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의 글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및 산업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의 문턱인 11월에 여러분과 함께 “에코 테크놀로지 & 패션”이라는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를 개최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섬유패션산업은 친환경 기능성섬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

의 전통섬유소재와 한국적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ICT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한국섬유패션

문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지역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한식, 한지, 한옥, 한복, 한국음악(국악)

의 중심지역으로 전통문화의 무형재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지역연고산업인 전통섬유소재와 섬

유패션산업의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섬유패션산업과 대학 및 연구원 등과의 산학연 

협력체제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하는 에코와 테크놀로지를 융합한 패션에 관련한 강연 및 연구

논문 발표와 캘리그래피 특별 초대전, 제5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 컨테스트 등을 통해 섬유패션산

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새로운 결과물은 섬유패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회원님과 산업체 관계자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람을 부탁드리며, 본 학술대회가 새로운 융

합과학 시대에 발맞추어 학문간 혹은 산학연간의 활기찬 소통의 장이 되어 공동연구와 교류가 더

욱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해주신 후원기관 및 협찬사, 그

리고 학술대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 11. 19

(사)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김 혜 경

2016년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전 향 란



축하의 글

존경하는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겨울의 문턱에 서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뜻 깊은 계절에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우리 대학에서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자본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산업적 수요에 맞게 탈바꿈하고 있는 우리 대학에서 ‘에코 테크놀러지 & 패션’이라

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보다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학은 한 시대의 모든 것을 종합해 새로운 문화의 틀을 만들어내는 중심입니다. 우리 원광

대학교는 대학의 사명을 충실히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70년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문화산업

이 세계를 주도하는 문화자본주의 시대에 부응하고자, 융·복합적인 개인별 맞춤교육으로 변화하

는 미래사회에 적합한 지성과 인품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광

대학교는 21세기 문화를 선도하는 아시아 중심대학으로서, 국내 대학 최초로 ‘ISO 26000 이행수

준최고등급’을 획득하였고,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사업을 비롯하여 산학협력선도대

학 육성사업(LINC), 지방대 특성화 사업(CK-Ⅰ) 등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총 1,013억 수주하는 성

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중국 종자시장 무대 진출과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 추

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건설 등 세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갈 혁신을 주도할 것입니다. 

원광의 상상력과 비전은 다가올 100년의 미래에도 창조적 가치를 꽃피울 것입니다.

의류 산업도 산, 학, 연, 관의 긴밀한 협력과 국내외 최신 정보교류를 통해 한 걸음 더 진보

할 거라 믿습니다. 2일 동안의 학술대회와 기술세미나, 문화기행, 캘리그라피 초대전 등 다양한 

활동 등이 밑바탕이 되어 한국의류산업학회는 물론이고 국가 의류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복한 이 자리가 한국의류산업학회 여러분들의 귀중한 소통

의 장이자 발전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11. 19

원광대학교 총장 김 도 종



2016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에코 테크놀로지 & 패션”

일시: 2016년 11월 19일 (토) 오전 9시~오후 6시

장소: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

시간 내용 사회 및 장소
09:00~10:00 등록 및 포스터 게시 숭산기념관(1층 로비)

10:00~10:20

개회사
국민의례
축사: 김도종 총장(원광대)
학회장인사: 김혜경 회장(원광대)

전향란 교수(호원대)
숭산기념관(2층 1회의실)

시상
우수기업상: ㈜클로버추얼패션
우수학술상: 구양숙 교수(경북대)
신진학술상: 채희주 박사(연세대)

도월희 교수(전남대)
숭산기념관(2층 1회의실)

10:20~10:50
기조강연 1
주제: 에코섬유 개발 방향
발표자: 정우영 박사(ECO융합섬유연구원)

최경미 교수(동서울대)
숭산기념관(2층 1회의실)

10:50~11:20
기조강연 2
주제: 친환경 기능성 의류 가공
발표자: 최병옥 대표(전일염공)

이정숙 교수(경상대)
숭산기념관(2층 1회의실)

11:20~11:50
기조강연 3
주제: 친환경 유기섬유에 대한 이해
발표자: 강성문 대표(케이준컴퍼니)

박순지 교수(영남대)
숭산기념관(2층 1회의실)

11:50~12:00 안내공지(식사, 정기총회 및 오후일정) 정기성 교수(계명대)
숭산기념관(2층 1회의실)

12:00~13:00 중식
편집회의 숭산기념관(1층 교수식당)

12:30~13:00 이사회의 정기성 교수(계명대)
숭산기념관(2층 1세미나실)

13:00~13:30 정기총회 정기성 교수(계명대)
숭산기념관(2층 1회의실)

13:30~14:00 포스터논문 발표
우수 포스터 시상식

김성민 교수(서울대)
숭산기념관(1층 로비)

14:00~14:20 캘리그래피 특별초대전
우수 캘리그래피디자인 시상식

임호선 교수(숙명여대)
숭산기념관(LINC 미술관)

14:20~15:00

2016 제5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KFDC) 시상식
대상(1명)_산업자원통상부장관상
최우수상(2명)_한국의류산업학회장상, 한국패션협회장상
우수상(8명)
장려상(15명)

박순지 교수(영남대)
숭산기념관(LINC 미술관)

15:00~15:30 리셉션
경품 추첨

송정아 교수(경북대)
숭산기념관(LINC 미술관)

15:30~18:00 군산역사기행 및 새만금 문화탐방 서상우 교수(전주대), 
홍경옥 교수(원광대)

18:00~ 익산역 하차



연구논문 발표

학술대회 당일 포스터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발표자는 발표시간(13:30~14:00)에 본인 포스터 앞에서 질문에 

응해야 합니다. 

총괄: 김성민 교수(서울대)

장소: 숭산기념관(1층 로비)

순번 제목 성명(소속)

P1 전통문화를 반영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감성적 분석
박미령

(목포대)

P2
Marni 브랜드의 색채 배색 방법의 보색조화 분석 

- 2000년~2016년 F/W 컬렉션을 중심으로

권용자, 최윤미

(충남대)

P3
전북현대모터스 축구구단  홍보용품 개발을 위한 축구 홍보용 소품 분석

- 유럽프로축구 명문구단을 중심으로

염혜정, 김초롱

(전북대)

P4
웨스 앤더슨 영화에 나타난 유니폼에 관한 연구

- 영화 <문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중심으로

차지현, 권미정

(부산대)

P5 샤넬의 컬렉션에 나타난 무대연출디자인의 특성
김현희, 권미정

(부산대)

P6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카펫 드레스에 관한 연구
이유가, 김장현, 김영삼

(중앙대)

P7 아날로그적 감성을 이용한 캘리그래피 티셔츠 디자인
홍정화, 김혜경, 추미경, 전희관

(원광대, 대덕대)

P8 현대 패션 산업에 나타난 인공지능기술 융합에 관한 연구
김장현, 김영삼

(중앙대)

P9 21세기 초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lace knit 디자인 분석
조은정, 김혜경

(한국폴리텍대, 원광대)

P10 자연적 모티브가 반영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
이세영, 김장현, 김영삼

(중앙대)

P11 A Study on Shoe Design Utilizing 3D Printing Technology
임호선

(숙명여대)

P12
무대의상에 나타난 호모섹슈얼리즘의 조형성 연구

- 보깅댄스를 차용한 Kazaky와 Shinhwa를 중심으로

김현욱, 하지수

(서울대)

P13
영화에 나타난 1920년대 여성의 패션·메이크업·헤어 분석

- ʻ사의 찬미ʼ와 ʻ위대한 개츠비ʼ를 중심으로

김나영, 유태순

(대구가톨릭대)

P14 브리짓 라일리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네일아트 연구
김민정, 유태순

(대구가톨릭대)

P15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 작품을 응용한 UV젤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전민규, 유태순

(대구가톨릭대)

P16 생활한복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연구
김효진, 이주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세대)

P17 대구ㆍ경북지역 침장산업 현황 분석
조자영, 한미경, 주태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18 래시가드 기능성 인지 및 선호도 연구
전다영, 구영석

(부산대)

P19
전통적 관점에서 본 여승무원 유니폼에 관한 연구

-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권미정, 황아림

(부산대)



P20 패션기업의 서비스 교육이 판매원의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태은, 정성지

(동덕여대)

P21 중국 CHIC 전시회의 K- Fashion관 특성에 관한 연구
김수지, 김호용, 류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22
해외 유명 백화점의 홀리데이 쇼윈도 디스플레이 분석

- 2011년부터 2015년 기간을 중심으로

황유정, 김수정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23
한복에서 진화한 K- fashion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분석 및 고찰

- 1020 유스(youth) 세대를 중심으로

김대석, 박영민, 김은정, 김정민, 

황이슬, 황혜진, 문성엽, 안지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손짱, 

원창머티리얼주식회사)

P24 속옷의 기능성에 대한 20대 소비자의 인지 및 선호도
김민규, 구영석

(부산대)

P25 아트마케팅 관점에서의 패션 브랜드 전시 프로모션 체험 효과
이승윤, 박민정

(이화여대)

P26
TV홈쇼핑 쇼호스트와 게스트의 호감도가 패션제품 선호도, 구매 후 만족,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지영, 정성지

(동덕여대)

P27 체온조절 기능성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정경화, 오경화

(중앙대)

P28 여성 소비자의 신체이미지가 쾌락적 쇼핑성향에 미치는 영향
양혜인, 김한나

(충남대)

P29 스키니 진 구매 시 패션정보원 활용이 구매 장소에 미치는 영향
양혜인, 김한나

(충남대)

P30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요실금 언더웨어의 감성요구도
류수진, 배현숙

(창원대)

P31 점포이미지와 판매원이 쇼핑감정에 미치는 영향
서민정, 전대근

(한양여대, 안동대)

P32 K- culture를 통한 패션문화상품의 개발과 활성화 전략
전대근

(안동대)

P33 소비자들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서고우미, 오경화

(중앙대)

P34
패션브랜드의 인지도, 광고소구유형과 조절초점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이다경, 박민정

(이화여대)

P35
최근 패션소재의 특성 및 트렌드 분석

- SNS 사용자를 중심으로

차슬기, 구영석

(부산대)

P36
홈 패션 확장브랜드의 홈 패브릭 제품군 특성 분석

- 가구 브랜드와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유민진, 구영석

(부산대)

P37 디자인 교육을 통한 시니어 여성의 뇌파 및 심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
김은혜, 권영숙, 이진화

(부산대)

P38
국내 의류학과 취업시장의 Mismatch 분석

- 학생과 기업 중심으로

문희연, 이진화

(부산대)

P39 타 산업간 협업제품개발 수요 파악을 통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김지민, 이석현, 김윤영, 이소정, 

조광년, 전재우, 곽동섭

(한국패션산업연구원, 

DYETE연구원)

P40
성별에 따른 소비가치가 시계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유진, 김지은, 이진화

(부산대)

P41 섬유 유연기능이 포함된 영유아복 천연세제 개발에 관한 연구
권춘현, 이정숙

(경상대)

P42 스마트웨어를 위한 의류 부착형 진동자극 유닛 개발
임효빈, 이혜원, 노정심

(상명대, 고려대)



P43 전도성 복합소재 텍스타일 스트레인 센서 리뷰
노정심

(상명대)

P44 내열 및 내절단 작업용 코팅장갑의 특성에 대한 연구
표경덕, 박차철, 정유진

(동서대)

P45
한국 노인의 체형별 인체형상 및 입체패턴 설계 기반 인간공학적 

고관절 보호대(hip protector)의 착용특성 평가

전은진, 박세권, 유희천, 김희은

(경북대, 공군사관학교, 

포항공대)

P46 현호색 추출액을 이용한 모직물의 천연염색
김관영, 이문수

(배재대)

P47
Red계 천연염료를 이용한 견직물의 무매염 염색의 염색조건 별 염색성과 

색채특성

김효진, 이주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세대)

P48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생분해거동 및 수분특성 평가
송유정, 이승신

(연세대)

P49
천연 추출물 티트리 오일(Tea tree oil)을 함유한 core/sheath형 나노섬유 

제조

권세윤, 이승신

(연세대)

P50 토르마린이 함유된 의류제품의 생리반응변화 연구

이은진, 유승연, 박재민

(ECO융합섬유연구원, 

㈜대신테크)

P51
컴프레션 웨어용 소재의 공기저항성 저감을 위한 소재 배치 및 패턴 영역에 

관한 연구 – 실린더 풍동테스트를 중심으로

사아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2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의류소재 생산 시 탄소원의 영향
한주연, 심의진, 김혜림

(숙명여대)

P53 편백나무 잎 추출액을 이용한 천연염색포의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항균성
최나영, 김지희, 정연우

(원광대)

P54
동작에 따른 체표면 변화율 분석을 통한 쾌적성이 우수한 스포츠웨어 설계 

방안

김지민, 정재훈,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5
직물설계 및 열처리 조건이 스트레치 직물의 역학특성과 의류형성 성능에 

미치는 영향

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6 토르마린 함유에 따른 의복의 혈류량 및 피부 온·습도변화 연구

이은진, 유승연, 박재민

(ECO융합섬유연구원, 

㈜대신테크)

P57
외기온에 따른 인체의 피부온도, 의복 외부온도 변화와 이를 적용한 

사계절용 이너웨어 디자인 제안

상정선, 오경화, 이미식

(중앙대, 서울여대)

P58
락(Lac) 색소의 추출용매 별 염색특성

- 열수, 에탄올 추출

남기연, 이정순

(충남대)

P59 아웃도어 디테일을 활용한 보온성이 강화된 천연염색 아우터 개발

이소정, 이석현, 구자봉, 전재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물드린, 

㈜대성텍스타일)

P60 러닝용 컴프레션 웨어 소재의 인장특성에 관한 연구
안재상, 윤혜준, 고미현, 윤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61 PP/PET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패딩재료 특성분석

권오훈, 김영운, 김정곤, 

강현주, 김기윤, 강건웅

(ECO융합섬유연구원)

P62
미들웨어에서 심박수 측정을 위한 전도사 활용의 전극 및 트랜스미터 

Interconnecting 연구 - 트랜스미터 Interconnecting 중심으로

조광년, 김윤영, 김지민, 전재우, 

곽동섭, 최원철, 최정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DYETE연구원, 아날로그뱅크)

P63 Paper Yarn의 제조방법에 따른 물리적 특성

강현주, 김영운, 권오훈, 김정곤, 

강건웅, 김기윤, 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P64 한지테이프사/고권축사 복합사의 사가공 조건에 따른 물성 변화 연구
정고은, 손희정, 정우영, 조순희

(ECO융합섬유연구원)

P65 산업용 장갑용 편물의 편직조건별 물성에 관한 연구
정고은, 남선미, 정우영, 정호영

(ECO융합섬유연구원)

P66 고밀도 환편물의 편성조건 및 물성에 관한 연구
정고은, 이윤선, 손희정, 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P67 인체친화형 Roll Insect Net 제품 개발을 위한 PVC 코팅사에 관한 연구

김윤영, 도미애, 김재원, 오창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자카드연구원, ㈜텍스토머)

P68 발열 매트리스에 적용 가능한 난연기능접목 선상 발열 원사에 관한 연구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69 설상 트렌스폼 캐리어 제품 개발을 위한 소비자 동향 기초연구

김윤영, 도미애, 엄지은, 최효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자카드연구원, ㈜잉어)

P70
섬유와 IT융합기술 접목을 통한 능동적 모니터링&케어가 가능한 

욕창방지매트리스 제품 개발방법에 관한 연구 1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71
냉감원사의 특성 평가

- 냉감 발현 원사의 쾌적성 평가

임지혜, 김현석, 권현명, 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P72
PPS를 이용한 습식 페이퍼 제조 및 특성

- PPS 습식페이퍼 제조 및 특성

권현명, 정우영, 임지혜, 김현석

(ECO융합섬유연구원)

P73 닥섬유/PLA수지를 이용한 Fiber- board 제조 및 열적 특성

김기윤, 권오훈, 김정곤, 강현주, 

강건웅, 김영운, 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P74 Periodate 산화와 Microwave Irradiation을 이용한 면섬유의 양이온화
박선민, 최형민

(숭실대)

P75 방열판용 고열전도성 시트 제조 연구

강건웅, 김영운, 권오훈, 

강현주, 정용식

(ECO융합섬유연구원, 전북대)

P76
탄소섬유 복합재료 제조 및 기계적 특성

- 표면처리를 통한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

김현석, 권현명, 임지혜, 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P77 나노 웹을 이용한 원사의 제조 및 특성 평가

김도환, 류중재, 이현우, 

정우영, 김  찬, 임지혜

(ECO융합섬유연구원, 

㈜아모드린텍)

P78 비불소계 발수가공제의 처리조건이 원단에 미치는 영향

이현우, 류중재, 김도환, 

정우영, 양훈

(ECO융합섬유연구원, 

대동텍스(주))

P79 고밀도 환편물의 편성조건 및 물성에 관한 연구
정고은, 이윤선, 손희정, 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P80 의류 원단의 피톤치드 가공 특성 연구

김영운, 김정곤, 권오훈, 강현주, 

강건웅, 김기윤, 정우영, 신문응

(ECO융합섬유연구원, 

전일염공(주))

P81 편백정유 마이크로캡슐과 보습가공제를 혼합처리한 원단의 기능성 평가

김정곤, 김영운, 권오훈, 

강현주, 신문웅

(ECO융합섬유연구원, 전일염공)

P82 천연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Sheath- Core 섬유의 특성 평가

김도환, 류중재, 이현우, 

정우영, 오성진, 임지혜

(ECO융합섬유연구원, 

㈜효성기술원)



P83 2000년대 여성패션에 나타난 재킷 유형 분석
송정아, 박미경

(경북대)

P84 3D프린터와 3D스캐너를 활용한 손목보호대 개발
구다솜, 이정란

(부산대)

P85 노년 여성의 내반형 하반신 체형분석
장지현, 이정란

(부산대)

P86
생활 체육 참여 20대의 기능성 스포츠웨어 착용효과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 

연구 - 2016년 기준 전국 생활 체육 참여 20대 대상으로

오소윤, 구영석

(부산대)

P87
커스터마이즈 수제화 개발을 위한 2·30대 한국인 여성 발 DB 분석

- 분포현황 및 Outlier 분석

전은경, 차가영, 김현아, 한현정

(울산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88
치파오(旗袍)의 디자인 구성요소 고찰 및 선호도 조사연구

- 20대 중국 여성으로 중심으로

우 난, 서추연

(동아대)

P89 지역특산품으로서의  한지산업개발방안
김희숙　

(안동대)

P90 경북 북부권 친환경 자원의 지역산업화방안
김희숙, 서태순, 김수정

(안동대)

P91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코리안 사이즈체계 개발
도월희, 김남순

(전남대)

P92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용 사이클복 하의 설계를 위한 하반신 유형에 

관한 연구

박현정, 도월희

(전남대)

P93 국내 20대 여성의 애슬레져 웨어(Athleisure wear) 착용실태
이정은, 최세린, 도월희

(전남대)

P94 임산부복 및 캥거루케어용 패션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윤혜준, 안재상, 윤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95 패션산업 혁신을 위한 재봉틀 밑실공급장치 원천기술 개발
장기환, 신지영, 류점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96 트라이애슬론 경기복 개발을 위한 연속동작분석을 통한 체표 변화 고찰
김정민, 박영민, 김은정, 김대석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97
천연우모제품의 공기층형성 입체 Baffle구조 설계에 따른 다운제품 보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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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령 
목포대학교

전통문화를 반영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관한 감성적 분석

Ⅰ. 서론

문화적 디자인이라고 할 때 대부분 각 문화별로 선호되어지고 있는 형태나 색상 등의 양식에 

있어서 문화적 전형성의 연구와 이의 구현에 그치고 있다. 이는 특히 시각적 측면만의 분석에 치

우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패션디자인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입는 사람이 느끼는 정서적 감성 

그리고 그것을 의도한 디자이너의 측면도 분석되어져야 한다. 최근 이러한 ‘감성’이라는 키워드는 

디자인 마케팅에서 90년대 후반부터 부각되어졌고 테크놀로지와 디자인이 자연스럽게 결합되면서 

인간의 감수성은 더욱 아날로그적인 것이 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을 ‘물질성(보는 것, 만

지는 것, 소유하는 것)’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감성디자인은 사용자의 정서

적, 심리적 만족의 중요한 가치척도가 된다. 그러나 우리 전통문화를 반영한 현대적 패션디자인

에 대해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느끼는 감성적인 측면과 이를 접목 현대화시키고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

문화의 요소를 반영한 한국적 패션디자인에 대한 사용자의 감성적 만족에 따라 분석하고자 한다. 

린(Lin, Rung-Tai)의 전통문화 요소를 반영하는 현대적 디자인 연구방법의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

적 패션디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연구와 연구범위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발표된 패션디

자인을 대상으로 국내 디자이너와 동양적 컨셉을 주로 디자인하는 국외 디자이너 등과 이미 상품

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컬렉션 사진자료는 주로 퍼스트뷰 닷컴(http://www.first- 

view.com)과 패션잡지인 꼴레지오니(collezioni), 각 디자이너 및 제품회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사

진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실증적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문화와 디자인

디자인은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풍부한 사고의 능력에 의한 창조행위 과정을 통해 발전되며 그 

결과가 문화유산으로 잔존한다. 문화는 인간이 살면서 옷에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닌 그 사회의 삶의 방식에 의한 디자인의 결과

물로서 ‘사회질서를 커뮤니케이션하고, 재생산하고, 경험하고 탐색하는 의미체계’인 것이다. 따라

서 과거 사용했던 물건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시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이는 그 시대와 지역의 특정한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시대의 미적 감각과 가치 및 사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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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상징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2. 문화를 반영하는 감성적 측면의 디자인 모델

감성적 측면의 디자인 모델은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에 대한 감성의 단계로 설명한 감성 디자

인(Emotional Design)에 관한 노먼(Norman)의 이론과 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단계를 서로 연결 

통합시켜 린은 그의 특징에 대해 세 개의 단계를 수준별 나누었다. 첫 번째 단계의 수준에서는 

사물의 외관에서 느낄 수 있는 매력에 대한 감성적 태도로서 시각과 촉각으로 일어나는 일차적인 

본능적 반응을 말하며, 두 번째 수준에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유용성이나 기능성으로 인해 느끼는 

감성적 만족, 그리고 최고의 수준에는 제품을 소유하고 설명하고 사용함으로서 야기되는 ‘만족의 

감정’으로서 제품의 메시지, 문화, 제품의 의미와 자기 정체성과의 관련된 감성적 수준을 말한다. 

이의 각각의 수준에 그 문화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물리적 재료 단계인 사물의 유형의 단계

(tangible level)와 인간과 관계된 의식이나 관습에서 볼 수 있는 행동적 단계(behavioral level), 

문화적 사물이 되게 한 내재적 개인적 행동, 태도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정규적으로 반복되면서 사

회제도나 관습화된 단계의 수준인 무형의 단계(intangible level)를 디자인에 접목시켜 본능적 디

자인(visceral design), 행동적 디자인(behavioral design) 그리고 반성적 디자인(reflective design) 

차원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의 특징은 각각

의 디자인에서 단독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세 가지 차원이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일 것이다. 

Ⅲ. 한국 전통문화를 반영한 패션디자인에 관한 감성적 분석

본 연구는 린의 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모델을 이용하여 한국 전통문화가 반영된 패션디자인 

제품을 각 디자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3가지 단계인 본능적 디자인, 행동적 디자인, 반성적 디자

인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1. 본능적 디자인(Visceral design)

전통 문화의 요소 중 고유의 색상, 형태나 재질, 무늬 등을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디자인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인 전통을 반영한 디자인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 전통

의 무늬나 색상 등을 제품의 겉에 접목시키는 것으로 이상봉의 수묵화나 동양화의 원 포인트 프

린트 방식의 작품이나 전통의 색과 자수 그리고 전통무늬를 소재로 사용한 설윤형의 자수 베스

트, 진태옥의 아시아나 승무원의 유니폼 등으로 특히 외국인에게 색동에 대한 매력적 감성이 한

국 전통문화와 국가 이미지를 연결하고, 예쁘다는 본능적 감정을 일으키는 즉각적인 감성의 영향

을 주는 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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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동적 디자인(Behavioral design)

이 단계는 전적으로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새로운 디자인의 사용성, 기능성 그리고 유용성에 

관점을 두어 현대 생활에 맞게 전통문화 요소를 재창조하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전통문화 상품의 

기능성 외에 현대생활과 맞는 새로운 기능성의 영역을 발견해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노튼(Dries 

Van Noten)의 볼레로 자켓은 현대적 착장 방법인 레이어드룩으로 조화시킨 점과 특히 현대의 트

렌드 소재인 모피를 적용해 이국적인 캐주얼룩으로 젊게 해석한 점은 우리의 전통 문화적 요소에 

대한 서양 디자이너의 새로운 해석의 관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영희는 상하의 소재를 통일시

키고 탑과 팬츠로 코디시킨 저고리와 한복의 유용성에 있어 현대의 이브닝드레스로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하고 있는 드레스가 있다. 즉 이들의 디자인의 관점은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한복

의 새로운 사용 영역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반성적 디자인(Reflective design) 

이 영역에서 린은 전통문화 사회의 정서나 예술, 종교 등의 요소를 새로운 디자인에 응용하여 

소비자의 자기 이미지, 애착 등의 감성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전통문화의 

철학적 사상이 현대 패션을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 이영희는 서구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흰색과 

우리의 전통치마와 결합시켜 웨딩드레스를 만들었다. 우리에게 흰색의 한복은 상복의 색으로 죽

음을 의미하나 서구에서는 순결을 의미하므로 색에 대한 의미를 전환시켜 새로운 색의 영역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서양의복에서 볼 수 없었던 한복의 하후상박형의 조형미는 임진왜란 이후 작고 

짧은 저고리에 풍성한 치마, 웅장한 머리모양의 형태를 가진 한복미로 우리만의 복식미였다. 이

를 93년 파리프레타포르테에 이영희가 처음 한복을 소개한 이후 우리 고유의 조형미가 많은 서양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오웬스(Rick Owens), 마라스(Antonio Marras), 그리고 도나카란

(Donna Karan), 오타나베(Junya Watanabe)의 드레스 등에서 서양의 전통적 여성의 복식미라고 

할 수 있는 풍부한 가슴과 엉덩이를 나타내는 프린세스 라인이라는 전형적인 의복의 구성선을 이

용하지 않고 입체적인 가슴을 드러내기 위한 어떠한 구성선도 없이 하후상박의 몸을 우아하게 감

싸는 치마의 다양한 디자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의 복식미가 서양에는 없는 새로운 복식미로 

재현된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이의 의미는 서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양디자이너가 한국의 

철학적 문화요소가 반영된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전통의 핵심가치를 이끌어 내어, 서양

인들에게 현대생활 속에 한국의 전통문화의 미를 경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Ⅳ. 결론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목 시킨 패션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 Lin의 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모델

을 이용하였다. 본능적 단계의 디자인은 우리 전통문화 소재인 한글, 벽화, 색동 등을 디자인의 

외형에 접목된 것이었으며 과거 디자인과의 차이점은 대량 생산 프린트 방식인 반복의 개념을 적

용한 점이나 색동을 현대적 줄무늬로 만들어 무채색인 회색과의 조화를 이루는 등의 트렌드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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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시킨 점이며,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차별화되어 일차적인 본능적 감정을 일으키는 디자인

이 주류를 이루었다. 행동적 단계는 디자인의 사용성, 유용성의 관점을 두고 전통의 요소를 재창

조하여 기존의 사용방법이 아닌 새로운 유용성의 영역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대의 포멀웨어나 캐

주얼웨어와 같은 구분이 없었던 한복의 아이템을 현대 복식의 규칙으로 바꾸어 사용되게 하여 한

복의 현대적 유용성의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였다. 반성적 단계에서는 우리의 정서나 예술 철학이 

새로운 디자인에 반영되어, 디자인의 경험을 통해 자기이미지, 제품에 대한 애착, 문화적 특징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단계에 해당된다. 이영희의 프레따포르테 참여 이후 그에 영향을 받은 많은 

서양의 유명디자이너의 디자인 사례에서 우리복식의 조형미인 하후상박의 미를 새롭게 현대화시

킨 다양한 이브닝드레스에서 나타났다. 한국의 전통문화 요소가 반영된 디자인을 개발한다는 것

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현대문화 속에서 찾는 과정이며 또한 서양의 디자이너들이 그들의 디자

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체계를 공감하는 것이며 이의 제품을 구매, 소

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나 정체성의 메시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한국 복식의 조형미

는 다시 재창조되어 현대인들은 이를 누리고 소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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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자ㆍ최윤미
충남대학교

Marni 브랜드의 색채 배색 방법의 보색조화 분석
- 2000년~2016년 F/W 컬렉션을 중심으로 -

색채는 패션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 시각적으로 최우선 반응을 유도하며, 구매 시 중요한 결

정요인이다. 이태리 브랜드 Marni의 S/S 컬렉션에 대한 색채분석 연구를 앞서 진행하였고, F/W 

컬렉션에 나타난 배색조화법의 보색대비 사용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셀 색상환에서 10색을 

기준으로 보색조화를 2색 보색대비, 3색 대비인 분보색, 4색 대비인 준보색으로 나누어 고찰하였

다. 양지영(2005)의 패션 디자인의 보색배색의 색채 균형에 관한 연구에서 효율적인 색채 배합에 

관련하여 활기차고 세련된 느낌은 보색조화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2000년부터 2016년 동안 F/W 17개 시즌 컬렉션을 대상으로 보색조화가 활용된 

작품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연구 대상 전체 853작품 중 377작품에 보색조화가 사용되었

고, 보색조화는 2색 대비, 3색 대비, 4색 대비 순으로 사용되었고, 2색 대비는 주황-파랑, 빨강-청

록, 노랑-보라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보색대비 사용으로 화려하거나 뚜렷하고 선명하며, 강

조로 인한 주목성과 시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4색 대비인 준보색 조화는 3가지색 이상 

사용 작품이 세련되고 지적이면서 감각적으로 보이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셋째, 많이 사용된 빈

도를 톤별로 분석하고자 화려한 톤, 밝은 톤, 수수한 톤, 어두운 톤 4그룹으로 나누어 본 결과 수

수한 톤, 화려한 톤, 밝은 톤 순서로 보색대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넷째, 보색 조화를 사용하는데 

톤 사용 방법은 동일한 톤으로 배색하는 것보다는 비비드 톤과 덜 톤 혹은 비비드 톤과 다크 톤

의 조합으로 보색 조화를 활용했을 때, 보색조화의 강렬함을 피하고 세련되면서 안정된 느낌에 

강약이 첨가된 색채 배합을 이루었다. 보색조화는 2색 대비의 강렬한 효과도 많이 사용되나 분보

색, 준보색의 방법으로 서로의 색감을 강화시키면서도 생동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Marni 브랜드의 F/W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배색방법으로 보색대비의 사용빈도가 연구 대상 

작품 중 44%로 높으며, 대부분 보색대비 사용이 2색 대비/3색 대비/4색 대비 순이지만 3색 대비

와 4색 대비 수의 합이 2색 대비보다 많은 것으로 볼 때 직접적 대립보다는 준보색이나 분보색

의 방법으로 완화된 보색 사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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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혜정ㆍ김초롱
전북대학교

전북현대모터스 축구구단 홍보용품 개발을 위한 축구 홍보용 
소품 분석
- 유럽프로축구 명문구단을 중심으로 -

1. 서론

축구는 피파(FIFA)랭킹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수가 204개국일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받

는 스포츠 중 하나이다. 또한 4년에 한차례씩 개최되는 월드컵은 여러 종류의 스포츠를 포괄하는 

올림픽에 비길 만큼 그 인기나 지명도가 높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프로축구인 K리그에 대한 대중

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축구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구단의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타 구단과의 차별화와 이미지 등 외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구단들은 캐릭터, 

엠블럼에서 유니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축구는 

산업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포츠산업이고, 전북현대모터스는 국내 

최고의 명문 축구 구단으로 지역의 문화산업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전북현대모터스’ 선수들이 입고 뛰는 축구 유니폼이나 홍보용 소품 등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 디자인이나 기술 개발 실정을 보면, 품질이나 디자인의 면에 있어서 아직도 개발되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각 프로 구단들과의 차별성 있는 디자인도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유럽프로축구 명문구단 홍보용 소품을 분석함으로써 전북현대모터스를 대표

할 수 있는 홍보용 소품의 개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유럽프로축구 명문구단 중 3팀을 선정하여 홍보용 소품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현

재 유럽의 대표적인 리그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축구리그, 스페인 축구리그, 프랑스 축구리그 중 

깊은 역사와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구단 중 영국 축구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페인 축

구리그의 ‘FC바르셀로나’, 프랑스 축구리그의 ‘올림피크 리옹’의 3 구단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선정한 구단의 홍보용 소품은 각 구단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인 상품 전반을 연

구 범위로 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전북현대모터스’의 온라인 홈페이지와 구단 내 홍보용 소품 매

장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용 소품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홍보용 소품을 살펴보면 홍보용 소품은 장비, 가정용품, 기념품의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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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먼저 장비는 여행용 가방, 축구공, 골프, 신가드, 골키퍼 장갑, 땀흡수 

밴드, 물병, 축구화룸, 액세서리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가정용품은 주방, 욕실, 침실, 사무실 

악세사리, 프린트&포스터로 분류되어 있었다. 기념품으로는 문구류, 깃발&페넌트, 배지&열쇠고리, 

카 액세서리, 장난감, 곰인형&게임, 컴퓨터&게임, 노벨티, 선수 기념품, 머그잔, 유리잔&도자기류, 

도서 및 DVD, 개인 맞춤형 선물제품, 카드&선물포장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각 품목별 소품의 종

류를 살펴보면 장비는 65가지, 가정용품은 61가지, 기념품은 232가지로 총 358가지로 다양한 상

품군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다. 

‘FC바르셀로나’의 홍보용 소품을 살펴보면 홍보용 소품은 장비, 전리품, 홈 액세서리, 심슨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먼저 장비는 액세서리, 가방/지갑, 축구공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전

리품은 액세서리, 뱃지&열쇠고리, 포스터&프린트, 폰 액세서리, 도서&DVD, 응원깃발, 선수 관련 

기념품, 문구용품, 장난감&게임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홈 액세서리는 욕실용품, 침실, 부엌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며, 심슨은 패션, 액세서리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었다. 각 품목별 소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장비는 99가지, 전리품은 642가지, 홈 액세서리는 120가지, 심슨은 100가지로 총 961가

지로 다양한 종류의 홍보용 소품을 갖추고 있었다.

‘올림피크 리옹’의 홍보용 소품을 살펴보면 홍보용 소품은 액세서리라는 카테고리에만 포함되어 

있었다. 액세서리는 주얼리/팔찌, 아기액세서리, 공, 목욕/스포츠 타월, 책, 모자, 자동차 액세서리, 

초콜렛/사탕, 수집가용 제품, 화장품, 접시/머그컵, 드레싱가운, 깃발, 플리플랍, 게임/장난감, 장갑, 

뱃지, 홈 액세서리, 열쇠고리, 목욕용 키트, 라이터, 가방, 음악/폰, 기타 액세서리, 패넌트, 펜/문

구, 폰커버, 인형, 스카프, 슬리퍼, 스타디움 액세서리, 스테이셔너리, 스티커, 트레이닝 액세서리, 

지갑, 시계, 겨울모자 등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각 품목별 소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얼리/팔찌는 

5가지, 아기액세서리는 6가지, 공은 3가지, 목욕/스포츠 타월은 5가지, 책은 3가지, 캡은 8가지, 자

동차 액세서리는 6가지, 초콜렛/사탕은 2가지, 수집가용 제품은 2가지, 화장품은 9가지, 접시/머그

컵은 29가지, 드레싱가운은 1가지, 깃발은 3가지, 플리플랍은 1가지, 게임/장난감은 27가지, 장갑

은 4가지, 뱃지는 2가지 , 홈 액세서리는 1가지, 열쇠고리는 23가지, 목욕용 키트는 4가지, 라이터

는 3가지, 가방은 9가지, 음악/폰은 7가지, 기타 액세서리는 17가지, 패넌트는 4가지, 펜/문구는 

17가지, 폰 커버는 8가지, 인형은 5가지, 스카프는 22가지, 슬리퍼는 2가지, 스타디움 액세서리는 

6가지, 스테이셔너리는 30가지, 스티커는 5가지, 트레이닝 액세서리는 1가지, 지갑은 2가지, 시계

는 1가지, 겨울모자는 7가지로 총 290개의 다양한 상품군의 홍보용 소품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전북현대모터스’의 홍보용 소품을 살펴보면 스카프, 모자, 기프트, 액세서리라는 카

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각 품목별 소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스카프는 4가지, 모자는 3가지였

으며, 기념품은 패넌트, 폰케이스, 넥타이, 공 받침대, 캔들, 방석, 마우스패드, 캐릭터토이, 손목

아대, 금장볼펜, 달력, 담요, 사인볼, 엽서 등의 26가지였다. 액세서리는 욕실매트, usb, 차량스티

커, 핀버튼세트, 컵코스터, 냉장고자석, 러기지택, 메모곶이, 아이링, 엠블럼 볼펜, 우산, 이어캡, 

그린펀치, 망원경, 포스트잇, 팬시스티커, 차량용번호 알림판, 소형나팔, 에코백, 팬시볼펜의 20가

지로 총 53개의 적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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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가지 구단의 홍보용 소품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전북현대모터스’의 홍보용 소품은 유럽프

로축구구단들에 비해 규모와 팬 층의 차이가 있어 타깃과 컨셉의 면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디자인 면에서 살펴보면 4개 구단의 홍보용 소품에는 공통적

으로 선수들의 유니폼, 선수별 등번호, 구단의 엠블럼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 중 디자인을 구

별 짓는 가장 큰 요소는 홈경기와 어웨이 경기를 위한 유니폼 색상이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

드’는 레드, 블루, 화이트, 블랙, ‘올림피크 리올’은 화이트, 레드, 블루, 블랙, ‘FC 바르셀로나’는 

블루, 레드, 블랙, ‘전북현대모터스’는 그린, 라임 그린, 화이트, 블랙의 색상을 다양하게 조합하거

나 변화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컨셉 면에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과 영유아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던지(‘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올림피크 리올’), 유명 캐릭터 ‘심슨(Simpsons)’을 이용하거

나(‘FC 바르셀로나’), 크리스마스 시즌 이미지를 살리는(‘FC 바르셀로나) 등 유럽 구단들이 귀엽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적극 도입한 아이템들이 눈에 띄었던 반면, ‘전북현대모터스’는 컨셉 및 타

깃의 면에서 남성의 팬에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우 ‘아디다스’, ‘콜롬

비아’ 등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디자인, 레트로 이미지의 디자인 등과 같이 다양한 스포

츠 웨어가 개발되어 있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유럽프로축구 명문구단 홍보용 소품을 분석함으로써 ‘전북현대모터스’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용 소품의 개발 방안을 알아보는 데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전북현대모

터스’는 우수한 성적과 두터운 팬 층을 배경으로 홍보용품들이 갖는 시장성은 긍정적인데 반해, 

유럽프로축구 구단에 비해 보완되어야할 면이 많았다. 특히 상품의 디자인 컨셉과 타깃 면에서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개발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4개 구단의 분석만으로 그쳤으나, 앞으로 

타 구단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와 평가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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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현ㆍ권미정
부산대학교

웨스 앤더슨 영화에 나타난 유니폼에 관한 연구
- 영화 <문라이즈 킹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중심으로 -

1. 서론

영화 속에서 의상은 주인공을 관객들에게 설명하는 시각적인 도구가 되고, 영화 전체의 분위

기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인공에 대해 알아갈 수는 있지만, 주인공

이 처음 등장했을 때 관객들은 그 인물이 입은 옷을 통해 인물의 성격, 취향, 직업, 처해진 상황, 

시대적 배경 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영화 속 인물의 의상의 변화는 그 인물의 심리적, 

상황적, 경제적 변화를 암시하기 때문에 영화의 전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주인

공이 영화 속에서 입었던 의상이 캐릭터와 잘 부합할 경우 그 자체가 스타일이 되어 그 영화를 

상징하기도 한다.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은 ‘미학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는데 덕분에 패션계에서도 

그의 영화 작품들을 주목한다. 대표작 <로얄 테넌바움>과 같은 그의 영화들에서는 유사한 미학적 

요소가 차용된다. 웨스 앤더슨과 그의 영화 작품들이 패션과 관련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미학적 측면에서 영상미나 촬영 기법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웨스 앤더슨 

영화들에서 나타난 영화 의상에 관한 연구는 전무했다. 그의 총 8편의 장편 영화들에는 분량의 

차이는 있으나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요소가 있는데, 이는 영화 의상으로서 유니폼이 

항상 등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웨스 앤더슨 영화 작품 속에 영화 의상으로 활용된 유니폼의 조형적인 

특징의 분석을 통하여 내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웨스 앤더슨의 작품들 속 영화 의상인 유니폼의 조형적 특징을 이해한다.

둘째, 영화 속 의상으로서 유니폼의 내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유니폼이 잘 표현된 웨스 앤더슨 영화 작품들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영화 <문라

이즈 킹덤(2012)>,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이

론 연구로는 논문, 저서,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고, 사례 연구로서 웨스 앤더슨 영화 작품 속

의 유니폼들을 분석하였다.

2. 웨스 앤더슨의 영화 작품들과 패션 

웨스 앤더슨(Wes Anderson, 1969-, 미)의 영화들은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라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로 ‘앤더슨 터치’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시각적으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를 추

구한다는 그는 강렬하고 시각적인 색채를 이용해 화려한 미적 감각을 드러낸다. 작은 소품 하나부



64 _____ 에코 테크놀로지 & 패션

터 세트, 의상, 조명, 구도, 동선, 카메라의 각도와 움직임을 모두 고려해 아름다운 색채와 의도적

으로 공간을 구성해 영화의 ‘미학적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그는 영화 속 주인공들의 상황적 변화

와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각각 주인공의 의상과 화면 속 주된 색상의 변화를 통해 제시한다.

웨스 앤더슨의 패셔너블한 의상과 색상의 활용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패션계와 관계를 맺어

왔는데, 미우치아 프라다는 그의 팬임을 자청하며 ‘프라다: 캔디(2013)’ 광고와 프라다 패션 필름 

‘카스텔로 카발칸티(2013)’ 연출을 그에게 의뢰했다. 또, 앤더슨의 영화 작품들과 영화 속 인물들

의 의상은 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컨셉트에 영감을 주기도 한다. 추억, 노스탤지어가 트렌드

였던 2015 F/W 시즌 Gucci, Lacoste, Bally 등의 브랜드에서는 14년이 지난 웨스 앤더슨의 2001

년 작 <로얄 테넌바움> 속 기네스 팰트로가 연기했던 마고 테넌바움과 그녀의 오빠 리치 테넌바

움을 런웨이에서 재현해 내었다.

3. 영화 속에 등장한 유니폼의 조형적 특징

영화 <문라이즈 킹덤>은 어린 소년, 소녀 커플이 둘만의 아지트를 찾아 사라지고 그들을 찾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카키 스카우트 단원인 소년이 주인공이므로 스카우

트 단원복의 유니폼이 시종일관 등장한다. 베이지, 카키, 브라운 색상의 면 소재 긴팔 셔츠와 반

바지에 무릎까지 오는 니 삭스를 매치해 전체적으로 사각형 실루엣을 띤다. 노란색의 스카프를 

두르고 셔츠에 각종 훈장과 배지를 부착한 것이 특징이며, 캐릭터 각각 의 성격에 따라 개리슨 

캡, 캠페인 햇, 베레모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착용했다.

영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그랜드 부다페스트이라는 유명 호텔의 전설적인 관리인 구

스타브의 이야기로 Zubrowka라는 가상의 공화국에서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며 로비 보이인 

제로가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린 모험담이다. 영화 속에서 호텔 유니

폼, 죄수복, 수도복, 제빵사 유니폼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유니폼이 등장하는데, 그 중 호텔 

유니폼이 주된 의상이다. 호텔 직원의 유니폼은 공통적으로 보라색의 펠트 소재를 사용하고 사각

형 형태의 스트레이트 실루엣이나, 직원들의 계급에 따라 의상이 달라진다. 지배인 구스타브는 

보라색 펠트 소재의 테일 코트에 흰색 셔츠, 연보라색의 베스트와 수트 팬츠를 착용하고 보라색

의 보타이를 착용한다면, 로비 보이 역의 제로는 보라색 펠트 소재의 상, 하의에 ‘LOBBY BOY’라

는 문구가 적힌 보라색의 필박스 햇을 착용했다.

4. 영화 속에 나타난 유니폼의 내적 의미

본 연구의 결과 영화 <문라이즈 킹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등장한 유니폼이 공

통적으로 가지는 내적 가치는 소속감, 권위성, 사명감으로 나타났다. 첫째, <문라이즈 킹덤>의 카

키 스카우트 단복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호텔 유니폼은 각각 카키 스카우트라는 단체의 

구성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직원이라는 동질감과 동료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같은 유니

폼을 착용함으로써 소속감을 드러냈다. 둘째,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카키 스카우트 단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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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호텔 직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니폼을 통해 보여주며 그들의 자

부심과 나아가 권위성을 드러낸다. 셋째, 유니폼은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

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 직업의식, 사명감을 일깨우는 도구로서 작용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웨스 앤더슨 영화 <문라이즈 킹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영화 의상으

로 나타난 유니폼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영화 속에서 나타난 유니폼은 시대적, 공간적 배경에 따른 실제 유니폼들의 철저한 분

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영화 속 상황이나 미학적인 목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형됨을 알 

수 있었다. <문라이즈 킹덤>과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속 유니폼은 사각형 실루엣으로 각각 

일반적인 보이 스카우트 단복과 호텔 지배인, 직원들의 유니폼의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

지만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카키 스카우트의 문제아로 나오는 주인공 샘에게 일반적 보이 스카

우트 대원이 착용하는 모자 대신 너구리 꼬리 모자를 매치했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미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반적 호텔 유니폼보다 더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사무적인 느낌을 덜

고 영화 의상에 적합하게 변형시켰다. 둘째,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유니폼은 단순히 인물들의 직

업이나 역할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소속감, 권위성, 사명감의 내적 가치들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문라이즈 킹덤>에서는 카키 스카우트 대원들이 단원복을 입음으로써 카키 스카우

트의 소속감을 부각시켰다. 반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는 유니폼이 호텔 직원들의 사명

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이 컸는데, 유명한 호텔의 직원이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최상

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직업의식을 강화시켰다.

영화 속 유니폼은 영화 의상으로서 주인공들이 착용하는 옷이라는 1차적인 역할 이외에 영화

의 전개와 의미 전달을 위한 장치로 사용되어 영화적 기호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웨스 앤더슨의 후속 영화들에서 나타나는 유니폼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영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화 속 의상들을 주목해야 할 것임을 시사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영화 의상에 관한 후속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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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ㆍ권미정
부산대학교

샤넬의 컬렉션에 나타난 무대연출디자인의 특성

현대 사회가 대량생산과 소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패션산업 또한 변화하고 있다. 현대 패션

은 유형의 상품보다는 문화상품을 즉,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디

자인의 옷을 입는 것은 그것이 나타내는 사회적 의미에 공감하고 이를 표상한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패션 브랜드는 차별화된 정체성의 확립이 요구되고,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

는 이벤트 중 하나인 패션쇼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패션쇼의 일반적 의미는 ‘살아있는 모델에게 작품을 입혀 무대 위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것’으

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판매촉진의 수단이며, 브랜드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매

체로서 소비자인 관객에게 생동감을 주어 재미있고 친밀하게 유행의 경향을 보여 주고 상품을 소

개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패션쇼는 새로움을 원하는 대중들을 만족시킬만한 다양한 형식의 

패션쇼를 시도하고 일률적인 구성을 벗어나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단순히 쇼 피스를 소개하고 

홍보를 통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성 있는 이미지를 각인하고 소비

자의 감성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패션쇼는 전형적인 장소

와 공간의 구성을 탈피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디자이너의 의도를 보다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

한 무대 연출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대연출디자이너인 Stephan Lubrina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독창적

이고 창의적인 연출을 선보이고 있는 샤넬 컬렉션에 나타나는 무대연출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한다. 

선행연구로는 샤넬 패션쇼에 나타난 공간 연출의 표현 유형과 미적 특성을 파악한 연구(Kim 

& Kim, 2013)와 샤넬 패션쇼에서 나타난 패션쇼와 인터미디어의 관계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Lee 

& Lee, 2016)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프레타포르테와 오뜨꾸뛰르 컬렉션의 무대연출디자인의 차

이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실증적 연구로는 2012년도 S/S부터 2016년도 

F/W까지 Prêt-à-Porter와 Haute Coutre의 20개 컬렉션을 분석하였다. 5년간의 쇼 자료와 영상은 

샤넬 공식 홈페이지(www.chanel.com), 패션컬렉션 정보 사이트인 보그(http://www.vogue.com)

와 동영상 전문 커뮤니티 유투브의 샤넬 공식 계정(www.youtube.com/user/CHANEL)을 살펴보았

다. 이론적 연구를 위해서는 관련 논문, 학술지, 저서와 인터넷 등에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

며 이는 패션쇼 연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

는데 그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샤넬의 컬렉션에 나타난 무대연출디자인의 특성은 재현성, 시의성, 예술성, 역사성

으로 나타났다. 

첫째, 패션과 관객사이의 몰입을 극대화하고 흥미를 높이는 재현성에는 특정 공간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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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하는 전체 재현과 공간을 대표하는 소품들로 꾸며진 부분 재현으로 나뉜다. 전체 재현은 쇼

핑센터, 공항, 레스토랑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레타포르테에서 연출되었다. 샤넬의 쇼핑센터는 

10만 개에 달하는 상품들을 모두 샤넬의 브랜드화를 거쳐 연출하여 보는 재미를 더하고, 샤넬 에

어라인은 비행 스케줄이 표기된 전광판과 카운터에서 직원이 출국 소속을 도와주며 장소의 현실

감을 높여 관객들은 쇼에 더욱 몰입할 수 있었다. 터미널은 물론이고 수화물 컨테이너와 창문 밖

으로 보이는 하늘의 배경까지 공항을 그대로 옮겨 현장감을 더했다. 또한 상황에 맞는 모델의 연

기를 통해 보는 재미를 더하는데 레스토랑에서는 웨이터들이 문을 열어 환영해주며 바쁘게 그릇

을 닦고, 모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식의 연기는 관객들이 쇼에 공감하게 만들고 

이러한 정서적 개입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체험하게 한다. 부분 재현으로는 무대 중앙에 테이블을 

두고 카지노처럼 게임을 하거나, 실제 꾸뛰르 작업실처럼 마네킹과 작업도구를 설치하여 디자이

너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등 전체 재현보다 규모는 작지만 관객들에게 흥미를 준다. 이

처럼 재현성은 다음 쇼의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찾아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며 동시에 패션 또한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둘째,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관객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시의성은 구성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이슈를 던져 이를 재고하여 선진적 의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에너

지, 여성 인권은 프레타포르테에서 자연 보호와 지속 가능성은 오뜨꾸뛰르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샤넬이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사회적인 과제를 고뇌

하는 브랜드임을 인지시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립하고 있다. 거대한 풍력발전 오브제를 런웨이

에 줄지어 위치시키고 바닥에는 태양전지 패널을 타일처럼 연출한 쇼에서는 삶에서 에너지가 가

장 중요하고 늘 함께 하고 있으며 매일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메시지와 함께 현대에 살아가고 있

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시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시위에서 모티브를 

얻어 모델들이 거리에서 슬로건을 들고 시위하며 꾸며낸 쇼에서는 샤넬의 창립자인 가브리엘 코

코 샤넬이 디자인에 담고자 했던 심플한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연출을 선보였다. "What do 

we want? Free! When do we want it? Now!"를 외치며 행진하던 모델들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성 평등의 메시지는 어떠한 방식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이었다. 또한 샤넬의 컬렉션에서는 

자연을 모티브로한 무대 연출이 많은데 이는 자연에 대한 찬미와 더불어 자연을 보호하고 유지하

자는 사회 구성원들의 과제를 암시한다. 바다 아래서 수백만 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산호, 

조개, 해마, 진주를 모티브로 한 연출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나무 판넬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환

경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셋째, 아트적인 오브제 또는 예술 매체와 융합하는 예술성은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를 강화하고 쇼의 분위기를 극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아트 갤러리는 프레타포르테에서 오케스트

라는 오뜨꾸뛰르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커다란 지구본에 샤넬의 위치를 모두 빛나게 하여 샤넬의 

규모를 드러내고 위치를 확고히 하거나, 예술과 패션의 만나는 아트 갤러리를 연출하여 모델들과 

옷도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지게 하였다. 또 오케스트라와 유명 밴드의 공연으로 장르간의 융합을 

보이며 쇼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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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가브리엘 샤넬이 운영하던 부티크부터 현재까지의 역사가 있는 브랜드임을 강조하는 전

통성은 타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프레타포르테에서는 가브리엘이 운영하던 

황금기의 캄봉 부티크 살롱 쇼처럼 꾸민 무대로 모든 관객들은 프런트 로에 앉아 쇼를 감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려는 캣워크가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 꾸뛰르 전성시대에 디자이너가 고객

에게 옷을 선보이던 방식으로 샤넬다움의 역사를 이어가는 연출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샤넬의 프레타포르테에서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전체 재현을 통한 연출로 대

중과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상업적인 성격이 강한 컬렉션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

을 받기 때문에 재현성을 통하여 화제를 만들고 샤넬의 비즈니스 규모를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었

다. 또한 시의성이 드러나는 무대가 많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과제를 고민해보고자 

함이라 생각된다. 반면 오뜨꾸뛰르는 아트적인 성격에 맞게 오브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고급화

하여 샤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무대연출이 돋보였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연출보다는 런

웨이 앞이나 옆으로 오브제를 사용하여 중앙으로 관객들의 시선을 고정시켜 옷에 집중할 수 있는 

무대디자인이 많았다. 샤넬 컬렉션에 나타난 무대연출디자인은 각 컬렉션마다 새롭고 창의적인 

무대들로 시선을 유도하고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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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에 관한 연구

예술성과 산업성을 동시에 함양하고 있는 영화는 현대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 예술의 산물로, 이를 

기반으로 개최되는 영화제는 다양한 스토리를 내포하고 있는 영화를 대중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영화계의 여러 유명 인사들까지도 참석하는 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화제에서 가장 주

목할 만한 것으로 여배우들의 다양한 패션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레드 카펫 드레스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여배우들이 함양하고 있는 이미지를 고양시키거나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왔던 특정 이미지의 전

복을 통하여 여배우 자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

한, 레드 카펫 드레스는 아름다움에 대한 시대적 이상까지도 표상화하여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다. 본 연구는 중국의 3대 영화제로 일컬어지는 금계 백화 영화제, 베이징 영

화제, 상하이 영화제에 나타난 중국 여배우들의 레드 카펫 드레스를 토대로 디자인의 경향과 미적 특

성을 분석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영화제 및 대외 행사에 참석하는 중국 여배우들의 아름

다움이 효과적으로 반영된 드레스 디자인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중국 영화제와 레드 카펫 드레스에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한 이론적 연구와 2011년부터 2015

년까지 최근 5년간 중국 영화제의 레드 카펫 드레스 이미지 총 330장을 실루엣, 색채, 소재, 디테일

의 분석 기준에 입각하여 내용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영화제에 나타난 레드 카펫 

드레스의 특성은 첫째, 여성의 신체적 특질의 노출과 은폐를 통한 관능미이다. 이는 깊이 파인 네크

라인을 통하여 목이나 어깨, 가슴 등 여성 신체의 특정 부분을 외부로 드러내거나, 여성의 신체에 드

레스를 밀착시켜 곡선의 라인을 강조, 또는 특정 신체 부분에 드레스의 절개 및 레이스, 망사 등 비

치는 소재를 절충하여 간접적으로 신체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체의 과감

한 노출과 적절한 은폐를 통해 형성되는 긴장감은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한층 강조함과 동시에 에로

틱하면서도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자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단일 색상의 활용 및 실루엣의 길

이와 형태를 강조한 우아미이다. 블랙 또는 화이트 계열의 무채색 또는 고채도의 색상과 함께 롱 앤 

슬림 라인이나 롱 앤 플레어 라인 등과 같이 신체를 따라 길게 흐르는 듯한 실루엣은 여성으로써 단

아하면서도 우아한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비즈, 레이

스, 자수 등 드레스의 화려함을 더해줄 수 있는 장식적인 요소들을 접목한 장식미이다. 장식적인 디

테일의 활용은 주로 단순한 실루엣을 함양한 드레스에 전체적으로 활용되어 화려함을 더해주거나, 여

배우가 강조 또는 은폐하고자 하는 신체의 특정 부분의 위치에 부분적으로 적용되어 대중들로 하여

금 시선을 유도 또는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장식이나 실루엣의 절제를 통한 

단순미이다. 일반적으로 레드 카펫 드레스는 여배우를 행사장에서 한층 돋보이게 하려고 화려한 형태

를 띠는데, 역설적으로 장식을 배제하고, 극도로 단조로운 형태의 드레스로 표출되어 의복보다는 여

배우 자체에 보다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효과를 자아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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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적 감성을 이용한 캘리그래피 티셔츠 디자인

21세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진보로 정보의 확산과 공유가 동시에 일어나며 과학기술이 첨단화

를 지향하게 되면서 현대인의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을 지향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지향적인 성향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과 맞물려 문화 전반을 이끄는 코

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주를 대표하는 축제를 컨셉으로 한글 캘리그래피 티셔츠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캘리그래피(calligraphy)는 그리스어인 캘리(kallos)라는 어휘와 그래피(graphy)라는 어휘의 합성

어로 캘리는 ‘아름답다’는 의미이며 그래피는 ‘서체’, ‘서풍’, ‘필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

적으로는 자유롭고 유연한 서체형식으로 흔히 서예와 디자인의 조합을 캘리그래피라고 부른다. 본 

논문에서는 전주에서 10년 이상을 꾸준하게 지속하고 있는 전주의 대표 축제를 테마로 축제의 로

고와 캐치프레이즈 등을 이용하여 총 3건의 캘리그래피 티셔츠를 디자인하였다. 첫 번째는 국제적 

규모의 전주세계소리축제를 테마로 하였고, 두 번째로는 역시 국제 행사인 전주한지문화축제를 테

마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전주의 오랜 축제로 기록되고 있는 단오축제를 테마로 하였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소리를 테마로 하여 ‘음표’를 이용해 축제명과 함께 캘리그래피로 표현하였

다. 전주한지문화축제는 국제적인 패션쇼로 작가들이 한지를 이용해 의상을 만들어 선보이는 행사

이다. 따라서 그 규모에 어울리도록 한문, 영문 등을 조합하여 행사의 특성이 잘 살아날 수 있도

록 캘리그래피를 디자인하였다. 전주단오축제는 단오의 풍습인 창포물에 머리감기 등을 큰 특징으

로 하여 1959년부터 이루어진 역사 깊은 축제로 과거에 비해 현재는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함께 

진행되는 형식으로 그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전주에서 이어지고 있는 단오라는 컨셉을 특

징으로 ‘전주단오라 좋다’, ‘단오날’, ‘단오날 전주에서 만나요’ 등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캘리그래피라는 정형화되지 않은 창조적 조형성을 바탕으로 캘리그래피가 가지는 

희소성, 독창성, 유연성 등을 이용해 패션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더하여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표

현함과 동시에 전주의 축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홍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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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패션 산업에 나타난 인공지능기술 융합에 관한 연구

최근 Google이 설계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AlphaGo'가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이란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

술을 통해 인간의 사고 행동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 구현된 과학적 개념으로 AlphaGo의 사례

는 과거 공상과학영화에서 존재하였던 인공지능이 머지않아 현실의 세계에 도래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과학 기술 융합에 의한 사이버 실물 세계의 구현이라는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패션 산업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패션 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현대 패션 산업에서 어떠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발전을 모색하

고 있는지 적용 사례에 대한 분석과 그 특수성에 대해 고찰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여러 분야 간의 정보 공유 및 융합을 통하여 인간의 삶에 질적 향상을 진척시킬 수 있는 인공 

지능 패션 상품의 개발을 모색해볼 수 있으며, 의류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에 대한 학문적 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전문서적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이론적 연구와 최근 5년간 현대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현대 패션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접근의 특성은 첫

째, 외부 환경 변화 기반의 접근이다. 대표적인 예로 ‘COWAROBOT R1’이라 명명된 캐리어 가방

은 내부에 장착된 감지기와 모니터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거리를 인식, 자기 스스로 소비자에게 

이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인공지능

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하여 구현되는데, 단일적 변화만을 인식할 수 있는 코드가 내장된 센서 

또는 소재를 패션 상품에 접목하여 스스로 통제 또는 행동하게 함으로써 물리적 경험 세계 내에

서 인간에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패션 상품에 다채로움을 더해줄 수 있는 하나의 독립

적인 지능체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내부 환경 변화 기반의 접근이다. 이는 패

션의 주체자인 인간을 중심으로 실현되는 인공 지능으로, 인간의 감정, 또는 신체의 변화를 인지

할 수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패션 상품에 반영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간에게서 발현되는 

다채로운 변화 양상들은 하나의 코드로 치환되어 프로그램상의 명령어를 통해 의복의 형태, 색상, 

또는 패턴에 새로운 시각적 변모를 유도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인간의 정신적 또는 물

리적 실체에 대한 변화된 데이터를 패션이라는 하나의 시각적인 기호로 표상화한다고 할 수 있

다. 셋째, 빅데이터 기반의 접근이다. 현재 다수의 패션 관련 기업들이 선보이는 인공지능 관련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 플랫폼은 비구조화된 정보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다. 이를 딥러닝 기술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축적되어 왔던 패션 소비자들에 관한 방

대한 양의 선험적 빅데이터를 관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패션 상품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에 있어서 보

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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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lace knit 디자인 분석

1. 서론

21세기로 접어들어 패션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하여 편안함

이 강조되는 니트 패션이 주요 아이템으로 부상하였다. 니트 의류는 신축성과 유연성이 높아서 

스포츠용 또는 레저용 의류로 적합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매년 증가해 왔다(김인숙, 2003). 1990

년대 후반부터 니트의 전통적인 패턴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니트 디자인이 

세계적인 유명 패션컬렉션에 제안되었다. 니트 패션에 대한 인기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서 

패션컬렉션에 발표된 새로운 니트 디자인의 경향을 분석하는 것은 패션업체들에게 있어 중요한 

유행정보로 사용될 수 있다. 

니트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니트의 역사에 관한 연구(전현옥, 2002), 핸드 니트나 기계편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디자인 개발 연구(김인숙, 2003)가 있고, 니트 마케팅에 관한 연구(김계연, 

2001), 니트 기법 특성에 관한 연구(권진, 2005) 등이 있다. 이밖에도 예술적인 관점에서 니트 디

자인을 분석한 연구(이혜영, 2002) 등이 시도되었으나 구체적으로 lace knit의 디자인 특성을 분

석한 실증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니트 디자인 가운데 특별한 외관으로 니트 패션에 

자주 출현하는 lace knit의 디자인 특성에 관하여 패션잡지를 연구 자료로 선정하여 다량의 일차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니트의 특성

니트는 루프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조직이 가능하며, 대분하여 위편과 경편으로 나뉜

다. 위편(weft knit)은 루프를 형성하는 편성방법, 루프의 배열구조, 또는 합사방법에 따라 가로방

향으로 진행하여 평면상의 편성물을 만들거나 원형으로 진행하며 원통상의 편성물을 만든다. 위편

은 루프가 가로 방향으로 배열된 코스(course)가 표면에 나타난다. 경편은 니트 기계의 바늘이 수

직으로 반복하여 루프의 열이 세로방향으로 조성되는 것을 웨일(wale)로 이루어진 편성물이다.

위편은 한 줄의 실이 가로로 한 코씩 연속적으로 연결되며 천의 넓이를 가로질러 한 쪽 끝에

서 다른 쪽 끝까지 수평하게 가로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짜여 지는 것이다(이선희, 1990). 위편은 

직물과 같이 편편하게 또는 옷감의 폭을 조절할 수 있게 횡편기(flat knitting machine)를 사용해서 

편직될 수도 있고, 재봉선이 없는 스타킹처럼 환편기(circular knitting machine)에 의해서 원통의 

편성물로도 생산될 수 있다. 기본 니트에는 plain knit, purl knit, rib knit가 있으며, 이 외에도 

lace knit, Jacquard knit, Intarsia knit, cable knit 등 다양한 조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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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e knit는 레이스 조직((lace stitch)을 이용하여 일정한 무늬를 형성하는 니트로 표환이 코 옮김

에 의하여 투공편을 형성하여 투공편이 의도하는 무늬를 연출하게 하는 것으로 그 응용범위가 상

당히 넓다(그림 1). 위편의 용도는 주로 스웨터, 내의, 스포츠웨어, 양말, 모자 등에 활용된다. 

표면 이면

 

그림 1. Lace knit의 조직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0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6년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여 lace knit 

디자인의 특성분석을 위해 패션잡지 Collezioni와 Collezioni Donna에 나타난 lace knit 작품 총 

128건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여 item, silhouette, detail(neckline, collar, sleeve), color 등의 4개의 

category를 분석항목으로 정하였다. 세계 주요 컬렉션인 밀라노, 파리, 뉴욕, 런던, 마드리드 컬렉

션에서 발표된 Prêt-à-Porter Collection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의 사진은 가능한 정

면을 선택하였으며 시각적인 분석만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20세기 초 6년간 발행된 패션잡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lace knit 작품 총 128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첫 번째 분석 항목인 item은 모두 14종류로 비교적 다양한 item의 lace 

knit가 나타났으며 pullover 59건(46.1%), cardigan 19건(14.8%), one-piece dress 12건(9.4%), ca-

misole 8건(6.3%), vest 8건(6.3%)의 빈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상의에 많이 쓰이는 니트의 특성

이 lace knit에서도 적용되어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니트 아이템으로 알려진 pullover sweater, 

cardigan, vest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레이스가 보여주는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하는 one-piece 

dress에도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Silhouette을 분석한 결과는 slim 64건(50.0%), straight 23건(18.0%), H-line 21건(16.4%), fit & 

tight 6건(4.7%), shift 6건(4.7%) 순으로 나타났다. Lace knit 에는 일자형의 silhouette이 가장 많

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t & tight와 shift silhouette과 같이 몸에 꼭 맞는 silhouette 보

다는 여유가 있는 silhouette이 lace knit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FW Madrid 

Collection의 Joaquim Verdu 작품에서 보이는 H-line silhouette의 lace knit pullover는 round 

neckline과 drop shoulder sleeve 형태의 detail로 feminine image를 제안하였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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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에 있어서 neckline은 round neckline 19건(18.3%), camisole neckline 15건(14.4%), tur-

tle neckline 12건(11.5%), high neckline, V neckline 10건(9.6%) 순으로 나타났다. Lace knit의 

neckline으로는 round neckline과 camisole neckline의 출현이 높게 나타나 비교적 단순한 neck-

line의 처리가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neckline은 그림 24에서 camisole neckline과 그림 

25에서 round neckline에서 볼 수 있다. Collar는 bertha, Peter Pan, shawl, triangle collar 3건

(12.5%), cape collar 2건(8.3%), hood 1건(4.2%) 순으로 나타났다. Collar의 사용은 모두 6건으

로 lace knit에는 collar가 매우 드물게 사용되었으며, 6건의 칼라는 bertha collar, Peter Pan col-

lar, triangle collar, shawl collar가 이용되어 비교적 크기가 강조된 collar가 lace knit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Lace knit 

sweater.

(Joaquim Verdu, 

2000 F/W Madrid 

Collection)

 N91-40 N94-85
그림 3. Round 

neckline lace knit

(Esteve Sita Murt,

2003SS BARCELONA) 

그림 4. Camisol 

neckline lace knit

(Josep Font,

2003FW BARCELONA)

 

Sleeve는 set-in sleeve 44건(34.4%), sleeveless 43건(33.6%), raglan sleeve 13건(10.2%), dol-

man sleeve 11건(8.6%) 순으로 나타나, 기본적인 sleeve의 형태가 주로 보이며 이 외에는 편안하

고 여유가 있는 raglan과 dolman sleeve 형태가 비교적 빈도가 높았다. Color는 white range 29

건(22.7%), yellow range 22건(17.2%), black range 16건(12.5%), beige range 11건(8.6%), gray 

range, blue range 8건(6.2%)으로 나타났다. 20세기 초의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여 white, black, 

gray와 같은 무채색이 높은 비율로 출현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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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연구결과, lace knit item도 pullover나 cardigan 같은 전통적인 니트 아이템에 가장 많이 적용

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니트와 비슷한 특성을 보였다. Silhouette과 detail의 사용에 있어서는 

lace knit만이 보여주는 특유의 외관을 강조하는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단순하고 편안한 스타일이 

많이 나타났으며 color의 경우는 패션 트렌드의 영향으로 20세기 초에 유행했던 색이 주로 적용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니트는 하이패션뿐만 아니라 기능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캐주

얼 감각의 스포츠와 레저용 의류로도 확대되고 있어서 소비자의 정서와 감각에 맞는 디자인의 개

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업체의 상품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권진 (2005). 현대 니트웨어의 니트 기법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계연 (2001). 니트웨어 구매행동 분석을 통한 상품기획.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숙 (2003). 기계편직물에 의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선희 편역 (1990). 기계니트Ⅰ-편물의 구조와 짜임. 조형출판사.

이혜영 (2002). 현대 미술 의상에 표현된 니트 기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현옥 (2002). 니트웨어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6 _____ 에코 테크놀로지 & 패션

이세영ㆍ김장현ㆍ김영삼
중앙대학교

자연적 모티브가 반영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

현대 패션 산업에 있어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대중들에게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가

장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자, 매장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키는 매개적인 공간

으로써 그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여러 패션 브랜드들은 그들만의 차

별화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중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

도하고 있다. 특히, 자연적 모티브가 반영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기반의 삶을 영위

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재현된 가상의 자연 공간 속으로 동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서

적 안정감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즐거움까지도 선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자연적 모티브에 주목하고, 공간 연출 유형과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패션 산업에서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질적 향상을 모색

해 볼 수 있으며, 향후 브랜드만의 독자성이 반영된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윈도우 디스플레이와 자연적 

모티브에 관련된 전문서적 및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이론적 연구와 최근 5년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연적 모티브가 반영된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시각적인 이미지 자료를 토대로 내

용 분석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자연적 모티브가 반영된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특성은 첫

째, 과장성으로 3차원의 입체적인 형상 또는 반부조로 이루어진 자연 형상을 단일 혹은 복수의 

형태로 거대하게 확장하거나 광활하고 웅장한 자연의 풍경이 그려진 회화나 일러스트 작품을 거

대하게 확장시켜 공간의 후면부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이 한정된 공간 속에서 하나의 물성을 과

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관찰자의 가독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의미를 상징화시켜주

는 기호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역동성이다. 인공적으로 제작된 자연물의 오브제를 

연속적ㆍ점진적 또는 방사형으로 배치하여 방향성을 갖게 함으로써 다채로운 리듬감이 형성되고, 

마치 자연물의 오브제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을 자아내게 된다. 이와 같은 디스플레이는 

나비나 열대어, 또는 홍학 등과 같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자연물의 습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추상성이다.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형태의 해체와 재해석, 이질적인 재

료나 색상의 조합을 통한 추상적인 표현은 현실 세계에 고정되어 있는 자연 형상의 체계를 전복

시켜 기존에 자연물이 함양하고 있었던 고유의 이미지를 해체시킨다. 이는 이성적인 의식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심상에 자유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또 다른 자연으로의 

이입을 통한 유희를 느끼게 해준다. 이처럼 자연을 전혀 새로운 형태로 창출한 패션 윈도우 디스

플레이는 브랜드가 지향하고자 하는 독창성이나 예술성을 소비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브랜

드 아이덴티티의 시각적 소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절충성이다. 

자연의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다양한 기법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절충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은 다

의적인 의미를 함양하게 된다. 이는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가 종전에 추구하였던 연출보다 좀 더 

새로운 조형질서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린 사고를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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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Shoe Design Utilizing 3D Printing Technology

The 3D printing technology is a new technology that receives the highest attention in the 

world and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products utilizing this technology is progressing 

rapidly. This technology is utilized in diverse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 medical, aero-

space, automobile, and toy industries as well as in the clothing industry(Wohlers Associates, 

2012; Kim, 2016). However, there have been difficulties in utilizing the 3D printing technol-

ogy for actual clothing products thus far due to limitations of 3D printer materials. Therefore, 

in the area of the clothing industry, the 3D printing technology is mainly utilized for clothing 

goods such as shoes, hats, and fashion accessories(Lee & Lee, 2016). 

This study is to propose shoe design utilizing the 3D printing technology thereby prepar-

ing a foundation for 3D fashion product development studies. In the present study, shoes 

were designed utilizing the Rhino CAD program and the 3D shoes designed as such were 

made using the Projet type 3D printer Projet 660 Pro from 3D Systems Co. that enables high 

precis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diverse colors. For the 3D shoe design in this study, 

firstly, design trend was analyzed and inspiration was drawn from the designs of traditional 

Korean style houses to use the traditional patterns of the door frames and window bars of 

Korean style houses on the heels and uppers of shoes. Secondly, utilizing the Rhino CAD 

program, reference lines for female shoe sole design were drawn as polylines. Then, sole 

outlines and heels were designed, and shoe uppers above the foregoing were designed. 

Lastly, layers were made for individual shoe parts where colors were necessary to designated 

colors by shoe part, and the completed designs were stored in a 3dm file format. 

The 3D shoe production process utilizing a 3D printer is as follows. First, to print out 

shoes using the 3D printer, the 3dm format file of the shoe design made using Rhino CAD 

is imported into the 3D printer output program and cross-sectional diagram layers for lami-

nation that can be output by the 3D printer were made. Thereafter, as outputs from the 3D 

printer progresses, the shoes are printed out while as the layers are being laminated from 

the bottom of the shoe outsole to the top of shoe upper in the powder material. When the 

3D printed shoes have been completely output through the above process, the powder in 

the shoes is completely removed from every corner of the shoes using an airbrush. 

Thereafter, the shoes are immersed into the liquid coloring material to color the shoes so 

that the 3D printed shoes are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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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is considered meaningful in that it developed shoe design that is highly 

precis and can implement colors in the area of the fashion industry utilizing the 3D printing 

technology that is currently receiving the highest attention in diverse industrial areas. This 

study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newly attempted creative shoe design utilizing the ICT 

converging technology. Through follow-up studies, 3D printed customized shoe designs with 

improved wearability will be developed utilizing 3D scanners and 3D pri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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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의상에 나타난 호모섹슈얼리즘의 조형성 연구 
- 보깅댄스를 차용한 Kazaky와 Shinhwa를 중심으로 -

1. 서론

20세기 후반이 되면서, 성에대한 인식변화는 크게 변화해 왔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문화

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sex difference)는 명확한 구분이 불

가능하게 되었으며, 생물학적인 성에서 사회문화적인 성(gender)으로 성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러

한 성에 대한 자유로운 수용은 동성애(Homo-sexualism)를 금단의 문화가 아닌 하나의 하위집단의 

문화로 받아들이게 하였고, 이들의 패션이나 문화가 담고 있는 독특한 색채나 분위기는 다양한 요

소를 통하여 대중매체안의 무대에서 전파를 타고 대중들에게 수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이돌 

가수의 무대의상은 추구하는 음악과 조화를 이루고 가수의 이미지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수단

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체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무대의상은 일상복보다 더 과장되고 장식적으로 표현되며 패션쇼에 갓 등장한 하이패션 등을 직접

적으로 차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남성가수의 경우, 컨셉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2009년 

이후로 남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난 크로스 섹슈얼적이며 호모섹슈얼적인 요소들을 선택적으로 차용

해왔다. 스트릿 댄스의 한 장르인 보깅댄스(voguing)는, 패션잡지 보그(vogue)에 실린 모델들의 

포즈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 졌는데, 최근에는 여성그룹인 ‘아야밤비’, 남성그룹인 'Kazyky'가 

보깅 댄스를 통해 지지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Shinhwa와 F(x)가 타이틀곡의 안무를 통하여 

Voguing을 선보인 바 있다. Voguing은 1960년대 이후 뉴욕할렘이나 볼륨씬(ballroom)의 게이 및 

트랜스 젠더들에 의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LGBT의 문화를 대변하는 춤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문화 안에서 발달한 춤

인 ‘보깅댄스’(Voguing)라는 공통적 컨셉을 가진 두 남성 아이돌의 무대의상을 살펴봄으로써, 춤 

안의 호모섹슈얼적인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의상에 표현했는지 그 조형적 특징을 파악하고 비교

ㆍ분석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호모섹슈얼리즘, 무대의상, 보깅댄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변화된 성의 범

위와 그것이 반영된 무대의상, 보깅(Voguing)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공통적 

컨셉을 가진 두 남성 아이돌의 무대의상을 살펴봄으로써, 춤 안의 호모섹슈얼 적인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의상에 표현하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를 선정하고, 그 조형적 특징을 아이템, 실루

엣, 색상, 소재, 디테일 액세사리로 나누어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Kazaky의 경우, 그룹의 컨셉 자체가 호모섹슈얼적이고 활동하는 곡들 간에 유사성이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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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대표곡인 Love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의상의 유사성과 조형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반

면 Shinhwa의 경우, 'This love'의 활동에 한정적으로 Voguing 요소를 차용하였기 때문에 뮤직비

디오와 방송의상의 종합적인 조형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Kazaky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남성 퍼포먼스 그룹으로 빠른 리듬에 맞추어 여성스럽고 화려한 

Voguing스타일의 춤을 추는 것이 특징이다. 멤버들은 레깅스에 가까운 타이트한 블랙 하의를 입

고 같은 색상의 높은 힐을 신는다. 상의는 입지 않거나 짧은 볼레로, 크롭 형태의 옷을 착용하는

데, 멤버들의 근육이 드러날 만큼 타이트한 것이 특징적이다. 주로 활용된 소재는 니트와 광택이 

나는 인조가죽, 가죽이다. 흔히 앤드로지너스 룩 안에서 니트는 여성스럽고 둥근 느낌과 부드럽

고 포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곤 하는데, 이들의 무대의상에서는 그런 이유와 더불

어 몸에 핏 되며 동시에 퍼포먼스를 위한 활동성을 위해서 니트 소재가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짧은 팬츠, 몸을 감싸는 끈, 부분배색 등에 광택이 있는 가죽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ka-

zaky의 다른 활동에서도 가죽조끼, 모자, 프린지 등의 요소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활용된다. 의상

에서 무늬는 별도로 사용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소재의 강렬함을 표현하거나 몸에서 느껴지는 실

루엣을 살짝 감싸는 용도로 의복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강렬함은 볼레로의 팽창된 느낌과 메탈

적 소재의 사용, 네크라인의 독특한 형상으로 표현되었다. 이는 ‘Vogue'라는 단어가 주는 하이패

션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뮤직비디오 안에서는 주로 검정과 메탈의 광택 이

외의 다른 유채색은 등장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이들의 다른 활동영상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주

로 검정색이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Shinhwa는 한국의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 남성적인 이미지로 활동하여왔으며, 2013년 ‘This 

love’활동 당시 마돈나의 ‘Voguing'을 차용하여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를 꾸몄다. Shinhwa는 남성

미를 대표하는 수트를 활용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이들이 Voguing적인 요소와 더불어 성숙한 남

성미를 표현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재킷과 팬츠의 실루엣은 일반 남성복보다 슬림했으며 꽤 

높이가 있는 굽의 심플한 남성화를 착용하였다. 몇몇 멤버들은 재킷 안쪽에 셔츠 없이 베스트만

을 입고 과도하지 않은 바디 실루엣을 드러내어 실루엣만 본다면 슬림한 면을 제외하고는 호모섹

슈얼적인 요소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다. 소재는 주로 새틴과 실크가 사용되었다. 뮤직비디오 

속에서 나타나는 소재들은 대부분 질감이 부드러우며 표면이 매끈하며 광택이 있었는데, 새틴 소

재의 셔츠, 타이트하게 맞는 바지 등 여성스러운 느낌이 가미된 남성복이 동성애적인 자아정체성

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이민선, 김민자(2012)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가

장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무늬와 액세서리다. 의상은 기하학적이고 장식적인 프린트로 뒤덮여 있

었고 6명의 멤버는 프린팅 소재로 만들어진 재킷, 팬츠, 베스트 혹은 셔츠를 착용했다. 또한 화려

한 패턴은 안감에도 적용되었는데, 강렬한 패턴의 레드컬러의 소재를 안감으로 사용한 후 손목을 

걷어 올려 일부러 안감이 보이게 코디 하였으며, 화려한 안감은 퍼포먼스 안에서 그 존재감을 드

러냈다. 다양한 장식적 요소는 클래식한 슬림 수트와 함께 사용됨으로써 수트가 가지는 남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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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시켜 주었다. 스톤과 비즈, 매듭 등은 셔츠의 카라 끝, 앞 중심, 재킷의 여밈 등에 주로 활용

되었으며 일부 멤버는 벨트에 태슬과 같은 장식을 착용하거나 노출된 부분에 타투를 했다. 또한 

이들은 체인, 가죽 팔찌, 반지, 목걸이를 착용하여 화려함을 강조하였다. 뮤직비디오 안에서는 검

정-회색, 흰색-보라, 파랑 세 가지 수트가 등장했는데 이들이 방송 활동 중 추가적으로 사용한 수

트의 색상 조합을 살펴보면 검정-빨강-금색, 검정-빨강, 회색-빨강, 파랑-노랑, 주황, 검정 등 이었

으며 색상배합은 안감과 겉감의 프린트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은 Kazaky에 비하여 다양한 

색상을 의상에 활용하였는데, 다양한 색상을 통하여 의상을 더욱 화려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성의 

모호성을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Kazaky는 무늬나 장식 보다는 실루엣과 아이템, 소재를 통하여 호모섹슈얼적인 이

미지를 표현했다. 이들의 의상은 타이트하고 노출이 심했으며 가죽과 니트를 주된 소재로 사용하

였다. 반대로 Shinhwa의 경우, 실루엣과 아이템보다는 무늬나 장식, 소재 등으로 호모섹슈얼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들은 슬림한 실루엣의 수트 안에서 화려한 색이나 무늬, 과한 디테일, 액

세서리를 통하여 양성성의 표현을 추구했으며 이 같은 표현은 의상의 새틴, 실크소재와 잘 어우

러졌다.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호모섹슈얼적인 퍼포먼스를 위한 패션을 선택한 데에는 첫째로 

그들의 컨셉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Kazaky의 경우 그룹의 컨셉 자체가 호모섹슈

얼적인 반면 Shinhwa의 경우 이들이 오랫동안 ‘남성적’인 이미지를 추구해왔기 때문에 Voguing 

퍼포먼스를 선보였던 ‘This love' 활동에서 Kazaky처럼 여성성을 극대화시키는 패션이나 기존에 

추구했던 남성성을 강화시키는 패션을 선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장식적이고 

화려한 소재와 액세서리를 통하여 여성성을 포현해 양성적이고 호모섹슈얼적인 표현을 이끌어 냈

다. 이들 그룹간의 차이를 만들어낸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 배경일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지리적

으로 러시아와 유럽의 사이에 위치해 있어 서양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고, 유럽의 경우 LGBT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양 문화권보다 훨씬 관대한 편이다. 2000년 러시아에서 데뷔했던 t.A.T.u는 

레즈비언 컨셉으로 활동을 했으며 그들의 문화권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과거에 비하여 사고방식이 크게 변화하였지만 아직도 LGBT에 관대하지 않다. 2012

년 그룹 2am의 멤버 ‘조권’은 자신의 솔로곡 ‘animal'의 퍼포먼스에서 19cm의 힐과 타이트한 바

지, 깃털장식, 코르셋과 같은 가죽 아이템 등을 착용하였는데 무대는 당시로써 파격적으로 받아들

여졌지만 대중적으로 사랑받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Shinhwa가 호모섹슈얼적인 요소를 무대의상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문화적인 수용정도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분석을 통하여 보았을 때, 두 그룹은 전혀 서로 다른 의상을 통하여 그들의 퍼포먼스의 바탕

이 되었던 LGBT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게이 집단의 하위 종족을 세분화하여 그들의 

특징과 패션 아이템을 정리한 Cole, Shaun(2000)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그들의 각기 다른 특성

과 신념, 가치관이 서로 다른 문화위에 반영된 표현으로, 어떤 것이 더 호모섹슈얼적 요소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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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는가를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호모섹슈얼적인 조형성은 의상의 실루엣

과 아이템, 소재, 장식과 디테일, 색상, 액세서리, 더 나아가 헤어스타일이나 분위기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범주를 통하여 표현될 때, 대중에게 더 인상적이고 포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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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ㆍ유태순
대구가톨릭대학교

영화에 나타난 1920년대 여성의 패션·메이크업·헤어 분석
- ‘사의 찬미’와 ‘위대한 개츠비’를 중심으로 -

1. 서론

영화는 종합예술로 한 시대의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대중에게 유행을 전파하는 작용을 하고 있

다. 특히 패션과 메이크업, 헤어는 그 시대의 사회 현상이나 문화예술, 정치, 경제적 상황 등 여

러 가지 요인이 반영되는 복합적인 하나의 양식이다. 이러한 패션과 메이크업, 헤어는 특정한 시

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 영화를 통하여 그 당시의 관습, 사상, 환경을 표현하여 관객이 영화

의 시대적ㆍ공간적ㆍ문화적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의 

유행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대의 사회적 배경과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

는 당대 시대상을 반영한 미디어, 특히 영화를 분석함으로써 일부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2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사의 찬미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여자주인공 윤심덕과 데이지 뷰캐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두 영화에 나타난 

당대 여성의 패션, 메이크업, 헤어를 비교ㆍ분석하여 여성의 지위와 현대의 여성 패션에 미친 영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영화의상과 함께 패션, 메이크업, 헤어분야에 관련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영화 사의 찬미와 위대한 개츠비의 DVD를 보면서 연구 목적에 맞는 장면을 캡쳐하여 분석하

였으며, 이와 관련된 영화의상이나 메이크업 관련 문헌, 인터넷 자료, 논문, 학술지, 잡지 등을 통

해 사진자료 및 각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참고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사의 찬미의 여자주인공 윤심덕의 패션, 메이크업, 헤어를 분석하다.

2) 위대한 개츠비의 여자주인공 데이지 뷰캐넌의 패션, 메이크업, 헤어를 분석하다.

3) 윤심덕과 데이지 뷰캐넌의 패션, 메이크업, 헤어를 비교하여 현대의 패션, 메이크업, 헤어와

의 관계를 알아본다.

3. 결론

첫째, 사의 찬미의 윤심덕은 대부분 직선적인 라인의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허리선이 낮은 로

우 웨이스트 라인이다. 한복을 입은 다른 여성과는 달리 윤심덕은 유행에 민감하고 선진 해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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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누구보다 빨리 받아들여 양장을 착용하였다. 짧아진 스커트의 길이는 관능적인 미를 느낄 

수 있고, 신체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그 시대의 가부장적인 규범을 거부하는 것이다.

컬러는 극 중 상황에 맞게 밝은 톤의 분홍색이나 매우 옅은 톤의 노랑색등 밝고 화사한 컬러

를 사용하여 사랑스러운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었고, 자기주장을 펼칠 때는 조금 더 선명

하고 산뜻한 톤의 청녹색, 어두운 톤의 갈색 컬러를 사용하여 우아하면서 지적인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였다. 남성복의 디테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첨가해 표현한 숄 칼

라, 하이넥 칼라는 산뜻한 컬러와 함께 강하면서도 당당한 여성을 표현하였다. 모자와 액세서리

도 다양하게 착용하여 윤심덕의 우아한 모습을 완성시켜 주었다. 

메이크업은 영화 후반부에 모든 걸 내려놓고 자살을 결심하는 장면에서 윤심덕이 하얀 피부와 

길게 쳐진 눈썹에 입술을 붉게 표현하면서 1920년대 특징이 나타났다. 이것은 극중 주인공의 상

황에 맞는 메이크업을 한 것으로 메이크업은 주인공의 의상과 직업을 고려하여 표현하였고, 영화 

제작 당시의 유행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된다. 헤어는 보브 컷보다는 조금 긴 단발머리를 하여 

1920년대 초반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퍼머넌트는 1920년대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단발머

리도 의상과 함께 목과 어깨를 노출시킴으로 서구의 젊음을 추구하고,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제

도에 대한 거부와 함께, 여성의 해방을 의미한다. 

둘째, 위대한 개츠비의 데이지 뷰캐넌의 의상은 대부분 스트레이트 실루엣, 로우 웨이스트라인

이다. 현대에 맞게 몸에 피트되는 형태로 관능적이고 우아하게 재해석 하였다. 컬러는 옅은 톤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크리스탈 장식이나 다이아몬드, 진주로 만든 액세서리를 통해 최상류층의 부

유한 여성을 표현하였다. 밝은 톤과 부드러운 톤의 컬러를 사용하여 사랑하고 있는 여성을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어 주었다. 러플장식이나 술장식, 기하학무늬 자수, 크리스탈 장식 등은 현대적인 

기술력으로 더 화려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데이지 뷰캐넌은 명품 브랜드와 발달된 기술력

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플래퍼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최상류층의 여성으로 화려하게 재해석한 모습

을 보여준다. 

메이크업은 눈썹을 아치형으로 길고 처지게 그려 1920년대의 특징이 조금 나타났으나, 전체적

으로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였다. 헤어는 1920년대를 대표하는 짧은 보브 스타일이다.

셋째, 1920년대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이 늘어났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여성의 

권리를 높여 주었고, 여성 의상에서 합리성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의 사

회 진출은 패션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더불어 메이크업과 헤어도 함께 발전 하였다. 

지금 현대적인 의상의 시작은 바로 신여성이 등장한 1920년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화에 나온 패션과 메이크업, 헤어가 현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패션브

랜드와의 협업은 그만큼 패션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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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짓 라일리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네일아트 연구

1. 서론

21세기 뷰티산업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매니큐어(manicure)는 기초적인 네일 관리에서 다양한 

디자인, 우아한 색상, 여러 모양의 손톱 형태를 택하여 손톱을 건강하고 우아하게 나타내는 시대

로 발전하였으며 시기와 장소, 분위기에 따라 네일 케어와 네일 디자인은 패션에 품격을 한층 더 

높여준다. 그러므로 현대의 네일아트는 보이는 모습에 의미를 두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이미

지를 만들고 표출함으로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를 창안해 내는 매우 매력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네일 케어는 관리적인 면에서 보면 각개인의 개성에 따라 색상이나 디자인

을 여러 가지 선택하여 네일 관리를 받는 시대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브리짓 라일리의 작품과 옵티컬 패턴을 응용한 시·지각적인 효과를 네일아

트로 표현하고자 브리짓 라일리 작품의 조형적 특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리짓 라일리

의 회화에 나타난 주제와 색채의 특이점을 활용하여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 의미나 

단순한 입체적 느낌이 아닌 작가가 끊임없이 갈구하는 색다른 입체적 감각을 네일아트에 적용하

고자 한다. 또한 브리짓 라일리의 작품의 동기를 이용하여 옵아트 패턴의 착각적 효과를 최대한 

강화하고 이를 응용하여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네일 디자인 창작물을 표현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국내외 전문서적과 선행연구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로 문헌연구를 통해 작품화 한다. 

본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옵아트를 바탕으로 한 브리짓 라일리의 작품을 분석한다.

둘째, 브리짓 라일리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브리짓 라일리의 작품분석에 근거하여 네일 디자인의 형태와 구도를 재디자인하였고 한

국 표준색 색채분석표에 의해 색채분석표를 발출하여 다양한 재료와 표현기법을 통한 

네일아트 디자인 작품을 제작한다. 

3. 결론

첫째, 브리짓 라일리의 옵아트 방법은 초기 작품 ‘장미 빛 풍경’에서 처음으로 신인상파적인 

기법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시각적 원칙을 그대로 캠퍼스 위에 나타내었다. 또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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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화폭 위에 시각적 몸놀림 형태의 뉘앙스가 생성된 구성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브리짓 라일리 작품의 조형적 특성은 선, 면, 색채로 나눌 수 있다. 즉 직선과 곡선을 

잘 어우러지게 사용하였는데, 예를 들면 사각형의 움직임에서 중심부의 휘어지고 꺾어진 움직임

이 가장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선이 물결을 연상시키는 것과 면의 분할과 색채를 통해 착시현상

을 나타내는데 일정한 간격의 사각형이지만 크기를 다르게 함으로써 입체감을 부각시켜 직선과 

대각선이 서로 만나서 다이아몬드형의 사각형을 만들어 내는 것 등이 있다.

셋째, 작품 1은 Movement in squares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화이트와 블랙의 색상을 이용하

여 옵아트의 착시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이다. 화이트와 블랙이 교차하는 패턴

방식으로 깔끔함과 깨끗함을 더하여 주었고 반복적인 패턴을 응용 파츠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효

과를 더 하였다. 작품 2는 오리엔트Ⅳ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스트라이프 무늬를 이용한 디자인으

로 세 가지 색상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다. 색상은 화이트로 기본베이스를 깔고 레드, 블루, 그린

을 이용하여 선을 그어 주었다. 작품 3은 The mid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브리짓 라일리가 색을 

중요시한 작품을 표현하였다. 브리짓 라일리가 본격적으로 색을 사용하기 시작한 작품이고 여러 

가지 색의 조합으로 좀 더 화려하고 리듬감과 공간감을 표현하였다. 파츠을 이용하여 고객이 무

리 없이 소화해 낼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4는 Two Blues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브리짓 라

일리의 불규칙모양을 탈피, 단순함을 표현하였으며 살롱웍에 가깝게 묘사하였다. 블루계열의 색을 

이용하였고 캔버스 기법의 터치 감을 살렸으며 파츠로 포인트를 주어 전체적인 색감을 살렸다. 

작품 5는 Rose Rose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가로 트렉을 연상시키는 스트라이프 선을 네일 팁에 

표현하였다.

이처럼 그래픽 아트에 대한 주목과 함께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옵아트의 조형성을 응용한 네

일 디자인과 같이 다양한 예술 작품의 모티브를 네일 디자인에 새롭게 재구성하여 실용적으로 응

용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네일 산업의 발전과 네일 아티스트들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활발한 

창작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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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 작품을 응용한 UV젤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1. 서론

최근 네일아트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네일아트 관리 중에 하나는 바로 UV

젤을 사용하는 쏙 오프가 가능한 폴리쉬 UV젤이다. 과거에는 네일 케어와 컬러링 같은 

기본관리를 받으면 장시간 손을 건조기에 건조시켜야 했다. 하지만 UV젤 네일아트는 그러한 

건조시키는 불편함을 개선하였고 기존의 폴리쉬 아트보다 다양한 아트표현이 가능하며 2주∼4주 

이상 유지가 가능한 지속력과 작업의 간편함이 크게 부각되어 현재 UV젤 네일아트 시장에서 인

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화려하면서도 선명한 색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의 

작품을 분석하고 현재 유행하는 UV젤 네일아트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카스텔바작의 

작품을 선정하여 그 작품의 특성, 색상, 문양 등을 활용하여 네일아트 디자인에 접목함으로써 현

대적이면서 실용적인 네일아트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카스텔바작 작품의 이미지를 응용 및 

재해석하고 디자인 발상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서 네일아티스트에게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디

자인 개발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네일산업 분야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국내ㆍ외 논문 및 네일관련 문헌, 인터넷 자료, 잡지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참고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의 작품을 분석한다.

둘째, UV젤 네일아트의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의 작품을 선정하여 이를 UV젤 네일아트에 접목 시킨 작품을 

제안한다.

3. 결론

첫째,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은 주로 대중에게 친숙한 유아적 캐릭터의 활용과 그라피티를 

디자인에 활용하여 기존패션이 갖는 엄격한 규범에서 벗어나 대중적이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표현

하였다. 또한 대중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키덜트 트렌드와 소비하는 대

중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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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UV젤 네일은 활성화된 기폭제와 경화반응을 해주는 UV램프의 자외선 빛이 촉매제가 되

어 만들어지고, 분자의 크기가 크고 무거워 쉽게 휘발 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는다. 또

한 UV젤은 액상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셀프 레벨이 되어 컨트롤하기가 쉽다. UV램프에

서 나오는 자외선 빛을 비추기 전까지는 쉽고 자유롭게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제품보다 

소프트하기 때문에 파일링이 쉽다. 마무리는 고광택을 만들어 주는 탑젤을 이용하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매우 단축되고 공기가 쉽게 침투되지 않기 때문에 접착력이 우수하다. 또한 리프팅이 쉽

게 일어나지 않고 지속력이 우수하다. 그러나 아세톤 용액에 쉽게 녹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UV

젤 제거 시 파일링 작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셋째, 작품 1은 2015 f/w collection 중 문자가 많은 신문 바탕에 흑백 사진 한 장과 자신만의 

문양을 오른쪽 가슴에 스타일 한 데님 샤기 짚업 스타일에서 N, 1.25YR5/6, 5YR7/8, 10B5/1, 

7.5PB5/4, 10P5/1 색상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네일아트 디자인에 일러스트 작업하여 핸드페인팅 

기법, 브러시 스크래치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2는 2015 f/w collection 중 스카프에 포인트

를 줌으로써 세련미를 표현한 여성 니트 베스트에서 N, 2.5R6/4, 3.75R5/4, 3.75G5/2, 3.75BG6/ 

2, 7.5PB4/6 색상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네일아트 디자인에 일러스트 작업하여 핸드페인팅 기법, 

라인아트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3은 2015 f/w collection 중 여러 개의 스트라이프와 유령캐

릭터를 표현한 문장 무늬 스웨터에서 N, 5R4/12, 8.75YR8/8, 1.25G5/2, 2.5BG8/6, 10BG2/1, 

5PB3/10, 7.5RP6/4 색상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네일아트 디자인에 일러스트 작업하여 캐릭터 일

러스트 기법, 워터데칼 기법, 핸드페인팅 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4는 2015 f/w collection 

중 시원한 여름 배경을 재해석한 스포츠 맨즈 폴로셔츠에서 1.25R6/8, 5R4/10, 5Y7/6, 7.5BG6/8, 

7.5PB3/12, 8.75PB2/6, 6.25P5/1, 10P7/1 색상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네일아트 디자인에 일러스

트 작업하여 핸드페인팅 기법, 그라데이션 기법으로 표현 하였다. 작품 5는 2015 f/w collection 

중 가문의 문양을 고유의 색상으로 표현한 coin id card wallet에서 N, 6.25R4/6, 10YR6/1, 

5GY5/1, 10PB5/1, 3.75RP5/2 색상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네일아트 디자인에 일러스트 작업하여 

핸드페인팅 기법, 스티치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 6은 키치의 미학 특별전 중 강렬한 색상과 

화려한 동물 캐릭터를 표현한 작품에서 10R4/12, 5Y9/2, 8.75Y9/6, 1.25GY2/2, 8.75GY5/10, 

7.5PB3/12, 10P5/1 색상들을 추출하였다. 이를 네일아트 디자인에 일러스트 작업하여 핸드페인팅 

기법, 캐릭터 일러스트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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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1)ㆍ이주현2)

한국생산기술연구원1)ㆍ연세대학교2)

생활한복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연구

생활한복을 개발하고 생활화하는 것은 전통복식을 ‘현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현대화’는 

보편적으로 문명의 발전이나 인간생활의 향상 또는 고도의 교양 및 세련 등의 의미와 더불어 비

서구 지역에서는 서구 지향적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한복 디자인을 내용분석

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생활한복에 대하여 디자인 요소를 유추하고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패션 산업체의 상품기획에 필요한 생활한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현대화된 생활한복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내용분석법은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빈도

와 분포조사, 통계활용 등을 통하여 정량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석방법을 총칭한다. 이 방법

에 있어 Paoletti는 복식사의 전통적 연구 방법의 대안으로서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자료에서 

수량적 자료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객관적인 자료분석과 해석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표집은 가능

한 정면을 선택하고 색상이나 직물 소재에서도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인 분석만 실시하였

다. 표집된 표본은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고, 부분적으로 각 항목별 변화의 

유의미함을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표본은 총 50개를 표집하였고, 내용분

석 결과의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류학 전공자 3명이 분석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

석유목의 신뢰도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자료를 3명이 분석한 후, 이들 분석자들 사이

의 상호 일치도를 상관계수로 조사하였다. 분석유목은 아이템, 실루엣, 디테일(네크라인, 칼라, 슬

리브, 커프스, 트리밍), 코오디네이션, 패턴, 패션이미지 총 1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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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자영ㆍ주태진ㆍ한미경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구ㆍ경북지역 침장산업 현황 분석

1. 서론

대구ㆍ경북지역은 침장류 산업이 전국 사업체 수 1위(27%)를 차지하는 대규모 밀집 지역임에

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에 관한 공식 현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침장산업은 경제 성장과 

함께 웰빙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 고조, 그리고 수면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증가함

에 따라 침장류 제품의 수요도 점차 다각화하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국내 침장산업의 대표 

기지인 대구ㆍ경북지역의 침장업체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침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

립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015년 6월~7월 대구ㆍ경북지역에 소재하는 침장업체 관련 기업 435개사 중 390개 기업체의 

자료를 유효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기업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역별 기업을 구분할 때, 대구 소재 기업이 94.9%(370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 

소재 기업이 5.1%(20개)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별 생산품목을 구분한 결과, 이부자리(53.3%)와 

커튼(16.2%), 매트리스 및 커버(9.5%)가 79%를 차지하였다(Table 1). 

Table 1. 대구ㆍ경북 침장업체 주 생산품목

생산품목 업체 수
소재지

대구 경북

이부자리 208 197 94.7% 11 5.3%

커튼 63 60 95.2% 3 4.8%

기타 46 44 95.7% 2 4.3%

매트리스 및 커버 37 37 100.0% 0 0%

홈패션 29 28 96.6% 1 3.4%

담요, 모포 4 2 50.0% 2 50.0%

침낭 3 2 66.7% 1 33.3%

합 계 387 370 94.9% 20 5.1%

응답 업체의 제품 생산 과정을 살펴보면, 패턴 및 봉제 과정이 79.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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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침장제품 판매(48.3%), 제품기획 및 개발(32.1%), 디자인(31%), 침장제품 유통(29.5%), 소재

생산(11.3%)로 나타나 침장 봉제 관련 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 기업

은 침장제품 유통(57.0%), 침장제품 판매(65.0%), 제품기획 및 개발(60.0%), 디자인(55.0%)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대구ㆍ경북 침장업체별 제조유통 해당분야

지역

구분

제품기획 

및 개발
소재생산 디자인 패턴 봉제 침장제품판매 침장제품유통

대구 113 30.5% 40 10.8% 110 29.7% 292 78.9% 158 42.7% 100 27.0%

경북 12 60.0% 4 20.0% 11 55.0% 19 85.0% 13 65.0% 15 75.0%

계 125 32.1% 44 11.3% 121 31.0% 309 79.2% 171 43.8% 115 29.5%

주 생산품별로는 패턴 봉제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매트리스 및 커버와 이부자리 생산업체

는 침장제품 판매, 침장이나 담요, 모포 생산 업체는 제품기획 및 개발, 디자인, 판매 및 유통과정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종사자 수와 생산품을 비교하였을 때, 종사자 1인 기업에서 패턴, 봉제

(86.2%) 과정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종사자수가 많을수록 제품기획개발, 디자인, 판매 및 유통, 소

재생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자 등록업체(75.8%)보다는 무등록업체(95.6%)에

서 패턴봉제비율이 더 높았으며, 등록업체에서 침장제품 판매(51.9%)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기업의 종사자 수는 1명인 기업이 29.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10명 미만(29.0%), 

2명(27.4%), 10명 이상(13.1) 순으로 나타났다. 침장산업 관련 조사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6.3

명이며, 총 2,448명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주 생산품이 홈패션(65.5%)인 기업은 종사자 수 1

명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매트리스 및 커버(35.1%), 이부자리(34.1%) 생산 업체는 3~10명 미만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Table 3. 대구ㆍ경북 침장산업 종사자 수

지역

구분

평균

(명)

합계

(명)

종사자 수

1명 2명 3~10명 10명 이상 무응답

대구 6.0 2,202 113 30.5% 105 28.4% 101 27.3% 48 13.0% 3 0.8%

경북 12.3 246 3 15.0% 2 10.0% 12 60.0% 3 15.0% 0 0%

계 6.3 2,448 116 29.7% 107 27.4% 113 29.0% 51 13.1% 3 0.8%

조사기업의 매출액을 살펴보면, 1~10억 미만 기업이 24.4%로 가장 많았으며, 10억 이상

(19.0%), 3천~1억 l만(12.6%), 3천만 원 미만(12.1%) 순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기업 연 평균 매출

액은 16억 4,31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1~10억 미만 기업이 가장 많은 가운

데, 경북 소재 기업은 10억 이상(30.0%)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Table 4). 주 생산품별로는 침

낭 생산 업체는 매출액 10억 이상, 담요 및 모포 생산 업체는 1~10억 미만, 홈패션 생산 업체는 

3천만 원 미만이 가장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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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대구ㆍ경북 침장산업 매출액

지역

구분

평균

(백만원)

매출액

3천만원 미만 3천~1억 미만 1~10억 미만 10억 이상 무응답

대구 1,542,6 47 12.7% 48 13.0% 87 23.5% 68 18.4% 120 32.4%

경북 3,316.7 0 0% 1 5.0% 8 40.0% 6 30.0% 5 25.0%

계 1,643.1 47 12.1% 49 12.6% 95 24.4% 74 19.0% 125 32.1%

응답 기업의 자가 브랜드 보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가 브랜드 보유 기업은 전체의 31.4%

인 97개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29.9%)보다 경북(60.0%) 소재 기업에서 자가 브랜드 보

유 비율이 더 높았으며(Table 5), 주 생산품별로는 매트리스 및 커버(36.4%), 이부자리(34.1%) 생

산 업체에서 자가 브랜드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자가 브랜드 

보유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자 등록업체의 39.3%가 자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Table 5. 대구ㆍ경북 침장업체 자가 브랜드 보유율

구분 전체 자가 브랜드 보유 자가 브랜드 미보유 

대구 294 88 29.9% 206 70.1%

경북 15 9 60.0% 6 40.0%

합계 309 97 31.4% 212 68.6%

제품의 주 판로방법으로 주문-직접납품(노브랜드)이 4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직

접내수판매(브랜드)가 26.4%, 자기 판매(노브랜드)가 21.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에, 직접수출(브랜드)이 0.7%, 프로모션업체, 수출벤더(에이전트) 업체가 각각 0.3% 등이 있었다. 

지역에 상관없이 주문-직접납품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경북 소재 기업은 직접 내수판매

(40.0%)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 생산품별 판로방법으로, 이부자리 생산 업체는 

직접내수판매(28.9%), 매트리스 및 커버 생산업체는 자기 판매(31.3%)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납품처 별 비중을 살펴보면, 소비자 직접 판매가 2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타침장업

체 납품(24.7%), 재래시장(23.5%), 인터넷 쇼핑몰(8.1%), 브랜드업체(3.9%), 대형할인점(3.1%), 수

출업체(1.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상관없이 소비자 직접 판매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대

구 소재 기업은 타침장업체 납품(25.4%)이나 재래시장(24.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홈패션(59.8%), 

커튼(50.8%) 생산업체는 소비자 직접 판매 비율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매트리스 및 커버 생산업

체는 재래시장(30.9%)과 타침장업체 납품(31.5%), 이부자리 생산업체는 소비자 직접 판매나 타침

장업체 납품(각 26.5%)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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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대구ㆍ경북 침장업체 납품처별 비중

구분 전체

납품처별 비중 (단위 %)

수출

업체

브랜드 

업체

인터넷 

쇼핑몰

대형

할인점

재래

시장

프로모션

업체

소비자 

직접판매

타침장 

업체납품
기타

대구 287개사 1.3 3.9 8.2 2.9 24.3 0.4 29.6 25.4 3.9

경북 15개사 13.3 3.3 6.7 6.7 6.7 0.0 32.7 11.3 19.3

합계 302개사 1.9 3.9 8.1 3.1 23.5 0.4 29.8 24.7 4.7

4. 결론

대구ㆍ경북지역 침장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95%에 가까운 기업이 대구에 밀집해 

있으며, 패턴 및 봉제업을 주로 하는 업체가 7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 중 이부

자리 품목의 생산업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부자리 생산 업체는 제품기

획이나 디자인 보다는 판매에 더 큰 비중을 높게 두고 있었으며, 종사자 수가 1~2명에 불과한 기

업이 전체의 57.1%이고, 3~10명 규모의 기업 비중이 나머지를 차지함으로써, 소상공인과 규모 있

는 침장기업이 균형 있게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자가 브랜드 보유율에서는 31.4%

에 불과하고, 판로방법 상 노브랜드 형태의 판매비중이 69.8%에 이르는 점으로 볼 때, 브랜드를 

활용한 고부가가가치 판매 전략으로 전환 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대구가 

기존 전국 소수의 리딩 브랜드의 하청업체 역할 및 인근 재래시장 수요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기보

다는, 우수한 상품성과 섬유제품 수급의 지리적 이점 등을 바탕으로 제품기획력을 보강함으로써 

대표적인 침장 브랜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대구ㆍ경북 침장업체

의 체질개선과 고부가가치화 및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의견수렴과 현황 

파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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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다영ㆍ구영석
부산대학교

래시가드 기능성 인지 및 선호도 연구
-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

1. 서론

오늘날 여가활동 증가와 여름철 수상 레저 레포츠를 즐기는 피서객 증가로 비치웨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치웨어의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성이 요구된다. 단지 수상레저를 위해 입기위한 수

영복의 범위를 넘어서 더욱더 트렌디하며, 소비자 개성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의 비치웨어

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최근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래시가드(rash guard)는 서퍼룩 브랜

드뿐만 아니라 아웃도어·스포츠ㆍ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는 물론 골프웨어 및 여성복, 심

지어 속옷 브랜드까지 래시가드를 선보여 소비자를 끌어 들이고 있다(news1, 2016).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신체 단점을 보완, 체형커버, 자외선 차단, 체온유지 등의 기능을 가진 래시가드가 인기

를 끌면서 골프웨어인 ‘와이드 앵글’은 필드 겸용 래시가드를 선보였으며, 속옷전문기업 ‘좋은사람

들’의 ‘섹시쿠키’는 업계 최초로 수상레포츠 활동 시 편안한 착용감과 자연스러운 볼륨을 연출할 

수 있는 래시가드 전용 스포츠브라를 출시하였다(2016).   
래시가드의 인기는 TV를 통해 실감할 수 있는데 워터파크나 패션 광고뿐만 아니라 통신사 

‘SK텔레콤’, 온라인 쇼핑사이트 ‘옥션’, ‘동아오츠카’의 ‘포카리스웨트’ 음료 등에서도 유명 연예인이 

래시가드를 입고 각 제품을 광고하고 있으며 래시가드를 통해 제품에 건강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래시가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래시가드 인지와, 최

종 구매를 위한 선호조건,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된 브랜드별 래시가드에 따른 인지도, 선호도를 

조사하여 소비자 특성에 따라 향후 보다 차별화된 래시가드 개발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래시가드에 대한 본 조사는 2016년 7월∼8월 두 달간 시행하였으며 20∼30대 여성을 대상으

로 하였다. 설문지법을 통해 래시가드 기능성 인지 및 선호도 조사를 하였으며, 설문의 문항은 

래시가드 기능성 인지 문항, 구매에 관한 문항, 브랜드 인지도/선호도에 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대 150부, 30대 166부를 배포하여 총 316부를 수집하였으

며 모두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소비자가 래시가드 구매 시 우선시하는 기능에 대해 두 연령층 모두 자외선 차단이 23.4%, 

32.9%로 높지만 두 번째 선호 기능성은 20대는 9.2%로 체형보정이, 30대는 5.4%로 체온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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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20대는 군살이나 신체 콤플렉스 등 자신 없는 몸매에 대한 보정 효과를 주는 래시가드의 

기능성이 마지막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워터스포츠 후 체온이 떨어질 

것을 방지해 주는 래시가드의 기능성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선호 기능

성이 체온유지(4.7%), 신축성(4.1%), 빠른 건조(3.5%), 흡수성(2.5%)의 순서로 나타났고, 30대는 

빠른 건조와 신축성이(4.4%), 체형보정(3.5%), 흡수성(1.9%)의 순서로 나타나 30대가 20대에 비해 

몸매보다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령

요인
20대 N(%) 30대 N(%) 

선호 

기능성 

자외선차단 74(23.4%) 104(32.9%)

13.188**

속건 11(3.5%) 14(4.4%)

흡한 8(2.5%) 6(1.9%)

신축 13(4.1%) 14(4.4%)

체온유지 15(4.7%) 17(5.4%)

체형보정 29(9.2%) 11(3.5%)

Table 1. 소비자가 래시가드 구매 시 우선시하는 기능. 

 

연령

요인
20대 N(%) 30대 N(%) 

구매 시 고려사항

디자인 88(27.8%) 77(24.4%)

12.058

색상 8(2.5%) 3(0.9%)

기능성 30(9.5%) 43(13.6%)

브랜드 3(0.9%) 10(3.2%)

가격 6(1.9%) 11(3.5%)

19(6.0%)11(3.5%)품질

Table 2. 소비자가 래시가드 구매 시 우선시하는 기능

 

오늘날 다양한 브랜드들의 제품 경쟁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제품선택구매에 따른 

제품디자인, 색상, 기능성, 브랜드선호도, 가격, 품질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해 보았다. 

래시가드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52.2%(20대: 27.8%, 30대: 24.4%)로 

디자인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패션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필수적 수단인 현시대에 다양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독특성을 추구하거나,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아져 제품구매에 있어 디

자인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에 이어 기능성을 응답자 전체 23.1%(20대: 9.5%, 

30대: 13.6%)가 래시가드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꼽았는데 30대가 20대에 비해 기능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20대는 품질(3.5%), 색상(2.5%), 가격(1.9%), 브랜드(0.9%) 순

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품질(6.0%), 가격(3.5%), 브랜드(3.2%), 색상(0.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2). 근소한 차이지만 평균 소득이 조금 더 많은 30대가 20대에 비해 품질과 브랜드를 따

져보고 래시가드를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영아와 서미아(1999)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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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영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중 심미적 기준에서는 연령이 작은 사람이 디자인, 색상, 무늬

와 같은 제품평가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령

요인
20대 N(%) 30대 N(%) 

브랜드 인지도

배럴 30(9.6%) 20(6.4%)

10.873

나이키 62(19.9%) 63(20.3%)

아디다스 15(4.8%) 15(4.8%)

데상트 16(5.1%) 15(4.8%)

레이지비 4(1.3%) 9(2.9%)

록시 20(6.4%) 42(13.5%)

브랜드 선호도

배럴 23(7.4%) 22(7.1%)

3.834

나이키 51(16.5%) 60(19.4%)

아디다스 26(8.4%) 20(6.5%)

데상트 21(6.8%) 22(7.1%)

레이지비 3(1.0%) 6(1.9%)

록시 22(7.1%) 33(10.7%)

Table 3. 세대별 래시가드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래시가드를 출시한 브랜드들 중 워터 스포츠 전문 브랜드인 배럴, 레이지비, 록시와 여러 스

포츠 패션을 두루 출시하고 있는 나이키, 아디다스, 데상트에 대한 브랜드별 래시가드에 대한 인

지도와 선호도를 조사했다(Table 3).

래시가드 브랜드 인지도는 나이키가 40.2%(20대: 19.9%, 30대: 20.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20대는 젊은 층 유명인을 모델로 한 배럴이 30대에 비해 높게 인지한 것으로 보아 30대에 비해 

유명인, 모델 광고에 더 민감한 것을 알 수 있다. 래시가드 브랜드 선호도 또한 인지도가 압도적

으로 높았던 나이키가 가장 높았으며(Table 3), 대개 인지도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로 인지도에서 가장 낮은 레이지비와 다음으로 낮았던 아디다스가 선호도에서는 

14.9%(20대: 8.4%, 30대: 6.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아디다스의 많은 카테고리별 제품 중 래

시가드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 자체의 높은 인지도로 인해 선호도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매한 래시가드의 종류에는 긴팔 래시가드가 

대부분이고, 구매하기를 원하는 래시가드의 종류도 긴팔 래시가드로 나타났다. 둘째, 래시가드 기

능성 중 우선시 하는 것은 자외선차단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기능성으로는 20대는 미적인 측면

을 고려한 체형보정을, 30대는 신체보호의 목적인 체온유지를 더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래시가드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층 모두 디자인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소득이 더 높은 30대가 20대에 비해 구매 시 기능성, 품질,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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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래시가드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 조사 항목에서는 

20대, 30대에 비해 유명인, 모델 광고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별 래시가드 인지도

가 높은 브랜드일수록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브랜드 자체의 인지도가 높으면 그 브

랜드가 출시한 제품 선호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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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정ㆍ황아림
부산대학교

전통적 관점에서 본 여승무원 유니폼에 관한 연구
- 11개국을 중심으로 -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전통은 존재하고 있다. 현대 사회가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기능하게 하면서 재창조하고 새롭게 고안해 낸다. 왜냐하면 전통이란 과거에 존재했었던 것이 변

함없이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우리 사회가 현재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전통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따라 독특한 변화의 능력

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용하거나 표현하는 이들에게 놀랄 만한 정도의 자유로움을 마련해 준다

(Lenclud, 1987). 발랑 디에(Balandier, 1984)는 전통주의와 모더니즘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

를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체계나 전통주의에 공통적으로 부여된 특징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통을 

‘고정주의’와 동일시하기보다는 반대로 사회의 ‘역동적인 측면들’에 연결하는 최근의 연구 관점들

을 강조한다. 렁클루(Lenclud,1987)는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존속하고 있

는 전통이 현대 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현대 사회 속에서 변형되고 재창조

된 모습을 그리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고자 하였다. 또한 푸이용

(Pouillon, 1975)을 인용하면서 “전통은 현대인이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과거의 생산물 또는 이

전 시대의 작업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이전에 존재했었던 것들 위에서 발전시키는 하나의 ‘관점’ 

또는 전적으로 현대적인 기능이라는 기준에 근거한 과거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러

한 관점들을 조합해 보면 전통은 항상 존재했었던 보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현대에 올수록 각 지역끼리 접촉이 빈번해지고 더 나아가 각 나라까지의 접촉도 빈번해지고 

있다. 각국의 접촉은 주로 비행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계 각국의 승객들이 가장 먼저 마

주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객실 승무원의 유니폼은 항공사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첫인

상과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자사와 자

국의 고유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객실 승무원에게 전통복식의 특색을 살린 유니폼을 착용

시켜, 자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타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승무원 유니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항공사 여 승무원 유니폼의 조형적 특성과 이미

지 연구(이화진, 2002)’, ‘항공사 여 승무원 유니폼의 매력성이 항공사 브랜드 이미지와 행동 의도

에 미치는 영향:대한민국 국적 항공사를 중심으로(도다정, 2013)’ 등이 있으나 이는 유니폼의 조

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이미지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한복을 응용한 항공기 승무원 디자인 연구

(강지영, 2008)’이 있으나 이는 디자인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유니폼 

분석이 심도 있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5대륙의 11개국의 전통의상과 여 승

무원 유니폼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ㆍ분석하고, 그리고 전통적 관점에서 본 유니폼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앞으로의 여 승무원 유니폼에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초자료로

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바이다. 연구 범위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6개국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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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일본, 중국(동북아시아), 싱가포르(동남아시아), 인도(남부아시아), 아랍에미리트(서아시아)와 

상대적으로 나라가 많은 유럽 대륙 2개국 그 외 각 대륙 1개국씩 선택하여 프랑스, 독일(유럽), 

미국(북미), 콜롬비아(남미), 호주(오세아니아) 총 11개국이다. 2016년 현재 대한민국 대한항공, 일

본 JAL항공, 중국 AIR CHINA, 싱가포르 싱가포르항공, 인도 AIR INDIA,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

리트항공, 프랑스 AIR FRANCE, 독일 Rufthansa, 미국 델타항공, 콜롬비아 아비앙카항공, 호주 콴

타스항공의 여승무원 유니폼을 범위로 한다. 항공사의 선택에 있어서는 국영항공사, 직항 연결 

항공사를 중심으로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은 이론적 연구는 관련 서적과 선행연구, 인

터넷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유니폼과 전통복식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실증적 연구

는 각 항공사 홈페이지 등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전통복식과 여 승무원 유니폼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ㆍ분석한 후 여 승무원 유니폼의 표현 특성을 도출해 내었다.

먼저, 조형적 특성을 비교ㆍ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6개국의 비교ㆍ분석 결과이다.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은 지안프랑코 페레가 디자인

한 유니폼으로 재킷과 무릎길이의 H라인 스커트의 글로벌 스탠다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은은한 

광택이 도는 청자색의 컬러와 비상하는 듯한 빳빳한 스카프와 비녀를 모티브로 한 머리핀이 특징

이다. 일본의 JAL항공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형태를 띠고 있고 블랙을 기본으로 하여 칼라와 소

매 부분의 흰색의 배색과 레드벨트와의 색 조합이 특징이다. 특히 포인트 효과로 레드, 블랙, 딥

블루 색 조합의 스카프가 특징이지만 전통복식인 기모노의 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중국 AIR 

CHINA는 투피스 형태로 재킷은 카라가 없이 라운드 네크라인으로 처리했다. 톤 다운된 차이나 

레드를 전체색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색의 모자를 착용한다. 그리고 무지개색의 화려한 스카프가 

특징이다.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의 유니폼은 브랜드 ‘발망’의 창립자인 피에르 발망이 디자인

한 작품으로 전통복식 사롱과 카바야의 실루엣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슬림한 실루엣의 사롱은 여

성의 곡선을 잘 드러내 주고 랩스커트 형태의 카바야는 실용성을 더 해 주었다. 채도가 높은 푸

른색을 기본으로 오렌지 계열의 바틱 문양을 사용하여 화려함을 극대화하였다. 인도 AIR INDIA

는 전통복식의 쵸리와 사리의 형태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쵸리는 블랙을 바탕으로 소매 끝부분을 

레드로 마감 처리, 사리는 블랙과 레드의 직선 선장식과 블랙과 화이트의 지그재그 선장식이 결

합하여 전통복식과는 다른 세련된 현대성을 볼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랍에미리트항공의 유

니폼 형태는 재킷과 H라인 스커트에 무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붉은 베이지를 기본색으로 

한 뒤 모자, 주머니, 그리고 스커트의 무에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붉은색의 모자와 결합된 

전통복식의 샤일라를 변형시킨 흰색 천을 오른쪽 머리 위부터 앞으로 감아 왼쪽 어깨로 넘기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아시아를 제외한 5개국의 조형적 특성의 비교ㆍ분석이다. 프랑스의 AIR FRANCE의 유니

폼은 크리스챤 라크르와의 작품으로 블랙의 투피스와 롱 재킷 형태의 원피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

다. 그리고 전통복식의 부드러운 천을 주름잡아 만든 벨트인 새시 벨트를 계승한 레드 벨트가 인

상적이다. 독일 Rufthansa는 블랙을 기본으로 한 재킷과 H라인 스커트로 재킷 소매 부분에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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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이 들어가 단조로움을 피했다. 그리고 노란색(황금색)을 포인트 칼라로 스카프에 사용했다. 

미국 델타항공은 채도가 높은 레드 컬러와 무릎까지 오는 랩 원피스 형태로 심플하지만 전통복식

과 연관을 찾기 힘들다. 콜롬비아의 아비앙카항공은 블랙의 재킷과 H라인 스커트 위에 전통복식

의 판초를 도입하였다. 판초는 민무늬 레드 컬러로 양 끝 가장자리에 술 장식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같은 레드 컬러의 페도라와 함께 아비앙카만의 특징을 살려 차별성을 부각시켰

다. 호주 콴타스항공은 슬림한 H라인의 형태의 원피스로 블랙을 기본으로 하여 레드와 핑크의 

배색을 사선으로 상의에 접목시켜 발랄한 도시적 느낌을 준다. 상의와 같은 핑크색의 스카프와 

블랙 가죽 벨트로 허리라인을 잡아줘 여성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전통적 측면에서 본 여 승무원의 유니폼의 표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서 가치 있는 것으로서 보존되고 전승되어 온 사회적 유산을 이어

가려는 전통성이다. 5대주 11개국의 유니폼 중 일본, 미국, 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니폼에서 

전통성을 계승했다.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항공은 전통복식인 사롱과 카바야의 형태적 측면을 그

대로 유니폼에 도입하였고 인도의 AIR INDIA 또한 전통복식인 반소매 타이트 상의 초리와 드레

이퍼리한 사리의 형태를 그대로 유니폼에 접목시켰다. 아시아 일부와 서양의 경우, 형태는 재킷

과 H라인 스커트의 조합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형태를 따랐으나 전통복식의 장식을 가져와 포인

트 효과로 각 나라만의 전통성을 계승했다. 프랑스의 에어프랑스의 경우 전통복식의 새시 벨트를 

유니폼에 접목시켰고, 콜롬비아의 아비앙카항공은 전통복식의 판초를 유니폼에서 볼 수 있다.

둘째, 유니폼의 색채와 문양에서의 상징성이다. 유니폼의 색은 기업이념과 기업 이미지 전달을 

위해서 조화적이고 효과적인 색을 수반하는 색이어야 한다. 이러한 유니폼의 기본 색채는 회사의 

C.I에 기초해 선택되어 지는데 C.I 컬러가 국가적인 이미지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의 

대한항공의 경우 청자색을 사용하고 있다. 청자색은 전통자기인 청자에서 모티브한 색 임과 동시

에 푸른 계열의 색으로 음양오행의 오방색의 동쪽을 의미한다. 청색은 봄, 간장, 신맛, 기쁨, 인 

등의 상징을 가진다. 중국의 AIR CHINA의 경우 차이나 레드를 유니폼 전체색으로 사용하였다. 

중국에서의 레드는 길함과 생명 연장, 부와 성스로움 그리고 혁명적인 의미로 쓰인다. 아랍에미

리트의 아랍에미리트항공에서는 붉은색과 붉은 베이지색의 조합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국

토가 사막인 자연환경과 그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한 색이다. 독일의 Rufthansa는 네이비를 

바탕으로 옐로우(황금색)를 포인트로 사용했는데 독일에서는 황금색은 명예를 상징한다. 민간외교

관 역할 수행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승무원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이미지를 반영하

는 전통 문양에 대한 부분도 놓칠 수 없다. 이는 넓게 보았을 때 국가를 대표하는 항공사임을 나

타낸다.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은 특유의 바틱 염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문양을 사용하였다. 여

러 세대 동안 가족 내에서 전수되어 온 바틱 기술은 그 색과 모티프의 상징성 등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고 창의성과 정신을 표현한다.

셋째, 모던하게 재해석하여 접목시키는 현대성이다. 전통복식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전통과

의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 인도의 AIR INDIA는 전통복식의 금으로 만든 정교한 무늬를 블랙과 

그레이의 지그재그선 장식으로 재해석하여 전통복식에서는 보기 힘든 섹시함을 나타냈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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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한항공은 전통복식의 비녀에서 착상하여 만든 알파 모양의 머리핀으로 역동성과 심플함을 

추구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랍에미리트항공은 전통복식의 여성 머리를 감싸는 샤일라를 모자와 

함께 접목시켜 재해석하여 기존의 철저한 억압성을 조금 유연하게 표현했다.

아시아의 여 승무원 유니폼의 조형성에서는 형태적, 색, 문양적, 장식적 측면 등 다각도에서 

전통성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였다. 이와 대조로 아시아를 제외한 5개국의 나라에서는 주로 장식적 

측면에서 전통성을 계승하고 있었다. 소재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특성상 전통 소재를 계승

한 나라는 없었다. 소재는 의복 제작 시 기본이 되는 재료로 의복의 실용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다. 항공기 승무원 유니폼은 장시간 착용하기 때문에 동작에 편안함을 주는 신축성과 마찰

에 견디는 내구성, 그리고 흡습성, 강도, 보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오성과 세탁에 견

디는 형태안정성이 좋은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 때문에 유니폼에서는 전통 직물보다는 합성섬유

인 폴리에스테르가 주로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각 나라의 여 승무원의 유니폼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그 안에서 전통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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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의 서비스교육이 판매원의 직무만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최근 국내 패션산업은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한 노력보다는 기존의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여 

고정고객을 만들려는 노력으로 인적판매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패션기업들은 고객 접점에 있는 판매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매원의 교육 프로

그램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적자원관리 차원과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교육 강화

는 주로 외식업이나 호텔, 항공사 등과 같은 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패션기

업들은 규모가 영세해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교육을 

바탕으로 판매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효과 있는 서비스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서울지역 백화점에서 근무하며 패션제품을 판매하는 20대~40대 판매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원 대상 패션기업의 서비스교육은 보상적 만족에 정(+)의 영향을, 심리적 만족에 부

의(-)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판매원 대상 패션기업의 서비스교육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기업 판매원의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패션기업 판매원에게 적용 가능한 전략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패션기업의 서비스교육은 판매원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중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기업

은 다양한 커리큘럼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반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난 심리적 만족을 높이기 위해 판매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 내는 공

로자로 인정하며 그에 맞는 대우와 혜택이 포함된 서비스교육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

해 판매원의 자존감을 심어주고 업무 수행능력과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보상적 만족과 심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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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패션기업의 서비스교육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을 통해 고객지향

적인 마인드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항공사 또는 호텔 등과 같은 전

문 서비스업체 종사자에 비해 백화점 판매원에 대한 교육의 실행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에 패션업

체는 이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패션기업 판매원의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업은 감성노동자인 

판매원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과 업무실행에 필요한 편리한 근

무환경을 제공하고, 개별적 권한을 부여하여 직무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판매원

들이 자신의 직무에 만족을 느낀다면 자연스럽게 고객지향적인 마인드가 향상되고 고객 접점 시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게 되어 판매율이 성장하고 이것은 곧 직무성과로 이어져 

기업의 이윤창출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표본 집단 선정에 대한 한계이다. 본 연구는 표본의 선정에 있어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판매원

에 대하여 편의 표본추출을 하였다. 임의로 표본을 추출함으로 이러한 표본을 가지고 전체 패션

업체 판매원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 개인의 평가

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불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폭넓은 대상으로 객

관화시킬 수 있는 후속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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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HIC 전시회의 K-Fashion관 특성에 관한 연구 

1. 서론

해외 전시회는 수출 판로개척의 장으로써 해외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회 참가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시회를 1999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자체 또는 유관단체 등을 통해 한국관 또는 공동관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서용기, 2015). 국제전시연합(Union of International Fair:UFI) 집계에 의

하면 최근 전시산업은 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 산업의 전반적인 급부상에 

따라 전시 관련 인프라와 전시회의 차별화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전시장 보유면적은 476만㎡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말 실

내면적 40만㎡, 실외면적 10만㎡으로 상하이 홍교 무역구역에 중국박람회전시종합센터가 세계 최

대 규모로 착공되면서 외국계 전시 관련 기업의 중국 진출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전시회 참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김은영, 2015). 

이처럼 중국 전시회 시장의 폭발적 성장과 중국 최대 규모의 섬유패션 전시회인 CHIC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한국관 참가업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2016년도에 CHIC 상하이 전시회에 참가한 K-Fashion관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시아의 지속적인 무역 전시회 활성화에 따라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

국 최대 규모의 섬유패션 전시회인 CHIC(중국 국제복장박람회) 상하이 전시회에 참가한 2015~ 

2016년 K-Fashion관의 참가업체 현황 및 복종별 비중, 외관 및 내부구성과 연출을 분석,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2015년~2016년 CHIC 전시회에 참가한 K-Fashion관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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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HIC 전시회에 참가한 K-Fashion관 현황

3. 결과 및 고찰

1) K-Fashion관 참가현황 분석 

중국시장의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패션브랜드의 부스형태는 바이어들의 이

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시즌별로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다. 프리뷰 인 차이나 전시회를 통해 참가

브랜드의 부스형태를 분석한 결과 2014년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던 CHIC 전시회의 경우 전용면

적 9㎡의 기본부스 참가가 대부분이었으나 2015년 중국 최대 규모의 상하이 전시장으로 이동하고 

소재 전시회인 인터텍스타일 전시회와 같은 전시장에서 동시 개최를 진행하면서 좀 더 다양하고 

발전된 모습의 부스형태를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큰 특징은 자사 브랜드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

해 시즌 컨셉이 반영된 부스형태와 내부 바이어 동선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여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참관객 및 바이어가 부스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전용공간을 독립

적으로 구성하는 형태의 부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패션브랜드에서 기본부스와

는 차별화된 독립된 부스의 구성을 선호하고 부스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도 

패션브랜드의 독립관과 공동관 참가 지원이 증가되고 있다. CHIC 전시회의 특성상 F/W 시즌은 

S/S 시즌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2015년 전시회부터 기본부스를 탈피한 공동부스

와 독립부스가 늘어나는 것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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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HIC 전시회에 참가한 K-Fashion관의 공동관 및 독립관 현황

세계적인 불황으로 시장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함께 테러와 같은 불안한 사회 정세 등이 지

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패션브랜드들은 수출 판로개척과 기존 및 신규 바이어 유치를 위해 전

략적으로 독립적인 부스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2) K-Fashion관 참가복종 분석

K-Fashion관에 참가한 브랜드의 복종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여성복 브랜드의 비

중이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패션시장에서 여성복의 비중이 가장 큰 영향으로 보인

다.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는 남성복의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남성복 시장의 경기침체 동향과 연

관이 있다고 보인다. 그 외 기타 부분의 가방, 신발, 주얼리 등 액세서리 부분의 다양한 군들의 

참여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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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HIC 전시회에 참가한 K-Fashion관의 공동관 및 독립관 내 복종별 비율

3) K-Fashion관 부스형태의 분석

CHIC 전시회에 참가한 K-Fashion관의 부스형태를 분석한 결과 3가지 형태로 나눠지며 기본부

스, 공동부스, 독립부스로 구분되어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사브랜드의 명확한 컨셉을 표

현하고 바이어 동선을 유도하기 위한 독창적인 부스 디자인은 전시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공동부

스나 독립부스에서 연출이 용이한 반면 짧은 시간 내 모든 공정이 이뤄져야 하므로 계획적인 시

간 관리 및 공사 비용의 부담이 수반된다. 반면에 기본부스는 부스설치 및 해체에 용이하여 부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획일적인 부스 디자인으로 제품 연출의 차별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비용절감과 제품의 연출 부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공동부스 형태의 참여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표 4. CHIC 전시회에 참가한 K-Fashion관의 부스형태 분석.

구분 기본부스 공동부스 독립부스

구 성 옥타부스 기본부스 변형 또는 목공부스 목공부스

규 모 3×3m(9㎡) 6×6m(36㎡) 이상 6×6m(36㎡) 이상 

특 징 단독 브랜드의 참여 여러 브랜드의 공동 참여 단독 브랜드의 참여

강 점 부스비용 절감
공동관 참여로 비용절감 및 대규모 

부스로 마케팅에 용이 

브랜드 제품의 특성에 맞는 홍보 

및 독자적인 연출 가능

약 점 획일적 부스디자인
다양한 브랜드의 공동참여로 제품, 

컨셉의 통일성에 어려움 
일회성의 고비용 투자 

기 회 브랜드의 제품에 집중 가능 인적 네트워크 확보에 용이 창의적 부스디자인 가능

위 협 제품연출의 차별화에 한계 계획적 시간공정 관리 필요 계획적 시간공정 관리 필요

4) K-Fashion관 부스연출의 분석

CHIC 전시회에 참가한 K-Fashion관의 부스형태는 효과적인 부스연출을 위해 공동부스나 독립

부스의 형태로 참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공동부스 및 독립부스에 참여한 패션브랜드의 

부스 연출을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개방형 부스와 폐쇄형 부스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개방형 부스는 동선 유입의 용이로 참관객 및 바이어의 출입이 원활하며 명확한 컨셉 연출

이 가능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폐쇄형 부스는 특

정 바이어를 대상으로 출입을 개방하는 형식으로의 부스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진성 바이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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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실질적인 수주상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수출의 판로개척에 매우 적합하나 브랜드 인지도

가 있는 경우에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개방형 부스 폐쇄형 부스 

그림 1. CHIC 전시회에 참가한 K-Fashion관의 부스형태

4. 결론

중국 CHIC 전시회는 1993년부터 시작되어 디자인, 소재, 완제품의 업 스트림에서 다운 스트림

에 이르기까지 전 스트림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패션전시회로서 차별화된 브랜드 컨셉

과 제품력, 경쟁력을 가진 업체만이 참관객과 바이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전시 마케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대형화된 전시회에서는 보다 명확한 브랜드와 제품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며 

CHIC 전시회 또한 자국 대 해외 참가업체의 비율이 70대 30을 넘어서면서 탄탄하게 구축된 중국

의 섬유패션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크리에이티브한 요소들이 필요한 추세이다. CHIC 

전시회에 참가하는 패션그룹 중 국내외 유통망의 확장이 필요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참가비

율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시장 내에서의 창의적인 패션 콘텐츠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획일적 부스에서 탈피하여 크리에이티브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공동부스와 독립부

스의 비중이 느는 것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시장 내 한류열풍 트렌드

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많은 한국 패션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과 유통망의 확장을 위해서는 한국

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이미지의 부스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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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정ㆍ김수정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해외 유명 백화점의 홀리데이 쇼윈도 디스플레이 분석
- 2011년부터 2015년 기간을 중심으로 -

1. 서론

최근 국내 패션시장은 해외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및 크리스마스와 같은 연말 홀리데

이 시즌 마케팅을 벤치마킹하여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와 같은 쇼핑관광 축제뿐

만 아니라 대규모 세일 시즌을 기획하여 소비심리를 자극시키는 마케팅으로 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같은 시즌 기간은 소비자

들의 소비가 대폭 늘어나 기업 매출이 급등할 뿐 아니라, 일시적인 고용 창출 효과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유통업체는 이 시기 동안 최대한 많은 역량을 집중하

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소매시장 매출 조사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기간은 전체 모바일 사용자의 65%, 블랙 프라

이데이에는 59%의 사용자로 인해 모바일 쇼핑에 트래픽이 집중되었으며, National Retail Fede- 

ration의 2013년 월별 매출 동향 자료에 의하면, 평달의 매출이 약 2천 5백억 달러인데 비하여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가 속한 11월, 12월의 매출은 3천억 달러를 넘겨 다른 달의 매출보

다 두드러지게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NRF, 2014a). 이러한 연휴 기간의 전체 매출액 규모는 연간 

총 판매의 30%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주요 쇼핑 시즌을 유통업체가 어떻게 활용하느

냐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의류 및 액세서리 같은 패션 제품군에서도 연휴 기

간의 매출이 전년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패션 유통업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쇼핑 시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심수인, 2014).

지난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은 뉴욕의 주요 매장을 중심으로 쇼윈도 장식에 사상 최

대 규모의 투자를 하고 쇼핑객 및 관광객 유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쇼윈도는 매장으로 소비자

를 유인하고 상품 구매심리를 자극하여 매출 향상에 기여하는 등 마케팅 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유은영, 이유리,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욕, 런던, 파리 등의 유명 백화점을 중심으로 홀리데이 시즌의 패션 

쇼윈도 디스플레이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논문, 패션 전문정보 사이트, 전문서적 등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

도까지 최근 5년간의 백화점 쇼윈도 디스플레이 자료사진을 수집하여 사례분석 연구를 수행하였

으며, 분석내용은 홀리데이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시즌 테마, 연출유형, 표현기법 항목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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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최근 5년간의 홀리데이 시즌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의 전개를 보면, 시즌 테마는 홀리데이 컨

셉에 맞춰 윈터 원더 랜드, 홀리데이 파티, 크리스마스 악몽, 토이스토리 등 다양한 테마로 기획

되었다. 대표적인 테마를 살펴보면, 첫째, 윈터 원더 랜드(Winter Wonder Land) 테마는 전형적인 

홀리데이를 연출한 테마로 올 화이트 컬러를 배경으로 설경, 얼음 조각, 스노우 글로브, 동결된 

느낌의 마네킹 연출을 볼 수 있다. Barneys New York(2015)은 차가운 느낌의 인조 얼음과 펭귄 

조각을 이용하여 쇼윈도를 완벽하게 장식하였으며, Bergdorf Goodman(2014)은 쇼윈도 디스플레

이를 예술 작품에 할애하여 각각의 쇼윈도를 문학, 건축, 연극, 회화, 춤, 조각 및 영화로 채웠다. 

이 테마에서는 북극곰, 펭귄, 사슴 등 다양한 겨울 동물이 등장하여 화이트 컬러 내에서 독특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둘째, 토이스토리(Toy Story) 테마는 어린이 동화나 추억의 장난감인 플레이 도우나 레고 등을 

활용하여 경쾌한 색감과 함께 색다른 방식으로 연출하거나 장식적인 인형의 집을 활용한 디스플

레이는 꾸준히 보이고 있다.(selfridges 외, 2012-2013)

셋째, 홀리데이 파티(Holiday Party) 테마는 Bloomingdale's(2013)는 홀리데이의 영감을 찾아 

세계 곳곳을 여행을 하는 컨셉으로 영국, 이탈리아, 파리, 뉴욕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바쁜 쇼핑객

과 홀리데이 선물로 채워진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재해석한 도시 이미지로 쇼윈도를 연출하였으

며,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의 악몽(Nightmare Before Christmas) 테마는 다크 팔레트와 으스스한 

분위기의 디스플레이가 특징적이며, 자주 등장하는 어린 시절 상상력에 포커스가 맞춰진 전통적

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홀리데이 쇼윈도 연출 테마이다.

표 1. 시즌 테마 유형

<윈터 원더 랜드> <토이 스토리> <홀리데이 파티> <크리스마스 악몽>

쇼윈도 디스플레이 유형은 어떤 것을 위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미지 위주형, 상품 위주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한영호, 안진근, 2007), 연출의 유형은 초현실적, 상징적, 분위기적, 

사실적, 정보적 연출로 분류되어 유통업체의 영업정책과 비주얼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다르게 전개

된다. 기획된 테마에 따라 진열 상품 및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낸 홀리데이 쇼윈도 연출유형은 선

행연구(허승연 외, 2015)에서 발표된 여러 가지 연출 유형 중 초현실적인 연출을 중심으로 표현

되었으며, 기획 테마를 몽환적이고 허구적인 이미지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을 법한 장면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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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소비자에게 진열된 제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유발시키고 매력을 가질 수 있게 표현되어 

브랜드와 상품의 특징을 더욱 매력적이고 주목성 있게 표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다양한 디

자이너들과 함께 콜라보레이션하여 진행된 초현실적인 연출유형의 활용 사례를 볼 수 있다. 

Galeries Lafayette(2013)는 Marc Jacobs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인형과 그녀의 곰에 의상을 스타

일링하고 신비로운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나는 컨셉으로 릴리라는 이름의 인형과 똑딱똑딱 소리를 

내는 시계, 시끌벅적한 저녁파티, 춤추는 꼭두각시 인형으로 채워진 환상적인 공간을 구성하였으

며, Barneys New York(2015년)은 Lexus와 콜라보레이션을, Printemps(2013)은 Maison Prada와 

독점 콜라보레이션으로 “Joyful Obsession"을 테마로 하여 럭셔리 선물로 들뜬 어른들과 산타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현실보다 더 실감나게 익숙한 일상적인 공간을 담아내고 있다. 

Printemps(2014년)는 Burberry와 함께 “The Magical Christmas Journey" 마법의 크리스마스 여행

을 테마로 한 크리스마스 쇼윈도를 선보였으며, 소년과 곰을 그린 4미터 높이의 애니메이션 영상

을 담은 일루미네이션 벽으로 테마를 표현하여 상상을 뛰어 넘는 연출을 보였다.

표 2. 초현실적 연출 사례

<Galeries Lafayette, 2013> <Printemps, 2013> <Barneys New York, 2015> <Printemps, 2014>

쇼윈도 디스플레이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오브제는 마네킹, 조명, 소품, 소도구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판매와 구매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시각적인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상품의 특성을 잘 표현되기 위해서는 계획된 시즌 테마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연출 구성요

소 즉, 제품을 가장 가치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자 방법으로 사용된 오브제로 전개

된 표현기법 또한 중요하다. 그리고 쇼윈도 디스플레이의 내벽과 조명의 색상은 가장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쇼윈도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상품

에 강한 인상과 흥미를 느낄 수 있다(허승연 외, 2015).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오브제로는 선물 박

스, 다양한 형태의 볼, 오너먼트와 같은 작은 장식품, 트리, 체인, 겨울을 상징하는 눈 등의 크리

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쇼윈도 공간에 자유롭게 연출된다. 레드, 핑크, 옐로우 등 브라이트 컬러

의 선물 박스들이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거나 이리데슨트 코팅의 아크릴 볼, 투명 또는 옹브레 

효과를 더한 작은 장식들도 많이 보인다. 

조명과 네온사인을 이용한 쇼윈도 디스플레이 방식 또한 단순하면서 임팩트 있게 사용가능한 

표현기법으로 개성 있는 형태의 프레임을 활용한 네온사인에 축제를 기념하는 글씨 또는 소망을 

표현하거나 선반에 사용되는 조명, 건물 파사드 및 윈도우를 활용한 다양한 사례가 보였다. 15번

가의 Valentino 매장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노래를 건물 전면 유리에 빛으로 표현하는 파사드 형식

을 연출함으로써 고객의 시선 및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Saks Fifth Avenue(201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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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개 이상의 라이트를 건물 파사드에 사용하였으며, 크리스탈 첨탑, 우뚝 솟은 조각 등으로 

완벽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그 밖에 애니메이션 영상을 활용한 표현기법은 Le Bon Marche(2014) 쇼윈도를 볼 수 있다. 

산타 작업실, 사슴을 영상과 함께 2차원 구조로 설정하였으며, 실제 쇼윈도 밖에는 우체통을 설

치하여 아이들이 각자의 소원을 적은 편지를 담을 수 있게 연출하여 호기심을 주었으며, 이메일 

주소를 적은 아이들에게는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답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홀리데이 시

즌을 장식하는 컬러에는 무채색 계열의 블랙, 화이트, 실버와 유채색 계열로는 퍼플, 블루, 레드 

컬러가 주요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 오브제 표현 기법

<Valentino> <Saks Fifth Avenue> <Le Bon Marche>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홀리데이 시즌의 쇼윈도 디스플레이 특징은 윈터 원더 랜드, 토이스토

리, 홀리데이 파티, 크리스마스의 악몽 등 네 가지 테마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초현실적

인 연출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주로 디자이너와 콜라보레이션하여 진행된 디스플레이의 특징을 가

지고 있었다. 또한,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연출하기 위한 중요 수단인 오브제를 활용한 디스플레

이 표현 기법으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조명과 네온사인, 애니메이션 영상 기법 등이 주요하게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11월 중순을 시작으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정례화 할 것을 발표했다. 국내 소비증진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코리아 그랜

드세일’과 연계하고 전통시장의 참여를 확대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삼성디자

인넷, 2015) 지속적인 홀리데이 쇼윈도를 분석하여 국내 쇼윈도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짧은 기간, 한정된 지역의 데이터로 정확하고 정량적인 분석이 미비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

이나 특수한 홀리데이 시즌의 쇼윈도 디스플레이 특징 분석을 통해 국내 백화점과 패션 유통업체

의 비쥬얼 머천다이징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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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석1)ㆍ박영민1)ㆍ김은정1) 

김정민1)ㆍ황이슬2)ㆍ황혜진2) 

문성엽3)ㆍ안지은3)

한국패션산업연구원1)ㆍ㈜손짱2)

원창머티리얼3)

한복에서 진화한 K-fashion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분석 및 고찰
- 1020 유스(youth) 세대를 중심으로 -

1. 서론

1) 배경

최근, 한복의 일상화 및 세계화를 꿈꾸는 몇몇 신진 한복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선보여진 

K-fashion 제품들은, 패션에 관심이 많은 1020 유스(youth) 세대 소비자들이 한복을 새로운 패션

코드로 바라보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한복 디자이너들이 출시한 K-fashion 제품을 접한 소비자들

은 막강한 사회 전파력을 가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 채널을 통해 이를 활발히 공유하

는 등 K-fashion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

한 1020 유스 세대는 남과는 다른 차별적 가치소비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중요하

게 생각하는데, 이들은 한복으로 대변되는 K-fashion 제품을 착용함으로서 애국심, 차별성, 심미

성 등 다양한 가치(Value)를 소비하며, ‘남과는 다른 개념 있는 소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행태는 최근 한복입고 해외여행 인증샷 올리기, 한복 플래시몹, 한복 이색 할로

윈, 한복 가면무도회, 한복 클럽파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핫한 이

슈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a) 기존 한복 제품 예시 사진 (b) 한복에서 진화한 K-fashion 제품 예시 사진

Fig. 1. 기존 한복 제품과 K-fashion 제품 이미지 비교.

2)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Fig. 1(b)와 같은 K-fashion 제품을 일상복으로 스타일링하는 것이 점차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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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발전시키고 세방화하여, 국내를 비롯

한 해외 소비자들에게 당당한 패션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개발하기에 앞서 본 연구를 통해 K-fashion 제품에 대한 소비

자 인식과 선호도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소비자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1020 유스 

세대를 위한 K-fashion 제품 기획ㆍ개발 시 참조할 수 있는 참고용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2016년 9월 2일 ~ 9월 11일까지 10일간, 1020 

유스 세대 소비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ㆍ회수하였으며 불완

전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 7부를 제외한 총 193부를 분석하였으며, 조사문항 구성은 한국적 이

미지 및 한복 관련 배경지식 4문항 및 K-fashion 제품 및 한복에 대한 소비자 의식을 묻는 10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한국적 이미지 및 한복 관련 배경지식 분석 결과로 한국하면 떠오르는 동물로는 복수응답 최

대 3개까지 작성하도록 하였을 때 호랑이(94%), 진돗개(26%), 토끼(18%)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식물은 무궁화(93%), 소나무(64%), 개나리(21%)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복하면 떠오르는 컬러톤에 

대해서는 원색의 비비드톤(63%), 부드러운 페일톤(26%)로 나타났고, 한복 저고리에서 가장 특징

적인 요소를 묻는 응답에는 고름(47%), 둥근 소매(23%), 깃(22%) 순으로 응답하였다.

K-fashion 제품 및 한복에 대한 소비자 의식 조사 결과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캐주얼 감성

이 반영된 영스타일 한복 제품에 대해 응답자의 88%가 이러한 제품을 본적이 있다고 답하였으

며, 이러한 캐주얼 감성이 반영된 한복 제품 명칭에 대한 선호도는 데일리 한복(59%), 캐주얼 한

복(20%), 패션 한복(9%) 순으로 집계되었다. K-fashion 의복 선호도와 관련한 조사문항에서는 한

복과 양장을 융합한 디자인(82%), 한복에 가까운 디자인(11%), 양장식 디자인(7%) 순으로 나타났

다. 선호하는 K-fashion 제품의 실루엣으로는 슬림핏(49%), 오버핏(25%), 박시(19%) 순으로 조사

되었다. 컬러 선호도 조사에서는 부드럽고 옅은 페일톤 컬러(55%), 무채색 컬러(29%), 원색의 비

비드톤 컬러(16%) 순으로 집계되었다. K-fashion 제품에 적용되길 원하는 프린트 문양으로는 꽃, 

식물류(44%), 솔리드(34%), 에스닉 패턴(10%) 순으로 나타났으며, 1020 유스 세대용 K-fashion 

제품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소재로는 데님(58%), 마ㆍ모시(16%), 기능성 폴리에스터ㆍ나일론

(14%) 순으로 조사되었다. K-fashion 제품 착용 시 주변에 보여 지는 이미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기성복과 매치 시 이질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45%), 기성복과 구분되어 관심을 받고 싶다(33%), 

기성복과 매치 시 약간 이질적이어서 약간 관심을 받고 싶다(16%), 기성복과 완전히 구분되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싶다(6%) 순으로 응답하였다. K-fashion 제품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 

카테고리 3가지(브랜드, 제품, 기타)와 관련한 10가지 세부항목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에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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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브랜드는 보통(40%), 중요(32%), 중요하지 않음(15%) 순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의 철학 및 

가치에 대해서는 보통(38%), 중요(34%), 중요하지 않음(15%) 순으로 응답하였고, 브랜드 로고 노

출은 보통(41%), 중요하지 않음(26%), 중요(18%) 순으로 집계되었다. 제품 컬러의 중요성에 대해

서는 중요(49%), 보통(23%), 매우 중요(20%) 순으로 응답하였고, 스타일/핏은 중요(46%), 매우 중

요(28%), 보통(2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제품에 적용되는 소재는 중요(45%), 매우 중요(35%), 

보통(18%) 순으로 집계되었다. 제품의 가격에 대한 소비자 중요도 인식은 중요(42%), 매우 중요

(41%), 보통(17%)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옷들과의 코디성은 중요(47%), 매우 중요

(38%), 보통 (14%) 순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착용 여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는 보통(35%), 중요(29%), 중요하지 않다(17%) 순으로 응답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한복에서 진화한 K-fashion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정도와 선호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서 K-fashion 제품 개발 시 이를 참고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유스 세대 소비자들은 K-fashion 제품이 기존 한복과 다양한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Fig. 1(b)와 같은 K-fashion 제품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다수는 한복과 양장을 융합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

답자의 10%는 한복에 가까운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집계된 결과로 유추해볼 때 

소비자들은 우리 전통복식의 미와 서구적인 디자인을 융합시킨 실용적인 제품을 소구하면서도,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전통복식 고유의 심미성을 잃지 말고 유지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나타낸 맥

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스 세대 소비자들은 고름, 둥근 소매, 깃 등에서 Fig. 1(a)와 같은 전통 한복을 떠올리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국 하면 떠오르는 동물과 식물로는 호랑이와 무궁화가 90% 이상

의 압도적인 비율로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K-fashion 제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우리

나라 전통복식 고유의 모티브 차용 시 업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셋째, 응답자들은 기존 한복이 주는 전통 감성에 슬림한 핏과 캐주얼한 감성을 부여하는 데님

과 같은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착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젊은 소비자들 타

겟으로 하는 남성복과 여성복에서 슬림핏 제품들과 데님 소재 혹은 데님 컬러의 패션제품이 강세

를 보이는 가운데, 유스 세대 소비자들이 이러한 패션 트렌드를 한복에 접목시킨 트렌디하면서 

전통성을 겸비한 캐주얼 감성의 K-fashion 제품 착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컬러 면

에서는 기존 한복 제품이 가지는 원색 톤 계열 컬러들보다는 보다 부드럽고 트렌디한 페일(pale)

톤 컬러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향후 K-fashion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들은 K-fashion 제품 착용 시 기성복과 이질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소구하면서도, 

일부는 기성복과 구분된 차별된 디자인을 통해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이중적 성향을 지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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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K-fashion 제품군의 디자인 특성상, 전통복식 요소를 재해석한 디자인이 주류를 이

루고 있어 이에 따른 소비자 개개인의 성향이 다르게 나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품 개발 시 

개별 소비자의 성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K-fashion 제품군 세그먼트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다섯째, 1020 유스 세대 소비자들은 K-fashion 제품 구매 시 컬러나 스타일/핏감, 소재, 기성

복과의 코디성, 제품 가격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다른 사람들의 

착용여부(유행정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K-fashion 제품의 컬러, 디자인, 핏

감, 가격 등이 만족스럽다면 남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구매하여 착용할 수 있는 가치 소비를 지향

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1020 유스 세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존 한복에서 진화한 형태의 K-fashion 제품 

개발을 위해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소비자의 범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K-fash-

ion 제품에 대한 1020 유스 세대의 기초 설문분석 자료를 토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

에 걸쳐 나타나는 소비자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해 최근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확산되고 있는 K-fashion 제품의 연령대별 타게팅 전략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 연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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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ㆍ구영석
부산대학교

속옷의 기능성에 대한 20대 소비자의 인지 및 선호도

1. 서론

오늘날, 패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다양화되고 있으며, 의류의 기능성

이나 실용성이 구매 관여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자신의 가

치관이나 개성, 라이프 스타일 등을 패션과 연관시켜 구매하여 패션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행

태가 일반화되었다. 

이런 현상은 밖으로 보여 지는 겉옷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이라는 패션 분야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속옷을 그저 겉옷 안에 입는 옷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겉옷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치관, 개성, 라이프 스타일 등을 반영하여 표출할 수 있는 패션아이템이 되

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인식 변화로 인해 속옷 시장은 점차적으로 패션화, 고급화되어 가고 있

는 추세이다. 특히 이런 현상은 2,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속옷은 인간이 착용하는 의류 중 가장 오랜 시간동안 착용자의 피부와 닿아있는 의류

라는 점에서 결코 기능성이 무시될 수 없다는 보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피복 소

재 기술 발전으로 최근 속옷 시장에서 사용되는 속옷용 소재는 흡습속건, 방취성, 내구성 등의 

기능을 높인 신소재가 사용되어 착용자의 쾌적성이나 착용감을 높이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또, 소재뿐만 아니라 패턴 부분에서도 착용자의 체형을 보정해주거나 좀 더 몸에 감기어서 착용

성을 높여주는 패턴들이 개발되어 이러한 패턴이 적용된 속옷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누

리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속옷 시장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서 점점 전문적인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소

비자들의 구매 관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대 젊은 소비자층의 속옷의 구매 행동과 속옷의 기능성에 대한 인지도에 대

해 연구하여 트렌디한 속옷 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거나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속옷 제품을 기획

하는 브랜드의 기획자에게 타겟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 및 인지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양질의 

속옷 브랜드 혹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0대 소비자층의 속옷의 전반적인 구매 행동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속옷의 기능성에 대 한 

인지도 및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이루어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를 부산에 거주하

는 20대를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총 260부의 설문을 진행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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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보정 효과 56 21.4 21.5 21.5

보온성 2 0.8 0.8 22.3

위생문제 117 44.7 45.0 67.3

사회적관습 41 15.6 15.8 83.1

활동성증진 44 16.8 169. 100

전체 260 99.2 100.0

결측 시스템 2 0.8

전체 262 100.0

Table 1. 속옷 착용의 이유

속옷 착용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인 위생문제가 44.7%의 응답을 보

여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속옷 착용 이유로 꼽았다. 이를 통해 20대 소비자들이 여전히 속옷의 

착용 이유를 속옷의 보수적인 기능성인 위생관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 보정 효과가 21.4%로 많은 응답수를 보였다. 이는 착용자의 체형을 보정해주는 속옷의 부

가적인 기능을 20대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성 증진과 사회적 관습의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16.8%, 15.6%를 기록했으며 보온성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0.8%로 저

조한 응답률을 보였다.

Table 2.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기능성

성별

기능성

여성

N(%)

남성

N(%)

Total

(%) 

보온성
1

(0.4)

0

(0)

1

(0.4)

6.940***

흡수, 흡습성
4

(1.5)

14

(5.4)

18

(6.9)

신축성
13

(5.0)

13

(5.0)

26

(10)

위생성
15

(5.8)

20

(7.7)

35

(13.5)

정전기 방지성
1

(0.4)

0

(0.0)

1

(0.4)

착용성
77

(29.6)

89

(34.2)

166

(63.8)

기타
1

(0.4)

2

(0.8)

3

(1.2)

Total
117

(45)

143

(55)

260

(100)

성별에 따른 가장 선호하는 속옷의 기능을 살펴보면, 보온성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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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0%로 전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속옷 

외에 다른 기능성 내의류 등이 보온성을 강조해서 출시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속옷 대신 그러한 

내의류를 보온성 의류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흡수. 흡습성은 여성이 1.5%, 남성이 

5.4%로 남성이 더 선호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체적 활동이 비교적 많은 남성이 땀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는 속옷을 선호하는 것이라고 예상된다. 신축성은 여성이 5%, 남성이 5%로 비슷한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위생성의 경우에도 여성이 5.8%, 남성이 7.7%로 흡수, 흡습성과 마찬가지

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선호하는 기능성으로 나타났다. 정전기 방지성은 여성이 0.4%, 남성이 

0%로 속옷 구입 시 전혀 관여하지 않는 기능성으로 나타났으며, 착용성의 경우는 여성의 29.6%, 

남성이 34.2%로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퍼센티지를 보였다. 이는 20대 소비자들이 착용

성을 속옷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아무리 어떠한 속옷

의 디자인이나 보정 효과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착용성이 좋지 않다면 소비자들은 그 속옷에 대한 

구입을 꺼려할 것이다. 기타는 여성이 0.4%, 남성이 0.8%의 응답률을 보였다.

Table 3. 성별에 따른 속옷 구입 시 각각 항목에 대한 관여도

구분
여성(117) 남성(143)

t
M SD M SD

디자인 3.949 0.8973 3.832 1.0208 0.974

브랜드 3.222 1.0757 3.042 1.0473 1.364

색상 3.974 0.8556 3.895 0.9398 0.704

소재 4.060 0.9030 4.049 0.8907 0.907

사이즈 4.402 0.7078 4.371 0.8614 0.313

착용감 4.368 0.8051 4.441 0.8016 -0.729

보정 효과 3.496 1.1419 3.35 1.1399 1.027

가격 3.803 0.9307 3.748 0.8997 0.484

내구성 3.863 0.9088 3.839 0.9089 0.213

봉제 3.658 1.0436 3.58 1.0374 0.599

속옷 구입 시 디자인에 대한 관여도는 남녀 모두 대체로 높다. 20대 젊은 소비자들이 속옷을 

단지 기능성 웨어에 국한시키지 않고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색상 

관여도 또한 남녀 모두 대체로 높은 편이며 이는 디자인 관여도와 일맥상통한 의미를 지니고 있

음을 유추할 수 있다. 브랜드 관여도는 최대치를 5로 보았을 때, 여성이 3.2, 남성은 3으로 여성

이 남성에 비해 브랜드 관여도가 높으며 남녀 대체로 브랜드 관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

재, 사이즈, 착용감에 대한 관여도는 모두 4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속

옷 소비자들이 디자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속옷의 기능성을 보다 더욱 중시하고 있다고 

미루어 볼 수 있다. 보정 효과에 대한 관여도는 여성이 3.5, 남성이 3.3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속옷 구입 시 속옷의 보정 효과 기능을 남성에 비해 더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의 관여

도는 여성, 남성 모두 3.8대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가격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이유는 기성세

대에 비해 비교적 20대 소비자가 경제력이 약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내구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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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여도는 여성이 3.9, 남성이 3.8로 대체로 높았으며 봉제에 대한 관여도는 여성이 3.7, 남성

이 3.6으로 중간 정도의 관여도를 보였다. 또한 요즘 심리스 등, 봉제선이 없는 속옷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봉제에 대한 관여도는 점점 하락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속옷의 기능성에 대한 20대 소비자의 선호도 및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대 소비자들이 속옷을 입는 가장 주된 이유는 ‘위생문제’라는 

속옷의 가장 전통적인 역할을 꼽았으며 ‘활동성 증진’이라는 이유의 응답자도 많았다.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활동량이 많은 젊은 소비자층이기 때문에 활동성 증진을 위해 속옷을 입는 것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능성은 남녀 공히 ‘착용

성’으로 나타났으며 ‘정전기 방지성’이나 ‘보온성’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기능성으로 나타났다. 

또, 속옷 구입 시 20대 소비자들이 가장 관여를 높게 하는 기능성은 착용성이며 20대 남성의 소

비자들은 20대 여성의 소비자들에 비해 ‘흡습, 흡수성’이나 ‘위생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20대 여

성의 소비자들은 20대 남성의 소비자들에 비해 ‘보정 효과’와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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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ㆍ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아트마케팅 관점에서의 패션 브랜드 전시 프로모션 체험 효과

감성 소비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현대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필요에 의한 일차원적인 제품만

의 소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감성적 욕구와 질적인 만족 모두를 줄 수 있는 가치 소비를 지향

하게 되었다. 특히 그중에서도 패션 브랜드들은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이미지와 감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패션 브랜드의 특성상 문화와 예술이 가진 감성적 요소

의 접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 속에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문화 예술 행사를 후원

하거나 개최하는 방식의 포괄적인 문화마케팅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대중적이고 직

접적인 관심을 불러오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따라서 기존의 문화마케팅보다 관객에

게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예술적 요소를 도입한 아트마케팅이 나타나게 되었다. 

임진희(2008)에 의하면 아트마케팅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 융합되어 나타난다는 특성을 가진다. 

특히 그중에서도 아티스트와의 협업, 스토어 건축, 매장 내의 예술품 설치 등의 전시효과 그리고 

특정한 아티스트가 참여한 윈도우 디스플레이 등이 그 주류로 인식된다. 윤지연(2007) 역시 아트

마케팅은 문화마케팅의 한 종류로서 전시와 공연 등 을 통해 진행된다고 하였고, 이는 소비자들

의 감성을 자극하며 예술성의 미술적인 요소를 빌려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예술 코드를 부여함

으로 인해 예술 융합적 특성을 가지게 되어 해당 아트마케팅 전개를 통해 이미지 전환 기회와 

경쟁력을 가지게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국내 DDP에서 진행한 주요 패션 브랜드의 아트전시회인 '샤넬의 장소

의 정신', '디올 정신', '장 폴 고티에 전'을 아트마케팅의 사례로 선정해 연구에 적용하였다. 그리

고 위와 같은 전시 관람 행동을 체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Pine &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설계하여, 체험적 요인(Entertainment, Educational, Esthetic, Escapist), 감정적 

가치 요인, 전시 관람 만족도 요인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요인의 측면을 살펴보았고, 소비자의 직

접적인 아트마케팅 경험이 최종적으로 브랜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해당 3가지의 아트전시회 중 1회 이상 관람한 경험이 있으며, 해당 전시회를 관람한 후 관람 

후기 포스팅을 블로그에 작성한 여성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불성실한 답변을 한 3부의 설문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총 147부의 설문

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로는 체험요인 중 심미적, 교육적, 일탈적 체험 특

성이 유의미한 감정적 가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험요인 중 심미적, 

교육적, 오락적 체험 특성이 전시 관람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그 중 심미적 체험 

요인은 감정적 가치 요인과 전시 관람 만족도 요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전시회들이 예술적 속성을 가진 아트마케팅의 특성에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정적 가치 요인과 전시 관람 만족도 요인 모두 브랜드에 대한 기대효과 요인

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감정적 가치 요인 역시 전시 관람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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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롭게 나타난 감성 소비 현상 속 아트마케팅은 다양한 방면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시

켜주는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감성적 

소비가치의 중요성이 주목받음에도 불구하고 아트마케팅 관련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순수미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이거나 사례조사를 통한 연구에서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현장 경험을 

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반응을 반영한 연구로 의미가 있어 추후 실제 기업에서 참고 자료로 사

용함에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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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정성지
동덕여자대학교

TV홈쇼핑 쇼호스트와 게스트의 호감도가 패션제품 선호도, 구매 
후 만족,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서론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쇼핑 채널의 하나인 TV홈쇼핑은 현재 급속하게 발전

하고 있다. TV홈쇼핑의 등장은 소비매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패션제품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입어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혹은 스마트

폰을 사용해서 필요한 상품 정보를 얻고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소비’라는 개념이다. 새로운 소비문

화가 발달되면서 TV홈쇼핑이라는 개념은 점차 우리의 생활 속에 깊게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TV홈쇼핑의 채널들은 각자의 TV홈쇼핑 프로그램 진행 방식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차별화 방식중 하나인 TV홈쇼핑 쇼호스트와 함께 유명

인을 게스트로 하여 TV홈쇼핑 진행을 하는 경우이다. 더 나아가 유명인 게스트는 단순한 TV홈쇼

핑 진행자 도우미 일뿐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걸고 고정 게스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재 국내 TV홈쇼핑 사업체들은 상품 구매를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해 마케팅 활동을 공격적

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상품 프로모션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TV홈쇼핑 쇼호

스트와 게스트에 대한 호감도가 패션제품 선호도와 구매 후 만족,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서 판매실적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판매촉진 전략 수립과 전반적인 마케팅 활

동에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조사대상자는 TV홈쇼핑 패션상품 구매경험

이 있는 20-59세의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예비조사는 2016년 07월 15일, 

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으로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07월 18일부터 2016년 07월 25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설문에 응답한 설문지 총 268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 분

석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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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TV홈쇼핑 쇼호스트와 게스트의 호감도 요인은 전문성, 신뢰성, 매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TV홈쇼핑 쇼호스트의 호감도(전문성, 신뢰성, 매력성)는 패션제품 선호도, 구매 후 만족,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TV홈쇼핑 쇼호스트가 판매하는 패션제품 선호도는 구매 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넷째, TV홈쇼핑 쇼호스트가 판매하는 패션제품 선호도와 구매 후 만족도는 재구매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TV홈쇼핑 게스트의 호감도(전문성, 신뢰성, 매력성)는 패션제품 선호도, 구매 후 만족,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TV홈쇼핑 게스트가 판매하는 패션제품 선호도는 구매 후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쳤다.

일곱째, TV홈쇼핑 게스트가 판매하는 패션제품 선호도와 구매 후 만족도는 재구매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4. 결론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TV홈쇼핑 쇼호스트와 게스트의 호감도에 따라 패션제품 선호도, 

구매 후 만족,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V홈쇼핑 회사에

서 높은 호감도를 가진 쇼호스트와 게스트를 활용하여 패션 상품 선호도, 구매 후 만족도, 재구

매 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TV홈쇼핑 쇼호스트, 게스트의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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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조절 기능성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나날이 발전하는 소재 과학으로 인해 기능성 소재의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기능

성 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의류제품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등산과 같은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

기는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 시 추위 및 더위에 대비해 체온을 조절

할 수 있는 체온조절 기능성 의류제품이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스포츠웨어 

시장뿐 아니라 일반복 시장에서도 내의나 속옷 등을 중심으로 기능성 의류제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능성 의류제품들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현시점에

서 기능성 의류제품의 장점 및 단점을 짚어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시의적절한 연구는 부족하

다. 본 연구는 체온조절 기능성 의류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능성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기능성 의류와 관련된 문헌연구 및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의류제품의 제품군 분류, 착용 상황, 세부 성능 등의 정확한 개념 및 하위 차원을 파악하였다. 다

음으로 선행연구들에서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들을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해 수정하여 설문지를 개

발하고, 기능성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00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자의 4계절 

활용 의류제품 사용경험을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실내복, 실내용 운동복’ 등의 용도로 

‘속옷, 양말, 운동복’ 등을 4계절 내내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유한 4

계절 활용 의류제품들은 ‘면,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의 소재로 된 경우가 많았으며, 내구성과 외

기온에 대한 적응 성능과 관련된 사항들이 소비자들의 불만족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음으로, 체온조절 관련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 사용경험을 알아본 결과, 66%의 소비자들이 체온조

절 관련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들이 보유한 체온조절 관련 기

능성 소재 의류제품은 ‘실외나 실내에서 운동할 때, 외출 시’ 등에 착용하는 ‘속옷, 티셔츠, 운동복’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보유한 체온조절 관련 기능성 의류제품의 구체적 소재는 ‘폴리에스

테르와 면’이 많았으며, 구체적 소재를 모르는 소비자들도 상당 수 존재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체온조절 관련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에 대하여, 디자인 및 색상 등의 외관, 내구성, 외기온에 대한 

적응 성능 등과 관련된 불만족 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시장

에서 개발될 체온조절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알아본 결과, ‘실외 및 실내 

운동 시 착용하는 운동용 속옷이나 양말’ 혹은 ‘외출 시 착용하는 셔츠’ 아이템을 중심으로, 체온조

절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이 개발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온조절 기능성 의류제품

이 개발될시 소비자들은 ‘외기온에 대한 적응, 관리성, 외관’ 등을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고려할 것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능성 의류제

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R1E1A202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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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비자의 신체이미지가 쾌락적 쇼핑성향에 미치는 영향

여성 소비자들은 신체에 대한 태도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이상적인 신체

모습으로 날씬하며 서구화된 신체모습을 선망하는 경향이 있다(최윤희, 2007). 의복은 신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의복쇼핑과 구매행동은 개인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받게 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여성 소비자의 신체이미지와 쾌락적 쇼핑성향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40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2016년 8월 16일부터 8

월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64부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신체이미지는 

외모 및 의복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 신체불만족의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쾌락적 쇼핑성

향은 쇼핑향유, 유명상표지향, 충성적, 인간관계지향, 충동적 쇼핑성향의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여성 소비자의 신체이미지가 쾌락적 쇼핑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쇼핑향유의 경우 외모 

및 의복관심, 체중관심, 신체만족, 신체불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신체이미지가 쇼핑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외모 및 의복관심(β=.49, t=11.92***), 신체만족(β=.34, 

t=9.00***), 체중관심(β=.12, t=3.06**)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쇼핑향유에 대한 신체이미지의 

전체 설명력은 54%였다. 유명상표지향의 경우 외모관심, 신체만족, 신체불만족이 유명상표지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가 유명상표지향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만족(β=.39, t=8.06***), 신체불만족(β=.18, t=3.74***), 외모 및 의복관심(β=.17, t=3.21***)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명상표지향에 대한 신체이미지의 전체 설명력은 22%였다. 충성적의 경우 

외모관심, 신체만족, 신체불만족이 충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가 

충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만족(β=.29, t=5.81***), 외모 및 의복관심(β=.20, t=3.70***), 신체불만족

(β=.13, t=2.64**)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충성적에 대한 신체이미지의 전체 설명력은 16%였

다. 인간관계지향의 경우 체중관심, 신체만족, 신체불만족이 인간관계지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가 인간관계지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신체만족(β=.26, t=4.94***), 

체중관심(β=.15, t=2.62**), 신체불만족(β=.13, t=2.57*)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인간관계지향

에 대한 신체이미지의 전체 설명력은 11%였다. 충동적의 경우 외모 및 의복관심, 체중관심, 신체불

만족이 충동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이미지가 충동적에 미치는 영향은 외

모 및 의복관심(β=.26, t=4.74***), 체중관심(β=.16, t=3.02**), 신체불만족(β=.12, t=2.48*) 순으로 영향

을 미치고 있었고, 충동적에 대한 신체이미지의 전체 설명력은 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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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니 진 구매 시 패션정보원 활용이 구매 장소에 미치는 영향

타이트 핏(tight-fit)팬츠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체형을 예쁘게 보이길 원하는 여성들 사이에

서 여전히 구매 패턴을 지속시키고 있다(최세린 등, 2016). 또한 자신의 매력적인 모습을 표현하

고자 하는 욕구(윤진아, 2007)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키니 진을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소비자들의 개인적 욕구와 소비경향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사회 속에서 소비자가 스키니 진 

구매 시 활용하는 패션정보원이 구매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최근 1년 이내에 스키니 진 구매경험이 있는 소비자 464명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위해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정보원에 관한 문항을 요인분석 결과, 매체 정보, 매장 정보, 스

트리트 정보, 지식 정보의 네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구매 장소는 유통업체 주도형, 브랜드 주도

형, 비브랜드 주도형의 세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여성 소비자의 스키니 진 구매 시 패션정보원이 

구매 장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통업체 주도형의 경우 매체 정보, 스트리트 정보, 지

식정보가 유통업체 주도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정보원이 

유통업체 주도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매체 정보(β=.45, t=9.01***), 지식 정보(β=.18, 

t=3.71***), 스트리트 정보(β=-.11, t=-2.44*)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유통업체 주도형에 대한 

패션정보원의 전체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브랜드 주도형의 경우 매체 정보, 매장 정보, 스트

리트 정보, 지식정보가 브랜드 주도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

션정보원이 브랜드 주도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매체 정보(β=.48, t=10.84***), 매장 정보(β

=.28, t=6.91***), 스트리트 정보(β=-.17, t=-4.00***), 지식 정보(β=.12, t=2.62**) 순으로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브랜드 주도형에 대한 패션정보원의 전체 설명력은 40%로 나타났다. 비브랜드 주도형

의 경우 매체 정보, 스트리트 정보가 비브랜드 주도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패션정보원이 비브랜드 주도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매체 정보(β=.29, 

t=5.55***), 스트리트 정보(β=.16, t=3.19**)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비브랜드 주도형에 대한 

패션정보원의 전체 설명력은 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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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요실금 언더웨어의 감성요구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면서 2030년에는 25∼49세와 50세 이상의 인구가 비슷

해지므로 이들의 트렌드와 니즈를 반영하는 실버비즈니스가 활발해질 것이다. 노년인구의 새로운 

트렌드로 기존의 실버세대와 구분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신(新)중년)가 등장하고 있는

데, 이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와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50∼60대를 

일컫는다. 그런데 액티브 시니어의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지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우리나

라 여성의 40%가 경험하는 요실금 같은 신체노화 현상이다. 최근 5년간 요실금 언더웨어가 평균 

36%씩 성장하여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나, 일반 위생용품에 비해 요실금 제품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이 미약한 편이고, 더욱이 이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는 국내·외 요실금 언더웨어의 현황과 착용실태를 조사하고, 제품의 성능

평가를 통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감성요구도를 제시함으로써 액티브 시니어의 삶의 질 향상에 기

여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자에게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2016년 4월 18일을 기준으로 인터넷에 시판되는 국내·외 요실금 위생용품 현황조사를 실시

하였고, 그 결과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내 제품 3종(디펜드, 참사랑, 라이프리)과 국외 제품2종(테

나, 아텐토)을 대상으로 역류량, 흡수속도, 순간흡수율, 최대흡수량 등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

한, 요실금 언더웨어의 착용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5월 16일부터 23일까지 문화

센터, 복지관 등 액티브 시니어들이 주로 활동하는 기관을 선별 방문하여 50대 이상의 성인남녀

를 대상으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요실금 언더웨어의 감성요구도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유효응답자는 73명이었다. 국내·외 시판 요실금 위생용품은 형태별로 크게 3가지로 나눠지

며 패드형과 언더웨어형(팬티형), 위생매트형이 있으며 패드형은 일자형 21종과 밴드형 16종이 있

다. 일반적으로 언더웨어라고 부르는 팬티형은 12종이 있으며, 위생매트는 20여 종이 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실금 언더웨어(팬티형)의 성능평가 결과, 소변량이 적은 

경우 제품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소변량이 많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역류량이 적고 순간흡

수율이 높은 참사랑(국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며, 소변량이 많고 자주 갈아입지 못하는 

사람은 최대흡수량이 높고 역류량과 흡수속도 측면에서도 성능이 좋은 테나 제품을 이용하는 것

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설문 조사 결과, 요실금 증상은 주로 50∼59세의 여성에게 나타나

고 있으며 전업 주부가 대부분이었다. 요실금 증상은 몇 방울 흘리는 정도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요실금 증상이 있을 때는 주로 팬티를 갈아입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실금 

언더웨어(팬티형)를 착용 시 착탈감, 치수적합성, 착용 후 외관, 착용 후 활동성은 보통이었으나, 

착용성능 중 특히 흡수층의 표면촉감과 땀이 차는 정도에 대한 불만이 큰 편으로 나타났다. 또

한, 요실금 언더웨어 구매 시 기능성과 착용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외관적 성능과 흡수성능

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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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이미지와 판매원이 쇼핑감정에 미치는 영향

판매원은 패션매장에 들어 선 고객에게 인사하고, 고객이 옷을 고를 때 신상품, 인기상품, 프

로모션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어울리

는 제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또한 옷을 입어보려는 고객에게는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찾아주고, 

올바르게 입었는지, 제품이 고객에게 잘 어울리는지 알려준다.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판매원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판매원의 행동은 소비자 구매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매출과 직접 관련된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기존의 판매원 연구는 판매원의 감

정, 행동, 직무만족 등에 치중하였고, 소비자의 구매 유발과 관련된 판매원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판매원의 어떤 특성이 소비자의 인지적 평가와 소

비감정에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판매원의 특성과 소비감정 사이의 관계를 매장이미지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4일부터 4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쇼핑경험에서 기억의 왜곡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최근 일주일 이내에 패션매장 방

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지 22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SPSS 14.0을 이용하여 빈

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해 SmartPLS3

을 이용하여 PLS-SEM 모델분석을 실시하였다. G*Power를 이용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확인하였고,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원의 특성 중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공감력은 고객의 쇼핑감정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판매원의 전문가적 외모와 이용가능성은 고객의 쇼핑감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매장이미지를 통해 영향을 미쳤다. 진심으로 고객을 이해하려는 판매

원의 행동은 고객의 감정을 직접 자극하지만, 인지적 측면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반면, 판매원의 

전문가적 외모와 이용가능성은 인지적 평가, 즉 긍정적 매장이미지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쇼핑감정

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과 감정에 영향을 미

치는 선행요인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둘째, 긍정적 매장이미지 지각에 판매원의 전문가적 외모보

다 판매원 이용가능성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판매원의 전문가적 외모에 대한 

인식은 주관적 평가이고 개인 간 편차가 커서 그 영향력이 다소 낮게 도출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 필요할 때 판매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객이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알 수 있

기에 보다 객관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객관적 단서가 인지적 

측면인 매장이미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쇼핑감정은 구매 유발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행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긍정적 쇼핑감정이 형성되었을 때 더 많

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고, 결과적으로 점포이미지와 판매원이 쇼핑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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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ulture를 통한 패션문화상품의 개발과 활성화 전략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은 문화 그 자체를 지향하고 있고, 기존에 문화변방국

가로 소외되었던 한국의 대중문화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멀리 유럽과 남미 등에서도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가

수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한류가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영화, 드라마, 음악 등과 같은 

무형 서비스는 장르의 다양성 제고를 통해 더욱 확장하는 것은 물론 유형적인 상품을 통해서 

K-culture의 정체성을 시각화하여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분야를 찾고, 구체적인 상품을 개발하

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기존 무형의 문화상품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유형

화된 상품으로의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K-culture에 대한 문화적 수요창출에 전략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패션문화상품의 개발과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문화상품과 패션문화상품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문화상품과 패션문화상품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

고,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패션문화상품의 현황을 살펴본 후에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입장에서 패션문화상품을 확

인하고, 향후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할 패션문화상품의 방향성을 제고하고

자 하며 본 연구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문화상품의 개념과 범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결국 패션과 협의의 문화 간의 관

계를 독립적으로 해석하는가 여부와 패션과 협의의 문화를 같은 수준의 범주로 해석하는가에 따

라서 패션산업과 문화산업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패션문화상품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의 광범위성과 대표성을 인정하고, 패션을 문화산업의 한 범주로 보았다. 따

라서 패션문화상품은 문화상품의 하나로 패션상품의 특성인 미적 욕구에 대한 만족을 기본 특성

으로 하는 독특한 문화상품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패션문화상품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존

에는 문화상품의 시각적 요소를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개발하고, 이를 현대의 패션상품에 적용하

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제는 이러한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한 절차와 깊이 있는 탐색을 통

해서 해당 문화권(지역사회 혹은 국가 차원)의 무형적 문화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

을 수행하고, 무형의 콘텐츠로부터 디자인 컨셉을 얻어 패션문화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다. 셋째, 패션문화상품 개발의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와 문화유적을 통한 스토리

텔링 패션문화상품의 개발,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한 체험형 패션문화상품의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통적 패션문화상품의 개발을 주요한 패션문화상품의 활성화 방향으로 보았다. 

문화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적인 요소라고 볼 때, 고부가가치 패션문화상품의 

개발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한 축이 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적 이미지를 고양하여 유, 

무형의 다양한 분야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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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우미ㆍ오경화
중앙대학교

소비자들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

최근 넓은 제품 카테고리에 걸쳐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며 소비자들에게 라이프 스타일에 관

한 전반적 트렌드를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숍이 증가하고 있다. 라움, 마이 분, 에이랜드, 어라

운드 더 코너, 분더숍, 비이커 등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들도 패션 제품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

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의 인

기는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다양성과 세련된 문화를 추구하게 된 소

비자들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러한 소비자 및 유통업계의 변화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최

근 증가하고 있는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은 그 동안 인테리어나 생활용품에 관심이 많았던 4, 50

대 소비자층이 아니라 패션에 민감한 2, 30대의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20대 대

학생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및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 이용 행태를 알아봄으로써, 패션 

기업들이 변화하는 유통 트렌드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업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하기 위해, 20대 대학생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 이용 행태를 알아보았다. 먼저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에 관한 

선행연구들(우승현, 황진숙. 2016; 이은아, 황진숙, 2015)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현재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의 동향을 파악하여, 아직 학문적으로 개념이 명확히 성

립되지 않은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20대 대학생들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선호하는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의 종류, 방문 빈도 및 지출 금액, 1

회 방문 시 쇼핑 시간 등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 관련 쇼핑 행태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패션 라

이프 스타일숍 이용과 관련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소비자 특성들인 문화자본 보유 수준, SNS 

활용 정도, 쇼핑 가치 등도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20대 대학생 소비자들은 1개월에 1-4회 정도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15개의 패션 라이

프 스타일숍들 중, 가장 많이 방문하는 숍은 에이랜드로 나타났다. 가장 큰 방문 이유는 브랜드

의 다양성 때문이었으며, 방문 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가장 큰 지출을 하는 제품군

은 의류로 나타났다. SNS 활용 수준이 높은 소비자들이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을 더 자주 방문하

는 것으로 나타나, SNS가 패션 라이프 스타일숍의 효율적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들에게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 변화로 인한 유통 트렌

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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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브랜드의 인지도, 광고소구유형과 조절초점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SNS 사용자를 중심으로 -

디지털 기술의 변화로 글로벌 광고 매체환경이 인터넷, 모바일, 쇼셜미디어와 같은 뉴미디어들

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을 사용한 SNS의 사용자가 늘어났으며 기존의 SNS들이 텍스트 중

심 이였다면 최근 이미지 중심의 SNS를 이용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패션

브랜드들은 SNS를 통해 제품광고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역사, 브랜드 활동, 일상이미지 등을 제공

하며 SNS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패션 특성상 이미지 중심의 광고가 많고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상황에 비해 패션광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브랜드 인지

도에 따른 광고소구유형의 차이가 소비자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브랜드의 인지도와 광고소구유형이 소비자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광

고태도, 제품 품질지각의 차이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광고에 대한 태도 이론을 바탕으로 광고 자극물의 감정반응과 인지반응을 광고태도, 제

품 품질지각으로 측정하여 각각의 매개변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브

랜드 인지도와 조절초점성향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브랜드 인지도는 태도형성과 구

매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로 사용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지도의 고저에 따른 차

이를 보고자 하였다. 소비자의 조절초점에서 촉진초점성향의 소비자는 광고자극물을 감성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예방초점성향의 소비자는 광고자극물을 이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조절초점성향을 조절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2(패션브랜드 인지도: 고 VS 저, 집

단 간) X 2(광고: 이성광고 VS 감성광고, 집단 간) X 2(조절초점: 예방초점 VS 촉진초점, 집단 

간) 3원 혼합설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SNS를 사용하는 20-30대 여성 150명을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분산분석(ANOVA),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광고소구유형의 광고태도는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광고태도가 높았고, 브랜드의 

인지도와 관계없이 감성광고유형의 집단이 이성광고유형의 집단에 비해 광고태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감성, 고관여군인 패션의 특성상 감성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더 효과적인 것을 나

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광고소구유형의 제품 품질지각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제품 품질지각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성광고유형 집단이 감성광고유형 집단에 비해 제품 품질지각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일 경우 제품의 기능이나 특징을 강조하는 이성광고유형을 활용하는 것

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광고태도와 제품 품질지각 모두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브랜드 인지도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태도형성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브랜드 인지도와 조절초점성향간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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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예방초점성향의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선택함으

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광고태도와 제품 품질지각이 높

을수록 구매의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제 브랜드를 적용해 브랜드 인지도와 광고소구유형에 따른 구매의도에 영향을 주

는 매개변수로 광고태도와 제품 품질지각을 나누어 보았으며, 기존의 연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실제 SNS 광고환경에서 소비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브랜드에 있어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방향의 중요성과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 경우 구매의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유형으

로 제품위주의 이성광고유형이 더 유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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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슬기ㆍ구영석
부산대학교

최근 패션소재의 특성 및 트렌드 분석 
- 2012~2014 Spring/Summer 중심으로 -

1. 서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기업들은 소비자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패션 구성요소인 형

과 실루엣, 색채, 소재를 적절하게 조합한 패션상품의 기획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 소재는 

패션상품의 차별화의 핵심요소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으며1) 패션상품의 가

치는 스타일이나 디자인과 함께 소재의 색상, 패턴, 촉감, 드레이프, 표면감 등과 같은 관능적인 

성질에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2).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가 개성화, 고급화됨에 따라 패션상품

의 차별화와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서 패션소재 트렌드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의 S/S 시즌을 중심으로 패션소재에 대한 정보

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패션소재의 특성과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의 S/S시즌만은 중점적으로 국내 패션 정보사이트(패션넷 코

리아)에 제시된 패션소재 트렌드의 테마를 토대로 패션소재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나타난 패

션소재에 대한 특성을 소재와 관련된 국내의 문헌 자료들과 논문들, 그리고 국내 패션 정보회사

(삼성디자인넷)의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S/S시즌 패션소재 트렌드의 테마는 Table 1과 같이 분류되었다. 

1) 최종명 (2003). 2001~2003 봄/여름 패션소재 트렌드 분석: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북을 중심으로. 생활과학연구
논총, 7(1), 80.

2) 김정규ㆍ박정희 (2002). 패션소재기획. 서울: 교문사, 123.

Year Theme

2012 Seaside Nostalgia, Constructive Max, Ecological Techno, Optimistic Bohemian, Exotic Traveler

2013
Ecology : Natural&Structure, High-Sophisticated Knit, Shine & Shear, 

Hyper Function : Tech&Function, Craft Economy : Tech Embellishment

2014 Natural Healing, Light-shining, Yes-Performance, Modernized Craft

Table 1. 패션소재 트렌드 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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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S/S의 패션소재 트렌드 테마인 Seaside Nostalgia, Constructive Max, Ecological Techno, 

Optimistic Bohemian, Exotic Traveler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직물소재는 Table 2와 같이 분류

되었으며, 각각의 소재가 가진 본연의 특성과 더불어 하이테크놀로지를 통해 가공되고 결합하여 

새로운 물성과 질감을 가진 내추럴하고 현대적이며 섬세한 소재들이 활용되었다.

Theme Fabric

Seaside Nostalgia

-크리스피한 시어서커

-워싱된 코튼과 치노

-멜란지 린넨과 플라스틱 또는 비닐 얀과 직조된 트위드

-스트레치한 저지류

-텐셀, 슬럽이 가미된 데님과 편안한 니트

Constructive Max

-스트레치한 썸머 울와 울 혼방

-PU코팅된 코튼과 페이퍼리한 느낌의 코튼

-초경량 니트와 메쉬

-레이온과 실크혼방 린넨

-극세사 저지류

-스트레치한 분또와 코튼

-부드러운 레더와 페이크 레더

Ecological Techno

-버블과 스모킹 기법의 쉬폰

-에어리하고 플리츠 가공된 쉬폰

-섬세한 광택과 반투명한 오간자

-물광 느낌의 광택 가공 또는 크링클 가공의 실크

-부드러운 레이온과 가벼운 실크

-영국풍의 라셀 레이스와 자수

-플로랄 패턴의 자카드와 브로케이드

-스트레치한 튤 레이스와 메쉬

Optimistic Bohemian

-물광 느낌의 화섬소재와 카멜레온 같은 웨이브의 비닐

-부드러운 레더와 페이크 레더

-세포조직을 연상시키는 니트와 레이스와 자수

-올 오버된 비즈와 스팽글 장식의 저지와 우븐

Exotic Traveler

-그래니풍의 토션 레이스, 정교한 라셀 레이스와 크로셰

-플로랄 프린트의 실크와 쉬폰

-유연한 린넨

-레이온 혼방과 코튼 혼방

-초크 코팅과 크리즈 가공의 코튼

-가늘고 시어한 니트

-워싱, 광택 가공된 데님

Table 2. 2012년 패션소재 트렌드에 사용된 소재분류

2013년 S/S의 패션소재 트렌드의 경우 Ecology, Hyper Function, Craft Economy 등의 메인 

테마에서 Natural&Structure, High-Sophisticated Knit, Shine&Shear, Tech&Function, Tech Em- 

bellishment 등의 하위 테마로 나누어 보다 세분화된 소재를 Table 3과 같이 분류되었다. 소재의 

경량감이 더욱 중요해지고, 섬유를 섬세하게 중첩시켜 가벼운 입체감을 만들고 메탈릭 얀을 혼방

하여 부드럽고 소프트한 광택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수공예적 디테일 측면에서 얀의 자체의 장식

성과 직조성의 예술적 효과로 더욱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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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heme Sub Theme Fabric

Ecology Natural&Structure

-머서라이즈화 가공된 코튼과 폴리혼방 코튼

-코튼과 실크와 혼방된 린넨

-다양한 원사와 혼방된 캐주얼한 트위드

High-Sophisticated Knit

-두껍지만 에어리한 니트

-팬시 얀으로 직조한 니트

-극세사 코튼, 모달, 저지와 혼방된 니트

Shine & Shear

-스트레치하고 코튼 혼방된 실크

-가볍고 유연한 새틴

-반투명하고 은은한 광택의 오간자

Hyper Function Tech&Function

-기능적인 메쉬

-방수나 PU가공된 실크와 면, 나일론

-레더와 레더 외관의 코팅 소재

Craft Economy Tech Embellishment

-러스틱한 질감의 레이스와 컷워크 소재

-꾸띄르적인 새틴과 메탈릭 광택의 저지

-린넨과 린넨 코튼을 혼방한 데님

Table 3. 2013년 패션소재 트렌드에 사용된 소재분류

2014년 S/S의 패션소재 트렌드 테마의 경우에도 Recombine Nature & Future이라는 주제 아

래 Natural Healing, Light-shining, Yes-Performance, Modernized Craft로 4가지로 분류되었다. 경

량의 소재가 여전히 중요해지고, 다양한 외관과 풍부한 촉감을 표현한 소재가 주목받았다. 그리

고 구조적인 외관과 기능성을 가진 테크니컬한 소재와 과하지 않은 볼륨감과 정교한 수공기법의 

장식적 소재들이 감각적으로 활용되었다. 

Theme Fabric

Natural Healing

-경량이고 페이퍼리한 느낌의 코튼과 린넨

-조직감 있는 면 혼방의 캔버스 

-텐셀, 린넨, 레이온 혼방의 데님

Light-shining

-실크 혼방 소재와 진주 펄 광택감의 새틴 실크

-불투명한 오간자

-Net 조직과 얇은 저지류

Yes-Performance

-고급스러운 광택과 경량의 저지

-모달과 폴리 혼방된 니트와 방염 가공된 니트

-에어리한 실크 오간자와 스포츠 메쉬가 결합된 본딩 소재

-실키하며 포일·세라믹·라커 코팅된 우븐

-러스틱한 재질감의 레더

Modernized Craft

-꾸띄르한 구조의 레이스와 팬시한 소재

-규칙적인 반복구조의 음, 양각의 자카드

-헤비 게이지의 레이스와 크로셰

Table 4. 2014년 패션소재 트렌드에 사용된 소재분류

4. 결론

본 연구는 패션소재의 트렌드 분석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패션소재의 트렌드는 ‘Natural’ 이미지의 자연스러운 편안함과 ‘Technology’의 기술적인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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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결합이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코튼, 린넨 등과 같은 천연섬유는 후 가

공을 통해 섬세한 외관과 은은한 광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장식적인 소재는 정교한 수공예적 디

테일의 자수나 레이스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로 더욱 정교하고 섬세하게 표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기존의 소재에 기술이 더해져 새로운 속성을 가진 소재로 탈바

꿈하여 표현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패션소재 경향에서는 공기를 

함유한 듯 경량감 있는 소재가 더욱 중요해졌으며, 다양한 외관과 기능성을 지닌 테크니컬한 소

재들이 두각을 보였다. 이에 쉬폰과 오간자와 같은 비치는 소재들을 레이어드 또는 단독으로 활

용하여 얇고 가벼우면서도 의류의 형태감을 잘 표현하였으며, 대조적인 소재의 본딩이나 가벼운 

극세사 메쉬 등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패션상품의 패션성·기능성·상품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패션소재의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소재의 다양한 특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패션소재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통한 패션상품의 기획이 미래의 패션산업을 주도할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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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진ㆍ구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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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패션 확장브랜드의 홈 패브릭 제품군 특성 분석
- 가구 브랜드와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

1. 서론

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의(衣), 식(食)을 넘어 라

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주(住)’문화까지 확장되고 있다. 또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공

간을 자신만의 수단공간이자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트렌드가 나타났고, 현

대 소비자의 특성이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의 트렌드를 따라 관련 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거공간이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던 가구 브랜드와 ‘패션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강조하는 패션 브랜드의 홈 컬렉션으로 사업 스펙트럼 확장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홈 컬렉션 제품의 디자인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반면, 이제 태

동 단계인 국내 시장의 브랜드별 형태에 따른 특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제품 카테고리나 유통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국

내·외 브랜드의 사례연구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들이 추구하고 중점을 두는 브랜드 아이

덴티티, 그 중에서도 물리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제품 속성과 가치를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인식되

는 브랜드의 개성과 전개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기존 사업에서 홈 컬렉션으로 사업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형태의 브랜드 중 가구와 

패션 확장브랜드 2가지 형태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가구 브랜드로는 국내 기업인 한샘과 현대

리바트, 패션 브랜드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 ZARA의 'ZARA HOME', H&M의 'H&M HOME'을 연

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부산광역시 내·외에 위치하고 있는 브랜드의 직매장을 직

접 방문해 시장 조사를 중심으로 매거진, 각 브랜드별 공식 홈페이지와 선행연구의 사진과 설명 

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브랜드의 분석, 직매장의 상품구성 특성과 

침구류·장식용 쿠션·부엌용 텍스타일 제품·러그 등을 포함한 홈 패브릭 제품의 소재·디자인

적 특성을 2가지 확장 형태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1) 패션 브랜드

H&M은 스웨덴에서 출발한 대표적인 글로벌 SPA브랜드이다. 2009년 홈 컬렉션 라인인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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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을 런칭하며, 계절별로 색상과 질감, 소재를 새롭게 혼합한 리빙(Living) 아이템을 선보인

다. 잠실 롯데월드몰점을 시작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수도권을 포함하여 청주, 부산에 

총 6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ZARA는 스페인의 인디텍스사의 SPA브랜드이다. 2013년 홈 컬렉

션 라인인 ZARA HOME을 런칭하며, 소비자들이 현재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시즌에 따라 반영

하는 아이템을 제공한다. 2014년 삼성동 코엑스몰에 국내 1호점을 시작으로 2016년 올해 하남 

스타필드에 2호점을 출점하였다.

패션브랜드의 확장 브랜드인 ZARA HOME과 H&M HOME의 매장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상

품군으로 분류하여 진열하는 방식이 아닌, 각 섹션에 테마가 있고 그에 맞는 소품을 한 곳에 모

아두었다. ZARA HOME은 주로 테마를 오리엔탈풍, 페미닌 무드와 같이 디자인적 테마로 분류하

였고, H&M HOME은 색상에 의한 분류를 이용하였다. 상품구색은 다양한 디자인의 침장류 커버, 

인테리어 소품, 잠옷을 비롯한 실내용 슬리퍼·양말과 같은 홈 웨어류, 커트러리와 식기류, 테이

블 매트·에이프런·수건 등을 포함한 상품의 패션성에 치중한 홈 패브릭류가 전체적으로 주를 

이루었다. 또한, 패션 브랜드답게 단일 제품에도 다양한 색상과 프린팅 디자인의 스펙트럼을 제

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였다.

소재적 특성으로는 면(cotton)섬유로 이루어진 패브릭 제품이 대다수로 이루어져 있다. 직조 

과정에서 문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카드, 니트의 짜임 등을 이용한 텍스타일 디자인과 무지원단 

위 자수, 스티치 및 퀼팅, 프린트 등을 가공한 두 가지 방식의 텍스타일 디자인이 다양하게 활용

되었다. 침구류는 무늬가 없는 다양한 색상의 무지원단을 이용한 제품이 많았고, 커튼·쿠션커버 

등 다양한 패브릭 제품에서는 페이즐리 패턴과 플라워 패턴이 대다수이며 동·식물, 스트라이프, 

체크, 아르누보, 아르데코 등 다양한 패턴을 이용한 화려한 텍스타일 디자인이 돋보였다. 전체적

으로 화려한 프린트를 이용하였지만 컬러에서는 원색보다는 톤 다운된 컬러를 사용하였다. ZARA 

HOME은 담요류에서 울·캐시미어와 같은 동물성 섬유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러그에서 소가죽 

원형 모양을 그대로 이용한 제품이나 화려한 자카드직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H&M HOME은 

ZARA HOME에 비해 원색의 비비드한 컬러가 돋보였다. 스팽글, 프릴, 패치워크 등 다양한 트리

밍의 사용과 타올류에서 기존의 파일직의 형태를 유지하되 파일(pile)의 배치를 다양하게 하여 패

턴을 표현하는 등 ZARA HOME보다 구조적 특징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사용이 많았다. 또

한 천연섬유가 주를 이룬 ZARA HOME과 달리 폴리에스터의 사용으로 다양한 텍스쳐 표현과 광

택 등을 표현한 제품이 많았다.

2) 가구 브랜드

한샘은 현재 국내 1위의 종합 가구회사이다. 1988년 서울 방배동에 직매장 1호점에 생활용품 

판매를 시작하며 현재 9개의 직매장의 생활용품 코너와 2015년 2개의 생활용품 전문매장인 한샘 

홈 연달아 오픈하며 생활용품 사업을 확대하는 중이다.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한국형 

실속제품을 중심으로 PB상품과 유명브랜드에서 사입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 리바트는 가

정용, 사무용, 아파트용 가구를 생산 판매하는 국내 2위의 종합가구회사이다. 직매장인 ‘리바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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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샵’의 생활용품군 마켓쉐어의 급신장으로 2015년 ‘Natural&French chic로 대표되는 파리지엔

느의 세련된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홈 컬렉션 라인인 ‘리바트 홈’을 런칭하였다. 가구 브랜드의 매

장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플래그쉽 스토어에 한 층을 전체로 생

활용품으로 구성하였고 테마 별로 구성하고 진열한 패션 브랜드와 달리 제품군별로 분류하여 진

열하였다. 또한, 가구 섹션 한 켠에 홈 패브릭 전문관을 운영하여 사이즈나 원하는 디자인을 사

용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커스텀 마이징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패션 

브랜드의 상품을 포함하여, 소가구류, 조명, 수납용품 등 인테리어 용도 이외에도 생활용품으로써

의 제품이 많았다. 아직 태동 시기인 국내 시장으로 인해 트렌드를 따른 북유럽풍, 모노톤의 제

품이 주를 이루어 각각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크게 구별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두 브랜드의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소재적 특성으로는 패션 브랜드와 달리 직조 방식을 달리하여 디자

인을 표현하는 제품은 러그와 커튼 이외에는 거의 없으며, 프린팅과 같은 가공방식을 이용한 디

자인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특징적인 것은 디자인적 측면보다는 다양한 기능성 소재

와 가공방식을 이용하여 패브릭의 기능적 측면을 부각하는 제품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능성 

소재의 사용은 침구류와 러그에서 크게 나타났다. 침구류의 경우 충전재의 소재를 마이크로 화이

버, 다양한 원산지의 구스 등 다양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기호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끔 했으

며, 침구 커버의 경우에도 면 혹은 린넨 2가지의 소재만 사용한 패션브랜드와 달리 면은 물론이

고 아사, 양모, 워셔블 가공을 한 폴리에스터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가장 눈 여겨 볼 점

은 기존의 상품에서 느끼는 불편점을 보완하는 가공 방식을 사용한 제품이 많았다는 점이다. 세

탁이 힘든 비위생적이기 쉬운 러그류의 특성을 보완한 워셔블 러그, 방진·항균 러그나 PVC소재

를 이용한 아동을 위한 미끄럼 방지 러그, 집먼지 진드기로 인한 알러지를 방지하기 위해 공극을 

조절한 알러지 방지 침구류 등이 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대부분 단일 색의 무지원단을 사용

하거나 원이나 사선을 이용한 기하학적인 문양, 톤 다운된 컬러, 작은 일러스트 프린팅 등 패션 

브랜드에 비해 디자인적 측면이 크게 강조되지 않았다.

4. 결론

본 연구는 홈 컬렉션으로 사업을 확장한 브랜드의 제품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품 별로 소재적, 디자인적 특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브랜드의 특성에 따

라 중점을 두는 속성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패션 브랜드의 확장 브랜드는 제품의 디자인적 

측면을 강조한 상품을 주로 제공한 반면 가구 브랜드는 제품 사용의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는 기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확장 브랜드에서도 유지하여 제공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패션 브랜드의 경우 패션성에 치중하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가구 브랜드의 경우에 브랜드별 차별점이 두드러지지 않아 디자인과 다양성의 측면

에서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반면에, 패션 브랜드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기호가 다

양하게 나타나고 사용 상황이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여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상품 기획 전략이 필요하다. 



143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참고문헌

김승주 (2015).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옥 (2011). 기존 패션 브랜드와 확장 인테리어 홈 브랜드의 텍스타일디자인 유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30.

임성경ㆍ유지헌 (2010). 국내 전개 패션 상품의 브랜드 확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8(3)(통권86호).



144 _____ 에코 테크놀로지 & 패션

김은혜ㆍ권영숙ㆍ이진화
부산대학교

디자인 교육을 통한 시니어 여성의 뇌파 및 심리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고령화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50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38.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니어 세대의 평균 수명의 연장은 여

러 문제점을 동반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신 건강이다. 특히, 시니어 여성들은 은퇴

와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저하, 체형 

변화가 나타나며, 이는 심리적 위축감을 주어 향상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방해할 수 있

다. 현재 시니어 세대를 위한 여가 및 교육은 흥미와 오락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정적인 심리 상태의 회복을 강조한 감성 디자인 교육이 요구되어 진다. 감성 디자

인 교육은 시니어 세대의 정서적, 인지적 수준에 적합하게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적용해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존감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감성 디자인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뇌파검사와 심리검사를 병행하였다. 교

육을 통한 자극이 뇌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한 연구는 미술치료(Kim et al., 2013), 운동

(Shim, 2007;Kim et al., 2014; Lim & Shim, 2014), 원예치료(Kim & Lee, 2003), 수학교육의 효

과(Ko, 2009) 등이 있으나 디자인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피험자는 부산

광역시에 거주 중인 55세 이상 70세 이하의 여성 16명을 대상으로 교육 전과 후의 뇌파와 심리 

변화를 비교하였다. 실험을 위해 감성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주1회 

4시간씩 실시하여 3주간 총 12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뇌파 측정을 위해 프로그램 전과 후에 뇌파 

측정기(g. MOBILAB, Sampling Rate 64Hz)를 이용하여 최대한 잡음이 혼입되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10-20 국제 전극 배치법(ten-twenty electrode system)을 참고하여 부착 후 16채널을 측

정하였다. 심리 검사는 Beck의 불안검사(Beck's Anxiety Inventory ; 이하 BAI)지를 사용하였으

며, 감성 디자인 교육 1주차 시작 전과 3주차 교육 후에 실시하였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측정하

고자 검사 전 10분간의 휴식을 취한 후 10분간 진행하였다. 뇌파 측정 자료는 Matlab 

v.7.10.0(R2010a)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사용하였다. 변환된 주파수 대역 성분은 파워 스펙트럼 분석(Power Spectrum Analysis: 

PSA)을 통해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및 세타파에 대한 상대적 크기(Band to Band)를 분석하였

다. 심리 검사 자료는 교육 전과 후의 BAI점수 변화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뇌파 분석에서 각 주파수 범위에 대한 뇌파는 비교적 뚜렷한 범위를 보였으며, 주

파수 신호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고려해볼 때 알파파의 성분이 가장 크게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뇌파 중 알파파(Alpha Wave)의 증가는 정신적 안정과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며, 감소

는 긴장과 스트레스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베타파(Beta Wave)의 증가는 

긴장과 흥분 상태를 나타낸다. 뇌파분석 결과 감성 디자인 교육 전보다 교육 후 알파파(Alpha 

Wave)는 증가하고 베타파(Beta Wave)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감성 디자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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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니어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 상승과 긴장 및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심리

검사 분석 결과에서는 교육 전 피험자 16명중 4명에게서 ‘불안’상태로 검사 결과가 나타났으나 교

육 후 ‘경미한 불안’으로 BAI점수가 감소하였고, 총 피험자 중 2명을 제외하고 BAI점수가 감소하

였다. 이를 통해 감성 디자인 교육이 시니어 여성의 불안감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며, 

이는 베타파(Beta Wave)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선행 연구에서 미술교육 결과 

스트레스 지수는 감소하였으며, 정서지수는 증가 하였다고 나타났으며(Kim et al., 2013), 원예 교

육 결과 우울 감소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Kim & Lee, 2003).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고 보여진다.

본 연구를 통해 감성 디자인 교육은 시니어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 유지와 불안, 스트레스 감

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시니어 교육의 한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뇌파분석과 심리 분석을 병행하여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방

법의 시도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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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연ㆍ이진화
부산대학교

국내 의류학과 취업 시장의 Mismatch 분석 
– 학생과 기업 중심으로 -

무한 경쟁의 취업 시장 속에서 날이 갈수록 의류학과 학생들이 일자리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

워지고 있다. 패션업계의 좁은 취업문은 과거부터 유명하였으나 매 해 만성적인 노동력 공급 과

잉으로 패션업계 청년실업률의 심각성은 가중되고 있다. 기업과 구직자가 원하는 기준의 미스매

치(mismatch)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SPA 브랜드들의 위협적인 성

장으로 인한 브랜드 경쟁력 약화, 채용 방식과 인재상의 변화, 해외 인력 비중의 증가로 인하여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인원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에서 구인난

을 겪고 있는 것은 패션 취업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에 미스매치 현실을 보여준다. 사회가 고학

력화되면서, 대졸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눈높이를 파악하고, 기대수준

과 실제 취업수준의 미스매치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중

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과 학생들의 취업선호도와 취업현황 및 취업준비현황과 주

요 패션 기업들의 채용 시 중점 검토 사항과 인력 부족 직무, 채용 시 필요 역량을 조사하여 의

류학과 취업 시장의 불일치(mismatch)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점차 좁아지고 있는 패션 산업의 

취업난 속에서 기업과 학생 간에 발생하는 의견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위

한 현실 가능한 취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과 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학생 측면에서는 첫째, 

국내 대학졸업자의 취업현황 및 실업률을 분석하고자 한다. 패션 취업 시장의 취업현황과 실업률

은 국내 청년 취업 시장의 불일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둘째, 의류ㆍ의상학과 학생들의 연도별 

졸업 및 취업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의류ㆍ의상학과의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

으로 취업선호도를 통한 취업 눈높이를 분석한다. 기업 측면에서는 첫째, 채용 시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을 조사하였다. 둘째, 패션업계에서 인력 수요가 있

는 직무와 회사를 알아보았다. 셋째, 기업에서 생각하는 인재의 조건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취

업 준비생들이 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알아보고 취업 준비 유형별 중요도

를 도출한다. 또한,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기업 맞춤 전략을 분석한다.

전공별 졸업 상황 및 취업률, 학교별 취업 현황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교육 통계 서

비스(http://kess.kedi.re.kr/index)와 대학 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 분석하였

다. 취업 시장 선호도 조사는 의류학과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습니다. 국내 기업 중심으로 섬유, 패션, 잡화, 유통 분야의 중소기업과 대기업 인

사담당자와의 면담과 무선 인터뷰를 통해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구직자에 대한 관점과 패션업계 

취업 시장에 대합 입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과 학생들 간의 미스매치는 취업 희망 분야와 취업준비활동의 우선순위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났다. 학생들이 취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역량과 이에 따른 취업 준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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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도가 기업의 관점과는 크게 달랐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인력 공급이 과잉된 

직무와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수요 인력이 필요한 직무가 불일치하였다. 결국, 학생과 기업 간

의 mismatch에 의해 매 해 취업 시장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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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산업간 협업제품개발 수요 파악을 통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 

1. 서론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국내·외 사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달성

하기 위하여 기업 간 협업으로 기업성장을 도모하고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로 산업간 융합을 

통한 혁신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지역 내 패션웨어 산업(패션, 안경, 주얼리) 관련 기업 및 전후방 연관 업종을 대상으로 협업

관련 수요 파악을 통해 패션웨어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설문은 201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패션웨어 분야)의 일환으로 2014년 6월 3일부터 6월 

10일 까지 약 일주일간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대구지역의 패션, 안경, 주얼리 등 패션기반 제

조업체 및 전후방 연관 업종 101개 기업(패션 : 43개, 안경 : 34개, 주얼리 : 24개)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방문 또는 정보통신(유선, 이메일, 팩스 등)을 이

용한 조사방법”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기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주최기관 및 공동

기관’의 협조 공문 및 각 분야별 협회의 사업 홍보를 통한 조사동기를 유발하였다.

조사내용은 기업현황(기업명, 주요생산품목, 설립연도, 수출/내수 비중, 종업원 수, 매출액, 디

자이너 유무), 기업지원 수요(기업협업 여부, 협업 품목,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등 2가지 파트로 

구분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역기업 중 패션웨어 산업군(패션, 안경, 주얼리 제조업체)에 속하는 기업을 분류를 분석해 

본 결과 소기업,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았다. 본 조사에 참여한 101개 기업의 기업 분류를 살펴보

면, 업력(설립연도)에 따라서는 신생기업보다는 2~7년, 7~15년 이상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

며, 종사자 수는 5인 미만인 기업이 47.5%, 5인~20인 미만인 기업이 32.7%, 20~50인 미만 

13.9% , 50인 이상 5.9%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경우, 5억 미만인 기업이 5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5~100억 미만(40.6%), 100~300억 미만(7.9%), 300억 이상(0.0%)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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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에 따른 기업분류] [종사자수에 따른 기업분류] [매출액에 따른 기업분류] 

그림 1. 기업분류 분석 결과

타 산업과의 협업가능성 및 협업품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타 분야와의 협

업을 통한 신규 아이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조사기업 101개 중, 패션웨어 산업군에 포

함되는 패션/안경/주얼리 분야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20.8%(21개) 이었으며, 진행 계획

이 있는 기업이 18.8%(19개),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협업 계획이 있는 기업이 51.5%(52개), 계획

이 없는 기업이 8.9%(9개)로 나타났다.

조사기업 101개 중, 타 분야와의 협업을 통한 신규 아이템 개발 계획이 없다고 대답한 9개 기

업을 제외한 92개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각

의 분야에서 다양한 협업 요구사항이 나타났다.

패션 분야의 경우, 주얼리 협업하고 싶은 기업이 41.9%(18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안

경과 협업하고 싶은 기업이 30.2%(13개), 기타 16.3%(7개), 다른 품목의 패션의류 분야와의 협업

을 하고 싶은 기업이 11.6%(5개)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품목으로 가방, 신발, 머플러, 모자 및 

텍스타일 디자이너 등 패션 잡화 분야와의 협업 요구가 있었다.

안경 분야의 경우, 주얼리와 협업하고 싶은 기업이 64.7%(22개)로 가장 높았으며, 패션의류와 

협업을 하고 싶은 기업이 29.4%(10개)이며, 다음으로 안경 2.9%(1개), 기타 2.9%(1개) 순으로 나

타났다. 기타 품목은 안경 소재 관련 분야와의 협업 요구가 있었다.

주얼리 분야의 경우, 패션의류와의 협업을 하고 싶은 기업이 50.0%(12개)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얼리 25.0%(6개), 안경 20.8%(5개), 기타 4.2%(1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패션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타 분야와의 협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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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산업군별 협업 요구 품목 수요 결과

기업지원 분야 및 프로그램별 선호도 분석결과, 시제품제작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전시회 지원(18.6%), 마케팅지원(16.3%), 디자인지원(12.5%) 인력양성(8.0%), 성능평가(8.7%), 지

식재산권 지원(8.1%), 인력양성(7.0%), 네트워킹(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 수요 분석 결

과, 각 분야별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시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

과 관련된 마케팅 및 전시회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그림 4. 기업지원 프로그램별 수요 결과

4. 결론

본 조사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산업군별 협업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추진의 기

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패션웨어 관련 기업은 영세ㆍ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신생기업보다는 2~7년, 

7~15년 이상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종사자 수는 5인 미만인 기업이 47.5% 매출액은 5억 

미만인 기업이 51.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타 산업과의 협업가능성 및 협업품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타 분야와의 협

업을 통한 신규 아이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산업간 협업을 통하여 신제품을 개발하여 

정체되어 있는 패션산업 분야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를 알 수 있었다. 산업별로 협업

하고자 하는 품목 조사결과 패션 분야의 경우, 주얼리 협업하고 싶은 기업이 41.9%(18개)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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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으며, 안경 분야의 경우, 주얼리와 협업하고 싶은 기업이 64.7%(22개)로 가장 높았으며, 주얼

리 분야의 경우, 패션의류와의 협업을 하고 싶은 기업이 50.0%(12개)로 산업별로 협업 품목이 상

의함을 알 수 있었다.

기업지원 프로그램별 선호도의 경우, 각 분야별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시회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기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역 내 패션웨어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 역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 내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조사결과를 적용한 협업제품 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및 해당 기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활용 결과 및 기업 만족도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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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ㆍ김지은ㆍ이진화
부산대학교

성별에 따른 소비가치가 시계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 20-3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

현대사회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소비의 욕구가 다양화, 개성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현상 속에서 소비자의 내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통한 구매행동예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소비가치와 이것이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을 중요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패션제품으로써 시계를 택하였다. 시계는 본래 그 기능 

때문에 평생 사용하는 물건, 또는 귀중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Park, 2001), 자본주의가 

확립된 19세기 중반 이후 일종의 지위의 상징으로 급속히 보급되었다(Kim, 2001).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시계는 오늘날까지도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 지위를 표출하는 수단으로써 인식되고 있

으며 스마트폰의 보급 이후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시계는 세계대전을 겪으며 여성보다는 남성과 결부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계구매행동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주목하여 근본적인 소비자의 소비욕구와 

가치, 이를 통해 표출되는 구매행동을 연구함으로써 마케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 기업을 위한 마

케팅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비가치가 시계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알아보고자 부산 및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2012년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28부를 제외한 322부를 통계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

다. 자료 분석은 SPSS ver 21.0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 검정, 독립표본 t-검

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가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사

회동조적 가치, 진귀적 가치,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상황적 가치의 6개 하위차

원을 밝혀내었으며 총 설명력은 57.923%이고 신뢰도는 0.852이다. 

둘째, 구매 행동 중 제품선택 기준은 실용성과 신분상징성, 조화·어울림, 심미성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66.751%, 신뢰도는 0.705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원 활용에 대하여는 

인적 정보원, 매장 정보원, 상업 정보원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들의 총 설명력은 54.494%, 신뢰도

는 0.805로 나타났다. 

셋째, 남녀 모두 사회동조적 가치가 제품선택 기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세부적으로는 실용성에서 남성은 사회동조적 가치, 기능적 가치가, 여성은 기능적 가치 상황적 

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분상징성에는 남성은 사회동조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가, 

여성은 사회동조적 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화·어울림에서 남성은 진

귀적 가치, 상황적 가치, 심미적 가치가 영향을, 여성은 심미적 가치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심미성에서는 여성에 있어 사회동조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시계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내적동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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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구와 가치관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넷째, 정보원 활용에 있어 남성은 사회동조적 가치가 모든 정보원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반면 여성은 사회동조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가 모든 정보원 활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인적 정보원에서 남성은 사회동조적 가치, 여성은 사회동조적 가치와 

진귀적 가치, 심미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장정보원에서는 남성에게 있어 사회동조적 

가치, 감정적 가치, 기능적 가치가 영향을, 여성에게는 사회동조적 가치, 진귀적 가치, 기능적 가

치, 심미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업정보원에는 남성은 사회동조적 가치, 

진귀적 가치가 영향을, 여성에게는 사회동조적 가치와 심미적 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특히 기능적 가치는 남녀모두 매장 정보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비자

들이 기능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매장 정보원에 의해 수집한다는 뜻으로 해석가능하며 기능, 제

조국 및 A/S 등 기능 및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매장 직원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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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춘현ㆍ이정숙 
경상대학교 

섬유 유연기능이 포함된 영유아복 천연세제 개발에 관한 연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으로 영유아용 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소비자들은 안심하

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의 조사에서는 유아용 세제와 섬유유

연제에서 화학방부제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섬유유연제는 세탁 후 

마무리단계에 사용하며, 섬유 유연기능을 높이기 위해 헹굼 횟수를 줄이는 것이 소비자들의 일반

적인 세탁습관이다. 섬유유연제 관련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마지막 헹굼 단계에 투입하며 다시 

물로 헹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섬유유연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잔류량이 많아

지며, 영유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비누화 베이스에 첨

가물을 넣는 방식의 세제 개발과 섬유유연제의 개발이 대부분이며, 영유아 의류 세탁세제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시판 유아용 세제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천연조제물만 넣고도 천연세제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영

유아복 세탁습관에 기초한 천연세제 개발 연구가 매우 요구되고 있다. 영유아복 세제 개발의 기

초연구는 세탁물의 섬유종류와 오염물의 종류, 그리고 세탁습관(세탁 횟수, 헹굼 횟수, 세제와 섬

유유연제 사용량, 세제의 종류) 등이다. 이 중 과도한 세제 투입습관과 화학세제 잔류물을 헹궈내

기 위해 적정횟수를 초과하는 헹굼 횟수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해한 화학성분을 천연물질로 대체해 영유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천연세제

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개발 제품은 천연유래 계면활성제, 천연향료, 항균성 천연물질 추출물, 천

연 거품식물, 천연 pH조절물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험 시 피부보호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피부자극 테스트(KAWAI’S METHOD 피부 PATCH 시험)를 실시

하였다. 피부자극 테스트는 제시 시료를 표준사용량(15㎖/20ℓ) 비율로 희석하고, 표준면포(KS 

K0905)를 침지시킨 후 건조한 것을 시험편으로 사용하였다. 이것을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팔의 전박부에 24시간 동안 부착한 후, 첩포를 제거하여 육안판정을 하고, 뚜렷한 변화가 없을 

경우 PATCH 부위의 피부 레프리카를 제작한 다음 현미경 하에서 피부 레프리카를 관찰하여 미

세한 자극 정도를 음성, 준음성, 준양성,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테스트 결과, 개발 제품은 음성판

정을 받았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섬유유연제와의 비교실험(강연도 : KS K 0815 

6.21:2008 E법-드레이프법)을 실시하였다. 이 테스트는 100% 면 타올 15장을 드럼식 세탁기에 세

탁한 후, 3명의 판정자가 각각 평가를 실시하여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 때 시료투입은 처리원단 

1, 2 모두 시료1 15㎖를 투입하여 세탁하다가 마지막 헹굼 때 시료2에 섬유유연제 10㎖를 투입하

여 처리하였다. 테스트 결과, 동등 이상의 섬유 유연기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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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빈1)ㆍ이혜원2)ㆍ노정심1)

상명대학교1)ㆍ고려대학교2)

스마트웨어를 위한 의류 부착형 진동자극 유닛 개발

스마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의 환경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처리된 신호에 관하여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진동은 촉각적

인 전달 방법으로, 응용 분야로는 가장 대중적인 스마트 폰의 울림체제를 비롯하여 헬스케어와 

의료용 치료분야까지 다방면에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진동은 스마트웨어 내부

에서 사용자 신체에 전달되는 촉각적인 직접전달 방법이다. 진동은 사용자의 모션을 지각, 모니

터링, 그리고 목적에 어긋난 활동 개선을 전달하는 자극이자 메시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

는 진동을 통하여 신체 일부에 직접 접촉되는 촉감으로 직관적 자극 전달로 피드백 받으며, 이를 

통한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스마트웨어의 진동 사용은 호출·알림 신호 역할, 혹은 의료·

치료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물리적인 외압으로 단편적이며 일방적인 것이 특징이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웨어에서 발생한 진동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학습효과를 주기 위함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의류 부착형 진동자극유닛을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의 모션 감지 및 진동 전달 장치는 

의류 부착형 리벳(rivet)형태로 의복과 디바이스 일체형으로 개발되었으며, 모션감지와 전달, 구동

장치가 의복 환경 내에 통합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줄이고, 모션 학습효과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개선된 스마트웨어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진동소자는 신체에 진동을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진동소자를 수용하는 하우징

(Stud와 Cap)구조로 설계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진동소자는 햅틱 액츄에이터(Haptic Actuator)

로 무음착신을 위한 모바일 통신기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리니어 바이브레이터(Linear Vibrator)다. 

이 진동소자는 스프링 위 질량의 왕복운동으로 구동이 되고, 전압제어로 진동세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진동크기 값 도출이 용이하다. 진동소자는 Stud에 내장되어 있고, 

Stud와 Cap은 패브릭을 사이에 두어 리벳팅 결합을 하였으며 Cap은 피부표면에 직접 접해있다. 

진동자극의 의류 부착형(리벳형) 유닛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원단(322.86g/m2)에 일반 액츄에이터

와 리벳형 액츄에이터를 적용하고 진동크기를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액츄에이터의 

진동크기 평균값은 0.97g, 리벳형 액츄에이터는 0.98g으로 리벳하우징이 진동소자의 진동을 손실 

없이 매우 잘 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의류 부착형 진동자극 유닛은 모션 개선이 필요한 신체부위에 따라 가장 

정확하고 최적의 진동촉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션 학습용 스마트웨어 응용 분야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추후 다양한 스마트웨어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 진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및 한국 산업기술 평가관리원의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IT융합)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No. 100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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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심
상명대학교

전도성 복합소재 텍스타일 스트레인 센서 리뷰

본 연구는 인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정보를 측정하기 위해 착용자에게 밀착되게 입혀져서 동작

에 따른 체표면의 길이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텍스타일 센서의 구조와 성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를 수행하였다. 피에조저항 효과를 갖는 텍스타일 스트레인 센서는 착용 시에 반복되는 큰 신장

변형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저항-신장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스트레인이 센서 전

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하고 변형이 가능한 한 빨리 완전하게 회복되어야 하며, 쾌적한 활동

성을 보장하기 위해 작은 스트레인에도 쉽게 변형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타일 스트레인 센서는 피에조저항 효과를 발현하기 위해 주로 탄소계 필러나 전도성 고분

자 필러 복합소재를 사용한다. 탄소계 필러를 신축성 고분자 매트릭스와 복합하여 신축성 원단위

에 코팅하거나 실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실 표면이나 신축성 원단위에 전도성 고분자를 

코팅하여 사용한다. 전도성 필러 복합소재의 전기전도성은 고분자 매트릭스에 분포하는 전도성 

필러의 연속적 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인하며 퍼컬레이션 이론에 따라 신장 시에 저항이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낸다. 전도성 물질이 얇게 코팅된 구조인 경우 크랙의 열림/닫힘 메커니즘으로 피에

조저항 효과가 나타난다. 전도성 필러의 종류와 적용 방식, 그리고 환경이 센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카본블랙 필러는 일반적으로 50% 정도까지 큰 신장이 가능하고 재현성이 좋고 신장-회복 

시에 변형-저항의 히스테레시스가 적다. 가격이 저렴하지만 아주 많은 양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

이 있다. CNT와 그라핀은 매우 적은 함량으로도 센싱이 가능하지만, 매우 강직하고 분산이 어렵

기 때문에 신장 후 회복성이 좋지 않아서 큰 변형을 센싱하는데 불리하다. 전도성 고분자가 코팅

된 텍스타일 스트레인 센서는 대체로 10~50% 스트레인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온도, 습도, 

노화, 세탁 등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결론적으로, 텍스타일 스트레인 센서 기술은 정확성과 재현성 면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다. 텍

스타일 스트레인 센서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큰 변형의 센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변형 히스테

레시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패브리캐이션 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센서의 변형거동에 대한 정확

한 파악을 토대로 센싱 결과를 보완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온도, 습도, 세탁 등 외

부 환경에 따라 다른 전기적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예측하여 보정해주

는 것이 필요하다. 가볍고 유연하며 신축성이 큰 텍스타일로 만들어진 웨어러블 스트레인 센서는 

사용자에게 불편함 없이 오래도록 착용되어 호흡이나 모션 등과 관련된 신체의 움직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휴먼 인터페이스 기술의 핵심이 되어 이들을 활용한 

무궁무진한 잠재적 적용 분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69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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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경덕ㆍ박차철ㆍ정유진
동서대학교

내열 및 내절단 작업용 코팅장갑의 특성에 대한 연구

1. 서론

일반적으로 작업용 코팅장갑은 장갑의 작업성을 높이기 위해 라텍스를 도포하여 제작한다. 코

팅장갑에 사용하는 원사는 나일론사(Nylon yarn), 스판(Span), 면사(Cotton) 또는 폴리에스터사

(Polyester yarn) 등이 있으며, 내절단성이 우수한 원사는 HPPE(High Performance Poly Ethylene)

사, 현무암사(Basalt fiber), 유리섬유(Glass fiber), 스틸사(Steel fiber) 등이 있다. 케블라(Kevlar) 

섬유의 경우 아라미드계 섬유로서 일반적으로 내열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케블라 

섬유의 경우 절단강도가 매우 취약하고 표면이 미세한 기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라텍스가 코

팅되지 못하고 박리가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다.(Korea Patent No. 101598966, 2016)

코팅장갑은 일반적으로 내열 및 내절단성이 미비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내

열 및 내절단성이 우수한 원사를 커버링하여 커버링사를 제조한 후 장갑을 편직하여 장갑의 손바

닥 또는 전체에 코팅하여 내열 및 내절단성을 보완한다(Jeong Eek Rhee et al., 1995). 내열 및 

내절단 장갑은 내열 및 내절단성이 우수한 원사로 장갑을 편직하여 손바닥 또는 장갑 전체에 

NBR Latex 및 Poly Urethane을 코팅 또는 함침시켜 사용 환경에 적합한 장갑을 제조하고 있다

(Korea Patent No. 101164784, 2012).

본 연구에서는 내열성이 우수한 케블라 방적사에 내절단성이 우수한 HPPE사, 현무암사, 유리

섬유 및 스틸사를 TPM(Twist Per Meter) 100, 200 및 300으로 각각 커버링하여 커버링사를 제조

하고 제조된 커버링사를 이용하여 장갑을 편직한 후 물리적 특성 및 코팅성을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커버링사를 제조하기 위해서 더블커버링기계를 사용하여 케블라 방적사에 

HPPE사, 현무암사, 유리섬유 및 스틸사를 TPM 100, 200 및 300으로 각각 커버링하여 커버링사

를 제조하였다. 장갑 편직물은 SHIMA SEIKI사의 10수 편직기계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편직된 

장갑을 염수처리 후 탈수과정을 거친 다음 염수처리된 장갑을 몰드에 삽입하여 코팅액에 침지 후 

건조하여 장갑 표면에 라텍스 코팅처리를 하고 건조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조된 코팅장갑의 내열

성은 KS K ISO 9151 불꽃열통과량시험으로 24℃상승할 때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내절단성 및 인

열강도 특성은 EN388 규격에 따른 시험으로 측정하였다. SEM 촬영을 통하여 함침상태를 시각적

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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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Fig. 1. Cut Resistance property of coating gloves by TPM.

Fig. 2. Heat transfer Index of coating gloves by TPM.

 

Fig. 3. Degree of penetration of coating gloves by TPM.

TPM에 따른 코팅장갑의 내절단 특성을 Fig. 1에 나타내었으며, TPM이 증가할수록 코팅장갑의 

내절단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리섬유로 커버링한 코팅장갑의 내절단성이 가장 우수한 

반면에 HPPE사로 커버링한 코팅장갑의 내절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TPM에 따른 코팅장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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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열 특성을 Fig. 2에 나타내었다. HPPE사를 TPM 100으로 커버링하였을 때 내열 특성이 4초 증

가하였으며, TPM에 따른 내열 특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현무암사, 유리섬유 및 스틸사의 경우

에도 TPM 100으로 커버링하였을 때 내열 특성이 1초 전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TPM이 

증가함에 따라 내열 특성의 변화는 차이가 없었다. TPM에 따른 코팅장갑의 코팅 침투도를 Fig. 

3에 나타냈으며, 코팅 침투도는 현무암사 및 HPPE사로 커버링한 장갑의 코팅 침투도가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스틸사 및 유리섬유로 커버링한 장갑의 순서로 코팅 침투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내열성이 우수한 케블라 방적사에 내절단성이 우수한 HPPE사, 현무암사, 유리섬유 및 스틸사

를 TPM에 따라서 커버링하여 커버링사를 제조하고 제조된 커버링사를 이용하여 장갑을 편직한 

후 장갑의 내열ㆍ내절단 특성 및 코팅성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TPM이 증가할수록 내절단 특성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현무암사 및 유리섬유로 커

버링하여 편직된 장갑의 내절단 특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내열 특성은 TPM이 100일 때 소폭 증가하였으며, TPM이 증가함에 따라 내열 특성의 변화

는 크게 없었다.

3) 케블라 방적사는 기모밀도가 높아 코팅을 하여도 코팅액이 쉽게 침투되지 않아 코팅의 박

리가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내절단성 원사를 커버링함으로써 케블라 방적사의 기모밀도를 

낮추고 코팅액이 장갑에 침투되도록 하여 코팅의 박리현상을 없앨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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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체형별 인체형상 및 입체패턴 설계 기반 
인간공학적 고관절 보호대(hip protector)의 착용특성 평가

1. 서론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 증가와 저 출산 등의 영향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

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4%

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stitute, 2010). 고령자의 증가는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보장비, 국민연금, 의료비, 건강보험

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특히, 노인은 평형감각과 근력 저하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의 20.2%가 낙상을 경험하며, 낙상 경험 노인의 63.1%가 일상적인 활동인 보행 시 낙상한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Kwon, 1997; Jeon et al., 2014). 국제 골다공증 재단은 2050년이 되면 노인들

의 고관절 골절 발생률이 현재보다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Compston, 2008). 노

인들의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은 회복 기간이 길고 후유장애가 커 장시간 일상생활에 어려움

을 겪게 되면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고관절 골절은 합병증이 많고 사망

률이 높으며(Kho et al., 2008), 노인의 부동(不動)과 와상(臥像) 상태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다

(Seyhan & Cavdar, 2014; Park, 2016). 우리나라의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환자는 2013년 건

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2009년(23,615건) 이후 40% 증가하였으며, 고관절 골절 치료에 

사용된 의료비는 전체 의료비 7299억 중 66%(4,832억)가 소요되고 있다(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2013).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이내 사망하고 생존 시에

도 장기간의 치료비용으로 인해 개인적, 국가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Empana et al., 2004). 

따라서 한국 노인의 인체형상 및 입체설계 기반의 고관절 보호 제품(hip protector)의 개발이 시

급하며, 한국 노인에게 특화된 힙 프로텍터는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막대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

의 3D scan data를 분석하여 한국 노인의 대표 인체형상을 수립한 후 RP(Rapid Prototype)형태

로 제작하고 입체패턴 설계방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힙 프로텍터에 대한 사용특성 및 착용특성을 

조사하여 개발된 힙 프로텍터의 착용 편이성 및 동작 용이성의 개선 효과 및 효용성을 검증하고

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발 힙 프로텍터 대한 효용성 및 개선효과 파악을 위해 힙 프로텍터 사용 가능성

이 있는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관찰법, 인터뷰 방식을 이용하여 개발 힙 프로텍터에 대

한 사용특성과 착용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설문지 작성과 평가 프로토콜은 이전 연구(Je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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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에서 진행한 기존 힙 프로텍터 시장조사 및 노인 대상의 pilot test(30명, 60∼75세)의 

수행 결과를 토대로 작성 및 수립하였다. 

힙 프로텍터 착용특성 분석은 설문지법(낙상특성, 수용도)과 대상자 인터뷰 및 관찰법(선호도, 

사용특성)을 이용하였으며, 평가용 힙 프로텍터 4종(개발 힙 프로텍터 벨트형, 속옷형, 기존 힙 

프로텍터 벨트형, 속옷형)을 착용한 후 각 평가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여성 노인 

101명이며, 연령별 비율은 60∼65세 7명, 66∼70세 22명, 71∼75세 43명, 76∼80세 20명, 81∼85

세 9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및 착용평가는 노인 복지센터에서 2016년 4월중 진행되었으며, 기

존 힙 프로텍터와 개선 힙 프로텍터의 착용 시 불편함, 불편부위와 개선요구사항이 파악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낙상경험 및 낙상 특성 문항에서 착용특성 평가에 참여한 노인 101명 중 51.0%가 겨울철에 

낙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봄 23.8%, 가을 14.3%, 여름 11.9%로 낙상이 발생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낙상 경험은 60세∼65세 8.3%, 66세∼70세 14.6%, 71세∼75세 

35.4%, 76세∼80세 31.3%, 81세∼85세 10.4%로 조사되었으며, 71세∼80세 연령층에서 66.7%의 

노인이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힙 프로텍터 착용 시 부상예방 효과 및 구매의사에 대한 설문 결과, 93%가 부상을 예방할 것

으로 응답하였으며, 90%가 고관절 보호대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에 참여

한 노인 중 77%가 힙 프로텍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노인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응답하였다. 고관절 보호대 필요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보호

를 원하는 부위로는 허리(35.6%), 고관절(26.9%), 엉덩이(15%), 발목(3.8%), 꼬리뼈(3.8%), 허벅지

(1.3%)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힙 프로텍터의 착용 시 문제점으로는 외관상 문제(39%), 부피감

(26%), 동작불편(20%), 기타(7%)로 노인들의 경우에도 기능성보다 미적인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

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힙 프로텍터 디자인 및 디테일 선호도 조사는 4종의 힙 프로텍터에 대한 

선호도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4종의 힙 프로텍터 디자인 선호도는 개발 힙 프로텍터 벨트형

(65%), 개발 힙 프로텍터 속옷형(30.1%), 기존 힙 프로텍터 벨트형(3.9%), 기존 힙 프로텍터 속옷

형(1%)의 순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힙 프로텍터를 응답자의 95.1%가 선호하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착용특성 분석 결과 개발 힙 프로텍터 벨트형은 기존 힙 프로텍터 벨트형 대비 

패드 위치에서 57.7%, 패드 두께에서 62.5%, 패드 크기에서 30.1%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발 힙 프로텍터 속옷형은 패드 위치, 패드 두께, 패드 크기 항목에서 기존 힙 프로

텍터 속옷형 대비 각각 56%, 43%, 30%의 개선 효과가 파악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착용특성 설문 분석을 실시하여 낙상경험 및 특성과 힙 프로텍터 수용도를 조

사하고 기존 고관절 골절 예방 제품에 대한 선호도, 착용편이성,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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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평가에 사용된 힙 프로텍터 중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은 개발 힙 프로텍터 벨트형으로 9개 

항목(맞음새, 여유량, 디자인 소재, 패드 크기, 패드 두께, 패드 위치, 동작용이, 착·탈의 용이)과 

동작용이성 5개 문항(서있을 때 불편, 앉아있을 때 불편, 동작 시 불편, 밴드부위 불편, 패드 부

착 부위 불편)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발 힙 프로텍터는 착

용 시 한국 노인 체형에 적합한 맞음새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착용이 가능함에 따라 돌발 

상황의 낙상 시에 고관절 골절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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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색 추출액을 이용한 모직물의 천연염색

1. 서론

그간 천연염색은 합성염료에 밀려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편리함을 추구하

던 과거의 문화와는 달리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염색공정의 편리성과 경제성이 좋은 합성염색보다는 자연친화적, 천연지향

적인 천연염색을 한 섬유제품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성희원, 2009). 이에 따라 현재 

국내외에서는 천연염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약재나 식품으로 많이 쓰이는 현

호색에 관한 염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호색(Corydalis Tuber)은 덩이줄기를 사용하는데 그 색소성분은 식물염기(植物鹽基)라고 불

리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 ‘알카로이드(alkaloid)류’의 베르베린(berberine)으로 알

려져 있다(정해란, 2009). 베르베린은 밝은 노란색 색소로서 양이온(cation) 질소 원자의 분자구조

로 인해 화학 구조 내에 양이온을 띠는 질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4급 암모늄염계의 항균제와 

유사하게 방취, 항미생물성, 내충성 등 항균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단백질섬

유에 대한 친화력도 강해 기능성 천연염료로 주목 받고 있다(김태경 외, 2003; 안춘순, 2012).

본 논문에서는 염기성 염료인 현호색을 새로운 천연염료로 개발하기 위하여 염색성과 견뢰도,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최적염색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호색 추출액을 사용하여 

단백질섬유인 모직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염색조건(온도, 시간, 농도)을 변인하고 염액 

pH 변인 및 매염 방법과 매염제 종류에 의한 염착량과 표면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실험에서는 사용한 시료는 솜베사에서 구입한 모직물 100%를 사용하였으며, 한약 건재상에

서 구입한 건조 현호색의 색소를 추출하여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최적 염색 조건 확립을 위하여 

온도(20, 40, 60, 80, 100℃), 시간(15, 30, 60, 90, 120min), 농도(20, 40, 60, 80, 100%)를 변인

하여 고찰하였으며 구연산(C3H4(OH)(COOH)3·H2O)과 수산화나트륨(NaOH)을 사용하여 pH 조건

(pH3, 5, 7, 9)을 변인하고, 명반(AlK(SO4)2·12H2O), 황산구리(CuSO4·5H2O), 염화제1주석

(SnCl2), 황산제1철(FeSO4·7H2O)을 사용하여 매염 방법 및 매염제 종류에 따른 염착량 향상과 

표면색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모든 염색과 매염은 Water Bath Shaker(H-071, Han Won Co.)

을 사용하였다. 염착량과 표면색은 측색계(Color reader JS-555, Japan)로 최대 흡수파장인 400nm

에서 표면 반사율을 측정한 후, Kubelka-Munk식에 의해 K/S값을 구하였으며, 표면색은 Munsell 

표색계 변환법으로 H, V/C와 CIE Lab 색차에 의한 L*, a*, b*를 측정하였다. 모직물 염색 후 견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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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가를 위하여 세탁 견뢰도(KS K ISO 105-C10 : 2006 A(1)), 마찰 견뢰도(KS K 0650 : 

2011), 일광 견뢰도(KS K ISO 105-B02 : 2014), 드라이클리닝 견뢰도(KS K ISO 105-D01 : 

2010), 땀 견뢰도(KS K ISO 105-E04 : 2013)를 측정하였으며, 기능성 평가를 위하여 항균성(KS 

K 0693 : 2011), 소취성(가스검지관법)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현호색 추출액을 이용한 모직물 염색 시 염착량 및 표면색을 고찰하여 보았을 때 최적 염색 

조건은 염색온도 80℃, 염색시간 90min, 염색농도 100%(추출원액)임을 알 수 있었다. 염액의 pH

는 산성영역에서 염기성영역으로 갈수록 염착량이 높아지고, 표면색 또한 농색 되었다. 매염방법 

및 매염제 종류에 따른 모직물의 염착량 및 표면색을 분석해보았을 때 후매염포보다 선매염포의 

염색성이 월등히 높았고, Sn, Fe, Cu, Al 순으로 높은 염착 수치를 나타내었다. Fe매염법의 경우 

육안으로 보았을 때 진한 Khaki에 가까운 색상을 띄었으나 모든 실험에서 염색포의 색상은 Y계

열 색상이 발현되었다. 염색 견뢰도의 경우 세탁 견뢰도는 변퇴색 2-3등급, 오염도 4-5등급으로 

변퇴색은 낮았으나 오염도는 매우 우수하였다. 일광 견뢰도는 2-3등급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나

타내었으며, 마찰 견뢰도는 건조, 습윤 모두 4-5등급으로 매우 우수하였다. 또한 땀 견뢰도에서는 

산성과 알칼리 모두 변퇴색에서는 4등급, 오염도는 3등급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드라이클리닝 

견뢰도에서는 변퇴색과 오염도 모두 4-5등급으로 매우 우수하였다. 기능성의 경우 항균성은 균주 

Staphylococcus aureus에서는 미염색포 0에서 염색포 99.9로 높은 정균감소율을 나타내었으나 균

주 Klebsiella pneumoniae에서는 미염색포와 염색포의 정균감소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취성은 미염색포 87.9에서 염색포는 91.7로 상승하여 높은 소취율을 보였다.

4. 결론

첫째, 현호색 추출액을 이용한 모직물 염색 시 섬유의 손상과 염착량 및 표면색을 고려하여 

온도 80℃, 시간 90분, 농도 100%가 적정 염색 조건으로 사료된다.

둘째, 염액의 pH는 산성영역보다 염기성 영역에서 높은 염착량과 짙은 색상을 얻어 현호색이 

양이온성 염료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최적 매염 방법은 선매염법으로 모든 선매염포에서 미매염포보다 높은 염착값을 나타내

었으며 매염제 종류에 따라 Sn, Fe, Cu, Al 순으로 높은 염착 수치를 나타내었다. Fe매염제로 선

매염하면 육안으로 보았을 때 진한 Khaki에 가까운 색상을 얻을 수 있었으나 모든 실험에서 염

색포의 표면색의 Munsell H값은 Y계열 색상이 발현되었으므로 현호색은 단색성 염료임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염색 견뢰도는 세탁 견뢰도의 변퇴색, 일광 견뢰도는 2-3등급, 땀 견뢰도의 오염도는 3

등급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염색 견뢰도는 4-5등급으로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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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항균효과는 Staphylococcus aureus 균주에서는 99.9의 높은 정균감소율을 나타내었으

나 Klebsiella pneumoniae 균주는 정균감소율이 없었다. 소취성은 91.7로 높은 소취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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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1)ㆍ이주현2)

한국생산기술연구원1)ㆍ연세대학교2)

Red계 천연염료를 이용한 견직물의 무매염 염색의 염색조건별 
염색성과 색채특성

1. 서론

1) 천연염료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천연염재 중에 구하기 쉽거나 단가가 낮은 식물성염료를 이용한 염

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양한 천연염료 색상 중에 수요가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Red계 염

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매염 염색의 염색성

과 색채특성을 알아보고, 산이나 알칼리의 조제나 반복염색에 대한 필요성을 짚어보고, 친환경적

인 천연염색방법으로 염색성을 향상시키는 변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견직물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재를 이용한 염색의 염색성과 색채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견직물을 염색

시료로 이용한 연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에 필요한 논문은 학술논문 검색 이트에서 게재연도를 2000년부터 2016년까지로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기준은 KCI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었고, 키워드는 견, 실크, 염색 등이었

다. 조직이 Plain인 견직물을 실험시료로 사용하는 염색실험 중에서 1차적으로 식물성 천연염재를 

이용한 천연염색으로 한정하였고, 2차적으로 Red계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마지막올, 천연염재를 이용한 염색으로 염색성과 색채특성을 알 수 있는 논문을 수집하였다.

2) 자료분류 및 분석방법

친환경적인 천연염색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인만큼 색소추출 용제 중 메탄올, 에탄올, 완

충용액(pH≒1) 등을 제외하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색소를 추출한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인

공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은 무매염 염색에 대한 실험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총 8편의 논문이 연

구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Red계 천연염재를 증류수로 추출하고 염액농도, 염색온도, 염

색시간 등을 변인으로 하여 견직물에 무매염 염색실험을 한 결과로 각각의 염색성과 색채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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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첫째, 염액농도를 변인으로 한 염색실험 결과, 염액농도가 진해질수록 염색성이 향상되어 ∆E*

와 K/S값이 높아졌다. 둘째, 염색온도를 변인으로 한 염색실험에서 염색온도가 증가할수록 염착

량이 증가하여 ∆E*와 K/S값이 높아졌다. 염색온도의 상승과 함께 견직물의 팽윤이 일어나고 색

소의 분자운동이 활발해져 견직물의 비결정영역이 완만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70~80℃를 지나면서 

염착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90~100℃ 이상이 되면 색상이 심하게 탁해질 뿐만 아니라 견직물의 

광택과 강도가 저하되었다. 셋째, 염색시간을 변인으로 한 염색실험 결과, 염색시간이 길어질수록 

염착량이 증가하여 ∆E*와 K/S값이 높아졌다. 그러나 모든 실험에서 천연염재 추출액이 초기에도 

견직물에 대한 친화력이 높아 비교적 초기에 염색이 되어 짧으면 30분 이상, 길면 100분 이상에

서 염착평형을 나타내었다. 넷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pH 변인에 대해서는 염색성보다 색채특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각 천연염재 간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해 본 연구에서는 실험변인에서 제외하였

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논문 중에 일부만 염색반복 수를 변인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

험변인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중 의미 있는 결과는 염색횟수가 증가할수록 염착량이 증가하여 ∆
E*와 K/S값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2~3회까지만 염착량이 증가하였

고, 그 이후에는 서서히 염착평형을 나타내었다.

* 이 논문은 2016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재원으로 대학원 총학생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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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정ㆍ이승신
연세대학교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생분해거동 및 수분특성 평가

새로운 천연 재생자원인 리그닌은 천연 항균성을 지녀 친환경 기능성 섬유소재로 활용이 기대

되는 고분자이다. 선행연구(Lee, 2014)에서는 전기방사를 이용하여 리그닌과 매개체 고분자인 

poly(vinyl alcohol)(PVA)가 혼합된 나노섬유 웹을 제조하였고, 형성된 웹은 우수한 항균성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상기 선행연구에서는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을 10일간 효소 가수

분해한 후 생분해 정도를 파악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나 10일은 최종 분해까지 이르는 분해

의 전 과정을 관찰하기엔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고자, 본 연구에서는 총 50일 동안 10일 단위로 시료의 분해 양상을 추적 관찰하여 생분해거동을 

평가하였다. 고분자의 흡수성은 생분해성과 연관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Göpferich, 1997)의 내용

을 토대로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수분특성을 추가적으로 고찰하였다.

전기방사를 통해 리그닌 농도 0, 50, 85 wt%의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을 제조하고 수분에 

대한 안정화를 위하여 가교 처리과정을 거친 뒤 생분해거동과 수분특성을 평가하였다. 생분해성 

평가는 대표적인 리그닌 분해 효소인 라카아제(laccase)를 사용하여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을 

효소 가수분해한 후 10일 간격으로 반응 용액의 TOC(Total organic carbon) 농도를 측정하였다.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수분특성은 AATCC 79-2010에 따른 시료 표면의 흡수성 측정, 접촉각 

측정기를 이용한 시료 표면의 수분 흡수거동 관찰, 그리고 시료를 증류수에 2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무게 변화 측정을 통한 함수율 산출의 총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수분특성 분석을 위해 먼저 접촉각 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시료 표면에 물방울이 접촉함과 동시

에 바로 흡수되어 접촉각 측정은 불가능하였다. 이는 모든 시료가 강한 친수적인 성질을 보인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초고속 카메라로 시료 표면의 수분 흡수거동을 관찰하고 AATCC 

79-2010에 따라 수분 흡수성을 측정한 결과, 웹을 구성하는 고분자 중 PVA의 함량이 높을수록 

더욱 빠른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 함수율 측정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PVA로 이루어

진 나노섬유 웹이 가장 높은 함수율을 보였고 리그닌 함량이 50 wt%인 시료에서도 약 200%의 

높은 함수율을 나타냈다. PVA는 주 사슬에 히드록실기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친수성 고분자로, 친

수적인 성질이 강한 PVA가 전체 웹의 수분흡수 양상을 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효소에 의한 생분해거동을 관찰한 결과, PVA 시료가 분해된 효소용액의 TOC 농도는 실험 개

시 후 30일간 증가하다가 30일을 기점으로 실험 종료일인 50일차 까지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 한편 리그닌 50, 85 wt% 시료는 PVA 시료와는 조금 다른 분해 양상을 보였는데, 리그닌 50, 

85 wt% 시료가 분해된 효소용액의 TOC 농도는 실험 초기인 10-20일차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다가 이후 20일 간은 TOC 농도에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후 40일에서 50일 차에는 

다시 TOC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은 리그닌과 PVA 두 종류의 

고분자로 이루어진 복합 구조체로, 고분자의 구성비에 따라 분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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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된다. 또한 고분자의 생분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시료의 수분특성과, 

리그닌/PVA 나노섬유 웹의 수분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가교처리 등이 이와 같은 분해 거

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리그닌과 PVA로 구성된 나노섬유 웹은 고분자의 구성 비율에 따라 

수분특성 및 생분해거동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웹을 구성

하는 고분자 함량비를 조절함으로써, 천연 항균성을 발휘하면서 사용용도에 적합한 수분특성 및 

생분해성을 발현하는 리그닌/PVA 나노섬유 소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추가적인 기

능성 평가와 기계적 물성 평가를 통해 상처 치료용 드레싱과 같은 용도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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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윤ㆍ이승신
연세대학교

천연 추출물 티트리 오일(Tea tree oil)을 함유한 core/sheath형 
나노섬유 제조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적인 섬유제품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천연 추출물인 티트리 오일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자라는 식물인 티트리(Melaleuca alter-

nifolia)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항균 작용 및 여드름 염증 완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iordani et al., 2006). 에멀젼 전기방사(Emulsion electrospinning)는 공축 전기방사와 달리 별

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의 단일 노즐 전기방사 장비로 비교적 용이하게 이중 구조의 나

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다. 에멀젼 전기방사는 혼합되지 않는 친수성 물질과 소수성 물질을 전기 

방사할 수 있게 하므로 주로 친수성 및 소수성 약물이 필요한 부위에 일정한 양으로 방출하게 

하는 약물전달시스템과 같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활용된다(Doğan et al., 2006). 따라서 본 연

구는 에멀젼 전기방사법을 활용하여 여드름 염증 완화 기능을 가진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나노섬

유를 제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Navarro et al., 2012)에서는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mela-

mine-formaldehyde(MF) 나노캡슐을 제조하는 방법을 도출하고 항균성능을 가진 풋웨어(footwear)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상처 난 피부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에 MF를 사용할 경우 인체

에 유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Kim & Kim, 2005). 이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의학적 

용도로의 사용이 허가되고 생분해성 고분자로 알려진 poly(vinyl alcohol)(PVA)와 여드름 염증 완

화 기능을 가진 티트리 오일을 이용하여 티트리 오일이 섬유 내부에 봉입된 core/sheath형 나노

섬유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에멀젼 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상층에는 PVA를 사용하고 유상층 물질로는 천연 100% 티

트리 오일 원액을 사용하였다. 수상층과 유상층의 경계를 활성화시켜 주는 계면활성제로는 

Tween 80(KAO, Japan)을 사용하였으며, 증류수를 용매로 선택하였다. 3.57~5wt%의 티트리 오일

과 10~14wt%의 PVA로 구성된 다양한 에멀젼 용액을 전기 방사하여 core/sheath형 이중 구조 복

합나노섬유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에멀젼 농도 및 최적의 전기 방사 공정조건을 규명하였다. 나노

섬유 제조 조건을 찾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통해 나노섬유의 직경 및 형태를 확인

하고 적합한 에멀젼 농도를 선정하였다. 또한, 티트리 오일과 PVA가 core/sheath형 구조를 형성

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섬유 내부를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을 통해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13wt% 농도의 PVA와 3.57~4.64wt% 농도의 티트리 오일

로 제조한 에멀젼 용액을 다양한 방사조건에서 전기 방사하였을 때 균일한 직경의 섬유형태를 찾

을 수 없었으나, PVA 농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PVA 10wt% 에멀젼 용액보다 PVA 13wt% 에

멀젼 용액에서 섬유상의 비드가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PVA의 농도를 높여 

PVA 14wt%의 농도와 티트리 오일 5wt%의 농도로 제조된 에멀젼 용액을 방사조건을 달리하여 

전기 방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에멀젼 용액에서는 PVA의 농도가 13wt% 이하일 때보다 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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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드가 없는 나노섬유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상기 용액 농도에서 최적 방사 조건으로 도출된 

조건은 용액의 공급 속도 0.8ml/hr와 2.8ml/hr, 니들 게이지 23gauge, 전압 25kV, 방사거리 

20cm이다. 용액의 공급 속도가 0.8ml/hr일 경우 섬유 직경은 약 200~310nm이고, 용액의 공급 

속도가 2.8ml/hr일 경우에는 약 290~445nm로 두 조건 모두 섬유 직경이 비교적 균일하고 비드

가 없는 나노섬유가 만들어졌다. 투과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용액 공급 속도가 0.8ml/hr의 조건에

서는 나노섬유 내부에 티트리 오일이 약 30~40nm직경의 core를 이루고, 용액의 공급 속도가 

2.8ml/hr의 조건에서는 약 70~80nm 직경의 core를 형성하였으며, 두 조건 모두 core 직경이 균

일한 core/sheath형 이중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메디컬 나노텍스타일 및 항균 나노섬유 제품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향후 PVA의 가교처리 및 

나노섬유의 항균성 평가 등의 후속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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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1)ㆍ유승연1)ㆍ박재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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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마린이 함유된 의류제품의 생리반응변화 연구
- 열화상 카메라의 열파장을 중심으로 -

의류제품의 생리·감성요소를 측정하고 의류제품과 생리요소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섬유의 안

정적인 제품공급과 대량생산, 소비자는 제품품질에 대한 신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토르마린이 함유된 의복과 토르마린이 미함유된 의복을 착용했

을 때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인체 생리반응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피험자는 운동경력이 없고 심장 등 병력이 없는 건강한 30대 여성으로 나이 33세, 신장 

168cm, 체중 62kg, 체표면적 1.43m²의 금연자로 전일부터 커피와 알코올 섭취를 금하도록 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의복의 소재는 한지30%+면70%, 한지30%+실크70%, 면100%, 폴리에스터100% 

총 4종의 동일한 아이템으로 한지30%+면70%, 한지30%+실크70%, 면100% 소재에는 토르마린을 

함유시켰다. 하의는 동일한 소재 및 형태의 의복을 착의하였고, 신발은 편한 운동화를 착용시켰

다. 실험환경은 실험온도 26±2℃, 실험습도 50%R.H, 기류 0.01m/s 이하의 의복 기후실에서 진행

하였고, 피험자와 열화상카메라 간격을 2m로 제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적외선을 감지하

는 열화상카메라로 InfReC의 모델명은 G100MD이었다. 실험은 토르마린이 함유된 의복과 토르마

린이 미함유된 의복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탈의상태 및 제시된 의복을 착의하고 약 20초간 

피험자의 앞,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의복을 착의하고 1시간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의좌식 자세를 

유지하였고 1시간 경과 후 피험자는 부동자세로 앞,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의복간의 1시간 격차

를 두고 진행하여 실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의복소재 및 토르마린 함유에 따른 인체의 

열의 파장(적외선)정도변화를 비교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탈의상태 피험자의 앞, 뒷모습은 의복이 인체를 감싸는 면적이 평균온도 28℃로 나

타났고 의복이 인체를 감싸지 않는 면적의 평균온도가 더 높았다. 특히 상완 및 전완이 인체로부

터 내(內)면 일수록 평균온도 34℃로 유지되었고, 인체로부터 외(外)면 일수록 가지고 있는 인체

의 온도를 환경온도로부터 빼앗기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소재 의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폴리에스터(토르마린 미함유) 의복을 착의하였을 때 체온이 가장 낮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의복에 토르마린이 함유되지 않아 인체의 체온이 내려간 것으로 사료된다. 토르마린

이 함유된 의복 중에는 한지30%+실크70% 섬유가 가장 체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

는 토르마린의 원적외선 미약전류 등의 기능성이 인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 본 연구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정부사업R&D과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강화사업의 지원에 의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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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컴프레션 웨어용 소재의 공기저항성 저감을 위한 소재 배치 및 
패턴 영역에 관한 연구
- 실린더 풍동테스트를 중심으로 -

스포츠 및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 스포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트라이

애슬론, 싸이클링 등 전문적인 스포츠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의 질

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스포츠인이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착용하였던 컴프레션 웨어 및 전문 

스포츠 의류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 졌으며, 다양한 종류와 범위의 컴프레션 웨어가 상용

화되는 추세이다. 스케이팅, 싸이클링과 같은 종류의 스포츠는 동작 시 허벅지 부위의 근육이 순

간적으로 팽창한다. 동시에 공기 유체에 의한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육 팽창을 적절히 잡아

주면서 공기저항성은 저감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패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원통형 

실린더에 컴프레션 웨어용 소재를 다양하게 배치하고 패턴 영역을 조절하여 공기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패턴 위치 및 면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컴프레션 웨어용 소재의 구성은 원형 음각 딤플이 있는 PU코팅 소재를 바탕으로 패턴 위치 

및 면적별 구성을 위해 실린더(지름: 10cm, 길이 25cm) 구조의 정면, 측면, 양측면, 전면에 3가

지 소재를 배치하였으며, 3가지 소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소재는 메쉬 바닥지, PU코팅지, 타

원형 딤플(세로배치) 음각구조의 편물로 구성된 3Layer 소재, 두 번째 소재는 메쉬 바닥지, PU코

팅지, 타원형 딤플(가로배치) 음각구조의 편물로 구성된 3Layer 소재, 세 번째 소재는 메쉬 바닥

지, PU코팅지, 양각구조의 도트형 편물로 구성된 3Layer 소재이다. 실린더 풍동테스트는 2D 효과

를 얻기 위하여 풍동 실험실을 End Plate 아크릴로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8.2m(W) × 3.2(H) × 

21.8m(L)로 제작하였다. 두 개의 로드셀을 이용하여 공기항력을 측정하였고, 항력 측정 속도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의 평균 속도인 15m/s로 측정하였다. 

실린더 풍동 테스트 결과 패턴 위치 및 면적에 따른 공기저항성은 양측면>정면>측면>전면 순

으로 나타났으며, 공기저항성 저감효과를 지닌 소재에 따른 공기저항성은 타원형 딤플 가로배치 

편물>타원형 딤플 세로배치 편물>양각구조의 도트형 편물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타원형 

딤플 가로배치 편물을 적용한 3layer 소재를 양측면에 배치할 때 공기저항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이를 컴프레션 웨어에 적용해 볼 때 공기저항과 직면하

는 부위인 허벅지 및 팔 등의 양측면 패턴에 공기저항성 저감 소재를 적용할 때 경기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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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ㆍ심의진ㆍ김혜림
숙명여자대학교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의류소재 생산 시 탄소원의 영향

최근 의류산업에서는 새로운 감성을 가진 소재에 대한 소비자 및 디자이너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예로, 기존에 의류소재로 사용되지 않았던, 고무 또는 실리콘 등과 같은 소재를 의

류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패션산업에서는 새로운 감성, 외관, 환경 

친화, 지속기능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류소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의류소재로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Bacterial 

Cellulose, BC)를 사용하고자 한다. BC는 박테리아의 Acetobacter(초산균)의 생합성으로 순수한 

셀룰로오스의 3차원 망상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BC는 의료용, 산업용, 식용, 미용 분야 등 다

양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의류소재(Fabric)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BC를 의류 소재로 생산하기 위하여 HS 배지에 탄소원의 종류에 따른 BC 

생산수율 및 의류 소재의 외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BC 생산조건은 탄소원 종류(Glucose, 

Sucrose, Fructose, Mannitol)에 따라 BC 생산 후, 건조 무게를 측정하여 생산 수율을 계산하였

다. 또한 생산된 BC의 표백은 과산화수소 10%(v/v), 90℃, 60분간 처리 후, 표백 여부에 따른 표

면 형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면 형태는 주사전자현미경(JSM- 7600F, JEOL KOREA LTD., 

Japan)을 사용하여 5,000배율에서 관찰하였다. 

HS 배지에서 탄소원 종류에 따른 생산 수율 분석 결과, Fructose, Glucose > Sucrose > 

Mannitol 순으로 생산 수율이 확인되었다. 과산화수소 표백에 의한 BC 표면의 SEM 측정 결과, 

표백 후 소재 표면의 나노 피브릴 섬유의 적층 구조가 정돈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5R1D1A1A010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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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ㆍ김지희ㆍ정연우
원광대학교

편백나무 잎 추출액을 이용한 천연염색포의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항균성

1. 서 론

세균은 지구상의 어느 곳에나 존재하며 생활주변 및 인체와 항시 접하고 있다. 최근에는 메티

실린에도 내성을 보이는 슈퍼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이 출현함에 따라 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슈퍼박테리아의 감염경로는 환자 간 감염뿐만 아니라 환경에 존재하는 의류 및 침

구류와 각종생활도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편백나무 추출액이 항균성, 소취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로마 오일, 비누, 스킨로션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적용하려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편백나무 잎으로부터 염료를 추출하여 레이온에 염색한 

후, 염색견뢰도와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항균성을 측정하여 항균효과가 있는 섬유를 개발하고

자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염색에 사용된 시험포는 KS K 0210:2012에 준한 레이온 100%, 편백나무 잎은 전남 장성군 

축령산에서 채집하였고, 매염제로는 황산 제1철(FeSO4 ㆍ7H2O), 황산구리(CuSO4 5H2O), 황산알

루미늄(Al2(SO4)3)을 사용하였다. 세탁견뢰도는 KS K ISO 105-C06,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KS K 

105-D01, 땀견뢰도는 KS K ISO 105-E04, 마찰견뢰도는 KS K 0650,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B02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 내성균주인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MRSA)를 사용하였고, 항균효능은 Bioassay Test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각 데이터

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으며, 평균치간의 유의성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ver 10.0)를 사용

하여, α=.05 수준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치를 independent sample t-test로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오염에 대한 세탁견뢰도,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4-5급으로 우수하였고, 산성과 알칼리성에 대

한 땀견뢰도는 3-5급으로 양호하였다. 마찰견뢰도는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체적으로 4-5급

으로 우수하였고, 일광견뢰도는 3-4급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포에 세균을 접종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염색포에 증식한 세균을 취하여 고체배지에 도

말한 후 cfu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Fig. 1). 원포에 세균을 접종한 후 24시간 배

양한 결과, 126±50.8×102cfu/㎖의 세균이 측정되었으며, 염색만 시행하고 매염처리하지 않은 염색

포에서는 0±0.0×102cfu/㎖의 세균이 측정되어 균 감소율은 99.9%였으며, 황산알루미늄 매염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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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경우 0±0.0×102cfu/㎖의 세균이 측정되어 균 감소율은 99.9%였으며, 황산구리 매염을 실시

한 경우 0±0.0×102cfu/㎖의 세균이 측정되어 균 감소율은 99.9%였으며, 황산 제1철 매염을 실시

한 경우 106±4.02×102cfu/㎖의 세균이 측정되어 균 감소율은 15.9%로 측정되었다. 무매염포, 황

산알루미늄 매염포, 황산구리 매염포에서 원포와 비교하여 유의성(p<.05)있게 세균성장이 억제되

었으며, 항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염색포의 항균효능실험(24시간) Fig. 2. 3차 세탁 후 염색포의 항균효능실험(24시간)

3차 세탁한 염색포에 세균을 접종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염색포에 증식한 세균을 취하여 고

체배지에 도말한 후 cfu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Fig. 2). 원포에 세균을 접종한 

후 24시간 배양한 결과, 128±30.16×102cfu/㎖의 세균이 측정되었으며, 염색만 시행하고 매염처리

하지 않은 염색포에서는 1±0.0×102cfu/㎖의 세균이 측정되어 균 감소율은 99.2%였으며, 황산알루

미늄 매염을 실시한 경우 7±0.0×102cfu/㎖의 세균이 측정되어 균 감소율은 94.5%였으며, 황산구

리 매염을 실시한 경우 1±0.0×102cfu/㎖의 세균이 측정되어 균 감소율은 99.2%였으며, 황산 제1

철 매염을 실시한 경우 374±117.13×102cfu/㎖의 세균이 측정되어 균 감소율은 –192.2%로 측정되

었다. 무매염포, 황산알루미늄 매염포, 황산구리 매염포에서 원포와 비교하여 유의성(p<.05)있게 

세균성장이 억제되었으나, 황산 제1철에서는 오히려 세균이 증식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이용하여 직물에 염색한 후, 매염제의 종류와 염색된 직

물의 3차 세탁후의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염색포의 염색견뢰도 및 항생제 내성균주의 항균성을 

고찰한 결과, 무매염포와 매염포 모두 오염 세탁, 드라이클리닝, 마찰에 대한 염색견뢰도는 4-5급

으로 우수하였다. 일광견뢰도도 대부분 3-4등급의 우수한 견뢰도를 나타내었다. 무매염포와 알루

미늄 매염포, 구리 매염포는 대조군 직물에 비해 항생제 내성균주에 뛰어난 항균성(99.9% 감소)

을 나타냈다. 염색포의 3차 세탁 후에도 항균성에 대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 편백

나무 잎 추출액으로 염색한 직물은 항생제 내성균주에 대한 높은 항균성을 가진 기능성 재료로 

향후 병원 의료용 섬유제품으로써 응용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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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ㆍ정재훈ㆍ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동작에 따른 체표면 변화율 분석을 통한 쾌적성이 우수한 
스포츠웨어 설계 방안

1. 서론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의복이 편안하고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되는 것은 점

차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웨어 분야에서 쾌적감에 더해 동작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

여 착용감을 증가시키는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MK news 2013. 9. 12 

일간스포츠, 2013.08.29 한국경제).

기존 의류 디자인 분야에서 맞음새와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자인 개발 시 의복의 디자

인을 평가하여 개선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관찰자 및 착장자의 주

관적 평가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객관적으로 동작 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작의 특

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분석하여 이를 의복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이 개발 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동작에 따른 체표면 변화율을 측정하여 증가 또는 감소 부위에 따른 적

합한 소재 선정 및 의복 디자인 등에 반영하여 쾌적성이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스포츠레저용 의류개발에 관한 것으로 인체활동성 분석을 위한 주요 동작 2가지에 

따른 동작별 체표면 변화율을 3차원 촬영 기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은 88항목 중 

패턴작업에 필수 항목인 22항목을 선별하여 측정하였으며, 상체 부위를 좌우 그리드 표시 후 움

직임에 따라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①90도 수평들기 ②180도 들기

Fig. 1. 인체활동성 분석을 위한 주요 동작 / 랜드마크 및 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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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상체 부위 표시점

3. 결과 및 고찰

상체움직임의 변화가 큰 정립자세에서 90도 수평들기 동작과 정립자세에서 180도 들기 동작의 

경우 어깨부위에서 증가폭이 컸으며, 겨드랑이 및 가슴부위에서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립자세에서 팔을 90도 수평으로 들었을 경우, 상체 증가부위는 0-b~c(30.9%), 1-a-b(28.7%), 

1-b~c(27.9%), 2-c~d(52.0%), 1-b'~c'(30.9%), 1-c'~d'(34.3%), 2-c'~d'(39.1%)로 뒤어깨선과 뒤품선 

사이(2-c~d)에서 최대 52.0% 증가하였으며, 감소부위는 4-c~d(-49.5%), 5-c~d(-26%), 7-d~e(-29%), 

3-c'~d'(-84.4%), 4-c'~d'(-49.4%)로, 뒤어깨선(3-c'~d')에서 최대 84.4% 감소하였다. 어깨 증가부위

는 2-s2~s3(41.6%), 4-s2~s3(25%), 감소부위는 4-s3~d'(-68.8%), 5-s3~d'(-70.4%)로 나타났다.

Fig. 3. 정립자세에서 90도 수평들기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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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자세에서 팔을 180도 위로 올렸을 경우, 상체 증가부위는 0-b~c(50.9%), 0-c~d(61.6%), 

0-b'~c'(50.9%), 0-c'~d'(61.6%), 2-c'~d'(63.9%)로 앞 어깨선(2-c'~d')에서 최대 63.9% 증가하였으

며, 감소부위는 3-c~d(-56%), 4-c~d(-46%), 1-c'~d'(-71.1%), 3-c'~d'(-83.8%), 4-c'~d'(-82.8%)로 앞

품선(3-c'~d')에서에서 최대 83.8% 감소하였다. 어깨 증가부위는 2-s2~s3(47.0%), 감소부위는 

5-d~s1(-74.5%)로 나타났다.

Fig. 4. 정립자세에서 180도 수평들기 변화율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동작에 따른 체표면 변화율을 측정하여 증가 또는 감소 부위에 따른 적

정 소재 선정 및 의복 디자인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적자세 동작별 계측선을 기준으로 가로 및 세로길이의 변화율을 측정하였다. 정립자세에서 

90도 수평들기의 경우, 뒤어깨선과 뒤품선 사이(2-c~d)는 최대 52% 증가하였으며, 뒤어깨선

(3-c'~d')은 최대 84% 감소하였다. 정립자세에서 팔을 180도 위로 올렸을 경우, 앞 어깨선(2-c'~d')

에서 최대 64% 증가하였으며, 앞품선(3-c'~d')에서에서 최대 84%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 동작에 따른 체표면 변화 범위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디자인에 적

용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체표 변화의 폭이 큰 지역은 디자

인 시 해당 구역의 신축율에 적합한 소재 및 디자인을 적용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체표 변화가 

적으나 20% 이상 신축율을 보이는 곳은 스포츠웨어의 요구 성능에 따라 선택적으로 디자인 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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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물설계 및 열처리 조건이 스트레치 직물의 역학특성과 
의류형성 성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스판덱스/PET 커버링 신축사를 제조하고 경·위사방향 직물 구조와 스판덱스 

커버링사를 조합하여 원-웨이(one-way) 그리고 투-웨이(two-way) 신축소재를 제조하였다. 습열 

열처리 조건 네 가지, 그리고 건열처리와 미처리 직물 시료들 간의 신축특성과 의류 착용특성을 

이들 신축직물 시료의 역학량으로 예측하여 고기능성 신축 의류 직물물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

행하였다. 

75d PET와 스판덱스 40d 커버링사, 150d PET와 스판덱스 40d 커버링사의 조합으로 총 48종

의 직물 시료를 제작하였다. 이들 생지는 정련(scouring)시 습열 열처리, 건조, 건열 텐터(tenter)

처리, 염색, 건조 공정을 거쳐 가공지로 제조하였다. 습열 열처리 조건이 신축특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기 위해 네 종류의 기계로 조건을 다르게 하고, 텐터에서의 세팅처리 유·무에 따른 스

트레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군으로 시료를 준비하였다. 역학물성은 KES-FB sys-

tem(Kawabata's Evaluation System)과 FAST system(Fabric Assurance by Simple Testing System)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측정방법에 따른 직물시료들의 의류형성 성능(Formability)을 계산

하였다.

레귤러 PET 직물의 스트레치율은 4%~10% 범위를 보인 반면, 원-웨이 스트레치 직물은 12%~ 

26%, 투-웨이 스트레치 직물은 15%~45%를 나타내어, 40% 이상의 파워 스트레치 의류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의류형성 성능은 레귤러 직물보다 원-웨이, 투-웨이 스트레치 직물이 높은 값을 보였으며 원-

웨이보다는 투-웨이 스트레치 직물이 더 높은 의류형성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는 투-웨이 스트레

치 직물이 레귤러와 원-웨이 직물보다 더 높은 신축특성과 굽힘강성 그리고 낮은 전단강성을 가

지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습열처리 조건에 따라서는 습열장력이 적게 걸릴수록 스트레치 직물의 신축성이 20%~45%로 

우수하였으며, 의류형성 성능도 습열장력이 적게 걸리는 투-웨이 스트레치 직물이 가장 우수한 값

을 가졌다. 

건열처리 조건에 따른 의류형성 성능은 건열 세팅처리를 하지 않은 스트레치 직물이 세팅 처

리한 직물보다 더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는 세팅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서 실과 직물내의 장력이 

이완되지 않아, 남아있는 잔류 응력에 의해 더 높은 신축특성과 굽힘강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반면, 실과 실의 마찰에 기인하는 전단강성은 잔류응력에 의해 더 낮은 값을 가지게 되

어 더 높은 의복형성 성능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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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마린 함유에 따른 의복의 혈류량 및 피부 온·습도변화 
연구

최근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 및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능성, 쾌적

성, 건강지향성 의류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량생산을 위

해서는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에게 의류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

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토르마린이 함유된 의복과 토르마린이 미함유된 의복을 피험자가 착의

했을 때 인체 생리반응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피험자들은 운동경력이 없고 심장 등 병력이 없는 건강한 30대 여성 2명으로 평균 나이 33.5

세, 평균 신장 168.5cm, 평균 체중 62kg, 평균 체표면적 1.43m²의 금연자로 전일부터 커피와 알

코올 섭취를 금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험자들의 생체리듬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시

간대에 인체착의평가 시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의복의 소재는 한지30%+면70%, 한지

30%+실크70%, 면100%, 폴리에스터100% 총 4종으로 형태는 95size 상의였다. 이 중 폴리에스터

를 제외한 소재에 토르마린 함유원단을 사용하였다. 하의는 동일한 소재 및 형태의 의복을 착의

하였고, 신발은 편한 운동화를 착용시켰다. 실험환경은 실험온도 26±2℃, 실험습도 50%R.H, 기류 

0.01m/s 이하의 의복 기후실에서 진행하였다. 센서는 혈류량 1부위(팔목), 피부온도 5부위(가슴, 

등, 전완, 이마, 손등), 피부습도 1부위(가슴)에 부착하였고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은 안

정기(20분), 운동기(20분), 회복기(20분)로 총 60분간 진행하였고, 안정과 회복은 의좌식 자세로 

운동은 4km/h의 속도로 트레이드밀에서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은 혈류량, 피부온도 및 습도, 주관

적 감각평가인 온열감, 습윤감, 쾌적감을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일정한 시간에 5회씩 반복 실험하였다. 

실험결과 혈류량의 변화는 안정기 및 휴식기에서 평균 0.43PU, 운동기에서 평균 1.02PU로 나

타났으며 한지30%+면70%(토르마린 함유) 섬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부온도의 변화는 가슴

과 등 부위에서 토르마린이 미함유된 섬유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슴과 등 

부위 피부온도를 상승시키는데 토르마린의 미약전류가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습도의 

변화는 폴리에스터(토르마린 미함유) 섬유가 가장 낮았으며, 운동기 완료시점인 실험시작 40분이 

경과했을 때 피부습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체가 운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

하며 열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한현상이 일어나는데 40분 이전에는 습도의 잠복기로 

보이고 40분 이후 잠복해있던 습도의 발한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총 4종의 토르마린이 

함유된 의복과 토르마린이 미함유된 의복을 비교하였을 때 토르마린이 함유된 의복이 토르마린의 

미약전류 및 기능성 효과로 혈류량, 피부 온·습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 본 연구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정부사업 R&D과제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역량강화사업의 지원에 의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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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온에 따른 인체의 피부온도, 의복 외부온도 변화와 이를 
적용한 사계절용 이너웨어 디자인 제안

1. 서론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 기후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한다. 인체는 성별, 계절 그

리고 공기 중의 습도나 기류 등 환경요인에 따라 신체 부위별로 발한량이 달라지며 운동강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의복은 외부의 온도변화와 신체 부위에 따른 발한량에 대처하고 

피부온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능은 직물의 물리적 특성이나 조직 그리고 의복 

디자인 등을 적절히 이용하고 조화시켜 발현할 수 있는데 특히 우수한 신축성과 착용감으로 기능

성 스포츠웨어 및 이너웨어에 많이 사용되는 다공성 편성물은 조직에 따라 hole의 크기, 밀도, 

배치 등의 조절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기능성 의복 설계 시 인체 부위별로 공기투

과도가 다른, 즉 발한이 필요한 부위나 보온이 필요한 부위 등 요구되는 기능에 따라 다공성 조

직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으며 seamless garment 설계 시에도 적용하여 착용쾌적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에 따른 신체부위 별 피부온도와 의복 외부온도

를 측정한 후 분포영역에 따라 구획을 나누어 의복설계 시 부위별 적합한 편성조직을 제안하여 

체온조절에 효율적인 사계절용 기능성 이너웨어 제작의 기초자료로 쓰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외기온의 변화에 따른 의복 외부온도와 피부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강한 20대 남자대학생 

4명을 피험자로 몸에 밀착되지 않는 실내복 형태의 실험의복을 착장한 후 30℃의 온도로 설정한 

인공기후실(EBL-SHW2P3A-22, Espec, Japan)에 입실하여 5℃까지 1시간 내외로 내려가도록 하여 

30∼5℃로 온도가 하강하는 동안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P25, FLIR System Inc. Sweden)를 이용하

여 피험자의 신체 앞부분 11곳과 뒷부분 9곳의 의복 외부온도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신체 8곳에 

온도 측정기(LT8A, gram Co. LTD, Japan)를 장착하여 피부온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의복 외부온도 변화에서는 전반적으로 외기온이 내려가면서 의복의 외부온도 또한 하강하였는

데, 외기온이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신체 부위별 온도차가 커졌다. 외기온이 높을 때 신체부위 중 

어깨와 위팔 부분이 온도가 높았으며 가슴, 등, 위팔, 아래팔, 아랫가슴, 배, 등아래, 뒤허리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아랫가슴과 배, 뒤허리, 등 부분은 전반적으로 낮은 온도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실험의복이 몸에 밀착되는 스타일이 아니라 신체와 실험의복 사이가 벌어져 생긴 공간내의 공

기의 대류에 의해 온도가 하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부온도 역시 외기온의 하강과 함께 수치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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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갔으며, 외기온이 높을 때 보다 낮을 때 신체 부위별 온도차가 컸다. 상반신의 경우, 아래팔, 배, 

위팔, 가슴, 등, 어깨 순으로 온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하반신에서는 종아리, 허벅지 순이었다. 의

복 외부온도와 피부온도변화의 비교에서는 환경온도가 낮아질수록 두 온도 간의 차이는 커졌으며 

의복 외부온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신체 부위별로는 배와 팔, 등의 온도차가 현저히 컸으며 어깨와 

가슴은 상대적으로 적은 온도차를 나타내었다. 신체 부위별 발한분포는 영국 Loughborough 대학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상반신은 등, 어깨, 가슴, 배와 허리, 팔 순이었으며 하반신은 

종아리 안쪽, 앞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바깥쪽, 종아리 뒤쪽, 뒤허벅지 순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4. 결론 

 

디자인 제안 1 디자인 제안 2 디자인 제안 3

 

Fig. 1. 제안 디자인 도식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Fig. 1과 같이 사계절용 이너웨어 디자인을 제안해 보았다. 비교적 얇고 

가벼운 일상복으로 몸에 많이 밀착되지 않는 실루엣을 채택하였으며 single jersey를 바탕으로 신

체 부분적으로 다양한 mesh조직(hole의 밀도, 크기, 개수 등)을 배치하였다. 전반적으로 신체 상

부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발한분포를 고려하여 통기성 향상을 위해 mesh조직을 넓게 배치하였

으며, 신체 하부의 경우에도 발한분포 및 통기성을 고려하여 무릎 위보다 아래쪽에 mesh조직을 

넓게 배치하였다. 그리고 피부가 맞닿기 쉬운 허벅지 안쪽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hole의 크기는 

작으나 개수와 밀도는 보통인 mesh조직을 배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기온의 변화에 따른 신체부위 별 피부 온도와 의복 온도의 변화를 적용

한 체온조절에 효율적인 사계절용 기능성 이너웨어 디자인 제안이다. 신체는 움직임의 정도와 외

기온에 따라 부위별 피부온도, 의복 외부온도, 발한량이 달라지는데, 외기온에 따라 신체 피부온

도와 의복 외부온도의 변화가 크다면 편성조직의 hole의 개수나 밀도조정만으로 사계절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효과적인 체온조절기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세한 온도변화에 수축 팽

창하는 기능성 원사의 개발과 함께 후속연구로 외기온의 변화에 따른 편성조직의 사이즈 변화와 

통기성 등의 데이터화가 이루어지면 더욱 효율적인 체온조절이 가능한 사계절용 기능성 이너웨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2016R1E1A202069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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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연ㆍ이정순
충남대학교

락(Lac) 색소의 추출용매 별 염색특성
- 열수, 에탄올 추출 -

최근 들어 가습기,　치약 등과 같은 생활용품에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공산품

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무해한 소재와 제품에 대한 요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날로 증가되고 있는 미세먼지·황사는 호흡기질환뿐만 아니라 피부위

생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피부염 질환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섬유제품 제조공정의 유해화학

물질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세탁을 반복하여 입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기

능성을 지닌 천연염색 침구 및 의류제품의 구매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토피피

부염에 치료효과가 있는 천연염료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고, 새로운 천연 염재 개발과 더불어 

추출방법에 따른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함께 증가시켰다. 

과거 천연염료 개발 및 염색성에 관한 연구에서 색소 추출방식은 대부분 색소의 가용 용매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물에 끓여 우러난 물로 염색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 들

어 다양한 추출 용매에 따른 색소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 착색료

로 사용되는 비타르계 천연 락 색소는 동남아 등지에서 서식하는 락 패각충의 유충이 분비하는 

수지상 물질을 열수로 추출하여 얻어진 주색소는 안트라퀴논계의 락카인산(Laccaic acid, 

C26H19NO12)이며 색가가 높아 물에는 잘 용해되지 않으나 에탄올이나 프로필렌글리콜에는 잘 녹

는다. 수용액은 산성에서 등색 또는 등적색, 중성에서는 붉은색, 알카리성에서는 적자색을 나타낸

다. 열, 빛, 산화, 환원 등에 안정적인 락 색소는 철이온과 같은 금속이온과 반응하면 검은색으로 

변색되고, 단백질과 반응하여 암자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수와 에

탄올을 추출용매로 락(Laccifer lacca KERR. Coccidae)색소를 추출하여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및 

모발에 대한 염색특성을 살펴보아 식품의 착색료 이외에 섬유제품 염색 및 모발용 염색제 등 다

양한 용도로의 전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실험에 사용한 색소는 시판 건조 락 충을 구입하여 열수와 에탄올로 각각 추출하여 사용하였

다. 염색용 직물시료로는 천연 셀룰로오스로 섬유인 면, 마, 모시, 삼베와 레이온을 사용하였으며 

천연 단백질 섬유는 견, 모를 사용하였으며 합성섬유로는 나일론을 사용하였다. 섬유염색 특성뿐

만 아니라 천연모발 염료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모발에 대한 염색 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발 시료는 100% 인모를 2회 탈색하여 염색하였다. 그 결과 열수 추출 염료로 염색한 시료에 

비하여 에탄올 추출 염료로 염색한 모든 시료의 K/S값이 현저히 크게 나타났다. 주로 식용색소로 

각종 음료 및 식품의 색료로 사용되는 락 색소의 천연염색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 본 연

구를 통해 락 색소의 추출 용매에 따른 염색특성과 기능성을 검토하고 기존 천연염료의 새로운 

색소추출방법에 따른 천연염색 연구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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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1)ㆍ이석현1)

구자봉2)ㆍ전재탁3)

한국패션산업연구원1)ㆍ물드린2) 
㈜대성텍스타일3)

아웃도어 디테일을 활용한 보온성이 강화된 천연염색 아우터 
개발

1. 서론 

천연염색 의류산업은 면, 실크와 같이 비교적 얇은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기 때

문에 보온성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봄부터 가을까지 매출이 급성장하며 겨울시즌에 매출

이 급감한다. 천연염색 의류의 주요 소비자는 50대 뉴 시니어(New senier)층으로 여유 있는 자산

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소비행동을 하므로 뉴 시니어를 겨냥한 겨울용 천연염색 아우터 개발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염색 의류의 핵심 구매층인 뉴 시니어가 선호하는 디자인과 보온성이 강

화된 겨울용 천연염색 아우터를 개발하여 천연염색 의류의 연중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

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천연염색 아우터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천연염색 의류의 단점인 보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소비자인 뉴 시니어를 대상

으로 디자인 수요를 파악, 소비자 수요가 반영된 천연염색 아우터를 제작하고, 서멀마네킹 실험을 

통해 의복의 보온성능 향상을 검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뉴 시니어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분석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이지만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61%를 보유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대 뉴 시니어

의 연간 지출액이 2,703만원으로 40대(2,910만원)에 이어 2위를 기록, 30대(2,350만원)보다 353만

원을 더 썼으며 30대 미만(1,758만원)에 비해선 2배 이상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뉴 시니어는 어느 세대보다도 높은 자산과 소득을 획득했으며 능동적인 소비 주체로서의 

성향을 보이며, 젊음에 대한 니즈가 있어 실제 연령보다 젊어지려는 ‘다운에이징(down-aging)’이 

주요 소비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천연염색 아우터 개발 시 기존 상품보다 10세 이상 

젊은 감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2) 소비자 디자인 수요조사

천연염색 의류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187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ㆍ조사기간 : 201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

ㆍ조사대상 : 천연염색 의류(물드린) 매장 방문고객 200명 (30대 이상 성인여성)

ㆍ조사장소 : 천연염색 의류(물드린) 백화점 매장 6개 지점 

(대전 세이백화점, 대구백화점, 롯데백화점-대구/상인/광복/동래 지점)

ㆍ조사내용 : 소비자 일반현황 및 아우터 선호 디자인(컬러, 디테일) 조사

그림 1. 소비자 디자인 수요조사 결과

3) 보온성 강화 천연염색 아우터 제작 및 성능평가

1) 보온성 강화 천연염색 아우터 제작

기존 천연염색 아우터의 보온성을 강화하기 일반 솜 대신 발열충전재(BIO-HEATSOL)를 사용

하고, 보온성 강화가 필요한 몸통, 목, 머리 부분에 아웃도어 디테일을 적용하여 보온성이 강화된 

천연염색 아우터를 제작하였다.

2) 서멀마네킹에 의한 보온력 측정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천연염색 아우터의 보온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디자인으로 충전재

와 디테일을 달리한 시료 3종을 제작하고 서멀마네킹 실험을 통해 보온력(clo)을 계산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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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실험환경은 겨울철 서울 표준 환경(최한월 실외 평균 온도–2.4±1℃, 상대습도 35±5%, 풍

속 1.0±0.1m/s)으로 설정된 인공기후실에서 KS K ISO 15831 : 2010의 표준 실험방법에 의거 각 

시료의 단열성을 측정하였다.

시료1. 일반솜(5oz) 시료2.발열충전재(5oz) 시료3.발열충전재(5oz)+디테일

시험항목 단위 구분
결과값

시료1 시료2 시료3

It

(clo)

℃·m2 / W

( - )
모든 부위

0.216

100%

0.219

101%

0.277

128%

그림 2. 서멀마네킹 실험 결과

3. 결론

본 연구는 천연염색 의류의 핵심소비자인 뉴 시니어 층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아웃도어에서 

사용되는 디테일(후드, 허리스트링, 햄라인조르개 등)과 발열충전재를 활용한 천연염색 아우터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일반 솜으로 제작한 아우터의 보온성을 100%으로 보았을 때, 발열충전재를 

적용한 아우터의 보온성은 101%, 발열충전재와 아웃도어디테일을 동시에 적용한 아우터의 보온성

은 128%로 나타났으며, 기존 일반 솜 제품 대비 보온성이 28% 향상된 결과를 얻었다. 

아웃도어 디테일을 천연염색 의류에 적용함으로써 젊어 보이는 다운에이징 스타일 개발과 보

온성 향상이 가능하였으며, 이와 같은 겨울용 천연염색 의류 제품군 개발을 통해 천연염색 의류 

산업의 매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개발된 완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완함으로써 천

연염색 의류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화, 대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10051452)으로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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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상ㆍ윤혜준

고미현ㆍ윤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러닝용 컴프레션 웨어 소재의 인장특성에 관한 연구

1. 서론

현재 세계적으로 스포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 컴프레션 웨어(compression wear) 시

장이 니치마켓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선진 외국 업체(UNDER ARMOUR, SKINS, 2XU)들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컴프레션 웨어는 스트레치 소재를 활용하

여 신체 부위별로 압박의 강약을 조절한 의류 제품군을 총칭하며, 최근에는 운동종목에 따라 신

체 부위별 압박의 강도를 달리하여 근육의 떨림을 방지함으로써 착용자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방

지의 목적으로 착용되고 있다. 컴프레션 웨어는 착용 시 신체에 압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착용

자의 체표면적에 비해 패턴(pattern) 사이즈가 적게 설계되며, 신축성이 다른 니트 원단(knitted 

fabric)을 부위별로 다르게 배치하는 방법으로 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외국 스포츠웨어 기

업에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 러닝용 컴프레션 웨어 제품에 사용된 소재들의 인장특성이 분석

되었다. 

2. 연구방법

1) 시료

컴프레션 웨어의 부위별 압박의 정도는 사용된 니트 원단의 신축성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산 3개사의 러닝용 컴프레션 웨어 상·하의에 대한 인장특성(tensile 

property)을 비교·분석하였다. 

표 1. 외국산 러닝용 컴프레션 웨어 사용 소재

구 분 상/하의 조 직 사용부위

A사

상의 위편 상의 매인

상의1 위편 상의 통기성 부위

하의 위편 하의 매인

B사

상의 위편 상의 매인

하의 경편 하의 매인

하의1 경편
압박부위에 사용하였으며, 하의 매인원단에 트리코트 

메쉬원단 본딩

C사 하의 경편 하의 매인

2) 실험항목

본 연구에서는 컴프레션 웨어 착용 시 고신축 니트 원단의 인장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소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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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의 인장특성을 측정하였다. 인장실험은 KES-FB system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측정시료의 

신장률이 100% 미만이 될 수 있도록 정해진 Max. Load까지 정속으로 인장시키는 방법으로 실험

이 진행되었다. 앞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니트 원단을 인장시켰을 시 Max. Load에서의 신장률인 

EMT값과 원단의 신장에 대한 회복성을 나타내는 RT값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3. 결과 및 고찰

○ A사 제품의 경우, 상의와 하의 모두 위편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신도의 차이는 크지 않음. 

상의의 경우 매인 원단과 통기성을 요하는 특정부위에 사용된 원단 2가지를 사용하였음.

○ B사 제품의 경우, 상의는 위편, 하의는 경편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상ㆍ하의 모두 신도가 큰 

폭 방향을 의류의 길이방향으로 사용하였음. 하의의 압박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하의 매인 

원단위에 조직이 다른 경편원단을 덧붙여 사용함. 본딩용 경편원단은 부위별로 각도를 달

리하여 접착함으로써 부위별로 사선방향(바이어스 방향)의 신장성이 다르게 설계되었음. 하

의에 신도가 적고, 회복성(RT)이 우수한 원단을 사용함.

본딩 부위 원단 이미지

1

(표면) (이면)

2

(표면) (이면)

3

(표면) (이면)

4

(표면) (이면)

그림 1. B사 하의 제품의 본딩 부위 원단 이미지. 

○ C사 제품의 경우, 하의는 경편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신도가 큰 폭 방향을 의류의 길이방향

으로 사용하였으며, 인장에 대한 회복성 성능(RT)은 B사의 제품이 우수한 값을 나타내었음 

○ 3사의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단들의 인장특성은 중간 정도의 신도범위(50~80%)을 나타내

었으며, 대부분 상의보다는 하의에 사용된 소재가 신장률이 적은 소재가 사용하였음. 또한 

니트 원단의 웨일방향과 의류의 길이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컴프레션 웨어 제품에서 니트 원단의 신장률이 적은 방향을 의류의 길이방향으로 사용함. 

4. 결론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포츠산업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컴프레션 웨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컴프레션 웨어용 소재는 착용 시에 부위별로 적절한 압박감을 부여하고 인장

변형에 대한 회복성능이 우수하여야 함. 현재 컴프레션 웨어용으로 활용되는 소재는 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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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사를 활용하여 고신축성을 부여한 경편과 환편 니트원단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음. 

○ 외국산 러닝용 컴프레션 웨어 제품 및 소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소재의 활용방법 

및 인장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소재업계 및 스포츠 의류 업계의 컴프레션 기어용 

소재 및 제품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표 2. 외국산 러닝용 컴프레션 웨어 소재분석 결과 

구 분
상/

하의
조 직

Tensile

소재 사용방법EMT(%) RT

warp weft warp weft

A사

상의 위편 51.00 66.17 51.22 48.76 표면을 의류겉면/정방향

상의1

(메쉬)
위편 78.57 67.00 43.20 45.05 표면을 의류겉면/정방향

하의 위편 78.96 63.88 56.62 50.41 표면을 의류겉면/정방향

B사

상의 위편 76.62 67.78 64.66 61.24 표면을 의류앞면/옆으로 뉘임

하의 경편 58.95 57.73 67.52 69.37 표면을 의류앞면/옆으로 뉘임

하의1 경편 - - - -
두 가지 경편원단을 방향을 달리하여 본딩 후 

사용

C사 하의 경편 84.13 59.78 55.12 38.82 표면을 의류겉면/옆으로 뉘임

* 본 논문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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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훈ㆍ김영운ㆍ김정곤

강현주ㆍ김기윤ㆍ강건웅
ECO융합섬유연구원

PP/PET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패딩재료 특성분석

1. 서론

최근 부직포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멜트블로운 방식으

로 만들어지는 부직포의 경우 가장 극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직포 방사기술로 산업의 핵심

소재 및 부품으로 사용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제품의 부가가치 창출과 용도의 다

변화를 위해 Filter, 절연재, 흡수시트, 와이퍼, 흡유 시트 그리고 패딩소재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

고 있다. 특히 패딩소재로서의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경우 극세의 섬유들로 만들어진 다공성 구조

를 가지고 있어 섬유 내에 따뜻한 공기를 축척시킬 수 있어 따뜻하면서도 가벼운 방한 의류의 

최적 소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패딩소재로서 적합한 고탄력의 PP/PET 이성분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제조 및 이들의 특성분석

을 통해 고기능성 패딩소재로서 적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방사조건

본 연구의 PP/PET 부직포의 제조는 재료의 투입, 압출ㆍ방사, 웨브 형성, 웨브 냉각, 웨브 결

합 순서로 진행된다. 방사 시 압출기의 온도는 Inlet과 Oulet 각각 130℃, 260℃이며 토출량은 

0.04(g/min/hole), 열풍의 온도는 325℃이다. 또한 방사 시 노즐의 직경은 0.4mm이다.

2) 실험방법

제조된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성능평가를 위해 각각의 재료의 따른 보온성(KS K 0466)을 측정

하여 제조된 샘플의 유효보온율 및 CLO값을 구하였다. 또한 패딩소재로서의 특성 분석을 위해 

압축률, 비용적 그리고 회복률(KS K 0329)을 측정을 통해 재료의 복원력, 내구성, 형태안정성을 

알아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제조된 PP/PET 부직포는 섬유의 직경이 약 2~3㎛ 직경을 가지며 섬유 내부에 

수많은 미세 기공들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필요한 패딩소재의 특징인 섬유의 극세성, 벌키

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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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멜트블로운으로 제조된 PP/PET 부직포의 SEM 사진

부직포의 보온성 측정은 기존의 패딩소재들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PP/PET 부직포의 보온성

은 약70~80%의 유효 보온율을 가지고 있으며 소재의 두께와 무게에 비해 높은 보온율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섬유의 비용적은 20~30m3/g 정도였으며 압축률과 회복률은 각각 

40%, 80%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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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ㆍ김영운ㆍ권오훈ㆍ김정곤

강건웅ㆍ김기윤ㆍ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Paper Yarn의 제조방법에 따른 물리적 특성

1. 서론

제조공정상 모우가 없는 필라멘트의 장점을 보유한 Paper Yarn은 생분해성 소재이자 친환경 

소재로 항균·소취·속건 기능이 뛰어나 친환경 패션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Paper Yarn은 슬리팅

된 한 가닥의 테이프사에 규칙적인 꼬임을 부여하여 제조되는 특성상 균일한 꼬임을 부여하기 위

해 주로 습식제조 방법이 이용되어 왔지만 습식제조 방법은 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속이 낮

고, 제조 후 원사를 건조하는 공정을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지관의 내·외측의 건조속도

가 달라 Paper yarn의 균일한 물성향상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복합연사 커버링기로 제조

하게 되면 제조 후 별도의 건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장력 발생 요인이 줄어들어 사속을 높일 

수 있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Paper yarn을 투포완 연사기(습

식제조)와 복합연사 커버링기(건식제조)로 제조하여 연사기에 따른 제조특성과 絲 외관 특성 및 

물리적 특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평량 8g/㎡, 10㎡, 12㎡, 13g/㎡의 섬유용 기계한지를 1.5mm로 슬리팅하고 투포완연사기(습

식)와 복합연사 커버링기(건식)를 이용하여 각각 700TM과 800TM의 꼬임을 주었다. 제조된 지사

는 샘플링하여 絲 외관을 관찰하고 물성(인장강신도 : KS K 0475)을 측정하였다.

Table1. 연사기 조건

투포완연사기 복합연사커버링기

사속
700TM 5.8m/min 10m/min

800TM 5.8m/min 8.8m/min

3. 결과 및 고찰

투포완 연사기(습식)로 제조 시 개조할 때 설치된 추부가이드에 사도가 꺾여 장력이 발생하여 

사절이 발생하는 반면 복합연사 커버링기로 제조 시 장력 발생 요인이 적어 사절 발생률이 낮아 

사속을 증가시킬 수 있어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물성 분석 결과, 700TM에서 두 기종의 섬도와 

강도가 비슷하게 측정된 반면, 복합연사 커버링기에서 제조된 지사가 투포완 연사기에서 제조된 

지사보다 신도가 약 3배 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絲외관 특성 역시 복합연사 커버링기에서 700TM

으로 제조된 지사가 균일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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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년1)ㆍ김윤영1)ㆍ김지민1)ㆍ전재우2) 

곽동섭2)ㆍ최원철3)ㆍ최정태3)

한국패션산업연구원1)

DYETEC 연구원2)ㆍ아날로그뱅크3)

미들웨어에서 심박수 측정을 위한 전도사 활용의 전극 및 
트랜스미터 Interconnecting 연구
- 트랜스미터 Interconnecting 중심으로 -

1. 서론

과거 단일산업 성장에 따른 시장의 발전은 현재 편의성 및 감성 중심에 소비자 니즈가 확대됨

에 따라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제품들이 시장에

서 급성장 하고 있다. 섬유·의류패션 산업 또한 미디어, IT,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홈 네트

워크 등 다양한 시장에서 성장을 위해 소재/패턴에서의 기능 및 디자인 제품 범위에서 벗어나 소

비자가 원하는 더욱 더 다양한 기능 제공이 가능한 섬유 융·복합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여년 동안 진행되어온 섬유+IT융합 기술인 생체신호, 발광, 발열, 센싱 Device 

등에 관한 연구는 현재 기술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기능의 구현 및 실현이 사용자 중심의 내

구성 및 안전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제품화 및 상용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류패션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는 생체신호(심박수) 측정 의류

제품과 관련하여 기존 생체신호(심박수) 측정을 위해 인체에 밀착/압박되는 형태의 의복구조에서 

사용자들이 제품에 쉽게 접근가능하게 하기 위해 미들웨어에서 생체신호(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제품을 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생체신호(심박수) 측정을 통해 생체신호(심박수)를 모니터링 장치

로 전달하기 위해서 의복에 적용되는 트랜스미터는 탈부식으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스트레치

성이 높은 소재에 스넵을 적용한 Interconnecting 방식으로 부착사용 및 관리 편의성이 낮은 단점

을 가지고 있어 트랜스미터의 외형 디자인을 통한 Interconnecting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Ag Coated Fiber 70de 전도사를 미들웨어 손목 부분에서 생체신호(심박수)를 측

정하기 위해 PET 원사와 혼용하여 밴드타입으로 설계하였다. 제작은 독일 산토니사의 환편기(22게

이지)를 사용하여 60×600mm Size 5mm간격 2ch 전극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포지셔닝시켰다.

  

[Conductive Fiber(Ag Coated 70de)] [전극삽입의 손목형 밴드 Type 설계 및 제작] 

생체신호(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미들웨어에 적용되어질 손목형 전극의 기능구현에 대한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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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위해 구동회로의 개발이 필요하며 구동회로는 설계된 4ch(좌측손목 : 2ch, 우측손목 : 2ch) 

전극에서 전위차를 500배 이상 출력할 수 있는 증폭회로를 시작으로 심전도(ECG) Raw Data를 

I2C통신 방식을 이용하여 Cortex-M0 MCU 내부로 전송되며 Flash Memory에 저장되고 Digital 

High Pass Filter와 Digital Low Pass Filter로 가공되어 USB to Serial Chip을 통하여 PC에 최종 

ECG 신호가 출력되는 순서로 시스템을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하고 구동회로 보드를 제작하였다. 

  

[구동회로 구성 및 제작보드]

생체신호(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미들웨어 의복구성에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작 

된 손목형 밴드 Type의 전극과 측정 구동회로 시스템 모듈을 직접 연결하여 기존 패치 Type 전

극에서 검출되는 생체신호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구동회로인 시스템 모듈을 의복에 접목시키

기 위하여 탈부착이 쉬우며, 의복관리로부터 내구성을 가질 수 있는 Case 구성 및 설계를 진행하

고 의복 완제품으로 구성하여 기존 생체신호(심박수) 측정 의류 대비 심미성 및 착의편의성에 대

해 고찰하였다.

Wear Part Transmitter Part

 

[트랜스미터 의복 적용 방법 구성/설계 및 이를 위한 외형 Case 디자인 적용]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체신호(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밀착형 의복구성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 향

상 및 섬유+IT 융합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해 미들웨어에서 생체신호(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의복 

구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밀착형 의복과 동일한 수준의 생체신호(심박수) 정보 획득이 

가능한 섬유기반 전극의 Data-sheet(전도성, Size spec, 트랜스미터 Interconnecting 구조 등)를 확

보할 수 있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섬유기반 전극의 의복 내 Interface 

구조 및 트랜스미터와의 Interconnecting 방법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사업화 가능한 트랜스미터 

구조 및 설계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 이 학술발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진행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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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은1)ㆍ손희정1)

정우영1)ㆍ조순희2)

ECO융합섬유연구원1)ㆍ(주)코튼퀸2) 한지테이프사/고권축사 복합사의 사가공조건에 따른 물성 변화 
연구

1. 서론

한지사를 활용한 제품 시장은 현재 도입기를 거쳐 성장기 초기단계를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며 

유아복, 셔츠, 양말, 침장제품 등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지사는 인피섬유

가 갖는 고유의 brittle한 특성으로 인해 개발 초창기부터 한지사 원단의 신축성 및 탄성 부족으

로 인해 용도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신축성을 갖는 한지복합사

의 개발을 통해 한지사의 한계를 극복하여 복종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한지사 원단의 물성과 특성 

개선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지사와 고권축사를 복합하는 다양한 제조 조건을 설정

하여 복합합연하고, 이에 따른 원단 물성 분석을 통해 최적 제조조건을 선정하고자 한다. 

2. 실험

1) 시료

신축성을 갖는 한지복합사를 제조하기 위해 두께가 각각 1.25, 1.5mm인 한지테이프사를 사용

했고, 고권축사는 SSY60D, SDA 75, ESM150D를 사용하였으며, 복합사 커버링 머신을 통하여 

Table 1과 같은 제조 조건에 따라 복합합연 실험과 시편직을 진행하였다.

Table 1. 복합사 제조 조건

No A B C D E F

core - SSY60 SSY60 SDA75 ESM150 ESM150

effect HJ1.25 HJ1.25 HJ1.25 HJ1.25 HJ1.25 HJ1.5

RPM 13200 8300 10000 6000 8000 8300

TM 1200 800 1000 1000 1000 800

2) 분석

복합합연한 원사는 영상 현미경을 이용하여 표면을 분석을 행하였고 TM균일성, 絲밀림, 분리

力 등을 관찰하여 絲외관을 판단하였다. 또한 번수측정기를 이용하여 KS K 0414에 의거 섬도를 

측정하였으며, 만능인장강신도시험기(H10 KS, Hounsfield)를 이용하여 KS K 1104의 방법으로 인

장강신도를 측정하여 최적 제조조건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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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복합사의 섬도, 인장강신도 등의 물성 분석 결과와 제편성 등의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0924-9A를 Standard로 그 외 5종의 복합사의 물성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강도 및 신도가 향상

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권축사의 복합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현

재 선정한 최적조건은 Pilot 규모에 적합한 제조조건으로 판단되며, 한지 원사의 섬도 증가에 따

라 강도와 신도도 증가하므로 본 연구진이 개발하고자 하는 이지웨어나 다양한 복종으로의 전개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제편성이 좋은 최적제조조건을 바탕으로 신축성 한지복합사

를 활용한 편직 및 염색조건의 선정 등의 연구가 후속될 필요성이 있다.

Table 2. 복합사별 물성 특성

No A B C D E F

絲외관

분리力 - △ ◎ ◎ ◎ ◎

絲밀림 - ◎ ◎ △ ◎ ◎

균일성 - ◎ ◎ ○ ○ ◎

제편성
혼섬상태 - ○ △ ◎ x ○

신축성 x ◎ ◎ ○ ◎ ◎

絲물성

D 166.8 236.6 240.3 272.1 318.7 349.7

St 1.22 1.30 1.32 1.61 1.46 1.16

El 3.66 2.14 6.26 16.16 6.71 2.74

*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산연전용 기술개발사업의 ‘C0200192’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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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은1)ㆍ남선미1)

정우영1)ㆍ정호영2)

ECO융합섬유연구원1) 
803하이드릭스2) 산업용 장갑용 편물의 편직조건별 물성에 관한 연구

1. 서론

반도체, IT 등 산업용 섬유제품 분야 중 장갑의 시장 규모가 제일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

나, 이에 대한 국내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미미한 실정이다. 산업용 현장에서 쓰이는 특수 장갑은 

작업 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보호에 목적을 둘 뿐만 아니라 항균, 착용감과 같은 복합 

기능이 필요하기에 선행연구를 통해 용도에 맞는 복합사를 개발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편

직조건별 편물의 물성을 분석하고, 산업용 장갑제품에 적합한 편물 원단 편직조건을 선정하였다.

2. 실험

1) 실험재료

Nylon, Oxy-Pan/FR Rayon 20's, Copper yarn

2) 실험방법

(1) Knitting Condition

No Composite yarns Organization Condition

Standard Nylon 140D 100% Single 13G, 156F(L)

1 Nylon 140D/Oxy-Pan/FR Rayon 20's Single 13G, 156F(L)

2 Nylon 280D/Oxy-Pan/FR Rayon 20's Single 13G, 156F(L)

3
Nylon 140D/Oxy-Pan/FR Rayon 20's

Copper yarn 40D
Single 13G, 156F(L)

4
Nylon 280D/Oxy-Pan/FR Rayon 20's

Copper yarn 40D
Single 13G, 156F(L)

5 Nylon 140D/Copper yarn 40D Single 13G, 156F(L)

6 Nylon 140D/Copper yarn 40D
Single

(Covering)
13G, 156F(L)

7 Nylon 280D/Copper yarn 40D Single 13G, 156F(L)

8 Nylon 140D/Oxy-Pan/FR Rayon 20's Double 13G, 156F(L)

9
Nylon 140D/Oxy-Pan/FR Rayon 20's

Copper yarn 40D
Double 13G, 156F(L)

Table 1. Knitting Condition 

(2) Test Method

Digital microscope, The tensile strength, Tensile elongation, Fire Retar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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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나일론 140D 100% 원단과 비교해 보면, 다양한 원사들을 혼합하여 편성하였을 때, 인장강도

와 인장신도 등의 물성 특성이 우수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난연성을 검토해본 결

과, Oxy-Pan/FR Rayon 20's 원사와 교편했을 때, 난연성이 대체로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Oxy-PAN/FR Rayon을 겉면에 사용하는 것이 우수한 난연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산업용 장갑은 안쪽에는 착용감을 고려하여 Nylon 140D으로, 겉면에는 우

수한 물성을 확보하기 위해 Oxy-Pan/FR Rayon 20's, Copper yarn 40D를 사용하여 이중직으로 

편직하는 것이 최적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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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고은ㆍ이윤선

손희정ㆍ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고밀도 환편물의 편성조건 및 물성에 관한 연구

최근 의류제품은 고기능성 경량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환편 제품은 함기율이 높고 감촉

이 좋아 캐주얼, 스포츠의류 및 내의류에 적합함. 또한 우수한 신축성으로 착용감과 쾌적성이 좋

아 세계적 소비동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니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편환을 형성시킬 수 있는 고밀도 환편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최종 개발제품의 활용

도가 대부분 스포츠웨어, 스포츠 언더웨어이므로 기능성 원사와의 교편 조건의 선정 및 그 용도

에 맞는 물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피부 밀착형 스포츠 언더웨어 및 Athleisure를 포함하는 

기능성 액티브 스포츠 의류용 원단 개발을 위해 국산화된 48 G급 편직기를 이용하여 50d 이하의 

PET 세섬사와 Spandex 20d를 교편하며 최적 편직 조건을 선정하였다. 편직 시 루프장은 환편물

의 조직 치밀성과 생지 중량에 영향을 주나 환편기의 게이지에 따라서 변화폭이 한정되었기에 

8.2~9.2 cm 내로 루프장을 변화시키며 편물의 터치감을 확인하며 최종 4종의 편물을 개발하였

다. 조직은 Single Plain Stitch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원단밀도, 치수변화율, 탄성회복률, 흡한

속건성/항균성능 등의 물성을 검토하여 최종 제품용으로의 그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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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1)ㆍ도미애2)

김재원2)ㆍ오창현3) 

한국패션산업연구원1) 
한국자카드연구원2)ㆍ(주)텍스토머3)

인체친화형 Roll Insect Net 제품 개발을 위한 PVC 코팅사에 
관한 연구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에는 ‘웰빙(well-being)’과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

ability)’의 생활문화 확산과 빌딩병 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에 대한 경각심 고조 등의 변

화로 인해,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내·외장 재료에 대한 고급화의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건물에 있어 창호는 기능에 있어서나 미관에 있어서 커다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방충망 소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기존 PVC로 코팅된 Fiber glass 롤방충망은 

시간경과에 따라 PVC코팅이 벗겨져 발암유발의심물질로 분류된 Fiber glass가 그대로 노출됨에 

따라 인체에 매우 유해하다. 이에 롤방충망 적용 소재를 위한 소재는 친환경 PVC coated 소재를 

선정/가공하여 디자인을 가미해 기존의 인체유해한 PVC coating fiber glass 롤방충망을 대체하고

자 우선적으로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롤방충망용 원사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방충망을 넘어 친환경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보유한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인테리어 제품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므로 난연/방염가공으로 인체친화형 생활주거 공간을 위한 소

재이자 기능성확보를 위한 롤방충망소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본 기술로 개발할 제품은 기존의 인체 유해한 글라스 화이버망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통

기성이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해 원사에 PVC 코팅 라인을 아래와 같이 설계하여 5가지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표 1. PVC 코팅 라인 설계

TWINSTAR' 372XE

Max. Speed 1000m/min

Basic yarn PES-Multifilament

Kind of coating PVC

Finished yarn dia. 0.23~0.7㎜

Max. packing dia. 320㎜

Tube inside dia 94㎜

Traverse length 250㎜

Winding ratio Electronic 

원사의 굵기, 중량비 그리고 기존 monofilament와 PVC 코팅사와의 비교를 통해 최적의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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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원사를 도출하였다. 

 

표 2. Coated yarn test 결과값

 

3. 결과 및 고찰

PET monofilament사의 굵기(core) 대비하여 PVC Compuond의 양을 각각 sample A 71,9%, 

sample A, sample B, sample C, sample D, sample E, sample B 68.4%, sample C 69.7%, sam-

ple D 64.3%, sample E 51.3%로 배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모두 코팅 양산 시 원사를 뽑

아내는데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Sample A, sample B, sample C, sample D, sample E 5가지 모두 원사 양산성에는 크게 문

제가 되지 않아,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중 sample D의 굵기(core)가 0.12mm, core(0.02g/m), PVC compound(0.036g/m)로 [PES 

multifilament : PVC Compuond = 35.7% : 64.3%]로 중량비도 적절하게 나타났으며, 생산성에서

도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결론적으로, sample D를 가장 적정한 원사로 가장 적

절하다고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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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개발품은 국내 창호 시스템 등의 건축 인테리어 제품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와 방충

망 시장의 확대 및 기타 본 기술을 활용한 홈인테리어의 제품군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

라, 각종 전자제품의 필터나 생활용품에 응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PVC 코팅원사를 적용하여 롤방충망에 적용한다면 환경오염에 문제가 

되었던 Fiber glass 원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량 외국에서 생산되는 Fiber glass

를 대체함으로써 생산기업의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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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발열 매트리스에 적용 가능한 난연기능접목 선상 발열 원사에 
대한 연구

1. 서론

매트리스제품은 스프링, 라텍스, 기타 천연소재[팜/황토/돌]로 침대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Flexible한 스프링에 발열일체형 침대는 기존 면상발열체의 무게하중으로 인한 발열코팅 부문의 

단락과 신축성 확보의 미비때문에 그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 매트리스 시장은 스프링(70%), 라텍스(20%), 천연소재(10%)로 이중 라텍스/기타 천연소

재의 매트리스는 스프링소재의 단점을 보완책으로 시장에 출시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거두고 있어 

기존 스프링 매트리스의 단점[항균성, 인체쾌적성]을 보완하고 새로운 발열기능을 보유한 원천 소

재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먼저 개발해야 될 요소로서 신축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원사를 개발하여 스프링 구조의 

매트리스에 적용하고 화제발생/화염 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난연기능을 확보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제직이 가능한 발열원사의 특징을 파악하여 스프링용 매트리스 개발

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신축 및 신축구조를 갖는 발열소재를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스프링 구조의 전기침대 개발

을 위하여 기존 제품에 적용되던 발열섬유의 화재예방/방지 기능성 부여를 위하여 새로운 형태의 

선상 발열 섬유 소재를 개발하여 해외 비교제품군 3종[VN1, VN2, VN3]와 비교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각 소재별 전기적 특성분석은 LCR Meter(LCR-816, GW INSTEK社)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초기 길이는 10cm로 조정하였으며, 소재에 특성에 따라 개발된 발열섬유의 경

우에는 커버링 된 끝부분을 연소시킨 다음 Cu 메탈사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알코올로 제거한 후, 

측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1. 전기적 특성 분석 시험장치 (LCR 미터, 디지털오실로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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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표 1. 발열 기능성 전도성 섬유의 길이별 전기적 특성 (단위 : Ω)

구분

시료

측정 길이

10cm 20cm 30cm 40cm 50cm 60cm 70cm 80cm 90cm 100cm

개발전도사 0.09 0.16 0.25 0.33 0.40 0.46 0.52 0.58 0.62 0.69

VN 1 0.43 0.86 1.21 1.69 2.12 2.57 2.98 3.43 3.97 4.51

VN 2 0.30 0.68 0.99 1.32 1.61 1.94 2.23 2.66 3.06 3.40

VN 3 0.63 1.29 1.97 2.62 3.33 4.02 4.71 5.03 5.68 6.31

표 2. 발열 기능성 전도성 섬유 물리적 특성

개발 전도사 VN 1 VN 2 VN 3 비고

인장강도 (cN) 93,800 13,511 15,303 14,100 -

인장신도 (%) 2.0% 1.3 1.6 1.1 -

‘발열 기능성 전도성 섬유의 길이별 전기적 특성’에서 보여지듯이, 각각의 전도성 섬유소재별 

길이가 증가할수록 전기저항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개발 전도사의 경우에는 초기 10cm에서 0.09Ω의 낮은 전기저항 값에서 최대 100cm에서 0.69

Ω으로 길이 변화에 따른 전기저항 값의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발열 기능성 전도성 섬유의 경우에는 길이에 따른 전기저항 값을 높여 발열 특성을 나타

내는 것이 아니라 저저항 값에서 발열을 유도하는 형태로 일반 전도성 섬유와 비교하였을 때, 우

수한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V社의 전도성 섬유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에서 발열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 의류 등의 용도로 

개발/생산되는 섬유 소재로써 12㎛직경의 Metal을 적용하고 각각 6합, 8합, 4합에 275fil을 사용하

여 소재의 굵기가 굵은 대신에 아주 낮은 전기저항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초기 

10cm의 전기저항 값은 0.3~0.6Ω 정도를 나타내고, 100cm가 되었을 때는 평균 6Ω정도의 저항값

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음. 

4. 결론

전반적으로 해외선진제품의 발열 기능성 전도성 섬유와 본 연구개발에서 개발된 전도성 섬유

의 전기적 특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용도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전도성 섬유소재가 훨씬 유리한 형태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열 기능성 전도성 섬유소재의 물리적 특성의 경우에는 개발전도사 및 비교 전도사 모두 

Metal사를 중심으로 제작된 섬유로 아주 우수한 인장강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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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1)ㆍ도미애2)

엄지은3)ㆍ최효선3)

한국패션산업연구원1)

한국자카드연구원2)ㆍ(주)잉어3) 설상 트렌스폼 캐리어 제품 개발을 위한 소비자 동향 기초연구

1. 서론

전 세계적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웰빙에 대한 관심고조로 아웃도어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제품시장 중에서도 아웃도어 개념이 아닌 복합기능과 용도변형이 

가능한 레저 문화가 근래에 새로운 스포츠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의 전유물이라 여겨졌

던 동계스포츠도 생활수준의 향상, 평창올림픽 유치로 인해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설상스포

츠 제품의 무게하중 및 운반 등의 문제로 인해 캐리어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수요는 다양화되고 있으나 복합적인 기능과 용도변형이 가능한 컨버

전스 형태의 레저용품은 현재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 스포츠 레저 제품은 대부분 중소기

업의 형태로 기술개발보다는 국외 제품을 수입 판매하거나 혹은 OEM생산이 대부분이므로 업체자

체 제품 기획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중소기업들이 설상의 조건에서 스포츠 

활동을 감안하여 기능성강화, 제품의 고급화와 트렌드를 반영한 감각적 디자인 개발을 통해 경쟁

력을 강화하고자 기존 설상레져스포츠 활동인구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선진샘플분석을 통한 인체공학적 착용감 선행 연구를 위한 표본 3샘플에 대한 착용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심미성, 기능성, 착용기능성, 활동용이성, 불편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브랜드 1> <브랜드 2> <브랜드 3>

No. 항 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타 

의견

1
심미성

전체적 디자인이 만족스러운가?

2 전체적 색상 조합이 만족스러운가?

3
기능성

수납공간이 적정하다

4 통기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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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설문 대상자의 54%가 남성, 46%가 여성이었으며 25세 이상 30세 미만대가 38%, 30세 이상 

35세 미만대가 24%로 주를 이룬다.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드는 제품은 브랜드 1이었으나 

브랜드 1의 경우 착용 시의 동작에 무리가 있었으며, 가방이 무거운 편으로 착용감에 있어서는 

대체적인 항목이 우수한 브랜드 3제품이 착용감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시장에 출

시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사대상자들은 전체 외관, 기능성, 착용기능성, 활동용이성, 불편성의 

질문 항목에서 평균 3.0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브랜드 1제품의 경우, 

타 브랜드 제품에 비해 전체 외관, 일반 기능성(인체보호기능, 방수성)의 만족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착용기능성과 활동용이성 등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다소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요

구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브랜드 2제품의 경우에는 타 브랜드 제품에 비해 착용기능성과 활

동용이성의 항목에서 타 제품에 비해 월등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디자인의 만족도

가 매우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3제품은 제품의 전체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일반 기능과 착용기능성, 활동용이성, 불편성의 항목에서 가장 높

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 제품 또한 디자인의 대한 만족도가 3.16으로 브랜드 1의 제품에 

비해 다소 낮아 디자인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4. 결론

종합적으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심미적인 캐리어 디자인과 무게나 형태 등의 착용감을 동시

에 만족하는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수납기능성과 보호기능성 등을 보완

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방수 기능이 있다

6 인체보호 기능이 있다

7

착용

기능성

착용 시 동작에 무리가 없다

8 착용 시 편안하게 느껴진다

9 착용 시 가방은 가벼운 편이다

10 활동

용이성

가방을 메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쉬운 정도는?

11 걸음걸이가 쉬운정도는?

12

불편성

목이 아프다

13 어깨가 아프다

14 등, 허리가 아프다

15 착용 시 피로감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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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섬유와 IT융합기술 접목을 통한 능동적 모니터링&케어가 가능한 
욕창방지매트리스 제품 개발방법에 관한 연구 1

1. 서론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볼 때 성

숙기 도달하고 있지만, 섬유기술 측면에서 보면 전통 섬유기술을 사용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첨단 섬유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의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의 의료용 섬유 시장 진입을 위한 차별화·집중 개발전략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건강중심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의료산업 분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글로

벌 기업들이 헬스와 바이오 분야에서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전략사업을 모색하고 있

다. 이에 에어셀 구조의 욕창방지 매트리스 제품은 국내 중소기업[섬유+IT융합소재+의료기] 보유 

기술의 융합으로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향후 섬유+IT+의료기기의 융합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형 의료기기+재활보조기기로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중증 장애우/환자의 2차 감염방지를 위한 평균압 35mmHg 수준의 체압 유지 및 능동적 통풍/

건조 기능기반의 섬유+ICT 융합형 에어매트리스 제품임. 중증 장애우/환자의 쾌적한 환경제공

(온·습도 조절을 통한 욕창방지 등)을 위해 섬유소재의 틸팅 및 PU코팅 기술과 정전용량 방식

의 체압분석 기술을 접목하고, 능동적으로 매트리스 내부 에어를 조절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섬유소재/의료기기/후가공/IT전문가를 통

한 기술협업을 통해 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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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소재 측면에서는 Cover Fabric 매트리스에 압력 전달 및 환자 쾌적성을 위한 섬유표면 가공기

술을 활용하여 Mattress Fabric 위치별 인체의 체압 측정이 가능한 섬유소재 압력감지센서를 개발

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합포기술은 매트리스소재로써 Mattress Face 방오, 내마모성 기능의 

코팅가공을 적용하고 중간층은 압력감지 센서를 TPU 층을 일체형으로 접합하되 Sensor로써 압력

감지 기능 유지를 위한 그라비아 가공 및 스트레치성 확보를 위한 코팅기술을 적용하여 Sensor와 

Actuating 기능을 실현토록 설계하였다. 

 

 

4. 결론

상기 제안과제는 현재 섬유소재-후가공 기술의 경우 현 시장 및 특허기술에는 존재하지 않는 

융합기술로 관련 지식재산권 확보 후 시장 선점형 융복합 기술로 도출가능하다. 또한 장애우 및 

고령자 대상으로 한 ICT융합제품의 특성상 시장 진입을 위한 소비자의 가격부담저하(의료보험 지

원 품목), u-Healthcare 실현을 위한 서비스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으로 인해 

향후 섬유-IT융합형 의료기기제품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가능하다. 



211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임지혜ㆍ김현석

권현명ㆍ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냉감 원사의 특성 평가

- 냉감 발현 원사의 쾌적성 평가 -

1. 서론 

여름철마다 전력 수요의 증대로 냉방 온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강화되고 이로 인해 에

너지 절감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의류소재의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

한 냉감 소재를 이용하여 스포츠나 아웃도어 활동 시 많은 운동량을 필요로 하는 제품이 출시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냉감 기능성 발현 원사를 이용하여 쾌적성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냉감 발현 원사는 ㈜효성에서 제공한 40d급 Nylon 이형단면사(FDY yarn)를 

사용하였다. 또 대조군으로 ㈜효성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냉감사로 알려진 askin과 일반 PET 

Regular를 사용하여 냉감 발현 원사의 성능을 비교하기로 하였다.

2) 편직

냉감 발현 원사를 이용하여 양면조직으로 설계하였다. 냉감 기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본 양

면으로 편직하였을 때 어떠한 원사를 사용하여 편직한 원단이 우수한지 실험해보고자 하였다.

3) 쾌적성 테스트

이 원단으로 의류를 만들었을 시 땀을 흡수하고 건조되는 성능을 보기 위해 흡수성과 건조성 

테스트 등을 진행하였으며,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부 접촉 온도를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원사 종류별로 기본 양면조직을 편직한 원단의 흡수성과 건조성 테스트 결과 냉감 발현 원사

의 흡수성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고, 건조성 테스트 결과 또한 수분량이 가장 적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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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편직원단의 흡수성, 건조성 테스트 결과

No. 사용원사 조직

흡수성 테스트

흡수길이(cm/10min)
건조성 테스트

Wale 방향 Course 방향 W-W1 수분량(%)

sample1 PET 일반양면 97 93 2.79 41.15

sample2 Askin 일반양면 109 99 2.37 42.88

sample3 Nylon 이형단면사 일반양면 116 101 1.94 31.66

* W : 수중에서 꺼낸 10분 후 무게, W1 : 침수 전 무게, W-W1 : 증발성 자유수분량(g/202.5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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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명ㆍ정우영

임지혜ㆍ김현석
ECO융합섬유연구원 PPS를 이용한 습식 페이퍼 제조 및 특성

- PPS 습식페이퍼 제조 및 특성 -

1. 서론

PPS(Polyphenylene Sulfide) 섬유는 결정성의 고기능 열가소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페

닐렌 설파이드 수지를 섬유화한 것이다. 내약품성, 난연성, 전기특성, 내증열성, 단열성 등에서 우

수한 특성을 발휘한다. PPS 섬유는 습식부직포(페이퍼)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며 내열 백필터에 

사용되는데 내열성이 우수하여 200~250℃의 고온에서 입자제거를 수행함에 따라 수은 등 중금속

이 입자와 같이 제거되는 장점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속식 Wet-laid장비를 이용하여 PPS시

트를 제조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1) 실험재료 및 실험장비

PPS 섬유는 미연신사로 H사(6mm, 1De)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분산을 위해 첨가제 (HCD-27)

를 사용하였으며 페이퍼의 제조는 연속식 wet-laid를 사용하였다. 제조된 PPS 페이퍼는 250 ℃에

서 5분간 hot-pressing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SEM측정을 통해 표면 및 단면을 살펴보았다.

2) 실험방법

PPS섬유를 glinder를 사용하여 3,000rpm의 속도로 교반시킨 후 분산제를 추가하여 1분간 교반

시켜 slurry를 제조한다. 그 다음 연속식 wet-laid를 이용하여 PPS페이퍼를 제조한다.

Fig. 1. Schematic diagram for fabrication of PPS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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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a) (b)

Fig. 2. SEM image on surface and cross-section ; (a) surface, (b)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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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ㆍ권오훈ㆍ김정곤ㆍ강현주

강건웅ㆍ김영운ㆍ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닥섬유/PLA수지를 이용한 Fiber-board 제조 및 열적 특성

1. 서론

친환경 인식의 변화에 따른 바이오 복합재료의 관심 증가하면서 최근 복합재료 산업에서 친환

경제품인 Fiber-board가 주목받고 있다. Fiber-board 제조 시 천연섬유의 제조공정의 유연함과 높

은 비 강성, 낮은 비용의 이점을 이용해 천연섬유를 board의 충전제 및 강화제로 사용하게 된다. 

천연섬유가 산업용 섬유분야로 이용이 확대되고 닥섬유를 이용한 제품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의 기계적, 열적 물성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닥섬유와 Polylactic acid 

(PLA)수지를 이용해 Fiber-board를 제조했다. 또한 Fiber-board에 silane 표면 처리하여 열적 거동

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했다.

2. 연구방법 

1) 실험재료

전주에서 재배된 닥섬유의 인피섬유를 채취했다. 그리고 PLA는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제조

한 PLA부직포를 사용했다. Silane(APS, 3-Aminopropyltriethoxysilane)의 경우 Sigma aldrich Co.

에서 구매하여 진행했다. 

2) Fiber-board 제조

Silane에 침지시킨 후 건조시킨 닥섬유를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시트를 제조했다. 시트 제

조공정은 Fig. 1과 같이 순차적으로 제조했다.

Table 1. Fabrication condition of fiber-board

Sample
Mixing ratio

(Paper mulberry:PLA)

Basic weight

(g/m2)
Silane treatment

P100 (Paper mulberry) Paper mulberry 100% 100 X

PP100 (Paper mulberry, PLA) 3:7, 4:6, 5:5, 6:4, 7:3 100 X

APP100 (APS, Paper mulberry, PLA) 3:7, 4:6, 5:5, 6:4, 7:3 100 O

P150 (Paper mulberry) Paper mulberry 100% 150 X

PP150 (Paper mulberry, PLA) 3:7, 4:6, 5:5, 6:4, 7:3 150 X

APP150 (APS, Paper mulberry, PLA) 3:7, 4:6, 5:5, 6:4, 7:3 15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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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paper mulberry fiber and PLA Fiber-board sheet

이후 Fig. 2와 같이 열성형기기에 제조된 시트를 넣고 Table 3의 열성형 조건에 따라 압축성

형하여 Fiber-board를 제조한다.

Table 3. Hot press condition

Condition

Sample 
Temperature(℃) Pressure(㎫) Time(min)

Fiber-board 190 1.5 5

Fig. 2. Hot press process to fabricate Fiber-board.

3) 열 분석

Fiber-board의 열적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3가지 분석(TGA, DSC, TMA)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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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ㆍ최형민
숭실대학교

Periodate 산화와 Microwave Irradiation을 이용한 면섬유의 
양이온화

1. 서론

양이온화는 셀룰로오스에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개질방법 중 하나로서, 주로 기존에 사용되는 

염료, 메탈이온, 잔여 염료의 처리 등 음이온성 서브스탠스(Substance) 등에 향상된 친화력을 가

질 수 있도록 한다[5,6]. 면섬유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섬유물질로, 주로 반응성염료 또는 직접염

료와 같은 음이온성 염료를 이용하여 염색하는데, 많은 양의 염(NaCl or Na2SO4)이 (보통 30–
150g/dm3 또는 Bath 무게의 25%까지) 사용되어 용액속의 염료가 면섬유로의 이동(migration)이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면섬유로의 고착과 반응을 돕는다[3]. 하지만 염의 

사용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여 반드시 정화과정이 수반된다[4]. 면섬유 표면에 양이온 

성질을 가지도록 개질된 경우, 면섬유와 음이온염료가 강한 친화력을 가지게 되어 염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4,5.6].

면섬유의 양이온화는 주로 3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셀룰로오스의 하이드록실 기와 반응성을 

가진 물질을 직접 반응시키는 방법[2], 두 번째로 dimethyloldihydroxyethylene urea 와같이 결합

제(binding agent)를 추가하여 셀룰로오스의 하이드록실기와 양이온화제의 반응기와 반응 시키는 

방법[1], 세 번째로 셀룰로오스 내부에 단량체(monomeric) 또는 고분자(polymeric) 양이온화제를 

그래프트 중합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7]. 

퍼라이오데이트(periodate)는 인접한 하이드록실 그룹의 C-2와 C-3 사이의 결합을 절단하여 셀

룰로오스의 글루코오스 내부에 디알데하이드(dialdehyde)를 생성할 수 있다[1]. 이 과정은 상온 또

는 약간 가열된 온도에서 진행되지만, 대체로 긴 시간이 소모된다[8]. 디알데하이드 셀룰로오스는 

부가반응의 유도체로써 사용가능하다[9]. 이 연구에서는 면섬유에 퍼라이오데이트를 이용한 디알

데하이드를 생성시킨 후, Girard’s regent T와의 이민 생성반응을 통하여 양이온화를 진행했다

[1,8]. 또한 디알데하이드 생성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12시간 이상)[1,9] 대신 전자오븐을 

이용한 방법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반응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FT-IR, 염색 후 K/S 측정, water imbibition, 열분석, X-ray 회절분석기 등을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일정한 무게의 면섬유를 일정한 용액에서 적절한 양의 sodium periodate/면 중량의 비율로 적

정 시간 반응시킨다. 반응을 올바르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Teflon Film을 이용하여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반응 후 섬유에 남아있는 periodate를 모두 제거하기 위하여 수차례 수세 

후 85℃에서 건조하였다. 완전히 건조된 산화된 면을 Girard’s T(0.42g, 0.84g, 1.68g)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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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2시간) 또는 전자오븐(1.5min)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     (b)

  

(C)     (d) 

Fig. 1. 디알데하이드면의 FT-IR분석. 

(a) 시간에 따른 변화, (b) Sodium periodate와 면섬유의 중량비에 따른 변화, 

(c) 반응 시간에 따른 1730cm-1(C=O)/1130cm-1(C-O-C) 비율, 

(d) 반응비에 따른 1730cm-1(C=O)/1130cm-1(C-O-C) 비율 

  

(a)     (b)

Fig. 2. 양이온화 면의 FT-IR분석.

(a) 상온에서 양이온화 진행한 샘플, (b) 전자오븐을 이용한 양이온화 샘플

Fig. 1에서는 periodate 산화에 의한 면섬유의 글루코오스 사슬 내부에 생성된 디알데하이드에 

의한 카보닐기(C=O)에 의한 픽을 1730cm-1대역에서 볼 수 있다. 전자오븐을 이용한 가열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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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periodate와 면섬유의 비율이 증가함에 의해서 피크의 크기가 증가하였다. 또한 

알데하이드기가 생성됨에 따라서 3000cm-1대의 하이드록실기의 스트레칭 피크가 감소하였으며 헤

미아세탈(hemiacetal)에 의한 890cm-1 부근의 피크 또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c), (d)는 면섬유

의 글루코오스 체인 내부에 존재하는 C-O-C(asymmetry stretching) 피크와 알데하이드의 C=O의 

비율이 반응 시간과 periodate와 면섬유의 비율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볼 수 있다.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온과 전자오븐을 이용한 시료 모두에서 카보닐기 (1730cm-1) 크

기가 감소하였고 이민에 의한 1695cm-1의 피크가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온에서 진행한 

샘플보다 전자오븐을 이용한 경우 더 큰 변화가 있어 전자오븐으로 반응을 진행한 경우 더 효율

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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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3. 상온에서 면섬유의 산성염료 염색.

(a) 염색과정, (b) 2시간 상온에서 양이온화한 면섬유, 

(c) 전자오븐을 통해 양이온화한 면섬유

Fig. 3는 샘플의 K/S 값을 보여준다. K/S 값은 섬유의 color intensity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는데, K/S값이 높으면 염료가 더 많이 흡착되었음을 나타낸다. C. I. Acid Red 4는 520nm에서 

최대 파장값을 나타내는데, 양이온화가 되지 않은 면섬유는 거의 영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는 

반면에, 양이온화된 면섬유는 양이온기와 산성염료의 음이온 그룹 (Dye-SO3
-)[2]을 이온결합에 의

해 더 많이 흡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a)                         (b)                          (c)

Fig. 4. 양이온화된 면섬유의 반응성염료 염색. 

(a) 염색 프로세스, (b) 2시간 상온에서 양이온화 시킨 면섬유, 

(c) 전자렌지를 통해 양이온화 시킨 면섬유

Fig. 4는 양이온화된 면섬유를 C.I. Reactive Blue 19를 이용하여 염색을 진행하였다.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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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료는 물에 녹아 음전위를 가지는데, 셀룰로오스 표면의 음전위와 반발력으로 흡착이 일어나지 

못한다. (b), (c)를 보면 면섬유나 디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면섬유는 반응성염료와 반응이 

일어나지 못했지만, 양이온화가 진행된 면섬유에서는 4급 암모늄염의 양전위로서 음전위를 띄는 

염료와 높은 친화력을 띄어 섬유내부로의 흡착을 촉진시켜, 염 이나 알칼리의 부가 없이 염색이 

되었다.

면섬유의 산화, 양이온화 과정에서 전자오븐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강한 에너지를 이용해 반

응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면섬유의 구조에 큰 손상을 주었을 주도 있지만, XRD 데이터에서 볼 때 

intensity의 높낮이 차이는 있지만, 결정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관찰된다.

4. 결론

면섬유를 periodate를 이용한 산화로 디알데하이드 셀룰로오스를 생성시킨 뒤, 알데하이드와 

Girard's regent T와의 이민 생성반응을 통하여 면섬유의 양이온화를 진행하였다. 기존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되던 과정을, 전자오븐을 이용한 방법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양이

온화 된 면섬유는 염의 사용 없이도 염료와의 높은 흡착을 보였으며, 강한 친수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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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건웅1)ㆍ김영운1)ㆍ권오훈1)

강현주1)ㆍ정용식2)ㆍ장한진1)

ECO융합섬유연구원1)·전북대학교2)

방열판용 고열전도성 시트 제조 연구

1. 서론

최근 전자기기의 고기능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반도체소자의 및 겨울철 의류 발열기술에 대해

서 상당히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발열기술은 경량화, 전기절연, 디자인 자유도 기능이 발

열과 동시에 발현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고방열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평방향으로의 열전도성이 높으면서 유연하고 접착성 등이 우수한 시트형

태로 제조하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고열전

도도 특성을 가지는 탄소재료인 pitch계 탄소섬유와 mesophase pitch film을 사용하여 고열전도

성 C/C 복합재료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Hot press

Pitch-based CF Mesophase pitch film

그림 1. Mesophase pitch CF 와 Mesophase pitch 

film을 사용한 고열전도성 C/C paper 제조법.

그림 2. C/C paper 적층 순서 및 제조 개략도.

3. 분석

 
 그림 3. C/C paper 제조 후 표면과 단면 SEM측정. 

4. 결론

온도, 조건별 테스트 후 Mesophase pitch는 온도 조건이 260~28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

며, 향후 C/C composite의 무게증가율을 측정함으로서 적정점 이후 탈수소화 반응과 탄소탈리반응

으로 인한 무게감소를 확인하여 C/C 복합재의 최적의 안정화 조건 확립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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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ㆍ권현명

임지혜ㆍ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탄소섬유 복합재료 제조 및 기계적 특성

- 표면처리를 통한 복합재료의 기계적 특성 -

1. 서론

탄소섬유(carbon fiber(CF))는 인장 강도 및 탄성률 등의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여 산업용 복합

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유리섬유나 케블라섬유와 비교하여 수지와의 계면 결합력이 약하여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복합재료의 계면결합력을 향상시키

는 방법으로 섬유를 산화적으로 표면처리 하는 방법과 비산화적으로 표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산화적으로 표면처리 하는 방법은 섬유를 에칭하여 매트릭스와 기계적 결합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구조를 발생하여 표면 젖음성과 거칠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탄소

섬유를 산화적인 방법으로 표면처리하고, 형태학적 및 물리적인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1) 시료 및 시약

CF는 12K의 표면처리 되지 않은 섬유를 사용하였고, 전해질은 ammonium bicarbonate 

(NH4HCO3, 95%, Samchun), nitric acid(HNO3, 69%, Ma-isunoen)를, 수지는 epoxy(YD 114F)와 

경화제(D230)를 사용하였다.

2) 탄소섬유 표면처리

탄소섬유의 산화적 표면처리는 아래의 Table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험하였다. 

Table 1. Condition of batch oxidation surface treatment 

전해질 종류 NH4HCO3

전해질 농도(wt%) 10

전압(V) 2

전류 밀도(A/㎡) 1, 2, 4

처리 시간(sec) 90

Table 2. Condition of continuous oxidation surface treatment

전해질 종류 NH4HCO3, HNO3

전해질 농도(wt%) 5, 10

전압(V) 6

전류 밀도(A/㎡) 2

처리 시간(sec) 9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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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dition of gas phase oxidation surface treatment

처리 시간(min) 60

온도 ℃ 300, 400, 500

3. 결과 및 고찰

Fig. 1에 배치식 산화 표면처리 파단면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표면처리 하지 않은 CF는 표면이 

매끄러운 반면 표면처리 된 CF는 섬유축 방향으로 표면에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2A/m2, 이상의 높은 전류 밀도를 사용할 때 홈이 더욱 확대되어 섬유 매트릭스에 물리적 평형이 

깨져 기계적 특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에 연속식 산화 표면처리 파단면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계면사이에 힘을 주었을 때 표면처리 되지 않은 CF는 섬유와 수지간의 결합력이 약한 

형태로 인해 약간의 부서지는 형태를 확인하였고 표면처리 된 CF는 화학적 결합과 기계적 맞물림

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계면 결합력이 좋아져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지 않는 형태를 확인하였다. 

(A) (B)

(C) (D)

Fig. 1. SEM image of fracture surface after the short beam test; batch system (A) untreated (B) 1A/m2 

(C) 2A/m2 (D) 4A/m2.

(A) (B) (C)

(D) (E) (F)

Fig. 2. SEM image of fracture surface after the short beam test; continuous system (A),(D) untreated, 

(B),(E) NH4HCO3, (C),(F) H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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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 산화적 표면처리에 따른 각각의 ILSS값을 나타내었다. 배치식 표면처리에서는 2 

A/m2일 때 가장 높은 값을 확인하였고, 연속식 표면처리에서는 90sec일 때 높은 값을 확인하였

다. 화학적 표면처리에서는 질산과 황산의 비율이 2:1일 때 높은 값을 확인하였고, gas phase 표

면처리에서는 500℃일 때 가장 높은 값을 확인하였다.

Table 5. ILSS values; (A)batch system, (B)continuous system, (C)chemical system, (D)gas phase

sample 조건 ILSS(Mpa)

untreated - 11.6 ± 2.6

A

1 A/m2 22.8 ± 0.9

2 A/m2 56.3 ± 1.2

4 A/m2 17.1 ± 3.2

B
90sec 15.4± 1.2

300sec 13.3± 5.6

C
N:S=1:1 26.5 ± 2.5

N:S=2:1 33.9 ± 3.2

D

300 ℃ 18.9 ± 0.1

400 ℃ 20.7 ± 0.1

500 ℃ 31.8 ± 4.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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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1)ㆍ류중재1)ㆍ이현우1)

정우영1)ㆍ김찬2)ㆍ임지혜1)

ECO융합섬유연구원1)

(주)아모그린텍2) 나노 웹을 이용한 원사의 제조 및 특성 평가

1. 서론

전기방사법에 의한 나노섬유는 높은 응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공정 특성상 나노섬유가 웹

(web)형의 부직포 타입으로 제작되어 필터소재 및 의류 원단 등에 한정된 영역에서만 응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섬유 웹(web)을 이용하여 슬리팅(slitting) 공정을 통해 테이프 

형태로 제조 후 온도 조건별 연신 후 표면 변화 및 물리적 특성들을 평가해 보았다.

2. 실험

그림 1. 나노 웹을 이용한 슬리팅 및 권취 공정 이미지.

본 실험에 사용된 나노섬유 웹은 ㈜아모그린텍에서 PVDF(Polyvinylidene Fluoride) 소재의 전

기 방사된 나노웹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1) 실험방법

나노섬유 웹(web)을 이용하여 실(yarn)형태로 제조하기 위해 ㈜아모그린텍에서 폭 1,700mm의 

나노웹을 150mm로 1차 슬리팅 공정을 거친 제품을 한국니트산업연구원에서 폭 3mm로 2차 정밀 

슬리팅하여 테이프 형태의 슬리팅 사를 제조하였다. 나노섬유 슬리팅 원사는 자제 제작한 열연신 

장치를 이용하여 D/R 1.25 조건에서 온도 조건별로 연신처리 하였다. 연신 처리된 슬리팅 원사

는 복합연사 공정 등을 통해 T/M등 공정 조건별로 실(yarn)형태로 제조 후 SEM 등을 통해 표면

분석 및 인장강신도 등 물리적 특성을 평가해 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나노섬유 웹을 이용하여 슬리팅 후 연신과 연사 공정을 통해 실 형태로 제조 후 SEM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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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림 1과 같이 나노섬유 웹의 기공구조 및 분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노섬유 슬리팅 사의 연신 조건별 인장강신도를 측정한 결과 D/R 

1.25, 연신 온도 120℃가 최적의 인장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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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1)ㆍ류중재1)ㆍ김도환1)

정우영1)ㆍ양훈2)

ECO융합섬유연구원1)

대동텍스(주)2) 비불소계 발수가공제의 처리조건이 원단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최근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아웃도어용 스포츠 의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아웃도어용 스포츠 의류에는 주로 불소계 발수가공제가 사용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불소계 발수가공제 중에 포함되어 있는 PFOA, 

PFOS가 인체에 축적되고 반감기가 길며 발암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소계 

발수제 규제를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 비불소계 발수 가공제를 중심으로 한 발수가공 공정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1) 재료

본 시험에 사용된 비불소계 발수제는 A사의 제품을, 시료는 Polyester, Nylon, Cotton으로 구

성된 총 17종으로 plain, twill 조직으로 구성된 25cm x 25cm의 원단을 사용하였다. 

2) 비불소계 발수가공제 처리

발수가공제 처리는 농도 40~100g/l, 픽업률 80%를 맞추어 진행하였다. 90℃에서 10분간 예비 

건조를 진행하였고, 180℃에서 5분간 큐어링(Curing)을 하였다.

3. 원단의 표면 구조 분석 예시(x 1000)

미처리 시료 #1 발수가공 처리 시료 #1 미처리 시료 #2 발수가공 처리 시료 #2 

4. 결론

A, B, C사의 발수가공제 모두 PFOA 및 PFOS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C6 성분 검출 분석 

시스템이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의뢰하지 못였다. 시제품 원단의 태 측정 결과 

미처리 시료와 발수가공제 처리, 세탁 10회 및 20회 처리 후 태 측정 결과에서는 표면 요철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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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료일 때 가장 크게 측정되었고, 발수가공제 처리 후, 세탁 10회 및 20회 후에는 마찰에 

의해 표면에 요철이 발수가공에 의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단의 태 측정 결과 미처리 시

료와 발수가공제 처리, 세탁 10회 및 20회 처리 후 태 측정 결과에서는 표면 요철이 미처리 시료

일 때 가장 크게 측정되었고, 발수가공제 처리 후, 세탁 10회 및 20회 후에는 마찰에 의해 표면

에 요철이 발수가공에 의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229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정고은ㆍ이윤선

손희정ㆍ정우영
ECO융합섬유연구원

고밀도 환편물의 편성조건 및 물성에 관한 연구

최근 의류제품은 고기능성 경량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환편제품은 함기율이 높고 감촉이 

좋아 캐주얼, 스포츠의류 및 내의류에 적합함. 또한 우수한 신축성으로 착용감과 쾌적성이 좋아 

세계적 소비동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니트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편환을 형성시킬 수 있는 고밀도 환편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최종 개발제품의 활용도

가 대부분 스포츠웨어, 스포츠 언더웨어이므로 기능성 원사와의 교편 조건의 선정 및 그 용도에 

맞는 물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피부 밀착형 스포츠 언더웨어 및 Athleisure를 포함하는 기

능성 액티브 스포츠 의류용 원단 개발을 위해 국산화된 48 G급 편직기를 이용하여 50d 이하의 

PET 세섬사와 Spandex 20d를 교편하며 최적 편직 조건을 선정하였다. 편직 시 루프장은 환편물

의 조직 치밀성과 생지 중량에 영향을 주나 환편기의 게이지에 따라서 변화폭이 한정되었기에 

8.2~9.2 cm 내로 루프장을 변화시키며 편물의 터치감을 확인하며 최종 4종의 편물을 개발하였

다. 조직은 Single Plain Stitch를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원단밀도, 치수변화율, 탄성회복률, 흡한

속건성/항균성능 등의 물성을 검토하여 최종 제품용으로의 그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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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운1)ㆍ김정곤1)ㆍ권오훈1)ㆍ강현주1) 

강건웅1)ㆍ김기윤1)ㆍ정우영2)ㆍ신문웅1)

ECO융합섬유연구원1)

전일염공(주)2) 의류 원단의 피톤치드 가공 특성 연구

1. 서론

섬유의류 분야에서도 well-being trend에 이은 LOHAS를 추구에 따른 인체ㆍ친화적인 물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단 내에서 자연적인 항균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가공

기술은 최근 증가되고 있는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의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다양한 

원단가공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피톤치드와 같은 동식물에서 주로 얻어지고 있는 천연 추출물질들에는 많은 항균성을 비

롯한 기능성 물질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능성 물질 중 특유의 약리작용을 가지는 성분들은 

분리, 정제 과정 등을 거처 식품, 향장품, 제약이나 의약 분야뿐만 아니라 섬유 염색 가공분야에

서도 합성약제의 부작용 등을 최소화1`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

만 아직까지 피톤치드 가공 의류제품을 통한 실제적 연구보고가 미흡한 실정으로 피톤치드 효과

의 입증을 위한 임상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톤치드 가공 방법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임상시험을 통해 실제 특성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In vitro 평가에서는 피톤치드 용액에 대한 세포 독성 확인 및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고, In 

vivo 평가에서는 피톤치드 함유 의류를 이용하여 임상적, 혈액(생화학) 또는 혈청학적, 조직병리

학적 평가법을 활용하여 아토피 피부염 억제 효능을 확인한다. 

S1 : Blank (Cotton/spandex 100% : 가공제 미처리)

S2 : Cotton/spandex 100% + 피톤치드유화가공5%

S3 : Cotton/spandex 100% + 피톤치드가공제5%(피톤치드캡슐,용매추출법) 

S4 : Cotton/spandex 100% + 피톤치드가공제5%(피톤치드캡슐,초임계추출법)

3. 결과 및 고찰

본 평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된 등 부위의 증상을 주로 관찰하였으며 육안적 평가를 

통해서 아토피 완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험 결과는 대조군의 경우 전체등부위에 홍반, 

부종뿐만 아니라 가피탈피와 농양성 구진 및 개체에 따라 심한 경우 출혈소견과, 귓바퀴 부위에

서 부종 및 출혈 등을 포함한 피부염이 유발되어 사람의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과 흡사한 피부병

변을 나타내었다. 시험의류에 함유되어 있는 피톤치드에 의해 피부 조직층에서의 아토피 완화작

용이 일어나 피부층에서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Western blot 분석을 수행하여 Filagg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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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ucrin, Loricrin, PCNA 단백질의 발현량을 비교하였다. 

시험 결과, 음성대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에서 Filaggrin 단백질의 mutation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아토피의 유발이 잘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의 결과와 같이, 양성대조군에 비해 S4

군에서 Filaggrin의 발현 정도가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고, Loricrin의 경우 S2, S3군에서 음성대조

군와 비슷한 발현 패턴을 확인하였다. PCNA의 경우에는 양성대조군에서 음성대조군에 비해 증가

한 것을 확인하였고, 시험 군에서의 변화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피부 조직내에서의 세포의 증식

과 분화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역화학조직염색을 시행하였다. 

 그림 1. 피톤치드 가공의류에 따른 피부층 영향 분석 

4. 결론

피부조직에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인해 일어나는 과도한 세포증식과 각질세포의 분화를 피톤

치드를 함유한 의류 착용을 통해서 억제시킴으로써 아토피성 피부염의 완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

으로 사료되며, 피부상태가 안정화되고 체내의 IgE 수준의 감소 및 케모카인인 RANTES의 조절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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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1)ㆍ김영운1)ㆍ권오훈1)

강현주1)ㆍ신문웅2)

ECO융합섬유연구원1)·전일염공2) 편백정유 마이크로캡슐과 보습가공제를 혼합처리한 원단의 
기능성 평가

1. 서론

일반적으로 섬유에 적용되는 마이크로캡슐 및 가공제의 경우 그 기능성이 특정 부분에 한정되

어있어 복합 기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기능성을 갖는 캡슐과 가공제를 혼합하여 원단에 처리하는 

가공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편백정유 성분이 함유된 마이

크로캡슐과 보습 성능을 갖는 가공제를 혼합 처리하여 그 기능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

1) 시료 및 시약

본 실험에서는 표준백면포(KS K 0905)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캡슐 및 가공제를 처리하였다. 편

백정유 마이크로캡슐(Aromaball S-Phytoncide :(주)폴리크롬)을 사용하였고, 편백정유 마이크로캡

슐과 혼합 사용할 보습가공제 Tender DC-87(천연 N.M.F 성분), Tender DC-90(Collagen 유도체), 

Tender ALO-200(알로에 성분), Tender KIT-120(키토산 성분), Caloner SCR(마린콜라겐 성분)은 

Daiwa제품을, Bioball S-Ceramide는 (주)폴리크롬 제품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상용성 평가 : 편백정유 마이크로캡슐과 보습가공제를 1:1로 섞어 물에 희석하여 이온결합으로 

인한 트러블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다.

항균성 평가 : 상용성 가능한 편백정유 마이크로캡슐 농도 5%(o.w.f.)와 보습가공제를 농도 

5%, 10%, 15%(o.w.f.)로 혼합하여 Pick-up률 100%로 처리하여 160℃에서 60sec. 조건으로 Tenter 

가공을 실시한 후 항균성 평가(KS K 0693)를 실시하였다.

보습성 평가 : 편백정유 마이크로캡슐과 보습가공제를 혼합 처리한 원단을 100℃에서 45분간 

완전 건조한 후 시험포를 RH 79%, 25℃ 중에 방치하여 일정 시간마다 중량을 측정하여 보습률 

A를 구한다.

보습률(A)=
일정시간 후 중량-건조 직후 중량

X100
건조 직후 중량

시험포를 RH 90% 중에 방치하여 보습률 A가 8~10%에 도달한 시험포를 50%, 25℃의 조건에 

이동 방치하여 일정 시간마다 중량을 측정하여 보습률 B를 구하여 평가하였다(Diawa 보습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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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법 인용).

보습률(B)=
일정 시간 후의 보습률(A)

X100
시험 개시 때의 보습률(A)

태측정 평가 : 시험포의 약품처리 농도에 따른 원단의 상태를 KES FB-AUTO 장비를 활용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상용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편백정유 마이크로캡슐은 음이온성 물질로 양이온성 보습가공제인 

Tender ALO-200, Tender KIT-120과는 이온결합으로 인한 트러블로 혼합사용이 불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항균성 평가 시험 결과 편백정유 마이크로캡슐과 보습가공제를 혼합하여 처리한 원단이 

99.9% 이상의 항균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혼합사용으로 인한 기능성 저하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

인됐다. 원단의 보습성은 보습가공제를 혼합 처리한 원단이 미처리 혹은 편백정유 마이크로캡슐 

처리 원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습가공제의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보습률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 측정시험을 통해 보습가공제를 처리한 원단의 마찰계수(MIU)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34 _____ 에코 테크놀로지 & 패션

김도환1)ㆍ류중재1)ㆍ이현우1)

정우영1)ㆍ오성진2)ㆍ임지혜1)

ECO융합섬유연구원1)

(주)효성기술원2) 천연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Sheath-Core 섬유의 특성 평가

1. 서론

마이크로캡슐이나 후가공제가 적용된 일반 섬유제품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마찰 및 세탁 등으

로 인해 기능 저하가 발생된다. 이러한 기능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내구성 향상 및 기능성의 

지속 시간을 오래 유지하기 위하여 기능성 원사를 개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식물 등에서 추출

한 천연 항균 유기물을 마이크로캡슐화하여 이형단면의 심부에 담지 된 형태인 Sheath(Nylon: 

50%)-Core(PP MB:50%)원사의 물성 및 염색성 등을 측정하여 비교, 평가해 보았다.

2. 연구방법

그림 1. 기능성 원사들의 SEM 분석 이미지.

본 실험에 사용된 원사는 ㈜효성에서 제공한 Sheath (NY)-Core (NY)사(80d/24f)와 Sheath (NY)- 

Core(PP)사(60d/24f)를 사용하였다. 원사에 염착되는 염료는 산성염료 Synoacid Yellow E 3R, 

Red E-2B, Blue E-R(Leveling Type : (주)경인양행)을 사용하였으며, 염색 조제로는 균염제(JE-RV 

AC, 조은화학공업(주)), 분산제(JE-MDS, 조은화학공업(주))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Sheath-Core 원

사의 염색성을 평가하기 위한 처리 조건은 욕비 1:20, pH5.0, 균염제 2g/L, 분산제 1g/L, 빙초산 

0.5% 염액에 0.5%(o.w.f) 농도로 처리하였고, 고농도 염색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4%(o.w.f) 농

도 조건에서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비슷한 섬도를 갖는 Sheath-Core 원사가 레귤러 원사의 인장강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산성 염료 농도인 0.5%(o.w.f) 농도 조건에서 염색에 따른 염료 흡

착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Sheath-Core 원사는 레귤러 나일론 100% 원사와 비교하였을 때 비슷

한 수준의 염료 흡착률을 보임에 따라 복합방사는 염색에서 크게 무리 없이 염색이 가능할 것이

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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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아ㆍ박미경
경북대학교

2000년대 여성패션에 나타난 재킷 유형 분석

본 연구는 최근의 재킷의 형태적 요소, 의복구성학적 요소와 디자인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였

는지 분석하고자 2000년 S/S에서 2015년 F/W까지의 파리 오뜨 퀴뜨르 컬렉션에 나타난 재킷을 

실루엣과 길이와 같은 형태적 요소 그리고 칼라, 소매, 어깨선, 여밈 방법 등 의복구성학적 요소, 

색상과 소재와 같은 디자인 요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특성을 살펴보았다.

총 2,493벌의 재킷 사진 자료를 보고 형태적으로 분석한 결과, 재킷의 실루엣에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54.6%)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재킷의 길이에서는 허리에서 밑위선까지의 중간길이(77.7%)

가 가장 많았다. 이는 인체를 과장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재킷의 의복구성학적 요소인 칼라, 소매, 어깨선, 여밈 방식을 분석한 결과 소매는 퍼프분량이 

있거나 소매부리가 넓은 형태나 소매산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아닌 몸에 피트된 타이트소매

(75.1%)가 가장 많았고, 어깨선의 형태에서는 확장되거나 솟거나 처지지 않은 내츄럴 숄더

(79.2%)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의 형태는 테일러드 칼라(29.8.2%)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밈의 방식에서는 버튼(37.5%)여밈이 가장 많았다. 이는 실루엣이 인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나

타내야 하므로 바디스의 형태에 맞추어 몸에 피트된 타이트한 소매, 내추럴 어깨선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칼라의 형태는 테일러드 칼라가 많지만 노칼라, 롤칼라, 플랫칼라, 스탠드 칼라, 

셔츠 칼라, 컨버터블 칼라 등 다양한 형태의 칼라도 보였다. 여기에 맞는 여밈의 형태는 단추가 

많고 몸에 타이트하므로 싱글 브레스트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여밈 방식은 단추 외에도 지퍼, 

스냅, 훅 & 아이, 리본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재킷의 디자인 요소인 색상에서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단색(68.7%)이 가장 많았으며, 소재

로는 직물, 편물, 가죽 및 퍼 중에서 직물(93.4%)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00년대 여성패션에 나타난 재킷 유형은 전체 요소 중 가장 많이 나타난 아우어글래스 실루

엣, 중간길이, 타이트한 소매, 내츄럴 숄더, 테일러드 칼라에 버튼 여밈 방식의 재킷으로 보아 인

체를 과장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인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매 컬렉션마다 실루엣과 길이에 변화, 소매와 어깨선의 형태의 변화가 크지 않는 것에 비해 

칼라의 형태와 여밈의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변화에 칼라의 형태와 여밈

의 방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즌별로 형태적 요소, 의복구성학적 요소, 

디자인적 요소는 서로 공존하지만 형태적 요소가 정해지면 의복구성학적 요소, 디자인적 요소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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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다솜·이정란
부산대학교

3D 프린터와 3D 스캐너를 활용한 손목보호대 개발

1. 서론

최근 3D 프린팅 관련 기술의 원천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김

선호(2015)는 1986년 처음 발명된 3D 프린팅 기술은 신속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점 때문에 

주로 시제품 제작에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근래에는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주얼리 디자인, 

교육, 예술, 방위, 건축 및 산업 디자인들의 분야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의료, 패

션 등의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매우 우수하다(이지은 

외, 2014). 

3D 프린팅은 3차원 형상을 2차원 단면 데이터로 분할한 다음 다양한 소재를 적층하여 원하는 

형상의 제품을 인쇄하여 내는 방식으로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필수적

이다. 먼저 소프트웨어를 통한 모델링 작업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3D 스캐

너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스캐너를 활용하면 모델링을 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3

차원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훨씬 간편하며 인체를 스캔하여 데이터를 얻는다면 개인 맞춤형 

제품으로 제작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류 분야의 연구는 액세서리와 인체 스캔데이터를 활용한 연

구로 나눌 수 있다.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3D 프린터 출력물을 활용한 하이힐 디자

인연구(이웅섭, 2015)와 개인맞춤형 안경테 제작 및 조립특성을 평가한 연구(이지은 외, 2014)같

은 액세서리의 디자인개발이 이루진 연구, 여성용 맞춤형 중창 디자인을 위한 모델링 프로세스를 

제안한 연구(김정현, 2015)가 있으며 3차원 인체스캔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경의 보호대 디자인을 

설계한 연구(김지현, 2015)가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인체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 맞춤형 골

반을 제작(오왕균, 2014)하거나 성열훈(2015)의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방사선영상 촬영 시 기존 

부목보다 우수한 손목 부목을 제작한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3D 프린터를 활용한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하는 의복의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손

목보호대를 개발하고 사용성을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3D 프린팅 기술개발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1) 손목보호대 개발을 위한 자료조사

시판되고 있는 손목보호대에 대한 기능적 만족도와 요구사항에 대해 알기위해 평소 손목의 사

용에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끼고 있는 20~30대 10명을 인터뷰 하였다. 또한 시판되고 있는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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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에 대한 디자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KIPRIS에서 손목보호대를 검색어로 지정하여 나온 

결과 532건 중에서 전문 스포츠용을 제외하고 연구의 목적과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생각되는 특허 

및 실용신안 29개를 분석하였다.

2) 손목보호대 제작방법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스캔하기 위하여 비접촉식 스캐너를 사용하였다. 

스캔하려는 대상물이 1M 이하이며 근거리에서 측정하기 위해 레이저 방식의 스캐너를 사용하였

고, 손목보호대를 설계하기 위해 총 세 가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작업의 호환성을 위하

여 STEP확장자로 저장하여 작업하였다. 완성된 모델링 파일은 STL확장자로 저장하였으며 출력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층하여 출력하는 FDM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였다. 재료로는 옥수

수 가루를 원료로 만들어져 자연분해가 가능한 친환경적 소재인 PLA(Polylacticacid)필라멘트이다. 

보편적인 PLA필라멘트는 출력 후 딱딱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연성이 

있는 L사의 필라멘트를 사용하였다. 

3) 착의평가

본 착의평가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모델링으로 설계한 3D 프린터 출력물과 벨크로 여밈을 부

착한 손목보호대로 5명에게 착용해보도록 한 뒤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유니버설 디자인 

평가지침 7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닛케이 디자인, 2007). 설문문항은 총 23항목으로 공

평한 사용에 대한 배려 2항목, 사용상의 유연성 확보 3항목,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2항목, 사고

와 오조작의 방지 2항목, 육체적 부담의 최소화 3항목, 적당한 크기와 공간의 확보 3항목, 품질과 

심미성의 추구 4항목, 기능성에 대한 항목 4가지이며 마지막으로 기타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손목보호대 개발을 위한 자료 조사 결과

(1) 인터뷰 결과

남자 2명, 여자 8명 총 10명을 인터뷰하였으며, 직업은 네일아트강사, 바리스타, 바텐더, 요가

강사, 피아노연주자 등 평소 생활 중에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손목의 움직임에 통증과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손목이 언제 아픈가에 대한 항목에 대한 결과로 자고 일어났을 때, 

손목을 많이 움직이고 난 뒤, 손목에 힘을 주어 운동하거나 큰 무게가 실릴 때로 손목을 많이 사

용하고 나서 아프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 작업 시 마우스를 쥐거나 마우스 휠을 굴릴 

때 아프다는 답변과 출산 후 아기를 안을 때 손목이 아프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판되는 손목보호

대 착용 경험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밴드형의 손목보호대는 두께가 얇으며 압박감 때문에 손목을 

감싸주긴 하지만 보호되거나 예방되어지는 느낌이 약하며 스테인리스 지지대가 있는 스플린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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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보호대는 디자인이 투박하고 무겁다, 혼자 착용하기 어려우며 손목이 고정되어 좋지만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긍정적인 의견을 얻은 밴드와 랩 형이 결합된 손목보호

대는 무게가 가벼우며 착용이 간단하고 압박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세 

가지 보호대의 공통적인 단점으로 물에 젖는 것, 사이즈가 잘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

(2) 특허자료 분석 결과

특허 및 실용시안 29개를 분석하였다. 운동용 4가지와 일반용 2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고 일

반용 손목보호대는 착용 방법에 따라 밴드형, 랩 형, 복합형으로 나누었는데 밴드형 8가지, 랩 형 

13가지, 복합형 4가지로 랩 형태의 손목 보호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용 손목보

호대는 헬스장에서 기구를 다룰 때 손바닥에 상처나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갑에 흡

사한 보호대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손목보호대의 손등 위에 여밈이 있으며 손목을 압

박하지 않지만 움직임에 제한을 주어 손목을 고정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하였다.

2) 손목보호대 제작 결과

착용자 5명의 손목을 스캔한 후, 모델링하기에 편리하도록 솔리드 파일을 형성하여 손목보호

대를 설계하였다. 여러 차례의 착의평가를 통하여 최종 설계된 손목보호대의 표면은 격자 형태로 

구성하였는데 격자의 간격은 가로6mm, 세로4mm이며 원기둥의 반지름은 가로방향 1.6mm, 세로 

1.3mm로 설정하였다. 외관을 둘러싼 원기둥의 반지름은 형태의 단단한 유지를 위하여 2mm로 

지정하였다. 엄지손가락을 넣는 구멍은 유연한 착용감을 위하여 반지름 1.3mm로 최종 보완하였

다. 위의 차례대로 본체 모델링을 완성한 뒤, 여밈 부분은 따로 모델링하여 결합하였다. 여밈 부

분은 직사각형의 형태이며 벨크로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가로3mm, 세로 23mm의 구멍을 상, 중, 

하 위치에 3개로 설정하였다. 본체를 출력한 뒤 여밈 구멍에 벨크로를 연결하였으며 개인의 손목

형태와 크기에 맞추어 제작된 손목보호대이므로 고정될 수 있을 만큼의 넓이로 벨크로를 재단하

여 완성하였다.

3) 착의평가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PPP(Product Performance Program)평가를 기준으로 

착용자 5명에게 착의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4.9점으

로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이며 다음으로는 4.6점을 받은 ‘사고와 오 조작 방지’영역이었다. 따라

서 개발된 손목보호대는 사용법을 숙지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조작법이 

간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은 3.4점인 외관평가 영역이었다. 이 영역

에 속하는 항목 4가지 중 ‘제품의 색이나 형태에 저항감이 없고 친근한 인상인가’라는 항목과 ‘ 

피부에 닿는 착용감이 쾌적합니까?’라는 항목의 점수는 각각 3.4점과 2.4점으로 전체 설문지 항목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였다. 이것은 손목보호대를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료를 노란색

으로 선택해 착용자가 사용 시에 손목보호대가 눈에 잘 띄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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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판되는 손목보호대의 재료가 네오프렌이나 신축성이 있는 밴드 등의 원단이라는 것에 비해 

개발된 손목보호대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출력과정에서 지지대를 설치하고 출력 후

에 지지대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때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점수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낮은 영역은 3.5점으로 공평한 사용에 대한 영역이었다. 항목으로는 ‘손목보

호대 사용 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보기에 불편

함 없이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입니까’가 있었다. 이것 또한 재료의 색이 노란색으로 밝아 손목보

호대를 착용한 손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3D 스캐너로 착용자의 손목을 스캔한 후 3D 프린터로 출력한 손목보호대의 

사용성을 평가하였다. 개발된 손목보호대는 사용하기 편하고 조작이 간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유연한 재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용감이 좋지 않은 것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3D 프린터의 출력물이 의복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체 접촉 시 이질감이 들지 

않는 3D 프린터 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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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현·이정란
부산대학교

노년 여성의 내반형 하반신 체형분석

1. 서론

인체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다리나 척추, 골반 중 어느 하나의 어긋남은 인체의 골격과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인간의 자세는 척추와 하지를 중심으로 발달하며 구성되는데, 

하지의 정렬(整列)은 체중의 지지와 보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흔히 ‘O 다리’라고 일컫는 내반슬(genu varum)은 두 다리를 모으고 서 있을 때, 무릎이 붙지 

않고 넙다리뼈와 정강뼈가 바깥쪽으로 구부려져 두 다리가 ‘O’자처럼 휘어진 다리로(한상민 외, 

2011), 무릎이 벌어진 간격에 따라 2.5cm 이하를 1등급, 2.5cm∼5cm를 2등급, 5∼7cm를 3등급, 

7cm 이상을 4등급으로 구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등급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2등급은 

운동과 함께 보조기 착용이 권장되어지며, 3등급 이상은 필요에 따라 수술이 권장되고 있다. 이

러한 내반슬은 전체 인구의 15∼2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90%이상이 내반슬형에 속한다(강승호 외, 2009). 8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근육의 30∼40%가 감

소하며, 여성의 경우 근력이 약하고 골반이 넓어 하체의 무게중심이 안쪽으로 쏠려있어 폐경 이

후 골 밀도가 감소하고 체중이 불어나면서 무릎 안쪽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무릎 내측 

연골부터 망가지면서 다리가 점점 밖으로 ‘O’자 형으로 벌어지는 내반형 하반신이 된다. 이러한 

다리의 구조적 불균형은 보행 장애와 만성 피로, 척추 변형, 노화, 요통, 관절염과 같은 2차 질환

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조웅희 외, 2010).

최근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내반슬 교정운동의 효과와 마사지나 스트레칭을 통한 교정법, 정

형학적 수술에 대한 연구 등 이루어지고 있지만, 의류학 분야에서는 내반형 하반신에 대한 정확

한 개념정의와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내반형 하반신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연구

나 체형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반형 하반신을 가진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반신 체형을 분류하여 분

석하고, 향후 인체적합성이 높은 내반슬 보정 팬츠를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경남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및 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65세 이상 노년 

여성 중 내반형 하반신에 해당하는 피험자를 의도표집하여 총 1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직접측정방법으로 높이 5항목, 길이 6항목, 둘레 6항목, 너비 4항목, 두께 2항목, 무게 1항

목을 인체측정하고, 사진법을 활용한 간접측정법으로 각도 4항목, 길이 6항목, 지수치 11항목, 계

산값 2항목, 비만도 1항목을 설정하여 총 48항목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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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 사후검정을 실시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설문조사

내반형 하반신을 가진 65세 이상 여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에 흥미를 느

끼고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다중응답방식으로 물어본 결과, ‘문화(영화, 독서, 방송연예)’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교(사교)모임’ 22%, ‘건강(다이어트)’ 19.5%, ‘기타’ 15% 순으

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활동을 조사한 결과, ‘문화생활(영화, 독서, 음악, 문화강좌)’이 41명(41%)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22명(22%), ‘운동’ 20명(20%), ‘친교(사교)모임’ 11명(11%), 

‘야외활동(등산, 산책)’ 6명(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건강상태에 관해서는 60% 이상이 전반적인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답하였으

며,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인 K-ADL을 활용한 건강 및 의생활 실태를 살펴본 결과, 90% 

이상이 남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답하였고, 양변기에 앉거나 일어설 때 불편함을 

느끼는가에 대한 문항에는 38%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다른 일상생활활동 문항과는 차이

를 보인다.

다리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다리 건강상태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와 내리막길을 걸을 때, 바

닥에 앉았다 일어설 때 다리에 불편함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답하였고, 평지를 걸을 때는 비교적 

다리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내반형 하반신 체형보정 팬츠 디자인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지 않았으며, 선호 스타일은 바지에 레깅스를 탈부착하는 형태가 76%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색상으로는 검정색이 51%로 가장 많은 선호도를 보였다. 보정 팬츠의 허리벨트 선호도는 

‘전체고무’가 60%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여유량은 ‘약간 넉넉하게’가 88%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연령과 상관없이 여유량이 넉넉하여 편안한 스타일의 팬츠를 선호하며, 내

반형 하반신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팬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체측정을 통한 체형분류

내반형 하반신 특성을 가진 측정대상자 100명의 평균 신체치수는 키 146.8cm, 몸무게 56.3kg, 

BMI 26.1, 무릎안쪽사이너비 4.3cm, 다리최외곽너비 23.7cm이다.

내반형 하반신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분석과 varimax회전에 의해 고

유값 1.0 이상을 갖는 요인을 채택하여 총 48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은 ‘무릎안쪽사이너비’, ‘다리최외곽너비’ 등 내반형 하반신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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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구성되어 ‘내반형 하반신 형태 결정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총 15항목으로 구성되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6.414%, 고유치는 11.36이다. 제 2요인은 ‘키’, ‘다리안쪽체표길이’, ‘배꼽수

준허리높이’ 등 인체의 높이와 길이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길이 및 높이 요인’으로 명명하였

고 총 13항목으로 구성되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3.283%, 고유치는 10.01이다. 제 3요인

은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둘레’, ‘몸무게’, ‘BMI’ 등 피험자의 비만도에 관련된 항목으로, 

‘피하지방 및 비만도 관련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총 11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의 전체 변량

에 대한 설명력은 23.088%이며 고유치는 9.93이다. 제 4요인은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등 다리

의 둘레항목에 해당하는 요인으로, ‘다리둘레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총 4항목으로 구성되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514%로 가장 낮았으며 고유치는 3.23이다. 총 설명변량은 80.299%를 나

타냈으며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신

뢰도 계수는 0.932∼0.821로 나타났다.

내반형 하반신 체형을 몇 개의 특징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

인점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65세 이상 노년 여성의 내반형 하반신 체형을 

모두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유형1은 100명 중 5명으로 5%의 출현빈도를 보여 네 유형 중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낸다. 유

형1에서는 내반형 하반신 형태를 결정짓는 요인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왔고 피하지방 및 비만

도와 관련된 요인의 평균값이 가장 작게 나와, 가장 마르고 심한 내반슬의 특성을 가진다. 유형2

는 100명 중 21명으로 21%의 출현빈도를 보이며, 피하지방 및 비만도에 관련된 요인의 평균값은 

높은데 비해, 다리둘레 요인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 비만하고 다리가 가는 내반슬 특성을 

가진다. 유형3은 100명 중 50명으로 50%의 출현빈도를 보여 네 유형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

내며, 비만하지 않고 가벼운 내반슬 특성을 가진다. 유형 4는 100명 중 24명으로 24%의 출현빈도

를 보이며, 모든 요인에 대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비만하며 다리가 굵은 내반슬 특성을 가진다.

무릎이 벌어진 간격으로 내반형 하반신을 구분하는 선행연구방법을 기준으로, 100명의 내반형 

하반신 노년 여성을 분류한 결과, 1등급(2.5cm 미만)은 18명으로 18%를 차지하고, 2등급(2.5 이

상~5cm 미만)은 48명(48%)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한다. 3등급(5cm 이상~7 미만)은 23명

(23%), 4등급(7cm 이상)은 11명(11%)으로 가장 적은 인원을 차지하며, 34%가 수술적 치료가 필

요한 심한 내반형 하반신 체형에 속한다.

4. 결론

내반형 하반신 체형분석을 위해 내반형 하반신을 가진 65세 이상 노년 여성을 의도표집하여 

일상생활 실태조사 및 체형측정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문화생활과 친교모임을 자주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며, 일반적인 건강상태

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리 건

강상태는 계단 오르내리기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끼며, 평지를 걸을 때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내반형 하반신 체형은 가장 마르고 심한 내반슬형, 비만하고 다리가 가는 내반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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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비만하지 않고 가벼운 내반슬형, 비만하고 다리가 굵은 내반슬형으로 분류되었다. 추후 내반

형 하반신 체형을 위한 의복 디자인 및 교정 의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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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윤ㆍ구영석
부산대학교

생활 체육 참여 20대의 기능성 스포츠웨어 착용효과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 연구
- 2016년 기준 전국 생활 체육 참여 20대 대상으로 -

1. 서론

최근 다양한 사회변화 중에서 건강, 몸매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할 정도로, 지나치게 마른 몸매가 트렌드로 인식되었지만, 소위 말하는 ‘꿀

벅지’, ‘짐승돌’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으로 가꾼 탄탄하고 건강한 몸매가 아름답

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건강한 몸매를 위한 꾸준한 운동

이 마치 유행처럼 확산하여, 생활 체육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전문기관들이 파악한 현재의 스포츠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최

근 1년간 주 1회 이상 규칙적 체육 활동 참여 비율이 56.0%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에 따라 현재 생활 체육 참여는 상당히 일반적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스포츠웨어 시장은 꾸준하게 주목받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소비자의 스포츠에 대

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전에 비해 다양한 스포츠웨어 상품들이 생겨나고, 패션 시장에서 스포츠

웨어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20대 생활 체육 참여 소비자의 스포츠웨어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를 살펴보고, 나아가 국내 스포츠웨어 업계에서 20대 소비자를 타깃으로 삼

은 스포츠웨어 상품의 마케팅 시사점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스포츠웨어 시장

의 세분화 및 차별화된 포지셔닝 전략 수립에 참고될 수 있으며, 스포츠웨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

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에 기여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기능성 스포츠웨어 착용 효과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 분석은 2016년 전국(서울, 대구, 부산, 

제주 외 다수지역) 20대 265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법을 진행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운동 참

여도에 관한 문항, 스포츠웨어 구매행동에 관한 문항, 스포츠웨어 착용 만족도에 관한 문항, 기

대, 선호하는 스포츠웨어 착용 효과에 관한 문항, 스포츠웨어 쇼핑 성향에 대한 문항으로, 총 28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265부의 응답 중 불성실 응답 26부를 제외한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체육을 할 때 ’스포츠웨어를 착용한다’는 59.5%로 과반수를 넘

는 응답을 기록했고,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5%로 나타났다. 스포츠웨어를 착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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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편안하고 활동성이 좋다’는 응답이 69.9%로 가장 많은 응답이 기록되었고, 두 번째로는 

13.1%인 ‘운동 시 땀 흡수율이 좋다’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동 효율을 높여준다’, ‘신

체를 보호해준다’,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 순으로 응답이 기록되었으며, ‘내구성이 좋다’는 응답은 

2.0%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 소비자는 스포츠웨어 착용 

시 편안한 신체 활동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스포츠웨어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생리학적 기능을 포함해서 운동 시 움직임을 더욱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스포츠웨어 구조와 소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스포츠웨어 착용 이유 및 만족도

스포츠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착용 만족도 문항에서는 ‘만족’이 64.1%, ‘매우 만족’이 17%로 대

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 2. 스포츠웨어 착용 만족 및 기대

이러한 결과에 더불어 만족하는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활동용이’에서 가장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땀 흡수’와 같은 생리학적 쾌적성 면에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스포츠웨어에 대한 기대효과에서도 활동용이성이 가장 기대하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흡한속

건 기능이나 체온 상승 시 냉감 기능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세탁 관리성도 고려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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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러한 응답 내용을 볼 때, 스포츠웨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성

과 땀 흡수율을 높이는 소재에 꾸준히 주목함과 더불어, 다양한 현대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스

포츠웨어 디자인의 다양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Table 1. 성별에 따른 스포츠웨어 기대효과

구분
여성(59) 남성(112)

t
M SD M SD

신체보호 3.49 0.65 3.26 0.76 1.979*

활동용이 4.31 0.59 4.04 0.87 2.111*

외적매력 3.19 1.00 2.93 0.95 1.646

내구성 3.59 0.81 3.47 0.80 0.924

가성비 3.32 0.77 3.19 0.86 1.001

일상생활착용 3.47 1.15 3.30 0.13 0.935

다양한 소재칼라 3.50 0.96 3.18 0.91 2.139*

운동효율상승 3.67 1.01 3.66 0.94 0.075

동기부여 3.67 1.03 3.29 1.16 2.079*

세탁 및 보관용이 3.61 0.89 3.54 1.05 0.406

촉감 3.69 0.74 3.64 0.96 0.360

운동기능성 3.71 0.81 3.82 0.87 -0.785

*p<.05

성별에 따른 스포츠웨어 기대효과에 대한 결과에서 ‘신체보호’, ‘활동용이’, ‘다양한 소재칼라’, 

‘동기부여’등에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보호측면에서는 여성이 다소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고 활동용이성은 앞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남성, 여성 모두 높은 기대 항목으로 나타

났으나 특히 여성이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웨어 디자인 및 소재에 

대한 기대와 생활스포츠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여성이 스포츠웨어에 대한 기대가 다

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20대 생활스포츠 참가자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스포츠웨어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스포츠웨어 디자인과 기

획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생활 체육에 참여하는 20대를 대상으로 기능성 스포츠웨어 착용 효과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체육을 할 때 스포츠웨어 착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착용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고, 그 이유는 편안한 활동성과 흡습성 같은 생리학적 기능을 포함한 소재 때문임으로 보인

다. 둘째, 스포츠웨어 착용 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스포츠웨어가 가진 기

능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스포츠웨어에 대한 기대효과를 살펴보았을 

때, 역시 활동용이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았으며, 더불어 소재의 흡한속건기능 등과 함께 세탁 



247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관리성이 고려되고 있었다. 넷째, 성별에 따른 스포츠웨어에 대한 기대 효과 차이를 알아 본 결

과, 비교적 여성이 스포츠웨어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남녀 소비자 모두 활동용이

성을 높게 기대하고 있었으며, 신체보호, 디자인 및 소재, 동기부여 등의 측면에서 여성 소비자의 

기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웨어를 기획하는 스포츠웨어 전문기업에서는 다양한 그룹과 특징을 가진 소비자

들의 스포츠웨어 상품들에 대한 인지 상태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 전

략에 참고한다면 더욱 세분화되고 다양한 제품으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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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즈 수제화 개발을 위한 2·30대 한국인 여성 발 DB 
분석
- 분포현황 및 Outlier 분석 -

테크놀로지 향상에 의한 제품 간 품질 격차가 완화되면서 고객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제작 방

식인 커스터마이즈(Customize)는 패션산업 전반에서 대량생산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착용

감과 맞음새가 중요한 수제화 산업에서의 커스터마이즈 도입은 그 효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평가

되는데, 최근 커스터마이즈 기술을 도입한 수제화 제작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수제화 전문매

장의 증가 등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의 발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수제화 커스

터마이즈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커스터마이즈 옵션 제공

이 원활하지 않고 개발제품 착용 시 맞음새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그 효용가치에 대한 문

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용한 커스터마이즈 수제화 개발을 위해서는 정확한 발 데이

터의 확보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t이 가

장 중시되는 2ㆍ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발 관련 데이터로부터 발 사이즈 분포를 파악하고 outlier 

분석을 통해 수제화 어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평균 데이터의 치수범위 설정 및 특이 치수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제 6차 사이즈코리아 치수 데이터 중 20~39세 여성 407명의 3차

원 발 형상 측정데이터 19개 항목이며 이와 함께 구두용 구두골(KS G 3405) 한국산업규격의 치

수 정보를 결합, 분석하였다. 자료는 SPSS 23.0을 사용하여 t-test, 분포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주성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ㆍ30대 여성의 발길이, 발등높이, 볼둘레, 발너비 등 발 관련 

대표 항목은 대부분 대칭적인 정규분포를 이루었으나 각 항목에서 극단값이 출현하여 outlier가 

각 항목의 대표치 설정에 왜곡 데이터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분

석 및 제외, 포함, 또는 분리 분석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발 관련 항목의 분포 

및 outlier 경향을 분포도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발길이와 발너비가 집중적인 경향이 있으며, 너비

ㆍ둘레가 매우 작은 발과 너비ㆍ둘레가 매우 큰 발이 발견되었다.

둘째, 19개 발 관련 항목의 주성분 분석 결과 최종 3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제 1요인은 발의 

크기와 관련된 발길이 관련 항목 5개 및 둘레 관련 항목 1개가 포함되었으며, 제 2요인은 발의 

부피에 관여하는 발 관련 높이, 둘레, 너비 등 11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제 3요인은 외측 볼너비 

단일 항목만 포함되어 외측 볼너비의 치수는 타 발 관련 항목과 가장 연관성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구두용 구두골 한국산업규격 내 2ㆍ30대 남녀 발사이즈 분포도 분석 결과, 여성의 발길

이는 210-270mm 범위이며 220-240mm에 68.5%가 해당되었다. 발둘레는 A-F(204-267mm) 범위이

며 D-EEE(213-264mm)에 78.4%가 해당되었다. 발길이는 작은 3개 항목(200, 205, 210mm)에 출

현율이 없는 반면 발둘레는 전 항목에 분포하여 한국 여성의 다양한 발둘레를 반영한 치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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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주류를 대상으로 그 분포 경향 및 대표치를 추출하던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

가 주류, 비주류(outliers)의 분포 경향의 분석을 통하여 한국 2ㆍ30대 여성의 발 관련 정보를 밝

힘과 동시에 개개인의 맞음새 욕구를 충족하는 데이터 제공에 그 목적을 두었다. 라이프의 양보

다 질적 충족에 가치를 두는 현대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 맞춤제작에 요구되는 개별

적 데이터 확보가 요구된다. 본 연구의 발 관련 요약정보를 바탕으로 수제화 어플리케이션의 커

스터마이즈 과정에서 치수 규격 범위 설정 및 재고의 치수별 보유량 결정 시 주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본 논문은 2015년도 중소기업청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S2337973)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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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난ㆍ서추연
동아대학교

치파오(旗袍)의 디자인 구성요소 고찰 및 선호도 조사연구
- 20대 중국 여성으로 중심으로 -

치파오(旗袍)는 중국의 전통복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성의 아름다운 곡선미가 강조되는 전통

의상이다. 오늘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들의 컬렉션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치파오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치파오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치파오는 그 

명칭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주족이 착용하였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복식 형태이다. 

‘치(旗)’는 만주족 사람들의 신분표시이며, ‘포(袍)’는 전통복식의 겉옷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만

주족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치포’(旗袍), 즉 치파오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차파오의 디자인 구성요소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중국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

사, 분석하여 그들이 선호하는 치파오 패턴개발을 위한 기초차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디자인 구성요소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치파오에 대한 중국 20대 여성들의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디자인의 구성요소는 칼라, 소매, 

단추(매듭), 여밈, 치파오의 길이 및 트임으로 분류하여 변천과정을 살펴보았으며, 설문조사는 

2016년 7월~10월초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다. 응답자료로 활용한 데이터는 오프

라인 63명, 온라인 78명으로 총 141명의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였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기본적

인 인적사항 및 신체치수에 대한 항목 5문항, 착용 및 구입현황에 관한 항목 5문항, 디자인에 관

한 항목 4문항, 그리고 착용감에 대한 항목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응답자 중 치파오 착용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착용감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ver 18.0)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 t-test분석을 실시하였다.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칼라는 만주족 치파오에서는 없었으나, 이후 원령과 입령의 형

태로 나타났으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칼라의 높낮이는 달라졌고, 40년대 이후 3~4㎝를 유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세기 80년대 후에 전통 치파오 칼라 형태에서 변형시켜 나온 수저령(水滴

领), ‘V’자령(‘V’字领), 봉선화칼라(凤仙领), 말굽칼라(马蹄领), 민 칼라(无领) 등 디자인 형태가 많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서양식 칼라도 계속 등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파오의 단추형태는 대부분 

매듭단추로 ‘반뉴(盘纽)’라고 하며, 만주족 복식 중에 많이 사용되면서 만주족 복식의 대표적인 디

자인 요소가 되었다.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견사(绢纱)와 동선(铜线)이며, 기능적인 면보다는 장식

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매듭단추 모양이 제작되고 있다. 소매의 디자인을 살펴보

면, 전통 치파오의 소매 형태 중 대표적인 형태는 마제수(马蹄袖)와 도대수(倒大袖)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다. 1920년대 초, 박스형 치파오에서는 넓은 형태의 소매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1920년대 

후,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아 소매통이 좁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에는 소매길이가 6~10㎝로 짧아졌고 민소매가 등장하였다. 오늘날에는 계절에 따라 디자인에 따

라 다양한 형태의 소매가 등장하고 있다. 치파오의 여밈은 여의 여밈(如意襟), 원 여밈(圆襟), 직 

여밈(直襟), 방 여밈(方襟), 비파 여밈(琵琶襟), 사 여밈(斜襟), 쌍 여밈(双襟) 등 청나라 때부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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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기(1920년대)까지 다양한 여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치파오의 

길이와 트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20년대의 치파오 길이는 발등 또는 종아리까지의 길이였다. 

그러나 30년대 초, 상해를 중심으로 짧은 치파오가 유행하였으며 무릎이 드러나는 길이까지 짧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후 치파오의 길이는 다시 길어졌으며 30년대 말, 서양식 치파오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전체 실루엣이 여성의 곡선미를 강조는 디자인이 등장함에 따라 보행을 위한 트임이 생

기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치파오의 길이에 따라 트임의 길이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이

후, 치파오의 트임은 치파오의 디자인 요소에서 뺄 수 없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중국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치파오에 대한 선호도 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에 응

답한 20대의 연령은 20대 초반(20~24세) 99명, 20대 후반(25~29세) 42명이었다. 그러나 t-test 분

석결과, 20대 전ㆍ후 그룹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응답자의 신체사이즈 분포를 살펴보면 키는 160~165㎝가 가장 많았고(29.1%), 그 다음으로 

155~160㎝(25.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둘레 사이즈 분포는 80~84㎝ 구간

이 31.2%, 그 다음으로 84~88㎝ 구간이 29.8%로 나타났으며, 그 외 허리둘레는 64~68㎝ 구간(34.8%), 

엉덩이둘레는 86~90㎝ 구간(38.3%)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패턴개발 시 기본 사이즈

는 중국 호칭 160/84A 사이즈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착용 및 구입현황에 대한 

분석결과, 치파오를 착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응답자 중 28.4%로 나타났으며, 착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 주로 착용하는 시기는 일상생활(27.0%)>결혼식(17.7%)>파티(14.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착용빈도는 년 5회 미만이 16.3%로 나타났으며 년 10회 이상 착용하는 사람도 12.1%로 나타

나 평상시에도 꾸준히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파오 구입 시 가장 고려하는 것

은 디자인(66.7%)이며 구입 장소는 백화점과 인터넷이 같은 비율(27.7%)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구입가

격대는 100~300위안(41.1%)>300~500위안(28.4%)이 가장 많았으며, 1000위안 이상도 8.5%로 나타났다. 

디자인의 선호도를 살펴보면 중간정도의 칼라높이(3~4㎝)를 가장 선호(44.7%)하였고 낮은 칼라(2~3㎝)

의 선호도도 39.0%로 나타났다. 소매길이는 짧은 소매 형태를 가장 선호(40.4%)하였고, 트임 길이는 

무릎선 위 10㎝ 정도(41.8%), 옷길이는 무릎선을 가리는 정도(37.6%)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착용감에서는 불편한 부위로 소매통(34.0%)>트임 길이(31.2%)>허리둘레(29.8%) 순으로 나

타나 패턴 개발 시 이 부위에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중국 20대 여성의 선호도를 반영한 치파오 패턴을 개

발하고 착용평가를 실시하여 중국 20대 여성의 체형을 반영한 치파오 패턴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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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안동대학교

지역특산품으로서의 한지산업개발방안

2005년 정부의 한지, 한옥, 한복, 한식, 한글, 한국음악을 지칭하는 한 브랜드 지원 전략사업

추진에 의해 전통한지산업의 발전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

지역은 안동한지, 안동포, 인견 등 친환경전통소재의 전국적인 생산지로서 지역특산제품의 잠재력

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전통한지는 그 우수성 및 발전 잠재력에 비해 수요의 감소와 생

산 및 유통의 영세성, 그로 인한 산업기반 부족으로 사양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지산업이 지역

친환경전통자원으로서의 산업적 활용가치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차별화된 산업화방안

이 요구된다. 전통한지의 주원료인 닥나무의 생산지는 주로 경북이며 전남, 전북의 순으로 생산

량이 높다. 그러나 국내 닥섬유의 소요량 180여 톤의 70% 이상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지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미흡, 저소득농가양산의 원인이 되어 한지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경북도청이전과 함께 경북북부

지역이 세계적 문화환경지역, 녹색산업기반지역, 고품격 정주도시로 계획됨으로서 웰빙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3월에서 8월까지 지역의 한지산업과 

친환경전통문화산업종사자 15인을 대상으로 지역한지산업화방안에 관한 직접설문을 통해 지역특

산화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친환경자원의 활용에 의한 지역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안정적이고 우수한 닥나무원료공급원의 확보가 요구된다. 지방자

치단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장기적인 생산농가육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지역특

화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다. 종래의 소규모 분산재배를 지양하고 규모화, 집단화, 조림화에 

의한 닥나무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수입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종래의 전통적 한지

용도 외에 다양한 기술개발에 의한 친환경소재개발이 요구된다. 국내 한지시장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중 60% 정도가 화선지 및 창호지로 소요되고 있다. 한지의 항균성, 소취성, 

흡수성, 통기성, 염색성 등 친환경적인 특성을 반영한 상품개발을 통하여 국제시장에 홍보할 필요

가 있다 최근 친환경한지양말개발에 의해 소비자의 호응을 받고 있다. ③한옥, 한복, 한식, 한글, 

한국음악 등 지역한스타일 전통문화자원과의 융합적 연계에 의한 상품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옥 내 인테리어디자인개발, 또는 한복산업과 연계하여 수의재료개발에 의해 새로운 

장례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④다양한 용도개발에 의한 수요확대가 요구된다. “종이”로서의 용도를 

확대하여 체험학습, 의상 및 악세사리 디자인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적 활용에 의한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전통한지의 생산과정 견학 및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체험관광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⑤한지가공시설의 집적화 및 지역 클러스

터화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된다. 한지산업의 시설현대화 및 원료가공시설의 과학화를 지원함으

로서 한지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⑥정부부처와 연계한 홍보 및 수요확대방안이 요구된

다. 상장, 임명장, 졸업장 등 공공물품에 전통한지사용을 권장함으로서 한지산업발전을 위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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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체계구축이 요구된다. ⑦전통한지제조를 위한 전문기능인을 유지ㆍ양성할 수 있는 인적자

원네트워크구축 및 장기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인적네트워크화에 의한 한

지산업의 융합화 및 창의적인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한지의 수요확대 및 시장 친화적 산업으로

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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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ㆍ서태순ㆍ김수정
안동대학교

경북 북부권 친환경 자원의 지역산업화방안

최근 하회마을과 양동마을의 세계문화유산등재와 함께 전통문화자원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 문화산업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

께 문화 다양성에 관한 소비자요구도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경북 북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서, 비교우위 자원인 천연환경자원과 전통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계승ㆍ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는 청정자연환경과 함께 

안동포, 안동 한지, 인견, 명주의 전국적인 생산지이며 한옥, 한복, 한식 문화자원의 지역산업화가 

매우 용이하므로 지역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생활방식이 생활화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바느질기법, 천연직물 직조, 

천연염색 등의 부업을 통해 자신의 취업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동포, 한지, 천연염색, 인견, 명주 등 친

환경전통문화산업종사자 30인을 대상으로 경북 북부권 친환경 문화자원의 지역특산화방안에 관한 

직접설문을 통하여 지역브랜드 창출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결

과는 다음과 같다. ①지역노년기 여성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안동지역의 경

우, 50 ~ 65세의 준 노년층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인구비율이 약 7% 정도 높으므로 준 노년기 

여성 또는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력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취업준비교육과 연계될 수 있

는 산업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 지역의 산재한 지역 전통문화자원과 친환경전통직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다문화 주부, 노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지역친환경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세대 간 통합형 산업개발이 요구된다. 노년층과 이들을 보조하

는 청년층이 팀워크에 의해 함께 산업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서 노년들의 기능적 잠재력과 

청년들의 창조적 아이디어 창출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지역 전통문화지원을 활용한 세대통합

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층의 인성함양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취업면접대비 등 청년 

일자리 창출교육에도 효과적이다. ③산학협력에 의한 학제 간 산업개발이 요구된다. 노년과 청년, 

양자가 교류함에 있어서 지역대학의 전문인력과 전문시설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효

과적인 BCIT 융합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산학협력에 의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총합적으로 기대

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④지역 전통문화자원을 지역산업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

다. 안동지역은 하회마을의 세계문화유산등재, 유교문화자원,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인 안동 국제

탈춤페스티벌을 비롯한 지역 전통문화창조를 위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므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⑤지역 친환경전통직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간 협력방안이 

요구된다. 안동포 안동 한지, 풍기인견, 상주명주는 각각 고유한 장단점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자원들을 융합산업화함으로서 경북 북부권 친환경 직물 산업 벨트를 형성할 수 있다. ⑥

한복, 한옥, 한지, 한식 등 지역한스타일자원의 관광자원화가 요구된다. 한류현상과 더불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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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시장 규모는 ‘14년 70조 원이며, ‘20년 100조 원, ‘30년 200조 원으로 각각 증가 전망이다. 

지역고유의 친환경 전통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⑦도청이전과 함께 행정기관과의 협력 사업이 기대된다. 세계적 문화환경지역, 

신 발전 녹색산업 기반지역, 고품격 정주도시로 계획됨으로서 웰빙 문화 관광도시로 발전가능성

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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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희ㆍ김남순
전남대학교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코리안 사이즈체계 개발

압박스타킹은 하지 부종 및 하지정맥류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착장되며 근래에 국내에

서도 압박스타킹의 착용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시판 제품은 대부분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외국인 인체치수에 따른 사이즈를 제시하고 있어 국내 환자에게는 착용불만족을 초

래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효과의 반감과 같은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인체치수를 반영하여 치수적합성이 우수한 압박스타킹의 개발을 위해 한국인

을 위한 압박스타킹 형태별 압박스타킹의 치수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 6차 

사이즈코리아의 16~60대 남성 2914명, 여성 2,401명의 직접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KS 성인 남성

복의 치수 규격(KS K 0050 :2009)의 운동복과 KS 팬티스타킹의 치수 규격(KS K 0056 :2009)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을 위한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사이즈 체계의 기

본치수 항목으로 팬티형 스타킹은 키와 몸무게, 허벅지형, 무릎형, 종아리보호형은 발목둘레와 종

아리둘레를 기본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팬티형 스타킹은 착용부위인 하반신의 형태와 크기를 대표

하는 신체치수로 엉덩이둘레, 몸무게, 키 등의 항목이 있는데 이 중 엉덩이둘레와 몸무게는 상관

관계가 매우 높고(남자 r=0.922, 여자 r=0.867), 키와 몸무게(남자 r=0.443, 여자 r=0.282), 키와 

엉덩이둘레(남자 r=0.378, 여자 r=0.281)와의 상관관계는 낮으므로 키를 기본치수 항목으로 선정

하고 구매 시 쉽게 알고 있는 치수로 몸무게로 선정하였다. 그 외 허벅지형, 무릎형, 종아리보호

형은 하지의 일부분에 착용되기 때문에 착용 시 압박등급에 중요한 부위에 해당되는 발목둘레와 

종아리둘레를 기본치수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스타킹의 치수 규격은 팬티스타킹의 치수(KS K 

0056:2009) 규격과 동일하게 계단식으로 겹치지 않도록 도표로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도

표로 나타냈을 때 호칭간의 구분이 명확하고, 제품에 그래프로 표기할 경우 그 크기를 고려하여 

키와 몸무게는 2cm와 2kg 간격으로 발목둘레와 종아리둘레는 1cm 간격으로 정하여 제시하였다. 

호칭은 KS의 팬티스타킹 규격과 동일하게 S, M, L, XL의 호칭을 적용하였다. 호칭에 따른 분할은 

비슷한 체표면적을 갖는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에 따른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비스듬한 기울기를 

가진 형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압박스타킹의 사이즈 체계의 개발은 패션아이템 외에도 다이

어트 및 미용 분야, 스포츠 분야의 밀착형 의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논문은 2015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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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ㆍ도월희
전남대학교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용 사이클복 하의 설계를 위한 
하반신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기는 성인과 달리 성장 단계에 있으므로 체형에 적합한 의복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욱이 사이클복과 같은 밀착된 스포츠 의류는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므로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들에게는 운동기능 

향상에 있어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의 하반신 유형을 

분류하여 밀착성이 높은 선수용 사이클복 하의 설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Park & Do, 2015)의 국내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 44명의 직접 계측

치와 2015년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67명을 추가로 계측하여 총 111명의 계측치 중 하반신

에 해당하는 높이 6항목, 둘레 9항목, 너비 4항목, 두께 4항목, 길이 4항목, 기타 1항목의 총 28

항목을 본 연구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은 고유치가 1.0 이상을 나타내는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 1은 넙다리최대둘레, 넙다리중간둘레, 앉은넙

다리높이, 몸무게, 넙다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배꼽수준허리너비, 엉덩

이너비, 허리너비 항목으로 하반신의 횡적크기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허리높

이, 샅높이, 엉덩이높이, 키, 앉은엉덩이무릎수평길이, 무릎높이 항목으로 하반신의 종적크기를 나

타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앉은엉덩이배두께 항목으로 나

타났다. 요인 4는 배꼽수준샅앞뒤길이, 샅앞뒤길이, 엉덩이두께, 앉은엉덩이너비 항목으로 허리에

서 엉덩이에 이르는 형태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5는 무릎둘레, 종아리최소둘레, 장딴지둘레 항

목으로 무릎에서 발목에 이르는 횡적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인 6은 엉덩이옆길이 항목의 엉덩이옆

길이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의 하반신 유형 분류를 위하여 군집분

석을 실시하여 3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세 유형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유형 1(45.9%)은 

키가 가장 크고 허리높이가 가장 높으며 허리에서 회음부까지가 길이가 긴 체형이다. 또한 몸무

게와 둘레, 너비, 두께 항목이 가장 크며 하지부가 발달한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유형 

2(36.9%)는 키가 가장 작고 배두께가 작으며 둘레, 너비, 두께 항목은 중간 값을 나타내는 체형

임을 알 수 있었다. 유형 3(17.1%)은 중간키에 허리에서 회음부가 짧으며 옆면 굴곡보다는 앞면 

굴곡이 더 나타나는 마른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의 유형 분류 

결과, 사이클복 하의 설계 시 밑위길이를 반영해야 하며, 이는 사이클복 하의에 부착된 사이클 

패드와도 관련 깊은 요소이다. 더불어 키와 둘레 항목에 따른 범위 설정과 함께 여유분 설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들 유형에 따른 사이즈 체계에 관한 연구도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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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ㆍ최세린ㆍ도월희
전남대학교

국내 20대 여성의 애슬레져 웨어(Athleisure wear) 착용실태

최근 운동 시와 일상생활에서 동시에 착용할 수 있는 애슬레져룩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Chanel, Louis Viutton과 같은 럭셔리 브랜드는 물론 Victoria's Secret, Gap, Tory 

Burch 및 H&M과 같은 SPA까지 다양한 브랜드에서 애슬레져 라인을 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디자인 및 스타일로 전개되고 있는 애슬레져 웨어에 대하여 20대 성인 여성을 대상

으로 구매 현황 및 선호도를 포함한 착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방법은 광주지역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16년 9월∼10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설문문항은 일반적인 사항, 

구매실태 관련 문항, 5점 척도에 의한 애슬레져 웨어 선호도 관련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종 

169부를 SPSS 2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수, 백분율, 평균 등의 기술통계

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평균나이는 22세로 운동 횟수

는 1주일에 2∼3회(24.9%)가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76.9%가 애슬레져 웨어의 구매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고, 주로 하는 운동은 러닝(41.9%)>웨이트 트레이닝(17.5%)>요가(15.7%)>필라테스

(7.0%) 순으로 나타났다. 애슬레져 웨어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얻고 있었고, 6개

월에서 1년 이내에 한번 꼴로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애슬레져 웨어를 주로 구입하는 장

소는 전문매장(38.2%)>인터넷 쇼핑몰(30.5%)>백화점(12.6%)>할인매장(9.9%) 순으로 나타났다. 애

슬레져 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3.39점으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입 선택 기준에 

대한 조사결과, 가격, 디자인, 치수 및 맞음새, 색상, 착용감, 소재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유명 연예인의 착용유무에 있어서는 평균 2.01점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브랜

드 선호도 및 구매 브랜드에 대한 조사 결과, 국내 브랜드보다 국외 브랜드를 더 선호한다고 응

답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아디다스, 나이키, 뉴발란스가 상위 3개 브랜드로 나타났다. 선호 색상은 

상하의 모두 검정색, 남색, 흰색, 회색, 빨강색, 분홍색 순으로 나타나 무채색이 유채색보다 더 선

호되고 구매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 및 구매 아이템은 상의는 반팔티셔츠, 후드집업재킷, 

후드티셔츠, 긴팔티셔츠 순으로, 하의는 팬츠, 쇼츠팬츠, 레깅스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선호도 

조사 결과, 스포츠 브라는 앞 U형, 뒤 Y자 기본형, 티셔츠는 라운드 네크라인에, 반팔소매에, 중

간힙 길이, 레깅스는 롱 레깅스, 팬츠는 쇼츠 팬츠에 속끈밴드형에 밑단이 슬림한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대 성인여성들은 애슬레져 웨어의 구매경험은 많지만, 브랜

드 선호도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종목의 스포츠 웨어를 판매하고 있는 일반 스포츠 웨

어 브랜드에 비해 전문 애슬레져 웨어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

는 색상은 빨강색과 분홍색 같은 밝고 여성적인 색상보다 검정색, 남색, 파랑색과 같은 전반적으

로 어두운 색상과 무채색 계열이 높은 순위로 나타나 튀지 않으면서 무난한 색상을 선호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브랜드, 색상, 아이템, 디자인에 대해 대부분 선호하는 순위와 구매하

는 순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선호도가 구매 선택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본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BK21플러스사업, S16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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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준ㆍ안재상ㆍ윤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산부복 및 캥거루케어용 패션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임산부를 위한 해외 SPA 브랜드의 심플하면서 패셔너블

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임산부 체형을 반영하고 산전, 산후에도 착

용가능하며 디자인성이 우수한 임산부용 패션제품 개발과 출생 후 엄마 가슴과 아기 피부가 직접 

닿는 Skin to Skin 방식의 캥거루케어(Kangaroo Care) 패션제품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국내는 물

론이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임산부 관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제품개발에 앞

서 2016년 9월 7일부터 9월 22일 3차에 걸쳐 임산부 249명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와 의류제

작을 위한 12부위의 신체측정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임산부는 초산이 228명(91.6%), 1회 

임신경험 20명(8.0%), 3회 이상 임신경험 1명(4%)이며, 임신부의 나이는 86년생(만 29세)이 168

명(68.3%)으로 결혼 연령이 늦추어 지면서 임산의 시기도 점차 노산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임부

복 착용 시기는 4개월부터가 108명(4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신기간 중 주로 구입하는 의류 

아이템은 원피스(36.5%), 레깅스(25.4%), 티셔츠(18.4%)로 나타나 활동하기에 편리한 의류를 구입

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부복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점으로 편안함과 활동성

보다 유행과 디자인이 가미된 다양한 상품과 몸매 보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임산부복도 

디자인과 체형보완에 중점을 두어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임신 중에도 아름답고 세련

돼 보이기를 희망하고 출산 후에도 착용 가능한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임산부복 개발을 필요로 했

으며, 임산부복 선택 우선 순위에서도 디자인, 소재, 가격, 색상 순으로 기능성은 의복 선택의 우

선순위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진다. 출산 후 아이들의 정서안정과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며 모유수유의 성공확률이 높아지는 캥거루케어(Kangaroo Care) 패션제품이 개발되어 

진다면 구매할 의사가 230명(92.4%)으로 캥거루케어(Kangaroo Care) 패션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

았다. 캥거루케어(Kangaroo Care) 패션제품의 착용 시기는 6개월까지 104명(41.8%), 3개월까지 

100명(40.2%)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격대는 4만원∼6만원 243명 (97.6%)로 대체로 저렴해야 구매

를 하겠다 하였으며, 캥거루케어(Kangaroo Care) 패션제품 개발 시 중요 지표로는 안전감(4.58), 

착용감(4.47), 위생성(4.51) 순으로 아이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안전감과 정서적이나 심리적

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착용감이 중요하였으며, 그 뒤로 활동성(4.38), 소재 및 실용성(4.37), 가

격(4.01), 디자인(3.80), 다양성(3.66)으로 나타났다. 국내 임산부는 매년 43만여 명으로 임산부복 

시장규모 연 1,200억대로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임산부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지만 본 조사

를 토대로 임산부복 및 캥거루케어용 패션제품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현대 소비자들은 저마다 개

성을 중시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임신 기간이라고 예외는 아니며, 그중 컬러나 스타

일은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컬러 매치나 스타일 개성화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부각되

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및 일본 등지에서 생소한 캥거루케어용 패션제품 개발로 신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기술력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투자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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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뿐 아니라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임산부복 개발로 소비자층 확대와 중국 프리미엄 마켓 내 시

장 점유율 확보로 침체된 국내 관련 시장 활성화 및 수출 증대, 국가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

제적 기대효과 및 현재 임산부복 시장이 해외 SPA 브랜드에 잠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기업

의 내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라고 본다.

* 본 논문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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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환ㆍ신지영ㆍ류점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산업 혁신을 위한 재봉틀 밑실공급장치 원천기술 개발

의류 등 패션제품을 살 때 소비자들은 디자인, 품질, 가격 등을 주로 고려하여 구매하고 그 중 

품질은 소재와 바느질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재봉기기 220년 역사 바느질 종류에서 가장 간편

하고 아름다운 바느질은 산업용 재봉틀 밑실공급장치(Rotary Hook) 나선형 바느질이며 윗실과 밑

실 두 가닥으로 매듭을 만들어 겹소재 양 표면에 “一” 子형 바느질 반복을 구현하여 단순 나선형

이기 때문에 바느질 맞물림이 약하여 한 쪽 실밥이 터지면 쉽게 함께 풀리는 경우가 많고 비틀림 

발생에 따른 주름이 많이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곤 하였다. 따라서 본 개발의 목적은 재봉기기의 

밑실을 공급하는 밑실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기존 방식과 달리 바느질 과정에서 바늘이 최저

점까지 하강했다 올라가면서 만든 윗실의 “U”자형의 고리를 후크가 통과하여 걸고 갈 때 후크 배

면 전방 쪽 윗실은 일정 시점부터 윗실걸이 기둥에 의해 끌려가다 윗실가이드 홈에 의해 유도되

는 중 실채기에 의해 윗실이 채이면서 보빈케이스베이스와 캡을 휘돌아 밑실을 걸고 나오고, 동시

에 후크 배면 후방 쪽 윗실은 후크바디 후단면을 휘돌아 동력전달돌기부와 후크바디의 동력전달 

돌기수용부의 접점을 통과하여 나오면서 밑실과 땀을 형성하는 밑실공급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바

느질 과정에서 “X"자형 윗실의 교차가 밑실에 완벽하게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바느질 원리 새로운 바느질 원리

재봉틀 밑실공급장치의 특징은 한땀 한땀 매듭을 형성하고 있어 견고하고 바느질 풀림을 방지

한다. 또한 실이 끊겨도 당겨지지 않으며 실밥 터짐을 방지한다. 기존 나선형 바느질 대비 신축

성이 향상되고, 주름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 겨울 오리털 제품의 경우 바느질 구멍을 매듭이 매워

주어 털빠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별도의 장치 없이 새로 개발한 재봉틀 밑실공급장치(Hitch 

Hook)로 교환하기만 하면 매듭형 바느질로 작업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품질 안정화를 토대로 발생한 완제품의 고급화 및 퀄리티를 향상시키고 대량생산시

의 시장진입 용이성이 확보되어 시장 점유율 확대로 지속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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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ㆍ박영민

김은정ㆍ김대석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트라이애슬론 경기복 개발을 위한 연속동작분석을 통한 체표 

변화 고찰

최근 스포츠 활동의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 레저를 뛰어넘는 특별한 취향의 

레저 활동의 관심도도 높아져 프로운동선수가 실제 착용하는 기능성 의류와 인간의 한계에 도전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웨어가 각광을 받고 있다. 

국내 특수 경기복 시장은 해외 브랜드의 직수입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연구개발

은 미미한 실정이다. 고기능성 트라이애슬론 경기복의 경우, 인체공학적으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동작 기능성을 강화하고, 심미적으로 신체 보정의 효과가 있는 차별화된 경기복의 개

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트라이애슬론 경기 종목 중 마라톤, 사이클의 동작으로 3D 동작분석을 

실시하여 체표면의 변화를 알아보고, 주행동작성이 반영된 기능적인 형태의 트라이애슬론 경기복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는 트라이애슬론 전문선수 1명을 선정하여, 기준점은 모션 캡쳐에 필수적

인 점들과 트라이애슬론 경기복 디자인에 기본이 되는 점과 선들을 포함하여 총 39개로 각 부위

에 마커를 부착하였다. 마라톤 동작과 사이클 동작 모두 피험자의 평균 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30

초간 Vicon MX T-40을 이용하여 모션 캡쳐를 실시, 각 연속동작의 마커 지점을 기록하고 분석하

여 각 마커간의 거리를 획득하였으며, 부위별 체표면 변화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구간을 연결

하여 마라톤 동작 57부분, 사이클 동작 41부분으로 삼각화한 뒤, 체표면 값을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기본자세와 동작의 차이가 의미 있는지 검정하기 위하여 paired sample t test를 시

행하였고, 각 면적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여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기본자세와 동작 시 체표변화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마라톤과 사이클 동작 총 98개 항

목 중 7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있어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라톤 

동작에서는 57개 부분 중 21개는 기본자세 평균값보다 높은 값을, 36개는 낮은 값을 보였으며, 

사이클 동작에서는 41개 중 24개는 높은 값을, 17개는 낮은 값을 나타냈다. 각 면적들의 변화율

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를 백분율로 분석하여, 각 면적별 변화가 높은 부분을 선별하여 공극

량을 다르게 설계할 부위를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10062405)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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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1)ㆍ박영민1)ㆍ김민지1)

김대석1)ㆍ김정민1)ㆍ윤현수2)

한국패션산업연구원1)

㈜토브더가먼트메이커2)

천연우모제품의 공기층형성 입체 Baffle구조 설계에 따른 
다운제품 보온성 평가

다운을 이용한 아우터류는 최근 몇 년간 겨울 출시 의류제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템이다. 이러한 높은 제품 출시율과 판매율에도, 다운제품 자체에 대한 냉기침투, 털빠짐, 볼

륨 약화 등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충전재 고급화와, 소재 후가공 개

발만으로 근본적인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힘든 요소이다. 다운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

는 헤비다운 제품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과 함께 충전재의 고급화에 따른 단가 상승과, 제작공정

의 어려움 등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가절감이 가능한 충전재 적용 방식의 개발이 필수

적이다. 다운제품의 봉제 및 구조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운과 관련한 제품들의 

구조의 체계적인 분석과 효율적인 보온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이 필

요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패턴선에 의해 구획 공간을 나누는 다운 충전방식, 안감, 겉감 사이에 

형성된 각각의 격실에 넣는 Box Wall이 방식이 아닌 봉제선의 탈모현상을 줄일 수 있고, 경량화

가 가능하며, 다운의 중량을 감소함에도 보온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입체 Baffle형태에 대한 

구조를 제안하고, 구조에 따른 보온성 연구결과를 제품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보온성 향상 구조개발을 위해 7가지 Baffle구조(Y-Baffle, Hexagon-Baffle, V-Baffle, Offset-Baffle, 

Trapezoid-Baffle, ZagzagWall-Baffle)를 제안하고, 의복 제작 시 구성되는 충전재, 안감, 동일한 

봉제기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충전재, 다운 충전량(40g/4oz), 솜털/깃털(90%/10%)로 제작된 가로, 

세로(300mm x 300mm)의 7가지 구조 plate type시료를 Dry Guarded Hotplace 시험기

(ASTM-100A)를 활용하여 구조에 따른 보온성을 측정하였다. 보온성 측정 규격인 K SK 0466에 

의거하여 각 시료 당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7개의 구조별 Plate 샘플의 

보온성 실험을 각 3회 진행한 결과, 헤비다운 재킷의 일반적인 보온성 지수인 3.0 clo 이상을 만

족하는 구조는 Trapezoid-Baffle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조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Baff 

le구조별 ZigzagWall-Baffle(3.69 Clo), Slant-Wall Baffle(3.47 Clo), Offset-Baffle(3.38 Clo)순으로 

보온성 수치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Jeong Mun Lee, Byung Soon Kim, Sang Hee Chun, Seong Wook Kim, and Gil Soo Cho (2016). Behavior of Thermal 

Insulation Ratio and clo due to Changes in Weight and Thickness of High Thermal Insulation Padding. Textile Science 

and Engineering. 53, 205-212. 

*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

다(과제번호 : S232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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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1)ㆍ박영민1)ㆍ김대석1)

김정민1)ㆍ이진옥2)ㆍ황소희2)

한국패션산업연구원1) 
이진옥천연염색2)

천연광물질을 활용한 천연복합소재의 역학적 특성과 의복의 
착의성능 평가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의류소재에 대하여 보다 일차적인 물리적 만족뿐 아니라 고도의 감성적 

만족을 추구하고 있으며 의복착용 시 활동에 적합한 운동적 기능성과 동시에 미적인 기능성도 충

족시켜 줄 수 있는 의복설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류소재 산업에서 생산

자가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태”를 지니는 직물을 개발하여야 하는데 의복제작 

시 직물의 선택은 최종 제품의 입체적 형상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천연소재에서 부족한 기능성을 보완시킨 고부가가치 친환경 천연복합소재를 개

발하여 천연염료인 쪽, 대황, 감물을 이용하여 염색 자동화기기를 통해 염색하였으며 살균, 탈취, 

곰팡이 제거, 음이온 및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천연광물성 물질인 포조란을 

직물에 후처리하였으며, 천연복합소재의 봉제성 및 착용성능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소비자의 선

택에 의한 착의 실루엣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천연염색용 천연복합소재는 Plain조

직(인견50%, 한지 33%, 실크 27%), Satin조직(인견 37.18%,실크 21.28%,면사 41.54%), Twill조직

(면 49%,인견 27%, 실크 24%), 28 Gauge/Single 조직(큐프로 100%)을 제ㆍ편직하여 사용하였으

며, 봉제성 평가를 위하여 자동봉제기기(Brother EXEDRA Auto Sewing Machine), 심퍼커 주름측

정기(KD-04 STATU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인체스캔 데이터를 활용한 타겟 연령 소비자 

체형분류 및 인체치수 분석에 의해 도출된 사이즈 스펙을 적용한 개발품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

해 동작 적합성을 평가하여 개발제품에 대한 타당성을 측정하였으며, 디자인, 컬러, 소재, 부자재 

등의 항목에 대한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개발된 3종의 원단 모두 생지, 염·가공 후 

모두 모든 조건에서 4급 이상으로 우수한 봉제성을 나타내므로 극한 조건 이외에서는 봉제 공정 

시 특별한 봉제 불량이 생길 가능성이 낮고, 소재의 구조상 스트레치성이 낮아 봉제 시 노루발 

압력과 땀 길이 조정에 유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착의평가 결과, 인체 데이터

를 활용한 타겟 연령 소비자 체형분류 및 인체치수 분석을 통해 사이즈 체계 보완을 통해 개발

된 시제품의 경우, 착의 동작에 따른 착의평가 결과 기존 제품은 평가척도 5점 Likert-type으로 

‘매우 부족(1)’에서 ‘매우 우수(5)’에 준하여 3.3점에서 3.7점 사이의 평균적인 결과를 보인 반면, 

사이즈 체계 보완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시제품의 경우에는 평균 4.0점 이상의 우수한 착의 결과

를 나타내었으며, 외관평가 에서는 개발 시제품의 아이템(자켓, 블라우스, 슬랙스, 원피스)의 경

우, 디자인, 컬러, 소재, 부자재, 소매길이 등의 각각의 항목에서 평균 4.5점 이상의 우수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산연전용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

다(과제번호 : C029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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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ㆍ김윤희
원광대학교

3D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의류 설계 생산분야 연구동향

1. 서론

컴퓨터를 이용한 의복 제작의 발전은 패턴(Pattern CAD)과 디자인(Design CAD), 생산라인

(CAM)에까지 적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또한 IT기술의 비약적인 발

전은 의복을 제작하여 실제 인체나 인대에 착장시키지 않아도 가상 봉제 및 아바타 착용을 통해 

의복의 실루엣, 대략적인 여유량 분포, 의복압 등의 착의 결과를 확인가능한 시대가 되었다(Lee 

& Lee, 2012).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2D 패턴이나 

디자인의 구현은 이제 3D 인체계측이나 가상 착의 시스템 등이 개발되면서 실제 인체 착의를 통

한 업체들의 의복 아이템 생산 결정을 가상 아바타에 의해 착의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제와 거의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빠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3D 디

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의류 설계 생산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업체에 적용 가능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방법은 국내학술지 사이트 KISS, DBpia의 2개 사이트에서 키워드 ‘3D 가상착

의’로 찾은 70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논문 게재 시기 및 사용된 소프

트웨어, 사용된 소재, 연구대상, 사용된 의복 아이템, 사용 데이터의 소재, 연구내용 등에 대해 조

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70편의 논문이 게재된 시기를 살펴보면 2006부터 최근(2016년)까지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의 1편에서 2008년에는 2편, 2009년에는 4편, 2010년에는 

6편, 2011년에는 7편으로 점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다가 2014년부터는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은 33편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의복 관련 아이템 및 원형의 종류를 

살펴보면, 바디스, 스커트, 바지, 소매원형에서부터 승마바지, 모터 사이클복, 골프웨어 등 다양한 

스포츠 의류, 니트웨어, 재킷, 청바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연구대상에 있어서

는 성인여성에 있어서도 20대, 30-40대, 노인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여성과 남

성, 비만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용된 소재는 주로 

면 100%가 많으며, 울/폴리에스터, 면/폴리에스터/폴리우레탄, 실크 등 실제 사용한 소재와 가상

착의 소재를 같게 하여 실제와 가상착의를 비교하는 논문이 다수 있었다. 사용하는 데이터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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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2010년 제 6차 사이즈코리아 자료를 대부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를 살펴보면, 마야 퀼로스(Qualoth), iVirds 3.0 PB, DC suit, i-designer, CLO 3D Modelist 

ver.1.41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연구 내용에 있어서는 패턴을 연구하는 경우 다양한 패턴 및 체

형별 패턴을 제작하고 5점 척도를 이용하여 5~10명 정도의 전공 관련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외관

평가를 하였으며, 가상 착의 평가를 위해 가상 아바타에 제작된 패턴으로 가상 착의를 하여 외관

평가 및 여유량 평가(색분포도로 평가), 공극량 평가(단면도 이용)등으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실제의복을 제작하여 가상 착의와 비교하는 연구에서도 실제 의복을 착용한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소재를 이용한 가상 의복을 아바타에 착의하여 실제와 얼마나 유사한 지를 

비교 검토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로 많은 경우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실제와 

많이 유사하게 되어 업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무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4. 결론

빠른 IT기술의 발전으로 의류 설계 생산 분야에도 이러한 3D 가상 착의 시스템의 디지털 시스

템의 도입으로 많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70편의 연구 논

문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2014년부터는 2016년까지 최근 

3년간은 33편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연구 대상으로 의복 관련 아이템 및 원형의 종류를 살펴보

면, 바디스, 스커트, 바지, 소매원형에서부터 다양한 스포츠 의류, 니트웨어, 재킷, 청바지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사용된 소재는 주로 면 100%가 많으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살펴보면, 마야 퀼로스(Qualoth), iVirds 3.0 PB, DC suit, i-designer, CLO 3D Modelist ver.1.41 

등이 사용되고 있었다. 연구 내용으로는 관련 전문인을 이용한 외관평가 및 가상 착의에 의한 여

유량 평가(색분포도로 평가), 공극량 평가(단면도 이용)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사용 시의 제한점들에 대한 제언을 통해 보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업체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실

무에 적용 가능한 상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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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나ㆍ권은지ㆍ김서우
서울대학교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여성 청바지에 대한 
사이즈체계 적합성 연구

근래의 IT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복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해가 다르게 높

아지고 있으나 조사결과 2015년 10월 온라인상에서의 스키니진 판매량은 19%나 감소하였다. 이 

현상은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입어보고 살 수 없으며, 반품 및 교환이 번거롭기 때문에 맞음새가 

중요한 특정 디자인의 여성 청바지에 있어 실제로 구매에 도움이 되는 사이즈 체계 연구의 필요

성을 말해주며 맞음새가 중요한 스키니진에 있어서 온라인상에서의 사이즈 체계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스키니진 등 맞음새가 중요한 디자인의 

청바지를 구매하는 20대 여성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청바지 표기

치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오프라인상에서의 사이즈 표기 실태와 비교하고, 오프라인 매장 

점원 심층면접을 통해 몸에 핏되는 청바지들의 맞음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여 온라인 쇼

핑몰에서의 사이즈체계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국내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쇼핑몰 시판 청바지 치수체계 적합성 및 구매만족도 향상을 위

한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적으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 주요 청바지 생산업체인 리바이스와 유니클로의 온라인 치

수체계를 조사하였고, 2015년 10월 20일 기준 여성복 온라인 쇼핑몰 판매순위 상위10위에 드는 

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 선정된 10개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스키니진의 M사이즈(27-28) 제품 

치수 비교를 통해 브랜드별 표준사이즈 편차분석 및 각 사이즈 구간의 편차를 분석하였다. 제 6

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Size Korea, 2010)의 직접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20대 여성의 하반신 신

체 부위 각각의 표준편차를 계산 후 편차치가 큰 부위별로 정렬하여 20대 여성 청바지에 표기되

어야 할 치수부위를 선정하였다. 2015년 10월 한 달 기준 청바지를 시판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 조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국내브랜드에서 이용하고 있는 치수체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조사 항목과 마찬가지로 호칭 및 제품치수, 기본부위와 

참고부위를 조사하고 이에 덧붙여 기존 치수체계를 이용한 소비자의 구매패턴과 수선실태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치수 중 표준편차가 큰 순서대로 상위권을 차지한 신체부위들과 오프

라인 매장 사이즈표기 조사결과, 심층 면접결과를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표기 치수체

계와 비교ㆍ분석하여 현재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청바지의 표기 치수적합성을 고찰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치수체계가 실제로 착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였다. 

20대 여성 대상 온라인 쇼핑몰 매출 상위 10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시판 스키니진, 스트레이

트진, 부츠컷 청바지의 제품 치수표기 조사결과, 호칭표기 방법 및 생산호수, 기본 부위 치수측정

위치, 제품치수 편차값, 사이즈별 제품치수값 모두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M사이즈(27-28)를 선정하여 각 업체별 제품치수를 조사한 결과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기장’ 

등의 제품치수는 같은 사이즈 내에서도 10cm 내외로 업체마다 큰 차이를 보여 온라인 쇼핑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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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즈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치수체계와 비교분석

하여 효과적인 치수체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해 청바지 주요 생산업체인 리바이스와 유니클로의 

온라인 치수체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세부 제품치수를 제시하지 않은 대신 각 사이즈에 대

응하는 신체치수 범위를 표기한 것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의 차이점이었으며, 두 업체 모두 핏

가이드 테이블을 제시한 것이 특징적이었다. 제6차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의 직접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20대 여성의 하반신 신체부위 측정치 표준편차를 계산하여 편차치가 큰 부위별로 나열

한 결과, 총 10개의 부위가 표준편차치가 큰 부위로 선정되어 이를 부위적 유사성에 따라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해 보았다. 첫 번째 항목은 표준편차치가 가장 큰 부위인 ‘허리둘레’ 항목이었고, 두 

번째 항목은 그 다음으로 표준편차치가 큰 부위인 ‘장딴지둘레’ 항목, 세 번째 항목은 표준편차치 

3위를 기록한 ‘다리총길이’, 네 번째 항목은 ‘넙다리둘레’, 다섯 번째 항목은 ‘엉덩이둘레’, 마지막으

로 위앞엉덩뼈가시높이, 허리기준선길이 등을 포함한 ‘밑위길이’ 항목이다. 데이터 분석 결과 둘레

기준으로 편차가 큰 부위는 허리둘레, 장딴지둘레, 넙다리둘레, 엉덩이둘레 순이었고 평면기준으

로 편차가 큰 부위는 다리총길이, 다리가쪽길이, 위앞엉덩뼈가시높이, 허리기준선높이 순이었다. 

오프라인 매장조사 및 점원 심층면접을 통해 20대 여성소비자에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사이즈는 

유니클로 매장의 경우 울트라 스트레치진 호칭 25로 표기치수는 허리둘레69cm(허리둘레만 표기), 

TBJ진의 스키니진의 경우 호칭27로 표기치수는68cm, 엉덩이둘레는92cm로 20대 여성 평균 허리

둘레인 70cm, 평균 엉덩이둘레인 91.4cm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측 치수의 경우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진 호칭 25의 허리둘레는 71cm, 엉덩이둘레 84cm, TBJ 스키니진 27사이

즈의 경우 허리둘레 70cm, 엉덩이둘레 78cm로 허리둘레는 20대 여성층의 평균 청바지 허리둘레 

추정치인 74.8cm와 5cm 내외의 차이를 보였으나 평균 청바지 엉덩이둘레 추정치인 94.5cm와는 

10cm 이상의 큰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장의 경우 20대 여성층의 평균 청바

지기장추정치가 81cm임에 반해, 유니클로와 TBJ 스키니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사이즈의 실

측 기장은 각각 103cm, 90cm로 10cm 내외의 큰 차이를 보였다.

현재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용하고 있는 치수체계는 국외 온라인 쇼핑몰에 비해 보다 세

부적인 항목까지 표기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기존 치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호칭표

기 방법과 기본 부위 치수측정 위치를 통일하고, 각 사이즈에 대응하는 신체치수를 표기하거나 

각 사이즈에 해당하는 제품치수 범위를 어느 정도 통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및 오프라

인 조사를 통해 청바지 하의에 치수표기가 되어 있는 부위는 주로 신장, 기장, 엉덩이둘레였음을 

감안할 때 온라인상에서 맞음새가 중요한 청바지의 구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20대 여성 신

체부위 치수편차를 고려해 기존의 치수체계에 두 번째 항목과 네 번째 항목, 그리고 마지막 항목

인 장딴지둘레와 넙다리둘레, 그리고 밑위길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다. 점원 심

층면접에서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수선을 요청하는 부위로 ‘기장’을 꼽아 표기 사이즈 값의 보정

이 필요함이 짐작되는 바였지만, 매장 실측치수와 한국 20대 여성 체형 분석치 비교를 통해 기존 

사이즈 체계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이즈 값 역시 실제 20대 한국 여성의 체형에 

맞게 보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20대 여성 대상의 온라인 



270 _____ 에코 테크놀로지 & 패션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청바지의 치수체계 적합성 향상 및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구매 만족도 향상

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스키니진의 경우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 제작한 사이즈 체계에 신축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별로 실측치수보다 사이즈 호칭을 고의적으로 작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사이즈 체계 개선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 점 또한 고려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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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ㆍ도월희
전남대학교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의 하반신 유형에 따른 사이클복 
하의 사이즈 체계에 관한 연구

스포츠 의류는 신체의 운동기능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동기능성 향상 및 착용쾌적감

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즉 스포츠 의류의 기능성은 인체에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므

로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체의 특성과 스포츠 의류와의 상호관계

를 고려한 적합한 치수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KS 규격에 사이클복과 같은 피트성

이 있는 운동복에 대한 치수 규정이 없으며 대부분 국내외 사이클복 업체에서는 치수체계 기준항

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의 하

반신 유형에 따른 사이클복 하의 치수 체계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S규격에 따

른 키와 더불어 밀착성이 높고 인체에 적합성이 높은 의복을 설계하기 위하여 허리, 엉덩이둘레

를 추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상관분석 결과, 키는 엉덩이높이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몸무

게는 허리, 엉덩이둘레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허리둘레는 샅앞뒤길이와 엉

덩이옆길이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엉덩이둘레는 무릎둘레, 종아리최소둘레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이즈와 비교적 상관관계가 높은 허리둘레와 엉

덩이둘레 및 키를 기준으로 치수를 제안하였다. 허리둘레는 5cm 간격으로 ±2.5cm를 커버하고, 

엉덩이둘레는 5cm 간격으로 ±2.5cm를 커버하며, 키는 5cm 간격으로 ±2.5cm를 커버한다. 이와 

같이 허리-엉덩이둘레-키에 따른 5cm 치수 간격으로 분포를 살펴본 결과, 유형 1은 45.9%의 분

포를 보이고, 유형 2는 36.9%, 유형 3은 17.1%의 분포를 나타냈다. 그리고 각 유형별 치수는 유

형 1은 23개, 유형 2는 20개, 유형 3은 12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유형의 중복된 치수를 포함하여 

총 43개의 치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업체의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각 유형을 

최대 커버하면서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치수의 분포를 살펴보아 세 유형을 포함한 

3.6% 이상 구간만 선택하여 치수를 제시하였고, 허리둘레는 분포율을 참고하여 치수구간을 조정

하여 각 유형과 전체 커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치수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치수는 69-90-165, 

70-90-170, 70-95-170, 75-90-170, 75-95-170, 70-90-175, 70-95-175, 76-95-175, 76-100-175, 

69-90-180, 74-90-180, 74-95-180, 79-100-180으로 총 13개로 유형 1은 26.1%, 유형 2는 29.7%, 

유형 3은 12.6%를 커버하며 전체 68.4%의 커버율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남자 고등학교 선수용 사이클복 하의 치수는 하반신 체형을 반영하

여 피트성과 함께 치수 적합성을 높일 수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브랜드의 치수체계 기준 

설정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

업, S16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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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1)ㆍ이소정1)ㆍ박승욱2)

한국패션산업연구원1)

㈜대경리서치센터2)

레저스포츠웨어 개발제품의 착의평가를 통한 착용감 분석

1. 서론

최근 국내외 레저활동의 증가로 다양한 스포츠, 레저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국내외 브랜드

들은 차별화된 소재 및 최적화된 패턴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이후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다양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

역사업과 연계를 통한 발전 전략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에 지역의 레저 스포츠 관련 기업에서 

개발한 인체착용감이 우수한 제품의 착의평가를 통해 패턴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조사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20일~6월 21일 2일간 개발제품을 대상

으로 진행하였으며, 여성 표준사이즈 M(95) 착용 가능한 20~30대 중 조사기업의 마켓에 따라 연

령대를 선별하여 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A제품 B제품 C제품 D제품

그림 1. 삼광 F&D(SUPI) 제품 사진.

사업 참여기업 중 삼광 F&D는 신규브 랜드 런칭을 통해 OEM형태에서 자사브랜드를 통해 경

영환경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존에 취급하던 제품군과 다른 러닝웨어 군에 대한 패턴의 기술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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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흡하여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패턴의 적합성 및 착용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방식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집단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조사내용

은, 기본자세, 기마자세, 걷는 자세, 팔을 45도 올린자세, 팔을 90도 올린 자세, 만세자세에 대한 

착용감을 조사하였으며, 엄격한 확인, 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 수정과정을 거쳐 

SPSS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빈도분석, 교차분석, 평균값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 착의평가 사진.

3. 결과 및 고찰

삼광 F&D의 러닝웨어 제품별 종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상의 착용감의 경우 A제품(3.99점)

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하의 착용감 만족도는 B제품(3.67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상의 디자인 만족도는 C제품 3.2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하의 디자인의 경우 D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3.66점으로 높았다.

(단위 : %, n)

그림 3. 러닝웨어 전체 만족도

동작에 따른 세부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본자세에 대한 상의 시제품 착의 평가 결과는, A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4.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B제품(3.96점), C제품과 D제품 각 

3.82점의 순으로 나타나며, 걷는 자세에 대한 시제품 착의 결과는, A제품의 경우 4.20점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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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C제품(4.07점), B제품(3.79점), D제품(3.7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B제품의 

경우 소매 시보리의 조임과, D제품의 경우 소매 밴드에 대한 활용성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보이며, 기마자세에 대한 시제품 착의 평가 결과는 D제품의 경우 3.88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

을 보이고, 다음으로 A제품(3.85점), B제품(3.69점), C제품(3.6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A제품과 

B제품(각 4.27점)의 경우 팔꿈치 당김의 적합성과, C제품(4.07점) 등 부위 활동성, D제품(4.20점)

은 앞품 길이의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A제품의 경우 뒷품 길이의 적합성(3.13점)

과, B제품은 뒷품 길이 적합성(3.27점), D제품은 등 부위 활동성(3.60점), C제품은 앞품 길이 적

합성(3.27점)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단위 : %)

기본자세 기마자세

팔을 앞으로 90 올린 자세 만세자세

그림 4. 러닝웨어 자세별 만족도

팔을 앞으로 90도 올린 자세에서 착의 평가 진행 시, A제품에 대한 종합만족도 점수가 3.92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C제품 3.79점, D제품 3.72점, B제품 3.58점 순으로 나타나며, A제

품(4.13점)과 B제품(3.73점)의 경우 등 부분 활동성, C제품(4.13점)은 어깨 부분 활동성, D제품의 

경우 어깨부분 활동성과 진동둘레 활동성(각 3.87점)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만세자세를 취한 후 착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D제품이 3.78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

음으로 A제품(3.76점), C제품(3.63점), B제품(3.42점) 순으로 나타나고, A, B, C제품의 경우 전체

적인 길이에 대한 적합성 점수가 D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제품별, 자세별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 중 항목 중 가장 높은 값을 정리해서 

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요약, 정리해 볼 수 있다. 각 제품별 자세에 있어서 착용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항목에 대해 알 수 있으며, 5점 척도에 의한 만족감과 비교해서 패턴 수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착의평가에 참가한 표본수가 작아서 분산분석 결과 

유의확율 값이 최소 0.3 이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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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러닝웨어 제품별, 자세별 착용감 상관관계

항목 A제품 B제품 C제품 D제품

기본자세 진동둘레 적당(.949)
진동둘레 적당

(.905)
전체적인 압박감(.942) 전체적인 압박감(.894)

걷는 자세
등 부분 활동성

(.888)

옆구리 활동성

(.934)

옆구리 활동성

(.934)
몸통부분 활동성(.855)

기마자세
뒷품길이

(.912)

뒷품길이

(.966)

앞품길이

(.973)

등 부위 활동성

(.872)

팔 45도 올린자세
어깨부분활동성

(.893)
진동둘레 활동성(.941)

옆구리활동성

(.985)
진동둘레 활동성(.867)

팔 90도 올린자세 진동둘레 활동성(.878)
옆구리 활동성

(.946)
몸통부분 활동성(.973) 몸통부분 활동성(.896)

만세자세 진동둘레 활동성(.932) 몸통부분 활동성(.950)
옆구리 활동성

(.961)

등 부위 활동성

(.902)

4. 결론

본 조사를 통해서 신규시장 진출을 위해 개발된 시제품의 착용감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록 예산문제로 착의평가 참가자가 통계 분석을 위한 표본수에는 못 

미치지만,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레저스포츠웨어 제품에 대한 활동성과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항목을 도출하여 기존 제품의 보완 및 신규 제품개발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자료를 바탕으로 패턴설계사와 디자이너가 상호 협력하여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과 

더불어 착용감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다면, 지역의 OEM기업이 자가 브랜드 기업으로 점차적으

로 발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후 3D캐드 프로그램을 통해 가상 

착의 평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76 _____ 에코 테크놀로지 & 패션

심의진ㆍ한주연ㆍ김혜림
숙명여자대학교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소재의 염색성 평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Bacterial Cellulose, BC)는 섬유상의 고분자 물질로서 마이크로피브릴을 

형성하며 얇고 불규칙한 network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BC는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 순

도의 셀룰로오스로 인체에 무해하고, 불순물 제거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3

차원의 망상구조로 표면적이 넓고 조직이 치밀하여 쉽게 찢어지지 않고, 수분 보유력과 성형성 

그리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BC 섬유소재 생산 시, BC 생산조건이 섬유소재의 염색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BC 생산 조건은 탄소원의 종류(Glucose, Glucose & Fructos, Sucrose, Mannitol)

에 따른 BC를 배양하고, 탄소원 종류가 BC의 염색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평가하였다. BC 생

산 수율은 건조무게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생산된 BC 소재의 염색은 직접염료 1%(o.w.f)로 90℃에서 30분 간 염색하였다. 염료 흡착률

은 염색 전·후의 염액을 UV-Vis specrophotomer로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BC 내 흡진된 염료의 

안정성 평가는 세탁 후 처리액을 UV-Vis specrophotomer로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탄소원 종류별 BC의 염료 흡진율 측정결과, 탄소원으로 Glucose 사용 시 가장 높은 흡진율이 

확인되었으며, 흡진된 염료의 안정성도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원의 종류별 염료 

흡진율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탄소원 종류에 따라 제조되는 BC의 구조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5R1D1A1A010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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