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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꽃이 만발하고 햇살이 싱그러운 5월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고,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월드

컵 등 세계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를 개최해 온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입니다. 더 나은 기록을 

위해 분투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체활

동을 증진시켜 스포츠의 저변이 넓어지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의류산업이 해야 할 혁신적 과제이

자 시대적 요청입니다. 하이테크놀로지의 발전은 섬유와 디지털을 결합하게 하여 신소재를 개발

하고 융합과학의 진면목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발판이 되었으며, 고기능 디지털 의류개발을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과 땀이 결실을 맺어 ‘스포츠 과학과 패션 테크놀로지’라는 주제로 숭실대학교에

서 2016년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테크니컬 세션을 마련하여 하이테크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성

과 발표를 통해 의류산업학을 구심점으로 하는 산, 학, 관, 연의 진정한 연계를 모색하고, 제1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을 열어 첨단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패션 4.0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 패션교육을 이끌어갈 전문인들의 기술과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람을 부탁드리며 본 학술대회는 학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융합 

과학 시대에 발맞추어 활기찬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계/업

계 그리고 전문 기관간 공동연구와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춘계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를 해주신 후원기관 및 협찬사, 그리고 학술대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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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김 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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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스포츠 과학과 패션 테크놀로지”

일시: 2016년 5월 21일 (토)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장소: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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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10:10

개회사
국민의례
축사: 김재철 부총장(숭실대)
학회장인사: 김혜경 회장(원광대)
우수사독상 시상: 최미영 교수(덕성여대)
공로상 시상: 김칠순前학회장(경희대)

사회_김주용(숭실대)
장소_한경직기념관

(김덕윤 예배실)

10:10~10:40
기조강연
발표주제: ICT 융복합 아웃도어 기술현황
발표자: 곽민호 CEO((주)비에프엘 버팔로)

사회_최경미(동서울대)
장소_한경직기념관

(김덕윤 예배실)

10:40~11:20
특별패널포럼1
주제: 스포츠 산업과 패션 테크놀로지 
발표자: 하종규PD(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회_채진미(한성대)
장소_한경직기념관

(김덕윤 예배실)

11:20~12:00
특별패널포럼2
주제: 인공 지능과 패션 테크놀로지
발표자: 김성민 교수(서울대)

사회_전향란(호원대)
장소_한경직기념관

(김덕윤 예배실)

12:00~12:05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신규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안내
발표자: 도월희 편집위원장(전남대)

사회_정기성(계명대)
장소_한경직기념관

(김덕윤 예배실)12:05~12:15 안내공지(기독교 박물관 2시까지 오픈)

12:15~13:30 
중식 장소_학생식당

이사회의 사회_정기성(계명대)
장소_더키친

13:30~14:00 제1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 사회_박순지(영남대)
장소_한경직기념관 1층 로비

14:00~14:30

테크니컬 세션

사회_노정심(상명대)
장소_형남공학관

(115호)

강연 1
주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웨어 및 소재 개발 동향
발표자: 권오경 소장((주)비에스지)
토론자: 윤혜준 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14:30~15:00

강연 2
주제: 아웃도어에서의 스마트 의류 적용 기술
발표자: 조하경 박사(블랙야크)
토론자: 임호선 교수(숙명여대)

15:00~15:10
강연 3
주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섬유패션산업관련 R&D 전망
발표자: 윤홍준 수석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5:10~16:10

연구논문(구두) 발표 총괄_도월희(전남대)

제1발표장 
의복과학

제2발표장 
의복설계생산

제3발표장 
패션디자인, 한국복식

제4발표장 
 패션마케팅

장소_ 115호 장소_ 113호 장소_ 103호 장소_ 112호

16:10~16:40 연구논문(포스터) 발표 총괄_나영주(인하대)
장소_한경직기념관 1층 로비

16:40~17:30 우수논문 및 초대전 작품 시상, 리셉션 (*경품 추첨*) 사회_이은희(원광대)
장소_한경직기념관 1층 로비



연구논문 발표 (구두)

총괄 : 도월희 교수(전남대)

제1발표장 의복과학 (장소: 115호)

좌장: 이정숙(경상대)

토론: 홍경화(공주대)

배지현(삼성전자종합기술원)

이선희(동아대)

시간 제목 성명(소속)

15:10~15:30 아로니아 과피 안토시아닌 색소를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이은주* 이정숙 

(경상대)

15:30~15:50
웰니스의류에 적용 가능한 FET 특성 기반의 탄소섬유 

나노바이오센서의 기술 동향

김효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50~16:10
MALDI-TOF 질량분석법과 현미경법을 이용한 속임수 캐시미어 섬유의 

감별법

김영미* 최형민 

(숭실대)

제2발표장 의복설계생산 (장소: 113호)

좌장: 도월희(전남대)

토론: 송화경(경희대)

김민균(유스하이텍)

유의상(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간 제목 성명(소속)

15:10~15:30 뉴시니어 여성을 위한 자전거의류 개발
 정희경*, 이정란 

(부산대)

15:30~15:50 I-세대의 어패럴캐드 교육을 위한 블렌디드러닝 활용 제안
최영림*

(대구대)

15:50~16:10 텍스타일인터페이스로 조절하는 스마트 의류의 착용성 평가

노정심

(상명대)

김사름

(에스원텍스타일)

이은영*

(조선대)



제3발표장 패션디자인, 한국복식 (장소: 103호)

좌장: 김영삼(중앙대)

토론: 허정선(경북대)

김여경(이화여대)

장남경(한세대)

시간 제목 성명(소속)

15:10~15:30 현대 Oktoberfest에 나타난 독일민속의상 전승에 관한 연구 
배우리* 권미정

(부산대)

15:30~15:50 현행 굿거리에서 무복 겉옷의 착용실태와 명칭에 관한 연구

김은정 배리듬*

(전남대)

임린

(담양도립대학)

15:50~16:10 패션 저널리스트 Anna Wintour의 스타일에 나타난 내적 가치
김영삼 이세영*

(중앙대)

제4발표장 패션마케팅 (장소: 112호)

좌장: 구양숙(경북대)

토론: 박은주(동아대)

최미영(덕성여대)

유  희(가톨릭대)

시간 제목 성명(소속)

15:10~15:30 셀피의 SNS 노출과 패션제품 노출에 관한 연구
김동섭* 추호정 

(서울대)

15:30~15:50
패션 아울렛 서비스 회복 노력 요인이 고객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정성 민감도 조절 효과 중심으로

김은정* 박민정

(이화여대)

15:50~16:10 예비교사의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복구매행동
이은희*

(원광대)



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학술대회 당일 오전 9:00~10:00 사이 포스터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발표시간에 발표자는 해당 포스터 앞에서 

질문에 응해야 합니다. 

진행위원 : 권미정(부산대), 김문영(계명대), 김은정(전남대), 김현숙(배재대), 김희숙(안동대), 박순지(영남대), 

유화숙(울산대), 임호선(숙명여대), 전향란(호원대), 최영림(대구대), 홍경화(공주대)

총괄: 나영주 교수(인하대)

장소: 한경직 기념관 1층 로비

의복과학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 개구리밥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
장현주 정진순

(제주대 세명대)

P2 개구리밥과 곰보배추의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
정진순 장현주

(세명대 제주대)

P3 연령에 따른 여성 스트레치 바지의 선호도
유수민 구영석

(부산대)

P4 디알데히드 가교제와 Girad’s T 양이온화제를 이용한 면섬유의 처리
윤은지 최형민

(숭실대)

P5 고강도 고성능 UHMWPE 무결망의 제조 및 특성
김민재 신용탁 안지훈

(한국섬유개발연구원)

P6 사방오리나무 가지 추출액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하영갑 이정숙

(경상대)

P7
고구마 줄기, 잎 추출액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2): 탄닌함유 

식물염재와의 복합염을 중심으로

홍보근 이정숙

(경상대)

P8 아로니아 과피 안토시아닌 색소를 이용한 면직물의 천연염색
이은주 이정숙

(경상대)

P9
IoE 환경에서 Health ICT 구현을 위한 스마트의류용 전도성섬유의 개발 

동향

김효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10 소방 벨트용 직물의 난연 및 열적 특성에 관한 연구
송영경 전설희 안승국

(부산대)

P11 소방 안전화용 재료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전설희 송영경 백영미 안승국

(부산대)

P12
Preparation of Amphoteric Cotton Cellulose using Polycarboxylic Acids 

and Triethanolamine

민주영 최형민

(숭실대)

P13 발열충전재를 활용한 보온성이 극대화된 천연염색 아우터 개발

이소정 이석현 구자봉 전재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물드린 

(주)대성텍스타일)

P14 고밀도 구조화에 의한 통기, 방수 소재 개발
김시은 하철주 박선미 박준배

(㈜호진글로벌 DYTEC)



의복설계생산

P15 소비자 인식도를 증가시킨 등급제 친환경 마크의 개발을 위한 탐색

정성학 김민섭 최동진 

최지숙 나영주

(인하대)

P16 패션명품의 대여시장에서 소비자의 동기, 혜택과 한계점
정소연 나영주

(인하대)

P17
공기저항성이 저감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개발을 위한 소재 배치 및 

패턴 영역에 대한 연구: 최적화 가상 시뮬레이션 기법을 중심으로

사아나 김창규 한현정

김승희 권오경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비에스지)

P18
직물 센서를 기반으로 한 아동용 동작 센싱 스마트 의류 개발의 가능성 

탐색

조현승 양진희 이주현

(연세대)

P19 Bacterial cellulose 의류소재 생산 시, 배양조건에 따른  표면 특성
송지은 임수민 김혜림

(숙명여대)

P20 의복형 디바이스를 위한 PU/CNT 복합재료 탄성섬유의 센서 성능 분석
오희경

(숭실대)

P21 3D CAD 가상봉제 system을 이용한 고감성 의류용 직물의 외관특성
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22
텍스타일 압력센서 개발: 실크스크린 프린트법을 활용한 텍스타일 센서의 

제작

김현주 김주용

(㈜우인기연 숭실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23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패션제품의 구조 분석
정희경 이정란

(부산대)

P24 남자대학생의 체형인식과 신체인지도에 관한 연구
이정은 성수형 박순지

(영남대)

P25 군용 방한복 상의 개발
정미애 남윤자

(서울대)

P26 안동포제품의 지역산업화방안
김희숙

(안동대)

P27 국내 봉제업 발전을 위한 의류생산 실무자 의견 조사
최선윤

(서울디자인재단)

P28 시니어 남성용 드레스폼 개발을 위한 정장착의 실태조사
최은희 도월희

(전남대)

P29 컬렉션에 나타난 저고리 형태 연구
최세린 김은정 도월희

(전남대)

P30
Trends in Fashion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an Analysis through 

Textual Information

Umair Ahmed Siddiqui 

Eunkyung Jeon

(울산대)

P31
서큘러 플라운스 스커트의 밑단 형상분석:

플라운스 길이와 구성매수를 중심으로

문경보 이명희

(부경대)

P32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 제품의 성능 평가
이정화 최경미

(배화여대 동서울대)

P33 컴프레션 의류 설계를 위한 연구
윤혜준 안재상 윤지원 고미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션디자인·한국복식

P34
셔츠 맞음새 평가 시 전문가와 초보자의 시선추적 및 맞음새 평가 항목의 

중요도 비교분석: Eye-tracking 기법을 이용하여

김영숙 송화경 장효웅

(경희대 한세실업)

P35 70대, 80대 여자 고령자 표준인체형상 개발
최경미 전정일 류영실

(동서울대 이패션테크)

P36 의류샘플생산 프로세스상 지체 발생의 원인 조사
김성현 도월희

(전남대)

P37 생산효율을 위한 공정관리에 관한 연구: 여성 재킷을 중심으로
김현순 김진선

(대구미래대)

P38 액티브 시니어의 아웃도어 웨어 착용실태 조사
김지은 최혜선 김은경

(이화여대,서울디지털대)

P39 고령 임산부의 증가에 따른 연령별 임부복 구매시 선호도 조사
오희경

(숭실대)

P40 한국 초등학생(7~13세) 여아의 손 치수 분석
정하율 임호선

(숙명여대)

P41
웨어러블 디바이스 용 복합구조실 제조 및 전기적 특성, 신호전달 특성 

평가: 복학구조실 신호전달실 제조 및 평가

최민기 김주용

(숭실대)

P42 성장에 따른 여성 체형 변화에 대한 기초 연구
최영림

(대구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43 일본 에도 시대의 황색의 고유성: 색명을 중심으로
이경희

(금오공대)

P44 남성의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의 특징: 국내 TV드라마를 중심으로
이은숙

(울산대)

P45 플리스 소재를 활용한 아우트로 미들웨어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정삼호 조은정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P46
국내 대중스타 패션의 성적소구 이미지:

롤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를 중심으로

신파람 이효진

(전북대)

P47
3D 가상 착의 시스템을 활용한 남성 스커트의 원형 개발 및 시각적 

이미지 연구: 20~24세 남성 표준 체형을 중심으로

양효정 박순천

(조선대)

P48
Waste Noil을 활용한 고감성 Linen-like 니트의류 디자인 개발 연구: 

여성용 S/S 제품을 중심으로

한남기 용광중 강현정 김병렬

(아이패션비즈센터 ㈜세왕섬유)

P49 아웃도어 재킷의 디자인 분석: 색상과 문양을 중심으로
서민녕 구영석

(부산대)

P50 형광색 등산 티셔츠 디자인 개발
최수진 권영아

(㈜석영텍스타일 신라대)

P51 침낭용 문양의 감성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임연화 권영아

(신라대)

P52
패션 산업에 나타난 과학 기술 적용 사례 연구: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중심으로

김성수 김영삼

(중앙대)

P53 장 누벨 건축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빛’의 표현에 관한 연구
이다은 권미정

(부산대)

P54
16-17세기 조선 홑철릭 유물의 특성을 응용한 베이비 돌(Baby doll) 복식 

문화상품 개발 

최  정

(원광대) 



패션마케팅

P55 익산의 문화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공 유니폼 디자인 개발
김혜경 홍정화 전희관

(원광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56
중, 장년층의 스포츠웨어 구매행동에 관한 에스노그라피적 접근: 

헬스의복을 중심으로

한지욱

(부산대) 

P57
SPA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에 따른 브랜드 선호도 변화에 대한 성별 비교 

연구: SPA 브랜드 H&M을 중심으로

남유정 김주현 이진화

(부산대)

P58
방한 중국인관광객의 한국화장품 구매기준에 따른 세분집단별 만족도와 

구매 후 행동의 차이비교

위  멍 이진화

(부산대)

P59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한 의상 분석 및 소비자 인식 연구: 

2007~2014 국내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정다혜 구영석

(부산대)

P60 몽골 여성들의 K-뷰티에 관한 인식
유혜경

(인천대)

P61
패션콘텐츠 미디어 환경예측을 위한 SPA 브랜드의 SNS 언어네트워크 

분석

전여선

(서울대)

P62 외모관리동기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삶의 만족도
김인숙

(신한대)

P63
국내 패션기업과 해외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비교, 분석연구:

기업 웹 사이트를 중심으로

박서정 김지은 이진화

(부산대)

P64
국내 유통업체 남성 SPA 브랜드 구매 의도 및 선행 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김미현 최지훈

(중앙대)

P65
중국 20대 소비자의 모바일 쇼핑 만족도와 신뢰도 연구: 

패션제품을 중심으로

홍금희 Liu Jing

(신라대)

P66 대학생의 외모유용성과 외모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 연구
이현옥 구양숙

(경북대)

P67
사회적 유용성 차원의 외모도구성이 외모지향도, 외모관련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현옥

(경북대)

P68 미용서비스 품질이 고객이탈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김정인 유태순

(대구가톨릭대)

P69 기능성 구두에 대한 소비자 인지 및 선호 분석
박우진 구영석

(부산대)

P70 여대생 의류제품 구입 시 인터넷 패션정보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수정 김한나

(충남대)

P71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용 장갑과 방화두건의 제품개발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김은정 이유경 조영수

박민정 이인성

(이화여대)

P72
비만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다이어트 

행동에 관한 차이 연구: 20대 남녀를 중심으로

박광희

(계명대)

P73 여대생 의류쇼핑 동행자 영향에 관한 연구

김수진 김혜경 정민규

한지원 추호정

(서울대)

P74 구매의사결정단계, 고객만족 및 재구매 의도의 관계 분석
유화숙

(울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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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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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ㆍ이정숙
경상대학교

아로니아 과피 안토시아닌 색소를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천연염료는 소재가 갖는 자연적인 색감으로 인하여 천연염료개발, 천연염료를 이용한 염색, 천

연염색을 이용한 제품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근래에는 6차 산업의 일환으로 건강과 웰빙 트렌드에 맞춘 아로니아가 기능성 과수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건강과 웰빙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아로니아 

열매를 착즙하고 난 후 껍질을 이용해 원예부산물의 재활용이라는 측면과 천연염재의 발굴과 천

연염색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아로니아(Aronia melanocarpa)는 장미과의 낙엽관목으로 북아메리카 동북부 지역이 원산지인 

베리류다.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떫은맛을 갖고 있는 열매로 식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

며,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여타과일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고 안토시아닌과 페놀산이 풍부하

며 다른 베리류에 비해 안토시아닌 함량이 우세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국내에는 2007년경에 

도입되어 추위와 병충해에 강해 재배가 어렵지 않고 타 작목에 비해 단위면적당 소득도 높아 고

소득 작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로니아 껍질 추출물을 이용하여 견직물을 이용해서 염색 하였고, 염색기는 IR 

(KSL-24Perfect, 고려화학)을 사용하였다.

최적의 염색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염색온도, 염색시간, 염액농도, pH, 반복횟수에 따른 염

색성을 검토하였으며, 매염방법 및 매염제의영향에 따른 염색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급 시약인 

Tin chloride(SnC12), Aluminium potassium sulfate(Alk(SO4)2·12H2O), Copper sulfate(CuSO4 

·5H2O), Iron sulfate(FeSO4·7H2O)를 사용하였으며, 염색포의 표면색측정은 Compute Color 

Matching System(UtraScan PRO, Hunter Lab, USA)를 사용하였다. 염색 견뢰도(세탁, 드라이클리

닝, 마찰, 땀, 일광견뢰도)와 기능성(향균성, 소취성)을 측정하여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염색온도 80℃와 염색시간 60분에서 가장 높은 염착량을 보였고, pH3

과 염액농도 100%, 반복 염색은 3회, 선매염시 Sn, 후매염은 Fe에서 가장 높은 염착량을 나타내

었다. 세탁견뢰도,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땀 견뢰도, 마찰견뢰도는 대체로 우수하게 나타났고, 일광 

견뢰도는 저조하게 나타났다. 기능성을 살펴보면 소취성은 96%, 항균성은 99.9%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일광 견뢰도에서 아로니아 추출물은 퇴색정도가 좋지 않으므로, 견직물 염색시 일광견뢰

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06 _____ 2016년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김효진
연세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웰니스의류에 적용 가능한 FET 특성 기반의 탄소섬유 
나노바이오센서의 기술 동향

의료용 바이오센서는 바이오센서 중 수요가 가장 많은 부문으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용 바이오센서의 높은 수요는 언제 어디서든 즉각적인 측정이 가능하여 중환자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하기 때문이다. 의료용 바이오센서를 이용

한 웰니스의류 시장은 U-Healthcare 서비스 시장의 규모 및 추세를 통해 볼 때 틈새시장으로써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웰니스의류는 섬유기반의 바이오센서와 디지털 

실, 그리고 신호 전송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바이오센서를 통해 사람의 몸으로부터 얻어

지는 생체신호, 즉 심전도, 호흡, 체온, 피부저항, 혈압, 운동량 등의 신호를 얻을 수 있다. 바이

오센서를 활용한 웰니스의류로 생체신호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국내외적으로 시도되고 개발되고 

있으며 무구속, 무자각 생체신호 계측 기술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원천기술 및 지적재산권 확보

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바이오센서 기술 개발 추세는 동시에 여러 가지 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마이크로 어레이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검출을 위한 전기적 광학적 장치 등의 

결합으로 인하여 전체 시스템이 가격 상승과 얇은 막의 접착력, 감도의 심한 변화, 구성품의 결

여, 잡음 간섭,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또는 화학성분 탐지의 특이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형, 저가격 대중화,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휴대성 등 

대중화를 이루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나노입자(Nanoparticle), 나노선

(Nano Wire),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 그래핀(Graphene) 등 나노물질을 이용한 

바이오센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의 연구개발 동향 중에 눈에 띄

는 것은 형광(Fluorescence) 등을 이용한 표지 방식보다는 비표지 방식의 측정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다는 것이다.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화학적 표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생분자의 특성에 영

향을 주어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표지 절차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과정

을 거치고 단백질 각각에 대해 다른 표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표지 방식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비표지 변환기로

는 광 변화를 이용한 표면 플라즈몬 공명(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센서, 전기량의 변화

를 측정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ield Effect Transistor; FET) 센서, 그리고 질량 변화를 감지하

는 공진기(Resonator) 등이 있다. 이 중 나노 FET 기반의 바이오센서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데, 그 이유는 크기를 나노 영역으로 줄임으로써 표면적 대 체적비(Surface to Volume Ratio)가 

증가하면서 민감도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화학적 측정에 기반을 둔 FET 센서가 더욱 

주목 받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U-Healthcare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환자뿐 



107연구논문(구두) 발표: 의복과학 _____

아니라 일반인의 건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스템 개발

을 위해서는 바이오센서의 소형화, 대량생산, 단일세포·단분자 분석, 실시간 관찰, 저렴한 공정과

정 등이 필수적인데, 이는 사람들이 손쉽게 휴대 또는 착용하며 질병 진단과 진단결과 전송까지 

가능해야하기 때문이다.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치료 의학에서 예방 의학으로, 

질병 중심에서 웰빙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유비쿼터스가 있으며 이러한 U- 

Healthcare를 위해서는 현장용 바이오센서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U-Healthcare를 

위한 웰니스의류의 방향은 기존 실리콘 및 유리 기반 소자의 한계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착용하

고(wearable) 접을 수 있는(flexible) 소자들이 새로운 바이오센서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다. 플렉서블 센서는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캐패시터(Capacitor), 저항(Resistor), 

트랜지스터(Transistor) 타입의 세 가지로 분류되고, 이 중 트랜지스터 센서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반도체의 성질 변화나 게이트 절연막의 특성 변화를 이용하고 트랜지스터 특유의 증

폭 특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신호잡음비를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대부분의 플

렉시블 기판이 고온의 공정을 견디지 못하고 기존의 실리콘을 중심으로 하는 무기물 반도체가 플

렉서블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트랜지스터의 반도체를 탄소소재와 같은 유기물

로 구성한 센서는 플렉서블 센서로의 적용을 위한 거의 모든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바이오센서 전극에 사용되는 탄소물질은 높은 강도, 주변 셀과의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불활

성 등의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물질을 전극에 사용할 경우 부품의 내구성 및 강

도의 부족에 따른 구성품의 결여 및 주변의 다른 생물분자와의 반응에 따른 전기적 잡음을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탄소물질 중 탄소나노튜브 및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높은 탄소물질로서 전기

적으로 높은 감도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고 소형화를 통한 휴대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노

입자, 나노선 등 나노물질을 이용한 바이오센서들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나노 탄소물질은 높은 다공성, 넓은 비표면적 및 전도성이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나노 탄소전극을 이용한 바이오센서에서 생물분자와 반응할 때 기존의 바이오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감도 신호 변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노 탄소물질의 구조체 크기가 생물분

자 크기와 거의 흡사하므로 나노 탄소물질의 표면적과 크기조절에 따라 바이오 물질을 선택적으

로 검출할 수 있는 센서의 개발이 가능하다.

그동안 의류학 외의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었던 바이오센서는 U-Healthcare가 중요해지는 미래

에는 웰니스의류에 필수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웰니스의류의 보편화를 위해 웨어러블하고 플렉서

블하게 개발 가능한 바이오센서에 대해 의류학 내에서 심도있게 연구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웰니스의류에 적용 가능한 FET 특성 기반의 탄소섬유, 즉 탄소나노튜브나 그래핀 등의 나

노바이오센서의 기술 동향을 알아보고 향후에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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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미*ㆍ최형민
숭실대학교

MALDI-TOF 질량분석법과 현미경법을 이용한 
속임수 캐시미어 섬유의 감별법

Ⅰ. 서론

캐시미어 섬유는 사육한 염소과인 Capra Hircus Laniger에서 채취한 단백질 섬유로 가늘고 부

드럽고 광택이 뛰어나 고급 섬유 소재로 사용된다 [1, 2]. 정련된 캐시미어 섬유는 USD 

100-150/kg정도로 같은 중량의 양모보다 10배 정도 고가이며, 원료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속임수 캐시미어 섬유의 사용이 확산되어 그에 따른 품질표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1]. 속임수 

캐시미어로 사용되는 섬유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섬유는 갈색 야크 섬유이며, 이는 히말라야 또는 

티벳 지대에서 소과인 야크(Bos grunniens)에서 채취한 단백질 섬유이다. 정련된 야크 섬유는 캐

시미어 섬유와 유사한 직경을 가지고 있고 가볍고 부드러우며,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다. 정련된 

야크 섬유의 품질은 캐시미어 섬유와 유사하지만 가격은 캐시미어 섬유 가격의 1/4 수준이다 

[3-4]. 

그러므로 속임수 캐시미어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었으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트릭스-보조 레이저탈착이온화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 (Matrix- 

Assisted Laser Deionization-Time of Flight(MALDI-TOF) mass spectroscopy)를 이용한 단백질 지

문 분석법으로 캐시미어와 야크 섬유를 정성분석하였고 이를 이용 최초로 정량 분석을 행하였고 

또한 현미경 분석법을 이용 비교 분석하였다. 

 

Ⅱ. 실험방법

CCMI Fiber box 2011에 있는 25개 캐시미어와 7개 야크 섬유에서 단백질을 트립신 효소를 

사용하여 가수분해 시켜서 펩타이드 형태로 만든다. 이 펩타이드는 MALDI-TOF 질량분석기에서 

분석하여 펩타이드 질량 패턴으로 만들고, 얻은 결과는 표준시료와 펩타이드 질량 패턴과 비교하

여 얼마나 유사한지를 계산하여 수치화한다. 

MALDI-TOF 질량분석기는 Bruker Autoflex Speed LRF 시간비행형 (Bruker-Daltonic, Bremen, 

Germany)이고, 타겟 플레이트는 MTP 384 target ground steel TF, 레이져는 Smartbeam-Π 

(355nm, 에너지 100 μJ/pulse, 최대 500 μJ).이다. 분석 조건은 positive mode, ion source volt-

age 19 kV, reflector voltage 21kV에서 실시하였다. 광학 현미경(Olympus BX51, 미국)과 주사전

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escan Vega 3, 체코 공화국)을 이용하여 최소 

1000개 이상의 캐시미어와 야크 섬유를 감별하고 100개 이상의 섬유 직경을 측정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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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a)     (b)

 

©     (d)

<Fig. 1> 캐시미어와 야크섬유의 현미경 분석

(a) 광학-갈색 캐시미어, (b) 광학-갈색 야크, (c) SEM-갈색 캐시미어, (d) SEM-갈색 야크

Fig. 1과 같이 현미경법은 캐시미어와 야크가 아주 흡사하게 보인다. 전반적으로 캐시미어와 

야크 섬유의 감별기준은 있지만 천연섬유라서 똑같은 형태를 가지지 않고 뚜렷한 기준들이 나타

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캐시미어와 야크 섬유가 혼방된 직물에서 함량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고도의 숙련기술을 필요로 하며 또한 분석

자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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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캐시미어 섬유 MALDI-TOF 질량분석 스펙트럼의 예 (아프칸 진한 갈색, D1)

Fig. 2는 25개의 캐시미어와 7개의 야크 섬유 중 대표적인 캐시미어(D1:Afghan dark brow 섬

유의 1000-4000Dalton 범위에서 mass-to-charge(m/z)의 MALDI-TOF 질량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스펙트럼에서 여러 질량 이온피크를 분석하였고 그 중 특이 피크인 1109, 1151, 1204, 1431, 

1486, 2036, 2503, 2519, 3266을 분석하였다. 이온피크는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단백질에서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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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펩타이드의 질량 값이다. 

<Fig. 3> 25 캐시미어 섬유와 7 야크섬유의 m/z 1431의 이온피크 세기. 

이 이온피크들 대부분은 캐시미어와 야크 섬유 둘 다에 다 나타나지만 어떤 피크들은 각각의 

섬유에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Fig. 3에서 보는 m/z 1431 이온피크는 캐시

미어에는 나타나지 않고 야크 섬유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량 이온 

피크를 구분하여 나타냈고 이를 이용하여 정성 정량 분석하였다. 또한 이 분석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업용 시료를 이용, 현미경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Ⅳ. 결론

MALDI-TOF 질량분석법은 고가의 캐시미어 제품에 대한 속임수 라벨을 막고 올바른 품질표시

를 위해 적절한 정성, 정량 분석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표준화된 현미경법과 병행하여 수

행하면 분석시간도 줄이고, 오차범위도 좁혀 신뢰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법이다. 또한 현미경으

로 감별하는 숙련도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분석법으로 생각되어진다. 현재 ISO에서 

이러한 방법을 표준화방법으로 채택시키고자 노력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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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경*ㆍ이정란
부산대학교

뉴시니어 여성을 위한 자전거의류 개발

Ⅰ. 서론

국민들의 소득 수준 및 문화 의식 향상에 따른 레저 활동의 활성화와 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박준

희, 유신정, 2012). 그 중 50대 이상 연령의 자전거 이용률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

이 증가할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정성엽, 2011). 최근 수년 사이에 서울 한강과 경기도 

일대, 4대강 유역 등 전국에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면서 자전거동호회 활동이 증가하였고, 국내 

자전거 동호인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중장년층으로 구성된 자전거동호회의 활동도 활발

해졌다(이혁진, 2011). 

뉴시니어는 기존의 장년층과 달리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50~60대로 외모,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다. 여가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보다는 보다 젊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동호회 활동

에 적극적이며, 신체적, 인지적, 외양적 젊음을 추구한다. 또한 캠핑, 자전거 타기 등 아웃도어 

스포츠와 같은 역동적인 레저 활동을 즐긴다(김하나, 2013). 

현재까지 진행된 자전거의류 관련 연구는 착용감과 관련한 불편사항 및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이유진, 서미아, 2008; 김은경, 2010; 유신정 외, 2010; 차유미, 이상은, 2012)와 패턴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김연행, 김여숙, 2003; 최미성, 2004; 정연희, 2006; 엄지은, 2013), 자전거 운동 시 인

체 부위별 발한량, 피부온, 의복기후를 측정한 연구(박준희, 유신정, 2012; 박준희, 유신정, 2014)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자전거의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그 대

상은 대부분 젊은 층이나 남성으로, 건강과 레저,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많은 50~60대 시니어 여

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시니어 여성의 선호를 반영

함과 동시에 운동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전거의류를 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문가 및 

착용자를 대상으로 외관 및 동작 기능성 만족도를 평가함으로써 뉴시니어 여성 소비자의 만족도

를 높이며, 체형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합성이 높은 기능성 자전거의류 상용화의 가능성을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뉴시니어 여성을 위한 자전거의류를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정희경, 이정란, 

2015)의 결과를 바탕으로 뉴시니어 여성의 선호를 반영한 자전거의류 디자인 설계, 자전거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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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기능성 소재의 선정, 각 소재별 흡수속도 및 건조속도 실험, 자전거 주행 시 동작기능

성 및 치수적합성을 고려한 패턴 설계의 과정을 거쳐 착용감이 우수한 실험복을 제작하고, 전문

가 집단 및 착용자 집단의 착의 평가를 통해 개발된 의복의 외관 및 실용성, 동작기능성을 평가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자전거의류의 디자인 및 소재

재킷과 팬츠로 구성된 실험복의 디자인은 자전거 주행 시 운동 기능성과 신체적합성을 고려하

여 심플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다. 상의는 빨간색의 메인 색상에 멜란지 회색의 배

색소재를 사용하여 땀이나 오염이 눈에 띄지 않게 하였으며, 암홀 프린세스 라인을 넣어 허리선

이 날씬해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하의는 검정색의 메인 색상에 빨간색의 배색소재를 사용하였

으며, 자전거 주행 시 근피로도를 감소시켜 줄 수 있도록 다리 근육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형태

로 디자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절개선 및 배색소재의 사용은 시선을 위로 끌어올려주는 

효과와 함께 착용자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부각시켰으며, 상의와 하의의 절개선 부위에 서로 

다른 재귀반사 소재의 사용함으로써 흐린 날이나 야간 주행 시 착용자의 안전을 극대화하였다. 

2. 자전거의류의 패턴 설계

실험복의 패턴은 뉴시니어 여성의 치수를 기초로 자전거 주행 동작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상의는 시판 자전거의류에 비해 앞중심길이보다 등길이를 길게 설정하여, 뒤허리를 안정감있게 

감싸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전거 주행 동작 시 팔의 움직임이 원활하도록 사이드 패널과 작은 

소매의 겨드랑이 부분을 연결하여 겨드랑이 봉제선이 없도록 설계하였으며, 착의실험을 통해 등

주머니의 위치 및 각도를 설계하였다. 하의는 근육과 인대의 움직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봉제 시 

솔기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이

로써, 뉴시니어 여성의 체형 및 자전거 주행동작을 반영한 패턴 설계와 함께 흡한속건과 스트레

치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소재의 사용으로, 착용자의 인체적합성 및 자전거 주행 시 동작 기능성

을 향상시켰다. 

3. 자전거의류의 평가

전문가 집단의 외관 및 실용성 평가 결과, 맞음새에 대한 외관뿐 아니라 디자인, 소재, 색상 

배색, 트렌드 적합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재의 신축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재귀반사소재가 차지하는 면적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추후 본 연구의 실

험복이 상용화된다면, 전체적인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귀반사 소재의 사용 면적

을 조금 넓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전거 타기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12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외관 및 동작기능성을 평가한 결과, 외관 평가보다 동작기능성 평가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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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평가를 받았다. 외관 평가의 경우, 상의와 하의 모두 밀착감에 대한 평가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소재의 신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동작기능성 평가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불편사

항으로 지적되었던 내용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매통 및 겨드랑이 부분에 대한 평

가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패턴 설계와 소재 사용이 자전거 주행 동작 시 

매우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Ⅳ. 결론

건강과 레저,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많은 뉴시니어 여성의 감성을 반영한 자전거의류의 개발

은 사용자의 착용만족도를 높이고, 관련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

역에서 수집한 자료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참여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70대 이상의 노년층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소비자층의 필요를 파악하

여 다양한 기능성 자전거의류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행, 김여숙 (2003). 싸이클웨어의 패턴개발을 위한 체표면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3), 375-386.

김하나 (2013. 6. 16). 패션업계, ‘액티브 시니어’를 잡아라. 패션인사이트, 자료검색일 2015, 1. 22, 자료출처 http://www.fi.co.kr

박준희, 유신정 (2012). 사이클 웨어 개발을 위한 상체 발한 바디맵핑.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9(1), 171-177.

박준희, 유신정 (2014). 추운 계절 자전거 운동 시 부위별 피부온, 의복기후, 주관적 감각에 미치는 기류의 영향. 한국생활환경학회

지, 21(5), 809-820.

엄지은 (2013). 기능성 및 감성을 고려한 여성 커뮤팅 바이크웨어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신정, 박준희, 방기성 (2010). 사이클웨어 통기성 불만족도와 착용실태 조사. 2010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이유진, 서미아 (2008). 사이클 웨어의 생산 현황 및 착용 실태 조사 연구-사이클 웨어 20∼35세 남성 착용자를 대상으로-. 복식

문화연구, 16(1), 58-69.

이혁진 (2011. 9.). 한강 하이킹족, 자전거열차 타고 금강도 접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검색일 2015, 4. 16, 자료출처 

http://reporter.korea.kr 

정성엽 (2011. 7). KOTI 자전거 교통 브리프. 한국교통연구원, 2(7), 2-8. 

정연희 (2006). 인체의 3차원 곡률분포와 동작을 고려한 사이클복 하의 패턴개발.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희경, 이정란 (2015). 액티브 시니어 여성의 자전거의류 선호에 따른 디자인 제안. 한국의류학회지, 17(4), 604-612. doi: 

10.5805/SFTI.2015.17.4.604

차유미, 이상은 (2012). 자전거 출퇴근 시 착용의류 불만족 요인 및 선호 아이템 연구. 한복문화학회지, 15(2), 31-43.

최미성 (2004). 사이클 선수들을 위한 투피스 형 사이클복의 패턴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5), 637-647.



116 _____ 2016년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영림
대구대학교

I-세대의 어패럴캐드 교육을 위한 블렌디드러닝 활용 제안

Ⅰ. 서론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밖으로는 종전의 GATT체제에 포함

되지 않았던 교육 분야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과 WTO협정에 포함되는 환경에 처해있고, 안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과 지방의 불

균형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졸업학점 하향조정과 융복합 인재 양성

을 위한 필수 전공학점 이수기준의 하향조정 등의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전공교과목 교육에 새로

운 돌파구가 필요한 현실이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사회로 설명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양

한 방향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서비스 중 하나는 교육정보 전달 서

비스로서, 이러닝(e-learning), 온라인 공개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 교육자원공개

(Open Education Resource)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영상 기반의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

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강좌에 있어서도 동영상 유형이 다른 유형의 콘텐츠보다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동영상 콘텐츠가 기존의 대면학습과 유사하고 학습자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이다(이혜

정, 김태현, 2008). 

특히 현재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교육과정에서 이러닝을 경험하여 동

영상 기반 콘텐츠에 익숙한 I세대이다. I세대의 ‘I’란 인터넷(Internet)의 약자로, 인터넷세대를 지

칭한다. 세계적인 인터넷망인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 창안된 1990년대 초 이후에 출

생한 이들로,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놀이와 학습을 경험하여 인터넷 환경에 친숙하다

(두산백과). 따라서 동영상 기반 콘텐츠를 활용한 교수법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세대일 것이다. 

동영상 기반 콘텐츠는 문자정보, 시각적, 청각적, 비언어적 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어 학습자가 시

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하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내용 전달로 인해 학습

자가 수동적으로 학습한다는 단점도 있다.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상호작용적 요소를 삽입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학습자들은 다른 유형의 콘텐츠들보다 일방적인 지식전달을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이러닝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학습방법과 도구, 교수전

략을 활용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렌디드러닝(Blended-learning)이 도입되었

다. Singh & Reed(2001)에 따르면 학습자의 관점에서 블렌디드러닝은 학습자들의 편리성과 접근

성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3D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이 개발되었으며 국내외 

의류산업에 도입되고 있다.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대학에서의 3D CAD 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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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있으나 기존의 교과과정을 유지하면서 교과목을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3D CAD는 패턴을 기반으로 하며 어패럴패턴캐드에서 제작한 패턴의 완성 상태를 점검할 수 있

어 어패럴패턴캐드와 연계하여 교육하는 것이 적합하다. 또한 어패럴패턴캐드는 컴퓨터를 기본으

로 하는 교과목이므로 다른 교과목보다 동영상 콘텐츠를 적용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어패럴패턴캐드 교과목에서 기존의 패턴캐드와 3D 캐드를 교육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

인 학습환경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블렌디드

강의 단계별 교수, 학습 모형과 동영상 기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6학년도 1학기 패션디자인학과에서 개설된 어패럴패턴캐드를 수강하는 3개 분

반, 60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습자들에게는 주당 4시간(실습), 총 15주의 블렌디드러

닝이 제공되었다. 어패럴패턴캐드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로는 SuperAlpha plus(Yuka & Alpha Co., 

Ltd)와 CLO3D((주)클로버추얼패션)가 선정되었다.

교육과정은 표와 같이 설계되었다. 어패럴패턴캐드 교육을 위한 블렌디드러닝 전략을 개발하

여 15주의 주별 수업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학습 과정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와 심화학습 자료, 퀴

즈를 개발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실기평가로 실시하였으며 시험

범위와 문제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블렌디드러닝 전략
어패럴패턴캐드 교과목에 블렌디드러닝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 교수, 학습 모형을 개발

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수법의 범위와 역할을 규정.

주별 수업 내용
의류산업체에서 요구되는 패턴캐드와 3D 캐드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을 분석하여 어패럴패턴

캐드 교과목의 주별 수업 내용을 선정.

동영상 콘텐츠
캐드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주별 강의 내용에 따른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 Youtube에 게시하

여 접근성 향상.

심화학습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의 패턴 제도법, 3D 의상용 캐드 파일 

등을 개발.

퀴즈 동영상 콘텐츠로부터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 4회의 퀴즈를 개발.

평가
평가에 대한 자신감 향상을 위하여 시험범위와 문제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평가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 제공.

<표 1> 교육과정 설계

강의평가 설문지를 통하여 블렌디드러닝의 적용에 따른 학업성취도와 학습만족도를 조사하였

다. 학습자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격년제 개설 교과목이므로, 학업성취도와 

학습만족도는 2014학년도 1학기 학습 결과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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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심ㆍ김사름ㆍ이은영*
상명대학교ㆍ

에스원텍스타일ㆍ조선대학교*

텍스타일 인터페이스로 조절하는 스마트 의류의 착용성 평가

웨어러블 스마트웨어 시스템(Wearable smart clothing system)은 사용자의 환경과 상태를 분석

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편안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발전되어 왔다. 스마트 텍스타일의 시

스템은 센서(Sensor), 엑츄에이터(Actuator), 그리고 구동(Controller)시스템으로 구성되는데, 이러

한 스마트 텍스타일 시스템이 착용에 불편함이 없고 사용에 있어 내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도

성 섬유재료를 이용한 섬유 일체화(All-fabric integration)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텍스타일 스위치 인터페이스로 조절하는 섬유일체형의 온도조절 스마트 재킷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스마트 재킷에 대해 전반적인 착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1)

개발된 스마트웨어에 대한 착의 평가는 2015년 3월에서 10월까지 이루어졌으며, 피험자들은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류학 혹은 인터페이스 디자인 전공자들로 한정시켰다. 총 

피험자 43명이 개발된 실험복을 30분 이상 착장한 뒤, 총 6가지의 평가항목에서 얼마만큼 만족하

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지는 웨어러블 컴퓨터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Knight et, 

al.(2002)이 제안한 웨어러블 컴퓨팅 시스템의 편안함 평가 척도(Comfort Rating Scale)를 사용하

였고, 자료 분석은 SPSS 2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섬유일체형 온도조절 스마트재킷 설계는 크게 발열 텍스타일, 텍스타일 스위치, 그리고 텍스타

일 전송선을 텍스타일화 하여 설계한 뒤, 재킷의 소매에 위치한 텍스타일 스위치와 등과 후드의 

양쪽 귀에 위치하도록 설계한 발열섬유에서 컨트롤러로 들어오는 세 선의 통합부를 제작하여 컨

트롤러의 크기를 줄이고 범용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스마트 재킷

과 달리 발열 텍스타일, 텍스타일 스위치, 그리고 전송선 모두 섬유일체화된 인체에 유연하고 부

드러운 촉감을 제공하는 온도조절 스마트재킷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스마트 재킷을 위한 스마트웨어의 편안함에 대한 착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은 

총 6가지의 평가항목 가운데 유해성, 인지적 변화, 동작성, 불안감 측면에서 불편함의 정도가 

Low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 부착성 측면에서는 Moderate 수준에 해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복이 기존 온도조절 스마트의류와 달리 섬유일체형으로 시스템과 

발열 부위 모두 제작하여 인체가 느끼는 불편함과 이질감을 느끼는 수준이 낮으며, 대체적으로 

일상복과 같은 착용감을 느껴 전체적으로 그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향후 웨어러블 스마트 웨어 시스템에 관한 정밀한 평가를 위해 온도조절 시스템과 텍스타일 

스위치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섬유일체화된 온도조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503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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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스마트재킷은 앞으로 온도조절 스마트의류 시장의 성장 발전과 유용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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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리*·권미정
부산대학교

현대 Oktoberfest에 나타난 독일민속의상 전승에 관한 연구

Ⅰ. 서론

본 연구는, 한 국가의 고유한 특질을 반영하는 민속의상이 그 국가만이 지닌 독특한 매력을 

어필하는 가시적인 수단으로써 효과적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잘 전승되고 있는 사례를 옥

토버페스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민속의상에 대한 관심은 대내적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글로컬리즘을 중시하는 오늘날 경향과 크게 관

련을 가진다. 필자는 2015년 독일에 교환학생으로서 수학하던 중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인 독일

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에서 민속의상이 지닌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실감했고, 독일 여성 

민속의상인 디른들(Dirndl)과 남성의 레더호젠(Lederhosen)이 민속축제와 맥주축제라는 옥토버페

스트 주요 테마와 어우러져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인기가 점차 세계화되었음을 느끼게 되

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한복 착용은 아직 국제화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상용화가 되어있지 않

은 상태여서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옥토버페스트에 

나타난 독일민속의상의 전승 모습과 이를 가능케 했던 요인을 살펴보고, 우리 한복의 발전에 대

해서도 생각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독일민속의상의 '전승(傳承)'이라는 단어를 ‘널리 전해져 이어옴'으로 정의하고 

의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대의 기간은 201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의 기간으

로 설정하였다. 축제에서 착용된 의상 자료는 축제공식개최도시인 뮌헨, 즉 독일 남부의 것은 

www.oktoberfest-live.de에서, 독일 북부는 http://www.stadtbilder-hannover.de를 참조하였다. 한

편 축제를 위한 판매 의상은 현지의 유명 백화점 'GALERIA'와 'engelhorn'의 온라인매장을 통해 

오늘날 민속의상의 가격대별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옥토버페스트에 나타난 독

일민속의상을 디자인 요소와 이에 따른 이미지로 분석하였다. 디자인 요소는 실루엣, 색상, 소재 

및 패턴 그리고 자수, 장식선등을 포함하는 디테일 요소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독일민속의상의 원형에 대한 사진자료는 옥토버페스트가 기원한 1810년을 기점으로 19세

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그려진 삽화자료 30점과 사진자료 15점을 최종 수집하였다. 그리고 의복설

명 및 용어는 독일전통의상을 연구한 국내논문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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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독일은 지리상 유럽대륙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과거에는 독일지역 간 교류가 적었으므로 

오히려 인접한 국가 간의 민속의상 모습과 유사성을 띈다. 먼저 독일 남부는 허리를 조이는 바디

스와 개더스커트가 특징인 디른들, 가죽바지에 가죽장화를 신는 레더호젠 스타일이 스위스와 알

프스산간지방 민속의상과 공통적이다. 반면 독일북부는 여성복에서 금실, 은실 등으로 득히 앞치

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그리고 남성복은 남부에 비해 목이 더 올라온 베스트를 착용했고, 바지 

밑단이 조금 부풀어져있거나 덜 조이는 형태였는데 이는 덴마크 민속의상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오늘날 옥토버페스트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축제의 기원지인 남부 바이에른의 전통의상을 착용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able 1> 지역별 독일민속의상의 과거와 현재 

민속의상

지역
독일민속의상(1920년대 이전) 현대 Oktoberfest에 나타난 독일민속의상

남부

<그림1>

바이에른주 민속의상

Albert Kretschmer의 

그림(1890) 

<그림2> 

뮌헨 옥토버페스트(2015)

북부

<그림3>

샤움버그리페주 민속의상

우편엽서(1917)

<그림4>

하노버 

옥토버페스트(2012)

위의 사진들을 참고로 옥토버페스트를 통해 독일민속의상이 과거에서 현재로 전승되는 양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루엣은 여성과 남성의복 모두 과거와 현재의 실루엣이 같았다. 여

성복 디른들은 부풀린 어깨소매에 허리는 조이고 치마는 개더를 잡았으므로 X자 실루엣 중에서

도 피트 앤 플레어 형태에 속한다. 그리고 남성복은 사각형실루엣 중에서 스트레이트 실루엣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색상은 디른들의 경우 전승 과정상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서 정확히 정

의내릴 수 없었다. 다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더(Mieder; 코르셋형 조끼)와 스커트에 있어서 슈르

째(Schürze; 앞치마) 색을 보색의 것으로 조합하거나 슈르째의 색이 의상에서 강조효과를 내도록 

여러 색상들의 명도와 채도를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남성의 레더호젠은 올리브, 갈

색, 회색, 검정색이 대다수 활용되어 거의 과거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다. 세 번째로 디른들의 

소재는 오늘날 대부분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를 혼용해서 과거에 사용되던 면과 견섬유가 주는 

의복의 특징을 살려내고 있었다. 이같은 소재의 경량화 현상으로 의복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게 

용이해졌다. 레더호젠은 소나 사슴 등의 천연가죽 소재가 대다수로써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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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남성복의 블라우스는 오늘날 깅엄체크패턴의 블라우스를 일반적으로 착용하여 한 단

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네 번째로 디테일적 요소에서 여성복은 가슴의 꽃장식은 사라졌지

만 치마 밑단의 파이핑 장식과 허리춤에 리본을 매는 디테일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

리고 남부지역 레더호젠의 특징인 에델바이스 자수 역시 과거와 현재 의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났다. 

위의 디자인 요소들로 미루어보면 여성복 디른들은 과거에는 우아한 여성의 이미지였다면 오

늘날은 가볍고 발랄하면서도 네크라인과 스커트 부분의 신체노출 증대로 인해 매혹적인 이미지를 

띄고 있었다. 남성복은 실루엣과 소재는 투박하지만 빨강, 파랑 등의 깅엄체크셔츠와 에델바이스 

자수가 새겨진 멜빵 등의 디테일과 장신구의 조화로 개구진 소년 이미지를 주었다. 한편 독일 현

지백화점에서 옥토버페스트 의상은 디른들, 그리고 세일 중인 레더호젠의 경우 100유로 미만부터 

100유로 중반의 의상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천연섬유의 함유율, 가죽의 질에 따라 300유로 이

상의 고가에 해당하는 민속의상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Ⅳ. 결론

옥토버페스트와 관련하여 독일 민속의상이 지금까지 널리 입혀져 올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현

지인들이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전통성을 중시했고, 다수가 즐기는 행사에서 의상이 유니폼 역

할을 하여 소속감을 느끼게 작용하는 것, 그리고 축제 속에서 얻고자하는 주목심리가 민속의상을 

통해 충족될 수 있었던 것 등의 심리적 요인도 내재되어 있었다.

현대 옥토버페스트에 나타난 독일민속의상의 전승모습을 보면 전체적 실루엣은 변하지 않았지

만 색상에서 명도와 채도의 변화가 다양해졌고, 소재는 합성소재를 혼용하여 100유로대의 합리적 

가격으로 의상을 착용할 수 있었다. 디테일 측면에서도 지역적인 자수와 리본장식이 그대로 나타

났고, 의복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축제행사와 걸맞게 한 층 더 발랄해진 모습이었다. 여기에 옥토

버페스트의 세계적인 인기가 더해져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독일민속의상을 찾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의 현황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한복의 전승을 위해서도 기존의 축제와 기타 문화

적인 이벤트를 국제화, 활성화 하는 시도와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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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굿거리에서 무복 겉옷의 착용실태와 명칭에 관한 연구

Ⅰ. 머리말2)

현재 전승되고 있는 굿은 일종의 종교의식으로 절차와 형식적인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

고 있으며, 무복의 종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중부권 강신무는 남부권의 세습무에 비

해 무복 겉옷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지역 굿거리의 특성에 따라 착용하는 무복 겉옷의 기본적

인 기준과 틀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행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무복의 겉옷은 형식과 구성에서의 일

관성이 결여되고 종류가 다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굿거리

에서의 기능과 역할로 무복 겉옷의 쓰임이 명확히 구분되었던 전통 굿거리와는 차이가 크다.

각 지역마다 착용하는 무복 겉옷의 종류나 수가 다른 것은 무속인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무당형은 주로 서울, 황해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의 유형으로 강신체험을 

통한 무로 굿을 주관하고, 영력에 의해 점을 치며 예언하여 몸에 신을 직접 모시기 때문에 신을 

상징하는 무복 겉옷의 종류가 많다. 단골형은 강원, 호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당이 해당되며 혈

통을 따라 사제권이 계승되어 무당이 된 세습무로 영력이 없이 신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Kim, 1997) 무복 겉옷의 수가 적다. 심방형은 주로 제주도에서 활동하며, 무당형과 같이 영력

이 있고 신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신이 몸에 직접 강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당형과 단골형의 

중간이며, 무복의 수도 두 종류의 중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속인의 유형이 지역에 따라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착용하는 무복 겉옷 

중에는 동일한 형태의 것이 많고 굿거리의 목적에 따라 착용예가 유사한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

러나 같은 형태의 무복 겉옷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또는 무속인에 따라 다른 의미로 입혀지기도 

하며 이에 따라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명칭의 혼용은 다시 무복 겉옷이 갖는 의

미와 역할을 변형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굿거리 무복의 원형보전 및 올바른 전승을 위한 착

용실태와 명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연구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굿을 연행하는 현장을 참관하여 설

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무속인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포를 포함한 겉옷의 실태와 

명칭을 분석하였다. 조사를 위해 참관한 지역 굿과 무속인은 각 지역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문

화재전문위원이 추천한 굿 중에서 현장조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범위는 서울지역, 경상지역, 호남지역, 제주지역, 충청지역 등 각각을 대표하는 권역을 5

개로 나누어 해당지역 무속인에게 무복 명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기간은 

본 연구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IA5A2A030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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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2015년으로 2년 동안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중에 무당의 명칭은 여무(女巫)와 남무

(男巫)를 모두 칭할 수 있는 무속인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Ⅱ. 굿거리에서 착용하는 무복 겉옷의 종류

굿은 대체적으로 굿청을 정화하는 의식에서 출발하여 여러 신격을 모셔서 공수를 받고, 신을 

돌려보내는 절차로 마무리되는 기본구조인 청신(請神)-오신(娛神)-송신(送神)으로 구성되며(Kim & 

Lim, 2009), 제신들을 불러들여 모셔와 즐겁게 하는 오신 단계에서 무속인은 여러 무복의 겉옷을 

입고 굿을 하게 된다. 문헌에 나타난 무복의 겉옷은 무당내력(巫堂來歷)에 나타난 장삼, 철릭, 

동다리, 전복, 장의, 몽두리, 원삼과 궁중발기(宮中撥記)에서 추가로 나타난 세도령거리에서 중

치막, 朝鮮巫俗の硏究에 나타난 호귀거리의 활옷이다(Kim, 2004). 특히 무당내력(巫堂來歷)의 

삽화를 통해 보면 청신 단계인 부정거리에서는 신격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저고리, 치마만을 입고 

있고, 오신 거리부터 본격적으로 무복 겉옷을 입기 시작한다. 뒷전에서는 무복 겉옷을 벗고 저고

리, 치마를 입고 송신한다. 

Ⅲ. 현행 굿거리 무복 겉옷의 착용실태와 명칭

현행 굿에서 착용하는 복식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서울지역의 굿, 

경상지역 굿, 호남지역의 굿, 제주지역의 굿, 충청지역의 굿 네 지역으로 분류하여 현장조사하고, 

무복 겉옷의 착용실태와 명칭을 위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각 굿에서 

굿을 주도하는 주 무속인이다.

 

1. 무복 겉옷의 착용실태

현행 굿거리에서 착용되는 무복 겉옷의 구매방법은 만물상에서 구입한다는 대답이 48%, 한복

업체에 의뢰함 29%, 신어머니인 스승의 것을 물려 입음 16.1%, 직접제작 6.5%로 나타났으며, 이

는 무복 제작에 있어 맞춤제작보다 기성복처럼 제작된 옷을 구매하여 무복 겉옷의 구매방법에서 

간편함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복이 전통복식이라는 인식보다는 무속을 행하는 여러 

무구와 함께 특수복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굿거리 신격에 따른 무복 겉옷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서는 무속인이 드러내고자 하는 신격에 

대한 현세의 신분을 표현하는 옷의 인지 23명(92%)로 신격과 무복 겉옷의 의미를 알고 있는 무

속인들은 모두 무복 겉옷이 굿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이는 굿거리에서 무복 겉옷의 역할

과 기능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복 겉옷을 무속인의 개성에 따라 변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18명(72%)의 무속인

이 변형할 수 있다. 7명(28%)가 현행 무복 겉옷이 너무 화려함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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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복 겉옷의 명칭

현행 굿거리에서 착용하고 있는 무복 겉옷의 명칭조사는 일대일 면담형식을 통해 무속인 자신

이 착용하고 있는 무복의 종류와 명칭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 지역에서 

착용하고 있는 무복 겉옷의 종류와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그 중 무복 겉옷의 종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지역이다. 서울지역의 무복 겉옷은 옷이나 복식, 의상이라는 표현보다 ‘의대’라는 명칭

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제주지역에서 무복 겉옷에 관모를 착용한 양식을 일컫는 ‘관디’

라는 명칭이 서울지역에서도 쓰이고 있었다. 또한 각 굿거리의 행위에 초점을 두어 무복 겉옷의 

이름을 일컬었다. 또한 장삼을 무복 겉옷으로 입는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경상, 제주, 충청 3곳 

지역에서는 전복 즉 쾌자를 공통적으로 착용하였다. 그밖에 경상지역에서는 동다리를 제주지역에

서는 도포, 두루마기, 충청지역에서는 전복을 착용할 뿐이다. 호남지역을 제외한 경상, 제주, 충청

지역에서는 전복이나 쾌자를 착용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무당형 무속인이 굿을 연행하

는 서울지역에서는 강신체험을 통한 무로 굿을 주관하므로 다양한 신격을 드러내기 위해 착용하

는 무복 겉옷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풀이되었다.

Ⅳ. 현행 굿거리 무복 겉옷의 성격

현행 굿거리 무복 겉옷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무속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구매, 관리방법이 간편

해지고 전통적으로 무복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었던 갑주, 단령, 적의 등이 무복 겉옷

으로 활용되었다는 특징을 갖고있다. 이는 현대인의 감각과 감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유행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단면으로 보이며(Kim, 2015), 무복 겉옷의 자수장식이나 무늬의 의미를 알

지 못한 채 개성에 따라 변형할 수 있다고 인식함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이는 전통적인 무복에 

신의 영력(靈力)이 깃들어 있다는 종교적 믿음과 결부되어 대부분 오염되어도 세탁을 하지 않고 

태워버린다는 점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Kim, 2004). 무복 겉옷과 전통복식과

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무복 겉옷의 변형을 불러왔고 무속인의 개성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는 생각을 낳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저고리, 치마를 제작하여 입을 때 개성에 따라 소

재를 선택하고 문양을 가감하는 것이 아닌 겉옷 포가 갖는 규칙과 양식에는 전통적 의미가 존재

한다는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무복 겉옷에 대한 명칭이 굿거리나 무속인에 따라 

다양하게 불려지는 것에서 비롯되며, 무복 겉옷의 전통복식 용어를 찾아주고 정립시키는 것은 무

복 겉옷이 전통복식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노력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각 지역에서 착용되고 있는 무복은 신을 상징하는 의례복이라는 뜻의 신복(神服), 

입석, 신입석, 신령의대, 신령님옷, 의대(衣襨), 복색(服色) 등 매우 다양하며(Shin, 2010), 명칭에 

대한 지역성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무복 겉옷이 가장 많이 발달한 서울지역에서는 각각의 굿거

리 이름에 옷과 띠라는 뜻으로 갖추어 입는 옷차림을 이르는 말(네이버 사전 (검색어 : 의대(衣

帶), 검색일 : 2015. 07.20)인 의대(衣帶)와 임금의 옷이나 무당이 굿할 때 입는 옷(네이버 사전 

(검색어: 의대(衣帶), 검색일 : 2015. 07.20)을 의미하는 의대(衣襨)라는 단어를 붙여서 무복 겉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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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을 부르거나 옷이라는 뜻의 ‘복(服)’을 붙여 부르는 경우 등 비슷한 명칭이지만 무속인마

다 각각 다르게 부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호남지역에서 무속인이 착용한 장삼은 소매가 반비 

형태로 단골형 무속인이 연행하는 세습무가 본래 굿에서 소매를 세 번 접어 입었던 의습(衣習)이 

남아 현재의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Shin, 2010). 제주지역에서는 무복을‘관디차림’이라고 하였다. 

지리적으로 내륙지방과 떨어져 있고, 가뭄, 홍수, 바람을 안고 사는 척박한 자연환경에 맞서기 위

한 의생활의 특징이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Park, 2010). 

Ⅴ. 결론

본 연구는 굿거리에서 무속복식의 착용실태와 명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연행되고 무

복 겉옷 착용실태 조사는 구매방법, 관리방법, 의식차에 대한 조사로 세분되었다. 무복 겉옷의 구

매방법은 직접제작하기 보다 만물상에서 구입하거나 한복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현대 의복환

경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관리방법에서도 세탁을 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었

다. 이러한 구매방법과 관리방법에는 무복 겉옷에 대한 전통성이 결여되고 자수 장식이나 무늬 

등 전통복식 및 무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에 기인되었음이 나타났고, 무복 겉옷을 무속인 개

성에 따라 변형할 수 있다는 응답자도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무복 겉옷의 명칭에 대한 조사에서는 서울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무당형이라는 서울지역

의 무속 형태에 따라 많은 겉옷을 착용하였고 이에 따른 명칭이 다양하였다. 주로 굿거리별 신격

이나 행위에 초점을 두어 겉옷을 불렀는데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고 혼재하여 일관성이 없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경상, 호남, 제주, 충청지역에서는 단골형 무속의 특성상 많은 무복 겉옷이 착용되지 

않았으나 변형에 따른 무복 명칭의 혼돈을 살필 수 있었으며, 제주지역과 충청지역에서는 서울지

역과 마찬가지로 거리별 특성이 반영된 명칭들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현행 굿거리 착용되는 무복 겉옷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무속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구

매, 관리방법이 간편해지고 현대인의 감각과 감성을 중요시 여기면서 유행성에도 민감하게 반응

하는 특성을 보였다. 무복 겉옷의 자수 장식이나 무늬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개성에 따라 변

형할 수 있다고 인식함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었다.

특히 무복의 명칭에 많은 혼란이 생긴 것은 초기의 무복연구가 민속학자들에 의해 먼저 이루

어지면서 무당의 습속(習俗)에 따른 무복의 명칭이나 특징을 그대로 기록하였고,(Shin, 2010) 전

통복식을 토대로 한 무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이유도 크다. 지금부터라도 무복 

겉옷은 전통복식이자 의례복식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무복 구매, 관리방법 및 전통적 가치인식

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접근을 통해 무복 겉옷의 명칭 정립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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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ㆍ이세영*
중앙대학교

패션 저널리스트 Anna Wintour의 스타일에 나타난 내적 가치

패션 저널리스트는 패션에 관련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에 종사하면서 패션과 연계된 이

슈들을 시각적인 이미지와 문자라는 기호를 활용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 

현재 패션분야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저널리스트들 중, Anna Wintour는 패션 매거진을 대표하는 

Vogue USA의 편집장을 다년간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영화 및 

뮤지컬 등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nna Wintour의 패션에 나타난 스타일을 분석하고, 그녀의 패션 스타일 안에 

내재해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대중들에게 패션을 통하

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셀러브리티들이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패션 저널리스트와 Anna Wintour에 관련된 선행연구, 전문서적, 잡지 및 

인터넷자료를 활용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외국의 대표적인 

웹 사이트(Google, Yahoo)의 검색을 통해 Anna Wintour의 패션 스타일이 나타나는 이미지 자료 

191장을 수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패션 저널리스트 Anna Wintour의 스타일에 나타난 내적 가치는 첫째, 자신만의 아

이덴티티를 내포한 상징성이다. Anna Wintour는 신체 본연의 라인을 드러낼 수 있는 타이트한 

원피스에 그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단발의 뱅 헤어, 볼드한 선글라스, 짧은 목걸이 

등을 매치하여 자신을 상징 할 수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간·장소·상황

(T·P·O)에 따라 스타일에 변화를 줘야한다는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기호화된 스

타일을 연출함으로써 대중들에게 패션 저널리스트이자 패션아이콘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효과를 자아냈다. 둘째, 자연의 요소 중 꽃을 활용한 여성성이다. 꽃의 형태는 꽃의 이미지를 직

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문양 및 외적인 변형이나 은유적으로 재해석하여 꽃을 형상화 하는 문양이 

나타났다. 또한, 자수를 통한 부조적인 효과를 주거나 코사지의 활용으로 어깨를 강조하기도 하

고, 아플리케로 꽃잎을 표현하는 등 수공예적인 기법을 접목한 의상들을 착용하였다. 이와 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꽃이 접목된 의상을 활용하여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은 대중들에게 평소 

차갑고 독선적인 성향으로 알려진 Anna Wintour의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도구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본질적인 의미를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모피 소재의 형태적‧문양적 변

형을 통한 권위성이다. Anna Wintour는 오버사이즈 실루엣과 넓은 형태의 칼라로 구성된 모피 

코트를 착용하여 과장된 형태감을 연출하며, 야수적인 동물 본연의 레오파드 무늬를 모피에 접목

시킴으로써 화려하고 강렬한 외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모피 소재의 형태적 또는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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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형을 통하여 하나의 위압적인 스타일을 연출하는 것은 한 시대의 유행 경향이나 매 시즌 

발표하는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을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대중

들에게 전달해야하는 편집장의 지위적 의식 및 위치적 역할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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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ㆍ추호정
서울대학교

셀피의 SNS 노출과 패션제품 노출에 관한 연구

셀피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흔히 셀카(셀프카메

라)라는 표현과 같이 사용한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셀피 

현상은 확산되었다. 누구나 쉽게 자신의 셀피를 촬영할 수 있고 소셜 네트워크에 저장할 수 있

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이미지 기반의 플랫

폼을 갖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셀피라는 키워드로 태그된 이미지 수는 2015년 9월 기준 약 3

억장에 이른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셀피는 편리한 의사 전달 수단이며 개인의 사회관계 

및 정체성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Stutzman, 200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셀피는 타인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외모와 패션 제품 노출이 중시

된다. 셀피에서 외모는 개인적 전면의 역할을 하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수단이

다. 외모 만족도는 사회적 인상관리의 결과물이다(Frosh, 2015). 패션제품은 셀피 속 개인의 자아 

이미지 표현과 긍정적 인상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Qiu et al, 2015), 개인은 셀피에 노출시

키기 효과적인 패션 제품 선택을 위해 노력한다(Farci & Orefice, 2015). 

셀피에서 패션제품을 이용하는 소비자 태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국내

외 셀피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보획득과 구전 의도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회관계 형성과 

다양한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atz(1960)의 태도 기능 이론을 사용하여 셀피를 생산하고 포스팅하는 행동에 내재된 심리적 동

기를 확인할 것이다. 또한 셀피와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한 패션제품의 이미지에 따른 셀피 속 패

션제품 노출 태도의 차이점을 규명할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표현 태도와 자기제시 태도가 개인의 셀피 포스팅 빈도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자기표현 태도와 자기제시 태도의 셀피 속 외모만

족도, 패션제품 노출 성향에 대한 영향력을 알아본다. 셋째, 셀피에서 사용한 패션제품 이미지와 

개인적 자아, 사회적 자아와의 일치 수준에 따른 개인의 패션제품 노출 행동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의 셀피 행동으로 셀피 촬영 횟수, 포스팅 빈도 수 등을 측정

했다. 셀피 포스팅 태도는 자기제시와 자기표현 태도로 제안하였다. 셀피 속 패션제품 노출은 새

로 구매한 의류 제품과 유행하는 의류 제품, 평소 착장 등으로 구분했다. 패션제품의 이미지 일

치는 셀피에서 사용한 패션제품 이미지가 개인적 자아 이미지, 사회적 자아 이미지 일치하는지 

묻는 문항을 사용했다. 

2015년 9월 한 달 간 셀피 포스팅 경험이 있는 20~30대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

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응답 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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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자기제시 태도는 셀피 포스팅 빈도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B=.541, p<0.05). 둘째, 자

기제시 태도는 셀피 속 외모 만족도(β=.218, p<0.05), 새로 구매한 의류 제품 노출(β=.226, p< 

0.01), 평소 착장 노출(β=.278,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 태도

는 최근 유행하는 의류 제품 노출(β=.127, p<0.05)과 정적인 관계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셀

피에서 사용한 패션제품 이미지와 개인적 자아 이미지의 일치성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에 비해 새로 구매한 의류 제품 노출(F=3.823, p<0.001), 평소 착장 노출(F=2.746, p<0.01)에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 이미지의 일치 수준에 따라서는 개인의 평소 착장 노

출(F=2.70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SNS 셀피 포스팅 행동을 중심으로 패션 소비 행동을 규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표현 태도와 자기제시 태도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또한 SNS 사용자들의 셀피 속 외모 만족

도와 패션 제품 노출 요인을 검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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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아울렛 서비스 회복 노력 요인이 고객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공정성 민감도 조절 효과 중심으로 

최근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소비 패턴으로 우수한 품질과 기능은 물론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시

킬 수 있는 고급 브랜드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합리적인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패션 유통 중 하나인 아울렛이 대

두되고 있다. 아울렛의 경우 최근 주요 유통채널로 부상하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할인율이 큰 가격을 제공

하면서 일부 아울렛의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여 소비자의 

불만족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울렛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실패 상황에 따른 유형적 노력(Tangible 

efforts), 심리적 노력(Psychological efforts),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등 세 가지 요인을 탐색하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서비스 회복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서비스 회복 만족

도에 따라 재 구매 의도 및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정성 민감도와 

서비스 회복 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보며 서비스 회복 노력 요인에 대한 공정성 민감도 유형

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3가지 요인들을 이용하여 2(서비스 실패의 심

각성: 높음 vs 낮음) x 2(유형적 노력: 환불 유 vs 무) x 2(심리적 노력: 사과 유 vs 무)의 완전 

요인으로 실험을 설계하였고,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총 196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고. 성실하지 않은 14부를 제외한 182부를 수집하여 통계분석에 사

용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해서 SPSS 21.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ANOVA,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회복 만족도에 대한 서비스 실패의 심각성 수준, 유형적 노력, 심리적 노력은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실패에 따른 보상으로 유형적 노력(환불)이 

심리적 노력(사과)보다 더 효과적인 회복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심각성이 높을수록 유형적 노력

(환불)이 더 효과적인 회복 요인임이 나타났다. 둘째, 재 구매 의도와 구전의도에 대한 서비스 회

복 만족도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회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 구매 의도

와 구전의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공정성 민감도는 심각성, 

유형적 보상, 심리적 보상과 서비스 회복 만족도 사이의 조절 효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서비스 만족을 위한 타겟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른 전략적인 해결책이 

선행 되어져야 할 것이고, 서비스 회복 프로세스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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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원광대학교

예비교사의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복구매행동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의복쇼핑성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제품 

구매행동 및 유명브랜드 구매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변인간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의생활연구

와 의복소비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

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의 의복쇼핑성향을 알아본다. 둘째, 예비교사들의 인터

넷 쇼핑몰에서의 의류제품구매, 유명브랜드 의류제품 구매유형을 알아보고, 셋째, 예비교사들의 

의복쇼핑성향,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의류제품구매, 유명브랜드 의류제품 구매유형 관련 변인이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연구방법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2014년 11월 중에 

전라북도 지역 대학에서 사범대학과 일반교직과정 예비교사 47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

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

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군집분석

(Word's Method),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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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밥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

Ⅰ. 서론

본 연구는 아토피, 부스럼, 종기, 습진, 타박상 등의 피부질환에 치료효과가 검증된 한약재를 

사용하여 힐링 패션 상품을 개발하고자 문헌고찰을 검토한 결과, 피부질환에 대한 약효성이 있는 

한약재 중, 염색성이 있는 개구리밥(부평초)을 선정하여 그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개구리밥은 주로 논가에 떠 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뿌리가 5∼13개 정

도로 매우 많으며 표면은 녹색이나 뒷면은 보통 자주색을 띤다. 개구리밥은 벼를 경작하는 논 수

준의 부영양화 수질에서 왕성하게 번식하는데 엽상체는 아주 작은 독립적인 개체이지만 속명 스

피로델라가 의미하는 것처럼 가는 줄기로 이어져서 엽상체 여러 개가 무리를 이루고 이런 무리가 

다시 수십 수천이 되면 수면을 완전히 덮는 군체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Ⅱ.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시험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면포를 정련하여 사용하였으며 개구리밥은 한방약초 판매점에서 

건조 포장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면직물을 염색하기 전에 염색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 처

리 과정으로 풀기 제거 및 두즙 처리를 실시하였다. 건조한 곰보배추를 잘게 분쇄하고 액비 

1:30, 60∼80℃에서 30분 동안 추출, 여과한 액을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명반을 사용하여 선 매염 

처리를 하였는데, 액비 1:30, 60℃에서 20분 동안 실시한 다음 수세, 건조하였다. 매염처리 농도

는 3%로 하였다. 염색은 액비 1:30, 염색온도 60∼80℃에서 30분 동안 실시하였다. 염색이 끝난 

다음, 수세, 건조 및 다림질하여 완료하였다. 

개구리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측색계(CM-2600d 분광색차계)를 사용하여 Hunter의 L, 

a, b 및 Munsell의 H, V, C를 측정하였다. 염색포의 세탁견뢰도는 KS K ISO 105-C06:2012, 땀견

뢰도는 KS KISO 105-E04:2010, 마찰견뢰도는 KS K 0650:2011 크로크미터법(crockmeter meth-

od), 그리고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B02:2010 Xenon arc(수냉식, 방법3:표준 표준청색염포

에 의함)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염색포의 자외선 차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KS K 0850:2014

에 의거하여 290400㎚에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소취성 측정은 가스검지관법을 응용하여 실시

하였다. 항균성 측정은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황색포도상구균)과 Klebsiella pneu-

moniae ATCC4352(폐렴균)를 공시균으로 사용하였으며, KS 0693:2011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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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염색포의 표면색

명도를 나타내는 Munsell의 V값이 7.42 그리고 CIE L*값이 74.79로 비교적 밝은 색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색과 녹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a*값은 +50에 가까우면 적색, -50에 가까우면 

녹색을 띠게 되는데 개구리밥으로 염색한 면포는 ‘-’값(-7.25)이므로 적색 기보다는 녹색 기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황색과 청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b*값은 +50에 가까우면 황

색, -50에 가까우면 청색을 나타내는데 본 시료는 48.7이므로 확실한 황색 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색을 띠고 있는 정도, 즉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채도 C는 6.61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Table 1).

<Table 1> H, V, C of Munsell value and L*, a*, b* of CIE value of cotton dyed with Spirodela 

polyrhiza 

Fabric
Munsell CIE

H V C L* a* b*

Cotton 9.7Y 7.42 6.61 74.79 -7.25 48.7

2. 염색포의 염색견뢰도

개구리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변퇴색에 대한 견뢰도는 1∼2등급으로 낮으나, 오염견

뢰도는 4∼5등급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땀 견뢰도는 산성, 알칼리성 모두 변퇴색이 2∼3등급이

나, 오염에 대한 땀 견뢰도는 4∼5등급으로 대체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마찰견뢰도는 건조 상태

에서 4∼5등급, 습윤 상태에서 3∼4등급으로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광견뢰도는 2∼3등급으

로 다른 견뢰도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이 점은 다른 천연 염색포의 경우와 유사한 점

으로 추후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Table 2).

<Table 2> Fastness properties of cotton dyed with Spirodela polyrhiza

Laundering fastness Perspiration fastness Crocking fastness 

Light 

fastnessDiscoloration

Contamination Acidity Alkalinity

Dry Wet
Cotton Silk Discoloration

Contamination
Discoloration

Contamination

Cotton Silk Cotton Silk

1-2 4 4-5 2-3 4-5 4-5 3-4 4-5 4-5 4-5 3-4 2-3

3. 염색포의 자외선 차단

개구리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가 50+으로 뛰어난 자외선 차단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UVA 및 UVB 모두 99.6%로 우수한 자외선 차단율을 나타내었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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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V protection rate of cotton dyed with Spirodela polyrhiza

 Sun protection factor UV protection rate(%)

UPF Range UV-A (315∼400nm) UV-B (290∼315nm)

298.2 50+ 99.6 99.6

4. 염색포의 소취성

개구리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소취성시간이 경과할수록, 즉 30분에서 120분으로 시간

이 지나갈수록 소취율이 97%에서 99%이상으로 증가하였다(Table 4). 

<Table 4> Deodorization activity of cotton dyed with Spirodela polyrhiza 

Deodorization activity (%)

30min. 60min. 90min. 120min.

92 95 96 97

5. 염색포의 항균성

개구리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직물은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에 대해서는 항균효과

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에 대해서 98.9%의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5). 

<Table 5> Antimicrobial activity of cotton dyed with Spirodela polyrhiza

Antimicrobial activity(%)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

98.9 0

Ⅳ. 결론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하여, 아토피 피부질환 완화 및 치료효과가 있는 한약재 중에서 염색

성이 있는 개구리밥 추출액으로 염색한 직물의 건강기능성 소재 및 힐링 패션상품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개구리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을 고찰한 것으로 연구결과

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면직물을 콩 즙 처리를 한 다음, 명반으로 선 매염을 실시하였는데, 매염제 농도는 3%, 매염

처리 시간은 20분으로 하였다. 그것을 수세, 건조한 다음, 개구리밥 150% 염액에 담가 30분 동안 

60∼80℃를 유지하면서 염색을 하였다. 염색한 면직물은 선명한 yellow계열을 나타냈으며 명도를 

나타내는 V값이 7.18, L*값이 73.32로 밝은 색임을 알 수 있었다. 개구리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변퇴색은 1∼2등급으로 낮으나, 오염견뢰도는 4∼5등급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땀 견

뢰도는 산성, 알칼리성 모두 변퇴색이 2∼3등급이나, 오염에 대한 땀 견뢰도는 4∼5등급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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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마찰견뢰도는 건조 상태에서 4∼5등급, 습윤 상태에서 3∼4등급으로 모

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광견뢰도는 2∼3등급으로 다른 견뢰도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개구리밥 추출액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자외선 차단지수는 50+으로 뛰어난 자외선 차단효과를 나

타내었다. 그리고 UVA 및 UVB 모두 99.6%로 우수한 자외선 차단율을 나타내었다. 소취성

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취율이 97%에서 99%이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항균성은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에 대해서는 항균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에 대해서 98.9%의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구리밥식물은 아토피 피부질환 완화 및 치료효과가 있는 

한약재임을 문헌고찰 및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토피 피부질환의 약물치료와 병행할 

수 있는 보조치료의 일환으로 건강 기능성 및 힐링 패션상품의 소재로도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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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밥과 곰보배추의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

Ⅰ. 서론

본 연구는 아토피, 부스럼, 종기, 습진, 타박상 등의 피부질환에 치료효과가 검증된 한약재를 

사용하여 힐링 패션 상품을 개발하고자, 문헌고찰을 통하여 피부질환에 대한 약효성이 있는 한약

재 중 염색성이 있는 개구리밥과 곰보배추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개구리밥은 주로 논가에 떠 있는 형태로 존재하며 뿌리가 매우 많으며 다양한 

성분 및 색소를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는 약초로 사용되고 있다. 곰보배추는 잎

의 모양이 배추 잎과 비슷하면서 울퉁불퉁하게 생겨 붙여진 이름으로 호주, 인도, 중국, 일본 및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따뜻하고 습기 있는 환경에서 서식하는 식용식물이며 가을부터 봄 사

이에 뿌리부터 잎까지 모두 채취하여 약초로 사용한다.

Ⅱ.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면직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구입, 정련하여 사용하였다. 개구리밥 및 곰보배추는 한방약

초 판매점에서 건조 포장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면직물은 염색하기 전에 염색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 처리 과정으로 풀기 제거 및 두즙 처리를 실시하였다. 건조된 개구리밥 및 곰보배추를 

잘게 분쇄하고 액비 1:30, 60∼80℃에서 30분 동안 각각 따로 추출, 여과한 액을 섞어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명반을 사용하여 매염 처리를 액비 1:30, 60℃에서 20분 동안 실시한 다음 수세, 건

조 및 다림질하여 완료하였다. 

개구리밥과 곰보배추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은 측색계(CM-2600d 분광색차계)를 사용하

여 Hunter의 L, a, b 및 Munsell의 H, V, C를 측정하였다. 염색포의 세탁견뢰도는 KS K ISO 

105-C06:2012, 땀견뢰도는 KS KISO 105-E04:2010, 마찰견뢰도는 KS K 0650:2011 크로크미터법

(crockmeter method), 그리고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B02:2010 Xenon arc(수냉식, 방법3:표

준 표준청색염포에 의함)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염색포의 자외선 차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KS K 0850:2014에 의거하여 290400㎚에서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소취성 측정은 가스검지관법

을 응용하여 실시하였다. 항균성 측정은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황색포도상구균)과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폐렴균)를 공시균으로 사용하였으며, KS 0693:2011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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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염색포의 표면색

염색포의 명도를 나타내는 Munsell의 V값이 6.93 그리고 CIE L*값이 71.03으로 비교적 밝은 

색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색과 녹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a*값은 +50에 가까우면 적색, -50에 

가까우면 녹색을 띠게 되는데 개구리밥과 곰보배추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a*값은 1.48

이므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황색과 청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b*값은 +50에 가까우면 황색, -50에 가까우면 청색을 나타내는데 본 시료는 49.19이므로 확실한 

황색 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색을 띠고 있는 정도, 즉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

는 값인 채도 C는 6.89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Table 1).

<Table 1> H, V, C of Munsell value and L*, a*, b* of CIE value of cotton dyed in combination with 

Spirodela polyrhiza and Salvia plebeia R. Br.

Fabric
Munsell CIE

H V C L* a* b*

Cotton 4.7Y 6.93 6.89 71.03 1.48 49.19

2. 염색포의 염색견뢰도

개구리밥과 곰보배추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변퇴색에 대한 세탁견뢰도는 2∼3등급으

로 낮으나, 오염에 대한 세탁견뢰도는 4∼5등급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땀 견뢰도는 산성, 알칼

리성 모두 변퇴색이 3∼4등급이나, 오염에 대한 땀 견뢰도는 4∼5등급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

다. 마찰견뢰도는 건조 상태에서 4∼5등급, 습윤 상태에서 4등급으로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

광견뢰도는 3∼4등급으로 다른 견뢰도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부평초 단독 염색 면포보

다는 1등급 높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2> Fastness properties of cotton dyed in combination with Spirodela polyrhiza and Salvia 

plebeia R. Br.

Laundering fastness Perspiration fastness Crocking fastness 

Light 

fastnessDiscoloration

Contamination Acidity Alkalinity

Dry Wet
Cotton Silk Discoloration

Contamination
Discoloration

Contamination

Cotton Silk Cotton Silk

2-3 4 4-5 3 4-5 4 4 4 4 4-5 4 3-4

3. 염색포의 자외선 차단

개구리밥과 곰보배추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가 50+으로 뛰어

난 자외선 차단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UVA 및 UVB 모두 99.4%로 우수한 자외선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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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나타내었다(Table 3). 

<Table 3> UV protection rate of cotton dyed in combination with Spirodela polyrhiza and Salvia 

plebeia R. Br.

Sun Protection Factor UV protection rate (%)

UPF Range UV-A (315∼400nm) UV-B (290∼315nm)

168.4 50+ 99.4 99.4

4. 염색포의 소취성

개구리밥과 곰보배추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소취성시간이 경과할수록, 즉 30분에서 

120분으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취율이 88%에서 91%이상으로 증가하였다(Table 4). 

<Table 4> Deodorization activity of cotton dyed in combination with Spirodela polyrhiza and Salvia 

plebeia R. Br.

Deodorization activity (%)

30min. 60min. 90min. 120min.

88 89 90 91

5. 염색포의 항균성

개구리밥과 곰보배추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은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에 대

해서는 44.8%의 비교적 낮은 항균효과를 나타내었으나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에 대

해서 99.6%의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5). 

<Table 5> Antimicrobial activity of cotton dyed in combination with Spirodela polyrhiza and Salvia 

plebeia R. Br.

Antimicrobial activity(%)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

99.6 44.8

Ⅳ. 결론

본 연구는 개구리밥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의 후속연구로, 개구리밥과 

곰보배추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을 고찰한 것이며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건조된 개구리밥 및 곰보배추를 잘게 분쇄하고 액비 1:30, 60∼80℃에서 30분 동안 각각 따로 

추출, 여과한 액을 섞어 염액으로 사용하여 콩 즙 처리한 면직물을 염색했다. 명반 매염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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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 1:30, 60℃에서 20분 동안 실시한 다음 수세, 건조 및 다림질하여 완료하였다. 염색한 면직

물은 명도를 나타내는 V값이 6.93, L*값이 71.03으로 비교적 밝은 색임을 알 수 있었다. 면직물

의 변퇴색에 대한 세탁견뢰도는 2∼3등급으로 낮으나, 오염에 대한 세탁견뢰도는 4∼5등급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땀 견뢰도는 산성, 알칼리성 모두 변퇴색이 3∼4등급이나, 오염에 대한 땀 견

뢰도는 4∼5등급으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마찰견뢰도는 건조 상태에서 4∼5등급, 습윤 상태

에서 4등급으로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광견뢰도는 3∼4등급으로 다른 견뢰도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개구리밥 추출물로만 염색한 면직물보다 1등급 높게 나타났다. 개구리밥과 곰보

배추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면직물의 자외선 차단지수는 50+으로 뛰어난 자외선 차단효과를 나타

내었다. 그리고 UVA 및 UVB 모두 99.4%로 우수한 자외선 차단율을 나타내었다. 소취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취율이 88%에서 91%이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항균성은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에 대해서는 44.8%,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에 대해

서 99.6%의 항균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개구리밥 단독 염색의 경우보다 훨씬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개구리밥과 곰보배추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경우, 개구리밥 단독 염색

직물보다 기능성 측면에서 다소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힐링 패션상품 소재로 개발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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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여성 스트레치 바지의 선호도

Ⅰ. 서론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장은 다양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 특히 여가시간의 증가로 다양한 야외, 레저 활동을 즐기게 되었고 직장문화에서도 건

전한 소비문화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제품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고 특히 

패션상품에 있어서 편안하고 쾌적한 스포츠웨어나 아웃도어용 소재를 사용한 일상복의 관심이 더

욱더 증대되고 있다. 최근 인체에 꼭 맞는 의복의 경향과 더불어 편안함과 활동성을 중시하는 소

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신축성 소재는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성 및 편안

함과 더불어 착용 시 신축에 따른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제품의 형태 안정성 차원에서도 신축성 

소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서미아, 이미숙, 2009). 최근 젊은 여성들이 이상적으로 생각

하는 체형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가벼우며 사지둘레가 가늘고 어깨가 좁은 마른 체형을 원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체적 외모를 의복을 통해 보안하여 자신의 이상형을 표현함으로써 심리적 만족

감을 얻으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는 몸에 꼭 맞는 형태의 패션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정재은, 남윤자, 1999). 따라서 기성복업체에서는 신체특성 및 의류소재의 특성을 충분히 고

려하여 보다 아름다운 실루엣을 표현해 줄 수 있도록 신축성소재에 따른 패턴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여겨진다(김애린, 2002).

스트레치소재는 소재에 따라 신축정도가 다양하므로 소재를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그리고 신축성을 가지는 여성바지는 형태안정성과 맞음새를 중요시하면서 기능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패션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연령에 따라 스트레치 섬유가 

포함된 의류 아이템과 기성복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도를 알아보고 특히 스트레치 소재를 

적용한 바지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서 설문 문항은 인구 통계적 특성, 스트레치소재를 이

용한 아이템, 선호도차이, 구입이유, 인지도, 신축성 바지 착용 시 표현하고자하는 이미지, 신축성 

바지 착용 시 불편함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산시내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수집된 자료 중 총 15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3.0을 사용하여 교차분석, 분산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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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Table 1은 스트레치성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템에 대한 연령별 교차분석 결과

이다. 연령별로 통계적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이템의 빈도분석 결과에서는 바지가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연령별 스트레치성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아이템 

20대

N(%)

30대

N(%)

40대

N(%)

50대

N(%)

Total

(%)


바지
30

(30.0)

9

(9.0)

15

(15.0)

15

(15.0)

69

(69.0)

=19.749

티셔츠
0

(0.0)

0

(0.0)

3

(3.0)

4

(4.0)

7

(7.0)

스커트
1

(1.0)

0

(0.0)

1

(1.0)

1

(1.0)

3

(3.0)

셔츠/블라우스
1

(1.0)

1

(1.0)

3

(3.0)

2

(2.0)

7

(7.0)

재킷/코트
3

(3.0)

0

(0.0)

2

(2,0)

0

(0.0)

4

(4.0)

원피스
0

(0.0)

0

(0.0)

1

(1.0)

1

(1.0)

1

(1.0)

속옷
5

(5.0)

1

(1.0)

0

(0.0)

3

(3.0)

9

(9.0)

Total
40

(40.0)

11

(11.0)

23

(23.0)

26

(26.0)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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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연령별 신축성 바지 착용 시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20대

(n=40)

30대

(n=11)

40대

(n=23)

50대

(n=26)
F-value

젊음
3.15

AB

2.54

B

3.73

A

3.61

A 4.856

활동적 3.65 3.00 3.73 3.76 1.649

섹시함 3.05 2.36 3.08 3.23 2.644

자유로움(개성) 3.30 3.00 3.69 3.38 1.710

현대적(세련) 3.22 3.09 3.34 3.42 .499

유행(트랜드에 민감) 2.90 2.72 3.30 3.07 1.411

*p<.05, **p<.01, ***p<.001 ; A>B>C

연령별 신축성 바지 착용 시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는 젊음에서만 유의차가 나타났다(Table2). 

특히 40, 50대에서 신축성바지 착용함으로써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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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연령별 바지 착용 시 신축성 선호도 차이 

20대

N(%)

30대

N(%)

40대

N(%)

50대

N(%)

Total

(%)


청바지 정도
14

(14.0)

3

(3.0)

9

(9.0)

18

(18.0)

44

(44.0)

=20.090*

등산복 정도
10

(10.0)

5

(5.0)

9

(9.0)

7

(7.0)

31

(31.0)

레깅스 정도
13

(13.0)

3

(3.0)

2

(2.0)

1

(1.0)

19

(19.0)

상관없다
3

(3.0)

0

(0.0)

3

(3.0)

0

(0.0)

6

(6.0)

Total
40

(40.0)

11

(11.0)

23

(23.0)

26

(26.0)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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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연령별 신축성 바지 착용 시 불편함 

20대

(n=40)

30대

(n=11)

40대

(n=23)

50대

(n=26)
F-value

착용 후 형태변화 
3.55

A

3.81

A

2.78

B

3.65

A 4.517 

거친 촉감
2.57

B

2.27

B

2.47

B

3.26

A 4.710 

약한 소재 내구성 2.75 2.81 2.52 2.69 .345

세탁 후 형태변화 2.95 2.90 2.73 2.69 .405

땀 흡수성 부족 3.47 2.72 2.60 3.19 1.730

세탁 후 수축 
3.10

A

3.00

AB

2.39

B

2.76

AB 2.962

세탁 후 신장 2.87 2.63 2.47 2.76 1.063

세탁 후 색상변화 2.77 2.36 2.59 2.88 .923

의복관리 불편

(드라이, 세탁, 다림질)
2.97 2.72 2.60 2.96 .785

*p<.05, **p<.01, ***p<.001 ; A>B

연령별 스트레치소재 바지 착용 시 신축성 선호도 차이는 청바지 정도에서 연령별로 유의차가 

나타났다. 신축성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청바지<등산복<레깅스 순으로 신축성이 포함되

어있는데 50대에서는 레깅스 정도의 가장 높은 신축성 보다는 청바지 정도의 신축성을 원하고 

20대 여성은 레깅스, 등산복, 청바지에 사용된 신축성을 고르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4

는 연령별 신축성 바지 착용 시 불편함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항목 중에 착용하고 난 후 형태가 

변해 불만이었다, 촉감이 거칠어서 불편했다, 세탁 후 수축되었다 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착용

하고 난 후 형태가 변해 불만이었다. 라는 항목에서는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촉감이 거

칠어서 불편했다는 50대에서 가장 높이 나타났다. 마지막 세탁 후 수축되었다 항목에서는 20대에

서 높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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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스트레치 바지의 선호도차이를 규명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밝혀

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여성 스트레치바지 선호도에서 스트레치성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아이템 에서는 티셔츠, 스커트, 셔츠/블라우스, 재킷/코트, 원피스, 속옷 항목에서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서는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에 따른 신축성 바지 착용 시 표현하고 싶은 이미지 분석에서는 젊음의 이미지에서 

높은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40대와 50대에서 젊음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별로 신축성 소재인지도는 20대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하였으며 50대는 활동적이다 

라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하지만 신축성 정도에서는 너무 신축성이 좋은 의복보다는 청바지 정

도의 신축성을 전 연령에서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신축성 소재를 적용한 패션 아이템 

기획 시 소비자의 연령 및 기호, 선호 등을 세심히 분석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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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알데히드 가교제와 Girad’s T 양이온화제를 이용한 
면섬유의 처리

Ⅰ. 서론

면섬유는 매우 중요한 섬유이며 의복용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따라서 면섬유를 염색하고 

방추성을 부여하여 섬유의 심미성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분야이다. 면섬유

는 주로 배트 염료, 직접 염료 그리고 반응성 염료 등으로 염색하며 이때 염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NaCl이나 Na2SO4와 같은 다량의 염이 사용된다. 염의 사용은 폐수를 발생시켜 환경적인 문

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정수 과정을 거쳐야한다.1 또한 면섬유 DP가공에서 주로 사용되는 

DMDHEU(Dimethyol dihydroxyethylene Urea)는 Formaldehyde를 발생시키고 공정 시 사용되는 

촉매 또한 염과 인산계열의 물질로 부영양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1 따라서 이러

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glutaraldehyde(GA)와 glyoxal(GO)을 가교제로 사용하였

고, Girad’s T(GT)를 사용하여 면섬유의 양이온화를3 통해 산성 염료에 대한 친화력을 부여하여 

방추성과 염색성을 증가시켰다.

 

Ⅱ. 실험방법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경사 17㎝ × 위사 22㎝(약 4g)로 면직물을 잘라 가공액을 조성하여 

5분 동안 침지시켜 한 군은 pad-dry-cure(PDC)를 거쳐 100℃에서 5분간 Dry, 135℃에서 5분 

Curing 하여 가열하였다. 다른 실험군은 Curing 온도를 125℃, 145℃ 로 하여 진행하였고 또 다

른 군은 curing time을 10분 15분으로 바꿔 진행하였다. 공액의 조성은 GA-GT, GO-GT의 농도에 

따라 1:1, 1:2, 1:0.5로 제조하였고, 양이온화를 확인하기 위해 Acid Red 4로 염색하여 CCM을 이

용해 K/S값을 측정하였으며 가교에 의한 방추성 향상을 측정하기 위해 Monsanto 방추도 측정기

로2 방추각을 측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Pristine과 비교해 보았을 때 가교제와 공액 조성의 농도에 상관없이 모두 1690-1640 range에

서 Imine Peak이 정확히 나타났음으로 imine기가 반응에 의해 생성됨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Cellulose에 Girad’s T 처리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양이온화 되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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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S 측정 결과 GO-GT와 GA-GT모두 염색성이 증가했음 을 볼 수 있고 GO-GT 실험군 

보다는 GA-GT 실험군이 더 염색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가교제의 분자량 차이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WRA역시 Pristine에 비해 증가는 하였지만 K/S 결과와는 다르게 

GO-GT 실험군이 GA-GT 실험군보다 방추도 값이 큼을 볼 수 있었다. 

SEM 결과 친환경적인 가교제를 사용하여 농도 차이에 따라서 표면 손상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처리 후에 표면에 덩어리로 남아 있지 않음으로 보아 Cellulose 내

부에서 반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Ⅳ. 결론

연구의 목적은 Girad’s T를 이용하여 양이온화 된 Cellulose를 제조하여 염색성과 방추성 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FTIR분석과 SEM 분석 시 Cellulose상해를 덜 입히고 반응이 잘 일어남을 확

일 할 수 있었고, K/S결과와 방추도 평가를 보았을 때 기존의 cellulose 보다 더 좋은 기능의 

cellulose 생성의 가능성이 보인다. 앞으로 항균성, 원소분석, 물리적 분석 등을 통해 더 기능성의 

cellulose제조가 가능 할 것이다. 또한 실험군을 curing온도별, curing시간별, PH에 따른 실험군 

등으로 나누어 최고의 조건을 만드는 방안으로 후속 연구를 계속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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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고성능 UHMWPE 무결망의 제조 및 특성

Ⅰ. 서론

본 연구는 향후 수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수산물 생산 급등 현상에 대비하여 강도, 방오

성 등이 우수한 양식용 무결망을 제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 UHMWPE(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 Ethylene: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이하 UHMWPE 라 명명)를 이용하여 제조한 무결

망의 구조적,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UC Net(Ultra Cross Net)

<그림 1>은 UC Net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사용되어오던 결망구조 보다 풀림현상과 

매듭강도가 우수하며, 꼬임부분이 횡으로 절단 되어도 풀리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림 1> Ultra Cross Net의 매듭 구조

2. UHMWPE 사의 물리적 특성분석

2연 3연 무결망의 형태로 제조된 UHMWPE 원사에 방오제가 잘 함침되게 하기 위해 플라즈

마 처리를 진행한 뒤 이들의 구조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강도, 신도 등의 물리적 특성이 최대치가 

되는 조건을 확립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표 1>에 플라즈마 처리 회 수에 따른 UHMWPE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적절한 플라

즈마 처리를 통하여 실의 수축에 의한 밀집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40회 이상의 플라즈마 

처리 결과를 통하여 눈에 띄게 실의 손상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2>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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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과 같이 인장강도 분석을 통해 40회 이상의 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급격한 물성 하락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플라즈마 처리 횟수에 따른 UHMWPE 무결망 표면변화

<그림 2> 플라즈마 처리 횟수에 따른 UHMWPE 사인장강도 변화

Ⅳ. 결론

UC Net 공법으로 제조된 UHMWPE 무결망의 제조를 통하여 마찰에 의한 파손 위험성이 적고 

무결망 구조가 기존의 결망보다 강도가 우수한 매듭의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방오성을 향상시키

고 사의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플라즈마 처리는 40회를 넘어가면 UHMWPE 원사가 용융 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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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있으므로 약 10~20회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Hunger, M., Naumann, S, Schimanz, B., & Bottcher, P. (2003). Nonwovens for the interior of cars with recycling potential in 

accordance to Regulation on disposal od used cars, lecture Techtextil, frankfurt/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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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오리나무 가지 추출액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인간은 일생을 자연과 함께 한다.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생활형태는 

개인마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대한 관심과 환경 친화적 제품에 대한 호감으로 나타나고, 환

경 보호와 보전의 방편으로 태양열 에너지 생산을 넘어 급기야는 초미세먼지 발생예방, 탄소배출 

규제, 전기자동차 보급, 수질개선 문제 등의 환경정책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한 정책은 

삶을 영위해가는 생활 전반에서부터 산업현장에까지 이르렀으며, 특히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는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유해물질 유입 등의 규제가 지속

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색상과 견뢰도가 우수한 합성염료는 인체 유해성과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심각성으로 대두

되어 최근 인공합성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자연염재를 이용한 천연염색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천연염색은 자연스러운 색감과 항균 및 소취성 등의 기능성을 기존의 섬유에 부여함으로써 

쾌적한 의류제품 생산은 수질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비의 개성화, 다양화, 고

급화의 니즈는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천연염색 산업화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양질의 염재 개발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사방오리(Alnus firma Sieb. et Zucc.)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기슭, 도로변, 산골짜기 등에 서

식하고 있는 자작나무과의 조림수(造林樹)로 지금은 도로공사 측구 녹지조성에 이용되고 있는 낙

엽활엽교목이다. 잎은 타원형이고 겹톱니가 가장자리에 있으며, 수피는 회갈색이고 겨울눈에는 자

루가 없고 점액이 있다. 꽃은 암수한그루로서 남부지방의 경우 3월경에 피고 곧이어 잎이 생긴

다. 열매는 9∼10월경 작은 견과류 형태의 양측 타원모양의 날개가 있는 복합과(複合果)이다. 한

방에서는 어린가지와 잎을 이용하여 설사예방, 비출혈 치료 및 외상출혈의 치료에 이용되고, 효능

으로 성질은 냉(凉)하여 화(火)를 내리며 맛은 쓰고 떫다. 예로부터 열매를 이용하여 염료로 이용

되어 물감나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으며, 잎에 함유된 tannin과 flavonoid가 주요 색소성분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방오리나무 가지 추출액을 이용하여 견직물에 대한 최적의 

염색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색상발현과 견뢰도 향상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염

색기는 IR염색기(KSL-24Perfect, 고려화학)를 사용하였으며, 표면색 측정은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UtraScan PRO, Hunter Lab, USA)을 사용하여 최대 흡수 파장인 400nm에서 염

색한 시료의 표면반사율을 측정한 후 Kubelka-Munk식에 의해 K/S값을 평가하였다. 4종의 매염제

로는 알미늄명반(Alk(SO)·12HO), 황산구리(CuSO·5HO), 황산제1철(FeSO·7HO), 염화제

1주석(SnCl)등의 1급 시약을 사용했다. 또한 최적의 염색조건을 알아보고자 염색온도, 염색시간, 

pH 등에 각각 변화를 주어 검토하였다. 염색 후 세탁견뢰도, 드라이클리닝견뢰도, 일광견뢰도, 

마찰견뢰도, 땀견뢰도 측정과 기능성인 소취성과 항균성, 자외선차단율에 대한 검토도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 의류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우수한 천연염재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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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줄기·잎 추출액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2)
: 탄닌함유 식물염재와의 복합염을 중심으로

천연염료는 자연친화적이면서 웰빙이라는 붐을 타고, 합성염료에 비해 그 자체의 색상이 부드

럽고 차분하여 퇴색이 되어도 안정된 색감으로 발현되는 친환경적인 천연재료의 특성으로 이용되

고 있어 그 사용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천연염재로 염색한 직물은 일광이나 세탁에 

의해 색상이 퇴화되어 옅어지고 내구성이 저하되나, 탄닌 함량이 높은 식물성 천연염재는 광취화 

억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최근 탄닌 함량이 높은 염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식물에서 가수분해에 의해 페놀산을 형성하는 물질을 탄닌이라고 하며 이는 수렴성을 가지

고 있으며 세균 등에 대한 방부적 보호 작용을 한다. 대부분 나무의 잎, 열매, 및 껍질에 포함되

어 있는 성분이며, 탄닌은 견의 증량, 흑색염색, 색상의 변화 등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왔다.

고구마는(Ipomoea batatas L.)는 열대와 온대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적응성이 강하고 뿌리, 줄기, 잎을 모두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식량, 에너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작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는 고구마의 지상부인 

줄기와 잎은 주로 뿌리를 목적으로 재배되는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구마 잎은 연중 여러 번에 걸쳐 수확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고구마 뿌리만큼 잎

이나 줄기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선행연구결과 고구마 줄기·잎의 추출액에 

의한 견직물 염색 시 염색견뢰도와 소취성, 항균성은 우수하게 나타났으나, 다양한 색상 구현의 

미흡한 단점을 보완하려면 탄닌성분이 함유된 식물염재와의 복합염을 통한 색상의 다양화, 염착

량 증대, 견뢰도 증진 등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구마 줄기·잎의 추출액에 의한 견직물 염색 시 탄닌이 함유된 식물염재(적송수

피, 밤껍질, 모과 등)추출물로 매염한 후, 매염방법 및 매염농도에 따른 색상(H), 증량률, 세탁·

드라이클리닝 견뢰도를 측정하여 식물염재의 천연매염제로서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탄닌색소를 함유하는 천연 추출물로 염색한 견직물 염색포의 염착량 및 다양한 색상변화를 

살펴보았고, 실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염색 견뢰도 및 항균성을 평가하였다. 

염재로 고구마의 지상부를 추출해서 염액으로 사용하였고, 솜베사에서 구입한 견직물 100%(카

리스소프트 제조)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IR염색기(KSL-24Perfect, 고려화학)를 사용하였으며, 견뢰

도 향상과 다양한 색상 발현을 위해 천연매염제로 탄닌이 함유된 식물염재 적송수피, 밤껌질, 모

과 말린 것 3종을 사용했다. 표면색 측정은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UtraScan PRO, 

Hunter Lab, USA)을 사용하여 염색한 시료의 표면반사율을 측정한 후 Kubelka-Munk식에 의해 

K/S값을 평가하였다. 또한 최적의 염색조건을 알아보고자 염색온도, 염색시간, pH에 각각 변화를 

주어 검토하였다. 염색 후 세탁, 드라이클리닝, 일광, 마찰, 땀견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소취성과 항

균성에 대한 기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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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 과피 안토시아닌 색소를 이용한 면직물의 천연염색

현재 대부분의 화학염료는 제조과정에서 폐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에 유해한 제조 과

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관련 생산품도 피부염의 등의 문제가 유발되어 규제가 강화 되고 

있다. 천연염료의 경우 화학염료에 비해 제조원가가 높고 선명도 및 견뢰도에서 경쟁력은 떨어지

나, 공해가 없는 염색공정, 편안한 자연색감, 재현의 창의성, 그리고 천연염색이 갖는 독특한 기

능성 때문에 녹색 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로니아는 장미과(Rosacea)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원산지는 북미 및 캐나다 동부 지방이

다. 아로니아속의 이름은 초크베리(chokeberry)라는 일반명으로 불리며, 블랙초크베리(black cho- 

keberry, 레드초크베리(red chokeberry), 퍼플초크베리(purple chokeberry)가 있다. 최근 ‘아로니

아(Aronia)’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베리류 중에서 가장 많은 안토시아

닌을 포함하고 있어 슈퍼베리 라고도 한다.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떫은맛을 갖고 있으며 열매

는 식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로니아에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풍부하여 항산화, 암 예방, 면역증진, 등에 대한 기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안토시

아닌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등 산업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합성염료로 대처할 수 있는 천연염

료도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천연염료도 사용될 수 있으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염재를 발굴하여 기초자료를 얻

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아로니아 열매를 착즙 후 버려지는 껍질에서 염료로 추출하여 염재

로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면직물을 염색하여 최적조건을 살펴보았다. 염색기는 IR(KSL- 

24Perfect,고려화학)을 사용하였고, 염색포의 표면색 측정은 Compute Color Matching System 

(UtraScan PRO,Hunter Lab, USA)를 사용하였다. 최적의 염색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염색온도, 

염색시간, pH, 염액농도, 반복횟수에 따른 염색성을 살펴보았으며 매염방법및 매염제의 영향에 

따른 염색성을 살펴보기 위해 1급 시약인 Tin chloride(SnC12), Aluminium potassium sul-

fate(Alk(SO4)2·12H20), Copper sulfate(CuSO4·5H2O), Iron sulfate(FeSO4·7H2O)를 사용하였

다. 또한 면직물의 염착량 향상을 위하여 소나무 껍질, 포해태, 율피등을 선 매염 하여 염색하였

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염색온도 40℃, 염색시간 60분에서 가장 높은 염착량을 보였으며, pH3

과 염액농도 100%, 반복염색5회, 선매염Sn, 후매염Fe에서 높은 염착량을 보였으며, 소나무 껍질, 

포해태, 율피에서는 무매염보다 염착량이 향상되었다. 친환경화를 고려할 때, 다양한 천연 매염제

의 제안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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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IoE 환경에서 Health ICT 구현을 위한 
스마트의류용 전도성섬유의 개발 동향

IT와 의료서비스가 결합한 U-Health 기술은 의료정보의 디지털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신속

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적인 한계 등으로 산업화에 어

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U-Health 기술을 바탕으로 건강관리를 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웰

니스 분야는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U-Health로 인해 국

내의 웰니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비 지출 증가폭을 낮출 수 있다. 개별적인 디바

이스(Device)들과는 별도로 IoE 공간에 내재되어 공간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망으로 연결된 디바이스를 찾아 이용하는 시대였다면 다음은 사람이 조

작하지 않아도 망으로 연결된 디바이스들이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는 시대일 것이다. 여기서 중심

적인 개념이 공간에 내재된 센서와 디바이스들이다. 이들은 사람이 휴대하거나 착용하여서

(Wearable) 사람과 함께 움직이는 디바이스(Mobile Device)와 함께 존재하는 장소(Space)의 성능

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전자부품의 소형화와 성능 개선 그리고 유비쿼

터스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소형으로 간단하게 휴대하거나 의류 형태로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의

류가 연구되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전기·전자적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호전달 및 전기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성섬유가 필요하다. 따라서 웨어러블 섬유 기

술의 핵심은 전기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전도성섬유 개발에 있다. 최근에는 PEDOT:PSS와 같은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하거나 그래핀(Graphene)이나 탄소나노튜브(CNT)와 같은 나노카본소재를 

활용해 전도성 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oT의 

진화된 형태인 IoE 환경에서 U-Healthcare를 포함한 Health ICT를 구현하기 위한 전도성섬유가 

스마트의류용으로 개발되는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용어 설명

1. IoE(Internet of Everything): IoT가 특정 인터넷(인트라넷) 시스템에 기반을 둔 기기와 사람, 기기와 기기 간의 연결이었다면 IoE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반으로 외부적인(External) 디바이스들 간의 연결을 통하여 인간의 개입을 최소솨한 시스템

2. Health ICT: 건강 정보를 다루는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EHR(Electronic Health Record), PHR(Personal Health 

Record), U-Health, E-Health, Smart Care, Smart Healthcare 등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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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벨트용 직물의 난연 및 열적특성에 관한 연구

Ⅰ. 서론3)

소방공무원은 화재를 진압하고 재난·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들을 전개하

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 소방공무원의 작업환경을 살펴보면 강열한 화염, 뜨거운 열

기, 어두운 조명 등의 물리적 위험과 유해가스, 중금속, 분진 등의 화학적 위험 또한 세균 등의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다[1].

소방장구류는 화재진압현장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을 외부의 극한환경 및 열, 화염, 

충격 등의 여러 가지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구이다. 소방장구류 중 하나인 

소방용 벨트에는 소방 활동과 산악 및 고층구조에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안전대(벨트식, 그

네식), 산소통 등을 지지하는 벨트류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벨트류에는 KFI인정과 같은 소방

에 대한 규격화가 없기에, 일반적인 비난연 소재로 구성된 벨트를 화재와 관련된 환경에서 사용

하게 되어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소방대원의 생명을 지탱하는 벨트류에 대한 규

격 도입 및 환경에 적합한 제품 설계 및 제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착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고감

성 소방용 벨트를 개발하기 위한 소방 벨트용 직물에 대한 열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라미드섬유를 기반으로 한 폭(43mm)×두께(2mm), 폭(30mm)×두께(2mm)인 

소방용 벨트를 사용하였다. KS K 0585 텍스타일의 가연성 시험방법: 수직법에 따라 소방 벨트용 

직물의 잔염 시간, 잔진 시간을 측정하였다. KS K 0585에 따른 시험편의 크기는 약 70mm× 

300mm이나 소방 벨트용 직물의 폭이 작아서 43mm×300mm, 30mm×300mm로 실험하였다. 

KES-F7(Thermolabo Ⅱ, Kato Tech. Co., Ltd., Japan)을 사용하여 Qmax를 측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난연성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NRF-2015M3C8A7A0202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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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잔염 시간(s) 0 0 0 0 0 0 0 0 0 0

잔진 시간(s) 02.37 01.65 01.70 02.15 01.75 02.55 01.72 02.19 01.70 01.71

<표 1> 소방 벨트용 직물의 난연성 측정 결과

표 1은 소방 벨트용 직물의 난연성 실험값을 정리한 표이다. 소방 벨트용 직물 둘 다 12s 동

안 불꽃을 가한 후 제거하여도 잔염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잔진 시간이 매우 짧아 난연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난연성이 우수한 아라미드섬유를 기반으로 제작된 벨트이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2. Qmax

그림 1은 소방 벨트용 직물의 Qmax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Qmax는 순간접촉 냉온감 특

성으로서 값이 클수록 냉감이 강하고, 작을수록 온감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

시료 1이 시료 2보다 냉감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면보다 이면이 냉감이 강하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소방 벨트용 직물의 Qmax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방 벨트용 직물의 열적특성에 관한 항목 일부를 관찰하였다. 화재와 관련된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방용 벨트 제품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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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안전화용 재료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Ⅰ. 서론4)

현행 소방 장비 관리 규칙 제 4장 제 16조 제 1항에 따르면, 소방 단체의 장은 별도로 지정 

되어 있는 소방 장비 보유 기준에 따라 소방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소방 공무원의 임용 시 규정

에 따라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해야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보호 장비로는 방화복 및 안전 

장갑, 방화두건, 안전헬멧 및 안전화 등이 있으며, 이는 모두 KFI(한국 소방 산업 기술원)의 인정 

기준을 만족하는 KFI 인정품이어야만 한다[1].

여기서 안전화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시 소방대원의 발, 발등 및 발목 부위를 보호하

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KFI 인정기준에 의해 정의된다[2]. 현재 KFI 인정을 받은 소방용 안

전화는 5개 기업 10개 항목이 존재하며, 가죽제와 고무제 안전화 각 5종씩이다. 일반적으로 착용

자는 무게감 및 착용 시의 피로감 등의 이유로 비슷한 무게라 하더라도 고무제 안전화보다 가죽

제 안전화를 더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3] 최근 5년 이내 KFI 인정을 받은 안전화는 

고무제 안전화 단 두 종 뿐이며,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가죽제 2종 고무제 3종, 총 5 종류 밖에 

되지 않아[4] 착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국내 소방용 안전화에는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 

시 평형성비교에 있어서 맨발과 소방용 가죽제 안전화 착용간의 통계적 유의함이 나타나지 않았

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며[5] 또한 본 연구의 선행 연구 분석 결과로, 현행 시판 소방용 안전화는 

가죽제와 고무제 모두 투습성이 낮아 착용 시 쉽게 땀이 차서 활동성이 저하됨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착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고감

성 소방 안전화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 연구로서 소방 안전화용 재료의 역학적 특성에 관

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소방 안전화용 천연가죽의 특성

1) 시료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두께(㎛) 118.8 174.2 181.7 240.4

<표 1> 시료의 물리적 특성으로서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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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인정 기준에 의하면 가죽은 천연가죽이어야 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네 종류의 천연 가죽

을 시료로 선정하였으며, 아래 표에 명시된 대로 두께에 따라 시료의 번호를 매겼다. 두께는 두

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료전체에 분포된 5개 측정값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2) 인장 강도 측정

이 실험은 KFI 인정기준에서 명시한 대로 KS M 6882의 항목 5.2에 따라 실험하였으며,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시험편의 모양과 치수

시험편은 그림 1과 같은 모양 및 치수로 2개를 만든다. 제작한 시편이 인장 시험기에 의해서 

인장속도 (100±20)㎜/min으로 인장하여 절단될 때의 최대하중을 읽고, 다음 식에 따라 인장 강도

를 계산한다. 구하는 시험값은 2개 시험편의 측정값을 평균한다.

T=
W
S

여기에서 T: 인장 강도(MPa)

 W: 절단시까지 최대 하중(N)

 S : 시험편의 단면적(㎟)

3) 신장률 측정

신장률 시험은 1.2의 인장 강도 시험에서 규정 하중시 눈금 사이의 길이 및 절단 시의 눈금 

사이의 길이를 각각 읽고,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E 1=
L 1-L 0

L 1

×100

E 2=
L 2-L 0

L 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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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E 1: 규정 하중시의 신장률(%)

 E 2: 절단시의 신장률(%)

 L 0: 눈금 거리(mm) 

 L 1: 규정 하중시의 눈금 사이의 길이(mm)

 L 2: 절단시의 눈금 사이의 길이(mm)

 

2. 방열 안감으로 사용되는 아라미드 원단의 실험

편물로 짠 아라미드 원단의 내열 안감으로의 적합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실험을 

시행하였다. 

1) 열저항 실험

소방용 안전화의 KFI 인정 기준의 항목 21.2에 따라 실험하였다. 38×38cm 크기로 시료를 3개 

절취하여 260℃의 열풍 순환식 항온기에 5분간 넣어둔 후 꺼내어 용융 및 변형 여부 등을 관찰

하였다.

2) 난연성 실험

아라미드 원단의 난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S K 0585 (텍스타일의 가연성 시험 방법 : 수직

법)을 참고하여 실험하였다. 경사·위사 방향으로 각각 5매씩 70×300mm 크기의 시편을 채취하

였다. 규격에 따른 연소 시험상자 안에서 12s 동안 불꽃을 가한 후 점화원 제거 후에도 시료에 

화염이 지속되는 시간인 잔염시간 및 화염 없이 작열이 지속되는 잔진시간, 탄화 부분의 최대 길

이인 탄화길이를 측정하였다. 제곱미터 당 원단의 무게가 184.2g이었으므로 규정에 따라 탄화 길

이 측정 시 1.1N 추를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가죽의 인장강도 및 인장 신장률

Sample 1 Sample 2 Sample 3 Sample 4

인장강도(MPa) 13 17 13 14

인장신도(%) 37 42 76 45

<표 2> 겉감용 천연 가죽의 인장 강도 및 신장률 시험 결과 

위의 표는 실험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KFI 인정 기준에 따르면 안전화에 사용되는 가죽

의 인장강도는 12MPa 이상, 신장률은 10%이상이어야 한다. 위의 시료는 모두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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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열용 아라미드의 열적 특성

열저항 실험에서는 용융 및 변형 등의 특별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난연성 실험의 결

과는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경사방향 위사방향

W1 W2 W3 W4 W5 C1 C2 C3 C4 C5

잔염시간(s) 0.72 0.81 0.89 0.54 0.41 0.83 0.72 0.81 0.85 0.53

잔진시간(s) 10.11 9.43 10.53 7.46 9.53 9.76 10.85 10.02 11.61 12.26

탄화길이 0.6 1.2 0.9 1.8 0.7 0.2 0.5 0.6 0.4 0.6

<표 3> 내열용 안감으로 사용되는 아라미드의 난연성 시험 결과

방향에 상관없이 잔염 및 잔진 시간이 매우 짧아 방염성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탄화길

이는 육안상 위사방향의 그을린 길이가 길게 보이는 데 반해 실제로는 경사방향에서 더 길게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사방향을 따라 원단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 방향에서의 

인열이 결을 따라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방용 안전화를 구성하는 겉감 및 안감의 역학적 특성 중 가장 기초적인 항목 

일부를 관찰하였다. 겉감은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실험 결과 모든 시료가 기준을 통과함을 확인하

였으므로, 차후에 무게 및 감성 평가 등의 연구를 시행하여 기능성을 충분히 갖춘 고감성 안전화

에 맞는 최적의 겉감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열용 안감은 성능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KFI 인정 기준의 다른 물성들을 평가한 뒤 기준을 만족하는 시료에 대

하여 감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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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of Amphoteric Cotton Cellulose using 
Polycarboxylic Acids and Triethanolamine

Ⅰ. 서론

기존의 면섬유 염색은 음이온성 염료인 반응성 혹은 직접염료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이 방법

은 염색성과 견뢰도, 환경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triethanolamine(TEA)를 사용하여 양이온화 된 섬유의 장점을 구현하였고, 이 때 가교제로 사용한 

polycarboxylic acid에서 음이온이 생성되어 동시에 양쪽성의 특징을 가지게 하여 여러 용도에 사

용할 수 있게 하였다.

Ⅱ. 연구방법

시료인 백면포는 KATRI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KS K0905를 사용하였다. 가교제로 사용한 

1,2,3,4-butanetetracarboxylic acid(BTCA)는 Sigma-Aldrich에서, 그리고 양이온화제로 사용한 TEA

는 Daejung에서 구입하였다. 산성 염료 C.I. Acid red 4는 Sigma-Aldrich의 것을 사용하였다.

조건에 따라 가교제와 염산과 반응한 양이온화제 triethanolamine·HCl(HTEA)을 넣어 용액을 

제조 후 Pad-Dry-Cure공정을 거쳐 면섬유를 가공하였다. 제조된 면섬유는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FT-IR)를 이용한 구조분석과 열분석, 그리고 구김회복각도 등의 측정을 통

하여 분석되었다. 

Ⅲ. 결과 및 고찰

 Fig. 1.은 샘플의 특정 흡수 peak들을 보여주고 있다. 1730cm-1대의 peak는 HTEA의 양이 

증가할수록 intensity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carboxylic acid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1580cm-1의 영역에서는 HTEA가 일정농도 이상 들어가니 새로운 peak이 형성되었다. 위는 car-

boxylate에 상응하는 영역으로, HTEA가 증가함에 따라 carboxylic acid가 carboxylate의 형태로 

바뀌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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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T-IR analysis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H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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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K/S value, (b) TGA analyse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TEA

양이온기의 도입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성염료로 IR 염색기를 이용하여 염색한 후 염색한 직물의 

반사값을 통해 Kubelka-Munk의 식으로 K/S값을 얻었다. Fig. 2.(a)를 통해 BTCA의 경우 HTEA의 

몰 비가 가교제의 두 배가 될 때 가장 양이온화가 잘 됐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Fig. 2.(b)의 그래프에 따르면 미처리 면에 비해 가공시킨 면의 weight residue가 증가함을 보

였고, 이는 가교가 되어 탄화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TCA만 처리한 면보다 HTEA를 

함께 처리한 면의 weight residue값이 더 크게 나왔다. 

Ⅳ. 결론

FT-IR을 이용한 구조 분석을 통해 carboxylic acid기가 carboxylate를 형성하여 음이온이 생성

됐고, TEA의 아민기가 양이온화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열분석으로 가교되어 탄소의 양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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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고, 구김회복각도에서도 가교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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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ㆍ이석현*

구자봉1)ㆍ전재탁2)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물드린1)ㆍ㈜대성텍스타일2) 발열충전재를 활용한 보온성이 극대화된 천연염색 아우터 개발

Ⅰ. 서론5)

세계적으로 ‘웰빙’과 ‘에코 프렌들리(eco-friendly)’가 화두가 되면서 의류용 소재 생산과정에 대

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소재를 찾는 트렌드가 강화되

고 있다. 특히 톨루엔, 가성소다 등 유해성분이 범람하는 화학섬유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강해지면서 천연염색 의류가 더욱 각광받고 있다(2015년 친환경섬유 세계시장규모 1,330억원 추

정,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천연염색이란 천연자원인 식물, 동물, 광물에서 얻은 재료를 염료 혹은 안료로 사용하는 염색

법이며, 천연염색제품은 섬유생산 전 공정에 거쳐 원료와 조제, 염료에 이르기까지 인체친화형 친

환경섬유이다. 천연염색 의류의 경우 실크, 인견, 면 등 비교적 얇은 천연소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매출이 급성장하며, 겨울시즌에 매출이 급감한다. 현재 생산되

고 있는 겨울용 천연염색 의류의 경우 압축 솜을 겉감과 안감 사이에 놓고 누빔이나 손뜨개 방

식으로 보온성을 보완한 제품이 대부분이며 압축솜은 공기층이 작아, 혹한기에 방풍 및 방한 기

능이 떨어져 겨울용 제품개발에 애로사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염색 의류의 연중 안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보온성이 뛰어난 겨울용 

소재를 적용하여 아우터를 제작하고, 보온성평가를 통해 기존제품과 비교 해봄으로써 보온성이 

우수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천연염색 아우터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식을 활용하였다. 첫째, 기존제품대

비 보온성이 뛰어난 발열충전재 개발 둘째, 발열충전재 적용 및 소비자 선호 반영 천연염색 아우

터 개발 셋째, 개발된 발열충전재 및 발열충전재를 적용한 아우터 제품과 기존제품의 성능평가를 

통해 보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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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온성이 뛰어난 발열충전재 개발-발열 충전재(BIO-HEATSOL) 개발 공정

① CNT 기능성 입자 준비

② 준비된 입자를 고열로 Dry 한 뒤 입자를 덩어리 지지 않도록 해쇄 과정을 거침

③ PET RAISIN 과 준비된 입자 POWDER를 혼합

④ M/B를 만들되 POWDER가 뭉치지 않도록 초고속 회전 고분산 압출기계로 칩을 생산

⑤ 용융방사를 통한 스테이플 파이버 생산

⑥ 혼타 carding, 적층성형, melting+수지처리+열처리를 통한 발열 충전재 생산 

2. 발열충전재 적용 및 소비자 수요 반영 천연염색 아우터 개발

발열충전재를 적용한 천연염색 아우터 제작 시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

해 소비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ㆍ조사기간 : 201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4일간)

ㆍ조사대상 : 천연염색의류(물드린) 매장 방문고객 200명 (30대 이상 성인여성)

ㆍ조사장소 : 천연염색의류(물드린) 백화점 매장 6개 지점 

(대전 세이백화점, 대구백화점, 롯데백화점-대구/상인/광복/동래 지점)

ㆍ조사내용 : 소비자 일반현황 및 아우터 선호 디자인(컬러, 누빔문양) 조사

3. 성능평가

1) 섬유의 보온성 측정 

항온법(KS K 0466:2007) Yasuda seiki 시험기로 열저항(clo)값을 측정하여 발열충전재의 보온

성을 평가하였다. 실험환경은 외기온도 (4.5±0.5)℃ ~ (21.1±0.5)℃, 발열체 온도 (433±0.3)℃ ~ 

(36±0.3)℃, 풍속 0.1m/s 이하의 무풍환경에서 열저항치를 측정하였다. 

2) 광 조사에 의한 원단의 표면온도 변화 측정

의뢰자 제시 시험방법으로써 50cm의 거리에 있는 전구를 통해 아래 시료에 에너지원인 열을 

보내고, 전구로부터 에너지원을 받은 시료들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각 시료들에 대한 온도변화

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무게(5OZ), 규격(10cm x 10cm)이 동일한 기존보온충전재(3M thinsulate)

와 개발 발열충전재(BIO-HEATSOL) 2종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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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한온열마네킨을 이용한 의복의 보온력 측정

기존 아우터 제품 1종과 발열충전재가 적용된 아우터 3종을 실험의복으로 이용하였으며, 발한

온열마네킨 실험을 통한 보온력(Rclo)을 계산 및 비교 하였다. 

실험환경은 겨울철 서울 표준 환경(최한월 실외 평균 온도–2.4±0.5℃, 상대습도 35±5%)으로 

설정된 인공기후실에서 ASTM F1291-10의 표준 실험방법에 의거 각 시료의 단열성을 측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보온성이 뛰어난 발열충전재 개발

개발된 발열충전재는 CNT와 결합에 의한 발열, 축열, 보온과학을 바탕으로 개발된 기능성 원

사를 이용하여 원적외선 및 인체의 각종 파장들을 열파장으로 변환시켜 온열을 유발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성능평가를 통해 기존 제품 대비 우수한 보온성을 검증하였다.

❍ 발열충전재의 보온성 평가

 

구분
기존 보온성 충전재 개발 발열충전재

3M thinsulate BIO-HEATSOL BIO-HEATSOL 퀼팅

무게(OZ) 5.9 5 5

열저항(clo) 3.3 3.52 6.52

보온성소재로 가장 기능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3M thinsulate와 보온성이 극대화된 천연염색 

아우터개발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발열충전재(BIO-HEATSOL)의 기능성을 비교한 결과, 개발 소

재의 보온력이 7% 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천연염색 아우터의 충전재 가공법(퀼팅)을 적용한 경우 

약 2배 가량 보온성이 뛰어난 것으로 측정되었다. 

❍ 발열충전재의 광발열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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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열충전재 적용 및 소비자 수요반영 천연염색 아우터 개발

소비자 수요조사 결과, 아우터 구매 시 선호하는 컬러는 자주색 계열(28%)>밤색 계열(18%)=

회색 계열(18%)순이었으며, 선호 충전재 누빔문양은 기하학(33%)>잔꽃(24%)>마름모(15%)순으로 

조사되었다. 도출된 컬러 및 발열충전재를 누빔문양을 적용한 시제품 12종을 개발하였으며 결과

물 중 3종을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향상된 보온성을 검증 하였다.

결과물1 결과물2 결과물3 결과물4 결과물5 결과물6

결과물7 결과물8 결과물9 결과물10 결과물11 결과물12

❍ 발열충전재 적용 천연연색 아우터 보온력 평가

구분 기존제품
개발제품

비고
결과물1 결과물2 결과물3

소

재

겉감 Silk / Wool Silk / Wool Silk / Wool Silk / Wool 마네킨온도 35℃

기본착용의복 동일
충전재 Poly 5OZ(솜) 발열충전재 5OZ 발열충전재 5OZ 발열충전재 5OZ

완제품

보온력 1.67 (Rclo) 2.11 (Rclo) 2.00 (Rclo) 2.26 (Rclo)

기존 제품과 발열충전재를 적용한 개발제품을 비교하였을 때 보온력이 평균 27% 높게 나타났

다. 결과물3(보온력 35%증가)>결과물1(보온력 26%증가)>결과물2(보온력 20%증가)의 순이었다.

Ⅳ. 결론 및 제언

겨울용 천연염색 의류의 단점을 보완한 아우터 개발을 목적으로 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개

발된 발열충전재(BIO-HEATSOL)와 발열충전재를 적용한 천연염색 아우터 모두 기존제품대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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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성이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통해 현대의 과학적인 섬유기술과 천연연색을 접목하

여 신소재 개발이 가능하며, 고부가가치 천연염색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겨울용 천연염색 제품군 개발로 계절적 수요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안정적인 판매가 가

능하며, 천연염색산업의 매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 착의평가를 통해 착용감을 개선하고, 보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성 디테일을 도출 

및 적용하여 천연염색 아우터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천연염색의류를 다양화, 대중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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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은ㆍ하철주

박선미ㆍ박준배*
㈜호진글로벌ㆍDYTEC 연구원*

고밀도 구조화에 의한 통기·방수 소재 개발

Ⅰ. 서론

국내 outdoor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년 매출이 약7조원에 이르는 실정으로 소재 개발 

및 차별화도 빠르게 진행 중이나, 주요 주제는 투습방수소재, nylon 초경량물 등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내 생산중인 outdoor용 투습방수 소재는 대부분 전면발수 처리, 표면 투습방수코팅 또는 

라미네이팅 제품이다. 이들 소재는 갑자기 비가 내릴 때 비로부터 신체를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으나 땀의 배출 능력이 낮고, 섬유 내 기공이 거의 없어 (공극크기 1um 미만) 통기성이 낮은 관

계로 활동시의 열기 배출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착용 시 답답함을 느끼는 문제점이 있다. 

기존 outdoor용 소재의 일반적인 제조방법은 발수 가공된 원단의 표면에 TPU 수지 또는 

TPFE 수지 등을 사용하여 코팅 또는 라미네이트방법에 의해 표면에 미세 다공 수지층을 형성시

키는 방법이나, 초극세사를 고밀도로 제직해서 되는 직물에 발수 가공을 하는 방법이 쓰이고 있

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진 방수포에는 전자의 경우에는 촉감이 딱딱하고 통기성이 낮은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촉감이 딱딱하고 공극이 커서(30um 이상) 내수압이 낮고 우중에 사용시 

수분 침투로 인해 투습방수 용도로 쓰기에는 성능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여름철은 고온다습하고 

기간도 5개월 이상으로 길다. 반면에 사람은 고온다습하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체력저하, 활동의

욕이 저하되어 업무능률 저하, 의욕상실, 심할 경우 건강을 해치게 된다. 따라서 제2의 피부인 의

복은 이러한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본 개발과제는 극세사의 미세구조화에 의해 5μm 미만의 미세 공극을 다수 부여하고 crimp의 

표면 돌출 및 섬유간 신축성으로 부드러운 촉감 부여를 통해 일반 투습방수원단이 갖는 비(Rain)

에 대한 방수성 및 발수성은 가지면서 높은 투습성과 통기성, 부드러운 촉감으로 쾌적한 착용성

을 갖는 통기성, 고투습성, 방수성의 Non-coating형 소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Fig. 1> 촉감과 통기성이 양호한 Non-coating형 통기·방수 소재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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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1. 제직

<Table 1> 적용 원사 및 직물 조직

경사 위사 경사밀도 위사밀도 폭 중량 조직

PET 65/204

DTY

PET 65/204 SDY or

PET 50/144 SDY
210

130/

150
58

124 /

110 g/m2

평직 or 

능직

* 적용 위사: 단사섬도가 0.3den 수준의 원사를 선택 사용함으로서 섬유가닥 자체 또는 이웃 섬유가닥 간의 기공을 최

소화.

2. 염색

전처리시 고밀도에 따른 호료 및 방사유제의 제거가 용이하지 않음에 따라 강알칼리 조건에서 

레피드 염색기를 이용 끓는물로 3회 정련 실시한 후 고압지거 염색기를 이용 고압하에서 130℃ 

고온에서 분산염료로 염색실시.

3. 후가공

<Table 2> 발수제 처리 조건

방식  1dip- 1nip

padder압  2.0 Bar

Speed  2.0 m/min

tenter 조건  180℃ X 2min

사용조제 및 조건 불소계 발수제, 80g/L

Ⅲ. 결과 및 고찰

1. 외관사진

 

<Fig. 2> 제직 원단의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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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가공지의 외관

생지상태에서는 이면에서의 빛의 투과가 상당히 관찰되긴 하나 가공지의 경우 빛의 투과가 거

의 없이 미세한 빛의 투과만 관찰되는 바, 염색 및 가공중 대부분의 공극이 미어짐으로서 방수성 

발현이 가능한 수준의 조직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2. 최종 물성

개발제품은 내수압이 방수성 발현이 가능한 1,500 mmH2O 수준이면서 통기성 및 투습성이 

양호할 뿐 만 아니라 촉감이 양호하여 outdoor, 골프웨어로 적용시 착용성이 기존 제품 대비 쾌

적성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Table 3> 가공지의 물성

 구분

항목 

발수

고밀도 

투습방수원단

(PU코팅)

투습방수원단

(라미네이팅)

개발제품

(통기방수포)

대표 상품
H2Off

(Toray)

Entrant

(Toray)

Goretex

(Invista)
개발제품

내수압(mmH2O) 500 10,000 20,000 1,500

투습도(g/m2, 24hr) 9,600 4,000 8,000 8,000

발수성(급) 4 4 4 4

공기투과도

(cm3/cm2/sec)
0.5~1 0.01↓ 0.01↓ 0.60

촉감 hard hard hard soft

3. 효과 검증 실험

가시적 간이통기방수실험 장치로 통기방수성을 관찰한 바, 발수포는 통기성은 양호하나 물이 

비쳐나와 방수성이 미흡하였고, Gortex 라미네이팅 원단은 방수성은 양호하나 공기통과가 전혀 

되지않아 통기성이 좋지 않았음에 반해, 통기방수포(개발품)은 통기성과 방수성 공히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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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효과 검증

Ⅳ. 결론

적용원사로는 단사섬도가 0.5den 이하의 원사를 선택 사용함으로써 섬유가닥 자체 또는 이웃 

섬유가닥 간의 기공을 최소화하고, 경사와 위사 밀도를 실간 틈새가 최소화 되도록 고밀도로 최

적화시키고, 충분한 전처리와 프리상태에서의 고온·고압하 염색을 통한 충분한 조직 수축부여 

및 고발수성의 불소계 발수계 처리를 통해 방수성 수준의 내수압 (1,300mm H2O)과 함께 통기

성, 투습성이 양호한 non-coating형의 통기·방수 소재을 얻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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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학ㆍ김민섭ㆍ최동진

최지숙ㆍ나영주
인하대학교 소비자 인식도를 증가시킨 등급제 친환경 마크의 개발을 위한 

탐색

친환경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친환경 의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친

환경마크 종류가 과잉 출현하고 불명확하며 친환경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떤 환경

마크를 선택하고 믿어야 되는지 등 확신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상품을 주

로 유기농야채, 과일 등의 유기농산물로 이해하고 환경마크에 대한 단순 인지도는 62.6%,이 중 

내용인지도는 30.5%에 불과하다. 또한 환경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 및 사용해 본 경험의 비

율이 35.4%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환경마크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구매 경험이 부족한 국

내 소비자들에게 환경마크 제품의 제품정보단서 가운데 외재적 단서로서의 환경마크는 매우 중요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마크는 제품의 환경적 성능에 대한 불확실

성을 줄여 줄 것이며, 또 환경에 피해를 덜 주는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현재 친환경 제품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마크 또한 모호하고 다양하여 소비자들에게는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친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그 중

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단순히 제품만을 보지 않고, 더 나아가 

산지, 생산방법, 안정성까지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소들을 구매 결정에 포함시킨다. 그러므로 

체계적으로 친환경성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신뢰를 쌓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할 때 비로소 친환경 시장이 

성립되며 환경의 보전 및 인체의 건강 등이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섬유의류제품의 친

환경성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 5등급과 같이 등급제로 전환시키는 제안을 하고자 그 친환경성

을 제품별 라이프 사이클 별 분류 및 조사하여 표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에너지 효율등

급 라벨(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이 섬유의류제품의 친환경성의 경우에는 무슨 지

표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조사하고, 또 여러 마크의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지표들의 가중치를 부여

하여 종합적으로 친환경성 등급제를 구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

해성분의 불검출 또는 종합적 pass/fail 방식보다는 각 세부 내역에 따른 백분율을 포함시키고 점

수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급(5등급제 또는 7등급제)을 표기하는데 총 단계들 중에

서 몇 등급인지 그 수준을 표기하며, 한눈에 보기 편하도록 설계하며 이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연

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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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ㆍ나영주
인하대학교

패션명품의 대여시장에서 소비자의 동기, 혜택과 한계점

중국 명품시장은 2008년에 86억 달러에 도달했고 이 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중

국소비자 전국 명품소비는 약185억 달러에 도달했다. 이는 중국인들이 2014년 전 세계의 46% 되

는 명품을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리웨이지에, 2015). 현재 중국은 일본을 대체하여 세계 최고의 

명품소비대국이 되었고 명품소비액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여성 

소비자들의 명품에 관한 구매동기/혜택, 명품대여동기/혜택, 명품대여 한계점에 관한 관계를 비교

하고자 하였다. 유사한 수준의 소비자가 거주하는 도심지로서 중국의 상해와 한국의 서울에 거주

하는 20-50대의 학생과 직장인 및 주부 등 총400명으로 본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 표집 되

었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5년 11~12월이었고 총 40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1회라도 명

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서울 소비자들의 평균연령은 

24.8세, 상해의 경우 25.7세로서 차이가 없고 또 소득역시 200만원 이하가 163명, 200만원 이상

이 37명으로 동일하게 조정되었다. 직업과 학력은 서울의 경우가 대학생 직업과 재학중이 더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상해는 직장인이자 대졸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카이검증, p< 

0.0001). 연구결과, 서울 여성은 명품구매 횟수가 1.58±0.9회/연, 상해 여성은 1.82±1.1회/연 이

었다(t=-2.42, p<0.05). 대여횟수는 서울이 15/200명, 상해는 13/200명으로 차이가 없었다. 명품의 

구매고저를 살펴보면 국적, 학력, 연령, 직업은 상관이 없었으며 오직 소득만이 이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명품의 구매동기는 과시동조성, 즐거움/품질의 2가지 요인으로 

묶였으며, 대여동기는 1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매혜택은 자존감상승, 내구성의 2가지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대여혜택은 합리적 사용, 자아/환경의 2가지 요인으로 나타났다. 대여의 한계점은 

시스템 불안성, 위생소유애착심, 부정적 태도 등 3가지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품의 

구매동기와 대여동기는 서로 상관이 깊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구매동기, 대여동기는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주로 연령과 직업, 월수입, 학력 등 인구통계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국적에 

따라 차이를 보인 것은 구매 시에 과시동조성 동기, 자존감 상승, 내구성, 대여혜택에서 자아/환

경성, 대여시장의 한계점에서 부정적 태도 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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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나*ㆍ김창규ㆍ한현정

김승희ㆍ권오경1)

한국패션산업연구원*ㆍ(주)비에스지1)

공기저항성이 저감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개발을 위한 소재 
배치 및 패턴 영역에 대한 연구
: 최적화 가상 시뮬레이션 기법을 중심으로

스피드 스케이팅은 동계 올림픽 종목에서 스키나 스키점프에 비하면 속도가 낮은 운동이지만 

평균속도 약 40~60km/h로서 달리기 보다는 빠른 운동에 속한다. 이렇게 빠른 속도를 가지는 스

포츠 환경에서 경기복은 선수들의 적은 노력으로 더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이

유로 주요 상위 선수권 나라에서는 경기복의 소재 및 패턴 형태에 따른 공기저항성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현재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복의 연구 및 제작 기술 자국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 

중 인체가 받는 공기저항은 물체 고유 모양에 의한 형상 항력인 압력항력부와 유동 압력 정체점

에서 분리되어 인체 표면을 흐르는 표면마찰항력부로 나뉜다. 이 중 압력항력부는 인체를 변형하

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 고유 항력이고, 표면마찰항력부는 인체가 착용하는 의복 설계 조건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요소로 작용한다. 경기복의 공기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는 공군

사관학교의 아음속풍동실험실이 유일하나 고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하게 연구가 진행될 수 없

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풍동실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된 비교적 저비용인 최적

화가상시뮬레이션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인체 표면마찰항력부에 공기저항 저감형 소재를 다양하게 

배치하여 스피드스케이팅 시 공기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재 배치 및 패턴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6)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위해 전산유체해석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프로그램인 ANSYS 

Fluent를 사용하여 스피드 스케이팅 글라이드 자세에 있는 경기복 착용 인체대상에 대하여 공기

저항성과 세부 유동특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Minitab과 optiSLang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소재 배치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공기저항성 검증은 1)공기저항 저감형 소재별 공기저항

값에 대한 시뮬레이션값 검증, 2)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의 공기저항값에 대한 시뮬레이션값 검증, 

3)주요 표면마찰항력부위별 소재 적용 최적화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최적화를 위한 주요 표면마

찰항력부는 표1과 같이 머리영역, 어깨에서 팔 바깥 영역, 허벅지 영역을 설계변수로 설정하였으

며, 근육지지를 위한 탄력성과 공기저항성 저감을 고려하여 설계된 3중 구조의 3가지 소재를 표2

와 같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섬유스트림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과제번호: 100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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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도식화(앞)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복 도식화(뒤)

<표 1> 주요 표면마찰항력부 위치(줄무늬 부위)

Design

Variable
Description

Material Range

1Level 2Level 3Level

음각코팅+WB2001/ 

세로딤플(Cd=0.78)

음각코팅+WB2001/ 

가로딤플(Cd=1.01)

실리콘 도트

(Cd=1.04)

x1_head 머리

x2_arm
어깨

~팔 바깥

x3_thigh 허벅지

<표 2> 소재 적용에 대한 설계변수 및 범위

최적화 시뮬레이션 결과, 최적 소재 배치는 모든 영역에 1Level의 3layer 소재를 적용한 경우

로 나타났으며, 주요 표면마찰항력부위 중 공기저항계수 변화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설계변수는 

허벅지영역으로 전체 공기저항 값의 약 74%의 영향도를 가져, 허벅지 영역에 대해 소재 또는 패

턴 변화를 주었을 때 경기복 전체의 공기저항성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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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 센서를 기반으로한 아동용 동작 센싱 스마트 의류 개발의 
가능성 탐색

Ⅰ. 서론7)

최근 생활환경 및 식생활 등의 변화로 전체인구 중 비만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

으며 정상체중인 아동에 비하여 과체중인 아동이 성인기에 비만이 될 위험은 2~6배 높아 소아기

의 비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1]. 운동은 지방 대사를 활성화하여 비만해소와 심혈관질환 예방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특히 

아동들에게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가 있으며, 달리기, 속보, 줄넘기, 자전거타기, 수영 등이 효과적

이라고 보고되었다 [3]. 따라서 아동의 운동기능 발달을 위해 인체의 부위별 동작에 따른 운동량

을 측정하고 효과적인 피드백을 줌으로써 운동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아동용 웨어러블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노이즈 극복형 동작 측정 기술 개발은 미미한 상황이

며, 대부분 가속도 센서 기반의 운동량 측정 시스템이므로 인체의 사지 동작을 부위별로 측정할 

수 없다. 또한 착용형이 아닌 장비의존적 이어서 맨손형 운동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운동효과 증진을 위한 웨어러블 제품 설계 연구의 일환으로, 직물센서

를 기반으로 동작 측정용 아동복을 개발하여 센싱 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아동용 운동 센싱 의복 

개발의 가능성 탐색하였다. 본 연구 개발 제품을 통해 인체 부위별 동작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장비나 인터페이스 없이 실내ㆍ외 모두에서 측정이 용이하므로, 다양한 환경 및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활동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더불어 본 개발 제품을 통해 아동이 

운동에 흥미를 갖게 됨으로써, 최근 10년 사이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

오른 소아비만을 예방하고, 나아가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를 이루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Ⅱ. 국내·외 동작 센싱 연구 동향

국내의 동작 센싱 관련 연구로, 조현승 등(2015)은 전도성 직물을 기반으로한 동작 센서를 구

현하여 팔의 굽힘, 폄 동작에 따른 센서의 전기저항의 변화를 측정, 분석함으로써 관절 동작을 

효과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직물 센서를 개발하였다. SWCNT 코팅 소재를 다양한 형태로 가공

해 직물 센서로 구현했을 때 인체의 사지 동작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로서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최적의 센서 요건을 규명하였다 [4]. 강다혜 등(2011)은 일상생활 중의 세부적인 인체 관절 동작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진연구자지원사업(여성과학자지원사업)의 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NRF-2015R1C1A2A0105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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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이 가능한 광섬유기반 의류 소매형 동작 센서를 연구하여, 유연 광섬유 기반의 2D 관절 

각도 센싱 의류의 측정 잡음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복 구조 요건을 도출하였다 [5].

이밖에 국내에 상용화 된 동작 측정 시스템 제품으로는, 두성테크놀로지의 Lifecoordi 500, 

VISOL의 Kwon3D XP 등이 출시되었다. Lifecoordi 500은 3축 가속도 센서를 기반으로 하여 걸음 

수, 활동 시간, 이동 거리, 운동 강도, 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 과학적 운동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운동량 측정기이며, VISOL의 Kwon3D XP는 국내의 동작 분석 기술로 보행, 골프 등의 

관절 동작에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한편 동작 센싱 관련 해외 연구 및 개발 사례는 국내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EMPA(2014)는 Piezoresistive sensor 원리를 적용한 stretchable motion sensor(Bend SensorⓇ)를 

개발, 이를 장착한 의복형 동작 센싱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덴마크의 Danfoss(2013)는 변형률에 

따른 정전용량 변화 기반의 동작감지용 스트레치 센서인 PolyPowerⓇ를 개발하였다. 네덜란드의 

Xsens(2014)에서는 가속도 센서 및 자이로 센서를 기반으로 무선으로 관절 동작을 측정하고 측정 

정보를 전송하는 MVN suit를 개발하였는데, 이 의복에는 동작 센서를 최대 17개까지 부착할 수 

있으나 부착되는 각 센서가 딱딱하고 무거워서 착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Ⅲ. 실험 연구

1. 실험 도구 개발

1) 직물 센서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 CNT)는 원기둥 모양의 나노구조를 지니는 탄소의 동소체이

다. 탄소 나노튜브는 여러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노기술, 전기공학, 광학 및 재료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열전도율 및 기계적, 전기적 특성이 매우 특이

하여 다양한 구조 물질의 첨가제로도 응용되고 있다 [6],[7]. 선행연구에서는 편직물의 양면에 

Single Wall Carbon Nano Tubes(SWCNT) 물질을 코팅 한 후 이를 다양한 형태로 후가공하여 동

작 측정을 위한 직물 센서를 개발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바탕 직물

에 두 겹(two-layers)의 SWCNT 코팅 직물을 열고정 방식(welding method)으로 부착한 형태가 

센싱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겹의 열고정 방식으로 제작된 직

물 센서를 사용하였다. 단, 아동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물 센서의 size를 5 × 50 (㎜), 5 × 40 

(㎜)로 조정하였다.

<그림 1> SWCNT 코팅 직물을 적용한 동작 측정용 직물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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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물 센서를 적용한 동작 센싱 의류 설계

본 연구에서는 동작 센싱용 직물 센서를 적용한 두 가지 유형의 아동복 디자인 패턴을 도출하

고, 아동복 모형 샘플을 제작하였다. 즉 인체 사지 동작에 대한 센싱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물 센서를 팔과 다리의 관절부위에 부착하여 아동복을 통한 동작 센싱의 가능성을 탐색 하였다.

2. 실험 대상 및 방법

1) 실험 대상

실험 대상자는 만 6세의 평균 체형의 남·여아로 선정하였다. 실험 전 동작 측정을 위한 실험 

프로토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연습하도록 지도 하였다. 또한 착의평가를 통하여 센서의 

크기, 부착 위치 등을 사전 점검 하였다. 

2) 실험 방법

실험 대상 아동에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동작 센셍용 아동복을 착의시킨 후 팔 다리의 굽힘, 

폄 동작을 10회 반복하도록 하고, 동작에 따른 전압값을 기록하였다. 즉 굽힘과 폄 동작에 따라 

직물 센서에 반영되는 전기적 변화의 양을 Digital Datalogger (GRAPHTEC GL7000)를 통해 측정

하였다. 실험 변인은 아동복 유형 두 가지, 직물 센서의 두 가지 사이즈 (5 × 50 (㎜), 5 × 40 

(㎜)), 동작 속도 (1㎐, 2㎐)였으며, 남·여아 간 차이 또한 분석하였다.

    

<그림 2> 동작 센신용 아동복 유형 및 실험 장면

 

Ⅳ. 결과 및 논의

실험 대상 아동의 팔과 다리의 굽힙, 폄 동작시의 전압값을 기록한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일

부는 double peak 값을 보였고, 그래프의 peak 및 valley 값이 다소 불규칙적인 값으로 나타났으

나, 이는 아동의 동작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물 

센서를 통합한(embedding) 아동복을 통해 인체의 사지 동작 여부의 검출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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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5 × 50 (㎜) 크기의 센서보다 5 × 40 (㎜) 크기의 센서가 더 안정적인 

전압값을 보였고, 굽힘, 폄 동작의 속도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는 팔, 다리 모두 1㎐의 속도에서보

다 2㎐ 속도로 빠르게 동작 했을 때의 전압값이 좀 더 균일하고 안정적인 신호값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복의 유형이나 남아와 여아 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동작 센싱용 직물 센서를 아동복에 적용하여 운동시 의복을 통한 동작 측정 

여부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의복 재료의 일부로 통합된 유연한 

직물 센서를 활용하여 인체 부위별 동작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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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은*ㆍ임수민ㆍ김혜림
숙명여자대학교

Bacterial cellulose 의류소재 생산 시, 배양조건에 따른 
표면 특성

Bacterial Cellulose(BC)는 마이크로피브릴이 수소결합으로 밀집된 미세나노구조의 셀룰로오스

이다. BC는 식물성 셀룰로오스와 달리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고 생산하는 기간이 짧아 경제적이

며 환경 친화적이다. 또한 BC의 3차원 망상구조는 우수한 인장강도, 성형성을 부여하므로 산업

용, 의료용뿐만 아니라 의류소재로써도 사용이 기대된다. BC의 배양액과 배양 시 공급되는 질소

원, 탄소원은 BC의 생산수율, 나노구조와 표면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용도에 적합한 BC

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배양조건에 따른 BC의 물리적·화학적 특성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요구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C를 의류용 소재로 생산하기 위해 질소원, 탄소원의 종류에 따른 BC의 

표면, 화학적 구조특성 변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소원, 탄소원을 변화시킨 배양액에

서 BC를 생산하였다. 배양 후 생산된 BC는 수세, 건조 하였으며, 생산된 BC 의류소재의 표면특

성을 평가하였다. 표면특성 분석은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JSM-7600F, JEOL Korea 

LTD., Japan), Atomic Force Microscopy(AFM, XE-100, Park systems, Korea)을 사용하여 표면형

태 및 표면 거칠기를 분석하였다. 표면구조분석은 X-ray diffractometer(XRD, D’max2500, Rigaku,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EM 측정 결과, 생산된 BC 의류소재는 나노피브릴 섬유의 적층 

구조를 나타냈으며 배양액과 질소원의 종류에 따라 구조형태에 차이를 나타냈다. AFM 측정 결과 

질소원, 탄소원의 종류에 따라, BC 소재의 표면 거칠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최적조건에서 

생산된 BC 소재의 표면 거칠기는 약 155nm로 다른 배양조건보다 smoothness가 증가하였다.8)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5R1D1A1A010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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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경
숭실대학교

의복형 디바이스를 위한 PU/CNT 복합재료 탄성섬유의 센서 
성능 분석

최근 근전도 및 심전도의 계측을 할 수 있는 Health care wearable 의복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의복 위에 계측 soT(통신 시스템)를 연결하기 위한 전도성 

실은 대부분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되었다. 하나는 단섬유로 복합사의 형태인 스테인리스사와 또 

다른 하나는 늘어나는 실에 나선형으로 구리선을 엮은 합성사이다. 두 가지 종류의 실 모두 

Flexible하며 의복에 자유로운 형태로 봉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전자의 스테인리

스 복합사는 신장율이 없으며 후자의 구리선의 합성사는 구리의 끊어짐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격한 운동성을 갖는 신체 표면의 움직임 위에 밀착되어 근육의 미세한 진동에 따라 유

연하게 동작을 계측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의 움직임에 적절한 의복 디바이

스 제작을 위해 스테인레스사와 구리선의 합성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작된 폴리 우레탄

(PU)과 탄성나노튜브(CNT)의 복합 재료 탄성섬유의 센서 성능을 기초 분석하고자 한다. 탄성섬

유는 0.3mm의 Width 로 PU와 CNT 복합재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탄성섬유를 1가닥, 2겹, 3

겹, 4겹, 5겹으로 나누어 각각 1Cm, 5Cm, 10Cm, 15Cm, 20Cm의 5Cm 간격으로 저항값을 계측

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탄성실의 1가닥과 2겹일 때는 저항 값이 높은 경향이 있으나, 3겹~5

겹의 경우 1가닥과 2겹일 때와는 다르게 저항 값이 서로 차이 나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저항 값

이 낮은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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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3D CAD 가상봉제 system을 이용한 고감성 의류용 직물의 
외관특성

Ⅰ. 서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대두되면서 착용감이 좋은 고감성 소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소재

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착용감이 좋은 의류를 디자인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의류 소재의 역학특성과 외관특성 간의 상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

다. 이를 위해 고감성 직물소재에 대한 물리적 특성 및 역학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계측하여 이들

의 역학특성 값으로부터 의복의 3차원 형상을 시뮬레이션 하여 외관특성과 착용성능을 비교해 보

는 연구를 하므로써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소재개발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직물의 역학량에서 의류의 착용성을 예측하는 연구는 일찍이 Lindberg et al.(1961)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Kawabata et al.(1985)가 KES-FB 직물역학 계측기를 개발하면서 더욱 활발하게 연구 되

었다. 또한 CSIRO에서 FAST 직물역학특성 측정기가 개발되면서 Ly et al.(1991)와 Kawabata et 

al.(1982)이 호주와 유럽에서 이 분야의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직물의 외관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계측시스템으로 VIDS(Virtual Image Display System) 그리고 FabricEye®등이 상용

화되는 연구가 되고 있다. 한편 의류의 외관특성을 직물의 역학특성치에서 예측할 수 있는 일종

의 직물 CAD system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의류의 착용외관특성을 직물의 역학특성치에서 예측

할 수 있는 CAD system이 i-Designer(테크노아코리아)에 의해 상용화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여성용 소모직물의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외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하여 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물을 설계해 시생산 제품

을 제작하여 국외 유명 브랜드 제품과 이들 개발된 소모직물의 역학물성 및 의류외관특성을 비교

ㆍ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모직물 시료의 외관특성과 소재의 역학특성과의 관계

를 검토하기 위하여 3D CAD 가상봉제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실루엣을 이용하여 외관특성을 평

가하였다.

Ⅱ. 실험

1. 소모직물 시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재의 역학특성과 외관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시료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소모직물 시료는 여성 정장용 박지 소모직물로 국내ㆍ외의 20개 시료를 사용하였다. 

국외 소모직물 시료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태리와 일본 선진사 제품을 구입하였고 이

를 바탕으로 소모직물 시료를 시생산하여 국내ㆍ외 소모직물의 역학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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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모직물 역학특성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모직물의 역학특성은 KES-FB system(Kawabata's Evaluation System)과 

FAST system(Fabric Assurance by Simple Testing System)으로 측정하여 각 측정방법에 따른 소

모직물의 물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3. 3D CAD System에 의한 소모직물의 외관특성 측정

3D CAD System(가상봉제시스템)에 의한 시뮬레이션 3차원 데이터는 (주)테크노아의 i-Designer

를 사용하여 패턴데이터, 소재의 역학특성에 관한 물성치를 기초로 시뮬레이션을 행하여 의복의 

3차원 형상을 추정하였다. 

<Table 1> Specimens

No Fabric type

Yarn count

(Nm)

Fabric 

density

(/inch)
Wea

ve
No Fabric tpye

Yarn count

(Nm)

Fabric 

density

(/inch)
Wea

ve

Wp Wf Wp Wf Wp Wf Wp Wf

1

2

SUPER 170 A

SUPER 170 B

2/125

2/100

2/125

2/100

-

92

-

96
twill

11

12

WOOL/CASH Milled A

WOOL/CASH Milled B

2/65

2/72

2/63

1/30

-

76

-

66
twill

3

4

SUPER 170 Milled A

SUPER 170 Milled B

2/125

2/100

2/135

1/50

-

88

-

92
twill

13

14

WOOL/MOHAIR A

WOOL/MOHAIR B

2/90

2/100

1/40

1/40

-

72

-

66
plain

5

6

SUPER 150 A

SUPER 150 B

2/90

2/80

1/63

1/50

-

84

-

94
twill

15

16

WOOL/SILK Crespino A

WOOL/SILK Crespino B

-

2/80

-

1/50

-

116

-

114
twill

7

8

SUPER 130 A

SUPER 130 B

2/100

2/80

1/63

1/50

-

84

-

94
twill

17

18

WOOL/SILK Tropical A

WOOL/SILK Tropical B

2/62

2/90

2/120

2/120

-

68

-

70
plain

9

10

SUPER 130 Milled A

SUPER 130 Milled B

2/74

2/80

2/86

1/50

-

75

-

84
twill

19

20

SILK MOLE J/K A

SILK MOLE J/K B

2/120

2/120

2/120

2/120

-

100

-

48
twill

*Note: A-Foreign specimen, B-Domestic specimen

Ⅲ. 결과 및 고찰

1. 소모직물의 역학특성에 따른 봉제성 비교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국내ㆍ외 소모직물 시료는 여성정장용 박지소모직물 시료로 국외 시료

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태리와 일본 섬유 선진사의 제품을 구입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국내 소모직물을 시생산하여 역학물성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소모직물의 소재는 super 170~120

의 부드러운 고급 모직물과 wool/cashmere, wool/mohair, wool/silk 혼방직물, 그리고 cashmere 

직물 등 고급화 소재를 선택하였다. Fig. 1은 KES-FB system과 FAST system에서 측정한 소모직

물 시료의 역학특성치로부터 예측한 의복형성성능(formability)을 나타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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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mability of worsted fabric measured by 

KES-FB system

(b) Formability of worsted fabric measured by 

FAST system

<Figure 1> Formability of specimens. (A: Foreign specimen, B: Domestic specimen)

Fig. 1(a)는 KES-FB system에 의해 측정한 의복형성성능을 Fig. 1(b)는 FAST system에 의해 

측정한 의복형성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a), (b) 두 측정방법 간 의복형

성성능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각 측정방법에 따른 의류형성성능을 분석해 

본 결과 두 평가방법에 따른 formability는 국외 소모직물이 국내 소모직물보다 더 좋은 값을 가

진다. Fig. 1(a)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제품의 의류착용 외관특성치가 국외제품보다 모두 낮은 값

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FAST system으로 측정한 Fig. 1(b)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

다. 직물 역학량 중에서 어떤 역학량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를 보기 위해 Fig. 2에 각 시료의 

역학량 비교 그래프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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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echanical properties of each specimen.

Fig. 2(b),(d)에서 볼 수 있듯이 국외직물의 extensibility(EM)와 compressibility(WC)가 국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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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다 더 큰 값을 보이며 반면 굽힘, 전단강성은 낮은 값을 보이므로써 부드러운 역학특성을 보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2(a),(c),(f),(g)에서 EM과 WC는 큰 값을 보여 부드러운 역학량을 나

타냈으며, 굽힘과 전단특성치도 국외직물이 높은 값을 보여 부드러우면서도 탄성 역학특성이 높

음을 알 수 있다. Fig. 2(e),(h)에서는 대부분의 역학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Fig. 2(i)시

료에서는 모든 역학량에서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3은 KES-FB와 FAST system

에서 측정된 역학량으로부터 예측된 의류의 formability사이의 상관성을 보인 것이다. 상관계수값

이 0.915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3. Correlation diagram of formability 

between KES-FB and FAST systems.

   

(a) specime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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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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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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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3D simulation by i-Designer CAD system

(A: Foreign specimen, B: Domestic specimen)

2. 3D CAD System에 의한 소모직물의 외관특성

Fig. 4는 가상봉제시스템을 사용하여 패턴, 원단의 물성, 바디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소모직물

의 3차원 형상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나타낸다. 

KES-FB system과 FAST system에서 측정한 소모직물 시료의 역학특성치로부터 예측한 결과 

중 착용성능의 차이를 나타내는 SUPER 150 시료와 WOOL/SILK Tropical 소모직물을 중심으로 

3D 시뮬레이션 한 결과, SUPER 150 소모직물에서는 국내시료가 국외시료에 비해 위사방향의 낮

은 신장성으로 인해 곡면형성이 매끄럽지 못하고 우그러짐 현상을 보이며 뻣뻣한 형상을 나타낸

다. WOOL/SILK Tropical 소모직물의 경우 국내ㆍ외 소모직물 시료 모두 경사방향에 비해 위사방

향의 낮은 신장성으로 인해 전체적인 시료의 실루엣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특히 국내시료가 

국외시료보다 더 낮은 위사방향의 신장성, 높은 전단특성으로 인해 시료의 곡면형성이 매끄럽지 

못한 실루엣을 나타내고 옆선이나 소매달기 쪽 부분 등에 우그러짐 현상이 생겨 좋지 않은 외관

특성을 보여 주었다. 일반적으로 위사방향의 신장성이 부족하면 옷깃, 라펠, 프론트, 앞어깨, 앞 

소매달기 등에 매끄러운 곡면 형성이 되지 않고 작은 주름, 물결치는 듯한 모양, 퍼커링이 생기

는 등 외관특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용 소모 박지직물 시료의 외관특성과 소재의 역학특성과의 관계를 검토하

기 위하여 가상봉제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실루엣을 이용하여 외관특성을 평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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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럴 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지하는 촉감과 착용감을 고려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섬세한 디자인의 표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소재

의 역학특성을 객관적으로 계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품기획에 반영시켜 제품생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정 프로세스에서 리드타임 단축이 가능하며 국내 의류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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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ㆍ김주용
㈜우인기연ㆍ기업부설연구소*

숭실대학교 텍스타일 압력센서 개발
: 실크스크린 프린트법을 활용한 텍스타일 센서의 제작

Ⅰ. 서론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제품들이 상용화 되어 있으나 대다수 

시계, 안경, 팔찌, 목걸이 등 액세서리 형태로 국한되어 있으며, 사용되는 압력 센서들은 대부분 

필름 형태로 섬유 제품에 적용 시 일체감이 저해되고 착용상의 이물감 및 약한 굴곡 내구성, 복

잡한 공정 설계의 요구 및 가격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편의성 및 효용적 

가치를 비추어 보았을 때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의 의류 형태로의 대체가 필요함. 

전자섬유 기반의 일렉트로닉스 기술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섬유 패션 융합을 위한 필수적인 기

술로, 전자섬유 기반의 회로, 센서 및 관련 소자는 기존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의 한계점을 극복

하고 섬유의 스트레치성 및 유연성, 투습성 측면에서 쾌적감을 향상시키며, 착용감 및 관리편이성

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현태의 텍스타일 압력 센서를 제작하여 그 성능을 살펴보는 연구

를 진행하였음. 텍스타일 압력 센서는 전도성 입자의 Tunneling-effect를 응용하여 압력에 따라 전

도성이 달라지는 복합 소재를 활용 하였으며, 전도성 입자로는 카본블랙을 사용하여 잉크 형태의 

복합 소재를 제조하여 실크스크린 인쇄법으로 텍스타일 압력 센서를 제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음.

Ⅱ. 연구방법

1. 압력 감응성 전도성 복합체 잉크의 제조

압력에 의해 민감하게 전기저항이 변하는 전도성 잉크를 제조하기 위하여 황산:질산의 1:3 비

율로 초음파 및 가열 전 처리하여 용매 친화성을 향상 시킨 카본블랙(회사)을 다양한 함량비에 

따라 PU 바인더에 DMF를 용매로 하여 전도성 복합체 잉크를 제조하였음.

2. 실크스크린 인쇄

실크 스크린 인쇄 조건은 피인쇄물과의 간격 5mm, 인쇄 속도 1.2m/min, 스퀴즈 압력 

5kgf/cm2의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인쇄 후 건조온도 120℃에서 30분 간 처리하여 제작하였음.

3. 압력 센서의 설계 및 제조

압력 센서는 다음 표 1과 같이 크게 분리형 타입과 일체형 타입으로 분류하여 각각 2 종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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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개의 형태로 설계하여 제조하였음.

타입 분리형 일체형

종류

구성 Film + Textile Textile Textile Textile

<표 1> 설계 센서의 타입별 모식도, 구성 형태 및 실제 제작 사진

4. 압력 센서의 성능평가 

압력 센서는 1x1cm2의 면적에 각각 200g, 500g, 1,000g, 1,500g, 2,000g 그리고 2,500g의 무

게 추로 하중을 가하여 그 당시의 전기저항을 멀티미터 (Fluke 289)로 측정하여 나타내었음. 모

든 데이터는 10회 측정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음.

Ⅲ. 결과 및 고찰

1. 제조 압력 센서의 성능평가

분리형 타입의 Film+Textile로 구성된 센서는 회로가 인쇄된 기판은 섬유로, Spacer는 PET 필

름으로 구성하여 측정하는 부분의 공간이 비어있는 형태로 삽입되어 있음. 또한 최상단에는 제조

한 전도성 복합 소재를 1mm 두께의 Film으로 제조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1은 제조한 분리형 타입의 Film+Textile 센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하

중에 따른 전기저항성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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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리형 타입 센서 Film+Textile의 성능평가

분리형의 Film+Textile 압력 센서는 약 25N/cm2까지 단위 하중당 전기저항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본 제작 센서의 경우 25N/cm2 이상까지 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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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경ㆍ이정란
부산대학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패션제품의 구조 분석

Ⅰ. 서론9)

최근 각종 산업 분야에 3D 프린팅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석유화학계 성분과 금속성분의 소재 뿐 아니라 톱밥, 신문지 등의 재활용 소재와 옥수수와 사탕

수수 원료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재료를 조합한 복합소재 등으로 3D 

프린팅의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김효숙, 강인애, 2015). 3D 프린팅의 가장 큰 장점은 

금형이나 틀 없이도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어 시제품의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제품을 외주에 의뢰하면서 발생하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신속

한 시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반응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

한 개인 맞춤형 제품 제작이 용이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패션디자

인 역시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3D 프린팅의 대중화와 더불어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표현하기 힘들었던 표면 질감과 형태를 3D 프

린팅을 통하여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패션제품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시키고 있다.

3D 프린팅은 3D로 디자인 된 정보를 입력받아 입체적인 형태로 출력하는 것이다. 디지털로 

된 도면을 이용해 비교적 간편하게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미 산업계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제조과정에서 일부 활용하고 있으며, 3D 형상을 설계할 수 있는 3D CAD의 발달, 

저가의 개인용 3D 프린터의 등장, 프린팅 재료의 가격 인하로 3D프린터는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

다(오설영 외, 2016). 3D프린팅에 쓰이는 재료는 가루, 액체, 실의 형태가 있으며, 재료를 레이저

로 가열하여 응고시키는 방식이나 고체 재료를 녹여서 적층하는 방식 등 3D프린팅 재료에 따라

서 제작방식도 달라진다. 

현재까지 진행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패션제품 관련 연구는 3D 프린팅 기술로 인한 패

션디자인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김혜은, 2015; 정종완, 2014), 발 형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라스

트의 3D 모형 제작에 관한 연구(오설영 외, 2016), 의류 및 액세서리 등 패션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이웅섭, 2015; 이종석 외, 2015)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의 각 영역을 의류, 액세서

리, 텍스타일로 구분하고 각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패션제품의 구조를 분석함으로

써 신체적합성이 높은 3D 프린팅 패션제품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패션제품의 구조 분석을 위하여 3D 프린팅 관련 선행 연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5R1D1A1A0905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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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논문, 국내외 컬렉션 자료, 관련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한 내용을 토대

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패션제품의 디자인, 소재, 구조 및 특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류제품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류제품은 주로 실험적 디자인 성향이 강한 아트웨어 위주로 개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력방식은 SLA(stereolithography),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등 다양하며, 소재는 나일론,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결합방식은 일체형 방식, 고리(니팅) 방식, 힌지(경첩)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SLA

방식을 이용한 의류제품은 네델란드의 디자이너 Iris Van Herpen의 드레스가 대표적이다. 인체의 

골격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3D 스캔 데이터를 기본 모델로 하여 앞판과 뒤판을 따로 만들어 붙

인 드레스는 형태 고정성과 정밀도는 높은 편이나 출력과 후처리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무겁고 유연성이 없으며, 충격에도 약하다. SLS방식을 이용한 의류제품은 쉐이프웨이즈(Shape- 

ways)에서 제작한 디자이너 마이클 슈미트와 프란시스 비톤티의 3D 프린팅 드레스가 있다. 분말 

형태의 강화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서로 다른 3000개의 조각이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나

선형 구조와 직물구조로 디자인되어 움직임이 편하고 실제 착용할 수 있는 의상으로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FDM방식은 레이저와 같은 고가 부품이 들어가지 않아 3D 프린터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대니트 펠렉(Danit Peleg)은 가정용 3D 프린터로 의상 제작하였는데, 필라플레스(FilaFlex) 

소재를 이용해서 레이스와 같은 직물을 출력하고, 접착제로 붙여 의상을 완성함으로써 1인 제조 

시대의 개막을 예고하였다. 하지만 현재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프린터는 출력 크기의 제한으로, 

조각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3D 프린팅의 강점인 봉제선이 없는 일체형 제품을 구현하기 어려

워, 적절한 프린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2.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액세서리제품

다양한 소재 및 디자인이 가능하고, 적용범위가 인체의 적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패션제

품 중에서도 모자, 가방, 신발 등 액세서리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의 사용이 활발하다. 3D 프

린팅 기술을 이용한 모자는 수학, 공학, 애니메이션,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여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무게가 가볍고, 디테일한 표현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벨기에의 가방 브랜드 K사에서 제작한 3D 프린팅 가방은 손잡이를 

제외하고는 봉제선이 전혀 없는 일체형으로 만들어 졌으며,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소재를 사

용하여 유연하고 마모성이 적어 실용적이다. 3D 프린팅 구두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여 가벼우

면서도 견고하다. 또한, 가죽 등 다른 소재들과 조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대표적 스

포츠웨어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에서도 신발의 디자인 및 원형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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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텍스타일제품

텍스타일 제작에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다양한 구조를 가진 텍스타일로 변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필요한 만큼만 출력하면 되므로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원단의 남는 분

량이 없으며, 3D 텍스타일의 조직과 조직사이의 공극양은 착용자의 활동성을 확보해주므로 웨어

러블한 의류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적용 중인 원단 제작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부

분 펠트 및 니트 제작 방식을 응용하고 있다. 3D 프린터가 보통 단단한 소재로 프린팅 되는 것

과 달리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며, 기존의 층층이 쌓는 방식에서 나아가 이미 쌓여진 층

에 조직을 연결하는 제작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개발 단계로 속도와 정확도

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엔지니어와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한 

3D 플렉시블 텍스타일은 원과 뫼비우스를 모티프로 하여 다양한 메쉬 구조의 설계를 통해 기계

로 니팅한 것과 같은 유연성을 가진다. 탄성과 부드러운 촉감뿐 아니라 움직임에도 형태를 유지

할 수 있어 인체공학적 맞춤형 의류 소재로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Ⅳ. 결론

3D 프린팅 기술은 산업적 활용가치가 매우 큰 분야로 특히 패션관련 제품에 있어 그 활용범

위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제조 기술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하고 난해한 디자인, 매끄

러운 곡선형 디자인을 쉽게 제작 가능하게 함으로써 디자인 혁신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패션제품은 대부분 실험적 디자인 성향이 강한 

아트웨어나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개발되어 있었으며. 아직까지 3D 프린팅의 전체적인 적용은 

일상생활에 적합하지 않고, 소재, 비용, 기술의 제약으로 의상 일부로만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3D 프린팅을 이용한 패션제품이 일상생활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착용감 좋고 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연성이 있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3D 전문 디자이너의 양성 및 

3D 프린터의 성능 향상을 통해 3D 프린팅 패션제품을 상용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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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대학생의 체형인식과 신체인지도에 관한 연구

Ⅰ. 서론10)

현대사회에서 외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외모관리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남성의 경우 외모가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에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외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모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주유록, 2014). 특히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성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남성들의 얼굴성형은 이미 일상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체형성형을 통해 

원하는 신체를 디자인하는 것이 이슈화되고 있고 실제 체형성형을 하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좋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은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건강한 

체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져 특히 체형이 외모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체형관리는 자기개발의 능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신체부위를 정확히 인식하고 실

제체형을 파악하는 것은 자기 존중감을 높이는 동시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중요하다(최미

성, 2008). 또한 이상적 체형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

으로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자신의 신

체부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실제체형을 인지하여 자신의 신체결점은 커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자신의 실제체형

을 잘 인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체형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체격지수에 의한 비만판정법으로 체형을 분류하여 체형과 신체이

미지, 신체만족도와의 관계를 밝히거나 실제계측체형과 인지체형을 비교하는 연구로 서로 변인들 

간에 관계를 밝히는 연구(구미지, 1997; 박재경 외, 2004; 남윤자, 이승희, 2001), 남녀 대학생을 대

상으로 체형인식 관련 연구(정수진, 추미선, 2010; 최미성, 2008)로서 체형을 BMI지수를 근거로 한 

객관적 체형과 주관적 체형으로 구분하여 의복유행성향의 관계를 밝히거나,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실제 선호하는 신체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남성들의 신체관심이 높아지고 체형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진출을 앞두

고 있는 청년기 남성의 신체에 대한 인식과 실제체형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체형을 외관적 형태 및 주관적 체형으로 분류하여 체형 유형별 자

기체형에 대한 인식 및 신체부위 인지정도를 알아보며 체형유형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

본 연구는 2015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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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자 대학생의 주관적 체형, 외관적 형태, 체형관심, 자기체형 만족도, 체형관리 중요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남자대학생의 외관적 형태 및 주관적 체형에 따른 체형인식의 차이를 알아본다. 

남자대학생의 외관적 형태에 따른 이상적 체형에 대한 신체부위별 중요도 차이를 알아본다. 

남자대학생의 자신 있는 신체부위 및 결점부위 및 체형성형에 대한 견해를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도구는 먼저, 주관적 체형유형은 사이즈코리아의 체형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외관적 체형의 형태(이하 외관적 형태: 표준, 작은 역삼각형, 큰 삼각형, 사

각형)와 정수진, 추미선(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체형(이하 주관적 체

형: 마른체형, 보통체형, 살찐 체형)으로 2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실제 자기 체형인식은 정수진, 

추미선(2010), 여혜린과 권영숙(2006), 이현주(2013)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관심도, 만족도, 체형

유형 인식, 자신 있는 신체부위 및 결점신체부위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경림과 박숙현(2004)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상적 체형 신체부위별 중요도 19문항, 자기 신체부위에 대한 인지정도 21문

항, 만족도 1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인적사항 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변인의 측정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에 걸쳐 대구·경북지역 소재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으며 수거한 253부의 설문지중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설문지 11부를 제외

한 최종 242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WIN ver. 21을 사용하였으며 체형관심정도, 자기체형만족정도, 

체형성형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평균과 표준편차, 빈도분석)를 실시하였다. 외

형적 형태 및 에 따른 이상적 체형조건에 중요 신체부위 및 신체부위별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 way ANOVA와 사후검정(Scheffe-test)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 체형, 체형관심정도, 

자기체형만족도, 체형관리의 중요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 본인 신체부위 중에

서 자신 있는 신체부위 및 결점 있는 신체부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응답분석법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체형의 외관적 형태 유형을 조사결과 표준형이 40.4%로 가장 많은 분

포를 보였고 작은 역삼각유형(31.0%), 큰 삼각형유형(16.9%), 사각형유형(11.2%)의 순으로 조사되

었다. 주관적 체형에서는 마른 체형이 26%, 표준 체형 37.2%, 살찐 체형 36.4%의 분포율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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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은 19∼24세 79.8%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18.6%), 30세∼34세(1.2%)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월 평균 체형관리 비용을 조사한 결과 없다(47.1%)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5만원 미만

(37.6%), 5∼9만원 미만(11.6%), 15∼19만원(1.7%), 10∼14만원 및 20만원 이상(0.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Ⅲ. 결과 및 고찰

체형유형, 체형관심도, 자기체형 만족도, 체형관리 중요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주관적 체형

과 외관적 형태는 서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주관적 체형 및 외관적 형태는 자기체형 만족도 

및 체형관리 중요도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체형관심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체형관

심도와 체형관리 중요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관적 체형의 형태가 커질수록, 살찐 체형

일수록 자기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체형관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체형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여 체형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적 형태에 따른 체형관심도, 자기체형만족도, 체형관리 중요도 차이 분석결과 자기체형 관

심도(F=3.47, *p<.05), 만족도(F=9.9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제 작은 역삼각형 

유형이 좀 더 체형에 관심이 있고((M=3.96), 자기체형에 가장 높은 만족도(M=3.28)를 보인 반면 

큰 삼각형 유형이 가장 낮은 만족도(M=2.34)를 보였다. 주관적 체형에 따른 체형관심도, 자기체

형 만족도, 체형관리 중요도에 차이 분석결과 자기체형 만족도만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19.18, ***p<.001) 표준체형 집단이 자기체형 만족도가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3.40). 

남자대학생의 외관적 형태에 따른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신체부위별 중요도 차이분석결과, 상

체실루엣(F=3.64, *p<.05), 하체실루엣(F=3.19, *p<.05), 전체적 비만정도(F=2.91, *p<.05), 머리와 

키의 비율(F=6.52, ***p<.001), 키와 다리길이의 비율(F=3.21,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관적 체형 유형별 상체 실루엣 및 하체 실루엣, 전체적인 비만정도에서는 집단내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작은 역삼각형 유형이 상체 실루엣을 가장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M=3.92). 또한 큰 

삼각형 유형 집단이 하체 실루엣을 가장 중시하는(M=3.80) 반면 사각형 유형은 하체 실루엣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M=3.37). 작은 역삼각형 유형 집단은 머리와 키의 비율

(M=4.31) 및 키와 다리길이의 비율(M=4.27)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자신의 신체부위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를 조사한 결과 어깨(15.8%)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허벅지(10.6%), 등(9.0%), 가슴(8.1%), 엉덩이(7.2%) 순으로 나타난 반면, 배부위(2.5%) 응

답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역으로 자신의 신체부위 중에서 결점이라고 생각되는 부위를 

조사한 결과 키(14.4%)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허벅지(13.4%), 배(11.0%), 다리

길이(10.7%)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결점이 적은 부위는 발목(1.6%)이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체형성형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수술이

(36.8%)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다(33.98%), 본인이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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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수술(25.6%), 도움이 되거나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3.3%)의 순으로 조사되어 체형성

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소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남성의 체형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체형성형의 필요성

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 없다(62.0%)의 응답이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28.5%). 필요하다(9.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체형성형이 이미지변신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의 응답이 45,1%이고 그저 그

렇다의 응답이 38.0%,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15.8%의 결과를 보였다. 실제 체형성형에 대한 의

향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혀 없다(66.5%)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생각해 본적 없다(26.0%), 있다

(6.6%)의 순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외관적 형태와 주관적 체형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체형의 만족도, 체형관심, 체

형관리성은 서로 상관성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비만체형일수록 외관적 형태가 클수록 자신

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성향을 보이며 체형관리가 소홀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역삼각형 체형 유형은 자기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체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체형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체형 중에서 표준체형의 경우 만족

도가 높았으나 마른체형은 자신의 체형에 대하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체형에 대한 

신체부위별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신체의 특정부위보다 실루엣, 비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

는데 특히 키와 머리 및 다리길이의 비율을 이상적 체형에 중요한 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자신 있는 신체부위 및 결점 신체부위 조사에서 허벅지부위는 자신 있는 신체부위인 반면 결

점신체 부위에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여 실제 남성들이 자신의 허벅지부위가 이상적인 체형판단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 있는 신체부위로 어깨부위가 자신감에 있어 중요

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체형성형이 이미지 변신에 긍정적인 점에 대한 높게 인지한 것을 

볼 때 최근 남성의 어깨, 가슴, 복부에 대한 체형성형이 매스미디어로 많이 노출되고 있고 성형

으로 인해 개선된 모습이 다소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관심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실제 

본인의 체형성형의 의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남성들의 체형인식 및 신체부위에 대한 체형의 특성과 형태를 고려한 기성복 제작

에 도움이 될 것이며 더불어 소비자에게 신체적인 만족감과 더불어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호하는 의복스타일 및 의복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의류업체

의 마케팅적 전략적 측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대구경북지역

의 남자대학생에 한정하였으므로 결과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연구로는 남

자 대학생의 외관적 체형유형과 주관적 체형을 군집화하여 의복아이템별 선호하는 핏(맞음새)과 

패턴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6 _____ 2016년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참고문헌

여혜린, 권영숙 (2006). 인지체형에 따른 의복 스타일의 선호도 평가. 한국자료분석학회지, 8(2), 711-724. 

이경림, 박숙현 (2004). 신체만족도와 신체인지도에 따른 의복 맞음성 만족도. 복식학회지, 54(1), 69-81. 

정수진, 추미선 (2010). 체형과 신체이미지가 의복유행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2(6), 764-773.

주유록 (2014). 남성의 추구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 인식과 남성메이키업 인식연구.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성 (2008).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에 대한 남녀 대학생들의 인식과 선호체형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2(3), 443-453. 



207연구논문(포스터) 발표: 의복설계생산 _____

정미애*ㆍ남윤자
서울대학교

군용 방한복 상의 개발

Ⅰ. 서론

군사용 방한복의 개발 시 한랭 환경 조건에 적합한 보온성과 전투 동작을 용이하게 하는 활동

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Lee et al., 2012). 특히 전투복과 같이 특수한 동작을 수행하는 의복

의 경우, 일상동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투훈련동작에 대한 적합성도 평가되어야 하며 이를 바

탕으로 패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Lee, 2012).

다양한 군사적 임무수행에 적합한 기동성과 효율성이 높은 전투피복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앞서 진행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착용하고 있는 방한복 내피, 외피의 경우 치수, 패

턴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께 착용하는 전투복과의 치수체계, 여유분, 

소매길이, 방한복 길이 등이 고려되지 않아 맞음새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랭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착용 장병들의 신체 보호성, 쾌적성과 동작

기능성과 전투복과의 맞음새를 고려한 군용 일반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를 개발하여 전투병의 

개인 보급용 피복 개선과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방한복 상의 내피와 외피는 기본적으로 전투복 위에 겹쳐 착용하므로 표준 패턴으로 개발된 

전투복을 기준으로 적절히 피복하도록 하되, 한랭 환경시에는 최외층인 방한복 상의 외피 밑으로 

여러 피복을 겹쳐 입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기존 방한복 상의 내피A와 외피A의 디자인을 변경

하지 않고 패턴의 세부적인 치수를 개선하는 내피B와 외피B, 치수를 개선한 내피B와 외피B 패턴

을 기본으로 하여 방한, 보호, 동작 등의 기능적인 디테일 요소를 추가하여 디자인을 변경하는 

내피C와 외피C를 개발하였다.

방한성과 동작성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유량을 배분하고 세부 사이즈를 설정하였

으며, 패턴 개발 시 YUKA CAD를 사용하고, *.pax 형식의 패턴 파일로 관리하였다. 

참고 사이즈로 국방규격서(KDS 0000-3002)의 피복류 호칭 및 치수표 중에서 최고인원분포율

에 해당하는 가슴둘레 호칭 95, 키 호칭 173인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한복 상의 외피 ‘M95중’, 방

한복 상의 내피 ‘M95’를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방한복 상의 내ㆍ외피가 피복해야 하는 전투복은 

3개이며, 호칭은 각각 ‘90-M(80)-173’, ‘95-M(80)-173’, ‘95-L(82)-173’이다. 의복이 작은 경우 동작을 

제약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호칭 중에서 화장이 가장 긴 전투복 호칭 95-L(82)-173을 피복

하고자 이에 해당하는 신체치수와 제품치수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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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 상의의 치수, 동작, 형태에 대한 맞음새 평가는 2013년 10월 말부터 11월 동안 20~30

대의 평균 연령 25세 병역필 남성 23명의 착의피험자가 치수적합성과 동작적합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하였고, 7명의 전문가 집단이 형태적합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였다. 

치수적합성은 14개 항목, 동작적합성은 일반동작 36개 항목과 전투훈련동작 23개 항목, 형태

적합성은 착의피험자가 각 실험복을 착용한 사진을 전문가 집단에게 자극물로 제시하여 여유량 

38개 항목, 외관 40개 항목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를 사용하였고, 실험복별 평균을 알아보고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방한복 B, C는 현행 방한복과 동일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평가시 전투복, 속옷, 양말, 

군화를 기본으로 착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내피B는 기존 내피 A의 소매길이가 짧아 문제시 되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하고, 내피C는 

chin guard를 넣어 보호성을 추가하고 입체적인 소매로 동작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외피B는 허리를 굽히거나 허리부분의 스트링을 조일 때 밑단이 올라가 상의길이가 내부 의복

을 충분히 피복 할 수 없고, 넓은 어깨너비에 화장과 소매길이는 짧아 문제가 되었던 기존 외피A

를 개선한 것이다. 외피 C의 경우 군장 착장 등 여러 활동시 방한성을 감안하여 뒷길이를 보다 

길게 하고, 앞길이는 활동성을 위하여 외피B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Fig. 1).

Outer A,B Outer C

Collar

외피C는 stand collar에 hidden zipper 

안으로 cord stopper로 조절 가능한 

hood를 내장하여 보호성을 높임

Underarm 

ventilation

외피A,B는 eyelet hole이 4개 있음

외피C는 조절이 용이한 O-type의 2-way 

waterproof slider zipper 적용 open

String

(waist, hem)

외피A는 스트레치성이 없는 string이 허리둘레에 있음

외피C는 cord stopper로 조절이 용이한 string을 허리와 밑단에 삽입

Liner
외피C는 소매가 없는 조끼 형태의 detachable liner를 적용하여 

내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보온성을 높임

<Fig. 1> Detail comparison of winter uniform outer layers (A,B: sam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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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적합성 평가결과 내피만 착장시 내피A의 가장 낮게 평가된 소매길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과 외피만 착장시 외피A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적당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내·외피를 

겹쳐 입은 경우 B와 C가 어깨너비, 팔꿈치둘레, 소매부리에서 ‘적당’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A는 적

당한 수준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다. 외피C의 착장형태에 따른 결과를 통해 옷의 겹침에 따라 

동일한 의복이라도 치수적합성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가장 많이 겹쳐 입

은 상태인 라이너를 부착한 외피C와 내피C를 겹쳐 입은 경우가 대부분의 둘레항목에서 적당에 가

까운 수치를 보여 주었다. 이는 실험상의 제약으로 내부 의복을 속옷에 국한 하였으나 실제 한랭 

환경시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동내의 등 추가적인 피복을 많이 겹쳐 입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겹쳐 입는 것을 고려한 외피C가 최외층 피복으로써 더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동작적합성 평가결과 내피C와 외피C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 내피의 경우 내피C는 가장 높

은 점수를 받은 서서던지기 연속동작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동작적합성이 가장 좋은 것

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내피B는 내피A 보다는 개선되었으나 ‘약간 불편’으로 평가되었고, 내피A는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다. 외피의 경우 둘레 항목이 기존 외피A도 여유가 있는 상태였고, 외피B

와 외피C의 몸판 둘레항목이 같아 전반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적었다. 그럼에도 팔동작과 관련하

여 외피C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외피A는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디자인의 변화 없이 

세부적인 치수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내피B와 외피B의 동작적합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고, 또

한 단순히 치수만 개선한 내피B와 외피B보다는 소매에 턱(tuck)을 넣어 팔꿈치 부분을 입체화시

키고 체표신축을 고려하여 동작성을 높일 수 있는 디테일을 적용한 내피C와 외피C가 더 큰 동작

시 편한 정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

<Table 1> Evaluation results of motion appropriateness for inner and outer (Combat training motions)

Inner A

Outer A

Inner B

Outer B

Inner C

Outer C
Total (N=23)

Mean Mean Mean Mean F-ratio

CM

Stand up throwing 3.87 b 4.91 a 4.61 a 4.46 4.862*

High-jump 2.96 b 4.22 a 4.22 a 3.80 8.143***

Push-up 3.91 4.78 4.74 4.48 3.084

Crawling 4.09 4.70 4.52 4.43 1.457

Bend over throwing 4.22 4.87 4.26 4.45 2.125

TMA

DM 1
Under armscye 3.48 b 4.52 a 4.86 a 4.29 7.693**

Upper wrist 3.52 b 4.71 a 4.81 a 4.35 9.139***

DM 2
Under armscye 2.67 b 3.76 a 4.29 a 3.57 7.627**

Upper wrist 2.95 b 4.24 a 4.48 a 3.89 10.325***

DM 3 Elbow circumference 3.43 b 4.62 a 5.33 a 4.46 10.166***

DM 6
Front collar 3.43 ab 3.91 a 2.83 b 3.39 3.669*

Back collar 4.43 a 4.61 a 3.48 b 4.17 4.577*

*p<0.05, **p<0.01, ***p<0.001. Duncan test result: a>b.

1~7 scale (1: very uncomfortable ~ 4: moderate ~ 7: very comfortable).

Note. CM = continuous movement; TMA = time of maximum angle through the detailed motions; DM = detailed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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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적합성 평가결과 내피B와 외피B가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유량은 적당으로 외관은 좋게 평

가되었다. 내피의 경우 A의 가장 부정적인 소매길이를 포함 대부분의 여유량은 작게 평가되었고 

외관은 가장 낮은 평가를 보인 반면, 내피C는 여유량 항목에서 ‘적당’ 또는 ‘약간 크다’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외관은 대부분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Ⅳ. 결론 및 제언

자료수집을 위한 사전연구시 군부대 면접조사에서도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대 젊은 장병들의 

경우 입대 전 사회에서 슬림한 의복을 주로 착용하여 군복도 몸에 꼭 맞아 슬림하고 키가 커 보

이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실험복에 대한 평균 연령 25세의 착의피험자와 

평균 연령 35세의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착의피험자가 전문가 평가단 보다 더 

작은 치수에 대해 적당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용 방한복은 한랭 환경시 착용하는 전투복으로 보호기능성과 인체쾌적성 뿐만 아니라 각종 전

투훈련동작과 임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작기능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의복이다. 따라

서 일반적인 의복원형이나 셔츠, 재킷 등과 같이 외관 중심의 맞음새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

며, 인체 가동범위가 최대로 이루어지고 기동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동작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적당한 치수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동작적합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장병들 또한 방한복 상의의 

올바른 착용에 있어서 외관상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착용하기 보다는, 전투복임을 상

기하여 동작효율성을 충분히 감안한 치수의 방한복을 착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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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안동대학교

안동포제품의 지역산업화방안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은 안동포, 안동한지, 인견 등의 지역특산제품의 잠재력이 매우 높

은 지역이다(Kim, 2009). 이 중에서도 지역특산제품의 대표 격인 안동포는 친환경전통직물자원으

로서의 산업적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차별화된 고급하절기 의류직물화로서의 명성을 유지하며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대산업화가 절실한 시점이다(Kim,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특산제품인 안동포의 지역산업화전략을 통하여 지역친환경전통직물산업

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전통문화자원의 특성을 융합적으로 활용하고 연구함으로서 지역의류산

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및 연구자료를 토대로 하여 2015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안동지방자치

단체와 안동포 생산단지인 안동시 금소리와 저전리의 안동포조합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산업을 위한 직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안동포제품의 장단점, 안동포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및 개선방안, 안동포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안동포는 우수한 항균성, 통기성, 내구성 등 하절기 의류제품으로서의 명성이 매우 높으

나(Kim, 2002). 고가이며 저신축성에 의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청년층의 호응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또한 폭이 좁고 표면이 딱딱하여 서양의복의 제작에 사용되는 패턴작법이나 재단기법을 

활용하기 어렵다(Kim, 2009). 중국삼베와의 차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으

로서 유통경로의 전근대성과 더불어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화, 

현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서 현대산업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

정이다. 둘째, 안동포의 지역특산제품으로서의 발전방안은 발전의 저해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부

터 개선할 수 있다. 중국삼베와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안동포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제44-0000 

166호)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Andong City, 2011). 지역특산제품의 제작기법, 홍보 및 관리방법, 판매 및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BCIT 융합적 연구에 의해 청년층의 관심과 연구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Kim, 2013). 3D

가상착의프로그램을 통하여 고가인 안동포의 다품종소량생산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컴퓨터사용

에 익숙한 청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Kim, 2012). 셋째, 안동포를 지역특

산제품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방안은, ①친환경의류제품으로서의 안동포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Ro, 

Park, & Eum, C. 2009). 안동포의 명성과 종자, 재배조건, 제직기술 등의 고유특성을 활용하여 

국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산업화전망이 밝다고 판단된다. ②안동포짜기는 경상북도무형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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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전통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전통적인 

제작기법을 전승하되 생산공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표준화함으로서 현대인들이 관심집중과 함

께 지역관광자원화할 수 있다. ③생산농가조합결성 및 안동포센터지원, 품질인증제 도입, 마케팅

전략강화 및 상품브랜드화, 유통망구축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구성원들이 지역특산

제품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결집시켜갈 때 안동포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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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윤
서울디자인재단

국내 봉제업 발전을 위한 의류생산 실무자 의견 조사

198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의류 생산 수출국이었고, 1990년대에는 내수시장의 활성화로 

국내 의류 봉제산업이 호황을 누렸으나 IMF 이후 높은 임금과 경영난으로 침체기를 보내고 있다

(Park, 2008).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생산 의류 수출의 증가를 예상하고, 개성공단과 해외 

우리 의류제조 기업들의 한계 상황으로 인하여 국내 봉제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

나 현장에는 젊은 신규 인력들의 기피, 남아있는 의류생산 실무자들의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실

정이다(Choi, 2012). 본 연구는 봉제업 인력의 양성과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의류생산 실무자들의 

근무 환경, 교육 상황 등 봉제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1)

의류생산 실무자들은 급료 체계 중 월급제가 가장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보였고, 급료에 대

한 만족도는 낮았다. 근무 상황은 토요일과 국경일은 일하고 일요일은 쉬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휴일 횟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하루 근무시간은 10∼11시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근

무시간에 대해 만족도가 낮았다. 근무하는 업체 내에 휴식공간은 없으며, 근무 공간의 공기 및 

환풍에 대하여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들은 대부분 업장에서 선임자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기간은 주로 6개월∼2년 사이로 나타났다. 또 업무에 관련한 재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고, 재교육에 응할 의향이 없었다. 의류생산 실무자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봉제업 환경과 봉제

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봉제업을 통한 경제적인 대가

가 만족스럽지 않고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며 가족이나 지인에게 봉제업을 권유할 의향이 없는 등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낮고 봉제업의 미래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봉제업 

인력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과 힘든 직업이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으로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봉제업 현장의 상황은 충분히 개선되고 있지 못

하여 의류 생산실무자들의 직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 봉제업 종

사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봉제업의 발전과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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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ㆍ도월희*12)

전남대학교

시니어 남성용 드레스폼 개발을 위한 정장착의 실태조사

최근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은퇴생활을 하는 50-60대의 시니어계층은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생활을 하고 있어 관련업계에서 주목받는 신소비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의 

시니어 소비자층에 대한 연구는 노년층 여성 위주로 일부 진행되어 있으나 시니어 남성의 의복 

선호도나 체형연구, 생산 등에 관한 연구는 전 영역에 걸쳐 매우 미흡하다. 청장년층 소비자군과

는 달리 패션성과 더불어 기능성이 매우 중요한 시니어소비자군의 만족스러운 의생활을 위해서는 

의류업체에서 고령자 체형 기반의 의복 설계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50대 

이상 남성 정장의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도를 파악하여 향후 시니어 남성복 제작을 위한 피팅용 

드레스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Kim & Lee(2002)의 연구를 참고하

여 소비자 일반사항, 정장착용시기와 구입, 정장 맞음새 및 착용불만족, 맞음새, 수선, 구매시 중

요시하는 부위 등 총 4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6년 2월∼3월, 광주광역시 소재 고

등학교와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50세 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지 150부를 배

부하여 그 중 결측치를 제외한 137부를 SPSS 21 Package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별 분포는 50대는 72명, 60대 이상은 65명이었고, 시니어 

남성의 정장 착용은 여름을 제외한 계절에 50대의 경우 주1회, 60대 이상 월 1∼2회 착용하며, 

정장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은 사이즈로 나타났다. 구입장소는 ‘백화점’을 선호하고, 

매장에서 직접 입어보고 본인이 선택하며, 정장 한 벌 가격은 ‘60만원 이내’에 가장 많이 응답하

였다. 시니어의 정장 재킷사이즈 인식정도를 파악하는 문항에서는 전체 38%가 본인 재킷 치수를 

기입했다. 이는 Kim & Lee(2002)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25.0%로 나타난 결과보다 치수 인식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니어 남성의 정장착용 불만족도 연령대별 t-test 결과, 치수 불만족 

항목은 ‘라벨치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정장 치수가 다양하지 않다’ p<0.01수준. ‘나에게 맞는 

치수가 없다’가 p<0.001수준에서 연령대별 유의차가 나타났다. 착용시 불만족 항목은 ‘목부위가 

한쪽으로 쏠린다’. ‘목뒤 주름이 생긴다’ p<0.001수준. ‘재킷 여밈이 들뜬다’ p<0.01수준. ‘어깨 경

사가 신체와 맞지 않는다’ p<0.5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재킷 구매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

위는 50대의 경우 어깨부위>옆목부위>어깨너비, 60대 이상은 어깨부위> 앞품> 뒤품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재킷의 맞음새는 목부위에서 p<0.5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또한 대부

분의 항목에서 ‘크다’의 빈도가 높아 시니어 남성은 정장 착용시 본인 신체보다 큰 치수를 착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시니어 남성 재킷 착의실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신

체부위별 불만족에 의해 적합한 치수선택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어 의류제조업체에서 시

니어 남성의 신체치수 및 체형을 고려한 생산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15R1C1A2A0105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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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린ㆍ김은정*ㆍ도월희13)

전남대학교

컬렉션에 나타난 저고리 형태 연구

1993년 한국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를 시작으로 한국 디자이너들의 해외 컬렉션 진출은 세계 

디자이너들에게 한국적인 이미지와 디자인 영감을 심어주는 데 충분하였으며(Ku, 2004),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ㆍ일 월드컵 등을 통하여 세계인들 사이에 한국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최근 구찌, 루이비통을 포함한 패션 컬렉션을 통하여 한국적 패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었으며, 2015년에는 샤넬 크루즈 및 디올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디자인 활용 사례 중 특히 저고리의 

경우, 한국의 역사에 있어 시대상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로 한국의 미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의 저고리 형태를 분석하

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향후 한국의 지속적인 세계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

하여 국내ㆍ외 컬렉션 중 2010년 이후 한국적 모티브를 주된 패션 컨셉으로 활용한 컬렉션을 중

심으로 Carolina Herrera, Chanel, Lie Sang Bong 총 세 명의 디자이너를 선정하였으며, 본 디자

이너의 컬렉션 디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해외 디자이너 중심 혹은 국내 디자이너의 

경우 해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제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연구를 통하여 시대별 여자 저고리의 형태적 특징을 조사하고, 실증

연구로 국내ㆍ외 컬렉션 Carolina Herrera 2011 S/S, Chanel 2016 Resort, Lie Sang Bong 2011 

F/W, 2011 S/S, 2016 S/S 컬렉션 디자인 총 270점 중 여자 저고리 형태적 요인의 활용 사례를 

추출 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arolina Herrera 2011 S/S 컬렉션 디자인 27점, Chanel 2016 

Resort 컬렉션 디자인 14점, Lie Sang Bong 2011 F/W, 2011 S/S, 2016 S/S 컬렉션 디자인 11점

에서 한복의 저고리 형태적 요인을 활용하고 있어 총 52점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총 52점의 디자인을 저고리 형태 활용에 대하여 중복 계수한 결과 깃, 고름, 동정, 대의 저고리 

형태 요인이 총 61개로 나타났으며, 요인 별로 각각 깃 20점(32.8%), 고름 24점(39.3%), 동정 6

점(9.8%), 대 11점(18.1%)의 순으로 활용 빈도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고리 형태 요인 중 국내

ㆍ외 디자이너들에게 고름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외에도 깃

의 경우에는 세 명의 디자이너 컬렉션 모두에서 그 형태적 요인을 찾아볼 수 있었고, 따라서 깃 

또한 저고리 형태 요인 중 국내ㆍ외 디자이너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요소로 나타났다.

저고리의 각 형태적 요인의 활용 사례를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름

의 경우 본래 기능적으로 의복을 정돈하는 목적에서 후대에 갈수록 장식적인 역할로 활용되었으

며, 현대 컬렉션에서는 이브닝드레스, 상ㆍ하의의 여밈 등 고름의 형태적 요인만을 활용하여 주로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BK21플러스사업, S15HR15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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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깃은 앞 몸판에서 뒤 몸판까지 연결되어 목둘레를 장식하는 형태로, 

고대 유물을 통하여 직령, 곡령, 단령의 구분된 형태 및 목판깃, 칼깃, 당코깃 등 세분화된 깃의 

형태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동정은 저고리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매우 특징적인 요소로, 컬렉

션을 통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동정의 형태를 변형시킨 비대칭 유형, 배색을 활용하여 표

현한 동정, 패턴의 변형을 활용한 동정 등 본래의 동정의 형태를 활용 및 변형하여 다양한 형태

로 활용되어 나타났다. 넷째, 대의 경우에는 고름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고름과 다르게 몸판과 구

별되는 띠의 형태로 리본 매듭 형태 및 허리대 형태로 주로 확인되며, 특히 대의 경우 서양복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여밈의 형태이다.

이를 통하여 한국 저고리의 형태적 요인들을 활용한 디자인이 국내외 켈렉션에 출현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으나, 깃, 고름, 동정, 대 등 매우 한정적인 부분만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따라서 한국의 미를 세계 패션무대로 지속적인 확장을 위하여 다양하고 디테일한 한국의 

전통 요소 및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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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outh Korea, owing to the expansion of clothing, fashion and textile industries from 

1990’s; the department of clothing, fashion and textile was very popular and the number of 

students rapidly increased(Lee, 2005). To bring up the subject of professionals in the cloth-

ing, fashion and textile industries it is vital to know and assess the trends. It is also vital to 

know the past trends when predicting the future trends, which ultimately help researchers, 

educators and even industrialists. ‘Fashion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FTRJ), since 1999, is 

the one of the journals that serve as important sources for the dimensions of new knowledge 

in the field of clothing, fashion and textile and greatly helps research students in South 

Korea. By keeping this need in mi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a quanti-

tative research trends in the clothing, fashion and textiles fields from first issue to last issue 

of 2015 in FTRJ.

A total of 1375 printed articles from Volume 1, issue 1 through Volume 17, issue 6 in 

FTRJ were analyzed. We divided research articles into two eras: the past trends from year 

1999 to 2007 and the recent trends from 2008 to 2015 by dividing numbers of volumes al-

most equally. The data was analyzed statistically using χ2-test, t-test and one-way ANOVA 

with post-hoc test using SPSS Ver. 20.0. 

We found out descriptive means in FTRJ are as follows: 8.51 numbers of pages with min-

imum of 3 and maximum of 17 pages, 4.31 keywords with minimum of 2 and maximum of 

9 keywords, 2.00 authors involved in publishing a research paper with minimum of 1 and 

maximum of 10 authors recorded, 1.31 institutes with the minimum of 1 and maximum of 4 

institutes and 22.91 numbers of references with minimum of 3 and maximum of 121 refer-

ences recorded. It was also revealed that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and ‘Aesthesis, 

Fashion and Design’ with same frequencies are the favorite research topics(N=350, 25.45%) 

each, closely followed by ‘Textiles Science and Technology’(N=289, 21.01%). ‘Historical 

Concerns’(N=75, 5.45%) and ‘Educational concerns in Clothing and Textiles’ with the lowest 

frequencies of(N=16, 1.16%).

Through Line chart diagram, continuous growth was noted in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Economics and Social Concerns’ were also gaining popularity but not chos-

en in great deal in the year of 2015. Recently a decrease in interest of researchers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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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of ‘Textile Science and Technology’ and random changes of the trends are observed in 

‘Aesthetics, Fashion and Design'. Consistencies in the frequencies of ‘Historical Concerns’ and 

‘Educational Concerns in Clothing and Textiles’ were observed through line diagram. 

A Chi Square test results were reveal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tribution 

of frequencies of specific fields, number of institutes and methodologies(p<0.005) between re-

cent and past years. In recent years, involvement of Korean institutes collaborative research 

were focused on ‘Economics and Social Concerns’,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and 

‘Educational Concerns in Clothing and Textiles’ and ‘Survey Methodology’ is more frequently 

used by researchers in comparison to past years. 

As the result of t-test, it was reveal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an values 

of past and recent years in number of references(t-value=-10.043***) and number of pa-

ges(t-value=-15.403***)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number of authors(t-value= -1.263) and 

number of keywords(t-value=-3.261). In the past, researchers were using relatively less num-

ber of pages for publication with mean values of 7.52 pages in comparison to 9.22 pages. 

Similarly the number of references used was significantly increasing in recent research trends. 

Through one-way ANOVA it was not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of numbers of pages, authors, institutes, keywords, and references with specific fields 

of clothing and textiles(p<0.001). It was revealed that more researchers are observed for the 

field of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Larger number of pages and institutes are ob-

served in the ‘Educational Concerns in Clothing and Textiles’ as compared to other fields. 

‘Economics and Social Concerns’ field recorded with highest mean values in number of refer-

ences with 34.50 and lowest in ‘Textiles Science and Technology’ 15.09 and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17.68. 

"Hee Eun Kim" is the highly contributed research corresponding author with 37 pub-

lications and "Yun Ja Nam" is the most highly contributed author who is involved in publish-

ing 41 articles in FTRJ until the end of 2015. ‘Pusan National University'(N=70) is the most 

contributed institute in past and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N=82) is the most con-

tributed research institute in recent years.

This research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current research trends for scholars, educators 

and hands on workers in clothing, fashion and textiles fields. From this research, important 

findings were observed such as growth in 'Clothing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and in 

'Survey Methodology', significant differences noted in the numbers of pages and references 

between two eras. It is imperative for researchers to keep being involved in research papers 

with similar theme on regular basis which helps researchers. Today’s research era focuses 

collaborative researches in educational institutes and industries and global convergenc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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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ectors would pave way with mutual benefits. Understanding what current trends are in 

demand may help to predict future trends and ultimately may lead to open future job pros-

pects for students and new innovative ideas globally. The detailed analysis of all article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from journals may be the next point of inquiry to assess how im-

portant the research trends can take part in the growth and expansion in the field of cloth-

ing, fashion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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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큘러 플라운스 스커트의 밑단 형상분석
: 플라운스 길이와 구성매수를 중심으로

최근 국ㆍ내외 디자이너들이 매 시즌 플라운스 장식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밑단에 플라운스 장식이 달린 스커트를 대상으로 플라운스 길이와 재단방법에 

따른 구성매수의 차이가 플라운스의 입체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플라운스의 

구성방법을 달리한 9개의 서큘러 플라운스 스커트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디자인 창작 및 제작에 

있어 보다 적합한 입체 형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용 스커트는 베이직 스커트에 360° 서큘러 플라운스 장식이 달린 유형으로 하였으며, 소

재는 폭 160cm 40수 중간두께의 광목을 사용하였고, 구성방법은 플라운스 길이 3종류(10cm, 

15cm, 20cm)와 재단매수 3종류(1장, 2장, 4장)의 조합으로 플라운스 길이와 구성매수가 서로 다

르게 제작하였다. 분석방법은 연구용 스커트의 밑단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플라운스 단면 형상을 

얻은 다음, Adobe Illustrator CS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밑단너비와 밑단두께, 노드수, 노드폭, 노

드깊이를 측정하였다.

플라운스 길이에 따른 밑단 너비와 두께는 모두 플라운스 길이가 길어질수록 일정하게 커졌

다. 노드수는 길이가 10cm인 플라운스는 13개, 15cm는 11개, 20cm는 11개로 나타났다. 노드는 

플라운스의 길이가 짧을수록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드폭과 노드깊이 두 항목 모

두 플라운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운스의 구성매수에 따른 밑단 너비와 두께의 변화를 살펴보면, 밑단 너비에 대한 밑단 두

께의 차가 구성매수가 많아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매수가 늘어날수록 밑단 너

비는 길고 밑단두께는 짧은 타원형태의 플라운스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노드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길이가 10cm, 15cm인 플라운스에서는 4장으로 이루어진 플라운스 스커트에서 노드수

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20cm인 경우 1장의 경우 노드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노드수가 1장으

로 이루어진 경우 12개, 2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약 11개, 4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13개로 나타났

다. 솔기선이 없는 플라운스가 2개있는 플라운스보다 노드수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솔기선이 

2개보다 많아지는 경우 솔기선이 하나의 노드형상을 만드는 빈도가 높아지며 노드수 증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드폭과 깊이는 2장으로 이루어진 플라운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

다. 이는 2장으로 이루어진 플라운스가 가장 노드수가 적게 나타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플라운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밑단 너비와 두께, 노드폭, 노드깊이가 커지고 노드수는 줄어들

었다. 플라운스의 구성매수가 많아질수록 밑단 너비가 큰 타원형을 띄게 된다. 이는 재단매수 증

가에 따라 플라운스의 정면 실루엣이 옆으로 많이 퍼지게 됨을 뜻한다. 또한 구성매수에 의한 솔

기선의 증가는 노드수에 영향을 미쳐 보다 많은 양의 노드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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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 컴프레션 기어 제품의 성능 평가 

골프에서의 이상적인 스윙 동작은 구간별 주어진 힘을 배분해서 전달할 수 있는 효율성, 순간

의 최대 파워를 이끌어내기 위한 스피드를 요하는 회전성, 원하는 곳에 볼을 보낼 수 있는 정확

성, 늘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 항상성을 요한다. 또한 이상적인 스윙 동작은 신체 분절들의 

유연성과 협응성을 기반으로 클럽헤드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경기력을 향상시킨다. 최근 기능성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이러한 골프 경기력의 향상을 위한 요인들을 분석하고 경기력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컴프레션 기어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골프 스윙 시 주로 사용되는 근육부위에 소

재나 의복압을 달리 설계하여 근력 및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의 진동을 감소시켜 운동수행능

력을 발휘하게 하며 각 관절의 굴곡과 회전력을 증가시켜 경기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 착용이 골프 스윙에 미치는 영향과 브

랜드별 제품성능을 운동학적 변인분석 등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그 효과를 비교하고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14)

성능 평가를 위해 골프용으로 출시된 컴프레션 기어 3사의 제품을 구입하였고 핸디캡 평균 

23인 일반인 7명을 본 실험의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표준 체형에 근접한 30

대 남성으로 모두 오른 타석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클럽 및 골프화는 피험자 개인의 것으

로, 클럽은 7번 아이언으로 통일하였고 총 10회를 스윙하여 최대, 최소치를 제외한 8회의 데이터

를 활용하였다.

골프공의 비행 특성 및 거리, 클럽의 헤드 속력 등 골프 스윙의 3차원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플라이트스코프 Xi을 사용하였고 스윙 구간별 특성 및 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8단계 파노라마 분

석이 가능한 V1 Pro를 함께 사용하였다. 또한 국면별 스윙 시 주로 사용되는 근육과 부위별 의

복압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근전도, 의복압을 측정하였고, 3D 가상피팅을 통한 패턴변형율과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브랜드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평균 비거리(CARRY DISTANCE)가 135.479m로 나온 C사와 135.141m의 M사는 근소

한 차이를 보였고 X사는 133.396m의 결과로 컴프레션 기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130.229m) 보

다 비거리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 3사 모두 컴프레션 기어를 착용했을 때 비거리와 볼

스피드(BALL SPEED)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완삼두근의 근전도 실험 결과, 컴프레션 기어를 착용한 경우와 착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치 

구간의 차이가 있으며, 오른쪽 최대치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 비거리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판단된다. 광배근의 경우 C사는 좌우가 같은 경향을 보이나 근활성도가 낮았고 M사는 왼쪽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섬유 생활 스트림간 협력 기술 개발 사업(과제명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컴프레션 기

어용 복합 기능성 섬유제품 개발)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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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back swing-back swing top에서 오른쪽은 back swing top-down swing 구간에서 근활성도가 

변화하여 스윙동작에 따라 좌우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복사근은 C사에서 스윙 

구간별로 좌우 차이가 나타났고 M사는 좌우 구간에서의 차이가 가장 적었으며 X사는 광배근, 외

복사근 모두 다른 브랜드의 경향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대퇴근막장근은 back swing top-down 

swing에서 대부분의 제품에서 상승치를 보였고 컴프레션 기어 착용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주

요 근육의 근활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체표면적 대비한 패턴면적에 의한 패턴 신축률은 

M사 > C사 > X사 순으로 나타났고 착의평가 결과, 상의는 M사가 가장 압박감이 적게 느껴졌고 

하의는 X사가 가장 압박감이 적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착용만족도는 M사가 가

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마추어 골퍼들을 대상으로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 착용 유ㆍ무가 골프 스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 제품의 성능 평가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며 순간 근력을 향상시켜 

impact 시의 최대 파워로 비거리를 증가시키고 근지구력을 향상시켜 평형감과 균형감으로 바탕으

로 한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 설계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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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준*ㆍ안재상

윤지원ㆍ고미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컴프레션 의류 설계를 위한 연구

컴프레션 의류는 1996년 케빈 프랭크(미국)가 런칭한 언더아머(UNDER ARMOUR)를 시작으로 

스킨스(SKINS, 호주), 2XU(호주)와 같은 세계적인 컴프레션 의류 전문업체 중심으로 제품개발 및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육을 압박하여 운동 시 근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이 안정되도록 교정

해 줌으로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켜 착용자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 방지에 도움을 주며 앞선 기술

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국내 스포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 컴

프레션 의류시장이 니치마켓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외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직수

입한 스포츠용 컴프레션 의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15)

컴프레션 의류 설계는 착용목적과 기능에 따라 부위별 압박량과 압박 면적을 최적화함으로써 

근력향상을 통한 경기력 향상이 가능하며 특히 골프용 컴프레션 의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골프에 

사용되는 근육을 수축하고 근육별로 이에 맞는 압박량과 압박면적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용 컴프레션 의류 설계를 위해 원단의 선정과 압박 테이프 부착방법 선정 

및 솔기 심 스티치의 심강도을 통해 압박 정도를 예상할 수 있도록 의류설계에 대해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컴프레션 의류 착용 시 고신축 니트 원단의 인장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적은 하중(load)에

서의 소변형 영역과 좀 더 큰 하중(load)에서의 대변위 영역에서의 인장특성을 웨일(wale)

방향과 코오스(course)방향으로 별도 측정한 결과 컴프레션 의류용 소재는 신체 부위별로 

차등압박을 가하여야 하므로 외부 하중에 따른 다양한 신도값을 갖는 원단이 요구되며, 하

중에 의해 신장된 원단은 높은 탄성회복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기 컴프레션 의류에 사용되는 원단의 분석결과 신장률과 회복성은 대부분 반비례하는 관계

임을 알 수 있었고, 중량이 낮을수록 신장률이 높은 반면 회복성은 떨어지는 결과 보였다. 

게이지에 따른 영향은 게이지가 높은 원단보다 낮은 원단이 신장률이 높은 값을 나타내어, 

착용 시 더 편안한 느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3. 컴프레션 의류의 각 부위별 요구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하의로 사용 되는 소재는 운동 

시 하체 지지가 가능하도록 신축률은 낮으나 회복력에 우수하고 중량감 있는 소재인 

Two-way 신축 약/강 소재를 메인 원단으로 사용하고, 신장률이 낮아 근육의 흔들림을 지

지해 줄 수 있는 강한 압박을 요하는 부위에 적용되는 원단으로 4방향 저항성을 갖고 있

어야 하는 다축성 소재를 사용하며, 흡한속건성과 통기성이 우수하고 드라이감이 있는 

본 논문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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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mesh조직은 통기성이 필요한 부위에 사용함으로써 착용자의 동작 후 탄성 회복력 

강화와 골지 사이로 공기순환 향상 시킬 수 있었다. 회복력이 좋아 움직임에 의해 신장 된 

원단을 당겨주어 근육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얻어서 회복력/회복속도가 좋아야 하는 

Pull spring 골지를 사용해야하는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4. 컴프레션 의류 설계에서 특정부위에 큰 압박감을 부여하는 방법은 신축성이 다른 원단을 

부위별로 다르게 배치하는 방법과 강한 압박감을 요하는 부위의 원단에 실리콘과 우레탄 

필름을 원단의 웨일(wale)방향과 필름의 길이방향으로 접착하였을 경우, 필름 접착실험에 

사용된 원단들의 인장특성과는 반대로 필름 접착시료의 웨일(wale)방향 신도값이 코오스

(course)방향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필름의 폭 방향으로 필름을 접착하였을 경

우, 앞의 경향과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필름 접착실험에 사용된 원단들

의 인장 특성보다는 필름의 특성이 원단의 물성에 크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5. 컴프레션 의류 봉제 시 주로 활용되고 몸판 봉제용 스티치들의 심강도 실험결과 일정하중

에 대한 신장률은 모든 시료에서 곡침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니혼오바, 우드람프 

순으로 신장률이 작아 봉합강도의 경우 스티치의 종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으나, 봉제방

향에 따른 영향은 원단의 웨일(wale)방향 스티치가 코오스(course)방향 스티치보다 높은 값

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봉합강도의 경우 봉제방향에 따른 영향은 원단의 웨일(wale)

방향 스티치가 코오스(course)방향 스티치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몸판봉제용 스티치의 일

정하중에 대한 신장률과 봉합강도는 스티치 종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컴프레션의류 설계를 위해서는 상의보다는 하의에 사용된 소재가 신장률

(EMT)이 적고 회복성능(RT)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하고, 신장률이 높은 원단과 회복력이 높은 원

단을 부위별로 적절히 적용하여 부위별로 요구되는 성능에 맞춰 적절한 조직 및 중량 등의 조건

으로 설계를 해야 착용목적과 기능에 따른 부위별 압박량과 압박 면적을 최적화 할 수 있음을 

알았으며, 강한 압박감을 부여하는 의류이므로 심(seam)라인에서 높은 장력을 받게 되어 고신축 

니트 원단을 사용한 스포츠 의류의 특성상 원단과 스티치(stitch)의 신축성의 정도는 제품화에 중

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고부가가치 컴프레션 의류 설계 개발 방향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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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ㆍ송화경ㆍ장효웅1)

경희대학교*ㆍ한세실업1) 셔츠 맞음새 평가 시 전문가와 초보자의 시선추적 및 맞음새 
평가 항목의 중요도 비교분석
: Eye-tracking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목적: 본 연구는 셔츠 맞음새(fit)를 평가함에 있어 경력 및 전문성의 차이에 따라 맞음새 

평가 부위별 주시시간, 주시횟수, 평가 항목별 중요도 등에 차이가 날 것으로 가정하고 전문가와 

초보자 집단 간 차이점을 설문조사와 시선추적(Eye-tracking) 기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전문가와 초보자 집단 간 맞음새 평가 감각을 과학적인 도구로서 정량화 할 수 있는 시선추적 

기법을 이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의류관련학과 및 업체에 맞음새 평가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

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테크니컬 디자이너와 모델리스트 7명으로 이

루어진 전문가 집단과 의상학과 1-2학년 학생 7명으로 이루어진 초보자 집단을 구성하였다. 실험

복은 라이브 피팅모델(live model)의 인체치수를 이용하여 의류업체의 디벨롭(development) 단계

에 해당하는 맞음새 정도를 갖춘 반팔길이의 가슴다트가 있는 셔츠 1종 을 제작하였다. 모델에게 

셔츠를 착장시킨 후, 각 평가자에게 고글형 eye-tracker (Tobii Pro Glasses2)를 착용시키고 우선 

맞음새 평가를 하며 발성사고(Think Aloud)를 하게 한 뒤, 본 연구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발성 

없는 시선 추적만 실시하였다. Eye-tracking 실험 직후, 각 평가자에게 국내 선행 연구에 제시된 

셔츠 착의평가 관련 논문 8편에 포함된 65개의 맞음새 평가 항목에 대한 확인유무를 체크하고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Tobii Pro Glasses Analyz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5개의 AOI(Area of Interest:관심영역)을 설정하고 총 주시시간(visit duration)에 대한 

각 영역별 주시시간, 총 주시횟수(visit count)에 대한 각 영역별 주시 횟수 및 히트맵(Heat map)

을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7.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초보자와 전문가 집단간 t-검

정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제언: 시선추적실험을 통한 주시기간과 주시횟수 분석결과, 전문가와 초보자 집단 

간 중점 주시부위 및 시선 분산 정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집단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항목은 칼라(뒤), 옆선, 밑단(옆), 다트, 진동이었다. 반면, 앞품, 허리(앞), 밑단(앞)에

서 더 낮게 나타났다. 히트맵 분석결과, 전문가는 맞음새 확인 위치가 칼라(앞), 다트, 앞품, 앞중

심선, 어깨선(옆), 진동, 밑단(옆), 칼라(뒤)에 집약적인 반면, 초보자는 중점 평가 부위가 없이 전

체적으로 분산되어 있었다. 중요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집단은 중심선에 대한 좌ㆍ우 

균형, 옆선과 밑단선을 기준으로 앞ㆍ뒤 균형에 관련된 맞음새를 중요하게 평가하였다. 칼라의 

좌ㆍ우 대칭형태(중요도 평균 점수: 6.1), 옆선의 앞뒤배분정도(5.3), 식서방향(5.6)을 중시 여기며 

확인유무도 과반수이상(57.1%)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보자는 평가시 확인을 안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문가는 어깨선위치(5.4)를 집중 평가하는 반면, 초보자는 14.3-28.6%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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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칼라의 맞음새, 가슴다트 위치와 길이, 소매산과 진동부위 여유분량에 대한 맞음새를 중

시 평가하였다. 전문가는 목둘레선의 위치 및 여유(5.1~5.3), 스탠드높이(4.9)를 중요시 간주하고 

있었으나, 초보자의 확인유무는 14.3-42.9%로 나타났다. 가슴다트의 경우, 전문가는 다트의 양, 

길이, 위치(4.8-5.4)를 중시여기며 특히 다트길이는 100%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보자는 

과반수 이상이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부위의 경우, 전문가는 위치(5.5), 깊이(5.7), 

너비(5.2), 여유분(5.0), 주름/당김(4.5)을 중요하게 평가하며, 특히 진동위치와 깊이는 100% 확인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초보자는 확인도가 낮았다. 

의류관련 분야에서 아이트래킹 기법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외에 총 4건으로 미비한 실정이

다. 대부분 마케팅 분야의 연구로 패션광고나 온라인 사이트에 제시된 의복에 대한 관심영역에 

대한 주시지속기간, 주시경로를 아이트래커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구매의도, 자아인지도, 실

제와 이상자아의 차이 등과 연관시켜 연구하였다. 맞음새 평가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설문지 

응답결과 분석을 통해 한정적 정보만 획득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맞음새 평가 전문

가들의 핏 평가 감각을 과학적인 도구로서 정량화 할 수 있는 시선추적 기법을 도입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의류관련학과 및 업체의 맞음새 평가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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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미*ㆍ전정일1)ㆍ류영실2)

동서울대학교*ㆍ이패션테크1)

ㆍ동서울대학교2)

70대, 80대 여자 고령자 표준인체형상 개발

우리나라는 201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3.1%로 고령화 사회(2000년, 65세 인구 7% 기준)에

서 고령사회(2018년,65세 인구 14% 기준)로 접어들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으며, 기대수명도 2001년 76.53세에서 2013년 기준 81.94세로 높아져 70ㆍ80대 노인에 대

한 고령친화 제품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16)

고령자 생활환경의 개선과 고령친화제품 개발을 위해 고령자의 인체치수정보 및 인체형태정보

에 기초한 인간 친화적 제품 제조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가전제품 설계, 자동차 설계, 가구 디

자인, 신발디자인, 의류제품 설계 등 고령자의 사용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고령친화제품 개발 

위해 70, 80대 고령자의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여 고령자 친화적 설계 및 제조 환경의 기초를 만

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고령자(70~85세) 3D 인체형상조사ㆍ측정사업｣ 조사결과 자료를 

이용하여 고령자 여성의 키(직접측정치)를 기준으로 25%~75% 집단의 키, 젖가슴둘레, 배꼽허리둘

레, 엉덩이둘레, 옆면 체축각도 3종(목각도, 상반신체축각도, 하반신 체축각도)의 평균인체치수를 

분석하고, 고령자 여성의 측면체형을 전문가 5인에 의해 시각적 판단으로 분류하여 분류된 체형

별 체축각도의 평균을 분석하고 다빈도 구간 측면체형을 추출하여 평균체축값을 산출하였다. 다

빈도 구간 체형에 속하는 인체형상 중 체축이 평균에(표준편차 ±1δ 범위) 근접하면서 좌우대칭성

이 좋은 인체형상을 70대 와 80대 각 7명을 선정하여 인체형상의 특징점을 기준으로 생성된 커

브단면을 이용하여 평균단면을 생성하고 평균 높이 프로포션에 맞추어 평균 와이어프레임을 생성

하여 서피스 모델링법으로 최종 70ㆍ80대 여자 고령자 표준인체형상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준인체형상의 인체치수 및 BMI(체질량지수)는 다음과 같다.

 ㆍ 70대 여성: 젖가슴둘레 94.6cm, 허리둘레 88.7cm, 엉덩이둘레 91.4cm, 키 150.0cm, BMI 

24.8

 ㆍ 80대 여성: 젖가슴둘레 93.3cm, 허리둘레 88.3cm, 엉덩이둘레 90.8cm, 키 146.4cm, BMI 

24.7

- 측면체형 분류 결과 70대 여성은 바른체형이 50.7%, 젖힌체형이 29.3%, 숙인체형이 20.0%, 

80대 여성은 숙인체형이 47.6%, 바른체형 35.7%, 젖힌체형 16.7%로 다빈도체형은 연령대별 

차이가 있어 70대 여성은 바른체형, 80대 여성은 숙인체형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2015년도 국가기술표준원(과제명: 고령자 3D 표준인체형상 개발 사업)의 연구용역 과제 의 지원에 의한 결

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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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면 평균 자세각도는 70대 여성이 목각도 82.0도, 상반신각도 100.5도, 하반신각도 94.9도, 

80대 여성은 목각도 78.4도, 상반신각도 97.7도, 하반신각도 94.9도로 하반신 각도는 유사하

나 목각도와 상반신각도에서 연령적 차이가 나타났다. 

- 평균 와이어 프레임을 생성하여 표준 인체형상을 개발한 결과 대부분의 주요부위에서 ISO 

20685의 3차원 인체측정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으나 머리, 손, 발 부위는 허용오차가 

1mm로 규정되어 있어 머리부위는 작은 둘레 기준인 4mm 이내 기준에 따라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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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ㆍ도월희
전남대학교

의류샘플생산 프로세스상 지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연구는 항공, 철도, 원자력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의류산업에의 경우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샘플생산 프로세스상 지체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 벤더에서 직무 경험이 있는 4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에 예비설문과 

인터뷰를 통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까지 매출액기준 업계 

상위 3위에 해당하는 국내벤더 종사자 8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뷰를 동시에 실시한 본 조사

의 진행 후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처리 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Ver.2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제시된 14 단계의 의류제품 샘플생산 프로세스에서 지체 현상이나 오류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총 7명(87.5%)으로 나타나, 지체 및 오류 현상의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의류샘플 제작의 지연 및 오류발생의 원인별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제시된 20가지의 원인 중 11가지의 원인에 대하여 발생정도가 나타났으며, 이 중 

원부자재 수급지연(3.75)과 업무과부하로 발생하는 스팟오더와 샘플오류(3.63)가 보통이상의 정도

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진행된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지체현상에 가장 큰 원인은 

원부자재 수급지연과 인력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의 한 벤더

는 3D 프로그램으로 실제 원단에 컬러와 속성까지 구현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급 문

제와 생산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냈다. 이처럼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지연 및 오류 발생현상을 

최소화 하려는 회사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성원 개개인의 측면에서의 해결방안 

노력으로는 부서들 사이에서 각자의 스케쥴을 서로 확인하여 놓치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확인

하는 것이다. 또한 실무자 스스로 업무에 임하는 마음가짐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이

어와 실무자간 문제 발생시 다방면으로 시도하여 해결하려 하거나 타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

한 해결의지가 필요하며 이러한 의견이 반영된 수정T/P에 의한 바이어 디렉션을 정확하게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의류샘플생산 프로세스상 지체 발생의 원인은 외주 

및 원부자재 수급의 지연과 과중한 업무강도로 인한 샘플생산의 부적합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첨단기술도입으로 실무자의 업무누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어주

고 실무자는 그에 맞게 리드타임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바이어와 부서원들의 디렉션과 의견을 보

다 폭넓게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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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순ㆍ김진선
대구미래대학교

생산효율을 위한 공정관리에 관한 연구
: 여성복 재킷을 중심으로

Ⅰ. 서론

의류산업은 국제적 트렌드와 소비시장의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제품가격경쟁력, 

디자인경쟁력, 시장경쟁력확보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의류생산산업은 제품의 특정

상 여러 공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노동집약형 산업이므로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을 

상품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생산관리가 요구된다. 의류업체에서는 제품기획일정보다 발주 후부터 

실제생산 및 검사, 납품일자에 대한 빠른 일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리드타임 프로세스를 단축시

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류업체는 선진 경영기법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동화기기

의 이용으로 리드타임 단축과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면서 공정을 개선하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의류봉제업체의 생산구조는 생산시스템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수준, 작업환경에까지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다품종극소량생산과 빠른 납기를 요하는 경우는 빠른 기획ㆍ생산ㆍ판매가 가능

하도록 적기에 생산해 내는 소규모 봉제공장을 이용하고 있다. 의류생산업체들은 자체의 생산능

력과 작업자들의 기능도를 고려하여 주력품종을 선택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작업자의 작업량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공정설비를 갖추는 등 다품종극소량생산에 적합한 생산시스템의 도입과 부분

공정에 자동화기기의 도입, 외주업체와 결합한 생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

내 의류봉제업체는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작업 관리자의 경험과 경력에 의해 비합리적으로 생

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의 의류제조업체가 다품종극소량생산체제의 패러다임 환경에 적

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재와 사이즈, 디자인의 변화에 따른 작업의 난이도에 적응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류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시스템의 작업환경, 작업방법 및 공정관리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서 생산현장의 문제점 

개선 및 합리적인 공정관리방안에 대한 생산관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생산관리에 도

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본 연구는 생산 활동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른 생산현장에서 실시되는 작업방법 및 생산 작업

환경의 개선하고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위한 공정관리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의류제조업체에서 도입되어 운영되는 생산 활동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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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현장에서 실시되는 여성복 재킷의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생산제품이 결정된 시점부터 원부자

재가 생산에 투입되어 재단공정, 봉제공정, 완성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의 작업

방법 및 생산 작업환경을 파악하여 최적의 공정관리를 하는데 있다.

연구의 절차는 의류생산업체의 공정관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의류업체에서 생산되는 여성복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재킷을 선정하였고, 의류제품의 생산흐름에서 리드타임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동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봉제업체의 봉제공정중심으로 현장을 조사ㆍ분석한 후 봉제공

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공정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Ⅲ. 본론

공정관리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재료의 가공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가공순서로 생

산 설계의 자료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 공정에는 가공, 운반, 검사, 정

체 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료가 제조현장에서 투입되어 가공, 운반, 검사를 거쳐서 완제품으

로 되어가는 공정과정을 발생순서에 따라 기호와 그림으로 표기한 공정분석도를 사용한다.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정관리는 제품이 완성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하여 공정

흐름의 불균등, 불량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점을 지시하고 합리적인 생산설계

와 제품의 흐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의 공정분석에 많이 쓰이고 있다.

공정분석은 공정순서, 공정의 연결, 개별공정의 내용 및 범위를 나타내어 각 공정순서를 점검

하여 같은 종류의 연속화, 손작업 공정의 기계화 또는 집중화, 중복공정의 최소화, 사용기종이나 

보조기의 적합성 등을 파악하여 공정 순서와 개별공정의 비합리성을 개선한다. 또한 생산계획, 

순수가공시간의 조사, 작업지도서의 검토, 하청, 작업자의 지도 교재 등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쓰

인다. 합리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순서가 있어야 한다. 제품 제작 과정에서 정확한 

순서, 능률적인 공정의 운영방법은 생산능률을 향상시킨다. 

공정분석은 제품공정분석과 작업자공정분석이 있다. 제품공정분석은 재료나 원료가 제품으로 

완성되기까지 전 제조공정 또는 일부 제조공정상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작업, 검사, 운반, 보관의 

공정분석 기호를 사용하여 도식화한 것으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작업자공정분석은 작업자가 

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공정분석기호를 사용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공정분석표는 공정순서, 공정의 명칭, 가공 및 검사 등에 소요된 시간, 설비 등을 기입하는 것

으로서 적절한 흐름작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된다. 개선된 공정분석표는 ①생산계획 

작성시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②디자인, 작업지시의 자료로 사용하며 제품의 품질특성에 대한 이

해와 공임의 견적으로도 활용한다. ③작업자 교육훈련의 기초자료, 작업자별 담당공정 위치와 업

무의 책임을 이해시킨다. ④공정분석표 중의 특수미싱, 자동미싱, 프레스의 사용빈도를 파악하여 

기계화방안을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공정분석표 작성순서는 ①제품견본과 그래프용지를 준비한다. ②품명, 작성자, 작성일자를 기

입한다. ③몸판의 매수와 조합 순을 조사하고 기입위치를 정한다. ④공정수가 많은 부위부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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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 공정 순에 따라 기입해 간다. ⑤좌우대칭인 경우 좌우에 한쪽만 그리고, 가공시간은 ×2를 

하여 좌측 공정분석표에 기입한다. ⑥부품공정을 분석하여 몸판에 연결시킨다. ⑦공정순서에 따라 

공정기호 중앙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각 공정의 가공시간을 기입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다품종극소량생산체제의 생산시스템에서 여성 재킷의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생산현

황 및 공정관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정별 작업과정을 분석하여 최적의 공정편성을 실시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재킷을 제작하기 위한 작업은 먼저 QC 견본제작 후 원본의 견본과 비교, 검토하여 수정사항

과 작업지시서를 확인하고 재단, 봉제, 완성공정 순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재단공정은 작업자가 겉감, 안감, 심을 연단용 커팅기, 직도형재단기, 다이커팅기, 넘버링기, 

송곳, 집개 등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봉제공정 중 준비 및 정리공정은 부분 및 조립공정 전후에

서 다리미, 가위, 송곳, 초크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부분 및 조립공정은 작업자가 1본침

재봉기 등 봉제도구를 이용하여 준비작업 등 보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업체의 작업방식은 

스트레이트라인에 3~4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작업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납기와 생산성 향상을 위

해 특수재봉기 도입과 기능별 작업배치를 하였다. 완성공정은 작업자가 스팀다리미, 손가위, 초

크, 스프레이, 바늘, 재봉사, 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였다.

이상과 같이 의류생산업체의 작업관리 연구에 의해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을 

재편성한 결과, 공정 재배치와 부분작업(포켓, 소매, 안감, 손봉조)의 외주전환으로 공정편성 효율

이 90%이상으로 높았다. 그리고 공정편성 결과, 업체의 작업관리를 통해 작업자의 담당 공정수 

및 작업물 취급시간이 감소됨에 따라 품질향상에도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다품종극

소량생산의 생산시스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적정 납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생산리드

타임의 단축으로 공정관리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의류생산업체의 생산라인시스템에 체계적인 생산계획과 효율적인 공정관리

로 리드타임의 단축효과와 생산관리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공정관리의 계획관리 및 생산

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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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의 아웃도어 웨어 착용실태 조사

Ⅰ. 서론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을 즐기며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50~60대 세대를 지칭(Parkmungak, 2011)하는 말로써 활발한 경제활동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각광받으며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벼운 여가와 소일거리를 

위해 주거지 밖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시니어 세대와는 달리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등산, 캠

핑, 바이크 등 아웃도어 활동을 통해 좀 더 역동적으로 자신의 레저 활동을 즐기는 연령층으로 

아웃도어 시장에서는 신소비 주체로 급부상하였다.17)

한편,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2013년 이후 불황 속에서도 승승장구를 거듭해왔던 업계의 성장

률이 10%대에 그치며 정체기를 맞고 있다. 최근 아웃도어 브랜드는 매출 회복세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웃도어 웨어 구매비중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 시장에는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액티브 시니어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아웃도어 웨어를 생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아웃도어 활동을 하며 아

웃도어 웨어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 남성을 대상으로 소비자 착용실태 설문조사를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소비자 착용실태 조사는 아웃도어 웨어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 69세 이

하의 한국인 남성 3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리서치와 오

프라인 리서치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아웃도어 웨어의 구매 실태, 아웃도어 웨어의 착용 실태, 아

웃도어 웨어의 맞음새 만족도, 아웃도어 웨어의 디자인 선호도 등에 대해 설문하여 소비자의 니

즈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소비자 착용실태 설문조사 자료는 SPSS 21.0 for Windows를 이용하

여 분석되었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설문조사 대상의 일반사항은 평균연령이 61.04세,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68.0%, 응답자의 

본 연구는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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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가 은퇴하였다. 가계 평균 월 소득 분포는 ‘4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

이 35.5%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2014년 통계청 자료(KOSIS, 2016)에 따르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가 50~59세 가구는 480만 원, 60세 이상 가구는 270만 원으로 나타나, 이

러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본 설문조사 응답자의 소득 수준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

브 시니어는 여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높은 구매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으므로(Parkmungak, 

2011)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키 

평균값은 168.43cm이었으며, 몸무게 평균값은 67.74kg이었으며, 해당 연령 범위의 사이즈코리아 

키 평균값은 164.9cm, 몸무게 평균값은 66.9kg이었다.

55세 이후에 선호하는 아웃도어 활동은 등산(73.4%, 복수응답)이며,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은 재킷류는 방풍재킷(68.5%, 복수응답), 셔츠류는 1/4 짚업 티셔츠(64.8%, 복수응답), 팬츠

류는 긴바지(95.6%, 복수응답)이었다. 아웃도어 웨어를 구매하는 장소는 상설할인매장(63.3%)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웨어 연간 구매 빈도는 ‘1년에 1-2번 구입’ 

(53.3%)이 가장 많았으며, 아웃도어 웨어 구매 시, 의복사이즈를 선택하는 방법은 ‘내 사이즈를 

알고 있지만 매장에서 내 사이즈의 옷을 입어본 후 선택’(69.7%)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인에게 

적합한 의복사이즈 선택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액티브 시니어남

성이 선호하는 상위 5개의 브랜드는 ‘노스페이스’(62.21%, 복수응답), ‘코오롱스포츠’(55.85%, 복수

응답), ‘블랙야크’(53.85%, 복수응답), ‘네파’(48.83%, 복수응답), ‘K2’(36.45%, 복수응답)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이유를 ‘착용감’(44.5%,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아웃도어 웨어 구매 

시, 고려사항에서도 착용감(4.31점, 5-Likert)과 사이즈(4.26점, 5-Likert)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따

라서 액티브 시니어 남성은 착용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티브 시니어 남

성을 위한 아웃도어 웨어의 개선사항으로 ‘활동하기 편안함’으로 전체 응답자의 70.8%가 응답하여 

앞서 조사한 결과에서 아웃도어 웨어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중 ‘착용감’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액티브 시니어 남성이 아웃도어 웨어를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경우는 77.7%이며, 그 이유는 

‘활동 시 편리해서’(82.4%)가 가장 많았다. 반면 일상복으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22.3%), 그 이유

는 ‘일상에는 기능성 소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64.2%)가 가장 많았다. 주로 입는 아웃도어 웨

어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착용감 및 활동성’(4.03점, 5-Likert)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이즈 적합성’(3.78점, 5-Likert), ‘바느질 및 품질’(3.78점, 5-Likert), ‘디자

인 및 색상’(3.75점, 5-Likert), ‘소재의 기능성’(4.03점, 5-Likert)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착용하는 아웃도어 웨어 치수호칭을 재킷과 팬츠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재

킷의 cm호칭으로는 ‘100사이즈’(44.4%), 알파벳 호칭으로는 ‘L사이즈’(40.4%)로 가장 많이 분포되

어 있었다. 55~69세 남성의 가슴둘레 평균 치수는 94.1cm로 나타나 ‘95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허리둘레 및 배둘레가 타이트하여 한 치수 크

게 착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팬츠의 경우, cm호칭의 경우 브랜드마다 그 치수가 다르게 설정되

어 있으므로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팬츠의 cm호칭으로는 ‘86사이즈’(30.5%), 알파벳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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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L사이즈’(35.6%), inch호칭으로는 ‘34사이즈’(41.0%)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55~69

세 남성의 허리둘레 평균 치수는 86.6cm로 나타나 ‘86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착용하는 아웃도어 웨어에 대한 치수 만족도를 재킷과 팬츠로 구분하여 3점을 기준으로 

양방향 문항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치수 만족도’와 ‘치수 적합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치수 만족도’는 1점(작거나 크다, 짧거나 길다)에서 3점(잘 맞는다)으로 갈수록 잘 맞아 치수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치수 적합도’는 1점(작다, 짧다)에서 3점(잘 맞는다)으로 갈

수록 치수에 대한 적합성이 향상되다가 다시 5점(크다, 길다)으로 갈수록 적합성이 떨어짐을 의미

한다. 아웃도어 재킷 부위별 치수 만족도 조사 결과는 진동둘레(2.72)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 밑단둘레(2.67), 가슴둘레(2.66), 소매통(2.63), 목둘레(2.59), 어깨길이(2.59), 허리둘레(2.51) 

순으로 나타난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으로 소매길이(2.19)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

에 대해 어떠한 방향으로 치수가 부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치수 적합도’로 변환하여 알아본 

결과, 치수 만족도에서 2.5점 이하로 불만족으로 나타난 세 항목 중, 소매길이는 평균 3.55점으로 

소매길이가 길어 가장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재킷길이도 또한 평균 3.39점으로 재

킷길이가 길어서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둘레는 평균 2.88점으로 배둘레가 작아서 불만족

인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아웃도어 팬츠 부위별 치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무릎둘레(2.72)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바지통(2.64), 허리둘레(2.59), 넙다리중간둘레(2.58), 엉덩이둘레(2.5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팬

츠길이가 평균 2.23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밑위길이가 평균 2.48점으로 나타났다. ‘치수 적합도’로 

변환하여 알아본 결과, 치수 만족도에서 2.5점 이하로 불만족으로 나타난 팬츠길이는 평균 3.63

점으로 팬츠길이가 길어 가장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밑위길이도 또한 평균 2.95점

으로 밑위길이가 짧아서 불만족인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아웃도어 구입 후 A/S 또는 수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7%로 비교적 높은 수선율

을 보이고 있었다. 사이즈가 적합하지 않아 줄이거나 늘이는 수선을 한 경우가 74.0%를 차지하

며, 그 중에서도 팬츠길이를 줄인 수선(46.5%), 소매길이를 줄인 수선(13.4%), 허리둘레를 늘리는 

수선(5.5%) 순으로 나타났다. 부자재나 봉제, 원단의 내구성 등 품질 면에 있어 불량으로 나타나 

수선한 경우가 26.0%이며, 단추, 지퍼, 고무밴드 등의 부자재 불량으로 교체하는 수선이 12.6%로 

가장 많아 의류제품 품질 검사 시, 더욱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며 부자재 품질 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액티브 시니어 남성이 선호하는 아웃도어 웨어 핏(실루엣)을 재킷과 팬츠로 구분하여 조사하

였다. 아웃도어 재킷은 패턴의 방법과 여유량에 따라 ‘베이직 핏’과 ‘익스트림 핏’으로 나뉘는데, 

‘베이직 핏’은 여유가 있으면서 라인이 살아 있는 기본형 재킷이며, ‘익스트림 핏’은 활동성을 위

하여 몸에 밀착되는 입체 패턴을 적용한 전문형 재킷이다. 아웃도어 재킷의 경우, ‘베이직 

핏’(71.7%)이 전문가용 ‘익스트림 핏’(28.3%)보다 압도적인 비율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액티브 시니어 남성은 몸에 밀착되는 핏보다 편안한 핏을 선호하는 것으로 선행연구(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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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에서 연령층이 높을수록 아웃도어 활동에 있어 움직임이 편안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결과

와 일치하였다. 아웃도어 팬츠도 재킷과 마찬가지로 패턴의 방법과 여유량에 따라 ‘베이직 핏’과 

‘익스트림 핏’이 있으며, 최근 ‘스마트 핏’이라고 하여 입체 패턴을 적용하여 엉덩이 및 허벅지 둘

레를 줄인 슬림핏으로 베이직 핏과 익스트림 핏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겠다. 각 핏의 용어는 

브랜드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판매순위가 높은 브랜드의 용어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아웃도어 팬츠의 경우, ‘스마트 핏’(56.7%)이 3개의 핏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베이직 핏’이 25.7%, 전문가용 ‘익스트림 핏’이 17.7%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최근 아웃도어 웨어가 일상복의 범주로 편입됨에 따라 옷맵시를 살리는 슬림핏이 인기를 끌

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액티브 시니어에게도 나타나 젊고 날씬해 보이는 스마트 핏을 선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 남성이 선호하는 아웃도어 웨어 형태를 디테일별로 조사한 결과, 선호하는 아

웃도어 재킷의 후드형태는 ‘스탠드칼라/탈부착후드형’이 75.8%로 나타나 액티브 시니어 남성은 다

기능적인 형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아웃도어 재킷의 어깨형태는 ‘셋인슬리브

(set-in-sleeve)’가 53.5%로 라글란(raglan) 형태(46.5%)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

는 아웃도어 재킷의 소매부리 형태는 ‘벨크로/엘라스틱밴드로 조절하는 방식’이 51.7%로 나타났으

며, 선호하는 아웃도어 재킷의 핸드포켓 형태는 지퍼테이프 사이로 물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플

랩지퍼형 핸드포켓’이 52.7%로 나타나, 액티브 시니어는 플랩의 방수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을 알 수 있다. 선호하는 아웃도어 재킷의 밑단의 형태는 ‘스트링 스토퍼형’이 40.9%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아웃도어 팬츠의 허리벨트 형태는 허리에 부분적으로 삽입된 엘라스틱밴드가 조여주고 

벨트로 조절하는 방식이 51.7%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아웃도어 팬츠의 

바지부리 형태는 아래로 좁아지는 형태가 46.5%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재

킷과 팬츠 각각의 선호하는 색상을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아웃도어 재킷의 색상은 파랑계

열(55.0%, 복수응답)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녹색계열, 주황계열, 검정색, 빨강계열 순으로 나타

났다. 가장 선호하는 아웃도어 팬츠의 색상은 검정색(69.8%, 복수응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

웃도어 팬츠의 특성상 쉽게 오염되기 때문에 손쉬운 관리를 위해 어두운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회색계열, 파랑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아웃도어 웨어를 생산하는데 활용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아웃도어 활동을 하며 아웃도어 웨어를 구

매한 경험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 남성을 대상으로 소비자 착용실태 설문조사를 하였다. 액티브 

시니어 남성은 착용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불편하게 느끼는 부위별 치수로는 재킷의 배둘레, 

소매길이, 재킷길이와 팬츠의 밑위길이, 팬츠길이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시니어 남성 체형에 적합

한 아웃도어 웨어 패턴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아웃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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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를 개발하는데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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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경
숭실대학교

고령 임산부의 증가에 따른 연령별 임부복 구매시 선호도 조사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및 만혼화 현상과 맞물리어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전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05로 초저출산율의 기준인 1.3이하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이보다 더 낮은 0.983으로 전국에서

도 제일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20대의 출산율은 전년보다 감소하였고 30대의 출산율은 

증가함으로써 서울 평균 출산 연령은 32.69세로 전국 평균 32.04세보다 높았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Statistic Korea, 2015). 고령임신이 늘어나면서 고위험 임신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

나고 있으며, 특히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적절한 산전관리를 위한 임산

부의 의복의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와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후의 각 연

령별 임산부의 임부복 선호도 차이를 살펴 각 연령별 임산부들이 원하는 감성의 의복개발 및 특

히 고위험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고령 임부복 개발 제작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사 방법은 수도권 

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의 임부복 구매 시 선호도에 관하여 2015년 11~12월에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총 132부를 분석하였다. 임부복의 연령별 임부복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축요

인추출(principal axis factoring)을 적용한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

하는 KMO 값이 0.834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1724.206(df=300, p<.000)로 요인구조는 비

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유치(Eigen Value) 1이상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6개가 추출

되었으며 회전된 성분행렬의 결과, 전체 변량은 66.05%를 설명하였다. 제 1요인은 <임부복의 활

동성과 기능성>으로 제 2요인은 <착용감 및 소지 의복과의 어울림>, 제 3요인은 < 체형변화의 

커버>, 제 4요인은 <개성 및 관리>, 제 5요인은 <패션성> 제 6요인은 <출산 후 착용가능성>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들의 value 값으로 20대의 임산부(30세 미만)와 30대 초반(30~34세), 30대 중반 

이후(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의 집단 간의 Anova 분석한 결과, 제 5요인(패션성)과 6요인(출산 

후 착용 가능성)에서 연령간의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패션성과 출산 후 

착용 가능성에 대하여 30대 중반 이후의 임산부는 20대 임산부와 30대 초반의 임산부와는 다른 

임부복 선호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고

령임산부는 의학적으로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다. 본 연구를 통해 증가하는 고령의 가임기 여성이 

고령의 임신 중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보조 받을 수 있으며 각 연령층의 선호에 

호응하는 다양한 임부복의 개발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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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한국 초등학생(7~13세) 여아의 손 치수 분석

손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도구와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빈번하게 이용되는 신체의 일부로서, 

단순히 손을 보호하는 용도 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특수한 목적을 가진 보호구 및 장갑 등의 사용

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신체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초등학생의 여아를 중심으로 연령대별 

손치수의 변화를 분석하고 초등학생 남아와 비교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1)

에서 측정한 손 치수 데이터 중 결측치를 제거한 7~13세 여아 537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7~13세 남아 519명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였다. 실측치인 

길이부위 9항목, 둘레부위 3항목, 폭부위 8항목에 지수치 6항목을 더하여 총 26개의 손 치수항목

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각 항목의 평균값에 대해 분산분석과 Duncan test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

며 남아와의 비교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연령대 및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초등학생 여아의 연령을 전기(7~9세), 중기(10~11세), 후기(12~13세)로 분류하여 

여아 연령대에 따른 손 치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실측치 항목에서는 길이, 둘레와 폭 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p≤.05 수준으로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수치 항목에

서는 넷째손가락길이/넷째손가락폭-아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지수치 항목에서 p≤.05 수준으로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른 손 치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길이 항목에서는 손길이, 손바닥길이, 첫째

손가락-둘째손가락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p≤.05의 유의수준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긴 것으

로 나타났고, 둘레와 폭 항목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p≤.001의 유의수준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둘

레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 여아는 남아에 비해 길고 가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에 남아의 손은 길이보다는 둘레와 폭 방향의 성장이 주축을 이루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 손길이 항목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평균 치수가 0.01mm 낮은 것에 비해 

셋째손가락길이 항목에서는 평균 치수가 0.98mm 높은 것으로 보아, 남아에 비해 여아의 손바닥 

길이가 짧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인 초등학생 소비자의 연령대와 성별에 따른 손 치수 및 특성을 고려한 

장갑이나 보호구 등의 개발 및 착용 만족도 등의 연구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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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디바이스 용 복합구조실 제조 및 전기적 특성, 
신호전달 특성 평가
: 복학구조실 신호전달실 제조 및 평가

Ⅰ. 서론

최근 의복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 형태의 신호전달용 소재에 관련

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PU fiber를 심사로 하고 PET fiber를 권취사로 하는 

스트레쳐블 복합구조실(HST,Hybrid Structure Textile)을 제조하여 구조 및 신호전달 특성을 분석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복합구조실(HST) 제조

PU fiber(560D)를 심사로 하고, Two for One 연사기를 이용해 9000rpm에서 하연(Z꼬임)하여 

PU가 코팅 된 Cu fiber를 합연하였다.(TCF, Twisted Cu Fiber on PU fiber). TCF를 제2합연사인 

PET fiber(45filam 150D)로 동일 조건에서 합연한 뒤, 두 가닥으로 하여 PET fiber로 다시 한번 

합연하였다.

2. 실 구조 분석

SEM과 OM을 사용하여 제조된 복합구조실의 구조를 관찰하여 전기적 특성 및 신호 전달 특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 DC Resistance 측정

저 저항 측정기(Low DC Resistance)를 측정하여 복합구조실의 길이와 가닥수에 따른 전기적 

특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4. 신호전달 특성 분석

Network analyzer를 사용하여 S11,S2의 dB값과 공진주파수(resonance frequency)를 측정하여 

신호 전달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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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실 구조 분석 결과

SEM: PU가 코팅된 Cu fiber의 단면을 SEM (CX-100S,Semicoxem co.)를 사용하여 x1k의 배율

에서 관찰한 결과 단면의 직경은 7×10-5m 이었다.

OM: TCF를 OM(BX51M, Olympus co.)을 사용하여 x400로 관찰한 결과 TCF 1m당 4.771m의 

Cu fiber가 감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DC Resistance 측정 결과

저 저항 측정기: 복합구조실의 길이와 가닥수를 달리하여 저 저항 측정기 milliohm test-

er(Hioki 3540 Hi-Tester)를 사용해 DC 저항을 측정한 결과 길이가 증가할수록, TCF의 가닥수가 

많아질수록 저항 값은 증가하였고, Cu fiber의 비저항 값은 1.654×10-8Ωㆍm이었다.

3. 신호전달 특성 분석 결과

Network Analyzer: 실의 길이와 TCF 가닥수를 달리하여 Network Analyzer(E5061B, Agilent 

Co.)을 사용해 S11, S21의 dB값, 공진주파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TCF가닥수가 많아질수록 반사특성을 증가하고, 전송특성은 감소하였으며, 공진주파수는 실의 길

이가 길어지거나 PET 권취사의 유무에 따라 변했다.

Ⅳ. 결론

Elastic filament fiber와 conducting filament fiber, 그리고 유전 특성을 갖는 insulator filament 

fiber를 적절한 구조로 합연하여 최종적으로 신호전달 특성을 갖는 스트레쳐블 복합구조실을 제조 

할 수 있었다. 제조한 복합구조실의 구조 및 DC저항 특성, 신호전달 특성을 측정한 결과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DC 저항이 증가하고, 이는 신호의 전송특성의 dB loss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실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Capacitance의 증가 효과로 인해 공진주파수가 저주파 방향으로 옮

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CF 가닥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송특성은 나아졌고, PET의 유전 

특성이 공진주파수를 변화시킴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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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에 따른 여성 체형 변화에 대한 기초 연구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도기이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발현하며, 

청소년기 동안 일어나는 급격한 신체 성장이 나타나는 연령은 여성 10~11세, 남성 12~13세로 추

정된다. 청소년 여성의 2차 성징의 특성은 주로 유방과 둔부의 발달로 정의되며 이러한 성장을 

통하여 여성 특유의 실루엣이 나타나게 된다.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초경 시기도 앞당겨

지고 있다. 대체로 초경을 전후하여 체형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며 청소년기 여성의 유방 형태는 

개인별 차이와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유방 형태와 크기를 고려한 치수체계가 필요

하다. 또한 브래지어 착용 시 자신의 가슴에 밀착되지 않는 컵과 언더와이어의 압박은 착용의 불

편을 야기함은 물론 발육을 방해하고 인체 균형을 저해하므로 성장 수준에 적합한 브래지어 착용

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치수계체와 제품 구성의 불만족으로 인하여 기능성 브래지어를 소비하

는 10대가 증가하고 있다. 남영비비안에 따르면 10~20대 여성의 기능성 브래지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육도달시기도 79년에는 14세가 되어야 가슴둘레가 77.6cm가 되었으나, 2010

년에는 12세에 가슴둘레 77.6cm에 도달하여 학생들의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상 풍만한 가슴을 선호하는 여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체 변화에 민감한 여학생들에게 

있어 큰 가슴은 오히려 콤플렉스가 되기도 하며 시중에 판매되는 주니어 브래지어는 대부분 A컵

으로, C컵 이상의 가슴사이즈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대구지역의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고생 중 유방 통증을 겪고 있는 학생의 상

당수가 부적합한 사이즈의 와이어브라를 착용하기 때문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기에는 본인이 직

접 브래지어를 구입하지 않고 보호자가 대신 구입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이

즈가 적합하지 않은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 여성의 체형에 맞는 브래지어 패턴 및 치수체계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

나 청소년을 위한 제품 개발이 미흡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 특성에 적합한 브래지어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기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과 체형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들은 만 12~17세, 12~14세, 6~15세, 12~18세 등으로 연령 범위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

령 범위 선정은 학령에 의한 구분, 일반적인 청소년의 정의 등을 바탕으로 서구화되고 성장속도

가 빨라진 현재의 청소년의 체형을 성장 단계에 따라 구분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까지의 여성 체형 변화를 분석하여 유방의 성장 특성이 발현되는 

연령을 구분하고 성장에 따른 체형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청

소년 여성의 브래지어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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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금오공과대학교

일본 에도 시대의 황색의 고유성
: 색명을 중심으로

Ⅰ. 서론

일본의 에도 시대(1603~1867)는 일본의 봉건제도가 확립된 시기로, 사농공상(士農工商)으로 대

표되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경제력을 가진 상인들은 힘을 축적하여 상인문화가 대두하였으나, 당

시 사회의 지배층인 무가(武家)로부터는 경시당했다. 이런 상황하에서 그들의 인생관은 출세의 야

심을 버리고 현재를 멋있게 사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생관 중에 싹텄던 것이 ‘수(이키, 粹)’라는 

미의식의 현상이었다. 에도 막부로부터의 금색(禁色)을 피하면서도 ‘멋(이키)’를 나타내기 위해 선

택한 색이 황색계의 농색인 차색(茶色)이었다. 현대의 브라운계열인 차색계는 침착하면서도 세련

된 색조로 에도인들에게 기호되어, ｢48차(茶)100서(鼠)｣라는 표현을 불러왔다. 본 연구에서는 에

도 시대의 전통색을 복원한 복원염포에 나타난 황색계 색명의 종류와 구조를 통해서, 에도 시대

의 황색에 나타난 고유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에도 시대의 황색계 색명의 특징

에도 시대의 색명을 에도 시대의 전통색을 복원한 복원염포를 통해 조사하였다. 복원염포의 

출전은 江戶の彩飾은 A, 日本色彩大鑑(에도 시대)은 B로 표시하였다.

 

<Table 1> 에도 시대의 복원염포에 나타난 황색계 색명

No 색명 출처 No 색명 출처 No N0 색명 출처 

1 藍殿茶 A 13 銀煤竹 A 25 玉子色 A 37 柳煤竹 A

2 薄兼房 A 14 金茶 A 26 玉子鼠 A 38 山吹茶 A

3 薄媚茶 A 15 銀鼠 A 27 玉子 A 39 利休白茶 A

4 薄玉子 A 16 朽葉 A 28 丁字茶 A 40 路孝茶 A

5 江戶鼠 A 17 桑茶 A 29 藤黃 A 41 岩井茶 B

6 御召鬱金 A 18 濃玉子 A 30 砥粉色 A 42 薄茶 B

7 唐茶 A 19 香染 A 31 殿茶 A 43 御納戶茶 B

8 黃鬱金 A 20 黃金鼠 A 32 灰色 A 44 黃樺 B

9 黃唐茶 A 21 媚茶 A 33 番茶 B 45 黃唐茶 B

10 黃茶 A 22 白茶 A 34 福壽茶 A 46 黃海松茶 B

11 黃海松茶 A 23 煤竹 A 35 海松色 A

12 狐色 A 24 煤竹茶 A 36 海松茶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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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도 시대의 황색계 색명의 구조

에도 시대에는 ｢48차(茶)100서(鼠)｣라는 말대로 ‘-차(茶)’와 ‘-서(鼠)’가 붙은 색명이 많이 등장

한다. 에도 시대의 유행색인 ‘서색(鼠色)’의 ‘서’가 색명 끝에 붙어있는 색은 회색기미의 색을 가리

킨다. 이러한 색조를 나타내는 현대적인 표현이 ‘그레이쉬(grayish)’인데 에도 시대에는 색명 끝에 

‘서’를 붙임으로써, 쥐색, 즉, 회색기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색명 끝에 ‘서’가 붙어있는 경우

는 기본색보다 명도, 채도가 함께 낮아져 어둡고 탁해진 파조색(破調色)을 가리킨다.

1) 접미어에 ‘-염(染)’이 붙은 색명

일본 전통 황색의 경우, 향염(香染), 전차염(煎茶染), 앵염(鶯染), 류염(柳染), 농차염(濃茶染), 

미차염(媚茶染) 등과 같이 접미어에 염이 붙은 색명이 있다.

2) 접미어나 접두어에 ‘-차(茶)-‘가 붙은 색명

에도 시대의 색명을 ｢48茶100鼠｣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듯이, 황색의 경우에도 접미어나 접두어

에 차(茶)가 붙은 색명이 다수 출현한다. 접미어에 -차가 붙은 색명으로는 ‘남전차(藍殿茶)’, ’황당

차(黃唐茶)‘, ‘당차(唐茶)’ 등, 측색한 복원염포 92예 중 40예(43.5%)가 출현할 정도로 많다. 접두

어에 차가 붙은 색명은 ’차맹황(茶萌黃)‘ 등이 있다.

3) 접미어에 ‘-서(鼠)’가 붙은 색명

｢48茶100鼠｣의 표현처럼, ‘강호서(江戶鼠)’, ’은서(銀鼠)‘, ‘황금서(黃金鼠)’ 등, 일본 전통 황색에

는 -서가 붙은 색명이 다수 출현한다. 본 조사에서는 측색한 복원염포 92예 중 8예(8.7%)가 출현

하여, 차색 만큼 많은 출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 접미어에 ‘-색(色)’이 붙은 색명

일본 전통 황색에는 ‘호색(狐色)’, ’회색(灰色)‘, ‘해송색(海松色)’ 등, 접미어에 색이 붙은 색명이 

출현한다. 본 조사에서는 복원염포 92예 중, 11예(12%)에 색이 붙어 있었다. 상기와 같은 색명을 

정리한 것이 Table 2이다.

<Table 2> 에도 시대의 색명에 나타난 수식어

수식어 색명 수식어 색명

-염(染) 香染, 煎茶染, 鶯染, 濃茶染 -서(鼠) 江戶鼠, 銀鼠,, 黃金鼠, 玉子鼠

-차(茶) 藍殿茶, 薄媚茶, 唐茶, 白茶 -색(色) 狐色, 灰色, 海松色, 砂色 

5) 접두어에 ‘박(薄)-‘이 붙어 담색을 나타내는 색명

‘박미차(薄媚茶)’, ’박옥자(薄玉子)‘등은 접두어에 박을 붙여 ’媚茶‘, ‘玉子’보다 연한 색을 나타낸

다. 황색계 파조색의 색차를 정리한 것이 Table 3이다.



247연구논문(포스터) 발표: 패션디자인, 한국복식 _____

<Table 3> 에도 시대 황색계 색명의 파조색의 색차

색명 HV/C 농담색 HV/C 색상차 명도차 채도차

樺茶 5.5YR5.5/7.7 薄樺茶 1.9YR4.8/4.4 3.6 0.7 3.3

媚茶 7.7YR3.4/1.8 薄媚茶 8.1YR4.5/2.0 0.4 1.1 0.2

玉子色 1.2Y8.3/7.7

薄玉子 0.1Y8.0/5.2 1.1 0.3 2.5

濃玉子 8.4YR7.4/9.5 2.8 0.9 1.8

玉子鼠 8.5YR6.7/4.6 17.3 1.6 3.1

茶 3.5YR3.3/4.3

白茶 9.9YR7.1/3.1 6.4 3.8 1.2

薄茶 6.5YR6.3/3.6 3 3 0.7

濃茶 9.2R2.2/2.7 4.3 1.1 1.6

茶鼠 5.5YR3.5/1.9 2 0.2 2.4

茶色 4.4YR4.4/6.1
白茶 0.1Y7.7/2.1 5.7 3.3 4

濃茶染 5.4Y4.2/3.6 11 0.2 2.5

利休色 5.0Y5.1/3.7

利休白茶 0.1Y6.8/3.4 4.9 1.7 0.3

薄利休 5.4Y6.1/4.9 0.4 1 1.2

利休茶 2.4Y4.2/2.2 2.6 0.9 1.5

利休鼠 6.7Y5.8/1.0 1.7 0.7 2.7

鶯染 5.2Y6.1/4.1 鶯茶 3.8Y4.7/2.7 1.4 1.4 1.4

樺色 4.4YR4.5/6.0 樺茶 5.5YR5.5/7.7 1.1 1 1.7

栗色 4.9YR3.2/2.1 栗茶 4.4YR3.8/2.6 0.5 0.6 0.5

丁字 6.2YR5.4/6.8 丁字茶 7.2YR4.8/5.0 1 0.6 1.8

生壁色 0.1Y4.4/2.2 生壁鼠 9.0YR3.8/3.7 1.1 0.6 1.5

海松色 1.4Y5.6/4.1 海松茶 8.6YR3.5/2.3 2.8 2.1 1.8

山欠 6.8YR7.5/6.2 山欠茶 8.6YR6.3/6.4 1.8 1.2 0.2

평균 3.5 1.3 1.7

2. 에도 시대의 황색계 색명의 유래

색명은 색을 나타내는 염료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꽃에서 보여지는 

색, 열매의 색, 혹은 새나 동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색이 흔히, 색명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염색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본색의 농담의 차이에 의한 색명, 기본색에 다른 색기미를 더한 색명, 2종

류의 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색명이 있고 유행현상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색명도 

있다. 이러한 색명은 시대, 사회환경 등을 반영하는 문화적인 특징을 나타내므로, 색을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에도 시대의 황색계 색명의 유래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았다.

1) 염료에서 유래한 색명

염료로 이용되는 황색계 식물 중, 울금을 염재로 이용한 색명 ‘울금색(鬱金色)’이다. ‘향염(香

染)’, ‘전차염(煎茶染)’ 등도 염재에서 유래한 색명으로 판단된다. 

2) 식물에서 유래한 색명

‘각(桷)’, ‘해송차(海松茶)’, ‘산흠차(山吹色)’, ‘차맹황(茶萌黃)’ 등은 식물에서 유래하는 색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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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에서 유래한 색명

‘앵염(鶯染)’, ’앵차(鶯茶)‘ 등의 앵(鶯, 우그이스)은 종달새를 의미한다.

4) 인명(人名)에서 유래한 색명

‘박리휴(薄利休)’, ’리휴색(利休色)‘, ‘리휴차(利休茶)’ 등의 리휴(利休)는 모모

야마 (桃山)시대의 유명한 다인(茶人) 천리휴(千利休, 센리큐)에서 유래한 색명이다.

Ⅲ. 결론

에도 시대의 황색계 색명은 접미어에 -염, -차, -서, -색이 붙은 구조로 표현되고, 특히, -차, -

서가 붙은 색명은 에도 시대의 차색과 서색의 유행에 의해 븉여진 유행색의 경우가 많았다. 복원

염포의 측색 결과로 본 파조색 22색의 색차는 명도차의 평균이 3.5로 가장 크고, 채도차가 1.7, 

명도차가 1.3 이었다. 또한 에도 시대의 황색계 색명의 유래는 자연계의 동식물에서 유래한 것이 

많았고, 인명이나, 염료에서 유래된 것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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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의 특징
: 국내 TV드라마를 중심으로

의복은 개인의 이미지를 완성해주는 결정체로써, 인간 활동의 영역에서 사회적 신분, 가치관, 

성격, 생활양식 등을 대변해주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시대적 트렌드를 내재하고 있다. 의복의 

시대적 정보는 매스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 가능하며, 매스 미디어는 의복의 역동적인 변화를 지

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동일한 규범과 대중적인 특징을 형성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영

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 중 TV에 등장하는 인물이 착용한 의복은 하나의 트렌

드를 형성하고 사회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스타일로 정착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본 연구는 국내 TV드라마 속에 등장한 남성인물이 착용한 테일러 재킷에서 디자인 변화를 주

도하는 항목들 - 고지(gorge)부분을 포함 어깨부위, 라펠과 V존을 포함한 가슴부위, 다트 및 프린

센스 라인이 포함된 허리부위, 포켓과 역 V존을 포함한 스커트 부위 -을 분석하여 시대별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1970년대-2010년대로 설정하였다. TV는 빠른 전파력과 시

각성을 제공하고 드라마는 시대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각성이 중요시되는 디자인 연구에선 적합

한 연구대상으로 판단되며, 시대적 단서와 시대별 잡지, 신문사진 등에 나타난 테일러드 재킷을 

참고로 하여 드라마가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테일러드 재킷 트렌드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디자인

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70-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사랑비>, <제빵 왕 김탁구>, <빛과 그림자>, <순

악질 여사>, 광고물 등의 자료를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1970년대의 테일러드 재킷 디자인은 

싱글 브레스트, 라펠의 높은 고지라인, 폭이 넓은 너치 라펠/피크드 라펠과 칼라가 달린 디자인이

었으며, 싱글단추가 2개일 때는 허리선 위에서 겹쳐지는 짧은 V존과 플랫포켓/패치포켓, 긴 역V

존의 헴라인 디자인으로, 프론트 다트를 넣고 어깨패드를 사용하여 어깨에 볼륨감을 주어 강인한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된 T형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의 테일러 재킷은 각진 어깨, 라펠

의 낮은 고지라인, 폭이 좁은 라펠과 칼라가 달린 피트한 스타일과 헐렁하고 느슨한 스타일이 공

존하면서 더블 브레스트형이 공존하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1990-2000년대 상황과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드라마로 <질투>, <아들과 딸>, <내 

이름은 김삼순>, <사랑은 그대 품안에>를 선정하였다. 90년대는 정통 남성복에 캐릭터 캐주얼이

라는 새로운 장르가 가미되면서 개인적 취향과 편안함을 연출한 캐주얼 경향이 나타났다. 폭이 

넓은 라펠과 라펠의 낮은 고지라인, 짧은 v존, 3개 단추가 부착된 싱글 브레스트, 프론트 다트를 

넣어 약간의 피트함이 가미된 긴 역 v존의 헴라인 스타일로 나타나 건강한 신체미를 보여줌과 동

시에 과장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재킷의 정통적 느낌과 캐주얼이 믹스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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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특징이 있었다. 

셋째, 2000년 이후 드라마 중에서 <패션왕>, <신들의 만찬>을 선

정하였다. 2000년 이후 남성모델의 깡마른 체격과 몸에 꼭 맞는 슈트 

스타일의 전개가 특징으로 점퍼와 재킷의 중간 형태의 스타일로 기존

의 재킷길이보다는 짧은 블루종 재킷, 좁고 긴 라펠과 라펠의 낮은 

고지라인/높은 고지라인, 긴 V존, 짧은 역 v존의 헴라인, 싱글/더블 

브레스트 스타일 등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전개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신체 실루엣을 살린 타이트한 디자인이 부각된 시기라 할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남성복을 대표하는 테일러드 재킷은 시대적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고 라펠과 칼라의 폭, 라펠의 형태, 고지라인, 피트함과 느슨함이 변화를 이

끄는 항목들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는 국내 TV드라마의 등장인물이 착용한 테일

러 재킷의 시대별 디자인 특징에 제한성을 두고 있어 일반화시키거나 대중적 특징으로 확대 해석

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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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호ㆍ조은정*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플리스 소재를 활용한 아우트로 미들웨어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Ⅰ. 서론18)

산업의 고도화와 더불어 주 5일제 근무가 정착화 되면서 여가생활 및 레저 문화에 대한 관심

이 증대화 되고 국내 아웃도어 시장에서 의복의 역할은 신체보호, 신분표현 등 기본적인 개념에

서 벗어나 생리적인 쾌적성 및 고기능성 소재에 대한 요구와 트렌디한 패션성과 감성을 가진 라

이프 스타일형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많은 브랜드간의 과도한 경쟁과 팽창된 시장형성으로 소비자의 세분화, 

차별화된 니즈에 적합하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 다기능성을 지닌 제품을 개

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아웃도어 의류에 요구되는 적합한 보온성, 높은 형태안정성

과 같은 기능성 소재의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한 대응책의 요구와 기능성과 동시에 트렌디

한 패션성과 실용성을 가미한 아우트로 미들웨어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우트로 

캐주얼 웨어는 야외 할동을 뜻하는 아웃도어(outdoor)와 도심에서의 생활을 뜻하는 메트로

(metro)의 합성어로 스포츠 아웃도어의 전문성과 기능성, 도심형 캐주얼 아웃도어와 트래블 캠핑

용을 포괄하는 신조어로 아웃도어 시장은 익스트림 스포츠 활동에서 가벼운 야외활동 및 가족끼

리 즐기는 트래블 캠핑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활동의 성격에 맞는 복장과 기

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차별화된 이미지와 개성을 표현하려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시장의 

소비자별, 제품별 시장세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웃도어 업체들은 소재의 기능성

과 착용자의 활동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레이어링 시스템(Layering system) 개념을 도

입하여 제품 개발 및 세분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들웨어의 경우 외부 환경으로부터 체온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온과 수분 배출이 가능하고, 양모와 같은 고감성 감촉과 우수한 보

온성능의 플리스 소재 등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플리스 소재를 활용한 아우트로 미들웨어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를 

통해 아우트로 미들웨어의 컬러, 스타일 등의 선호도 조사 및 구매의도, 착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실용성, 패션성이 우수한 복합기능성 아우트로 미들웨어 제품 개발을 통해 디자

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으로는 국내ㆍ외 문헌과 학술지, 논문, 인터넷 사이트, 선행연구 

본 논문은 소재부품기술개발(투자자연계형) 사업의 사업비 지원(과제번호 100530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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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한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국내ㆍ외 

주요 소비자의 구매 패턴 및 트렌드 정보 사이트 분석을 통한 시장 동향 분석, 미들웨어 제품 분

석 및 플리스 소재 활용 미들웨어 디자인 요소별 특징을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플리스 소재를 활용한 아우트로 미들웨어 제품개발을 위한 소비자 구매 패턴 및 트렌드 정보 

사이트 분석을 통한 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들웨어 아이템으로는 집업재킷, 

집업티셔츠, 베스트, 액세서리로 나뉘며, 집업재킷의 경우 후드보다는 지퍼여밈의 하이넥 스타일

이 강세였으며, 몸에 맞는 슬림한 실루엣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컬러는 무책색을 중심으

로 다양한 컬러가 사용되었으며, 솔리드 컬러를 베이직 아이템으로 전개하고 컬러 블록, 자수 등

으로 포인트를 준 아이템들도 강세를 보였으며, 멀티 컬러로 구성되어 컬러 선택 폭을 넓혔으며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사용하였다. 원단과 소재에 집중하기 위해 과도한 디자인 요소를 과감히 배

제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실제로 착용 했을 경우 최대한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소비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남성용, 여성용 아우트로 미들웨어 제품 아이템 

분류 및 디자인 요소 수요조사를 선정하였는데, 자료의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

어 졌으며, 조사기간은 2015년 11월 23일 부터 11월 29일까지 7일에 거쳐 164부의 설문지를 배

포하여, 부분적인 무응답 설문지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160부를 최종분석 자료

로 사용하였다. 아우트로 미들웨어는 보온성(40%)과 일상복(39.4%)으로 착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한 아우트로 미들웨어 제품 사이즈는 남성의 경우 사이즈 100, 여성은 

9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은 플리스 재킷의 경우 하이넥(38.8%), 지퍼

여밈(59.4%)을 선호하였으며, 소재는 전체 플리스형(39.4%), 문양은 솔리드(33.1%)와 체크(25.6%)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리스 소재를 활용한 미들웨어 디자인 요소별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슬림한 실루엣이 특징적이며, 포켓은 가슴 쪽 양옆에 위치하고 무봉제 웰딩 기

법이 사용된 제품이 주를 이루었다. 칼라는 하이넥(high-neck) 스타일이 많았으며 디자인의 특징

은 첫째 패턴상의 절개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 인체공학적인 패턴이 사용되었으며, 암홀라인에서 

절개가 되어 다양한 소재와의 믹스 매치를 통해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또한 소매 부분에

도 절개 후에 소재 믹스를 통해 다양한 디자인의 변화를 추구하며, 소매 끝단의 경우 바이어스로 

처리하였다. 체크무늬, 노르딕 문양 및 기하학적 무늬와 인체 곡선에 따른 절개를 통한 무늬를 

사용하였고, 아이템으로는 집업재킷(하이넥), 후드일체형 재킷, 반집업 티셔츠, 후드일체형 베스트 

등이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한 소비자 니즈 분석 결과와 스포츠웨어 트렌드 경향을 바탕으로 아웃

도어 활동에 적합한 기능성 라인과 심미성을 고려한 아우트로 미들웨어 남성용과 여성용 재킷8, 

베스트4, 셔츠4 등 각각의 아이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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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플리스 소재를 활용한 아우트로 미들웨어 제품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소득증가를 통한 여가활동 및 레저문화의 적극적인 참여 증가와 주 5일제 근무의 확대등으로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과 도심형 캐주얼 

웨어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아우트로 미들웨어의 제품 개발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우트로 미들웨어 제품의 경우 기능성만을 강조한 획

일화된 디자인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기능성을 지닌 제품 개발의 필요성과 제품의 직수

입뿐 아니라 원자제의 높은 수입 의존도를 낮춰 아우트로 미들웨어에 적합한 보온성과 높은 형태 

안정성의 기능적인 소재의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플리스 소재를 활용

한 아우트로 미들웨어 제품 디자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기능적이면서도 트렌

디한 감성ㆍ기능성ㆍ활동성을 고려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아우트로 캐주얼 미들웨어 디

자인 개발 발향을 제시함으로서 차별화된 고기능성 플리스 소재를 통해 기존 아웃도어의 틈새 시

장 공략 및 세분화 등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기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봉

제 및 마케팅 분야로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순한 플리스 소재의 활용을 통한 기

능적 소재와 디자인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비자의 감성과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

시킬 수 있는 고감도 아우트로 패션제품으로의 디자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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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중스타 패션의 성적소구 이미지
: 롤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를 중심으로

Ⅰ. 서론

최근 한국 사회의 대중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집단은 바로 10대와 20대 초반 

중심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엔터테인먼트 팀인 아이돌 그룹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신지배층’ 

으로 명명되어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남을 알 수 있다(Lee, 2011).

더욱이 전 국민적으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streaming service)가 이용 되면서 아이돌 그룹의 

음악 시장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음원 중심 시장은 팬덤(fandom)을 

넘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중의 관심에서 오는 수익 창출 시스템으로 변화 했다. 

이에 2005년 이후로 음원 중심 시장에서의 대중을 사로잡기 위하여 기존의 전략과는 다른 전략

으로 이미지 변화를 시도함을 알 수 있다(Kim, 2010).

그러한 음악 중심 시장의 외적 변화중의 하나가 여성 이미지 상품화로, 성인 여성이 아닌 아

동의 이미지에 흥미를 두고 섹슈얼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가시화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걸그

룹의 선정적인 퍼포먼스는 여성들에게 단순 외모 및 노출 지향적 행위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

려 남성들에게 성폄하주의 같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스테레오 타입(stereo-type)을 자극시키는 역

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ee et al., 2014).

이러한 스테레오 타입 중 하나로써 어린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롤리타 콤플렉스”가 반영된 “롤

리타 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전반적으로 사회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롤리타’ 섹션이 

버젓이…한 백화점 서점 논란”, “사라지지 않는 신드롬 ‘롤리타’” 등과 같은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되면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목적은 국내 대중스타 패션

의 성적 소구 이미지에 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롤리타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대

중 가수 패션을 중심으로 분석 고찰함에 두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으로 국내외 서적 및 연구논문과 신문기사 등의 언론 매체에서 언급

된 기사 및 논평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범위는 음원 시장에서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

기 시작했던 2006년부터 최근까지로 한정하여, 국내 최대 음원 유통 브랜드인 ‘멜론’의 2006-2016

년 연간차트 10위 내의 여성 가수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의 앨범활동(뮤직비디오, 무대의

상, 컨셉 화보)으로 고찰ㆍ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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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롤리타 콤플렉스(Lolita Complex)의 개념

영화 <롤리타(Lolita, 1962)>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나타난 롤리타 콤플렉스 또는 로리콤

(Lolicom)은 어린 소녀에게 성적으로 강한 매력을 느끼는 것으로써 알려져 있는데, 이 용어는 초

기에는 나이 많은 중년 남성에게 끌리는 어린 소녀의 심리를 일컫는 의미였지만 점차 어린 소녀

에게 끌리는 남성의 심리를 대변하는 용어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미성년 소녀에 대한 성적인 관

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Choi, 2011). 이것은 일본의 포르노그라피, 만화, 애니메이션의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 자체로서 표현 되어 지는데 보통 유니폼을 입은 학생이 주인공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짧은 주름진 스커트를 입고 있으며 흰색의 속바지를 노출시키고, 타이트한 셔

츠, 니하이삭스 그리고 페니로퍼를 착용하고 있다(Darling, 2001). 즉, 미성년 소녀에게 성인 여성

이 가진 몸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일본에서 이러한 캐릭터는 남성 위주로 소비되는 연재 만화

와 만화 영화상에서 급증하였으며, 소위 학생과 직장인 남성 사이에서 성행위를 함으로써 돈이나 

값비싼 제품을 제공받는 원조교제도 이때 등장하게 되었다(Darling, 2001).

따라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롤리타 콤플렉스를 본 연구에서는 성인이 

미성년 소녀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 호기심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 국내 대중 가수 패션 속의 Lolita complex

대중 여성 아이돌에 있어서 요정으로서의 소녀 아이돌 이미지가 성애(性愛)적 이미지로 대체

된 시기는 2006년이다. S.E.S와 같은 2006년 이전의 소녀 컨셉을 차용한 그룹들은 요정, 성스러

운 존재와 같은 상상적 이미지로써 성애적 요소와는 구분된 순수함이나 귀여움과 같은 개념들과 

연결되어지는 소녀 이미지를 활용하였다(Kim, 2010). 즉, 국내 아이돌 초기 소녀 패션은 성애적 

이미지 보다는 순수함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팬덤을 넘어 대중들에게 그 인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소녀시대, 원더걸스, 

2NE1등의 소녀 아이돌 그룹들은 기존의 요정으로서의 소녀 이미지에서 성애적 이미지를 강조하

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하였으며, 이들은 전반적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짧은 의상을 착용함과 동

시에 몸의 움직임과 선을 강조하는 안무를 선보였다(Kim, 2010). 이 당시의 여성 아이돌 성애적 

차용 컨셉은 소비층이 다양해짐으로써 일종의 스펙트럼처럼 그것을 향유하는 대중들을 겨냥하여 

소녀의 이미지도 다양해진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소녀 컨셉을 차용하며 등장한 대중 여성 아이돌은 이러한 성애적 요소들을 더욱 

더 과감하게 표출하였으며, 2016년 제5회 가온차트 K-POP 어워드 올해의 신인상 여자그룹부문 

상을 받은 여자친구의 2015년 데뷔곡 유리구슬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더욱 자극적으로 표현되었

다. 전반적으로 짧은 주름진 스커트와 타이트한 셔츠로 교복을 변형시킨 의상으로 착장하였고 속

바지가 보이도록 하는 격한 안무 동작, 의도적으로 맨다리를 부각시키는 이미지들은 일본의 롤리

타 콤플렉스에서 기인한 것으로, 학생다움으로 인식되어지는 교복에 성애적 이미지를 결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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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왜곡함으로써 성적인 요소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고 있음을 고찰 할 수 있다.

3. 성적소구로써의 Lolita complex image

최근 대중 가수들 중 여성 걸그룹에게 사용되어지는 롤리타 콤플렉스 이미지는 하나의 성애적 

코드로써 대중문화의 문화적 속성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급속히 사회적으로 확산 되어 가고 있다. 

첫째로, 롤리타 콤플렉스가 반영된 성적 소구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대중 가수들의 경우 유니

폼을 통한 착장에서 표현되고 있다. 짧은 주름진 스커트와 발목양말 그리고 단화 또는 운동화로 

구성되는 한 벌의 의상은 교복을 연상시킨다. 여기에 왜곡된 착장을 통하여 롤리타 콤플렉스의 

성적 소구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소녀들이 입는 교복을 입고 있지만 그것의 스커트의 길이는 이

제 힙 라인 근처까지 짧아졌으며, 격한 안무 동작을 활용해 속바지를 노출 한다. 즉, 소녀의 이미

지를 연상시키는 패션을 착장하고 안무와 제스쳐를 통해 몸과 섹슈얼리티를 부각시킴으로써 이것

을 소녀의 순수한 이미지로부터 성애적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국내 대중스타 패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인 롤리타 콤플렉스의 성적 소구 이미지

의 경우, 초기의 요정으로써의 신비한 소녀의 이미지는, 대중 가요의 확산과 함께 롤리타 콤플렉

스와 같은 성애적 이미지를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와 함께 노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순수한 소녀의 이미지를 퇴색시켰으며, 그 왜곡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표출됨에 

있어 성애적 이미지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업성을 주목적으로 가지는 엔터테이먼트사의 의도에 의해 미성년자들로 이루어진 걸그룹의 

컨셉 중 하나로써 롤리타 콤플렉스가 반영된 성애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현상은 2006년 소녀시대, 

원더걸스의 등장이후 점차 자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이익 창출

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이러한 롤리타 콤플렉스 이미지 사용은 기업들에게 하나의 긍정적인 성

공요인일 것이다.

기존의 교복 이미지를 퇴색시켜 소녀의 이미지를 왜곡해서 보게 되는 사회의 현상은 첫째로 

성의식의 무개념화를 더욱 부추기는 병폐 현상이며 둘째로 여성성을 남성성과 평등한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닌 열등한 이미지로 인식 하는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성적소구로써의 롤

리타 콤플렉스 이미지 사용이 무의식적으로 성에 대한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형성시킬 수 있으

며 더 나아가 선정적 퍼포먼스가 남성들에게 여성에 대한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 시키는 부

정적 시각이 사회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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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정*ㆍ박순천
조선대학교

3D 가상 착의 시스템을 활용한 남성 스커트의 원형 개발 및 
시각적 이미지 연구
: 20~24세 남성 표준 체형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트래디셔널한 테일러링으로 대표되던 남성복은 젊은 남성들이 강력한 소비자 군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980년대 남성을 위한 스커트를 디자인한 장 폴 고티

에가 남성복의 여성화 문을 열었다면 1990년대 헬무트 랭은 그의 특유의 핏을 통해 성적인 굴레

의 긴장감을 늦췄다. 2000년대를 거쳐 컬트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 릭 

오웬은 그의 트랜드젠더적인 실루엣으로 컴템포러리 패션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더욱이 최근

에 파리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적어도 5개의 컬렉션이 드레스 혹은 스커트를 선보였으며 마크제이

콥스는 자신의 일상복이 레깅스와 스커트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남녀의 성 역할 구분을 탈피

하고, 개성과 자유로운 감성을 추구하는 남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남성복과 여성복을 구분 짓

는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여성들이 남성복을 입기 시작하면서, 컬렉션에서 남성 스커트가 다시 등

장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오랫동안 여성의 상징적 복식으로 여겨져 온 스커트가 현대 남

성복으로서의 스커트가 다시 도입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성 스커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남성 스커트에 대한 

트렌드 현상에 대한 분석과 역사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남성 스커트의 패턴과 이미지 지

각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가상 착의 시스템을 활용한 남성복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수트, 셔츠, 팬츠, 사이클웨어 등 다양한 의복을 이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상 착의에 의한 외관 평가와 시각적 이미지 평가 중 한 가지 평가만을 제시한 논문이 

대부분이며, 남성 스커트 원형의 착의 평가에서부터 각 디자인 변인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평가

까지 연결하여 가상 착의 프로그램의 활용 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버추얼클로딩사의 3차원 가상 착의 시스템인 CLO3D를 사용하여 Size Korea

의 20대 표준체형 남성의 인체 평균치수로 가상 모델을 구현하고, YUKA Pattern CAD System으

로 제작한 남성 스커트 원형을 가상 모델에게 착의시켜 시뮬레이션 한 후, 첫째, 착의 평가를 통

하여 착의적합성이 가장 높은 남성 스커트의 원형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둘째, 개발한 남성 스

커트 원형을 활용하여 스커트의 형태와 길이를 변화시킨 8종류의 남성 스커트 디자인을 선정하

고, 신체적 특징 효과를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의 구성요인을 알아보고, 셋째, 남성 스커트 디자

인 변인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차이와 상호영향력을 비교분석하여 3D 가상 착의 프로그램 활용

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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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기*ㆍ용광중

강현정1)ㆍ김병렬1)

(재)아이패션비즈센터*
(주)세왕섬유1)

Waste Noil을 활용한 고감성 Linen-like 니트의류 
디자인 개발 연구
: 여성용 S/S 제품을 중심으로

20세기 공업화에 의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문제로 생태계 및 환경 파괴가 급

속화됨에 따라 근대산업화의 주축인 섬유패션산업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 섬유 기술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후발 개도국 섬유제품과의 차

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도록 분위

기를 조성하는 적극적 친환경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공정과 제

품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관련분야 기술 및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빠른 시간내에 필요기술의 개발과 요구제품의 생산을 위한 산업기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획기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친환경 섬유의 기술동향을 살펴보면 천연소재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으로 오가닉 코튼(Organic cotton)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친환경 면섬유 시장의 성장세와 

함께 2009/10 시즌동안 전 세계 생산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24만 1,697톤으로 집계되었으

며, 이는 매출액 기준 미화 43억 달러의 규모에 해당한다. 오가닉 헴프(Organic Hemp)의 수요는 

1999년도에 Calvin Klein, Giorgio Armani, Ralph Lauren 등이 헴프를 도입하면서 그 시장이 성

장하기 시작하여 패션산업에서의 트렌드와 더불어 기능성이 강조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대나

무 섬유를 사용한 섬유 및 어패럴 제품은 현재 대부분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으며, 대나무 섬

유의 특징인 항균성, 방향성, 흡수성, 부드러운 감촉, 드레이프성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생분해성 천연소재 원사뿐 아니라, 천연염색, 무수ㆍ저

수 염색기술, 중금속 등 유해물질 및 탄소 발생이 적은 가공기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원료, 가

공법 위주의 기술개발에서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리사이클, 업사이클 기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

목받고 있는 가운데, 섬유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재사용, 폐그물이나 PET병을 섬유의 

원료로 환원, 데님원단 소재의 재사용 등이 상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적공정에서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원면의 부산물, 노일(Noil)을 재료로 청량

성 부여 고감성 Linen-like MVS 방적 기술, 편직 기술, 염색가공 기술 및 기능성가공 기술로 Linen 

-like 니트 소재를 사용한 의류를 개발하였다. 이는 청량감, 통기성, 특유의 까슬한 느낌으로 패션 

시장에서 S/S 소재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구김이 많이 생기며 조직이 느슨하여 관리가 어렵고, 

낮은 편직성과 높은 원가 등의 단점으로 대중화가 어려운 린넨소재 대체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원면의 부산물, 노일(Noil)을 활용하여 제품화하는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저탄소 저

에너지의 리사이클 친환경 공정기술로서 섬유패션산업에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원면의 Waste Noil을 활용한 고감성 Linen-like 니트의류 디자인 개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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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적 연구로서 첫째, Linen-like 니트의류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하여 국내ㆍ외 S/S 

트렌드 조사를 통하여 컬러, 스타일, 디자인을 분석한다. 둘째, 트렌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컨셉, 

컬러, 아이템을 선정하고, 개발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을 개발한다. 셋째, 개발된 디자인의 패턴을 

설계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한다. 넷째, 개발 제품의 상용화 검증을 위하여 전문가집

단 관능평가를 실시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시장조사(2016년 2월∼3월) 및 '17 S/S 글로

벌 패션트렌드 조사 결과 국내 시장은 SPA브랜드 ZARA, H&M, Uniqlo를 중심으로 린넨셔츠, 린

넨혼방 니트 블라우스, 풀오버탑, 가디건, 원피스 등 다양한 아이템이 판매되고 있었다. 글로벌 브

랜드인 DKNY, 랄프로렌, 아르마니, 드리스반노트 등 유명디자이너 컬렉션에서도 린넨 직물과 니

트를 다양한 아이템에 사용하였다. 니트의 경우 린넨과 면, 린넨과 셀룰로우스섬유, 린넨과 폴리에

스터와 같은 혼방 섬유로 컬러는 모노톤, 뉴트럴톤, 페일톤 등이 사용되었다. 스타일과 디자인의 

경우 내추럴, 베이직, 잰더리스 스타일로 디테일이 많지 않고 심플한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겟 시즌은 '17 S/S, 컨셉은 'Trip to Nature'으로 Natrual한 

이미지의 Retro풍 텍스타일, Refesh 칼라, Easy 착장으로 설정하였다. 컬러는 모노톤의 Ivory 

Cream(팬톤No. 11-10107 TCX), Wind Chime Gray(팬톤No. 14-4002 TCX) 등, 뉴트럴톤의 Pink, 

Yellow, Green, Blue 등 메인과 서브, 포인트로 30칼라를 선정하여 염색을 진행하였다. 개발소재는 

20's, 10∼18Gauage 싱글(Single)/피케(Pique) 조직으로 아이템은 가디건, 티셔츠, 원피스, 바텀(치

마, 바지)을 선정하고, 개발소재의 물성과 컬러를 고려하여 각 4개 총 20개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셋째, 시제품 제작은 사이즈코리아의 국내 20-40대 여성 표준사이즈를 적용한 바디스 원형을 

제작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 디자인별 패턴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패턴은 i-Virds 3.0을 활용한 

가상봉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실루엣과 둘레항목, 길이항목, 여유분 등을 검토한 후 완성치수

를 수정하였다. 최종 수정된 패턴을 사용하여 시제품 10벌을 제작하였다.

넷째, 개발제품 관능평가는 시제품의 소재 특성, 디자인 심미성, 맞음새, 상품성 등 외관평가

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집단 구성은 의류업체 디자이너 2명, 의류생산 업체 1명, 대학 1

명, 연구소 1명 총 5명이며, 평가지는 10개 문항을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답변)로 

구성하고 특이사항은 자율 기재하도록 하였다. 외부변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화이트배경의 일정한 

조명아래에서 표준모델의 착의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개발제품 모두 4.2 이상의 평균치가 나

타나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가디건의 경우 4.6의 평균으로 개발제

품과 적합도가 가장 높은 아이템임을 알 수 있었다. 

20세기의 빠른 공업화로 인한 폐단으로 21세기의 화두가 환경과 인류로 공존이 됨에따라 전 

산업분야는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공통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본 연구19)는 짧은 기간동안 수행 실현 가능한 원면의 부산물, 노일(Noil)을 

활용한 Linen-like 니트의류 제품화의 실증적 연구로서 친환경 섬유패션 산업의 기초자료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19)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과제번호: 2333881)의 지원을 통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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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재킷의 디자인 분석
: 색상과 문양을 중심으로

Ⅰ. 서론 

과거의 아웃도어웨어가 기능성에 무게를 두었다면 현재의 아웃도어웨어는 기능성은 물론 디자

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종전 아웃도어에서 탈피한 경험과 감각을 필요로하는 업체

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여 타 복종 출신

을 우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Outdoor, Fashion industry experts are appoin-

ted', 2016). 또한 아웃도어 브랜드는 ‘애슬레저 룩‘라인을 선보이며 일상 속에서 가볍게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평상복과 운동복의 경계를 허무는 애슬레저(Athleisure)의 영향력이 더

욱 강해지고 있다. 이에 아웃도어 업계에서도 기능성 의류에 캐주얼한 디자인 요소를 겸비해 일

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확대하며 디자인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아웃도어 브랜드를 선호하며 선호하는 브랜드로는 블랙야크, 네

파, 노스페이스 케이투, 코오롱 등이 상위권이다. 이는 타 복종에 비해 브랜드 의존도가 높으며, 

아웃도어 제품의 특성상 기능과 디자인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브랜드를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 브랜드 수는 적은 편이지만 특정 브랜드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Research for fashion market 2015'', 2016). 따라서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들 브랜드의 디자인 분석과 함께 아웃도어웨어의 다양한 디자인 개발이 필

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매출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위 5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 블

랙야크, 케이투, 코오롱, 네파를 선정하여 5개 브랜드의 자켓 아이템의 디자인 중 색상, 문양을 분

석하였다. 이는 추후 아웃도어웨어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첫째, 아웃도어 재킷의 색상 수에 따른 색상, 톤, 배색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아웃도어 재킷의 문양에 따른 모티브 배열, 크기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아웃도어 재킷의 색상과 문양 차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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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자료수집대상이 되는 브랜드로 작년 백화점에서 매출이 상위권이고 여러 선행연구에서 선호도

로 높게 나온 5개의 브랜드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 ‘케이투’, ‘네파’를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6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공식온라인 웹

사이트를 통해 아웃도어 재킷의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사진자극물은 패션디자인 전공 

박사 및 석사과정 대학원생 5명을 중심으로 여러 번의 타당성 검증을 받았다. 수집된 사진 자료

의 413장 중 중복되는 사진과 2015 f/w, 2016년 s/s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을 제외한 389장을 최

종적인 분석 자료에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아웃도어 재킷의 배색 수는 다색(52.2%)이 단색(47.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색 배

색 중에는 2색 배색이 3색 배색 이상의 복합 배색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색의 경우 유채색이 무

채색보다 높게 나타났고, 다색의 경우 2색 배색은 유채색 복합, 유+무채색 복합, 무채색 복합 순

으로 나타났고, 복합배색은 유+무채색 복합, 유채색 복합, 무채색 복합 순으로 나타났다. 유채색 

중에서 단색과 2색 배색은 주황, 초록, 파랑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복합 배색은 주황, 파랑, 

갈색계열이 동일하게 높게 나타났다. 무채색의 경우, 단색과 2색 배색은 흰색, 검정, 회색 순으로 

나타났고, 복합 배색은 흰색, 회색, 검정 순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재킷의 색상 배색수와 톤과 배색에는 유의차가 나타났다. 아웃도어 재킷의 톤은 밝

은(light) 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선명한(vivid) 톤이 높게 나타났다. 복합 배색은 단색

과 2색 배색보다 두 개 이상의 톤이 혼합된 톤이 높게 나타났다. 아웃도어 재킷의 색상 배색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톤온톤 배색, 복합배색, 톤인톤 배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색 배

색에서는 톤온톤이, 복합배색에서는 2가지 이상의 톤이 사용된 복합배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웃도어 재킷의 문양 유무를 살펴보았을 때 무지(91%)가 문양이 있는 재킷(9%)보다 많은 것

을 알 수 있었다(Table3). 문양의 종류는 추상적(2%), 기하학(5%), 양식적(2%)로 기하학 무늬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났고, 빈도가 높게 나타난 기하학 무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하복합

(39%), 다각형(38%), 체크(17%), 원(11%), 스트라이프(5%)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재킷의 문양과 색상에는 유의차이가 나타났다. 문양이 있는 재킷은 단색에서는 사용

되지 않고 다색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하학 문양이 추상적, 양식적 문양보다 높게 나

타났다. 기하학적 문양은 유채색+유채색 배색, 무채색+무채색 배색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추상적 

문양과 양식적 문양은 유채색+유채색 배색, 유채색+무채색 배색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웃도어 재킷의 문양과 모티브 배열, 크기는 유의차가 나타났다(Table5). 모두 문양은 전방배

열이 높게 나타났고, 모티브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작은 모티브가 많았다. 특히 기하학 문양과 양

식적 문양은 작은 모티브가 많았고, 추상적 문양은 큰 모티브와 작은 모티브가 동일하게 나타났

다. 또한 기하학 문양은 다양한 크기의 모티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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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아웃도어웨어 시장에 포화상태로 치달은 시점에서 업계에서는 아웃도어웨어의 기능성에 초점

을 맞추기 보다는 디자인적 요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아웃도어

웨어 재킷의 디자인적 요소 중에서 색상과 문양을 조사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아웃도어웨

어 재킷은 단색보다는 다색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무채색보다는 유채색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유채색 중에서는 주황, 파랑, 초록계열이 높게 나타났고, 무채색은 흰색이 높게 나타났

다. 색조는 밝은 톤이 가장 높았고, 색 배색은 톤온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웃도어웨어 재킷

의 문양의 비율은 낮았지만, 문양의 종류 중에서 기하학적 문양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기하복합

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웃도어웨어의 특성상 액티브한 느낌을 주기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웃도어 재킷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디

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색상과 배색, 무늬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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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색 등산 티셔츠 디자인 개발

Ⅰ. 서론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를 위해 등산 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관련 아웃도어의류산업이 성장

하고 있다(Sung, 2012). 선행연구에서 등산 재킷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Im et al., 2011; Kim 

& Ha, 2012; Park et al., 2003)는 이루어진 바 있으나 등산 티셔츠의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

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Seo and Chun(2014)은 스포츠 클라이밍용 셔츠의 제품 설계요

소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나 실내가 아닌 아웃도어용 등산 티셔츠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아웃도어 티셔츠에는 다양한 디자인 컨셉으로 빠르게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능

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TP)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아웃도어의류용 기능성 흡한소재인 합

성섬유에 승화전사 DTP의 조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Cho, 2008). 최근 등산 티셔츠에

도 젊고 활동성이 강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하여 형광색 원부자재가 많이 사용되는데, Choi and 

Kim(2014)는 형광색이 신비스럽고 우연적인 효과로 미적인 영역에서도 응용되어 우리에게 새로운 

감성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에 등산 티셔츠에 형광색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형광색 등산 티셔

츠 디자인이 소비감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판 형광

색 등산 티셔츠의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등산 티셔츠의 스타일 및 

배색의 특징을 조사하여 소비자들의 감성 및 선호도를 고려한 형광색 DTP 등산 티셔츠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시판 등산 티셔츠의 현황

시판 등산 티셔츠의 제품분석은 2015년 아웃도어 브랜드 중 판매매출이 높은 노스페이스, 코

오롱스포츠, K2, 컬럼비아스포츠웨어, 블랙야크, 밀레, 네파, 아이더, 라푸마, 에델바이스 등을 선

정하여 온라인 웹 사이트에 소개된 등산 티셔츠 제품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형광색 등산 티셔

츠만 비교하기 위하여 노스페이스, 밀레, K2의 형광색 등산 티셔츠 제품을 분석하였다. 

2. 설문조사방법

선호하는 등산 티셔츠의 특징 파악을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20-30

대의 남성 소비자 30명, 여성 소비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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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 등산 빈도, 선호하는 등산복 브랜드, 선호하는 등산 티셔츠의 스타일, 소매 형태, 색상, 배

색, 형광배색에 대한 사항으로 4부분,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데이터분석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20.0 for windows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분

석,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시판 등산 티셔츠의 디자인 특징

등산복 시장에서 매출이 높은 브랜드의 등산 티셔츠를 바탕으로 소매, 네크라인, 배색 등에 

따라 분류한 결과, 등산 티셔츠의 소매는 셋인형 또는 라글란형으로 비슷한 비율로 구성되며, 네

크라인은 집업 스타일과 집업이 아닌 스타일로 크게 분류되었으며, 등산 티셔츠의 배색은 유사배

색과 대조배색 등이 고루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 중인 형광색 등산 티셔츠의 특징을 분석

한 결과, 형광색이 들어간 부분은 주로 형광색 원단을 봉제하거나 형광안료를 사용한 날염이 이

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등산 티셔츠의 선호도

조사대상자의 등산복 선호 브랜드는 코오롱스포츠(23.5%), K2(21%), 블랙야크(13.6%), 아이더

(11.1%), 네파(11.1%), 노스페이스(9.9%), 기타(6.2%) 순으로 나타났다. 등산 티셔츠의 소매형태는 

셋인형(25%)보다 라글란형(75%) 소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등산 티셔츠의 디자인 요소 중

에서 형태(41.8%), 색상(35.2%), 디테일(13.2%), 패턴(5.5%)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등산 티셔츠의 색상으로 차분한색(27.2%), 어두운색(25.9%), 원색(19.8%), 밝은 색

(19.8%), 화려한색(7.4%) 순으로 나타나 원색이나 밝고 화려한 색상보다는 차분하면서 어두운색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 티셔츠의 배색은 유사배색(66.7%), 대비배색(18.3%), 전체

단색(15%) 순으로 대조배색보다는 유사배색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형광 배색은 절개라인 배색(75%), 부분 형광배색(15%), 전체 형광배색(3.3%) 순으로 대다수가 

등산 티셔츠의 절개라인에 형광배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형광색 등산 티셔츠 디자인

시장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젊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집업 라글란 

소매에 허리 라인을 넣었으며, 어둡고 채도가 낮은 색상을 유사배색으로 사용하여 1차로 6개 스

타일의 등산 티셔츠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선호 스타일의 평가 방법은 개발된 디자인별 빈도(명)

와 비율(%)로 선정하였다. 1차 등산 티셔츠 디자인 중 선호 비율이 가장 높은 스타일을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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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호하는 등산 티셔츠 스타일은 남녀 조사대상자 모두 집업 라글란 소매와 허리 옆선에 절개

선이 이어지는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된 스타일의 소매/허리옆

선 절개에 1가지 색상의 그린 형광색으로 배색하여 형광색 등산 티셔츠의 최종 디자인을 개발하

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선호 감성을 고려한 형광색 등산 티셔츠의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를 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형광색 원부자재의 사용 및 재봉 작업을 줄이고 다품

종의 소량 생산이 가능한 형광색 등산 티셔츠의 디자인 개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소

비자의 선호도와 감성을 반영한 형광색 등산 티셔츠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향후 조사대상자를 확대하여 등산 티셔츠에 적용된 형광색 배색의 면적 및 배치 등이 감성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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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낭용 문양의 감성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가로 야외에서 레저 활동을 즐

기는 캠핑 인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캠핑용 침낭의 수요가 늘어나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침

낭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한편 문양은 미적 쾌감을 일으키기 위해 점, 선, 면, 형상, 색에 따라 

배열되어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매개체 및 구성 요소의 역할을 한다(Lee, 2008). 다양화, 개성

화되어가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차별화된 침낭 제품의 기획과 디자인을 하기 위해 문양이 

미적인 요소로서 중요시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침낭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실내용 침구류를 중심

으로(Lee et al., 1997; So, 1993) 이루어졌으며 침낭의 감성 및 선호도와 관련된 연구는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성인을 대상으로 침낭 디자인 및 문양의 종류가 침낭의 

시각적 감성 및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웃도어용품 및 

침구류 등 침낭 관련 업계에 소비자의 디자인 선호 경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 목적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0-30대 남ㆍ여 100명을 조사대상으로 2015년 

11월 일주일 동안 침낭 문양 디자인의 감성 및 선호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침낭 디자인 자극물

은 활동성과 안락함을 주기위하여 ‘이불+요’ 침낭 형태로 한정하였으며, 침낭 문양은 선호도가 높

은 것(박광희, 2001)으로 보고된 수직선, 수평선, 체크, 전통(꽃) 문양에 기하(도형)문양, 추상문양

을 추가하여 총 6가지 문양을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S6를 사용하여 두 가지 색(흑, 백)으로 디

자인하였고 A4 크기로 출력하였다. 침낭 문양 자극물에 대한 19가지의 감성 (깔끔한, 내츄럴한, 

복잡한, 심플한, 특이한, 젊은, 지루한, 세련된, 시원한, 고급스러운, 화사한, 활동적인, 비싸 보이

는, 따뜻한, 모던한, 매력있는, 트렌디한, 평범한, 투박한) 및 2가지 선호도 항목을 7점 척도로 평

가하게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0.0을 사용하여 실행되었으며 요인분석, 회귀분석, 분산

분석, 사후분석 등이 사용되었다.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용 침구로서 문양은 추상문양(38%)과 기하학문양

(34%)이 사실적 문양이나 전통문양에 비해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휴대용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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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색상은 무채색의 어두운 그레이와 검정이 전체 응답자의 66%를 차지하였다. 둘째, 침낭의 

시각적 이미지는 5가지 차원으로 요약되었으며 ‘심플한’, ‘활동적인’, ‘고급스러운’, ‘모던한’, ‘투박한’

으로 요약되었다. 셋째, 수직 스트라이프는 심플하며 모던한 감성이 높으며 수평방향의 스트라이

프는 젊고 모던한 반면, 체크는 지루하고 평범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꽃을 모티브로 한 

전통적인 문양은 둔탁하게 평가한 반면, 삼각형 모티브를 수평반복으로 전개한 기하학적 문양은 

젊고 활동적으로, 역삼각형 모티브를 크기를 다양하게 하여 수직반복 전개한 추상 문양은 복잡하

지만 활동적으로 각각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직 스트라이프와 기하학적 문양의 선호

도와 구매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침낭 문양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선호도와 

구매의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조사대상자를 확대하여 수직선의 굵기와 간격 및 

문양의 크기가 침낭의 감성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

비자의 특성 및 사용되는 장소에 따른 침낭의 감성 및 선호도에 대한 후속 연구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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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산업에 나타난 과학 기술 적용 사례 연구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기계가 인간과 같은 행동과 사고를 가지고 어떠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지능을 뜻하며 현대에서는 정의된 규칙을 학습하고 인간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컴퓨터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다. 인공지능학 은 영국의 수학

자이자 Computer Scientist인 Alan Turing의 Turing Machine의 발명을 시초로 과학자 John 

McCathy에 의하여 논의되었으며 인간의 지능에 대한 본질을 뇌, 심리, 인지, 컴퓨터, 언어 등 과

학, 의학, 공학, 인문학 분야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현대에 이르러는 IBM의 Watson, 

Apple의 Siri, Facebook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Deep 

Learning, Monte Carlo Search, Reinforcement learning, 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알파고

(Alpha-Go)의 개발 및 활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의 기술은 사회적 변화를 발 빠르게 

반영하여 대중들에게 보다 나은 트렌드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패션 산업에도 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패션과 인공 지능에 관련된 연구는 Lee(2000)의 테크노 사이버 패션을 

활용한 무대의상 연구와 테크놀로지 패션에 대한 조형성을 분석한 연구(Lee, 2004)와 같은 간접

적으로 연관된 연구만 있을뿐 직접적인 연관 사례 및 분석 연구는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패션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마케팅, 프로그램개발 

등을 개발한 대표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진행하여 사회에 나타나는 정보와 기술을 가장 먼저 파

악하고 이를 응용하여 발전해나가는 패션 산업 및 의류학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연구결과를 제

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과 범위는 인공지능의 정의와 역사, 현재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문헌연구와 이론 고찰을 통해 이루어진 인공지능의 대표적 인지능력인 텍스트(Text), 시각

(Visual), 음성(Speech)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연구 범위는 최근 5년간 이루어진 패션 관련 기업

들의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한 대표 사례로 한정하였으며 이를 분석하는 실증적 사례 연구를 병

행하였다. 

연구결과 패션 산업 전반에 나타난 인공지능 기술과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Text) 인지 인공지능을 소비자 분석과 트렌트 예측에 활용한 경우로 ‘UNIQLO’, 

‘ZARA’와 같은 SPA브랜드에서는 Deep Learning 기술의 일종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활

용하여 SNS와 같은 빅데이터 안에서의 연관어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선호 아이템 및 브랜드 인식

을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DaumSoft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에서 텍스트마이닝을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패션 기업에서는 보다 빠르게 소비자들

의 비정형화, 비공식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제품 개발 및 트렌드 예측에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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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각 지능(Visual intelligence) 기술의 활용이다. 인공지능의 시각지능을 위하여 학습 데

이터를 구축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Deep Learning과 Vision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비쥬얼 컴퓨팅 

분야의 NVIDIA의 테슬라 GPU를 사용하여 코르테시카(Cortexica)에서는 이미지 인식을 통해 소비

자가 원하는 상품을 쉽게 구매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 이와 같은 기술의 활

용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높이고 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적합한 상품을 서치 및 매칭을 통

해 구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셋째, 음성 인식(Speech recognition) 인공지능을 소비자들의 쇼핑을 돕는데 활용한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아웃도어 업체인 ‘The North Face’는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컴퓨터 Watson

의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질의응답식으로 최적의 상품을 제공하는 앱을 개발하였다. 

이같은 기술은 단순 업무 및 저효율적인 업무를 인공지능이 대신함으로서 기업의 비용 절감과 더

불어 소비자들이 빠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하게 패션산업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활용범위와 

비중은 더욱더 넓고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인공지능은 현대패션 산업에 보다 나은 소비시스템

구축과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여주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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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ㆍ권미정
부산대학교

장 누벨 건축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빛’의 표현에 관한 연구

2015년은 유네스코가 제안하고 유엔이 결의한 ‘세계 빛의 해’이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빛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빛은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매체로써 그 자체로 중요한 의

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예술양식으로써도 그 가치를 지니는 요소이다. 따라서 현대에서 빛은 다

양한 예술에 도입됨에 따라 인간의 감성을 유도하여 미적 체험을 갖게 한다. 이와 같이 빛은 여

러 예술 분야에 접목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과 패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축과 패션은 인간의 가장 가까운 환경인 동시에 시각적인 문화이며, 그 시대 문화의 흐름과 미

의식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로써 고대부터 건축과 패션은 유사성을 가져왔다. 현대건

축에서는 ‘빛의 건축가’라 불리는 ‘장 누벨(Jean Nouvel)’이 있다. 장 누벨은 유리와 철을 주재료

로 빛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하이테크적이지만 내면에는 인간의 잠재된 감성과의 연결

을 추구한다. 장 누벨에게 있어서 빛의 효과는 그가 창조하는 건축의 기본이 되며 시대에 부합하

는 건축 행위를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 누벨 건축과 현대패션에 나타

난 빛의 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장 누벨 건축물에 나타난 빛의 조형성 및 표현 특성을 분석한

다. 둘째, 현대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빛의 조형성 및 표현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오늘날 주목하

고 있는 빛이 장 누벨 건축과 현대패션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의 연

구를 토대로 건축과 패션을 통한 빛의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결과는 건축과 패션이 오

늘날에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시대의 문화와 인간의 미의식 표현의 

조형물로써 두 예술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재해석되고 재창조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그

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로는 국내외 전문서적, 

문헌자료, 학위논문 및 학회지, 신문기사, 웹 사이트를 통해 빛이 인간의 심리와 감정에 영향을 

주는 과학적 특성과 빛의 미학에 대한 개념을 고찰하고, 장 누벨의 대표적인 10가지 건축물과 패

션사에 나타난 빛의 조형성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빛의 하위범주를 5개로 설정하였다. 하

의범주는 이론적 연구를 통해 빛에 관련되어 나타난 단어를 조사해보니 35개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2번 이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추출한 결과 ‘광채’, ‘반사’, ‘투명’, ‘발광’, ‘빛과 어둠의 공

존’이 도출되었다. 실증적 연구로는 먼저, 빛의 효과를 사용한 장 누벨의 대표적인 10가지 건축물

로 아랍 세계 연구소(1987), 까르띠에 본사(1994), 갤러리 라파예트(1996), 리움 박물관(2004), 아

그바 타워(2005), 케 브랑리 박물관(2006), 레 벵 데 도크 아쿠아 센터(2008), 코펜하겐 콘서트 

홀(2009), 도하 오피스 빌딩(2011),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2016 완공예정)으로 선정되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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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대패션은 2012 S/S부터 2015 F/W까지 최근 4년간의 컬렉션을 www.style.com, www. 

firstview.com, www.vogue.co.uk를 통해 빛이 잘 표현되고 있는 사진을 선정하였다. 1차 선정과

정에서는 빛의 조형성이 나타나고 있는 적합한 5,687장의 사진자료를 선정하였으며, 2차 선정과

정에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컬렉션을 진행해 온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패션디자인 

전공자 3人의 의견이 일치하는 작품으로 최종 3,024장을 선정하여 외적조형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 누벨의 건축물에 나타난 빛의 특성에 대한 조형성 및 표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장 

누벨 건축에서의 ‘광채’는 건축물이 강렬한 색채를 나타내는 밝은 원색의 조합으로 인해 시각적 

주목을 이끌었다. ‘반사’는 태양광에 의해 광휘나 반짝임 등과 같이 건물 표면에서 지각되는 것이

었다. ‘투명’은 빛이 산란되지 않고 유리를 통과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유리만이 가지는 중첩 

효과를 나타내었다. ‘발광’은 조명, LED 등을 건물 외피에 설치함으로 인해 건물 전체가 전기적으

로 빛을 방출하여 인공적인 빛을 나타내었다. ‘빛과 어둠의 공존’은 건물 외피의 기하학적인 패턴 

등으로 인해 빛이 건물 내부로 들어와 빛과 어둠이 각자의 반대되는 성질을 부각시켜 주면서 화

려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현대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빛의 조형성 및 표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형성에서 이미지

는 화려한 이미지, 환상적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고, 실루엣은 H형 실루엣에서 나타났으며, 색상

은 원색, 메탈릭 색상, 무채색에서 많이 표현되었다. 소재로는 실크, 메탈릭 소재, 크리스탈 소재, 

시폰 소재에서 많이 나타났고, 기하학 문양과 시퀸 장식에서, 아이템으로는 드레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현 특성에서 ‘광채’는 시지각적으로 밝음을 느끼는 색채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며, ‘반

사’는 빛이 반사되어 반사광이 주는 광휘나 반짝임이 나타나는 소재에서 나타났다. ‘투명’은 빛이 

그대로 투과하여 투명하게 비치는 소재에서, ‘발광’은 전기적 힘으로 인해 스스로 빛을 표현하는 

형식을 한 LED와 광섬유를 통해, ‘빛과 어둠의 공존’은 빛과 어둠을 화이트와 블랙 컬러로 형상

화한 디자인에서 표현되고 있었다.

셋째, 장 누벨 건축물에 나타난 빛과 현대패션에 표현된 빛의 유사성을 살펴본 결과 현대에서 

예술의 조형 매체로 주목하고 있는 빛이 건축과 패션에 동일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축과 패션에 일상에서 매우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빛이 조형요소로서 사

용되어 건축과 패션을 접하는 인간의 의식과 시각에 신비와 환상을 불어넣고 미적체험을 하게하

는 동일한 표현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건축과 패션을 통한 빛의 가치를 살펴본 

결과 이상향, 감성, 미적 가치로 나타났다. 장 누벨의 건축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빛은 내면에 잠

재된 인간의 감성을 비일상적인 빛의 미적 표현을 통해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현대는 감성의 시

대로 빛이라는 물질의 감성적 조형성이 건축과 패션에 도입됨으로써 인간에게 환상을 안겨준다. 

따라서 빛은 눈으로 느끼고 상상하는 탐미적 단서가 되는 고도의 미적 형식으로써의 의미를 지니

며, 빛의 미적 가치에 의해 인간의 잠재된 정신세계를 무형에서 유형으로 생성시켜 즐거움과 문

화적 가치를 가져다준다. 때문에 빛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환경인 건축과 패션에서 빛에 대한 이

상향을 표현하고 있고 빛이 주는 천부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빛에 대한 희구와 갈망을 해소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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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상의 근원인 빛의 가치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변에 밀접해 있으며 감각적, 정서적

으로 보듬어 주는 빛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 판

단된다.

따라서 과거부터 시작된 건축과 패션에서의 빛의 향연은 인간의 감성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부응하는 미적표현의 발전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빛은 특히 소재를 

통해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빛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어 가는 시대에 맞춰 빛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건축과 패션의 소재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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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
원광대학교

16-17세기 조선 홑철릭 유물의 특성을 응용한 베이비 돌(Baby 
doll) 복식문화상품 개발

Ⅰ. 서론

원(元)의 융복(戎服)에서 유래된 철릭(Chulrik:帖裡)는 현재 생활한복 및 디자인 복식상품에 가

장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는 전통복식 중 하나이다. 이는 현대패션문화와 쉽게 융화되며 실용성과 

조형성을 모두 갖춘 철릭의 장점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인형의상 제품에 철릭 유물의 시대별 특성을 분석하여 

응용한 예는 현재 매우 드물고, 현재의 추세와 Choi(2014)의 연구를 참고하면 시판되는 전통 인

형의상 제품은 유물의 주요 특성보다 디자이너의 창의성이 강조된 예가 많다. 

본 연구는 전통 철릭 유물의 특성을 고찰하여 가능한한 과도기 홑철릭의 이미지를 살린 문화

상품으로서의 인형의상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선행연구는 철릭을 포함한 해당시

기의 출토유물 특성을 분석한 연구(An, 2011; Chung & Song, 2013)와, 구체관절인형을 대상으로 

16세기 초 철릭과 답호 고증인형의상 제작방법을 제시한 Choi(2014)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Ⅱ. 연구방법 

디즈니(Disney) 사의 애니메이터 컬렉션(Animators’ collection) 베이비 돌(Baby doll)( Wema- 

keprice, n.d.)을 본 연구의 모델로 선정하였다. 이는 백설공주(Snow White And The Seven 

Dwarfs, 1937),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1991),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 1992), 

포카혼타스(Pocahontas, 1995), 라푼젤(Tangled, 2010), 겨울왕국(Frozen, 2013)을 포함한 디즈니

의 애니메이션 히로인(heroine)들을 유아 버전으로 형상화하여 귀여운 이미지를 극대화한 인형이

다. 베이비 돌은 실제 인체와 흡사한 구체관절인형에 비해 헤드 부분이 매우 크며 움직이는 곳은 

진동 및 다리의 윗부분에 불과해 다양한 포즈를 잡을 수 없으나, 외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고 가격대가 약 4-6만원 선이어서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점을 중시하였다. 

16-17세기의 철릭 출토유물은 조선 철릭의 변화과정에서 과도기적 유물의 복합적 외형 을 지

녔다. 특히 홑철릭은 사극 또는 조선 후기의 복식유물형태를 본뜬 제품이 대부분인 인형의상 시

장에서 희귀한 카테고리에 속한다. 사이즈가 작은 인형의상의 특성과 인형의상 시장에서의 희귀

성을 고려하여 홑철릭을 중심자료로 한다. 정사공신 신경유(申景裕:1581~1633) 묘 출토 철릭유물

이 그 중 가장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주요 참고자료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형 모델의 체형과 특성을 고찰한다. 둘째, 16-17세기 출토유

물 홑철릭에서 실용성과 시대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주요 특징을 추출한다. 셋째, 앞서의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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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특성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시한다. 

Ⅲ. 결과 및 고찰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DUSMM], 2008)을 참고하면 신경유 묘 

홑철릭의 재료는 오족항라, 무문능, 운문사, 운문단으로 다양하며, 겉깃은 목판깃과 칼깃으로 나뉘

나 모두 들여달린 형식이고 소매는 길과 연결된 일체형 및 중간에서 매듭단추로 여미는 분리형이 

모두 존재한다. 또한 홑철릭들의 허리주름은 1.2부터 1.8cm 간격이고 부분적으로 몇 개의 잔주름

이 포함되었으며, 안 중심선 쪽에 허리주름을 생략하여 부피감을 줄인 흔적이 보인다(DUSMM, 

2008). 

이 홑철릭들의 상하체의 비율은 1:1.3 가량으로 하체가 약간 긴 편인데, 이는 16세기에서 17

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철릭의 특성이자 허리의 실루엣이 A라인인 유아형 베이비 돌의 체형에 

알맞은 형태이다. 비교적 높은 허리선으로 둥근 배 부분을 커버하고, 허리주름 간격은 다소 넓혀 

원단이 많이 겹쳐지지 않고 과도한 부피감을 덜 수 있도록 구상한다. 

또한 인체용 철릭 상의의 옆선은 수직에 가까우나 베이비돌의 체형에 맞추어 사다리꼴로 변형

할 필요가 있다. 소매는 일체형과 분리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나 탈착에 편리한 여밈부속을 사

용해야 하며, 대부분 배래가 두리소매인 점을 강조하도록 한다. 더욱 현대적인 형태로 변형하려

면 튀어나온 배 부분을 고려하여 철릭 치마의 앞자락을 서로 맞닿지 않게 터서 끈으로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복식문화상품으로서의 상업성과 실용성을 고려하면 얇으나 견고하고 강직한 직물, 물세탁이 

가능한 원단, 다루기 편리한 부속과 장식이 필요하다. Chung and Song(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밑단과 안단 부분에는 16세기의 출토복식에도 사용된 바느질 기법인 홈질, 박음질, 감침질, 공그

르기를 적용하도록 한다. 

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과도기 홑철릭의 주요 특성과 이미지를 살린 실용적인 문화상품 인형

의상을 개발하는 것이다. 베이비 돌의 유아 체형을 고려하여 사다리꼴 옆선, 상체 쪽으로 다소 

높인 허리선, 과도한 부피감의 감소, 견고하나 얇은 직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과도기 

홑철릭의 주요 특성인 잔주름과 굵은 주름의 혼합, 일체형과 분리형이 공존하는 직선형 두리소매, 

들여달린 겉깃, 기타 바느질 기법을 가능한한 적용하여 시대적 특성을 드러내었다. 문화상품으로

서의 인형의상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실용성과 문화적 의미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An, M. S. (2011). A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Costumes in the Mid-17th Century: Ryu Ji Kyung’s Costum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9(9), 25-33. doi:10.6115/khea.2011.49.9.025 



276 _____ 2016년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Dankook University Seokjuseon Memorial museum(2008), Jeongsagongshin, A military officer, Shin Gyung-yoo’s tomb ex-

cavation costume study. Yongin: Dankook University Press.

Disney baby doll (n.d.). Wemakeprice. Retrieved May 10, 2016, from http://www.wem akeprice.com/search?search_cate=top&s

earch_keyword=%EB%94%94%EC%A6%88%EB%8B%88+%EB%B2%A0%EC%9D%B4%EB%B9%84%EB%8F%8C&_service

=5&_type=3

Choi, J. (2014). A Study on Doll Costume Design that Applied Noblemen`s Chulrik & Dapho during Jungjong`s Reign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4(1), 31-49. doi:10.5762/KAIS.2011.12.9.3815

Chung, Y. R., & Song, M. K. (2013). A Study on the Methodology of Excavated–Costumes: With a Focus on the Cases of 

Excavated Costumes from the Grave of Nor Su-ham(1516~1573)’s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7), 65-78. doi:10.7233/jksc.2013.63.7.065 



277연구논문(포스터) 발표: 패션디자인, 한국복식 _____

김혜경ㆍ홍정화ㆍ전희관
원광대학교

익산의 문화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공공 유니폼 디자인 개발

현재 우리나라는 각 도시마다 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전통을 유지하면서 세계화를 통하여 새롭

게 재창조되고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는 최근 익산의 미륵사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어 세계

적인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다. 이는 도시가 가지는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정서적으

로 큰 감흥을 주기 때문에 도시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준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문화유

산의 도시인 익산의 문화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공공 유니폼을 디자인 개

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니폼은 일반 복식과는 다른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구성원들 간의 일체감 형성과 집단에 

귀속감을 갖게 하며, 타 기업이나 단체 간의 구분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기

업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면서 보기에 아름다워야 하고 업무활동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

을 가져야 하는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들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익산의 문화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익산 지역의 문화유산을 기반

으로 텍스타일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이를 현대적 배자에 적용하여 공공 유니폼으로 개발ㆍ제안하

고자 한다. 텍스타일 디자인은 익산시의 로고 타입과 미륵사지 유물 중에서 금동제사리호에 새겨

진 문양 및 목조건축물에 사용되었던 수막새에서 얻은 국화문, 연화문, 봉황문 등 총 8건의 모티

프를 선정하여 Adobe Illustrator CC와 Photoshop CC를 사용하여 재구성 및 디자인개발 하였다. 

배자의 형태는 남녀 전통 배자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여기에 남자 전통배자의 경우는 옆선을 트지 

않고 입고 벗기 편리하도록 일반 저고리의 옆선처럼 봉합한 디자인으로 하였으며 여자 배자는 저

고리 위에 입는 짧은 배자가 아닌 허리 아래 엉덩이 중심선까지 덮는 긴 형태의 배자로 변형하

고 여밈은 짧은 고름을 적용하였다. 배자 유니폼은 도식화로 제시하고 그 위에 텍스타일 디자인

을 mapping하는 방법으로 개발하였다.

결론으로 본 연구는 공공유니폼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각적인 홍보 효

과는 물론이고 도시의 문화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매력적인 도시이미지를 강화하고 한국

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현대인들의 한복에 대한 인식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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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욱
부산대학교

중ㆍ장년층의 스포츠웨어 구매행동에 관한 에스노그라피적 접근
: 헬스의복을 중심으로

Ⅰ. 서론

스포츠웨어 산업은 현재 국내외에서 급속하게 성장 중이다. 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

면 201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률이 7.5%를 넘어섰으며, 시장의 규모가 

2440억 달러에 이르는 매력적인 시장이 되었다. 스포츠 시장의 소비용품은 잠재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모든 수단을 지칭한다.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다양한 속성들이 독특한 형태로 

결합된 다발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잠재시장으로 인

식되고 있는 중장년층의 스포츠웨어 구매행동을 에스노그라피적 조사 ㆍ 분석하여 중장년층에 대

한 스포츠웨어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성별에 따른 분류와 연령, 소득별에 따른 분류로 나누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까지의 중장년층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범위는 스포츠웨어 중에서 헬스 의복에 한정

하였다. 설문지를 통한 에스노그라피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성별, 가계소득, 연령이라는 독립변

인에 따른 인식 및 태도, 구매행동의 종속변인을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연령별에 따른 스포츠웨어의 구매행동 및 인식과 태도

연령별에 따른 구매행동 및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50대 초반의 연령대에서 스포츠웨어 구

매 시 가격을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였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실용성에 비중을 두었다.

스포츠웨어를 구매하는 장소로는 40대 후반의 연령대에서는 주로 온라인쇼핑몰을 활용하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매장의 직접방문의 비율이 높아졌다.

스포츠용품 구입 후 만족도는 50대 후반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용품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도자가 가장 높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스포츠웨어의 개선방향으로 나이에 따른 체형의 변화로 인해 디자인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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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른 스포츠웨어의 구매행동 및 인식과 태도

성별에 따른 구매행동 및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스포츠웨어 구입은 여자가 많이 구

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포츠웨어 구매할 때 고려사항으로는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요구조건이 많았다.

스포츠웨어를 구매하는 장소로는 남자의 경우 전문 스포츠매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높다. 

스포츠웨어를 구입한 후 여자가 남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사항으로는 남자는 실용성, 여자는 가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포츠용품을 구매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지도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가계소득별에 따른 스포츠웨어 구매행동 및 인식과 태도

소득별에 따른 구매행동 및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이 월 소득 

250만원에서 400만원 집단 사이에 몰려있었으며, 스포츠용품 소유욕과 1년간 스포츠용품 구입여

부에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포츠용품 구입은 200~300만원 집단에서는 신발류를, 300~400만원 집단에서는 의류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행동 시 고려사항으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종 구매행동 시 

중요요인으로 200~300만원 집단에서는 가격을 가장 중요요인으로, 300~400만원 집단에서는 실용

성이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용품을 구매하는 장소로는 월 소득이 낮을수록 온라인쇼핑몰 이용의 기대가 높았으며, 

높을수록 스포츠 전문매장을 통한 구입이 높았다.

Ⅳ. 결론

첫째, 연령별에 따른 스포츠웨어 구매행동 및 인식과 태도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포츠웨어 

구입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가 증가하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 때문

이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동을 하

는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집단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스포츠웨어의 구매행동 및 인식과 태도에서 본 연구에 의하면 여자소비자

들이 남자소비자들에 비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 스포츠웨어에 대한 소유

욕, 스포츠웨어 소유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격과 품질

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 및 1년 동안 스포츠웨어 구입여부 등에서 인식도가 모두 높게 나

타난 것은 여자들의 스포츠참여가 증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사료된다.

셋째, 소득별에 따른 구매행동 및 인식과 태도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200만

원~400만원 사이의 집단에서 가장 뚜렷했다. 최근 스포츠웨어 구입은 200~300만원 집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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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류를, 300~400만원 집단에서는 의류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낮을수록 

가격을 가장 중요요인으로, 높아질수록 실용성이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용품을 구매하는 

장소로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전문 스포츠매장을 이용하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온라인쇼핑몰을 이

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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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유정ㆍ김주현ㆍ이진화
부산대학교

SPA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에 따른 
브랜드 선호도 변화에 대한 성별 비교 연구
: SPA 브랜드 H&M을 중심으로

21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스마트 테크놀로지(smart technology)’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의 라

이프스타일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트렌드 중시하는 세대인 21세기 초반의 소비자들은 급

변하는 트렌드에 부합하고 손쉽게 구매 가능한 패스트패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패션 기업의 형태가 제조직매형 (Specialty retailer of private lavel ap-

parel, SPA) 브랜드라 한다. 이는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를 최적의 조달방법과 제공으로 실현하는 

것이며 소비자와 공급을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고객 니즈를 최적으로 실현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수요에 의해 번성하던 SPA 브랜드도 경쟁의 심화에 생존하기 위해 대외적인 

콜래보레이션 전략을 도입하여 브랜드를 강화시키고 있다. 콜래보레이션은 자사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동종업계 또는 이종업계 브랜드와의 제휴와 협력을 통해 고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는 창조적 브랜드 전략을 말한다. 

글로벌 SPA 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 전략은 이미 소비자 트렌드를 인식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에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최근 들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차원적 창의적 모색

과 더불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콜래보레이션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SPA의 콜

래보레이션은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모든 콜래보레이션이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

을 받은 것은 아니며, 소비자의 외면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업과 브랜드는 현재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콜래보레이션을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신중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콜래보레이션 전 후 브랜드 선호도의 변화를 분석하

여, 콜래보레이션이 각각 남녀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남녀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A 브랜드

로 H&M이 선정되었으며, H&M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50여개국 3,511개의 매장보유, 10만 여명

의 직원이 근무하는 거대 SPA 브랜드이면서, 다른 SPA 브랜드에 비해 가장 많이 세계적 디자이

너 및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진행하여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H&M의 콜래보레이

션 전략이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인 결론 제시를 위해 

표본 집단을 남/녀로 나누어 성별 비교연구를 실시하였고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남성소비자의 콜래보레이션 전 브랜드 선호도와 콜래버레이션 후 브랜드 선호도

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2. 여성소비자의 콜래보레이션 전 브랜드 선호도와 콜래버레이션 후 브랜드 선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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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3.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소비자의 성별과 콜래보레이션 전후 효과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할 것이다. 

분석기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대응표본 T검정, 이원분산분석을 연구에 사용하

였으며,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SPA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이 남성, 여성 소비자의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성별을 나누어 변화된 브랜드 선호도를 ‘호감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강지영 (2015.8)의 선행연구에서의 문항을 본 연구에 부합하게끔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먼저 남성 소비자는 H&M의 콜래보레이션 제품보다 본래의 제품을 더 선호한

다는 것으로 H&M의 콜래보레이션 마케팅전략이 남성 소비자의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지

만 이는 부정적인 영향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여성 소비자는 콜래보레이션 후에 선호도가 

증가하였으며, 즉 콜래보레이션이 여성 소비자의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

다. 결론적으로 남녀 소비자 간의 차이가 명백히 보여 졌으며 H&M의 콜래보레이션은 여성 남성 

소비자 각각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또한 브랜드 선호도에 대한 소비자의 성별과 콜래보레이

션 전후 효과 간의 상호작용은 F값이 0.719, 유의확률 0.728로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별과 콜래보레이션 효과의 상호작용은 브랜드 선호도에 

각각 따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서로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는 더 이상 필요에 의한 구매가 아닌 가치 있는 소비를 추구하

며, 자신을 잘 표현해주는 제품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경쟁 환경이 치열해질수록 브랜드와 기업

은 경쟁사와 차별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콜래보레이션이야 말로 기존 제품과 브

랜드가 가진 속성에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콜래보레이션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SPA의 콜래보레이션은 많은 소비자

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모든 콜래보레이션이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며, 소비

자의 외면을 받기도 한다. 그러므로 기업과 브랜드는 현재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콜래보레이션

을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신중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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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멍ㆍ이진화
부산대학교

방한 중국인관광객의 한국화장품 구매기준에 따른 세분집단별 
만족도와 구매 후 행동의 차이비교

Ⅰ. 서론

성장세를 보여주는 국제 관광시장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이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

에서도 중국관광시장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이연택, 2003).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부터 한국을 찾은 중국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 중국 정부에 의해 한국이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화 국가로 지정되면서 관광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한국관광공사, 

2011년 외래 관광객 조사실태).2007년 대비, 2012년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약 3.6배, 지출 규

모는 약 7배 증가하여 관광객 수 및 지출 규모 모두 일본 및 미국인 관광객의 증가 속도를 상회

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으로 2012년 약 8조 1,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조 8,00억 원

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10만 6,0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중국인 

해외관광객 증가 추세가 방한 중국인관광객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할 경우(최근 3년간 중국인 해외 

관광객 수 연평균 증가율 적용) 2020년에는 방한 중국인관광객 1,000만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방한 중국인관광객 1,000만 시대가 도래할 경우 약 68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2조 4,000

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89만 8,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부가가치 유발효

과는 2020년 명목GDP의 약 1.6% 규모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최근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 가운데 구매력을 가진 관광객의 수가 증가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한국 관광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운보, 2014). 

그리고 한국문화체육관광부조사에 따르면 중국관광객이 한국여행 시 주로 구매하는 관광 상품으

로는 향수/화장품(55.6%), 의류 (50.9%), 인삼/한약재(31.2%), 신발류(19.9%)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2010). 또한 2011년 7월 관세청본부세관이 서울 시내 6개 면세점의 판매현황

을 분석할 결과에서도 중국 관광객 15만 9,000명이 총 393억 원에 달하는 한국 상품을 구매했고, 

그 중 24억 원 화장품 매출이라고 밝혔다(백시명, 2012).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화장품에 대한 

중국인관광객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중국인관광객이 한국 화장품의 

새로운 소비자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인관광객들이 한국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어떠한 구매기준을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어떠한 구매기준에 따라서 재 구매의도 등 구매 후 행동과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화장

품 산업에서 더 높은 이윤을 창출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그들의 구매기준에 따라서 화장품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고 각 세분시장의 마케팅전략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관광객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할 때의 구매기준

을 조사하고, 집단별로 분석해서 방한 중국인광관객 세분집단별 한국화장품의 인구통계학적특성, 



288 _____ 2016년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구매 후 행동과 소비자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 방한 중국인관광객 한국에

서 화장품 지출비용이 많기 때문에 화장품의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구매기준 , 만족도,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자고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방한중국인관광객의 한국화장품 구매기준을 측정하고 구매기준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한다. 

2) 방한중국인관광객의 한국화장품 구매기준 세분집단별의 인구통계학 특성 차이를 알아본다.

3) 세분집단별 만족도 차이를 비교한다. 

4) 세분집단별 한국화장품에 대한 구매 후 행동(타인추천, 재구매의도, 재구매경로)의 차이를 

비교한다.

5) 한국화장품의 구매기준, 만족도, 인구통계학적특성이 한국화장품지출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중국의 20대에서 50대까지 한국에 1회 이상 방문하고 한국화장품을 구매경험이 있

는 중국여성소비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온라인방식으로 중국에서 28개 성(省)

에서 거주하는 323 명 여성 대상으로 2016년 1월 22일에서 1월 30일까지 총 8일에 걸쳐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한 자료 중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부정확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14

부 제외하고 총 309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은 20대가 38.5%로 비율이 가장 높고, 40대 이상 31.3%, 30대 24.5%, 10대는 

5.5%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 64.1%, 기혼 35.9%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

업이 51.8%로 비율이 제일 높고 대학원졸업이 30.4%, 전문대학졸업 12.6%, 고등학교 졸업이하 

5.2%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전문직 29.1%로 가장 높은 비율이 차지하고 있고, 학생 24.9%,서

비스 및 판매직 18.1%, 경영 관리직 12.3%, 전문기술직 8.1%,전직주부 7.1%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중소도시가 59.9%로 절반이상이었으며, 대도시가 36.2%, 농 어촌지역은 3.9% 순으

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며 분석방법은 연구자 일반적인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중국관광객의 구매기준에 따라서 집단을 분

류하기 때문에 요인분석하고 군집분석을 사용하고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만족도, 구매 후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Duncan test, χ2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화장품의 구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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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인구통계학적특성이 한국화장품지출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화장품구매기준 요인과 집단분류

방한 중국인관광객이 한국화장품의 구매기준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한 결과 6

개 요인이 추출이 되었다. 요인 1은 화장품의 포장, 용기디자인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외관심미”

을 명명하였고, 요인 2는 화장품의 광고모델 ,유행잡지나 SNS의 광고의 항목을 포함하여, ‘한류유

행’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3는 화장품 판매할 때, 같이 부가되는 편의한 서비스의 항목을 포

함하여, ‘서비스편의성’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브랜드의 유명한 정도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브랜드인지도’으로 명명하였고 , 요인5는 화장품의 효과나 안정성의 항목을 포함하여, ‘기능효과’ 

요인을 명명하였고, 요인 6는 화장품의 판매가격과 행사 이벤트의 항목을 포함하여, ‘가격판촉’ 요

인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요인1부터 요인6까지 각각 .73, .86, 

.82, .66, .78, .71이었다. 전체적인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편이었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6개의 요인들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4개의집단

으로 분류되었다. 각 집단의 명칭은 평균 요인점수가 가장 높은 요인을 근거하므로 명명하였다. 

집단1는 다른 집단보다 ‘외관심미’요인의 점수는 비교적인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관심미형’으로 

명명하였으며 73명의 소비자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집단2는 다른 집단보다 ‘브랜드명성도’와‘한류

유행’ 요인의 점수는 비교적인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브랜드유행형’으로 명명하였으며 61명의 소

비자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집단3는 다른 집단보다 ‘기능효과’와 ‘서비스편의성’ 요인의 점수는 

비교적인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품질서비스형’으로 명명하였으며 87명의 소비자가 이 집단에 속

하였다. 집단4는 모든 요인에서 비교적인 높은 점수로 나타나서 ‘복합형’으로 명명하였으며 88명

의 소비자가 이 집단에 속하였다.

2. 세분집단별의 인구통계학 특성의 차이

방한 중국인관광객 집단간 인구통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직업, 월소득에서 집단

간 유의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관심미형집단은 주로 중국 10대, 20대 여성소비자 제

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복합형집단과 품질서비스형집단은 30대, 40대 중국여성 소비자 많이 구성

되어 있다. 외관심미형집단은 학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형집

단의 여성소비자들은 ‘경영관리직’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품질서비스집단은 기술직과 전업주

부의 여성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유행형집단은 ‘서비스 및 판매직’ 과 ‘전

문직’ 비교적으로 많이 차지고 있다. 외관심미형집단 월가계소득이 적은 편이었고 브랜드유행형집

단과 복합형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월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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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분집단별 만족도의 차이

방한 중국인관광객 한국화장품의 만족도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인 분석한 결과 2개의 

요인의 추출이 되었다. 요인 1은 다양한 증정품 및 이베트, 화장품의 무료 시용 체험, 판매원 친

절한 태도, 교환ㆍ환불 및 반품 서비스,상품의 설명서(중국어)등의 항목을 포함하므로 “서비스만족

도”을 명명하였고, 요인 2는 화장품 상품의 구성,용기 포장 및 다자인, 화장품의 가격 합리성, 성

분의 안전성, 제품의 기능 및 효과의 항목을 포함하여, ‘제품만족도’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간 “서비스만족도”요인과 ‘제품만족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복합형소비자는 서비스

만족도, 제품만족도, 전제만족도에 대한 다른 3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관심미형소비자는 서

비스만족도, 제품만족도, 전제만족도에 대한 다른 3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브랜드유행형소비자

와 품질서비스형소비자가 서비스만족도, 제품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세분집단별 한국화장품에 대한 구매 후 행동의 차이

각 집단간 한국화장품 재구매의도와 타인추천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복합형소비자

는 재구매의도와 타인추천에 대한 다른 3 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관심미형소비자는 재구매

의도와 타인추천에 대한 다른 3 개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브랜드유행형소비자와 품질서비스형

소비자가 재구매의도와 타인추천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 집단별 한국화장품 재구매경로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각 집단 제일 많이 

선택한 재구매경로가 ‘한국구매대행’과 ‘다음에 한국에 여행갈 때, 구매한다.’로 나타났고 구매대행

은 각 집단별 절반이상이었다. ‘다음에 한국여행 시. 구매한다.’는 복합형소비자 65.9%,브랜드유행

형소비자 63.9%,외관심미형소비자 63.0%,품질서비스형소비자 51.7% 순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전

문샵’은 모든 집단 선택은 5%미만으로 나타났고 제일 많이 선택하지 않은 재구매경로가 되었다. 

재구매경로 중에 ‘백화점’을 제일 많이 선택하는 집단은 품질서비스형소비자로 나타났다. 재구매

경로 중에 ‘쇼핑물사이트’을 제일 많이 선택하는 집단은 외관심미형소비자로 나타났다. ‘외국(한국

제외)에 여행 시, 외국(공항) 면세점, 구매한다.’ 제일 많이 선택하는 집단이 외관심미형소비자로 

나타났다. 

5. 한국화장품의 구매기준, 만족도, 인구통계학적특성이 한국화장품지출비용에 미치는 영향

방한 중국인관광객이 한국화장품의 구매기준 중에서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화장품의 

기능 효과 등 품질에 관한 항목과 판매직원의 언어소통능력, 결제편의성 등 서비스에 관한 항목

이다. 즉, 화장품의 성분, 효과 등 품질이 좋으며 서비스편의성이 좋을수록 화장품의 지출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 만족도 중에서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교환ㆍ환불 및 

반품 서비스이다. 즉, “교환ㆍ환불 및 반품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화장품 지출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특성 중에서 화장품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력과 

월소득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으며, 월소득이 많을수록 화장품 지출비용이 많은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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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Ⅳ.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구매기준이 화장품 만족도 및 구매 후 행동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 방한 중국인관광객은 각 구매기준에 따른 차별화된 특성이 있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유형 특징과 각 구매기준유형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외관심

미형소비자가 주로 20대 학생이 제일 많으며, 다른 집단보다 인터넷으로 통해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이었으므로 이들은 타켓으로 하면 인터넷으로 통해 광고홍보를 많이 하여야하고 예쁜 포장이나 

메이크업제품의 기획 전략이 필요하다. 품질서비스형소비자는 주로 중국 30,40대 고소득층 여성

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집단보다 화장품 기능과 판매서비스를 제일 중시하는 집단이고 모든 

집단 중에서 백화점위주로 구매하는 소비자이므로 이들은 타켓으로 하면 매장에서 제품홍보를 많

이 하여야하고 광고에서 제품의 기능과 효과 위주로 많이 홍보하여야하고 이런 중국소비자위한 

고품질 기초제품이 많이 개발하기 필요하다. 브랜드유행형소비자는 다른 집단보다 과시적인 구매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중국소비자들은 타켓으로 하면 인지도가 높은 한류스타로 광고모델

로 선정하여야하고 공항이나 범화한 쇼핑거리에서 광고노출이 필요하다. 복합형소비자가 다른 소

비자집단보다 충동적인 구매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중국소비자들 타켓으로 하면 다양한 판

촉행사, 이벤트전략이 필요하고 판매력이 강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참고문헌

친페이펑, 이진화 (2014). 방한 중국관광객의 패션상품의 구매기준과 점포속성지각이 쇼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

지, 16(4).

이명희, 이은실 (2002). 화장품 구매성향과 구매 후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2).



292 _____ 2016년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정다혜ㆍ구영석
부산대학교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한 의상 분석 및 소비자 인식 연구
: 2007~2014 국내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Ⅰ. 서론

오늘날 산업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화와 생활양식이 글로벌화 되는 가운데 많은 정보력을 

가진 소비자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한 제품을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하는 패션산업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재 및 디자인의 다양화, 고급화, 그리고 개

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패션 상품의 주제가 스타일과 색채를 거쳐 소재로 이동하고 있

으며(Choi, 2003) 기능성, 상품성 등의 증대로 새로운 소재 개발과 선택은 패션 산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 패션에서 소재는 새로운 디자인의 요소로써 의상을 만들기 위한 재

료만이 아닌 유행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며, 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에 따라 아주 다

른 느낌이나 이미지가 전달되어진다. 해외에서 제안되는 패션 트렌드가 거의 동시에 국내에 수용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패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외와 국내의 패션 소재 

트렌드의 수용상황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고 소재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소재를 디자인하거나 기

획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최근 신축성 소재로써 신소재 중 하나인 발포 네오프렌 시트 양면에 니트를 라미네이트한(이

후 네오프렌 소재로 약칭) 네오프렌 소재가 몇 년 전부터 패션소재로 쓰이면서 패션디자이너들의 

컬렉션 무대는 물론 일상복에서까지 각광을 받고 있다.(Choi, Jeon, & Kim, 2007)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국내외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한 의상을 분석하고 네오프렌 의상

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선호도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네오프렌 소재를 이용한 의상에 관한 분석은 2007~2014 S/S 와 F/W 국내외 컬렉션에 나타난 

의상들을 아이템별로 분류하여 그에 따라 나타난 특징들을 조사해 보았으며, 네오프렌 의상에 관

한 소비자의 인식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해서는 설문지법을 진행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네오프렌 

소재 의상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 일반적인 의류의 구매 행동에 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문

항으로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총 252부의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21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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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네오프렌 소재 의상 분석 결과 네오프렌 소재의 대중화의 시작은 발렌시아가의 2012 F/W의 

화려한 프린팅이 특징인 맨투맨 티셔츠라고 볼 수 있다. 본래 소재가 가지고 있던 스포티한 이미

지에서 벗어나 발렌시아가의 니콜라스 게스키에르는 네오프렌이 구조적이면서 부드러운 실루엣을 

연출해 여성성을 더욱 극대화한다고 말했다.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한 상의 아이템으로써는 맨투

맨 티셔츠가 주를 이루었지만 슬림한 핏으로 연출되기도 한다.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한 하의 아이템에는 팬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스커트가 주를 이루

고 있었다. 두꺼운 네오프렌 소재가 만들어내는 단단한 형태감 때문에 다리를 날씬하게 보이게 

하고 허리를 잘록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특유의 볼륨감으로 프릴의 풍성함을 더해주어 입

체감을 연출한다. 

아우터는 네오프렌의 구김이 잘 가지 않는 특성을 이용하여 구조적인 실루엣이 연출되도록 하

였다. 또한 날렵하게 재단된 네오프렌은 몸매의 단점을 가려주어 체형 커버의 기능과 실제보다 

더 슬림하게 보이는 효과까지 갖추고 있다. 그동안 두툼한 두께의 소재는 무거운 것이 단점이었

는데 네오프렌은 1mm부터 다양한 두께로 생산된다. 울이나 모직처럼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형태를 

잡기가 좋으면서도 푹신한 촉감과 가벼우면서도 도톰한 소재의 특징 때문에 봄과 가을은 물론 겨

울철에도 따뜻해 외투로 적당하다. 이러한 아이템 이외에도 원피스 등 네오프렌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네오프렌 의상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도를 성별, 일반적인 의류 구매 스

타일, 패션전공관련자에 따라 조사해보았다.

성별

구입의도아이템

여성

N(%)

남성

N(%)

Total

(%)
χ²

상의
54

(21.4)

71

(28.2)

125

(49.6)

29.764***

팬츠
5

(2.0)

9

(3.6)

14

(5.6)

스커트
29

(11.5)

4

(1.6)

33

(13.1)

아우터
37

(14.7)

35

(13.9)

72

(28.6)

원피스
8

(3.2)

0

(0.0)

8

(22.2)

Total
133

(52.8)

119

(47.2)

252

(100)

<Table 1> 성별에 따른 선호하는 구입의도 아이템

성별에 따른 네오프렌 의상 구입의도 아이템을 살펴보면, 아우터의 경우 여성과 남성이 각각 

14.7% 13.9%로 비슷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의는 여성이 21.4% 남성이 28.2%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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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선호 한 것으로 보이고, 여성이 선호할 만한 아이템인 스커트와 원피스 중에는 스커트가 

11.5%, 원피스가 8%로 스커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츠는 각각 2.0%, 3.6%로 남성

과 여성 모두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의류매장에 팬츠나 원피스보다 

스커트, 아우터, 맨투맨 티셔츠와 같은 네오프렌 소재 의상이 많이 나와 있고, 소비자들에게 더 

익숙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본다.

구매 스타일에 따른 구입의도를 살펴보면, 편안하고 캐주얼한 스타일과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

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네오프렌 소재 의상을 구입하는 의도로 활동성과 구김방지를 꼽았는데 

특히, 편안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구김방지보다 2배 이상 높게 활동성을 

구입의도로 응답했다. 편안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활동성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스타일

구입의도

우아한 

클래식

편안한

캐주얼

활동적

스포티

독특한

개성

화려하고

섹시

심플

모던
전체 χ²

활동성
9

(3.6)

46

(18.3)

7

(2.8)

5

(2.0)

1

(0.4)

32

(12.7)

100

(39.7)

26.702

유행
3

(1.2)

17

(6.7)

3

(1.2)

4

(1.6)

0

(0)

17

(6.7)

44

(17.5)

구김방지
3

(1.2)

23

(9.1)

2

(0.8)

10

(4.0)

1

(0.4)

25

(9.9)

65

(25.4)

체형보완
2

(0.8)

5

(2.0)

0

(0)

2

(0.8)

0

(0)

8

(3.2)

17

(6.7)

보온성
3

(1.2)

3

(1.2)

4

(1.6)

1

(0.4)

0

(0)

12

(4.8)

23

(9.1)

Total
20

(7.9)

96

(38.1)

17

(6.7)

22

(8.7)

2

(0.8)

95

(37.7)

252

(100)

<Table 2> 일반적인 의류 구매스타일에 따른 네오프렌 의상 구입의도

 

구분
관련(126) 무관

t
M SD M SD

활동성 3.60 0.97 3.50 0.90 0.874

피팅성 3.04 0.91 2.97 1.04 0.578

보온성 3.43 0.98 3.31 1.08 0.894

코디용이 2.83 0.93 2.79 0.95 0.266

체형단점보완 3.02 1.04 3.08 1.04 -0.484

가격저렴 2.74 0.81 2.58 0.90 1.425

유행성 3.76 0.97 3.60 1.08 1.219

촉감 3.51 0.90 3.46 0.98 0.470

색상무늬다양 3.45 1.01 3.10 1.09 2.688**

세탁관리용이 2.77 0.92 2.58 1.00 1.508

<Table 3> 패션전공관련 유무에 따른 네오프렌 소재 의상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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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전공관련 유무에 따른 네오프렌 의상에 대한 인식을 물었을 때, 활동성, 보온성, 유행성, 

촉감 문항에서는 패션전공자와 비전공자 모두 비교적 높은 점수를 매겨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피

팅성, 코디용이, 체형단점보완, 가격 저렴, 세탁관리용이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패션

전공과 관련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색상무늬 다양 항목에서는 패션관련전공자가 3.45

점으로 비전공자의 3.10보다 높은 점수를 매겨 전공자가 비전공자보다 네오프렌 소재 의상의 특

징 중 하나인 색상과 무늬가 화려한 프린팅이 된 의상을 본 경험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네오프렌 소재 의상에 대한 분석과 소비자의 인식 및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행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네오프렌 소재 의상에는 팬츠와 원피스보다는 부피감과 보

온성의 특징 때문에 상의와 아우터, 그리고 스커트가 주로 나타났으며, 패션관련전공자가 아닌 많

은 사람들이 네오프렌 소재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구입 할 경우, 하의보다 상의와 아우터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안한 활동성이 구입이유로 나타났다. 구입예상 가격 또한 3~6만원

으로 비싸지 않은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들의 다수가 20대를 

이루고 있어 편안하고 캐주얼한 의상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패션관련전공자들이 비전공

자들에 비해 네오프렌 소재에 대한 특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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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경
인천대학교

몽골 여성들의 K-뷰티에 관한 인식

Ⅰ. 서론20)

한국 화장품은 K-뷰티 열풍, 화장품 한류 등으로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화장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몽골과 한국은 1990년에 수교한 이후 두 국가 간의 교류는 

증가하여 왔다. 한국에서 히트 되는 상품들이 빠른 시간 안에 몽골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몽골에

서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몽골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며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구매력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은 몽골에서 ‘K-

뷰티’에 대한 인식과 화장 행동을 탐색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조사대상자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여성들로 선정했으며 직접 가정 

및 직장에 방문하여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21명과 면대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국내 대학에서 뷰티 마케팅 전공하는 학생이 몽골어로 진행하여 녹음 한 후 채록하고, 인

터뷰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연구에 참여한 모두가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었고 기초 화장품 세

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몽골에 흔히 있다’, 

‘종류가 다양하다’, ‘가격이 괜찮다’, ‘샘플이 있다’, ‘기후에 맞다’, ‘효과가 좋다’, ‘친근하게 느껴진

다’, ‘몽골인들의 피부에 맞다’ 등이 언급되었다. 주로 쓰는 화장품 브랜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

났으며 이는 다양한 가격과 브랜드의 한국 화장품이 몽골에 널리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

국 화장품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만족하다고 응답하였고, 한국 화장품의 문제점은 ‘너무 많은 걸 바

르게 된다’, ‘진짜 한국 제품 맞는지 의심 된다’, ‘ 개인을 통해 판매 된다’ 등이 나타났다. K-뷰티 

이미지에 대해 알아 본 결과는 ‘하얀 피부’, ‘촉촉한 피부’, ‘깔끔하다’, ‘우아하다’, ‘곱다’ 등으로 나

타났다. 한국 이미지는 ‘김치, 매운 음식’, ‘드라마, K-pop’, '깔끔하다' 등이 언급되었다. 한국에 대

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대부분 몽골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생활과 태도에 관련되어 있었다. 몽골 

여성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 ‘피부 트러블 때문에’, ‘기후 및 환경으로부터 보호’, ‘모세혈관을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5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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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추기 위해’ 파운데이션이나 BB 크림을 바르며 화장을 시작하였고, 직업이나 사회 환경, 주변사

람들의 영향으로 화장을 시작하기도 했다. 

Ⅳ. 결론 및 제언

몽골에서 한국 화장품은 널리 유통되고 있어서 몽골 여성들은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한국 화

장품을 좋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류 영향이 K-뷰티 확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몽골 여성들을 대상으로 면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구매의 편리함, 기후 환경,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국 화장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품질 등 제품에 대한 문제보다 유통에 대한 불

만이 대부분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가에 따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식과 사

용 이유 등이 달라서 K-Beauty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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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선
서울대학교

패션콘텐츠 미디어 환경예측을 위한 SPA 브랜드의 SNS 
언어네트워크 분석

Ⅰ. 서론

최근 현대 사회는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미

디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는 서로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과 그들이 추구

하고 있는 문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정보공유의 수단으로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이

가은, 2014). 특히 수많은 패션 기업들은 이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을 수행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제되어 있는 수많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패션 흐름을 조

망하고, 미래 사회에 패션 기업이 지향해야할 구체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해외 SPA 브랜드가 활용하고 있는 SNS상에서의 여러 텍

스트를 대상으로 상호간의 유사 언어에 대한 연결망을 구조화 및 시각화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

는 글로벌 패션트렌드와 패션콘텐츠 기반 미디어 환경을 예측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15년 1월 기준 브랜드가치 평가전문기관인 브랜드스탁

(www.brandstock.co.kr)에서 브랜드가치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UNIQLO, ZARA, H&M의 

해외 SPA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과 함께 2011~2015까지 최근 5년간 해당 SPA 브랜드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이미지 관련 텍스트들을 총체적으로 수집 후 언어네트워크 분석

(Wasseman, 1994)을 위한 UCINET 6.34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연결망으로 시각화하

는 연결망 분석 연구를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의 중심도와 집중도, 즉 데이터의 양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질적인 데이터의 분석과 가공을 위하여 텍스트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통

해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에 적용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의 결과 및 결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 SPA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측면은 첫째, 최근 SPA브랜

드들은 TV광고 뿐 아니라 패션에 민감한 20, 30대들이 TV광고보다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인 SNS를 통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SPA브랜드는 

인스타그램 상에서 사진촬영 후 미디어에 이미지를 올리면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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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페이스북의 채널 상에서는 자사의 옷을 촬영해 이미지로 전송하는 경우 페이스 북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등의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SNS상에서의 텍스트 추출근거를 살펴

보면 상품의 이미지를 통한 노출도가 판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며, 각 지역의 

문화와 고객의 성향에 따라 쇼윈도 및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홍보 및 전달효과로 활용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넷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반에서 연도별로 활용되고 있는 텍스트와 키워드

를 통하여 많은 SPA브랜드들의 주요 행사, 프로모션, 세일 등의 현장 마케팅 또한 광고하면서 쌍

방향의 정보 및 텍스트 교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은 해외 SPA브랜드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 측면으로 첫째, ZARA의 경우, 다양한 직업과 

국적을 가진 셀러브리티를 활용한 마케팅을 SNS에 꾸준히 노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와 밀

접하게 관련하여 각각의 의류 아이템들의 구체적인 명칭 및 트렌디 아이템을 분류 및 제시한 것

이 특징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Fashion people & Celebrities(모델, 쇼핑몰 운영자 및 연예인을 

활용한 홍보)”를 대표적으로 SNS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유명 셀러

브리티에서 쇼핑몰 운영자까지 다양한 국적의 홍모모델을 SNS의 이미지와 태그를 통해 광고 하

여 잠재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또한 텍스트 보다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자유로

운 상상력 유발, 소비자의 자유선택에 따라 이미지를 통한 데일리 룩 연출 및 코디네이션 제시하

는 것은 타 브랜드들과 다소 차별적인 특성이며, 구체적 사례로 이미지와 함께 참조번호(ex. Ref. 

0367/877)를 제시함으로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텍스트의 한계보다는 이미지의 다양성으로 

접근하여 자유로운 ZARA의 패션 연출과 직접적인 소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도를 

마케팅적으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Clothes itemization(의류 관련 범주)’로

서 구체적인 아이템들과 유행하는 의류명칭의 목록을 키워드로 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UNIQLO의 경우, 베이직한 아이템들을 꾸준히 노

출하면서도 자사의 콜라보레이션 홍보를 SNS에 밀도 있게 노출하는 것이 상관적인 결과로서 분

석되었으며, 타 브랜드보다 키워드에 대한 양적 밀도가 가장 높이 나타났음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자사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트렌디한 아이템을 접목하는 양

상이 어떠한 현상보다 텍스트 밀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 구체적으로는 스탠드 칼라셔츠, 

스웨트 셔츠에서 체크무늬 패턴에 이르기까지 자사의 베이직하고 스테디한 아이템을 SNS에 지속

적으로, 밀도 있게 노출하여 소비자의 꾸준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음이 나타

났다. 또한, “예술이나 패션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가 및 패션 디자이너, 자전거 브랜드 등과

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활용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타 브랜드와 동일한 마케팅을 활용하는 

방식의 SNS 홍보로써 앤디워홀 또는 뽀빠이 & 올리브 등 상대적으로 예술적인 컨셉, 만화 캐릭

터 등을 활용하여 영한 감성의 콜라보레이션을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할 

만한 것으로 “날씨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형용사 또는 감성적인 키워드”와 같이 불규칙적이고 텍

스트가 동일하게 분류되기 힘든 키워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타 브랜드보다 아이템

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자사 브랜드의 아이템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H&M의 경우, 다른 브랜드들과 다소 차별적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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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주로 각 군집별 범주들과의 연결성이 다소 현저하게 독립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마케팅 전략이 서로 교차되거나 상관성을 보이는 것 보다는 각각의 차별적이고 

독립적인 마케팅 방식으로 SNS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패션 피플(모델, 쇼

핑몰 운영자) 및 셀러브리티(연예인), 스포츠 선수들을 활용한 홍보에서는 타 브랜드와 동일한 홍

보마케팅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스포츠선수들의 유니폼을 지원함으로서 해당선수의 레이블을 

활용한 아이템과 광고홍보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브랜드 특징을 제공하기 보

다는 대중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질문을 통한 의사소통의 미디어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례로 “Which style will you pull off this season?”, “what you like most about our under-

wear?” 등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패션에 대한 열린 사고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사의 여러 가지 아

이템들의 연출에 대한 생각의 기회와 궁금증을 제공한다는 특별함을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자사의 정보를 디테일하게 소개, 이벤트의 참석을 높이려는 의

도, 매장의 방문 유도전략”으로 Read more 또는 Check out, Pop in to our stores 등 소비자들

에게 모든 정보의 개방적인 제공보다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여 구체적인 정보접근을 시도하려는 마

케팅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외 SPA브랜드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한계를 두고 있으며, 향

후 국내외 SPA브랜드를 총체적으로 아울러 글로벌 패션트렌드와 패션콘텐츠 기반 미디어 환경을 

예측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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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관리동기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삶의 만족도

 

현대인들에게 외모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지면서,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의 강도는 다를지라도 사람들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가 자기 만족 뿐만 아니

라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외모는 만들어질 수 있

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능력이나 개인적 성품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모중독이라는 사회적 

일탈 현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다. 이에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 외모인식과 외모관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

상으로 외모관리동기와 외모관리행동 정도를 살펴보았고, 외모관리동기의 요인분석, 외모관기동기 

집단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와 삶의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수도권,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474부가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외모관리동기의 문항은 Ha(2009)의 문항을 사용하고, 외모관리행

동은 Lee(2008)와 Lee and Yoo(2011)가 사용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되었고, 생활만족도 문항은 Park and Park(2011)가 사용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통계분

석으로는 SPSS 23.0을 사용하였다. 첫째, 외모관리동기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결과로는 외모중시, 

자기개발, 성적매력표현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외모중시요인이 외모관리동기를 구성하는 중

요한 요인이었다. 외모관리행동의 평균값에 있어서는 몸매관리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헤어관리 

3.43, 의복관리 3.37, 성형/피부관리 3.02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관리동기 세 개의 변인에 

의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자기관리형’, ‘소극적 외모관리형’, ‘타인의식형’의 세 집단으

로 분류되었으며 타인의식형 집단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고 소극적 외모관리형이 가장 낮았다. 

외모관리동기 집단별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소극적 외모관리형 집단의 경우 외모관리행동 네 개 변인의 모든 값도 가장 낮았으며, 타인의

식형 집단은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 소극적 외모관리형 집단 다음으로 낮았다. 사회적 자기관리

형 집단의 경우 모든 외모관리행동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외모관리동기 군집별 삶의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어 소극적 외모관리형과 타인의식형 집단에 비해 사회적 자

기관리형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개발목적으로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외모관리와 관련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외모관리행동 중에서 몸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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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는, 다이어트로 인한 몸무게를 줄이고 날씬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

이 투자하는 적극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헤어관리, 의복관리, 성형/피부관리 등

에 있어서도 비교적 몸매를 돋보이게 하는 부분에서의 방법이 제시된다면 이러한 활동에 더 많은 

소비자들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모관리동기에 따라 그들이 선호하는 외모관리행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외모관리동기는 외모관련제품 소비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소비자특성으로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시장세분화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ppearance management 

motives

Group 1 Group 2 Group 3

F valuePeople oriented 

management

(224)

Social self-management 

(176)

Passive appearance 

management

(74)

Emphasis on physical 

appearance
3.07a 4.44b 2.11c 397.11***

Self-development 4.09a 4.95b 2.89c 299.49***

Sexual appealing 3.60a 4.70b 2.53c 420.54***

<Table 1> The result of ANOVA for appearance management motives

***p<.001

abcd : Duncan test shows tha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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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패션기업과 해외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비교ㆍ분석연구
: 기업 웹 사이트를 중심으로

현대 사회에서 기업들이 수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대중에게 당연한 인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차원에서 

사회적 책임활동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다. 특히 패션산업은 소비자에 대한 접근용이성이

라는 특성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타산업보다 이슈화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활동

에 대한 가시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패션 기업의 웹 사이트에 

나타난 국내와 해외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사례를 분류하고 비교ㆍ분석함으로써 패션산

업의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의 경향을 파악하고, 국내 패션기업에 효과적인 사회적 책임활동

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선행연구(Choi & Sung, 2013)에 제시된 척도를 바탕으로 경제

적 책임, 법적 책임, 소비자보호, 인권보호, 환경보호, 사회공헌 활동의 6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

으며, 그 중 사회공헌활동은 현물/현금지원, 문화ㆍ예술지원, 교육지원, 자원봉사, 캠페인, 체육진

흥활동으로 하위분류하였고 환경보호활동은 환경 친화적 제품, 환경 친화적 공정, 환경 친화적 활

동으로 하위분류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국내의 50개 패션기업과 해외의 50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국내는 패션인사

이트(Fashion Insight)의 ‘2015 국내 지속성장 50대 패션기업’을 토대로 50개의 국내 패션기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해외의 50개 기업은 Deloitte의 ‘2015 Powers of Luxury Goods 

Top 100’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국내 50개의 패션기업 중 21개의 기업이 

웹 사이트에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내역이 있었고 여기에서 총 199건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또

한 해외의 경우는 50개 패션기업 중 36개의 기업이 웹 사이트에 사회적 책임활동 내역이 있었으

며 총 413건의 사례가 수집되었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를 바탕으로 총 612건의 

국내와 해외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사례를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패션기업의 경우 활동 내역에 사회공헌(69.8%)에 치중되어 있으며 경제적 책

임(15.6%), 환경보호(14.1%), 인권보호(0.5%)의 순으로 보고되었고 법적책임이나 소비자보호와 관

련된 활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을 하위분류한 결과 현물/현금지원(39.6%)

의 빈도가 현저히 높으며 뒤를 이어 문화예술지원 (18.0%), 체육진흥(13.7%), 교육지원(11.5%), 

캠페인(10.8%), 자원봉사(6.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환경보호활동을 하위분류한 결과, 환경 친

화적 활동(67.9%)에 활동 내용이 편중되어 있고 환경 친화적 공정(21.4%), 환경 친화적 제품

(10.7%)의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해외 패션기업의 경우는 사회공헌(36.6%)와 환경보호(33.2%)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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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호(17.2%), 경제적 책임(9.0%), 법적 책임(2.4%), 소비자보호(1.7%)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활동을 하위분류한 결과 현물/현금지원(40.4%)이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빈도가 높지만 문화ㆍ예술지원(30.5%) 분야도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교육지원(15.2%), 자원봉사(7.3%), 캠페인(4%), 체육진흥(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

경보호활동의 경우에는 하위분류한 결과 국내의 경우와는 달리 환경 친화적 공정(56.2%)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환경 친화적 활동(27%), 환경 친화적 제품(16.8%)이 뒤를 따랐다. 

<Table 1> Comparison of CSR practice in domestic fashion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Categories 

Domestic Fashion Companies Foreign Fashion Companies 

Frequency

(%)

No of 

cases 

Frequency

(%)

No of 

cases 

Frequency

(%)

No of 

cases 

Frequency

(%)

No of 

cases 

Economic 

Responsibility
   15.6% 31   9.0% 37

Legal Responsibility   2.4% 10

Consumer Protection      1.7% 7

Worker Protection    0.5% 1   17.2% 71

Environmental 

Protection

Product 10.7% 3

14.1% 28

16.8% 23

33.2% 137Process 21.4% 6 56.2% 77

Activity 67.9% 19 27.0% 37

Social Contributions

Art & Culture 18.0% 25

69.8% 139

30.5% 46

36.6% 151

Sports 13.7% 19 2.6% 4

Education 11.5% 16 15.2% 23

Donations 39.6% 55 40.4% 61

Voluntary 

Service 
6.5% 9 7.3% 11

Campaign 10.8% 15 4.0% 6

Grand Total    100.0% 199   100.0% 413

우선 국내 패션기업과 비교했을 때 해외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사례의 수가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데 이를 통해 해외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국내보다 더욱 활발하다

고 해석할 수 있으며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기업의 인식 또한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각 영역의 활동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법적활동,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사례를 국내에

서는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인권보호와 관련한 사례도 미약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이러한 활동이 전무한 것 이라기보다는 직접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적, 윤리적 성격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선행연구(Ahn & Ryou,2011; Choi 

& Sung, 2013)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셋째, 국내와 해외 기업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사회공헌 영역은 국내기업의 경우는 

현물/현금지원(40.4%) 등을 통해 비교적 용이하고 가시성이 높은 외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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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기업의 경우는 해당 기업 중 50%가 재단을 설립하여 사

회적 책임활동을 이행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CSR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환경보호활동에 있어서도 국내의 경우는 기업 외부적 환경친화적 활동(67.9%)에 치중하

는 반면 해외기업의 경우는 환경보호활동을 재생, 재활용, 오가닉소재 사용, 탄소발자국 제거 등

과 같이 제품이나 제품생산과정(73.0%)에 더 무게를 둠으로써 자사의 생산과정과 생산품에 직접

적으로 연계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패션 기업의 마케팅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기업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법적 책임이나 , 인권보호 등과 

같이 최소한의 법률 준수나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같은 기초적인 책임 준수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Choi & Sung, 2013) 이들 영역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자

사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내역과 결과를 보다 공개적으로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적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패션산업의 전반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 패션기업에 있어 효

과적인 사회적 책임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 패션기업의 비교연구를 진행하였

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각 활동들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분류기준이 모호하며 혼재

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역시 분류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국내 50개와 

해외 50개 패션기업 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모든 국내 및 해외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설

명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있어 보다 더 객관적이고 체

계적인 분류기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심층적인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사례 분

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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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업체 남성 SPA 브랜드 구매 의도 및 선행 변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실질 소득의 감소는 소비자의 합리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구매 행

동을 증가 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유통 업체에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적 욕구의 증가와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

는 국내 유통업체 남성 SPA 브랜드가 호응을 얻고 있다. 

SPA 패션 브랜드 업계가 점차 영역별로 세분화되면서 남성 전용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

다. 특히 개인의 개성 있는 취향을 빠르게 받아들인 유통업체 남성 SPA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저가의 세련된 디자인을 기획 및 제작을 모두 하는 유통형 브랜드로 주목하고 있다.

유통업체 브랜드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유통업체 브랜드의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품의 가치, 품질, 가격, 이미지, 위험과 같은 다양한 영향과 

요인에 관한 연구와 소비자 구매 의도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대부분 여성복에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연구 범위로 제안한 국내 

유통 업체 남성 SPA 브랜드에 관한 연구는 관점과 영역이 확대된 제안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사

료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남성복 소비자 20-3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구매 의도 및 선행 변수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패션 상품기획방안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 있

다. 첫째, 유통업체 남성 SPA 브랜드와 관련한 전문 서적과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전반적인 이론

적 배경을 이해한다. 둘째, 국내 유통업체 남성 SPA 브랜드 조사를 통한 소비자 선호도 및 선행

변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소비자 구매의도와 선행변수를 도출 하여 연구 대상인 국내 

유통업체 남성 SPA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유형에 따른 개성 요인을 도출한다. 이러한 개성 요인

들이 소비자 구매의도 및 선행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연구방법 및 절차는 이론

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 유통업체 남성 SPA 브랜드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제시하고, 설문지를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

력한 유통구조를 반영한 국내 유통업체 남성 SPA 시장의 관심이 급증 하면서 국내 유통업체 남

성 SPA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둘째,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 남성 SPA 브

랜드의 의복 품질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구매의도 및 선행변수로 도출 되었다. 셋째, 선행변수들

에서 구매태도와 구매빈도에 이르는 유의적인 경로에서 국내 유통업체 남성 SPA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남성 SPA 브랜드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20대-30대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 

유통업체 남성 SPA 브랜드 제품 구입시 구매의도 및 선행변수의 관계를 살펴 본 것으로 브랜드 

호감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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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대 소비자의 모바일 쇼핑 만족도와 신뢰도연구
: 패션제품을 중심으로 

2014년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6억 4900만명이며, 이 중의 86%가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이

다. 그리고 모바일 쇼핑이용 고객은 2억 3600만명(작년 대비 64% 증가)이며, 이들 모바일 쇼핑 

고객의 87%가 모바일 뱅킹 알리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5). Park(2009)은 

중국 인터넷쇼핑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유용성과 지각된 거래 위험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의 불신이 높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은 중국의 모바일 쇼핑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

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바일쇼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바일쇼핑의 

만족도와 신뢰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Jin and Park(2013)은 중국소비자 대상 연구에서 모바일 

커머스 특성이 모바일쇼핑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모바일 쇼핑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하

였다. Park et al.(2015)은 모바일쇼핑만족도 비교연구에서 스마트폰 지식이 많고 주위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자 하는 정보공유성향이 높을 경우에,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젊을수록 쇼핑빈도

가 높을수록 모바일쇼핑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모바일 쇼핑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쇼핑 실태는 어떠한지, 그

리고 모바일 패션쇼핑 특성 차원은 무엇인지를 밝히고, 모바일 패션쇼핑 특성의 모바일 쇼핑 만

족도와 신뢰도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대 모바일쇼핑 구매 경험자

를 대상으로 중국 칭도에서 2016년 3월1일에서 17일까지 설문지로 조사하였으며 총 424매가 수

집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하였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20대 소비자의 모바일 패션상품 쇼핑 접근방법은 일반 전용 앱, 특정 쇼핑사이트 전

용 앱 이용, 웹서핑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기업 브랜드 사이트, 포털 쇼핑사이트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구매 패션아이템은 티셔츠/니트 등 단품류, 신발, 캐주얼의류, 가방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

격대는 200위안 이하가 63.3%로 저가 위주로 나타났다.

3. 모바일 패션쇼핑 특성은 즉시접속성, 디자인/인터페이스 기능성, 즉시반응성, 보안성의 4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60.011%이었다.

4. 모바일 패션쇼핑 만족도에는 디자인/인터페이스 기능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모바일 

패션쇼핑 신뢰도에는 모바일 패션쇼핑 만족도, 보안성, 즉시반응성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모바일 패션쇼핑특성 차원에서 인터페이스 기능성과 디자인성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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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지 않고 같은 차원으로 묶였고 대신 즉시반응성 차원이 새로운 차원으로 분리되었다. 이때 

모바일쇼핑의 장점 중의 하나인 위치기반 서비스에 의한 개인성(맞춤성) 특성은 독립된 차원으로 

나타나지 않아 아직까지 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모바일 패션

쇼핑 만족도에는 디자인/인터페이스 기능성만이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동안 모바일 쇼핑의 단점으

로 언급되었던 작은 화면과 입력수단의 제약을 해결할 수 있는 화면구성이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기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바일쇼핑의 신뢰

도에는 모바일쇼핑 만족도 외에 모바일쇼핑의 보안성과 즉시반응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Park(2009)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상품구매와 결제 시에 보안성의 강화와 주문

처리 확인이나 실시간 답변등과 같은 즉시반응성의 강화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모바일 쇼핑의 신

뢰도를 높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Jin, Y. & Park, C. (2013). Effects of mobile social service characteristics on satisfaction and credibility: Moderating effect of 

involvement.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137-161. 

Lee, E. R. (2015, March). 236 Million... Chinese mobile shopper. CHINDIA Plus. 102, 6-7. 

Park, H. R. (2009). The effect of trust and distrust on the purchase intention at internet shopping malls: Focusing on the 

Chinese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lothing Industry, 11(5), 741-752. 

Park, C., Jun, J. K., & Lee, T. M. (2015). The effects of customer characteristics on mobile shopping satisfaction: Comparison 

of Korea, China, U. S. and Japan.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26(2), 99-128.



309연구논문(포스터) 발표: 패션마케팅 _____

이현옥ㆍ구양숙
경북대학교

대학생의 외모유용성과 외모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 연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직업 활동, 대인관계, 연애관계 등 삶의 사회적 영역에서 

외모는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사회적 영역으로서의 외모는 타인과의 관계, 즉 다양한 사회생

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이미숙, 2012). 외모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외모유용성이라고 한다. 이는 외모가 개인의 사회적 행위의 특징을 규정하는 근거

가 되기 때문이다(김완석, 김해진, 2005). 실제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비매력적인 사람

들보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더욱 좋은 평가를 받고 개인의 능력발휘 기회가 더욱 많이 

부과되는 경우를 보더라도 외모는 자신 혹은 타인의 생각과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다(김완석, 유연재, 권지현, 2009).

특히 성인기로의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인 대학생들은 타인들과의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하여 보다 완성된 인간으로 발달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의 대인관계란 사

람들 간의 만남을 통해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들은 이러한 관계형

성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이경희, 2011). 이병임

(2007)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학생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 할수록 사회에서 활동이나 모

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의욕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신체나 외모에 만족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사회생활에 적극적이며 안정감을 느낀다

는 이언숙(2007)의 연구결과로 볼 때 외모는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외모유용성이 외모관련 변인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의 외모가 가지는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와 외모관련 소

비산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조사대상은 남녀 대학생을 모

집단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총 3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342부가 회수되

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9부를 제외한 총 313부가 최종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 SPSS 20.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군집분석,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시된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외모유용성은 척도화된 3요인을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에 대해 

군집분석을 통해 집단을 나누었다. 외모관리행동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외모관심도는 군집분석을 통해 두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외모유용성(3요인), 외모관리행동(5요인)

의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0.649-0.904의 비교적 높은 신뢰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외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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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과 외모관심도의 각 군집은 군집별 차이검증 결과 유의하게 나타나 이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외모유용성에 따라 외모관련소비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

1의 검정을 위해 외모유용성 3요인의 각 집단과 외모관리행동 5요인간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모유용성 중 연인관계유용성의 고저에 따라 패션관리행동(t=1.288, p-value=0.031)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고, 사회적성취유용성의 고저에 따라 성형관리행동(t=2.557, p-value=0.011)에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유용성의 각 군집에 따라 외모관심도의 두 군집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2의 

검증을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유용성의 군집 중 대인관계유용성(χ2=4.193, p-val-

ue=0.041)의 고저에 따라 외모관심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관심도와 외모관리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3의 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

한 결과, 피부/화장품사용행동(t=12.280, p=0.000), 체형관리행동(t=3.205, p=0.001), 성형관리행동

(t=5.131, p=0.000), 헤어관리행동(t=7.495, p=0.000), 패션관리행동(t=12.823, p=0.000)의 외모관

리행동 5요인 모두 외모관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외모유용성과 외모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으로 대학

생들의 외모유용성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외모에 대한 관심, 외모향상을 위한 외모

관리행동의 흐름을 분석하여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심리적 이해와 외모관련 시장분석, 시

장 포지셔닝화를 통해 적절한 신제품 개발전략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과 신 소비시장 개척 전략수

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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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유용성 차원의 외모도구성이 외모지향도, 
외모관련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이루어 가야하는 인간은 외모가 가지는 이점에 대해 인식하게 되

고 이를 가꾸고 유지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외모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비언어적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위한 표현방법의 하나로써 도구적 역할을 한다. 외모도구성이란 개인이 지각

하는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획득이 아닌 매력적인 외모

를 통해 자신이 성취하고자하는 2차적 수단을 뜻한다.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외모가 가지

는 도구성(유용성)이 연인관계 활동, 대인관계 활동, 사회적 직업 활동 등에서 개인이 원하는 바

를 위해 외모가 사회에서 얼마나 도구적으로 유용한가에 대한 신념이다(권지현, 2008).

외모는 타인의 이미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써 특히 처음 만난 상대를 평가하는데 신체

적 매력의 힘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외모가 좋은 사람이 다른 좋은 특성들도 함께 가

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나은영, 2012). 특히 현대사회는 대인관계나 연인관계, 취업활동 등 

여러 방면의 사회적 상황에서 외모의 매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며, 정형화된 외모 기준에 부합

하기 위해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고 변형 하는 등 외모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취업, 면접 관련 시 외모가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기사, 외모로 인한 연애의 실패담, 외

모에 의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사례, 외모의 아름다움 정도가 각 능력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폭 넓은 대인관계, 결혼 능력, 직업적 능력, 경제적 능력에 상관성을 보이는 것(성영신 

외, 2009),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비 매력적인 사람들에 비해 병원, 학교, 법원 등 사회생활영

역전반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김완석 외, 2009)것 을 볼 때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즉 다

양한 사회적 성취 장면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신념인 외모도구

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외모도구성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가치이론으로 설

명할 수 있는데 ‘외모가 좋으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외모가 좋으면 취업이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외모는 좋은 배우자와 취업 성공의 높은 

발생 가능성을 기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와 취업 성공에 대하여서 높은 가치를 가

진 사람들은 좋은 외모를 가지기 위한 행동을 할 것이다(김완석 외, 2010). 이는 외모가 취업활

동, 연애활동, 대인관계활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유용성의 신념인 외모도구성이 외모지향도와 외모관련 소비행

동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취업과 연애, 사회적 영역에서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30세대의 외모도구성과 외모관련 소비행동에 대한 연

구는 현대사회의 외모가 가진 심리적 차원과 외모관련 소비산업의 경제적 소비화를 위한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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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0-30대 남성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총 26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42부가 회수

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5부를 제외한 총 217부가 최종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 SPSS 20.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회귀분석, 로지

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시된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외모도구성은 척도화된 요인, 외모관련소비행동은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3요인과 5요인으로 분류되었고, 외모지향도는 군집분석을 통해 두 집단으로 나누

어졌다. 외모도구성(3요인), 외모관련소비행동(5요인)의 각 요인별 신뢰도 분석결과 0.713-0.914 

의 비교적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외모도구성과 외모관련소비행동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1의 

검정을 위해 외모도구성 3요인과 외모관련소비행동 5요인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

모도구성 차원 중 사회적 성취차원이 피부/화장품사용행동(β=0.187, t=2.798, p=0.006), 성형행동

(β=0.164, t=2.439, p=0.016)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외모도구성이 외모지향도의 두 군집에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2의 검증을 위해 로지

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성취차원(β=-0.570, W=10.642, p=0.001)이 부적인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외모지향도와 외모관련소비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3의 검증을 위해 t-test를 실

시한 결과, 피부/화장품사용행동(t=7.953, p=0.000), 성형행동(t=5.362, p=0.000), 헤어행동(t=6.520, 

p=0.000), 패션행동(t=7.261, p=0.000)의 외모관련소비행동 4요인이 외모지향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모도구성이 외모지향도, 외모관련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

으로 외모도구성의 각 차원과 외모지향도와의 관계적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를 가능하게 하

고 이는 외모심리 개념 정립에 도움을 주며 외모도구성의 차원에 따른 외모관련 소비행동의 분석

은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세분시장을 구성하고 각 세분시장별 표적대상에 대한 촉진전략 수립

으로 인한 차별적 마케팅 전략방안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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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서비스 품질이 고객이탈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현대 산업사회는 서비스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서비스 경제라고 일컫는다. 최근에는 미용업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서비스 산업으로 점차 발전하게 되었고, 미용서비스 산업

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조직들은 고객이탈을 줄이고 충성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상대보다 

더 나은 품질 및 서비스를 제공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욕구가 다

양화되고 개성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미용산업은 헤어, 메이크업과 피부미용, 네일 분야 등으로 전

문화 세분화 되면서 토탈 패션산업의 주요 영역으로 성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격이 늘

어나는 미용실 간의 경쟁 심화와 신규 고객 유치 및 기존 고객 관리 등으로 충성고객 유지에 치

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미용실을 이용하는 20대에서 50대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용서비스 품질이 고객이탈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결과

를 통해 미용서비스 품질을 향상해서 고객이탈을 줄이고 고객충성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며, 뷰티 시장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미용서비스 품질(환경적요인, 전문성요인, 가격적요인)은 고객이탈(불만족이탈, 호기심이탈)

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미용서비스 품질(환경적요인, 전문성요인, 가격적요인)은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고객충성도는 고객이탈(불만족이탈, 호기심이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Ⅱ.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

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28부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피어슨의 상관분석, 다중회귀분

석, 회귀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 Duncan-test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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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불만족이탈에 대한 미용서비스 품질을 설명하는 F(3.424)=17.272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서비스 품질 하위요인 중 전문성요인, 가격적요인은 유의확률 .000과 

.019로 각각 p<.00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환경적요인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이탈에 대한 미용서비스 품질을 설명하는 F(3.424)=8.710으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이탈에 대해 미용서비스 품질 중 전문성요인의 유의확률이 .000으

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환경적요인, 가격적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충성도에 대한 미용서비스 품질을 설명하는 F(3.424)=130.277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충성도에 대해 미용서비스 품질 중 전문성요인, 가격적요인의 유의확

률이 각각 .000과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환경적요인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이탈에 대한 고객충성도를 설명하는 F(1,426)=36.297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고객충성도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이탈에 대한 고객충성도를 설명하는 F(1,426)=22.198로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고객충성도의 유의확률은 .000으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1) 고객이탈(불만족이탈, 호기심이탈)에 대한 미용서비스 품질(환경적요인, 전문성요인, 가격적요

인)에서 불만족이탈은 미용서비스 품질의 하위요인인 전문성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가격적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요인은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이탈은 미용서비스 품질의 하위요인인 전문성요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요인, 가격적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고객충성도에 대한 미용서비스 품질(환경적요인, 전문성요인, 가격적요인)에서 미용서비스 

품질의 하위요인인 전문성요인, 가격적요인이 고객충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적요인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고객이탈(불만족이탈, 호기심이탈)에 대한 고객충성도에서 불만족이탈에 부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기심이탈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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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ㆍ구영석
부산대학교

기능성 구두에 대한 소비자 인지 및 선호 분석

Ⅰ. 서론

최근 아웃도어 의류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에 기능성 소재가 사용되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

응을 얻고 있다. 신발의 경우에도, 기능성 소재를 적용하여 건강과 기능을 고려한 제품들이 주목

받고 있다(조윤진, 최주현, 2012). 신발에서의 기능성 소재는 주로 스포츠웨어, 아웃도어 브랜드에

서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기능을 보조하며, 편안함과 쾌적감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왔다. 

반면, 구두의 경우에는 기능성 소재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어 왔다. 이는 구두가 보

행과 발을 보호하는 신발 본연의 기능 보다는 심리적인 목적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성공, 

지위, 젊음의 외양을 보여주고 싶은 심리에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구두를 선호하게 되었다(김혜연, 

2008). 하지만 장시간 구두를 착용하는 것은 피로감과 불편함은 물론 심한 경우 신체적 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유진현(2010)의 연구결과 조사 대상의 91.6%가 구두를 착용하는데 있어 불편함

을 느낀다고 응답 했으며 구두 착용으로 발의 상처나 피로, 변형은 물론 어깨통증, 전신피로 등 

발을 제외한 신체 부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두 착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

주기 위해 시중에 나와 있는 기능성 구두에는 대표적으로 컴포트화가 있다. 또한 기능성 소재를 

활용하여 경량성, 통기성, 방수ㆍ발수성, 항균성 등을 향상 시킨 구두가 이미 시중에 출시되어 있

지만 아직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아웃도어 상품들에 비하면 시장에서 주목 받지 못

하고 상황이다. 따라서 기능성 소재를 적절히 사용하여 구두 착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여주

면서도 소비자들이 구두를 착용하는 심리적 목적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구두를 개발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는 기능성 구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 및 선호를 성별, 연령대 등에 따라 비교ㆍ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능성 구두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Ⅱ. 연구방법

부산시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2015년 10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통계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 연령대 

등에 따른 기능성 구두 인지와 선호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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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조사 대상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여자가 52.7%로 남자보다 많았고 20대가 38.8%, 30대가 

24%, 40대가 20%, 50대 이상이 17.2%였으며 평균 연령은 36.23세였다. 직업은 사무직 29.2%, 전

문직 21,6% 학생 19,2% 주부 8%, 공무원 6.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

(89.2%)은 2켤레 이상 구두를 가지고 있었고 남성은 2∼3켤레 59.3%, 여성은 5켤레 이상 55.3% 

구두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기능성 구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73.%, 1켤레 14.0%, 2켤레 이상은 12.8%였다.

구두를 착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물었을 때 남성은 업무상(46.6%)이라는 응답과 옷차림, 

코디네이션을 위해서(43.2)라는 응답이 비슷했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옷차림, 코디네이션을 위해서

(75.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두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성은 착화감(47%)과 디자

인(45.5%)을 선택했고 남성은 디자인(39%), 착화감(37.3%), 가격(13.6%) 등 여성이 비해 다양한 

응답 분포를 보였다. 구두 착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남성은 피로감 66.9%, 신체통증 14.4%, 

불쾌감 8.5% 순서의 응답을 보였고 여성은 피로감 53%, 신체통증 36.4% 순서의 응답을 보였다.

기능성 구두의 유무에 따라 시중에 나와 있는 기능성 구두에 대한 만족도와 보완해야할 점에

서 차이가 나타났다. 기능성 구두를 가지고 있는 조사 대상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3.04(n=67), 가

지고 있지 않은 조사 대상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2.72(n=183)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시중의 기능성 구두가 보완해야할 점에서도 기능성 구두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p<.001). 보완해야할 점으로 기능성 구두의 유무에 상관없이 디자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능성 구두가 있는 조사 대상자들은 기능성 강화, 가격 경쟁력이라고 응답했고 기능성 

구두가 없는 조사 대상자들은 광고 및 홍보, 가격 경쟁력이라고 응답했다.

기능성 구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n=183)에게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을 때 디자인

이 떨어져서 22.8%, 기능성 구두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서 22.8%, 구두의 기능성이 필요하지 않

아서 14.0%, 가격이 비싸서 8.8%, 기능성이 기대에 못 미쳐서 2.4%, 유행에 뒤쳐져서 2.0%의 응

답 분포를 보였다.

<Table 1> 성별에 따른 기능성 구두 선호도 차이

기능성 구두
전체(n=250) 남(n=118) 여(n=132)

t p
M SD M SD M SD

발이편한구두(컴포트화) 4.33 .830 4.36 .892 4.31 .773 .430 .667

가벼운구두 3.98 .907 4.07 .913 3.90 .898 1.450 .148

방수ㆍ발수구두 3.60 1.002 3.75 1.006 3.48 .984 2.131* .034

흡습ㆍ속건구두 3.69 1.021 3.86 .978 3.53 1.037 2.612* .010

향균ㆍ방취구두 3.90 .952 3.97 .947 3.84 .956 1.109 .269

미끄럼방지구두 3.88 .921 3.63 .968 4.10 .818 -4.171*** .000

통기성이좋은구두 3.94 .876 4.03 .901 3.87 .851 1.392 .165

보온ㆍ발열구두 3.38 1.044 3.18 1.010 3.57 1.043 -2.999** .003



317연구논문(포스터) 발표: 패션마케팅 _____

성별에 따라서 기능성 구두 선호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방수ㆍ발수구두, 흡습ㆍ속건

구두를 여성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미끄럼방지구두, 보온ㆍ발열구두, 안전ㆍ보호

기능성구두, 신고벗기편한구두, 체형보정용구두, 자세교정용구두를 남성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남녀 모두 발이편한구두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남성은 가벼운구두, 통기성이좋은구두, 

향균ㆍ방취구두를 여성은 미끄럼방지구두, 신고벗기편한구두, 가벼운구두 순서의 선호를 보였다.

 

<Table 2> 나이, 구두 착용 일수, 구두 착용 시간, 주로 착용하는 굽의 높이와 기능성 구두 선호도의 

상관관계

기능성 구두
나이 구두 착용 일수 구두 착용 시간

주로 착용하는

굽의 높이

pearson r p pearson r p pearson r p pearson r p

발이편한구두(컴포트화) .008 .900 .021 .745 .111 .080 -.036 .567

가벼운구두 .187** .003 .104 .102 .052 .413 -.056 .378

방수ㆍ발수구두 .337** .003 .058 .360 .009 .884 .103 .105

흡습ㆍ속건구두 .201** .001 .092 .148 .068 .282 -.103 .104

향균ㆍ방취구두 .233*** .000 .140* .027 .079 .215 -.004 .954

미끄럼방지구두 .342*** .000 .008 .904 -.074 .245 .116 .067

통기성이좋은구두 .304*** .000 .120 .058 .025 .693 -.032 .611

보온ㆍ발열구두 .163* .010 .128 .044 .129 .042 .147 .020

안전ㆍ보호기능성구두 .364*** .000 .030 .635 -.069 .277 .086 .173

신고벗기편한구두 .206** .001 .122 .055 .041 .515 .013 .842

키높이구두 -.120 .058 .067 .291 .085 .178 .257*** .000

체형보정용구두 -0.79 .212 -0.36 .573 .081 .200 .302*** .000

자세교정용구두 -.122 .054 -.087 .173 .049 .441 .295*** .000

내구성향상구두 .148* .020 -.002 .974 .053 .405 .002 .969

나이, 구두 착용 일수, 구두 착용 시간, 주로 착용하는 굽의 높이와 기능성 구두 선호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발이편한구두, 키높이구두, 체형보정용구두, 자세교정용

구두를 제외한 모든 기능성 구두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구두를 착용하는 날이 

많을수록 향균ㆍ방취구두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주로 착용하는 구두의 굽이 높을수록 키높이구두, 

체형보정용구두, 자세교정용구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ㆍ보호기능성구두 3.43 1.085 3.22 1.063 3.62 1.074 -2.960** .003

신고벗기편한구두 3.93 .911 3.76 .958 4.08 .844 -2.747** .006

키높이구두 2.92 1.176 2.86 1.077 2.97 1.260 -.706 .481

체형보정용구두 3.11 1.130 2.81 1.070 3.37 1.122 -4.011*** .000

자세교정용구두 3.30 1.117 2.96 1.057 3.61 1.083 -4.780*** .000

내구성향상구두 3.41 .954 3.42 .999 3.40 .915 .114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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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첫째, 시중의 기능성 구두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기능성 구두의 유무에 따라 만족도

와 보완해야할 점에서 차이가 났다. 기능성 구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보

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만족도 평균이 2.81로 보통수준의 만족도인 3점

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착용경험이 만족도를 높여주기는 하지만 시중의 기능성 구두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성 구두의 유무에 상관없이 조사 대상자들은 시중의 기능성 구두가 보완해야할 점으로 디

자인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기능성 구두가 있는 조사 대상자들은 기능성 강화, 가격 경쟁력을 기

능성 구두가 없는 조사 대상자들은 광고 및 홍보, 가격 경쟁력이라고 응답했다. 기능성 구두 지

속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디자인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기능성 제

품인 만큼 기능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능성 구두를 아직 구매하지 않

은 소비자들이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기능성 구두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직접 사용해 볼 경

험을 제공하는 한편, 여전히 기성 구두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구매해볼 만한 가격 경쟁력을 갖

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능성 구두 선호도 및 구두 착용 전반 사항에서 남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

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구두를 가지고 있었으며 남성은 업무상 구두를 신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은 옷차림, 코디네이션을 위해 구두를 신는 경우가 많았다. 구두를 구매할 때 남녀 모두 디

자인과 착화감을 중요한 점으로 고려하였지만 남성이 가격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구두 선호도에서 남성은 발이편한구두, 가벼운구두, 통기성이좋은구두를 순서의 선호를 

보였으며 여성에 비해 방수ㆍ발수구두, 흡습ㆍ속건구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땀, 냄새 등으로 인한 위생적 문제를 더 많이 겪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반면 여성은 발이

편한구두, 미끄럼방지구두, 신고벗기편한구두 순서의 선호를 보였으며 남성에 비해 미끄럼방지구

두, 보온ㆍ발열구두, 안전ㆍ보호기능성구두, 신고벗기편한구두, 체형보정용구두, 자세교정용구두의 

선호도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이 높은 굽의 구두를 신으면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여주는 기능성 구두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발이 편하면서도 남성에게는 위생

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성에게는 높은 굽이 주는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성 구두하고 

개발하고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나이가 증가할수록 기능성 구두 선호도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와 

기능성 구두 선호도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총 14가지 기능성 구두 중 10가지 기능성 구두에서 

나이가 들수록 선호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떨어짐에 따라 

구두 착용에서 오는 불편함을 더욱 크게 느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기능성 구두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통

해 기능성 구두에 대한 소비자 인지와 선호를 분석해 보았다. 구두는 예로부터 심리적인 목적에

서 사용되어져 왔기 때문에 많은 기능성 소재들이 개발된 현재에도 예전이 불편한 신발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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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기능성 소재들을 잘 활용한다면 구두를 착용하는 

본연의 목적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구두 착용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여주는 구두들이 앞으로는 많

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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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ㆍ김한나
충남대학교

여대생 의류제품 구입 시 인터넷 패션정보원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과거의 전통적 미디어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률이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률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이에 따라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과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의 발달로 인터넷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패션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인터

넷 포털 뿐만 아니라 개인까지 패션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

거 패션 정보에 대한 접근의 격차가 중요 이슈였지만, 현 시점 에서는 오히려 인터넷에 있는 많

은 패션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인터넷 정보를 통해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것에 더 중요

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인터넷 정보들이 활용 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대생의 의류 

제품 구입 시, 인터넷을 패션 정보원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인

터넷에서의 패션 정보원이 패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4월 사이에 전반적으로 의복 관심이 높고, 인터넷을 주로 사용하는 여대생 소

비자 1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개별 면접과정은 녹음되었고, 각각의 내

용은 전사된 후에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 최소 5개의 

다양한 인터넷 매체로 정보를 본다고 응답하였다. 주로 보는 인터넷 정보 매체는 인스타그램, 스

타일쉐어 및 코디북 등의 패션코디 앱, 각종 포털 검색 및 쇼핑, 인터넷 쇼핑몰이었다. 주로 해당 

매체의 장점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는 편리성과 매장을 방문할 시간이 없기에 빠른 시

간 내에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정보로 인하여 충동 욕구가 심해

져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없고, 사진으로 보기에 실제 제품의 품질을 볼 수가 없다는 단점도 함

께 언급하였다. 잘 보지 않는 매체는 패션정보 사이트라고 하였는데, 이 이유는 지금 가지고 있

는 정보로 충분하기에 돈을 주고 구입 해야 하는 것이 아깝고, 가격과 스타일(하이패션)에 괴리감

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둘째, 응답자들은 인터넷 패션정보원 활용의 주된 이유는 크게 구매에 활

용하는 경우와 착장에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트렌드, 선호 트렌드, 스타일링을 모두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유행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구매를 돕기도 하지만 일부 응답자들

은 주로 코디네이션이 되어있는 사진을 본다고 하였다. 매번 의류 제품을 구매할 수 없기에 자신

이 가지고 있는 옷을 이번 시즌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착장에 참고하기 위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인터넷으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

가 있었다. 인터넷에서 구매로 이어질 때, 자신이 생각했던 제품과는 너무 달라서 구매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제품 정보를 얻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구입하였

다. 한편 과거 인터넷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구매를 한 사람일수록 인터넷 쇼핑을 주로 이용하

며 이전 구매자들의 후기 및 착용사진이 주된 정보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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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ㆍ이유경ㆍ조영수

박민정ㆍ이인성
이화여자대학교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용 장갑과 방화두건의 제품개발 요구에 

관한 조사 연구

소방공무원은 화재 또는 재난, 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하는 직업이다.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를 비롯한 각종 위험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

하는 소방장비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일의 효율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김종서 외(2014)

의 연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소방장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한다’가 4.8%, ‘약간 

만족한다’는 31.0%인데 비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2%로, 대다수의 소방대원들이 현재 

사용 중인 현장 활동을 위한 소방장비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민호와 이해평(2006)의 연구에서는 소방대원 669명을 대상으로 화재진압ㆍ보호장비에 대한 만

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진압장비 성능개선의 필요도’ ‘보호장비의 성능 개선의 필요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보호장비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존 선

행연구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소방장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의 개

인용 장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더 나은 소방장비에 대한 연

구 개발 및 제품화는 시급한 실정이다.21)

따라서 본 연구는 화재진압용 장갑과 방화두건을 중심으로 소방공무원들이 현재 사용 중인 장

갑과 두건의 기능적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품 개발 요소를 추출, 개선 

방향을 파악하여 향후 제품 개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5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고, 2015년 11월 30일부

터 12월 17일까지 국내 각지의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이 부실한 48명을 제외한 소방공무원 1452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

다. FGI 응답과 설문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재진압용 장

갑은 1) 기본 장갑의 성능을 유지하되 더 유연하고 경량화된, 손에 꼭 맞는 형태의 제품을 제작

함으로써 그립감과 활동용이성이 개선되어야하고 2) 내외피의 분리를 막고 흡습 건조성이 탁월한 

소재를 내피로 하여 탈착용의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3) 장갑의 방수성을 개선해야한다. 또한 4)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한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 제작이 요구되며 5) 절단 저항과 꿰뚫림 저항이 

높은 장갑을 제작하여 장갑 파손을 최소화 해야한다. 한편, 방화두건의 경우 1) 흡습건조성이 높

은 소재를 사용하고, 정수리 부분을 뚫거나 소재를 달리하여 정수리 부분으로의 땀과 열 배출을 

도모하고 2)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탈착용이성을 향상, 3) 신축성이 탁월한 소재의 사용

으로 형태유지성을 개선시켜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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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위 결과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용 장갑과 방화두건에 관한 

불만족 사항 및 개선사항을 토대로 현장 활동의 안전성 확보와 활동력 증진을 위해 성능이 개선

된 장갑 및 방화두건의 제품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연구 결과는 업체의 소방 장갑 제작 개

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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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희
계명대학교

비만도에 따른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다이어트 행동에 관한 차이 연구
: 20대 남녀를 중심으로

Ⅰ. 서론

현대인에 있어서 외모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취업, 결혼 등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이르기까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날씬한 몸매는 아름다움, 매력, 성공 등을 상징하기에 날씬하지 않은 몸매는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외모의 불만족은 결국에는 삶에 대한 만

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비만도에 대해 민감하게 되었다(Ahn et al., 2009). 이와 같

이 외모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비만도에 대한 민감성은 다이어트 행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신체적 특

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만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o- 

senberg, 1965). 또한, 각종 대중매체가 날씬한 몸매를 이상적인 체형으로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

들이 자신의 신체를 실제보다 더 비만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비만도와 외모에 대

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까지의 비만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비만과 체중 조절행위, 비만과 신체에 대한 태도, 비만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등 신체와 심리적 

변인과의 부분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Yu & Yu,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

대 남녀를 대상으로 신체질량지수에 의해 분류된 비만도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분류하고 이렇게 

분류된 집단에 따라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다이어트 행동의 차이를 알아

보는 것이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대구와 의정부에 거주하는 20-39세 남녀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에 걸쳐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무성의하게 응

답한 것을 제외한 293부를 분석한 결과 30대의 비중이 너무 적었으며 외모, 비만도,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20대이기에 30대의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258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는 SPSS 20.0 version으로 분석되었으며 신체질량지수에 의해 분류된 체형에 따

라 자아존중감,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다이어트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

과 Tukey test가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사용된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으로 키와 몸무게는 자유기술

형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이 수치에 의해 신체질량지수(BMI, ㎏/㎡)를 산출하였고 자아존중감은 



324 _____ 2016년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10문항을,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Heinberg et 

al.(1995)이 개발한 Social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10문항을 이용하

여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를 측정하였고 다이어트 행동은 다이어트 필요성, 다이

어트 동기, 다이어트 정보활용 정도, 다이어트 시행횟수, 운동시간, 운동기간, 식이요법 방법 등에 

관한 문항으로 Kim et al.(2010)이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분석

Variable Total

BMI

F valueUnder-

weight

Normal

weight

Over-

weight

Self-esteem 4.24 4.28 4.25 4.23 0.32

SAA
Awareness 4.26 4.47b 4.44b 3.88a 10.67***

Internalization 3.44 3.66b 3.70b 2.89a 15.28***

Diet-

related 

attitude & 

behavior  

 Need for diet 3.65 3.04a 3.89b 3.40ab 7.81***

 Trial number of diet 2.92 1.54 3.43 2.47 2.84

Exercise time 6.10 2.96a 6.14b 7.05b 3.77*

Exercise period 38.99 20.30a 31.73ab 59.58b 3.74*

Use of diet information 3.03 2.77a 3.26b 2.65a 8.13***

<Table 1> Result of Variance Analyses in Relation to BMI 

SAA, Social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a-c, Tukey test shows tha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t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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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와 몸무게의 수치를 가지고 신체질량지수(BMI, ㎏/㎡)를 산출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의 아시

아태평양 성인 신체질량지수 기준에 따라 18.5 미만은 저체형군, 18.5-22.9는 정상체형군, 23.0 

이상은 과체형군으로 분류한 결과, 정상체형군이 57.1%로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렇

게 분류된 집단에 따라 조사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분산분석과 Tukey test 실시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비만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다이어트 시행횟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이어트 시행횟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은 비만도와 상관없이 체중조절 횟수가 거의 비슷

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모에 대해 지나친 관심과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난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비만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다이어트 필요성, 운동시간과 기간 및 

다이어트 정보 활용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

도인 인식과 내면화 모두에서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이 과체중군에 비해 더 높았다. 또한, 다이

어트 필요성의 평균은 정상체중군이 가장 높았으며 저체중군에 비해 다이어트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과체중군과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에 비해 운동시간이 많았고 운동기간은 과체

중군이 저체중군보다 더 길었다. 다이어트 정보 활용정도에 있어서는 정상체중군과 과체중군이 

저체중군보다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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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의류쇼핑 동행자 영향에 관한 연구

오프라인 쇼핑은 소비자에게 특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매체와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혜택을 제공한다. 점포는 소비자 개인에게 특별한 쇼핑 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이라

는 의미 이외에도 소비자가 쇼핑을 함께 하는 동행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영향을 주고받

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즉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쇼핑 공간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로

서의 혜택을 누리는 것 이외에도 쇼핑이라는 활동을 매개로 사회적 관계 형성의 경험을 하고 있

다는 것이다. 여대생 소비자는 패션 시장의 선도적 소비자로서 청년기 여성이라는 생애주기 특성

상 어머니와 동년배 친밀한 교우 집단으로부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이다. 패션 제품을 착용

하고 맞음새를 비롯한 제품의 여러 속성을 최종 평가하고 자신과의 적합성에 대해 평가하는 동행

인의 직접적인 조언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대

생 소비자가 의복 쇼핑 시 흔히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어머니와 동성 친구가 여대생의 쇼핑 

과정에 동행하면서 제공하는 조언의 내용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여대생 의복 쇼핑의 동행인으로서 어머니와 동성친구의 조언은 방향성과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 2. 어머니와 동성친구의 조언이 의복관여도와 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연구문제의 규명을 위해 여대생 딸을 둔 어머니 집단(N=120)과 여대생 집단(N=119)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딸(동성친구)의 쇼핑을 위해 동행한 최근 경험을 떠올리

고 제품구매 전 딸(동성친구)이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여 고민하고 있거나 착용하고 있던 상황

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상황을 떠올리고 본인의 태도와 행동에 부합하도록 질문에 대해 답하도록 

안내하였다. 질문은 동행자의 조언 내용을 제품중심, 착용자중심, 적합성중심, 긍정적, 부정적 내

용을 나누어 제시한 LIKERT 척도와 본인의 실제 조언 내용을 적도록 한 오픈형식(Open ended) 

척도를 함께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어머니와 동성친구 집단 간 패

션 제품 착장 모습에 대한 조언의 방향성에 대한 차이는 부정적 평가 빈도에 대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친구는 어머니에 비해 부정적 평가 빈도가 낮았으며, 부정적 평가 시 구체적 표현

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추상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제품과 관련된 평가에 있어서는 어머니 집단은 

친구집단보다 실용성과 관련된 조언을 많이 하였고 친구집단은 심미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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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관여도는 어머니 집단의 조언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친구 집단의 조언에는 영향력 없어서 

친구집단은 의복관여도의 수준에 따라 조언의 내용과 방향성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어머니와 친구집단 모두 의복관여도가 높을수록 외모적 약점 보완과 관련된 조언을 많이 하였

다. 친밀도에 따른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집단은 딸과 친밀도가 높을수록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친구집단은 친밀도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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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숙
울산대학교

구매의사결정단계, 고객만족 및 재구매 의도의 관계 분석

Ⅰ. 서론

시장 경쟁이 증가하면 기업의 수익성은 감소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소비자 만족을 

통한 재 구매를 유도할 방법을 찾고 재 구매 촉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색하게 된

다. 한국의 아웃도어웨어 산업의 경우에도 시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인해 시장은 과포화상태를 나타내 그 어느 때보다 고객의 재 구매를 발생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고객이 제품 구매 시 욕구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결정, 구매 후 평가 등 5단계를 통해 

발생한다고 볼 때(Butler & Peppard, 1988) 구매 의사 결정단계 중 어느 단계가 고객만족과 재구

매 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한다면, 이를 고려한 마케팅전략을 통해 고객의 만족

을 향상시켜 재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웨어 구매 시 의

사결정단계를 파악하고 구매 의사 결정 단계가 고객 만족과 재 구매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아웃도어웨어 구매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성인 

4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아웃도어웨어 구매 시 의사결정단계에 관한 

25문항,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도에 관한 5문항, 그 외 연령, 성별, 총수입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묻는 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는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아웃도어웨어의 구매 의사 결정단계

아웃도어웨어 구매자의 의사결정단계를 알아보기 위해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은 구성 개념에 따라 욕구인지 & 정보탐색 단

계,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단계, 대안평가(할인가격, 품질)단계, 대안평가(브랜드, 디자인)단계, 

구매 시 환경 단계, 구매 후 평가단계로 명명되었다.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

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6요인 모두 .670 이상의 높은 Cronbach’α값을 나타내 이들 측정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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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 요인에 대해 내적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매 의사 결정단계가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단계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

넷을 통한 정보검색단계만을 제외한 5개 요인 모두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매 시 환

경단계, 구매 후 평가단계, 욕구인지 및 정보탐색단계, 대안평가(할인가격, 품질)단계, 대안평가(브

랜드, 디자인) 단계는 모두 고객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구매 

후 평가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사 결정단계가 재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인터넷 통한 정보검색 단계만을 제외한 5개 요인 모두 재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객만족과 재 구매 의도간의 관계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객만족에 따른 재 

구매의도의 설명력은 54.9%였고 회귀식에 대한 유의도는 .000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이 재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객만족의 매개효과

구매 의사 결정단계와 재 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고객만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지 알아보

기 위해 Baron & Kenny(1986)이 제안한 절차를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매 후 

평가단계, 욕구인지 및 정보탐색단계 및 대안평가(브랜드, 디자인)단계의 경우에는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고객만족은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시 환경 단계, 대안

평가(할인가격, 품질)단계의 경우에는 고객만족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아웃도어웨어 구매 시 의사결정 단계를 알아보고 구매의사 결정단계가 고객만족과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아웃도어웨어 구매의사결정단계는 욕구인지 

& 정보탐색단계,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단계, 대안평가(할인가격, 품질)단계, 대안평가(브랜드, 

디자인)단계, 구매 시 환경단계, 구매 후 평가단계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 중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단계만을 제외하고 모두 고객만족과 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에서 욕구인지 및 정보탐색단계, 대안평가(브랜드, 디자인)단계, 구매 후 평가 단계는 재구매의도

에 영향을 미칠 때 고객만족에 의한 영향을 받지만 고객만족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

나 대안평가(할인가격, 품질)단계, 구매 시 환경 단계의 경우에는 고객만족에 따라 재 구매의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구매의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단계보다 대안평가(할인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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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단계와 구매 시 환경단계의 고객만족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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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는 물론, 전공 관련 유익한 자료와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언제 어디서나 1:1 카톡으로 바로 질문! 원고상담, 채택문의, 샘플요청 등 바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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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리테일 프로모션
크리스틴 스완슨, 주디스 에버렛 지음

이유리, 추호정, 문희강, 이규혜 옮김

B5판 / 2도 / 400쪽 

값 25,000원

INNOVATION 남성복 
패턴의 정석
이희춘 지음

변형A4판 / 4도 / 300쪽 

값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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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희, 채진미, 김현숙, 지혜경, 이미아, 

주윤황, 김지연, 문희강, 설인환 지음 

A5판 / 4도 / 400쪽 

값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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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니컬 웨어 패턴 메이킹

정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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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상품기획실무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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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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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22,000원

의복구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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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따라할 수 있는

어패럴 메이킹
김선영
값 21,000원

패턴실무를 위한 
NCS기반의 패턴제작
이병홍    
값 20,000원

패턴 캐드
박우미, 김윤화
값 25,000원

패션디자인 리서치
앤  플래닝
김유경  
값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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