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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사단법인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김 칠 순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2015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에서“코리아, 글로벌 패션 플랫폼ˮ이란 주제로 

2015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조 강연은 (주)파크랜드의 곽국민 대표이사님께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기업의 대응ˮ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류 대표 브랜드로 성공시킨 파크랜드 

사례에 관하여 특별한 발표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업계와 학계가 소통이 되어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무와 학문의 영역간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특별 세션을 마련하였는데, 특별패널포럼

(I)에서는“글로벌 패션 아웃소싱 비즈니스ˮ라는 주제로 노브랜드의 박병우 차장, ㈜에스더블유티의 

박찬호 대표이사와 소재과학연구소 안동진 대표이사, 세아상역의 유태영 차장님들의 발표와 토론

이 있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계적 의류 산업의 플랫폼이 되기 위한 실무진의 아이디어와 교수님

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별패널포럼(II)에서는“중국패션시장 진입 성공전략ˮ이라는 주제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베이직 하우스의 이응창 상무, 중국 현지 기업인 ㈜랑시그룹의 최승제 전부장 및 ㈜트랜드랩 

506 이정민 대표님들을 모시고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에 관하여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산학연 콜라보레이션 이라는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니 본 학회 회원님들께서는 부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와주신 후원 기업, 연구원, 사업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위원, 임원진, 그리고 논문투고 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 5.



학회를 준비하며....

2015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오 경 화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금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ʻ코리아, 글로벌 패션 플랫폼ʼ라는 주제로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을 하며 세계적 의류생산기지로 부상했던 한국 의류제조 산업의 기술력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패션산업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대표 패션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국내에서 유일하게 첨단 직영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파크랜드 곽국민 대표이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업계와 학계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패널포럼이 이어집니다. 특별패널포럼(I)에서는“글로벌 패션 아웃소싱 비즈니스ˮ라는 주제로 국내 

아웃소싱기업의 선두주자인 노브랜드, ㈜에스더블유티와 TSL 실무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세계적 

의류 산업의 플랫폼이 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려 합니다. 특별패널포럼(II)에서는“중국패션시장 진입 

성공전략ˮ이라는 주제로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주)더베이직 하우스와 중국 현지 기업인 (주)

랑시그룹 및 ㈜트랜드랩506 관계자 들을 모시고 거대 패션마켓으로 부상하는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용 도서 및 기자재 전시를 함께 진행하여 풍성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가장 많은 업계 관계자의 참

여와 140여편의 구두논문과 포스터 발표를 통하여 산·학·연간의 학문적이며 실무적인 교류의 장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금번 학술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편의와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경희대학교에 감사드리며, 

프로그램 준비를 도와주신 조직위원님,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신 분, 및 전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위해 후원해주신 패션관련 기관과 기업 및 교육

용 도서 기자재전시에 참여해 주신 관련 업체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한국의류산업학회가 지역과 학문적 경계를 넘어 글로벌 학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술대회에 논문을 발표해주시고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 주신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축하의 글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학장 장 미 경

국내외 의류 학계와 산업계를 선도하는 한국의류산업학회의 2015년 춘계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회를 더하면서 괄목할만한 발전과 깊이를 더해가는 한국의류산업학회는 국내 패션산업과 학문 

발전에 앞장서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도 수준 높은 학술대회와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신 한국의류산업학회의 회장님과 한국의류산업학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격려를 보냅니다. 

더불어 개최지로서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이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의류산업분야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기술적, 

산업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비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품에서 필요한 섬유산업과 의류산업의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이며,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스마트 의류, 스마트 웨어 등과 같은 최첨단 소재와 의류에 대한 역량 있는 창조적 

연구와 적용에 대한 비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불어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 의류산업의 영향력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로서

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ʻ코리아 글로벌 패션 플랫폼ʼ을 주제로 개최되는 한국의류산업학회의 춘계

학술대회는 한국 의류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심도 있고 폭 넓은 학문적, 산업적 관점의 연구와 결과들이 풍성하게 

나오길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2015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 5.



2015 한국의류산업학회 산·학·연 워크샵 및 춘계문화세미나 일정

“SI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과 성공사례”

일시: 2015년 5월 22일 (금) 오후 2시~오후 9시  

장소: 신세계인터내셔널 본사, 한강 세빛섬 내 리브고쉬

일  시 내 용 비고

14:00~14:50

▶ 신세계인터네셔널 초청“산·학·연 워크샵”

￭ 초청 인사: 조병하 부사장

￭ 학회장 답사: 김칠순 학회장

주  제: SI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과 성공사례

발표자: 백관근 상무

장소: 신세계 인터내셔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97-1 M 

빌딩 6층

서울역(KTX)에서 

택시로 30-40분

14:50~15:10 커피 브레이크

15:10~16:30

▶ 자유 토론 및 질의 응답

￭ 토론 리더: 조병하 부사장, 백관근 상무, 이한승 부장

16:30~17:30 ▶ 여성복 사업부(M빌딩) 사무실 견학, SSG 청담 견학

17:30~18:30
석식장소로 이동

￭ 세빛 둥둥섬 투어
소요예상시간: 30-60분

18:30~21:00

▶ 문화세미나

격려사: 윤재옥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김충환 원장, 문혜강 원장

초청 인사: 이경진 대표이사(스포사벨라) 

학회장 답사: 김칠순 학회장

￭ 한국의류산업학회 사업 소개 

￭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및 학회 발전 방안 논의

￭ 석식 및 문화행사

사회: 김태규 부회장

(대구예술대) 

장소: 한강 세빛섬 내 

리브고쉬

21:00~21:40 숙소로 이동 소요예상시간 40분

21:40~

숙소 도착 및 휴식

랜드마크 호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91 호텔프라자  

TEL : 031-202-3773

문의: 김차현(경희대)

장소: 경기도 수원시 

랜드마크 호텔

5월 23일 

9:00
경희대로 이동 소요예상시간 20분

* 참고: 22일 행사는 한국의류산업학회 선착순 신청 임원진과 초청인사로 진행합니다. 사전예약이 되신 분에 

한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2015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코리아, 글로벌 패션 플랫폼”

일시: 2015년 5월 23일 (토)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장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  

일  시 발 표  및  내 용 장소 및 사회

09:00~10:00
등록
포스터 게시

1층 로비
201호

10:00~10:20

개회사                    
국민의례
축사: 경희대학교 이승한 부총장
학회장인사: 김칠순 회장(경희대)
우수기업상 시상: 수상자 - (주)파크랜드 곽국민 대표이사
우수사독상 시상: 수상자 - 박순지(영남대), 김용주(한성대)
공로상 시상: 수상자 - 박은주 전임회장(동아대)

사회: 오경화(중앙대)
장소: 101호

10:20~11:00
기조강연                   
발표주제: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기업의 대응전략 –파크랜드의 사례- 
발 표 자: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사회: 김혜경(원광대)
장소: 101호

11:00~12:10

특별패널포럼 (Ⅰ)
주제: 글로벌 패션 아웃소싱 비즈니스와 잡커리어
패널:“미주지역 바이어브랜드별 테크니컬디자인 직무역량)ˮ

박병우 (노브랜드(Nobland) TD1팀 차장)
    “해외의류생산 및 수출관련 MD 직무역량”

박찬호 ((주)에스더블유티 대표)
    “SPA의 글로벌 텍스타일 소싱 전략 분석”

안동진 (소재과학연구소(TSL) 대표)

좌장: 도월희(전남대)
토론: 노정심(상명대)

김용주(한성대)
유태영(세아상역) 

장소: 101호

12:10~12:20 한국의류산업학회지 ACOMS 4.0 신규도입 설명회 발표: 도월희 편집위원장

12:20~14:00
중식 학생회관 1층 교직원식당

이사회의 장소: 607호

14:00~15:10

특별패널포럼 (Ⅱ)
주제: 중국패션시장 진입 성공전략
패널:“베이직하우스의 성공적인 중국진출 전략”

이응창 ((주)더베이직하우스 상무)
    “성공적인 중국진출을 위한 상품기획전략”

최승제 (중국 패션기업 (주)랑시 전 기획부장) 
    “한국패션 기업과 중국시장”

이정민 ((주)트랜드랩506 대표)

좌장: 김영삼(중앙대)
토론: 최경미(동서울대)

구양숙(경북대)
장소: 101호

15:10~16:10

연구논문(구두) 발표
  제1발표장: 의복과학
  제2발표장: 의복설계생산
  제3발표장: 패션마케팅 및 복식심리
  제4발표장: 패션디자인 및 복식미학

장소: 102호
장소: 118호 
장소: 607호
장소: 615호

16:10~16:40 연구논문(포스터) 발표 장소: 201호

16:40~17:30 우수논문시상 및 리셉션
사회: 박순지(영남대)
장소: 1층 로비



연구논문 발표 (구두)

의복과학 분야 (102호)
좌장: 이정순(충남대)
토론: 김희은(경북대)

 유신정(경희대)

시간 제목 성명(소속)

15:10~15:25
몸에 밀착되지 않는 원적외선 의복 착용이 체온조절 반응에 미치는 

영향

하정윤* 이주영

(서울대)

15:25~15:40
엠파이어드레스 로우브 착장의 온열적 쾌적성 및 예측 불만족:

인체착용실험

김지수* 나영주 

(인하대)

15:40~15:55
IPC 분석을 통한 헬멧 개발시 사용되는 기술 조사:

유럽 특허를 중심으로

권주연*

(울산과기대)

15:55~16:10 한국 노인의 3D 인체 형상을 기반으로 한 Hip protector 입체패턴 설계

전은진* 박세권 이승훈

정하영 유희천 김희은

(경북대 공군사관학교 

포항공대)

의복설계·생산 분야 (118호)
좌장: 이진희(원 광 대)
토론: 임호선(숙명여대)

      최영림(대 구 대)   

시간 제목 성명(소속)

15:10~15:25
테크니컬 디자이너 직무에 대한 대학생 취업역량개발 분석:

의류수출업체 중심으로

이미옥* 이진화

(부산대)

15:25~15:40 남성 맞춤 정장 소비자의 재킷 선호 여유량 분석
김인화* 남윤자

(숭의여대 서울대)

15:40~15:55 30대 남성의 브랜드별 타이트-핏 팬츠 패턴 비교 
이정은* 도월희

(전남대)

15:55~16:10 유방암환자용 보형물 실태조사
이정은* 박순지

(영남대)



패션마케팅 및 복식심리 분야 (607호)
좌장: 유혜경(인천대) 
토론: 이진화(부산대)

      전대근(안동대)

시간 제목 성명(소속)

15:10~15:25
파워블로그 제품 리뷰의 정보 제공방식에 따른 소비자 반응 연구:

화장품 파워블로그를 중심으로

지혜리* 여은아

(계명대) 

15:25~15:40 저친숙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믿음-태도-구매의도 인과모형 연구
이지혜* 여은아

(계명대)

15:40~15:55 국내 온라인 패션정보매체의 정보 체계 및 정보 제공 현황 비교 분석
박성은* 이진화 김세희 

(부산대 부산경상대)

15:55~16:10 패션 소비자의 해외직구 행동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이주영* 추호정

(서울대)

패션디자인 및 복식미학 분야 (615호)
좌장: 이효진(전북대)
토론: 박숙현(경성대)
     김미현(중앙대)

시간 제목 성명(소속)

15:10~15:25 패션사진의 이미지 표현형식에 따른 모델 포즈 활용유형 분석
김영민* 김영삼

(중앙대)

15:25~15:40 현대적 관점에서의 패션의 정의와 모델
조제연* 하지수

(서울대)

15:40~15:55
한·미 중년 여성의 체형과 BMI에 따른 선호 디자인 감성에 관한 연구: 

의복이미지, 태, 신체 강조/비강조 부위를 중심으로 

안희진* 신혜영 

이인성 박민정

(이화여대)

15:55~16:10
남성 휠체어장애인의 맞춤정장 온라인 쇼핑몰

설계를 위한 스타일 선택항목 조사

정민석* 양정은 

박광애 유희천

(대구가톨릭대 

포항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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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밀착되지 않는 원적외선 의복 착용이 체온조절 반응에 
미치는 영향

최근 원적외선이 건강, 의료, 미용 분야에 응용되어 보정 속옷, 운동복 등과 같은 기능성 의류

제품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능성 제품들은 체온 상승 및 체내 활

동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원적외선 의류의 체온 상승 효과에 대한 과학

적인 보고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대부분 인체에 밀착되는 형태의 기능성 의류제품에 대한 

보고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적외선 의복의 착용이 체온조절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여섯 명의 건강한 성인 남자(나이: 22.3±1.8세, 키: 175.9±0.1cm, 몸무게: 66.6±0.31kg, 체

표면적: 1.81±0.1m2)를 대상으로 일정한 환경조건 (온도 25±0.5℃, 습도 50±5%RH)으로 설정된 

인공 기후실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피험자는 각 실험조건에 1회씩 참여하였다. 실험의복

으로 반소매티셔츠, 긴바지, 양말, 팬티, 슬리퍼를 착용하게 하였으며, 이 중 반소매 티셔츠에 실

험처치 즉 원적외선 방사 처리를 하였다. 실험 조건은 FIR(원적외선 방사 티셔츠, 방사율 0.887μ

m)과 CON(일반 티셔츠)의 두 가지로, 소재(면 77%, PET 23%)와 형태는 동일하였다. 실험 프로

토콜은 안정(30분) 및 트레드밀 운동 (45분, 5.0km/h)으로 이루어졌으며, 측정항목은 직장온, 피

부온, 발한량, 심박수, 주관적 감각(한서감과 쾌적감 각 총 8부위) 등이었다.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직장온과 평균 피부온, 평균 체온에서는 실험 조건 간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

나 직장온은 FIR에 비해 CON에서 상승하고, 평균 피부온과 평균 체온은 FIR에 비해 CON에서 

높았다. 심박수는 두 조건 모두 운동 시에 유의하게 심박수가 상승하였고, FIR이 CON보다 더 높

았다(p<0.05). 발한량은 티셔츠 종류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서감과 온열쾌적

감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원적외선이 처리된 FIR에서 머리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에서 

더 덥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말초 부위인 손과 발등을 제외한 부위에서는 원적외선 옷을 착용한 

경우에 더 쾌적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원적외선 의복의 착용은 심박수를 제외하고는 생리적 혹은 주관적인 체온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시 밀착형태의 원적외선 의복

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검토한 일부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상반된다. 이는 원적외선 처리된 의

복의 경우 피부면에의 밀착 정도가 원적외선 효과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다 명백한 논의를 위해서는 원적외선 처리된 밀착의와 밀착되지 않는 의복의 

비교 검토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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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이어드레스 로우브 착장의 온열적 쾌적성 및 예측 불만족
: 인체착용실험

18세기말 19세기초 유럽에서 엠파이어드레스는 여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자연스러

운 신체의 선을 살린 실루엣에 가슴을 많이 드러낸 하이 웨이스트 라인의 그리스 키톤풍으로, 허

리선 아래로 주름을 잡은 치마가 움직일 때마다 자연스러운 에로티시즘을 나타내었다(이정란 외, 

2006). 여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겨울철에도 입었는데, 매우 추운 날씨에는 드레스 위에 겨우 스

펜서자켓 또는 숄을 걸치는 것이 전부였다. 19세기 초, 얇은 드레스의 보온성 부족으로 인해 많

은 여성들이 폐렴에 걸렸고 이것을 ʻ머슬린 디지즈ʼ라고 일컫는다(신상옥, 2002). 즉 보온성이 낮

아서 이를 겨울철에도 착용하게 되면 추위로 인해 불만족을 느끼게 되고 피부온이 저하할 것인데 

그 저하는 건강에 매우 해로웠다. 이때 피부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또 생리반응은 어떠했는지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현대의복의 보온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과거의 옷을 고

증하여 보온성을 연구한 것은 극히 드물다. 본 연구는, 한때 유행했던 엠파이어 드레스에 대하여 

인체 착용 후 피부온, 대사량, 주관적 온열감, PMV, 불만족 등을 측정,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

하여 과거 한때 유행하였던 드레스의 열적 쾌적성과 착의생리반응을 조사하고자 한다. 

인체착용실험을 위해 엠파이어드레스는 모,견,면 세 가지 종류로 미리 만들어 놓았다. 인공기

후실은 피실험자의 건강을 위해 온도는 18℃(±2℃), 상대습도는 55%(±5%)로 하였다. PMV를 측

정하기 위해서 흑구온도계를 인공기후실 벽에 매달아 놓았다. 피실험자는 가슴, 윗팔, 허벅지, 종

아리 4부분에 센서를 붙인 후 드레스를 착용하였다. 피부온은 1분 간격으로 자동적으로 측정되었

다. 실험 전 피실험자는 미리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하여 60%의 결과로 운동량을 결정하였다. 트

레드밀의 속도는 3.2mph이며 피실험자는 브래지어와 팬티와 속바지를 입은 후 위에 엠파이어드

레스를 입었다. 30분 동안 안정기를 가진 후, 트레트밀 위에서 운동을 30분, 그 이후에 회복기 

30분을 가졌다. 총 실험은 90분으로 이루어졌다. 보온성은 온열감과 PMV 두 종류로 결정되었다. 

보온성은 ISO 11092로 측정되었다. 총 90분의 실험 동안, 5분 간격으로 총 18번 피실험자는 주

관적 감각을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윗팔, 허벅지와 종아리의 피부온은 운동시 증가하는 

반면 가슴부위의 피부온은 운동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안정기에서 가슴의 피부온은 약 

33.3℃이었지만 운동을 시작하면 약 2℃ 저하하여 운동말기에는 피부온이 30.87~31.33℃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부위에 비하여 가슴부위는 땀의 발생이 많아서 땀이 증발되는 과정에서 피부

표면으로부터 열을 빼앗기 때문에 피부온이 내려가는 것으로 보인다. 윗팔의 경우는 전부 노출된 

부위라서 안정기에 피부온 저하가 매우 컸다. 안정기에 30분이후 약 2℃ 저하하여 안정기 말기에

는 28.19~30.59℃가 되었다. 이는 매우 낮은 피부온으로서 건강 및 쾌적성을 유지하는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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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는 비교적 안정기의 피부온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하이웨이스트 드레스 특성상 허

리 아래로부터 비교적 많은 정지공기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약 30.06~30.30℃의 피부

온은 운동 초기에 대류에 의한 방열 증가로 인해 약간 저하하여 29.34℃까지 내려갔다가 운동중

반부터 상승세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회복 초기에 피부온의 peak가 31.51℃로 나타나고 이후 다

시 저하하였다. 허벅지의 최고 피부온은 31.55℃로서 운동 직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피

부온이었다. 종아리부위는 의복의 여유 공간이 비교적 크므로 운동기를 제외한 안정기와 회복기

에서 피부온 높낮이에서 변동이 빈번히 나타났다. 운동초기 피부온 감소현상이 짧게 있은 후 급

격하고도 큰 온도상승을 보인다. 즉 운동초기에는 약 29.53~30.39℃의 피부온에서 운동 말기, 약

31.04~32.06℃로 약 2℃정도 상승하였다. 양모, 견, 면 소재마다 드레스의 피부온을 살펴보자면, 

안정기와 회복기에서 양모가 가장 완만한 높낮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모의 흡열성이라

는 소재의 특성 때문에 세가지 소재 중 대체적으로 온도가 높았으며 반면에 면이 가장 낮았다. 

안정기에서는 양모와 견은 비슷한 피부온을 보였으면 면이 가장 낮았다. 땀을 흘리는 운동기를 

살펴보면, 양모와 면이 비슷한 피부온으로 상승하였다. 땀을 흘린 뒤, 면은 견보다는 높은 흡열성 

때문에 피부온이 증가하였다. 에너지 대사량은 안정기에는 1.0MET였다가 운동기에는 5.0±0.3 

MET으로 증가하였다. 운동기가 끝난 후, 에너지 대사량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런 다음 회복기

에서는 대략 0.8MET였다. 각각 드레스의 보온성은 피부온의 에너지대사량의 값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기존의 써멀마네킹으로 측정한 보온성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써멀마네킹으로 측정한 

보온성은 견>면>양모 순이었는데, 인체착용평가에서 측정한 보온성은 양모>견>면 순으로 나타났

다. 써멀마네킹은 운동시 수분의 이동과 에너지 교환을 측정하기가 어려워 차이있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써멀마네킹과 인체착용을 병행하여 보온성을 측정하는 것을 통해 더욱 

정밀한 분석을 할 수 있겠다. 피험자를 고려하여 인공기후실 기온이 18℃로 비교적 따뜻한 겨울

철 기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는 안정기에는 ʻ매우 춥다(1)ʼ 상태였으나 운동기에는 ʻ매우 

덥다(9)ʼ로 바뀌었다. 회복기에는 땀을 많이 낸 직후라서 증발로 인해 온열감이 급격하게 떨어져 

운동정지 5분만에 ʻ어느 쪽도 아니다(5)ʼ로 돌아오고 이후 점차 ʻ시원하다(3)-춥다(2)ʼ를 느끼는 것

으로 나타났다. PMV는 회복기에서 최소 -2.8부터 운동기의 최대 2.4의 주관적 온열감을 나타내

었다. 특히 운동을 마친 상태에서는 최대 -2.75로서 피험자들은 극한 추위를 느꼈고 피험자 90% 

이상이 불쾌함을 느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고증복 엠파이어 드레스의 보온성과 생리적 반응에 대해 확인하였다. 특히, 

피부에 땀이 남아있는 경우이거나 비가 오는 환경에서는 엠파이어 드레스를 입으면 매우 불쾌감

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당시 여성들의 건강이 악화되기 쉬웠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엠파이어드레

스의 인체착용 평가를 실시 전, 써멀마네킹을 통하여 보온성을 우선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이후, 

인체착용평가를 통하여 두가지 결과의 착용을 비교하여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시

작으로 복식사와 과학 기술을 접목한 융합연구를 통해 엠파이어드레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후

속 연구를 하고자 한다. 19세기 초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이 드레스가 인체생리반응 및 

보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보다 건강하고 기능적인 의복 설계를 통해 고부가가



78 _____ Korea, Global Fashion Platform 2015

치 섬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객관성 있고 유용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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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 분석을 통한 헬멧 개발시 사용되는 기술 조사
: 유럽 특허를 중심으로

특정 환경 또는 활동에 노출하는 사람들의 잠재된 필요성(implicit need)을 파악하여 새롭게 

개발할 제품을 착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그 환경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행동, 활동 및 임무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보트 탑승자의 안전에 관한 잠재된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Kwon and Kyung, 2014).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2.1%는 보트 탑승시 가장 상

해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신체 부위는 ʻ머리ʼ였고, 응답자의 11.7%는 머리에 상해를 입은 경

험이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보트 탑승시에 머리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트 탑승이 활발한 유럽의 특허 분석을 통하여 모리를 보호하기 위한 헬멧 개발시 사용

되는 기술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WIPS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고, 키워드를 ʻhelmetʼ으로 하여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

까지 공개 또는 등록된 유럽 특허를 검색하였다. 요약, 대표 청구항, 도면,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 특허 분류) 유형을 분석하여 요약 및 대표 청구항이 영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특허와 헬멧과 관련이 없는 특허를 제외하였고, 2011년과 2014년 사이에 공개와 등록

이 모두 완료되어 검색된 특허는 공개된 특허만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분석 대상 특허는 총 315

건이었다.

국제특허분류(IPC)는 획일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특허분류시스템으로 특허의 내용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 IPC는 A부터 H까지의 8개의 부문으로 구성되고(ʻA:생활필수품ʼ, ʻB:처리조작;운수ʼ, ʻ
C:화학;야금ʼ, ʻD:섬유ʼ, ʻE:고정구조물ʼ, ʻF:기계공학ʼ, ʻG:물리학ʼ, ʻH:전기ʼ), 그 하부에 ʻclass, sub-

class, group, subgroupʼ으로 계층화 되어있다.

헬멧에 관한 유럽특허는 2011년부터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서 2011년에는 100건이었지

만, 2014년에는 59건에 불과하였다. 유럽특허는 총 여덟 개 섹션 중 D:섬유 섹션을 제외한 일곱 

개의 섹션이 헬멧 개발과 관련되어 분류에 사용되었고, 가장 많이 차지한 섹션은 ʻ생활필수품ʼ인 

A로 평균 78%이었고, 가장 적은 섹션은 ʻ화학; 야금ʼ인 C로 평균 0.8%이었다. A섹션 중에서는 ʻ
모자; 머리를 덮는 것ʼ의 subclass에 해당하는 특허가 약 100건으로 전체의 1/3정도 차지하였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특허의 가장 하위단계인 subgroup을 살펴보면, ʻ헬멧 부품ʼ, ʻ충격흡수 외곽ʼ, ʻ턱 

끈 또는 그와 유사한 지지구ʼ, ʻ내층ʼ, ʻ충격 완화구ʼ, ʻ매다는 장치ʼ, ʻ귀보호구ʼ, ʻ안면 보호구ʼ, ʻ안면 

마스크ʼ, ʻ챙ʼ, ʻ습기가 차거나 흐려짐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 것ʼ, ʻ청소수단ʼ, ʻ통풍장치ʼ, ʻ라
디오 수신기 또는 통신장치를 설치한 것ʼ, ʻ접을 수 있는 헬멧; 분리할 수 있는 부품으로부터 되

는 헬멧 제조ʼ등이 있었다. 착용시의 열적 쾌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허에는 ʻ환풍구로 공기가 

내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쉘 및 라이너 구조를 변형하여 만든 헬멧ʼ과 ʻ머리의 온도나 습도등을 



80 _____ Korea, Global Fashion Platform 2015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설치한 헬멧ʼ, ʻ바이저 쪽에 습기를 흡수하는 튜브를 위치시켜 헬멧 뒤쪽으

로 빠져나가도록 디자인한 헬멧ʼ 등이 있었다. 

IPC 분류체계 중 가장 상위 단계인 섹션에서 섹션 명으로 분야를 알 수 있는 것은 화학, 금속 

공학, 섬유, 기계공학, 물리학, 전기로 여섯 섹션이었고, 헬멧이 가장 많이 속해있는 A의 ʻ생활필

수품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들이 적용되어야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IPC 분류 방식은 제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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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3D 인체 형상을 기반으로 한 Hip protector 

입체패턴 설계

Ⅰ. 서론

노인들은 관절 가동역이 감소하여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이 쉽게 발생하여, 고관절 골절

환자수는 2013년 기준 154,856명으로 2009년에 비해 40%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건강보험

심사평가원, 2013). 골절 환자의 회복을 위한 개인적 및 국가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한

국노인의 인체특성을 적용한 고관절골절 예방제품(hip protector, HP)의 개발이 시급하다. 

3D scan data를 적용한 입체패턴 설계 방법은 착용감과 동작용이성이 필요한 노인 의복 및 

의료기기 설계에 중요한 기술이지만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3D scan 

인체 치수와 형상 정보를 의복의 패턴에 적용하는 기술인 입체패턴 설계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의 예방을 위해 한국노인의 3D 인체치수 및 

형상 정보를 분석하여 HP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입체패턴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3D 인체 형상을 기반으로 한 고관절 골절 예방 제품의 입체패턴 설계

를 위해서 HP 치수체계 및 대표인체형상 선정, 인체형상의 RP(Rapid Prototype) 제작, HP의 입

체패턴 설계, CLO program상에서 가상착의를 수행하여 착용감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HP 치수체계 및 대표인체형상은 Size Korea data(2004, n=271명, 여성, 60∼75세)를 분

석하여 선정하였으며, HP 치수체계는 grid method(Robinette and Annis, 1986)와 clustering 

method(Laing et al., 1999)를 통하여 수립하였다. HP의 입체패턴 설계는 대표인체형상 RP를 이

용하여 인대를 제작한 후, 기초선 및 디자인선 부착, 입체패턴 제작, 패턴 평면화, HP시제품 제

작, 가봉, 패턴수정의 단계로 진행하였으며 가상착의 평가는 CLO program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대표인체형상은 clustering method 기반으로 인구수용 비율을 93% 충족하는 4개의 치수체계

(small/short, big/short, small/tall, big/tall)에서 추출하였다. 선정된 대표인체형상 및 pad의 3D 

형상은 3D printer를 이용하여 실물 크기의 RP로 제작되었으며. RP로 제작된 3D print model은 

표면이 hard한 형태로 입체패턴 설계시에 천과 핀의 부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RP 형상의 표

면을 의류설계시에 사용되는 인대의 표면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Fig. 1). 3D pad 형상은 3D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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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상에서 pad 접촉부위의 표면을 확보한 후 prototype을 물성별로 제작하였다. HP의 입체패턴 

설계를 위한 기준선은 의복 설계에 필요한 계측점(landmark)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패턴설계

는 착용특성 분석(전은진등., 2014)에서 파악된 한국 노인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pad의 위치는 낙상특성, 낙상방향, 고관절 형상 조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a) 3D 인체형상               (b) RP 및 인대 제작

Fig. 1. 3D 인체형상을 기반으로 한 3D RP 및 인대 제작

HP의 입체패턴 설계를 위한 기준선은 의복 설계에 필요한 계측점(landmark)을 기준으로 설정

하였으며, 패턴설계는 착용특성 분석에서 파악된 한국 노인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 설계하였으

며, pad의 위치는 낙상특성, 낙상방향, 고관절 형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였다.HP 가상착의

는 대표인체형상에 3D pad 형상을 위치에 맞춰 부착하고 HP의 패턴, 소재, 디테일, 물성정보 등

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Fig. 2). 개발된 HP의 가상착의시에 나타나는 패턴 변형율과 인체에 가

해지는 의복압을 CLO program상에서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Fig. 2. CLO program을 활용한 가상착의 평가

Ⅳ.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의 3D scan data 분석을 통해 93%의 노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4

개의 치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각 치수체계별 대표인체형상을 추출하였다. 대표인체형상

과 pad 형상을 RP로 제작하였으며, RP형상을 입체패턴 제작용 인대로 제작 후 HP의 입체패턴을 

완성하였다. 설계된 HP의 착용감은 가상 착의 프로그램 상에서 시각적으로만 패턴 변형과 의복

압을 확인하는 방법이므로, 실제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착용특성 및 인체생리학적 측면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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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수행해 착용감 및 동작성 향상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전은진, 박세권, 유희천, 김희은 (2014). 고관절 골절 예방을 위한 힙프로텍터 착용특성 평가, 한국의류산업학회, 16(6), 1001-100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Retrieved April. 1, 2014, from http://hira.or.kr

Laing, R. M., Holland, E. J., and Niven, B. E. (1999). Development of sizing systems for protective clothing for the adult male. 

Ergonomics, 42(10), 1249-1257.

Robinette, K. M. and Annis, J. F. (1986), A nine-size system for chemical defense gloves. Technical Report(AAMRL- 

TR-86-.029)(AD A173 193), Harry G. Armstrong 

Aerospace Medical Research Laboratory, Wright-, Patterson Air Force Base, OH.





Korea, Global Fashion Platform 2015

연구논문(구두) 발표

제1발표장: 의복과학
제2발표장: 의복설계생산
제3발표장: 패션마케팅 및 복식심리
제4발표장: 패션디자인 및 복식미학

좌장: 이진희 토론: 임호선 숙명여대

최영림 대구대





87연구논문(구두) 발표: 의복설계생산 _____

이미옥·이진화
부산대학교

테크니컬 디자이너 직무에 대한 대학생 취업역량개발 분석
: 의류수출업체 중심으로

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패션산업의 발전은 의류의 생산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재 패

션산업 환경은 세분화되어 전문적으로 분업화가 이루어져 왔다. OEM 또는 ODM 생산의 결과로 

의류제품의 기획에서부터 생산 과정을 총괄, 의류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패션 스페셜리스트인 

테크니컬 디자이너라는 특수직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의류수출업체를 비롯해서 테크니컬 디자이

너에 대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갖추면 좋을 취업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

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종류 및 업무를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보고, 국내 테크니컬 디

자이너 직무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국내 테크니컬 디자이너 인턴십 및 파트타임 현황 그리

고 의류수출업체 테크니컬 디자이너로의 취업역량개발을 위한 자격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

었다. 본 연구는 국내 선행 논문, 전문 서적,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등 선행 자료 고찰을 

통하여 작성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일부 현 의류수출업체 테크니컬 디자이너들의 테크니컬 디자인 

직무 자격요건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테크니컬 디자인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대학 및 교육기관은 4곳에 불과하였

다. 국내 테크니컬 디자인 인턴십은 매우 드물었으며, 파트타임의 경우, 국내 대기업 내수브랜드

에서 테크니컬 디자인팀 파트타임 모집 공고가 구인구직 홈페이지에 게재된 경우가 종종 있었으

나 세아상역, 한세실업, 한솔섬유 등 의류수출업체의 해외영업부서 파트타임이 주를 이루었다.

약진통상, 한세실업, 한솔섬유 등 일부 의류수출업체 테크니컬 디자이너의 의류수출업체 테크

니컬 디자이너의 자격요건 설문 응답의 결과로, 중요한 자격요건에는 작업지시서 번역 및 정리, 

해외 바이어와의 영어 및 외국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 패션봉제 실무 용어 이해, 패턴 수정 능

력 등으로 조사되었다. 현 벤더 테크니컬 디자이너 대부분은 직업만족도가 높았으며 인턴십, 현

장실습, 파트타임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소속된 기업에서 테크

니컬 디자이너의 업무에 있어서 봉제 및 피팅 기술 교육, 소재에 대한 지식 교육, 바이어와의 업

무 진행 방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제언하자면 2년제 대학, 대학원, 패션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국내 4년

제 패션, 의류, 의상관련 학과에서도 졸업 후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양성

하기 위해 피팅 기술, 패턴 수정방법, 소재 특성 등 실무적인 내용을 교육 현장에서 다룰 수 있

는 교육과정 도입 및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패션관련 대학, 대학교, 대학원 및 교육기관 

그리고 패션의류기업, 의류수출업체에서 인턴십, 현장실습, 파트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대학생들에게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은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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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니컬 디자이너를 채용할 수 있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되기를 원하는 대학생들은 실무에 강한 테크니컬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기본적으로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구사 및 작문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소재 및 의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 벤더 테크니컬 디자이너들이 추천한 봉제, 

구성 및 그레이딩 원리에 대한 이해, CAD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작업지시서 및 코멘트에 대한 

이해 등을 테크니컬 디자이너로 취업 전 미리 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한 분석 결과는 향후 테크니컬 디자이너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테크니컬 디자이너

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고, 패션·의류계열 전공자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

혀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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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화·남윤자
숭의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남성 맞춤 정장 소비자의 재킷 선호 여유량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주문 등과 같이 가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남성 재킷 맞춤 제작

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소비자의 취향에 최적화된 재킷 여유량에 대한 정량적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현재 대한민국 남성 맞춤복 소비자들의 재킷 여유량 선호 경향을 밝힌 

후 이를 정량화하여 선호되는 여유량 수치를 재킷 부위별로 제시하였다. 이 때 선호 여유량과 나

이, 인체치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측정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에서는 나이 또는 인체치수 

구간별로 선호 여유량을 제시하여 보다 높은 맞음새의 재킷 패턴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서울과 인천에 위치한 남성복 맞춤 매장 3곳에서 맞춤 재

킷 구매자 130명을 대상으로 의복 여유량을 조사하였다. 의복 여유량 측정 부위는 가슴둘레,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어깨너비, 위팔둘레, 소매길이, 재킷길이의 7개이다. 재킷길이를 제외한 다른 

6개 부위의 여유량은 ʻ의복치수-인체치수ʼ로 계산하였고 재킷길이는 이에 대응하는 인체치수항목이 

없으므로 ʻ재킷길이/키ʼ 치수를 계산하여 의복 여유량을 대체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인체치수는 의복을 착용한 상태로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의복 두께로 인

한 치수 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인체 측정 시 착용한 의복의 조합별로 

착의실험을 실시하여 의복 착용으로 인한 인체치수증가분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인체치수

증가분은 매장에서 착의 상태로 측정한 피험자의 인체치수를 나체 상태의 인체치수로 보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의복 여유량 관능평가 부위는 의복 여유량을 측정 부위와 동일하며 사용한 척도는 두 가지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위팔둘레, 어깨너비 여유량 항목에서는 ʻ1.작다-2.조금작다-3.적당

하다-4.조금크다-5.크다ʼ의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팔길이, 재킷길이 여유량 항목에서는 ʻ
1.짧다-2.조금짧다-3.적당하다-4.조금길다-5.길다ʼ의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호 여유량은 관능평가 결과 ʻ3.적당하다ʼ 응답에 해당하는 의복 여유량으로 정의하였으며, 체

형에 따라 발생하는 선호 여유량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부위의 선호 여유량과 나이, 인체

치수 사이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선호 여유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인 나이 또는 인체 치수 항목을 4분위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선호 여유량의 평

균을 제시하였으며,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인체치수와 나이 구간별 선호 여유량의 유

의차를 검증하였다. 사후검정 결과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은 하나의 구간으로 합쳐 해당 

구간에서의 선호 여유량의 평균을 다시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맞춤 재킷 구매자 130명의 인체 측정 시 착용한 의복 조합을 조사한 결과 상의에서는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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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셔츠만 착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하의에서는 ʻ드로즈ʼ라고 불리는 몸에 밀착되는 사각팬티 

위에 정장바지를 착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1]에는 맞춤 재킷 구매자의 인체 측정 시 착장

된 의복 조합별 발생 빈도 및 인체치수증가분을 제시하였다.

상의 의복 조합별 발생 빈도 및 인체치수증가분

상의

내의종류
- -

반팔

런닝

반팔

런닝
민소매런닝 민소매런닝

민소매런닝

+내복

민소매런닝

+내복

상의종류 셔츠 티셔츠 셔츠 티셔츠 셔츠 티셔츠 셔츠 티셔츠

발생빈도(명) 63 28 14 9 6 3 6 1

가슴둘레 

증가분(cm)
0.8 0.8 1.4 1.8 1.0 1.4 2.0 2.2

허리둘레 

증가분(cm)
1.4 1.4 2.6 2.7 1.9 2.2 3.1 3.3

위팔둘레 

증가분(cm)
0.7 1.0 1.1 1.6 0.6 1.3 1.5 1.8

하의 의복 조합별 발생 빈도 및 인체치수증가분

하의

내의종류
드로즈 사각팬티 삼각팬티

삼각팬티

+내복

하의종류 정장바지 정장바지 정장바지 정장바지

발생빈도(명) 63 27 33 7 

엉덩이둘레 

증가분(cm)
3.4 3.5 3.2 4.2

[표 1] 인체 측정 시 착장된 의복 조합별 발생 빈도 및 인체치수증가분

　
1_작다

1_짧다

2_조금작다

2_조금짧다

3_적당하다

(선호여유량)

4_조금크다

4_조금길다

5_크다

5_길다

가슴둘레 여유량(cm)(발생빈도)
-

(0)

5.3

(10)

6.6

(113)

10.1

(6)

-

(1)

허리둘레 여유량(cm)(발생빈도)
-

(1)

6.4

(12)

9.1

(93)

12.4 

(18)

16.3

(6)

엉덩이둘레 여유량(cm)(발생빈도)
-

(2)

9.8

(25)

12.5

(97)

13.8

(4)

-

(2)

어깨너비 여유량(cm)(발생빈도)
-

(1)

-0.4

(11)

0.6

(111)

2.1

(6)

-

(1)

위팔둘레 여유량(cm)(발생빈도)
-

(0)

-

(4)

4.4

(117)

5.2

(9)

-

(0)

소매길이 여유량(cm)(발생빈도)
-0.3

(6)

1.8

(8)

3.2

(72)

4.9

(36)

7.3

(8)

재킷길이/키(cm)(발생빈도)
-

(0)　

-

(2)　

0.415

(69)

0.428 

(47)

0.445

(12)

[표 2] 여유량 적합성 평가 단계별 평균 여유량

* 빈도가 5명 이하인 구간에서는 평균 여유량을 산출하지 않음.

의복 조합별로 증가된 인체 치수를 보정한 후 각 여유량 관능평가 시 각 여유량 단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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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평균 여유량을 산출하였다. [표 2]에는 여유량 적합성 평가 단계별 평균 여유량을 제시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는 ʻ3_적당하다ʼ에 해당하는 여유량을 ʻ선호 여유량ʼ으로 정의하였다.

각 부위에서 ʻ3_적당하다ʼ에 해당하는 응답을 보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선호여유량과 나이, 

BMI, '가슴둘레-허리둘레ʻ 드롭, ʼ가슴둘레-엉덩이둘레ʻ 드롭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뒤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는 항목을 추출하였다. 이 항목을 4분위수를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나누어 구간

별로 던컨테스트를 실시해 선호여유량의 유의차가 나는 지 검증하였고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는 

구간은 하나의 구간으로 합쳐 구간별 선호여유량을 다시 구하였다. 재킷의 실루엣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가슴둘레 선호여유량의 경우 합쳐진 인체치수 구간 안에서 다시 3단계의 여유량을 

제시하여 취항에 따라 여유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표 3]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유량 

항목 전체의 선호여유량을 ʻ가슴둘레-허리둘레ʼ 드롭과 BMI구간별로 제시하였다. 구간 설정에 사

용된 인체치수 항목은 해당 부위의 선호여유량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인 항목이다. 

인체치수 구간
선호여유량 항목

가슴둘레 여유량(재킷) 가슴둘레-허리둘레(재킷)

ʻ가슴둘레-

허리둘레ʼ 
드롭(cm)

8.6미만 6.0cm(tight), 8.0cm(slim),

10.0cm(normal)
7.4cm

8.6이상~12.6미만
9.3cm

12.6이상~15.6미만 4.0cm(tight), 6.0cm(slim),

8.0cm(normal) 11.2cm15.6이상

인체치수 구간

선호여유량 항목

가슴둘레- 

엉덩이둘레(재킷)

위팔둘레 여유량

(재킷)

소매길이 여유량

(재킷)
재킷길이/키

BMI

22.1미만
0.0cm 5.0cm 3.7cm

0.406

22.1이상~23.8미만

0.41823.8이상~26.6미만
-2.3cm 3.9cm

3.1cm

26.6이상 2.3cm

어깨너비에는 인체치수 구간에 상관없이 0.6cm의 고정 여유량을 적용

[표 3] 연구 선호 여유량 설정

본 연구에서는 실제 남성복 재킷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유량을 조사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하

여 현재 유행하는 실루엣의 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인체치수 구간별로 선호되는 여유량 수

치를 각기 제시하여 보다 세분화된 여유량 설정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온라인 주문 시 

실제 피팅 과정을 생략하여도 여유량에 의한 맞음새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대한민국 

성인 남성들에게서 현재 유행하는 여유량 범위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유행이 바뀌어 더 크거나 적

은 여유량이 유행할 경우 추가적인 실험과 검증 작업이 필요하며 조사가 진행된 수도권 이외 지

역 소비자에게서는 다른 선호 여유량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1)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재원으로 추진된 ʻBK21 플러스ʼ 사업의 일부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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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의 브랜드별 타이트-핏 팬츠 패턴 비교

최근 새로운 소비층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은 서구화된 체형과 함께 키, 허리둘레 

비율이 더 날씬해져 타이트-핏(tight-fit)과 잘 맞아 떨어지고, 패션에 있어서 편안함 보다 멋을 치

중하는 특징이 있다(Cho, 2007). 남성복 시장에서는 2006년부터 슬림-핏(slim-fit) 트렌드가 시작되

었으며 팬츠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특히 캐주얼 팬츠에서 그 특징이 도드라진다(The hankyoreh, 

2011). 

남성복 전반에서 타이트-핏의 제품이 증가해가는 현 상황에서 30대 남성의 체형과 니즈를 반

영한 의류제품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대의 체형변화를 고

려한 타이트 핏 팬츠의 패턴 제작을 위한 선행연구로 한국 주요 브랜드 제품의 패턴을 비교하고

자 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업체는 2012/2013 한국패션브랜드연감(Apparel news, 2013)의 전국 

주요백화점 복종별 매출현황을 근거로 하여 남성 캐주얼 상위 5위 업체(A, B, C, D, E)를 선정하

였다. 패턴 비교에는 총 5개의 브랜드 모두에서 생산하고 있는 호칭 82 사이즈 제품을 사용하였

으며, 각각의 타이트-핏 팬츠를 Yuka Patern CAD system으로 디지타이징하였고, 패턴에 따른 여

유량과 의복 신장률을 비교하기 위해 i-designer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상착의 시

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패턴 비교 결과, 제품의 총 길이는 B가 가장 길고 D가 가장 짧게 나타났다. 허리선에서 밑위

선까지의 길이는 앞판의 경우 A와 E가 가장 길고, B가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뒤판의 경우 E가 

가장 길고 A, B, C가 동일하게 짧게 나타났다. 바지중심선에서 샅까지의 폭은 앞판의 경우 A와 

E가 가장 넓고, B가 가장 좁게 나타났으며, 뒤판의 경우 B가 가장 넓고, E가 가장 좁게 나타났

다. 또한 바지중심선에서 옆선까지의 폭은 앞판의 경우 E가 가장 넓고, B와 C가 가장 좁게 나타

났으며, 뒤판의 경우 A가 가장 넓게, C가 가장 좁게 나타났다. 바지부리의 폭은 B가 가장 넓고, 

D가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착의에 의한 여유량 비교 결과, 정면의 경우, 샅부위를 제외한 허리선부터 무릎까지는 대

부분 적색으로 나타나 5 패턴 모두 여유량이 거의 없이 나타났으며, 샅부위의 여유량은 D가 가

장 많고, C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무릎아래에서 발목까지의 여유량은 거의 유사하나 C와 D가 

적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후면의 경우, 뒤중심과 샅부위를 제외한 허리선에서 종아리 중

간까지 대부분 적색으로 나타나 비교적 여유량이 적은 편이었으며, 뒤중심의 여유량은 B가 가장 

많고, D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반면에 샅부위의 여유량은 D가 가장 많고, C가 가장 적게 나타

났다. 넙다리에서 무릎에 이르기까지 인심부위는 거의 여유량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웃심의 여

유량은 A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종아리 부위는 5패턴 모두 청색으로 나타나 여유량이 많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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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측면의 경우, 허리선에서 넙다리까지 적색으로 나타나 여유량은 거의 나타나지 않

았으며, 후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경우 넙다리에서 무릎에 이르는 부위의 아웃심의 여유량

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C와 D의 경우는 무릎뒤쪽의 아웃심부위에 소량의 여유량이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었다. 

가상착의에 의한 신장률 비교 결과, 5 패턴 모두 허리선에서 넙다리 중간부위까지와 무릎에서 

적색, 무릎을 제외한 넙다리 중간 아래 부위에서 청색의 분포를 보여 넙다리 중간부위를 기준으

로 신장률의 분포가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면의 경우, 허리부위는 전체적으로 신축률

이 낮고,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및 샅부위를 중심으로는 A와 C가 신축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후면과 측면에서도 엉덩이부위에서 A와 C의 신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각 브랜드의 패턴은 보통 체형에 해당하는 패턴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적인 실루엣은 

비슷하지만, 패턴상의 부위별 길이와 허리선에서 밑위선까지의 기울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이와 함께 바지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옆선까지의 폭과 샅까지의 폭의 차이로 인하여 

가상착의시 의복의 여유량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가상착의에 의한 관능평가와 실

제착의와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여 남성 타이트-핏 팬츠의 디자인 및 패턴 연구에 관련한 기초자료

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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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조성희·박순지*
영남대학교

유방암 환자용 유방보형물 실태조사

Ⅰ. 서론

여성적 외모를 좌우하는 대표적 신체부위인 유방은 여성으로서의 존엄성과 성정체감과 연관되

며, 외모지상주의로 표방되는 현 사회에서 미적 유방에 대한 관심은 가슴확대술과 같은 성형의 

대중화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여성에게 중요한 신체부위인 유방을 생존기간 동안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

우는 유방암의 발생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유방절제 환자의 경우, 신체부위 훼손에 의한 손실

감, 수치심 등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Byar et al, 2006: 태영숙 등, 

2012에서 재인용). 또한 신체의 좌우 불균형에 의해 수술 받은 쪽의 어깨 및 견갑골의 높이가 높

아지고<그림 1>, 등이 휘거나 근육이 수축되어 수술 후 몇 개월 뒤부터 등과 목부위의 통증

(Rietman et al., 2003, Kopanski et al., 2003: Ciesla·Polom, 2010에서 재인용)과 자세의 뒤틀림

(Rostkowska et al., 2006: Ciesla·Polom, 2010에서 재인용)을 겪게 된다. 

유방절제 환자의 경우 자세의 틀어짐, 척추 만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의 좌우 균형을 맞

추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편유방절제 환자의 경우, 수술 후 남아있는 유방의 부피와 무게에 해

당하는 유방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유방보형물은 무게(light weighted, weighted), 형태(triangle, oval, semi- 

rounded) 등의 몇 가지 범주에 따라 그 유형을 정하고, 사이즈는 브래지어와 마찬가지로 밑가슴 

둘레와 컵 사이즈에 준하여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www.nearlyou.com), 개개인마다 유방의 위

치, 높이, 밑면적, 돌출정도, 처짐정도, 구성성분, 탄력성이 다르므로(양정학, 2008), 유방제거 환

자들에게 있어 자신에게 꼭 맞는 유방보형물의 구매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수술 후 절

제되지 않은 유방의 형태, 부피, 무게에 맞춘 개인 맞춤형(customized) 유방보형물의 개발이 필요

하나, 기술적 한계로 만족스러운 제품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유방암 생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방보형물은 대부분 수입된 제품으로서 외

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 유방 형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격대 또한 

높은 편으로, 제품개발 및 생산 관련 기술의 국산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대안으로서 인체 비접촉 3차원 레이저 스캔기술로 획득

한 인체 형상 데이터로부터 제거된 유방에 대한 입체 형상을 복원하고, 그 형상 데이터로부터 유

방의 부피 및 무게를 추정하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실제 밀도를 반영하여 3차원 레이저로 출력하

는 설계 프로세스를 고안함으로써, 좌우 불균형에 의한 척추의 휨, 자세의 틀어짐을 방지하는 개

인 맞춤형(customized) 유방보형물 설계 및 제작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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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맞춤형 유방보형물 설계 및 제작을 위한 기초조사로써 먼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형물 착용 현황과 절제구분 및 병기에 따른 보형물 특성에 대한 불만족도를 알아보고

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유방암 환자로서 먼저,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 연구대상자 모집공고, 

연구실험참가동의서, 설문지 등을 작성하여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를 받았다. 심의를 거친 후, 대구·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150부의 

설문지를 2014년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에 거쳐 배포하였으며, 수거한 150부 설문지 중 불성

실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최종 136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자료 분석

조사내용은 유방암 환자용 보형물 착용현황(사용여부 및 보형물의 가격, 소재, 모양), 보형물 

특성에 대한 불만족도, 일반적 특성(연령, 절제, 병기), 로 구성하였다고 보형물착용현황 및 일반

적 특성은 명목척도,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에 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 통계 처리를 위해 SPSS WIN ver. 21을 사용하였고, 보형물 사용여부 및 보형물의 가격, 

소재, 모양 및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방암 절제 및 병기유형에 따른 유방암 환자용 보형물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와 사후검정(Scheffe-test)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유방암 환자용 유방보형물 착용실태 알아보기 위하여 응답자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응

답자의 연령대는 만 50∼55세 미만(45%)의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 55∼60세 미만

(32%), 만 40∼50세 미만(22%)의 비중을 보였다. 유방암 절제유형은 전체절제유형이 62%이고 부

분절제유형 38%이며 병기별 비중은 2병기가 52%로 가장 많았으며 3기(31%), 0∼1병기(1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유방암 환자들은 76.5%가 유방암 환자용 보정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삼각형(78.6%)의 

보형물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용하고 있는 보형물의 소재는 실리콘

(79.3%)이 가장 많았고 구매한 보형물의 가격대는 30~40만원 이하(38.8%)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40~50만원 이하(31.9%)로 나타났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환자중에서 대체형 보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53.5%로 가장 많았고 사용할 경우, 캡 브래지어(26.8%)를 사용한다는 응답

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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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용 브래지어의 보형물 특성에 대한 불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

과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의 보형물에 대한 불만족도는 구입비용(M=4.23)에서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브래지어의 가격이 비싸 구입하기에 부담스럽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

다. 기능적 측면에서 통풍이 되지 않아 땀이 차서 불편하고 매우 만족스럽지 않다(M=4.20)라는 

응답을 보였고 무게감(M=3.89) 및 사용중 변형(M=3.85)에 있어서도 대체로 만족하지 않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촉감 및 실제 유방과의 이질감으로 인한 보정효과에 대한 항목에 대한 불만족도

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83).

절제정도에 따라 유방암 환자용 보형물에 대한 불만족 사항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세척불편, 사용시 변형, 피부접촉시 불편함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

분 항목에서 환자용 브래지어 보형물의 불만족에 대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절제 

집단이 더 불만족스럽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이즈와 관련된 평가 항목인 다양

하지 않은 사이즈(t=2.28, *p<.05) 및 체계적이지 않은 사이즈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t=2.75, 

*p<.05)에 대해 전제절제 집단이 더 불만족스럽다고 인식하였다. 

유방암 병기단계에 따라 환자용 브래지어 보형물 특성에 대한 불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ANOVA 및 Scheffe검증 결과 유방암 2기 및 3기 집단이 체계적이지 않은 보형물

의 사이즈, 절제 후 남아있는 유방형태와의 이질감으로 인한 보정효과에 대해 1기 이하 집단보다 

더 불만족스럽다고 인식하였으며 실제 유방과 다른 촉감 및 피부와의 접촉시 불편함 역시 유방암 

2기 및 3기 집단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2기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보형물과 컵 사이

즈의 일체성 결여 및 보형물로 인해 땀이 차서 더 불편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Ⅳ. 결론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형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유방암 환자들은 대부분 

고가의 수입형 보형물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수입형 보형물은 우리나라 체형에 적합하지 않고 사

이즈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수입형 보형물의 경우 서양여성을 기

준으로 제작한 제품이므로 우리나라 여성에 적합성이 현저히 떨어지며, 특히 유방절제로 인한 결

손부위의 형태와 신체조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

체 좌우 불균형을 초래하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의 유방암 발생율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보형물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체형과 생활습관에 적합한 보형물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보형물 착용시 가슴부위의 불균형을 최소화하여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안정적이고 착용감이 향상된 친인체적인 맞춤형 보형물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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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리ㆍ여은아
계명대학교

파워블로그 제품 리뷰의 정보 제공방식에 따른 소비자 반응 
연구
: 화장품 파워블로그를 중심으로

블로그 마케팅이 각광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파워블로그는 온라인상

에서 의견 선도자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업 역시 이를 온라인 마케팅의 중요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Schau & Gilly, 2003; Thorson & Rodgers, 2006). 파워블로그가 소비자 구

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최희복(2014) 등의 선행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업들간의 블로그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블로그의 정보적 측면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

나 정보의 속성에 관한 연구는 광고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며(박세훈, 강은정, 1999) 웹 포

스팅에 이를 적용하는 연구는 아직 시작단계로 이 중 파워블로그 정보의 속성에 관한 연구는 미

흡하다. 특히, 정보의 방향성과 순서효과를 다룬 두 가지 상반되는 이론에 따라 결과도 양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행연구들의 결과 역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파워블로그 정보의 속성 중 정보의 방향성과 순서에 주목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제품 리뷰

의 정보 제공방식에 따른 소비자 반응, 즉 정보 구성방식(정보 방향성과 순서)과 후원유무에 따라 

정보신뢰도, 블로그태도, 제품태도, 구매의도, 구전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며, 이는 블로

그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 정보적 측면에 근거한 전략 수립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4(정보의 구성방식: 방향성과 순서)x2(후원유무) 집단 간 실험을 설계하였으며, 

선크림 제품에 대한 파워블로그 제품 리뷰 포스팅을 시나리오 자극물로 제작하여 실험에 이용하

였다. 파워블로그 제품 리뷰의 기술 방식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네이버 파워블로그 패션/뷰티 

카테고리의 화장품 전문 파워블로그 18개를 선정하여 선크림 제품 리뷰 기술 시 주로 사용되는 

제품 특성 요소와 이에 따른 장단점 기술 문구를 도출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남녀 대학생

을 대상으로 8개 실험 집단 설문지와 시나리오를 무작위로 배포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

며 총 48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정보의 구성방식에 따른 4개 집단(장점만 기술/단점만 기술/장점-단점 순서로 기술/단점-장점 

순서로 기술)별로 소비자 반응 차이(연구 1)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의 구성방식에 따라 정보신뢰도(유용성/객관성/전문성), 제품태도, 구매의도, 구전의도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신뢰도 중 유용성, 객관성에서는 단점만을 기술한 리뷰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데 반해 제품태도, 구매의도, 구전의도에서는 장점만을 기술한 리뷰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정보의 방향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때 정보신뢰

도에 있어서는 부정적 정보가(Meyers-Levy & Maheswaran, 1990), 제품태도와 구매ㆍ구전의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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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긍정적 정보가(류춘열 외, 2008)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제품태도, 구매ㆍ구전의도에서는 단점-장점 순서로 기술한 리뷰가 장점-단점 순서로 기술한 리뷰

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는데, 이는 정보의 순서효과 이론에서 나중효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후원유무에 따른 2개 집단(후원 유/후원 무)별로 소비자 반응 차이(연구 2)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

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파워블로그 제품 리뷰 이용 시 소비자 반응 변인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연구 3)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였으며, 경로

계수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신뢰도, 블로그태도, 제품태도, 구매의도, 구전의도 간의 인

과관계가 성립되었다. 유용성과 객관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블로그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문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제품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블로그태도는 

제품태도에, 제품태도는 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구매의도는 구전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화장품 파워블로그 제품 리뷰 이용 시 소비자 반응 변인 간 인과관계에 제품 관여도의 조절효

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모형 분석(연구 4)을 실시한 결과, 부분적 조절 효과가 확인

되었다. 특히 유용성과 블로그태도의 관계에서 두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

는 고관여 집단이 저관여 집단에 비해 유용성 지각이 블로그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제품 

관여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보의 방향성과 순서효과를 결합하여 이를 파워블로그에 적용하는 연구를 처음 시

도하였으며, 블로그의 후원유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를 연구했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또한 소비자 반응 변인 간 인과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블로그 모델에 적용시

켜 이를 복합적으로 연결한 연구모형을 개발ㆍ검증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정보의 방향성과 순서

에 따른 효과와 소비자 반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활용을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

인 블로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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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여은아
계명대학교

저친숙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믿음-태도-구매의도 인과모형 연구 

인터넷 활용의 대중화와 인터넷 및 모바일 쇼핑 확산,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직접구매 활성화 

등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고 소비자간에 다양한 상품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신생 화장품 브

랜드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들도 인터넷 쇼핑몰, 드럭스토어, 해

외 직접구매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유명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처음 들

어보는 브랜드의 화장품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믿음 요인들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 

Fishbein & Azjen(1975)의 구매의사결정 모델을 이용하여 친숙도가 낮은 브랜드 제품의 구매의도 

형성과정도 이 모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인터넷 활용에 능통하고 새로운 화장품에 관심이 많다고 인식되는 20-30대 남녀

를 편의표집 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450

부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선행 연구 및 화장품 판매 사이트 내용 분석을 통해 설문 문항

을 구성하였으며, 저친숙 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18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 항목, 그 18가지 요소

의 중요도 항목, 주관적 규범 2항목, 지인의 의견을 따르려는 의지 1항목, 태도 4항목, 구매의도 

1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7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을 측정 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PSS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분산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으로 

자료 분석 및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저친숙브랜드 화장품의 믿음 요소에서 5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홍보

성, 안전성, 기능성, 가치성, 기호성으로 명명하였다. 이 중 기능성과 가치성에 대한 평균값이 가

장 높았고 홍보성, 안전성, 기호성의 평균값은 다소 낮았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적합도

를 검증하고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결과, Fishbein & Ajzen(1975) 모델을 통해 저친숙 화장

품 브랜드의 구매의도 형성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믿음 요소 중 기능성과 

가치성은 태도 형성에 정적 영향을, 홍보성과 안정성은 태도 형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으며 기호성의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소비자들이 저친숙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과 가치

성 등 상품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에 집중하여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

며, 미디어 등에 노출되거나 유해성분 표시나 인증 등을 받아 안전성이 확보되는 측면은 저친숙 

브랜드에서 부족한 부분이고, 이에 대한 기대가 낮은 반면 종합적 태도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비친숙 브랜드 구매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지지는 구매의도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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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품 자체의 특성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심어주는 일 뿐만 아니라 

구전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신생 브랜드 혹은 비유명 브랜드가 지향해야 할 

바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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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은*·이진화·김세희1)

*부산대학교
1)부산경상대학교 국내 온라인 패션정보매체의 정보 체계 및 정보 제공 현황 비교 

분석

Ⅰ. 서론

패션산업에서 패션정보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 도출과 제품 변화의 방향성 예측에 중요한 단서

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시즌마다 신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패션머천다이징 프로세스에서 패션정

보는 매우 중요하다(서성무 외, 2002). 패션업계 종사자들은 패션정보 수집 경로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므로(김성근 외 2008),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패션정보매체 유형별로 제공하는 정보

의 체계를 탐색하고 정보 제공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패션정보 수집에 도움을 주고

자 한다.

연구문제 1. 국내 온라인 패션정보매체 유형별 정보 체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2. 국내 온라인 패션정보매체 유형간 정보 제공 현황을 비교한다. 

Ⅱ. 연구방법

국내 온라인 패션정보매체의 유형은 패션전문기관, 패션정보사, 패션전문신문사로 구분하였다. 

패션전문기관으로는 CFT, 한국패션협회, 패션넷코리아, 한국패션소재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

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섬유정보센터를, 패션정보사로는 퍼스트뷰코리아, 삼성패션

연구소, 인터패션플래닝, 말콤브릿지를, 패션전문신문사로는 어패럴뉴스, 패션비즈, 패션인사이트, 

패션저널, 한국섬유신문, 텍스헤럴드, 국제섬유신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질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 연구 대상 

정보매체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 영역에서의 메뉴 체계를 분석하였다. 메인 메뉴를 ʻ1
차 카테고리ʼ로 명명하고, 1차 카테고리에서의 제공 정보 내용과 각 1차 카테고리별 하위 카테고

리 단계수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패션 정보 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문제 1에서 도출한 정보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각 매체 유형에서의 정보 제공 현황을 고찰하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연구문제 1의 해결을 위해 세 가지 매체 유형별 정보체계를 분석하였다(표 1, 표 2, 표 3). 패

션전문기관과 패션정보사 유형에서는 ʻ마켓ʼ 카테고리가, 패션전문신문사 유형에서는 ʻ뉴스ʼ와 ʻ원자

재ʼ 카테고리가 가장 세분화되어 제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패션정보사 유형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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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별 하위 카테고리 단계수가 가장 많은 편으로 나타나 정보가 가장 세분화되어 제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음은 패션전문신문사, 패션전문기관 유형 순이었다.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해 각 유형별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았다. 패션전문기관 유형에서는 

총 20가지의 정보 카테고리가 도출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패션전문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

고 있는 정보 카테고리는 ʻ뉴스ʼ, ʻ트렌드ʼ, ʻ마켓ʼ의 순이었다. 패션전문기관들의 경우 연구 사업이 

많은 만큼 ʻ발간자료ʼ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도 8개 기관 중 3개 기관이었다. 패션정보사 

유형에서는 총 11가지의 정보 카테고리가 도출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패션정보사에서 공통적으

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카테고리는 ʻ트렌드ʼ, ʻ컬렉션ʼ이었다. 패션전문신문사 유형에서는 총 24가

지의 정보 카테고리가 도출되었다. 그 중 가장 많은 패션전문신문사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

는 정보 카테고리는 ʻ뉴스ʼ가 단연 많았고 다음으로 ʻ마켓ʼ, ʻ원자재ʼ, ʻ트렌드ʼ, ʻ오피니언ʼ, ʻ채용정보ʼ, 
ʻ인물ʼ이 많은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카테고리였다. 

기관명

1차

카테고리

CFT
한국패션

협회

패션넷 

코리아

한국

패션소재

협회

한국섬유

산업 

연합회

한국

의류산업

협회

한국패션

산업 

연구원

섬유

정보

센터

제공

기관

비율

뉴스 ○(1) ○(3) ○(1) ○(1) ○(2) ○(1) ○(1) 7/8

마켓 ○(1) ○(4) ○(1) ○(2) ◎(1) 5/8

트렌드 ○(1) ○(1) ○(3) ○(1) ◎(1) ○(1) 6/8

시즌 트렌드 ○(1) 1/8

컬렉션 ◎(1) 1/8

박람회 ○(3) ○(1) ◎(1) ○(1) 4/8

패션DB ○(3) ○(1) 2/8

네트워크 ○(2) 1/8

패션 콘텐츠 ○(1) 1/8

캘린더 ○(1) ○(1) 2/8

칼럼 ○(1) 1/8

스토리 ○(1) 1/8

발간자료 ○(1) ○(2) ◎(1) 3/8

FTA ○(2) 1/8

국제통상 ○(1) ○(2) ○(1) 3/8

지식 재산권 ○(2) 1/8

이미지 ○(1) 1/8

스트릿 ○(1) 1/8

채용정보 ○(1) ○(2) ○(2) ○(2) 4/8

기술정보 ◎(2) 1/8

<표 1> 패션전문기관 유형의 패션 정보 제공 현황

* ◎ : 유료, △ : 일부유료, ○ : 무료, 빈칸 : 제공하지 않음

* ( ): 각 정보 카테고리별 하위 카테고리(1차 카테고리 포함) 단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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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명

1차 카테고리
퍼스트뷰 코리아 삼성디자인넷 인터패션 플래닝 말콤브릿지 제공 정보사 비율

트렌드 ◎(3) ◎(2) ◎(2) ◎(1) 4/4

마켓 ◎(3) ◎(3) 2/4

컬렉션 ◎(3) ◎(2) ◎(2) ◎(1) 4/4

박람회 △(2) ◎(1) 2/4

패션DB △(3) 1/4

스타일 ◎(2) 1/4

중국 ◎(3) 1/4

뉴스 ◎(2) ○(3) 2/4

이슈 ◎(3) 1/4

역사 ◎(3) 1/4

스트리트패션 ◎(2) 1/4

<표 2> 패션정보사 유형의 패션 정보 제공 현황

신문사 명

1차

카테고리

어패럴 

뉴스

패션

비즈

패션

인사이트

패션

저널

한국섬유 

신문

텍스

헤럴드

국제섬유 

신문

제공

신문사 수

뉴스 △(4) ○(2) ○(2) ○(2) ○(2) ○(2) ○(2) 7/7

마켓 ○(2) ○(2) ○(1) ○(1) 4/7

원자재 ○(2) ○(2) ○(2) ○(2) 4/7

유통 ○(2) 1/7

패션DB ○(2) 1/7

트렌드 ◎(2) ○(1) ○(1) ○(1) 4/7

컬렉션 ○(1) ○(1) ○(2) 3/7

해외 ○(1) ○(1) 2/7

중국 ○(1) 1/7

쇼핑몰 ○(1) ○(2) ○(2) 3/7

오피니언 ○(2) ○(1) ○(1) ○(2) 4/7

기획 ◎(1) ○(2) 2/7

특집 ○(1) ○(2) ○(2) 3/7

인물 ○(1) ○(2) ○(1) ○(1) 4/7

포토 △(2) ○(2) ○(2) 3/7

동영상 ○(1) ○(2) 2/7

채용정보 ○(1) ○(2) ○(2) ○(1) 4/7

캘린더 ○(1) ○(1) 2/7

핫이슈 ○(2) ○(1) 2/7

서비스 ○(2) 1/7

매출 ○(1) 1/7

연예 ○(2) 1/7

박람회 ○(2) 1/7

캠퍼스 ○(2) 1/7

<표 3> 패션전문신문사 유형의 패션 정보 제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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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션전문기관 유형에서는 ʻ국제통상ʼ, ʻFTAʼ, ʻ지식재산권ʼ 등의 카테고리들이 다른 매체 유

형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패션전문기관들은 보다 산업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정보사 유형은 정보 카테고리가 다양하지 않은 가

운데 ʻ스타일ʼ 카테고리를 별도로 두는 정보사가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다른 매체 유형에 비해 

디자인 및 트렌드 관련 정보가 심도 있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전문신문사 유형

은 ʻ오피니언ʼ, ʻ기획ʼ, ʻ특집ʼ 등 업계 동향에 대한 다양한 칼럼물이 특징적이었다.

Ⅳ. 결론

패션정보매체 유형별 정보 체계와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유형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패션 정보 이용자들에게 패션 정보의 체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패션 정보 이용자들의 패션정보매체 유형 선택에 있어서 필요에 따른 정

보 선택이라는 효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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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추호정
서울대학교

패션 소비자의 해외직구 행동 의도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2014년 온라인을 통한 거래액은 45조2천44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온라인 채널이 대형마트 거

래액을 뛰어넘었다(통계청, 2015). 유통채널의 1위의 역전에 크게 일조한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

접구매(해외직구)는 관세청 집계 기준으로 작년 한해 15억4천491달러(약 1조6천600억원)으로 전

년 대비 39% 성장하였다. 해외직구의 증가는 2010년 이후 해마다 40-50%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2013년 국내 해외직구 시장규모는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

서 구매하는 직구와 더불어, 해외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ʻ역직구ʼ 또

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역직구 실적은 총 3,700억원에 달했으

며(전자상거래수출협의회, 2014), 중국 내 해외직구 시장 규모는 2014년 27조원 규모로 2018년에

는 400조원의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 2014). 해외직구는 

2040 여성들의 전유물이자 트렌드를 넘어서 또 하나의 강력한 유통채널로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국경을 넘어선 보편적인 쇼핑행동이 되었다. 특히 품목별 해외직구 순위를 살펴보면 의류가 19%

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식품(14%), 신발(13%), 기타식품(11%), 화장품(11%) 순인데, 패션 제품

이 해외직구 제품 카테고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 2014). 

해외직구가 현재 패션업 및 유통구조의 변화와 소비자 행동을 반영하는 주요 이슈임에도 불구하

고 해외직구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통

해 패션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하는 행동 의도의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현상을 규명하고, 

변화하는 소비자 행동에 맞춘 유통업계의 정책 마련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패션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동기가 패션 제품 해외직구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소비자가 지각하는 패션 제품의 해외직구 위험에 따라 

해외직구 동기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되는지 살펴보았다. 2014년부터 약 1년 동안 온

라인 해외직구 채널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40대 여성 소비자 302명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

귀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동기를 요인분석한 결과, 효용적 동기, 사회적 영

향, 쾌락적 동기의 3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효용적, 사회적, 쾌락적 동기와 소비자가 지

각하는 거래 위험이 패션 제품의 해외직구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위험 지각의 조

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효용적 동기, 사회적 영향, 쾌락

적 동기와 조절변수인 위험 지각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3개의 동기와 위험 지각을 곱한 상

호작용변수로 총 6개를 3단계로 나누어 차례로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검증 결과, 1단계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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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효용적 동기, 사회적 영향, 쾌락적 동기가 높을수록 패션 제품의 해외직구 행동 의도가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F(3,298)=169.479, p<.000). 조절변수인 위험 지각이 추가된 2단계 모델에서

는 F값의 변화가 유의하여(p=.046) 위험 지각이 행동 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단계의 조절회귀 모델 분석 결과 전체 모델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개선효과를 보

이지 않았지만(ΔF=1.030, p=.379), 각 상호작용항의 결과를 보면 효용적 동기와 위험 지각의 상

호작용항만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β=.093, p≤.1) 위험 지각은 효용적 동

기의 영향력만을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의 해석을 위해 효용적 동기의 평

균(mean=5.19)과 위험 지각의 평균(mean=4.09)를 기분으로 고집단, 저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변

수의 상호작용효과를 이원분산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위험 지각이 낮은 집단은 위험 지

각이 높은 집단에 비해 효용적 동기에 따른 패션 제품 해외직구 행동 의도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용적 동기가 낮은 집단은 위험 지각 수준에 상관없이 패션 제품 해외직구 

행동 의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효용적 동기가 높은 집단은 위험 지각 수준이 낮은 

경우 패션 제품의 해외직구 행동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나 패션 제품의 해외직구는 위험 지각이 

낮을 때 효용적 동기가 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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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김영삼
중앙대학교

패션사진의 이미지 표현형식에 따른 모델 포즈 활용유형 분석

패션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급속히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는 패션잡지를 통해 전파되며 그 

안에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패션사진은 독자적인 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패션사

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패션 관련 기업들은 자사브랜드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패션사진의 이미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패션사

진에서 유동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여 추상적인 미적 관념을 시각화하며 정적인 사진에 생동감

을 부여해주는 모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사진에 나타난 표현형식과 모델 포즈에 대해 주목하고, 이미지 표현형식

에 따른 효과적인 모델 포즈의 의도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사진작가나 

모델을 꿈꾸는 후학들에게 패션사진과 포즈에 관한 기초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와 모델들에게도 패션사진을 위한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포즈의 영감으로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패션사진, 패션잡지 및 패션모델에 관련한 학술지에 게재된 선행 연

구 논문, 국․내외 단행본 및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활용한 이론적 연구와ProQuest사에

서 발간한 패션잡지 Vogue Archive의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0년간의 120권에서 수합한 

패션사진자료 15206장에 나타난 이미지 표현형식과 모델 포즈 활용유형 을 패션광고사진과 패션

화보사진으로 분류하여 정량적․정성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패션사진의 이미지 표현형식에 따른 모델 포즈 활용유형을 분석한 결과 첫째, 패션사진에 나

타난 표현형식은 직설적 상품제시, 감각적 이미지, 성적 이미지, 스토리 전개, 일상적 상황, 환상

적 이미지 표현형식으로 범주화 하였다. 이에 나타난 모델 포즈 활용유형은 무형 요소, 복합적 

요소, 생명체, 소품, 의상, 장소, 장신구, 제품을 활용한 포즈유형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광고사

진의 표현형식에 가장 많이 나타난 직설적 상품제시 표현형식에서 제품을 활용한 포즈유형이 가

장 많이 활용되었다. 이는 패션잡지의 기능들 중에 마케팅적인 요소인 광고기능에서 영향을 받아 

브랜드나 패션디자이너가 제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에 대한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

여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촬영을 진행함으로써 모델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활용

하여 직설적으로 제시하며 포즈를 취하는 것이다. 셋째, 패션화보사진에서도 직설적 상품제시 표

현형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모델 포즈에서는 소품, 의상, 장소를 활용한 포즈유형들이 많이 

나타났다. 패션화보사진은 에디터의 의도와 시각 그리고 사진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요소

들에 영향을 받아 사진의 콘셉트에 맞는 소품, 의상, 장소를 활용해 포즈를 취하며 제품을 직접

적으로 판매하려는 목적보다는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판매와 홍보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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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션사진에서 모델이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포즈를 취함에 있어 에디터, 브랜드, 

패션디자이너, 사진작가 등이 추구하는 연출의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패션

사진과 모델 포즈에 대한 다각도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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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연·하지수
서울대학교

현대소비사회에서 패션 개념의 모델화

이 연구의 목적은 패션이 소비사회에서 갖는 개념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개념의 모델을 구축하

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패션의 강한 존재감은 누구나 동의하나 패션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과거와 다른 소비사회 속에서의 패션의 변화한 의미를 재조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소비자학, 사회학, 철학 등 의류학 이외의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게 변화된 

패션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패션이 소비문화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패션이 소비사회의 맥락에서 인간의 신체를 매개로 한 패션이 다른 소비

재와 비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근대 소비사회

에 관한 사회학, 철학, 소비자학, 의류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헌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문헌 

연구를 통해 수립된 개념을 후속 연구에 적용하고자 시각화 방법론에 따라 모델을 구성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사회의 맥락에서 개인이 패션을 구입하는 행위를 통해 이상화된 신체를 획득한다는 사실

은 이미 폭넓게 공유되어 왔다. 몸 위에 씌워진 완전하고도 새로운 근대적 포장(Hollander, 

1994), 몸의 재현을 문화적 맥락 안에 가시화 하는 매개체(임은혁, 2006), 신체의 연장(Corrigan, 

1997) 등 복식을 설명하는 다양한 담론에 반영되고 있다. ʻ새로운 신체가 지속적으로 획득될 필요

ʼ는 근대 개인의 세계관과 자아의 위기로부터 시작된다. 소비사회에서 개인의 외부에 근거한 고유

한 의미는 고갈, 붕괴, 해체되며 이와 같은 요소들의 상실은 개인에게 모든 결정에 대한 수고를 

부과한다(Giddens 등, 1994). 이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삶 그리고 행위의 중심이 되면서 

사회와 해약 가능한 관계를 맺음을 의미(김덕영, 2007)하는데 이 때 몸은 개인들에게 ʻ마지막 피

난처ʼ, 즉 신뢰할만한 자아감을 세울 수 있는 견고한 토대처럼 보이는 실체를 제공하지만, 이내 

자아가 구축될 수 있는 토대로서의 적합성을 상실하는 한계를 보인다(Shilling, 2003). 따라서 소

비자들은 자아감을 유지하기 위해 체현된 자아를 구입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패션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다. 

패션은 소비사회에서 육체를 매개로 하여 개인의 자아 위기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며 시대가 

지남에 따라 자동차, 가구, 집 등의 교체주기가 짧아지면서 이와 같은 소비재들도 패션만의 고유 

속성이었던 역할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을 의복에 범주에 국한할 것인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다른 소비재로 확장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패션이 

인간의 육체에 대해 갖는 절대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현대 소비사회에서 개인의 자아감에 기여하

는 패션-의복-의 영향력을 타 소비재가 단시간에 추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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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은 현재 소비사회에서 개인의 자아위기감에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소비재라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패션이 타 소비재에 대하여 존재적 우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패션의 존재적 

우위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다양성의 규모, 속도, 영향력 측면에서 타 소비재에 대해 패션이 갖는 

우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패션-의복이 갖는 이러한 존재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위의 논의를 Benjamin Fry(2004)의 정보 시각화 연구를 참고하여 시각화 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Fig 1. Model for Concept of 

Fashion in Consumer Society

본 모델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물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소비

사회의 근대적 자아는 배로 표현되었다. 이 근대적 자아는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축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는 배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으로 표현되었고, 배는 이 동력에 의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부산물은 배의 앞쪽 파동으로 표현된 

패션-의복이며, 이는 패션이 자아감 구축에 기여함에 있어 육체를 매개하기 때문이다. ʻ유행ʼ이라

는 개념으로 포괄된 의복 이외의 소비재는 배의 측면부의 지나간 파동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의

복 이외의 소비재들은 근대 개인의 자아감을 대변하는 인간의 신체를 패션보다 덜 매개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패션 이후에 패션과 유사한 형태로 등장하여 자아감에 기여하도록 사용되기 때문

에, 마찬가지로 배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한 부산물로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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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진·신혜영

이인성·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한·미 중년 여성의 체형과 BMI에 따른 선호 디자인 감성에 
관한 연구: 의복이미지, 태, 신체 강조
: 비강조 부위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자층인 중년 여성의 패션아이템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국내외 여성의 니

즈를 만족시키는 여성복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년 소비자는 최신유행과 개성을 추구

하며 인지 연령은 실제 연령보다 10년 젊게 나타나고, 젊은 감성에 대한 소비와 구매력이 높아지

고 있다. 하지만 40대는 연령에 의한 신체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옷

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중년 여성들은 경제 활동이 왕성하고 가장 높은 구매력

을 보유한 소비자층이지만, 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기존 브랜드들은 노후화된 이미지이거나 고가

이며 패션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40-50대 여성이 중요한 소비자층임을 인식하

고 그들의 니즈에 맞는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 여성의 체형과 BMI에 따른 선호디자인 감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선

호 디자인 감성을 조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선호하는 의복이미지와 선호하는 의복의 태(texture)

를 조사하였으며, 의복을 활용하여 강조하고 싶은 신체부위와 가리고 싶은 신체 부위를 조사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40, 50대 일반 여성으로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여 400명을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측정도구는 체형, BMI, 선호 디자인 감성, 부위별 

핏 만족도에 관한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9.0을 사용하였고, 연구문

제의 결과도출을 위해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체형유형(표준형, 삼각형, 역삼각형, 사각형, 모래시계형, 라운드형)을 비교하였을 

때 미국 여성은 라운드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표준형, 모래시계형, 삼각형 순으로 나타났

다. 한국 여성은 표준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각형, 라운드형, 삼각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사각형이 많았고, 미국은 한국에 비해 라운드형, 모래시계형이 많았다. 국가

별 BMI 그룹 비교하였을 때 BMI 저체중과 평균그룹은 한국이 월등히 높았으며, 과제충과 비만그

룹은 미국이 높았다. 

연구결과에 따라 한국과 미국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의복이미지는 편안함, 실용적인, 

단정한 이미지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미국 여성을 위해서는 편안하고, 실용적, 캐주얼, 심플하고 

내추럴한 이미지와 여성스럽고 프리티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의복 개발이 필요하며, 한국 여성을 

위해서는 편안하고 실용적이며 날씬해 보이고 어려보이는 이미지와 럭셔리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의복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여성들이 선호하는 의복 태는 매우 유사하였는

데 부드럽고, 탄력적인 촉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드럽고, 신축성 있으며, 탄력성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한 의복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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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소비자들의 BMI 지수(저체중, 평균, 과체중, 비만)에 따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싶을 

부위는 키, 가슴이었으며, 가리고 싶은 부위는 모든 그룹에서 복부, 허리, 엉덩이로 나타났다. 의

복 태 선호도는 저체중과 평균 그룹에서 ʻ따뜻하다ʼ, ʻ가볍다ʼ, ʻ부드럽다ʼ의 형용사를 선택하였다. 

과체중과 비만 그룹은 ʻ따뜻하다ʼ, ʻ가볍다ʼ, ʻ신축성이 있다ʼ의 형용사를 선택하였다. 이미지 선호도

는 모두 ʻ편안하다ʻ, ʻ실용적이다ʻ의 이미지를 선택하였다. 체형별로 옷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위를 

분석한 결과, 모든 유형은 자신의 신체적 장점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삼각형 체형은 상체를 강조하고 싶었으며, 역삼각형 체형은 하체를 강조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리고 싶은 부위는 모든 유형에서 복부를 선택하였다. 의복 태 선호도는 ʼ부드럽다ʻ, ʻ따
뜻하다ʻ, ʻ가볍다ʻ, ʻ신축성이 있다ʻ를 선택하였으며 이미지 선호도에서는 ʼ편안하다ʻ, ʻ단정하다ʻ, ʻ실
용적이다ʻ를 선택하였다. 

한·미 여성들은 공통적으로 키, 가슴, 그리고 팔목을 강조하고 싶은 부위로 선택하였다. 국가

별 강조하고 싶은 신체부위에서 한국은 키, 가슴, 목, 상체, 팔목 순이었으며, 미국은 가슴, 키, 

다리, 엉덩이, 팔목 순이었다. 가리고 싶은 부위는 공통적으로 복부, 허리, 허벅지로 나타났다. 국

가별 가리고 싶은 신체부위에서 한국은 복부, 엉덩이, 허벅지, 체격, 허리 순이었으며, 미국은 복

부, 허리, 골반, 상체, 허벅지 순이었다. 

본 연구는 위 결과를 통해 국·내외 중년 여성 소비자에 맞는 패션 아이템 개발과 그들의 감

성 니즈를 만족하는 상품 디자인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미 시장을 타겟으로하는 패

션 상품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는 한국 기업의 수출을 통한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4)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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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휠체어장애인의 맞춤정장 온라인 쇼핑몰 설계를 위한 
스타일 선택항목 조사

Ⅰ. 서론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261만 명으로 10년 동안 약 180%가량 증가하였으며 장

애정도에 따라 사회활동 가능 휠체어장애인 추정 인구는 전체 장애인의 47%인 약 126만 명에 이

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경제활동 및 외부활동 가능 남성 휠체어장애인 인구는 

58%로 여성과 비교하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신정숙(1999)에 따르면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의복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몸

에 잘 맞는 옷(48.9%)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64%)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의 체형에 맞게 설계

된 기성복을 구입하여 입는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의 휠체어 장애인 의복시장의 경우 휠체어장애

인을 위한 의복생산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의복 제작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원가가 

높아 합리적인 가격의 의복을 제공할 수 없는 반면, 휠체어장애인들은 맞춤의복을 구입 할 만큼

의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이재향, 2014)

더구나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사회활동 시 ʻ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54.9%), 외출시 동반

자 부재(31.9%)ʼ 순으로 집밖 활동이 불편 하다고 답하여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확충노력이 필요

함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이에 외부접근에 있어 많은 제약과 노력이 필요한 기존 상

점형태보다는 전자상거래 형태의 맞춤정장 온라인 쇼핑몰이 휠체어장애인들에게 접근용이성을 제

공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접근용이성이 높은 것 외에도 기업과 고객에게 ʻ저렴한 비용ʼ이라는 효익을 

제공한다(문상열, 2008).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이 가진 특성은 휠체어장애인이 겪고 있는 신체적, 

경제적 제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로써 그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국내의 휠체어장

애인을 위한 의류 상점이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전무한 상태로 해외의 휠체어장애인 의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실정과 대비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맞춤정장 온라인 쇼핑몰 개발을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 맞춤정장 쇼핑몰 정장스타일에서의 디자인 선택항목과 국내 남성 휠체어장애인의 정장스

타일 선호도에 관한 사전연구(이재향, 2014)를 중심으로 쇼핑몰 개발 시 정장 주문제작 페이지에

서 필요한 정장의 디자인 선택항목들을 조사, 선정하고자 한다. 이로써 국내 남성 휠체어장애인

을 위한 맞춤정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도모하고 나아가 휠체어장애인 의복시장의 활성화에 기

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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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하였다. 첫째, 해외의 휠

체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맞춤정장 쇼핑몰을 조사 및 분석하고 둘째, 국내 남성 휠

체어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정장 선호도와 VOC를 기반으로 한 불편도 조사 자료(이재향, 

2014)를 분석하였다.

1. 해외 휠체어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맞춤정장 쇼핑몰 조사 및 분석

Google 검색 포털 사이트를 통해 맞춤정장 쇼핑몰이 없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현존하는 

맞춤정장 쇼핑몰 중 비장애인을 위한 맞춤정장 쇼핑몰 8곳과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맞춤정장 쇼핑

몰 1곳의 디자인 선택항목을 수집하여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

균 5.0 이상의 항목을 추출하였다.

2. 국내 남성휠체어장애인의 정장 선호도 및 불편도 자료 분석

국내 남성 휠체어장애인 200명의 정장의 선호 스타일 항목과 VOC 기반의 불편사항 심층면접 

결과를 부위별 선호 스타일과 불편도에 따른 추가 선택항목으로 도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해외 휠체어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맞춤정장 쇼핑몰에서는 디자인 선택항목이 

총 42종이 있었고 상의의 경우 ʻ벤트 스타일ʼ을 전 사이트에서 선택하였고 ʻ단추의 수ʼ는 한 사이

트를 제외하고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하의 항목에서는 ʻ밑단 스타일ʼ을 전 사이트에서 선택하고 

있었고, ʻ바지 플리츠ʼ는 한 사이트를 제외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항목의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항

목의 중요도는 비례하므로 빈도분석 결과 평균 5.0이상인 디자인항목 15개를 사이트별로 정리하

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ʻ○ʼ표시는 해당 사이트에서 선택한 기본 항목으로 필수항목을 뜻

하고, ʻ△ʼ표시는 세부항목으로 필수항목이 아닌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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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이트 별 스타일 선택 속성

(○="Option", △="Detail option")

Selection
ALTON 

LANE

HARRY 

SUITS

INDO

CHINO

MODERN 

TAILOR

STUDIO 

SUITS

TAILO

R4LESS

MYTAILO

RSTORE

ALFADE

SIGNER

LEGA

WEAR
Total

J
a
c
k
e
t

Number of buttons ○ ○ ○ ○ ○ ○ 　 ○ ○ 8

Jacket style ○ ○ ○ ○ ○ ○ 　 ○ 7

Lining ○ ○ ○ ○ ○ △ 　 △ 7

Lapel style ○ ○ ○ ○ 　 ○ ○ ○ 7

Vent style ○ ○ ○ ○ ○ ○ ○ ○ ○ 9

Jaket pocket style ○ 　 ○ ○ 　 ○ ○ ○ ○ 7

Ticket pocket ○ ○ △ 　 ○ ○ ○ ○ 7

Chest pocket 　 　 　 ○ 　 ○ ○ ○ ○ 5

Button hole color ○ △ △ 　 △ △ 　 △ 6

Functional Sleeve 

Button hole
　 △ △ ○ △ ○ ○ 　 6

Monogram ○ ○ ○ ○ ○ ○ 　 △ 7

P
a
n
t
s

Front style(pleat) ○ ○ ○ 　 ○ ○ ○ ○ ○ 8

Cuffs style ○ △ △ ○ △ ○ ○ ○ ○ 9

Front pockets 　 ○ 　 ○ ○ ○ ○ ○ ○ 7

Back pockets 　 ○ 　 ○ ○ ○ ○ ○ ○ 7

2. 국내 남성휠체어장애인의 정장 선호도 및 불편도를 부위별 선호 스타일과 불편도에 따른 

추가 선택 항목으로 나타내어보면 <표 2>과 같다.

<표 2> 남성 휠체어장애인의 정장 선호도 및 불편도

Part Prefer design

Jacket

Lapel Tailored lapel

Button Two button

Length Front-back same & short

Pants

Fastener Front fastner

Fastener style Fipper, Button

cuffs Normal

State Additional Selection

Too long jacket length Short / Medium / Long length

Damaged to jacket cuffs Attached Cuffs Yes / No

Butt`s sore Pants back pocket Yes / No

Use artificial leg Pants end zipper Yes / No

Need Catheter pocket Catheter pocket Yes / No

 

결과 1, 2를 종합해 보면 <표 3>과 같다. 또한 해외 10개 사이트에서 5개 이상의 빈도로 사

용되는 스타일 속성을 선정함으로써 기본적인 맞춤정장의 선택 속성을 지정하였고, 남성 휠체어

장애인의 정장 선호도는 외관상 비장애인과의 차이가 없어 보이고 싶은 심리 때문에 특별히 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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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지는 특징이 없지만 불편도에 경우 재킷 길이와 소매 헤짐, 오랜 시간 착좌에 의한 엉덩이 배

김, 의족 탈부착 불편, 카데타 주머니 필요 등은 추가해야 할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

<표 3> 휠체어장애인 맞춤정장 쇼핑몰 스타일 속성

Selection Detail

Jacket

Number of buttons 1, 2, 3, 4

Jacket style Single, Double, Tuxedo

Jacket length Short / Medium / Long

Lining Color & Fabric

Lapel style Normal / Picked

Vent style Side / Center

Jacket pocket style Slant / Flap / Patch / Jetted

Ticket(waist) Pocket Yes / No

Chest Pocket Yes / No

Attached Cuffs Yes / No

Button hole color Thread Color

Functional Sleeve Button hole Yes / No

Monogram Font & Thread Color

Pants

Front style(pleat) 1, 2, 3

Cuffs style Yes / No

Front pocket Yes / No

Back pocket Yes / No

Catheter pocket Yes / No

Pants end zipper(for artificial leg) Yes / No

Pants length Short / Medium / Long

Ⅳ. 결론 및 제언

결과와 같이 해외 9개의 맞춤정장 쇼핑몰과 국내 남성 휠체어장애인 200명의 선호도와 불편도

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해외 사이트의 조사 결과 47개의 스타일항목이, 사전연구 조사 결과 11개의 

스타일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 중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하반신장애 이외에도 합병장애를 동반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체부자유 상태에서 선택항목이 많아질수록 상품구매 피로도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선택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대한 숫자를 줄이되 휠체어장애인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선택항목은 추가하여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맞춤정장 쇼핑몰의 주문제작 페이지에

서 필요한 상의13개, 하의7개의 항목을 선정하였다.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쇼핑몰을 제작하고 실

용화하기 위해서는 선정된 스타일 선택항목들을 기반으로 실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남성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선택항목들의 선정 타당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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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현대 사회에서 애니메이션은 대중의 생활양식과 보편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영상매체

로서 점차 그 수요층이 확대되고 문화 산업을 주도하여 고부가가치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인간의 내면을 이입하여 정서를 자극하는 매개체이

며 캐릭터를 구성하는 의상, 신체 표현 등의 시각적 요소는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심리 묘사 뿐만 

아니라 제작된 시기의 시대적 문화를 반영하고 당대의 사고방식과 스타일 등을 적극적으로 표출

하면서 소비 주체인 대중의 기호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를 분석함에 있어 캐릭터의 특징과 스타

일이 드러나는 의상 이미지, 미학적 관점에서 의상의 미적 효과를 변화시키는 신체 이미지로 구

분하고 이를 실루엣과 색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시각적 경험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데

이터 주도형 감성 척도의 하나로서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고바야시(Kobayashi) 형용사 이미지 스

케일의 감성 어휘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각 캐릭터를 묘사하는 형용사 빈도를 산출하

였다. 따라서 의상과 신체 이미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 자료를 반영한 여성 캐릭터의 시대

에 따른 이미지 변화 추이 파악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외적 

이미지 변화 양상 파악을 통하여 관련 산업 분야에서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이미지 연출 트렌

드의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캡처하여 시각적 자료로 활용한 사례 연구와 함께 디즈니

(Disney)사와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서적과 인터넷, 선행연구 등의 문헌고찰을 통한 정성적 연구, 

설문 조사의 통계 자료를 이용한 정량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범위는 월트 디즈니(Walt E. 

Disney)가 설립한 세계 최초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디즈니의 여성 캐릭터 중, 디즈니사의 공식 

선정에 의한 11명의 ʻ디즈니 프린세스(Disney Princess)ʼ의 의상 47벌이 드러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디즈니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백설공주(Snow White), 신데렐라(Cinderella), 

오로라(Aurora), 에리얼(Ariel), 벨(Belle), 자스민(Jasmine), 포카혼타스(Pocahontas), 뮬란(Mulan), 

티아나(Tiana), 라푼젤(Rapunzel), 메리다(Merida)를 디즈니 프린세스로 지정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통시적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의 상영 시기에 따라 제1기(1937년부터 1989년), 제2

기(1991년부터 1998년), 제3기(2009년부터 2012년)로 시대의 범주를 구분하여 각 시기별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의상과 신체 이미지를 기준으로 한 여주인공 분석 및 분석 결과의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른 디즈니 프린세스의 이미지 변화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상 

이미지에서 주인공의 착장은 드레스를 기본으로 변형되었으며 제1기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과장하

고 허리를 강조한 X형 실루엣은 시대적 여성상의 변화에 따라 제2기와 제3기로 경과하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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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이 줄어들었다. 또한 자유로운 여성을 상징하는 플래퍼 룩을 재현하거나 팬츠를 착용한 장면 

묘사, 중성색 사용 빈도의 증가 등을 통하여 여성 캐릭터가 점차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신체 이미지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래시계 형 체형을 특징으로 

하는 유사성을 띄고 있는 반면에 제2기 시기부터는 하얀 피부색과 금발 등 서구 중심적 관점의 

이미지 표현에서 탈피하여 다채로운 색상의 피부, 머리카락을 지닌 캐릭터가 등장하였다. 제3기에

는 사실주의적 표현이 시도되어 곱슬머리, 주근깨 등 현실과 유사한 실제적 표현을 시도하였고 

신체의 굴곡이 줄어든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디즈니 프린세스는 전형적 이미지를 

지양하여 미의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산업혁명

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20세기 이후 여성 교육의 기회 확대를 계기로 이루어진 여성 이미

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 세계적 가치관의 확장으로 다채로워진 애니메이션 스토리의 지역적 

배경, 컴퓨터그래픽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영상 구현 기술의 향상 등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변화 경향 파악을 통하여 

향후 영상매체에서 대중들이 선호하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여 이와 관련된 

캐릭터, 뷰티, 애니메이션 산업 등의 다양한 콘텐츠에서 스타일 예측 및 제안에 기여하리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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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Sulbin
Busan National University

The Application of Home Textile in SPA Living Brand
: Focused on Zara Home and Modern House

Reference

Textile is used a variety of purposes in human life everywhere as its original purpose has 

changed from protecting human body to one of the ways to express oneʼs unique 

characteristic. The study is aimed at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on present condition of 

home textile which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notable fashion trends of today and 

SPA living brands handling home textile with home collections. 

Over the past decades, fashion designer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tried to offer home 

collections with their own brand identities. Textile design, especially,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expressing distinct brand identities and involving in the general 

image and theme of the overall home collections. 

 

Method of the Study and Research Scope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the following ideas and methods have been explored and 

developed. First, the fundamental and general information with current state of SPA living 

brand, Zara home and Modern house, has been searched through a variety of media, such 

as Internet web-sites, newspapers, specialized institution of research center, The Bank of 

Korea and Heungkuk security for research and fashion magazines; Interiorskorea, and Casa 

living.

Home Collection and Textiles

Worldwide home fashion brands are now creating a new value pursuing inventive fashion 

culture and philosophy of their own by expanding new product line. In particular, the role 

of fashion as a complex space offering not only fashion but also a specific life style to con-

sumers has been stressed as consumers of today have had an inclination to seek psycho-

logical and sensitive value, accelerating the expansion of home fashion brands. Home collec-

tion is basically related with brand extension which means the original brand name that had 

been already successful in product market into different sorts of product market. Brand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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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ion(Gwangho Ann et al, 1994) is a strategic way to utilize the brands' asset effectively al-

lowing them to reduce expenses, such as marketing and communication cost, required to 

launch new items, entering a new market filed easily at the same time. Furthermore, the key 

determining element of success and failure of brand expansion is the similarity between 

brand and its expanding products. Research for the similarity of brand extension suggested 

that the brand expansion is subdivided into two parts; attribute similarity and concept sim-

ilarity(Saeeun Jung 2009).

Current Position of SPA Living Brand Market

Zara is best known for its various different styles and affordable prices. It became far 

more famous by offering clothing at low prices and qualified today's trends. In 2010, Zara 

launched its online store 'Zara.com' in six European countries. Furthermore, Intidex has been 

extending a fast fashion sensibility to home goods to fulfill the consumers' sophisticated 

demands. "They sell you a life style. It's very inspirational." as stated by Curz del Barrio, 

head of home and garden research at Euromonitor. Consumers have been looking for in-

novative, creative and practical items in their lives beyond mere artificial properties of the 

items.

Consequently, they have been trying to purchase their own unique lifestyle in fashion 

industry. Zara home, created on 2003 and now has 421 locations worldwide in 57 countries 

so far, is also belonging to the group that is dedicated to the manufacturing of home tex-

tiles, focusing on retailing various housewares to satisfy consumers' appetite. Zara home of-

fers about 10,000 products which specialize in fabric products in every room, from bed room 

to the kitchen. In the headquarter of Zara home, located in La Coruna, Spain, there are 

many directors who are in charge of each countries that Zara home has been heading 

abroad. Every feedback provided by consumers from all over the world is investigated only 

at headquarter in Coruna. 

E·land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distribution companies which has numerous different 

sorts of affiliates calling itself as“Kingdom of Brands.ˮ Under 6 categories, E·land offers a 

vast range of lifestyle to consumers. There are 54 brands in fashion field treating casual, 

sports garment, kids, womenʼs clothing, inner wear and accessories. There are also 15 brands 

in restaurant business, 5 brands in living, 4 brands in hotel and leisure industry, 4 affiliates 

in terms of department stores and outlets and 4 programs in entertainment industry. Not only 

that, E·land puts its management philosophy into practice through global social contribution 

such as E·land incubating and welfare center. E·land launched“Modern houseˮ in 1996.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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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E·land that firstly attempted to bring European home lifestyle into Korea offering new 

merchandize every season. It has strong advantage that it suggests one-stop shopping making 

it possible for consumers to get full coordination from bedding to kitchen in accordance with 

consumersʼ various life calendar and style. E·land ensured independent root to find a way 

meet high qualified goods with cheaper price by following global production base. 

Table 1. Actual Output of Zara home from Inditex 2013(http://www.modaes.es/)

Classification 2013 (02.2013~01.2014) 2012 (02.2012~01.2013) Growth(%)

Sale(€1,000,000) 451 350 28.857

EBIT(€1,000,000) 55 41 34.146

Dimensions(㎡) 107,263 93,166 15.131

The number of stores 394 357 10

Conclusion

Textile has evolved well beyond its original functional purposes of protecting human 

body, having an enormous effect on human life biologically and psychologically from ancient 

period to today. As time goes on, the functional aspects of textile have been expanded to 

much more broaden area so that its importance has been stood out in fashion industry as 

well. With textile, modern fashion designers have expressed distinct identity sharing the 

brandʼs philosophy and value of their own with consumers to suggest stable but unique 

lifestyle. Into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home textile appears to be taken a great portion 

in textile industry as hundreds of fashion brands have enlarged their fashion business to in-

terior area. By this fashion trend, a number of consumers who are willing to embrace the 

lifestyle offered by fashion brands have been presented accelerating expansion of home fash-

ion brands from existed one. Zara, one of the typical SPA brand in Europe, launched Zara 

home in 2003 which is now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SPA living brands in 

the world and managing more than 10,000 home goods. Most of all, Zara home offered dif-

ferent kinds of home collections every season under the distinctive and independent themes 

with finished lifestyle of their own. Several domestic SPA living brands have been emerging 

in order to make a diversion of spreading of external home brands. Above all, Modern 

House from E‧LAND achieves big gains as a Korean SPA living brand, enhancing its position 

in Korean market. Modern House also proposes unique lifestyle by displaying completed col-

lections with their unique items for household use. 

So, this study is ultimately aimed at analyzing and comparing those two representatives 

SPA living brands, Zara Home and Modern House, with one of their bedding lines,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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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was based on three standards, textile, color and pattern with similar price. As a 

result of comparison, spreads from Zara Home seems to be much more various in terms of 

applying vibrant colors and patterns even though Zara home and Modern House had in com-

mon in the way that they used cotton and polyester as main textile. Therefore, it is man-

datory for Modern House to have subspecialized themes in accordance with its home prod-

ucts including spreads, even if its main target is over 30, trying to come up with creative 

and unconventional ideas in terms of textile, colors and patterns to drag home fashion in-

dustry glob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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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금오공과대학교

일본의 전통 색채 관념과 표상

Ⅰ. 서론

일본의 전통색에는 일본인의 색채감정의 고유성이 응축되어 있다. 일본 전통색이란 오랜 세월

동안 일본의 역사 속에 전해져 온 색채로, 일본 열도의 독특한 자연풍토와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온 색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전통색은 현대 일본인의 색채감정의 근저에도 영향을 미

쳐, 타국과는 다른 일본인 특유의 색채감정을 나타낸다. 서구에서 재패니즈 블루(Japanese Blue)

라고 불리우는 일본인이 가장 기호하는 남색(藍色)은 에도 시대 서민들이 가장 애용하였던 색이

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인국 일본의 전통 색채 문화에 나타난 

색채 관념과 표상을 고찰함으로써, 인국 일본의 전통색에 대한 이해를 갖고자 한다.

Ⅱ. 본론

1. 백색(白色) 관념과 표상

｢순수결백｣이라는 말처럼, 백은 일체의 불순을 배척한 무구의 색이다. 일본 고대에는 이 백을 

신성한 색으로서 신화에 등장하는 신과 귀인의 혼을, 백구(白狗)․백록(白鹿)․백조(白鳥)․백마(白馬)․
백사(白蛇) 등, 흰 동물을 신성시하는 것은 일본 만이 아니다. 인도에서는 흰 코끼리를 신성시한

다. 그래도 백색숭배(白色崇拜)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 고대만큼 백을 일상생활에 중용한 

나라는 없다. 백색신성시의 바람은 드디어 그것을 서색(瑞色)으로 보고, 흰 동물의 출현을 길조로 

보게 되었다. 일본서기(日本書記) 효덕천황(孝德天皇) 원년(元年, 650) 조에 백성이 흰 꿩을 바

친 것에 유래하여 연호를 ｢백치(白雉)｣로 바꾼 것을 기록하고 있다. 후에 광인천황(光仁天皇)도 

흰 거북이의 헌상으로부터, 즉시 연호를 ｢보구(宝龜)｣로 바꾸었다. 서색(瑞色)으로서의 백(白)은 

이후, 각 시대의 신사(神事)․ 혼례(婚禮) 등의 복색(服色)과 연결됨과 더불어, 진정한 마음을 의미

한다. 깨끗한 마음 ｢백심(白心)｣의 표시로서, 전장에서는 군사(軍使)의 기로, 혹은 패자의 항복을 

나타내는 기에 이용되었다. 그 백은 ｢안에 포함된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 백은 후세에

는 ｢안에 있는 것을 밖에 나타낸다｣는 말로서, ｢자백(自白)｣ ｢백서(白書)｣등에 이용되었다. 그러

나 이상의 의미와는 별개로, 귀한 백골((白骨)의 연상으로부터인지, 사(死)․ 불기미(不氣味)․ 허무

(虛無)의 관념을 낳았다. 이것들의 백의 관념에는 본래의 밝음, 깨끗함은 없고, 불안한 인상을 수

반한다. 음양오행설에서는 백은 서방의 정색으로 가을의 색인데, 그 백에는 차갑고 흰 인상이 수

반된다. 에도 시대로부터 시작됐다는 소위 유령의 백의도 그러한 관념의 백일 것이다. 예로부터

의 백색에 대한 허무(虛實)의 관념에 대하여, 어느 때부터인지, ｢백은 제색시발시(諸色始發時)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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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또 종착시(終着時)의 색｣이라는 관념이 생겼다. 사람은 태어나면 흰 배냇저고리를 입고, 죽으

면 흰 수의가 입혀진다. 정말, 인생(人生)은 백으로 시작해서, 백으로 끝나는 것이다.

 

2. 적색(赤色) 관념과 표상

일본어에서는 적을 ｢아카｣라고 하는데,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의 색에서 유래한다고 한

다. 동시에 적은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혈액과 열을 내는 불의 색이다. 그 순수하고 선명한 색조

는 적색 관념의 기조가 되고 있다. ｢적심(赤心)｣ ｢단심(丹心)｣은 거짓없는 성심(誠心)을 의미한

다. 고대에 ｢아카｣라고 하면, 주(朱)․단(丹)의 색의 황색기미의 적을 가리킨다. 그런데 헤이안시대

(平安時代)에는 주나 단에 대신하여, 홍색(紅色)이 ｢아카｣의 관념을 계승하고, 그와 더불어 홍은 

깊은 슬픔의 눈물의 상징에 이용되게 되었다. 고금화가집(古今和歌集)에서는 여관(女官)인 이세

(伊勢)가 칠조(七條)의 후(后)의 죽음을 슬퍼하여 ｢눈물의 색 붉음은……｣이라고 읊었다. 그 즈음

은 또 연한 홍색을 연심(戀心)에 빗대어, ｢화색(火色)｣으로 불렀다. 그러나 후세에는 ｢아카｣의 관

념은 강하고 선명한 본래의 적색으로 돌아가, ｢새빨간 거짓말｣등의 강조어로서 이용되게 되었다. 

희유소람(嬉遊笑覽)은 거짓의 색을 진적(眞赤)이라고 했다. 그 말로부터 오는 적색의 인상은 활

동적이고, 낙천적이다.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락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타입이다. 그 적이 순수무구한 백색에 배치되면, 태양의 출현에 대하여, 감사․희열의 ｢
축(祝)｣의 표시가 된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일본 국기인 ｢히노마루(日の丸)｣이다.

3. 황색(黃色) 관념과 표상

고대 일본의 색채관념에 강한 영향을 준 음양오행설의 색채사상의 본가, 중국에서는 황을 ｢대

지의 색｣으로 존중하여 중앙의 정색(正色)으로 정해지고, 그 간색(間色)으로서 불순한 유황(瑠黃)

을 배치한다. 순수한 황색이 정색으로 존중되는 것은 그 색이 작물을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태양과 토양의 색이고, 또 부와 권위의 상징인 황금의 색에 통할 것이다. 후한의 서 석명

(釋名)은, 황(黃)의 의의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다. 중국에서 황의 숭배사상이 일어난 것은 상대

로, 상대의 황제 헌원씨는 황제(黃帝)로 숭배되고, 그 덕에 감복해서 출현했다고 하는 황룡은 후

세, 청조의 국기(황룡기)에 채용되었다. 중국에서는 황은 금색(禁色)이 되고, 칙허없이 평민의 사

용이 금지되었다. 황색은 또 도교와 인연이 깊은 색으로, 주대(周代)의 철인으로 도가의 시조로 

숭배된 노자(老子)의 의복은 황색이었다. 중국의 점성술에서는 토성이 황색이 되면 번영이 오고, 

수성의 황색은 풍작, 천체의 황변은 국가번영의 징조로 삼았다. 일본의 고대에도 태양과 황금의 

광휘를 연상시키는 황색은 역시 호의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 황색관을 엿볼 수 있는 단

서가 되는 고대 가요에는 이상하게도 황을 찬미한 것은 없다. 만엽집(萬葉集)에서 황을 노래한 

것은 불과 1예에 불과하다. 그 노래에서의 토색(土色)은 지하 황천(黃泉)을 의미하는 색일 것이

다. 황이라는 색의 특색은 따뜻하고 빛나는 색조이므로, 한 마디로 황이라고 해도, 그 색조 여하

로 색채관념은 다르다. 예를 들면 연하고 약한 황은 ｢미숙(未熟)｣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밝고 

따뜻한 황금의 황색은 ｢인애(仁愛)｣의 색으로서 애호된다. 그러나 표준의 선명한 황색은 신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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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고고(孤高)｣의 느낌이 강하다. 그러한 황을 사람에게 빗대면 첫 인상은 차갑고, 특이하고, 

고독(孤獨)을 즐기고, 신기한 유행을 따르는 타입일 것이다. 황색은 근세에는 우키요에(浮世繪)에 

잘 보이는데, 그 화면은 신선, 명쾌하고, 세련됨을 느끼게 한다.

4. 녹색(綠色) 관념과 표상

녹은 황과 청 사이에 양자의 성격을 조화롭게 균형잡은 중용의 색이다. 즉, 과도하게 민감하

지 않고, 너무 침착하지도 않은 평균적인 조용한 색이다. 이 색은 자연계에서는 가장 많이 보여

지는 색이므로, 예로부터 적과 같이 사람의 관심을 끌지않는 것은 표정이 소극적이어서 늘 다른 

색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음양오행설에서도 간색(間色)으로서 가볍게 여겨졌다. 녹

색에 대한 이 간색 경시의 사상은 복제에 영향을 미쳐, 중국의 수․당은 원래부터, 일본의 의복령

의 복색 등차에서도 하위에 위치한다. 그 사상으로부터, 첩이 정처를 누르고 표면에 나타나는 것

을 ｢녹의황리(綠衣黃裏)｣라고 했다. 즉, 간색의 녹이 정색의 황을 안감으로 하고, 겉감에 사용된 

것에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간색사상과 별도로 녹은 어린 잎의 연상으로부터 미숙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사용되었다. 만엽집(萬葉集)(권16)에 보면, ｢녹자(綠子)의 약자(若子)｣와 정창원문서

(正倉院文書)의 호적에서 보여지는 녹아(綠兒), 녹녀(綠女)가 그것이다. 그러나 녹의 관념은 시대

가 내려감에 따라 내용이 풍부해지고, 헤이안시대에는 진한 녹에 ｢상반(常磐)｣, 연한 녹색에 ｢희

망(希望)｣을 더하였다. 후세, 상반송(常磐松)에서 보는 진한 녹은 ｢불변의 종조｣ ｢건강｣을 의미하

고, 신선한 녹은 ｢희망(希望)｣ ｢춘(春)｣을 의미하게 되었다. 서방제국에서는 녹을 전승의 색이라

고 했으나, 일본에서는 이것을 ｢평화｣의 상징색으로 삼았다. 녹색을 사람에게 비유하면, 과도하게 

열정적이지 않고, 너무 깊지도 않은 사회 일반의 상식가 타입일 것이다.

5. 청색(靑色) 관념과 표상

청색(靑色)의 옛 이름은 하나다(縹)로 원래, 압두초의 화즙을 짜내 종이에 침투시켜 보존하거

나. 염색에는 그것을 물에 타서 색소를 천에 옮긴 것에서 ｢이색(移し色, 우츠시이로)｣으로도 불렀

고, 마음을 차례로 옮기는 ｢심변(心變)わり｣의 상징색이었다. 이 하나다, 즉 청색은 농담에 의해 

명칭이 바뀐다. 농색은 갈색(褐色, 가치이로)로 부르고, ｢승(勝)｣과 동음이므로 ｢勝利(승리)｣의 상

징색이 되었는데, 순정(純正)의 청색은 차가움, 넓음, 깊이가 느껴지고, ｢신비｣ ｢청정｣등, 청색 특

유의 정신적 관념이 주어졌다. 일본의 고대에는 청색에 대하여 초화와 물, 하늘의 색으로서 즉물

적으로 본 것 같다. 불화인 ｢산월아미타불(山越阿彌陀佛)｣의 배경인 청은 천공(天空)의 색이고, 

두루마리 그림(繪券物, 에마키모노)에서도 청은 수(水)․공(空)․산(山)의 색으로서 따듯하고 장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본의 색채사상에 영향을 미친 음양오행설에서는 청은 동방의 정색, 

사계의 처음인 봄의 색이고, 후한의 책 석명(釋名)은 청을 ｢상물(象物)ノ생시(生時)ノ색야(色也)

｣라고 했다. 여기에서 청은 자연의 물상의 색이고, 그 청은 일본 상대와 마찬가지로 녹기미의 진

한 청이다. 청인초(靑人草)․청습의(靑習衣) 등의 청도 그 계통이고, ｢연희봉전식(延喜縫殿式)｣의 남

(藍)도 그것이다. 남의 청(靑)은 에도시대에는 판화인 부세회(浮世繪, 우키요에)에 애용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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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또한 에도시대의 미의식인 ｢수(粹, 이키)｣와 통하는 색이었다. 청이라는 글자를 人에 덧붙

이는 경우는 청시(靑侍)․청이재(靑二才) 처럼, ｢미숙｣ ｢쇠약｣을 의미하는 경우와 청년․청운의 뜻처

럼 ｢희망｣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담청(淡靑)을 후자는 순청(純靑)을 가리킨다. 예로부

터 위(位)를 갖지않은 여방(女房, 女官)을 ｢청여방(靑女房)｣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의 청은 전자의 

담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6. 자색(紫色) 관념과 표상

자(紫)는 옛날에는 동서를 불문하고, 고귀한 색이었다. 일본에서는 추고(推古)11년(603)의 관위

12계의 제도에서 최고위의 ｢덕(德)｣에 배치한 이래, 모든 색의 최고의 색이었다. 자를 최고로 한 

것은 중국 수․당의 색제를 따른 것 때문인지, 그들의 땅에서는 이전은 간색(間色: 부정한 색)으로

서 비하되었다. 그것이 최고위의 색이 된 것은 수(隨) 이전의 남북조 경부터이다. 이후, 수․당에서 

｢자｣는 제실(帝室)에 관한 상징어가 되고, 천자의 어전을 자침(紫寢), 자극(紫極), 태후의 거실을 

자방(紫房)으로 불렀다. 또 금인자수(金印紫繡)를 띈 중요한 지위에 오르는 것을 ｢자를 두른다｣라

고 하고, 또 천공에 관한 단어에는 자운(紫雲), 자징(紫徵) 등이 이용되었다. 이처럼 자를 존중하

고, 별격으로 취급하는 수․당의 사상은 일본의 제도상에 영향을 미쳤으나, 한편, 일본에서는 자는 

미에의 동경으로부터 ｢그리움｣의 관념이 생겨났다. 또한 전술한 것처럼 염료인 자근의 성질로부

터, 인연있는 것에 정을 기울리는 ｢연고｣의 관념이 생겨났다. 이러한 자는 헤이안조(平安朝)에서

는 색 중의 색이었다. 원씨물어(源氏物語, 겐지모노가타리)의 히로인, 자상(紫の上, 무라사키노

우에)는 그러한 이상의 여성이었고, 이 이야기의 작자인 자식부(紫式部, 무라사키시키부)는 자색

(紫色)을 사랑했고, 천부의 재능과 기품있는 여성이었음에 틀림없다.

7. 차색(茶色) 관념과 표상

옛날, 불경기 때에는 차색(茶色)이 유행했는데, 그것은 차의 떫은 맛을 포함한 색기미가 불황

하의 사람들의 심리와 통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차색이라고 해도 색상은 일정하지 않은데, 어느 

것이나 소극적이고 견실한 느낌, 예로부터 일상적으로 애용되어 왔으나, 동시에 그 깊이가 있는 

색감은 ｢적(寂, 사비)｣ ｢수(粹, 이키)｣ 등의 일본인의 정신내용과 통하는 것이 있다. 차계통의 색

조는 색상보다도 색조(명암․청탁)에 특색이 있고, 그에 속하는 색은 침착함과 따뜻한 맛을 내포하

고 있다. 그러한 색감이 음료인 차색과 맛에 통하므로 차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음료 

차의 색은 차의 종류에 따라 색상이 녹색계, 황색계, 적색계로 달라지고, 관념내용도 다르다. 그

에 따라 에도(江戶) 문정(文政) 경의 수필 우잡조(愚雜俎)를 통해 볼 때, 교토와 오사카에서는 

차색이라고 하는 색의 내용이 달랐던 것 같다. 이에 의하면 차라고 하면 적차색(赤茶色)을 가리

키므로, 이것이 금일의 관념상의 차색이 되었다. 그런데 그 차색은 색상으로는 등색(橙色, 오렌지

색)에 속하고, 그 암조색이므로, 다른 표준색과 같은 독립된 색은 아닌데, 일상은 목부(木部)의 

색, 흙의 색 등, 오렌지와는 별개의 색으로서, 정신면에서도 실제면에서도 취급되고 있다. 차의 

관념상의 내용은 수수함, 견실, 안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에 비유하면, 일견 침착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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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주위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유행을 좋지 않고, 성실하고, 언제까지나 변함없을 것 같은 

타입이다.

8. 금색(金色) 관념과 표상

금색은 측색학상 가라앉은 황색에 불과하나, 그 광휘를 가진 색감으로 예로부터 사원의 장엄

과 귀인의 저택․ 실내장식에 중용되었다. 그 특유의 시각적․화학적 특질은 어느 곳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매료시켰다. 금색의 역사는 어느 때에는 정신적인 면으로부터, 어느 때에는 감각적인면으

로부터 이용되었다. 전자의 예에서는 사원에서의 장식을 들 수 있다. 거기에서는 금의 광휘는 극

락정토, 불교의 자비를 상징한다. 이것은 불화의 금색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취급에 대하여, 후자의 감각면으로부터의 대표적 사용 예는 모모야마(挑山)시대의 금벽화(金碧畵)

이다. 거기에는 금색은 현세의 지배자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 금은 동서를 불문하고 그 

특수한 색감 때문에 숭배의 대상물에 이용되었고, 사람을 유혹하고 매료시켜, 압도하였다. 배색에

서는 이 금색을 더함으로 공간이 빛나고, 호화․찬란하게 되는 것이다. 

9. 흑색(黑色) 관념과 표상

흑(黑)은 색채상의 분류에서는 무채색에 속하는데, 같은 무채색인 백이 옛날에는 밝음과 깨끗

한 색으로 경배됨에 대하여, 흑은 불길한 색으로서 혐오되었다. 그것은 흑이 관념상 밤에 연결되

고, 밤은 많은 악마가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일본명 ｢구로(黑)｣는 밤의 ｢구라(어두움)｣로

부터 변한 단어. 음양오행설에서의 북방의 정색 현(玄)의 색채관념도 흑과 같다. 어쨌던 흑은 옛

날에는 일본이나 중국 모두 ｢악(惡)｣의 뜻으로 이용되었다. ｢흑심(黑心)｣은 사심(邪心), ｢배가 검

다｣는 흑심이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였다. 흑은 또 고래, ｢죽음의 색｣으로 여겨졌다. 일본 고대에 

흑색이 혐오된 것은 추고(推古)이래의 복제에서 늘 흑색이 최하위에 있었던 것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의복령(衣服令)에서 볼 수 있는 츠루바미(橡)는 최하급의 색이었다. 흑은 중고에서는 ｢
비애｣ ｢절망｣의 색으로 취급되어, 상복인 경우, 슬픔이 깊은 때는 흑의를, 감정이 옅어짐에 따라 

둔색(鈍色: 회색)의 옷을 이용했다. 그러나 불교의 색채관념에서는 흑은 대력(大力)의 색, 어떤 색

으로도 물들일 수 없는 ｢부동｣의 색이다. 또 흑은 현(玄)과 통함으로 ｢심원｣의 뜻이 주어졌다. 

그 외, 시각상의 중량감으로부터 ｢강건｣ ｢위엄｣의 표상색이 되었고, 군기(軍記) 이야기에도 강한 

무장의 방패에 흑색 장식끈이 많이 보인다. 

Ⅲ. 결론

현대의 색채 이미지는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의 색채기획을 할 때에 대단히 유용한 자료가 된

다. 현대인의 색채 이미지는 별안간 형성된 것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경우가 많다. 

즉, 한 민족의 색채 개념은 그 민족이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형성된 무형의 문화적 산물로 보아

야 한다. 여기에 전통색에 대한 이해와 고찰의 중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와 최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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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통 색채 관념과 표상을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표1과 같

은 색채 관념과 표상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일본의 전통 색채 관념과 표상

색 색채 관념

백색(白色) 순수, 결백, 신성, 깨끗한 마음, 항복, 안을 드러냄, 허무, 종착

적색(赤色) 태양, 거짓없는 성심, 깊은 슬픔, 눈물, 연심, 활동적, 낙천적, 경축

황색(黃色) 대지, 태양, 토양, 황금, 도교, 번영, 황천, 미숙, 인애, 고고, 신선, 명쾌, 세련

녹색(綠色) 간색, 미숙, 희망, 불변, 건강, 봄, 평화, 상식

청색(靑色) 심변, 승리, 신비, 청정, 초화, 하늘, 수, 산, 동방, 봄, 미숙, 쇠약, 희망, 무위

자색(紫色) 최고위의 색, 그리움, 연고, 재능, 기품

차색(茶色) 소극적, 수수함, 견실, 안정, 침착함, 따뜻함 

금색(金色) 극락정토, 자비, 부, 권력, 호화, 찬란

흑색(黑色) 불길, 악, 사심, 흑심, 죽음, 비애, 절망, 대력, 부동, 심원, 강건, 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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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원·이소정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글(자⋅모음)의 Typography 기법을 활용한 토탈패션 제품 
개발
: 대구지역 의류, 안경, 주얼리 산업의 협업을 중심으로

Ⅰ. 서론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융합적 사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에 따라 패션산업에서도 시대

의 요구와 함께 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정체되어있는 패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는 움직임이 나

타나고 있다. 패션산업구조 및 환경변화에 따라 1970년대까지는 생산자, 제품위주의 대량생산과 

소비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대까지는 기존의 경험 및 감성에 소구한 브랜드마케팅 시대로 

효율적인 유통구조와 브랜드 가치를 결합한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SPA(Specialty Retailer's 

Store of Private Label Apparel) 전략이 시장에서 통용되었다. 2005년 이후에는 사회적 가치와 라

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제품개발에 소비자의 수요가 반영된 Customization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으

며, 각 산업간 융합을 통한 토탈 브랜드화 시대로 진화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의류⋅안경

⋅주얼리⋅신발 등을 토탈패션(Total Fashion)화 하여 단일브랜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패션기반 특화산업은 2010년부터 업체 수, 종사자 수, 생산액이 점차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 불황속에서도 패션기반 산업(패션, 안경, 주얼리) 시장은 성장세를 보였다. 

대구지역 패션기반 특화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2003년 34.59백만 원에서 2009년 57백만 원으

로 대구지역 산업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과 안경, 주얼리 

산업 등을 연계하여 신개념의 패션트렌드(패션기반 융합제품산업)를 창조하고, 패션웨어 산업의 

국가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지역 대표산업인 패션⋅안경⋅주얼리 산업간 협업제품을 개발 

및 마케팅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개발 프로세스

본 연구는 지역의 패션기반 제품개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패션⋅안경⋅주얼리의 토탈브랜

드화를 진행하였다. 기능성 패션웨어 제품을 중심으로 산업간 협력강화를 유도하였으며 공동컨셉 

설정,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의 프로세스 채널을 단일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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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안경⋅주얼리 산업의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 프로세스>

2. 산업간 협업제품 개발

(1) 통합 컨셉 설정 

패션⋅안경⋅주얼리 업체별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공신력 있는 트렌드1)의 접목을 통해 

제품개발 통합컨셉을 도출하였다. 또한 통일화된 디자인기법을 적용하여 패션웨어 제품의 상품화 

가치 상승을 유도하였다.(단순 결합이 아닌 동일 컨셉의 단일제품화)

메인컨셉 “한글 Typography 기법을 활용한 토탈패션제품 개발”

제품개발

아이디어

의류, 안경, 주얼리가 같은 컨셉으로 통일감 유지하면서 한글 Typography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하거나 심볼화 시켜 의류, 안경, 주얼리에 결합하는 방식.

 

(2) 디자인개발(텍스타일 개발)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심플한 기하학 패턴으로 개발하여 레이어드하는 방식과 연속패턴, 패턴 

사이즈의 다양한 변형으로 드라마틱한 구성미를 살려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프린트 패턴

이나 퀼팅, 패치워크 등으로 제품개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된 텍스타일을 통하

여 패션+안경+주얼리 콜라보 형태로 최종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 마켓 &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2016SS 컬러 & 패브릭 트렌드(CMF), 2016SS 디자인 트렌드(의류, 안경, 주얼리), 2015SS 

월드 컬렉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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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제품제작

 

(4) 마케팅

의류⋅안경⋅주얼리 산업이 협업하여 개발한 제품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하

기 위해 공동로고 개발, 전시회 참가, 매체홍보 등의 마케팅을 진행하였다.

1) 공동로고 개발

3개 산업 협업개발제품이 공동브랜드로써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동로고 개발 작업을 

하였으며, 개발된 네이밍을 바탕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BI 적용 가이드라인 

수립하여, 공동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전시회 참가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를 위하여 국내외 바이어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를 진행 중이며 개발된 의류, 안경, 주얼리 제품군을 통합하여 바

이어에 호감도 증가와 신규 거래선 확보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수출액이 향상되며 시작확장과 수

출액 향상으로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매체홍보(라디오 및 매거진)

협업개발제품의 주요고객인 직장인들이 출퇴근시간에 즐겨듣는 라디오 매체를 활용하여 3개 

산업의 협업제품과 각 기업의 브랜드를 광고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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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0~40대의 중⋅상류층 여성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매거진에 광고를 기획중이며, 

Typography 기법으로 개발된 디자인과 고감성, 고기능성 소재를 접목한 의류⋅주얼리⋅안경 제

품을 홍보하여 신규고객 창출 및 매출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Ⅲ. 결과 및 고찰

한글(자⋅모음)을 모티브로한 Typography기법을 이용하여 의류, 안경, 주얼리산업에 통일감을 

부여하여 하나의 컨셉으로 토탈패션웨어를 완성하였다. 디자인개발부터 시제품제작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의 프로세스를 3개 산업이 함께 함으로써 더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산업간 융합이 

이루어 졌으며 각 산업이 협력모델을 구성하여 산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

축하였다. 

주얼리 분야는 의류, 안경분야에 비해 마케팅에 대한 인식과 지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3개 산업이 협력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공동으로 전시

회에 참여함으로써 산업간 바이어 교류와 같은 시너지효과가 발생하였다. 상해 CHIC 전시회

(2015.03.18~20) 참가결과 주얼리 기업의 경우, 패션멀티샵의 바이어를 통해 4만불 내외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패션업체 바이어와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향 후 계약달성과 같은 성과

가 기대된다. 하지만 주얼리산업의 경우 중국이나 기타 후발국에 비해 해외수출시 우수한 디자인

과 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실정으로(한국과 중국의 가격경쟁력이 110:130 이

며, 품질, 디자인의 경쟁력은 85:75임. 대구 주얼리업체 실사조사결과) 향후 마케팅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향상 방안의 지원도 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의류기업의 경우 중국내 한류열풍에 맞게 한글 모티브로 한 패션아이템을 내세워 주얼리, 안

경까지 믹스매치가 가능한 토탈브랜드로 중국 한류백화점 입점을 검토 중이며, 입점이 확정될 경

우 안정적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브랜드의 고급화 전략을 통해 글로

벌 브랜드로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안경산업의 경우도 의류나 주얼리에 사용되는 디자인적 요

소와 소재가공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토탈패션웨어 제품의 완성도 및 상품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수출지향적인 안경산업의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3개 산업간 수요조

사를 통해 수집된 요구사항을 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서비스를 다각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산, 산-학, 산-연 등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보 트렌드 및 사업 기획 

컨설팅, 사업화 전개를 위한 국내외 마켓 연계 등의 다양한 매출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

이다.

Ⅳ. 결론

대구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하여 토탈패션웨어 브랜드화 함으로써 의류, 안경, 주얼리 산업군의 

네트워킹을 통해 산업간 다양한 정보 및 기술 교류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3개 산업이 한글(자

⋅모음)을 모티브로 하여 다양한 Typography기법을 바탕으로 협업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이종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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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협력, 전후방 산업간의 교류 등 특화산업간 생산 활동이 증가되고, 나아가 공동브랜드 사업

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의류, 안경, 주얼리 협업제품 개발을 통하여 융합제품개발에 대한 기초 발판

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건축, IT 등 타산업과 융합제품 개발의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패

션시장의 변화에 맞춰 신규아이템 발굴 및 산업간 융합을 통해 신사업군이 창출되었으며, 향후 

육성을 통한 패션 선진국 대열에 진입이 기대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영세구조의 단일 산업에서의 고용한계 또는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을 패션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패션웨어 산업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 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실

제로 본 연구를 통해 의류기업 1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으며,(주얼리1명, 안경 1명 추가 고용 

예정) 향후 산⋅학⋅연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종산업간 협업을 위한 공동컨셉은 산업간에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인력자원의 공유가 가능하고, 지

역 내에서의 산⋅학⋅연이 연계하여 융합형 인재양성을 통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기타 경제적 효과로는 패션기반의 융복합산업으로 기존 단일산업에서 발생되는 생산액보

다 토탈패션 상품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며, 연관산업의 시장개척 기회를 통

해 비즈니스 활성화 및 시장 진출, 매출의 극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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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지*·임은혁
성균관대학교

1960년대 “새농민” 표지에 표상된 여성의 초상

전통적으로 미술작품과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여성의 초상에는 그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

에 대한 담론이 담겨있다.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시각 매체들이 등장하였고 매체를 통해 

나타난 여성의 초상은 당시의 여성성을 내포하고 여성성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는 데 이용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대중사회로 전환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가 제도적으로 정비되면서 여성의 초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

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여성의 초상을 활용한 사례와 그 담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에 발간한 관전잡지인 “새농민” 표지에 표상된 여성의 초상

에 주목하였다. 

1960년대 한국의 지배적 담론은 농업의 근대화였다. 당시 농촌 근대화 이념을 뒷받침하는 핵

심 담론으로 농촌의 영웅적 지도자 상을 내세웠으며 그들은 게으름과 무지함을 벗어난 영웅으로 

묘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촌 근대화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새농민”이라는 농민잡

지를 발간하였다. 1961년 10월 농협중앙회를 통해 창간된 월간 새농민은 농촌계몽지로 출발하여 

농업, 농촌 생활교양지로 1998년 12월까지 발행되었으며, 이후 1999년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가족생활정보지 전원생활로 이어지고 있다. 잡지의 표지사진은 해당 매체가 형성하는 담론과 지

향점을 드러내며, 이는 발행주체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새농민은 관제잡지로 여기에는 발행주

체인 정부가 의도하는 담론이 담겨있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농민잡지임에도 불

구하고 그 표지에는 여성의 초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잡지라는 대중매체

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고 관제잡지인 “새농민”의 표지 변화를 분석하여 잡지 성격 변화에 따라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당시 사회적 

배경과 새농민 잡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고, 1961년 10월 이후

부터 1969년 12월까지 총 99편의 새농민 표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960년대 새농민의 표지에 나타난 여성의 초상은 1기 농민 여성, 2기 농민역할의 여

자연예인, 3기 패션모델로서의 여자 연예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먼저 1기는 농촌 현장의 농

민을 표지 모델로 하여 정부가 원하는 새농민상을 강조하였던 시기로 초기에는 농촌 현장의 여성 

농민을 그린 그림으로 시작하였으나 1963년 12월부로 농민 여성의 사진으로 교체되었다. 초기 농

민들을 위한 잡지였던 새농민은 관제잡지로서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잡

지의 성격이 변하면서 2기에 들어서 전문지식이 없는 대다수의 대중에게 어필하기 위해 여자 연

예인이 표지모델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주로 풀메이크업을 하고 잘 갖춰입은 연예인이 농촌 현장

에서 농산물 들고 있는 모순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패션과 연예인은 대중매체가 대중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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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3기인 1966년 이후부터는 연예인 인터뷰와 스포츠 소식을 본

격적으로 전달하면서 새농민 잡지는 대다수의 국민이 구독하는 대중잡지로 더 다가갔다. 이때부

터는 농촌의 모습을 묘사하기 보다는 패션잡지에 가깝게 도시적인 잘 꾸며진 모습이 표지에 묘사

되었다. 

발간초기에는 정부에서 의도하는 이상적인 농민의 모습이 주요한 여성의 담론이었다면 2기에 

가서는 농민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지지를 얻기 위해 여자 연예인이 농민의 모습으로 묘사되었

다. 3기에 가서는 농민의 모습은 사라지고 유행을 표상하는 여자 연예인이 지배적으로 드러났다. 

다시 말해 1기에는 이상적인 새농민상을 전파하기 위해 2기에서는 대중적인 지지를 얻어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효율적으로 전파하기위해 3기에서는 유행을 전파하기 위해 여성의 초상이 활용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잡지 표지에 나타나는 여성의 미와 여성성은 당시 잡지가 형

성하는 담론에 따라 변화하며 그에 부합하는 이미지로 표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긍적적으로 

바라보는 여성상이 변화함에 따라 잡지표지의 여성의 초상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 각 시기별 대표 잡지 표지에 나타난 여성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 여성성

의 변화 및 의미를 읽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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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F/W시즌에 나타난 1970년대 트렌드 연구
: 뉴욕컬렉션을 중심으로

20세기 패션의 역사를 볼때 패션과 경제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발달해 왔다. 크르셋이 추

방되고 지금과 같은 기능주의적 의상이 발달된 계기는 1차대전 기간의 경제적인 불황이 가장 큰 

요인이였으며 그 이후 경제 대공항, 2차 세계대전, 70년대 베트남전, 오일쇼크, 80년대 IMF는 패

션의 트랜드 변화의 큰 영향을 미쳐왔다. Greenwood(1978)는“경제가 침체기일 때는 스커트 길

이가 길어지고 경제가 호황기일 때는 스커트 길이가 짧아진다.ˮ, Troxell(1981)은“경제가 호황일 

때는 스커트 길이는 느슨해지고 경제가 불황일 때는 스커트 길이는 길어지고 허리는 조이는 옷이 

된다.ˮ고 하였다. 현재 경기 침체에 있는 2015년 F/W시즌 콜렉션도 경제상황이 패션에 더욱 많

은 영향을 미쳤다. 이에 본 연구는 올 F/W시즌의 패션 트랜드가 경제 불황을 격었던 1970년대 

유행했던 스타일들이 많이 보임으로 2015년과 1970년대의 패션과 경제를 비교 분석하여 2015년 

F/W에 나타난 1970년대 트랜드에 대해 알아보고자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연

결하여 패션 트렌드를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려 된다. 

본 연구는 트렌드 분석을 위해 세계 4대 컬렉션 중 가장 상업적이며 소비자 트렌드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뉴욕컬렉션을 살펴보았으며, 2015년 F/W에 발표된 브랜드 중심으로 패션을 전공

하는 전문가 3명과 함께 18개의 브랜드를 설정하였다. 1970년대의 패션을 대표할 수 있는 트렌드

로는 1)미디스커트, 2)와이드 팬츠. 3)레이어드 룩, 4)3피스 수트, 5)에스닉 룩을 꼽았다. 그 후 

컬렉션 사진자료와 컬렉션 리뷰를 바탕으로 실례를 중심으로 아이템 별 적용 상황을 살펴보았다. 

2015년과 1970년대의 실제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불황에 대해 정의 후, 경제 불황 시기에 비슷한 

트렌드가 유행한다는 연구자의 가설에 대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는 경상수지 경제지표와 실업률,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 특징적인 사건들을 통해 두 시

대 모두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970년대의 경제상황과 2015년의 경제상황

은 한국은행의 경상수지지표와 실업률을 바탕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마이너스 곡선으로 경제침체

의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2015년 F/W 뉴욕컬렉션에 나온 사진자료

를 바탕으로 18개 브랜드 중 다음 5가지 항목을 사용한 브랜드의 비율을 구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아이템을 사용한 브랜드는 평균적으로 66.068%의 비율로 나타난다.

2015년과 1970년대의 경제상황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제침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트렌드가 나타났다. 통이 넓은 바지와 긴 미디스커트, 레이어드 룩은 소비자들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실용적인 룩이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음

의 여유를 위해 편안한 느낌의 에스닉 룩이 유행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아이템의 적용에 있어 사용은 다음과 같이 다르다. 1)와이드 팬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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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는 하이힐과 접목하지만, 2015년에는 와이드 팬츠와 단화를 매치시킨다. 2)레이어드 룩

의 경우, 1970년대는 합성섬유 재질의 원단을 사용하였지만, 2015년에는 좀 더 천연섬유 재질의 

원단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에스닉 룩은 1970년대 보다 좀 더 오리엔탈적인 느낌이 가

미된 디자인이 전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연구를 통해 경제 불황시점에서 일정한 유행

이 회귀되더라도, 유행의 반복이 아닌 그 외 많은 시대적 상황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석을 보

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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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성역할 변화에 따른 남성복의 양성화 경향

이상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은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고 시대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인 역할도 바뀌었다. 21세기 지식과 정보가 중요시되는 소비사회의 도래는 여성지위를 향

상시켰다. 여성의 사회진출증가에 따른 경제적 풍요는 가족부양의 의무에 묶여있던 남성들의 전

통적인 성역할과 남성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시대의 보수적이고 강인한 

남성이미지는 점차 사라지고 억압되어있던 여성성과 감수성을 표출시키면서 새로운 남성미를 만

들어내고 있다. 반대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종속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스스로의 삶을 독

립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강한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남녀 성역할의 변화가 지속됨에 따

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호해지고 있는 실정이다(Kim et al,, 2010).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진행

되는 가운데 2004년 12월 말에 나온 제일기획의 17∼39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ʻ2004

년 우리 시대 남녀의 조용한 혁명ʼ이라는 보고서를 살펴보면 남성의 66.7%, 여성의 57.3%가 양성

형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21세기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성역할의 남녀차이가 감소하면서 개성

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을 부각시키는 중성적이고 양성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1세기 초반의 남성패션에서는 세기말부터 지속되어온 여성적 디자인 요소의 활용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서서히 남녀의 구분이 없이 착용이 가능한 유니섹스 모드가 하나의 중

요한 스타일로 정착되고 있다. 각종 대중매체에서 이러한 기존의 성 정체성의 변화 현상을 표현

하면서 패션분야에서는 그동안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성패션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

서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Lee & Kim,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말부터 급속

히 변화되어온 남녀 성역할의 변화현상을 살펴보고, 21세기 초 남성의 성역할 변화와 남성패션의 

디자인 특성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남녀 성역할 변화과정은 문헌연구로 고찰하

였고 21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최

초로 소개되어 가장 긴 기간의 남성복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남성복 컬렌션 정보지 Lʼ
OFFICIEL 1000 MODELS–MENS WEAR-를 선택하였다. 남성복의 양성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남

성복에 나타난 여성적인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 작품 1969점을 색상, 무늬, 소재, 장식의 조형 요

소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한 작품에 2가지 이상의 조형적 특성이 있는 경우 중복 처리하였

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LʼOFFICIEL 1000 MODELS–MENS WEAR- 컬렉션 자료가 나오기 시작

한 2003년 S/S부터 2014년 S/S까지로 제한하였다. 

남성패션에 나타난 양성화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복에 활용된 여성적 디자인 요소들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적 디자인 요소를 잘 표현하고 있는 색상, 무늬, 소재, 장식이 연

구의 시기적 범위 내에서 약간의 증감 추세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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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별 디자인 요소의 증감추세를 살펴보면 F/W 시즌보다는 색상이나 소재가 부드럽고 밝은 경

향이 많이 나타나는 S/S 시즌에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네 가지 디자인 요소 중 장식이나 소재에 비해 색상이나 무늬에서 

여성화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색상의 경우 파스텔컬러나 핑크, 레드, 오렌지와 같은 붉은 

계열의 여성적 컬러가 많았다. 무늬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페미닌한 꽃이나 식물 모티브가 

많이 활용되었으나 2010년을 전후해서는 꽃무늬와 식물무늬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여성적 

특징이 감소되어 남녀 모두 활용 가능한 문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재의 경우 비치는 소

재로 여성화 경향을 많이 표현하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레이스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2010년 

이후로 레이스와 같은 페미닌한 시스루 소재보다는 매쉬와 같은 남녀 공용의 망사소재를 사용하

여 여성적인 섹시함을 표현하였다. 장식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자수, 꽃, 리본, 레이스 등의 

여성적 장식을 사용하였으나 2010년을 전후로 징, 비즈, 스팽글 등이 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끈이나 프린지 등의 시즌별로 남녀 구분이 없이 사용되는 트렌디한 장식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21세기 초 여성적 디자인 요소가 가미된 남성복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초 는 

여성적 특성이 모든 디자인 요소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을 전후해서는 남녀모두 공유

할 수 있는 중성적 이미지로 변화되어 양성화 되어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20세기말 여성지위 향상과 경제적 독립과 함께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가 나

타나면서 여성 패션에 남성적 이미지의 디자인이 많이 나타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꽃미남, 메

트로섹슈얼 경향으로 인하여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남성이 선호되면서 남성 패션의 여성

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남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해지면서 남성과 여성 패션에 남녀가 

함께 착용가능한 중성적 스타일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는 남성패션에 지나치게 페미닌

한 요소의 활용보다는 양성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소재 및 장식, 색상 등을 사용한 

유니섹스 모드의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문헌 

Kim, C., Jekal, M., & Lee, Y. (2010). Gender Characteristics in Contemporary Menʼs Fashion–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etrosexual and Übersexu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7), 1-13.

Lee, H. & Kim, H. (2009). A study on the Sexual Images Expressed in the 21th Century Menʼs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8(4), 891-902.

Salzman, M. (2006). The Future of Men: The Rise of the Übersexual and What He Means for Marketing Today(Lee, H. 

Trans.), Gimmyoung Publishers.

Wood, J. T. (2006). H. J. Han, Trans. Gendered Lives. Seoul: Communication Books.

Yoon, J. & Yoo, T. (2011). Analysis of Menʼs Fashion Style in Popular TV Dram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1(6), 60-73.

Yun, E.(2010). Sexual Image of the Cover Models in Menʼs Magazine.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0(6), 275-285.

Androgyny, Communication Books, 2014. 4. 15, Retrieved March 17, 2015,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46

117&cid=43114&categoryId=43114

Contrasexual /Metrosexual, Communicationbooks, 2005. 8. 20, Retrieved March 27, 2015, from http://terms.naver.com/en-

try.nhn?docId=2275728&cid=42251&categoryId=51187

Ready to Wear Menʼs Collections From 2003 S/S To 2014 S/S. Lʼofficiel 1000 Models–Mens Wear.



150 _____ Korea, Global Fashion Platform 2015

전향란*·유은미
*호원대학교

우석대학교연구소

구절초 이미지를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Ⅰ. 서론

구절초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구일초(九日草), 선모초(仙母草), 들국화, 고뽕

[苦蓬라고도 한다. 구절초라는 이름은 아홉 번 꺾이는 풀, 또는 음력 9월 9일에 꺾는 풀이라는 뜻

에서 유래하였다. 높이는 50㎝ 내외이고, 꽃은 9∼11월에 담홍색 또는 백색으로 핀다. 우리나라

에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1) 구절초는 우리나라 가을꽃을 대표한다. 소박하고 토속적이고 

정감이 넘치는 백의(白衣) 꽃이다. 선사시대부터 구절초를 포함하는 다양한 들국화 종류는 우리나

라 각처의 산지에서 많이 자라는 다년생 초본으로 산의 등산로 부근이나 양지 바른 곳 혹은 반

그늘의 풀숲에서 자란다.2) 

본 연구에서는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는 생활 속의 들꽃인 구절초를 주제로 한 텍스타

일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패션분야, 생활용품 등의 원단의 문양으로 개발함으로서 현대인에

게 구절초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텍스타일 디자인 과정

1) 브랜드이미지(BI) 및 로고 디자인 

2) 텍스타일 이미지의 콘셉트(Concept) 설정 및 타깃(Target) 선정

3) 텍스타일 이미지의 적용 아이템 선정

4) 구절초 모티브 이미지 선정

2. 텍스타일 디자인의 콘셉트별 완성 

Ⅲ. 결과 및 고찰

1. 브랜드이미지(BI) 및 로고 디자인: 엄마꽃, 아기꽃, 아빠꽃 및 Mr. mom House 등 4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였다. 엄마꽃은 언제나 불러도 포근한 단어인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수국화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아기꽃은 가족의 탄생과 수국화가 여러개의 꽃이 모

여 있는 모습을 가족의 이미지로 표현 하였다. 아빠꽃은 수국화가 군락을 지어 피어 있지만 그 

중에 중심이 되고 큰 모양을 이루는 꽃이 있는 모습을 아빠꽃으로 표현 하였다. Mr.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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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는 현대에는 남편의 재택 근무가 많아지고, 육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아빠

들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아빠들도 언제든지 제품 구매를 자연스럽

게 할 수 있는 브랜드명으로 선정하였다.

2. 텍스타일 이미지의 콘셉트 및 타깃: 낙관주의로 자연을 동경, 강렬한 정물화 그래픽의 만

남, 판타지 추상화 이미지 등 3개의 콘셉트로 개발하였다. 텍스타일 이미지의 타깃은 임산부, 수

유부, 유아, 출산부 등으로 하였다.

3. 텍스타일 이미지의 적용 아이템 선정: 생활용품과 패션제품 등 2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었

다. 생활용품의 범위는 수면양말, 스카프, 침대메트, 기저귀, 에코백, 손수건, 행주, 앞치마, 차받

침, 다포(茶布), 러너, 테이블보 등으로 하였다. 패션제품의 범위는 임산부 및 수유부의 언더웨어, 

임산부 및 수유부의 이지웨어, 임산복, 수유복, 배냇저고리, 속싸개, 우주복 등으로 하였다.

4. 구절초 모티브 이미지 선정: 구절초 하나 혹은 군락을 이룬 모습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핸드드로잉으로 이미지의 모티브로 제작하였다.

5. 텍스타일 디자인의 콘셉트별 완성을 위한 모티브의 패턴화 및 컬러웨이(Color Way): 나무, 

하늘, 구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창틀, 담장, 전통가옥 등과 구절초 모티브 등을 이용하여 패턴

화 하고 컬러웨이를 제시하였다.

Ⅳ. 결론

구절초가 가지고 있는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족, 가정이라는 범위를 정해서 임산부, 출

산을 위한 제품, 수유부, 유아 등을 타깃으로 한 텍스타일 이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텍스타일 

이미지가 제품개발이 될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 및 로고디자인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 콘셉트는 3개의 콘셉트로 개발하였다. 아기꽃은 배냇저고리, 속싸개, 우

주복 손수건, 턱받이, 기저귀, 수면양말 등에 적용하였으며, 아빠꽃은 임부용 및 수유용 세트(언더

웨어, 이지웨어, 커플용 이지웨어 등)에 적용 하였다. 엄마꽃은 임산복, 수유복, 스카프 등에 적용

하였다. Mr. mom House는 차받침, 다포, 러너, 앞치마, 테이블보, 침대메트 등에 적용하였다.

구절초의 이미지를 자연과 어우러지게 개발하여 정원을 집안으로 들여온 듯한 감성을 느끼도

록 하였고, 밝고 환한 컬러는 임산부와 수유부 등의 기분이 업 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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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브랜드에 따른 재킷디자인의 형태적 특성 

Ⅰ. 서론

개인의 취향과 가치가 중요시되는 사회적 현상에 따라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

운데 명품의 선호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은 명품 소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이는 백화점에서의 명품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경향비즈앤

라이프”, 2015). 이에 따라 국내 브랜드업체에서는 계속되는 불황과 급속한 패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롭고 다양한 패션 디자인에 대한 부담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도 여성

들이 즐겨입는 아이템인 재킷은 패션 시장에서 주요 품목이므로 다각적인 패션 디자인 기획이 필

요하다. 재킷은 구조의 특성상 형태적 요소들의 다양한 변화로 매 시즌 트렌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재킷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재킷이미지, 패턴구성, 선호도에 관한 

연구들은 이루어져 왔으나 재킷 디자인에 관한 현태적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재킷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고감성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명품 브랜드에 나타난 재

킷 디자인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명품브

랜드에 따른 재킷디자인의 형태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브랜드별 년도/시즌에 따른 재킷디자인

의 형태적 특성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브랜드별 재킷 디자인의 형태적 특성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국내의 여성 패션 산업에 있어 고감성 재킷 디자인 기

획의 기초자료롤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재킷 디자인을 수집하기 위하여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명품브랜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재킷디자인은 국내패션공식사이트인www.fashionstlye.com, www.style.com, 

www.samsungdesign.net를 통해 10 S/S에서 2014년 F/W시즌까지 최근 5년간 사진을 수집하였

다. 브랜드연감 2012/2013에 나타난 명품존의 브랜드 중에서 고가의 가격대에 해당하면서 최근 5

년간 시즌과 년도를 중심으로 꾸준히 할동한 브랜드를 선정한 결과 재킷디자인이 많이 나타난 ʻ
샤넬ʼ, ʻ조르지오 아르마니ʼ, ʻ에르메스ʼ, ʻ겐죠ʼ 4개 브랜드로 선정하였다. 명품 브랜드의 재킷 사진

은 총 743개를 분석하였으며 재킷디자인의 분석기준은 문헌(이경희, 이은령. 2008)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였다. 형태적 요소는 실루엣, 재킷길이, 재킷단, 여밈, 칼라종류, V존깊이, 소매종류로 구분 

하였다. 실루엣은 사각형, 삼각형, X자형, 타원형, 복합형으로 구분하였다. 재킷 길이는 허리위, 

허리, 허리~엉덩이, 엉덩이 이상으로 구분 하였다. 재킷단은 직선, 곡선, 사선, 불규칙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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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여밈은 싱글. 더블, 벨트, 리본, 지퍼, 허리, 없음으로 분류하였고, 칼라종류는 칼라리스, 

테일러드, 스탠드, 셔츠, 숄칼라로 분류하였다. V존깊이는 앞목점, 가슴위, 가슴, 배 허리, 없음으

로 구분하였다. 소매의 형태는 셋인, 퍼프, 레글런, 기모노, 벨, 플라운스, 슬리브리스, 기타 로 구

분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내용분석방법과 통계분석방법(SPSS 21.0K,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명품브랜드에 따른 재킷디자인의 형태적 특성

4개의 명품브랜드와 재킷디자인의 형태적 특성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루엣, 재킷길이, 

재킷단, 여밈, 칼라종류, V존 깊이, 소매종류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샤넬을 살펴보면 

실루엣은 사각형(70.4%), 타원형(15.0%), X자형(9.4%), 삼각형(5.2%) 순으로, 재킷길이는 허리

(51.3%), 허리∼엉덩이(27.3%), 엉덩이이상(12.7%) 순으로 나타났다. 재킷단은 직선(56.9%), 곡선

(24.7%) 순, 재킷여밈은 지퍼(31.1%), 싱글(30.0%), 없음(19.9%), 더블(12.0%)여밈 순으로 나타났

다. 칼라종류는 칼라리스(33.7%), 스탠드(27.7%), 테일러드(16.5%)칼라, V존 깊이는 앞목점

(34.8%), 가슴위(25.1%), 없음(20.6%)순으로 나타났다. 소매종류는 셋인(46.1%), 기모노(40.1%), 

레글런(9.0%) 순으로 나타났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실루엣이 사각형(51.0%), X자형(46.5%)실루

엣, 재킷길이는 허리(62.9%), 허리∼엉덩이(16.3%), 허리위(14.4%) 순으로 나타났다. 재킷단은 곡

선(52.0%), 직선(29.2%) 순, 여밈은 싱글(46.5%), 더블(21.3%), 지퍼(20.3%) 순으로 나타났다. 칼

라종류는 칼라리스(38.6%), 스탠드(23.3%), 테일러드(19.8%), 숄칼라(13.4%)순, V존 깊이는 앞목

점(38.1%), 가슴(23.8%), 가슴위(14.9%)순으로 나타났다. 소매종류는 셋인(71.3%), 기모노(23.3%) 

순으로 나타났다. 에르메스는 실루엣은 사각형(66.9%), X자형(21.6%)실루엣 순으로, 재킷길이는 

허리(62.6%), 허리∼엉덩이(23.7%)길이 순으로 나타났다. 재킷단은 곡선(53.2%), 직선(33.8%), 불

규칙(12.9%)순, 여밈은 싱글(44.6%), 벨트(14.4%), 지퍼(13.7%), 더블(10.8%), 없음(10.8%) 순으로 

나타났다. 칼라종류는 테일러드(41.0%), 칼라리스(23.0%), 스탠드(15.8%), 숄칼카(12.9%)순, V존깊

이는 배(33.1%), 없음(23.0%), 앞목점(18.0%), 가슴위(13.7%), 가슴(10.1%)깊이 순으로 나타났다. 

소매종류는 셋인(66.9%), 기모노(26.6%)순으로 나타났다. 겐죠는 실루엣은 사각형(58.5%), X자형

(22.2%), 타원형(2.2%)순, 재킷길이는 허리(47.4%), 허리∼엉덩이(25.9%), 허리위(15.6%), 엉덩이 

이상(11.1%) 순으로 나타났다. 재킷단은 직선(48.1%), 곡선(33.3%), 불규칙(18.5%) 순, 여밈은 싱

글(46.5%), 더블(21.3%), 지퍼(20.3%), 없음(9.4%) 순으로 나타났다. 칼라종류는 테일러드(39.3%), 

셔츠(20.7%), 칼라리스(19.3%), 스탠드(12.6%)칼라 순, V존 깊이는 앞목점(29.6%), 가슴위(20.7%), 

배(20.0%), 없음(15.6%), 가슴(14.1%) 순으로 나타났다. 소매종류는 셋인(53.3%), 기모노(24.4%), 

레글런(21.5%)소매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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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랜드별 년도/시즌에 따른 재킷디자인의 형태적 특성 차이

브랜드별 년도/시즌에 따른 재킷의 형태적 특성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루엣, 재킷길

이, 재킷단, 여밈, 칼라종류, V존깊이, 소매종류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샤넬은 실루엣이 

10년도는 사각형, X자형, 11년에는 사각형, 타원형순으로 나타났고 13년에는 사각형(15.7%)이 가

장 높게, S/S에는 허리, 허리위 길이가 F/W보다 높게 나타났고, F/W에는 허리∼엉덩이, 엉덩이길

이 이상이 S/S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킷길이는 11, 12년도는 허리길이가, 13년에는 허리∼엉덩이 

길이가 높게 나타났다. 재킷단은 10∼13년에는 직선, 14년에는 곡선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1년

에는 더블, 없음, 12년에는 없음, 13년에는 싱글, 지퍼, 14년에는 지퍼여밈 순으로 나타났다. S/S

와 F/W에는 없음이 같게 나타났다. S/S에는 싱글, 없음, 지퍼순으로, F/W에는 더블 지퍼,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칼라종류는 10년도와 13년에는 셔츠, 스탠드 칼라 순으로 같게 나타났고 11년

에는 칼라리스, 12년에는 숄칼라, 14년에는 테일러드 칼라가 높게 나타났다. S/S에는 셔츠칼라, 

칼라리스, F/W에는 테일러드, 숄, 스탠드 칼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V존 깊이는 10년도는 없음

이, 11년에는 배, 없음, 12년에는 배, 13년에는 앞목점 가슴위, 14년에는 앞목점, 가슴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S/S은 가슴, 배가 F/W보다, F/W는 앞목점, 가슴위, 허리가 S/S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매종류는 모든 년도에 걸쳐 셋인이 많이 나타났고, 12년도와 13년에는 기모노가 높게 나타났

다. S/S에는 셋인, 기모노, 레글런, 퍼프,벨 순으로 나타났고 F/W에는 기모노, 셋인 순으로 나타

났다. 시즌별 샤넬을 살펴보면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실루엣이 11∼14년에는 X자형이 같게 나타났

고 12년, 13년에는 사각형이 같게 나타났다. 재킷길이는 12년, 13년에는 허리길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12년에는 허리, 허리∼엉덩이, 13년에는 허리, 허리위 순으로 나타났다. S/S에는 허리

가, F/W에는 허리∼엉덩이, 허리위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킷단은 13년, 14년에는 곡선, 직선 순

으로 같게 나타났다. 10년에는 곡선이, 12년에는 곡선, 불규칙, 직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밈

은 11년, 12년에는 더블, 11년, 13년에는 지퍼, 12년, 13년에는 싱글이 같게 나타났다. S/S에는 

없음, F/W에는 싱글, 더블, 지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칼라종류는 10년에는 스탠드, 11년에는 

스탠드, 테일러드, 숄칼라, 12년에는 칼라리스, 스탠드, 숄칼라, 13년에는 칼라리스, 셔츠칼라, 14

년에는 테일러드, 숄칼라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S/S,F/W에는 테일러드, 셔츠칼라가 같게 

나타났으며 S/S에는 칼라리스, 테일러드, 셔츠칼라, F/W에는 스탠드, 테일러드, 숄칼라, 셔츠칼라

순으로 나타났다. V존 깊이는 11년, 12년, 14년도는 가슴이, 12년, 13년에는 앞목점이 같게 나타

났고 12년에는 앞목점, 없음, 가슴, 배, 13년에는 앞목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S/S에는 가슴이, 

F/W에는 앞목점, 허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매종류는 11년∼13년도는 셋인이 가장 높게 ,12

년∼14년에는 기모노가 같게 나타났다. 에르메스는 실루엣이 11년∼13년도는 셋인이 가장 높게, 

12년∼14년에는 기모노가 같게 나타났다. 재킷길이는 10년∼13년에는 허리길이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10년, 11년에는 허리∼엉덩이 길이가 같게 나타났다. 재킷단은 10년∼13년에는 직선이 같게 

나타나고, 10년, 11년에는 곡선이 높게 나타났다. S/S, F/W에는 곡선, 직선, 불규칙 순으로 나타

났다. 여밈은 10년∼14년도는 싱글이 가장 높게, 10년, 11년도는 벨트가 같게, 12년, 13년에는 없

음이 같게 나타났다. S/S에는 싱글, 벨트, 허리 순으로, F/W에는 지퍼, 더블, 없음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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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년, 13년도는 숄칼라가, 11년∼13년도는 스탠드가, 11년∼14년도는 칼라리스가 같게 나타났

다. S/S, F/W에는 테일러드, 칼라리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V존 깊이는 10년, 11년에는 가슴

이, 10년∼13년에는 배깊이, 11년, 13년에는 없음이, 12년∼14년에는 앞목점이 같게 나타났다. 

S/S에는 배,앞목점,가슴위,가슴순으로 나타났고 F/W에는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매종류는 

10년, 11년, 13년에는 셋인이 가장 높게 ,11년∼14년도는 기모노가 같게 나타났다. 겐죠는 실루엣

에서 10년∼14년에는 사각형이 가장 높게, 10년, 12년, 14년에는 X자형이, 12년, 13년에는 타원형

이 같게 나타났다. 재킷길이는 모든 년도에서 허리가 높게 나타났고, 10년, 11년에는 허리∼엉덩

이가 같게 나타났다. 재킷단은 10년, 12년에는 곡선이 높게, 10년, 12년에는 불규칙, 12년, 14년

에는 직선이 같게 나타났다. S/S에는 곡선이, F/W에는 직선,곡선, 불규칙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밈은 11년, ,12년도는 더블이, 11년, 13년도는 지퍼가, 12년, 13년도는 싱글이 같게 나타났고, 

S/S,F/W에서는 싱글이 같게 나타나며, 칼라종류는 10년, 11년, 14년에는 테일러드가 가장 높게, 

12년∼14년도는 셔츠가 같게 나타났다. S/S에는 테일러드, 셔츠, 스탠드 순으로, F/W에는 테일러

드, 칼라리스, 숄칼라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V존 깊이는 10년, 11년에는 배 깊이가, 12년, 13년에

는 앞목점이 높게 나타났다. S/S, F/W에는 앞목점이 높게 나타났고, 소매종류는 10년∼14년도에

서 셋인이, 12년, 13년도에서 레글런이, 10년, 13년도에서 기모노가 같게 나타났다. S/S에는 셋인, 

기모노 순으로, F/W에는 셋인, 레글런순으로 나타났다. 

3. 브랜드별 재킷 디자인의 형태적 특성 차이

브랜드와 재킷의 형태적 특성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루엣, 재킷길이, 재킷단, 여밈, 

칼라종류, V존깊이, 소매종류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브랜드에 따른 실루엣을 살펴보면 

샤넬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겐죠에 비해 타원형이 높게 나타났고,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르메스, 

겐죠는 사각형, X자형 순으로 같게 나타났다. 재킷길이는 샤넬은 허리, 허리∼엉덩이, 엉덩이 이

상순으로,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허리, 허리∼엉덩이, 허리위순으로 나타났다. 에르메스는 허리위, 

겐죠는 허리가 높게 나타났다.. 재킷단은 샤넬과 겐죠는 직선, 곡선, 불규칙순으로, 조르지오 아르

마니와 에르메스는 곡선, 직선, 불규칙순으로 같게 나타났다. 여밈은 샤넬은 지퍼, 싱글, 없음, 더

블순으로 나타났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에르메스, 겐죠는 싱글 여밈이 같게 나타났고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싱글, 더블, 지퍼순으로 에르메스는 싱글, 벨트, 지퍼순으로 겐죠는 싱글, 지퍼, 더블

순으로 나타났다. 칼라종류는 샤넬과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칼라리스, 스탠드칼라, 테일러드칼라 

순으로 같게 나타났다. 에르메스는 테일러드 칼라 칼라리스 스탠드칼라 순으로, 겐죠는 테일러드

칼라, 셔츠칼라, 칼라리스 순으로 나타났다. 에르메스와 겐죠는 샤넬과 조르지오 아르마니에 비해 

테일러드칼라가 높게 나타났다. V존깊이는 샤넬과 겐죠는 앞목점, 가슴위가 같게 나타났으며 조

르지오 아르마니는 앞목점, 가슴, 가슴위순으로 나타났고 에르메스는 배, 없음, 앞목점순으로 나타

났다. 소매종류는 샤넬과 겐죠는 셋인, 기모노, 레글런 소매순으로 같게 나타났고, 조르지오 아르

마니와 에르메스는 셋인, 기모노 소매순으로 같게 나타났다. 샤넬과 겐죠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에르메스에 비해 레글런 소매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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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첫째, 명품브랜드에 따른 재킷디자인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샤넬은 사각형실루엣, 허리

길이, 직선의 재킷단, 지퍼여밈, 칼라리스, 앞목점 깊이의 V존, 셋인소매의 형태가 많이 나타났고,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사각형 실루엣, 허리길이, 곡선의 재킷단, 싱글여밈, 칼라리스, 앞목점 깊이

의 V존, 셋인소매가 많이 나타났고, 에르메스는 사각형 실루엣, 곡선의 재킷단, 싱글 여밈, 테일

러드 칼라, 배 깊이의 V존, 셋인소매가 많이 나타났고, 겐죠는 사각형 실루엣, 허리길이, 직선의 

재킷단, 싱글 여밈, 테일러드 칼라, 앞목점 깊이의 V존, 셋인소매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둘째, 브랜드별 년도/시즌에 따른 재킷디자인의 형태적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샤넬은 재킷

길이, 여밈, 칼라종류, V존깊이, 소매종류에서 년도,시즌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조르지오 아르마

니는 실루엣, 여밈, 칼라종류, V존깊이에서 년도,시즌별 큰 차이가 나타났고, 에르메스는 재킷단, 

여밈, 칼라종류, V존깊이에서 년도,시즌별의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겐죠는 실루엣, 재킷단, 여밈, 

칼라종류, V존깊이, 소매종류에서 년도,시즌별의 큰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브랜드별 재킷 디자인의 형태적 특성 차이를 살펴본 결과 브랜드별 실루엣에서는 사각

형으로 비슷하게 나왔으며, 재킷길이에서는 허리길이가 비슷하게 나타났고, 재킷단에서는 샤넬과 

겐죠는 직선,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에르메스는 곡선이 많이 나타났고, 여밈에서는 샤넬은 싱글, 

조르지오 아르마니,에르메스, 겐죠는 싱글 여밈이 많이 나타났고, 칼라종류에서는 샤넬과 조르지

오 아르마니는 칼라리스, 에르메스와 겐죠는 테일러드가 많이 나타났다. V존깊이는 샤넬과 겐죠,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앞목점, 에르메스는 배 깊이의 V존이 많이 나타났다. 소매종류에서는 셋인

소매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연구의 수집원이 인터넷 웹사이트 였으므로 명품브랜드별 재킷 디자인의 특성 분석

을 위한 사진자료 수집 및 분석에 있어서 연구의 많은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명품 브랜드별 재킷 디자인 변화주기를 살펴봄으로써 연구를 다양화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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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성이 우수한 입체구조 직물소재를 적용한 욕창방지 제품 
개발
: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쿠션을 중심으로

Ⅰ. 서론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수준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21세기

의 의료 소비자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은 1.0(전염병 예방)의 시대를 거쳐 2.0(질병 치료로 기대수명 연장)에

서 3.0(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즉, 헬스케어 3.0시대에서는 대중 치료에서 일상 관리로 헬스케어의 개념이 변하면서 병원 치

료 중심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헬스케

어 제품 개발도 의료 소비자들의 건강을 증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인체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

가야 할 것 이다. 특히, 욕창은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보호자나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을 제공한다는데 있어, 욕창 예방 및 그로 인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이 시급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10~20mm급 다층구조 입체직물소재를 활용한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쿠션 개발로

서, 통기성 구조와 기능성 소재 적용을 통해 기능성 및 심미성을 갖춘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쿠

션 디자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Ⅱ. 국내 욕창방지 제품 시장 및 브랜드 동향

국내 욕창발생건수는 척수 손상 환자나 기타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약 70%이며, 입원

기간이 보통 35일 이상 길어지고, 욕창 치유경비가 건당 300만원~3,000만원이며, 간호시간도 50% 

증가한다. 이러한 욕창 시장은 국내만 하더라도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인구의 고령화와 이동성이 부족한 환자를 위한 욕창예방이 국내에서도 대두됨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욕창 방지 및 치료용 의류나 시트 등의 보급이 시행되고 있다. 

영원메디칼은 2013년 11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9회 광주국제실버&휴먼케어

박람회(Senior&Humancare Expo)'에 참가해 욕창 방지매트리스 '큐릭스터닝(CURIX TURNING)'을 

선보였다. 

하지만 국내 회사들이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며 규모가 영세하여, 

욕창 환자를 위한 연구 및 제품개발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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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외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쿠션 시장 및 브랜드 동향

미국의 욕창환자는 약 300만명으로, 치료비용은 연간 11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욕창예방을 위한 공기나 젤 등을 주입하여 사용자의 체압을 조절하는 욕창

방석 및 침대용 매트리스가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다. 또한 욕창예방용 방석에 대한 생체역학적 최

적설계 및 실험을 실시하고, 방석의 상태나 체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EHOB(Elevate Head Of Bed), ETI(Equalization Technology), Genadyne, Pro- 

gressive Medical사, Kinetic Concepts Inc. 등에서 개발시판 중이며, 1996년 Gunther RA등에 의

해 개발된 cycled pressure change 형식의 기능성 매트릭스 효과에 대한 연구 등 수 많은 욕창예

방용 침대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Ⅳ. 연구방법 

본 연구는 욕창예방 매트리스의 착용 실태 및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

에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와 수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자는 신경학적인 손

상이 없고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50명, 수발자는 대상품목을 사용한 경험

이 있는 물리치료사, 간호사 또는 요양보호사로 현장경력 5년 이상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설문지의 구성은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호하는 매트리스 색깔 및 문양, 사용하고 있는 

매트리스의 종류, 만족도, 불편사항, 매트리스 개선 시 기대사항을 질문하였다. 설문지는 총 100

부를 배포하고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회수되지 못한 5부를 제외한 95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

용하였다.

Ⅴ. 결과 및 고찰

설문조사 결과, 청결함을 이유로 밝은 색 매트리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젤 쿠션은 

사용 시 터짐과 위생 문제, 공기주입식은 소음 및 전자파 발생과 높은 가격 등이 불편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이 합리적이고, 쾌적성과 위생성 또한 뛰어난 입체구

조 직물을 사용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색깔 및 문양으로 3건의 욕창예방 매트리스 및 쿠

션을 제작하였다. 

Ⅵ. 결론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욕창 방지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욕창 방지 제품의 경우 국내 생산업체에서는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본 연구는 국내 욕창 방지 제품의 기술력 향상과 디자인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통기성이 

우수한 입체구조 직물소재를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착용 편의성이 높으며 심미적인 디자인의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을 개발하였으며, 착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는 욕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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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침구의 기능적 업그레이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감성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제품

으로서의 욕창 방지 제품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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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키노 컬렉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 및 표현기법

인간이 가지는 잠재의식과 환상에 대한 갈망의 표현을 초현실주의에서는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인간의 욕망을 창조적이며 개성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사회구조와 제도적 모순에서 벗어난 인간중심적인 욕망의 표현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초현실주의 이념은 팝아트, 정크아트, 추상표현주의와 같은 현대예술이 출연하는데 영향을 주었

다. 현대사회와 같이 고도화된 기술과 문명사회에서 초현실주의의 표현은 사회적 냉철함이나 정

형화된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에 중점을 두어 현대인의 내면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디자이너들과 학자들은 이러한 초현실주의 표현방법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초현실주의와 관련된 연구 또한 초현실주의를 활용한 패션 액세

서리연구(Cho, 2010), 만레이를 중심으로 한 패션사진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경향에 관한 연구

(Hong, 1999), 패션 아트와 초현실주의 표현에 관한 연구(Ryu & Gaang, 2005)와 같이 패션사진, 

액세서리, 아트와 초현실주의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디자이너의 의상 디자인을 중점으로 이루어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모스키노 컬렉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표현 기법을 살펴보고 그 안에 내재

된 초현실주의의 특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앞으로의 현대패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바이다. 

연구 방법과 범위는 초현실주의와 모스키노 관련 서적과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초현실주의의 개념과 특성, 모스키노 브랜드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문헌연구와 최근 10년

간 모스키노 컬렉션을 대상으로 그 안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의 특성을 분석하는 실증적 사례 연구

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초현실주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모스키노 브랜드를 연구 대상으

로 선정한 이유는 모스키노는 평소에 초현실주의 디자인을 추구했으며 이는 ʻVogueʼ 잡지에서 모

스키노의 수장 ʻ로셀라 자르디니(Rossella Jardini)ʼ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Vogue, 

2010).

연구결과 모스키노 컬렉션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 및 표현 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적 착시나 형태의 지나친 왜곡, 오브제의 활용을 통하여 다양한 즐거움을 주는 유

희성이다. 트롱프뢰유(Trompe lʼoeil) 기법에서 영감을 받아 문양을 활용한 눈속임을 주거나, 데페

이즈망(Dépaysement) 기법과 같이 시즌과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 전체 의상과 매치가 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오브제를 배치함으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유희를 느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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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의식적인 자동작용에 의하여 자유롭게 표현된 디자인에서 표출되는 추상성이다. 초현

실주의의 자동기술(Automatism)법을 사용하여 아무런 의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배치한 듯 한 아이

템들의 배치와 비정형적인 형태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추상회화와 같은 디자인, 꿈에서 볼 법

한 이미지나 자유로운 형태의 오브제를 통하여 보는 이에게 괴기적, 몽환적인 느낌을 주며 디자

이너의 사상과 이념을 자유롭게 표현하였다. 

셋째, 디자인 안에 전혀 다른 주제를 결합시켜 색다른 미를 추구함으로서 다양성을 나타내었

다. 콜라주(Collage) 기법을 이용하여 본래 디자인 주제와 상관이 없는 다른 주제를 결합시켰으며 

이를 통하여 컬렉션 안에서 디자인의 다양성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넷째, 디자인을 패턴이나 색상을 반사적으로 찍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어 대칭성을 나타내었다. 

초현실주의의 데칼코마니(Decalcomanie) 기법을 사용한 듯한 한쪽의 디자인을 횡적으로나 동적으

로 기준을 주어 그대로 찍어 눌러 대칭적인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서 중첩의 효과와 단조로움 속에 

예술적인 효과를 주었다.

이와 같이 모스키노의 컬렉션에는 다양한 초현실주의적 특성과 표현기법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현대패션에 미학적 가치를 높여주는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현대 

패션을 대상으로 내면의 가치를 분석하여 패션의 산업적,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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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구영석
부산대학교

실버세대의 운동유형별 요구도에 따른 디자인 개발

Ⅰ. 서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 패션의 경우 신체를 가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기능

을 넘어서 착용 시 인체의 쾌적함과 안락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의복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 인간의 신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노화에 의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시력이 감퇴되고, 색과 촉각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

며, 근육의 위축으로 신장이 줄어들고 등이 굽으며, 피하지방이 감소되어 체중이 줄고 주름이 많

아진다. 근육의 감소와 수축력 약화로 운동능력이 저하되기도 하며 신경세포 감소에 따라 체온유

지 능력이 감퇴된다(권중돈, 2005). 그러나 변형된 신체 외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

는 현대의 실버들은 본인의 실제 연령보다 젊어 보이기 위하여 외형적인 체형 변화를 의복으로 

적절하게 보완하길 원하며, 여행이나 레저 활동, 노인 학교 등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여혜린 외, 2005; 임희경, 2009) 젊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옷을 필요로 한다

(유경숙, 2000). 다양한 패션 아이템 중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인 

스포츠 웨어용 티셔츠는 실버들에게 운동과 일상생활을 겸하면서 입는 의복으로서 활용도가 높지

만 젊은 층의 의복처럼 운동 형태에 따라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녀 실버세대들의 다양한 운동유형을 신체 동작효과별로 나누어 살펴

보고 활동성과 쾌적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소재와 디자인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반영한 스포츠 

웨어용 티셔츠 개발에 대한 기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방법

인체의 운동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스포츠웨어의 디자인과 기능은 다양하지만 실버세대의 체

형과 운동성을 위한 스포츠 웨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인체 체형 변화가 많이 일어난 실버들에게 

인체의 운동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웨어용 티셔츠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의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선행논문(최세경, 2002; 박은영, 2005; 한준식, 2003)을 바탕으로 55세 이상의 남녀 556명을 

대상으로 하여 유연성과 순발력, 지구력운동으로 나누어 요구도의 세부사항 차이를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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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실버 생활체육 종목으로 게이트볼, 자전거 타기, 걷기(조깅), 등산, 배드민턴, 줄넘기, 테니스, 

스트레칭체조, 골프 등의 운동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신체적 운동 효과 중심으로 근력, 유연성, 순

발력, 지구력운동으로 나누었지만 무산소 운동인 근력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칭 체조와 

요가를 유연성운동으로, 배드민턴, 스쿼시, 게이트 볼, 줄넘기 등을 순발력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등산, 걷기를 지구력운동으로 나누어 세부 사항들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성별에 따른 운동형태 분포

성별 유연성 순발력 지구력 Total  

남 56(10.1) 28(5.0) 130(23.4) 213(38.3)

151.542a***여 230(41.4) 7(1.3) 105(18.9) 343(61.7)

Total 286(51.4) 35(6.3) 235(42.3) 556(100.0)

운동 형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 여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운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유연성, 지구력, 순발력운동의 빈도로 나

타나 남성은 등산과 같은 지구력이 필요한 야외활동의 운동이 많았고 여성은 문화센터 같은 실내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가, 스트레칭 체조 등의 유연성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연성운동은 몸의 움직임이 격하지 않고 신체 부위를 늘리는 유산소 운동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빈

도가 많았고, 순발력과 같이 다소 몸의 움직임이 빠른 동작이 있는 운동은 남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력과 유산소운동의 성격이 강한 지구력 운동은 남성과 여성의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

나 등산과 걷기와 같이 개인이 혼자 손쉽게 활동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룹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에게 필요한 유연

성운동보다 지구력 운동인 등산이나, 걷기 등과 같이 비조직적이고 저비용활동에 치우쳐있는 것

은 여성보다 남성들이 참여할만한 마땅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버 세대의 신체활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스포츠, 모험 스포츠, 웰빙 스포츠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양재근, 2007).

<표 2> 티셔츠 개발 시 적용되어야 할 요인

항목 요인부하량 신뢰도 α 고유치 %분산

편리성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은지 .843

.918 4.756
36.581

(36.581)

착용감이 좋은지 .838

내 몸에 잘 맞는지 .812

입고 벋기 편한지 .809

반복세탁 후 색상과 형태의 변성이 적은지 .687

소재의 기능성이 좋은지 .681

옷의 가격이 적절한지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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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형태별 티셔츠 디자인 개발에 앞서 구매 선택기준을 살펴본 결과 착용하기 좋은 특성을 

가진 편리성과 디자인, 활용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 1요인으로 나타난 편리성은 신체 활동에

서 요구되어지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기능을 하는 직물보다는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소재의 사용으로 티셔츠의 개발 목적에 맞게 활동과 착용이 편리한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버들의 기호와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트랜드와 색상 등을 고려하여 트레이닝 복

으로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티셔츠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은 다음

과 같다. 

<표 3>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

항목
남 여

유연성 순발력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지구력

칼라 폴로 지퍼, 폴로 지퍼 라운드 라운드 지퍼

소매 Rib Rib Rib Rib Rib Rib

길이 허리아래5cm 허리아래5cm 허리아래5cm 허리아래5cm 허리아래5cm 허리아래5cm

밑단 일직선 일직선 일직선 일직선 고무줄 고무줄

여유분 조금 여유있는 조금 여유있는 조금 여유있는 조금 여유있는 조금 여유있는 조금 여유있는

문양 무지 무지 무지 무지 무지 무지

문양위치 가슴부분에 가슴부분에 가슴부분에 전체에 가슴&칼라 가슴부분에

색상 파란색 하늘색
하늘색,

파란색
핑크색

빨간색,

파란색
오렌지

착용티셔츠 면티셔츠 기능성 기능성
때에 따라

다르다
기능성

때에 따라

다르다

소재 면100% 합성섬유100% 면100% 합성섬유100% 면100% 면100%

Ⅳ. 결론

유연성 운동의 디자인은 스트레칭 시에 요구되는 굽힘과 허리틀기 등 상체움직임이 많은 운동

이므로 신축성이 없는 소재와 타이트한 디자인은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버들의 티

셔츠 여유분과 길이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기존의 티셔츠 형태에 활동성이 적합할 수 있도록 허리

부분에 조직이 다른 기능성소재를 적용시켜 경사의 몸판에 위사나 바이어스 재단으로 신축성을 

극대화 하여 몸에 피팅되는 티셔츠가 되도록 하였다. 

디자인

최근 유행에 잘 맞는지 .828

.787 2.356
18.122

(54.703)

품위나 신분상승 표현이 되는지 .768

색상 .623

디자인과 스타일 .560

활용성
외출복(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지 .817

.734 2.248
17.292

(71.995)A/S 등의 부가서비스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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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발력 운동의 디자인의 경우 상의 티셔츠에서는 팔의 움직임과 겨드랑이의 불편함이 없는 디

자인이 적당하다. 배드민턴 운동을 할 때 공을 줍기 위한 동작이나 서브를 넣는 동작 등에서 상

의 길이가 충분하지 못하면 소매와 품, 길이에서 당김이 심할 수 있으며, 줄넘기 동작 시에 나타

날 수 있는 어깨와 의복의 마찰로 일어날 수 있는 불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동둘레 부분에 

몸판의 조직과는 다른 사방 신축성이 있는 스트레치 사를 사용하여 여유분으로 제공하였다. 

지구력 운동의 디자인은 실버가 되면 체형자체가 표준체형과는 많이 다른 형태를 보이고 허리

와 배 부위는 물론 상체가 약간 굽는 체형으로 바뀐다. 걷기는 가장 편안한 움직임을 가지지만 

등산과 자전거의 경우 상체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이 많다. 따라서 등판에 적당한 여유와 신축성

으로 등 쪽의 옷이 당겨 올라가는 불편함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른 운동과

는 달리 티셔츠 요구도에서 옷의 길이가 허리 정도로 길게 나타난 것도 티셔츠 뒷 판의 여유분

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 쪽 어깨선에 절개 여유분을 넣어 디자인함으로써 상체의 움

직임 시 여유분은 벌어지고 허리 쪽 부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 하였다.

고령화의 심화로 신체적 여가활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노화로 인하여 변화된 체형을 

배려하면서 인체 변화에 맞는 옷의 기능성과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동작의 편안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가벼운 생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복합적인 티셔츠 디자인의 재해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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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패션컬렉션에 표현된 한국적 이미지 분석
: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과 모리스의 기호학의 적용

I. 서론

현대 사회는 탈경계화로 시·공간을 넘어 혁신적 사고와 소통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

로 다른 양식이 결합되어 실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패션에도 형태

나 의미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의상들이 표현되고 있다. 의상에 나타난 표현을 살펴보면 상징이나 

재현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디자이너의 창작의미 및 

사회·문화적 변화요인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디자인의 글로벌화가 

중시되는 현시점에서 이상봉 디자이너의 창작 의지가 의상에 어떻게 표현되고 어떤 의미가 있으

며 그 의미가 사회·문화적으로 실생활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 및 해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과 모리스의 기호학을 토대로 4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분석 

및 해석의 틀을 제시하고, 제시된 틀을 적용하여 의상을 분석함으로써 의상에 내재되어 있는 디

자이너의 창작 의미와 그 의미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실생활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1차 자료로 이상봉 패션 컬렉션 사진, 컬렉션 소개 자료, 인터뷰 자료 및 신문기

사 자료 등을 사용했으며, 2차 자료로는 국내외 단행본 서적과 선행논문 등의 문헌을 이용했다. 

1차 자료 중 컬렉션 소개 자료와 인터뷰 자료는 이상봉 디자이너의 공식 홈페이지(www. 

liesangbong.com)를 이용했으며, 컬렉션 사진자료는 이상봉 디자이너로 하여금 본인이 표현하고

자 하는 주제가 가장 잘 내포된 작품사진을 각 시즌 별로 5점씩, 총 20점을 선별하도록 하여 연

구대상으로 선정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실생활과 관련된 신문기사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

단의 웹사이트인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을 이용했다. 자료수집 범위는 2013년 S/S 

Seoul Collection부터 2014년 F/W Seoul Collection 기간까지 2년으로 한정했다.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과 모리스의 기호학을 토대로 구축한 네 단계의 의상기호 분석 및 해

석의 틀은 전도상학적 분석단계, 도상학적 분석단계, 도상해석학적 분석단계, 사회문화적 의사소

통단계로 구성했다. 첫 번째 단계인 ʻ전도상학적 분석단계ʼ는 파노프스키의 전도상학적 분석단계

와 일치하는 것으로 작품의 형식에 해당하는 사실의미와 표현의미를 분석한다. 이는 모리스의 통

사론의 사실의미에 해당한다. 두 번째 단계는 ʻ도상학적 분석단계ʼ로 파노프스키의 도상학적 분석

단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차적 또는 관습적 주제를 찾는 단계라고도 한다. 이는 관습적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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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는 모리스의 의미론에 해당한다. 세 번째 ʻ도상해석학적 분석단계ʼ는 파노프스키의 도상해

석학적 분석단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작품의 본래의 의미 또는 숨은 내용을 찾는 단계이다. 네 번

째 단계인 ʻ사회문화적 의사소통 분석단계ʼ는 모리스의 기호학의 실용론적 차원에 해당하며 기능

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분야에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한다. 도출된 네 단계의 틀을 

적용하여 이상봉 패션컬렉션 작품들의 분석을 실시했다.

Ⅲ. 결과 및 고찰

전도상학적 분석에서는 2013 S/S Seoul Collection부터 2014 F/W Seoul Collection까지 의상에 

표현된 외적 특성을 선, 색채, 재질로 나누어 <Table 1>과 같이 분석했다. 색채는 유교, 불교, 도

교의 종교적 영향과 음양오행사상 및 샤머니즘. 그리고 상징의 미를 표현했으며 선과 면에 의한 

여백의 미, 재질에 의해 중첩의 미가 표현되었다. 

도상학적 분석을 통하여 보았을 때,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주제로 한 2014 F/W Seoul 

Collection에서는 대자연의 경이로움에 한국인의 미의식과 사상적 의미를 가미하여 한국적 이미지

의 의상으로 표현하였다. 무궁화를 주제로 한 2014 S/S Seoul Collection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광

복 운동의 표상(表象)이었던 민족 화합의 상징인 무궁화를 현대적 느낌의 한국적 이미지로 조형

화하여 의상에 표현하였다. 한옥의 창살을 주제로 한 2013 F/W Seoul Collection에서는 자연과 

소통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감성이 반영된 창살의 조형성을 차용해 한국적 이미지의 의상으로 표

현하였다. 나비를 주제로 한 2013 S/S Seoul Collection에서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나비를 자

신의 이상 속에서 변형하여 해체와 재창조의 작업을 통해 나비의 상징성과 문양의 상징성을 한국

적 이미지의 의상으로 표현하였다.

도상해석학적 분석에서는 이상봉의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본래적 의미를 찾아 설명하였다. 옐

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의 경험은 물신주의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가치관의 혼란 및 개인주의에 

대해 대자연 앞에서의 인간 존재의 나약함과 무상함을 깨우쳐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의상으로 표

현하였다. 이상봉이 의상으로 표현한 무궁화는 자연의 이치 및 우리 민족의식을 반영한 결과로 

우리 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며 더 나아가 세계인들의 화합과 자연과의 화합을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이상봉에게 한옥의 창살은 인간과 자연의 소통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소통, 인간과 사

물의 소통 및 그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를 의상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상봉

에게 나비는 새로운 정신세계를 찾아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게 하는 이상적인 대상으로 이를 의상

으로 표현하였다. 

사회문화적 의사소통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적 이미지가 내포된 조형적 요소들과 본래적 의미

가 실생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금호 건설에서 건축하는 리첸시아 아파트의 실

내 인테리어 디자인과 체리쉬의 가구 디자인에 활용된 산수화를 통해 자연주의 철학이 반영된 한

국적 이미지가 생활문화 속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상봉은 한국국제협력단을 

상징하는 무궁화 로고와 제3세계의 국기 색을 함께 사용한 한국적 이미지의 디자인 및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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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실천하여 제3세계, 더 나아가 세계의 화합을 직접 실연(實演)하였다. 그리고 이상봉은 한

국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와 수교 50주년 행사로 비엔나와 취리히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주제로 

퓨전 국악, 비보이, 전통 판소리와 함께 공연을 진행하여, 한국적 이미지가 외교 및 다양한 예술

분야와 소통을 통해 탈경계화를 실연하였다. 이상봉은 현재는 감성의 시대로 디자인에서 영역표

시는 의미가 없으며 디자이너는 의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문화적 측면을 통해 소통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Lee, 2007). 세계적인 사진작가 Nick Knight와 방콕에서 한국인의 정서가 

내포된 한국적 이미지의 나비로 협업(Kim, 2012)한 것은, 한국의 나비문양과 패션디자인 그리고 

예술사진이 만나 한국적 이미지의 문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며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였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ʻ분석 및 해석의 틀ʼ 네 단계에 따라 이상봉의 패션컬렉션을 분석

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Table 1>. 

Table 1. Analusis of korean image in lie sang bongʼs fashion collection

2014 F/W

나비

2014 S/S

한옥의 창살

2013 F/W

무궁화

2013 S/S

옐로우스톤 호수

전도상학적 분석단계

실루엣은 

좌우대칭이며 

내부선과 무늬는 

비대칭임. 실크와 울 

사이에서 캐시미어 

재질이 중첩 및 

조화를 이룸. 

오방색 사용.

실루엣과 내부선 은 

좌우대칭이며 무늬는 

비대칭임. 색채와 

무늬의 중첩 및 

광택소재로 통일감 

형성.

오방색 사용.

실루엣과 무늬는 중앙 

수직축을 중심으로 

대칭적 인 균형. 선과 

면의 결합으로 

사각형의 여백을 형성.

오방색 사용.

나비의 특징인 완벽한 

대칭과 색채의 화려함 

추구. 나비를 

실크스크린 기법과 

조형적 구성으로 표현.

오방색 사용.

도상학적 분석단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삶을 표현 

민족화합의 상징성을 

표현 

자연과 소통했던 

선조의 정신세계을 

표현

이상과 자유의 

상징성으로 표현

도상해석학적 

분석단계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자연과 같은 

인간의 조화를 내포함

우리 민족의화합과 

세계인 의 화합을 

내포함

현대사회의 소통의 

부재에 대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소통을 내포함

인간성 상실에 대해 

새로운 정신세계에 

도달하게 하는 

이상적인 대상

사회문화적 의사소통 

분석단계

무위자연 사상의 

산수화를 응용한 

아파트 실내와 가구 

디자인

코이카 봉사 활동을 

통해 제3 세계와 

화합을 실연

수교 행사를 통해 

세계 및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과 소통

의상이 예술 사진과 

만나 이상과 자유의 

주체로 확장

    

이와 같이 한국적 이미지를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의상에 적용한 이상봉의 디자인은 한국적 

이미지가 패션 분야를 넘어 다양한 분야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한국적 이미지

의 다채로운 미학과 의미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한국적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더욱 실생활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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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4단계를 본 연구자는 S4SC(simple 4 step creativity)로 명명 하였고 이것은 6SC의 6단계에서 

실질적인 진행단계가 아닌 분석단계 2개를 제거하여 간소화 시킨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과정을 

기반으로 업싸이클링 디자인의 실물제작을 진행하여 각각의 발명원리 별 S4SC를 적용한 업싸이클

링 디자인의 적합성 및 혁신성을 고찰하고 실물 제작된 결과물의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구체적인 실물제작 방법으로 의류 프로모션 업체의 재고로 남은 동일한 디자인의 체크 재킷 8

벌을 원재료로 하여 5가지 발명원리들 중 추출, 전화위복, 색깔 변화, 속성 변화의 원리에 각각 

한 벌씩의 재킷이 사용되었고, 원리동질성 재료를 이용한 복합 재료로서의 대체를 의미하는 복합

재료의 원리에는 3벌의 재킷이 원재료로 사용되었다. 각 원리들에 사용된 재킷의 원단과 부속물

인 금속단추, 허리띠 이외의 것들은 업싸이클링에 사용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으며 추가적인 봉제

실의 사용이나 원재료의 부분적 폐기는 허용하였다. 

첫 번째로, 추출의 원리를 이용한 업싸이클링 재킷 디자인에서는 문제단계를 소재와 실루엣은 

패셔너블하지만 현재 유행하는 길이와 디테일이 아닌 점 때문에 무용지물인 상태로 진단하였고, 

가정단계에서는 업싸이클링이 뒤쳐진 디자인을 해결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았으며, 모순단계를 

소재와 실루엣은 패셔너블하지만 길이와 디테일이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닌 점으로 분석하였고, 

마지막 적용단계에서는 패셔너블한 소재와 실루엣은 유지한 채 트랜드에 맞는 길이와 디테일로 

재킷을 수선하여 실물을 완성하였다.

두 번째로, 전화위복의 원리를 이용한 업싸이클링 재킷 디자인에서는 문제단계를 실루엣과 디

테일은 트랜디하지만 소재가 낡아서 판매가 불가한 상태로 파악하였고, 가정단계에서는 업싸이클

링을 통해 좋은 디자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았으며, 모순단계를 실루엣과 디테일이 

트랜디하지만 소재가 낡아서 오래되 보이는 점으로 분석하였고, 적용단계에서는 소재를 더욱 오

래되 보이게 처리하여 낡음의 디테일이 의도적인 디자인 컨셉이라 할 수 있는 트랜디한 재킷으로 

완성하였다. 

세 번째로, 색깔 변화의 원리를 이용한 업싸이클링 재킷 디자인에서는 문제단계를 실루엣과 

디테일은 패셔너블하지만 현재 유행하는 컬러가 아닌 점으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진단하였고, 가정단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업싸이클링을 통해 긍정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가

정해 보았으며, 모순단계를 실루엣과 디테일은 패셔너블하지만 유행과 맞지 않는 컬러로 분석하

였고, 적용단계에서는 탈색과 염색의 기법을 사용하여 유행 컬러로 변화시켜 패셔너블한 재킷으

로 완성하였다. 

네 번째로, 속성 변화의 원리를 이용한 업싸이클 재킷 디자인에서는 문제단계를 소재와 디테

일은 트랜디하지만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불량이거나 유행에 맞지 않아 고전하는 상황으로 판단하

였고, 가정단계에서는 업싸이클링을 통한 좋은 디자인으로의 변화를 가정해 보았으며, 모순단계를 

소재와 디테일은 트랜디하지만 실루엣이 전체적으로 불량이거나 유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

였고, 적용단계에서는 재킷의 트랜디한 소재와 디테일은 유지한 채 다른 종류의 아이템인 가방으

로 변환시켜 업싸이클링 재킷을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복합 재료의 원리를 이용한 업싸이클링 재킷 디자인에서는 문제단계를 디테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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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는 패셔너블하지만 현재 유행 실루엣이 아니어서 판매하기 힘든 상황으로 파악하였고, 가정

단계에서는 업싸이클링을 통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가정해 보았으며, 모순단계를 디테

일과 원단은 패셔너블하지만 실루엣이 트랜디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였고, 적용단계에서는 세벌

의 재킷을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실루엣을 새롭게 변화시킨 하나의 재킷으로 실물화 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5가지 발명원리 별 업싸이클링 결과물들이 서로 중첩되는 느낌 없이 각각의 

창의적 고유성을 가진 혁신적 제품들로 재탄생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트리즈 이론

의 5가지 발명원리들인 추출, 전화위복, 색깔 변화, 속성 변화, 복합재료의 문제해결 방법론이 업

싸이클링 패션디자인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안정화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물 또한 혁신성

이 발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업싸이클링 패션디자인의 창의적 발상을 위해 트리즈 

이론이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의 체계화된 방법론을 통하여 친환경적 부가가치를 지속적

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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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 직종 과제에 관한 연구
: 2009년∼2012년 기능경기대회과제 중심으로

Ⅰ. 서론

 삶이 풍요로워지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인간의 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에 대한 중요

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대 문화로서 사회적 관심과 개인적 성향을 모두 담아내는 미용예술

의 창작 표현은 고난이도의 기술을 통해 대중문화와 유행을 리드하기 위한 미용경기대회를 통하

여 하이헤어패션(high hair fashion)으로 표현되고 이는 미용인의 기능 개발과 창의성, 독창성 개

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살롱스타일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산업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또한 보다 많은 학생들과 미용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

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되었던 전국기능경기대회 미용 작품의 출제빈도수에 따른 3개의 

종목을 선정하여 커트, 컬러링, 마무리로 나누어 세부 기술적 방법을 재현한다.

Ⅲ. 결과 및 고찰

명칭 완성사진 특 징

트렌드

패션커트

원랭스, 레이어, 그래쥬에이션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질감처리 기법과 

복합적인 커트방법으로 커트를 하는 작품이다. 한 가지 라인의 커트선이 아닌 

두 가지 이상 라인이 형성되며 전체축을 기준으로 좌대각, 우대각, 컨케이브, 

컨벡스 라인이 단독 또는 혼합으로 사용된다.

크리

에이티브

2004년부터는 컨슈머리는 명칭에서 크리에이티브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불리고 

있다. 프론트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예술성이 가장 많이 가미되고 매끈한 

C컬, S컬의 드라이로 볼륨과 인덴테이션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네이프까지의 실루엣이 자연스러운 흐름의 형태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색체와 컬러기법의 그라데이션으로 입체적인 디자인을 돋보일 수 있게 

컬러 또한 작품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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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트랜드 패션커트 작품은 한가지 라인의 커트선이 아닌 두 가지 이상 라인이 형성되며 전체

축을 기준으로 좌대각, 우대각, 컨케이브, 컨벡스라인이 단독 혹은 혼합되어 사용된다. 

2.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은 프론트를 강조하는 디자인으로 예술성이 가장 많이 가미되는 스타

일이다. 매끄러운 C컬과 S컬의 드라이로 볼륨과 인덴테이션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네이

프까지의 실루엣이 자연스러운 흐름의 형태를 조성해야 한다.

3. 헤어바이나이트는 밤에 하는 머리로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에 최대 3개의 피스를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스타일이다. 피스가 두상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컬러의 색상도 앞머리의 

컬러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머릿결의 흐름과 방향성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우아하고 화려

하게 표현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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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바이나이트

미용의 꽃이라고 불리는 헤어바이나이트는 이브닝스타일로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에 최대 3개의 피스를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스타일이다. 피스가 두상의 

4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컬러의 색상도 앞머리의 컬러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머릿결의 흐름과 방향성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우아하고 화려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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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중앙대학교

자연주의 관점의 젠 스타일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세계적인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의 회복과 복구의 니즈에서 친환경, 웰빙, 유기농과 같은 자

연주의의 트렌드가 시작이 되었고, 9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연주의는 다양한 분야

에서 그 영역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주의 관점에서의 패션 트렌드로 부각

되고 있는 젠 스타일의 조형성과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현대 패션에 나타내고 있는 

자연주의 경향의 분류로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젠 스타일의 특성을 도출하고 미래 패션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자연주의 패션과 젠 스타일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패션의 조형적 특성이나 텍스타일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젠 스타일을 자연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차별

성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고찰을 병행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연구 방법은 자연주의 관점에서 

젠 스타일을 재조명 해보고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현상의 특성과 개념을 정의하고 이해하기 위하

여 전문서적과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자연주의 관점 분류는 권제희의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도입

하고 이에 따라 젠 스타일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특성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자연주의적 관점에

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하나의 트렌드인 젠 스타일의 분류기준을 분류하여 특성을 도출하여 선

행연구와는 차별화 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최근 경제 불황의 시작으로 산

업 전반의 양극화가 분명히 들어난 라이프 스타일의 분류로서 자연주의가 더욱 대두되어진 

2010-2015년 내의 컬렉션을 그 범주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처럼 패션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과 그 

영역의 확장과 융합이라는 현상의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과 독창적 관점의 제기라는 학술적 의의

를 도출하는 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자연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젠 스타일 특성의 테마 분류의 

연구는 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Ⅱ. 본론

자연주의 관점에서의 복식은 산업화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을 찾고 이를 반영한 트렌드가 자연 그대로의 소재를 이용하거나 

최소한의 가공 과정을 거치는 즉 인공적인 것, 형식적인 것에 대한 대항의 개념으로 인간을 자연

의 일부로 인식하고 자연과 함께 공존해 나가기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패션 스타일에서 젠 스타일은 90년대 초의 산업화의 시작으로 서양국가에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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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라보는 선사상의 흐름을 따라 절제의 미, 여백의 미, 자연의 미의 요소를 지닌 하나의 예술 

사조라 할 수 있다. 이 요소들을 비롯하여 나타난 젠 스타일의 주요 사상으로 미니멀리즘, 동양

의 선사상, 오리엔탈리즘을 들 수 있다. 젠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오리엔탈리즘은 기원전 4세기 

경 동양의 자연을 중시하는 문화가 서양의 문화에 전파되는 시작에서 비롯되어 그 본질을 자연 

처음 본래의 모습을 강조함으로 자연의 신비로움을 내포하고 있으며 선미학을 자연의 미에 두고 

표현한다.

자연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젠 스타일은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의 특성 도출에 근거하여 자연 

친화성, 다문화성, 복합성의 특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젠 스타일에서 자연 친화성은 자연

에서 창조적인 영감과 모티브를 제공받아 문양과 색채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 

본연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플라워 문양의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다문

화성은 민속의상과 문화를 표현하는 에스닉 특성을 나타나는데, 젠 스타일은 일본 복식에 기반을 

둔 기모노 풍의 민속의상에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젠 스타일에서 복합성은 

현대 패션에서 다양한 컨셉과 융합되어 새로운 이라는 네오(neo)라는 용어와 사용되어 새로운 개

념과 스타일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그 관점이 제안되고 있는 자연주의 주제로 현대 패션에 나타

나고 있는 젠 스타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자연주의 관점에서 젠 스타일은 자연물에서 

영감을 얻은 모티브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나타났고, 에스닉 특성은 오리엔탈리즘으로 

기모풍의 의상 스타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젠 스타일은 다양한 컨셉과 

융합하여 네오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트렌드 시류의 하나인 자연주의와 젠 스타일에 관한 연구로

써, 미래 패션의 새로운 조망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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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시아 왕조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 복식 연구

Ⅰ. 서론

고대 페르시아 역사에서 스키타이인들은 사카(Saka) 족(Jettmar, 1972)으로 명명되며 페르시아 

인들과 잦은 접촉을 하며 문화를 교류했던 종족이었다. 

기원전 6세기 중엽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운 키루스 대왕(Kyrus 2세)은 기원전 530년 

아랄(Aral)해의 시르다리아(Syr-Darja)강 건너편에 살면서 아케메네스 왕조를 괴롭혔던 스키타이인 

정벌에 나섰으나 그곳에서 요절했다.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계 최초의 대제국으로 만들었

던 다리우스 1세는 기원전 519년 카스피해 동쪽에 살고 있던 스키타이인을 정복하기도 하였다

(Nagel, 1982).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페르시아 인들은 스키타이 인들을 그들의 부조에 

묘사해 놓았는데 그 중 비수툰 부조와 페르세폴리스 궁전 부조가 대표적이다. 

스키타이인들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종족이었지만 그들의 역사를 자기 고유의 언어로 기록해 

놓지 않아 스키타이 연구는 대부분 스키타이 고분인 쿠르간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유물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페르시아 부조에 스키타이인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 그 

당시 스키타이 복식 연구에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스키타이 복식 연구는 우리나라 복식의 원류를 밝히는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

며 한국 복식학계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 스키타이 복식 연구에서 유일하게 실증적 자료로 

인정받는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 복식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되지 않아 그 중요성

은 크다 하겠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연구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자료를 분석하였다. 

Ⅱ. 고찰 및 결과

1.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복식 분석

페르시아 부조 중 스키타이인들이 묘사되어 있는 부조는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에 만

들어진 것으로 복식의 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1) 무릎까지 오는 긴 튜닉형 저고리(Sarapis)와 바지

무릎까지 오는 긴 튜닉형 저고리를 고고학자들은“사라피스(Sarapis)ˮ(Widengren, 1956; Hinz, 

1969; Bittner, 1985) 혹은“카삭(Kasak)ˮ(Schmidt, 1957; Nagel, 1982)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 

저고리는 소매가 좁으며 허리에서 띠로 두 번 묶여져 있고 허리띠는 앞 중앙에서 매듭지어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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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끝은 같은 길이로 양쪽으로 약간 내려져 있고 저고리 끝단은 직선으로 재단된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저고리는 다리우스 왕이 건국 직 후인 기원전 521년에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겨놓은 비수툰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 왕 스쿤차<그림 1>와 아케메네스 왕조

의 여름 궁전인 페르세폴리스 궁전 중 아파다나 궁 조공도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들<그림 2>에게

서 관찰된다. 이 들은 ʻ사라피스ʼ와 통이 좁은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바지 밑에는 신발이 붙어 

있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를“아낙시리데스(Anaxyrides)ˮ라고 명명하였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ʻ위에 

혹은 그 위에ʼ 라는 뜻을 갖는 ʻanaʼ와 ʻ신발의 한 종류ʼ 라는 뜻을 갖는 ʻ-xyrisʼ가 합쳐진 단어에

서 유래했다(Bittner 1985).

비수툰 부조는 기원전 521년에 만들어졌으나 스키타이 왕 스쿤차는 다리우스 왕이 기원전 

519년 카스피해 동쪽에 살았던 스키타이 인들을 무찌르고 난후에 새겨 넣은 것이다. 또한 페르세

폴리스 조공도는 기원전 519-513년 사이에 건축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Barnett, 1957; Koch, 

1992) 이 두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인의 복식은 기원전 6세기경의 스키타이 복식 유형으로 볼 

수 있다. 

2) 저고리 끝단이 사선으로 재단된 저고리(ʻCut-awayʼ Jacket)와 바지

저고리 끝단이 사선으로 재단된 저고리(ʻCut-awayʼ Jacket)와 바지는 페르세폴리스 아르타크세

르세스 1세(Artaxerxes I, B.C. 465-424)궁 계단 조공도 부조<그림 3>와 다리우스 궁전에 묘사된 

조공도 부조<그림 4>에서 관찰된다. 

이 부조들은 앞에서 설명한 ʻ사라피스ʼ와 바지를 착용한 스키타이인을 묘사한 부조보다 후에 

조성된 부조이므로 스키타이 복식의 유형에서 ʻCut-awayʼ Jacket과 바지의 유형은 사라피스와 바

지의 유형보다 후기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페르세폴리스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 조공도에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은 저고리 끝단이 사선

으로 재단된 저고리인 ʻCut-awayʼ Jacket과 통이 좁은 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끝이 뾰

족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끝이 뾰족한 모자는 비수툰 부조의 스키타이 왕 스쿤차가 착용한 모

자보다는 끝이 길지 않은 삼각형이다. 

ʻCut-awayʼ Jacket 저고리는 소매가 좁고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오는데 허리에서 끈으로 고정되

어 있다. 이 저고리는 저고리 끝단이 직선으로 재단되어 있는 ʻ사라피스ʼ 와는 달리 허리 부분에

서부터 저고리 끝단까지 사선으로 재단되어 지금의 연미복을 연상케 한다. 저고리 앞부분 끝단에 

선 장식이 되어있는 것 또한 ʻ사라피스ʻ 와는 구별되는 요소이며 이외에도 윗 팔에 있는 장식선과 

저고리 끝단에서 선 장식에서 윗 팔 장식선까지 연결되는 장식선도 ʻ사라피스ʼ 저고리와는 다른 

점이다. 저고리 밑에는 통이 좁은 일자형 바지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바지는 정강이 중앙에서 끈

으로 고정되어 있고 바지 밑으로는 장화를 착용하였다. 

ʻCut-awayʼ Jacket은 기원전 6세기 초에 조성된 아파다나 궁전 조공도에서는 아랄해 지역에 살

고 있던 소그드인에게서 관찰되었던 저고리인데<그림 5> 50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성된 아르타

크세르세스 1세 궁 조공도에서는 스키타이인 들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이는 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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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역 소그드 인들의 복식을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스키타이인들이 차용해서 입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저고리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스키타이 복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인 저고

리 끝단의 선 장식과 윗 팔의 선 장식 등의 요소는(Klocko, 1991) 복식의 유형이 달라진 저고리

에도 스키타이 고유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이 복식의 유형을 착용했던 스키타이인들이 아랄해 지역에 살았던 스키타이 인들이

었음을 추측케 하는 요소는 그들이 착용한 끝이 뾰족한 모자이다.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 조공

도의 스키타이인들이 착용한 끝이 뾰족한 모자는 비수툰 부조의 스쿤차 모자보다는 끝이 짧은 정

삼각형 모양이나 끝이 뾰족한 모자의 스타일은 같다. 

다리우스 대왕은 기원전 519년 카스피해 동쪽의 스키타이 인들을 무찌르고 끝이 뾰족한 모자

를 착용한 스키타이 왕 스쿤차를 비수툰 부조에 새겨 넣었는데 이는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 인들은 카스피해 동쪽 아랄해 부근의 스키타이 인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 조공도에서 ʻCut-awayʼ Jacket과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한 

스키타이인들도 카스피해 동쪽 아랄해 부근의 스키타이 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복식 유형

에 대한 분석이 고대 종족의 연구에 좋은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ʻCut-awayʼ Jacket과 바지의 유형은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보다 약 100년 후인 아

르타크세르세스 3세(Artacerces III: 358-338 B. C.)가 조성한 다리우스 궁 조공도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공도에서 스키타이인들은 ʻCut-awayʼ Jacket 과 통이 넓은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여

기에서 관찰되는 복식의 형태는 앞에서 살펴본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의 복식 형태와 거의 같

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복장을 착용한 스키타이 인들 또한 아랄해 지역 스키타이 인들을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달라진 점은 넓어진 바지통이다. 넓어진 바지는 정강이에서 세 번 묶여져 

우아한 주름을 표현하고 있으나 유목 생활에 적합한 유동성은 관찰 할 수 없다. 이는 이 지역 스

키타이 인들은 더 이상 유목생활만을 영위하지 않고 농경생활도 같이 영위했음을 추측케 하는 요

소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2-1>

비수툰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 왕 

복식, 연구자 촬영

스키타이인 사절단, 

Walser, G.(1966), Taf. 18.

스키타이인 사절단, 상세도, 

Koch(1992), p. 107, Abb.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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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스키타이 복식 연구에서 유일하게 실증적 자료로 인정받는 페르시아 부조에 묘사된 스키타이 

복식의 유형은 두 가지로, 1) 무릎까지 오는 긴 튜닉형 저고리(Sarapis)와 바지 유형과 2) 저고리 

끝단이 사선으로 재단된 저고리(ʻCut-awayʼ Jacket)와 바지 유형이었다. 이 복식 유형은 모두 아랄

해 지역 스키타이 인들의 복식을 묘사 한 것이었는데 복식의 형태는 시기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무릎까지 오는 긴 튜닉형 저고리(Sarapis)와 바지는 기원전 6세기 초에 조성된 비수툰 

부조와 페르세폴리스 아파다나 궁 부조에서 관찰되었다. 비수툰 부조에 묘사된 끝이 뾰족한 모자

를 착용한 스키타이 왕 스쿤차의 모습은 다리우스 왕이 519년 아랄해 지역 스키타이인을 무찌르

<그림 3> <그림 3-1>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Artaxerxes I)궁 계단 조공도 

스키타인, 연구자 촬영, 

촬영일자: 2008. 2. 2

바지 상세도, 연구자 촬영, 

촬영일자: 2008. 2. 2

<그림 4> <그림 4-1>

다리우스 궁에 묘사된 조공도, 연구자 촬영, 

촬영일자: 2008. 2. 2

바지 상세도, 연구자 촬영, 

촬영일자: 2008. 2. 2

<그림 5> <그림 5-1>

소그드인 사절단, 

Walser, G.(1966), Taf. 24.

소그드인 사절단 상세도, Koch(1992), 

p. 118 Abb.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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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겨 넣었다는 역사의 기록으로 스쿤차의 복장이 아랄해 스키타이인들의 복장이었다고 연결시

킬 수 있었다. 

둘째, 저고리 끝단이 사선으로 재단된 저고리(ʻCut-awayʼ Jacket)와 바지 유형은 기원전 5세기 

중엽과 4세기 중엽에 조성된 페르세폴리스 아르타크세르세스 1세 궁과 다리우스 궁 조공도 부조 

중 스키타이인들에서 관찰되었다. 이들도 비수툰 부조의 스쿤차 왕처럼 끝이 뾰족한 모자를 착용

하고 있어 이들 또한 아랄해 지역 스키타이인들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었으며, 이런 분석을 통하

여 아랄해 지역 스키타이인들의 복식 유형은 ʻ사라피스ʼ와 바지의 유형에서 ʻCut-awayʼ Jacket과 

바지의 유형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원래 ʻCut-awayʼ Jacket 유형은 기원전 6세기 초 아랄해 지역 소그드인들의 복식 유형이었기 

때문에 아랄해 지역에 살았던 스키타이 인들은 소그드 문화의 영향으로자기들의 고유 유형인 무

릎까지 오는 긴 튜닉형의 ʻ사라피스ʼ와 통이 좁은 바지의 형태에서 벗어나 소그드 인들의 복식 유

형인 ʻCut-awayʼ Jacket과 바지의 유형을 차용하여 착용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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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유현정
부경대학교

국내 남성 아웃도어 웨어에 나타난 이미지 분석

최근 아웃도어 웨어에 관한 연구는 아웃도어 웨어 마케팅(남미령 외, 2011), 아웃도어 웨어 제

작(박우미 외, 2011; 임민정 외, 2011), 디자인 분석(김인혜·하지수, 2012)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활동에 적극적인 남성들의 아웃도어 웨어에 나타난 이미지를 분석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웃도어 웨어의 개념 및 역사적 고찰을 살펴본 후, 

남성 아웃도어 웨어에 나타난 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남성 아웃도어 웨어 디

자인 시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문헌연구는 아웃도어 웨어의 개념,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관련 서적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연구는 국내 남성 아

웃도어 웨어에 나타난 이미지 분석을 위해 브랜드 시즌 카탈로그에 나타난 사진 786점을 대상으

로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국내 남성 아웃도어 웨어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살펴보고, 이미지 분석을 위해서는 아웃도어 웨어 시장규모가 3조

원에서 8조원으로 급격히 상승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아웃도어 웨어 역사는 1960년대 등산을 위해 등산복과 장비를 갖추면서 시작되었

는데, 1990년대까지는 기능성이 강조된 아웃도어 웨어가 출시되다가 2000년대 이후 직장 내 착장 

문화의 변화로 아웃도어 웨어를 일상복으로 활용하는 소비자층과 아웃도어 웨어를 구입하는 젊은 

소비자층이 증가하면서 기능성과 패션성을 겸비한 제품들이 등장하였다.

둘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남성 아웃도어 웨어에 나타난 이미지는 소피스티케이티

드·캐주얼·액티브·에스닉·밀리터리·아방가르드 이미지이다. 소피스티케이티드 이미지는 차분

한 색상에 디테일이 최소로 들어간 재킷과 패딩을 통해 도회적인 느낌이 나타났고, 캐주얼 이미

지는 면과 데님을 사용한 티셔츠와 윈드 브레이크 재킷을 통해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액티브 이

미지는 선명한 색상의 재킷과 팬츠를 통해 활동적인 느낌이 나타났고, 에스닉 이미지는 양식적 

무늬가 들어간 티셔츠와 재킷을 통해 이국적인 느낌을 표출하였다. 밀리터리 이미지는 카무플라

주 패턴이 프린팅 된 재킷과 팬츠를 통해 남성적인 느낌을 주며, 아방가르드 이미지는 루즈핏의 

재킷과 저지팬츠를 통해 실험적인 느낌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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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현지·김정미
부경대학교

현대 패션에 나타난 소매의 조형적 특성 분석

옛 것의 향수를 가지고 지나간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면서 패션에서는 레트로 룩이 중요

한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양리나(2006)는 현대 패션이 과거의 서양 복식과 민속 복식을 활용

하여 시공간적 절충주의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근래에는 과거 시대의 특정한 스타일을 연상시키

는 손 전체를 덮고도 남을 만한 긴 길이의 소매와 소매 전체를 벌룬과 같이 크게 부풀린 스타일

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컬렉션에서 소매가 두드러진 스타일과 

이러한 스타일에 영감을 준 과거 복식 스타일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서적과 

선행 연구, 인터넷 자료를 통한 문헌 연구와 2010년부터 2015년의 파리·뉴욕·밀라노·런던의 

S/S, F/W 기성복 컬렉션에 발표된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여 실증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의 컬렉션에서는 15세기 보헤미안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소매의 끝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넓게 벌어진 소매 스타일이 아크네 스튜디오(Acne Studio), 끌로에(Chloe)에 의해 

나타났다. 펜디(Fendi)는 바로크 복식 스타일을 떠올리는 것으로, 주름을 잡아 벌룬과 같이 크게 

부풀린 스타일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샤넬(Chanel)은 로코코 복식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작은 프릴을 덧대어 소매 전체에 부피감을 준 스타일을 선보였다. 또한 소니아 리키엘(Sonia 

Rykiel)은 1960년대의 오버사이즈 스타일을 떠올리는 것으로, 소매 전체에 여유를 주거나 랜턴과 

같이 볼록한 스타일을 발표 하였다.

둘째, 긴 길이의 소매, 부풀린 소매, 넓은 소매들은 15세기, 17세기, 18세기, 1960년대 복식 

스타일에서는 여성의 몸을 과장하는 실루엣을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최근 컬렉션에서는 자연스

럽고 슬림한 실루엣에 주로 사용되어 소매의 조형성을 부각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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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랑·이지연·이효진
전북대학교

블랙스플로이테이션(Blaxploitation) 영화 패션의 의미 분석

Ⅰ. 서론

17세기 초 유럽중심의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아메리카에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흑

인(Black people)1)의 서구사회 유입이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흑인은 단지 피부가 검고 문화적으

로 미개하다는 이유만으로 백인들로부터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된 채, 차별과 억압을 받아 오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흑인은 도시의 빈민굴에서 그들의 인권과 생계를 보장받기 

위하여 투쟁을 하기에 이르렀고 미국에서의 1966년 카 마이클(Stokely Carmichael)을 중심으로 

한 ʻBlack Powerʼ 민권운동과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평화주의적 비폭력 흑인운동이 

발생하였다. 

흑인은 검은 피부를 가진 인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국사회에서는 ʻ피 한방울의 법칙2)ʼ에 따라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순수한 혈통과 혼혈이 흑인으로 포함되었으며, 블랙이라는 단어는 인종차별

적인 단어를 넘어선 그들 문화의 주인이 되는 용어가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ʻBlack is Beautifulʼ
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흑인으로서의 존엄을 자각하게 하였다. 이러한 1960년대 후반 블랙 파워

는 세력이 확장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들을 주체로 하는 영화 

장르인 블랙스플로이테이션(Blaxploitation)을 탄생시켰다.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의 대표적인 

작품인 샤프트(Shaft, 1971)의 경우, MGM이 단 1백20만 달러의 제작비로 2천3백만 달러라는 흥

행 수익을 거두었으며 아이작 헤이스(Isaac Hayes)의 주제 음악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로인해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은 대중문화로 인식되어 인종과 관계없이 

큰 관심을 모았으나 영화에서의 흑인의 부정적이거나 반복적인 묘사로 흥미를 잃고 사라졌다. 

이후 미국사회는 여전히 집권층과 보수 세력은 백인들이었고, 2005년 콘돌리자 라이스

(Condoleezza Rice) 국무장관, 2008년부터 2012년 연속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Barack Hussein Obama)와 같은 ʻ블랙 최초ʼ라는 타이틀을 갖는 일련의 사건들은 다시금 흑인을 

집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흑인의 부각은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가 21세기에 새롭게 등

장하게 하였고, 1970년대보다 거대한 규모의 할리우드 자본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21세

기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는 스토리와 캐릭터의 특징뿐만 아니라 흑인의 과거 계급적 차이, 민

족적 정체감을 표현하는 의상으로 발전하여 표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사회에서 흑인들

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까지 긍정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다시 부각되기 시

1) 흑인(Black people): 한국에서 인종을 언급할 때, 얼굴 구조와 같은 신체적 특징 특히 피부색을 통한 구분인 흑인, 백인, 황인으
로 국내 정서에 맞게 통용되고 있으나 Black(people), negar, Africa American 등으로 지칭한다. 

2) 피 한 방울의 법칙(One Drop Rule): 흑인 피 한 방울만 섞여도 흑인으로 신분이 확정됨을 의미하는 미국남부사회의 불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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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21세기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에서 보여준 흑인의 패션을 연구함으로써 흑인들의 패션이 

현대패션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와 관련된 문헌연구방법과 매체연구방법을 

병행하였으며 시대적 범위를 미국사회에서 블래스플로이테이션이 장르로서 주목 받았던 영화 

“Sweet Sweetback's Baadasssss Songˮ과“Shaftˮ를 선보인 1971년부터 2백여 편의 작품으로 전성

기를 누렸던 1975년 이전까지와“Shaftˮ의 리메이크 작품이 나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로 선정

하여 그 시기에 나타난 영화 DVD, 신문기사, 영화・패션잡지의 사진, 인터넷 자료를 통해 연구

를 진행하였다. 

Ⅱ. 블랙스플로이테이션(Blaxploitation)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은 1970년대 전반에 미국에서 생겨난 영화 장르이다. 주로 교외에 사는 아

프리카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엑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이며, 이름의 유래는 "black"과 

"exploitation"의 합성어이다.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는 흑인 배우들이 주연으로 하며, 사운드트

랙에 펑크와 소울 음악을 사용했다. 버라이어티 잡지에 따르면, 1971년 Sweet Sweetback's 

Baadasssss Song이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장르의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독립 영화를 위해 

할리우드 자본의 샤프트(Shaft, 1971)가 이 영화 장르의 시작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대 설정이 미

국 서부 또는 북부의 경우 유대인이 주요 무대가 되어 포주, 마약 밀매자, 암살자가 나오거나 부

패한 경찰이나 정부 관계자와 같은 부정적인 백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부가 무

대인 경우에는 재배지가 주요 무대가 되는 것이 많아, 노예제와 혼혈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흑인들의 예술적 영향 중 하나로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는 흑인을 주체와 소비층으로 한 흑

인 영화이기 때문에, 대부분 ʻ블랙 히어로ʼ들이 등장하는 액션장르이다. 1970년대 초반 블랙스플로

이테이션 영화는 미국사회의 변혁과 흑인문제 해결을 위한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만들어지기도 하

였으며, 1970년대에 흑인인권운동의 영향력이 사회 곳곳에 퍼져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

서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는 백인 권력층에 대한 반감, 미국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빈곤했

던 흑인이 만들어낸 새로운 흑인문화코드가 되었다. 

Ⅲ.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 패션의 상징성

블랙 스플로이테이션 영화는 영화 장르가 탄생하였던 1970년대와 최근에 새롭게 부각된 작품

들은 미국사회에서 다른 의미를 지닌다. 1970년대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의 성격이 미국사회에

서의 인권운동의 개념으로 저항의식과 백인에 대한 반감의 표시였으며, 흑인과 B급 영화광들만을 

위한 영화였다면, 21세기 블랙스플로이테이션은 미국시민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흑인의 

위치를 확인하며 전 세계를 소비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을 반영한 영화 속 

패션 스타일도 크게 변화함을 볼 수 있다. 

21세기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은 1970년대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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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성장한 세대이며,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장르를 발전시켰다.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감독의 경우 1970년대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장르의 영화를 

표방한 ʻ재키 브라운(jackie brown, 1997)ʼ과 ʻ장고: 분노의 추적자(Django Unchained, 2012)ʼ를 통

해 변화한 흑인 캐릭터를 선보였다. 영화 ʻ재키 브라운ʼ의 주인공 캐릭터인 재키 브라운은 40대 

스튜어디스 흑인 독신녀로 강인하고 명석하게 표현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블루, 그레

이, 블랙 색상의 수트 차림으로 등장한다. 영화 장고는 남북전쟁 이전 미국 서부극으로 대부호 

농장주와 대등한 권력을 가진 흑인 집사, 노예제도에 맞서는 장고 등의 캐릭터가 등장한다. 그들

의 패션은 블랙, 화이트의 깔끔한 디토 수트(ditto suit)와 크라바트(cravate), 웨스턴 해트, 블레이

져 등의 남성복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였다. 

존 싱글톤(John Singleton) 감독의 ʻ샤프트(Shaft, 2000)ʼ는 1970년대 영화를 리메이크 한 작품

으로 인종차별 사건을 해결하는 뉴욕 형사의 내용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강인한 남성의 이미

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가죽재킷, 팬츠, 비니, 플로피 해트, 버킷 해트 아이템을 블랙 한 가지 

색상으로 사용하였다. 

리들리 스콧(Ridley Scott) 감독의 ʻ아메리칸 갱스터(american gangster, 2007)ʼ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운전기사에서 범죄조직의 두목, 부패한 경찰과 범죄조직을 소탕하는 

흑인남성의 실화 영화이다. 주인공 프랭크는 미국 동부의 전통적인 신사복 스타일인 아메리칸 트

래디셔널 스타일의 패션으로 기본적인 옷차림을 중요시하며 표현은 심플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나

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영화 속 흑인 여배우들의 패션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전형적인 민족적인 헤어스타일, 의상과 미국사회에서의 낮은 지위를 나타내는 촌스럽거나 노출을 

통한 저급한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었다면 21세기 영화 속 흑인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지위 또는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며 생활의식이 강한 현대여성으로 패션 감각이 뛰어나게 표현되는 차이를 

보인다. 1970년대 남성 캐릭터의 경우 백인 중심 사회에 대한 저항과 인권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조롱, 풍자, 공격적인 성향을 화려하고 선명한 색상, 헐렁한 사이즈, 추상적이거나 그래픽을 이용

한 디테일 등의 패션을 통해 표현하였다면 21세기 영화 속 흑인남성은 현대 트렌드에 맞는 남성

복 스타일을 선보이며 다르게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1970년대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를 바탕으로 21세기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에

서 보여준 패션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20세기 이전부터 흑인이 등장하는 영화의 경우 즉흥적이고 

원시적이며 아프리카 이미지와 자유주의의 열망이 강했으며, 그 연장선상으로 1970년대 블랙스플

로이테이션 영화에서 흑인은 소외되고 억압받던 낮은 신분을 표현하는 패션이 그대로 등장하여 

미국사회에 도전적인 성향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그러나 21세기 블랙스플로이테이션 영화 속에서 

흑인들은 격식에 맞게 갖춰 입거나 상황에 맞는 패션 연출을 통해 미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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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지위와 권력, 위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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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권미정
부산대학교 영화에 나타난 힙스터 패션에 관한 연구

: ｢힙스터(HIPSTERS)｣와 ｢로얄 테넌바움(ROYAL TENENBAUMS)｣을 
중심으로

Ⅰ. 서론

최신 정보통,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힙스터는 미국 문화사에서 긴 변천사를 자랑하는 

청년 하위문화로, 적잖이 복잡한 사회학적 맥락을 품고 있다. 최초의 힙스터는 1940년대 후반, 뉴욕

의 작은 재즈클럽에서 소수의 음악인만 있으면 되는 새롭고 실험적인 비밥음악이 출현하면서 생긴 

새로운 하위문화 스타일이다. 이러한 힙스터 문화는 1999년에 재등장해 2003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왕성하였고, 인터넷과 국가 간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구사회의 젊은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음악, 영화, 

패션과 같은 예술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힙스터 패션은 힙스터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 

그 특이 뚜렷하며, 최신의 정보를 수용하기 때문에 유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힙스터들의 

패션은 그 시기의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도 서울 홍대를 기점으로 힙스터 문화가 유입되었고 현재 TV프로

그램에서는 ʻ힙스터ʼ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힙스터 문화와 패션에 대한 연구로는 

Kim(2012) ｢팝음악에 나타난 패션과 음악 트렌드의 상관관계 연구｣와 Yang(2003) ｢하위문화 복식

의 스타일 연구｣가 있지만, 1940년대 초기 힙스터 문화의 발생과 힙스터 패션에 대한 간략한 언급

만 있어 현대의 힙스터 패션을 이해하기에는 자료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은 첫째, 힙스터 문화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고 둘째, 힙스터의 패션의 특성을 밝히며 셋째, 

영화에 나타난 힙스터 패션을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을 이해하는데 있다. 

Ⅱ. 연구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힙스터 문화와 패션에 대한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한 서적으로는 ｢취향=Taste: 미술, 패션, 인테리어 취향에 대한 내밀한 탐구｣, ｢힙스터에 주의

하라｣, ｢The Hipster Handbook｣, ｢Hipster Fashion｣, ｢Street Boners｣를 참고하였다. 사례연구를 

위한 영화로는 다양한 나라의 힙스터 패션을 연구하기 위해 2008년 러시아에서 개봉한 영화 ｢
HIPSTERS｣와 2001년 뉴욕에서 개봉한 영화 ｢ROYAL TENENBAUMS｣를 선정하여 힙스터 패션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영화 ｢HIPSTERS｣를 선정한 이유는 ｢HIPSTERS｣의 시대적배경이 1950

년대여서 초기 힙스터 문화와 패션을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힙스터가 아닌, 

러시아 힙스터에 관한 영화였기 때문에 폭넓게 힙스터들을 연구할 수 있었다. 영화 ｢ROYAL 

TENENBAUMS｣을 선정한 이유는 이 영화가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하며 미국의 힙스터들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 ｢HIPSTERS｣와 비교하여 힙스터들의 문화와 패션을 연구할 수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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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특히 영화 ｢ROYAL TENENBAUMS｣는 힙스터들의 본고장인 미국의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힙스터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었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힙스터는 1940년대 후반 비밥과 같은 재즈 음악에 대한 열광자들을 말하며 곧바른 생활

양식을 거부하는 것을 상징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주류 문화보다 인디 록과 독립영화 등을 

선호하는 중산층 성인과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대중의 흐름과 거리를 두며 차별적 정체성을 가진다. 자유롭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하

고 있다. 자신을 힙스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대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혐오

한다. 둘째, 1940년대 힙스터들의 복식 특성은 품이 넉넉한 더블브레스트 수트, 일자바지, 타이, 

스카프, 검은 베레모이다. 그들은 또한 염소수염과 선글라스, 스카프, 베레모를 주로 하였는데 그 

당시 이는 매우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후 현대 힙스터의 전형적인 패션 특징은 남성에 있어서 염

소수염 같은 보헤미안적인 용모와, 단정치 못한 옷차림, 깡마른 체형에 스키니진, 스니커즈 운동

화, 뿔테안경 챙넓은 중절모를 예로 들 수 있고, 여성에 있어서는 복고 드레스, 스키니 진, 특이한 

티셔츠, 레이어링 스타일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여성 힙스터들은 복고적인 페도라를 쓰고 뿔테안

경을 끼며 스니커즈와 옥스퍼드화 같은 편안한 신발을 신는다. 헤어스타일은 뱅스타일의 앞머리가 

특징이며, 자연스러운 얼굴에 밝고 붉은 립스틱을 주로 바른다. 셋째 영화 ｢HIPSTERS｣와 ｢
ROYAL TENENBAUMS｣의 힙스터 패션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영화 ｢HIPSTERS｣
의 시대적 배경은 1955년 사회주의를 표방한 구소련의 모스크바이다. 이 영화의 힙스터들은 

20~30대의 젊은이들로 도시의 중산층이 대부분이다. 그 당시 의복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자유분방한 문화를 수용한 힙스터들은 주류의 옷차림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힙스터인 남자주인공 Mels는 생동감 넘치는 노랑, 분홍, 초록, 파랑 색상의 옷을 입는다. 

아이템으로는 체크무늬 재킷과 몸에 달라붙는 일자바지, 화려한 색상의 양말과 넥타이가 있다. 머

리스타일로는 힙스터의 전형적인 스타일 중 하나인 Pomo Pomp 스타일을 하며 신발은 주로 굽이 

있는 스니커즈와 옥스퍼드화를 신고 바지와 신발사이로 화려한 양말의 색이 보이게 하는 것이 특

징이다. 무늬로는 체크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줄무늬와 기하학 무늬도 나타났다. 여자주인

공 Polya의 패션 특징으로는 남자와 마찬가지로 노랑, 분홍과 같이 화려한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

으며 허리를 강조한 풍성한 주름치마가 많이 등장한다. 무늬로는 꽃무늬, 줄무늬, 기하학 무늬가 

나타나며 화장법으로 붉은 립스틱을 주로 바르고 나온다. 반면 영화 ｢ROYAL TENENBAUMS｣는 

200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한다. 힙스터인 테넌바움 3남매는 모두 천재였지만 불우한 가정배경으

로 인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좌절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30~40대 어른들이다. 여자

주인공인 Margot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 입었던 라코스테의 피케 줄무늬 원피스와 단화만

을 신고 나오며 항상 머리는 단발에 빨간 머리핀을 하고 나온다. 외출을 할 때에는 원피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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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의 모피코트만을 걸쳐 남의 눈을 신경쓰지 않는 자유로운 힙스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자주인공 Richie는 천재 테니스 선수였지만 이복동생인 Margot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

의 결혼으로 인한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필라 카라 티셔츠와 져지

를 입고 그 위에 낙타색의 양복을 입는다. 머리와 수염은 정리하지 않고 길러 깊은 수심에 빠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항상 손목 아대와 헤어밴드를 하고 나오는데 이로 인해 자신의 정체

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has와 그 두 아들은 항상 빨간 아디다스 츄리닝을 입

고 나오며 푸마 운동화를 신고 있다. 그의 머리는 힙스터의 전형적인 jewfro 스타일의 파마를 하

고 있다. 두 영화의 힙스터들의 패션을 분석해본 결과 그들은 공통적으로 대중들의 스타일과는 

구별되는 옷을 입으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움을 추구하였으며,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옷을 통해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영화 ｢HIPSTERS｣에서는 사회·문화적 상황이 억압적이었기 때문에 힙

스터들은 화려한 색상과 무늬, 과장된 머리모양과, 몸매를 드러내는 실루엣의 옷을 입었으며, 그

들만의 유행이 존재하여 거의 비슷한 스타일을 하고 있다. 반면 ｢ROYAL TENENBAUMS｣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힙스터들은 개인의 취향을 옷을 통해 그대로 드러냈

으며, 그것은 독립적인 스타일로 발전해갔다. 2000년대 뉴욕의 힙스터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대중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스타일이었다.

Ⅳ. 결론 및 논의

두 영화를 통해 힙스터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해 힙스터 패션

의 모습에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힙스터들은 공통적으로 주류와 구별되는 스타일을 

선택하였으며 그 스타일을 통하여 자유를 추구하였다. 그들의 모습은 대중들이 보기엔 이상하며,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것이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힙스터 문화와 패션을 살펴보면 

유행을 따르지 않고, 최신의 아이템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표현하며, 예술적인 감각을 표현하면

서 자신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힙스터 문화와 패션이 우리나라에도 정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힙스터 문화가 소수의 하위문화이고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힙스터 패션과 문화에 대한 특징을 규정할 수는 없었지만 곧 주류문화로 편입할 것

이라 사료되며 한국만의 힙스터 문화와 패션이 전개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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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김영삼
중앙대학교

패션잡지 보그 표지모델에 나타난 미적 범주 분석

잡지는 기사와 더불어 정보를 전달하는 시·지각 매체이면서 최근 화제에 대한 보도는 물론 

잡지의 컨셉을 기초로 표지나 화보를 통해 인식확장의 조언자로서 참신하고 긍정적인 시대의 이

미지 상을 제시하며, 잡지의 표지는 그 잡지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컨셉을 대표하는 모델로 정보

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간의 아름답고자 하는 욕구를 충적시켜주는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각 

시대의 미적 가치를 반영하며 발전해 가고 있다. 미학은 미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간단하게 정의 

할 수 있는데 패션모델이 패션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신체미의 기준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학의 탐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학 이론을 기초로 하여 미적 범주를 유형화시켜 패션 잡지 보그 표지

에 표현된 모델 이미지의 미적 범주의 특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를 토대로 모델이라는 분야가 단순히 외형을 추구하는 직업적 영역으로만 머물지 않고 패션의 의

미를 재해석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예술적 영역으로 승화시키고 패

션 모델의 미의 유형을 제시하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들에게 차별화 된 이미지를 형상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미학에 관련된 전문 서적 및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중심

단어들을 추출하여 미적 범주를 분류하였고, 2005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근 10년간 보그 

잡지 표지 사진 총 120장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이미지에 대한 객관적인 범주화를 

위해 현직에 10년 이상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패션모델 10인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을 구

성하여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보그 잡지 표지에 나타난 모델의 이미지는 첫째, 성숙한 이미지를 통해 나타내는 

여성성과 자유로운 선과 부드러운 곡선을 통해 느껴지는 유연성이 조화를 이루며 표현되는 아름

다움을 의미하는 우아미로 나타났다. 중심단어는 자연스러운, 자유로운, 세련미로 여성적인 외모

를 추구하는 자연성이 대두되었고 세련되고 온화한 분위기의 이미지와 함께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둘째, 인간의 감성과 정신의 조화, 균형된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우

미 이다. 가련함, 섬세함, 연약함, 고요함이 중심단어이고 도덕적 감정을 내포한 동작들에서만 관

찰되는 동적인 미라 할 수 있다. 셋째, 기대한 것과는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의외성 때

문에 느껴지는 놀라움·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유희적 태도에 의해서 극복되면서 느껴지는 미적 

쾌감인 골계이다. 경쾌화, 해방, 자유성, 돌연함, 놀라움, 공허함이 중심단어이고 착오적인 의외성, 

모순으로 표현되었다. 넷째, 협의 미는 미적인 것의 특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형태로 

엄밀한 의미에서 고전적 형식미로 완전성, 규칙성과 법칙성의 미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션 잡지에 표현된 모델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객관적인 도구로서 미학 이론의 

미적 범주를 채택하였고 앞으로 미적 범주를 세분화 하여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192 _____ Korea, Global Fashion Platform 2015

Sonia Cortés Lefranc*·

Kim Young Sam
Chung-Ang University The Expressions of Modern Fashion Redefined Key 

Elements based on Mexican Traditional Clothing and History

Ⅰ. Introduction

This study deals with Mexicoʼs identity in fashion design focused on traditional textiles 

and costumes, and translating its origins into modern fashion. Several key elements are dis-

cussed how new designers look the clothing into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symbols of 

Mexican identities, as the kimono is to Japan or the sari is to India. Therefore, the history of 

key elements in Mexican traditional clothes can be discussed providing a context to under-

stand as follows. How important these elements are in todayʼs society, and how they have 

prevail throughout the years and have been key pieces to todayʼs Mexican syncretism, and so 

forth. In the perspectives, the study focuses on contemporary womenʼs clothing designs in-

cluding authentic elements from Mexican traditional costumes. As conclusion several questions 

are proposed as tentative future studies on the subject in order to understand Mexican con-

temporary designerʼs expressions in redefining key elements to modern fashion.

The methods and scope for this study include historical academic resources especially 

from Ana Elena Mallet, who has done great works in the study of Mexican identity. Other 

resources are from bibliographies on Mexican Culture(Steines, 2010) and Mexican textile tradi-

tion focusing on the State of Chiapas(Morris, 2009). Representative online blogs are such as 

chiapasbazaar, coolhunetmx, and so on.

Ⅱ. Theoretical backgrounds

1. Pre-Hispanic Clothing

In Mexico, the pre-Hispanic civilizations used very few items that varied by regions, eth-

nicity and social position of each inhabitant, which had in common elements such as textile 

production made out of natural fibers, they have indulged the usage of feathers, rabbit fur, 

seashells, gold and silver string as ornaments. Among menʼs wear the key piece was the 

loincloth, the lumbar cloth that always accompanied a cape among their shoulders. Female 

clothing was more elaborate, the huipil(a loose tunic, sleeveless, with openings for the head 

and arms); a skirt with was literally just a square which enveloped the bottom, from the 

waist to the ankles or knees,“quechquémitlˮ, consisting of two rectangles whose peaks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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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front and back of the torso, similar as a poncho.

2. The Huipil(A Pre-Hispanic upper garment used by women of many indigenous 

groups)

Some Indigenous clothes(Pre-Hispanic costumes) have maintained their original form 

throughout history. For example, the huipil is one of the most common traditional garments 

worn by indigenous women from Mexico and other parts of Central America. It has a loose 

fit generally made from two or three rectangular pieces of fabric joined together with stitch-

ing, ribbons or fabric strings. The piece of clothing is worn by several ethnic groups and it 

varies but the essence of it does not change and its artisanal craftsmanship is elaborated no 

matter the ethnic group it comes from. Some huipils have intricate and meaningful designs 

and it varies depending on the occasion is meant to be worn. The most elaborate one is 

used for weddings, burials and women with higher economic status. The style of the huipil 

often indicates the class and ethnicity of the wearer. However, this is only within ethnic 

groups, so nowadays people for non-ethnic group would only purchase a Huipil based on is 

aesthetics. Usually, the huipil for art works can sometimes take months to be completed. If 

it is made well, it can be lasted up to 30 years or more, and often recycled into a handbag, 

quilt or other type of craft works, and sold at market after it has been worn.

The traditional motives of the huipil refer to the flora and fauna, mythical people and the 

ritual Mayan calendar. The fabric reflects the unchanging time, as the rhythm of life all the 

time the weaving is in new patterns. According to the Mayan weaving is holy because the 

gods themselves mimic weaver. 

3. The Rebozo(A Mexican traditional shawl) 

The rebozo is a traditional Mexican shawl which is long enough to wrap around a wom-

an's body(about 4-5 feet). The rebozo is a multifunction tool for labor, usually used to assist 

the mother into various positions and for relaxation. Rebozo is typically a rectangle big 

enough to wrap an upper part of a body in a loose and comfortable way. Originally, it is 

weaved on a loom and the complexity of the design varies along with embroidery and 

fringe decorations.

It should be noted that since the eighteenth century, all women no matter the caste and 

class, began to use the rebozo, a garment that persists to these day, and given the lack of 

knowledge of its exact origin has been interpreted as the synthesis of mixed races lived in 

the eighteenth century. 

The beauty of a rebozo comes from the arduous work involved. On average it takes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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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n thirty and sixty days to weave a traditional rebozo, with anywhere between 15 and 

200 steps needed depending on the complexity of the design and the type of fiber being 

used. The dying process is done before weaving, using the ikat method. The ikat process is 

a type of textile characterized by its unique dye-resist process. A water resistant material is 

tied around small bundles of threads in an intricate pattern to prevent dye from adhering to 

the threads. Once the threads are dyed, the resists are removed to reveal a design, and the 

threads are woven on a loom to produce an ikat textile. 

4. Mexican decorative embroidery

Another element that defines Mexican Traditional clothing is Mexican embroidery; it is a 

tradition that has struggled to maintain it alive. Mexico is rich in textile embroidery having 

more than a hundred different ethnic groups that have their own traditional method of em-

broidery this tradition is willing to stay alive even if it means synthesizing itself to a modern 

crowd. For example, Chiapas, Mexico, Tzotzil an ethnic group within the south of Mexico, 

make up the largest indigenous group in Mexico´s southernmost state of Chiapas. They 

keep the tradition of telling story within their textiles and their embroidery patterns. 

Ⅲ. Comtemporary Designers Inspired by Mexican Traditional Fashion

Today Several Mexican designers have been inspired by Mexicoʼs traditional clothing. 

Perhaps the interest in projects with social character is the hallmark of the New Mexican 

identity in fashion. This enabled them to undertake projects that include community work 

and contribute to shaping the fashion system in Mexico. As an example, you can summon 

Carla Fernandez, who recently received the Prince Claus Award Design and Cultural Heritage. 

First, in terms of general inspirations from Mexican traditional costumes, Lydia Lavin has 

launched several collections having Mexico as an inspiration, folklore and culture combined 

with modern style. She also promotes the sustainability of indigenous communities and it 

shows; providing work to communities helping avoid immigration and abandonment of their 

traditions. Another design example of modern designers that are getting inspiration from tradi-

tional costumes is the fashion label Malab. Their designs are intriguing and are focused for 

the modern day women, whether it be in Mexico or internationally the brand aspires open-

ing opportunities so Mexico can stablish itself as a modern trend for modern women around 

the world. 

Second, in terms of rebozos and huipiles, Carla Fernandez representatively utilizes rebozos 

and huipiles and reinterprets them into modern fashion as she constantly works wi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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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enous villages and asks people to evolve into a modern market. Fernández leaves the 

fringes of the rebozo intact. The rebozo is one of the most labor-intensive garments on 

earth. Before any looming begins, the threads are wrapped with thousands of knots and 

dyed, and then the knots are removed. 

Third, in terms of fabrics and decoratives, Armando Mafud, is considered one of the pio-

neers of the use of traditional fabrics in the Mexican fashion industry. His work has unique 

pieces and has a fusion of modern and indigenous without being folkloric. Mafud implies 

that everything he does has a respect for the artisans, and that respect must be marked very 

well in what you do as a designer, and that is showed in his work. In addition, for embroi-

dery, contemporary designs have four basic forms: diamonds, which symbolize the earth and 

sky as a unity; undulating forms, like snakes, which symbolize the fertile earth; forms with 

three vertical lines, which symboliz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e community, and its his-

tory; and representational figures, such as toads and patron saints. At the heart of the dia-

mond is often a butterfly, symbol of the sun and center of the Maya cosmos. Diamond de-

signs may cover the whole body of the huipil, they may be realigned to form a border or 

the diamond may be cut in half to form a horizontal design along the bottom of brocade. 

Ⅳ. Conclusion

The most important point found in this research was that in spite of Mexico having so 

much history and craftsmanship in its clothing it is of little interest to modern society, al-

though this is changing with the appearance of new designers wanting to reinvent traditional 

clothing into a modern and more settled fashion combining contemporary trends with tradi-

tional components.

In general designers want to get inspired by traditional Mexican motifs have a big back-

ground of elements, textiles, material and symbols to choose from, and whether is a modern 

take of the huipil or a pair of jeans with Mexican embroidery, designers nowadays have a 

big library of items to get insight from and that makes these new generation of designers 

distinguished themselves from a crowd. In terms of culture, particularly, clothing is the way 

to reveal either the historical roots of a person or the roots the group he belongs to demon-

strating a belonging to a certain cultural community. Clothes are cultural artefacts, embedded 

in current and historical sets of meanings, shaped by social and economic forces, reflecting 

current social and cultural concerns. As a result Mexican fashion designers have come a long 

way in adapting its roots to the modern industry making its designs trendy but respecting its 

craftsmanship. Many things can be said about Mexican clothing, but one thing to highligh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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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t reflects the evolution of the culture. Mexican clothing is not only appealing in design 

but it reflects the intriguing culture and background of the country. 

As for the further study, due to some of Mexicoʼs traditions are in danger of disappearing, 

it would be interesting to evaluate how heritage can meet modernism, and see how fashion 

designers revive these traditions and keep them alive with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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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olism of Red in the Costumes of Zhang Yimou Film

Movies are a visual-arts genre that deliver stories through screen. Colors in movie cos-

tumes are combined with materials and silhouettes to create a powerful visual tool to en-

hance a characterʼs psychological affect and provide atmosphere to audiences. This study in-

vestigates the symbolic effect of color red in China through the work of director Zhang 

Yimou. Costumes and the color red in his movies provide insight into how a character is 

portrayed. This study provides basic resources that arouse a creative inspiration for fashion 

designers who attach a symbolic meaning to movie costumes and their colors. We conduct a 

literature review based on scholarly books, previous studies, and internet sources related to 

the color red and the color of movie costumes used by director Yimou Zhang. Additional 

case studies with 80 visual images of red costumes were also conducted. The scope of re-

search included five movies by director Yimou Zhang that imply special significance to the 

color red: Red Sorghum, Ju Dou, Raise the Red Lantern, The Story of Qiu Ju, and Hero.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lor red in the costumes used by director 

Yimou Zhang symbolizes love and hope. Red symbolizes the beginning of a beautiful object 

and instills hope in the future to the Chinese. The costumes of heroine Ju Dou in the movie 

ʻRed Sorghum Fieldʼ, the wedding dress of Songlian in the movie ʻRaise the Red Lanternʼ and 

the quilted outfit of the heroine in The Story of Qiu Ju are all using the color of red to ex-

press the internal psychology of humans, the desire of being able to escape from the un-

stable present towards a brighter future. And the red costume of the main character JuDou 

and the red costume of Yeowul symbolize the unchanging love between man and woman. 

Second, color red in the costumes of director Yimou Zhang symbolize life. In China, red 

means life, and children were born to bring joy and happiness to their families. so, the 

meaning of life is expressed through a newborn baby who was wrapped in red cloth in the 

movie JuDou and in the movie of The Story of QiuJu. the son was wearing red clothes as 

well. Third, the red color in the costumes of director Yimou Zhang symbolize anger. Red 

symbolizes pleasure as well as negative emotions such as danger, anger, and pain. The red 

clothes that JuDou wears in the scene where Jinshan Yang was trying to kill her newborn 

baby and the red clothes in the scene where Yeowul is about to take revenge in the movie 

Hero to express the rage of the main character. In a word, in Yimou Zhangʻs flims,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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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s were symbolically portrayed through the color of the costumes.

Future studies should conduct an investigation of various performing arts fields with an 

in-depth research on all kinds of film costumes in able to get a deeper insight of the in-

dustrial fields in regards to element like the colors of cost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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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모자제품의 제품속성과 디자인 설계요소 

대한골프협회(KGA)가 2012년에 발표한 한국골프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프인구는 약 470만 

명으로 추산될 만큼 골프는 스포츠 인기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소득과 여가의 증가가 과거 특

수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골프를 다양한 계층으로 빠르게 확산시켜 골프의 대중화 시대로 이끌

었다. 이러한 소비자층의 확대로 골프웨어 소비자 연령층이 기존의 40~50대 중장년층을 포함하여 

20~30대도 중요한 타깃으로 떠오르면서 기존 골프웨어는 캐주얼화 되고 더욱 쉬크한 감성의 스

타일리쉬(stylish)한 골프웨어로 각광받고 있다. 

골프는 옥외 자연환경 속에서 플레이하는 스포츠로 여러 가지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신

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성과 활동성을 겸비한 복장이 필요하다. 골프웨어 아이템은 계절과 기

후,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니트 풀오버, 셔츠, 가벼운 스웨터, 바람막이, 비옷, 또는 그

런 기능을 가진 재킷이나 점퍼, 바지, 스커트, 스포츠 양말, 골프화, 장갑, 모자 등으로 다른 스포

츠 웨어와 마찬가지로 기능성과 트렌드성을 가미된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의복 스타일의 완성은 액세서리에 달려있는 만큼 필드 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골

프웨어 브랜드에서는 액세서리 비중을 대부분 매출의 10%정도 잡고 있는데 일부 브랜드는 25%

까지도 확대 하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소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 중 골프모자는 신체의 중

요부분인 두부에 착용되어 스타일링 측면에서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세심히 선택해야 할 액세서리 

중 하나이다. 운동 시 인체 열기의 상당량이 머리로 발산되므로 골프모자는 열의 손실을 감소할 

수 있고 머리를 보호하게 해야만 한다(마리 오마호니, 사라 e. 브래독, 2007). 그리고 자외선 차

단을 위해 신소재를 이용한 챙이 있는 디자인으로 눈과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고, 모자 안쪽의 

밴드로 땀의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풀 스윙 때도 편안한 착용감을 주어야 한다. 또

한 골프웨어는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의 치고 싶은 심리와 고급스런 캐주얼웨어에 대한 수요와 

맞물려 더욱 패션화되고 있어서 토털코디네이션을 고려한다면 골프모자 또한 패션성과 트렌드성

을 만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골프를 선호하는 계층이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들이 대다수이므로 골프 웨어 및 

액세서리 시장은 고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고가브랜드나 해외브랜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골프를 즐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 점잖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캐주얼웨어를 선호하

고 있으므로 캐주얼웨어와 차별화된 골프모자제품 특유의 디자인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골프웨어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액세서리인 골프모자에 대한 연구는 강미

정, 권영아(2007)의 골프모자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이 있을 뿐 극히 미진하므로 골프모자제품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골프모자제품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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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욕구를 최대한대로 반영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골프모자제품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제품의 

품질속성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골프모자제품 품질속성과 골프모자제품 디자인 시 고려해야할 

설계 요소의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서울 및 수도권 도시와 부산 지역에 거주하

는 20대 이상의 골퍼 남녀 150명을 대상으로 골프모자제품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과 골

프모자 착용 시 나타내 보고 싶은 이미지 및 신체 보정 효과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는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응답 자료는 피조사자가 직접 표현한 단어 중심으로 코딩한 후 비슷한 

의미끼리 친화도(Affinity Diagram)를 이용하여 위계적으로 다시 분류하였으며 이를 SPSS 12.0 프

로그램의 빈도, 백분율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모자제품 구매 시 고려하는 품질속성은 디자인, 자외선 차

단, 착용감, 브랜드, 땀 흡수성, 색상, 가격, 통기성 등의 순으로 나타나 디자인 및 기능성에 초점

을 맞춘 디자인개발이 필요하겠다. 둘째, 골프모자제품에 대한 추구이미지는 세련된 이미지, 고급

스런 이미지, 캐주얼한 이미지, 편안한 이미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점잖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캐주얼웨어를 선호하는 현 골프웨어 트렌드에 맞물려 나타난 토털코디네이션 일환의 결

과로 의복과 액세서리의 이미지는 함께 간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골프모자제품을 착용함으로

써 요구되는 신체의 보정 효과는 얼굴이 작아 보이는, 얼굴이 환해 보이는, 키가 커 보이는, 목이 

길어 보이는, 얼굴이 갸름해 보이는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모자의 크라운 및 

브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좋은 품질의 골프모자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업체에서는 결과에 

나타난 골프모자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디자인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한 골프 소비자층이 다양화됨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

성에 따른 집단 간 비교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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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관·김혜경
원광대학교

백제 패션문화상품 개발을 위한 방문객 라이프스타일 유형 분석

Ⅰ. 서론

한국의 삼국 시대의 국가 중에서 백제는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다른 시

대의 문화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개발 역시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최근 들어 백제 문화권에서 문화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면서 백제 유물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문화 자원의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적 가치와 아름다움

을 지닌 백제 유물의 문양을 분석하고 이를 응용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이를 관련 산업에 다양하

고 새롭게 접목시킨다면 백제의 문양은 한국을 넘어 동양의 미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

하고, 이들이 실제 소비생활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지역 

관광 상품의 하나인 이벤트나 축제를 방문하는 잠재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는 시장세분화를 통해 

보다 명확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소비 행동을 파악하고 표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

하기 위한 시장분석 기준으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변인 중의 하나가 라이프스타일이다. 1960년대 

이후 라이프스타일 개념이 소비자 행동 연구 및 마케팅 분야에 도입되고 보급된 후 한국의 패션 

분야에서도 라이프스타일을 분석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 자

원을 활용한 패션 문화 상품 개발을 위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백제 지역의 방문객들에 대한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방문객들이 구매행동과 선호도

를 반영하여 패션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한 패션 문화 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백제문

화권 방문객의 라이프스타일 차원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구매행동과 백제 유물과 문양 선호도

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백제 문화권 방문객

들의 구매 활동에 적합한 다양한 패션 문화 상품 개발에 본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최근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국희(2009), 정재훈, 황선정(2014) 등은 남

성 소비자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진행했으며, 여성 소비자와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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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전경란과 이미숙(2008), 임성경(2010)등의 연구가 있다. 

라이프스타일과 관광(축제)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고재용·부숙진(2009)은 2008년도 보령머드

축제 참가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확장 마케팅 믹스 요인이 축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축제 참가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어떤가를 살펴본 결과, 합리주의형, 개성추구형, 성

취지향형, 안정추구형, 유행추구형의 5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박종찬·이덕순(2013)은 역사 인

물 축제인 영암왕인문화축제 방문객의 라이프스타일유형에 따른 선택 속성 및 성과 차이 연구에

서 라이프스타일 요인으로 사회 지향형, 자기 중심형의 2 가지 요인을 추출하고, 방문객의 성과

는 라이프스타일과 무관하므로 라이프스타일을 차별화된 홍보와 마케팅의 중요한 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백제문화권인 부여와 공주에서 개최되는 백제문화제를 방문하는 20대에서 50대까지

의 방문객들의 라이프스타일과 패션문화상품 구매해동과 디자인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도구

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014년 7월 기준 연령별 경제 활동 인구 현황을 보면 20대 64.6%, 30

대 76.9%, 40대 80.7%, 50대 76.1%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이 연령대는 구매력을 가졌다고 판단

을 했기 때문이며 19세 이하와 60세 이상은 경제 활동 인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본 조사의 대상

에서 제외를 하였다. 설문지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

다. 설문항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 라이프스타일 35문항, 패션문화상품 구매행동 6문항, 

디자인 개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백제문화권의 중심 지역인 공주와 부여에서 2014년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개

최되는 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6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60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한 592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을 거쳐, 사회과학조사분석 패키지인 

SPSS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 analysis), 

교차분석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Ⅳ. 실증 연구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백제 문화권 방문객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

타났으며, 연령대별로는 30~39세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이, 직업은 회사

원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에서 399만원 사이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과거 패션 문화 상품 구입 경험은 응답자의 74.8% 있다고 응답을 했으며, 응답자의 

34%가 향후 패션 문화 상품 구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다. 패션 문화 상품 구입비용으로

는 1만원에서 3만원 미만이 44.7%로 나타났다. 향후 구입하고 싶은 상품으로는 티셔츠, 가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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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 손수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패션 문화 상품 구입 시 중요하게 여기는 결정 요

인으로는 가격, 실용성, 품질 등의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백제 유물과 문양

을 반영한 패션 문화 상품 구입 시 중요하게 여기는 구매 결정 요인은 디자인, 색상, 독창성, 문

양 등의 심미적 측면으로 나타났다. 즉 백제 패션 문화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디자인과 실용성에 

바탕을 두고 여기에 전통적 가치를 반영한 독창적(독특성)인 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

었다.

디자인과 관련된 분석 결과를 보면, 선호하는 문양은 식물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선호하는 색상 이미지로는 우아한 이미지, 경쾌한 이미지, 내추럴한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백제 유물과 문양을 활용한 패션 문화 상품 개발에 적합한 색상 이미지로는 우아한 이미지, 화려

한 이미지, 내추럴한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백제 문화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유물과 백제 패

션 문화 상품 디자인 개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유물 대해서는 금동대향로, 금제관식, 금동광

배, 와당, 진묘수 등의 순으로 같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백제의 유물과 문양을 디자인에 활용해

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항목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백제 패션 문화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전통성을 이어나가면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재해석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었다. 

2. 라이프스타일 유형 분석 및 군집 분석

20대에서 50대 방문객들이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35개의 변수들로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7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속해있는 요인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

는 내용으로 ʻ변화·여가 지향형ʼ, ʻ실용·정보 지향형ʼ, ʻ유행 지향형ʼ, ʻ과시·쇼핑 지향형ʼ, ʻ사회 

지향형ʼ, ʻ환경 지향형ʼ, ʻ경제 지향형ʼ으로 명명하였다. 

라이프스타일을 하위 차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진 응답자끼리 묶어 집단을 만

들기 위해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7개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기준으로 K-평균 군집 분석

(K-means clustering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Ⅰ은 7개의 요인들 중에서 유명 브랜드 상품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새 상품을 

구입하고 잦은 쇼핑과 충동구매를 하는 과시·패션 추구 성향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어서 ʻ과시적 

패션 지향 집단ʼ으로 명명하였다. 군집Ⅱ는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

고, 새로운 스타일과 유행을 잘 수용하며, 현대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집단으로 나타나 ʻ사회적 

유행 지향 집단ʼ으로 명명하였다. 군집Ⅲ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가 생활을 즐기지만 경제

관념에는 철저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인생을 즐기는 자기애가 강한 특성이 나타나 

ʻ친환경적 여가지향집단ʼ이라고 명명하였다.

군집별 구매행동 분석 결과, 패션문화상품의 구입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 군집별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군집 간의 패션 문화 상품 구매 결정 요인의 차이점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유행 

지향 집단과 친환경적 여가 지향 집단은 과시적 패션 지향 집단에 비해 상품의 디자인, 소장가

치, 희귀성, 가격, 실용성, 품질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간 선호 문양의 차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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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문, 동물문, 인공물문, 복합문에서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디자인의 

적용과 변형에 대한 의견에서도 현대 감각에 맞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백제 유물과 문

양을 디자인에 활용해야 한다는 항목, 전통성 유지를 위해 변형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대

해서 군집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Ⅴ. 결론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백제 패션 문화 상품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패션문화상품의 실제 

사용자인 방문객에 대한 라이프스타일 유형 분석은 꼭 필요한 연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본 연구 결과 방문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정한 35개의 변수들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7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속해있는 요인들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으로 ʻ변화·여가 지향형ʼ, ʻ실용·정보 지향형ʼ, ʻ유행 지향형ʼ, ʻ과시·쇼핑 지향형ʼ, ʻ사회 지향형ʼ, 
ʻ환경 지향형ʼ, ʻ경제 지향형ʼ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7개의 라이프스타일 요인

을 기준으로 군집분석 결과 ʻ과시적 패션 지향 집단ʼ, ʻ사회적 유행 지향 집단ʼ, ʻ친환경적 여가지

향집단ʼ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세 집단 간 패션문화상품 구입 관심 정도, 군집별 구매행동 분석 결

과, 패션문화상품의 구입에 대한 관심 정도, 구매 결정 요인, 선호 문양, 디자인의 적용과 변형 

등에서 군집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백제문화권 방문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이해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

며, 구매 행동과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이 개발된다면 백제문화권을 방

문하는 방문객들의 구매 욕구에 적합한 상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백제 문화권인 부여와 공주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을 백제 문

화권을 방문하는 20대에서 50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백제 문화

권 연구를 위해서는 확대된 지역과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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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대의 아웃도어 추구혜택 및 구매행동 분석

Ⅰ. 서론 및 연구방법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젊은 층에서 아웃도어웨어에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스포츠 활동 정도에 따른 아웃도어웨어의 추구혜택의 차원을 밝

히고, 구매행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남녀 20대를 대상으로 층화

추출하여 수집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총 300부의 데이터를 요인분석, ANOVA,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53.3%, 남성이 

46.7%로 나타났다. 

Ⅱ. 결과 및 고찰

아웃도어 웨어의 추구혜택에 관한 요인분석결과 유행/기능성추구, 착용감/편안함추구, 다용도 

활용성 추구의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신뢰도 계수는 0.908, 0.907, 0.847로 나타났

다. 스포츠 활동의 정도를 상급(1주일에 3회-7회), 중급(1주일에 1-2회), 하급(1달에 1-2회 또는 

활동이 없는 경우)으로 구분하여 변수로 사용하였고 이 변수에 따른 의복 추구혜택에 차이가 있

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요인의 평균값을 구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스포츠 활동에 따

른 아웃도어웨어의 의복추구혜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그러나 연령, 성별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 요인의 평균값을 살펴볼 때 착용감/편안함 추구혜택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그 다음으로 다용도 활용성이 요인에서 스포츠 활동이 상급인 경우와 중하급인 경우에 

그룹 간 차이가 있음을 Duncan test로 알 수 있었다. 다용도(일상복, 스포츠복, 아웃도어로 활용) 

추구혜택의 경우는 스포츠 활동이 하급인 경우에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Duncan test결과 상급, 

중급, 하급 간 그룹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스포츠 활동 정도가 구매행동과의 연관성을 살

펴보았는데, 구매 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정보원, 구매 횟수 등과 연관성이 있음을 교

차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p<0.001). 

Ⅲ. 결론

본 연구는 아웃도어웨어의 타겟 설정과 타겟에 적합한 상품 출시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20대 젊은 층에서 착용감과 편안함을 가장 많이 추구하였으나 다용도 활용하기

를 원하는 층이 있으므로 이러한 니치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 아웃도어 웨어의 경우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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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서 일상복으로 착용 가능한 디자인을 출시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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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청자의 성별 디자이너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행동 비교분석

최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도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중의 하나인 서바이벌 리얼러티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글로발 장르화되고 추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사람들의 디자이너 브랜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확인하고 시청자의 성별에 따른 인지도 및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대 남녀 대학생들 중에서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연

구 대상으로 하여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남녀 20대를 150명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수집하였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t 검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본 연

구의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65.3%, 남성이 34.6%로 나타났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시청 동기는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정보획득요인, 간접경험요인, 휴식과 여가생활요인, 쾌락추구요인, 대인

관계형성 요인의 5 요인이 추출되었다. 

성별건“시청동기ˮ에서 t 검정 결과“대리 만족ˮ,“패션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ˮ,“여가생활ˮ에
서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여성이 이 변수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시청 효과

에 관한 8개의 변수 중에서 성별 유의한 차이는“브랜드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ˮ에서 보였는데 여성이 3.91로 훨씬 높게 나타나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가 여성이 

큰 것으로 해석 되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청후 알게 된 브랜드로는 다중응답결과이므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우클레식ˮ이 1순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제쿤

옴므ˮ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이너 브랜드 인지도 분석결과이명신, 강성도, 황재근 순으로 나타

났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디자인너 브랜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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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장정원·오상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시장선도 브랜드의 분석을 통한 쉬메릭 마케팅 연구

Ⅰ. 연구목적

대구광역시 공동 브랜드인 쉬메릭은 1996년 상표출원한 이래 20년 가까이 지역을 대표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제품 개발 및 지속가능한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방식의 운

영방식에서 최근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탈브

랜드로 운영방식을 바꿔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대구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쉬메릭 공동브랜드 시민인식 조사를 보면 쉬메릭 브랜드 인지율은 91.6%로 높게 나타나 

브랜드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어 있다. 

“대구가 만드는 월드베스트 품질, 쉬메릭!”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소비자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탈 브랜드 역량

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시장선도 제품/브랜드를 분석함으로써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

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대상

쉬메릭 브랜드의 핵심 제품 카테고리는 크게 패션의류, 패션잡화, 리빙, 생활용품, 뷰티 코스

메틱 군으로 이 분야 시장선도 업체는 의류, 패션잡화 카테고리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 주자

인 일본의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UNIQLO), 스페인의 자라(ZARA)와 생활용품 카테고리에서는 

스웨덴의 이케아(IKEA)를 시장선도 제품/브랜드로 선정하여 이들 브랜드의 통합적인 마케팅 전략

을 비교하였다. 

<표 1> 조사대상 브랜드

구 분 주요특징 비고

유니클로

- 베이직한 캐주얼 상품

- 고기능성 소재를 통한 차별성 제공

- 다양한 칼라 제공

- 저가격 고품질

일본

자라

- Good design & Good Quality at Good price

- 짧은 생산 사이클(아이템 당 22.3일)

- 패션러블과 트랜드 반영(짧은 라이프스타일)

스페인

이케아

- 저가의 고품격 조립식(DIY) 가구의 컨셉트 도입

- 유통 및 물류비용 절감(플랫-패키징 방식)

- 디자인 컨셉 : 단순함이 미덕이다(Simplicity is a Virture)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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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SPA 브랜드로서 가장 성공한 사례로 불리고 있는 일본 유니클로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저가격 지향 전략이다. 상품을 저가격으로 판매 가능한 것은 기존의 패션제품의 유통

과는 달리 중간업자가 존재하지 않고 제품기획․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저가격 전략을 잘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생산현장 밀착 관리 전략이다. 생산공정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품질 및 납기 컨트롤이 가능하며 추가발주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

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생산방식에 적합한 조직구성이다. 캐주얼 베이직 상품을 주 전개

로 하여 패션성이 강한 상품에 비해 매상변동이 적다. 또한 저가격을 실현하기 위해 규모효율에 

적용한 적은 아이템을 대량 생산하는 조직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넷째, 차별화된 브랜드 홍보 

방법이다. 소비자에게 코디네이터의 즐거움과 제품의 다양성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상품 

겉면에는 유니클로 브랜드 마크가 들어 있지 않아 저가격 제품이라는 사실을 타인에게 인지시키

지 않는다.

유럽 최대의 SPA 기업인 Inditex 그룹의 자라는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해 15일 내에 상품을 생

산할 수 있는 구조, 초고속 생산 체제로 1주일에 두 번 전 세계 매장으로 투입하는 생산 체제, 

가격 대비 고품격 품질이 최대 강점으로 파악된다. 자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매장 직

원이 최신의 시장정보(market information)를 직접 본사에 소비자의 선호도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

로 패션 트렌드의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라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바로 ʻ시장

정보ʼ의 중요성으로 이를 생산에 즉시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내부 업무경로의 혁신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자라와 유니클로는 SPA 브랜드의 공통점과 동시에 차별적인 특성도 보여주고 있다. 두 브랜드 

간의 큰 차이점은 취급하는 품목 수와 품목당 생산량이다. 자라는 최근 기본형 스타일의 의류를 

도입하긴 했지만, 원칙적으로 소량생산을 지향하고 있다. 최신 스타일과 트렌드를 수시로 반영한 

한정된 옷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이며, 이에 반해 유니클로는 패션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상대적

으로 한정된 기본형 스타일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ʻ소품종 대량생산ʼ 방식을 지향하며, 소

재개발의 우수성, 합리적 가격, 공격적 확장이 장점이다. 

이와 함께 토탈 스타일 인테리어 브랜드 이케아는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과 셀프 구매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방식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구색과 쇼핑의 편

의성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다. 이케아는 기존의 가구업체와 확연히 차이를 

둔 자신만의 전략적인 유통, 상품기획,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여 이케아만의 아이덴티티를 지켜감

으로써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철저한 원가절감 전략을 바탕으로 각 부분의 노력은 불필요한 

기능과 장식, 필요이상의 품질을 제거하고, 상품제작 비용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절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새로운 취향에 맞게 가볍고 컬러풀하며 다양한 스타일로 변화

가 가능한 트렌디 상품과 DIY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집을 꾸미는 재미와 가구를 직

접 조립하는 즐거움을 더해줌으로써 ʻ성인을 위한 레고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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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Ⅳ. 결론

소비자들은 아무리 저렴한 상품이라도 가치가 제공되지 않는 상품은 구매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업의 독자적인 플러스알파(제품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가

치는 소비자가 충분히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매력적인 제품일 때 비로써 결과가 

나타난다. 패션, 의류, 생활용품 등의 제품 카테고리에서 유니클로, 자라, 이케아와 같은 글로벌 

시장선도 기업들과의 직접적 경쟁에서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쉬메릭 브랜드 컨셉에 따라 마케팅 

주요 믹스요인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정보를 빠르게 전달

하여 이를 기획 및 생산 현장에 실시간 반영하여야만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경쟁우위

를 가지고 저가격, 고품질을 달성할 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쉬메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저가격이나 높은 인지도만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소

비자 중심의 ʻ고객밀착형 마케팅 전략ʼ, ʻ매장의 차별화ʼ, ʻ독창적 디자인ʼ으로 고품질․고품격 이미지

를 구축하고, 한편으로는 기술의 융·복합 기능, 친환경 기능성 신소재 등을 사용함으로서 제품의 

고부가 가치를 실현시켜 접근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업 이미지에 어울리는 기업문화 형성,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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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김영순·구영석
부산대학교

스포츠 레깅스의 착용현황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
: 피트니스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Ⅰ. 서론

현대인의 삶에 대한 가치의식의 다양화와 생활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삶의 여유와 여가선용,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스포츠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부

각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은 대중의 여가활동과 레저·스포츠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 날로 

번창해가고 변화하는 하나의 사회현상,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김수진, 2003; 윤진아, 2012)

최근 스포츠 레깅스는 패션의 주 아이템이자 시즌리스(season-less) 상품으로 자리 잡아 동작

성, 기능성, 심미성이 높은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스포츠 레깅스 구매자의 소비자 집단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장을 좀 더 효과적으

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전문적인 피트니스 웨어의 수요가 증가함에 있어, 소비자의 

피트니스 행동 및 스포츠 레깅스의 구매행동과 선호경향 등을 밝히고자 하며, 제반 연구가 수반

된다면 급성장중인 스포츠레깅스 시장의 성공적인 마케팅 분야 및 상품 개발 디자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피트니스 경험이 있는 남,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레깅스

의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 12월 11일부터 2015년 1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총 253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22부를 제외한 자료 231부를 최종자료 분석에 이용

하였다. 사용된 설문지는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기술통계

를 통한 빈도를 파악하고 교차분석, t-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운동참여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스포츠 레깅스 착용 여부를 알아보고, 착용집단의 남, 여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일반의류구입에 대한 성향을 레깅스 착용 여부에 따른 집단 특성으로 알아본다.

Ⅲ. 결과 및 고찰

1. 운동 참여 경향

운동을 하는 목적으로는 건강, 자기개발, 다이어트로 나타났으며, 운동기간은 3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웨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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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운동을 가장 많이 하고 다음으로 크로스핏, 러닝머신을 이용한 러닝과 조깅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운동시간대는 오후 5시 이후부터인 저녁시간에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으로 오후시간(12시 이후∼5시)과 본인의 시간이 허용하는 시간대에 수시로 운동하

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스포츠 레깅스의 착용 경향

스포츠 레깅스 착용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레깅스를 입는 빈도는 78(33.8%), 입지 않는 빈

도는 153(66.2%)으로 나타났다. 착용 이유에 대해서는 근육을 잡아주어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아

서 착용한다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착용방법으로는 스포츠 레깅스 단독 착용보다는 스포츠 

레깅스 위에 짧은 바지를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긴 상의와 함께 입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입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체라인이 드러나 부담스럽다는 빈도가 높았으며, 비싼 가격과 남들이 많

이 입지 않고 디자인과 소재, 기능성 등이 만족스럽지 못해 입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3. 운동 시 레깅스를 착용하는 응답자 남, 여의 특성

스포츠 레깅스의 구입 시, 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고 일상복으로도 활용하

여 입는 빈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소유하고 있는 스포츠 레깅스의 갯수는 1∼2벌, 3∼5벌의 빈

도가 높았으며, 착용 횟수는 일주일에 3∼4번, 1∼2번 정도로 나타났으며, 구입한 레깅스의 가격

은 3만원 이상∼6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레깅스를 착용하는 78명의 남여 착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깅스의 전체적인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11항목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활동성

에 있어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활동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레깅스가 본인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내구성에서는 

여성, 가격과 코디의 용이성에 대해서는 남성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소재나 컬러의 다양성

과 체형 보정효과에서는 여성이 더 만족하고 있었지만 성적매력과 트랜드라서 입는다는 남, 여 

모두 보통이하의 평균으로 나타났다. 세탁과 보관에 대해서는 여성이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동기능성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높았다. 

스포츠 레깅스의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남, 여 모두 발목 길이와 검정색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다.

레깅스를 착용하는 응답자의 구매 장소를 살펴보면 스포츠 전문매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8(48.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온라인 쇼핑몰 17(21.8%), 백화점 13(16.7%)의 순으로 조

사되었다. 구입 시 고려하는 사항은 품질, 브랜드, 가격과 디자인 순이었다. 구매 장소에 따른 구

입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품질, 브랜드를 중시하는 경우는 스포츠 전문매장에서, 가격이나 디자인

을 고려하는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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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의류쇼핑에 대한 성향

레깅스 착용여부 집단에 따른 일반의류쇼핑에 대한 성향을 살펴본 결과 ʻ최근 유행하는 의복 

스타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주위 사람들이 의복 유행에 관해서 나에게 묻는다, 새로운 디자인

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입지 않아도 입고 싶다, 나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서 의복은 중요한 것

이다, 나는 새로운 유행 의복을 먼저 구입하는 사람에 속한다, 비싸더라도 기능성을 높인 제품을 

구매한다ʼ의 항목에서 레깅스를 착용하는 집단이 적극성을 보였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구입, 상표나 유명브랜드와 의복이 본인의 능력을 표현한다는 항목들은 두 집단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착용감과 기능성, 활동성과 내구성, 디자인 등은 두 집단 모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이 본인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Ⅳ. 결론

첫째, 전체 피트니스 참여 경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피트니스 기간으로는 3년 이상이 가장 

많았고, 6개월 미만이 32%의 빈도로 나타났다. 피트니스 유형으로는 웨이트, 크로스핏, 러닝머신

을 이용한 러닝과 조깅 등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 자기개발과 전공, 다이어트 

순의 피트니스 동기와 같은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단순히 살을 빼려는 목적 뿐 아니라 아름

다운 몸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려는 사회 분위기와 대학생들 사이의 크로스 핏 열풍을 짐작해볼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기 때문에 운동 목적이 전공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

왔다. 피트니스 센터 방문 시간에서는 하루에 1~2시간 수업이 없는 점심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저

녁시간에 운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 레깅스의 착용여부로는 응답자의 66.2%가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착용하

지 않는 이유로 타이트하게 신체라인이 드러나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비

싼 가격과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음을 꼽았다. 응답자가 대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신체라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가격에 대하여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장인보다 더 민감하게 반

응하고, 유행에 민감할 것이라고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응답자의 33.8%만이 스포츠 레깅스를 착용한다고 응답했지만, 착용자의 대부분은 착용이유를 

활동성이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착용자는 스포츠 레깅스의 기능성과 효과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포츠 레깅스 착용방법으로 단독 착용보다는 짧은 바지를 레이어드 하거나 긴 

상의와 함께 입는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비착용 집단의 신체라인을 드러내 부

담스럽다는 응답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짧은 쇼츠나 스커트가 붙어 나오는 스포츠 

레깅스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스포츠 레깅스를 운동만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운동복과 일상

복으로도 착용하는 응답자는 38.5%로 나타났다. 스포츠 레깅스는 일주일에 3∼4번 착용하며, 소

유 벌수는 1∼2벌, 3∼5벌로 나타났으며 3만원∼6만원 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착용 만족도로

는 품질 및 활동성 관련 항목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남녀 착용자 모두 발목길이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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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색 제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모든 응답자의 일반의류 쇼핑에 대한 성향을 알아보고 스포츠 레깅스 착용집단과 비 착

용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ʻ최근 유행하는 의복 스타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주위 사

람들이 의복 유행에 관해서 나에게 묻는다,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다른 사람이 입지 않아도 입

고 싶다,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서 의복은 중요한 것이다, 나는 새로운 유행 의복을 먼저 구입하

는 사람에 속한다, 비싸더라도 기능성을 높인 제품을 구매한다ʼ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그 외 모든 항목에서도 레깅스 착용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의복

에 대해 더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레깅스의 착용 실태와 착용 소비자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으로, 일

반적인 운동 참여 경향 및 의복행동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스포츠 레깅스에 대한 구매행동, 

만족도, 선호도를 밝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할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스포츠 레깅

스 소비자를 파악하는 데 있어 부산지역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점이 있었기에, 다양한 

지역과 연령, 직업,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의 폭을 넓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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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into developing Seoul Fashion Week 

Seoul Fashion Week is a biannual fashion showcase event sponsored by the Seoul City 

government. It aspires to become the worldʼs fifth leading Fashion Week following New 

York, Paris, London and Milan. 

Several academic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subject of Seoul Fashion Week 

(hereafter, SFW) and Seoul Collecti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SFAA(Seoul Fashion 

Artistsʼ Association), Seoul Collection(Kim, S, 2008) and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e 

Seoul fashion industry(Kim,Y,2008), the fashion brand image and its relation with the collec-

tionʼs country of origin(Kim, 2014). A number of press articles(www.segye.com, www.apparel 

news), repor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ach collection. How SFW was developed, 

however, has not yet been studied in dep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SFW, particularly in relation to London Fashion Week(LFW), to be settled as 

the world-renowned Fashion Week overcoming some downturns in popularity and reputation.

The research method consists in identifying the problems of SFW, as well as the charac-

teristics of LFW that can be adopted by SFW, through literature reviews: theses and news ar-

ticle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and website research on, SFW and the Seoul Design 

Foundation, the organizational body of SFW, and LFW and the British Fashion Council(BFC), 

the organizational body of LFW. SFWʼs noticeable problems are: insufficient returns compared 

to monetary investment, visitors and visiting buyers, with a focus on cultural aspects rather 

than business; and the absence of specific organizational bodies and professional staff, pre-

venting SFW from planning long-term, focused development strategies. 

Some suggest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a few successful examples from LFW. LFW 

shows the possibility to separate fashion business events from public ones; Fashion Week is 

focused on the fashion business; public events, instead, can be organized, such as a fashion 

weekend, a showcase that includes the chance to buy designer clothes onsite. In addition, a 

digital showcase and live streaming of the fashion show would also facilitate international 

access. The collaboration with other Asian fashion weeks, such as Shanghai and Singapore, 

would be a good option in order to, for instance, jointly schedule the fashion week 

calendar. This could result in cutting down travel expenses and time for international buy-

ers(particularly European and American), and a joint promotion of the events would also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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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e PR costs, as can be seen in London Collection: Men in collaboration with Paris, Milan 

and Firenze Menʼs Fashion Week. In terms of the absence of an organizational body, BFC is 

a good example of focused and effective strategies by professional PR people. They properly 

use sponsorship from the City of London and commercial companies. 

Fashion is a high added-value, yet very sensitive, industry. If SFW overcomes its weak-

nesses and learns from successful Fashion Weeks, it will become the worldʼs fifth even of 

this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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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웨어 소비자 수요분석
: 레저웨어 제품군별 트랜드 기반의 소비자 수요분석

Ⅰ. 배경 및 필요성

1. Fashion에서 Leisurewear의 의미

1970년대 말부터 진행된 스포츠와 레저활동의 붐은 패션마켓에 새로운 영역이 되고 있다. 레저

웨어 개발에 관심이 있는 업계에서는 글로벌 레저웨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스포츠선수들과 각종 

물품업계등과 스폰서 체결을 진행하는 등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확대되고 있는 Leisure Life

세계적으로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의 물결이 확대되어 레저활동에 대한 세계적 관

심이 상승되고 여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레저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각종 피트

니스와 레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하면서 레저웨어와 레저물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3. Leisure 수요자와 Market 분석의 필요성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은 2013년 6조4천억원, 세계 2위로 급성장하여 세섬도 제직기술 기반

을 확보하고 있었다. 30%의 급격한 성장률을 지속해오다가 최근에 10%대로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는 아웃도어 시장은 장기적으로 많이 성장할 것으로 추측되어, 제품의 개발 및 마케팅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대부분의 기능성 의류는 현존하는 소재로 개발 가

능하다고 판단되어 왔지만, 소비자들은 신섬유, 새로운 가공법, Active한 디자인, 생산 및 봉제기

법의 혁신성을 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레저웨어 시장의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으로 

향후 국내외 레저웨어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국내 레저활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레저웨어 제품에 대한 선호도 및 구매Needs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최근1년 이내 스포츠·레저·아웃도어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

는 25세~59세까지 광역권 성인 남/여 3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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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1> 조사대상분포

Ⅲ. 결과 및 고찰

1. 레저활동 및 레저웨어 구입관련 현황

소비자가 가장 많이 하는 레저활동은 ʻ등산ʼ으로 50대에 가까울수록 높은 응답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ʻ조깅ʼ은 여성 및 20대 후반~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3위로 나타

난 ʻ캠핑ʼ은 남성 및 젊은 층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표 2> 레저활동 현황

※출처 : 레저웨어 소비자 수요 관련 조사(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14.12 / 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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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활동 빈도는 ʻ일주일에 한 번ʼ 정도이며, 주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한다고 응답했다. 레저

웨어 보유현황은 가장 많이 하는 레저활동과 일치하게 등산복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연

령대별로 20대 후반은 '캠핑복'과 '스키/보드복'을, 40-50대는 '등산복'과 '골프웨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레저웨어 구입장소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가 주로 '아울렛'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하

였으며, 20대 후반 및 여성의 경우 백화점에서의 구매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레저활동현황 및 레저웨어 구입장소

<레저활동 빈도> <레저웨어 주 구입장소>

<레저활동 파트너>

[Base: 전체, N=350, Unit: %]

※ 출처: 레저웨어 소비자 수요 관련 조사(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14.12 / 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

2. 레저스포츠웨어 소비자 선호

레저스포츠웨어 선택 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ʻ소재의 기능성(49%)ʼ > ʻ디자인

(29%)ʼ로 나타난다. 기능성 중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능은 ʻ투습성ʼ > ʻ보온성ʼ > ʻ방수

성ʼ 순이었으며, 연령별로 스키를 많이 즐기는 20대 후반은 ʻ방수성ʼ을, 캠핑선호가 높게 나타난 

30대는 ʻ투습성ʼ, ʻ경량성ʼ을, 골프를 즐기는 50대는 ʻ신축성ʼ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로는 슬림한 fit을 가장 선호하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베이직한 fit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은 주로 단색을 선호하며, 50대는 상대적으로 패턴이 들어간 컬러

나 파스텔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3. 레저스포츠웨어 소비자 구매수요

조사대상 성인들은 대체적으로 등산을 가장 즐겨하며, 젊은 층에서는 ʻ캠핑ʼ도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레저활동에 맞게 ʻ등산복ʼ, ʻ캠핑복ʼ의 보유율이 높게 나타나며, 젊은 층은 ʻ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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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복ʼ, ʻ스키복ʼ의 보유율이 특히 높고,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ʻ등산복ʼ, ʻ골프복ʼ의 보유율이 높았다.

의류 카테고리별로 현재는 ʻ바지류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1년 내 구매율은 상대

적으로 고가인 ʻ아우터ʼ가 높으며 ʻ아우터ʼ의 성장이 최근 레저웨어 시장의 급성장에 기여했을 것

으로 보인다.

<표 4> 레저웨어 구매의향 및 금액 ORRP분석

※ 출처: 레저웨어 소비자 수요 관련 조사(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14.12 / 조사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

소비자 레저웨어 구매의향에 대한 수요를 알기위하여 진행한 1)IRP 분석에서도 아우터는 Ⅱ사

분면이 가장 높게나온 제품군이다. 앞으로도 그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추측되므로 레저스포츠 

제품개발 및 마케팅 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IRP : IRP는 조사 대상에 대한 지불의향이 있는 최소~최대 금액을 주관식 응답으로 받아 분석하는 기법으로, 고가치 고확신층(II

사분면) 비율이 높아야 가격 성공 가능성이 커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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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비자 조사를 통한 ʻ아우터ʼ의 적정가격은 34.8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1년 내 실 

구매금액(28만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레저

웨어의 주요 구입장소는 할인율이 큰 아울렛이 4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레저웨어 관련업종은 ʻ레저웨어 소비자 수요 조사ʼ를 참고하여 기업별 타깃연령대의 선호에 맞

는 아이템 및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을 전략적으로 개발‧마케팅 하면 기업의 매출상승에 직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어 레저활동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구매 시에도 아울렛을 많이 이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아울렛의 특설매장 등 레저웨어 구매율이 높은 곳에서 주말행사 등을 통한 판매도 

좋은 마케팅전략이 될 것이다. 

패션산업 중 특히 레저웨어 산업은 지역의 문화․관광산업과도 연계하여 높은 이익창출을 기대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다른 분야의 생산을 크게 유발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세계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레저웨어 산업 관련 업종에

서는 전략적인 제품개발과 마케팅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014). 레저웨어 소비자 수요 조사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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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경*·정재훈·김충효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건국대학교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패션소비 트랜드 분석플랫폼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 한국의류산업학회

Ⅰ. 서론

빅데이터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체계가 저장, 관리, 분석 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규

모의 데이터로써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빅데이터 생산수준은 매우 높으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및 축적, 활용, 

공유, 확산 모델은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패션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패션소비 

트렌드 발굴 및 새로운 트랜드예측 서비스 창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윗상의 SNS 텍스트를 활용하여 패션관련키워드사전을 구축하고 비정형 데이

터수집을 통해 사용자의 의견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수립에 대한 연구를 하

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트렌드 분석시스템 구성도

<그림 1> 시스템 구성도

1) 오픈소스 웹 검색 소프트웨어인 Nutch를 이용한 데이터수집과 OPEN API를 이용한 트윗기

반 SNS 데이터 수집기술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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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둡 기반의 빅데이터 저장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산저장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패션관련키워드사전에서 구성된 데이터 분류를 기반으로 SNS 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색

인, 검색, 마이닝이 가능한 분석예측모델을 만들었다. 

2. 패션관련키워드사전 구축

1) 빅데이터의 가용성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요인별 패션관련 용어를 수집하여 패션관련키

워드사전을 구축하였다.

2) 1차 상위요인에서 패션(집적연관), 패션(간접연관), 패션(비즈니스), 감정 및 감각 이 네 가

지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2차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약 25,000개 패션관련 단어를 수집하

였다

3. 비즈니스모델

1) 소비자의 트렌드 읽기 모델

SNS데이터 버즈량을 토대로 트렌드 및 패션아이템의 스타일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패

션기업의 기획 방향성과 스팟상품 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을 수립하였다.

2) 소비자의 핵심 구매요인 분석모델

특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적인 사용상황과 의견을 수집하여 제시함으로서 상품 개발

에 한 유용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소비자의 구매결정요인을 제시하는 모델을 수립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버즈량을 토대로 한 패션아이템의 스타일 추이와 기업의 관련 아이템 매출액 분석을 통해 빅

데이터 분석모델의 매출추이예측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증단계를 통해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본 연구의 분석모델은 

기업의 상품 기획 및 스팟상품 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말뭉치 기반의 데이터를 통해 알로기즘을 형성하였고 4개의 상위요인과 약 30

개의하위 요인들을 선정하여 패션트렌드의 연관도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인 기업의 판매 데이터와 

분석모델의 비교 및 검증단계를 통해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감정적 언어 분석을 통한 정

확한 트윗정보 분석과 웹 기반의 시멘틱 분석, 팔로우, 팔로워 정보에 따른 트렌드 분석의 연구

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2)

* 본 논문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지원사업(NO.10048331)으로 지원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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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현·서민녕·구영석
부산대학교

아웃도어 웨어 기능성 소재에 대한 연령별 인지 및 선호도 연구

Ⅰ. 서론

현대 사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질적 풍요, 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와함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가치의식의 다양화와 질적인 삶의 추구로 

인하여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와 레저 활동이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실내보

다는 실외활동(등산, 걷기, 자전거 등)을 즐기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아웃도어 여

가활동과 관련된 의류, 용품 산업이 성장하였고 특히 아웃도어 시장에서 의류 분야의 성장이 눈

에 띈다. 레저 활동에 착용하는 아웃도어 웨어를 평상복처럼 가볍게 입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듯 산행에 필요한 아이템이 아닌 일상복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아웃도어 웨어의 소비자

층은 확대되었고 그들의 취향은 더 다양하고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소재의 기능성에만 초점

을 맞춘 아웃도어 웨어 제품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소비자층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들

이 계속 출시되어야할 것이다. 

윤재익(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대~50대 남녀의 소비자가 아웃도어 제품구매 시 중요하

게 생각하는 주요인이 40대는 실용성, 10대는 상표유명도와 디자인력을 따지는 상품력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여성은 가벼운 트레킹 및 워킹 등의 야외활동을 즐기는 반면 남성들은 반나절 이상

의 정상 등산이나 목표를 정해 놓은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나 아웃도어 웨어 구매시 중요시 여기는 요인이 다양

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 기능성 소재들의 인지 및 선호도 차

이를 알아보고 아웃도어 웨어 소재기획 시 보다 차별화되고 다양성을 요구하는 소비자 특성에 적

합한 소재개발과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령별 기능성 아웃도어 웨어의 인지도 및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서 설문 문항은 인구 통계적 특성, 아웃도어 웨어의 기능성 인지도 

및 선호도 분석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산시내 거주하는 20~50대 남녀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 중 총 21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SPSS 21.0

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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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연령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 기능성 소재 인지도 차이의 결과(Table 1)는 방향성 소재와 자외

선 차단 소재, 경량성 소재를 제외한 모든 기능성 소재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황토 소재에서 매우 높은 유의차를 보여주고 있다(p<.001). 이는 20대 보다는 나이가 들수

록 건강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40, 50대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모든 기능성 소재 

인지도에 있어서 20대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경량성 소재에 대해 높은 인

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연령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 기능성 소재 인지도 차이

20대(n=61) 30대(n=50) 40대(n=54) 50대(n=51) F-value

보온성소재 2.95 3.44 3.24 3.07 3.08*

흡수·흡습성소재 2.57 2.98 3.01 2.94 3.01*

투습·발수성소재 2.70 3.10 3.11 2.94 2.67*

신축성소재 2.80 3.28 3.22 3.13 3.03*

방향성소재 2.16 2.30 2.61 2.37 2.21

항균·방취소재 2.16 2.46 2.75 2.50 3.69*

정전기 방지소재 2.37 2.68 2.79 2.92 3.54*

자외선차단소재 2.37 2.52 2.74 2.66 1.32

황토소재 1.81 2.10 2.48 2.47 5.42***

경량성소재 3.04 3.42 3.35 3.4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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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연령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 제품의 정보 인지도 차이

20대

(n=61)

30대

(n=50)

40대

(n=54)

50대

(n=51)
F-value

기능성 의류제품 세탁 시 드라이클리닝은 적합하지 않다 2.47 2.74 3.27 3.05 7.09***

기능성 의류제품을 오래입기 위해 자주 세탁해도 된다 2.55 2.72 3.05 3.09 4.04**

아웃도어활동 시 기능성 속옷을 입어야 한다. 2.80 2.90 3.24 2.94 2.13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방법이 아웃도어 활동시 적합하다 2.91 3.40 3.14 3.41 2.66*

의류의 흡수성은 체온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0 3.42 3.61 3.43 3.19*

비 오는 날 아웃도어활동 시 고어텍스 제품은 습기를 덜 

배출한다.
2.45 2.74 2.96 2.72 2.27

발수성은 세탁을 많이 하면 없어진다 2.62 3.16 3.38 2.92 5.21**

팔꿈치와 무릎의 가로 봉제선은 활동성을 좋게 한다 2.67 3.38 3.35 3.25 5.95***

오리털, 거위털 등으로 속이 채워진 보온용 재킷을 

다운재킷이라고 부른다
3.09 3.36 3.68 3.29 2.73*

아웃도어용 재킷의 겨드랑이나 옆구리에 있는 지퍼는 통풍을 

위한 것이다.
2.78 2.84 3.20 3.17 2.27

아웃도어 재킷의 지퍼는 안으로 달려져야 한다. 2.19 2.50 2.77 2.70 4.59**

필파워는 높은 숫자일수록 보온성이 뛰어나다. 2.45 2.88 2.88 2.80 1.6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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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 제품의 정보 인지도 차이의 결과는(Table 2) 제품 정보 12가지 항

목 중 8가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기능성 의류 제품 세탁 시 드라이클리닝은 적합하

지 않다ʼ와 ʻ팔꿈치와 무릎의 가로 봉제선은 활동성을 좋게 한다ʼ는 정보에서 높은 유의차를 보였

다(p<.001). 기능성 아웃도어 웨어 제품의 정보는 40대가 전체적으로 인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난 반면 20대의 기능성 아웃도어 웨어 제품의 정보에 대한 인지 수준이 가장 낮았다.

<Table 3> 연령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 제품의 기능성소재 선호도 차이

20대(n=61) 30대(n=50) 40대(n=54) 50대(n=51) F-value

보온성소재 3.70 3.80 3.66 3.64 0.32

흡수·흡습성소재 2.86 3.12 3.31 3.29 2.59

투습·발수성소재 2.80 3.04 3.44 3.13 4.18**

신축성소재 3.27 3.28 3.62 3.52 1.66

방향성소재 2.29 2.46 2.98 2.58 5.75***

항균·방취소재 2.44 2.54 3.05 2.76 3.87**

정전기 방지소재 2.55 2.72 3.27 3.31 7.98***

자외선차단소재 2.49 2.36 3.22 2.96 9.17***

황토소재 2.01 1.86 2.61 2.43 6.44***

경량성소재 3.36 3.22 3.83 4.33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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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연령에 따른 기능성소재 의류제품 선호도 차이

20대(n=61) 30대(n=50) 40대(n=54) 50대(n=51) Total χ²

방수

성소

재

점퍼
37

(60.7)

36

(72.0)

40

(74.1)

35

(68.6)

148

(68.5)

= 28.744**

티셔츠
8

(13.1)

0

(0.0)

3

(5.6)

7

(13.7)

18

(8.3)

조끼
1

(1.6)

1

(2.0)

0

(0.0)

6

(11.8)

8

(3.7)

트레이닝웨어
9

(14.8)

8

(16.0)

8

(14.8)

1

(2.0)

26

(12.0)

바지
6

(9.8)

5

(10.0)

3

(5.6)

2

(3.9)

16

(7.4)

Total
61

(100)

50

(100)

54

(100)

51

(100)

216

(100)

**p<.01 A>B>C

연령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 제품의 기능성소재 선호도 차이는(Table 3) 보온성 소재와 흡수·

흡습성 소재, 신축성 소재, 경량성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방향성 소재, 정전기 방지 소재, 자외선 차단 소재, 황토 소재에서 매우 높은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다(p<.001). 투습·발수성 소재, 방향성 소재, 항균·방취 소재는 40대가 높은 선호도를 보이

며, 정전기 방지소재, 자외선차단소재, 황토소재는 40,50대의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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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성 소재들에서 20대, 30대에 비해 40대, 50대가 기능성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능성 섬유제품은 디자인과 패션을 중요시하는 젊은 층보다는 건강에 관

심이 많고 기능을 중요시하는 연령이 높은 층에서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이현진, 2002)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4의 연령별 보온성 소재와 신축성 소재의 의류제품 선호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반면, 방수성 소재의 의류제품 선호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방수성 소재 의류 제품 

중 모든 연령층이 점퍼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40대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층이 보온성 소재와 방수성 소재의 점퍼와 신축성 소재의 바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

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아웃도어 웨어를 착용하는 남녀 소비자들의 연령에 따른 아웃도어 웨어 기능성 소재 

인지 및 선호도 차이를 규명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인지도 차이는 기능성 소재 인지도와 기능성 아웃도어 웨어 제품의 정보 

인지도 두 가지로 분석되었는데, 기능성소재 인지도는 20대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모든 연

령대에서 경량성 소재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기능성 아웃

도어 웨어 제품의 정보 인지도 차이는 40대가 전체적으로 인지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20대의 기능성 아웃도어 웨어 제품의 정보에 대한 인지 수준이 가장 낮았다.

둘째, 연령에 따른 선호도 차이는 기능성 소재의 선호도와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의 선호도로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기능성 소재들에서 20·30대에 비해 40·50대가 기능성 소재에 대한 선

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기능성소재 의류제품 선호도는 전 연령층이 보온성 소재와 

방수성 소재의 점퍼와 신축성 소재의 바지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청년층에 비

해 중장년층이 방수성 소재의 의류제품을 특히 선호하였다.

따라서 20대 소비자들은 아웃도어 웨어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디자인 요소를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장년층은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제품의 기능을 중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 타겟층에 맞추어 아웃도어 웨어 기능

성 제품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연령별로 기능성 소재의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

에 각 연령별로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맞게 소재기획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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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서민녕·구영석
부산대학교

여대생의 스커트 소재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

Ⅰ. 서론

오늘날의 급변하는 패션 환경 속에서 패션 산업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고 예측하여 목표 시

장의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션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Park, H. J, 

1990). 현재의 패션 업계는 상품의 차별화 요소로서 소재의 경쟁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소

재의 차별화는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의복 디자인의 이미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각 요소인 소재, 색상, 디자인 등이 조화되어 완성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안정된 품질과 질감의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 소재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대량 생산되

고 있는 현재 의류업체의 상품을 차별화하는 요소로서 소재의 영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Ahn, S. H, 2002)

그 중에서도 여대생들은 연령적으로 청년기에 속하며 의복에 높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

며, 이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정서적인 안정, 이성에 대한 매력,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

한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또한 어느 다른 집단보다도 패션의 변화가 잦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패션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집단이다. 이러한 여대생들이 특성으로 인해 여대생들의 의복행동

이 사회전반의 패션 수용과 패션 확산과정에서 주는 의미는 크다(Park, H. J, 1990).

여성복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템으로 스커트는 시대와 유행에 따라 형태와 길이가 변화되

면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해왔다. 최근에는 각각의 개성을 가진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

고 돋보이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커트가 공존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

의 스커트를 착용하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커트 소재 인지도 및 선호도 연구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셔츠용 소재에 대한 선

호도 조사연구(Kim & Na, 2002), 자켓용 소재의 태와 감성이미지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Kim 

& Na, 2004) 등 상의 소재에 관한 연구에 비해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스커트 소재 인지도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의류학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나누어 스커트 소재의 인지도 및 

계절별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현재 여대생들의 스커트 소재 선택시 중요

시하는 측면과 계절별로 선호하는 스커트 소재를 정확하게 제시하여 여대생을 타겟으로 한 스커

트 상품 기획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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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첫째, 여대생의 의류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따른 스커트 소재 인지도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여대생의 의류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에 따른 스커트 소재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여대생들의 스커트 소재에 대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연구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수는 부산지역 여자 대학생으로 총 216명이었다. 자료는 2014년 11월부터 2월에 걸쳐 

수집하였으며 총 21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Ahn, S. H(200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재인지도 및 소재

선택시 고려사항(2문항)과 계절별 스커트 소재, 재질감, 소재의 패턴에 관한 선호도(3문항), Won 

& Lee(1998)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색상 선호(2문항), 스커트 디자인 선호도는 Park, H. 

J.(1990)의 선행연구에서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1문항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21을 

사용하여 의류학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스커트 소재의 인지도 선호도 차이를 알아보기위해 교차분

석, t-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의류학 전공에 따른 의복 소재 지식과 인지도 차이 조사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냈고(p<.001), 의류학 전공자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Table1).

전공에 따른 스커트 소재 선택 시 고려사항과 스커트 소재의 재질감에 따른 선호도 차이에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집단 모두 소재의 디자인 중 색상, 다른 

옷과의 어울림, 패턴, 가격, 소재의 종류, 소재의 기능성 순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소재의 재질감 

선호도에서는 부드러운 재질감, 매끄러운 재질감, 광택이 있고 표면에 잔털이 있는 촉촉한 재질

감, 두껍고 부피가 있는 재질감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커트 소재 기획 시 

소재의 디자인적인 면(색상, 패턴)과 피부에 닿았을 때 소재의 재질감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선택

이 필요할 것이다(Tabl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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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전공에 따른 의복 소재 지식과 인지도 차이

문항 전공자(n=114) 비전공자(n=102) t-value

의복 소재 지식에 대해 알고 있다. 2.85(.84) 2.37(.96) 3.38***

나는 의복을 구입하기 전에 소재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51(.94) 2.79(1.03) 5.36***

요즘 유행하는 의복 소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다. 3.55(.89) 2.80(.89) 6.15***

의복 소재를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들을 알고 있다. 3.56(.90) 2.81(1.02)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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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전공에 따른 스커트 소재 선택 시 고려 사항

문항 전공자(n=114) 비전공자(n=102) t-value

다른 옷과의 어울림 4.06(.82) 4.07(.74) -.15

소재의 디자인
색상 4.28(.74) 4.25(.68) .35

패턴 4.00(.87) 4.00(.75) .07

소재의 종류 3.55(.81) 3.34(.93) 1.76

소재의 기능성 2.99(.83) 3.06(.93) -.64

가격 3.89(.83) 3.94(.7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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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전공에 따른 스커트 소재의 재질감 선호도 차이

문항 전공자(n=114) 비전공자(n=102) t-value

두껍고 부피가 있는 재질감 2.81(1.02) 2.77(.83) .32

부드러운 재질감 3.64(.71) 3.66(.70) -.18

광택이 있고 표면에 잔털이 있는 촉촉한 재질감 2.99(.93) 2.80(.82) 1.55

매끄러운 재질감 3.14(.80) 3.30(.78)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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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전공에 따른 스커트 소재의 기능성 선호도 차이

문항 전공자(n=114) 비전공자(n=102) t-value

보온성 3.56(.83) 3.52(.80) 0.28

흡수·흡습성 2.85(.77) 3.10(.87) -2.28*

정전기 방지 3.35(.86) 3.51(.86) -1.43

투습·발수(방수)성 2.78(.79) 2.92(.77) -1.23

신축성 3.85(.86) 3.70(.81) 1.26

자외선 차단 2.49(.88) 2.62(.73) -1.22

방향성 2.35(.96) 2.38(.80) -0.18

항균·방취 2.84(.96) 2.86(.89) -0.16

경량성 3.57(.82) 3.61(.85)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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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커트 소재 기능성 선호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 신축성, 경량성, 보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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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선호하였고 흡수·흡습성에 대해서만 비전공자(3.10)가 전공자(2.85)보다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5). 스커트 디자인 형태에서 두 집단 모두 타이트 스커트의 선호도가 높게 나

타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몸에 피트가 되면서 활동 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A-line과 플레어 스커트는 타이트 스커트보다는 천의 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벼운 소

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Table4).

계절별 스커트 소재 선호도 차이 조사에서 봄에는 비전공자, 전공자 모두 면을 가장 선호하였

고, 다음으로 폴리에스터+면혼방을 선호하였다. 여름에는 비전공자들은 면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다음으로 마를 선호한다고 선택하였고 전공자들의 마를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면, 폴리에스

터+면혼방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가을과 겨울의 스커트 소재 선호도는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났

는데 가을의 경우 비전공자들은 면, 니트, 폴리에스터+면혼방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전공자

들은 가죽, 폴리에스터+면혼방, 폴리에스터 순으로 선호하였다. 겨울에는 비전공자들은 니트, 모, 

폴리에스터+모혼방 순으로 선호하였고 전공자들은 모, 폴리에스터+모혼방, 니트를 선호한다고 응

답하였다. 비전공자들은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전공자들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소

재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전공자들에 비해 비전공자들의 소재 지식정도가 낮아 비전공자들이 비교

적 쉬운 선택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커트 소재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는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 색상을 가장 많이 고려하였고 

패턴, 가격, 소재의 종류, 소재의 기능성 순으로 나타났고 스커트 소재의 재질감 선호도에

서는 부드러운 재질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절별 스커트 소재 선호도 차이 조사에서 봄에는 비전공자, 전공자 모두 면을 가장 선호

하였다. 여름에는 비전공자들은 면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전공자들의 마를 가장 선호했다. 

가을의 경우 비전공자들은 면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고 전공자들은 가죽을 가장 선호하

였다. 겨울에는 비전공자들은 니트를 가장 선호하였고 전공자들은 모를 선호하였다.

3. 스커트 소재 기능성 선호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전공자, 비전공자 모두 신축성을 가장 선호

하였고 활동 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보면 여대생들은 가볍고 편안한 스커트를 전반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공에 관계없이 가장 선호하는 소재는 비슷했지만 전공자들이 좀 더 개성을 추구하고 다

양한 색상을 시도해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전공자들의 경우 관련용어나 명칭을 알지 못해

서 비교적 쉬운 선택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스커트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하

고 소재의 부드러운 재질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소재 기획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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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선호하는 디자인도 하되 전공자들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패턴, 색상의 스커

트도 디자인해야 하므로 다양한 디자인의 스커트를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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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여성 기능성 속옷의 소비자 선호도 연구

Ⅰ. 서론

현대는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외모에 대한 관심과 이상적 체형에 대한 갈망

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고, 건강해 보이는 신체는 자기 관리의 척도로 여겨지며 이는 곧 능

력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통하지 않고도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체형을 

보정할 수 있는 기능성 속옷이 50∼60대에서만 인기 있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20∼40의 젊

은 여성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신체에 밀착되는 의복의 유행으로, 더운 여름에도 

기능성 속옷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계절과도 관계없는 인기를 얻고 있다. 즉 소비자들이 트렌

드와 개성에 맞는 패션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속옷 역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고감

도 패션내의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노출패션이 젊은 층 사이에 확산되면서 겉옷으로 입어

도 무방한 디자인의 속옷도 유행하고 있다(김희숙 외, 2003). 이처럼 속옷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

라 선호도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들의 기능성 속옷에 대한 구

매경향과 착용 실태 및 선호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부산시에 거주하는 20∼29세 여성을 대상으로 2014년 12월 11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자료 300부를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하여 응답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체 보정을 원하는 부위

와 착용목적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기능성 속옷의 관심정도

를 저집단과 고집단으로 나누어 구매성향과 착용만족도, 구매만족도를 t-분석, 일원배치분석을 통

하여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고찰

연구 조사대상자 300명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기혼보다 미혼 278(92.7%)이 

많았고, 대학재학이 244(81.3%)으로 나타나 학생이 209(69.7%)로 대부분이었다. 일회 속옷구입 

개수는 1∼2(53.7%)개가 과반수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입 갯수가 7∼8(3.3%)개, 9(1.3%)개 이

상을 구매하는 응답자 비율이 낮아 일반적으로 속옷을 구매할 때 한 번에 많은 개수를 구매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해 평균 3∼4(42.0%)회에 거쳐 구입하며 1회 속옷구입비용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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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미만과 5~10만원 사이를 지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20만 원 이상은 5(1.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한 달 용돈은 30∼50(51.7%)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의류구입비로는 10∼20만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능성 속옷의 착용 특성

기능성 속옷을 착용하는 이유 평균 표준편차 순위

현재 몸매를 유지 4.11 .811 1

보정효과 3.34 .935 2

땀이나 분비물흡수의 위생문제 3.32 1.026 3

활동성증진 3.24 .970 4

보온성 2.44 .911 5

보정신체부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가슴 3.65 .843 1

허벅지 3.58 .984 2

복부 및 허리 3.48 .962 3

엉덩이 3.43 1.004 4

팔 3.19 1.058 5

종아리 3.19 1.058 6

기능성 속옷을 착용하는 이유로는 현재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정효과, 땀이나 분비물 등의 흡수와 위생문제, 활동성 증진을 위하여 기능성 속옷

을 착용하는 것에 대하여 보통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보온성에서는 보통이하의 응답이 많이 

나타나 20대는 기능성 속옷의 착용 목적과 역할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정

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신체부위로는 가슴, 허벅지, 복부 및 허리, 엉덩이, 팔, 종아리 순으로 나타

났으며 기능성 속옷의 신체부위에 따른 보유 개수에서 가슴의 보정과 브라의 소유도가 높게 나타

난 것과 허벅지, 복부 및 허리의 보정 필요 때문에 엉덩이를 올려주는(Hip-up) 팬티와 짧은 길이

의 거들의 소유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능성 속옷 착용자

의 본인 체형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본인의 체형을 잘 알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본인을 뚱뚱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속옷을 구입하기 위한 전문매장에서의 사이즈 측정 

경험에 대하여 보통 이하의 응답이 나타나 아직 전문매장의 사이즈 측정 없이 본인의 속옷을 구

매하고 스스로의 체형을 뚱뚱하게 느끼기 때문에 기능성 속옷을 입지 않았을 때 보다 기능성 속

옷을 입었을 때의 체형을 더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속옷의 구입 선호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디자인, 사이즈, 보정효과, 내구성에 대하여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이즈, 착용감, 소재에 대해서는 몸에 밀착되는 속옷이므로 저집단, 고집

단 모두 매우 신중하게 선택함을 알 수 있다. 디자인, 소재, 사이즈, 착용감, 보정효과, 내구성에 

대해서는 4.0 이상으로 나타나 고집단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상, 속옷의 무게, 가

격, 세탁 및 관리법, 봉제에 대해서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장식과 부자재, 브랜드와 

인지도에 대해서는 고집단, 저집단 모두 그렇지 않다로 나타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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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표 2> 기능성 속옷의 구매 선호도

구매선호도
저집단(N=202) 고집단(N=98)

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디자인 3.71 .739 4.01 .780 -3.263 .001

장식및부자재 2.80 .999 2.93 1.077 -1.042 .298

색상 3.81 .694 3.98 .812 -1.855 .065

소재 4.06 .677 4.16 .742 -1.150 .251

사이즈 4.20 .706 4.38 .650 -2.119 .035

착용감 4.20 .715 4.37 .738 -1.849 .065

보정효과 3.75 .897 4.13 .808 -3.555 .000

무게 3.44 .880 3.45 .921 -.121 .904

가격 3.78 .721 3.76 .826 .291 .771

세탁및관리법 3.43 .815 3.40 .858 .321 .749

브랜드인지도 2.79 .901 2.70 1.017 .760 .448

봉제 3.41 .837 3.46 .899 -.504 .614

내구성 3.92 .794 4.12 .803 -2.055 .041

디자인, 장식 및 부자재, 색상, 소재, 사이즈, 착용감, 보정효과, 가격, 세탁 및 관리법, 브랜드 

인지도에 대해서는 저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 속옷의 일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저집단이 더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복희(1986)의 연구에서 ʻ속옷을 구입할 때는 몸에 맞는 정도, 소재

(착용감), 형태(기능성)의 순으로 제품을 선택하고 있으며 디자인, 색상 등 감각적 기준은 별로 

중요시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ʼ라고 하였지만, 약 30년이 지난 지금은 사이즈, 착용감, 소

재 못지않게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성 속옷의 구매 선호가 착용 후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3항목

에 대하여 구매 선호도와 착용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13 항목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속옷은 구입 할 때 사이즈와 착용감, 소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타났지만 착용 후의 만족도가 낮아 생각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호도에서 높은 평균을 보인 디자인, 색상, 소재, 사이즈, 착용감, 보정효과, 무게, 가격, 세탁 및 

관리법, 봉제, 내구성의 11항목이 만족도에서 평균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새로운 속옷을 구입할 

때는 일반적인 항목에 대하여 기대를 많이 하고 새로운 속옷을 구입하지만 착용 후에는 대체적으

로 만족을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식 및 부자재, 브랜드 인지도의 항목에서 착용후의 

만족도의 평균이 높은 것은 구매 시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착용 후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과 내구성에서는 구입할 때 괜찮을 것이라고 구입한 속옷에 대하여 착용 후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반복되는 구매경험에 의한 본인의 브랜드 선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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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능성 속옷의 선호도와 만족도 차이

기능성 속옷 

구매 시 중요항목 

구입시의 선호도 착용후의 만족도
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디자인 3.81 .765 3.23 .758 10.310 .000

장식및부자재 2.84 1.025 2.96 .663 -2.042 .042

색상 3.87 .738 3.34 .698 11.005 .000

소재 4.10 .699 3.39 .693 14.655 .000

사이즈 4.26 .692 3.40 .698 18.487 .000

착용감 4.26 .725 3.41 .714 16.356 .000

보정효과 3.88 .885 3.35 .771 9.474 .000

무게 3.44 .892 3.19 .634 4.752 .000

가격 3.77 .755 3.09 .749 12.149 .000

세탁및관리법 3.42 .828 3.12 .695 5.304 .000

브랜드인지도 2.76 .940 3.04 .695 -5.101 .000

봉제 3.42 .856 3.22 .607 4.038 .000

내구성 3.99 .801 3.07 .728 15.498 .000

Ⅳ. 결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능성을 필요로 하는 속옷은 기존의 속옷 뿐 만아니라 팔 부분과 종아리 부위도 전반

적으로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아이템의 보정 기능성 속옷 아이템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능성 속옷에서는 사이즈, 착용감, 소재에 대하여 매우 신중함을 보여 속옷에 대한 다

양한 치수와 기능성 속옷에 쾌적성을 줄 수 있는 소재 개발로 착용감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능성 속옷의 구매선호에 따른 착용 후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사이즈, 착용감, 

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기술적인 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능성 속옷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는 연구로 착의가 수반되지 못하여 기능성 속

옷에 대한 수정 보완의 논의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착의를 통

한 불편사항개선을 기초로 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기능성 속옷의 소재와 디자인 기획 자료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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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박은주
동아대학교

모바일 패션쇼핑에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무선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쇼핑이 이루어지는 모바일 쇼핑은 2009년 말 등장한 스마트 폰의 

일반화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 쇼핑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근한다

는 점은 PC기반의 온라인 쇼핑과 같지만 이동성, 즉시성 그리고 개인화와 같은 특성 요인을 가지

면서 기존 온라인 쇼핑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2015년 모바일 쇼핑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62%가 성장한 21조 2,8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 모바일 쇼핑시장에서는 영화 및 공연 예약 등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

로 알려졌지만, 현재 모바일 쇼핑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제품 및 서비스는 의류, 신발, 악

세서리 등을 포함하는 패션제품으로 나타났다. 패션제품은 다른 일반소비재와 달리 가시성이 높

고 소비자들의 브라우징 행동이 많이 일어나는 제품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을 통한 패션제품 쇼핑의 경우 소비자들의 쇼핑가치, 지각된 유

용성 그리고 플로우에 따른 패션제품 구매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바일 쇼

핑을 통해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마케터들이 모바일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

케팅 전략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4년 11월 최근 6개월 이내 패션제품 구매를 위하여 모바일 쇼핑을 방문

한 경험이 있는 부산지역의 남, 여 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지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는 16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1.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쇼핑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쇼핑가치는 쾌락적 쇼핑가

치와 경제적 쇼핑가치로 분류되었고, 이러한 쇼핑가치는 소비자들의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

향을 주었다. 둘째, 모바일 쇼핑에서 쇼핑가치와 지각된 유용성은 소비자들의 플로우 경험에 영

향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쾌락적 쇼핑가치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모바일 쇼핑에서 플로우를 많

이 경험하였다. 셋째, 모바일 쇼핑에서 플로우는 구매의도에 직접적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특

히 플로우를 많이 경험하는 소비자일수록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모

바일 쇼핑에서 플로우 외에도 앱 특성, 판매촉진 활동, SNS 연계 등 소비자들의 구매의도 및 행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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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주*·유태순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용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실태 및 경영자의 윤리경영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최근 경영에 있어서 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경영자가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때 조직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조직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

다고 보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미용업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는 4대 사회보험가

입이 늘어가고 있는 경향이지만 아직까지 개인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많이 저조한 실

정이다.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대부분은 4대 사회보험에 대한 미비한 인식과 경영자의 미권유로 

인해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용 종사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경영자의 윤리경영을 측정하여 경영자의 윤리경영이 직무만족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

명하고 경영자와 미용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보다 긍정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업무환경을 개선하

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미용종사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실태를 파악한다.

2)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경영자의 윤리경영은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종사자의 직무만족도(개인, 직장)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Ⅱ. 연구방법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대구지역의 프랜차이즈와 개인미용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총 384부를 SPSS 19.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 교차분석, 신뢰도 분석, t-검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실태 분석

국민건강보험은 가입 49.2%(189명), 미가입 50.8%(195명)으로 미가입 응답이 많았다. 국민연

금은 가입 42.7%(164명), 미가입 57.8%(220명)으로 미가입 응답이 많았다. 고용보험은 가입 

42.7%(164명), 미가입 57.8%(220명)으로 미가입 응답이 많았다. 산업재해보험은 가입 42.7%(164

명), 미가입 57.8%(220명)으로 미가입 응답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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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윤리경영 차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모두 유의확률이 .000로 나타나 p<.001에서 

가입, 미가입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값은 모두 4대 사회보험(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윤리

경영은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1)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개인만족도 차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모두 p<.001에서 가입, 미가입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값 모두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

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한 종사자의 개인만족

도가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장만족도 차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모두 p<.001에서 가입, 미가입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값 모두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

험,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한 종사자의 직장만족

도가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Ⅵ. 결론

1. 미용종사자들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실태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은 가입률이 49.2%, 국

민연금은 42.7%, 고용보험은 42.7%, 산업재해보험은 42.7%로 가입률이 50% 미만이었다.

2.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경영자의 윤리경영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3.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개인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직장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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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

아이더(Eider)

아웃도어 웨어 소비자의 니즈 분석을 통한 Tra-biz형 아우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 아웃도어 웨어 브랜드 ʻ아이더(eider)ʼ를 중심으로

최근 아웃도어 웨어 시장은 레저 및 스포츠 인구의 증가 등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

다. 단순하고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의복을 원하는 현대인들은 점점 라이트(light)한 아웃도어 웨

어를 선호하는 추세이다. 이에 일과 후 라이트 레저를 즐기려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아웃도

어 웨어 브랜드들은 복합형 디자인 개발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일과 여가

생활의 경계가 모호한 Tra-biz(Travel+Business의 합성어)형 소비자를 타켓으로 경량보온성 

Tra-biz 아웃도어 웨어용 아우터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아우터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니즈

를 알아보고자 하며, Tra-biz 컨셉의 상용 가능성과 아웃도어 웨어 브랜드 중 ʻ아이더ʼ와 Tra-biz 

컨셉을 접목 시켰을 때 소비자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설문 대상은 서울 경기(70%) 및 6대 광역시(30%)에 거주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아웃도어 웨어 

브랜드 구매 경험이 있는 30~40대의 직장인 남성 60명, 여성60명 총 120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문항과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구매경험, 아우터 구매 빈도, 구매 시 고려사항, 소재인식 등을 알아보았으며 아웃도어 웨어에 대

한 브랜드 경쟁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인지도 및 구매경험율, 선호도, 선호이유 등을 알아보았다. 

Tra-biz형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식화와 소재 느낌을 이미지화하

여 자극물로 제시하였으며 구매의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우터, 티셔츠, 바지류, 액세서리, 조끼류, 순으로 구매율이 높았고, 아웃도어 웨어 

아우터의 고관여자는 40~44세 남성으로 계절별 2회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우터는 

디자인, 활동성/착용감, 가격, 기능성 순으로 중요하고, 기능성 아우터의 경우 보온성과 흡한속건

성을 중요시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아우터 구매 시 30대는 디자인과 유행을 고려하고, 40대는 복

합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구매하였으며, 소재는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아웃도어 웨어 의류 브랜드는 인지도, 구매 경험율을 기준으로 1위권(노스페이스, K2, 코오롱 

스포츠), 2위권(네파, 블랙야크), 3위권(라푸마, 컬럼비아, 아이더, 밀레)로 나뉘었다. 아이더의 경

우, 상위권 브랜드보다 인지도와 디자인 요소, 기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이더 브랜

드 노출 전에는 5점 만점 중 평균 3.81점, 브랜드 노출 후에는 5점 만점 중 평균 3.68점으로 아

이더 브랜드 노출 후 Tra-biz 컨셉 제품에 대한 평가가 낮아졌다. ʻ아이더ʼ 컨셉 제품에 대해 구매 

의향이 가장 많은 연령은 40대로 평소에도 아웃도어 웨어 아우터를 착용하고, 구매빈도가 높은 

고관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더 브랜드 노출 후 Tra-biz형 아우터에 대한 평가가 낮아진 것

으로 보아 아이더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으며, 구매 의향이 가장 높은 40대 

고관여자를 타켓으로 Tra-biz 컨셉에 대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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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원*·이규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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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에서의 몰입에 관한 실증연구*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확산으로 인터넷을 매개로 한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스마트 폰의 대중화는 소비자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의 접근성과 이동성을 급속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다수의 기업이 온라인 커

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자사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의 장점을 살려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온라인상에

서 브랜드 커뮤니티 몰입은 브랜드 충성도와 브랜드 몰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기업구축 커뮤니티의 경우 다양한 차원의 몰입이 브랜드 자산 구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3)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이 구축한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에서 소비자의 몰입 수준이 소비자의 

브랜드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브랜드 커뮤

니티에서 소비자의 지속적, 감정적, 규범적 몰입이 브랜드 인지, 브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브랜

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기업에 의해 구축된 온라인 브랜드 커뮤니티

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 몰입은 브랜드 인지와 브랜드 연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몰입은 지각된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의 구매 행동을 설명하

는 브랜드 충성도에는 세 가지 몰입 변수 중 지속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브랜드 커뮤니티에서의 세 가지 차원의 몰입이 브랜드 자산 구

축에 상이한 영향력을 나타냄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이 소비자의 자사 브랜드 인지, 연상, 품질, 

충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브랜드 커뮤니티 이용 시 소비자가 지속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의 다양한 요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브

랜드 커뮤니티 몰입과 브랜드 자산과의 관계를 다양한 몰입 차원과 브랜드 자산 요소로 설명하였

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 본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103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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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이진화*·김정희**
*부산대학교

**국제대학교 옴니채널 환경에서의 패션유통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20세기는 PC, 21세기는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소비가 이뤄지던 싱글 

채널에서 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판매 채널이 확장되면서, 소비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온

라인 점포와 오프라인 점포의 다양한 패션유통 채널을 적절히 조합하여 ʻ크로스오버 쇼핑ʼ을 즐기

는 소비자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온·오프라인 패션점

포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한 후 온라인 점포에서 최저가로 제품을 구매하는 쇼루밍

(showrooming) 현상이 생겨났고, 쇼루밍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한때 오프라인 패션점포에 위기설

이 대두되기도 했었다. 그런데 반대로 온라인 패션점포에서 최저가로 제품을 검색하고 정보를 파

악한 후 오프라인 패션점포에서 가서 직접 제품을 만져보고 확인하여 구매하는 역쇼루밍(reverse- 

showrooming) 현상도 생겨나면서 약간의 희망이 생기게 되었다(Sevitt & Samuel, 2013).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오프라인 패션점포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모바일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루밍(mobile-showrooming)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패션

점포들은 온라인 패션점포와의 결합 통해서 상생할 기회를 찾게 되었다.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와 다양한 소비자들의 등장과 소비자의 변화된 구매패턴으로 

패션리테일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온‧오프라인의 모든 채널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옴

니채널이 등장하게 되었다. 옴니채널(omni-channel)이란 소비자들이 상품정보 검색 및 구매를 위

해 PC, 태블릿, 모바일 폰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쇼핑형태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서비스 시스템을 의미한다(Shin et al., 2014). 이는 다양한 채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

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며, 단일 채널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기획

부터 마케팅, 재고 관리, 결제까지 모든 채널을 통합해 전략 수립한다는 점이 기존의 방식과 차

별점을 갖는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옴니채널이라는 개념이 화두가 되면서 롯데, 신세계 등 대형유통업체들

이 기존에는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 다양한 계열 유통채널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공유, 연동화하며 적극적으로 옴니채널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Shin et al., 

2014). 이러한 옴니채널 전략은 인터넷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인해 위축되었지만 오프라인 유통의 

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재조명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가 두

드러지지만 아무리 편리해도 인간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오감 만족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공간

은 오프라인 매장이며, 실제로 오프라인 점포에서 소비자 구매결정의 70%이상 이뤄지는 중요한 

판매채널로서 활용되고 있다. Umderhill(2008)은 수많은 고객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 ʻ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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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상품을 만지고 싶어 하며, 쇼핑은 일종의 ʼ체험ʻ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즐기는 매장 쇼핑은 

더 확장될 것이라 했다. 따라서 온라인 패션점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원하고 있어 

오프라인 패션점포의 장점을 부각하는 콘텐츠와 서비스의 강화가 결국 소비자를 다시 오프라인 

패션점포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옴니채널 시대 크로스 쇼핑을 즐겨하는 20∼30대 소비자들은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베

이비부머 세대가 2000년을 기점으로 은퇴하면서 밀레니얼 세대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부상하였

다.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는 1982∼1990년(현재 25∼33세)에 태어난 세대로 2030

년이 되면 규모나 경제력 면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BCG). 디지털 

네이티브인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디지털 친숙도가 높아 온라인 및 모바일 채널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정보를 비교해가며 유익하고 편리한 채널에서 구입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쇼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에 방문하는 것을 선호한다.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 오락, 외식, 엔터테인먼트 등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몰링 문화 확산으로 복합쇼핑몰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대는 쇼핑장소(63.8%), 30

∼40대는 문화공간으로, 50대 이상은 만남의 장소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복합쇼핑몰에서 주로 구입하는 품목은 의류 잡화(69.3%), 화장품, 서적·음악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 2012). 20대들은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만 전 연령 중에서 쇼핑장

소로 복합쇼핑몰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남·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패션유통브랜드 점포에서의 소비

자 체험이 체험만족과 패션유통브랜드 신뢰를 매개로 패션유통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을 위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소비자들의 구매가치가 다양해지고, 상품으로 

더 이상 차별화 포인트를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면서 유통업체와 패션기업들을 점

포나 매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서 패션유통브랜드는 20대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의 오프라인 점포에서 느끼게 되는 체험들 중에서 어떠한 체험요인들이 

그들에게 유인력을 가질 것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적으로 옴니채널 전략이 해당 패션유

통브랜드의 오프라인 점포에서의 소비자 체험을 통해 온라인 점포에서의 소비자 행동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20대 남·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패션유통

브랜드 점포에서의 소비자 체험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

하여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대형 복합쇼핑센터(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광복점)에 직

접 방문하여 쇼핑 중 휴식을 하고 있거나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20대 남·녀 소비자들을 대상으

로 2015년 4월 10일∼19일까지 10일 동안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

부를 배포하였는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15부를 제외하고, 총 185부가 회수되

어 최종분석 자료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구성비는 여자 99명(53.5%), 남자 86명(46.5 %)이

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의 타당성 및 신뢰성

을 확인하였다. 먼저 SPSS 21.0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



246 _____ Korea, Global Fashion Platform 2015

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형 패션유통브랜드 점포에서의 소비자 체험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Varimax 

회전방식에 의한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여 변수간 요인 값을 확인하였고, cronbachʼs α계수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검증된 측정항목들에 대해 연구단위별로 측정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분

석을 통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패션유통브랜드 점포에서의 소비자 체험이 체험만족, 패션유통브랜드 신뢰 

및 충성도 간 구조적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20대 남·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

한 결과, 패션유통브랜드 점포에서 소비자 체험은 체험만족과 패션유통브랜드 신뢰에 모두 영향

을 주었으며, 체험만족은 패션유통브랜드 신뢰와 충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체험만족과 패션유통브랜드에 대한 신뢰 없이 패션유통브랜드 점포에서의 소비자 체험

만으로는 패션유통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체험만족과 패션유통

브랜드 신뢰는 모두 패션유통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유통

브랜드 점포에서의 소비자 체험에 만족한 소비자들은 해당 브랜드의 온라인 점포에서 향후 패션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유통브랜드의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 점포의 실시간 연동으로 소비자에게 일관성 있는 통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상생

의 관계가 형성되며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오프라인 점포가 

온라인 점포의 쇼룸이 되고 온라인 점포가 오프라인 점포의 쇼룸이 될 것이라는 예견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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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안전성 표준기준에 대한 국가별 비교
: 한국과 주요 해외국가의 유아동 의류제품 리콜사례를 중심으로

의류를 포함한 섬유제품은 전 세계 소비자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친숙하게 접하는 대표적

인 공산품이다. 더욱이 FTA나 각종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시장이 급속도로 개방됨에 따라 다양

한 국가의 제품이 국가의 경계 없이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의 종류 및 출처가 급속도로 다

양화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섬유, 패션제품은 신소재 및 가

공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물질에 소비자가 노출되게 되고 특히 위험요인에 

취약한 유아동의 경우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상품의 개발 및 유통에 있어 패션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품에 대한 강력한 안전성 기준을 마

련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은 2007년 6월 1일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규정을 마련하여 인간생활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

는 모든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고 섬유제품도 이의 대상이

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좀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

리법｣에 의거, 기존에 사용하였던 13개의 법적 강제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하여 국가통합

인증마크(KC, Korea Certification)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특히 2015년 6월 3일 시행되는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에 의거, 모든 어린이 제품에 의무적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생산과 소

비시장의 측면에서 글로벌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온 패션산업에서는 수출 및 수입 국가를 포

함한 세계 각국의 안전성 기준제도에 변화에 대한 파악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하는 안

전성 기준은 다양한 직종의 패션기업 종사자, 특히 제품을 개발하는 디자이너와 소재기획자, 또 

유통관리를 담당하는 머천다이저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국제 표준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 및 유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섬유제품 중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인 유아동 의류의 제품안전성을 

비교하기 위해 한국과 북미(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RAPEX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EU를 포함한 

31개국)의 유아동 의류제품의 리콜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연구사례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53주간 한국과 해외 주요국가의 리콜사례를 보고한 국가기술표준원의 주간

동향보고서와 각 국가기관의 리콜정보 공개사이트(미국의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유럽집행위원회의 RAPEX, 호주의 Product Safety Recall, 캐나다의 Health Canada)를 통해 보완, 

점검하였다. 총 533개의 유아동 의류제품의 리콜사례가 수집되어 국가별 리콜실태를 제품품목, 

리콜원인과 유해유형, 리콜방법, 리콜구분, 위반규정, 그리고 생산 국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와 해외의 유아동 의류제품의 리콜 실태와 그 요인에 큰 차이를 보였다. 우

리나라의 공산품 총 리콜건수 대비 유아동 의류제품의 리콜 비중은 29.6%로 캐나다의 56%,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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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4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국내시장에 캐나다나 유럽보다 안전한 제품이 소

비, 유통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의류제품이 위험을 초래하는 제품이라는 인식이 낮고 안전성의 

기준이 외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리콜의 원인과 리콜의 구분에

서 뚜렷하게 비교되는데 유아용 의류제품을 크게 디자인에 의한 사유와 원부자재의 화학적 특성

에 의한 사유로 구분할 때, 우리나의 리콜사유로 지나치게 원부자재의 화학적 특성에 의한 사유

에 치중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후드티의 긴목끈, 상의에 부착된 허리의 끈, 바지 밑단의 끈, 작

은 단추나 부품의 분리 등의 디자인요소에 의한 리콜은 단 15.4%인데 반해 미국, 캐나다는 75%

정도, 유럽연합은 90%이상을 차지한다(복수응답자료임). 그런데 다른 국가에서 이런 디자인에 의

한 리콜 사유가 많은 것은 실제 어린이 용품의 위험요인은 질식에 의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되어 있으며, 옷에 부착된 각종 끈은 집안 또는 놀이터 등의 물체사이에 끼게 되면 유아동 사망

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U는 EN14682기준을 마련하여 유아동 의류제품의 

끈의 부착위치, 길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유아동의 활동형태가 다른 

국가에 비해 놀이터 등 옥외활동의 시간이 짧을 수는 있으나 가정 내 시설에서도 이런 요인에 

의한 질식사는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아동 의류제품 리콜의 70%는 원부자재

의 안전성 관련 리콜이며 이는 모두 원부자재 또는 가공에 의한 화학적 유해물질(납, 포름알데하

이드, 프탈레이트 가소제, 방향족 아민함유 염료, 카드늄, 니켈 등) 규제이다. 이러한 화학적물질

은 발암, 알레르기, 내분비계 장애 등 치명적인 위험물질로서 반드시 규제되어야 하는 물질이나 

한번 착용으로 사고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요인은 아니다. 또한 이런 요인은 원부자재업체의 

개발 및 판매 시 통제되어야 하는 요인이며 의류제품이 제작되기 전에 디자이너에게 또는 바이어

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일 것이다. 이에 비해 해외의 경우 원부자재 관련 위험요인의 50%는 

유아동잠옷 소재의 난연성 및 화재위험에 관련된 것으로 디자인에 의한 과도한 여유분에 의한 화

재시 위험요인과 함께 유아용잠옷에 강력히 규제되는 요인이나 국내에는 어린이 잠옷에 대한 규

제가 전혀 없다. 화재 시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유아동이나 노인, 장애자의 경우 화상으로 목숨

을 잃을 수가 있으므로 의류제품에 강력한 기준이 있는 해외의 안전기준(호주의 유아동잠옷 안전

기준인 AS/NZS/249:2003)과는 매우 다르다. 리콜의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어 국가별 차이가 있어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유럽연합의 선진국인 영국, 독일 등은 자발적 리콜을 100%하고 

있고 그런 자발적인 리콜로 관리가 안 되는 헝가리, 불가리아, 키프러스 등은 100% 강제리콜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가 ʻ권고에 따른 리콜ʼ로 기업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지 않고 리콜정보도 공개적으로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지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가 간 경계없이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환경에서 한국 패션기업이 글로

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또 소비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

되고 있는 세계 각 국가의 제품안전성 기준을 철저히 인지하고 이는 제품의 조달에 반드시 반영

하여야 한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에는 국내 기준 뿐 아니라 국제 

표준에 맞는 기준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강력히 시행되어야 장기적으로 패션제품의 국제경쟁

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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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소비가치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현대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알리고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고, 매력적으로 보

이기 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결점을 극복하고자 외모관리를 하며,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지하고 있다. 특히 소비가치가 소비행동의 주요 영향변인으로서 소비자의 인지과정과 구매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에 따라서, 의류분야에서는 일반적 가치 또는 의복소비가치

와 의복행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고, 또는 하나의 가치가 의복행동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의복뿐만 아니라, 성형수술, 몸매관리, 헤어관리 

등 다양한 외모관리행동과 소비가치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의복소비가치와 외모관리행동 정도를 살펴보았고, 의복소비가치

의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의복소비가치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수도권,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474부가 자

료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의복소비가치의 문항은 Kim(1998)과 Kim(2008)의 문항을 사용하고, 

외모관리행동은 Lee and Yoo(2011)와 Lee(2008)가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되었고, 통계분석으로는 SPSS20.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소비가치를 확인적 요인분석한 결과로는 6개 요인(개성적 가치, 외모매력성 가치,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 유행성 가치)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이 가장 높은 것은 

기능적 가치로 나타났으며, 외모매력성 가치, 상황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성적 가치, 유행성 가

치 순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의 평균값에 있어서는 몸매관리의 평균값이 가장 높고, 헤어관

리, 의복관리, 성형/피부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복소비가치 6개 요인의 평균값을 가지고 K-평균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극적가치추

구 집단, 사회적가치추구 집단, 기능적가치추구 집단, 소극적가치추구 집단의 4개 집단으로 구분

되었고, 적극적가치추구 집단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극적가치추구 집단이 가장 낮았다. 

셋째, 의복소비가치 집단별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과 Duncan test

를 실시한 결과, 외모관리행동이 의복소비가치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외모관리행동 모두가 적극적가치추구 집단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

음으로는 사회적가치추구 집단, 기능적가치추구 집단 순이었으며, 소극적가치추구 집단은 외모관

리행동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몸매관리는 모든 의복소비가치 집단에서 평균점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서 가장 많이 행하는 외모관리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성형/피부관리는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내 가장 적게 행하는 외모관리행동으로 나타났다. 적극적가치추구 집단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며 외모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며 사회적인 능력을 추구(과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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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정한 상황에 적합하고, 유행을 따르려는 사람들로 몸매관리, 헤어관리, 의복관리, 성형/피부

관리 등의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사

회적가치추구 집단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유행을 따르며 개성

을 돋보이게 하는데 있어서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하나, 외모매력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

가치 추구집단 보다는 적게 함을 보였다. 기능적가치추구 집단은 유행을 앞서가기보다는 필요한 

상황에만 관심을 갖고, 외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부분을 중요시함으로 기능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외모관리행동을 적극적가치추구 집단과 사회적가치추구 집단보다는 적게 함을 보였다. 소극적가

치추구 집단은 외모관리행동을 가장 적게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집단별로 살펴 보면, 기

능적가치추구 집단과 소극적가치추구 집단은 몸매관리와 헤어관리를 성형/피부관리와 의복관리보

다 더 많이 하며, 적극적가치추구 집단과 사회적가치추구 집단은 몸매관리와 의복관리를 성형/피

부관리와 헤어관리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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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해외여행 쇼핑행동 비교

2013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자 수는 약 1,500만 명에 달하며 여행비 지출액은 178억 

달러에 이르러서, 10년 전보다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4). 

여행자들은 다양한 목적과 동기, 여행활동을 위해 목적지를 결정하고 여행지에서 상품과 서비스

를 구매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여행 활동의 특성을 알아보고 인구통계적 변인들

(성별, 연령, 결혼상태)에 따른 해외여행 행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질문지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여행활동 중요도(23문항), 쇼핑

상품 유형(13문항)과 속성(17문항), 쇼핑장소 유형(10문항)과 속성(17문항)을 측정하였고 5점 리커

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21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고 ANOVA, Duncan 

test,  test를 실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지활동 항목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보여준 문항들은 6개로 나타났다. 남성은 클

럽이나 술집가기, 스포츠경기 관람, 운동참여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였고 여성은 쇼핑, 음악회나 

공연 관람, 미술‧공예 전시회 참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쇼핑비용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100만 원 이상의 지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9.341*). 구매상품 유형에서는 여성은 화

장품‧향수, 가방‧가죽제품, 액세서리 및 부엌용품을 더 선호하며 남성은 담배‧주류와 가전제품 구매

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품속성에 있어서 여성은 브랜드 명성과 착용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았고 남성은 장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매장유형에 대해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고, 매장속성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평가하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이 쇼핑활동을 더 좋아하며 상품이나 매장 속성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

는 선행연구 내용과 일관성을 가진다

둘째, 결혼상태에 따라서 기혼은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즐기는 활동을, 미혼은 여

행지에서의 사교와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지 구매상품 유형에 있

어서 기혼자는 부엌용품, 의약품‧건강식품, 담배‧주류, 장남감, 가전제품, 고가 사치품(시계‧보석‧모
피류)을 선호하였고 미혼자는 식료품을 더 선호하였다. 즉 구매상품에 있어서 기혼집단은 가정생

활과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용품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혼집단이 기혼집단보다 식료

품을 더 선호하는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쇼핑매장의 속성에 있어서 기혼 응답자는 유명한 브랜

드나 장인의 제품인지, 선물용으로 적합한지와 관리편의성을 중요시하였고 미혼 응답자는 가격과 

사용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셋째, 성별로는 여성이 쇼핑과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좋아하며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패션상품 

구매금액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화장품‧향수, 가방‧가죽제품, 액세서리 등 패션상품 구매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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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며 브랜드 명성과 착용가능성을 중요하게 보았다. 여행지의 쇼핑매장, 특히 패션상품 및 기

념품 매장의 경우 여성여행자들의 선호상품 준비와 잘 알려진 브랜드 상품 제시를 통해 만족도와 

구매기회를 높여야 한다. 결혼 여부에 있어서, 기혼여행자는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즐기는 활동을 중요시하며 구매상품도 가정에 필요한 상품이나 사치품 구매가 많았다. 따라서 여

행지 소매업체들은 기혼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고가 브랜드 상품을 제안하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령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여행활동 항목의 수(12개)는 성별(6개)이나 결혼상태

(9개)의 경우보다 더 많았고,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여행상품 유형이 달랐다. 주로 미혼인 20대 

연령층은 의류상품과 현지 식료품 구매를 선호하며 30대는 장남감을, 40-50대는 주방 및 가전제

품을 선호하였다. 쇼핑매장 유형으로는 젊은 연령대일수록 도심의 백화점이나 전문점을 선호하였

고 나이가 많을수록 공예품 매장이나 장인의 공방을 좋아하였다.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남녀나 연령에 따른 행동양식의 차이가 적은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 시

장을 세분하는 변수로 인구통계적 요인의 역할은 약화되고 사회심리적 요인이나 행동적 요인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으나(Choi et al., 2015; Park,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통계

적 요인들이 여전히 시장세분화 변수로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통계적 변인들은 소비자

의 가치관이나 동기, 추구혜택 등의 사회심리적 변인들에 비해 확인이 빠르고 구분이 명확하다. 

따라서 여행시장세분화 요인로서 인구통계적 변인의 중요성이 더 일반적으로 검증되면 관광지 소

매업체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세분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Choi, S., Park, H., Son, M., & Jeon, Y. (2015). 21th Fashion Marketing(3th ed.). Seoul: Changjisa. 

Korea Tourism Organization (2014). Korea statistical report on tourism interim 2013. Seoul, Korea Tourism Organization.



254 _____ Korea, Global Fashion Platform 2015

백나원·구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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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소비자의 추구혜택에 따른 의류 쇼핑매체 비교 

오늘날, 중장년층은 높은 소득과 경제력을 갖춘 소비주체로서 다양한 쇼핑매체에 실질적인 영

향력을 미치고 있다. 쇼핑매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나 주로 젊은 세대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중장년층의 쇼핑매체 이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인 

40, 50대 소비자의 추구혜택에 따른 쇼핑매체의 선택을 비교 분석하여 중장년층을 겨냥한 쇼핑매

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대구시의 40, 50대 남, 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중, 총 17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 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신뢰도분석, 분산분석(ANOVA),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 소비자의 추구혜택 요인분석 결과, 요인은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되었고, 각각 

실용추구, 품질추구, 편의추구, 오락추구라 명명하였다.

둘째, 중장년층 소비자의 추구혜택에 따라 응답자들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4개 요인으로 군

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여 3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집단(n=38)은 다른 집

단들에 비해 모든 문항에 소극적인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실용추구요인에서 유독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ʼ전통보수형ʻ이라 명명하였다. 2집단(n=46)은 실용추구, 품

질추구, 편의추구 세 가지 요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락추구요인에서는 중간정도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ʼ실속형ʻ이라 명명하였다. 3집단(n=95)은 오락추구요인에

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 ʼ쾌락형ʻ이라 명명하였다. 집단 전체를 보았을 때, 품질추구

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락추구요인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쇼핑매체들

은 중장년층을 유입하기 위해 품질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환, 환불, A/S와 같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분류된 응답자 집단별로 주로 사용하는 쇼핑매체(오프라인, 인터넷, 모바일, TV홈쇼핑)

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통보수형 집단은 주로 오프라인 쇼핑을 

이용하며 인터넷, 모바일, TV홈쇼핑에는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앞으로도 오

프라인 쇼핑을 이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속형 집단은 인터넷쇼핑을 주로 이용하며 앞

으로도 인터넷 쇼핑을 이용할 것이라 응답했다. 쾌락형 집단은 오프라인과 인터넷을 비

슷한 수준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앞의 전통보수형, 실속형 집단보다 3개월 평균 의류 

쇼핑횟수와 한번 쇼핑시의 소요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쇼핑 시, 즐거움을 우

선으로 하는 쾌락형 소비자의 특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모바일과 TV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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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의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아, 오프라인과 인터넷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

이며, 중장년층이 인터넷쇼핑에는 친숙하지만 모바일쇼핑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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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김영화·오경화
중앙대학교

20대 대학생들의 친환경 아웃도어웨어 제품구매 결정요인
: VBN 이론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편리하고 풍요로워졌으나 세계가 직면한 환경오염은 극도로 심각해지고 있

으며 특정 국가나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

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전 산업분야에 걸쳐 그린마케팅이라는 경영 

패러다임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의류산업 분야에서도 의류의 생산·구매·사용·폐기 등 의

류제품 소비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친환경적 활동을 지향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하는데 

노력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파타고니아(Patagonia), 팀버랜드(Timberland)와 같은 글로벌 아웃도

어웨어 브랜드들은 제품별로 친환경 요소를 부각시키는 등 친환경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의

류산업의 그린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아웃도어 소비자들의 ʻ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ʼ 소

비성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최종 제품 구매결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실정이며 소비자들이 왜 

친환경 소재의 아웃도어웨어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지, 즉 구매 결정요인 관련 연구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Stern(2000)의 가치-신념-규범(VBN, Value-Belief-Norm) 이론을 바탕으로 친환경 

소재의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결정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요인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한다.4)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20대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20대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대 중에서 최근 캠핑, 암벽타기, MTB 등 아웃도어 액티비

티를 많이 하는 소비자군이자 패딩점퍼, 백팩 등 아웃도어 의류제품을 캐주얼웨어의 평상복으로 

착용하는 세분시장으로 두각 되고 있으며 이에 본조사의 응답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고

찰과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설문지에는 개인적 가치, 환경친화적 신념, 개인적 규범, 친환경 소재 

아웃도어웨어 제품구매 의도 및 태도, 인구통계적 특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SPSS 18.0의 요

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과 AMOS 18.0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델을 실

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7개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변인인 개인적 가치(사회적 성취, 소속

지배력, 이타적, 생태학적), 환경친화적 신념, 개인적 규범, 친환경 소재 아웃도어웨어 제품 구매 

간 구조방정식모델을 실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 지수(=726.604, df=177, GFI= 

0.89, AGFI=0.86 CFI=0.93, RMSEA=0.08)를 보였다. 구조방적식 모델의 각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

과, 개인적 가치(사회적 성취, 소속지배력, 이타적 가치)→환경친화적 신념→개인적 규범→친환경 

아웃도어웨어 제품 구매의 경로계수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친화적 신념과 

개인적 규범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즉 20대 대학생의 경우, 사회적인 성취와 소속에 대한 지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Project NRF No. 2014R1A1A304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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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력, 이타적인 개인의 가치가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신념이 높으며, 이는 개인적 규범에 영향을 

미쳐 친환경적 소재의 아웃도어웨어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 VBN 이론은 친환경 의류제품 구매행동을 규명하는데 적용가능하며 20대 소

비자들의 개인적 가치와 환경친화적 신념, 개인적 규범이 친환경 소재 아웃도어웨어 구매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재 아웃도어웨어에 대한 환경적 혜택 인지와 구매

결정 간 갭(Gap)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 실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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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강성문1)·한설아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주)케이준컴퍼니

2)(주)해리엇킴 친환경·윤리적 영유아복 인증에 대한 연구

Ⅰ. 서론

친환경적이면서 합리적인 북유럽식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스칸디맘은 최근 저출산 경향에 

따라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크고 자녀의 미래 환경에 관심이 높다. 특히 지구환경오염으로 갖가지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의 경우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의 발병률이 높아 피

부에 직접 닿는 의복의 경우 안심할 수 있는 인증을 획득한 소재 사용이 구매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유아복의 경우 천연섬유의 사용이 절대적이며 특히 오가닉 코튼은 3년간 농약이

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지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생산된 소재

로 유기적인 방식으로 재배되어 친환경적이다. 또한 친환경 섬유로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전 생

산, 관리공정에 대한 책임성 검증을 거치므로 윤리적 가치를 더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안심

하고 자녀에게 착용시킬 수 있는 영유아복 개발 및 인증을 위해 친환경적, 윤리적 인증의 종류와 

획득 절차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본론

본 연구는 오가닉 코튼을 중심으로 영유아복에 적용 가능한 친환경·윤리적 인증의 종류를 알

아보고 인증획득을 위한 절차를 고찰함으로써 영유아복 관련 인증에 대한 소비자와 관련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윤리적 인증의 확산과 보편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윤리적 영유아복 인증의 종류 조사

국내의 경우 한국유기섬유표준(KOTS) 인증이 있는데 섬유를 제조, 생산, 유통 표시함에 있어 실

천되어야 할 국내 및 국제적인 친환경적 생산방식과 사회적 및 윤리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자발적 

표준이며 국제적인 인증을 표방하고 있으나 인증의 권위가 아직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 오가닉 코튼 관련 인증으로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OCS 

(Organic Content Standard), CCS(Content Claim Standard), TDA(Texas Department of 

Agriculture), IMO(Institute for Market ecology Organization), OTA(Organic Trade Association), 

JOCA(Japan Organic Cotton Association) 등이 있으며 Control Union과 같은 인증기관이 전 과정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발급한다.

그 외 최종 제품에 한해 유해 화학물질을 검사하고 이를 인증하는 Oeko-Tex Standard 1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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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인증의 심벌마크와 인증 설명은 다음 표와 같다.

심벌마크 인증명 및 내용

․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세계적인 오가닉 단체인 IVN(독일), OTA(미국), SA(영국), JOCA(일본)에 의한 호환성 있는 기준으로 

유럽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며 함량이 95% 이상이 오가닉 코튼이어야만 인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로우며 임금, 환경, 노동 조건, 위생 등 사회적인 기업의 의무도 이행하여야 인증이 

수여됨.

․ OCS(Organic Content Standard)

- 완제품에 포함된 오가닉 재료의 확인과 추적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 인증 기준으로 오가닉 재료의 

함량이 5% 이상이면 인증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전 공정 인증을 통해 제품의 오가닉 함유량의 

확인과 제품의 신뢰성을 제공함.

- 오가닉 소재 100%제품과 혼방 제품으로 나뉨.

․ CCS(Content Claim Standard)

원료부터 최종 제품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합법성을 인증하는 기준으로 

GOTS와 OCS 인증을 받기 위해 거쳐야할 기본 인증임.

․ TDA(Texa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인증

철저한 유기농법 재배과정을 심사하는 텍사스 주 농업 진흥청 인증마크임. 콜로라도, 멕시코, 캐나다 

등 다른 오가닉 생산지에도 고품질 유기농 편 인증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음.

․ IMO(Institute for Market ecology Organization) 인증

스위스 목화 생산 및 원사 원단 제조에 관한 인증마크임. 원사 재배지부터 제품을 보관하고 매장까지 

전달하는 물류창고까지 모든 부분을 직접 검수하거나 문서로 검수함. 관련 기계도 IMO마크를 받은 

기계를 사용하여야하며 염료 또한 IMO규정 염료를 사용하여 함.

․ OTA(Organic Trade Association) 인증

- GOTS의 미국인증기관(오가닉코튼협회)으로 미국 유기면 제품을 대상으로 GOTS 기준에 따라 유기농 

섬유 및 의류 제품을 인증함.

- ʻ100% Organic', 'Organic', 'Made with organic'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00% Organic은 

섬유 재료, 가공제, 생산절차가 모두 유기농관련 규정에 100% 부합할 경우 사용하고 organic은 

95%이상, Made with organic은 70%이상 부합할 경우 사용할 수 있음.

․ JOCA(Japan Organic Cotton Association) 인증

엄격한 생산, 제조과정을 기준으로 오가닉코튼을 심사하는 일본 오가닉코튼협회의 인증마크임.

․ Oeko-Tex Standard 100

- 환경규제가 엄격한 유럽권 국가들이 섬유산업에서 유발하는 각종 환경 문제, 섬유제품에 의한 

알레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마크로 섬유, 의류분야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국제규격임.

- Oeko-Tex Standard 100에 의거하여 최종 제품에 한해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표백제 및 기타 유해 

화학물질이 없음을 보장하는 독일의 인증임.

<표 1> 친환경 섬유 관련 인증 종류 및 설명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오가닉코튼 섬유제품 관련 인증인 GOTS, OCS 100, OCS Blended, 

CCS의 인증심사 기관인 Control Union은 EU(유럽경제기구) 아래 EU 멤버 감독권 위임을 받아 

유기농 생산품들의 가공과정, 첨가제를 표기해 생산품의 감독과 심의를 하는 국제 인증기관이며 

전문 감시자가 1년에 두 번 이상 농장을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유기농에 대한 철저한 관

리와 검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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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섬유제품 인증 절차

다양한 친환경 섬유에 대한 인증이 존재하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오가닉코튼 섬유제품 관

련 인증인 GOTS, OCS 100, OCS Blended, CCS의 인증심사 기관인 Control Union을 기준으로 

절차를 고찰하였다. Control Union의 경우 한국에 지사가 있음에 따라 국내 기업의 인증취득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인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인증신청

심사기관인 Control union을 통해 인증 받고자 하는 인증명으로 신청접수 한다.

② 제안서 접수 및 계약

작성된 제안서를 접수하고 인증심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③ 심사 서류 준비

준비해야할 심사 서류에는 생산 계획서(Organic System plan), 생산 공정도(Flow chat), 생산 

공정지도(Plane Map of Factory), 제품 규격서(Product specification)가 있다. 생산 계획서는 Control 

Union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생산 공정도는 각 공장별 원료의 입고부터 출고단계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작성한다. 생산 공정지도는 각 공장의 시설, 규모, 설비를 설명하고 확인할 수 있는 공

장 평면도로 작성하며 제품 규격서는 Control Union 양식에 따라 신청회사가 생산 가능한 품목

을 혼용율, 공정 순서 등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④ 인증심사

인증심사에는 문서심사와 현장심사가 있다. 문서심사는 문서들이 충분히 준비되고 제공된 문

서들의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먼저 심사원이 심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심사원은 회사의 정보 및 

공정·생산 제품군에 대해 이해하고 다음 진행될 방문심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작성된 자

료가 심사를 진행하기에 미흡하거나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심사원은 신청자에게 수정요청을 한다.

현장심사는 심사원이 각각의 인증기준을 토대로 공장의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을 말

하며 심사 시 공장의 모든 구획 및 자료는 심사원에게 접근 및 확인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현장

심사는 그 공장 및 회사의 시스템을 확인하는 절차로 오프닝 미팅을 열어 입출고 관련서류를 확

인하고 생산 및 관리 기준을 확인하며 이력 추적을 확인한다.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마무

리 회의로써 현장심사를 완료한다. 준비된 서류(표준 및 가이드라인)와 현장 실행방법상의 일치여

부를 확인하여 표준과의 적합성이 모두 확인되면 적합성 인증서가 발행된다.

⑤ 부적합 사항 통보 및 해결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를 마치면 심사원은 발견된 피인증업체의 부적합 사항을 각 부적합의 경

중에 따라 상이한 보완기간을 두고 보완토록 한다. 발견된 문제에 대해 수정조치(correction)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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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분석(root cause analyze)을 하며 문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재발방지조치(corrective action)의 절차로 부적합 사항을 통보하고 해결한다.

⑥ 인증서의 발행 및 사후 관리

심사 후 모든 부적합이 해소되거나 부적합이 심사 중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인증서가 발행되

는데, 각 인증 프로그램별로 발행되며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심사일로부터 12개월), 인증의 범위, 

생산 가능 인증 품목, 인증 받은 회사의 정보가 기재된다. 기준에 따라 모든 인증된 유닛(공장)들

은 심사일로부터 매년 1회 심사를 받아야함에 따라 재심사 준비를 위해 심사 10개월 후 Control 

Union에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인증서가 유효하더라도 제시간에 재심사를 받지 않거나 재심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없을 시 인증서가 정지될 수 있다.

Ⅲ. 결론

친환경·윤리적 영유아복 관련 인증 중 오가닉 코튼 관련 글로벌 인증으로는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OCS(organic Content Standard), CCS(Content Claim Standard)가 있으

며 본 인증들은 유기농 생산품들의 가공과정, 첨가제를 표기해 생산품의 감독과 심의를 하는 국

제 인증기관인 Control Union을 통해 발급가능하다. 본 인증은 [인증신청-제안서 접수 및 계약-심

사서류 준비-인증심사(문서심사, 현장심사)-부적합 사항 통보 및 해결-인증서 발행 및 사후 관리]

의 절차를 통해 인증발급이 가능하다.

Ⅳ. 고찰

본 연구 결과 친환경·윤리적 영유아복의 소재 및 제작공정을 위한 오가닉 코튼 관련 국제 인

증 및 인증기관을 조사하고 인증절차를 알아보았다. 인증은 고유 넘버가 부여되며 이를 소비자에

게 공개함으로써 인증 증명이 가능하고 넘버 조회를 통해 인증의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증을 사칭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증관리에 대한 중요성 또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인증발급 및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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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김한나 
충남대학교

패션브랜드 PR전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감성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각 패션 기업들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더

불어 무한한 경쟁의 환경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강력한 브랜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로 접근하여 제품 홍보 및 판촉 증진을 위한 새로운 

표현방법을 모색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패션이벤트를 전개

하고 있다. 이는 곧 'PR 전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브랜드 관리에 있어서도 광고에 면

역이 생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PR 전략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들이 무한

한 경쟁의 환경 속에서 강력한 브랜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패션 브랜드들의 최

근 PR전략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PR전략이 행해지는 각 브랜드들

의 패션쇼, PRESS DAY, 신제품 품평회, 기자 간담회, VIP쇼 등에 직접 참여하여 1000여장의 PR

활동 사진자료를 통해 연구자가 촬영한 내용을 이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각 패션브랜

드 전략과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브랜드들은 "Lash out" PR전략으로서 ʻ브랜도 인지도 향상ʼ을 위해 팝업스토어, 스타

일링 클래스, 콜라보레이션, 공항패션을 통한 홍보, 사인회 등을 PR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팝업스토어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희소성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짧

은 시간 등장했다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있는 일반 매장보다 희소성이 높았으며. 이벤트 시 함께 

진행되는 셀레브리티을 이용한 사인회 혹은 다른 유형은 상품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에게 인기를 모음으로서 인지도 향상시

키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ʻ브랜드 특정 제품 홍보ʼ를 목적으로 

PRESS DAY, 패션쇼, 매체 투어를 PR방법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국내 3사 방송국을 포함한 

여러 잡지, 패션관계자나 바이어를 대상으로, 특정 상품이나 행사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날보

다 일찍 공개하여 정보 제공을 돕기 위한 행사로 이를 통해 쇼룸 미디어 홍보 효과 극대화를 추

구하고 제품 설명, 목표, 디자이너, 운영계획 등에 대한 미디어 인터뷰 및 현장 질의응답을 통한 

홍보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법에 그치지 않고 언론관계자들을 위한 패션쇼를 통해 브랜드 이미

지 홍보, 신상품 발표, 새로운 트렌드 제시 등의 판매촉진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통

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소비자와의 관계 증진과 주요 고객 관리를 위한 ʻ브랜드 충성도 

제고ʼ 목적에 따른 PR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각 패션브랜드의 충성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VIP를 위한 패션쇼, 디자이너와의 미팅,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사

로잡고 브랜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PR활동들을 통해 충성 고객들과의 긴밀한 연관 관계 형성 시키고 지속

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그들에게 각인시키며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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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박은주
동앙대학교

패션제품평가속성과 모바일쇼핑몰속성이 충동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2014년 4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의류/패션(21.7%), 여행(15.8%) 순으

로 나타났다(ZDNet Korea, 2015). 이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의류/패션제품의 구매비율이 가장 높

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인터넷을 통한 쇼핑보다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쇼핑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실제 패션제품평가속성과 

모바일 쇼핑몰속성이 충동구매행동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2014년 모바일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283명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1.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제품평가속성은 실용성, 심미성, 과시성으로 분류되었으며 

모바일 쇼핑몰속성은 지속적 관리, 유형성, 정보교환으로 분류되었고, 충동구매행동과 만족은 단

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신뢰도는 모두 .63이상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x2=225.234(d.f.=180, p=.012), GFI=.932, AGFI=.905, CFI=.980, RMR=.031로 나타나 x2의 p값이 

.05보다 커야 바람직하다는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적합도 지수 중 x2는 표본의 

크기가 클 경우 기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외의 

값들도 대체로 적합도 검증 기준을 충족시켰다. 개념 신뢰도(CR)가 0.69∼0.90이고, AVE 값이 

.71이상으로 나타나 대체로 수렴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AVE값이 상관관

계의 제곱보다 크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도 확보하였다. 둘째, 구조 모형을 검증한 결과, x2= 

243.32(d.f.=186, p=.003), GFI=.929, AGFI=.903 CFI=.974, RMR=.040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적합

도 지수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나 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력이 확보되었다. 분석결과, 모바

일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패션제품 속성 중 실용성은 충동구매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

며, 과시성은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쇼핑몰 속성 중 지속성 관리만 충동구

매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동구매행동은 충동구매행동 후 만족에 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충동구매는 소비자 만족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으므로 충동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패션제품을 취급하는 마케터들은 모바일 쇼핑몰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내구성이나 품

질 같은 실용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브랜드나 고급스러운 이미지 등을 강조하여 구매로 이어지도

록 해야 할 것이며, 쇼핑몰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푸시/알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쇼핑이나 구매에 도움을 주며 자주 쇼핑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구매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5)

본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801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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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환·이연희·이지연*
한양대학교

한국 패션 산업의 컨벤션 마케팅 현황

Ⅰ. 서론

패션 컨벤션은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 전략 사업의 하나이며 유

용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도 컨벤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컨벤션 산업은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식 기반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Jeong, 2011). 또한 전세계가 하나인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패션 산업

은 고객중심의 고객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단일 기업의 수준에서의 정책보다는 각종 정

보 인프라를 연계한 국가 차원에서의 산업 육성 정책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Son 

and Jeon, 2012). 전략적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한 패션 컨벤션은 전시를 주최하는 주체

자와 참가업체, 바이어 혹은 방문객, 전시장을 대여하는 운영의 주체, 전시를 위한 제반 준비로 

운송, 장치, 렌트, 용역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시 서비스로 구성된다. 패션 컨벤션의 유형은 컨

벤션의 주제, 진행방법, 참가인원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패션 컨벤션의 유형은 전시회 및 

박람회, 컬렉션, 설명회 등과 같은 산업적 측면과 패션 이벤트, 패션쇼 전시회, 국제학술대회 등

과 같은 문화 예술 및, 학술적 측면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션 산업의 해외진출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패션 컨벤션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션 컨벤션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첫째, 패션 컨벤션 참가업체의 현황 및 컨벤션 만족도를 알아보고, 둘

째, 패션 컨벤션에 참가한 바이어 현황 및 바이어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 대상은 전

시회에 참가한 업체와 바이어이며, 설문조사는 2014년 프리뷰 인 차이나 전시회 참가업체 중 74

업체, 프리뷰 인 서울 전시회 참가업체 중 11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분석 내용은 한국

섬유산업협회의 자료를 통해 패션컨벤션 참가업체와 참가한 바이어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전시회 

개최기간 동안의 참가업체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참가업체의 전시회 만족도, 

바이어의 전시회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 결과는 첫째, 패션컨벤션 참가업체 현황은 2014 프리뷰 인 서울 전시회의 참가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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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국 307개사였으며, 국내업체는 198개사, 해외업체는 109개사로 한국과 중국업체의 참가 비율

이 가장 많았다. 전시품목별 출품현황은 Functional Fabrics/Synthetic, Knits, Cotton/Linen/Ramie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가업체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참가업체 수준, 전시장 구성, 전시회 주

최 지원서비스 순으로 만족하였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은 상담바이어 수준, 바이어와의 상담건

수로 나타났다. 차기 전시회 개최시 개선사항으로는 해외 바이어의 국가별 다양화 항목으로 나타

났다. 2014년 프리뷰 인 차이나 전시회의 참가업체는 76개사였으며, 전시품목은 여성복, 남녀토탈

/캐주얼, 남성복, 액세서리 순이었다. 참가업체의 만족요인은 전시회 지원서비스, 바이어와의 상

담, 부스 장치 및 시설 수준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

은 방문 바이어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2014년 프리뷰 인 서울 전시회에 참가한 해외 바이

어는 약 800명 정도였으며, 대륙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아시아 지역이 9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럽, 북미, 중동 등의 순이었다. 참가 바이어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시회 전체 

구성, 비즈니스센터 및 오피스 설비 수준, 제품의 질, 제품의 가격 순으로 만족하였으며, 단점으

로는 전반적으로 제품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는 가격이 비교적 높

은 편이며,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2014 프리뷰 인 차이나에 참여한 바

이어는 중국 전역의 백화점, 쇼핑몰, 셀렉트샵, 대리상이었으며,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고급, 고가의 패션제품을 찾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중국 현지 바이어는 한

국 제품에 대해 디자인, 컬러와 패턴, 소재 및 가공 부분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Ⅳ. 결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패션 컨벤션 참가업체의 불만족 요인으로는 상담바이어 수준, 상담

건수, 해외 바이어의 국가별 다양화 부분으로 패션 컨벤션 기획시 제반여건과 더불어 신규 바이

어 유치와 아시아 지역만이 아닌 다양한 국가의 바이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패션 컨벤션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활

용과 철저한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바이어의 불만족 

요인으로는 제품의 다양화와 가격 항목이므로 섬유소재 중심의 전시회의 경우도 다양한 소재 개

발, 신소재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으며, 소재의 최종 용도인 패션 제품의 개발 

및 전시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 대비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

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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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오경화
중앙대학교

SPA브랜드의 큐레이션 사례와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오늘날 큐레이션은 예술품을 선별하여 기획‧관리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에서 콘텐츠에 새로

운 가치를 부여하여 정보를 재생산 및 제공하는 것으로 점차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큐레이션

의 상품 분야 연관 검색어를 살펴보면 의류, 구두, 액세서리 등 패션 분야에 대중의 관심도가 집

중 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SPA브랜드는 그 특성상 상품주기가 짧아 소비자의 피드백에 즉각

적 대응이 필요하여 큐레이션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정보 유통이 다채널화 된 현대 사회에서 큐레이

션을 활용한 패션 기업의 마케팅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 

상품의 소비 주체가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예측하여 능동적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 주

도적 마케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SPA브랜드와 큐레이션에 관련된 서적과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 등을 바탕으

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패션 분야 및 SPA브랜드의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범위는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패션 큐레이션 사례를 고찰한 후, 이미지 큐레이션의 대표적 

서비스인 핀터레스트(Pinterest)와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큐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국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SPA브랜드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다양한 패션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한 후, 그에 따른 SPA브랜드의 큐레이션의 

유형을 파악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궁극적으로 마케팅을 통한 판매 증진을 지

향하는 패션 분야의 큐레이션을 생산자 입장에서의 수익모델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의류 

생산자 주체가 공식 계정을 통해 상품을 큐레이션함으로써 의류 소비를 촉진하는 ʻ직접적 수익모

델ʼ, 큐레이션 서비스 이용자가 소셜 플랫폼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품 이미지를 공유하여 패션 상

품 홍보와 기대 수익이 예측되는 ʻ간접적 수익모델ʼ과 특정 제품의 이미지를 공유한 이용자의 패

션 상품이 판매될 경우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이미지를 올린 이용자에게도 배분하는 형태의 ʻ협
동적 수익모델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SPA브랜드의 큐레이션 양상은 간접적 수익모델, 직접적 

수익모델의 두 가지 유형에 속하며 소비자들은 간접적 수익모델에서 보다 많은 이미지 공유와 커

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SPA브랜드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직접적 수익모델은 자

사의 제품 이미지를 게시하여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연결시키는 제품 판매 유형, 주 소비자층

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자사 패션 상품의 소비와 연계시키는 정보 제공 

유형,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이벤트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참여 유도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

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SPA브랜드의 큐레이션 사례 및 유형 분석은 향후 패션브랜드가 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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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커뮤니케이션 방식 및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점차 다채롭게 변모하

는 오늘날의 마케팅 환경에 대응하여 패션기업의 판매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6)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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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eal's Yard Remedies 사례연구를 통한 오가닉 화장품 
발전 방향 모색

국내 화장품 산업은 한류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0년 

세계 7위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발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꾸준한 성장률을 보

이고 있는 반면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 비해 산업 경쟁력은 낮은 편이며 브랜드 이미지보

다는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된다. 개

성과 차별화를 중요시하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충족 할 수 있는 전략을 기반으로 화

장품 시장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 진 소비자들의 욕구에 따라 

유기농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화장품시장에도 유기농화장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기농의 본고장인 유럽화장품이 국내, 아시아시장을 테스트 마켓으로 주목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 NEALʼS YARD REMEDIES가 최근 국내에 매장을 

런던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여 오픈하였으며 매장의 수가 증가 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같은 반응에 따라 우리나라의 화장품 산업도 변화하고 있으며 최근 엘지생활건강이 제주의 

청정 자연을 콘셉트로 하는 신규 화장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제주테크노파크를 통해 천연 화장품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글로컬 시대에 

맞는 브랜드가 구축이 되는 시점으로 영국의 오가닉 코스메틱 NEALʼS YARD REMEDIES 브랜드

를 벤치마킹하여 브랜드 출시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4년 12월10일부터 23일까지 영국 런던의 코벤트가든의 닐스야드 거

리 및 매장을 방문하여 NEALʼS YARD REMEDIES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콘셉트와 철학, 닐스야드 

거리의 조성 환경을 연구조사 하였고 관련 논문, 인터넷 자료를 참고 하였다.

연구 관찰 결과 NEALʼS YARD REMEDIES의 브랜드 콘셉트는 1981년 영국 런던 근교의 직영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허브 원료로 제조하여 유해 환경과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을 위하여 자연에 

가장 가까운 REMEDIES(치유)를 제안한다. 이와 같은 브랜드 콘셉트에 부응하는 제품 전략으로 

합성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 최초 전 세계 통용 탄소중

립 브랜드 마크를 획득하였다. 화장품에서 문제가 되는 패키지와 관련되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튜브와 blue bottle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다. blue bottle은 Scotland, Yorkshire 지역의 

모래를 섞어 재활용이 가능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기업의 의미를 잘 나타낸다. 또한 이 회사는 설

립 이래 단 한 번의 동물 실험을 한 적이 없고 동물 실험 반대 캠페인에 지지하며 동참한다. 

이 브랜드의 유통을 살펴보면, 닐스야드 거리는 매우 작고 아담하며 골목은 다양한 색으로 채색

되어 있는 건물에 위치해 관광객이 많은 런던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주변 환경은 유기농 식료

품관련 매장과 닐스야드 레머디스 화장품 매장과 Massage, Aromatherapy course, Acupuncture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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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따로 있으며 전문 관리사들에게 약 100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업과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과 건강을 강조하며 화장품과 아울러 먹는 건강 제품과 관련 서적도 같이 판매

를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의 지역 특색을 고려하여 특산품을 원료로 하는 뷰티 전반적인 화장

품, 건강식품, 테라피 프로그램 및 패키지 개발과 유기농환경, 인간 중심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하고 유기농 화장품의 의미를 확립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무분별하게 생기

는 화장품 매장 또는 산업단지의 물리적인 조성뿐 만 아니라, 분명한 브랜드 콘셉트를 설정하고, 

상품과 브랜드 이미지, 서비스 및 주변 환경 등 지역의 분위기와 환경을 차별화하고 화장품을 통

한 체험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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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영*·유태순
대구가톨릭대학교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미용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서비스산업에서의 미용업이 각광받는 직업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용업소들이 아직

까지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며, 미용사들은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과도한 작업 

및 고객이나 동료 등으로부터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성미,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미용사의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다

각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미용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불가피한 직무스트레스를 경감시켜 미

용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고자한다.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미용실 유형별 미용사의 직무만족도, 직무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미용실 유형별 미용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Ⅱ. 연구방법

201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미용실(개인, 프랜차이즈) 종사자를 대상

으로 총 260부를 SPSS 1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t-검정,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미용실 유형에 따른 미용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1) 미용실 유형에 따른 미용사의 직무만족도

프랜차이즈미용실 미용사의 직무만족도 전체는 평균 3.54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미용실 미

용사의 직무만족도 하위요인별로 보면 전문성신장(M=3.89, SD=0.49)이 높게 나타났고, 미용서비

스 태도, 인간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적지원순으로 나타났다. 개인미용실 미용사의 직무만

족도 전체는 평균 3.42로 나타났다. 개인미용실 미용사의 직무만족도를 하위요인별로 보면 전문

성신장(M=3.79, SD=0.56)이 높게 나타났고, 인간관계, 미용서비스 태도, 지역사회와의 관계, 행정

적지원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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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용실유형에 따른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

프랜차이즈미용실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 전체는 평균 2.78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미용실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별로 보면 스트레스의 신체적 증상(M=3.32, SD=0.96)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미용서비스 업무 및 잡무, 관리자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지역주민과의 관계순으

로 나타났다. 개인미용실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 전체는 평균 2.81으로 나타났다. 개인미용실 미

용사의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별로 보면 프랜차이즈미용실 미용사와 동일하게 신체적 증상

(M=3.29, SD=0.9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용서비스 업무 및 잡무, 관리자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지역주민과의 관계순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미용사의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1)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성별에 따른 프랜차이즈미용실 미용사의 전체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다(t=6.01, p<.05). 직무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행정적지원, 인간관계, 전문성신장,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개인미용

실 미용사의 전체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t=7.19, p<.05). 직무만족도

의 하위영역 중 인간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 따른 프랜차이즈미용실 미용사와 개인미용실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 미용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

미용경력에 따른 프랜차이즈미용실 미용사의 전체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용경력별과 관계없이 직무만족도는 평균 3.54의 직무만족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미용경력에 따른 개인미용실 미용사의 전체 직무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미용경력별과 관계없이 직무만족도는 평균 3.44의 직무만족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미용경력에 따른 프랜차이즈미용실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다(F=13.07, p<.05). 미용 경력에 따른 개인미용실 미용사의 직무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다(F=18.11, p<.05).

Ⅵ. 결론

첫째, 프랜차이즈미용실 미용사와 개인미용실 미용사 직무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프랜차이즈 및 개인미용실 미용사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경력에 따라서 프랜차이즈 

및 개인미용실 미용사의 모두 직무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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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희
가톨릭대학교

직장인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 직업특성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최근 직장생활에서 외모가 경쟁력의 한 요소로 인식되면서 직장인들의 외모관리 노력과 소비

가 증대되고 있다. 직장인을 목표고객으로 하는 패션, 뷰티, 성형 등 다양한 외모관련 산업이 발

전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직장인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인의 외모관리행동중 보다 중요시되는 외모관리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외모관리행동이 직업특성(직업유형, 직위, 직장규모, 근무지역, 직업경력)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학력, 월평균수입, 연령)에 따라 어떻게 차이나는 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07 한국직업전망｣에 기초하여 분류한 10개의 직업군이 모두 

포함되도록 전국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2009년 9월∼10월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056명의 자료를 설문지법으로 수집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평균값 분

석, 일원분산분석, 던컨다중비교, t-test, 카이제곱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외모관리행동을 1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시하는 정도를 확인한 결과, 측정

한 13개 영역의 평균값(4.26∼5.68) 모두 7점 척도의 중앙값인 4점보다 크게 나타나서 측정한 외

모관리 영역은 모두 중요시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즉, 외모관리 영역별 평균값은 첫인상(5.68), 

전체이미지(5.59), 표정(5.45), 옷차림(5.28), 화장/수염(5.09), 헤어스타일(5.02), 자세(4.99), 몸매/

체형(4.84), 피부(4.77), 패션소품(4.63), 네일(4.47), 얼굴생김새/성형(4.46), 패션악세서리(4.26) 순

이다. 

둘째, 직장인의 직업특성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직업유형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고, 조직규모, 근무지역, 직위, 직업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첫인상관리는 영업/판매관련직과 자영업/개인서비스직이 다른 직업보다 중요시하였고, 전

체이미지 관리는 영업/판매관련직, 경영/금융/기획전문직, 자영업/개인서비스직, 교육연구 전문직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옷차림관리는 다른 외모관리 영역보다 직업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문화예술/디자인관련직, 경영/금융/기획전문직, 영업/판매직이, 표정관리는 

영업/판매관련직, 경영/금융/기획전문직이, 몸매/체형관리는 문화예술/디자인관련직, 자영업/개인서

비스직, 의료보건전문직, 경영/금융/기획전문직이 다른 직업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장(수염)관리와 헤어스타일관리는 경영/금융/기획전문직이 가장 중시하였고, 피부관리는 경영/금

융/기획전문직, 영업/판매직, 의료보건전문직, 네일(손톱, 발톱)관리는 경영/금융/기획전문직, 자영

업/개인서비스직이 중요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소품(안경, 시계, 지갑, 가방, 신발, 향수 

등)연출은 경영/금융/기획전문직, 문화예술/디자인관련직이, 패션악세서리(귀걸이, 팔찌,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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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등)은 영업/판매직, 문화예술/디자인관련직, 경영/금융/기획전문직, 교육연구전문직이 다른 

직업유형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세관리는 직업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나, 경영/금융/기획전문직이 중요시 하였다. 

셋째,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시하는 외모관리행동을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결과, 직업에 따

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성별에 따라서만 부분적인 차이가 확인되었다. 직장인이 

가장 중시하는 외모관리행동은 전체이미지, 첫인상, 옷차림관리 순으로 남녀 모두 같았으나, 이보

다 낮은 순위의 외모관리행동은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정관리, 피부관리, 패

션 악세서리 연출, 패션소품관리 행동은 여성이 남성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네일(손

톱, 발톱)관리는 남성이 여성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은 10만원이상∼30만원미만의 직장인이 46.5%로 가장 많으며, 10만

원미만 비용을 지출하는 직장인이 31.1%로 직장인의 77.5%가 월평균 30만원 미만의 외모관리비

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업특성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일평균 외모관리시간은 30분이상∼1시간미만의 시간을 쓰는 직장인이 51.4%, 30분미

만을 쓰는 직장인이 24.2%로 75.5%가 하루에 1시간미만의 시간을 외모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직업특성이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직장인이 중요시 하는 외모관리행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직업특성과 인

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제시함으로서, 직장인을 세분시장으로 하는 외모관리 관련 산업

체에게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관련업체들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 영역에 따

라 직장인의 직업유형과 성별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발견하거나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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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숙
한성대학교

구매 후 행동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
: 패스트 패션 구매자를 중심으로

패스트 패션 브랜드는 최근 패션시장에 막중한 영향력을 미치는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상품 구색과 유통방식, 매장의 운영 및 상품의 전개 방식이 글로벌한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국내 

내쇼날 브랜드와 동대문 중심의 중저가 시장은 엄청난 위기를 맡고 있다. 1985년 GAP에서 출발

하여 1995년 ZARA, H&M의 출발, 2000년대 Uniqlo의 등장에 이르기 까지 3단계에 걸친 시장 진

입은 이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거대한 흐름으로 성장하였다. 3% 정도의 저성장을 기록하던 

패션시장에서 두 자리 수의 급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패스

트 패션 업체들은 시장 성장에 발맞추어 다점포화와 다브랜드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국내 시장에 공격적인 접근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넓히고 있는 실

정이다.

패스트 패션은 특성상 저렴한 가격, 트렌디한 상품 구성 등 제품적 요인, 유리한 매장 위치, 

친화적인 쇼핑환경 등의 상황적 요인, 주 고객 층의 연령이 비교적 낮다는 소비자 요인, 의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서 비계획적 구매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패스트 패션 특

성 상 충동적 구매가 많으므로 구매 후에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시장성장에 비해 학문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특히 구매 후 행동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미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 패션 구매자의 구매 후 행동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구매 후 

행동은 개인적으로 재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구전 활동을 통해 타인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 후 행동을 단순히 구매 후 만족/불만족으로 평가할 수 도 

있으나 구매 후 소비자가 겪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은 좀 더 복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매 후 행동을 평가하는 결과변수에 대해 만족을 포함한 다양한 척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매 후 만족(satisfaction after purchase), 구매결정자신감(purchase decision 

confidence), 재구매의도(repurchase intent), 구매 권유(purchase recommendation) 의 4가지 유형

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구매의 선행변수로는 상품적 요인과 소비자 요인으로 나누어 보고자 

하며 상품적 요인은 기능적 편익(functional benefits), 심리적 편익(psychological benefits), 품질

(quality), 저가격성(perceived low price)며 소비자 요인은 상표충성(brand loyalty), 혁신성

(innovativeness), 가격민감(price sensitivity), 관여(involvement)이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35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

하였고 수거된 342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문항은 Lee, et al.(2007), Byun 

and Sternquist(2008), Kim, et al.(2013), Goldsmith and Newell(1997)의 연구에 사용된 문항에서 



276 _____ Korea, Global Fashion Platform 2015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구매 후 행동을 측정한 4개의 종속변수를 대상으로 소비자 요인과 상품요인의 8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5%의 유의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만을 추출한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Table 1> The stepwise regression of post-purchase results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Standard-ized 

β
Adj. R2 F value

satisfaction after 

purchase
product factor

psychological benefits .52***
.43 128.79***

functional benefits .25***

purchase decision 

confidence
product factor

psychological benefits .48***

.42 80.61***functional benefits .22***

quality .12**

repurchase intent
product factor

psychological benefits .35***

.37 49.86***
quality .18***

functional benefits .16***

consumer factor brand loyalty .18**

purchase 

recommendation

product factor
functional benefits .29***

.22 32.27***psychological benefits .19***

consumer factor involvemen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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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매 후 행동의 4개 결과변수에서 상품요인은 소비자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구매 후 만족과 구매결정자신감은 소비자 요인은 단

계적 회귀분석에서 모두 제거되고 상품요인만 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구매 후 만족은 심리적 

편익과 기능적 편익 2개의 변수만 남았으며 설명력은 43%이다. 구매결정자신감은 심리적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심리적 편익과 기능적 편익, 그리고 품질이 유의한 변수로 진입하였으며 42%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재구매의도와 구매권유는 소비자 요인의 영향이 일부 유의한 변수로 진입

한 것을 볼 수 있다. 재구매의도는 상품요인의 심리적 편익, 품질, 기능적 편익이 유의한 변수이

고 소비자 요인의 상표충성도가 유의한 변수로 진입한 것을 알 수 있다. 구매권유는 기능적 편익

이 심리적 편익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소비자 요인으로는 관여도가 유의한 변수로 진입하였다. 

따라서 반복구매를 의미하는 재구매의도는 상표충성이 유의한 영향변수이고 구매권유는 관여와 

같은 적극적 소비자 태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서 흥미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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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주ㆍ김한나
충남대학교

동대문 시장과 브랜드 의류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최근 소비자들의 의류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아지고 해외브랜드 들도 많이 들어와 의류에 대한 

선택의 폭 또한 넓어졌다. 더욱 치열해진 시장 경쟁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상품을 왜 선호하

며, 또 왜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는 마케팅 전략수립에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본 연구는 

동대문 시장과 브랜드 의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기업들이 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3월부터 4월 사이 전반적으로 의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패션 

시장에서 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소비자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개별 면접과정은 기록되었고 각각의 내용은 전사된 후 분석에 사용되었다. 면접 자료의 분석은 

질적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평가와 관련하여 주제를 정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응답자들은 동대문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단가와 트렌드가 브랜드의 상품 보다 빠르기 때문에 디자인적 부분에서 다양한 폭으로 쉬운 구매

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품질 면에서는 브랜드 상품에 비교하여 크게 떨어진다는 생각

이 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동대문 상품을 동대문 시장에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가 더욱 용이해 지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고 하

였다. 둘째, 응답자들은 브랜드 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브랜드만의 컨셉이 드러나는 디자인과 

고품질의 원단, 봉제 때문이라고 하였다. 동대문 시장에서는 어려운 환불, 교환이 용이하고 A/S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좋은 상품의 상태를 유지 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동대문 시장에

서 평균 5년 이상의 사회 활동을 한 응답자들은 브랜드 시장과의 품질이 중저가의 브랜드에서는 

간격이 없어져가고 고가의 상품에서나마 마감 봉제에서 동대문과 브랜드 상품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동대문 상품을 라벨교환 하여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

자들은 브랜드의 상품에서 원하는 것을 소비자에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의 희소성과 품질의 

요인이 있다고 본다. 동대문 상품을 브랜드의 컨셉에 맞춰 약간의 수정으로 상품의 부족함을 채

워 플러스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브랜드의 상품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에 더 큰 의의

가 있다고 보고 있다.

본조사의 결과는 브랜드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의 상품을 사입 하여 판매하는 일이 보편화되고 

있는 일이 보편화되는 시점에서 동대문 시장과 브랜드 시장이 함께 성장하는 목적의 방향과 소비

자가 브랜드에서 알 권리를 보장 받고 의견이 반영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 것인지 주목

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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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규·양희순
경희대학교

인터랙티브 패션광고가 즐거움, 만족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터랙티브 광고가 세계 광고제에서 특별성을 인정받고, 전통적인 광고를 대신해 수상하고 있

어 광고시장을 바꾸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광고에 비해 소비자들과 즉각적으로 소통하며 감각

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인터랙티브 광고만의 특성이 광고계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패션기업은 물론 세계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상품을 여러 가지의 인터랙티브 광고를 통해 광고하

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기업들이 발 빠른 인터랙티브 광고 도입으로 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패션분야에서는 인터랙티브 광고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인터랙티브 광고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패션기업의 인터랙

티브 광고 도입의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터렉티브 패션광고의 체험요소가 

소비자들의 즐거움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및 구매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본 연구를 위해 2012년에 시행 되었던 제일모직의 아웃도어 브랜드 ʻ빈폴 아웃도어ʼ의 인터랙

티브 광고를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4월에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

시되었으며, 200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SP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랙티브 패션광고의 체험요소는 엔터테인먼트 체험, 교육체험, 가상현실 체험, 미적체

험의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인터렉티브 패션광고 체험 시 소비자가 경험하는 4가지 체험요소(엔터테인먼트, 교육, 

가상현실, 미적)가 즐거움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교육적 체험을 제외하고 모든 체

험요소가 즐거움과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패션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제품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고 sns에 올려 친구와 패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랙티브 패션광고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을 높게 지각한다. 또한 인터렉티브 패션

광고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미적 체험이 소비자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가 인터랙티브 패션광고 체험 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은 패션제품의 구매의도와 

광고체험의 구전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랙티브 패션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즐거움을 느끼고, 만족이 높아질수록 구매의도와 구전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아직까지 패션 쪽에서 활발하게 도입되지 않은 인터렉티브 광고를 기획

할 때 체험요소를 높일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각 체험 요소들의 특성이 소

비자의 패션제품 구매의도 및 광고의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패션기업에서는 

이를 고려한 인터렉티브 광고의 기획 및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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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션 중소기업의 기업 내부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 
: 자사브랜드 부착여부에 따른 비교 중심으로

국내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업들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한국 패션기업은 한류의 영향

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그렇지만 패션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패션 중소기

업의 국제화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패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국제적 확

장을 돕고, 수출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패션 중소기업의 내부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자사브랜드 부착여부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패션 중소기업의 내부역량은 목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나 기술 개

발정도를 나타내는 기술역량과 해외 주력 수출시장에서 주요경쟁사와 비교하여 자사가 가지고 있

는 고객이나 경쟁사에 대한 지식, 광고효과, 마케팅 도구의 사용능력 및 가격 경쟁력을 나타내는 

마케팅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수출성과는 목표시장에서의 세전 수익률, 매출성장률, 시장점

유율 등을 나타내는 경제적인 성과와 시장의 확장정도,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제품의 인

지도 및 이미지 제고 등의 비재무적 성과인 전략적 성과로 구성하였다. 실증적 분석을 위해 수출

을 하고 있는 패션 중소기업의 해외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에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112부(자사브랜드 54개, 비자사브랜드 62개)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사브랜드 수출 패션 중소기업의 마케팅역량(β=.418)과 기술역량(β=.282)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술역량(β=.387)과 마케팅역량(β=.280)의 순으로 전략적 성과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사브랜드 수출 패션 중소기업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술역

량만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전략적 성과에서도 기술역량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사브랜드 부착 여부에 따라 마케팅역량과 기술역량의 차이를 살

펴본 결과 기술역량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마케팅역량에서는 자사브랜드 수출 패션 중소기업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며 패션 중소기업의 기업역량이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사브랜드를 수출하는 패션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역량과 마케팅역량 모두 

수출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기술역량만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사브랜드를 수출하는 패션 중소기업은 수출시장

에서의 고객이나 경쟁사에 대한 지식,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려는 노력 또한 필요

하다. 자사브랜드를 부착하지 않고 수출하는 패션 중소기업은 제품혁신이나 새로운 생산기업의 

도입을 통한 기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7)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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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제품 품질과 서비스품질이 중국 소비자의 구매대행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근 중국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오

픈마켓이 부상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과 물류의 발달로 소비자들은 새로 나타난 유통 형태인 

구매대행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타오바오는 중국 최대의 오픈마켓으로, 중국 오픈마켓 시장의 90.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Kim, 

2013). 또한,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인해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폭

되었고, 한국 패션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를 할 경우, 중국 소

비자들은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 

보다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하는 것을 선호한다(張芳瑜、李紫榕, 2010).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비

자는 의복품질과 서비스품질을 평가하여 구매를 결정하고, 구매 후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만족은 다시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타오바오

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서비스 품질, 개별 판매자 품질, 한국 패션제품 품질이 만족에 미치는 영

향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오픈마켓에서 오픈마켓 업체의 품질

과 입점한 판매기업의 서비스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업 형태로 분류해서 만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타오바오에서 구매대행을 이용하여 한국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중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웹사이트“问卷星(WENJUANXING)ˮ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총 204부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타오바오의 이용실태를 살

펴보면, 방문빈도에서는 1주일에 10회 이상(30.9%)이 가장 많았고, 주로 구매하는 제품에서는 패

션제품(39.2%)이 가장 많았다. 구매대행을 이용한 한국패션제품 구매횟수는 1-2회(40.2%)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최근에 구매한 한국 패션제품품목은 여성의류(50%)가 가장 많았다. 구매제품의 

가격대를 살펴보면 45위안(약 8000원)부터 4000위안(약 700,000원)까지로 나타났다. 유통 경로는 

동대문(29.9%), 백화점(20.1%)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구매한 한국패션제품 브랜드에서는 브랜

드없음(52.9%)이 가장 많았으며 총 53개 브랜드 중에서 상위 5위 브랜드는 MCM, Basic House, 

Teenie Weenie, ROEM, Stylenanda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째, 타오바오 서비스 품질(β=.329, 

p<.01)이 높을수록, 소비자의 타오바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트 디자인

(β=.399, p<.01), 효율성(β=.311, p<.01)은 안전성(β=.172, p<.5), 반응성(β=.213, p<.1) 보다

는 유의 수준과 β값이 높으므로 구매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

비자의 판매자 서비스품질에 대한 인식(β=.681, p<.01)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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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또한 판매자 서비스품질의 하위 요인인 사이트 디자인(β=.592, p<.01), 효율성(β

=.578, p<.01), 안전성(β=.599, p<.01), 반응성(β=.613, p<.01) 모두 구매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매한 패션제품의 품질지각(β=.632, p<.01)이 높을수록 만족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션제품 품질 지각의 하위요인 중 상징성(β=.610, p<.01)이 

심미성(β=.531, p<.01)과 실용성(β=.537, p<.01)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난 반면, 

관리성(β=.427, p<.01)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의 타오바오 구매대행을 통한 

한국패션제품의 구매만족도(β=.637, p<.01)가 재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타오바오에 대한 만족도(β=.566, p<.01)와 패션제품에 대한 만족도(β=.564, p<.01)에 비

해 판매자에 대한 만족도(β=.474, p<.01)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쨰, 소비자가 타오바오에서 한국 패션제품을 구매한 후 

만족감을 느껴도, 한국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에게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서는 판매자는 소비자의 충성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

다. 결과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한국 패션제품 품질의 상징성이 구매만족도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패션제품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판매자가 제품의 상표를 제시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고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른 판매자와 차별화될 수 있는 회원제 도

입 등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타오바오의 서비스품질과 개별 판매자의 서비

스품질의 하위요인 중, 사이트 디자인과 샵의 디자인이 소비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이 나타

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 소비자들이 타오바오를 통해 구매대행을 할 때 시각적인 

점을 매우 중요시 지각하고 있으며, 한국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경우에도 온라인에서의 VMD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계점은 첫째, 본 연구의 표본 수가 적어 본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어려움이 있

다. 후속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지역과 연령을 고려하여 표본을 확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요구된

다. 둘째, 타오바오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대행을 이용하는 경우,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구

매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추가하여 다른 사이트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매대행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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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제갈란

조영인·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패션 브랜드의 반응 조사

: 아웃도어 브랜드를 중심으로 

데이터는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정형화된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ʻ빅데이터ʼ 라는 용어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의 집합이라 할 수 있

다(Jung et al., 2014).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SNS상에서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반응, 행동, 의견들

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Lee & Yoon, 2014).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황 분석과 미래 예측, 마케팅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패션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용한 연

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패션 브랜드 관련 검색 키워드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웃도어 패

션 브랜드 이용 고객이 작성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브랜드별 소비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적절

한 마케팅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

여 다음소프트의 ʻ소셜매트릭스ʼ 분석 툴을 활용하여 SNS상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는 아

웃도어 브랜드들을 키워드로 선정하였고, 2015년 3월 9일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 한 달 동안의 

SNS자료를 사용하였다. 

ʻ소셜매트릭스ʼ에서 ʻ아웃도어ʼ를 검색하여 상위권에 나타나는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키워드 분석

을 실시하였다.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낸 ʻ네파ʼ의 경우 트위터 10,307건, 블로그 425건이 검색되

었으며, 재킷, 이벤트, 소문내다, 기프티콘, 아메리카노가 연관어 검색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네파에서 진행 중인 ʻ소문내기ʼ 프로모션의 영향에 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브랜드의 이벤트 진행이 포탈검색엔진에서 브랜드 검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긍/부정 탐색어 여론을 살펴본 결과, 중립에 소문내다의 단어가 상위권 탐색

건수에 나타났고, 꿈꾸다, 멋진, 즐기다, 좋다, 예쁘다 등과 같은 긍정적 단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ʻ코오롱스포츠ʼ를 검색한 결과 트위터 4,083건, 블로그 166건이 검색되었다. 코오롱스

포츠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는 ʻ인피니트ʼ, 화보, 나일론, 제품, 재킷 등으로 현재 4월호 나

일론 매거진에서 ʻ인피니트ʼ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어서 검색어 순위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유명 연예인의 모델 활용도가 포탈검색엔진에서 브랜드 검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긍/부정 탐색어 여론을 살펴본 결과 소비자들이 코오롱스포츠를 

스타일리쉬하다, 멋지다, 세련되다 등과 같은 긍정적 단어와 연관 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ʻ노스페이스ʼ 검색 결과 트위터 697건, 블로그 864건이 검색되었고 연관성이 높은 키

워드는 자켓, 국가대표, 이용대, 바람막이, 패딩 등으로 나타나 현재 광고모델인 이용대 선수와 

노스페이스의 아이템들이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긍/부정 탐색어 여론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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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좋다, 예쁘다, 마음에 들다 등의 긍정적 여론과 등골브레이커, 비싸다 등의 부정적 여론으

로 소비자가 노스페이스의 제품의 가격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ʻ빈폴아

웃도어ʼ의 경우 트위터 118건, 블로그 148건이 검색되었고,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로는 김수현, 소

재, 좋다, 영상, 슬림하다, 캠페인 등이 검색되었다. ʻ블랙야크ʼ의 경우 트위터 3,691건, 블로그 

386건이 검색되었고, 연관어 검색에는 이벤트, 정답, 추첨, 스타벅스, 카페라떼 등으로 2015년 3

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진행하였던 이벤트를 중심으로 검색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의 이벤트 유/무가 포탈검색엔진에서 브랜드 검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긍/부정 탐색어 여론을 살펴본 결과, 좋다, 예쁘다, 잘어울리다, 멋진등의 긍정적인 

단어들과 부정적 단어에 비싸다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여 소비자들이 블랙야크의 제품 가격이 높

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ʻ아이더ʼ의 경우 트위터 901건, 블로그 363건으로 검

색되었고, 이민호, cf, 자켓, 등산 등의 단어가 높은 연관어 순위에 나타났다. 긍/부정 탐색어 여

론을 살펴본 결과, 좋다, 따뜻하다, 예쁘다 등의 긍정적 단어들과 수수료 받다, 불매운동 등의 부

정적 단어가 나타나 현재 세월호와 관련된 MBC 뉴스와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감정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ʻ밀레ʼ와 ʻ컬럼비아ʼ는 아웃도어 탐색어 맵에서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으나, 개별 검색 

시 아웃도어와 관련이 없는 다른 단어들이 검색어 순위에 나타나 SNS를 활용한 브랜드 분석의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ʻ소셜매트릭스ʻ를 기반으로 SNS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아웃도어 브랜드들

이 SNS상에서 연괸되는 인식어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빅데이터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현재 조사는 기초 단계로 향후에는 연관어를 중심으로 아

웃도어 브랜드 이미지 연상을 브랜드 포지셔닝과의 적합도를 구체화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연관

어 중 이벤트, 홍보 관련 이미지를 구체화하여 살펴봄으로써 홍보 효과를 예측해 볼 예정이다. 

또한, 아웃도어뿐만 아니라 명품 패딩, 여성복, 남성복, 데님, 아동복 등 다양한 브랜드들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브랜드뿐만 아니라 유통채널, 아이템 등과 같은 다양한 키

워드들을 접목하여 연구하여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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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의 인터넷 쇼핑가치에 따른 패션관여도 및 온라인 구전 
행동

현재의 최대 생산국이자 최대 소비국으로써의 중국은 인터넷 쇼핑시장은 그 어느 나라보다 늦

게 시작을 했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하다. 인터넷 시장이 발전됨에 따라 소비자들도 글로벌화 되

고 있고 따라서 소비자들의 쇼핑가치도 변화할 것이며 방대한 정보력에 소비자들의 인터넷 의복

구매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나아가 패션관여도, 온라인 구전 수용과 전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인터넷쇼핑 주도층인 20∼30대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1) 중국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가치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를 하고, 2) 중국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가치 집단 간의 패션 관여도, 온라인 구전수용과 전달 동기 및 정도, 충동구매성향 과 인터

넷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분석하고, 3)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5년 1월 19일부터 2015년 03월 16일 까지 715부를 수집하고 

불성실하고 불완전한 설문지를 227부를 제외한 총 488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21.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K-평균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ANOVA), 사후검정(DUNCA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중국인 인터넷 쇼핑소비자를 인터넷 쇼핑가치에 따라 세분화한 결과,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 무관심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패션관여도는“상징성ˮ,“즐거움/중요성ˮ,“선택의 불확실성ˮ 등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각 

집단 간의 패션관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양면적 쇼핑가치가 패션 관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으로는 쾌락적 쇼핑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실용적 쇼핑가치, 무관심집단의 순으로 나

타났다.“상징성ˮ와“즐거움/중요성ˮ 요인은 양면적 쇼핑가치, 쾌락적 쇼핑가치 및 실용적 쇼핑가

치 집단은 무관심 집단보다 높았고“선택의 불확실성”요인은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과 실용적 쇼

핑가치 집단이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과 무관심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쇼핑가치 세분 집단 간의 온라인 구전 수용 동기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온라인 

구전 수용 동기에서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이 가장 높고, 무관심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
보 활용/위험감소”요인은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과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이 높았으며, 무관심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신감 상승”요

인은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 무관심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 불확실성”요인은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 쾌락적 쇼핑가

치 집단, 무관심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분화된 집단 간 온라인 구전 수용정도에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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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쾌락적 쇼핑가치, 실용적 쇼핑가치, 

무관심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전 전달의 동기의 차이를 보면,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 무관심 집단 순으로 나타났

다. “경제적 보상”요인은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이 

높았으며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과 무관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조언ˮ,“즐거움 추구”요인은 양

면적 쇼핑가치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 무관심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세분화 집단 간 온라인 구전 전달 정도의 차이를 보면,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 무관심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세분 집단 간 충동구매성향의 차이를 보면,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과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이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과 무관심 집단보다 충동구매 성향이 높았다. 

다섯째, 의복선택기준은“의복 내구성 및 어울림ˮ와“트렌드 및 인지도ˮ로 분류되었다. 세분화 

된 집단 간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보면,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쾌

락적 쇼핑가치 집단,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 마지막으로 무관심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양면

적 쇼핑가치 집단과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이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과 무관심 집단보다“의복 내

구성 및 어울림”요인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트렌드 및 인지도”요인은 양면적 쇼핑

가치 집단과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이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과 무관심 집단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중국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가치에 따른 인터넷 의복구매행동의 차이를 보면, 네 집단

이 모두 타오바오왕/탠마오왕에서 자주 구매하고 쇼핑몰 방문 빈도는 무관심 집단은 2,3개월 1회 

이상 방문하고 나머지 세 집단은 대부분 일주일 1회이상 2회이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

넷 의복구매빈도를 보면, 양면적 쇼핑가치 집단과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은 1개월 1회 이상 가장 

많이 구매하고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은 2개월 1회 이상 구매하고 무관심 집단은 6개월에 1회 이

상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 사용기간은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은 1년이상∼3년 

이하가 많았고 나머지 세 집단은 모두 3년 이상∼5년 이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 소비자는 모두 

쇼핑몰 웹 사이트 게시판의 글이 인터넷 쇼핑 시 정보원이고 쾌락적 쇼핑가치 집단은 인터넷 1회 

의류 구매비용은 100위안 이상-200위안 미만이 높고 나머지 세 집단은 대부분 200위안 이상∼

300위안 미만에 많았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가치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 결혼여

부, 거주지역을 제외한 나이, 학력, 직업, 월 평균 수입 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양면적 쇼

핑가치는 주로 30세 이상∼35세 이하가 많았고 실용적 쇼핑가치 집단은 36세 이상∼39세 이하, 

쾌락적 쇼핑가치는 20세 이상∼25세 이하, 무관심 집단은 26세 이상∼29세 이하로 분포 되었다. 

학력은 모두 대학 졸업이 많았고 직업은 회사원이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수입은 모두 2000위안 

이상∼4000위안 미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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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성들의 외모관련 삶의 질과 영향요인

Ⅰ. 연구목적

오랫동안 여성의 외모에 대한 중요성은 널리 인식된 것에 비하여, 남성은 외모보다는 능력에 

비중을 두는 전통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한 남성의 이미지만을 강조하던 

마초(macho)스타일에서 꽃미남, 몸짱 등으로 불리는 남성의 외모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

다. 이 연구는 외모의 중요성이 널리 퍼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 맞추어, 한국 남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남성들의 외모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문제로는 첫째 ʻ외모관련 삶의 질ʼ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한

다. 둘째, 남성들의 외모관련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알아본다로 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남성의 ʻ외모관련 삶의 질ʼ 척도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2014년 12월, 2015년 1월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2015년 4월 3∼8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 남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연령과 착용하는 의복사이즈를 기준

으로 쿼터 샘플링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민성길외(2000), 정명선(2003), 김선희(2003), 

Stice(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외모관련 삶의 질, 신체만족도,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미디

어 영향,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 물질주의 가치관 문항과 인구 통계적 문항을 포함하

였다. 총 440부가 분석에 포함되었으며 자료는 SPSS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

석, 상관관계분석, 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Ⅲ. 결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련 삶의 질은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및 신체적 삶의 

질의 개념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측정 문항의 합과 개별 문항간의 상관관계, 각 

요인별 요인부하량, 전체 측정 문항 및 각 요인별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만족할만하여 척도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남성들의 외모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요인

은 전반적인 인상, 체중, 및 키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있어서 외모관련 심리적 

삶의 질에는 전체적인 얼굴과 전반적인 인상이, 외모관련 경제적 삶의 질에는 전반적인 인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련 사회적 삶의 질과 신체적 삶의 질은 외모관련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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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인상, 체중, 및 키로 나타났다. 셋째, 외모관련 삶의 질은 외모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미디어 영향,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 물질주의와는 부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Ⅳ. 결론

한국 남성들의 외모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요인은 전반적인 인상, 체중, 키 순 이

며, 외모관련 삶의 질은 사회적 성공에 외모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이상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클수록, 물질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낮아짐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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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아웃도어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CSV전략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경영환경이 글로벌화 되어가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산업 영역

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 실천이 마케팅 전략적 관점에서 비즈니스 목표를 확고히 하는 특징이 있다(Kolter & Lee, 

2005). 최근 기업은 재무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환경, 사회, 보건, 안전 등 각 분야의 사회적 

성과를 지속가능성이란 목표아래 통합하고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조형기 외, 2010). 즉 기업의 존속목적이 

단순한 이윤창출을 넘어 경제 및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공유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브랜드의 시대적 역할이라 할 수 있다(유재훈, 2012) 

본 연구는 패션 아웃도어 기업의 CSV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CSV 평가와 함께 구체적 

전략 가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계품질 및 관계성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패션아웃도어 브랜드를 중심으로 브랜드의 CSV 전략적 가치, 브랜드-소비자 공동체 의식에 대하

여 알아보고, 브랜드-소비자 공동체 의식이 관계품질과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아웃도어 의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5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들 위해 SPSS19.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도어 브랜드의 CSV의 전략적 가치를 요인분석 한 결과 경제적 가치, 창조적 가치, 

순환적 가치, 관계적 가치의 차원으로 분류되었으며, 브랜드-소비자 공동체의식의 요인은 소속감, 

정서적 유대, 상호영향력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웃도어 브랜드의 CSV 전략적 가치가 브랜드-소비자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상호영향력에는 관계적 가치, 소속감에는 경제적 가치와 관계적 가치, 정서적 유대에는 

관계적 가치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브랜드-소비자의 공동체 의식이 관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행위적 몰입에

는 상호영향력, 인지적 믿음에는 정서적 요인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관계품질과 관계성과와의 영향관계를 알아본 결과 행위적 몰입과 인지적 믿음 모두 관

계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 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CSV 전략적 가치 이론을 구체화 할 수 있으며 소

비자 공동체 의식을 통해 브랜드-소비자의 관계형성을 위한 통합적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를 통해 패션 아웃도어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반복적 관계의도의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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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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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태도 

최근 한국 패션 업계는 디자이너 개인이 런칭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

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해외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고 높은 수주 실적을 얻어 내고 있다는 

기사도 흔히 접할 수 있고, 서울패션위크도 새로 진입하는 신진 디자이너들로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러나 해외 바이어의 수주에만 의존하는 브랜드의 경우 불안정한 매출 추이는 브랜드 생

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안정적인 브랜드 운영을 위해 내수 시장 진입이 필요한 것으로 공감대

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국내 패션 소비자가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해 형성하

고 있는 태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디자이너 브랜드가 본질적으로 니치 마켓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브랜드 확장을 위해 소비자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향후 브랜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에 수

행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관련 소비자 반응 조사는 주로 디자이너 브랜드 고관여 집단만을 대

상으로 수행된 경향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일반 패션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자이너 브랜드 30개

에 대한 태도를 인지도, 평가 및 지불 의향 금액 차원에서 확인하였다. 설문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을 대상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패션 브랜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서울 거주 

20대에서 50대까지를 연령별, 남녀 비율을 균등하게 비율 표집하여 수행하였다. 총 응답자 600명 

중 디자이너 브랜드 유통 채널 방문 경험이 있는 465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 소비자의 30개 디자이

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브랜드에 따라 상이했으나 22개의브랜드가 6~20% 수준의 인지도를 

보였으며, 중복 응답을 허용한 브랜드 인지 경로는 친구나 지인을 통한 경우가 47%로 가장 높았

고, 방송 프로그램(TV/CATV)을 통한 경우가 44.7%, 백화점, 홈쇼핑과 같은 유통채널을 통한 경

우가 33.6%로 조사되었다.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한 평가는 ʻ수준 높은 디자인ʼ과 같이 긍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불 의향 금액은 디자이너 브랜드의 평균 판매 가격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도 ʻ스타일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36.6%)ʼ와 ʻ가격대가 높은 편(27.7%)ʼ이 가장 높게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격

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제성에 대한 소비자의 태

도에서 모험 추구 성향과 브랜드 지향 성향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브랜드 지향이 

낮은 집단에서는 모험 지향 수준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없었으나, 브랜드 지향이 높은 집단에서 

모험 지향이 높을 경우 디자이너 브랜드의 경제성에 대한 태도가 호의적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해 디자이너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격에 대해 모험 지향과 브랜드 지향 수준이 모

두 높은 집단에서 가격 저항이 가장 적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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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근
안동대학교

외향성과 신경증에 따른 충동구매와 외모관리행동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나서 더 풍요로운 시대를 지향하고 있

으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부적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정신 혹은 

심리상태에 기초하여 개인의 성격이 형성되는데 개인의 성격은 일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의식 

혹은 무의식으로 표출되며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된 행동에서 쉽게 관찰된다. 의류학 분야

에서 성격과 의복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격 연구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 온 소비자의 성격 요인 가운데 의복행동

과 관련이 높은 외향성과 신경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증의 개념을 통해 소비자를 분류하고, 외향성과 신경증이 충동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고자 한다. 그리고 소비자 집단별로 표출하는 외모관리행동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 5월 15일부터 30일 사이에 대구 및 경북지역에서 20대 대

학생 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완전하게 작성되거나 분석에 적절

하지 않은 설문지 일부를 제외한 259부의 설문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요인인 외향성과 신경증을 통해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과, 외향성과 신경증이 모두 

높은 집단(n=90), 신경증만 높은 집단(n=74), 외향성만 높은 집단(n=61), 외향성과 신경증이 모두 

낮은 집단(n=34)과 같은 순서로 4집단을 분류하였다. 둘째, 신경증은 일반적으로 정서적인 불안정

성을 의미하고, 외향성은 대인관계의 양과 강도를 의미하는데 두 가지의 성격 요인 모두 충동구

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상대적으로 신경증이 더 큰 영향

을 미쳤고, 충동구매와 심리적 불안정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외향성과 신경증을 통한 4집

단에서 충동구매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외향성과 신경증이 모두 낮은 집단이 유의하게 다른 집

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충동구매성향을 나타냈고, 외향성과 신경증이 모두 높은 집단이 가장 

높은 충동구매성향을 보였다. 셋째, 외향성과 신경증을 통한 4집단은 외모관리행동에서 차이를 보

였다. 먼저 옷차림 확인이나 의복의 어울림 고려와 같은 의복관리 영역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증이 

모두 높은 집단과 신경증만 높은 집단이 보다 적극적인 관리태도를 보였고, 기능성 화장품, 마스

크팩의 사용과 같은 피부관리 영역에서는 외향성만 높은 집단, 외향성과 신경증이 모두 낮은 집

단에서 보다 높은 관리태도를 보였다. 또한 성형과 같은 적극적인 외모관리에 대해서는 외향성과 

신경증이 모두 높은 집단과 외향성만 높은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관리의도를 나타냈다. 본 연구

를 통해 의복관리는 신경증 수준이 높은 집단들이, 피부관리는 신경증 수준이 낮은 집단들이 상

대적으로 높은 관리태도를 보였고, 성형관리는 외향성 수준이 높은 집단들이 더 높은 관리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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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아웃도어 브랜드의 후원마케팅효과에 관한 연구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20%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확대되었던 국

내 아웃도어 시장은 2010년 이후 현재 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포화된 시장에 대한 우려의 소리

와 함께 브랜드간의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마케팅전략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이러

한 아웃도어브랜드의 마케팅전략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주로 아웃도어 브랜드의 

마케팅전략의 유형과 관련된 것이 많았으며, 브랜드 자산 및 이미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소비

자행동관련 연구, 광고 및 홍보효과의 연구 등이 있었다. 

국내에 잘 알려진 K2, 노스페이스, 콜핑 등 대표적 아웃도어 브랜드는 등산 활동 전문 브랜드

로 전문산악회의 후원활동을 통해 제품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소비자에게 인지시키는 경우가 많았

다. 이와 같은 아웃도어 브랜드의 후원활동이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구매결정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등에 관련한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대구경북지역의 남성소비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후원마케팅의 정보일관성에 따라 후원마

케팅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소비자의 인구특성에 따라 후

원마케팅 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셋째, 소비자의 쇼핑성향 집단

에 따라 후원마케팅 태도, 브랜드태도, 구매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본 연구의 조사는 대

구경북지역의 직장 산악회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개의 아웃도어브랜드의 후원마

케팅과 관련된 자극물이 포함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최종 사용한 설문지는 불성

실한 응답을 제외한 396부를 대상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독립표본 t-test, 일원배치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1의 연구결과는 후원마케팅의 정보일관성은 후원마케팅 태도와 구매의도에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브랜드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의 소비자의 

인구특성에 따른 차이는 연령과 아웃도어 웨어 구매액 수준에서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문제 3의 소비자의 쇼핑성향에 따라서는 쇼핑성향별 3개 집단을 도출했으나, 후원마

케팅태도·브랜드태도·구매의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 대

상자가 대구경북지역의 남성소비자로 보편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좀 더 확대된 

연구대상자를 토대로 재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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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지각하는 후각, 시각, 촉각의 감각이미지와 
구매의도와의 관계
: 천연염료와 합성염료를 비교하여

Ⅰ. 연구목적

차별화된 감성 표현 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천연재료의 여러 가지 인체 친화

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연재료는 한방성분의 방향(芳香)과 천연염료의 자연 그

대로의 색상(김재필 & 이정진, 2003), 그리고 몸에 닿는 자연스럽고 좋은 느낌의 촉감(김형택, 

2010)으로 심리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며, 천연직물에 대한 구매의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Hong, Lee, & Park, 2010; 박영희, 2012). 그러나 천연염료의 염색 방법은 합성염료에 비해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 및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후각, 시각, 촉각의 감성이미지와 구매의도의 관계를 규명하고, 천

연염료와 합성염료와의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자료를 통해 붉은색 견직물에 관한 감각요인의 이미지를 고찰한다.

둘째, 감각 요인과 구매의도 요인 간에 형성되는 관계와 특성에 대해 파악한다.

셋째, 감각 요인과 구매의도 요인 과의 관계설정 과정에 매개하는 천연염료와 합성염료의 영

향을 규명하여 추후 한방재료를 활용한 직물 개발 방향성과 시장 진출 전략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자극물 제작

1) 직물의 후각적 특성 발현을 위한 한방 성분의 가공제 추출

직물표면에 한방성분을 강화하고 후각적 이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2ml의 물에 500g의 약재

(황백, 오미자 등)와 장미 2 송이를 20시간 동안 우려서 한방성분의 가공제를 추출하였다.

2) 직물의 시각적 특성 발현을 위한 천연염료와 합성염료를 사용한 염색

자극물 1-천연염료는 붉은 계열의 염색재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목을 선정하여 

알루미늄으로 선매염 처리하였다. 염색방법은 문헌(안영무, 2010)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직물무게

의 3배의 염재를 욕비(1: 50)에 맞추어 5분간 우려내고, 걸러진 염재를 2차 우려서 1차와 2차의 

염액을 섞어 염색에 사용하였다. 염색 과정은 3회 반복하여 시행하였다. 자극물 2-천연염색 된 

직물의 표면 색채를 측색기(CM2500D,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수치를 측정하고, 이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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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도록 합성염료인 산성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3) 직물의 촉각적 특성 발현을 위한 시료의 설정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KS K 0905에 규정된 염색견뢰도 시험용 백견포로 Silk,(100%), 새틴

조직(Satin), 중밀도(Warp, 288.8 ; Weft, 203.4 /5cm), 보통두께(26.2g/㎡)의 표준포를 사용하였다.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감각요인의 이미지 용어는 문헌연구를 통해 고바야시의 감성분류(Lee & Um, 1998)와 한국 

I.R.I색채연구소의 이미지 스케일(http://www.iricolor.com/), 그리고 선행 연구들(Sarmandakh & 

Yi, ; 양영애 & 이은주, 2010; 이안례 & 이은주, 2010)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50개의 

감각어를 선별하였다. 그 중, 본 실험의 자극물인 붉은색 직물의 후각, 시각, 촉각의 감각을 표현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전문가와 상의하여16개의 형용사로 추출하였다.

구매의도의 용어는 선행연구(Lafferty, Matulich, & Haytko, 2015)를 참조하여 ʻ구매할 것이다ʼ, 
ʻ구매할 가능성이 있다ʼ. ʻ추천할 것이다ʼ로 정의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 방식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7) 하였다. 

설문지는 직물의 감성이미지를 측정하는 16개의 문항, 구매의도 3문항, 천연제품의 구매경험 1문

항으로 하여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피험자는 5주간의 수업시간을 통해서 천연염색과 합성염색을 실습한 의류학 전공 남녀(21:79) 

대학생 100명으로 선정하였다. 각 피험자는 평가 방법과 감성 이미지 용어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교육 받은 후 1주일동안 2회에 걸쳐 천연염색 자극물(15×15㎠)과 합성염색 자극물을 각각 평가

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의 설문지 중 192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분석되었다. 

Ⅲ. 자료 분석 및 고찰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

석, 회귀분석,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한방재료와 장미향기로 코팅된 붉은색 견직물의 감각이미지 16문항간의 요인분석 결과는 3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다(Cronbach's α=.82). 각각의 요인은 후각적 요인(6개의 이미지 편안한, 친

근한, 동양적인, 향기로운, 매력적인, 자연적인), 시각적 요인(7개의 이미지 장식적인, 다양한, 환

상적인, 세련된,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고상한), 촉각적 요인은(3개의 이미지 매끄러운, 부드러운, 

가벼운)으로 명명하였다.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후각, 시각, 촉각, 구매의도는 서로 간에 모두 정의 상관관계

로 나타났으므로, 구매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감각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천연염료와 합성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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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구매의도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염료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염료 모두 감각적 

요인 중에서 후각적 요인만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붉은색 견직물의 감각이미지 요인이 염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t-test 분석을 실시하여 살펴 본 

결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즉, 감각이미지 중 후각(천연: 합성=4.80 : 

4.57)과 시각(천연: 합성=4.62: 3.22)의 평균은 천연염료가 합성염료보다 높으나, 촉각(천연: 합성

=4.18: 4.12)과 구매의도(천연: 합성=4.53 : 4.48)는 염료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친환경적이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패션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다음

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할 수 있다.

1. 감각이미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별 특성은 후각, 시각, 

촉각으로 명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각적인 요인의 이미지는 서로 간에 명확하게 구분되

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감각 이미지별 직물의 구매의도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편안한, 친근한, 

동양적인, 향기로운, 매력적인, 자연적인 요소와 같은 후각적인 특성을 많이 가진 직물일수

록 구매의도가 높으며, 이러한 이미지는 천연염료로 염색된 직물과 합성염료로 염색된 직

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의류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각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3. 천연염료와 합성염료는 후각적인 이미지와 시각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특히 천연염색 직물은 장식적인, 다양한, 환상적인, 세련된,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고

상한과 같은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합성염료 보다 높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천연염색 

된 소재의 독특한 색상구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조사대상을 소목으로 염색된 견직물로만 한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견직물의 물리적이 특성과도 연결하여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천연염료와 

합성염료를 사용하여 후각, 시각, 촉각의 감각이미지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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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를 이용한 가죽의 천연염색 1

의류소재로 사용되는 피혁은 돈피, 양피, 우피가 대표적이며, 이 중 우피는 돈피보다 강도가 

우수하고, 다양한 두께로 생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우피는 일반적으로 다단계의 생산 

공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염장처리된 원료피를 처리하여, 불필요한 털, 지방, 가용성 단백

질 등을 제거하여 단백질 망상 구조인 진피층을 남긴다. 두 번째 단계는 태닝 공정으로, 피혁에 

내구성을 부여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공정으로, 크롬태닝과 베지터블태닝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가지 처리 단계로, 일종의 유연처리 과정으로 색상부여 및 유연성 증진을 부여한다. 마지

막 단계를 표면 코팅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피는 원피의 종류, 사용 용도, 태닝 종류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이들의 기본 구조는 표피층과 진피층의 조직학적 구조는 동일하다. 즉 가죽은 입체적 단

백질의 망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염료의 침투성이 두께에 따라 다양하며, 침투성에 따라 색상

의 발현이 다른 특성이 있다. 

가자(terminalia chebula retzius)는 미로발란(myrobalan)이라는 노란색소가 추측되며, 가자 추

출액에는 약 20~40% 정도의 탄닌이 함유되어 있다. 가자는 알콜 또는 열수 추축이 모두 가능하

며, 열수 추출물에서 수용성 탄닌의 추출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닌은 금속염에 의해 

황색, 황갈색, 흑자색, 흑색 등으로 발색한다. 또한 탄닌의 효과는 단백질 섬유 염색 시 탄닌 첨

가에 의해 단백질과 색소 분자 상호 간 작용이 증대되어 세탁견뢰도 향상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백질 망상구조인 우피를 사용하여 천연염색을 적용하고자 한다. 우피 중 

베지터블 태닝공정까지만 완료된 미가공 포를 선정하였다. 

베지터블 태닝은 기존의 크롬 태닝과 비교하여, 환경오염이나 발암물질로 지목되고 있는 크롬

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태닝방법으로서, 식물성 탄닌 엑기스를 사용하여, 태닝하는 것이다. 기

존의 가죽의 천연염색 공정에서 연구된 원피의 대부분은 크롬 태닝된 원포를 사용하였으나, 천연

염색을 통한 친환경성의 목적에는 베지터블 태닝이 부합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베지터블 태닝 우피의 천연염색 공정을 수립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은 베지터블 태닝된 우피(두께:0.5㎜)를 선택하였으며, 가자 추출은 가자 100g을 메탄올 1L로 추

출하였으며, 100㎖로 농축하여 사용하였다. 염색 조건 설정 시, 온도 변화에 따른 염색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염료 농도를 300%(o.w.f.)로 고정하고 염색온도를 30～60℃로 변화시켜 염색하였으

며 매염처리는 동시매염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자 천연염색 시 무매염색 색상은 온도가 30, 40℃에서는 a, b값이 모두 증가하였고 50, 6

0℃에서는 a값은 감소하고 b값은 증가하여 온도가 상승할수록 yellowish하였다. Al 매염시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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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50℃까지는 a, b값 모두 감소하여 무매염시보다 yellow-redish를 띠었으며 60℃에

서는 a값이 크게 상승하였고 무매염 가죽에 비하여 가죽의 수축과 경화가 크게 일어났다. Cu 매

염시는 Al 매염시보다 a값은 상승하고 b값은 감소하였으며 60℃에서는 가죽이 수축되고 경화되었

다. Fe 매염시는 모든 온도 조건에서 a, b값이 미처리 가죽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grayish하

게 나타났으며, 60℃에서는 Al, Cu 매염시와 동일하게 가죽의 수축과 경화가 크게 나타났다. 이

는 가죽의 표피층을 이루는 케라틴은 피혁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고, 엘라스틴과 콜라겐 섬유 중

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중 콜라겐이 가죽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콜라겐은 

태닝 공정을 거치면서 가교를 형성해서 안정화되지만, 염색 중 온도가 높아지면, 이러한 콜라겐이 

열수축을 일으키므로, 가죽의 경우 높은 k/s값 외에 가죽의 경화 여부도 염색 조건 설정에서 매

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303연구논문(포스터) 발표: 의복과학 분야 _____

김수미*·김혜림
숙명여자대학교

가자를 이용한 가죽의 천연염색 2

천연피혁은 단백질의 망상구조로, 단백질 섬유와 유사한 염색 거동이 기대되나, 일반적으로 천

연 피혁의 균염은 쉽지 않다. 염액의 종류에 따라서 흡착성 및 흡착 속도 등이 달라지며, 균염성

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죽의 천연염색에서의 염색거동은 가죽의 두께, 전처리공정

(태닝 등), 염액의 종류 등에 의해 변화된다. 가죽의 염색성 향상을 위한 연구로는, 효소 처리, ul-

tra sonification, 탄닌 전처리, 가교제 등의 사용 등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다. 우피는 일반적으로 

다단계의 생산 공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염장(soaking)처리된 원료피를 처리하여, 불필요한 

털(dehairing), 지방(degreasing), 가용성 단백질 등을 제거하여 단백질 망상 구조인 진피층을 남긴

다. 두 번째 단계는 태닝 공정으로, 피혁에 내구성을 부여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공정으로, 크롬태

닝과 베지터블 태닝이 대표적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가지 처리 단계로, 일종의 유연처리 과정으로 

색상부여 및 유연성 증진을 부여한다. 마지막 단계를 표면 코팅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우피의 생산 공정에 효소를 적용하는 공정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적용되

는 공정은 일반적으로sokaing, dehairing, degreasing 공정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태닝 후처리

(post-tanning process)로, 효소처리를 적용하는 연구 보고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지터

블 태닝 처리가 끝난 우피 원피에 효소를 적용하는 공정을 도입하여, 염색성의 향상 및 원피의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피의 염색 전처리 공정에 효소 공정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자

(terminalia chebula retzius) 추출액을 사용하였다. 가자 추출은 가자 100g을 증류수 1L를 사용하

여 100℃에서 60분간 추출하였으며, vacuum evaporator를 사용하여 100㎖로 농축하였다. 효소 

공정은 시판 프로테아제를 사용하여, pH, 온도, 처리시간 등을 변화시켜 최적의 효소처리 조건을 

설정하고, 염색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최적의 염색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염료 농도를 

300%(o.w.f.)로 고정하고 염색온도를 30～60℃로 변화시켜 염색하였으며 매염처리는 동시매염을 

시행하였고 사용한 화학매염제로는 알루미늄 칼륨 황산염(5% o.w.f.), 초산구리(3% o.w.f.), 황산

제일철(3% o.w.f.)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프로테아제 처리한 우피와 처리되지 않은 우피의 가자로 염색 시 염색성 비교 결과, 효소 처

리 시 염색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효소 처리에 의해 우피의 표면이 정리되고, 

균염이 가능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증류수에서 추출한 가자 추출액으로 염색시, 가죽의 표

면색은 염색 온도 증가에 따라 향상되었다. 특히 60℃이상의 온도에서의 가죽의 경화 및 수축은 

증류수에서 추출한 염액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자를 이용한 우피염색시, 경화현상은 

알코올로 추출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용성 탄닌의 추출이 용이해짐에 

따라 증류수에서 추출한 가자 염색시 우피의 염색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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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업 사이클링
: 의생활 중심으로

패스트 패션의 자극적인 광고, 저렴한 가격, 트렌드 편승에 지친 우리 가정은 이제 건강한 의

생활을 찾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추구하기보다 인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시스템에 관

심을 갖고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한다. 이에 가정에서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의 변화가 보이고 있

다.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이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지속가능한 의생활은 자

연 친환경적임과 동시에 미래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생활을 말하는데, 소비자들은 막

연하게 생각했던 의생활의 환경, 사회 등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가정에서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의생활, 패션에 대한 연구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가정을 단지 물건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

속가능한 의생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

활양식과 소비패턴의 이해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지속가능한 의생활 현황

을 살펴보고 가정에서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으로 업 사이클링을 제시하고자 한다. 업 사이클링

은 리사이클링의 상위 개념으로 버려진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

해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가능성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업 사이클링의 현황과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

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으며,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ʻ재활용ʼ, ʻ업사이클ʼ, ʻ재
사용ʼ, ʻ새사용ʼ 등을 키워드로 검색을 시행하였다. 특히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개인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경험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데 효과적이므로 가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의생활과 업 사이클링에 대해 조사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연구결과 가정에서 지속가능한 의생활 실천으로는 지속가능한 패션제품 선택, 지속가능한 세

탁과 관리, 재활용 및 중고거래를 이야기하였다. 가정에서 업 사이클링의 실천은 지속가능성의 

특성인,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문화적 지속가능성, 시간적 지속가능성이 모두 나타

났으며, 업 사이클링의 만족과 불만족 요인이 모두 나타났다. 또 가정에서 업 사이클링의 유형은 

소재활용의 유형은 소재활용의 극대화, 저급소재의 고급화, 의외의 관련성으로 재활용, 브랜드 및 

유행에 동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업 사이클링의 참여 유형으로는 일회성 이벤트 참

여, 취미활동, 사회공동체로서 활동으로 구분되었다.

현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자원 가치 있는 재활용이라는 업 사이클링의 경향과 내적의미를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업 사이클링이 보다 새로운 가치창출과 발전 가

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Reference

Na, Y. J. & Lee, H. G. (2013). An Exploration According to Clothing Category for Increasing the Sustainability of Fashion and 

Textile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5(2), 2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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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줄기·잎 추출액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현대사회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복잡한 사회구조로 인간의 생활환경이 오염되면서 건강과 쾌

적한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천연염색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친환경적인 염재를 활

용하여 의류제품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천연염료는 합성염료와

는 달리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적고, 항균성, 소취성, 항알레르기성, 항암성등의 각종 기능

성을 겸비하고 있는 염재가 다량 존재하며 염색에 의하여 의류제품에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농산물의 생산과정이나 수확 후에 버려지는 부산물을 천연염료로 활용한다면 

천연염색 제품의 고부가가치의 창출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염색의 상용

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염료 식물의 탐색과 활용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구마(Ipomoea batatas L.)는 전 세계적으로 보리와 쌀 등의 곡류와 함께 주요 식량자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천연의 ß-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무기물과 각종 비타민 그리고 양질의 식이섬유

를 함유하고 있다. 고구마 잎과 줄기에는 항산화기능, 항균작용, 항고혈압작용 및 간보호 기능과 

같은 생리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천연 색소로 주목 받음과 더불어 건강식품으로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고구마 줄기·잎에 대해서는 이용도가 미흡하여 버려지거나 퇴비 또는 

사료로만 이용되고 있을 뿐 천연염색재로 활용한 연구 결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고구마 줄기·잎의 추출액을 이용하여 견직물에 대한 

염색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염재로 고구마의 지상부를 추출해서 염액으로 사용하였고, 시료

는 솜베사에서 구입한 견직물 100%(카리스소프트 제조)를 사용하였다. IR염색기(KSL-24Perfect, 

고려화학)를 사용하였으며, 견뢰도 향상과 다양한 색상 발현을 위해 매염제로 염화제1주석(SnCl), 

알미늄명반(Alk(SO)·12HO). 황산구리(CuSO·5HO). 황산제1철(FeSO·7HO) 4종을 사용했

다. 표면색 측정은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UtraScan PRO, Hunter Lab, USA)을 사용하

여 염색한 시료의 표면반사율을 측정한 후 Kubelka-Munk식에 의해 K/S값을 평가하였다. 또한 

최적의 염색조건을 알아보고자 염색온도, 염색시간, pH에 각각 변화를 주어 검토하였다. 염색 후 

세탁견뢰도, 드라이클리닝견뢰도, 일광견뢰도, 마찰견뢰도, 땀견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소취성과 항

균성에 대한 기능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고구마 줄기·잎의 추출액으로 염색 시 최적의 염색조건은 염액농도 100%, 염색온도 

90℃, 염색시간 80분에서 가장 높은 K/S값을 보였다. 매염제의 종류 및 방법과 염색온도에 따른 

염색성은 선매염은 90℃, 후매염은 40℃의 Sn매염제에서 가장 높은 염색성을 나타내었다. 염색견

뢰도(세탁, 드라이클리닝, 마찰, 땀)는 대체로 4-5급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났고, 소취성과 항균성

도 매우 우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고구마 줄기·잎은 친환경염제로서 우수성이 입증되었고 이

를 활용하여 천연염색 의류제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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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음성 인테리어용 텍스타일의 조직 디자인 개발

현대 사회에서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는 방음시설 중 현실적으로 흡음재를 활용해 실내의 소음

을 저감하는 방법이 있다. 소음 저감을 위해 사용되는 흡음재로는 섬유소재를 많이 적용하고 있

으며, 이는 섬유소재가 음향공학에 의한 다공질형 흡음재의 우수한 기능을 갖고 있고, 개별 구조

를 최적화를 통한 흡음의 최적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국내 흡음성 소

재는 극세사 섬유 집합체를 응용한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실내장식용 커튼이 흡음기능을 갖는 직물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소음저감을 위한 직물 구조 및 조직 개발을 목표로 하여, 먼저 시제품 조직을 분석하

고, 흡음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의 직물 구조의 조건 및 드레이프성을 향상시키는 조직 패턴을 개

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직물 조직 패턴을 개발하기 위해 Texpro Design CAD system(영우 C&I. Inc) 중 

Weave V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안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의 조직도를 갖는 텍스타일을 제안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직

물형 흡음제 조직은 1/1, 1/2, 2/1, 1/3, 3/1 등을 혼합한 변화평직으로 제조되고 있다. 본 결과물

은 흡음성을 필요한 공기층을 제어하기 위하여 변화 수자직에 해당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다.9)

Fig. 1 Fabric construction of samples 

  

* 본 연구는 ㈜모던인테크에서 지원받았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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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저항성이 저감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개발을 위한 
주요동작 인체부위별 공기저항성에 대한 연구

Ⅰ. 서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는 천분의 일초로도 승패가 좌우될 만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경기로 

높은 스피드를 요구하며 공기와 직면하며 질주하는 경기로서 선수가 착용하는 경기복은 공기저항 

저하를 위해 연구되어야할 중요한 연구분야라 할 수 있다. 주요 상위 선수권 나라에서는 스피드

스케에팅 경기복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

고 있는 현재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제작기술의 자국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

다. 공기저항 최소화 및 근력지지가 요구되는 고기능성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은 공기저항 최소

화를 위해 딤플표면 구조의 소재 기술개발과 함께 완제품 관련 봉제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

한 소재와 봉제기술 적용을 위하여 먼저 경기 동작에 따른 인체부위별 공기저항 경향성 파악 및 

분석을 통한 기초데이터 수립이 필요하며 따라서 공기저항성이 저감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개

발을 위하여 주요동작의 인체부위별 공기저항성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Ⅱ. 본론

본 연구는 스피드스케이팅 활주기술인 글라이드(glide), 푸시오프(Push off), 크로스오버(Cross 

over)동작의 모델제작 및 3D바디스캔을 통하여 가상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동작 모델을 제작하고 

공기역학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실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평균속도의 유동속도를 부여한 후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각 동작 인체부위별 공기저항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방법 및 절

차는 다음과 같다.

1. 풍동시뮬레이션용 마네킨 제작

스피드스케이팅 활주기술인 글라이드(glide), 푸시오프(Push off), 크로스오버(Cross over)동작 

마네킨 제작을 위하여 실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에게 경기동작을 취하게 한 후 팔방면에서 동작

을 촬영하였다. 촬영된 이미지를 참조하여 전문 조형작가를 통해 마네킨 모델을 제작하고 1차 제

작 후 동작 수정을 통하여 마네킨 제작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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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작명 참조 동작 마네킨 1차 제작 마네킨 제작 완성

글라이드

(Glide)

푸시오프

(Push off)

크로스오버

(Cross over)

<그림 1> 경기동작 마네킨 제작

2. 풍동시뮬레이션을 위한 마네킨 3D스캔

제작된 마네킨을 3D바디스캔(Vitus Smart pro, 225*220*285cm) 장비를 활용하여 1차 기준좌표 

자세를 스캔한 후 전방향으로 스캔을 하였다. 수평스캔형식의 장비적 특성으로 인해 수평센서에 

인식되지 않는 부위는 홈이 팬 형태로 스캔됨에 따라 동작 전방향 스캔 및 인체 부위별 개별 스

캔을 하고 파일의 합성을 통해 마네킨 형체를 완성하였다.

경기동작명 기준좌표 자세 및 사방촬영 부분스캔 데이터

푸시오프

(Push off)

<기준좌표> <사방스캔> 

<그림 2> 푸시오프 동작의 전체 및 부위별 3D바디스캔 이미지

3D 스캔 데이터 형체는 RAPIDFORM 및 ANSA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병합, Rapping, Smoo- 

thing(Brushing), Remeshing 등 총 4단계를 거쳐 완성하였다.

단계 소프트웨어명 작업명 목적

Ⅰ RAPIDFORM 병합 동작 전체 스캔 파일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듦

Ⅱ ANSA Rapping 홈이 페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결되도록 메움

Ⅲ RAPIDFORM Smoothing/Brushing 메워진 홈 부분의 비평활한 부분을 평활하게 함

Ⅳ ANSA Remeshing 시뮬레이션용 격자형태의 모델로 변형함

<표 1> 3D스캔 데이터 형체 완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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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작명 완성된 동작 형체

글라이드

(Glide)

푸시오프

(Push off)

크로스오버

(Cross over)

<그림 3> 경기동작별 완성된 동작 형체

3. 풍동시뮬레이션 진행

공기저항계수는 동작의 투영면적과 관련이 있으므로 제작된 시뮬레이션용 동작모델의 치수 및 

정면 투영면적을 산출하고 부드러운 인체곡률 표현 및 유동특성 변화를 시뮬레이션에서 원활히 

포착할 수 있도록 최소길이 2mm, 최대길이 5mm의 삼각격자를 생성시킨다.

경기동작명 높이 길이 폭 정면 투영면적

글라이드 911mm 984mm 512mm 0.2015㎡

푸시오프 928mm 899mm 1,498mm 0.3333㎡

크로스오버 953mm 885mm 1,132mm 0.3374㎡

<표 2> 경기동작별 모델의 치수

경기동작명 표면격자

크로스오버

(Cross over)

<그림 4> 크로스오버 동작의 표면격자 생성

풍동시뮬레이션을 위한 도메인 설정은 후류영역 크기를 고려한 정확한 공기저항 계수 산출을 

위해 인체대상 길이(L)를 기준으로 전방 10L, 후방 25L, 높이 10L, 폭 20L 크기로 설정하고 지면

은 인체대상 전진속도를 포함한 지면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동벽면 사용하였다. 유속(풍속)조

건은 국제 빙상 연맹이 공인하는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의 평균속도

(14.69m/s)에 근접한 15m/s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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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조건

사용 소프트웨어 ANSYS FLUENT(전산유체해석 상용 프로그램)

유동속도 15 m/s 정풍, 해면 표준대기 조건

해석자 비압축성 Pressure-Based Navier-Stokes

난류모델 Realizable k-e

벽면함수 Non-Equilibrium Wall Functions

공간차분 2ndOrderUpwindScheme

경계조건 Velocity Inlet / Pressure Outlet

<표 3> 풍동 시뮬레이션 조건

4. 시뮬레이션 결과

본 실험의 경우 물체 고유 모양에 의한 항력인 형상항력이 작용되는데 형상항력을 압력항력과 

표면마찰항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각 동작별 공기저항 계수 계산 결과는 다음표와 같다.

경기동작명

항목

글라이드 푸시오프 크로스오버

공기저항계수

(Cd)
비율(%)

공기저항계수

(Cd)
비율(%)

공기저항계수

(Cd)
비율(%)

전체 공기저항 계수 0.3019 100 0.3116 100 0.3306 100

압력항력 공기저항 계수 0.2661 88 0.2800 90 0.2995 91

표면마찰항력 공기저항 계수 0.0358 12 0.0316 10 0.0311 9

<표 4> 동작별 공기저항 계수

경기동작명 압력항력계수 분포도 및 항력 최대 부위 표면마찰항력계수 분포도 및 항력 최대 부위

글라이드

(Glide)

이마부, 어깨 상부, 상완 안부분, 하완 바깥부분, 

허벅지 정면, 정강이 정면부, 골반 정면부

얼굴, 팔, 다리, 허벅지, 엉덩이, 어깨 측면부, 가슴 

정면부

푸시오프

(Push off)

이마, 어깨, 다리 정면부, 골반 정면부, 상완 

정면부

다리전체 측면부, 둔부 측면부, 상완내외측면, 

사타구니, 겨드랑이 부위

크로스오버

(Cross over)

이마, 어깨, 다리 정면부, 골반 정면부 다리전체 측면부, 둔부, 측면부, 어깨 뒤쪽

<표 5> 압력항력·표면마찰항력계수 분포도 및 항력 최대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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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시뮬레이션 결과 압력항력계수·표면마찰항력계수 분포도 및 항력 최대 부위는 위의 표와 

같다.

압력항력에 의한 공기저항계수는 인체를 변형하지 않는 이상 적용대상마다 고유의 항력으로 

나타나며 표면마찰항력에 의한 공기저항계수는 인체가 착용하는 의복설계 조건에 의해 변화가 가

능한 요소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 공기저항성은 전체 공기저항 계수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압

력항력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유동이 압력 정체점에서 분리되어 인체대상 표면을 

따라 흘러가다가 점성에 의하여 운동에너지가 소멸된 후 머리 뒤, 겨드랑이, 팔·다리, 엉덩이에

서 유동박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둔부에서 넓은 와류(Vortex)가 생성되었다.

경기동작명 글라이드 푸시오프 크로스오버

와류 생성

<그림 5> 경기동작별 유동박리 및 와류 생성지점

Ⅲ. 결론

스피드스케이팅 활주 동작인 글라이드(Glide), 푸시오프(Push off), 크로스오버(Cross over)의 

인체부위별 공기저항 및 와류 최대부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5> 동작별 공기저항 및 와류 최대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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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항력을 기준으로 항력이 최대로 가해지는 부위는 글라이드 동작의 경우 이마부, 어깨 상

부, 상완 안부분, 하완 바깥부분, 허벅지 정면, 정강이 정면부, 골반 정면부위였고 푸시오프 동작

의 경우 이마, 어깨, 다리 정면부, 골반 정면부, 상완 정면부위였으며 크로스오버 동작의 경우 이

마, 어개, 다리 정면부, 골반 정면부로 나타났다. 세 동작의 공통되는 공기저항 및 와류 최대부위

는 다음 그림과 같으며 공통되는 공기저항 최대부위는 어깨, 복부, 다리전면부이며 공통되는 공기

와류 최대 부위는 둔부로 나타났다.

<그림 6> 공통되는 공기저항 최대부위 및 공기와류 최대부위

Ⅳ. 고찰

본 연구 결과 스피드스케이팅 주요 활주 동작의 인체부위별 공통적으로 공기저항이 큰 부위는 

어깨, 복부, 다리전면부로 파악되었고 와류 최대 부위는 둔부로 파악되었다. 본 실험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제작 시 소재의 표면구조에 따른 공기저항성 파악이 요구되고 

특히 표면마찰항력의 경우 패턴절개 및 심형태의 고안으로써 공기저항성 저하 방안이 요구되었

다. 이를 통해 공기항력계수가 낮은 소재를 공기항력계수가 높게 나타나는 인체부위에 배치하여 

디자인 및 패턴을 개발함으로써 공기저항성이 저감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개발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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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유화숙
울산대학교

습윤 시 Qmax에 대한 접촉형 냉감소재의 물리적 특성의 영향력 
평가

Ⅰ. 서론

최근 아웃도어 활동이 성행함에 따라 실외에서 의복이 부여할 수 있는 온열쾌적감 기능의 중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냉감 발현직물의 개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여름용 

냉감 직물의 기능성 가공 기술로는 흡수속건성, 흡수 냉감성, 태양열 차단 가공, 높은 열전도성, 

접촉에 의한 냉감 등 5가지 방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 중 접촉에 의해 냉감성을 부여하는 

소재의 경우 스카프, 티셔츠, 팬츠, 팔 토시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접촉형 냉감소재는 인체 접촉 시 접촉된 부위의 피부 온을 빠르게 떨어뜨림으로써 착의자에게 

냉감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희준(외4인, 1998)에 따르면 소재의 냉감성은 밀도가 증가할수록 냉

감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하였으며, 김희숙(1999)의 경우 냉감성의 영향을 미치는 직물의 

요인은 두께라고 하여 건조 시의 냉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냉감소재

는 주로 여름에 사용되므로 사용자가 더운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인체는 발한에 

의하여 고온다습해지고 접촉된 의복 소재는 젖기 쉽다. 그러므로 냉감소재 사용 시 건조된 소재

의 냉감성보다 습윤 시 소재의 냉감성이 사용자에게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습윤 된 냉

감 소재의 냉감성을 비교하고 어떠한 물리적 특성이 습윤된 소재의 냉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냉감소재를 이용하여 습윤 시 소재의 냉감성을 평가한 

후 그에 따른 직물의 물리적 특성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소재의 어떠한 특성이 냉감성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건조 시 소재의 냉감성과 비교를 통해 어떠한 특성이 소재 습윤 시 냉감

성을 더욱 증가시키는지 파악하여 냉감 기능성 직물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시료는 나일론/스판덱스 혼방 5종(저지 1종, 트리코트저지 1종, 메쉬 1종)과 폴리에스터/나일

론 혼방 3종(피케 2종, 허니콤 피케 1종), 폴리에스터 100% 냉감소재(피케)를 이용하였다. 시료를 

습윤시키기 위해 10cm×10cm 크기의 시료 안쪽면을 향해 30cm 떨어진 지점에서 0.5g의 물을 

분무한 후 흡수가 완료된 시료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의 냉감성은 Thermoalbo Ⅱ KES-FB7 

(KATO Tech., Co., Ltd)을 사용해 Qmax(초기열유속최대치)를 측정하였으며, 냉감성의 비교를 위

하여 습윤되지 않은 소재의 Qmax 또한 측정하였다. 직물의 특성은 시료의 두께(KS K 0506),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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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KS K 0514), 밀도(KS K 0512), 겉보기 비중(KS K 0642), 기공도(KS K 0642)를 측정하였으며,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21.0을 이용해 시료의 냉감성과 구조적 특성간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Ⅲ. 결과 및 고찰

시료의 냉감 수치인 Qmax와 소재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 소재의 특성 중 밀도와 겉보기 비중, 기공도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

서 냉감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밀도(r=0.822)와 겉보기 비중(r=0.831)의 경우 

정적인 상관성을, 기공도의 경우(r=-0.721) 부적 상관성을 나타내어 직물의 밀도와 겉보기 비중이 

클수록, 기공도가 적을수록 냉감성이 잘 발현되었다.

건조시 소재에 대한 습윤시 냉감성을 Qmax를 통하여 비교해 본 결과 습윤시 Qmax의 수치가 

건조시보다 0.056 W/cm2~0.121 W/cm2의 증가된 수치를 보였는데, 특히 편성조직이 피케 혹은 

메쉬 소재의 경우 약 0.10 W/cm2 이상의 높은 증가치를 나타내어 0.10 W/cm2이하의 증가치를 

나타낸 저지 혹은 트리코트 저지보다 습윤 시 냉감성 증가율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론

최근 개발된 냉감직물을 이용하여 습윤 시 소재의 어떠한 물리적 특성이 냉감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자인지 알아본 결과 직물의 밀도와 겉보기비중, 기공도가 유의수준 0.05에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밀도와 겉보기비중이 클수록, 기공도가 적을수록 냉감성이 더 많이 발현

되었다. 또한 소재 습윤 시 Qmax의 경우 건조시에 비해 0.056 W/cm2 ~ 0.121 W/cm2 가량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 중 피케, 메쉬 조직의 Qmax 증가율이 저지, 트리코트 저지 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발한 시 냉감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소재의 요인은 편성조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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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방제복 성능평가법 개발을 위한 농약노출평가 연구 고찰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빠른 산업화로 한국의 농업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농작업자 1인당 경지면적

이 증가하였고, 총 농약사용량 및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도 크게 늘어 농작업자의 농약노출 위험 

또한 그만큼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체의 농약노출 평가시 농약방제복의 착용 여부 및 방제복 종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Lee, 2011), 농약방제복 착용은 농약노출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농작업자를 지켜줄 수 있는 좋

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농장에 항공방제 시스템을 도입한 선진국과 는 달리 소규

모 자영농이 많아 여름철 노지 또는 습한 비닐하우스 내에서 직접 농약을 살포해야 하는 우리나

라의 경우 농작업자는 서열 부담과 동작 효율 저하 등의 이유로 방제복 착용을 기피하는 편이다

(You, 2004). 

이러한 이유로 국내 농약방제복 관련 학술연구는 농약방제복의 착용율을 높이기 위해 쾌적성

을 향상시킨 방제복의 소재 및 디자인 개발이나 방제복 착용시의 온열생리반응을 중심으로 진행

되어왔다. 그러나 농약방제용 개인보호구 개발규격과 시험평가 표준화를 위해서는 농약방제복의 

소재 개발이나 착용 평가로 충분하지 않으며 보호와 쾌적 성능이 균형을 이룬 농약방제복 개발을 

위해 농약방제시 농약의 인체노출평가에 대한 이해가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작업자에 대한 농약노출 및 건강 위해성 평가에 관한 국내외 관련 지침 

및 연구들을 분석하여 한국 상황에 적합한 농약방제복 성능평가법 개발에 일조하고자 한다.

Ⅱ. 국내 농약노출평가 관련 지침 및 연구 동향

농약살포자의 노출량 측정시험에 대한 기준은 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3-21호 ʻ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ʼ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9년 유럽기준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국내 실정에 

맞도록 2013년 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농약 살포자 산정기준 중 살포기기, 살포면적 

및 살포방법 등을 국내 실정에 맞게 개선하였으며,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을 위한 시험기준 중 

패치부착위치, 체표면적, 호흡량 등을 한국인 체형을 고려하여 개선하였다. 노출평가시 시험기록

지에는 피험자의 체중, 체표면적, 작물의 크기 및 간격, 살포량, 유효성분량, 기온, 습도, 조제시

간, 살포시간 등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작업자에 대한 농약노출 및 건강위해성 평가를 다룬 국내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노지, 과

수, 하우스 등의 국내 농약방제 환경에서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다양한 종류의 농약방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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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들이 보고되어 왔으며 특히 이의 정량적 노출시험평가법에 대한 논의들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인체 농약노출 정도는 농약 원제보다는 제품의 제형, 방제복 착용 여부, 살포 방식, 연간 농약

살포일수 및 1회 살포시간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Hong et al, 2007). 농촌진흥청(2007)에 따

르면 평균 1회 농약 살포시간이 과수 > 밭작물 > 비닐하우스 작목 > 수도작 순으로 보고하였고 

연간 실포빈도도 과수와 화훼 농업인이 통상적으로 연간 10~15회 정도 살포하여 과수 재배자들

의 농약노출위험이 가장 크다고 인정되었다. 농업의 형태뿐만 아니라 농약의 살포방식에 따라서

도 농약노출량이 다르다. 농약은 살포방식에 따라 speed spray(과수), hand spray(과수, 수도작, 

노지, 하우스), back pack(하우스, 노지), fogger(화훼)로 나뉘며 인체 농약노출량은 speed spray

방식이 가장 많다고 보고되어 과수작업자들은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체내로의 농약 축적은 크게 피부, 호흡기, 경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농약의 주요노출경로는 

피부라 알려져 있다. 피부로의 농약노출평가 결과 일반적으로 몸통보다 팔과 다리에 농약노출이 

더 많았고, 과수와 같이 키가 큰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모자와 어깨 부위 농약침투 위험이 높았

다(Kim et al., 2007). 한편 손의 농약 노출이 전체 노출량의 9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평

균 11% 정도 차지하는데 이는 전신에서 양 손이 차지하는 체표면적 비율이 약 5%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손이 농약에 대한 고노출 부위임을 알 수 있다. 

Ⅲ. 해외 농약노출평가 관련 지침 및 연구 동향

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농약방제복의 개발을 다루는 연구들보다 농약방제복 착용 시 농약의 

피부노출 평가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어 있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농약의 피부

노출평가법을 살펴보면, USEPA(1996) Series 875-Occupational and Residential Exposure Test 

Guidelines 지침이 있다. EPA 지침에서 규정하는 패치법은 TLC(Thin Layer Chromatograohy) 

Paper 패치를 각 부위별로 부착한 보호복과 시험용 면장갑, 면양말을 농업인에게 착용하게 한 후 

농약살포 종료 후 패치, 장갑, 양말을 분리하여 패치에 부착된 농약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패치법

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USEPA 뿐만 아니라, WHO(1982)와  OECD(1997) 모두 이를 추천하고 있

다. 그러나 전신의 단일한 노출 분포를 가정해야 한다는 점, 옷 위에 침투된 농약의 양을 인체 

피부면으로 침투된 양으로 외삽해야 한다는 점, 실제 착용하는 방제복의 소재에 따라 흡착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이 패치법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전신 보호복

을 이용한 농약노출평가법이 도입되고 있다. 전신노출평가법은 패치법보다 분석에 훨씬 긴 시간

이 소요되고 분석 비용이 높다는 점이 단점일 수 있으나 필드 실험 준비가 더 간단하고 패치의 

부착 위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전신의 단일한 분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의 장점

이 있다. 

한편 농약노출평가시 농약의 피부침투율을 10%로 가정하고 인체의 모든 부위에 동일하게 적

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약의 피부흡수율은 인체 부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John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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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이는 추후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맺음말

보호성능 및 쾌적성이 균형을 이룬 농약방제복의 개발 및 그 성능의 평가를 위해 작목 형태 

및 농약살포 방식을 고려하여 농약노출이 적은 부위는 통기성을 향상시키고 농약 노출이 많은 인

체 부위는 보호성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위별 피부 흡수

율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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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잎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에 관한 연구 

색은 우리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사물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한 색을 

표현하기 위하여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이고 편리한 화학염료가 대부분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날

이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 환경 오염은 친환경적 삶의 갈망과 자연에 대한 회귀 본능을 일깨워 

사라져 가던 천연염색 산업이 재조명 받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자는 중국산 한약재와 기존 염재에 국한 하지 않고 국내에 자생하는 나라 꽃 식물인 

무궁화의 잎을 천연염색에 적용시켜 새로운 천연염재를 발굴하고 염재의 다양화를 통해 천연염색 

산업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라꽃 식물인 무궁화는 100대 민족문화 상징중 하나로 선정 되었고, 

역사적 문헌과 기록들을 살펴보면 국가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어 있지만, 관

습법으로 인식되고 성문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궁화 잎을 

이용한 견직물의 염색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 나아가 무궁화 잎을 이용한 천연염색 활동 문

화 컨텐츠 개발로 민족문화의 상징성을 높이고, 무궁화의 성문법화를 홍보하기 위함에 연구목적

을 두고자 한다. 

무궁화의 학명은 Hibiscus syriacus L.이다. 국내에서는 무궁화(H. syriacus), 황근(H. hama-

bo), 부용(H. mutabilis), 하와이 무궁화(H. rosasinensis)가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다. 무궁화 잎

은 마시는 차(茶), 반찬의 재료, 한약의 약재료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무궁화의 한

의학적 효능을 살펴보면 출혈성대장 질환, 개선충 또는 사상균증, 불면증, 치질, 질·자궁 출혈에 

효능이 있고, 뿌리와 껍질에 항산화 활성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실험 시 무궁화 잎을 추출하여 염액으로 사용했으며, 솜베사에서 구입한 견직물 100%(카리소

프트 제조)을 시료로 사용하였고, 염색기는 IR(KSL-24Perfect, 고려화학)을 사용하였다. 다양한 색

상발현과 염색성 향상을 위하여 1급 시약인 tin chloride(SnCl2), aluminium potassium sul-

fate(Alk(SO4)2·12H2O), copper sulfate(CuSO4·5H2O), iron sulfate(FeSO4·7H2O)를 사용하였

다. 염색포의 표면색 측정은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UtraScan PRO, Hunter Lab, USA)

을 사용하였다. 최적의 염색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염색온도, 염색시간, pH, 염액농도 및 반복

염색에 따른 염색성을 검토하였다. 견직물에 염색 후 견뢰도(세탁, 드라이클리닝, 일광, 마찰, 땀 

견뢰도)와 기능성(항균성, 소취성)을 측정하여 각각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염색온도 90℃와 염색시간 60분에서 가장 높은 염착량을 보였고, pH 3

과 염액농도 100%, 반복염색은 2회, Sn 선매염과 Fe 후매염에서 가장 높은 염착량을 나타내었다. 

세탁견뢰도,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땀견뢰도는 대체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고, 일광견

뢰도는 다소 약한 2등급으로 나타났다. 기능성을 살펴보면 소취성은 90%까지 나타나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항균성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친환경 염재로서의 우수성은 인정되었지만, 일광견뢰도

와 항균성을 향상시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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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원
(주)화수목 천연색소기술연구소

발효감물의 분말화 연구

Ⅰ. 서론

감(Diospyros kaki L.; Persimmon) 열매는 9-15%의 당분과 만니트, 펙틴, 트리테르페노이드, 

아스코르빈산 및 delphinidin, xanthophyll, carotene과 떫은맛의 요인인 탄닌질로 구성되어 있다. 

탄닌은 여러 가지의 폴리페놀 화합물이 중합된 고분자물질의 총칭으로 본래 무색이지만 산화되면 

갈색을 띤다. 탄닌은 특징상 당과 산이 결합된 가용성인 가수분해형 탄닌과 유도체가 모인 불용

성 축합형 탄닌으로 구별하기도 하며, 피로갈롤계와 카테콜계 및 그 중간적인 것으로 대별하기도 

한다. 미숙 감의 탄닌은 카테콜계로서 포도당에 갈산(gallic acid)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아세트 알데히드의 작용으로 Flavonoid의 페놀화합물의 축합된 형태로 되어 분자량이 큰 고분자

의 불용성 타닌(condensed tannin)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미숙감의 탄닌은 중축합 하는 고분

자 화합물(Mw 13,000)로 공기나, 열 또는 빛에 의해 검게 변하는 성질이 있으며, 다른 고분자와 

강하게 결합하는 화합물로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즙 상태에서는 자체 산화도 진행되며, 공기나 

빛에 의해 산화가 촉진된다. 탄닌은 안토시아닌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금속이온과 염을 형성하

며, 회색, 갈색, 흑청색, 청녹색 등을 띠게 된다. 감의 탄닌은 강한 protein-binding capacity를 가

지지만 불용성 형태로 쉽게 변하고 정제 과정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화학 구조나 성

질에 대해서는 자세히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일본의 Matsuo와 Ito가 benzyloxyflavan을 re-

peating unit으로 한 감의 선형 고분자형태의 복합성 탄닌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탄닌이 주성분인 감즙은 예로부터 한국에서는 방수, 방부성의 낚시줄, 어망에 사용하였으며, 

직물과 작업복을 염색한 갈옷과 갈모가 있다. 일본에서는 염료보다 어구, 그릇, 가구, 목재, 부채, 

양산, 건축재 등의 표면제로서 사용된 기록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감즙을을 이용한 건축재(친환

경 벽지, 페인트), 화장품, 의약분야, 우라늄 등 방사능 흡착제, 야채과일의 선도유지제 등 의류제

품뿐만 아니라 산업적 용도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착즙한 감물색소는 지방질, 단백질, 전분, 팩틴, 섬유소 등과 함께 추출되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여 산도가 높아지고 응집현상과 더불어 불쾌한 냄새가 동반되어 유

통과 보관상의 문제가 산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방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감물염색 원단은 염색이 반복됨에 따라 뻣뻣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단백질 

또는 당류와 함께 섬유에 고착되어 피막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사용 용도가 매우 제한

적이다. 따라서 발색이 아름답고 부드러운 염색물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순물이 제거된 고순도의 

감물염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탄닌성분의 변성을 방지하고 유통 및 보관을 위해서 뿐만 아

니라 일정농도와 균일한 품질의 사용을 위해서도 고순도 분말 감물염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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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감물 추출조건과 효소 및 효모를 이용한 발효과정을 도입한 발효조건, 분말화의 

적정조건을 찾고 고순도로 정제된 분말 발효감물 염료를 제품화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풋감은 8월 중순경의 경북 청도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되는 크기는 직경 6~7cm의 토종 미숙감

을 사용했다. 염재를 파쇄하여 추출온도 50℃에서 추출하여 바로 사용한 A형과 착즙한 감물을 1

년간 냉장한 감물인 B형으로 비교하여 사용하였다. A감물은 착즙한 후 3일간 방치하여 안정화 

시킨 후 사용하였다. A와 B 감물은 혐기성 발효조건을 위해 산소공급을 중단하고 플라스크에 에

어락을 장치하고 각각의 효소 특성에 맞게 발효를 진행하였다. 효소는 Femivin(yeast), Termamyl 

(Alpha-amylase), Alcalase(Protese), Ban800(Alpha-amlase), Aquazym(Alpha-amylase), Cellu 

Bio(Cellulase), Denimax BT(Ce3llulase & hemicellulase)를 사용하였다. 효소 처리된 감물은 포켓 

필터로 거른 후에 필요에 따라 그라스 필터(Glass Filter) 또는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로 

필터링하였다. 1차로 효모 발효, 2차로 효소 발효, 3차 액상감물 고농도 농축, 4차 스프레이 드라

이어로 분말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발효감물의 입도분석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농생명

과학공동기기원에서 전기영동광산란광도계를 이용하였다. 효소의 종류에 따른 발효상태의 비교는 

고형분과 응집된 정도로 비교하였다. 발효감물로 염색된 시험포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에 의뢰하

여 세탁, 일광, 마찰, 땀 견뢰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감물은 냉장상태에서는 호기성 발효가 이루어지다가 온도가 높은 대기온도 중에서는 급속한 

혐기성 발효가 이루어져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과정이 오래되면 겔화가 이루어지다가 묵같이 응집

되어 불순물로 남아 상층부와 층 분리가 된다. 이 때 감물의 변성과 악취의 원인은 함께 추출된 

당류 및 단백질 성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순도 탄닌을 정제하기 위해 효소를 이용

해 24시간 처리하여 호기성 발효를 시킨 결과 악취와 휘발성 가스발생이 많이 감소되었다. 1차 

발효는 fermivin을 사용하여 당류의 알콜화를 촉진시킨 후 2차로 단백질, 지방질, 당류, 전분, 섬

유소 제거를 위한 발효를 진행하였다. 발효에 의해 침전물이 발생하거나 부유물이 발생하는데 이

는 불순물로서 모두 제거한 후 분말화 하였다.

착즙 후 바로 효소 발효하여 분말화시킨 A감물과 1년간 자연 발효시킨 후 다시 효소 발효과

정을 거친 B감물은 염색물의 발색과 농도에서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분말 발효감물은 보

관성과 사용성이 매우 뛰어나 물만 첨가하면 용도에 따라 농도를 조절이 가능했으며, 사용하기 

좋은 상태가 되었다. 전통적인 착즙상태의 감물은 5~7%의 농도로서 3~5번의 염색과정을 반복해

야만 짙은 색상으로 발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말화된 발효감물의 농도를 15%로 조절하면 1회

의 염색으로도 충분한 발색이 가능하였다. 또한 뻣뻣해지는 현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었다. 자

연 발효된 감물과 효소 발효된 감물염료의 액상에서 상층액을 분리하여 입도분석을 한 결과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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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한 감물의 입자가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나 불용화가 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말화

된 발효감물로 염색한 시료의 염색견뢰도는 오염 4-5등급, 마찰견뢰도 3-4등급, 산성과 알칼리성

에 대한 땀견뢰도 4-5등급으로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a) Concentration             (b) spray dryng                 (c) powder

<Fig. 1> Process of powderization and Concentration of fermented persimmon extract

<Table 1> Analysis of particle size of the fermentation persimmon extract

 Sample Size Average(nm) condition

 enzyme fermented 268.2 supernatant

 natural fermented 338.8 supernatant

 

enzyme treatment concentration filtering

<Fig. 2> Manufacturing porcess of persimmon extract powder

Ⅳ. 결론

분말 발효감물을 제조하기 위한 저온 추출조건과 불순물 제거를 위한 적정 효소의 농도와 처

리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었다. 분말 발효감물을 사용하면 현재 공방에서 행해지는 감물염색의 

3~4회 공정을 1~2회로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시간과 노동력을 절약시킬 수 있었다. 고도로 농축

시킨 분말상으로 제조가 가능했으며 보관과 유통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 염색의 효과와 

섬유의 특성에 따라 염료의 농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유색염료와 혼합하여 유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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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감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형분의 농도를 높이면 목재용 방부도료로 사용 

가능하며, 분말 발효감물에 알콜과 물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용해성과 침투력이 높아져 도료로 상

용할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 타닌이 함유된 색소는 추출과 농축의 온도가 진공에 의해 

처리온도가 낮아져(45~60℃)물에 쉽게 용해되며, 화장품용색소나 천연섬유에 염착이 쉽게 되며 

인체에 안전한 고품위의 제품생산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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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환경에서의 의복소재간 온열생리반응 연구
: 28℃, 65%RH, 0.5m/sec 이하 환경에서의 Rayon, Cotton, Polyester 

및 흡한속건 Polyester 비교

Ⅰ. 서론

의복은 단순히 피부를 감싸는 역할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과 피부사이의 열

조절 기능을 담당하여 인체의 열생산과 열방출의 적절한 관계로 열적평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다. 

결국 인체에 입혀짐으로 쾌적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의복소재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쾌적감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체온이라는 사실은 피륙이 피복되어 있는 인체에 어떻게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가 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여름철에 이용되는 의복소재를 이용하여 의복에 대해 온열생리성능 및 주관적 평가를 비교 평가

해봄으로써 소재의 기능을 살리고, 착용자들의 안전성, 보호성 및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고부가가

치 창출과 인체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착의 비교실험을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의복의 써멀마네킹 보온력 분석

Rayon, Cotton, Polyester(PET), 흡한속건성 Polyester(PET(W)) 총 4종에 대하여 동일한 피복

면적을 고려하여 긴팔셔츠와 긴바지로 구성된 의복 제작하여 실험의복으로 이용하였으며, 써멀마

네킹 실험을 통한 보온력(clo치)을 계산 및 비교 하였다.

써멀마네킹 실험에 사용된 4종 상하의 의복의 총중량은 Rayon(129.9g), Cotton(118.6g), Po- 

lyester(PET)(86.3g), 흡한속건성 Polyester(PET(W)(97.9g))으로 나타났다.

실험조건은 28℃ 65%RH, 풍속 0.5m/sec 이하의 무풍의 환경으로 설정된 인공기후실에서 

ASTM F 1291 표준 실험방법에 의거 써멀마네킹을 이용하여 각 실험 의류의 열저항치를 측정하

였다.

2. 착의평가 실험

피험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자 대학생 4명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신체적 특징은 키 Mean(162.0cm) S.D(2.83cm), 몸무게 Mean(56.82kg) S.D(8.40kg), 나이 Mean 

(22.50) S.D(1.00)로 나타났으며, 측정환경은 온도 28℃, 상대습도 65%RH, 풍속 0.5m/sec 이하의 

무풍의 환경조건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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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조건은 Rayon, Cotton, Polyester(P.E.T) 및 흡한속건 Polyester(P.E.T.(W)), 등 총 4종에 

대하여 동일한 피복면적을 고려하여 긴팔셔츠와 긴바지 형태이며, 기초의복으로 브래지어, 팬티 

양말, 운동화는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착용 하였다. 

실험실시시간은 총 60분으로 안정기(Rest) 20분-운동기(Exercise) 20분-회복기(Recovery) 20분

으로, 운동조건은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피실험자 개인별 달리기속도는 예비실험을 통해 Tredmill 

(Quinton, U.S.A)의 경사도를 2%수준으로 유지 20분간 걷기 4.0km/hr로 실시하였으며, 기류조건

은 운동기 10분(실험시작30분)부터 피험자의 정면으로부터 바람(3.0m/sec)을 일으켜 야외운동에서

의 조건을 가정하여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의복내기후, 피부온도, 직장온, 발한량, 혈압, 맥박, 온냉감, 습윤감, 쾌적감 등

을 실시하였다.

본 착의실험에서 얻은 자료는 SPSS WIN 20을 이용하여 의복소재별 각 측정항목의 평균과 표

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를 구하고 소재의 착의조건과 경시변화 간의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의복의 보온력 평가

보온력 Clo는 각기 다른 소재로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된 의류복을 써멀마네킹을 이용하여 무

풍상태에서 측정된 결과로, Cotton 1.07 Clo, Rayon 0.89, P.E.T. 1.0 Clo, P.E.T(W) 1.05 Clo로 

나타났다(Fig.1.). 

의복간의 Clo 치가 1.003 ± 0.08로서 보온력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의복간의 Clo 치는 

Cotton이 가장 높고, P.E.T(W) > P.E.T >Rayon복의 순이었다. 

써멀마네킹을 이용하여 4종 의류의 보온성을 측정한 결과, Rayon이 0.89clo로 가장 낮은 보온

성, 즉 가장 시원한 의류로 나타났다. 

<Fig. 1> Thermal Manikin Test(C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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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피부온도 및 국소별 피부온도 변화

․ 의복별 평균피부온도는 유의하지 않으나, 셀룰로오스계 소재군인 Cotton, Rayon이 Polyester

소재군인 P.E.T, P.E.T(W)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였다.

․ 신체의 상지부분인 가슴 및 팔부위의 피부온에서 셀룰로오스계 소재군인 Rayon과 Cotton이 

Polyester소재군인 P.E.T, P.E.T(W)에 비해 낮은 온도분포를 유지하였다.

․ 의복간의 의복내 가슴온도는 Rayon이 가장 낮은 온도분포를 보였으며, Cotton < P.E.T(W) 

< P.E.T의 순이었다. 의복내 가슴온도가 운동구간부터 실험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하락이 나

타나고, 특히, Rayon은 다른 의복들과 다르게 온도가 지속적으로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

고, 이는 다른 의복소재들에 비해 기류의 영향의 지속시간이 긴 것으로 판단된다.

3. 의복내 기후변화

․ 의복간의 의복내 가슴습도에서는 유의차는 없었으나, P.E.T.가 운동시작 시점부터 다른 의복

보다 높은 가슴습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Rayon의 하락이 두드러지며, 기류에 의한 영

향이 가장 큰 소재인 것으로 판단된다.

․ 전체구간의 평균 의복내 등습도의 분포는 Rayon이 가장 낮고 Cotton < P.E.T(W) < P.E.T. 

순으로 낮은 습도분포를 보였고, Rayon이 가장 낮은 분포로 열적스트레스가 적다고 판단된다.

․ 주관적 감각에서 온냉감은 의복간에 온냉감의 결과를 보면, Cotton이 온감영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P.E.T > P.E.T(W) > Rayon의 순으로 Rayon 소재 의복가 유일하게 냉감에 근접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p <0.01).

․ 쾌적감은 실험 경과 시간에 대해 동일한 양상으로 변화를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Cotton 다른 

의복군들과의 유의(p <0.01)하게 불쾌적 영역에 가장 근접하였고, Rayon, P.E.T., P.E.T(W)

가 쾌적영역에 근접하였다.

․ 습윤감은 실험 경과 시간에 대해 동일한 양상으로 변화를 하였으며, Cotton 의복이 유의(p 

<0.01)하게 Rayon, P.E.T., P.E.T(W) 보다 습하다고 응답했다.

4종의 의복을 체험한 피험자에게 면담한 결과, Rayon을 제외한 나머지 의복에서는 착용시 통

풍이 잘 되지 않고, 덥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었고, 안정기에서도 피부에 닿으면 답답함과 더운 

느낌이 더욱 강하게 드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의견이었고, Rayon의 경우에는 처음 착용할 때부터 

춥다는 느낌이 들고, 안정기에서도 통풍이 잘되어 타소재보다 훨씬 쾌적한 느낌이 들었으며, 회복

기에서는 쉽게 열을 식혀주며 피부에 닿는 느낌마저 시원하다는 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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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ime course of chest temperature for 

60 min

<Fig. 3> Chest Temperature in Microclimate

<Fig. 4> Back Temperature in Microclimate <Fig. 5> Chest Humidity in Microclimate

<Fig. 6> Back Humidity in Microclimate <Fig. 7> Change of thermal sensation

Ⅳ. 결론

의복소재에 따른 인체생리반응과 주관적감각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호관련성을 규명할 

목적으로 환경조건 28℃. 65%RH, 0.5m/sec 이하의 환경에서의 착의성능 평가의 결과에 의해 아

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써멀마네킹을 이용하여 4종 의류의 보온성을 측정한 결과, Rayon이 0.89clo 로 가장 낮은 

보온성, 즉 가장 시원한 의류로 나타났다. 

- 의복별 평균피부온도에서 유의하지는 않으나, 셀룰로오스계 소재군인 Cotton, Rayon이 

Polyester소재군인 P.E.T, P.E.T(W)에 비해 낮은 분포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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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상지부분인 가슴 및 팔부위의 피부온에서 셀룰로오스계 소재군인 Rayon와 Cotton이 

Polyester소재군인 P.E.T, P.E.T(W)에 비해 낮은 온도분포를 유지하였다.

- 의복간의 의복내 가슴온도는 유의차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Rayon이 가장 낮은 온도분포를 

보였으며, Cotton < P.E.T(W) < P.E.T의 순이었다. 특히 의복내 가슴온도가 운동구간부터 

실험 종료시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고, 이는 기류에 의한 외부 공기 유입에 영향이 있다

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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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산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논슬립 전도성 장갑용 인공피혁 
개발

Ⅰ. 서론

지금까지 양질의 인공피혁은 습식 가공 제법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부직포나 극

세사 등의 원단상에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혼합된 풀리우레탄 수지를 함침시키는 방법으로 

습식 가공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제품의 독성물질 문제를 그대로 일으키고 있으며, 또

한 접착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독성물질 문제와 제품의 품질 저하도 가져 오고 있다. 반면, 건식 

스웨이드 제조 공법은 습식공정과 달리 DMF용제가 없는 친환경 수지를 이용하여 응고 공정과 

수세공정이 필요 없는 제조방법으로 공정적인 측면에서도 습식에 비해 단순화한 공정으로 경제적

인 면에서도 꼭 필요로 한 공정이다. 

전도성 장갑용 인공피혁은 기본적으로 인체내부의 저항과 유사한 1.0 × 105 Ω/sq ~1.0 × 

103 Ω/sq의 표면 저항이 요구 되고, 또한 터치 스크린 작동에 대하여 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아

울러 산업용 장갑은 공구의 사용 등에 있어 표면의 미끄럼도 방지되어 작업 활동에 있어 안전성

이 있어야 한다. 종래의 제품은 단순 코팅 방식이나 필름 합포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갑의 

표면이 미끄러우며 엠보싱 등의 후 가공 공정이 필요하다. 또한 표면에 손상이 있을 경우 전도성

이 확연히 나빠져 기기의 오작동을 유발 할 수 있다.

이의 방지를 위하여 전도성 인공피혁 내부도 적당한 표면 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인공피혁의 내부 층과 상부 층 모두에 알맞은 전도성이 있어야 하며, 반복적인 동일 공정수행을 

하지 않는 단순화된 공정에는 건식 스웨이드 제조 공법이 적당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혁의 내부 층 및 상부 층 모두에 알맞은 전도성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색

상 구현을 위해 카본블랙 대신 전도성 고분자(PEDOT)[1,2]를 도입하여 인공피혁을 제조하고자 하

였다. 공역 고분자 계의 폴리(3,4–에틸렌디옥시티오펜,poly(3,4-ethylene dioxythiophene:PEDOT)

은 폴리스티렌술폰산(Polystyrenesulfonic acid:PSS)이 첨가된 수분산 상태이며, 산화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안정적인 공역고분자로 분산성과 전도도가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3]. 

Ⅱ. 연구 방법

재료: 기재로는 폴리에스테르 트리코트 직물을 사용하였다. 직물 원단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10개의 시편을 채취하여 측정한 결과, 직물의 밀도는 254g/m2이었다.

수분산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고형분 함량이 35 wt%로 조절하여 사용하였고, PEDOT/PSS 분산

액으로 사용된 Clevios ™ PH 1000(Heraeus/H.C Starck GmbH, 독일)의 고형분 함량은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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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이며, 점도는 33 mPa·s(20℃) 평균 입자 직경은 30nm이다. 전도도 개선제로 사용된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EG), 디메틸술폭사이드(dimethyl sulfoxide:DMSO)는 Sigma Aldrich 1급 시

약 그대로 사용하였다. 

시료준비: 코팅제는 300rpm에서 10분간 교반기로 교반하여 재료를 혼합하였으며, 가공 공정은 

그림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패딩법과 코팅법으로 실시하였다. PEDOT/PSS의 전도성 향상을 위해 

첨가한 EG, DMSO 및 EG/DMSO(1:1)의 첨가비는 각각 PEDOT/PSS분산액의 10, 25, 35%(v/v)로 

조절하였다.

<그림 1> 전도성 인조피혁제조를 위한 pad-dry-cure법 

<그림 2> 전도성 인조피혁제조를 위한 silk-screen법

Ⅲ. 결과 및 고찰

표1은 PEDOT/PSS분산액에 첨가된 용매의 농도에 따른 전도성 인조피혁의 표면저항성을 나타

낸 것이다. 폴리에스테르직물에 폴리우레탄을 함침한 후 전도성 고분자로 전도성을 부여한 시료

는 표면저항성이 2.51×104으로 나타나 전도성 인조피혁으로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전도성 고

분자의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 EG, DMSO 및 EG+DMSO를 PEDOT/PSS분산액에 10%(v/v)첨가한 

후 처리한 시료의 경우가 용매를 사용하지 않은 시료보다 표면저항성이 낮게 나타나 전도성이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첨가한 용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오히려 표면저항성이 증가

하여 오히려 전도성부여에는 역효과가 나타났다. 첨가된 용매종류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면 EG나 

DMSO의 단독사용보다 혼합용매로 사용한 경우의 전도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방법에 

따라서 살펴보면, 표2에서 전도성 고분자의 코팅중량을 감안하면 패딩법이 상대적으로 코팅중량

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코팅법과 유사하게 전도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패딩법이 코팅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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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성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PEDOT/PSS분산액에 첨가된 용매의 농도별 전도성 인조피혁의 표면저항성 

Method 　Additive solution
Conc. of additive solution

(v/v of PEDOT/PSS)

Surface resistivity

(Ω/sp)

- Untreated - 3.16×1012

Coating

None - 2.51×104

EG

10 1.58×102

25 7.94×102

35 6.30×104

DMSO

10 1.00×103

25 6.30×103

35 5.01×105

EG/DMSO

10 3.98×102

25 7.94×104

35 3.98×105

Padding

None - 3.98×105

EG 10 1.58×104

DMSO 10 2.51×103

EG/DMSO 10 1.00×102

표2는 PEDOT/PSS분산액에 첨가된 용매의 농도별 전도성 인조피혁의 물리적 특성치를 나타낸 

것으로 미처리시료에 비해 마찰계수가 다소 감소되었고, 패딩법보다 코팅법의 경우에 감소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장갑용 피혁으로 사용가능한 수치(0.56～0.78)범위에 들기 때문에 장갑용 

피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인장강도, 인열강도 및 마모강도의 

경우는 전도성 고분자의 첨가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2> PEDOT/PSS분산액에 첨가된 용매의 농도별 전도성 인조피혁의 물리적 특성치

Method　　 Samples　　

Deposit 

weight 

(g/m2)

Coefficient of 

friction(F/P)

Tensile strength

(N/25mm)
Abrasion 

strength

(Cycle)　

Tear strength(N)

static kinetic warp weft warp weft

- Untreated 0.00 0.93 0.73 281 255 400～500 62.8 80.5

Coating

None 8.67 0.69 0.61 261 259 500～600 69.2 77.7

EG 8.33 0.65 0.71 304 270 600～700 63.3 77.6

DMSO 8.91 0.65 0.69 278 267 500～600 72.7 81.2

EG/DMSO 8.60 0.57 0.61 272 261 600～700 69.4 76.7

Padding

None 2.17 0.80 0.81 303 275 300～400 63.4 68.9

EG 3.25 0.88 0.83 334 273 400～500 55.8 76.4

DMSO 1.67 0.67 0.69 315 279 300～400 62.1 72.2

EG/DMSO 2.91 0.64 0.68 330 278 400～500 63.0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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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도성 인조피혁의 마모횟수에 따른 표면저항성(코팅법과 패딩법 비교) 

그림3은 전도성 인조피혁의 마모횟수에 따른 표면저항치를 나타낸 것으로 코팅법에 비해 패딩

법으로 처리한 시료가 내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공정상 패딩법이 내부 층과 상부 층 모두

에 알맞은 전도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마모에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반해 코팅법은 인

조피혁의 표면에만 전도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마모에는 전도성유지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

다. 첨가한 용매별로 살펴보면 용매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첨가한 시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단독 용매(EG or DMSO)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혼합용매(EG+ 

DMSO)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전도성 고분자(PEDOT/PSS분산액)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전도성 인공

피혁을 제조하였다. 미처리 폴리에스테르편물에 폴리우레탄을 부여한 인조피혁의 표면저항치는 

3.16×1012이었으나, PEDOT/PSS분산액을 사용한 인조피혁의 표면저항치는 2.51×104으로 나타나 

장갑용 전도성 인조피혁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좀 더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용

매별로 살펴보면, 용매를 사용한 경우가 전도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EG와 DMSO를 혼합하여 사용

하였을 경우가 전도성 증가, 마모저항성 증가의 측면에서 좀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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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은·김영순·구영석
부산대학교

여성용 코트소재에 대한 소비자 인지 및 선호 분석

Ⅰ. 서론

의복이란 피복(被服)·의류·의장(衣裝)·복장이라고도 하며 ʻ의복ʼ ʻ피복ʼ이 가장 흔히 쓰이는 

용어이다(패션용어사전). 이 중 추위와, 바람 등의 기후현상을 막기 위해 고안 된 겨울 의복 중 

하나가 ʻ코트ʼ인데 옷의 깃 앞쪽에서 여미는 외투이며 춥고 궂은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의복 위에 겹쳐 입는 형태의 옷을 말한다. 즉, 코트는 가장 겉에 입는 옷으로 방한, 방우, 

방진, 방풍 등의 목적과 함께 장식으로 목적으로 입는다.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 지구 온

난화의 야기는 지구의 기후 변화를 초래 했고, 겨울날씨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질 것으로 예상

했으나, 2010년 초겨울 예상하지 못한 한파가 몰아치면서 코트에 대한 소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

처럼 매년 겨울날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코트는 방한용과 동시에 패션 아이템으로써의 변화 추

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상기온과 기상이변이 일상화되면서 방수, 방풍 기능이 강조된 기능성

이 있는 소재를 이용한 의복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한파에 대한 영향으로 겨울 의복인 코

트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시점으로, 겨울 겉옷의 대표적인 코트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

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여성용 코트에 대한 소비자 인지 및 선호를 분석하고 현재의 패션산

업 트렌드를 변화시키고 있는 패션용 섬유소재의 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등을 분석하고 다양

한 신소재를 적용한 겨울용 코트개발의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Ⅱ. 연구방법

부산시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5년 2월 20일부터 2주 동안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자료 200부를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코트 구매에 대한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 코트 소재의 특성과 구매 선호

도 및 인지도 파악을 위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연구 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전체의 51.0%를 차지하였으며, 30대가 49%로 분포하

고 있었다. 20대는 가계총수입이 400∼500만원 미만(17.5%) 한 달 의류구입비 10∼20만원 미만

(21.5%) 미혼(46.5%)의 학생(44.0%)이 많았으며, 신체는 신장 161∼165cm(17.5%) 의복사이즈 

55(30.0%)의 분포가 높았으며 30대의 경우 가계총수입 500만원 이상이 22.0%, 한 달 의류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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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0만원 이상이 21.5%, 직업으로는 사무직 13.0%, 대학재학 및 대졸이 37.0%, 기혼이 37.0%, 

신장 161∼165cm가 18.5%, 의복사이즈는 55가 26.5%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표 1> 코트 착용 목적 및 소재 선호도

코트를 입는 이유
연령대 인지도

M SD t M SD t

보온성
20대 3.74 .889

-2.668**
저집단 3.88 .877 -.203

30대 4.05 .778 고집단 3.90 .827 .840

신체적결점보완
20대 3.36 .888 -1.321 저집단 3.50 .966 .725

30대 3.54 1.017 .188 고집단 3.40 .947 .469

디자인적 특성
20대 4.13 .713 .768 저집단 4.02 .732 -1.375

30대 4.05 .694 .444 고집단 4.16 .671 .171

신체보호
20대 3.50 .962 -.977 저집단 3.53 1.047 -.496

30대 3.63 .957 .330 고집단 3.60 .870 .620

사회적 관습
20대 2.55 1.114

-5.310***
저집단 3.07 1.142 1.615

30대 3.35 1.006 고집단 2.81 1.115 .108

활동성증진
20대 2.67 .894

-7.199***
저집단 3.14 .974 .532

30대 3.56 .862 고집단 3.07 .998 .595

코트소재의 재질감
연령대 인지도

M SD t M SD t

두껍고 부피가 있는 

재질감

20대 3.06 .830
-2.987**

저집단 3.31 .854 1.027

30대 3.43 .919 고집단 3.18 .927 .306

부드러운 재질감
20대 3.98 .597 -1.078 저집단 4.03 .695

.990*
30대 4.08 .728 .282 고집단 4.03 .636

매끄러운 재질감
20대 3.21 .883

-7.310***
저집단 3.73 .990 1.456

30대 4.08 .808 고집단 3.54 .908 .147

광택과 촉촉한 

재질감

20대 2.88 .968
-7.650***

저집단 3.55 1.085
1.985*

30대 3.93 .966 고집단 3.2 1.094

뻣뻣하고 다소 

견고한 재질감

20대 2.65 .981 .513 저집단 2.58 1.093 -.377

30대 2.57 1.103 .609 고집단 2.6 .993 .707

거친 재질감
20대 2.10 .896 .650 저집단 2.07 .888 .188

30대 2.02 .786 .516 고집단 2.05 .801 .851

코트를 입는 이유에 대하여 연령대에서는 보온성, 사회적 관습, 활동성 증진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있었으며 20대는 디자인의 특성 때문에 입는다고 하였으며 30대는 보온성, 신체적 결점 보

완, 신체 보호, 사회적 관습, 활동성 증진을 코트를 입는 이유를 들었으며 인지도에서는 신체적 

결점보완, 사회적 관습, 활동성 증진을 들었으며 고집단에서는 보온성, 디자인적 특성, 신체 보호

의 이유에서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소재의 재질감의 선호도에서는 두껍고 부피가 있는 재질

감, 매끄러움, 광택과 촉촉한 재질감은 연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뻣뻣하고 다소 견고한 

재질감과 거친 재질감은 20대, 30대 모두 선호하지 않았으며 30대는 광택과 부드러운 재질감, 매

끄러움, 광택과 촉촉한 재질감처럼 부드럽고 소프트한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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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도 부드럽고 매끄러운 촉촉한 재질감의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코트의 구매 선호도

코트구매성향
연령대 선호도

M SD t M SD t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다.
20대 3.09 1.016 -.187 저 3.06 .859

-3.495***
30대 3.11 .785 .852 고 3.49 .876

코트가 유행에 민감한 편이라 

생각

20대 2.91 .924
-2.753**

저 2.98 .995 -1.672

30대 3.30 1.047 고 3.22 1.001 .096

겨울 의복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대 4.04 .744 .914 저 3.95 .791 -.731

30대 3.94 .810 .362 고 4.03 .764 .465

겨울이 오면 코트를 산다.
20대 3.83 .785 -.119 저 3.84 .808 -.056

30대 3.85 .829 .905 고 3.84 .805 .955

한번 산 코트는 오래 입는다.
20대 3.95 .750

2.143*
저 3.73 .767 -1.774

30대 3.71 .812 고 3.93 .799 .078

따뜻한 코트를 자주 입는다.
20대 3.73 .822

-3.266***
저 3.93 .815 .402

30대 4.09 .761 고 3.88 .812 .688

편하고 가벼운 코트를 자주 

입는다.

20대 3.66 .814
-4.352***

저 3.88 .790 -.213

30대 4.13 .727 고 3.90 .827 .831

구매 시 계획을 세우고 

구매한다.

20대 3.09 1.016 -.187 저 2.91 .874
-2.987**

30대 3.11 .785 .852 고 3.28 .905

코트 구매 시

중요사항

연령대 선호도

M SD t M SD t

디자인
20대 4.46 .608

3.519***
저 4.28 .622 -.890

30대 4.16 .587 고 4.35 .608 .374

신축성
20대 3.32 .834

-4.620***
저 3.53 .827 -.813

30대 3.85 .765 고 3.63 .855 .417

색상
20대 4.29 .623

2.610***
저 4.06 .639

-2.610***
30대 4.06 .639 고 4.29 .623

소재
20대 3.84 .793 -1.388 저 3.67 .784

-4.703***
30대 3.99 .696 .167 고 4.15 .636

사이즈
20대 4.08 .670 -.867 저 4.07 .736 -.974

30대 4.16 .714 .387 고 4.17 .646 .331

착용감
20대 4.16 .671 -.069 저 4.04 .702

-2.565*
30대 4.16 .637 .945 고 4.27 .583

무게
20대 3.91 .810 .329 저 3.76 .761

-2.688**
30대 3.88 .646 .742 고 4.03 .682

가격
20대 4.03 .764 .865 저 4.02 .760 .662

30대 3.94 .715 .388 고 3.95 .723 .508

세탁 및 관리법
20대 3.23 .795

-3.496***
저 3.38 .806 -.645

30대 3.61 .768 고 3.45 .804 .520

브랜드인지도
20대 2.96 .911

-5.049***
저 3.11 .907

-2.243*
30대 3.56 .761 고 3.39 .858

봉제
20대 3.47 .887 -1.504 저 3.43 .773

-2.177*
30대 3.64 .722 .134 고 3.68 .834

내구성
20대 3.76 .823 1.173 저 3.59 .716

-2.153*
30대 3.64 .630 .242 고 3.81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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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 소재의 인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패션 아이템에 대한 관심과 인지를 평가하는 4항목

의 평균(2.90)에 따라 인지도 정도를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나누어 그 차이를 알아보고 패션에 민

감한 연령의 요인을 20대와 30대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았다. 

코트 구매성향에서는 연령에 따라 코트가 유행에 민감한 편이이라고 생각한다, 한 번 산 코트

는 오래 입는다, 따뜻한 코트를 자주 입는다, 편하고 가벼운 코트를 자주 입는다의 항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20대는 30대보다 코트를 구입할 때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도의 집단에서는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편이다, 코트를 살 때 계획을 

세우고 구매 한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따뜻한 코트를 자주 입는다 에서 저집단의 평균

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집단은 추위 때문에 코트를 구매해서 입지는 않으며 패션 트랜드로 구입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코트를 겨울 의복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편하

고 가벼운 코트의 구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 구매 시 20대는 디자인, 색상, 무게, 가격, 내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30대는 신축

성, 소재, 사이즈, 브랜드 인지도, 봉제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도에서는 

저집단이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저집단, 고집단 모두 디자인, 색상, 사이즈, 착용감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Ⅳ. 결론

구매, 착용실태의 선호도 분석 결과 코트는 중저가의 혼방 소재의 코트 소유도가 높았으며, 

일주일에 3∼4회 착용하는 빈도가 가장 많았다. 코트는 3∼5벌, 6∼7벌을 소유하고 있고, 코트를 

구입 할 때 품질 때문에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격이 비싸더라도 소재

와 디자인이 만족되면 구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착용감이 좋은 가벼운 소재와 기능성

이 우수한 코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라벨확인은 20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사용하고 난 후의 경험에 따른 재 구매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제품의 구매가 자발적으

로 시작되는 20대에서부터 새로운 기능성 소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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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홍경화
공주대학교

오배자 추출물에 의한 냉감성 인견직물의 항균 및 항산화 가공

100%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에 양이온화제, 키토산, 키토올리고당으로전처리를 한 후 오배자 

가공을 실시하고 그 가공효과와 특성을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오배자가 가지는 천연

재료로서의 장점인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이용하여 기능성 섬유가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전처리제를 사용하여 오배자의 항균성과 항산화성을 향상시키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가공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비스코스 레이온에 오배자 추출물을 Pad-dry- 

cure 법으로 가공하면 오배자 유효성분이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에 안정적으로 도입됨을 알 수 있

었다. 오배자 추출물가공시 특히 전처리를 한 직물에서 색상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로써 

전처리에 의해 오배자의 색소성분의 부착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천연물질인 키토산

과키토올리고머를 이용하여 양이온화제 처리와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었으며,키토올리고머는키

토산보다 작은 분자량 때문에 더욱 좋은 착색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배자는 좋은 천연 항균물질

로서 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오배자 추출물을 처리한 인견직물 모두에서 우수한 항균성을 보였

으며, 따라서 안정적인 천연 항균물질로서의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오배자 추출물로 

처리한 비스코스 레이온 직물은 높은 항산화성을 보였는데, 따라서 오배자 추출물이 처리된 의류

제품을 착용함으로써 피부노화 방지 및 염증 예방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able 1> Antibacterial abilities of gallnut extract treated viscose rayon fabrics.

Treated
Reduction(%) of

S. aureus K. pneumoniae
Pristine 65.1 53.0

Only gallnut 99.9 99.9

Cationized and gallnut 99.9 99.9

Chitosan and gallnut 99.9 99.9

Chito-oligo and gallnut 99.9 99.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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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은복합사 직물소재의 제직조건별 물리적 특성에 따른 냉감성과 
기능성

Ⅰ. 서론

본 연구에서는 항균성이 우수한 30㎛ silver mono filament yarn와 cotton 60's 커버링 복합사

를 일정간격별로 위사에 배열하여 6종류의 원단을 제직하여 원단의 물리적 특성과 기능성을 분석

하였다. 또한 물리적 특성에 따른 냉감성 분석을 통해 금속사의 제직배열 조건별 냉감성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은 커버링 복합사의 제직조건(위사배열 조건)에 따른 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총 6가지 조건

별 제직원단을 개발하였다. 개발원단은 밀도, 무게, 두께, 필링성, 마모강도, 인장강도, 인장신도, 

표면특성, 건조속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 및 항균도, 소취율, 냉감성과 같은 기능성을 분석하였으

며, 특히 개발원단의 물리적 특성이 냉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Ⅲ. 결과 및 고찰

개발직물의 밀도, 두께 및 무게에 따라 냉감성에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재의 밀도가 증가할수

록 냉감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체에 접촉되는 일정면적당 표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전도에 의

해 인체의 열을 보다 많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두께는 얇을수록 열원과 접촉시 소재를 

통한 유출열량이 증가하여 냉감성이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직물의 무게와 두께는 정적 상관을 가지므로 무게가 무거울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냉

감성과는 역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미끄러짐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는 평균마찰계수(MIU), 마찰계수의 평균편차(MMD) 및 표면의 

거친정도를 나타내는 기하학적 거칠기(SMD)와 같은 소재의 표면특성에 따른 냉감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은 커버링사의 배열 간격이 촘촘해 질수록 SMD값이 낮았으며 표면의 굴곡, 잔털 등

의 요철이 적어 냉감성이 증가하였다. 배열 간격이 촘촘해 질수록 MIU, MMD 값이 작아져 마찰

에 대한 저항성이 낮았으며, 냉감성이 우수하였다. 

항균성은 100회 세탁 이후에도 모든 시료에서 99.9%였으며, 소취율은 은사 배열의 간격에 따

라 그 차이가 있었으며, 5mm보다 좁게 배열된 경우 우수한 소취율을 나타내었다. 인장강도는 은

사 배열이 3mm보다 넓게 배열된 경우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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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직물 소재의 밀도, 두께 및 무게와 냉감성능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표면특성(MIU, MMD, 

SMD)과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능성 원사(순은 금속사)의 배열 간격에 따라 소

취율과의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항균성의 경우 위사간격이 10mm이내의 경우 100회 

세탁 이후에도 모두 99.9%의 우수한 기능성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건

(은사 배열 

간격)

밀도

(wpxwf

/inch)

무게

(g/sm)

두께

(mm)

필링 

(급)

마모

강도(회)

인장

강도 

(N)

인장

신도 

(%)

표면특성 건조

속도 

(분)

항균성
소취율

MIU MMD SMD 30분 90분

1:1 137x68 168 0.32 4 20000 430 12.5 0.152 0.021 2.217 140 99.9 98 99

1mm 137x68 167 0.33 4 20000 415 13 0.167 0.023 2.220 140 99.9 97 99

3mm 138x68 161 0.33 4 20000 400 13.5 0.170 0.024 2.237 145 99.9 96 99

5mm 138x68 160 0.34 4 20000 400 13 0.171 0.030 2.230 145 99.9 96 99

7mm 138x68 160 0.34 4 20000 400 14 0.179 0.032 2.246 150 99.9 95 97

10mm 138x68 160 0.34 4 20000 400 14 0.180 0.035 2.234 155 99.9 95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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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산·나영주
인하대학교

근세복식 엠파이어스타일 로우브와 스펜서 재킷의 보온성

1800∼2000년경에 대유행하였던 엠파이어스타일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풍조로서 

고대 그리스 로마를 연상하게 하는 형태로 간결하고 직선적인 스타일을 특징으로 한다. 여성복은 

홀쭉한 외형으로 가슴파임이 큰 하이 웨이스트의 드레스, 남성복에도 똑같이 홀쭉한 느낌을 강조

한 테일 코트에 긴 바지를 착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근세 복식 의복쾌적성 폐단 문헌고찰

을 시작으로 하여 그 위에 고도의 정밀 과학기술을 접목하고자 한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융합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효과가 있겠다. 즉 과거 의복의 열저항성을 측정하여 그당시 여성의 의복 

쾌적성을 짐작하고자 하였으며 유럽 겨울철 날씨에 비교하여 쾌적감을 추정하고자 한다. 엠파이

어 스타일 로우브 고증과 스펜서 반코트 재킷 제작하였는데 선정된 모델의 도식화 및 패턴은 

1798-1805년 엠파이어 드레스의 디자인 어깨와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깊게 파인 네크라인과 짧은 

소매, slim한 일자 실루엣의 엠파이어 스타일 드레스 과 스펜서 반코트 기장이 허리위치 숄 칼라 

재킷을 선정하였다. 드레스 제작은 입체패턴 제작을 위해 시판하는 가봉용 바디 8호를 사용하였

으며, 가슴둘레 86.5cm, 허리둘레 60cm, 등길이 39.5cm를 기준으로 하였다. 엠파이어 드레스는 

허리선이 가슴 아래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바디의 허리치수와는 무관하며, 모델 제작을 위한 허리

선을 가슴선과 평행하면서 5cm아래로 표시하며 그 허리둘레는 78cm이다. 드레스의 기장이 바닥

에 닿으므로 바디를 20대 초반 여성의 표준 신장인 160.4cm와 같도록 선정하여 드레스의 기장을 

정하기로 한다. 재킷의 제작: 피크드 라펠 연미복의 원형을 사용하고 치수는 드레스와 같으며 앞

길의 가슴선을 절개하여 1～2cm 벌려주어 가슴부위를 자연스럽게 맞도록 처리한다. 허리선에서 

6cm 내려와 밑단선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앞중심선에서 몸판쪽으로 2cm 평행하게 들어가고 허리

선에서 7cm 올라간 지점을 라펠 끝 점으로 하며 꺾임선을 그리고 숄칼라를 만든다. 드레스 사용

원단은 모(트로피칼), 견(크레이프백 새틴), 면(바티스트) 3종(의복중량- 593g, 321g, 257g), 두께

는 0.34, 0.25, 0.22 mm, 공기투과도는 각기 37, 71, 124 ㎠/㎤/sec 였으며, 재킷의 원단은 모(서

어지), 견(새틴), 면(플란넬) 3종(78.5g/㎡, 18g/㎡, 48.7g/㎡), 두께는 0.61, 0.28, 0.685 mm이었

다. 드레스의 보온성은 0.61∼0.67 clo, 스펜서 재킷의 보온성은 0.44∼0.53 clo 인 것으로 측정

되었는데 로우브 드레스는 허리부분이 풍성한 형태이기 때문에 의복하 공기층이 비교적 크게 잘 

발달되어 있고 정지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의복의 보온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이다. 스펜

서 재킷은 로우브보다 낮은 보온성을 지니는데, 이는 상의에 딱 맞는 형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또 속바지, 드레스, 재킷을 모두 착용한 착장 set 에 따른 보온성은 0.73～0.79 clo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 clo 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의복보온성으로서 유럽 겨울철은 

평균 0～5℃ 이며 특히 습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정도의 의복 보온성으로 매우 불쾌하고 

건강에 불리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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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노정심*
상명대학교

전도성 섬유소재의 변형률 센서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전도성 섬유 소재의 길이 변형률에 따라 자극의 세기를 감지할 수 있는 섬유 기반 

웨어러블 센서의 구조과 성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전도성 섬유 센서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센서 소재의 제조 방식, 인장 특성, 그리고 센서의 구조에 따른 감지 기능의 원리를 분석하고, 변

형률 센서의 스마트 웨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활용 가능성을 탐색한다. 

전도성 섬유 소재는 전기 저항의 변화를 통해 외부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로 활용이 가

능하다. 신장 시에 전도성 섬유 간의 접촉 상태가 달라져 전기 저항의 변화가 생기게 되므로, 전

기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외부의 물리적 자극을 감지할 수 있다. 전도성 섬유 센서에 사용되는 텍

스타일 구조는 니트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직물, 자수, 코팅 등의 다양한 텍스타일 구조가 활

용되었다. 니트 구조를 이용한 경우에는 인터록 조직과 플레인 조직을 바탕으로 전도성사와 탄성

사와 일반사를 이용하여 신장회복력을 갖춘 전도성사의 루프 구조를 형성하도록 제작하였다. 변

형률이 증가할수록 전도성 섬유의 전기 저항이 감소하거나, 또는 반대로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구조를 통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변형을 감지할 수 있다. 단일 전도성사 루프 구조의 경우, 신

장에 따라 전도성사 간의 접촉력이 감소하여 전기 저항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도성사 루프들이 

코스와 웨일 방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에서는 신장이 커짐에 따라 전도성사 루프 간의 접촉력이 

증가하여 전체 전기저항이 감소하였다. 또한 직물 구조를 이용한 경우, 신장 방향으로 고탄성사

가 배치되도록 하여 신장 시에는 전도성사 경사와 전도성사 위사 간의 접촉력이 증가되어 전기 

저항이 감소하고, 반면에 신장회복 시에는 전도성사 경사와 전도성사 위사 간의 접촉력이 감소되

어 전기저항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변형률에 따른 전기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전도성

사 자수 루프 구조를 이용한 경우, 신장 시 전도성사 루프 간의 접촉 세기가 증가하여 전기저항

이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전도성 물질을 코팅한 소재의 경우에는 신장 시 전도성 물질의 

크랙이 발생하여 전기 저항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변형률 센서로 활용될 수 있다. 

전도성 섬유 기반 변형률 센서는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신장 변형에 대해 전기적 특징이 변화

하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섬유소재의 특성상 신장 이후 즉각적이고 완벽한 탄성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 신장에 따른 이력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전

도성 섬유기반 변형률 센서가 디지털 신호용 뿐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용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복 신장에 따른 저항 변화의 재현성이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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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원4)·노정심*
1)건국대학교·2)3)*상명대학교 

4)한국섬유소재연구원 신호 전력 전송용 섬유밴드의 전기적 물리적 특성 평가

최근 SOT(System on Textile) 기술을 기반으로 착용자의 정보를 습득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

공하여 착용자에게 스마트한 환경을 제공하는 다양한 스마트 의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착용자와 인터랙션이 가능한 스마트 의류 제작 시 통신과 전력 전송을 위한 회

로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저저항의 고신축성 섬유밴드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저저항의 고신축성 전력 전송용 섬유밴드 제작을 위하여 0.040mm 굵기의 금속사와 폴리에스

터사를 복합하여 저항 0.036 Ω/cm 전도성 복합사를 개발하였다. 하나의 전송선에 여러 가닥의 

전도성 복합사를 넣을 수 있고, 사용시에 전도성사의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

드러운 나일론사를 위사방향으로 사용하여 전도성사의 위와 아래에서 물리적으로 감싸 보호할 수 

있는 터널구조를 설계하였다. 섬유밴드는 20 mm 폭과 1.1 mm 두께로, 두 개의 전송선용 터널

이 존재하고 여기에 각각 전도성 복합사 네 가닥이 포함되도록 제작하였다.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경사방향으로 고탄성사를 삽입하여 제직시 고탄성사에 부가되는 장력을 이용하여 전송용 섬

유밴드의 신축성 정도를 조절하였다. 제작된 전송선의 저항은 미신장시 0.0173 Ω/cm이었고, 일

반인이 양 손으로 무리 없이 늘일 경우 길이방향으로 30% 정도의 쾌적 신축성이 가능하였다. 

제작된 전력 전송용 섬유밴드의 물리적 성능과 전기적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만능재료시험기

(Instron 5543)와 Milliohmeter(Agilent 4338A)를 이용하였다. 신장에 따른 Load값과 저항변화를 

측정 분석하였다. 터널형 고신축성 전송용 섬유밴드는 175% 신장시 전송용 섬유밴드의 손상 변

형은 없었지만 저항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3% 신장에서부터 급격한 저항변화가 발생

하였고, 200% 신장시 전체 섬유밴드의 단절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고신축성 전송용 섬유밴드는 저저항 전도성사를 여러 가닥 포함할 수 있어서 단위 

길이당 저항이 매우 낮고, 30% 이상의 쾌적 신장률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스마트 웨어 시스템의 

섬유회로 구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13)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IT융합)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10041059, SOT기

반 모션제어 컨트롤 플랫폼용 Interactive 스마트웨어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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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천연염색을 적용한 2016 S/S 패션소재 트렌드 연구

Ⅰ. 서론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2016 S/S 트렌드 컬러로 면과 견을 염색하기 위하여 

천연염색 재료 중 자초(Lithospermum erythrorhizon)와 소목(Caesalpinia sappan L)을 사용하였

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2016 S/S 트렌드 컬러로 천연 염색된 면과 견의 색상의 만족도와 소재

에 대한 느낌과 스카프로 상품화 하였을 경우 색상과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설문 조사

를 통하여 조사, 분석하여 상품화 가치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015년 4월초 의류학 전공생 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응답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 S/S 트렌드 컬러는 Pantone color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자초는 Fuchsia Purple, 소목은 

Sweet Pink 계열로 염색하였다.

1. 시료 및 시약

시료는 정련 표백된 면 평직물과 견 평직물을 사용하였다.

알루미늄 매염제(Aluminum Potassium Sulfate(AlK(SO4)2·24H2O)를 소목염색 전에 직물시료에 

처리하였다. 

자초염색을 위해 에탄올과 자초염료분말, 자초염액, 소목염색을 위해 소목(chip형태)를 사용하

였다. 

2. 매염법

염색물의 견뢰도를 높이고 선명한 색상을 얻기 위하여 염색 전에 매염처리 하였다. 매염제인 

Aluminum Potassium Sulfate를 5% 수용액으로 하고 욕비 1:100로 매염처리 하였다. 매염액을 가

열시켜 40℃에 도달되면 직물을 넣은 후, 60℃에 도달되면 이 온도를 유지하여 30분 간 매염 후, 

맑은 물에 헹구어 자연건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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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초 염액 추출법

자초염액과 물의 비율이 1:1이 되도록 염액을 준비한다. 또한 색상을 조절하기 위하여 자초분

말을 에탄올에 용해하여 0.8% 용액을 준비한 후, 염액의 양(1ℓ)과 동량의 물(1ℓ)을 첨가하여 

물과 염액의 비율이 1:1이 되도록 혼합하여 염액을 준비하였다. 

4. 소목 염액 추출법

물 1ℓ에 소목 50g을 넣고 30분간 가열하여 염액을 1차 추출 하고, 염액을 따라낸 후 다시 1

ℓ의 물을 넣고 30분간 가열하여 염액을 2차 추출한다. 1,2차 추출 염액을 혼합하여 염액을 준비

한다.

5. 자초와 소목 염색방법

매염처리 된 면과 견을 각각 준비한 염액에 담그어 60℃를 유지하면서 잘 펴주면서 염색의 

최소시간인 10분간 염색하고 최고시간인 40분간 염색 한다. 욕비는 1:100로 하였다. 염색 후 맑

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번 수세한 후 탈수시켜 자연 건조한다.

6. 색상측정

염색물의 색상 측정은 CCD 카메라와 소프트웨어(ProgRes Capture Pro)를 사용하였다.

L*(Whiteness), a*(Redness), b*(Yellowness) 3차원 공간 좌표상의 점을 측색하고, 두 색점 사

이의 거리를 색차로 표현하는 ΔE값을 계산하였다. 색상의 측정에서는 동일포에서 서로 다른 지

점을 설정하여 3회 측정, 평균치를 구하였다.(L*1, a*1, b*1)인 기준색과(L*2, a*2, b*2)인 비교색의 

색차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ΔE= √(L*1-L*2)
2+(a*1-a*2)

2+(b*1-b*2)
2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면과 견을 염색하기 위하여 천연염색 재료 중 자초와 소목을 사용하여 2016 S/S 

트렌드 컬러를 Pantone 기준으로 Fuchsia Purple, Sweet Pink의 계열 컬러로 염색을 하였다. 또

한 이 연구를 통해 2016 S/S 트렌드 컬러로 천연 염색된 면과 견의 색상의 만족도와 소재에 대

한 느낌과 스카프로 상품화 하였을 경우 색상과 가격대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설문 조사를 실

시하고 그 결과 소재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구매의사에 유의차를 보였다.

설문 조사를 위하여 염색된 소재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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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천연염색 된 소재 구분표

구 분 CL10 SL10 CL40 SL40 CC10 SC10 CC40 SC40

시 료 면 견 면 견 면 견 면 견

시 약 자 초 자 초 자 초 자 초 소 목 소 목 소 목 소 목

염색시간 10분 10분 40분 40분 10분 10분 40분 40분

천연염색한 소재 색상 평가는 <표 2>와 같다.

자초로 염색하였을 경우 시료가 면인 CL10, CL40 소재는 시료가 견인 SL10, SL40 소재보다 

밝기가 밝으며, 약간의 붉은색과 약간의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또한 긴 시간 염색한 CL40소재는 

짧은 시간 염색한 CL10 소재보다 어둡고, 붉은색의 값은 거의 유사하였지만 노란색은 CL40 소재

의 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초로 염색하였을 경우 시료가 견인 SL10, SL40 소재 중 짧은 시간 

염색한 SL10 소재가 L*, a*, b* 값에서 높은 값을 보이므로 더 밝고 붉은색과 노란색을 나타낸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목으로 염색한 면직물인 CC10, CC40 소재는 L*, a*, b* 값에서 모두 큰 유의차를 보여주고 

있었다. 오랫동안 염색을 할수록 밝기는 낮아지고, 붉은색의 값이 더 높아지며 노란색의 값도 높

아짐을 보여주었다. 소목으로 염색한 견직물도 마찬가지로 L*, a*, b* 값에서 큰 유의차를 보여주

고 있었다. 이 역시 면직물과 마찬가지로 더 오랫동안 염색할수록 밝기는 낮아지며 붉은색과 노

란색의 값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 색상 평가

　 면(C) CL10 CL40 CC10 CC40 견(S) SL10 SL40 SC10 SC40

L* 96.3 55.0 52.3 80.0 77.7 98.0 44.6 40.7 84.7 74.7

a* -2.67 0.67 0.66 12.0 20.3 -4.33 9.33 8.33 14.7 31.0

b* 11.0 1.67 2.33 10.7 14.6 13.6 4.33 3.33 19.3 26.4

∆E - 42.5 45.0 21.9 29.8 - 55.9 59.8 23.9 23.9

 

선호하는 소재의 색상은 자초로 염색한 경우에는 선호색상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으나 소목

으로 염색한 소재의 선호 색상은 소목으로 견시료를 10분간 염색한 SC10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자초로 천연염색한 소재 중 선호 색상 중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CL40 소재가 25.7%로 

가장 높았고, SL10 소재가 20.0%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소목으로 천연염색한 소재 중 선호 색상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SC10 소재가 42.9%로 

가장 높았고, CC10, CC40 소재가 14.3%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소재에 대한 느낌을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대로 자초로 염색한 소재보다는 소목으

로 엷게 염색한 소재 CC10, SC10, CC40 SC40 에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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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재에서 느끼는 편안함 조사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CL10 0.00% 5.70% 8.60% 2.90% 20.0% 54.3% 8.60%

SL10 0.00% 2.80% 14.3% 25.7% 25.7% 28.6% 2.90%

CL40 2.86% 2.90% 14.3% 8.60% 31.4% 34.3% 5.70%

SL40 0.00% 8.60% 8.60% 34.3% 28.6% 17.1% 2.90%

CC10 0.00% 0.00% 11.4% 2.90% 20.0% 45.7% 20.0%

SC10 0.00% 0.00% 2.90% 14.3% 20.0% 40.0% 22.9%

CC40 0.00% 0.00% 11.4% 2.90% 22.9% 45.7% 17.1%

SC40 0.00% 0.00% 17.1% 34.3% 22.9% 20.00% 5.70%

견소재로 스카프를 출시할 경우 구매의향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SC10 소재로 스카프를 출시

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프로 출시하였을 경우 구매 적정 가격으로는 면 스카프의 경우 10000원~40000원으로 선

정하였고, 견 스카프의 경우 30000원~60000원으로 설정하였다. 면 스카프 구매 적정 가격은 

20000원이 48.6%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었고, 10000원이 31.4%, 30000원이 14.3%, 40000원이 

5.70%로 그 뒤를 이었다. 견 스카프 구매 적정 가격으로는 40000원이 40.0%으로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그 다음으로 30000원이 37.14%, 50000원이 17.1%, 60000원이 5.70%로 그 뒤를 이

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천연 염색 중 자초와 소목을 이용하여 2016 S/S 트렌드 컬러로 면과 견을 염색하

여 염색된 소재의 색상 만족도와 느낌을 조사하고 스카프로 상품화 하였을 경우 선호하는 색상과 

가격대를 알아보고 상품화의 가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자초로 염색한 경우에는 선호색상의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으나 소목으로 염색한 소재의 경우 

견시료를 10분간 염색한 소재의 색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카프로 출시하였을 

경우에도 가장 선호하는 소재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가 자초와 소목으로 염

색한 면과 견을 스카프로 출시할 경우 상품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1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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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권오경·김효정
*대구예술대학교 

(주)B.S.G. 부설기술연구소

쾌적한 통기성을 보유한 매트리스의 연구개발

Ⅰ. 서론

일반적으로 침구는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땀을 빠르

게 흡수하고 배출하여 옷이 땀에 젖어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체온의 상승 및 저하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부공기가 몸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 체온이 상승할 경우 내부의 

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쾌적한 수면용구의 생산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의 

기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제품을 생산해도 성능평가를 할 수 없

다면, 발전도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침구가 인체에 정량적인 자극을 부과된다는 측면에서는 매트리스의 기본 특성으로서 일반적인 

체압분산성, 수면자세, 침상 주로 매트리스의 강경성이나 침구의 환기, 보온성 등의 물리적 요소, 

생리적 기능의 특성에 따라 피부온 및 침구기후, 심박수 등과 같은 생리학적 요소와 수면을 하는 

사람이 운동이 생체에 주는 부담도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수량화한 연구(Okamoto-Mizuno et 

al., 1999) 등이 있으나, 수면과 관련된 침상기후 및 이용 침구의 관계규명에 관한보고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해 우수한 매트리스 탄성체를 이용하여 통기성이 양호하고 체압분산을 양립

할 수 있는 매트리스를 개발하였으며, 침구용 매트리스에 대해 온열생리성능 및 주관적 평가를 

비교 평가해봄으로써 소재의 기능을 살리고, 수면시 더욱 쾌적환 환경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매트리스 개발 및 고부가가치 창출과 인체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침구 제품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피험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신장 175.08±6.95cm, 체중 69.33±10.36kg, 26.66±9.00years, 

BSA(Body surface area) 1.84±0.15m2의 신체적 조건을 가진 성인 남자 6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1달) 기간 동안 실제 거주환경에서 실시하였다. 

수면환경 실험 평가는 기초 착의복(런닝상의, 하의, 팬티)를 동일하게 착용하고 매트리스 총 3

종 Ctrl.(메모리폼), N1(3D 매트리스), N2(3D 매트리스 체압분산형)에 대해 실시하였다.

피실험자의 온열환경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을 기록 측정하였으며, 측정항목으로는 침구

내기후, 피부온습도, 피부온도, 직장온, 온냉감, 습윤감, 쾌적감, OSA수면감조사(MA판)을 실시하

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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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프로토콜은 피험자의 바이오리듬을 고려(실험 3주전부터 수면시간 적응 실시)하여 통상

적인 수면시간으로서 취침측정시간 PM 11:00∼AM 6:00(총 420분)로 데이터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침구실험에서 얻은 자료는 SPSS WIN 20을 이용하여 의복소재별 각 측정항목의 평균과 표

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를 구하고 소재의 착의조건과 경시변화 간의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 Measurement parts of skin temperature and microclimate

Ⅲ. 연구결과

실험환경은 대구시내의 실제 거주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의 실내의 실험환경은 23.1 

±1.44℃, 59.8±2.92%RH, 기류 0.2m/sec이하의 분포를 나타났으며, 침상내 온도분포는 26.04±

2℃, 습도분포는 61.97±4.32%RH의 분포를 보였다. 

실험 매트리스별 평균피부온도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Ctrl은 34.9±0.66℃, N1은 33.98±0.3

8℃, N2는 34.36±0.87℃의 범위내에서 변화를 보였다. 실험 시작 60분간은 점진적인 상승을 보

이다가, 120분 이후에는 점진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서 실험 종료시에는 최저온도를 보였다.

직장온도에서 Ctrl은 36.7±0.17℃, N1은 36.5±0.24℃, N2는 36.2±0.35℃의 범위내에서 변화

를 보였으며, 실험시작점 기준에서 0.6∼0.8℃정도 범위내에서 상승없이 하락을 보여 종료시점에 

최저온도를 보였다.

수면시의 의복과 피부사이 가슴온도와 침구와 가슴부위사이의 온도는 약 1.5℃정도 의복내 가

슴온도가 높은 범위에서 변화를 보였다. 의복과 피부사이 등온도는 33.8±0.6℃의 범위, 침구와 

등부위사이의 온도는 33.4±1.5℃의 범위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며, 매트리스간에서는 의복과 피부

사이 등온도는 Ctrl은 35.0±0.46℃, N1은 34.8±0.24℃, N2는 34.6±0.85℃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트리스간의 의복과 피부사이 등습도에서는 Ctrl은 70.5±7.45%, N1은 58.5±11.62%, N2는 

60.6±10.79%의 분포로서 Ctrl.이 N1, N2에 비해 10% 이상 높은 습도를 보이고 있다.

OSA수면감은 피험자가 기상시 설문지 하여 집계하였으며, 각 침구에 대한 수면감 프로필을 

점수화하였다. OSA 수면 감 프로필은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수면 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

하고 있다. 잠자리 기분신경의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기상시의 잠을 자고난 후의 불편한 기분

이 적고 깔끔하게 각성 된 것을 의미한다. 수면 유지의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중도의 각성이 

적고 좋음 잠이 유지 된 것을 의미한다. 잔념(꿈)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기상시의 기분이 차분

하며 신경이 쓰이는 꿈자리나 근심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 수면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오래 푹 잘 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도 좋은 수면을 취한 것을 의미한다. 입면 요인은 점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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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잠들기 잘 신속하게 수면 상태에 넣은 것을 의미한다. 통합한 점수를 살펴보면, 침구 

Ctrl. N1, N2 순으로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침구 Ctrl. N1, N2 순으로 좋은 잠이 얻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입면 점수를 살펴보면, 침구 N1 점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침구 N1에서

는 잠들기가 좋은 것이 추측된다. 또한 수면 유지의 점수에서는 침구 N2가 높기 때문에 중도 각

성이 적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종의 침구 수면 실험을 실시한 피험자에게 면담한 결과, Ctrl.은 나머지 매트리스에 비해 수

면시 덥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었고, 안정기에서도 피부에 닿으면 답답함과 더운 느낌이 더욱 강

하게 드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의견이었고, N1, N2의 경우에는 매트리스에 들어갈 때부터 시원하

다는 느낌이 들고, 통풍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었다.

신형 매트리스(N1, N2)는 환경조건 22±2℃, 55±5%RH, 기류 0.2m/sec이하에서 대체로 우수

한 체온조절기능을 보였다. 특히 매트리스 접촉부위의 습도조절이 메모리폼소재의 매트리스에 비

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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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습방수직물의 역학적 특성과 주관적 평가 

주 5일제 확산 이후로 여가를 중시하고 가치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캠핑문

화의 발달과 레포츠 인구의 확산, 그리고 기능성과 편안함을 갖춘 일상복으로의 사용 증가로, 국

내 아웃도어 패션시장은 연평균 28.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꾸

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Goretex 멤브레인은 개발 이래로 투습 방수성 멤브레인(membrane) 

소재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가의 아웃도어 의류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필름 라미네이팅 타입의 투습방수직물은 이형지 위에 수지를 코팅하여 친수성 무공형 

혹은 다공질 필름을 제조한 후, 이를 직·편물에 라미네이팅시켜서 제조된다. 이와 같이 직·편

물에 필름을 라미네이팅하기 때문에 일반 직물과는 다른 역학적 특성, 태와 감성을 만들게 된다. 

투습방수 직물의 개발 시에는 기능성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요구하는 태와 감성을 파악하기 것

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특성이 다른, 필름 라미네이팅 타입의 소재를 선택하여 

역학적 특성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투습방수 스포츠 의류소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특성이 다른, 시판하는 라미네이팅 된 투습방수 소재 6종을 사용하였다. 

소재들의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장특성, 굽힘특성, 전단특성, 압축특성과 표면 특성을 

KES-FB system(Kawabata Evaluation System, Kato Tech. Co. Ltd., Japan) 을 이용하여 표준 조

건하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주관적 태 평가와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직물의 태와 관련된 물

성(강연성, 압축특성, 신축성, 탄성회복성, 밀도, 표면요철, 표면마찰, 열적특성)을 나타내는 형용

사(ASTM D123 -13a) 18개와 재킷 및 태 선호도 문항을 7점 척도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의류

학 관련 대학원생, 강사, 의류업체 디자이너, 머천다이저, 소재디자이너, 섬유관련 연구원 등의 전

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시료(30×30cm)를 만져본 후에 평가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

하여 빈도분석, 일원분산분석(ANOVA), 상관분석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투습방수 직물의 두께와 무게가 증가할수록 잘 늘어나지 않고 뻣뻣하고 압축탄성이 증가하였

다. 또한 두께와 무게가 태 및 재킷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연하고 

매끄럽고 얇고 가벼운 투습방수 직물들이 재킷 소재로 선호되었다.16)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됨(NRF-2014R1A1A304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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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옥*·이정순
충남대학교

트리아세테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냉감 직물의 드레이프 특성

천의 드레이프(drape)성은 의복, 장식용 제품, 기능성 제품 등의 외관과 실루엣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며, 인장(tenxile), 전단(shear), 굽힘(bending) 등과 같은 천의 1차적인 역학적 성질들의 복합

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착용자의 동적 움직임에 대한 기능적인 편한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트리아세테이트섬유는 광택이 좋고 초기 탄성율이 작아서 좋은 드레이프성과 부

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으며, 합성 섬유와 달리 촉감이 미끈미끈(waxy)하지 않으면서 열가소성이 

좋고, 형체안정성을 가지므로 워시 앤드 웨어 성을 가져 관리가 편한 섬유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드레이프성을 평가하는 Cusick Drape Tester는 드레이프 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간단

한 장치로 지금까지도 널리 보급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 규격으로 채택되어 있다. 그러나 

Cusick Drape Tester는 표준 원형종이 위에 비춰진 천의 드레이프 된 그림자 영상을 자른 후 저

울에 의해 무게 비를 구하여 면적비로 정의된 드레이프율을 추정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드레이프 계수와 드레이프 형상의 굴곡 수(No. of Nodes)를 얻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 들

어 영상을 계측하는 센서의 발달과 화상분석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 화상 기술을 이용한 드

레이프 측정 장치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화상기술을 이용한 드레이프 측정 장치는 

드레이프의 그림자 영항을 스캐너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얻은 후 이의 2차원 영상 분석을 통

하여 드레이프 계수(Drape ratio)와 드레이프 형상의 굴곡 수 외에도 중심점으로 부터의 굴곡의 

높이(Wave Amplitude), 굴곡의 파장(Wavelength)과 같은 드레이프 형상 인자를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amera를 장착한 Cusick Drape Tester를 이용하여 트리아세테이트 기반으로 

제직된 냉감 직물의 드레이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직물은 경사 트리아세테이트 75D를 기반으로 위사에 트리아세테이트 

75D, 120D, Rayon 20's, Cotton 30's, Diacetate 75D와 PET 50D, Metal원사 25D 합연사를 사용

하여 직물을 제직하였으며, 드레이프계수 이외의 드레이프 형상 인자들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

하여 Cusick Drape Tester(Han Won Spway Co., Korea)에 Camera를 장착하여 얻어진 형상을 

Drape Meter(D&M FT Co., Ltd., Korea)을 이용하여 직물의 드레이프 형상의 굴곡 수, 중심점으

로 부터의 굴곡의 높이, 굴곡의 파장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트리아세테이트를 기반으로 제직한 

직물의 드레이프 계수는 직물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트리아세테이트와 Rayon을 혼방

하였을 때는 드레이프 형상인자인 노드 수는 저하되었으며, Wave Amplitude의 값 또한 커짐을 

알 수 있었으며, 위사에 Metal원사를 합연하여 제직한 원단 또한 드레이프 계수에서는 차이를 나

타나지 않았으나 중심점에서 굴곡의 높이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원사를 혼방하여 제직

한 직물의 드레이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드레이프 계수와 함께 드레이프 형상 인자와 접목하

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17)

*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과제번호: S2090919)



351연구논문(포스터) 발표: 의복과학 분야 _____

김시연*·김예진

이시정·이주영
서울대학교 한국전통 여름속옷인 등등거리의 모시한복 내 착용이 더위 

경감에 미치는 효과

Ⅰ. 서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폭염 발생 빈도가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여름철 온도 역시 

매년 최고온도를 갱신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기를 사용하여 냉방장치로 더위를 피하기도 하고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의복의 구성을 간소화하고 시원한 소재 등을 사용하는 쿨맵시 캠페인을 진

행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더위를 해소하는 방법은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는데, 시원한 나무 그늘

이나 계곡에서 몸을 식히는 등의 방법과 더불어 ʻ등등거리ʼ라는 여름철 더위 경감용 의복을 착용

했다. 등등거리는 가는 대나 등나무의 가는 가지를 구부려 성글게 엮어 조끼형으로 만든 것으로 

여름에 땀이 옷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국립민속박물관, 1998). 하지만 한복의 착

용이 줄어들고 전기를 사용한 냉방장치의 발달로 인해 등등거리를 생활 중 착용하는 것이 힘들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사라져가는 전통 의복인 등등거리를 모시한복 내 착용해봄으로써 

등등거리가 더위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Ⅱ. 방법

등등거리 착용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등등거리의 판매처를 모색해 보았으나, 전통적인 방식으

로 등등거리를 제작하는 곳은 찾을 수 없었고, 담양의 박물관 기념품점에서 판매하는 등등거리와 

팔토시를 구입하였다(그림 1). 등등거리, 팔토시와 함께 모시 저고리와 모시 바지, 버선과 유건, 

그리고 속옷을 착용하였으며 총 의복 무게는 815g이었다. 

<그림 1> 실험에 사용된 등등거리와 팔토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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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거리의 효과를 보기위한 대조군에서는 같은 의복조건에서 등등거리, 팔토시 만을 제외하

였다(총 713g). 건강한 20대 남성 8명이 실험에 참여했으며, 실험은 31℃, 60%RH의 환경에서 10

분의 휴식 후 30분 동안 스텝퍼를 통한 걷기 운동 후, 20분 간의 회복으로 진행하였다. 스템퍼는 

80BPM의 메트로놈의 소리에 맞추어 동일한 속도로 걷도록 하였다. 이 때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

하기 위해 직장온, 10부위의 피부온(이마, 가슴, 배, 등, 위팔, 아래팔, 손등, 허벅지, 종아리, 발

등), 심박수, 의복 내 미세기후(가슴, 등)를 측정하였으며, 실험 전후 체중 차를 통해 총발한량을 

계산하였고 주관적인 서열부담(한서감, 습윤감, 온열쾌적감, 갈증감)을 6분 마다 수집하였다. 피부

온, 직장온, 의복 내 습도의 항목에 대해서는 Paired sample t-test를, 주관감에 대해서는 비모수

통계인 Wilcoxon 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검정의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분석 결과, 운동 중 피부온의 증가량 중 가슴 피부온의 증가량만이 등등거리를 착용한 경우 

0.61±1.3℃ 상승한 반면, 등등거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변화량은 –0.15±0.75℃로 운동 전보다 

감소했으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또한 직장온과 의복 내 온습도, 총발한량에서는 

두 조건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주관감의 경우, 회복기에 전체적인 한서감과 등, 

다리, 발에서의 한서감이 등등거리를 착용한 경우에 통계적으로 더 크거나, 큰 경향이 있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등등거리가 더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더위 경감에 

효과가 미비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위 경감을 방해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로 등등거리의 생리학적 효과를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등등거리는 맞춤형이 아닌, 대량으로 생산하며 단 하나의 사이즈만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맞음새, 소재, 디자인 측면에서 실제 착용하였던 등등거리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

한 31℃의 환경에서 그 자체로도 가볍고 통풍성이 좋은 모시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맞음새가 맞

지 않는 등등거리를 착용하였을 때 등등거리가 오히려 의복 내 공기층을 두껍게 하고, 또 의복 

내 대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옛 선조들이 더위 경감을 위해 착용했던 당

시의 등등거리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강도를 강화하여 땀이 더욱 

많이 발생할 때 등등거리가 의복의 땀 흡수를 방해하고 땀을 흘러내리게 하는 조건에서의 실험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립민속박물관 (1998). 우리네 여름이야기: 일과 휴식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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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정*·원아영·김종준
이화여자대학교

친환경소재에 대한 한약추출물의 적용 연구

Ⅰ. 서론

최근 황사를 비롯한 대기의 악화, 건조한 기후, 일교차로 인한 피부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천연 소재를 사용한 의류들은 인체에 대한 저자극성 제품이다. 이들은 아토피, 습진, 알레르기 유

발 등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적으며, 쾌적한 착용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폭넓게 사용되

고 있다. 현재 건강 기능에 관련된 가공에 사용되고 있는 가공제는 일반적으로 합성 가공제의 비

율이 높은 편이며, 이는 거의 대부분 자극성 화합물로서 인체에 잠재적 유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제조 및 가공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다. 천연 추출물을 이용

한 가공제를 사용할 경우 합성물질에 비하여 유해 물질 검출 등의 인체 안정성의 불안이 적어 

그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천연 가공제를 의류에 적용하여 인체에 적용 하였을 

때 그 효능 검증을 위한 입증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약추출물을 적용한 친환경소재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시키고자 소재에 자초와 소목으로 염색하고, 항균작용과 소염작용을 부여하

기 위해 황금, 황련, 황백, 고삼, 박하 5가지의 약재들의 주성분을 추출하여 도포하고 소재의 착

용감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약추출물을 천연염색 시료에 처리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가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 가공소재에 대해 2015년 3월 말-4월 초 의류학 전공생 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응답자가 직접 온라인에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내용

은 시료에 대한 감각적 평가, 쾌적성과 관련된 평가,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1. 한약 추출물의 기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 조사

한방 약리학에서 황금의 항균작용은 매우 광범위하며, Baicalein과 Wogonoside는 항균 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으로 Neisseria gonorrhoeae(임균)의 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추출하여 사용할 가치

가 있고, 임산에서 치료 보조약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또한 본초학에서 황금은 열기를 식히고 습

기를 말리는 효능을 지닌 淸熱燥濕藥으로 항균, 항바이러스 진정, 해열, 해독, 항산화, 항종양 효

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백의 경우에는 황백의 주성분인 Berberine은 광범위한 항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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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세균의 DNA와 복합물을 형성해 DNA의 복제를 저해하여 세균의 

생성과 번식을 저해한다. 이 외에 황금은 Leptospirosis와 여러 가지 피부 진균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다. 황금과 마찬가지로 淸熱燥濕작용을 하며, 항균, 항바이러스, 해독, 항염, 항알러지 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전에서 황련은 항균작용이 있는 베르베린 염화베르베린

(C20H19NO5: 371.82)으로 3.5%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 고삼의 성분 중 Matrine와 Oxymatrine는 

염증 유도제로 유발되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항염 작용의 강도는 hydrocortisone과 

유사하다. 고삼은 淸熱燥濕 작용의 약리학적 근거로 항균, 바이러스, 항알러지, 항종양 등의 작용

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하의 경우 본초학의 약리학적 근거로 피부모세 혈관 확장, 땀선 분

비 촉진, 항균, 소염 작용 등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Ⅲ. 시료 및 실험방법

1. 시료 및 시약

1) 시험포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정련 표백된 면 평직물과 견 평직물을 사용하였다.

2) 염료 및 매염제

자초염색을 위해 에탄올, 자초 염료분말, 자초 염액 등을 사용하였으며, 소목염색을 위해 소목

(chip 형태)을 사용하였다. 소목염색 전에 알루미늄 매염제인(Aluminum Potassium Sulfate(AlK 

(SO)2·24H2O)를 직물시료에 처리하였다.

2. 매염방법 

알루미늄매염제를 L.R.= 100:1로 사용하였다. 매염액을 가열시켜 40℃에 도달했을 때 직물을 

넣은 후, 60℃로 승온하고 온도를 유지하여 30분 간 매염하고 수세하여 자연건조 하였다.

 

3. 자초 및 소목 염액 준비 

자초는 자초분말을 에탄올에 용해하고 자초용액과 일정비율을 혼합하여 원하는 색상을 얻고자 

하였다. 소목은 1ℓ에 소목 50g을 넣고 가열하여 1차, 2차로 각기 추출하였다. 얻어진 염액을 혼

합하여 필요한 색상이 되도록 조절하였다.

4. 자초와 소목 염색방법

매염처리 된 면과 견을 각각 준비한 염액에 침지 시킨 후 60℃를 유지하면서 염색의 최고시

간인 40분간 염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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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약 원액 추출 및 가공 처리

물 2ℓ에 황금, 황련, 황백, 고삼, 박하 5가지 한약재를 각 100g을 넣고 1시간 30분 동안 상

온 침지 시킨 후 추출기에 넣고 20시간 원액을 추출한다. 원액 추출물을 밀봉상태에서 열기를 식

힌 후 추출물을 자초의 면과 견 소목의 면과 견에 각각 넣고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한 후 

2시간 침지시킨다. 이어 맹글을 사용하여 압착 처리하고 자연 건조시킨다. 

Ⅳ.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천연염색 중 피부의 항염증 살균 효과 성분이 있는 자초와 소목으로 염색 하였으

며, 보다 더 친환경적인 가공을 제시하고자 항균, 항알러지, 항바이러스 등 진균 억제 효과가 있

는 황금, 황련, 황백, 고삼, 박하 5가지의 약재들을 추출하여 천연염색 시료에 처리하였다. 또한 

이들의 가공소재에 대한 감각적 평가를 알아보기 위해 후각적, 시각적, 촉각적 느낌을 평가 하였

으며, 소재의 쾌적성과 상품화 되었을 때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의 결과 소재향의 자극성에 관련된 문항에서 자극적이다가 2.86%로 나타났으며, 전혀 자극적이

지 않다가 20.00%로 향이 자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초와 소목의 면과 견의 향을 비

교했을 때 면보다 견의 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목의 견보다 자초의 견의 

향이 31.43%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재를 보았을 때의 편안함에 관련된 항목에

서는 그렇지 않다가 5.71% 그렇다가 54.29%로 가공된 소재가 편안함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소재의 촉감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소재가 피부에 닿았을 때 끈적거리지 않으며, 시원함을 주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약 가공 처리 하지 않은 염색포와 가공한 염색포의 쾌적

성을 묻는 항목에서 가공처리하지 않은 염색포보다 가공 처리한 염색포의 쾌적성이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가공소재의 상품화 되었을 때 가능성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유의차가 없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한약추출물을 적용한 친환경소재 연구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시키고자 소재에 자

초와 소목으로 염색하고, 항균작용과 소염작용 등 인체에 이로운 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황금, 황련, 황백, 고삼, 박하 5가지의 약재들을 추출, 도포하여 착용감 실태를 확인하였다.

첫째, 한약추출물로 가공된 소재향이 자극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면보다는 견의 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목보다 자초의 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재를 보았을 때 가공된 소재가 가공되지 않은 소재보다 편안함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소재가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약 가공처리하지 않은 염색포보다 가공 처리한 염색포의 쾌적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가공소재의 상품화 되었을 때 가능성에 관련된 항목에서는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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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용 방수복의 부위별 소재 분석

Ⅰ. 서론

해양용 방수복의 소재의 필수 요소는 우선 복장의 영구적인 일부분을 형성하면서 물보다 낮은 

밀도에 의해 원래 부력이 있는 재료, 단일 혹은 복합 형태의 외부원단, 빛을 근원적으로 반사하

는 역반사재료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분석을 진행한 해양용 방수복을 각각의 부

위별로 분해하여 디테일별로 적용된 소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보온성이 우수한 해양용 방수복 

소재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분석에 사용한 해양용 방수복은 2015 ISPO CWS에 참여한 브랜드로 범위를 제한하였

다. 각각에 참여한 브랜드의 최신 제품 겨울용 방수복 중 유형별로 3건을 선택하여 디자인 분석

에 사용하였다. 시제품은 봉재선을 중심으로 부위별로 절개하였고, 얻어진 부위별 소재를 직물현

미경 촬영을 통해 직물의 표면 분석을 행하였다. 

Ⅲ. 연구결과

Table.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제품이다. 방수복 A는 몸통, 어께 부분에는 니트조직으로 되

어 있고, 안감은 루프상의 조직이 확인되었다. 무릎부분에는 굵은 조직의 부분이 확인 되었으며, 

두께는 부위별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방수복 B는 몸통부분의 겉감은 고무 코팅이 되어 있고, 

안감은 루프상 니트직물이 있다. 팔 부분의 겉감은 평편 조직이며, 안감은 루프상 니트 조직을 

보이고 있으며, 무릎부분에는 굵은 조직으로 보이고, 안감은 니트조직을 보이고 있다. 두께방향으

로 살펴보면, 네오프렌의 두께는 팔부분, 무릎부분, 몸통의 순으로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수복 C는 몸통부분의 겉감은 평직 조직의 직물에 고무 코팅이 되어 있고, 안감은 이색의 루프

상 니트조직으로 보인다. 팔 부분의 겉감과 안감은 평편 니트조직 확인되며, 무릎부분에는 굵은 

조직으로 보이고, 안감은 니트조직을 보이고 있다. 두께방향으로 살펴보면, 네오프렌의 두께는 부

위에 상관없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하였다.18)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NRF-2014R1A1A20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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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morphlogy of textiles in analized wet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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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를 이용한 대두단백 섬유의 염색특성

대두섬유(soybean fiber)는 재생단백섬유로 콩의 한 종류인 대두로부터 대두유을 제거한 후 그 

잔여물로부터 대두단백인 글로블린을 추출하고 이를 습식방사하여 제조한다. 대두섬유에는 토코

페놀과 사포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노화 효과를 나타내는 등 인체와 매우 친화적인 신소재로 

섬유와 혼방이 용이해 상업적으로도 전개 가능성이 우수한 섬유이다. 또한, 황토는 원적외선을 

방출시키는 다량의 무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항균성, 유해물질 차단 등 우수한 기능을 지닌 인체 

친화적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소재인 대두단백섬유에 또 다른 친환경 및 친인체적인 

안료물질인 황토를 고착시킬 목적으로 염색하였으며 그 염색특성을 조사하였다.

온도에 따른 황토의 염색특성에서는 본 실험 범위내에서는 염색온도가 증가할수록 염착율

(K/S)은 서서히 증가하여 염색온도 거의 90℃에서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105℃에서 가장 높은 염

착성을 보였다. 그러나 염색온도 105℃는 상압에서는 염색이 불가능한 닫힌계의 고압염색인 점과 

염색온도 90℃와 염착율의 차이가 크지 않는 등으로부터 상압에서 염색이 가능한 90℃～100℃가 

적정 염색온도임을 알 수 있다.

염색시간에 따른 황토의 염색특성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K/S이 급격히 증가하다가 염색시간 

60분에서 가장 높은 염착성을 나타내었으며, 염색시간 60분 이후로는 오히려 K/S값이 점차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토의 농도에 따른 염색특성에서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K/S값이 증

가하였으며 10% o.w.b에서 가장 높은 염착율을 보였으나, 8% o.w.b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

는 것으로부터 적정 염색농도는 8～10% o.w.b가 적정 염색 농도로 판단되었다. 

Wave length(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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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 of dyeing temperature on the K/S value of soybean

protein fabric dyed with loess(8%, 6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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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속건폴리에스터 자카드직물의 라미네이팅 가공에 따른 
드레이프 특성 변화

흡한속건소재는 쾌적성과 건강성을 부여하기 위해 차별화된 기능 섬유로 레저·스포츠 산업이 

발전한 요즘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건조하는 흡한속건 섬유에 관심을 가지고 개발 되고 있다. 

이러한 흡한속건직물에 투습과 방수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원단의 편면 혹은 양면

에 한층 내지 그 이상으로 접착성을 보유한 고분자 물질이 피막을 형성하는 라미네이팅 공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라미네이팅 가공 직물은 기반 소재 본래의 촉감을 거의 해치지 않는 다는 

것과 고기능성(특히 고내수압)을 발현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으나 필름 접합으로 인해 촉감이 

뻣뻣하고 소재 중량이 증가하여 드레이프성이 다소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의 드레이프 측

정은 드레이프 계수와 드레이프 형상의 굴곡 수에 대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어 라미네이트 가공

직물과 같은 접합포의 가공 전 후의 드레이프성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이 충분하지 못했다. 

화상입력장치를 활용한 방법은 드레이프 계수, 노드 수 외에 굴곡의 높이, 굴곡의 파장을 측정할 

수 있어 다양한 텍스쳐를 갖는 직물의 드레이프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상입력장치를 활용하여 흡한속건 폴리에스터 자카드 직물의 라미네이팅 가공에 

따른 드레이프 특성 변화를 드레이프의 형상 인자를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 해 보았다. 경사 PET 

50D, 위사 흡한속건PET 45D로 제직한 자카드 직물로 NaOH수용액으로 8% 감량 처리 한 후 PU-

라미네이팅한 소재, 나노섬유 웹을 라미네이팅한 소재를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드레이프 계수 이 

외에 드레이프 형상인자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의 드레이프 계수(Drape Ratio), 드레이프 형상의 

굴곡 수(No. of Nodes), 중심점으로부터의 굴곡의 높이(mm; wave amplitud), 굴곡의 파장

(degree; wavelength)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PU-라미네이팅 가공한 직물은 드레이프 계수에서

는 라미네이팅 하지 않은 직물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Wave amplitude가 증가

하였으며, 나노웹 라미네이팅 자카드 직물 가공한 것 또한 가공하지 않은 직물과 비교하였을 때 

노드 수는 저하되고 Wave amplitude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U-라미네이팅과 나노웹 

라미네이팅 직물의 드레이프성을 비교해 보면 드레이프 계수로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Wave amplitude에서 나노웹 라미네이팅 직물이 PU-라미네이팅 직물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드레이프계수와 노드만으로는 가공전 후 직물과 가공방법 간의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드레이프 형상인자의 차이를 통해 라미네이팅 직물간의 드레이프성 비교가 가능하여 라미네이트 

가공전 직물> 나노웹 라미네이팅 직물> PU 라미네이팅 직물 순으로 드레이프성이 좋게 나타났

다.19)

* 본 논문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과제번호: 2014R1A1A3A04049595)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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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진*·이소희·김혜림
숙명여자대학교

포도당 산화효소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생성 및 저마섬유의 표백

포도당 산화효소(Glucose Oxidase)는 flavin adenine dinucleotide(FAD)를 보조효소로 하여 포

도당을 산화시켜 글루코닉산(gluconic acid)과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효소이다. 포도당 산화효

소는 주로 포도당을 검출하고 정량하는데 이용되어 당뇨병 환자 및 식물 원료, 식품 제품에서의 

포도당을 제어하는데 사용한다. 섬유 소재 가공공정에서 이러한 포도당 산화효소의 적용은 산화

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여 표백공정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저마는 면섬유보다 분자의 결정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강하며, 열전도율이 높아 여름용 의류에 

주로 사용하는 섬유이다. 저마섬유는 같은 식물성 섬유인 면섬유에 비하여 60일 내외의 짧은 재

배기간을 갖고, 농약사용이 매우 적은 장점이 있다. 

저마섬유는 천연의 황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색 염색 시 표백공정이 반드시 요구된다. 일반

적으로 저마 표백법은 과산화수소 및 수산화나트륨 등의 강알칼리의 약품을 사용한다. 따라서 저

마 생산에서의 경제성 및 친환경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저마 섬유의 표백공정이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약품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소를 이용한 친환경 

표백공정 개발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포도당 산화효소를 이용하여 과산화수소 생성하고 생성된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저마 섬유의 표백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저마 직물의 호발·정련은 α-아밀라제와 펙티나제를 사용하여 1욕에서 50℃, 80

분, pH 6.5 조건으로 전처리하였다. 포도당 산화효소를 이용한 과산화수소 생성은 온도, pH, 시

간 조건별로 포도당을 산화시켜 최적 과산화수소(이하 GO 과산화수소) 생성조건을 확립하였다. 

GO 과산화수소 생성량은 A,B 용액법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UV흡광광도계로 측정하여 

검출량을 계산하였다. 저마의 표백효과는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로 백도를 측정하여 

GO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효소표백법과 일반 화학표백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효소 전처리 

및 표백 처리 전·후의 감량률을 측정하여 섬유의 손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포도당 산화효소를 이용한 GO 과산화수소 생성 

최적조건은 30℃, 120분, pH 6으로 확인되었다. 최적조건에서 생성된 과산화수소의 양은 약 

10mM로 확인되었다. 동일 농도의 GO 과산화수소와 일반 과산화수소의 표백효과 비교 결과 저

마 섬유의 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도당 산화효소를 이용하여 과산화수소 

생성 및 이를 이용한 저마의 친환경 표백공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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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TT/Tencel/Cotton 친환경 MVS 복합사 편성물의 물성에 관한 
연구(Ⅰ)
: 사 구조에 따른 복합사 물성

Ⅰ. 서론

최근 방적기술은 품질과 생산성을 모두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compact 방적법

과 air jet 방적법 그리고 air vortex 방적법이 최근 방적공정에서 중요한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되

었다. Compact 방적기술은 모우를 줄이고 실의 역학특성을 크게 개선하였으며 air vortex사는 air 

jet사의 단점인 사의 탄성과 촉감이 부족한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의 구조를 ring 방적사와 유

사한 구조를 가지게 하는 방적기술로 알려져 있다. 한편, PET의 단점인 탄성회복성을 개선하기 

위해 PTT(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섬유가 개발되어 사용되는 원료는 옥수수를 사용하므로

서 친환경 소재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면과 아크릴, 텐셀, 모달 등의 소재를 사용하여 

ring, compact 그리고 air vortex 방적사를 제조하고 이들의 직·편물의 물성을 연구한 논문은 많

이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 의류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소재인 PTT섬유를 혼합한 복합

소재의 MVS, ring, compact 복합사의 물성에 대한 연구는 발표된 것이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PTT/tencel/cotton 복합사를 ring, compact 그리고 air vortex 방적기에서 제조하여 이들의 

물성을 사의 구조와 관련시켜 연구하므로서 탄성회복성이 우수한 PTT 섬유 혼합 복합사의 니트 

의류 적용 가능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실의 제조

실의 제조에 사용한 PTT, Tencel, 그리고 cotton 섬유의 혼합비와 섬도 그리고 섬유장을 

Table 1에 보인다.

<Table 1> Fibre characteristics used on this yarn specimens

Blended fibres Blend ratio(%) Fineness(d) Length(mm)

PTT 30 1.20 40*

Tencel 50 1.17 38

Cotton 20 1.40 28

* MVS : 3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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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성 측정

1) 실 균제도

아홉 가지 원사시료의 균제도는 Uster tester 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300m/분의 사속에서 

5분간 통과시켜 U%, Thin, Thick, Nep의 개수를 측정하였다.

2) 인장특성

KS K 0416 방적사의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Testometric Co.(England) Model 

MICRO 350을 이용하여 시료 길이 100mm, 인장속도 100mm/min의 조건으로 절단강도, 절단신

도, 초기탄성률을 20회 실험하여 평균치로 측정하였다.

3) 습·건열 수축률

KS K 0423에 따라 습열수축률과 건열수축률을 측정하였다.

4) 현미경 측정

사의 측면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사의 측면을 측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방적방법에 따른 실의 균제도 물성

Fig.1에 9가지 방적사의 균제도와 결점수를 도시화 하였다.

(a) Unevenness (b) Thin no.

(c) Thick no. (d) Nep no.

 

<Fig. 1> Unevenness and imperfections of yarn specimens.

Fig.1(a)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가지 번수 모두 air vortex사의 U%값이 다른 2가지 방적사 보

다 큰 값을 보임으로서 실의 불균제도가 불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MVS사의 구조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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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게 된다. 전체섬유의 80-90%가 사의 core 부분에서 평행한 다발을 형성하며 나머지 10-20% 

섬유들이 wrapper fibre로서 core 부분의 평행한 다발을 실의 길이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꼬임구

조를 가지므로써 MVS사의 불균제도가 ring사, compact사 대비 높은값을 보이므로서 균제도가 나

쁜 결과를 나타낸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100% cotton MVS사(Beceren & Nergis, 2008), 

cotton/tencel, cotton/modal MVS사(Erdumlu et al., 2009)에 대한 앞선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를 보였다. Fig. 1(b),(c),(d)에서 thin, thick, nep의 결과에서는 태번수인 20Ne에서는 vortex, 

compact, ring사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30Ne와 40Ne 에서는 vortex사가 compact, ring사 

보다 많은 결점을 보이며 특히 세 번수인 40Ne에서는 vortex사의 thin, thick, nep이 크게 증가하

므로써 결점이 많아지게 된다. Fig.2에 이들 9가지 시료의 현미경 사진을 보인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air vortex사가 ring과 compact사 보다 불균제하며 특히, compact사와 ring사 보다 

MVS사의 모우가 훨씬 더 적고 길이도 더 짧은것을 볼 수 있다.

20Ne 20Ne 20Ne

30Ne 30Ne 30Ne

40Ne 40Ne 40Ne

(a) Vortex (b) Compact (c) Ring

<Fig. 2> Microscopy photograph of yarn specimens.

2. 방적방법에 따른 실의 역학특성

Fig. 3에 9가지 시료의 인장특성치를 도시하였다. Fig. 3(a)에서 볼 수 있듯이 MVS사의 절단

강도가 compact, ring사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Ring사의 절단강도가 가장 높은값을 보였으며 20, 

30, 40Ne에서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MVS사의 경우 노즐내에 형성되는 와류공기에 의

해 사 표면에 loose wrapper fiber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한 wild fibre 들이 사표면에서 loop를 

형성하므로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저항할 수 있는 섬유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3(b)에는 3가지 방적사의 절단신도를 보였다. 20, 30, 40Ne 모두 MVS가 ring과 compact보

다 낮은 값을 보였다. 절단강도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ring과 compact사 에서의 나선 구조의 

섬유배향이 신축성을 증가시키며 따라서 절단신도도 MVS사 보다 큰 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3(c)에는 3가지 방적사의 인장탄성률을 보였다. 태번수인 20Ne에서 MVS가 ring사보다 인장

탄성률이 높은값을 보였으며 세 번수인 40Ne에서도 MVS가 가장 큰 값을 보였고 ring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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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eaking strength (b) Breaking strain (c) Modulus

<Fig. 3> Tensile property of yarn specimens.

3. 방적방법에 따른 실의 열수축특성

Fig. 4는 9가지 시료의 건·습열 수축율을 나타낸 것이다. Fig. 4(a),(b)에서 볼 수 있듯이 

MVS사의 건열 수축률은 2-3%, 습열수축률은 3-5%를 보이며 이는 ring사의 습·건열 수축률 

1-2% 보다 더 큰 값을 보였다. 그리고 MVS, compact, ring사 모두 세 번수인 40Ne에서 가장 낮

은 수축률을 보이므로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MVS사의 구조가 벌키하고 

ring사의 구조는 섬유들의 나선구조 배향으로 컴팩트한 구조를 가지므로 습·건열 등의 열응력에 

의한 섬유들의 재배열 변형이 컴팩트한 ring사가 더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a) Dry shrinkage (b) Wet shrinkage

Fig. 4 Dry and wet thermal shrinkages of yarn specimens.

Ⅳ. 결론

고감성 의류용으로 사용되는 PTT/Tencel/cotton 복합사를 MVS, compact 그리고 ring 정방기

에서 각각 생산하여 이들의 물성을 비교·분석하고 PTT 섬유의 MVS사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MVS사의 불균제도가 compact 및 ring사 보다 높은값을 보였으며 사의 결점수에 있어서도 

MVS사가 ring사와 compact사 대비 불량함을 보였다. 그러나 모우의 개수와 크기는 MVS사

가 ring사 및 comapct사 대비 우수하여 cotton, modal, rayon 등의 소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므로서 PTT의 MVS 설비 적용에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2) MVS사의 절단강도와 절단신도 모두 compact사와 ring사 대비 낮은 값을 보였으며 인장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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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러스는 태번수와 세 번수 모두 compact사와 ring사 대비 높은 값을 보였다.

3) MVS사의 건열수축률은 2-3%, 습열수축률은 3-5%를 보였으며 ring 방적사의 습·건열 수축

률 1-2% 보다 훨씬 큰 값을 보였다. 이는 PTT의 열수축율이 높으므로서 벌키한 사의 구조

를 가지는 MVS사에서는 컴팩트한 사구조를 가지는 ring사 보다 열수축에 민감하여 높은 

열수축을 보이며 특히 태번수로 의류용에 적용할 때는 열수축에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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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TT/Tencel/Cotton 친환경 MVS 복합사 편성물의 물성에 관한 
연구(Ⅱ)
: 사 구조에 따른 니트의 물성

Ⅰ. 서론

친환경 tencel 소재가 대중화 되면서 tencel/cotton 복합사의 물성 및 이들 직·편물 소재 특

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다. 최근, ring 방적사의 구조를 가지면서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품질을 가지는 복합사 생산설비인 MVS(Murata Vortex System)가 생산현장에 투입되면서 ten-

cel/cotton 소재를 사용한 MVS사, ring사, 그리고 compact사 및 이들의 직·편물 물성비교에 대

한 연구가 발표되어 왔다. 한편, 최근 탄성회복성이 우수한 PET 계열의 PTT(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 섬유가 생산되면서 PTT 필라멘트의 스포츠 의류 적용사례에 대한 연구도 많이 발

표되었다. 그러나 PTT 스테이플 섬유를 천연섬유인 cotton, wool 그리고 modal 등의 친환경 섬

유와의 복합사 및 이들의 직·편물 물성에 대한 제품화 및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Lee et al.(2012)은 PET/PTT 혼방직물이 PET/rayon 혼방직물보다 신축성이 큰 값을 보

이며 의복 형성 성능도 우수하다고 발표하였다. Zhao et al.(2011) 등은 PTT, wool, tencel, cot-

ton 그리고 흡한속건 PET 와의 복합사 및 이들 니트의 물성을 측정하였으며 PTT/wool/tencel과 

PTT/bamboo 니트의 물성이 PTT/wool/modal 편물보다 우수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Suzuki et al.(2013)은 rayon vortex사 니트의 역학특성과 촉감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탄성이 

뛰어난 소재인 PTT 스테이플 섬유와 면섬유를 사용하여 최신 방적 설비인 MVS 설비에서 만든 

복합사 직·편물의 의류물성에 관한 연구는 발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친환

경, 고감성 의류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PTT/tencel/cotton 복합사를 ring, compact 그리고 MVS에

서 생산한 후 이들 편물의 역학특성과 수분 및 열이동 특성을 측정·분석하여 의류의 착용특성에 

복합사의 특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시료

1) 복합사 제조

복합사 시료는 PTT/tencel/cotton 원료를 30/50/20의 혼합비로 하였으며 MVS(Murata, MVS 

861), compact(Toyota, RX 300), ring정방기(Zinser, MAT 670)에서 20, 30, 40Ne를 방적하였다. 

이들의 실과 원료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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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fibres and yarn specimens

Blended fibres Blend ratio(%) Fineness(d)
Fibre length

(mm)

Yarn linear 

density(Ne)

Twist 

multiplier

Spinning 

system

PTT 30 1.20 40*

20, 30, 40 3.8

MVS

Compact

Ring

Tencel 50 1.17 38

Cotton 20 1.40 28

* MVS : 38mm 

2) 니트 시료 제조

니트시료는 20Ne와 30Ne 그리고 40Ne를 reel winder에서 spandex 20d를 삽입하여 합사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횡편기(Sima NSSG 14-122sv)에서 14gauge로 평편(plain) 조직으로 편직하였다.

2. 니트 물성 측정

1) 역학 물성 측정

KES-FB system에서 니트시료의 역학량을 측정하였으며 이들 역학량에서 복합사 편물의 촉감

과 착용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2) 니트시료의 수분이동 및 열적특성

① Wicking test

wicking특성은 Bireck method(KS K 0815)에 의해 실험하였다. 20cm x 2.5cm 스트립 시료를 

준비하여 시료의 한쪽 끝단을 27±2℃의 증류수가 담겨있는 수조에 두어 10분 후의 wicking된 

길이(mm)를 측정하였다.

② Drying test

KS K 0815A 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27±2℃ 증류수가 담겨있는 수조에 40cm x 40cm 시료를 

침지시켜 충분히 흡수시켰다가 꺼내어 물방울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측정장치에 시료를 걸

고 표준상태에서 자연건조 될 때까지 시간(min)을 센서장치가 장착된 계측기(INTEC. Co. LTD, 

일본)로 측정하였다.

③ Thermal property

KES-F7(Thermolabo Ⅱ, Kato Tech. Co., Ltd., Japan)을 이용하여 열전도도(thermal con-

ductivity)와 최대열흐름량(maximum heat flow, Qmax)을 측정하였으며 항온항습실(실내온도 22±

1℃, 70±5% RH)에서 측정하였다. 열전도도는 5cm x 5cm 시험 3개를 준비하여 정상상태(steady 

state)에서의 열손실을 측정하여 열전도도(K)를 측정하였으며, Qmax는 과도기 상태(transient state)

에서 최대 열흐름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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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복합사 특성에 따른 니트의 쾌적물성

Fig. 1에 복합사 편물의 흡한속건 실험값을 도시하였다. Fig. 1(a)에서 볼 수 있듯이 수분 흡

수성은 MVS사 편물이 compact, ring사 편물보다 낮은 값을 보여 흡수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Fig 1(b)에서 건조시간이 MVS사 편물이 compact, ring사 편물보다 짧으므로서 건조성

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MVS사의 구조에서 설명될 수 있다. MVS사의 내부에 평행화된 섬

유다발과 MVS사 표면의 다발형태의 꼬임구조로 인한 큰 roughness와 MVS사 내부의 큰 기공들

이 흡수된 땀액체를 포집하므로서 capillary 효과에 의한 위쪽으로의 수분이동을 막기 때문에 

MVS 편물이 ring과 compact사 편물보다 낮은 wicking성을 보인다고 사료된다. Fig.2는 복합사 

니트시료들의 열적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a) Wicking rate(mm) (b) Drying rate(min)

<Fig. 1> Wicking and drying rates of knitted fabric specimens

Fig 2(a)에서 열전도도는 MVS 편물이 compact, ring사 편물보다 더 낮은 값을 보여 열전도성

이 낮았다. 냉감특성을 나타내는 Fig.2(b)의 Qmax 값은 MVS 편물이 comapct, ring사 편물보다 

낮은값을 보여 냉감특성이 낮으므로서 하절기용 소재에는 ring, compact 니트소재가 더 사용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열적특성이 이와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vortex 사의 core부의 평행한 섬

유다발과 사 표면의 불균제한 꼬임에 의한 표면의 roughness가 실의 openness를 크게 하고 이들 

기공내의 갇혀진 공기가 열흐름을 방해하므로서 vortex사의 열전도도가 낮은 값을 보이며 과도기

의 열흐름을 나타내는 Qmax 값이 낮은값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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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rmal conductivity(W/m℃) (b) Qmax

<Fig. 2> Thermal property of knitted fabric specimens

2. 복합사 특성에 따른 니트의 착용촉감 특성

ring 방적사 편물을 기준으로 compact와 air vortex사 편물의 역학량을 상대적 원그래프로 도

시한 것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air vortex사 편물의 신축성이 ring사, 

compact사 편물보다 떨어지며 또한 압축성도 낮은값을 보임으로서 착용촉감 특성이 air vortex사

가 불량함을 예측할 수 있다.

<Fig. 3> Comparison diagram of mechanical properties 

of knitted fabrics according to different kinds of yarns

Ⅳ. 결론

탄성이 우수한 PTT 섬유의 감성 의류에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고 최신 방적기술인 MVS 정방

기의 적용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PTT/tencel/cotton 소재를 혼합하여 MVS 방적사와 편물의 의

류 착용 물성을 조사하였으며 ring사, compact사 및 이들 편물의 물성과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MVS사 편물의 wicking성은 compact사, ring사 편물보다 낮은값을 보이며 반면 건조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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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MVS사 core부의 평행한 섬유다발과 사표면의 간헐적인 다

발형태의 꼬임구조에 기인되었다.

2) MVS사 편물의 열전도성과 Qmax값이 compact, ring사 편물보다 낮은값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도 MVS의 core부의 평행한 섬유다발과 표면의 roughness로 인한 사구조가 실 내부의 

공극이 많아 열흐름이 방해받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 KES-FB 역학특성에 의한 착용 촉감특성도 MVS사 편물이 ring사, compact사 편물보다 더 

stiff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PTT 섬유와 cotton의 blend 원료를 vortex system에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PTT의 신축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섬유장을 길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MVS사는 

낮은 열전도도와 wicking성 때문에 하절기용 보다 동복용 의류에 더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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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민*·최현석
DYETEC연구원 융합가공연구팀

직물용 생분해성 접착제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섬유 관련 기능성 인테리어 제품 시장은 고부가 가치 시장의 한 분야로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다양화로 확대됨에 따라 생활환경의 쾌적성을 연출하는 

제품(커튼, 스크린, 블라인드, 카펫, 벽지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커튼, 스크린, 블라인드 제품은 대표적인 인테리어 섬유제품으로 차광, 열, 항균, 소

취, 온도조절, 난연 등의 다양한 기능성과 소재 및 디자인 등의 요구되는 항목들을 개선하기 위

해 연구를 통하여 발전해 왔다. 여기에 형태를 안정시켜주는 수지를 통하여 접착력, Hardness를 

부여하기 위하여 아크릴계 접착제(Solvent type, Emulsion type), PU, PVC, SBR 등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업 시 발생되는 포르말린, VOC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할 뿐 아니라 인테리어 제

품의 접착제 처리 공정 후 변사 부분 Cutting시 버려지는 폐기물과 수명이 다한 제품의 페기 시 

소각처리 해야 함으로 더욱 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인 합성 Binder가 아닌 천연계 생분해성 고분자와 합성계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제작된 

PET 롤스크린 직물용 Binder의 접착력, 활탈성, Hardness, 작업성, 생분해성 등의 물성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Ⅱ. 실험

시료는 일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Cotton 및 Silk Jacquard 직물의 천연염색 후 사용하

였고 생분해성 천연계 고분자(전분, 알긴산소다, Cellulose계 등)를 사용한 Binder와 생분해성 합

성계 고분자(생분해성 아크릴계)를 사용한 Binder를 코팅한 후 각각의 특성(접착력, 활탈성, 

Hardness, 작업성, 생분해성 등)을 관찰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천연계 Binder 및 합성계 Binder를 조성 비율에 따라 각각 4개씩의 Sample을 제작하여 실험하

였으며 그 결과, 천연계의 경우는 전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Binder를 Coating한 Sample이 점도나 

안정성, 작업성, 접착력, 생분해성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물성을 보였으며, 합성계의 경우는 생분

해성 아크릴계 고분자(MMA)를 사용한 Binder를 Coating한 Sample이 우수한 물성을 보였다.20)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10048386)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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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영*·장정대
부산대학교

울금 염색의 직물 전처리 효과

울금은 다년생초본으로 황색의 뿌리를 사용하며 색소성분은 curcumin이고 직접염료의 일종으

로 방향족 ketone류에 속한다. 염료의 구조상 Cu이온과 같은 금속 매염제와 잘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농색과 견뢰도 향상을 위한 매염방법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매염

의 경우 매염제와 직물의 친화성이 좋은 경우에는 그 효과를 쉽게 낼 수 있지만 친화성 적은 셀

룰로오스 섬유의 경우, 더욱 더 매염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즉, 섬유에 대한 매염제의 고착이 

잘 된다면 좋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매염제의 복합에 대한 

관심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특히 유개매염제의 대표인 타닌의 경우에도 직물에 전처리

를 하고 이를 고착시키기 위하여 금속매염제를 사용하였을 때 농색과 견뢰도 향상에 기여함은 이

미 밝혀진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염제로서 많이 사용하며 색소의 색상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고, 밝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 명반을 사용하여 울금을 염색하는데 있어서 금속과 잘 결합하는 

천연단백질을 사용하여 선매염된 명반을 직물에 고착되는 효과에 의하여 염착량이 증가될 수 있

는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직물은 레이온을 사용하였다. 매염의 농도는 5%(owf), 매염온도 80℃, 

20분, 단백질 처리 3%(owf), 처리온도 80℃, 처리시간 20분, 염색온도 80℃, 염색시간 10분으로 

행하였다. aluminum potassium sulfate, aluminum acetate 의 단독처리, 명반처리후 천연단백질 

처리, 양이온화제 처리, tannin acid 10% 처리후 명반5% 처리 등과 비교 하였다. 천연단백질로는 

젤라틴, 카제인 대두 단백질 등을 사용하였다. 무매염에 비하여 매염처리 하였을 때 L값이 낮아

지고, b*값이 많이 증가하며(95정도) Munsell 표색계의 C값이(13정도)많이 증가하였다. 특히 명반

을 탄산칼슘으로 후처리한 것은 L값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닌처리후 명반으로 고착시킨 경우

가 가장 낮은 L값이 가장 낮아 시각적으로 가장 진하게 염색된 것으로 보였다. 천연단백질의 종

류와는 관계없이 모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사용에 대한 검토가 더욱필요하며 실용화

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단백질이 명반을 잘 고착시킨 결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단백질이 그 자체로 직물

에 부착하여 염착을 도운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복합매염의 효과를 동시에 기지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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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오수아1)·김정연2)

최서영3)·송재철
*한양대학교·1)경희대학교 

2)동덕여자대학교·3)인하대학교 양모가공 중 발생하는 수은재해에 대한 고찰

Ⅰ. 서론

동물의 털을 의복 및 생활용품의 재료로 사용한 역사는 B.C. 10,000년 중앙아시아, B.C. 

2,500년 이집트, B.C. 1,600년 스페인 등에서 시작되었으며 18세기에는 유럽전역과 남미, 그리고 

19세기 초에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전파되었다. 양모는 다양한 가공기술로 인한 산업용섬유로의 활

용, 염료업과의 밀접한 관계로 생산량에 비해 섬유산업에서의 중요성이 크며 양모 무역량 및 가

격 결정은 국제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양모섬유 중 섬유장이 짧은 경우는 펠트(felt)로 활용된다. 펠트는 축융성(縮絨性)성을 활용하여 

양모섬유를 부직포로서 의류 및 생활용품, 산업제품 등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하며 펠트생산은 유목

민들에 의하여 직조역사 이전에 나타난다. 일부 동물 털의 경우 거칠고 축융이 어려워 이를 연화

(軟化)하여 축융성을 증대시키는 처리가 필요하였으며 이를 캐로팅(carrotting, Karrotieren)이라 칭하

게 되었다. 그런데 이 캐로팅의 역사에는 수은으로 인한 재해와 연관되는 기록들이 발견되며, 양모

섬유를 수입하여 모사ㆍ모직물을 수출하는 형태의 모방산업을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유의할 부분

이므로 관련된 국내외의 과거 및 현재 사례를 탐색 및 고찰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캐로팅(carrotting) 및 수은/ 수은중독 을 주요 키워드로 하여 국내외 자료를 조사하였다. 특히 

한국의 산업재해사례 중의 고찰을 위하여는 1922년 2월 16일자~1999년 7월 7일자 네이버 뉴스라

이브러리(경향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한겨레신문 자료가 포함된 라이브러리)에서 수은중독 이라

는 검색어로 검색된 총 741건의 뉴스자료를 조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동물의 털에 비눗물을 부어 마찰시키는 방법으로 펠트를 만들던 유럽인들은 십자군 전쟁을 통

하여 동물의 털을 동물의 뇨(尿)1)에 담그는 이슬람문화를 만나게 되었다. 이 방법은 유럽, 미국 

등지로 전파되었고 19세기에 해터(hatter)들의 뇨를 모아 캐로팅작업을 하던 프랑스에서는 매독 

치료중인 해터들의 뇨를 사용한 펠트의 품질이 우수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처방되었던 수은을 질

산과 혼합하여 직접 사용하게 되었다(이민정, 2013). 그러나 수은의 유독성으로 인한 심각한 증상

1) 이것은 뇨(尿,urine)의 성분을 기초로 볼 때 단순 세척과정으로 볼 수 있다. 뇨에는 요소, 미량의 요산, 아미노산, 무기염류 등이 

들어있다. 뇨는 사실상 깨끗한 무균상태의 액체로 볼 수 있으며 세척, 양치재료, 소독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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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드러나면서 이 방식은 점점 사라졌고 이러한 수은중독 재해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로서 

1968년 7월 29일에 Hat & Felt Lab Ltd는 캐로팅 과정에서의 수은독성을 비롯한 몇 가지 단점을 

극복ㆍ보완한 특허를 출원한 것을 볼 수 있다(특허발행번호: US3377132 A). 

한국에서의 수은중독 사례 중 양모섬유 및 모피와 수은의 관계는 직접적인 재해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일부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로서 1978년에 H모피공장에서 중금

속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방류한 사건과 관련하여 크롬, 수은관련 공해병 유발가능성에 대한 기

사가 있었다(1978.04.03.경향신문). 수은중독의 사례는 한국에서 농업, 광산업, 특수생산업(전기전

자업체, 온도계, 압력계, 조명기기 등), 민간치료요법(피부병, 성병 등)에서 보고되었으며 기타 위

험성에 대한 보고 및 연구는 농산물, 공장폐수, 폐건전지나 치과재료아말감, 신생아치료(영사(靈

砂, 수은+유황), 완구류, 화장품(피부미백 적약(適藥)용,1974)과 관련하여 발견된다. 

Ⅳ. 결론

현재 양모가공과정에서 수은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캐로팅의 방법에 

대한 사전적 설명들에는 케라틴 섬유 중의 시스틴결합(cystine bond, di-sulfide bond, -S-S-)을 화

학처리하면 산화로 인하여 이 결합이 끊어지고 섬유가 연화함으로써 축융성이 증대되는 처리 예로

서 질산수은, 아질산 등의 무기산 혹은 과산화수소액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

의 섬유소재산업 중 부직포ㆍ펠트 제조업의 연평균증가율은 2000~2003년의 경우 6.5%에 이르렀으

므로(KIET, 2005) 한국의 양모섬유 가공업에서 수은재해여부에 대한 탐색 및 고찰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한국사례의 탐색을 위하여 1922-1999년도라는 기간적 한계를 가진 뉴스라이브러리

자료를 일단계 활용하였으며 자료의 기간이 넓어진 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로써, 아크릴섬유로

의 많은 대체에도 불구하고 천연섬유로서의 고유한 장점으로 인하여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양모

의 가공산업에서 유독물질이 사용되는 사례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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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1)한국생산기술연구원
2)(주)케이텍스

폴라플리스(Polafleece)/보아(Boa) 양면소재 개발을 통한 
아웃도어용 미들웨어(middle-wear) 디자인 개발

Ⅰ. 서론

여러 종류의 니트 소재 중에서 보아 환편물(Circular Knit)은 경편제품과 달리 정경공정을 필요

하지 않고 다양한 극세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기존의 니트 제품과는 차별화된 제

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극세사 소재를 사용한 제품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것은 캐주얼 아웃도어에서 아우터나 미들웨어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모제품으로 폴라플리스와 

보아 등의 제품으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최근 스포츠용은 물론 캐주얼 아웃도어 시장에서 표면을 폴라플리스 원단으로 이면은 보아 원

단인 이중 양면 환편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이러한 기모제품은 극세사 

원사를 사용한 2종의 또는 동종의 원단을 환편 및 경편으로 편직한 후. 편면기모 공정을 거친 후

에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딩하여 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본딩공정을 통한 양면기모 소재

는 본딩에 사용되는 접착제에 의한 유해성 문제와 최종 제품화를 위해서 편직, 염색, 기모, 본딩 

등으로 복잡한 공정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편에 비해 작업이 수월한 환편기를 사용하여 소량 다품종 생산이 

가능하며, 폴라플리스와 보아의 본딩공정을 생략하여 약품의 유해성 억제 및 친환경 공정 단순화

를 통한 가격경쟁력이 높은 폴라플리스/보아 양면소재를 개발을 통한 아웃도어용 미들웨어 디자

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 연구결과 및 고찰

폴라플리스/보아 양면소재 개발을 위해 양면기모가 가능한 원사 선정 및 이중 편성물의 조직 

설계, 또한 폴라플리스/보아 양면 원단의 파일 Cutting 장치 제작하고, 작업성 향상, 불량률 감소 

등을 위해 기존 환편기를 보완한 니들 금형을 제작하여 원단의 앞면과 뒷면이 다른 파일 가공이 

가능한 공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폴라플리스/보아 양면소재의 제품화를 위해 아웃도

어용 미들웨어 시장조사를 통한 디자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제품화 디자인은 집업형, 후드형, 

베스트형, 레이어드형 등으로 나누어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Ⅲ. 결론

폴라플리스/보아 양면직물의 개발은 관련 소재산업의 기술적인 발전은 물론 불량요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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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발생량의 최소화 등을 통한 소재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재의 기능성 및 용도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아웃도어용 미들웨어로 다양한 디자인 제

품화가 가능할 것이며, 유아용 제품이나 침구류 등 다른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본 연구가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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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영·김혜림·이선희*
동아대학교

해양용 방수복의 유형 분석
: 2015 ISPO 참여 브랜드를 중심으로

Ⅰ. 서론

해양용 방수복의 디자인의 필수요로는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의복착용에 사용되

는 잠금장치, 수중에서 착용자에 의해 작동가능한 보조잠금장치, 거친 해상 조건에서 착용자의 생

존가능성을 높이도록 착용자의 얼굴 앞에 위치한 덮개인 물보라막이, 다른 사람의 방수복, 구명동

의, 구명뗏목 또는 다른 물체에 매어지거나 고정되어 착용자가 연결된 사람 또는 물체의 근처에 

있도록 하여 구조를 용이하도록 한 줄인 버디라인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해양용 방수복을 선정하여, 유형별로 디자인 분석을 행하고, 안전기능성이 적용된 해양용 방

수복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분석에 사용한 해양용 방수복은 2015 ISPO CWS에 참여한 브랜드로 범위를 제한하였

다. 각각에 참여한 브랜드의 최신 제품 중 겨울용 방수복을 유형별로 3건을 선택하여 디자인 분

석에 사용하였다. 시제품은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실루엣과 디테일별로 사진촬영을 

한 후, CS IIustrator 11.0 을 사용하여 부위별 형태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Fig. 1> Form and details of analysed 

wetsuit in this study.

Fig. 1은 본 연구에서 분석에 이용한 시제품의 형태와 디테일을 나타낸 것이다. 방수복 A는 

등부분에 지퍼가 있으며, 바디부분은 토르소 라인으로 중간에 절개선이 없고, 라글란 소매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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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되며, 키루프는 종아리 뒷부분에서 확인되었다. 방수복 B는 가슴부분에 지퍼가 있는 유

형으로 탈착이 가능한 지퍼가 이중으로 여며져 있으며, 가슴 안쪽 부분에 키 루프가 있다. 방수

복 C는 후드가 부착된 유형이다. 가슴 부분에 지퍼가 사선으로 놓여 있고, 목 부분이 이중 여밈

이 되는 형태이며, 키 루프는 지퍼 위 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용 방수복 중 겨울철에 사용

하는 방수복은 움직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수트 내부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디자인하는 것

이 핵심이다. 따라서 여밈부분을 최소화하고, 손목, 발목, 목 부분 등의 개구부를 신체에 밀착시

키는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본 시제품 중 방수복 C형이 최소한의 개구부를 가진 디자인으로 확

인하였다.2)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NRF-2014R1A1A20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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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이은별·방기성
경희대학교

테크니컬 마케팅을 위한 기능성 의류제품의 정보제공 연구
: 시판 기능성 등산복 자켓의 브랜드별 행택 내용 분석

최근 10년간 10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 온 기능성 의류시장은 다소 성장 정체기에 도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품별 아이템별 특성화(identification)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다. 기능성이 부여된 아웃도어 웨어는 일반의류와 달리 특별한 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기능성 소재와 특별한 구성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따라서 디자인

과 맞음새 등과 같이 의복의 구입 시점에서 serviceability의 확인이 가능한 일반적인 패션의류와 

달리 기능성 의류의 선택과 구입 시에는 제품의 성능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

다. 실제로 식품이나 화장품 분야에서는 기능성이 부여된 제품에 대한 표기방법과 내용 등에 대

한 규제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류제품의 품질표시 규정에는 기능성 의류제품의 

성능에 대한 표기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의류제

품의 품질표시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

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체 측에서도 인터넷과 SNS의 발달과 더불어 언제 어디서

든 정보검색이 가능하고 제품 사용 후기나 평가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똑똑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의 우수한 성능과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테크니컬 마케

팅(technical marketing)은 제품의 차별화와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제품성능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테크

니컬 마케팅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제품에 따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이 부착되어 있는 행택

(Hang-Tag) 내용의 브랜드별 차이점과 특징을 보고하였다. 행택은 현재 기능성 의류제품의 판매

시점에서의 성능정보를 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브랜드별 행택을 통한 정보제공의 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백화점, 전문판매점, 아울렛 매장 등에서 2012년 매출액 기준 상위 11개 기능성 아

웃도어 웨어 브랜드를 대상으로 기능성 아웃도어 재킷에 부착되어 있는 행택의 수와 내용을 분석

하였으며 총 676벌의 기능성 아웃도어 재킷에 부착되어 있는 1,560개의 행택 정보가 수집되었다. 

여섯 가지 분류 기준(소재기능성, 품질보증, 브랜드소개, 용도에 따른 제품특징, 제품 사용설명, 

특정 부자재설명)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브랜드에 상관없이 행택의 수는 평균 2-2.5개

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브랜드에 따라 최대 7개의 행택이 부착된 자켓도 있었으며 하나도 붙어 있

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행택 내용의 구성은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ʻ소재 기능성ʼ을 제공하는 내용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브랜드에 따라 32.9~60.6%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MI사

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제품의 용도별 특징이나 사용 설명을 가장 높은 비율로 제

공하고 있는 브랜드는 NE사로 38.5%였으며 NO사는 여섯 분야에 대해 비교적 고른 정보를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L사는 브랜드 소개의 비율이 가장 높아서 브랜드의 이미지 구축을 

통한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KO브랜드의 경우 행택에 QR코드를 포함하

여 스마트 폰을 이용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차별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 본 연구는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3S1A5A8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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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황춘섭·유신정
경희대학교 기능성 의류제품의 테크니컬 마케팅

: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기능성 의류의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및 효과 연구

본 연구는 국내 기능성 의류 시장에서 테크니컬 마케팅(technical marketing)의 필요성과 효과

를 연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온라인 판매 전용 아웃도어 브랜드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를 분

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계획되었다.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H는 최근 많

은 문제가 되고 있는 등산복의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간 유통을 생략하고 인터넷이라는 매체

를 통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고 있다.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고객에게 전달하고자하여 매

장판매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옷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단점

을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공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정확하여야 하며, 소비자

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기능성 의류의 정보제

공 현황은 정보의 정확성, 판독성, 가시성, 디자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연구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먼저 H사의 대표적인 의류제품의 정보를 담은 온라인 카달로

그를 제작한 후 설문을 통하여 기존의 정보전달 방법보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대상 아

이템은 H사의 대표적인 기능성 소재인 힐텍스로 만든 힐텍스 2.5레이어 SFX 솔로자켓의 카달로

그(Catalog)로, 사용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 중 단순성과 직감성, 

인지성, 효율성 등을 적용하여 성능정보를 위한 픽토그램의 제작 및 콘텐츠 재배치 등을 통한 온

라인 카탈로그를 구성하였다. 다음 단계로, 제작된 온라인 카탈로그를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와 비교하여 정보전달력, 브랜드 이미지 향상, 구매의도 등에서의 소비자의 반응 차이를 고찰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정보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용한 온라인 카탈로그의 정보로 2종류의 설

문지를 제작하고, 20대 초반~50대 후반의 남,여 소비자 20명 씩 두 집단을 선정하여(총 40명) 설

문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카탈로그를 제공한 경우 제품의 성능을 질문하는 문항에 대한 오

답율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20%->10%), 소재의 정의에 대한 정답률 또한 유니버설 디자인 카

탈로그의 경우 100%를 보여, 기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비해 유니버설 디

자인이 적용된 온라인 카탈로그가 제공될 경우 기능성 의류의 용도와 성능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4)

* 본 연구는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3S1A5A8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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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섬유(주)

이중직물 이면사의 친수/소수성 구조에 따른 흡한속건성

Ⅰ. 서론

현재 보편화 되어 있는 기능성 원단의 경우 합성섬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흡한속건성 원사

를 사용하여 쾌적성을 높였다. 의복의 Layer 구성 중 shell보다 middle용이 피부와 밀접함으로 착

용감 및 발한 기능을 중요시 한다. 기존의 middle용 기능성 원단의 경우 이중직으로 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면이 친수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땀을 흘렸을 때 흡수는 빠르게 하지만 건조가 빨리 

이루어 지지 않을 시 축축하게 젖어 있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흡한속건 기능은 90년대 이후부터 의류용 섬유에 쾌적성과 건강성을 부여한 차별화 기능섬유

의 개발로 시작했으며, 90년대 후반부터 레저ㆍ스포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땀을 잘 흡수하고

(흡한: 吸汗) 빨리 건조하는(속건: 速乾) 성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합성섬유를 이용한 흡한속건성 

섬유 소재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증대로 흡

한속건성을 포함한 쾌적성에 대한 요구가 셀룰로오스와 같은 천연소재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친수/소수성 셀룰로오스 섬유를 활용한 이중직물의 이면사의 친수/소수성 

구조에 따른 수분제어 성능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시료

친수/소수성 셀룰로오스 원사를 활용한 이중직물을 Table 1.과 같이 제직 하였다.

<Table 1> 친수/소수성 셀룰로오스 원사를 활용한 이중직물

Sample 1 Sample 2 Sample 3

경사 N70 / PU40 N70 / PU40 N70 / PU40

위사 N70 / PU40 N70 / PU40 N70 / PU40

이면사
친수성 면사 60ʻS

친수성 레이온사 40'S

친수성 면사 60ʻS
소수성 면사 40ʻS

친수성 면사 40ʻS
소수성 면사 40ʻS

위사: 이면사 비 4: 2 4: 2 4: 2

혼용율(%) N67 R13 PU12 C8 N67 C21 PU12 N64 C24 PU12 

두께(mm) 0.68 0.56 0.58

밀도(/inch)(경사/위사) 145 / 134 145 / 134 145 / 134

중량(g/m2) 162 163 158

폭(cm) 114 11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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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분석 

1) 흡수속도(KS K 0815.6.27.1.A법(적하법))

(1) 시료(20cm×20cm)를 이면이 위로 향하게 수틀에 끼워 뷰렛의 끝에서 1cm 아래에 놓이도

록 장치한다.

(2) 20±2℃ 증류수(1ml)를 뷰렛에 넣어 이를 15~25방울로 분할하여 떨어지게 한다.

(3)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린 후 표면의 물방울이 물에 의한 반사를 하지 않을 때까지의 시간

을 스톱워치를 사용해 측정한다.

2) 확산면적

(1) 시료(20cm×20cm)를 이면이 위로 향하게 수틀에 끼워 뷰렛의 끝에서 1cm 아래에 놓이도

록 장치한다.

(2) 20±2℃ 증류수(1ml)를 뷰렛에 넣어 이를 15~25방울로 분할하여 떨어지게 한다.

(3)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고 1분 후 물의 확산 면적을 측정 한다.

확산면적(cm2)=π*가로반지름(cm)*세로반지름(cm)

3) 건조속도

(1) 시료(10cm×10cm)의 중량을 잰다.

(2) 시료(20cm×20cm)를 이면이 위로 향하게 수틀에 끼워 뷰렛의 끝에서 1cm 아래에 놓이도

록 장치한다.

(3) 20±2℃ 증류수(1ml)를 뷰렛에 넣어 이를 15~25방울로 분할하여 떨어지게 한다.

(4) 물방울을 하나씩 겹쳐지지 않게 1ml를 모두 떨어뜨린 후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의 건조속

도를 측정 한다.

 

Ⅲ. 결과 및 고찰

개발 이중직물의 배율 사진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개발 이중직물의 배율(×100) 사진

구분 Sample 1 Sample 2 Sample 3

표면

(×100)

이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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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직물의 표면은 모두 평직으로 sample 1, 2와 3이 모두 합성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면

을 관찰해 보면 이면사가 표면사보다 굵게 튀어나와 있어 피부에는 이면사만 닿게 된다. 따라서 

표면은 외부 환경에 내구성을 가지는 합성섬유로 이루어져 인장 및 마모강도가 우수하고 이면은 

셀룰로오스 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부에는 천연섬유만 닿게 되어 천연터치를 느낄수 있다.

<Table 3> 개발 이중직물의 흡한속건성

구분 Sample 1 Sample 2 Sample 3

흡수속도(s)(이면) 1미만 1 1

확산면적(cm2)

4.08 6.26 6.44

건조속도(min) 95 80 75

Table 3은 이중직물의 흡한속건성을 측정한 결과로 흡수속도는 이면을 측정했을시 sample1이 

1초 미만, sample2와 3이 1초로 빠른 흡수속도를 보였다. 이는 이면의 기능사가 친수사와 소수사

를 교차하여 사용한 직물보다 친수사 100% 직물이 미미하게 더 빠른 흡수속도를 나타냄을 알수 

있다.

반면 확산면적은 smaple1이 sample2와 3 보다 작았다. 이는 이면이 친수사 100%로 구성되어 

있어 물을 빠르게 흡수는 하지만 넓게 퍼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sample2와 3의 경우 소수사에 의

해 물을 밀어내는 현상이 작용하여 동일 물량을 떨어 뜨렸을 때 smaple1에 비해 더 넓게 퍼졌다. 

건조속도의 경우 sample1의 경우 95분으로 가장 느렸고 sample2가 80분, sample3이 75분으로 

동일 물량을 흡수 했을때 확산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직물이 좁은 직물에 비해 건조속도가 빠름

을 알 수 있다. 동일 물량이 증발 될 때, 면적이 넓을수록 물의 증발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Ⅳ. 결론

피부에 닿는 이면의 촉감을 위해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하여 친수/소수성 이면사의 구성을 

달리한 이중직을 실험한 결과 이면사의 친수/소수성의 기능에 상관 없이 모두 1초 이내로 높은 

흡수속도를 나타내었다.

이중직물의 경우 쾌적성을 위해 이면사를 모두 친수사만 사용 하는 것보다 친수/소수사를 교

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물의 확산면적이 넓고 동일 물량 흡수시 건조속도가 더 빠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능성 이중직물의 소재의 이면사를 셀룰로오스섬유로 대체하였고, 천

연섬유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여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소수성 셀룰로오스 섬유를 사용 하였다. 

향후 Sample2, 3 및 기능성사 재 배열 sample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면사의 친수/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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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사의 최적 배치를 도출하면 쾌적성이 좋은 이중직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기능성 직

물의 천연소재 접목화로 천연소재 터치 및 인체친화적인 아웃도어 및 스포츠 웨어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5)

참고문헌

손황 (2014). 흡한속건 복합소재의 쾌적성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ⅲ, 1-45. 

이안나 (2006). 흡한속건 소재의 흡수·탈수거동과 JND를 이용한 주관적 습윤감 평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석사), 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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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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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손경태·양병진
*신풍섬유(주)·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방사형 부직포를 활용한 Laminating 3Layer 직물의 투습방수 
성능분석

Ⅰ. 서론

최근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과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으로 아웃도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아수도어 제품인 등산복 및 스포츠 의류는 3년 전 대비 

40%이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아웃도어 시장규모는 2013년을 기준으로 6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분석된다. 아웃도어 제품은 투습방수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각광받고 있는 투

습방수 소재인 Gore-tex를 대중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습방수 소재인 방사형 부직포를 

활용하여 투습방수 쾌적성 직물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시료

1) Melt-blown 부직포

투습방수 기능성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미세기공형 M/B부직포를 제조

하였다. M/B부직포는 Low melting PET와 PP를 활용하여 복합방사공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M/B 부직포 부직포를 활용한 3Layer 다층복합직물 단면

<Fig. 1> M/B 부직포를 활용한 3Layer 다층복합 직물

2) 3Layer Laminating 다층복합 직물

아웃도어 제품에 주로 이용되는 PTFE 필름소재와 개발한 미세기공형 M/B부직포를 Laminating 

공정을 진행하여 3Layer 다층복합 직물을 제작하여 내수압, 투습도, 박리강도를 분석하였다.



388 _____ Korea, Global Fashion Platform 2015

<Table 1> PTFE와 방사형 부직포의 SPEC 분석

구 분 직물 Membrane 중량(g) 두께(um)

Sampel 1 P 100% PTFE 144 330

Sampel 2 P 100% 방사형 부직포 140 360

2. 시험 분석

1) 박리강도(KS K 0531:2011) : 인장시험기에서 파지간격 5cm 장착후 인장속도 10cm/min으

로 박리하여 직물과 부직포간의 결합력 측정한다.

2) 내수압(KS K ISO 811) : 일정한 수압의 증가속도에 직물의 표면에 3곳에서 물의 침투가 

일어날 때까지의 압력을 측정한다.

3) 투습도(KS K 0594) : 규정된 온도 및 습도하에서 1시간 동안 섬유 제품 1㎡를 통과하는 

수증기의 무게(g)를 측정한다.

Ⅲ. 결과 및 고찰

방사형 부직포를 활용한 직물과 PTFE를 이용한 직물의 표면, 이면 사진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PTFE와 방사형 부직포의 표면, 이면 배율(X100) 사진

구 분 표면(X100) 이면(X100)

Sampel 1

(PTFE 소재)

Sampel 2

(방사형 부직포 소재)

복합방사형 M/B 부직포를 활용하여 Laminting 3Layer 직물을 제작하여 PTFE 3Layer직물과 비

교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Sample 1과 2는 동일한 원단과 Mesh로 사용 되었으며 Laminating 가

공 또한 똑같은 조건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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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TFE와 방사형 부직포의 시험분석

구 분 내수압(mmH2O) 투습도(g/㎡/24h) 박리강도(cN)

SPR-A13

(PTFE 소재)
6.286 3,429

경사:501

위사:476

SPR-A14

(방사형 부직포 소재)
1,100 3,336

경사:601

위사:594

PTFE소재의 경우 높은 내수압(6,286mmH2O) 및 투습도(3,429g/㎡/24h) 결과가 측정되었으며, 

방사형 부직포를 활용한 직물의 경우 1,100mmH2O 비교적 낮은 내수압과 동일한 투습도 결과가 

도출되었다. 박리강도의 경우 방사형 부직포 소재가 높게 측정되었다. 방사형 부직포의 중량, 고

분자 재료, 복합화 공정 조건에 따른 기공의 크기 및 분포를 제어할 수 있지만 필름과 유사한 수

준의 미세기공 형성이 다소 힘들어 내수압 수치 낮게 측정되었다고 사료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기공형 부직포를 활용하여 Membrane 성능이 부여된 다층복합부직포를 개

발하였다. 복합방사형 M/B 부직포를 활용한 Laminating 다층복합 직물은 1,000mmH2O 이상의 

내수압을 유지하고 3,000g/㎡/24h이상의 우수한 통기성을 바탕으로 의류 소재로서 제품화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투습방수 섬유의 수요증가와 용도확대에도 불구하고 PTFE의 고가인점을 가만하면 

방사형 부직포를 활용한 Membrane 소재는 경제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 시장트렌드에 적합

한 성능을 지닌 대체소재라 말 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부직포의 기공 및 분포를 제어하여 균제성을 향상 시키고 

Laminating 접착기술을 활용하여 투습방수성 및 박리증진을 개발하면 아웃도어의 새로운 트렌드

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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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데이터를 활용한 노년층 남성 측면어깨에 관한 연구

최근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실버산업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며, 이러한 제품 설계

에서 노년층 신체치수의 적용 및 체형의 반영이 필수적이다. 고령자는 과거에 비해 경제력과 시

간, 양호한 건강상태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활동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소비활동을 한다(Kim, 2013). 그러나 국내에는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 전문 업체는 매우 드물고, 남성복의 경우, 청·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복 의류업체가 

대부분이다. 급증하는 노년인구를 위한 실버산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인체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

므로, 노년 인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아이템과 의류 설계를 위한 기초정보의 구축이 시급하다. 

2014년 현재, KS규격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ʻ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ʼ가 2009년에 규정되

었으나(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09), 노년 남성을 위한 치수는 별도의 

규격이 없었고, ʻ성인 남성복의 치수([KATS], 2009)ʼ에서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복 대해서만 규정

하고 있다. Kim & Lee(2002)의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의류브랜드가 필요하다는 설문결과와 함께, 

기존 기성복이 노년의 신체적 특징이 잘 반영되지 않았으며 노년 남성의 체형에 잘 맞지 않는다

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노년 남성의 의복 구입 시 의복의 맞음새, 편안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였으며 색상, 가격, 디자인은 차후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Kim, 2004) 노년 남성은 의복 

구입시 미적인 면보다 신체적합성을 더 우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년층은 중년층과 전혀 다른 

체형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중년층과 함께 묶어 개발된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기성복을 구매한 후 본인의 체형에 맞춰 수선하는 경우가 많고 노년층의 신체 치수와 형태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체형유형에 따라 사이즈 세분화가 필요하다(Yeo & Kwon, 2005). 이

와 같이 노년 남성의 의복에 대한 불만족이 나타나는 반면 노년 남성 체형에 관한 연구는 부족

한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60대 이상의 노년 남성의 상반신을 세분화하여 의복의 맞음새를 확

인하는 중요한 부위인 측면 어깨부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Size Korea 2010 3D형상데이터 60대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평균나이는 64.2세이었다. 노년 남성의 3D형상을 Geomagic Design X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길이

측정을 실시하였고, 3D형상 정면과 측면 사진을 Auto CAD 프로그램에서 각도치를 구하였다. 측

정된 데이터의 분석은 SPSS 20.0 Package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도출된 각 체형 유형의 분산분석과 Duncan test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항목은 높이 및 길이 6항목, 두께 11항목, 각도 13항목과 신장, 체중, BMI 등 모

두 33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노년남성의 상반신 측면 측정치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년남성의 상반신 측면형태의 구

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누적기여율은 80%였다. 요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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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목뒤점기준목두께, 목두께, 목뒤점·목앞점목밑두께, 가슴둘레수준두께, BMI, 목뒤점·목앞점두

께, 체중, 겨드랑뒤접힘점수준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등 9개 항목이 포함되어 상반신두께요인으

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7.1, 변량의 기여율은 21.4%이다. 요인 2는 목옆점·목앞점수평각, 목뒤

점·목앞점높이, 정면목옆점·목앞점수평각, 목뒤점·목앞점수평각, 목앞점·정중선수직하향각 등 

5항목이 포함되어 목앞깊이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4.1%, 변량의 기여율은 12.5%이다. 

요인 3은 목뒤점·이주선수준두께, 목뒤점·경부수직상향각, 겨드랑뒤접힘점·이주선수준두께, 가

슴둘레선·이주선수준두께, 목앞점·경부수직상향각 등 5항목이 포함되었고, 등면굽음요인으로 명

명하였다. 고유치는 4.0, 변량의 기여율은 12.2%이다. 요인 4는 목뒤점·겨드랑뒤접힘점수준높이, 

목뒤점·가슴둘레선높이, 목뒤점·목옆점수평각, 목뒤점·가슴둘레선체표길이, 정면어깨경사 등 5

항목으로 어깨경사요인이다. 고유치는 3.6, 변량의 기여율은 11.0%이다. 요인 5 목뒤점·등면하향

각, 목뒤점·등면겨드랑뒤접힘점수준선수직하향각, 목옆점·어깨점수직하향각, 등면겨드랑뒤접힘점

수준경사각 등 4항목이 포함되어 어깨방향요인, 고유치는 3.0, 변량의 기여율은 9.2%이다. 요인 

6은 신장. 목뒤점·허리둘레선높이, 목앞점·배꼽수준허리둘레선높이 등 3항목이고 상반신높이요

인으로 나타났다. 고유치는 2.3, 변량의 기여율은 6.9%이다. 요인 7은 겨드랑뒤접힘점·허리뒤점

수직하향각, 배꼽수준허리뒤점·이주선수준두께 등 2항목이고 등면하부경사요인이다. 고유치는 

2.2, 변량의 기여율은 6.6%이다.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7개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

을 실시하였다. 각 군집의 분산분석 결과 모든 유형에서 요인별 유의차가 나타난 4개 군집(A, B, 

C, D유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유형별 분포는 A유형 35명(17.1%), B유형 80명(39.0%), C유형 51

명(24.9%), D유형 39명(19.0%)으로 분포하였고, B유형에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각 어깨형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A유형은 목과 상반신두께와 상반신높이요인이 평균에 가까우며, 의복설계시 앞네크라인 기준

이 되는 목옆점과 목앞점의 경사와 목뒤점과 목앞점의 길이 요인이 가장 작은 유형이다. 등면굽

음요인, 어깨방향요인, 등면하부경사요인의 점수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A유형은 상반신 

체형이 보통이고 등면과 어깨의 변형이 적은 목앞깊이가 작고, 보통인 앞 어깨유형이다. B유형은 

상반신두께는 중간이고 상반신높이는 최소인 A유형보다 높이가 작은 체형이다. 목앞깊이는 중간

정도이고, 등면굽음과 어깨경사요인이 최소, 등면하부경사요인은 가장 큰 체형으로 편평한 곧은 

어깨유형이다. C유형은 목두께와 상반신두께요인은 작고, 상반신높이요인은 가장 크며, 어깨방향, 

목앞깊이, 등면굽음, 등면하부경사는 크다. 목앞깊이가 크고 등면이 굽은 편평한 앞 어깨유형이

다. D유형은 상반신두께와 상반신높이, 목앞깊이요인이 크므로 큰 체형이다. 어깨경사가 가장 크

고, 어깨방향은 작고, 등면굽음, 등면하부경사요인점수가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므로 상반신이 크고 

처진 뒤 어깨유형이다.

노년기에 연령 증가에 따른 골격과 근육의 변화로 노년층 남성은 어깨경사가 작은 편평한 어

깨와 앞으로 숙여진 앞 어깨유형에 가장 많이 포함되었으므로, 어깨부위 경사각변형을 상의류 패

턴에 접목하여 노년층의 적합한 의복이 생산되는데 기초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7)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5HR15D0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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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령 여성의 Foot wear Sizing System 연구

고령 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

이다. 요즈음의 고령자는 과거의 고령자에 비해 건강하고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소비 주체로서, 

건강과 외모에 관심이 많고 여가 및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향

후 소비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Kim, 2014). 특히 고령자들은 근육의 퇴화 및 신발

의 장기간 착용으로 인해 발 형태가 변화되어 다른 연령대의 발 형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

재 고령자를 위한 신발치수체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여

성의 측면과 발바닥 형태를 분석한 선행연구(Kim & Do, 2014)를 바탕으로 여성 고령자를 위한 

신발 치수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S G 3405(2001) 상의 분포를 살펴보고 발의 형

태와 관련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기본항목을 선정하였다. KS규격을 참고로 

치수 간격을 설정하고 기본항목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유형별로 5%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을 선택 후 유형별 치수체계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고령자를 위한 신

발 치수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발을 대표하는 기준치수인 발길이와 여러 항목과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발등둘레를 기준으로 발길이는 5mm 간격, 발등둘레는 3mm 간격, 동일 발길이 규

격 내에서의 발등둘레는 6mm 간격으로 사이즈 체계를 전개하였으며, 유형별 특징을 반영하기 위

하여 유형에 따른 치수체계를 각각 개발하여 여성 고령자는 9개 유형의 치수체계를 제시하였다. 

여성 고령자의 발바닥 유형별로 사이즈 체계를 조합하여 치수 체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발길이

는 모든 유형이 220～250mm까지 7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등둘레는 B～EEEE까지 7개의 

구간 중 H형은 B～EEE까지 6구간, D형은 C～EEEE까지 6구간, A형은 D～EEEE까지 5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H형은 발등둘레가 작은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D형과 A형은 발등둘레가 

큰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유형간 차이를 보였다. 3차원 유형의 사이즈 호칭의 분포를 살펴보면, 

H형은 유형3(발 앞부분이 낮고 발 중앙부가 높은 유형)이 둘레가 낮은 구간에서 분포하고 있어 

H형에는 발의 너비가 매우 좁은 유형3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발길이가 작은 구간에는 

두껍고 솟은 형태의 유형1이 포함되어 있으며 둘레가 큰 구간에서는 유형3보다 유형2(발 앞부분

이 높고 발 중앙부가 낮은 유형)와 유형1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유형별 사이즈 체계가 구분되

어 있다. D형은 너비가 좁으면서 측면의 높이가 높은 유형3과 유형2를 위한 사이즈 분포가 나타

나 있으며, 둘레가 넓은 구간에서는 유형1과 유형2의 호칭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H형보다 더 

넓은 구간에 분포하고 있어 H형보다 너비가 넓은 D형의 특징을 보여준다. A형의 특징을 갖는 

유형1, 유형2, 유형3은 D단계부터 호칭이 전개되어 H형이나 D형보다 둘레가 더 넓은 경향을 보

이며, 230mm 이하의 발길이가 작은 A형의 유형3과 유형1의 호칭이 제시되어 발의 형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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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구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결과로 여성 고령자용 발 유형별 신발 치수체계는 

신발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치수선택의 범위가 넓어져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자에

게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용도와 기능의 신발 제작 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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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최세린·도월희
전남대학교

국내 남녀 대학생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지 및 사용실태 조사

최근 신개념 IT기기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구글 글래

스, 삼성 갤럭시 기어, 소니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된 것에 이어, 올해 CES(국제전자

제품박람회)에서도 웨어러블이 핵심 키워드로 꼽히며 지속적인 성장을 예고했다. 20대 이상의 젊

은 소비자들 중심으로 현재까지 출시된 웨어러블 제품들은 전자기기인 동시에 기능성 패션 액세

서리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웨어러블 IT기기는 다양한 형태에 의한 방식으로 소비

자에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들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인지 및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5년 3월 2일부터 10일까지 호남지역 남녀 대학생 167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통계처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Ver.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웨어러

블 디바이스 인지도를 살펴 본 결과 삼성 갤럭시 기어가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고, 선호하며, 사

용경험도 있는 제품으로 나왔다. 현재 조사대상자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는 비싼 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나, 가격면에서 대학생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선호 착용부위로는 손목, 손가락, 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중요 요소로 휴대성(70.1%)과 무게(35.9%)등으로 응답하였다. 가장 선호

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으로는 터치스크린(59.3%)으로 응답하여 현재 스마트폰과 비슷한 방식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블릿패드(50.9%)가 가장 선호하는 선호 출력장치로 나타났다. 웨어

러블 디바이스의 기대감과 수용 및 사용능력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알아 본 결과, 정보유

용성(2.68), 구매의사(2.60), 제품중요성(2.54) 항목들은 보통 이하의 낮은 기대치를 보이는 반면

에 이용용이성(3.25), 기능적응용이성(3.21)은 비교적 보통 이상의 높은 기대치를 나타내었다. 또

한,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의 정보(2.57), 수용력(2.89)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보유력(2.40)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타인과 비교한 사용능력(2.92), 기술습득력(3.18), 정보수집능력(3.20)은 

보통 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어 조사대상자들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거부감은 없고, 성능대

비 가격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 필요성 차원에서도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매보류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

과를 통하여 스마트폰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변화하는 시기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기존 스마트

폰을 대체할 기능이 매우 빈약하므로 이를 보완하고, 소비자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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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안동대학교

리폼웨어 디자인 개발방안

최근 기후변화와 자연파괴에 의한 지구환경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o, 

Park & Eum, 2009).이에 유기농, 공정무역, 재활용섬유, 로하스족, 웰빙문화 등으로 표현되고 있

는 친환경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Kwan, 2012). 이는 또한 웰빙문화 선호, 

전통문화와 한류열풍 등의 사회적 현상과 더불어 친환경의복에 대한 소비자선호도상승으로 이어

지고 있다(Park, 2012). 경북북부지역은 안동포, 안동한지, 천연염색, 풍기인견, 상주명주 등 다수

의 친환경전통직물이 생산되는 청정지역일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적 특성이 기반된 친환경적 의생

활문화가 생활화되어있는 곳이다(Kim, 2009). 그러나 이 지역의 천연직물들은 친환경전통의류소

재로서 매우 우수하나 인력의존도가 높은 수작업에 의해 생산되므로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폭이 매우 좁아서 다른 의복소재에 비해 의복제작에 어려움이 많고 직물의 활용도도 낮은 편이다

(Kim, 2012). 따라서 현대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여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안동포나 명주 등과 같이 폭이 매우 좁고 고가인 친환경전통직물

의 손실부분을 최소화한 의복설계기법과 리폼웨어디자인기법을 개발하여 생산원가를 절감하면서

도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Kim,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리폼웨어디자인개발을 통하여 친환경전통직물제품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의생활의 다양화와 

친환경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2014년 8-12월까지 20명의 리폼웨어디자인개발자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직접

설문지법에 의하여 지역친환경전통직물을 활용한 리폼웨어디자인의 개발현황과 활성화방안에 관

해 설문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 3인에 의해 디자인의 창의성, 상품화가능성, 실용성,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등의 디자인의 적합성이 평가된 후 특징을 분석하였으며(Armstrong, 1998; 

Armstrong, 2000),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리폼웨어 디자인개발에는 시간소요와 인력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 원인은 제품의 

특성상 활용되는 디자인기법의 유형이 다양하여 소재, 디자인, 봉제분야와도 밀접한 연계성을 가

져야만 비로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Kim & Lee, 2011). 따라서 리폼웨어디자

인은 그 제작과정을 표준화, 정형화하기 어렵고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의 요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분야이므로 장기적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 지

역친환경전통직물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리폼웨어디자인개발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

친환경전통직물산업에 종사하는 노년층과 이들을 보조하는 청년층이 팀워크에 의해 현장체험학습

과 상품개발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서 노년들의 기능적 잠재력과 청년들의 창조적 아이디어창출에 

의해 리폼웨어디자인개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Andong City, 2011). 3. 리폼웨어 디자인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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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비자요구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남녀노소, 가족 등 연령층의 구별이 없이 활

용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패션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Kim, 2009). 리폼분야는 의생활에 국한하지 않고 악세사리, 주거, 국제환경산업과도 협력할 필요

가 있다. 친환경제품과 순환형 경제·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친환경전통직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IT산업이나 디자인산업과의 융합이 요구되고 있다(Jang, 2011). 5. 리폼디자인에 의한 고용

의 유지·창출, 창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산‧학‧관‧연 네트워킹에 의한 청년층의 적극적 참여와 아

이디어 발굴이 향후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디자인개발과 친환경적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및 지원시설의 확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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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국내외 남성용 싸이클 웨어 상의류 제품 조사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시판중인 국내외 싸이클 웨어 브랜드의 남성용 상의류 제품을 조사하

여 업체별로 소재의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며 더 나아가 고기능성의 스마트 싸이클 웨어를 개발하

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국내외 싸이클 웨어 브랜드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하여 남성 상의류 중 자켓을 제외한 앞이 오픈 형태인 반팔과 긴팔 저지 소재의 특성을 

업체별로 조사하였다. 조사된 브랜드는 국내 6개, 이태리 1개, 호주 1개, 대만 1개, 일본 1개로 

총 10개의 브랜드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브랜드 A사는 주로 aerocool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소재는 섬유단면이 클로바 잎 

모양으로 되어 있어 땀 흡수와 건조가 빨라 체온 조절이 가능하다. 국내 브랜드 B사는 땀 배출

을 극대화한 Tour Jersey와 자체 개발한 Firewall 소재는 모든 방향으로 신축성 있고, 투습과 방

풍, 방한, 방수 기능이 우수하였다. 국내 브랜드 C사의 effePi S.r.l FLINT 소재는이탈리아 effePi 

S.r.l에서 개발 및 생산된 것으로 탁월한 통기성을 가지고 있고, Microspin 기술로 만든 원단 사

이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통기성을 향상시켜 땀의 건조를 돕는다. 그리고, 면보다 흡수, 발산력이 

높은 폴리에스터를 원료로 사용하여 건조 속도가 14배 가량 빨라 체온 유지에 효과적인 

COOLMAXⓇ ACTIVE 소재도 사용되고 있었다. 국내 브랜드 D사의 PLUMIS는 자체 개발한 소재

로 몸에서 발생하는 열과 땀을 빠르게 배출시키며, 그외COOLON 소재도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ATB100 소재는 코오롱 제품으로 99.9%의 항균성을 가지는 은 성분을 함유하고, 원적외선 방사로 

자외선을 차단하였다. 국내 브랜드 E사는 유해성분, 자외선, 박테리아, 땀 냄새 및 악취가 없는 4

無 시스템으로 INNOTEX, CACHION, MESH 소재와 COOLON 원단을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 브

랜드 F사는 Askin, LYCRA, THERMOCOOL, ATB-UV+, HY DRY, ANTI BACTERIA, COOL MAX, 

CREORA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에 맞는 기능성을 더하고 있었다. 이태리 브랜드 G

사는 VELOCITY DRY, STRADA LIGHT 3D MESH, PROSECCO 3D의 자체 소재 개발로 쾌적성과 

속건성, 보온성의 기능성을 중요시하였다. 호주 브랜드 H사는 자체 개발 소재로 자일리톨을 방적

사에 넣어 체열을 흡수하도록 하였고, 적외선을 차단함으로써 피부 온도를 약 5.4도까지 낮추었

으며 하이 필라멘트 방적사와 하이게이지 니트로 만들어 압력을 주면서 가볍게 만들었다. 그리

고, 스위스의 공기소란기술(air turbulent)을 이용하여 공기마찰을 줄였고, 70D 압축천으로 내구성

과 파워를 높이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대만 브랜드 I사의의 AIRpass pro+ 소재는 열 차단과 

통기성이 좋고, 섬유의 벌집 구조가 공기의 순환을 증가시켜 몸의 온도를 감소시켜 주며, 보온 

소재로 습기는 배출하고 보온성은 증가시킨 CATHE 소재도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 브랜드 J사는 

SKY FRESCO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소재는 표면의 요철 조직이 흡수와 발수 기능을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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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흡수된 땀이 흘러내리지 않으며 소재가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열을 차단하여 온도의 상승

을 약 3∼4도로 내려주며 햇빛 그을림도 막아준다. 그리고, 실의 단면에 큰 틈새가 형성되어 있

어 땀을 이동시키는 모세관 작용을 하여 피부를 쾌적하게 하고, 항균방취 가공을 한 

LUMIACE-UV 소재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사이클 웨어는 땀 흡수와 배출 및 속건성, 보온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항균성을 더한 소재가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업체에 따라 자체 개발

을 한 브랜드도 있었지만, 기능성을 가진 소재를 선택하여 패턴의 부분별로 잘 조합하여 그 기능

을 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소재의 사용과 특성만을 조사한 

자료이므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후속 연구로는 섬유의 기능적인 측면

을 넘어서 스마트 사이클 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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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인을 위한 낙상충격 보호복 디자인 선호 결과

Ⅰ. 서론

최근 노인 환자나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개호복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으

나 이러한 의복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비 건강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제는 건강

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보호복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이 더 높은 65세 이상 여성 중 낙

상을 경험한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적 특성 및 낙상 현실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충격보호 기능을 가진 팬츠와 하의속옷의 디자인 선호도를 파악하여 노인이 사용하기 쉬우

면서 착용시 편안한 형태의 낙상충격 보호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선행연구(박정현, 이정란, 2014)의 결과를 토대로 60, 70대 노인여성의 감성에 적합한 낙상충

격 보호용 팬츠와 하의속옷 각각 3가지의 디자인 시안을 개발하였다. 낙상충격 보호복의 하의류 

디자인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낙상을 경험한 65대 이상 79세 미만의 부산에 거주하는 노인여성을 

조사대상으로 의도표집 하였다. 2015년 2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015년 3월에 부산의 노인복

지관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보호복 팬츠와 하의속옷에 대하여 각각 선호 디

자인과 활동성, 기능성, 수용도에 관한 문항 등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110부를 

배부하고 회수된 것 중 최종 1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Ver. 21을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9.9세로 모두 낙상을 경험한 여성노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

한 팬츠 디자인 특징은 낙상 시 충격보호를 위한 기능성 바지로 일상복 중 가장 많이 입는 세미 

일자형의 캐쥬얼 스타일이다. 팬츠 소재는 신축성이 있어 물세탁이 가능하고 안쪽에 기모가 있어 

겨울철 보온성을 고려한 기능성 소재로 색상은 검정이다. 보호 부위는 고관절, 엉덩이뼈, 꼬리뼈, 

무릎뼈를 보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평가결과, 팬츠 디자인 시안 3가지 중 가장 베이직한 디

자인이 57%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뉴베이직 디자인이 24%, 트렌디 디자인은 19%의 

선호도를 보였다. 선택이유로 활동이 편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47%의 비율을 보여 

보호패드 때문에 활동성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원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호패드를 직접 

보고 만져보고 평가한 결과, 패드를 넣었을 때 팬츠 외관의 변화 정도에 관해서는 87%가 괜찮을 

것 같다고 응답하여 일반 팬츠와 같이 달라질게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구입의사

는 98%로 낙상을 경험한 노인여성 대부분이 구입하기를 원하였으며, 지불 가능한 가격대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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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준이 75%로 가장 많았다. 그 외 5점 척도로 평가한 문항 중 보호복 팬츠의 활동성은 평균 

3.84 보통이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며, 낙상 시 보호를 해줄 수 있는가에 관한 보호기능

성의 기대도 4.15로 높게 나타났다. 팬츠 색상은 검정색으로 4.07로 대부분 만족하였으며, 소재는 

직접 만져보고 평가한 결과 4.16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 제시한 하의속옷 디자인의 특징은 충격보호를 위한 기능성 속옷으로 일상생활 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넙다리중간 길이의 하의속옷이다. 소재는 신축성 소재로 활동성과 보

온성이 좋은 소재로 색상은 회색이다. 보호 부위는 고관절, 엉덩이뼈, 꼬리뼈로 제시하였고, 개발

한 하의속옷 디자인은 보호패드의 면적과 형태에 차이를 두었다. 평가결과 디자인 시안 3가지 중 

보호 부위의 면적이 중간 정도로 타원형 패드 속옷이 47%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가

장 넓은 면적의 태극문양 유선형 패드 속옷이 40%, 면적은 중간 정도로 작은 타원 조각형 패드 

속옷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이유는 활동이 편해 보여서 54%, 보호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36%, 외관상 보호패드가 표시나지 않을 것 같아서 10%의 순으로 나타나 낙상을 경험했음에도 불

구하고 보호보다 우선은 활동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호

기능성 패드를 넣은 하의속옷 외관의 변화는 90%가 괜찮을 것 같다고 응답하여 팬츠보다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속옷으로 착용하는 것이 표시가 더 나지 않을 것이라 여겼다. 구입의사는 96%

가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지불 가능한 가격대는 3만원 수준이 70%로 가장 많았다. 5점 

척도로 평가한 문항 중 개발한 보호패드를 넣었을 때 활동성은 3.99로 보호패드가 있어도 불편함

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고, 낙상시 충격 보호기능성의 기대도 4.06으로 높

게 나타났으며 그 외 색상은 3.76, 소재는 4.11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복 팬츠와 하

의속옷 중 선호하는 아이템은 팬츠가 63%, 속옷이 37%로 팬츠의 활용도가 더욱 높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여성노인의 신체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

우면서 착용시 편안한 형태의 낙상충격 보호복 팬츠와 하의속옷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팬츠는 베이직한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였고 보호기능성 패드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편해 보이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8%가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

로 기대도가 높았다. 하의속옷은 보호 부위의 면적이 중간 정도로 보호패드가 타원형의 속옷 디

자인을 가장 선호하였고 팬츠와 동일하게 활동이 편해 보이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96%가 구입하기를 원하였다. 두 아이템 중에서는 팬츠가 하의속옷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선

호도를 보였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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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작업복의 착용만족도 및 개선방안 연구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영광, 울진 고리, 월성의 총 23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소를 가동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관심과 작업

자의 안락감 및 작업능률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원자력 발전소 내의 관리구역 작업자 들의 작업복 착용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후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기능적인 작업복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영광 시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구역 내 작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조

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관리구역 내 작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내 관리구역에서 공통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 <그림 1>을 조사대상 

작업복으로 하였으며, 이는 Polyester 65%/Rayon 35% 재질로써, 중량은 280g/m2이며, 색상은 고

동색으로 칼라부분에 사이즈별 이색원단을 사용하여 크기를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왼쪽가슴 부위

에 방사능 위험을 알리는 방사능 마크가 있고, 그 밑에는 개인 방사선양 측정기 주머니가 있으

며, 소매, 발목부분에 고무 밴드로 조이게 되어 있으며, 뒤 허리부분에는 고무 밴드 처리가 되어

있다. 설문지 구성은 문헌자료 및 예비설문을 바탕으로 작업복 착용에 관한 일반적 사항, 디자인 

개선, 소재 개선, 작업복 착용 시 불편동작 및 신체부위, 관리효율성, 계절별 작업복 필요성, 색상

선호도, 작업환경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통계처리는 SAS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총 150

부 중 미흡한 12부를 제외한 138부를 빈도분석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현재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구역에서 공통적으로 착용되고 있는 Polyester 65%/Rayon 35% 재

질의 작업복 <그림 1>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작업복은 관리구역 작업자 들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 할 때 보편적으로 착용하는 작업복으로써, 기타 장비 등을 착용 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신체 

위에 착용하는 작업복이다. 작업복 필요성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작업복 착용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되어야할 부분으로는 ʻ기능성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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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소재, 디자인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작업 시 작업자의 착용감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는 작업복의 소재 뿐 아니라, 디자인 및 기능성의 요소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 및 기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에서는 총 7 문항의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이중에서 앞여

밈 방식에 있어서 개선점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매바지 부리의 조임에 있어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매 바지부리의 형태는 고무 밴드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는 개인차

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손과 발목을 심하게 조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머니

의 형태, 위치, 개수에 있어서도 휴대물품을 넣고 다니기 편한 곳에 위치할 것이 요구되었고, 작

업 시 공구가 잘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잠김 처리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벨트 조절 

방식에 있어서는 넓은 허리를 조절 할 수 있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매 바지통 또한 너무 

넓을 시 동작적응성 등 작업 시 위험성이 있으므로 신체 사이즈에 맞게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재 개선 여부에 있어서는 중량, 방사성 오염물질 제거, 정전기 발생방지, 보푸라기 발생방

지, 흡수성, 통기성, 신축성, 방오성 등의 총 8문항 질문 중에서 가벼운 중량, 오염물질 차단, 통

기성 및 쾌적성 등이 향상된 새로운 소재 개발이 요구되고 있었다.

작업복 착용 시 불편 동작에 관한 질문에서는 허리를 굽히는 동작, 쪼그리고 앉는 동작 등이 

불편한 동작으로 나타났으며, 작업복 착용 시 불편한 신체 부위로는 소매부리와 밑위부위로 나타

났으며, 이러한 부위에 대하여서는 보다 활동적인 기능적 패턴개발이 요구되었다. 작업복 착용 

시 쉽게 오염되는 부위로는 소매부리, 엉덩이 부위로 나타났으며, 작업 시 쉽게 손상되는 부위로

는 앞단 지퍼부위, 무릎부위, 엉덩이 부위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위에 대하여서는 작업복 제작 

시 내구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리효율성 부분에 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작업복 지급 방법 및 횟수에 있어서는 대체적으

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탁방법 및 횟수에 있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세탁과 관리

가 필요하다고 본다. 계절별 작업복 필요성에 관하여서는 계절별 작업복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으

며, 작업복의 색상에 있어서 가장 적당하다고 느끼는 색상은 청색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현

재 색상인 갈색으로 나타났으며, 투톤의 배합과 작업 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요구하

고 있었다. 작업환경 중 위험요인으로 느끼는 항목은 방사능 피폭이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도 열, 

화학물질 순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구역에서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은 작업 시 신체를 보호하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매우 필요한 장비이며, 다른 보호구 등을 착용하기 전에 가장 기본 적으로 착용되어

야 하는 중요한 의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착용자의 신체적 특성, 작업환경, 및 작업 동작과 

특성에 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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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구역에서 공통적으로 착용되고 있는 Polyester 65%/Rayon 35% 재질의 

작업복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현 작업복 착용 시 작업자들은 착용만족도 측면에서 

볼 때,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소재 부분에서 뿐 아니라, 특정 작업 시 작

업의 용이성 및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기능적 디자인도 개선 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작

업복 착용 시 신체의 구속으로 인해 불편감을 주는 부분도 있으므로 착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

려한 인간공학적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적인 기간 산

업인 만큼, 민간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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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원자력 발전소 관리구역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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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3D Printer Technology for 
Utiliz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Recently, 3D printing markets have been rapidly growing throughout the world. These 3D 

printer technologies are called 'the 3rd industrial revolution' that will bring about revolution 

of manufacturing in diverse industrial areas and are expected to lead next generation manu-

facturing business(Economist, 2012). 

Wohlers Associates analyzed that the 2012 3D printer record increased by approximately 

28.6%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forecasted that the record will reach 10.8 billion 

dollars by 2021 which is approximately five times compared to 2012. According to this data, 

3D printer technologies are being utilized in diverse industrial areas and on reviewing shares 

by industry, it could be seen that the area of consumer goods/electronic products showed 

the highest share at 20.3% followed by the area of car at 19.5%, medical service/dentistry at 

15.1%, and aerospace at 12.1%(Kim, 2015; Wohler, 2012). In addition, according to Gartner 

Research, the scale of world markets of 3D printers was approximately 1.7 billion dollars in 

2012 and will rapidly grow into 3.1 billion dollars by 2016. As the scale of 3D printing mar-

kets grows rapidly as such,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SA, Europe, Japan, and China 

are currently developing divers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products actively utilizing 3D 

printing technologies(Gartner, 2014; Whi, 2014).

Therefore, the present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kinds of 3D printers and the pres-

ent state of 3D printer technologies, examine the cases of utilization of 3D printer tech-

nologies in diverse industrial areas, and discuss measures to utilize 3D printing technologies 

in the clothing fashion industry hereafter.

In general, 3D printing technologies are divided into solid-based, liquid-based, and pow-

der-based technologies based on raw materials of manufacturing. First, the solid-based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method is generally used for low priced 3D printers. This 

method is to melt thermoplastic filament ABS or PLA and pile up many layers of the melted 

material to produce 3D shaped products and the surface of the products are rougher com-

pared to other methods. Second, the liquid-based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is a rep-

resentative light molding technology developed by 3D Systems Co. in the USA which is to ir-

radiate liquid tanks that contain liquid photopolymer resins with ultraviolet laser to harden 

the resin into shaped products. Third, the powder-based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method 

is to melt powder form materials using laser and pile up the materials layer by layer to form 

shaped products. In the case of this method, diverse materials such as plastic, met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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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materials can be used and residual materials can be recycled(Choi, 2014; Song & 

Kim, 2015).

Currently, 3D printing technologies are being utilized in diverse industrial areas such as 

cars, aviation, construction, home appliances, medical equipment, toys, animation, foods, and 

clothing. To review cases of utilization by industrial area, in the automobile industry, GM in 

the USA utilized 3D printing technologies in the development of drives of the floor console 

of the medium size sedan Chevrolet Malibu and Kia utilized the technologies in the develop-

ment of the dashboard of Spectra. In the area of medical service, biological tissues, joints, 

and artificial bones were made utilizing 3D bio printing technology and Delight Hearing Aid 

made personalized 3D printed hearing aids. In the area of the aviation industry, titanium air-

craft components manufactured using 3D printers were introduced. In addition, 3D printing 

technologies have been utilized in making the miniatures of people after 3D scanning and in 

making the miniatures of fetus out of MRI images. 

In the area of the clothing fashion industry, Iris Van Herpen, a fashion designer of 

Netherlands, introduced fashion design works made using a 3D printer and Nike introduced 

Nike Vapor Laser Talon soccer shoes made using SLS method 3D printers. In addition, 

Freedom of Creation Co. introduced 3D printed shoes attached with an iPhone case. 

Continumfashion and Shapeways jointly made ʻN12 Bikiniʼ using Nylon 12 materials with SLS 

method 3D printers.

Three dimensional printing technologies that are utilized in diverse industrial areas as such 

are suitable for diversified small-quantity production and are expected to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clothing fashion products such as personalized shoes, underwear, and ac-

cessories made according to individuals' body sizes, body types, and tastes. Three dimen-

sional printing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develop further as convergence technologies for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IT technology and bring about great changes in consumption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However, diverse materials and software should be developed 

for products in diverse industrial area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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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냉감 지속형의 여성용 Super Cool-biz Wear개발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여름철에 가벼

운 차림의 의복을 권장하는 Cool-biz 캠페인이 전개 중에 있다. 이에 오피스의 냉방설정 온도가 

28℃로 규제되고 있는 추세에서 쿨비즈 웨어(Cool-biz Wear)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다. 이

에, 비즈니스 근무환경이나 일상생활에서의 Cool-biz를 위한 냉감 의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재 및 후가공 및 코팅제 연구에 주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의복 제작을 

위한 의복구성학적 접근이 미흡하다. 이에 냉감신소재의 쾌적성을 지속할 수 있는 원단 및 패턴, 

디자인, 착의적합성 평가에 이르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Sheath-Core 구조의 Q-max 0.18 J/㎠sec 이상 초기냉감 지속형 신냉감소재를 활용하여, 착의적합

성과 쾌적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성용 Super Cool-biz Wear의 개발에 주목을 두고 있다. 체계

적인 여성용 Super Cool-biz Wear 설계를 위해, 3차원 인체계측 형상을 활용한 인간공학적 패턴

설계, 소재특성 및 트랜드 분석을 통한 디자인개발, 착의평가를 통한 개발 시제품의 검증의 절차

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3D 인체측정에는 제 6차한국인인체치수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30~40

대의 평균사이즈에 근접한 성인여성 3명을 선정, 시제품 제작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된 22개 항목과 

5개의 3D Body Scan 동작 분석이 이루어졌다. 시제품 제작에는 Sheath-Core 구조로, Sheath부는 

착용 초기의 접촉냉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나일론에 고열전도도 냉감 첨가제 복합을 시도하고 

Core부는 외부환경에서 유입되는 열선을 차단하여 지속적인 냉감기능이 발현할 수 있도록 폴리에

스테르에 저열전도(고비열) 첨가제를 활용한 Q-max 0.18 J/㎠sec 이상 초기냉감 지속형의 직물, 

편물구조의 개발원단이 활용되었다. 3차원 인체 및 동작분석 결과, 세로 변화량은 정자세 일 때보

다 모든 동작시 겨드랑이점을 기점으로 하는 앞가슴길이의 세로변화량이 확대되어 큰 것으로 나타

나 상의길이의 옆처짐 분을 기존 제품대비 1~1.5cm 더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소매 변화량은 

팔의 세로 길이와, 소매 밑 둘레에서는 축소율이 크게 나타났으나, 뒤팔의 진동둘레쪽은 각 동작

별 너비와 길이에 확대율이 10%이상으로 나타나 뒤팔 진동둘레에 기존 제품대비 1~1.5cm의 여유

량을 더 설정하였다. 이상의 인체측정 결과를 반영해 여성용 하절기 비즈니스 웨어 패턴을 설계, 

현 트랜드가 반영된 비즈니스웨어 총 4종(T-shirts 2종, Casuak Jaket 1종, Pants 1종)의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이때, 디자인은 활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즈니스웨어와 캐주얼 웨어를 접목한 형

태로 제시하였다. 개발시제품의 검증을 위해 착의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길이항목, 소매

항목에서 기존 시판제품 대비 유의한 만족도(p≤0.05)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현 트랜드와 

eco-hightech, 인체공학적 제품 설계가 반영된 초기냉감 지속성이 우수한 여성용 Cool-biz Wear제

품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냉감기능성이 우수한 의류제품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되며, 1차 연구인 남성용 Cool-biz wear와 더불어 후속연구로 진행될 초기냉감 지속성을 

60%이상 지연 가능한 Cool-biz wear 개발의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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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현*·전은경
울산대학교

보호수준에 따른 개인 보호 장구의 복제 규정 분석

유해 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보호복을 착용하여 유해물질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한다. 이때, 

적절하지 못한 보호복의 착용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칫 작업 

효율까지 저해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무조건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보호복은 무겁

고 활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무조건 보호수준이 높은 보호복을 착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며 보호 상황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PPE)의 범위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호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호복의 미착용, 오착용에 따른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전히 보호복

의 종류 및 착용 기준에 대한 제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 전신 보호복 관

련 규정을 검색하고 보호복 생산·판매 업체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보호수준에 따

른 올바른 보호복 및 장구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산업안전보건기준(OSHA, 

1994), 유럽 내 보호복의 기준 및 표시(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3), 국내 표준(KS 규격) 

및 관련기관자료, 국내 판매업체에서 제시하는 보호복 기준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개인 보호 장비(PPE)들의 보호기능 수준에 대하여 그 

구분과 범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의 산업안전보건기준(OSHA)에서는 4 level로, 유럽의 기준 및 

표시(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3)에서는 6 type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 규정

은 현재 국가 차원의 통일된 수준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보호수준 별 PPE

의 차이를 탐색한 결과, 보호수준에 따라 전신보호복, 마스크와 호흡기, 보안경, 장갑, 슈커버, 안

전화 등에서 그 형태 및 종류, 소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보호수준에 따른 보호 장비

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보호수준의 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는 직업군을 조사한 결과, 작업

환경에서의 고열, 위해물질의 입자 침투 등을 차단하는 용도에 의해 직업군이 분류되었다. 위해 

환경이 심각한 현장에서는 대부분 관리자가 보호복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어 강력한 

보호 장구의 규정 보다는 개별 구입 보호복에 더욱 보호복의 바른 규정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되

었다. 즉, 작업자가 개별 구입하여 착용하는 보호복은 주로 Level C, D/Type 4, 5 & 6로서 이를 

구입하는 작업자는 따로 제품이나 교육의 제공 없이 보호복을 선택하게 되므로 이러한 하위 수준

의 상세한 보호장구 복제 규정 제공이 더욱 시급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작업 시 보호수준에 따라 보호복의 착용 종류 및 방법이 적절히 선택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작업수준에 맞는 보호복 복제 규정을 제안할 

때,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및 관련기관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황에 따른 보호복의 

올바른 착용을 유도함과 동시에 안전 작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1)

* 본 논문은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R1A1A301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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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진*·박순지
*영남대학교, ㈜제일모직 

영남대학교

Kapok Blended Fabric 제조 및 특성

Kapok 섬유는 대마, 케나프섬유, 대나무 섬유, 한지나 화지 제품들과 함께 농약이나 화학비료

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에콜로지 섬유로 세계 많은 나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면섬유와 유사한 구성성분을 가진 Kapok 섬유는 촉감과 표면의 평활함은 견과 비슷해 Vegetable 

Silk, Vegetable Cashmere, 혹은 silk-cotton이라고 불려 지기도 한다. Kapok 원료의 섬유장은 

18~27㎜, 직경은 약 30mm의 원형이거나 타원형으로 속이 빈 중공으로 되어 있다. Kapok 섬유

의 장점은 가볍고, 벌키성과 탄성이 좋으며 보온성과 내구성이 좋아 쿠션이나 방석, 베게 등 충

전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방수성과 부유성이 좋아 자기 무게의 30배 정도를 물 위에 뜨

게 할 수 있으며 속건성도 좋아 구명용 조끼의 충전용으로도 사용된다. 하지만 자연적인 꼬임이 

없고 섬유장이 짧으며 얇은 세포벽 때문에 섬유자체가 대단히 연약해 이제까지 단독 방적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현재 생산되는 Kapok Blended 방적사는 독일의 OTTO사에서 

Piumafil이라는 상표명으로 Kapok/Cotton 의 Kapok Blend 비율이 10%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Kapok Blend 비율을 30% 까지 향상시키고 물성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Blend

의 구성도 Wool 제품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이는 기존의 Cotton 직물 특성에 Kapok 섬유의 특

성을 접목해 보기 위함이다. 또한 이 연구는 Kapok 섬유의 특성을 최대로 살려 경량감과 보온성

이 우수한 고급 촉감의 Kapok Blended된 Fabric를 제조하기 위함이다.

Kaok 원료는 인도네시아 산으로 주) 엔바이오를 통해 평균섬도11μ, 평균섬유장 22㎜ 구매 

원료를 사용했다. Wool 원료는 호주산 주)제일모직 18.5μ, 평균 섬유장 50㎜ 적용했고, Cotton 

은 미국산 Y&N Spinning Supima 원료을 Mixing하여 원사를 생산하였다. 제직은 교직물 전문 생

산업체 주) 한섬유를 통해 일반 Cotton CM Yarn 과 Kapok Blended 방적사로 반폭 구분 정경을 

진행했다. 직조 과정시 3종의 원사를 구분하여 제직을 진행했다

생산원사의 물성의 경우 Uster Tester 5-s400을 활용하여 강력 및균제도, RKM 수치를 측정하

였다. RKM수치는 원사의 번수 및 강도를 이용하여 제직된 원단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 염색

은 Data Color 600 CCM장비를 활용하여 Kubelka-Munk 식에 의한 K/S 값을 측정하였다. 또한 

광원에 따른 DL 수차를 비교했다. 원단의 물성검사는 KSK 0520 방법으로 인장강도를 측정하고, 

IWS TM117의 기준에 의한 Seam-slippage 측정하였다. 수축율은 Hoffman 및 Steam iron 수출율

을 BF-14-004 및 BF-14-003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소재별 중량을 측정 비교해 보았다

연구결과 기존 Kapok 섬유는 Kapok 원료가 지닌 특성, 꼬임이 없고, 짧은 섬유장, 중공으로 

인한 얇은 세포벽으로 인해 방적시 비산되어 단독 방적은 불가능했다. 타 원료와 Blended 한 

Kapok Blended 섬유 또한 그 비율이 10% 이상 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Kapok 혼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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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을 적용 방적 표준을 Set-up 한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wool/kapok 혼방사 개발에 

의해 다양한 제품 전개도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방적시 비모가 다량 발생하여 작업에 큰 어려움

이 있었다. Kapok 혼용비율은 30%가 혼방비율 최대 Portion임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염색시 기존 Cotton 원료보다 Color Yield 낮았다. 이것은 Kapok의 소수성 성분인 리그린에 

기인 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화학적 구성 비율을 이용 Kapok/Cotton의 Two 

Tone color로 Melenge Color Effect로 활용 가능하다. 

제직시 Kapok Blended Yarn의 모우로 인해 바디침 작용시 모우의 뭉침현상이 발생하므로 추

연이나 Sizing 작업을 한 후 제직하면 제직효율에 문제가 없었다. 봉제를 위한 직물의 물성도 안

정적인 수치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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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미*·류영실1)

전정일2)·박선미
*동서울대학교·1)동서울대학교

2)이패션테크·건국대학교

표준인체형상 개발을 위한 연령대별 성인여자의 측면 
체축각도의 비교

의류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설계 및 제품 평가에 활용 가능한 표준인체

형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상 집단의 표준체형(평균체형)의 형태를 구현하여야 한다. 

체형구성요소는 인체의 3차원 특성에 의한 크기, 형태, 자세를 들 수 있으며, 같은 2차원 형태

와 크기라 하더라도 3차원적 축의 차이 즉 측면 자세에 따라 전혀 다른 체형으로 표현 될 수 있

어, 연령대별 표준체형을 구현한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측면 자세의 정량적 분석 결

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측면체형 분석은 시각적 방법과1)2)3)4)5) 3차원 좌표에 의한 정량적 분석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시각적 방법에 의한 분석은 관찰자의 주관적 감각에 좌우하고 정량적 측면자세의 각도의 분

석은 어려우나,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여 용이하게 자세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3차

원 인체형상 분석방법이 일반화 되면서 시각적 판단에 의한 측면자세 판정을 기준으로 3차원 분

석 방법에 의해 각도나 좌표치로 정량화된 측면자세 판정 기준에 대한 연구가 20대 남녀를 대상

으로 연구되고 있으나4)5), 인체의 형태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측면 자세를 정량화6) 할 수 

있는 측면 자세축에 대한 연령대별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2012년 3D 인체형상측정조사사업의 20대~60대의 성인여성의 키(직접

측정치)를 기준으로 25%~75% 집단의 측면 체축각도 3종(목각도, 상반신체축각도, 하반신 체축각

도)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평균각도를 산출하여 연령대별 차이를 분석하여 연령대별 성인여성 표

준인체형상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었다. 

연구 결과 목각도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목각도도 커져 세운목 형태이며, 상반신체축각도는 

40대가 가장 젖혀졌으나 상반신합각(목각도+상반신체축각도의 맞음각)은 40대에서 예외는 있으나 

연령이 증가 할수록 젖혀진 체형의 영향으로 각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반신체축각도는 20

대, 30대그룹과 40대, 50대, 60대 그룹이 유사하고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으며, 상·하반신합각

도 연령대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이상의 결과는 성인여성의 연령대별 표준인체형상에 적용시켜 자세요인을 고려한 표준인체형

상의 기초 자료로 사영하였다.12)

* 본 논문은 2011년도 국가기술표준원(과제명: 산업계활용 표준인체형상 개발사업), 2013년도 국가기술표준원(과제명: 중장년 ‧ 노

년층 3D표준인체형상 개발 사업)의 연구용역 과제 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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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미*·전정일1)·류영실2)

*동서울대학교·1)이패션테크 
2)동서울대학교 표준인체형상 개발을 위한 연령대별 성인여자의 프로포션과 

평균 단면비교

표준인체형상은 표준체형의 형태를 가진 3차원 가상 인체형상을 의미하며, 인체에 가장 근접

하여 사용되고 인체의 형태에 민감한 의류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인체의 형태와 치수를 만족하도록 개발 하고자 한다. 의류학에서의 표준체형은 다빈도 구간에 속

하면서 아름다운 크기와 형태, 프로포션을 갖는 체형을 말하나1), 다른 산업군에서는표준체형을 통

계적으로 평균에 속하는 체형을 말한다. 평균 인체치수를 이용할 경우, 한 측정치가 평균이라 하

더라도 여러 측정치의 조합이 모두 평균이기는 어려워 다양한 인체측정 변수를 고려한 표준체형

의 개발이 필요하다.2) 대상 집단의 인체형태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피측정된 인체형상을 이용하여 

형태 특징점에서 횡단면과 종단면 커브를 생성하고 이를 평균화시켜 모델링하는 평균화 모델링법

을 이용하여 복합곡면체인 인체의 형태 평균화를 통해 표준체형의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게 된

다.3) 연령대별 표준체형인 표준인체형상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연령대에 맞는 제품의 기획단계에서 

생산단계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인간중심의 상품 개발 툴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여성의 체형은 노화로 인하여 피하지방이 두꺼워지고 젖가슴의 볼륨이 감소하고 처지게 

되며4)5), 피부의 최외곽층이 얇아지고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는6) 등 연령이 증가함 따라 체형의 변

화가 있어, 표준 인체형상은 이러한 연령대별 체형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성인여성의 연령대별 

체형차이는 평균화 모델링에 의해 생성된 주요부위 평균단면의 연령대별 비교분석을 통해 고찰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체 프로포션은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던 두신지수로 키를 머리수직길이로 나눈 비례가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Zeising은 머리마루점에서 배꼽점까지의 길이와 배꼽점에서 바닥까지의 

길이의 비를 1: 1.618이 아름다운 인체비례로 정의하고,7) 이정임은 우리나라 20대 성인여성의 표

준체형의 비례를 머리마루점에서 허리앞점까지의 수직길이와 앞허리높이를 1:1.646로 규정하였

다.1) 연령대에 따른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연령 집단의 표준체형의 프로포션을 

산출하여 그 차이를 고찰하고 이를 표준인체형상 개발에 반영 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인체치수를 도출하기 위하여 2010년, 2012년 3D 인체형상측정조사사

업의 20대~60대의 성인여성의 키(직접측정치)를 기준으로 25%~75% 집단의 키, 젖가슴둘레, 배꼽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옆면 체축각도 3종(목각도, 상반신체축각도, 하반신 체축각도)의 평균인체

치수를 추출하고, 체축이 평균에(표준편차 ±1δ 범위) 근접하면서 좌우대칭성이 좋은 인체형상을 

각 7명을 선정하여 인체형상의 특징점을 기준으로 생성된 커브단면을 1도 간격으로 중심과의 길

이를 측정하여 7명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균단면을 생성하여, 연령대별로 평균단면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높이항목 13항목을 이용하여 부위별 키지수치를 산출하고 연령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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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프로포션의 차이를 분석하여 연령대별 표준체형의 높이 프로포션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연령대별 평균단면을 비교한 결과 연령이 증가 할수록 둘레치수가 증가하면서 배나온 체형으

로 변화해 가고 단면의 평편율도 두께가 두꺼워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체 프로포션을 높이 항목을 키에 대한 지수치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 별로 목뒤높이와 어깨

높이의 프로포션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없으나, 겨드랑높이에서 다린벌린샅높이 까지는 엉덩이높이

를 제외하고는 연령대가 증가 할수록 프로포션이 낮아져 비례적으로 각 특징 높이가 낮아져 노화

에 의한 피부의 처짐에 의한 실루엣의 변화와 다리가 짧은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연령대별 대상집단의 체형의 차이를 표준인체형상에 반영하여 연령대별 체형차이에 기초한 한

국인 연령대별 성인여성 표준인체형상의 개발에 사용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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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화
일본문화학원대학

미쯔이가문의 기모노에 표현 된 자수연구

Ⅰ. 서론

자수는 천에 자수바늘을 이용하여 실을 위에서 아래로 꽂아가며 도안이나 문양을 표현하는 기

법이다. 자수는 탁월한 기술적인 특성과 표현의 가능성과 폭 넓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전 시대에 

있어서, 전 민족이 풍부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자수는 인간의 장식의

욕을 만족시켜 주기위한 기본적인 수공예기법이기도 하며 소재, 실, 자수를 놓는 방법, 배색, 문

양, 용도 등 섬세하게 관찰하게 되면 제작한 민족과 시대, 풍토와 생활, 사람들의 기원이나 염원 

등을 파악할 수도 있고 가르쳐주기도 한다. 자수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도 예술가, 전문 기술자, 가

정주부, 또는 궁정여성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으며 기술을 연마하기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외워야할 기본적인 기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복잡하지도 않으며, 도구 또한 

복잡하지도 많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고 용이하게 접근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그

리고 완성 후에도 언제든지 색, 구도, 문양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으며 추가해서 완성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과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시간이 소요되지만 자기의 

생각을 바늘과 실을 통해서 천의 표면에 표현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

낄 수 있는 감촉감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식과 실내장식등 실용의 세계에 

넓게 사용되며 거기에 종교적, 의례적인 용도와 역사적인 소설이나 수필등의 표현을 위한 도구로

도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수는 정교한 기법과 높은 예술성을 지닌 명품에서부터 일상생활

의 생활용품 등 다채로운 세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은 자수에 의해서 화려함과 윤

택함을 얻게 되었다. 미쯔이 가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는 고소데와 후리소데로 나누어 구성

양식과 색상, 문양, 소재별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으나 자수기법에 관한 세부적인 작품특성에 대해

서는 보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본인이 일본 유학 시 관찰한 기모노 작품과 

일본 문화학원대학 복식 박물관에 소장 된 미쯔이 가문의 문헌자료와 자수 기법을 이용한 기모노 

작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수기법이 사용 된 미쯔이 가문의 기모노의 특성과 제작당시의 자

수기법과 모티브의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일본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일

본 문화학원 복식 박물관의 작품 중에서 미쯔이 가문의 기모노 작품에 표현 된 자수기법의 특성

을 파악 한 뒤에 현대 복식에 표현가능 한 자수기법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제공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모티브 개발에 공헌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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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미쯔이 가문의 문화학원박물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22벌의 고소데 작품과 

38벌의 후리소데 작품 총 50벌 중에 26작품의 자수기법을 활용한 작품을 먼저 선정하고 선정 된 

기모노 작품을 점, 선, 면, 기타 기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대표적인 작품을 선정하여 <Table 1>로 요약하였다.

<Table 1> Embroidery techniques of greatest work

greatest work  characteristics of details

No.1

  

No.2

      

No.3

    

No.4

No.1에서는 소매길이가 짧은 고소데 작품으로 자수의 모티브 중에서 난초와 매화의 꽃잎은 

면으로 표현한 자수기법을 이용하였으며 꽃다발을 묶는 끈은 선의 기법으로 표현 하였고 꽃잎 또

한 면으로 표현하여 자수의 특성을 충분히 발휘한 작품이다.

No.2에서는 성인식 등에 입을 수 있는 후리소데의 작품으로 잡초의 20여 종류를 자수기법으

로 전체를 표현한 미쯔이 가문의 유일한 작품이다. 잡초의 꽃잎과 줄기 장식부분에 점, 선, 면의 

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색상 또한 아주 다채롭고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다.

No.3의 작품은 소매길이가 긴 후리소데 작품으로 허리부분을 중심으로 아래부분은 봄의 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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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를 자수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위 부분은 고목을 표현하고 있으며 고목의 음영감을 사틴 

스테치등을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매화의 곷잎은 면으로 메꾸어 가며 

표현하고 있으며 바탕색의 청과 금색의 화려함에 준해서 매화잎은 자수의 특징 인 실의 입체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No.4의 작품은 혼례의상으로 추측되며 흐르는 부채모양의 구도로서, 각각의 부채 안에는 경사

에 사용되는 소나무, 대나무, 매화, 등나무 등이 자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면과 선의 표현기

법이 홀치기 기법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특성이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에도시대 이후의 작품으로 구성 된 미쯔이 가문의 기모노 작품중에서 자수기법

으로 표현 된 작품을 대상으로 자수의 표현 기법에 관해서 특징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에도시대의 고소데와 후리소데에 사용 된 자수기법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었는데 특

히 기모노의 몸판의 옷감에 어울리는 자수기법들은 음영감과 입체감을 주는 동시에 모티브의 사

실적인 표현의 극대화를 이루었다. 이는 일본의 기모노에 표현 된 에도시대 이후의 전통색의 특

징과 자수기법과의 조화는 고 품질의 전통의상의 완성으로 이어졌으며 최고의 예술작품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세계적 자산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음이 재확인 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전통의상에 대한 미적 가치와 자수기법의 시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기모노에 사용 된 자수 기법의 모티브를 체계화 시켜 현대의상 제작에도 활용이 되

도록 일본 에도시대 미쯔이 가문의 기모노에 사용 된 자수 도안집을 작성하여 일본 전통미가 현

대의상제작에 적용되도록 공헌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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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플러스 실버세대를 위한 
건강의류 디자인 사업팀 자전거의류의 기능성 소재 탐색

Ⅰ. 서론

정부의 저탄소 녹색교통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자전거 문화가 확산되고, 레저 및 일상생활 용도

로 자전거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자전거 타기는 발목과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안장과 어

깨에 체중이 고루 분산되어 신체의 특정 부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이다(Kim & Kim, 2003). 

최근 자전거 타기는 전문 선수들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을 중심으로 일반인들에게까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는 자전거의류의 필요성을 높였고, 이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의류개발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Kim & Yang, 2014)

자전거의류는 자전거 주행 시 착용하는 의복으로, 주행 시 신체의 움직임이 많으므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적당한 구속력으로 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자전거의류의 소재에서 요구되는 특성으로는 수분의 빠른 이동과 방출을 위한 흡한 

속건성, 자전거로 달릴 때 받는 바람의 압력을 견디기 위한 공기저항성,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힘

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경량성, 수분을 이동시키고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및 방수성 등이 있다

(Choi et al., 2001). 현재 자전거의류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는 많은 종류가 있고, 또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버 여성을 위한 기능성 자전거의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로 실제 자전거 이용자들이 착용중인 자전거의류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성 소재를 탐색

해보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자전거의류의 기능성 소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자전거 동호회 회

원 및 자전거를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주행 시 주로 착용하는 자전거의류

의 브랜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착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 상위 3개의 브랜드

인 NSR(www.nsrworld.co.kr), 폭스라이더스(www.foxriders.co.kr), 펄이즈미(www.pishop.co.kr)

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관련 선행 연구논문, 관련 웹 사이트를 통해 이들 자전거의

류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재를 업체별, 아이템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Jung 

& Lee, 2013)에서 개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발광기능, 충격완화기능, 미세먼지차단기능 자전거

의류의 현재 개발 실태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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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자전거의류 업체별 기능성 소재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NSR에서는 흡한속건성을 위해 이

탈리아의 극세섬유로 빠른 건조와 반영구적 항균처리가 특징인 Effe PI. S.R.L Corona Pure를 사

용하고 있었다. 경량성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M.I.T.I. Spa에서 개발된 매우 가볍고 부드러운 터치

감이 특징인 M.I.T.I.® Time Out을, 방풍 및 방수성을 위해 Wind Barrier Softshell이 적용되고 

있었다. 폭스라이더스에서는 흡한속건성을 위해 스위스 에슐러 원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에슐러 

컴포트 시스템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하여 몸의 온도를 최적의 상태로 유

지시켜 자전거 이용자로 하여금 상쾌한 느낌과 최상의 안락함을 느끼도록 한다. 경량성을 위해서

는 초경량이면서 내부에 멤브레인이 있어 방풍, 방수, 투습 기능이 있는 Carbon Fabric을 활용하

고 있었다. 펄이즈미에서는 흡한속건성을 위해 소재의 다층구조체에 의한 다량의 수분흡수 및 확

산이 가능한 Field Sensor와 물을 끌어들이는 섬유층의 모세관 작용에 의해 땀을 빠르게 천 표면

으로 배출시키는 Spassy를 사용하고 있었다. 공기저항성을 위해서는 뛰어난 신축성과 높은 복원

력으로 인해 공기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스피드센서®웜을, 경량성을 위해서는 초극세 멀티사

를 사용한 Impact®22와 Singtxx®10000을 이용하고 있었다. 방풍 및 방수성을 위해서는 겨울철 

차가운 바람이 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소재 표면을 고밀도로 짜서 냉기 유입을 억제하도록 한 

Gore Tex®와 섬머프리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자전거의류의 아이템별 소재 사용 실태는 다음과 같다. 자전거의류 상의(저지)의 경우, NSR에

서는 30여종의 바이오에너지를 체온에 반응하여 방출하여 입는 것만으로도 근피로도의 감소와 운

동능력향상, 활성산소발생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Powerkler를 사용하고 있었다. 폭스라이더에서

는 땀 흡수 효과가 뛰어나 피부에 닿는 감촉과 기분을 상쾌하게 하여 위생적이고 활동을 자유롭

게 돕는 에슐러e1과 흡습, 속건기능이 강화된 드라이스트레치와 웨서트스트레치를 활용하고 있었

다. 펄이즈미에서는 표면의 요철조직이 흡수와 발수기능을 가지고, 특수 열차단 섬유가 태양열을 

차단하여 의복 내 온도를 내려주는 Sky-Fresco®Dry 를 이용하고 있었다. 자전거의류 하의(팬츠)

의 경우, NSR에서는 고강력 나일론 원단으로 근육의 떨림을 잡아주는 컴프레션 기능을 가진 

Z-Flex Power를 적용하고 있었다. 폭스라이더스에서는 열방사 기능으로 착용감을 좋게 하는 기능

이 있는 써플렉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펄이즈미에서는 UV방지기능으로 옷 속의 온도를 내려주

며, 흡한속건성이 높아 피부표면을 부드럽게 유지해주해주는 Coldblack®을 이용하고 있었다. 자

전거의류 패드의 경우, NSR에서는 초극세사 원단과 와플형태의 타공구멍으로 통기성과 수분배출

을 극대화한 Nsr Air Pad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폭스라이더스에서는 운동 시 빠른 속건성으로 상

쾌함을 유지하고, 항균 및 방취기능이 장시간 지속되는 이태리 TMF사의 패드를 이용하고 있었

다. 펄이즈미에서는 밀도와 두께가 다른 2종류의 폼을 이용한 3D Neo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체

형에 맞춘 입체 설계로 성별을 구분하여 패드를 제작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요구도가 높은 기능별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발광기능의 경우, NSR에서는 

야간 라이딩을 위한 Flash제품으로 소량의 불빛으로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높은 휘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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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사용한 Eye catching wear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펄이즈미에서는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재귀반사소재를 뒷주머니 우측에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충격완화기능은 G-Form(www.g- 

form.kr)에서 표면에 충격이 가해지면 내부의 분자구조가 순간적으로 변형되어 가해지는 에너지

의 90%이상을 순간적으로 흡수하여 내부로 충격이 전해지지 않도록 제작된 제품이 개발되어 있

었다. 미세먼지차단기능은 영국 제품으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이 호흡기로 투과되는 것을 방지하

여 운동 시에도 호흡의 저항이 적어 라이딩 시 높은 운동 효과를 줄 수 있는 Respro syn-

chro(www.repro.co.kr)가 있었으며, 국내 제품으로는 얼굴 곡면에 맞춘 인체공학적 3D 설계로 

마스크가 안면부에 밀착되어 필터를 통해서 공기를 흡입해 안면부의 습기 및 압박 없이 시야확보

가 가능한 사이보윙(www.snssports.co.kr)이 있었다. 이와 같이 발광기능의 경우 자전거의류업체

에서 부분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고 있었지만, 충격완화기능과 미세먼지차단기능은 자전거의류업체

가 아닌 단일 기능으로 특화된 전문업체에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현재 자전거 이용자들이 주로 착용하고 있는 자전거의류의 브랜드는 NSR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 폭스라이더스, 펄이즈미 순이었다. 반면, 자전거의류 브랜드의 기능성 소재개발 면

에서는 펄이즈미가 가장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폭스라이더스, NSR 순으로 나타

났다. 국내 생산업체인 NSR에서도 자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입 라이센스 브랜

드인 펄이즈미나 폭스라이더스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현재 자전거 이

용자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는 브랜드가 NSR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기능성이 강조된 수입 브랜

드들은 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의 기능성 자전거의류를 구입하고자하는 소비

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버여성을 위한 자전거의류 개

발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 소재 사용과 함께 합리적인 가

격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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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종은 발표 종료 2분전에 한번, 종료시간에 2번, 토의 종료시간에 3번 울립니다.

(6) 빔프로젝터 사용하는 발표자는 각 발표장에서 노트북과의 호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발표자 유의사항

(1) 포스터의 크기는 80cm (가로) x 120cm (세로)입니다.

(2) 상부 20cm에는 제목, 발표자, 소속을 기재해 주십시오.

(3) 발표시간은 16:10~16:40입니다.

(4) 발표자는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패널에 포스터를 게시해 주시고 16:10부터 자신의 포스터 앞에 대기하여 

설명, 토론하여 주십시오.

(5) 포스터 발표시간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포스터는 우수논문발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 투고시 1인 사독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등록안내

(1) 등록장소: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관 1층 로비

(2) 등 록 비: 정회원/평생회원: 30,000원, 준회원(대학원생): 10,000원 

단체회원: 무료

비 회 원: 40,000원

   * 참가 신청자에게는 논문집, 중식 제공 

(3) 연 회 비 : 등록시 연회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 발표자 등록 :연구논문 발표자는 반드시 오전까지 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류산업학회 2015 춘계 학술 조직위원회

조 직 위 원 장: 오경화(중앙대)

부조직위원장: 김차현(경희대)

조 직 위 원: 김영삼(중앙대), 김종준(이화여대), 김태규(대구예술대), 김혜림(숙명여대), 

나영주(인하대), 노정심(상명대), 도월희(전남대), 박민정(이화여대), 박순지(영남대), 

신수연(서울여대), 유혜경(인천대), 이선희(동아대), 이정순(충남대), 이주영(서울대), 

이진희(원광대), 이효진(전북대), 임은혁(성균관대), 전대근(안동대), 채진미(한성대), 

최경미(동서울대), 최영림(대구대), 최정욱(경희대), 추호정(서울대), 한기창(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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