재, 실버 세대는 흡수 · 흡한 소
재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노년층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기능성소재 의류제품의 소유도는 노년층 전체에서 쾌적 소재, 운
동 기능성 소재, 건강 · 안전소재 순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 ·
안전 소재 의류제품을, 남성은 여성보다 쾌적 소재 의류제품을 더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실버
세대를 제외한 모든 노년층은 보온성 소재, 신축성 소재, 투습·발수 소재, 흡수 · 흡한 소재, 자외선 차
단 소재, 초경량 소재, 황토 소재 순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실버세대는 흡수 · 흡한 소재
가 투습 · 발수(방수) 소재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노년층은 쾌적 소재 중 보온성
소재, 투습·발수 소재, 경량성 소재의 점퍼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고, 흡수 · 흡한 소재는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가 속옷, 성별로는 남성은 운동복, 여성은 속옷, 남성 뉴 실버는 티셔츠, 남성 실버는 운동복의
소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운동 기능성 소재는 남성 실버세대를 제외하고 신축성 바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성 실버세대는 신축성 운동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강·안전소재는 연령별로는 뉴 실버
는 자외선차단 팔토시, 실버세대는 황토 속옷, 성별로는 남성 여성 모두 자외선차단 팔토시, 여성 뉴 실버
는 자외선 팔토시, 여성 실버는 황토속옷, 남성 뉴 실버는 자외선 팔토시, 남성 실버세대는 자외선차단 모
자의 소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 착용동기는 모든 노년층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가
70%이상으로 나타났다. 착용횟수는 주 1~2회가 가장 많았고 뉴 실버세대들이 기능성 의류제품을 더 자
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의류제품 불만사항은 높은 가격, 기능적인 효과, 지속성순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일반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세분화 하여 운동 · 건강 · 쾌적 기능성 소재
의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소유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능성 소재의 인지도와 선호도는 성별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만족도와, 소유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능성 소재 중 보온
성, 신축성, 흡수 · 흡한, 경량성 소재가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소유도가 높게 나타났고,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노년층은 건강을 위해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가격대의 노년층의 신체적, 생리적 변화에 적합한 기능성 소재의 의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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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밀착형 방검소재의 탈부착 용이성 확보를 위한
방검복 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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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한주엽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아르모프

방검복은 칼등의 흉기로 부터 중요 장기가 집중되어 있는 인간의 상체를 보호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의
류로써 현재 대부분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 또는 거미실크, UHMEPE, PBO 등과 같은 특수한 재질의 방
탄재를 이용하여 제조된다.
종래의 방검복은 방검소재와 그 방검재를 둘러싸는 외피재로 구성되고, 이를 의류에 부착시키는 장치를
포함하고 형태는 착용자가 팔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끼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방검복의
용도로는 칼등의 흉기로 인한 부상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류로서, 일반적으로 군인, 경찰, 사
설 경호원들이 주로 착용하여 위험 상황에서 칼, 흉기 등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하지만, 종래의 방검복은 방검 기능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활동성에서 큰 문제점이 있으며, 더하여 착
용자의 체형에 따라 방탄복이 착용자의 몸에 밀착되지 못하여 방검복을 입고 교전 상황에서 움직이는 경
우 방탄복이 움직여 불편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착용자의 체형에 관계없이 착용자 앞면에 밀착될수 있는 방검소재가 보다 방검복에 탈부착이
되며, 요구 성능에 따라 기본, 이중, 삼중 적용하여 용도에 따라 방검복의 기능이 잘 발현되면서도 착의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품 설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검복은 내부에 전면방검층이 내재되고, 하단부 양측에 접합부가 구비되는 전면부재와, 내부에 배면방
검층이 내재되는 배면부재와, 전면부재와 배면부재의 상단부를 연결하며, 착용자의 머리가 관통되는 개
구홀이 형성되는 연결부재 및 상기 배면부재에 설치되어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방검부재가 인체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방검소재와 접합부에 체결부를 구비하여 이중 삼중으로 방검 소재가 앞
판, 뒷판에 접합되어 고정할 수 있는 있는 연결홀이 구성되어 사용용도에 따라 방검기능을 높였으며, 활
동에 따라 쉽게 탈착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방검소재가 이중 삼중으로 부착이 되어도 일체화 될수 있는 밀착형 구조의 방
검소재 시제품의 제작과 기성품의 주관적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보다 고기능의 착의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방검소재가 소재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각 요소 기술
들에 대한 통합적 의복 형태에서의 기능적 역할의 신뢰성이 부족함에 따라 일체형 부력방탄복의 정량적
성능과 편의성, 디자인, 신뢰성 등의 감성적 기능 확보를 통하여 최종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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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cel/PTT/Cotton 복합사 및 편성물의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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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전염병 방역관련
보호장구 착용현황에 대한 종단적 연구

김현아·김민지·김대석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연구개발본부

문지현·전은경
울산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 전공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Tencel/PTT/ Cotton(50/30/20) 단섬유 제어기술을 통한 Ring, Compact Spun 그리고 Air
Vortex의 방적방법에 따른 이들 방적사의 물리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들 사로 만든 편
물의 태특성을 분석하였다. 신 방적사 제조기술에 의한 내추럴 감성 방적사 개발을 통해 고감성을 요구하

Ⅰ. 서론
정부는 주요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
축하기 위해 민관공동으로 가축방역을 실시한다. 구제역(FMD: Foot and Mouth Disease)과 조류인플루엔
자(AI: Avian Influenza)는 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A급 질병으로(국립수의과

는 여성용 신축 니트웨어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방적방법에 따른 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단섬유 상태의 Tencel, PTT, Cotton을 원료로 Ring, Compact
Spun 그리고 Air Vortex 방적사 및 편물을 제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개발 복합사의 물성
Air vortex 방적사에 비해 Compact와 Ring 방적사의 균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Compact와 Ring 방적사
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절단강도는 Air vortex 방적사의 경우 Compact사와 Ring사에 비해 20‘s,
30’s, 40’s 원사 모두 낮은 값을 보인다. 이는 Air vortex 방적사의 중심부가 꼬임이 없는 구조로 방적되
기 때문에 나머지 두 방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원사보다 낮은 절단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절
단신도 역시 Air vortex 방적사의 경우 Compact사와 Ring사에 비해 모든 번수의 원사가 낮은 값을 보인다.
또한 일반 천연섬유 방적사에 비해 신도값이 2-3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TT의 우수한 신축성과 탄성
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생각된다.
방적타입별 PTT 방적사의 열적특성인 건·습열 수축률 모두 Ring사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Air voltex사, Compact사 순이었다. 이는 Modal/PTT/Wool(40/30/30) 방적사에서의 수축률 거동(Air
voltex>Ring>Compact순)과는 정반대의 결과로써, 방적 방법 보다는 방적사의 원료에 그 결과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천연섬유 방적사의 경우 건·습열 수축률이 평균 1%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PET 보다 낮은 유리전이온도(Tg)를 갖는 PTT의 혼용 때문에 수축률 값이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3-2. 개발 복합사 니트원단의 태특성
니트원단의 종합 태특성의 경우 20’s 니트원단은 Ring>Compact>Air vortex순, 30’s 니트원단은
Compact>Ring>Air vortex순, 40’s 니트원단은 Compact>Ring>Air vortex 순이었다. 공통적으로 모든 섬
도의 원사에서 Air vortex사로 만든 니트원단이 가장 낮은 종합태 값을 나타내었으며 의류용 니트원단으
로 활용시 종합적인 태 특성을 예측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 검역소, 2011), 동물간의 접촉에 의한 직접간염, 사람, 차량 또는 다른 매개체에 의해 간접간염에 의해
전염된다.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방역 후에 오는 환경문제 및 방역작업자의 피로와
상실감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지만 방역업무가 외부에서 시행되어 한파, 폭
설 등 혹한 환경에서 방역원의 신체적 장애를 발생시킨다. 방역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흡입 시 인체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치는 성분도 있어 방역 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나 방역현장을 취재한 뉴스,
신문 등의 언론매체의 현장이미지에서는 일관된 방역장구 착용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가축 전염병 발병에 따른 방역원의 보호복 및 보호구의 착용실태 및 그 변화를 2010년 FMD 및 2014
년 AI 발생 시 보도된 언론매체 자료를 통해 파악한 후 이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가축전염발생상황에 대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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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및 절차
가축 전염병의 발생 시 위험지역 내 가축 살 처분·소각·매몰과정과 이동통제초소의 방역 과정에서
방역작업자가 착용하는 방역 보호 의복 및 장구를 파악하기 위해 언론매체의 관련 기사 및 사진을 분석
하였다. FMD관련 자료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33개 신문사로부터 사진 77개, 기사 90개
를, AI관련 자료는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37개 신문사로부터 사진 53개, 기사 87개 등의 자료
를 선정하였다. 발췌 내용은 방역현장의 참여자 특성, 방역업무의 종류, 방역복 및 보호구의 착용현황, 불
편·불만사항, 방역현장의 유해성 등이며 양적,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언론매체자료의 구제역 방
역 관련 보호복 및 보호구 착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해당하는 법규
및 지침을 검토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첫째, FMD 발생(2010년)에서 소강상태(2011년)까지의 조사언론자료 내 방역 참여인원은 방역원 113
명, 방문자 67명, 군인 31명, 경찰 13명 등 총 224명이다. AI 발생(2014년 1월)부터 조사된 참가자는 방역원
127명, 방문자 23명, 군인 46명, 경찰 10명 등 총 206명이다. 방역원은 차량통제, 소독약 혼합, 도로의 결빙
방지 작업, 소독분사기를 사용한 차량 및 축사 내·외부소독, 차량유리 결빙제거, 차량이동일지 기록 등,
다양한 방역 관련 업무 및 보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무원, 경찰, 군인 등 지원인력은 직종
구분 없이 축산종사자와 함께 다양한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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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축전염병 발생 당시 방역현장의 업무환경을 분석한 결과, 2010∼2011년, FMD 방역 현장에서는
방역원이 방역 약품을 만지는 등, 위해 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동통제초소
에서는 야간 차량통제 시 차량에 의한 사고, 각종 위험업무로 인한 사고 발생, 겨울철 집중되는 방역으로
추위에서 오는 동상 등,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방역종사자들이 생소하고 익숙지 못한 업무에 투
입되었으며 이와 함께 정부의 미흡한 방역대책 및 예산정책, 교육 부재 등이 문제시 되었다. 3년이 지난
2014년 초부터 4월 현재까지 AI 발생 시 언론매체 자료를 살펴보면 소독약으로 인한 인체유해성과 환경
오염 논란, 검역 시 눈, 바람 등, 악천후 기후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환경적 어려움들이 기사화되었다.
특히 방역복 및 방역장구의 품질 문제가 지적되어(AI 창궐 하는데 방역복 불량제품이라니, 2014) 방역 보
호 장구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강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2010년 FMD 발생 당시 근무자 및 방문자의 방역복 및 보호구의 착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방역
복 착용률은 43.3%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경찰(38.5%), 군인(16.%)의 안전조치
가 현격히 미흡하였으며 방문자 중 8.9%만이 방역복을 착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방문자의 안전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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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후 타 지역으로의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보호구의 착용률에서는 장갑의 착용률만
이 간신히 과반(55.4%)일 뿐 보안경(1.8%)과 슈커버(17.9%)는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
년 AI 발생에 따른 방역현장의 보호장구 착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방역복의 착용률이 85.4%로 구제역 당
시보다 2배에 가까운 증가율(방역;93.7%, 군인;97.8%)을 보였다. 특히 보호 장구의 착용률은 장갑(76.7%),
마스크(72.8%), 슈커버(52.9%), 보안경(27.7%) 순으로 2010년 구제역 방역상황에 비해 최고 15배에 이르는
착용율의 상승을 보였다. 그러나 방역복의 지퍼가 잠기지 않거나 벌어지고, 방진 마스크의 코 고정핀이
떨어져 나가고, 고글의 끈이 끊어지는 등 개인방역장비의 불량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방역원의 안전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축관련 법규 및 지침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원의 안전과 효율적 작업을 도모할 수 있
는 개인보호복제 관련 내용이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국가법령의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2010.4.12.)에는
방제복 착용 규범만 있을 뿐 방제복의 정의조차 언급되지 않았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시된 여러
지침에도 방역복과 보호 장구를 착용하라는 지침만이 있을 뿐 지침마다 일관성 있는 보호장구 착용 지침
이 부족하고 착용방법도 제시되지 않아 위험의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개인보호장구(PPE)를 제시하고 있
는 해외의 규정(Protecting Poultry Workers from Avian Influenza (Bird Flu), 2008)과 비교할 때 작업자 안
전관리를 위한 복제 규정의 부재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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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작업자들의 안전과 작업효율을 고려한 방역장구의 복제규정 제정을 최종 목표
로 2010년 말에서 2014년 초에 이르기까지 언론매체자료를 통한 FMD와 AI 방역현장에서의 방역장구의
착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방역초기에는 매우 낮은 방역 장구 착용률로 방역원의 안전이 우려되었으
나 점차 착용률이 증가하여 2014년에는 장구에 따라 15배까지 착용률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제품
의 품질관련 문제가 제기되어 국가 차원의 품질관리가 요구되었으나 국가에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
정이나 지침이 부재하여 안전관리에 소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대
응을 위해서는 방역원 뿐만 아니라 초소 근무자까지 안전을 우선시한 방역장구 및 소재, 치수, 패턴, 착용
방법 등이 제시된 통합적 복제규정이 요구되므로 개발과 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에서의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 NRF-2012R1A1A301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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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 남성 체형과 국내/외 남성 상의패턴 비교 연구
노유민·남윤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성복은 기본 원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으로 전개하는 여성복과 달리, 기본 원형을 사용하지 않
고 각 아이템 별 원형을 따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원형 패턴의 의미를 정의하는 용어 또한 표준화, 균일
화 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20대 남성 체형을 고려한, 교육 및
패션산업에서 쉽게 응용될 수 있는 남성복 피티드 토르소 원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국내외 교육기
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총 6종의 남성복 상의 패턴의 제도 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인 20대 남성의 체
형에 대한 맞음새 및 각 패턴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남성복 피티드 토르소 원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29세 남성 235명의 제6차 사이즈코리아 인체측정 데이터를 사용, 20대 남성의 바른
체형 표준 사이즈 바디를 제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용 바디 제작을 위한 형상작업에는 Rapid
Form 2006이 사용되었고, 바디는 3차원 조각기를 사용하여 스티로폼으로 제작되었다.
패턴에서의 원형이란 변형되지 않은 가장 기본 형태의 패턴을 말하며 베이직 패턴(Basic Pattern), 블록
패턴(Block Pattern), 슬로퍼(Sloper) 등으로 불린다. 또한 길이와 실루엣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남성복의 경우 셔츠원형, 자켓원형 등 아이템 별 원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원형’
은 남성복 상의 모든 아이템으로 변형 가능한 가장 기본 형태의 패턴으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널리 사용되는 6종의 남성복 패턴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미국의 Armstrong식,
영국의 Winifred Aldrich식, 일본의 문화식, 이태리의 Secoli식, 프랑스의 Esmod식 그리고 한국의 L&N
식이 사용되었다. 한국인 20대 남성을 위한 피티드 토르소 원형 패턴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이므로 남성
복 토르소 패턴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복 패턴은 원형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아이템
별 원형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제외하고 가장 인체에 가깝게 착용하는 아이템인 셔츠패턴
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셔츠 패턴을 가지고 있는 방식의 경우, 가장 기본에 가까운 원형을 사용하였고 셔
츠를 위한 디자인 선은 배제하였다. 시접이 포함되어 있는 원형의 경우 시접분량을 제외하고 비교하였다.
Esmod식의 경우 기본 토르소원형이기 때문에 제도식 그대로 제도하였고, 문화식의 경우 기본 셔츠 원형
을 허리선까지만 제도하기 때문에 엉덩이 길이만큼 연장해 주었다. Secoli식과 L&N식의 경우는 제도식
에서 셔츠 원형의 길이를 엉덩이길이 또는 키를 이용한 비례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엉덩이 길이에 맞추어
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Winifred Aldrich식의 경우 원형 패턴상에 엉덩이 선이 없고 셔츠길이가 따로 주
어지기 때문에 다른 패턴과 동일하게 엉덩이 길이로 패턴을 제도하였다.
제6차 사이즈코리아 인체측정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한국인 20대 남성 평균 바디를 직접 측정하
여 얻어진 치수를 사용하여 위에 제시한 6종 패턴의 실험원형을 제작하였다. 제작에는 머슬린이 사용되
었다. 또한 의복구성 전공자 5인을 대상으로 한 관능평가를 통해 각 패턴의 맞음새를 평가하였다. 통계분
석에는 SPSS 21.0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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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선정된 6종의 패턴 중 문화식, L&N식, Winifred Aldrich식, Armstrong식 등 총 4종의 제도식은 박스형
패턴이며 Secoli식과 Esmod식의 경우는 피티드 패턴이다.
박스형 패턴의 경우 인체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인다. 4종의 패턴 모두
다트나 옆선에서의 여유량 조절이 포함되지 않아 가슴-허리-엉덩이둘레가 일직선으로 동일한 치수를
보여준다. 한국인 20대 남성의 평균 데이터를 보면 가슴-엉덩이-허리둘레 순으로 사이즈가 줄어들어 가
슴이 가장 넓고 허리가 가장 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박스형 패턴의 경우 이러한 인체의 형태를 보여
줄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 다트를 이용하여 인체의 굴곡을 표현하며 피트성을 높인다. 그러나 다트가 포함된 피티
드 패턴의 에스모드식을 보면 허리 부위의 앞과 뒤로 총 7.8cm의 다트가 포함되어있다. 이 때문에 피트
성이 높아질 순 있으나 평균체형 데이터로 제도 시 허리둘레에 0.4cm, 엉덩이둘레에 0.2cm의 여유분만이
포함되어있어 착용이 매우 힘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진동둘레 역시 실제 인체 진동둘레보다 3.3cm 정
도 여유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매를 부착하였을 때 활동성 역시 보장할 수 없다.
반면 뒤허리 부위에만 다트를 포함하고 있는 Secoli식을 살펴보면 6종의 패턴 중 가슴-허리-엉덩이 부
위에 걸쳐 가장 적절한 여유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깨길이가 실제 인체 측정치보
다 1.1cm 가량 길어지고 허리 아래부분의 다트량 때문에 엉덩이 둘레의 여유량이 늘어나는 점 때문에 인
체에 피트되는 기본 원형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 20대 남성을 위한 적당한 여유분을 포함할 수 있는 제도식이 필요함을 보여준
다. 남성의 인체를 측면에서 봤을 때, 상체에서 가장 굴곡이 두드러지는 부위는 허리와 등 그리고 엉덩이
가 만나는 부분이다. 추후 이 부분의 분석을 통해 인체에 피트되는 상의 원형 개발을 위해 해당 부위의 각
도 항목을 추가로 측정하여 이를 패턴 개발에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패턴
은 상의 패턴 제작의 주요 둘레 부위인 가슴둘레, 허리둘레 그리고 엉덩이 둘레를 앞과 뒤의 구분 없이 4
등분하여 제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인체의 앞면과 뒷면의 형태 및 길이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따로 측정하여 패턴에 반영한다면 더욱 피트성이 높은 상의 원형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해 측면 기준선을 설정하여 인체의 앞과 뒤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
4. 결론
각 국가별 패턴 분석 및 한국인 20대 남성 체형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인 20대 남성을 위한 피티드 토르
소 패턴 개발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선정된 6종의 패턴은 한국인의 체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또
한 대부분 박스형의 패턴으로 인체를 따르지 못하며 패턴을 다루는 사람이 각 부위의 여유량과 체형을
쉽게 반영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여유분을 포함하고 인체를 따르도록 피트성이
보장되며, 하나의 원형으로 다양한 상의 아이템으로 변형이 가능한 한국인 20대 남성을 위한 피티드 토르
소 원형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추진된 ‘BK21 플러스’ 사업의 일부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BK21 Plus’ Project fund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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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승마바지 개발을 위한 연구
이지은·권영아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승마의 대중화로 인하여 승마바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승마바지는 대부분
이 수입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제품개발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뿐만 아니라, 시판 승마바지가 승마를 즐기는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지와 승마경력 및 실력에 따라 승마
바지의 선호도와 요구성능에 부합하고 있는지 등 승마바지의 치수 만족도와 더불어 착용감과 디자인 선
호성향을 동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승마를 즐기는 남녀
를 대상으로 승마바지 착용실태와 선호도를 분석하고, 바지 치수 만족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성별, 연
령대, 승마경력, 승마실력 및 BMI에 따른 승마바지 치수 만족도, 성능 중요도,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함으
로써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기능성 승마바지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실제 승마를 즐겨하는 승마인이 착용하고 있는 바지 치수 만족도, 성능
중요도,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12월과 2012년 9월∼10월 넷 달 동안 부
산, 제주, 과천 소재 경마장에서 승마인을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별, 연령대, 승마시 착용하는 바지 종류별,
승마경력, 승마실력 및 BMI 지수에 따른 바지 치수 만족도, 성능 중요도, 디자인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ANOVA, χ2-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은 승마바지 개발을 위한 기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바지 치수 만족도는 보통으로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
여 바지길이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밑위부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
다. 승마실력이 높을수록 앞허리선, 뒤허리선, 앞허리둘레, 뒤허리둘레, 밑위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20대 여성 승마인을 위하여 치수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승마바지 소재의 성능에 대해서 신축성, 미끄럼방지성, 활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승마바지는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에 미끄럼방지 가공처리를 하여 활동성에 방해받지 않으
면서 인체에 피트되어야 할 것이다.
3. 승마실력에 따라 승마바지의 요구성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승마실력이 높을수록 승마바지의
봉제내구성, 땀 흡수성, 사이즈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승마실력이 낮을수록 엉덩이쿠션성이 중요하
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초보자용 승마바지는 엉덩이쿠션성을 보완해야 하며, 전문가용 승마바지는 땀
을 원활하게 흡수할 뿐만 아니라 흡수된 땀이 방출될 수 있어야 하며, 봉제내구성과 사이즈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디자인 선호도에서는 성별에 따라 앞포켓, 허리형태, 종아리형태, 원단과 패치배색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녀모두 검정 또는 베이지를 기본색으로 하며, 유사색상의 엉덩이와 무릎을 잇는 풀패치를 가
장 선호하였다. 그러나 여성은 입술포켓의 종아리 절개없이 벨트형으로, 남성은 사이드포켓의 종아리 절
개형태의 벨트형 또는 고무밴드허리형으로 각각 디자인한다. 승마운동에 의한 찰과상을 입기 쉬운 종아
리안쪽과 무릎안쪽의 솔기를 평편하고 얇게 해야 할 것이다.
5. 연령대에 따라 허리형태와 패턴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는 벨트형을 대체로 선
호하였으나 40대 이하는 고무밴드허리형도 선호하였으며 50대 이상의 29%는 부분 고무밴드허리형을 선
호한다고 응답하였다. 10대는 고무밴드허리형 또는 벨트형으로, 20대는 단색의 벨트형으로 디자인되어
야 할 것이다.
6. BMI에 따라 뒤포켓, 패턴유무, 패턴종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체중은 단색의 뒤포켓 없거나
아웃포켓을 선호하였으나, 정상체중은 단색의 입술포켓, 아웃포켓, 포켓 없음을 골고루 선호하였고, 과체
중과 비만체중은 입술포켓을 가장 선호하였고 포켓 없음은 다음으로 선호하였다. 따라서 BMI에 따라 뒤
포켓 형태의 차별화된 승마바지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승마를 즐기는 승마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승마바지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기능 소재의 개발과 선정에 대한 후속연구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시판 승마
바지 착용실험에 통한 시판 승마바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호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 및 다기능 소재
를 사용한 승마바지개발과 피험자 착용평가를 실시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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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유형에 따른 승마바지 착용감의 차이

천연모피 대용 인조 브로드테일이 적용된

공진희·권영아

패션제품의 외관 및 보온성에 대한 연구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최근 승마인구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승마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승마의류는 편안하면서 안
전하게 승마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승마바지는 엉덩이부위 또는 무릎부위에 마모방지와 미끄럼방
지를 위한 패치 부착에 의해 다른 스포츠레저 바지와 외형적으로 차별화 되어 있다. 그러나 승마바지에
부착되는 패치의 유형에 따른 착용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 및 소재가 서
로 다른 패치 유형에 따른 승마바지의 착용감 차이를 분석하여 승마바지 패치 설계를 위한 기초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승마바지의 패치 유형에 따른 착용감 평가를 위해 패치 형태 2종 풀패치 (full patch), 니패치(knee patch)
와 패치 소재 3종(천연스웨이드, 인조스웨이드, 실리콘 도트 코팅)의 조합으로 패치 유형이 다른 총 6종의
승마바지 제품을 선정하였다. 승마바지 제품별 치수는 허리둘레치수 70±1cm로 통일하였고 소재의 섬유
혼용은 스판덱스 7%이상 포함된 혼방 소재로 하였다. 승마바지의 착용실험은 4명의 20대 건강한 여성 피
험자에게 6종의 승마바지를 랜덤한 순서로 착용하게 한 다음 승마시뮬레이터(S-rider)로 30분 운동 전후
허리,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 부위의 미끄럼방지성, 온열감, 습윤감, 피트감, 압박감, 활동감 및 전반
적인 착용감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승마바지 제품별 치수는 동일한 허리둘레치수라도 앞허리둘레, 뒤허리
둘레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피험자 간 피트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풀패치 제품 착용이
니패치 제품 착용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끄럼방지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풀패치 제품 착용의
경우 승마시뮬레이터 위에 앉은 자세에서 운동 시 엉덩이와 무릎 부위의 마찰력 증가로 미끄러지는 느낌
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니패치 제품이 풀패치 제품에 비해 피트감 및 압박감이 더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풀패치 제품에 신축성 소재가 사용되었다 해도 엉덩이, 허벅지, 무릎 부위의 패
치 부착으로 인해 승마시뮬레이터에 앉은 자세에서 승마바지의 패치부위에 의복압이 증가되기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넷째, 패치가 부착된 제품에 비해 실리콘 코팅 제품의 전반적인 착용감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실리콘이 전체 코팅이 아닌 도트 형태로 엉덩이, 허벅지 또는 무릎내측에 직접 코팅이 되어
미끄럼방지성이 부여되면서 코팅 부위의 신축성이 유지되어 피트감, 압박감 및 활동감이 상대적으로 우
수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승마시뮬레이터와 직접 접촉되는 엉덩이 부위 또는 무릎부
위가 승마운동 시 발생되는 땀을 쉽게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습윤감도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승마바지에 미끄럼방지성을 부여하면서 전반적인 착용감을 향
상시키기 위해 실리콘 도트의 부분 코팅이 패치 봉제 대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실리콘 코팅 위치 및 크기에 따른 승마바지의 주관적 착용감 평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실리콘 코팅 승마
바지 착용에 따른 온열생리적인 측정 결과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2년도 대한민국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과제번호
2012R1A1A3012752)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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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발레복의 착용실태 및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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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길

구두 발표자 유의사항
(1) 발표장 및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2) 발표그룹의 시작 20분전까지는 발표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3) 발표시간은 발표 15분, 토의 5분입니다.
(4) 시간을 맞추어 발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5) 타종은 발표 종료 5분전에 1번, 종료시간에 2번, 토의 종료시간에 3번 울립니다.
(6) 빔 프로젝트 사용하는 발표자는 각 발표장에서 노트북과의 호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발표자 유의사항
(1) 포스터의 크기는 80cm(가로)×120cm(세로)입니다.
(2) 상부 20cm는 제목, 발표자, 소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3) 발표시간은 15:30~16:30입니다.
(4) 발표자는 09:00~13:30 까지 지정된 패널에 포스터를 게시하여 주시고,
15:30시부터는 자신의 포스터 앞에 대기하여 설명, 토론을 하여 주십시오.
(5) 우수 포스터상 (3편)과 우수 논문발표상 (3편)은 리셉션 시간에 시상합니다.

등록안내
등록장소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 2F
등 록 비 : 일반 30,000원
학생 10,000원(석사과정)
(논문집, 중식, 다과회비 포함)
발표자등록 : 연구논문 발표자는 반드시 오전까지 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등록 : 연회비납부 신청 받습니다.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이진화(부산대)
조 직 위 원 : 김용주 (한성대), 김은영 (충북대), 노윤선 (동서대), 문명옥 (동의대)
박명자 (한양대), 박숙현 (경성대), 박순지(영남대), 배현숙 (창원대)
서추연 (동아대), 이경희 (금오공대), 이정순 (충남대), 이정임 (배재대)
임지영 (대전대), 전대근 (안동대), 조은주 (호남대), 추호정 (서울대)
최은주 (영산대), 홍금희 (신라대)

□ 지하철 이용
지하철 1호선의 '토성동역'에서 하차하여, 2번출구 '아미전화국'뱡향으로 나오셔서 3분이면 학교안에 도착합니다.
□ 버스 이용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하차
▶ 일반버스 : 15, 16, 40, 70, 81, 123, 126, 161, 190
▶ 좌석버스 : 58-1
□ 철도 이용(고속철도, 일반철도)
▶ 부산역 하차 → 지하철 1호선 부산역에서 신평 방면 지하철 이용(지하철 이용 참조)
▶ 부산역 하차 → 지하철 1호선 부산역 7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81번, 40번 버스 이용 → 동아대 부민캠퍼스 하차
□ 고속버스 이용
▶ 부산고속버스터미널 하차 후 지하철 1호선 '노포동역' 지하철 이용(지하철 이용 참조)
□ 시외버스 이용
▶ 사상시외버스터미널 하차 후 지하철 2호선 '사상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161번, 15번 버스 이용 → 동아대 부민캠퍼스 하차
□ 항공편 이용
▶ 김해공항에서 201번 버스 이용(15분 간격) → 롯데호텔 백화점 하차 후 서면지하철역 에서 노포동 방면 1호선 지하철 이용
(지하철 이용 참조)
□ 승용차 이용
1. 경부고속도로
양산분기점 → 삼락 IC → 백양터널 → 수정산터널 → 부산우체국에서 우회전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2. 남해고속도로
냉정분기점 → 서부산 IC → 학장사거리 → 세원교차로 →구덕터널 → 보수동사거리에서 우회전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사)한국의류산업학회
The Society of Fashion & Textile Industry
701-170
대구시 동구 봉무동 1561-4 한국패션산업연구원 4F
TEL:(053)721-7481 FAX:(053)986-6356

은행계좌:675001-04-130201(국민은행)
E-mail:ksci98@korea.com
Web site:http://www.clothing.or.kr

이 발표논문집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