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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2017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의류산업학회가 근거를 두고 있는 섬유 패션의 도시 대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

션산업 생태계 변화’라는 주제로 2017년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디

지털 기기와 인간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은 섬유패션산업의 환경변화와 미래의 일

자리 축소, 인공지능과 패션산업과의 접목, 문제 해결형 인재양성 등 혁명적 변화의 시대에 생존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섬유패션산업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시대적 문제의식을 갖고 보편적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강연은 ‘패션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의 박창규 교

수님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와 인재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박철우 교수님

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공동의 주제를 산업적 측면과 인재양성이라는 두 가

지 큰 축으로 소통과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여 회원 여러분의 연구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 패션교육을 이끌어갈 전문인들의 기술

과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제2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회에 논문을 발표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학술대회의 조

직위원과 좌장 및 토론을 맡아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를 위하여 장소를 제공해 주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와 공동주최를 맡아 주신 한

국패션산업연구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 5. 20

(사)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최 경 미

2017년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김 태 규



축하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백덕현입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위해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

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돌입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의류의 상

용화와 지능형 패션 생산공장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AI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최적의 

생산․관리를 위한 스마트 제어 등 전통의 섬유패션산업과 비교하여 그 궤를 달리하는 시기를 맞

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패션산업은 문화와 연계하고 IT산업들과 융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패션문화창조산업으로서, 전통산업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

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의류패션산업의 혁신의 선두에서 학문적, 

기술적 토대가 되어줄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도 이미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융합산업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어느 산업분야 보다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 의류패션산업의 변화를 

직시하고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예측, 대응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류산업학회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미래산업의 발전에 따른 의류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지식인 육성 뿐 아니라 관련업계 및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발전시켜 한국의 의류패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본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님들을 비

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길에 건승을 기원합

니다.

2017. 5. 20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백 덕 현



2017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션산업 생태계 변화”

일시: 2017년 5월 20일 (토) 09:30~17:30

장소: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DTC)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제1부

09:30~

13:00

09:30~

10:30
등록 및 교재배부 2F Hall

10:30~

10:45

개회사 및 국민의례
학회장인사: 최경미(동서울대)

사회: 김태규(대구예술대)

204호

세미나실

10:45~

10:50

공로상 시상: 김혜경 前학회장(원광대)

사회: 김태규(대구예술대)

10:50~

11:50

제1부 특별강연
발표주제: 패션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발 표 자: 박창규(건국대)

사회: 채진미(한성대)

토론: 윤석한(DYETEC연구원)

11:50~

12:50

제2부 특별강연 
발표주제: 4차 산업혁명의 미래와 인재육성방안

발 표 자: 박철우(한국산업기술대)

사회: 김창규(한국패션산업연구원)

토론: 도월희(전남대)

12:50~

13:00
공지사항 안내

204호

세미나실

10:00~

17:00
제2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 사회: 박순지(영남대)

2F Hall

전시실

13:00~

14:20

중식 2F

이사회의 사회: 김혜림(숙명여대) 9F 식당

제2부

14:20~

17:30

14:20~

15:20

연구논문발표(구두)
제1발표장: 패션디자인 및 마케팅

제2발표장: 의복과학             

제3발표장: 의복설계생산   

202호

203호

204호

15:20~

16:10
연구논문발표(포스터) 진행: 심의위원 및 발표자 2F Hall

16:10~

16:30
임시총회 사회: 김혜림(숙명여대)

204호

세미나실

16:40~

17:00

우수논문상/디지털패션 우수 작품상 시상
사회: 윤혜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2F Hall

17:00~

17:30

리셉션 및 폐회사 사회: 윤혜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2F Hall

* 경품 추첨



연구논문 발표(구두)

시간
패션디자인 및 마케팅(장소: 202호)

좌장: 박은주(동아대)
토론: 전대근(안동대)

이현옥(경북대)
여은아(계명대)

제목 성명(소속)

14:20~14:40 패션제품 처분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현희*, 구양숙

(경북대)

14:40~15:00 크로스오버 쇼핑 시 모바일 앱 충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박신영*, 박은주

(동아대)

15:00~15:20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기분변화에 미치는 효과

이희정*, 이경희

(부산대)

시간
의복과학(장소: 203호)

좌장: 이정숙(경상대)
토론: 이선희(동아대)

노정심(상명대)
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제목 성명(소속)

14:20~14:40 HS 배지 기반의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의류소재 생산
한주연*, 심의진, 김혜림

(숙명여대)

14:40~15:00 Human body Scanning Techniques for Clothing Design

유희천*, 전은진, 

김희은, Xiaopeng Yang

(포항공대, 경북대)

15:00~15:20 해양용 건식방수복 제품 분석
이선희

(동아대)

시간
의복설계생산(장소: 204호)

좌장: 남윤자(서울대)
토론: 윤혜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임호선(숙명여대)
최영림(대구대)

제목 성명(소속)

14:20~14:40
자전거 및 PMV(Personal Mobility Vehicle) 사용자의 주행 특성 및 

헬멧 착용 실태 조사

김인화*, 최경미, 전정일 

(서울대, 동서울대, 가천대)

14:40~15:00 사이클 운동을 위한 스마트 웨어 설계 및 평가
홍유화*, 남윤자

(서울대)

15:00~15:20 시니어 남성 기성복 제작용 드레스폼 개발을 위한 체형 분류
최은희*, 도월희

(전남대)



연구논문 발표(포스터)

학술대회 당일 09:30~11:00 사이 포스터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발표시간에 발표자는 해당 포스터 앞에서 

질문에 응해야 합니다.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위원장: 장정대(부산대)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위원: 디자인- 김영삼(중앙대), 권기영(경북대)

 마케팅- 김문영(계명대), 윤종희(대구예술대)

 의복과학- 손영미(조선대), 장정대(부산대)

 의복설계생산- 박순지(영남대), 이현영(군산대)

장소: 2F Hall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홈텍스타일 디자인 선호도 조사
이현미, 서민녕, 구영석

(부산대)

P2
Home textile for Children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Parent Consumer in China

우츙, 구영석

(부산대)

P3
체형보정 및 운동기능성 향상을 위한 수출지향형 데일리 미들웨어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유정민, 정삼호, 조은정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P4 패션콘텐츠 미디어 환경예측을 위한 SPA 브랜드의 SNS 언어네트워크 분석 
전여선

(서울대)

P5 니트 소재를 사용한 캐주얼아우터의 구매행동 및 디자인 선호도 연구 
김호경, 한남기 

((재)아이패션비즈센터)

P6
외적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이현영

(창원대)　

P7 평행이론으로 본 복고풍 패션 연구
이은숙

(울산대)

P8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조사
한유정, 서민녕, 구영석 

(부산대)

P9
뇌졸중 편마비 재활통원환자를 위한 일상복 상의 디자인 방향의 탐색 

-65세 이상 고령 남성을 중심으로-

전동진, 구혜란, 이주현

(연세대)

P10
영화 「아가씨」 의상 색채 연구 

-여주인공 히데코 의상을 중심으로-

양정희 

(창원대)

P11
영화에 나타난 레즈비언(Lesbian) 패션 연구 

-<로렐>,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도희야>를 중심으로-

임혜진, 권미정

(부산대)

P12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에서 의류부자재가 미치는 효과 탐색
구혜란, 전동진, 이주현

(연세대)

P13
무봉제 입체 자동차 시트 제작을 위한 패셔너블 자동차시트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윤영, 김덕래, 문홍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용산)

P14 욕망 이론의 관점으로 본 영화 '아가씨' 의상 분석 연구
이세영, 김영삼

(중앙대)

P15
신중년 남성(40~50대)의 패션소비 담론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의미

-국내 미디어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한자영

(국제대)



P16 인타르시아 니트 디자인 분석: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조은정, 김혜경

(원광대)

P17 카탈로그를 이용한 20세기 초 미국 영아복 연구 
김혜경

(원광대)　

P18 박트리아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복식요소
장영수

(경주대)　

P19 4차 산업혁명과 패션기업 직무 유형별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정욱환, 장은정

(한성대, 성균관대)

P20 섬유의복분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분석
조현진

(계명대)

P21
중년 여자 소비자의 TV 홈쇼핑 판매촉진 유형별 활용도와 패션상품 

구매태도

정성지

(동덕여대)

P22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애슬레저 웨어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김세나, 오경화

(중앙대)

P23 패션모델의 자기표현력이 무대 자신감, 몰입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근정, 김영삼

(중앙대)

P24 중국 온라인 라이브방송 기반 쇼핑채널 운영 사례 연구
조문월, 여은아

(계명대)

P25 남성의 외모 도구성이 외모관심,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현옥, 구양숙

(경북대)

P26
소비자의 독특성욕구와 가격민감도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희소성 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강희정, 정성지

(동덕여대)

P27
날씨요인과 의류제품 판매량

-의류전문 제조업체의 판매데이터를 근거로-

황보현우, 김은희, 채진미

(연세대, 

BNE Trend Research, 한성대)

P28
부모와 형제자매의 외모 관련 놀림이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여은아

(계명대)

P29 인스타그램의 특성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은주

(동아대)　

P30 모바일 광고쿠폰의 텍스트와 이미지 구성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 연구 
김재희, 여은아

(계명대)

P31 패션상품의 태도형성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혁신성의 영향
전대근

(안동대)

P32 중국 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한국화장품에 대한 태도
김문영, 짜오윈위예

(계명대)

P33
Self-Service Technologies(SST) Streamlining Consumer Experience and 

Increasing Patronage Intention toward Retail Stores

김은영, Kiseol Yang

(충북대, 

University of North Texas)

P34 식물유래 투습방수 PU필름의 제조 및 특성 분석
정원욱, 권오경

(㈜비에스지기술연구소)

P35
에코환경 및 효율적인 의류관리를 위한 천연염색 업체의 인식과 소비자 실태 

분석

이정숙, 윤정배, 양영일, 

현수정, 이경옥

(경상대, 경북테크노파크)

P36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장현주, 정진순

(제주대, 세명대)

P37 편백나무 잎 및 꼭두서니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정진순, 장현주

(세명대, 제주대)



P38
통신 및 전력 전송용 섬유밴드의 특성 분석 

-시리얼 통신 성능 분석을 중심으로-

노정심

(상명대)

P39 현호색 추출액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직물의 천연염색
김관영, 이문수 

(배재대)

P40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소재의 In-situ 염색
심의진, 김혜림

(숙명여대)

P41 황련에 의한 천연염색 직물의 염착거동
류수진, 배현숙

(창원대)

P42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션 사례분석 및 특성
최효승, 손영미 

　(조선대)

P43
레그기어 스포츠 활동 기능성 강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

-사이클 동작에서 근전도 분석 중심으로-

김정민, 한현정, 김승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44 테이핑기법을 활용한 레그기어 시제품 평가를 위한 하지더미 개발
김정민, 한현정, 김승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45 스포츠 의류용 투습직물의 역학특성과 의류착용특성
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46 투습도 측정방법에 따른 스포츠웨어용 투습직물의 투습특성
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47 Swelling에 의한 Bacterial Cellulose(BC)구조 변화 평가
송지은, 김혜림

(숙명여대)

P48
3D 가상착의 소프트웨어의 소재 물성 비교평가

- CLO3D를 활용하여 -

김현아, 임호선

(숙명여대)

P49 컴프레션 웨어용 파워웹 소재의 인장특성에 관한 연구

안재상, 윤혜준, 

고미현, 윤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50 가상의상 기술을 이용한 샘플제작과정 분석 사례 연구 
최영림

(대구대)

P51 학령기 남아의 성장에 따른 치수 변화에 관한 연구
김현욱, 남윤자

(서울대)

P52 애견 더미 생산실태
이예리, 장정아

(부산대)

P53 여성복 재킷의 생산관리를 위한 시간연구
김현순

(대구미래대)

P54
액티브 에이징 세대를 위한 히든 포인트 디테일 적용의 시니어 의류 개발 

-완제품 성능평가를 중심으로-

김승희, 한현정, 안동현, 

소근아, 박순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와이앤피, 영남대)

P55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홍유화, 남윤자

(서울대)

P56 낙상보호팬츠 개발을 위한 60대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석
정희경, 박정현, 이정란

(부산대)

P57
여성의 가슴형태와 치수에 대한 자기인식(self-awareness) 및 스포츠브라 

착용에 관한 연구

이정은, 박순지

(영남대)

P58 철릭의 연대별 치수 변화 비교
하지현, 김희은

(경북대)

P59
35-69세 남성의 체형변화 연구

-제5차, 제6차, 제7차 Size Korea 직접 측정치를 기준으로-

김민경, 남윤자

(서울대)



P60 구급대원용 개인보호복 개발을 위한 덧신 및 안전화의 착용 실태 조사

이혜린, 노유민, 권순규, 

남윤자, 신상도

(서울대, 서울대병원)

P61 비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제품치수 분석
이정은, 도월희

(전남대)

P62 시판 비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압박성능 비교

이정은, 김남순, 

최세린, 도월희

(전남대)

P63 고령산모를 위한 전자파 차폐 임부복 개발
김영임, 이정란

(부산대)

P64 팬츠 패턴 자동 제도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제도법 개발
김경선, 남윤자

(서울대)

P65 천연염료개발을 위한 풍기인견의 생산현황분석

김희숙, 구진숙, 

임형규, 서태순

(안동대)

P66
시판 사이클 웨어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

-국내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를 중심으로-

박현정, 도월희

(전남대)

P67 국내 시판 사이클 웨어의 봉제 및 패턴 분석
박현정, 도월희

(전남대)

P68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전투복 디자인 설계 요소 추출
최경미, 전정일, 김인화

(동서울대, 이패션테크)

P69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소재 및 직물 구조 특성 비교
도월희, 김남순

(전남대)

P70
고령자 남자의 맞춤형 의류사이즈 체계 개발

-70세~85세를 중심으로-

류영실, 오순, 최경미

(가천대, 동서울대)

P71 노년 여성의 신발 착용 및 선호도 실태에 관한 연구
국영지, 임호선

　(숙명여대)

P72 20대 여성의 신발 착용실태 및 신발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성주영, 임호선

(숙명여대)

P73 아웃도어용 초경량 양면 기모 플리스(fleece)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안재상, 윤혜준

고미현, 윤지원, 황영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덕산엔터프라이즈(주))

P74
모바일 의류 매핑의 텍스타일 모티브 추출기술을 활용한 의류기획 시스템 

개발 

윤혜준, 안재상, 윤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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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제품 처분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품의 처분은 제품이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적을 위해 제품을 사용하

는 것을 멈추고자 하는 소비자의 결정과 함께 시작된다(Jacoby et al., 1977). 최근 들어 패스트 

패션 시스템의 성장과 확산으로 인해 소비자의 패션제품 처분행동이 과거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Laitala, 2014). 패스트 패션 리테일러들이 저렴

한 가격에 매우 빠른 주기로 패션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패션제품 사용

시간이 과거에 비해 점점 짧아지고 패션제품 구매빈도도 증가하고 있다(Birtwistle & Moore, 

2007). 즉 패션제품의 평균수명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Birtwistle & Moore, 2007; 

Bianchi & Birtwistle, 2010). 

이와 관련하여 패션제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산업 전략이 개발되어야 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빈번한 패션제품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속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그러나 대부분의 패션제품 처분 관련 선행연구들은 의복처분 이유, 의복처분 방법 및 재활용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ang et 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개인적 속성과 구매행동들이 패션제품 처분빈도에 미치는 영향

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패션제품 처분

빈도사이의 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형제ㆍ자매 유무와 패션제품 처분빈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본

다. 셋째, 패션제품 처분빈도가 패션제품 구매빈도와 함께 증가하는지를 알아본다. 넷째, 패션제

품 보유성향과 패션제품 처분 빈도 간에 부정적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영역의 유행현상에 대해 개

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Cruz-Cardenas et al., 2016; Haws et al., 2012)에서 사용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

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78부의 설문

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회

귀분석, t-test를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패션제품 처분행동을 더 자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t=3.586, p<.001).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패션 트렌드에 민감하여 자주 

의복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패션제품이 유행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처분행동을 

더 자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혼자인 경우가 형제ㆍ자매가 있는 경우보다 패션제품 처분

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009, p<.01).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고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서 처분행동을 덜하고 확대가족이 재활용행동에 더 



42 ____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션산업 생태계 변화

적극적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 셋째, 패션제품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패션제품 처분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977, p<.001). 이는 새로운 패션제품을 위한 옷장 공간을 마련

하기 위해 오래된 패션제품을 더 자주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소비자의 패션제품 보유

성향이 낮을수록 패션제품 처분행동을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991, p<.05). 

본 연구결과는 패스트 패션에 친숙한 대학생 소비자의 개인 속성과 패션제품 처분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효과적인 패션제품 처분행동

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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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박은주
동아대

크로스오버 쇼핑 시 모바일 앱 충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현대 사회에서 모바일 쇼핑은 하나의 중요한 쇼핑채널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바일 쇼

핑의 급성장은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쇼핑에서 

거래액 증감률이 큰 패션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쇼핑채널에서 패션제품을 인지

하고 최종 구매까지 이어지는 획일화 된 구매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한다. 나아

가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조건에 부합되는 구매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제품 구매 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소비자들의 크로스 오버 쇼핑은 모바일에서도 기업의 이윤창출 및 

지속적 경쟁우위의 원천이 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요한 유통채널로 성장 중 인모바일을 대상

으로 한 고객들의 모바일 앱 충성도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패션제품 

구매 시 오프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해 크로스 오버 쇼핑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로스

오버 쇼핑성향, 모바일 앱 특성, 플로우, 그리고 모바일 앱 충성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대한 자료수집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652부(한국 308부, 중국 344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21.0 Package 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그리고 경로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크로스오버 쇼핑을 하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로스오버 쇼핑성향, 모바일 앱특성, 플로우, 모바일 앱충성도의 구성개념을 살펴보았다. 패션제

품 구매 시 모바일을 통한 크로스오버 쇼핑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크로스오버 쇼핑성향, 모바

일 앱 특성, 플로우와 모바일 앱 충성도의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은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 대학생들의 경우 크로스오버 쇼핑성향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 특성 

모두를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바일 앱 특성 가운데 유행상품은 플로우의 경험

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또한 플로우는 모바일 앱 충성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모바일 

앱 특성 4요인들은 모두 직접적으로 모바일 앱 충성도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중국 대학생들의 

경우 크로스오버 쇼핑성향은 모바일 앱 특성 가운데 유행상품 지각에만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며 

모바일 앱 특성 요인인 유행상품은 플로우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플로우는 

모바일 앱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중국 소비자들의 

모바일 앱 충성도 영향요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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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이경희
부산대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기분변화에 미치는 효과

Ⅰ. 서론

현대 사회는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산업이 고도화되고 생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일상생활에

서의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가고 있다. 특히, 중년기 여성이 겪는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과 건강

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는 가족과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야기 시킬 수 있으므

로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대체요법으로 각광받으며 

피부미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로마테라피. 잘 살펴보면 아로마테라피의 주원료가 되는 식

물의 꽃과 잎 등도 컬러와 관계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는 각각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의 통합적인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아로

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을 통해 중년여성의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

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기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으로서 심신을 건강한 상태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로마테라피와컬러테라피통합프로그램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기분변화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설계이다. 연구대상 연령은 40대와 50대가 각각 50.0%를 차지하였

다. 연구의 대상자는 2017년 2월 2일부터 2017년 3월 13일까지 부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여 실험군에 무작위 배정하였다. 실험처치는 실험대상자들에게 아로마테라피와 컬

러테라피 통합프로그램 적용을 12회기 주(2회) 매회기 60분 동안 실시하였다. 스트레스 측정도구

는 박순영(1999)이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도구로 이 도구는 신체적 스트레스 척도 15문항, 심리적 

스트레스 척도 15문항으로 되어있다. 기분은 McNair 등(1971)이 개발한 Profile of Mood State 

(POMS) 도구를 최현자(1985)가 번역하여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한 30문항으로 구성된 5점 평정

척도로 도구개발 당시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는Cronbach's 계수가 .84에서 .95의 범위를 보였다. 

스트레스지수측정은 아로마테라피가 스트레스 관련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율신경계 관련 생체신호인 교감신경 활성도, 부교감신경 활성도, 자율신경 균형, 신체저항도 등

을 맥파측정기(uBioClip v70, (주)바이오센스 크리에이티브,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로마테라피와컬러테라피 통합프로그램진행은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 및 서약서 작성으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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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참여 동기부여를 하고 사전검사로 스트레스와 기분검사를 시행하였다.

2회기는 컬러아로마흡입법 (건식흡입법)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감소와 기분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3회기는 컬러아로마흡입법 (건식흡입법)을 실시하고 사후검사로 스트레스 검사, 기분검사를 실

시하였다.

4회기는 컬러아로마발향법 (아로마디퓨저)을 하였다.

5회기는 컬러아로마 발향법 (아로마디퓨저)을 실시하고 사후검사로 스트레스 검사, 기분검사를 

실시하였다.

6회기는 컬러아로마습포법 (타올습포)을 실시하였다.

7회기는 컬러아로마습포법 (타올습포)을 실시하고 사후검사로 스트레스 검사, 기분검사를 실시

하였다.

8회기는 컬러아로마마사지법 (손마사지)을 실시하였다.

9회기는 컬러아로마마사지법 (손마사지)을 실시하고 사후검사로 스트레스 검사, 기분검사를 실

시하였다.

10회기는 컬러아로마연고법 (블랜딩오일밤 도포)을 실시하였다.

11회기는 컬러아로마연고법 (블랜딩오일밤 도포)을 실시하고 사후검사로 스트레스 검사, 기분

검사를 실시하였다.

12회기는 스트레스 검사, 기분검사를 사후검사로 실시하고 스트레스와 기분변화를 파악 한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1.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본 연구자가 선정한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 그리고 비

교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χ2(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 그리고 비교집단의 동질성 검증과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이 중

년여성의 스트레스 지수,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지수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 후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이 컬러아로마 발향법이 28.8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컬러아로마 마사지법 26.70, 컬러아로마 흡입법 26.60, 컬러아로마 습포법 26.30 순으로 나타

났다.

구 분

컬러아로마

흡입법

컬러아로마

마사지법

컬러아로마

발향법

컬러아로마

습포법

컬러아로마

연고법

M SD M SD M SD M SD M SD

스트레스 지수 26.60 2.76 26.70 2.93 28.80 2.94 26.30 2.11 25.80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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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아로마테라피와 컬

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95, p<.01). 이러한 결

과를 볼 때,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중에는 컬러아로마 연고법이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지수 감소에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 후 중년여성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심리적 스트레스는 평균이 컬러아로마 발향법이 1.6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컬러아

로마 습포법 1.49, 컬러아로마 마사지법 1.48, 컬러아로마 연고법 1.45 순으로 나타났고, 컬러아

로마 흡입법이 1.4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컬러아로마

흡입법

컬러아로마

마사지법

컬러아로마

발향법

컬러아로마

습포법

컬러아로마

연고법

M SD M SD M SD M SD M SD

심리적 스트레스 1.41 0.05 1.48 0.12 1.63 0.11 1.49 0.11 1.45 0.12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아로마테라피와 컬

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80, p<.01). 이러한 결

과를 볼 때,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중에는 컬러아로마 흡입법이 중년여성의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이 중년여성의 신체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 후 중년여성의 신체적 스트레

스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신체적 스트레스는 평균이 컬러아로마 발향법이 1.74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컬러아로마 마사지법 1.60, 컬러아로마 연고법 1.59, 컬러아로마 습포법 1.57 순으로 나타

났고, 컬러아로마 흡입법이 1.53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컬러아로마

흡입법

컬러아로마

마사지법

컬러아로마

발향법

컬러아로마

습포법

컬러아로마

연고법

M SD M SD M SD M SD M SD

신체적 스트레스 1.53 010 1.60 0.11 1.74 0.09 1.57 0.07 1.59 0.08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아로마테라피와 컬

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14, p<.001). 따라서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중에는 컬러아로마 흡입법이 중년여성의 신체적 스트

레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 후 중년여성의 기분상태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이 컬러아로마 발향법이 3.1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컬러아로마 흡입법 2.30, 컬러아로

마 연고법 1.64, 컬러아로마 마사지법 1.52 순으로 나타났고, 컬러아로마 습포법이 1.4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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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컬러아로마

흡입법

컬러아로마

마사지법

컬러아로마

발향법

컬러아로마

습포법

컬러아로마

연고법

M SD M SD M SD M SD M SD

기분상태 2.30 0.78 1.52 0.54 3.16 0.97 1.46 0.28 1.64 0.39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13.00, p<.001).전체적으로 기분상태는 평균이 컬러아로마 발향법이 3.16으로 가장 높았고, 다

음으로 컬러아로마 흡입법 2.30, 컬러아로마 연고법 1.64, 컬러아로마 마사지법 1.52 순으로 나타

났고, 컬러아로마 습포법이 1.46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

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활동이 통

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3.00, p<.001).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로마테라피와 컬

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중에는 컬러아로마 습포법이 중년여성의 기분상태 전환에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Ⅳ. 결론

첫째,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중에는 컬러아로마 연고법이 중년여성의 스

트레스 지수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다.

둘째,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중에는 컬러아로마 흡입법이 중년여성의 심

리적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다.

셋째,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중에는 컬러아로마 흡입법이 중년여성의 신

체적 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다.

넷째,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 중에는 컬러아로마 습포법이 중년여성의 기

분상태 전환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상의 실험 결과, 아로마테라피와 컬러테라피 통합 프로그램은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지수 감

소와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기분상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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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연*, 심의진, 김혜림
숙명여대

HS 배지 기반의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의류소재 생산*

박테리아 셀룰로오스(Bacterial Cellulose, BC)는 acetobacter(초산균)의 생합성으로 생산된 고

순도의 셀룰로오스이다. BC는 3차원 나노 망상구조로 수분 보유력과 높은 결정화도, 우수한 기계

적 물성의 장점이 있다. 또한 BC는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이며, 우수한 성형성 등의 장점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되는 추세이다.1)

본 연구의 목적은 HS 배지를 기반으로 BC의 의류소재 생산 시 최적 생산 조건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BC의 생산 수율, 외관적 특성 및 구조를 평가ㆍ분석하였다. 생산 수율(pro- 

duction yield)은 탄소원 종류(glucose, sucrose, fructose, mannitol)에 따라 BC 생산 후 건조 무

게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는 AFM(XE-100, Park Systems, 

Suwon, Korea)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결정화도(crystallinity)는 XRD(D8-Advance, multi-purpose 

diffractometer, Rigaku, Tokyo, Japan)으로 평가하여 BC 의류소재 최적 생산 조건을 설정하였다. 

BC 의류소재의 표면 변화는 주사 전자 현미경(JSM- 7600F, JEOL KOREA LTD., Japan)을 사용하

여 3000~5000 배율에서 관찰하였고, BC의 색상과 백도 값은 computer color-matching system 

(JX777, Color Techno System. Co.Ltd. Tokyo,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S 배지에서 탄소원 종류에 따른 생산 수율 분석 결과, 탄소원으로 glucose 사용 시 생산 수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glucose가 acetobacter에 의해 BC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2차 생화

학적 활동의 에너지원과 영양분으로 사용되어 셀룰로오스를 생성을 돕기 때문이다. 또한 AFM 분

석 결과, 탄소원으로 glucose 사용 시 가장 평편한 표면을 가진 의류소재가 생산되었다. HS 배지

에서 생산된 BC의 표면 SEM 분석 결과, 나노 셀룰로오스 섬유가 망상 구조로 형성됨이 확인되

었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15R1D1A1A0

10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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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cheon You*, 
Eunjin Jeon, Heeeun Kim, 

Xiaopeng Yang
Pohang Universit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uman body Scanning Techniques for Clothing Design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emporal 3D body scanning techniques 

and address their potential application to ergonomic clothing design. Background: 3D scan-

ning techniques have been widely used for anthropometric clothing design. Statistic 3D im-

ages of human body can be captured by 3D scanners for anthropometric measurement of 

body dimensions for clothing design. However, 3D scanning techniques have become in-

sufficient in designing products that require dynamic anthropometric data. Method: This study 

surveyed 3D and temporal 3D scanning techniques, compared their differences, and provided 

case studies of potential application of temporal 3D scanning techniques to ergonomic cloth-

ing design. Results: The temporal 3D scanning techniques can capture body motion other 

than a static body posture compared to 3D scanning techniques. For design of clothing such 

as sportswear to improve athletes’ performance, temporal 3D scanning techniques are 

preferred.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might bring revolution in clothing de-

sign industry.

Key words: Temporal 3D scanning techniques, Ergonomic design, Sportswear, Body motion, 

cloth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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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동아대

해양용 건식방수복 제품 분석

해양용 최근 패션산업 분야의 스포츠레저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레저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특히 헬스피트니스, 아웃도어, 바이크, 수중 및 익스트림 레저스포츠 분야의 의류제품 

개발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중 수중/수상스포츠 분야 중 스킨스쿠버 다이빙 분야에서는 

완전 방수 기능의 건식방수복(drysuits)을 이용하고 있다. 건식방수복의 구성요소로는 지퍼, 후드, 

드라이부츠, 씰링 및 인앤아웃 밸브 등이 있다. 최대의 보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물속에서 

압력에 의한 압착의 정도를 견디기 위해 건식잠수복 안에 내의를 입는 것이 보편화되어있다. 건

식방수복 신제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HL 케블라 2.0은 헤비라이트 케블라 3중 적층 

원단한 폴리에스터/부틸/멤브레인 3중 용 원단(306g/m2)에 케블라 코팅(20%)한 소재를 사용하였

다. 발꿈치, 엉덩이, 어깨, 사타구니, 무릎에 엠보싱 나일론 멜코 T-5500 원단 이중 처리한 제품

을 사용하였고, 테이핑은 내부 PU-테이핑 및 외부에 엠보싱 나일론 멜코 T-5500 원단으로 이중 

테이핑을 하여 방수 기능을 더하였다. 인체공학적 3D 패턴 디자인으로 착용 시 어깨 부분의 당

김을 방지하고, 텔레스코핑 토르소 타입 허리스트랩과 멜빵 디자인을 추가하였다. HL 케블라 오

렌지색 방수복은 소매, 허리, 무릎 아래부분에 재귀반사 소재를 사용하여 가시성능을 부여하였고, 

수난 구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HL 소프트듀라 2.0은 헤비 라이트 부틸 3중 적층 원단으로 부

틸/나일론/코두라 플렉스(530g/m2)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1992년부터 NATO 및 스웨덴 국방성에 

공급되는 제품이다. HL 에프지 2.0은 헤비 라이트 부틸 3중 적층 원단인 부틸/나일론/폴리에스터 

블랙원단(230g/m2)을 사용하고 있다. 두 제품의 오렌지색상 방수복은 구조용 제품으로 사용한다. 

퍼슈트 X3는 내 화학성이 뛰어난 폴리우레탄 재질의 잠수복으로, 헬멧 다이빙, 공공안전 다이빙, 

해난 구조, 산업잠수 등 다양한 전문 잠수에 추천하는 드라이슈트이다. 써모플라스틱 폴리우레탄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BDM 8피치 드라이 금속지퍼인 메탈지퍼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잠수복은 

무게가 4.5kg 정도이며,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염된 환경에서의 작업 다이빙, 특히 기름이 유출된 

해난 사고 지역에서의 다이빙에 적합한 제품이다. 씨홀스 SAR는 유럽의 여러 국가의 국방성, 경

비대, 해난구조단 등에 보급되고 있는 제품으로, 수상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고어텍스-멤브레

인 적층 구조로 통기성이 우수한 방수 재질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100% 방수를 위한 내부 열

처리 씰 테이핑 보강 및 이중 마감 처리를 하고 있다. 앉아있거나 이동할 때 지퍼의 불편함을 최

소화한 오른쪽 허리부터 왼쪽 어깨로 열리는 지퍼형이며, 토르소타입 크로스 스트랩으로 각각 다

른 체형에도 같은 슈트를 착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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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화*, 최경미, 전정일
서울대, 동서울대, 가천대

자전거 및 PMV(Personal Mobility Vehicle) 사용자의 주행 특성 
및 헬멧 착용 실태 조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PMV 사용자들은 자전거 탑승을 목적으로 개발된 헬멧을 자전거 사용자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두 집단은 주행 특성과 사고 위험도가 다르므로 각자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헬멧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현재 자전거와 PMV 집단의 주행 특성과 헬멧 착용 실태의 

차이를 밝히기 위한 조사 연구로 향후 자전거와 PMV 두 집단에 각기 특화된 헬멧을 개발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2. 연구 방법

2017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자전거 동호인 102명, PMV 동호인 

54명의 주행 특성 및 헬멧 착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가 종료된 후 자전거 동호인 3명, 

PMV 동호인 3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진행하여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한 정성

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주행 특성

주당 주행일은 PMV 이용자들이 자전거 이용자들에 비해 평균 약 0.6일이 더 길었으며 주당 

주행거리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PMV 이용자들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더 길었다. 자전거 집단은 

30km/h이상의 고속에서 응답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하였으나 PMV에서는 고속 구간에서도 

24.1%의 응답률을 보여 상대적으로 속도 유지가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기는 로드사이클이었으며 PMV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는 

electric kick scooter였다. 자전거 이용자들과 PMV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 유형은 

강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로 두 집단이 일치하였다.

FGI 결과 자전거의 주당 주행일이 짧고 고속에서 응답률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체력고갈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았다. PMV가 자전거에 비해 더 짧은 주당 주행거리를 보인 이유는 배

터리 용량의 한계로, 1회 충전으로 장거리를 주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는 PMV 집단이 

골목길이나 인도 주행이 많게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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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헬멧 착용 습관

헬멧 착용률은 자전거 이용자에게서 평균 92.9%, PMV 이용자에게서 평균 63.0%로 T검정 결

과 통계적인 유의차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헬멧 유형은 로드사이

클용 헬멧(road cycle helmet)이었으며 PMV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헬멧은 어반 헬멧

(urban helmet)이었다. 자전거 이용자와 PMV 이용자 모두에게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게 만드는 

원인으로 ‘헤어스타일이 망가진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FGI 결과 자전거의 헬멧 착용률이 92.9%로 매우 높은 이유는 동호회에서 헬멧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때문이며 PMV의 헬멧 착용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골목길이나 인도를 짧은 

거리로 자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3. 헬멧의 맞음새 및 통증유발정도

헬멧의 맞음새는 자전거 집단이 PMV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증유발정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헬멧의 유형을 로드사이클용 헬멧 한 종류로 통제하였을 경우에는 맞

음새와 통증유발정도 모두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헬멧의 종류에 따

른 착용감과 통증유발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로드사이클 헬멧과 어반 헬멧의 착용감과 통

증유발정도를 T검정으로 검증한 결과 두 항목 모두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났다. 맞음새 문제 유

발 원인으로는 자전거와 PMV 모두 ‘좌우 너비가 좁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통증이 발

생하는 부위로는 ‘머리 측면’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FGI 결과 자전거 집단이 PMV에 비해 헬멧으로 인한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는 원인으로 주행 

특성의 차이를 언급한 피험자가 있었는데 자전거는 탑승자의 근력으로 주행을 하므로 근육통이 

심하고 장거리 주행 시 안장으로 인한 통증이 심해 상대적으로 헬멧으로 인한 통증을 적게 느끼

게 된다는 것이다. 헬멧의 너비가 좁아 통증이나 맞음새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헬멧의 제조사

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미국이나 유럽 제조사에 비해 일본 제조사가 동양인의 머리 형

태를 더 잘 반영하고 있어 맞음새 문제가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3.4. 부상 발생 현황

인체 부위별 부상 경험률에서는 자전거와 PMV 집단 모두에서 사지부에서의 부상이 가장 많았

으며 다른 모든 부위에서는 자전거 집단의 부상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헬멧을 착용한 경우에서

의 부상 정도는 자전거와 PMV 집단 모두에서 입원이나 통원 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FGI 결과 PMV 집단이 자전거 집단에 비해 사지부의 부상률이 더 높은 것은 탑승 자세 차이

가 그 원인으로 대부분의 PMV가 안장에 앉지 않고 서서 타는 자세를 취하므로 전도 시 머리나 

몸통부가 바닥에 닿기 전제 사지부로 방어 자세를 취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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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PMV는 자전거에 비해 고속 주행이 많고 평균 속도가 점차 올라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전거 헬멧에 비해 더 높은 안전성을 갖춘 제품이 요구된다. PMV는 무게 증가로 인한 체력 소

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자전거에 비해 무거운 무게의 헬멧을 사용할 수 있

고 헬멧의 두께나 보호면적은 넓힐 수 있으나, 단거리 주행이 많고 대중교통을 환승이 많은 특성

상 오토바이용 헬멧보다는 경량의 접이식 제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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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화*, 남윤자
서울대

사이클 운동을 위한 스마트 웨어 설계 및 평가

1. 서론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웨어러블 컴퓨터 시장도 확대되고 있으며, 웨어러블 컴

퓨팅 기술의 기능성, 휴대성이 강화되며 소형화, 경량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의복에 접목한 스마트 의류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실제 스마트 의류 사용자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이유를 알아보면, 첫째로 스마트웨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이 낮으며, 

둘째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품을 개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의 사용자 특성을 면밀히 관찰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요구기능이 반영된 사이클용 스마트 의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사이클 웨어의 요구 특성 및 기존 제품의 개선점을 반영한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을 제작하

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점점 성장하고 있는 스포츠용 스마트 의류산업의 새로운 수

요 창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 개발을 위해 사이클 운동을 자주 하면서 사이클 재킷을 많이 

착용하는 한국인 20세~39세 남성을 대상으로 온열장치, 운동정보 기록장치, LED가 내장된 사이클

용 재킷 개발 및 평가를 진행하였다. 

실험복 패턴은 사이클 재킷 설계에 적합한 재킷 패턴을 수집하여, 그 중 설계하고자 하는 사

이클 재킷의 디자인과 여유량에 적합한 비교 패턴을 2종 선정하여 실물을 제작하였다. 실물제작

한 2종의 비교 패턴에 대해 전문가 6명의 외관평가를 실시한 후 이 중 전체적인 맞음새와 여유

량 평가가 좋은 패턴을 채택하였고, 사이클 주행 상황에 보다 최적화된 디테일 사양을 적용하여 

최종 패턴을 개발하였다.

의복에 통합되는 디바이스는 사용자 선호도가 높은 기능을 가진 디바이스 중 개발하고자 하는 

사이클용 스마트 웨어에 적합한 디바이스를 선정하였으며, 피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착의 실험을 

실시하여 디바이스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의 평가를 위하여 착의평가자에 의한 사용성 평가와 

전문가 집단의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61구두발표: 의복설계생산 _____

3. 결과 및 고찰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 설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의 패턴 개발을 위해 

연구용 패턴 및 산업용 패턴을 수집하여 디자인과 여유량이 개발하고자 하는 재킷에 적합한 패턴 

2종을 선정하여 비교 패턴 착의실험을 진행하였다. 전문가 외관평가를 통하여 선택된 비교 패턴

을 착의평가자 면접 및 사이클복 요구성능을 기준으로 하여 착의 보정을 거친 후 최종 실험복 

패턴을 개발하였다. 완성된 패턴은 다시 외관평가를 통하여 기존 패턴보다 우수한 패턴임을 검증

하였으며, 완성된 패턴에 사이클복 요구성능에 적합한 세부 디자인 요소를 배치하여 실험복을 설

계하였다.

다음으로 소비자 요구 기능을 토대로 의복에 내장할 웨어러블 장치를 목적에 맞게 선정하였

고, 발열판, 심박계, LED, 배터리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장치들의 위치 결정을 위해 착의피험자 

10명을 대상으로 장치를 각 부위에 부착해 보고 장치의 위치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부위에서 세부 구획을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장치의 위치

는 발열판-등 상단, 심박계-손목 안쪽, LED-허리, 배터리-뒷중심으로 결정되었다. 개발한 실험복 

내에 각각의 장치들을 통합하여 최종 실험복을 완성하였다.

개발한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의 평가를 위해 착의평가자에 의한 사용성 평가와 전문가 외관평

가를 실시하여 개발 의복의 우수함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용성 평가의 경우, 기존 시판 제품 2벌과 실험복을 착의해 보고, 실내에서 사이클 운동을 

하며 각 제품을 사용해 보고 평가지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외관만족도의 경우 대체로 개발 실험

복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V브랜드가 포함된 실험복 세트 B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만족

도를 보였다. 개발 실험복이 디자인과 사이즈 항목에서도 5.00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L

브랜드와 V브랜드의 경우 공기저항을 감소시키는 밀착의복인 사이클복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험복은 이러한 특성을 반

영하여 개발하였고 소비자 요구성능에 잘 부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용성 측면에서는 기기의 사용편의성과 조작성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은 대부분 개발 실험복

이 다른 두 재킷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활동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전체적

인 착용감과 가슴둘레 여유량, 허리둘레 여유량, 소매통 여유량이 4.67 이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발열 기능과 라이팅 기능도 4.6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발열 기능과 라이팅 기능이 사

용자 요구성능에 부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기 조작과 무게감, 심박계 기능이 다소 낮은 평가를 보였다. 안정감있는 무게 분산을 

하기 위해 배터리를 등 뒤에 배치하였는데, 조작하기가 불편한 단점이 있었다. 심박계 기능도 점

수가 낮은 편이었지만 이것은 심박계를 스마트폰이나 사이클링 컴퓨터와 연동하여 해결할 수 있

었다.

전문가 외관평가는 착의평가 실험에서 개발 실험복을 착의한 피험자의 사진을 전문가 10명에

게 제시하고 전체, 앞, 뒤의 외관에 대한 2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실험복 재킷

의 외관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3.7점 이상을 얻어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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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판 위치와 앞판 여유량, 뒷포켓 위치에 대한 문항이 4.3점으로 가장 높았다. 여유량 항목도 

대체로 4.0 이상의 점수를 얻어 전체적인 핏이 좋게 평가되었다. 그 외 전체적인 디자인과 실루

엣 및 실험복에 부착된 기기 위치에 대한 평가도 4점 이상으로 우수한 평가를 얻어, 자연스럽게 

스마트 기기가 통합된 개선된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 개발을 검증하였다.

4. 결론

스포츠용 스마트 의류는 스포츠용으로서의 요구 성능을 충족시키면서 사용자의 필요에 부합하

는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의복이다. 모든 요구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이상적이겠지

만 동시에 모든 성능들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운동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마트 기기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후 스포츠용 스마트 의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스

포츠의 특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바탕으로 각 운동 환경에 특화된 기기 개발이 꾸준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시판되고 있는 디바이스 제품들 중 개발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 것을 선

정하여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을 설계하였지만, 최근 섬유융합형 웨어러블 제품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는 단순히 전자기기와 의복을 통합하는 것이 아닌 융합기술연구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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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남성 기성복 제작용 드레스폼 개발을 위한 체형 분류

2)기성복의 대량생산 시 드레스폼의 사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 드레스폼 생산 업체 중 대

부분은 여성용 드레스폼은 다양한 치수를 제작ㆍ판매하고 있는 반면, 남성용 드레스폼은 치수가 

한정적이고 치수정보 또한 미비한 실정이며 시니어 남성복 제작을 위한 드레스폼은 전무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시니어 남성의 체형을 구분하여, 시니어남성용 드레스폼 제작시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남성 제 5차 Size Korea의 

405명 3D 형상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50대 210명, 60대 205명으로 분포

되어 있다. 50. 60대 시니어 남성의 상반신 체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항목은 높이 9항목, 길이 

16항목, 너비 및 두께와 둘레 21항목, 어깨기울기, 체중, BMI 등 49항목과 계산치인 드롭과 하드

롭을 포함하여 총 51항목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드레스폼 제작 시 필요한 시니어 남성의 상반신 

분석을 위해 Geomagic DesignX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3D 형상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Size Korea 2010 3D 측정기준에 따라 목뒤점, 겨드랑뒤접힘점, 어깨가쪽점, 배꼽수준허리뒤점, 허

리뒤점 등을 설정하고, 형상데이터의 등돌출점을 생성하여 목두께, 목뒤점-등돌출점수직길이, 등돌

출점-뒷중심방향수평길이, 등돌출점-겨드랑방향수평각, 등돌출점-뒷중심방향수평각 등 5개 항목을 

측정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 21 Package을 활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와 요인분석, 군집분

석, 유형별 ANOVA를 실시하였다. 시니어남성의 상반신 유형의 구성요인 도출을 위한 요인분석은 

크기에 대한 체형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지수치 29항목, 계산치, 측정각도 등 총 35항목을 요인분

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9개 요인이 추출되었고, 누적기여율은 

81.1%였다. 상반신편형율요인, 수직크기요인, 수평크기요인, 어깨크기요인, 등부위 굴곡 요인, 등

면상부길이요인, 배꼽수준길이요인, 엉덩이길이요인, 측면형태요인 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군집(A, B, C, D유형)으로 유형화하였고, 유형별 

분포는 A유형 22.2%, B유형 35.9%, C유형 18.8%, D유형 23.1%로, B유형에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A유형은 상반신 수직크기요인이 가장 크고, 엉덩이길이요인, 측면형태요인점수가 가

장 커서 전체적으로 상반신이 큰 체형이다. B유형은 배꼽수준 등길이와 앞중심길이가 크고, 등부

위굴곡요인이 커서 등돌출이 큰 체형으로 시니어남성의 가장 높은 분포율이 나타났다. C유형은 

허리와 배, 엉덩이부위의 너비/두께 편평율이 가장 크고 수직길이요인은 가장 작으며, 등돌출이 

큰 체형으로 나타났다. D유형은 편평율, 수직길이, 등부위굴곡요인이 작아서 상반신이 작고 등돌

출이 작은 체형이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니어남성의 체형은 등부위 골격 변화로 인해 굴곡의 

정도가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의의 핏이슈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반영한 

드레스폼 개발이 이뤄진다면 기성복 상의의 맞음새가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2015R

1C1A2A0105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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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홈텍스타일 디자인 선호도 조사

1. 서론 및 연구방법

현재 시장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개성화되면서 주거공간도 또 다른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도구가 되었으며,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실내 환경을 소유하고자 하

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홈 인테리어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홈 텍스타일 

산업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행하는 트렌드에 따라 분류하면 변

화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안정주의, 웰빙 라이프를 지향하는 자연주의, 뮤지컬, 전시회 

등을 향유하는 예술ㆍ심미주의, 디지털 시대의 기능주의, 여행하는 삶을 즐기는 자유주의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홈 텍스타일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

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5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7년 2월 9일부터 

3월 20일에 걸쳐 총 25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그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 후, 분석 가능한 

245부가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교차분석, 분산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홈 텍스타일제품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첫째, 라이프 스타일 유형

에 따른 구매 시 라이프 스타일 반영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ㆍ심미주의

는 구매 관심, 반영, 영향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주의는 앞의 모든 속성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예술ㆍ심미주의는 홈 텍스타일제품 구매 시 라이프 스타일의 반영도가 높

은 것으로 파악되며, 안정주의는 상대적으로 반영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라이프 스타

일 유형에 따른 홈 텍스타일제품의 품목과 디자인 선호도 분석 결과 제품 구매 종류에는 유의차

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연주의를 제외한 안정주의, 예술ㆍ심미주의, 기능주의, 자유주의는 인테

리어 장식용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서 주방용품을 가장 마지막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 스타일과 홈 텍스타일

제품 구매 시 선호하는 패턴디자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무늬에 대한 선호가 모든 라이프 스타일 유형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안정주의와 예술ㆍ심미주의, 자유주의는 줄무늬패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능주의는 체크패턴, 자연주의는 기하학, 체크패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매 또는 사용 시 불만족의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술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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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주의만이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을 가장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A/S에 불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주의, 자연주의, 기능주의, 자유주의는 모두 가격에 대해 가

장 큰 불만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주의는 소재에 대해 불만족을, 자연주의는 소재와 이

염, 기능주의는 A/S, 자유주의는 디자인과 이염에 대해 두 번째로 불만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결론

본 연구는 라이프 스타일 유형에 따른 홈 텍스타일 제품구매 시의 소비자 선호요인에 대한 조

사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홈 텍스타일 제품유형과 특징에 대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결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홈 텍스타일 제품유형과 특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인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홈 텍스타일제

품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용품이라는 일차원적 개념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홈 텍스타일제품의 개발 필요성을 말

해준다. 또한 아직은 해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에 비해 정체성이 미흡한 국내의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소비자의 보편적인 선호와 차별화된 특성을 잘 인지하여 수요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제시하고 명확한 콘셉트를 확립하여 해외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에 대한 국내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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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textile for Children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Parent Consumer in China

Ⅰ. Introduction

Home textile market became one of the largest markets in the world because more con-

sumers have interested in the life style with individual emotion thanks to economic growth 

particularly in America and Europe. 

Global lifestyle companies such as IKEA, MUJI, ZARA home, H&M home, etc., which are 

leading the lifestyle industry, are expanding a variety of home textile products according to 

the current megatrend. 

Textile desig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en it comes to determining the im-

pression of home textile because proper textile design plays a important role to bring a pos-

itive synergy effect when combined well with the image of the home textile products.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textile & fashion industry has also devel-

oped very fast in China. The textile industry is more important in the developed countries. 

With the diversity of culture development, the textile industry also diversified accordingly. 

However, the industry of home textiles in china is still in the primary stage without any 

leading companies in the field.

This study analyzed the consumers’ recognition and preference on the home textile prod-

ucts for children to develop a newly advanced area of home textile products in China. This 

study is also aimed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home textile industry, specially the 

product for children in China and compared with the products in Europe then put forward 

new product development project. 

Ⅱ. Research method and process

1. Survey object and data collection 

Survey object is to analyze design difference of home textile products for children be-

tween Chinese and Europe. It includes the analysis of textile material, color, and pattern of 

home textiles for children both in China and Europe. The analysis was compared to make 

clear difference of the products between them.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nalysis on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parent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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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ome textiles for children in China was carried out because most of products for children 

are purchased by their parents. In directly speaking, parent’s taste on the products largely in-

fluences on the purchasing decision.

2. Survey contents and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targeting women having young children through 

internet process. Through the form of questionnaire to collect data, parents are divided into 

three age groups, namely 20’s, 30’s and 40’s because the age are regarded to have young 

children. In the questionnaire survey, it include the motive to buy, the use period, the fre-

quently purchasing item, the important concern when purchasing and dissatisfaction from the 

home textile products. Also, textile design factors such as color, pattern, material, and style 

preference according to season were asked in the survey of design preference. In the demo-

graphical questionnaire, the number or age of children, yearly money spending for purchas-

ing home textile products and house type are included. For the data analysis, SPSS 21.0 was 

used including Anova and frequency analysis.

Ⅲ. Results

1. Purchasing motive and period of home textile products

    

More than half of respondents bought household textile products because of season 

change. The results revealed that as similar as fashion the household textile products are also 

largely influenced by the season. So,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household textile prod-

ucts based on seasonal trend. The next purchasing motive of the household textile products 

are childbirth and trend as followed. The motives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the household textile products. 43% of the respondents bought the home textile products in 

1~2years and 23% in less than 1 year which meant many consumers interest in the new 

home textile product.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rendy textile design for the home 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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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2. Purchasing item and complaint factors of home textile products. 

    

Most of respondents would like bought the bedding items and bedding related items in 

the home textile products. The bedding item is most popular among Chinese parents. So,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extile design for the bedding items in the 

home textile products. Most respondents concerned about the material of the home textile 

products, because bedding or bedding-related products are easy to be contaminated in use. 

Hygiene or allergic aspect of home textile products could be problematic particularly for the 

children bedding so it is important to choose the right material to product home textile 

products. In addition, some respondents concerned about the quality such as sewing and A/S 

service.

3. Preference of product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The preference of characteristics in the home textile products. The textile type is main 

concern in selecting of products and washing & management is followed. The preference of 

product function, the touch is very important factor among the respondent’s preference. 

Touch function is very important one to the textile products not only fashion but also home 

textile products. Particularly, consumers prefer good tactile function to the bedding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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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lect design factor for home textile products in the consid-

eration of touch function with textile material. 

Ⅳ. Conclusion

Design characteristics of home textile products are quite different between China and 

Europe in the respect of design concept, motif, story, and etc,. This results are assumed that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home textile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Europe has 

a long history on the home textile industry which has accumulated lots of know-how and 

technology but china is at the outset for the industry. It is expected that fundamental philos-

ophy, culture, and design are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home textile industry in 

china. 

In the practical survey, parent consumers also showed obvious needs and taste to the 

home textile products.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investigate exact demand and emo-

tion of parent consumers based on the market survey in order to apply the results for the 

more advanced development of home textil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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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보정 및 운동기능성 향상을 위한 수출지향형 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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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3)

전 세계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건강한 아름다움

을 표현하기 위한 새로운 스포티즘이 패션 시장에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기능성만을 중시하

던 스포츠웨어가 편안하면서도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형태의 멀티 프리미엄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이나 일상생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착용이 가능한 멀티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제품은 의복의 기능성과 편안함, 자유로움이 결합되어 스포츠를 즐기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로 최근 5년간 연 4%씩 성장하면서 전체 패션시장 중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국내 패션시장에 있어 애슬레저를 비롯한 멀티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제품의 성장은 단

순하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글로벌 현상으로 러닝,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일상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당분간 지속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멀티 프리미엄 이너웨어 제품들은 대부분 해외 브랜드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컬러 및 아이템이 제한적이고, 남성용 피트니스웨어 형태의 기능성 제품

들만 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수입 대체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여성용 멀티 데일리 이너웨어 제

품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형보정 및 최적의 피팅감과 운동기능성 향상

을 위한 소재 선정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실내외 가벼운 피트니스 운동 및 일상용으로 활용 가

능한 내수 및 수출 지향형 멀티 컨버터블 데일리 이너웨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특히 이너웨

어 제품군 중 스포츠 활동과 일상복의 경계를 허문 애슬레저 룩의 대표적인 미들웨어 제품군을 

본 연구의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내수 및 수출 지향형 멀티 컨버터블 데일리 미들웨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였고, 소비자 선호도 및 검색어 

순위를 통해 선정된 7개 대표 브랜드를 바탕으로 사이즈 스펙 및 치수체계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들웨어 표준 사이즈 스펙을 제시하고 기존 소비자가 느끼는 불만점을 개선시킬 수 

* 본 연구는 글로벌전문기술개발(섬유생활스트림) 사업의 사업비지원(과제번호 10067296)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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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였다.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의 기간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2월 15일이며 총 15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여, 부분적인 무응답 설문지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147부를 최종분

석의 자료에 사용하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품 조사를 위하여 소비자 선호도 및 인지도의 근

거로 요가복 브랜드 검색어 순위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순위, 설문조사 선호브랜드 빈도분석 결과

를 비교분석하여 공통 추출된 총 7개의 브랜드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관련 업체별 웹사이트 

및 오프라인 제품 실측조사를 통해 각 브랜드의 미들 이너웨어 오버핏 티셔츠, 매칭팬츠, 로브형 

셔츠 등의 치수체계 및 제품 치수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한 사이즈 스펙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실측조사를 통해 최종 도출

된 평균 사이즈 스펙은 미들웨어 오버핏 티셔츠의 경우 가슴둘레 100cm(최소90~최대 108cm), 밑

단둘레 102cm(최소96~최대108cm), 전체길이 66cm(최소63~최대72cm) 이며 로브형 셔츠는 가슴둘

레 102cm(최소96~최대110cm), 밑단둘레 109cm(최소106~최대114cm), 전체길이 81cm(최소74~최

대88cm) 로 조사되었다. 레귤러 루즈핏보다 크게 디자인된 오버핏 티셔츠의 경우 가슴너비와 밑

단너비에서 좌우 약 2인치 차이를 보였다.

미들웨어 매칭 팬츠의 경우 허리둘레 68cm(최소64~최대74cm), 밑위길이(앞) 25cm(최소 22~최

대28.5cm), 허벅지 단면 28cm(최소24~31cm), 전체길이 29cm(최소24~최대33cm) 로 조사되었다. 

매칭팬츠는 레깅스와 매칭하여 착장하는 것을 감안하여 허벅지 단면 사이즈 스펙에 있어 일반 팬

츠보다 여유롭게 디자인된 경우가 많았으며, 허리둘레는 허리밴딩의 너비와 신축성을 감안하여 

62cm에서 75cm까지 디자인상의 사이즈 스펙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짐라인 이너웨어를 구입하는 평균 연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며, 평균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사이즈는 상ㆍ하의 M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짐라인 이너웨어를 구매하는 평균 지출 비용은 10만원 미만이며, 1년에 1~4벌 정도 구

입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로 구매하는 장소는 인터넷 쇼핑몰이며, 짐라인 이너웨어에 대한 

정보 탐색 역시 인터넷 정보나 광고를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너웨어 제품 구매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점으로는 ‘디자인’이 가장 높았으며 짐라인 이너웨어 제품을 구매 후 만족도, 착용 

시 불편사항, 동작 시 불편사항에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상복으로 착용 가능성’, ‘사이즈 스펙 

및 치수 개선 필요’, ‘색상과 문양을 다양하게 개선 필요’ ‘팔부리 부분 및 허벅지 부분 맞음새 개

선 필요’ 와 같은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자료와 소비자 의

견을 바탕으로 기존 선정 브랜드 제품에서 디자인성 및 기능성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개선

한 2개의 디자인 컨셉과 총 7벌의 스타일을 결과물로서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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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짐라인 미들웨어의 표준 사이즈 스펙 연구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한 개선점 도출을 

바탕으로 미들웨어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짐라인 미들웨어 및 

이너웨어를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함으로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다기능성 스포츠웨어 제품

의 내수 개발로 수입의존도를 낮춰 수출 활성화를 겨냥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으며 현대인의 요

구에 부합하는 기능성과 실용성, 패션성이 가미된 멀티 컨버터블 데일리 미들웨어의 개발을 통해 

패션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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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선
서울대

패션콘텐츠 미디어 환경예측을 위한 국내 SPA 브랜드의 SNS 
언어네트워크 분석

1. 서론

현대 사회에서의 패션 산업은 브랜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 지향적인 

산업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패션산업이 소비자 및 사회적 트렌드와 상호작용 하

고 있다는 사회적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사회구조

까지 변화시키면서 최근 소셜미디어,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의 진화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PA브랜드는 기획 생산 유통을 한 업체가 수직적 통합

시켜 모두 담당하게 되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으며(오혜청, 2014), SPA

브랜드는 최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내외 웹상에서의 데이터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하

여 자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소비자와 상호간에 소통하는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6년간 SNS상에서 국내 SPA 브랜드가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를 대상

으로 유사 언어의 상호관계에 나타난 연결망을 구조화 및 시각화함으로써 빠른 패션트렌드에 따

른 국내 SPA 브랜드의 패션콘텐츠 기반 미디어 환경을 분석하여 예측 및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범위는 2011～2016까지 최근 6년간 국내 SPA 브

랜드 MIXXO(미쏘), SPAO(스파오), Codes-combine(코데즈 컴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2015년 1월 기준 브랜드가치 평가전문기관인 브랜드스탁(www.brandstock.co.kr)에서 브랜드가치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해당 SPA 브랜드의 이론

적 고찰을 바탕으로 브랜드의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패션이미지와 관련된 텍스트들을 총체적으로 

수집한 후, 언어네트워크 분석(Wasseman, 1994)을 바탕으로 하는 UCINET 6.347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언어 알고리즘을 시각화하는 분석 연구를 병행하였다. 특히, 데이터의 양적 분석에서 나

아가 데이터의 질적 분석과 가공을 위하여 데이터의 중심도와 집중도, 즉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

소들 간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메시지에 담긴 커뮤니케이션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3. 연구의 결과 및 결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SPA 브랜드에서 특히, 코데스 컴바인을 제외한 브랜드인 미쏘

와 스파오는 텍스트의 상호관계성 분석에서 분석하였을 때 공통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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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가장 두드러진 측면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두 브랜드가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브랜드의 

홍보 대상이 브랜드에서 출시한 디자인 라인 및 룩에 대한 아이템의 기본정보에 대한 설명이라는 

점을 분석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각 브랜드에서는 공통적으로 ‘맥시 원피스’, ‘에스닉 원피스’, 

‘핸드메이드 롱 코트’, ‘레더 퍼 무스탕’ 등 계절별, 유형별 스타일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스

파오는 ‘비즈니스 캐주얼’, ‘캐주얼한 스타일의 오피스룩’, ‘편안한 루즈핏’ 등 이러한 측면이 압도

적으로 텍스트 관계망이 밀집되어 있다. 이는 브랜드가 스타일, 분위기, 느낌, 패션 트렌드 유형

에 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하고, 패션의 목적 및 개인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맞는 스타일 부분을 

강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유형에 맞는 패션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

는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국내 SPA 브랜드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은 한류, 

K-POP Star를 통한 광고 홍보, 한국 고유 브랜드의 이미지 어필 또는 국내만의 체형 패턴의 활용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미쏘에서는 ‘K-pop idols’, ‘콜라보레이션’, ‘한ㆍ중ㆍ일 3국을 아우르는 한

류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아이템의 홍보를 추구하고 있

다. 또한 ‘한국 여성의 체형’, ‘한국형 자라’, ‘민족고유’라는 텍스트 어필을 통하여 해외에서 시작

된 SPA 브랜드가 가지는 가성비와 트렌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을 현지화(localization)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접근함을 분석할 수 있다. 

다음은 국내 SPA브랜드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 측면으로, 첫째, 코데즈 컴바인의 경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 중 국내 다른 스파 브랜드와 차별적인 부분은 마케팅의 방법이 매우 다

양하고, 서비스 유통경로 또한 기발하고 다채로운 아이디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특히 백화점, 로컬숍(지방에 구축된 유통망), 멀티숍 등의 다양한 유통망을 구축하여 아이템을 홍

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로드숍 유통비중 62%’, ‘로컬 상권 공략’, ‘멀티숍’, ‘아

울렛으로 유통 선회’ 등의 마케팅 수단을 통하여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sw이벤트(like, share, write)’, ‘뮤지컬 티켓 증정’, ‘콜라보 매장 구축’, 

‘복합문화공간 활용’ 등의 다채로운 아이디어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신선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미쏘의 경우 소셜미디어 상에서 의류를 제외한 잡화(백, 

신발 또는 액세서리류) 및 다른 추가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마케팅이 상대적으로 강화

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의류의 디자인 및 스타일을 제외한 실용성이나 환경적인 측면, 활동성 

등을 부각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를 들면, ‘내의와 잡화 보강’, ‘밀라노 에코백’, ‘보

온성과 활동성’, ‘편안함’ 등의 디자인 텍스트를 제외한 기타 아이템 및 실용성 측면의 연결망 알

고리즘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어 있음을 통하여 브랜드가 의류아이템 및 디자인의 측면에 더

욱 초점을 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스파오의 경우 전반적으로 소셜미디어의 방법적인 

광고나 홍보 경로를 활용한 마케팅은 주로 하지 않는 편이라 분석할 수 있으며, 주로 직접적인 

홍보방식이나 1차원적인 TV광고 또는 오프라인 이벤트 홍보를 통한 마케팅 전략이 주를 이룸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몰’, ‘인스타그램’, ‘모바일 패션 소셜 네트워크 게임’, ‘아

프리카TV’, ‘카카오 플러스’ 등의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의 홍보경로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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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텍스트의 연결망이 타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밀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

막으로 코데즈 컴바인의 경우, 아이템의 홍보 또는 판매에 대한 측면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

로 하는 것보다는 브랜드 매니아 층을 주력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

히 젊은 세대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미지를 어필하고 있음을 ‘토탈 패밀리 브랜드’, ‘다양한 연

령층을 고객으로 흡수’ 등의 텍스트의 매우 낮은 긴밀성을 통해 향후 마케팅의 남은 과제 또는 

현 상태의 브랜드 매니아 층의 유지로 방향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데즈컴바인 키즈’라는 기타

범주의 낮은 연결망 분석으로 볼 때, 토탈 키즈 브랜드의 마케팅 및 홍보는 성인 패션라인에 비

해 상대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SPA브랜드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앞서 발표하였던 국외 SPA브

랜드를 총체적으로 아울러 글로벌 패션트렌드와 미디어 환경에 대한 비교적 분석을 통하여 전체

적인 시기별 트렌드를 예측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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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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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경*, 한남기
재단법인 아이패션비즈센터

니트 소재를 사용한 캐주얼아우터의 구매행동 및 
디자인 선호도 연구*

1. 서론4)

니트는 일반적으로 신축성, 드레이프성 및 보온성이 우수하고, 착용감이나 구김이 적어 소비자

가 손질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 소재로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니트 소재의 실용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비즈니스 캐주얼과 여성용 세미 정장

류의 소재에 니트 소재를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기존의 격식을 맞추는 딱딱한 이미지의 직물소재 

보다 자유로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트렌드와 함께 니트 소재가 각광을 받고 있다.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반영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캐주얼아우터 제품의 경우에도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고 캐주얼화와 소재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캐주얼아우터는 기존의 제품과 

비교하여 디자인에서는 높은 감도를 요하면서도 활동성과 실용성을 중요시함에 따라 소재의 중요

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의 감도 높은 연출 제품 출시를 위한 생산공정 단축, 원가

절감 등의 기술적인 차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생산 ㆍ 유통되는 니트 소재는 크게 횡편, 환편, 경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비자

의 선호도, 국내ㆍ외적인 트렌드에 따라 시즌에 유행되는 조직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

분 표리가 같은 소재를 사용하거나, 거의 구분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니트 소재 캐주얼아우터 웨어, 포멀수트 등의 복종은 국내 패션의류시장의 전반적인 성장기조 

둔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존 직물에 비해 형태안정성이 

낮고 마찰 저항성이 떨어지며, 세탁성이 용이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구매를 위축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우터 용도에 적합한 조직, 물성 등을 개선한 

소재를 개발하고,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니트 소재를 사용한 캐주얼아우터에 대한 구매행동과 디

자인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 만족도 분석 및 아우터 디자인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니트 소재를 활용한 캐주얼아우터의 구매행동을 알아본다. 

둘째, 캐주얼아우터의 소재 및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한다.

셋째, 니트 소재 캐주얼아우터 시작품을 제작하여 적합성을 평가한다. 

* 본 연구는 2016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 10062439)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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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니트 소재를 사용한 캐주얼아우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여성 소비자 

250명을 대상으로 구매행동과 디자인 선호도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의 내용은 선행연구(NamKoong, 2008; Park, 2011; Lee, 2009; Lee, 2013; 

Hong, 2002)를 바탕으로 구매행동 4문항, 구매 제품 및 브랜드 선호도 17문항, 인구통계학적 특

성 5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총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성실한 응답자 18명을 제외

한 232부를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평

균과 표준편차,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니트 소재를 사용한 캐주얼아우터 구매행동

니트 소재를 사용한 캐주얼아우터 구매이유는 ‘입고 활동하기 편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보온성

이 우수해서’, ‘소장하고 있는 의복과의 조화를 생각해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캐주얼 아우터 

특히 니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니트가 가지고 있는 신축성과 보온성이 구매이유에 중요한 요

소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캐주얼아우터 구매정보 분석 결과 ‘인터넷’이 가장 많았으며 '매장 

내 정보(디스플레이 및 판매원)‘, ‘TV, 잡지 등 대중매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캐주얼아우터 구매장

소에 대해서는 ‘백화점’이 가장 많았으며 '아울렛’, ‘편집매장 및 보세매장’의 순으로 나타났다

3-2. 니트 소재를 사용한 캐주얼아우터 디자인 선호도

니트 소재를 활용한 캐주얼아우터 디자인 선호도 응답결과 ‘가디건’, ‘코트’, ‘자켓’ 순으로 나타

났으며, 캐주얼아우터 선택 중요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디

자인’, ‘소재’, ‘품질’ 순으로 나타나 이는 의류 구입 시 소비자는 디자인과 소재, 품질을 가장 중요

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주얼아우터 제품 소재를 살펴본 결과 ‘울 100% 및 혼방 및 특

수모(캐시미어, 라마 등)’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으며, ‘중요하지 않음, 합성섬유 100% 및 혼

방’ 순으로 나타났다. 캐주얼아우터의 세부 디자인에 대한 분석결과 캐주얼아우터 선호디자인은 

‘가디건류’, ‘코트류’, ‘자켓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캐주얼아우터(니트 소재)의 길이는 ‘튜

닉길이’의 선호도가 가장 많았으며, ‘무릎길이’, ‘힙길이’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니트 소재를 

활용한 캐주얼아우터의 선호 실루엣을 살펴본 결과 ‘BOX-LINE’, ‘Straight-Line’, ‘Cocoon Line’ 순

으로 나타났다. 여밈 스타일을 살펴본 결과 ‘오픈형’, ‘싱글 브레스트’, ‘더블브레스트’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여밈 장치 스타일에서는 ‘단추’, ‘지퍼’, ‘끈이나 리본’ 순으로 나타났다. 칼라디자인을 살

펴본 결과 ‘노칼라’의 디자인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테일러드 칼라’, ‘숄칼라’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켓디자인에서는 ‘심포켓’, ‘패치포켓’, ‘입술포켓’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소매디

자인은 ‘래글런슬리브’, ‘셋인슬리브’, ‘돌먼슬리브’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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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니트 소재 캐주얼아우터 시작품 제작을 통한 적합성 평가

니트 소재를 활용한 캐주얼아우터 디자인 선호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디건스타일, 코트스

타일 각각 3벌을 제작하여 소비자 및 전문가 집단평가를 실시한 결과 외관, 맞음새, 소재 적합성 

등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특히 시작품 제작 시 이면 인터록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표리의 

게이지(Gauge)차가 4배수로 표면은 로우게이지(6G) 내면은 하이게이지(24G)이기 때문에 안감을 

쓰지 않고 아우터에 적용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의견이 있었다. 

4. 결론

소비자의 구매행동과 선호도를 파악하여 시작품을 제작하고 착의평가를 실시한 결과 높은 평

가를 얻어 연구결과의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니트는 아우터 소재로서 입고 활동하기 편리

하며, 보온성이 우수하여 소비자의 구매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니트 

소재의 용도 확대, 디자인 개발 시 유의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 시 타겟 

아이템 군, 표적 시장을 달리하여 연령별, 라이프 스타일별, 직업별로 세분화한 다각적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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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창원대

외적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청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위기청소년은 계속 증가(장아름, 2007)하

는 위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고 대인관계 미숙, 학업에 대

한 흥미상실, 학교 폭력, 가정문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위기청소년의 증가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보호받지 못함으로 내재되어 있던 환경적ㆍ개인적 

위기요인이 다양한 외적 요인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위기의 청소년을 대

상으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하

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은 중요할 것이다. 청소년시기에는 외

모의 중요성이 강하게 인식되면서,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동료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하여 자신

감과 사회적 안정감을 얻고자한다. 특히, 개성과 자기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패

션 및 뷰티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관심도가 아주 높다. 청소년기는 패션소비나 개성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도 성인에 비해 정서적 불안이나 심리적인 혼란으로 충동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소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패션 스타일링을 단지 겉모습으로만 드러나는 외적 치장이라고 생각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정이나 학교에서 세심한 보호를 받지 못한 위기 청소년들은 또래집단 

보다 이른 시기에 가정이나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많은 시간을 사회의 환경적 자극과 접촉하게 

되면서 성인의 패션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과시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

는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해 패션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정서적 교류를 시도함으로서 패

션 스타일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이고 외적자기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의생활을 통한 

문화적 소양을 기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 및 주관적 행복감의 향상, 내ㆍ외적 자신감 

상승으로 올바른 품성 및 대인관계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적응, 성장할 수 있도

록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위탁형 대안학교의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기의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 중ㆍ고등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을 일정 기간 위탁받아 보호하

다 원적교로 돌려보내는 한시적 교육기관 형태이다.5)

경남지역의 위탁형 대한학교 1곳을 선정하여 일반 중・고등학교의 부적응학생을 중심으로 선

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2015년 개발한 외적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

감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에 대해 T-test를 실시

하였다<표 1>.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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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적자기관리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주제 주요내용 방법 목표

1

단

계 

 외모관리 

입문

ㆍ청소년기의 외모에 관리에 대한 이해

ㆍ현재의 나 자신을 분석(before)

ㆍ자신감 증진을 위한 비전 및 마인드 교육

강의워크숍 ・프로그램을 소개 한다

・나의 목표와 다짐을 

작성 한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통해 나를 표현한다.

・나의 얼굴형, 체형을 

분석한다. 

・패션, 이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지한다.

개념 이해 및 

탐색

ㆍ패션에 대한 개념 및 이해

ㆍ다양한 스타일링의 이해 -나의 스타일링 이미지 분석

ㆍ나의 얼굴형, 체형 분석

ㆍ신체 프로포션 및 실루엣의 이해

 이론 및 

실습

(상호실기)

개념 이해 및 

연출법

ㆍ패션 및 유행의 의미

ㆍTPO의 개념 설명 및 연출법

이론 및 

실습

이미지

표정관리

ㆍ표정관리를 통한 이미지연출(거울보기)

ㆍ미소기법을 통한 호감형 만들기(스마일기법)

ㆍ사진촬영을 통한 상호실습

1:1 

상호실습

2

단

계

목표이미지 

설정

ㆍ연예인, 친구, 정치인, 선생님 등의 다양한 인물 리서치

ㆍ목표 모델 설정 후 모델의 성격, 라이프스타일, 감성 

등의 구체적인 파악 및 무드보드 이미지화

이론 및 

실습

・목표이미지를 

설정하고 자신과의 

차이점을 찾는다.

・변화된 나의 모습을 

무드보드를 통해 

만들어본다. 

・나에게 맞는 신체관리 

방법을 찿는다. 

라이프스타일
ㆍ현재 나의 라이프스타일 분석

ㆍ목표 이미지의 라이프스타일 분석

이론 및 

실습

신체관리
ㆍ스타일링 프로포션을 위한 몸매관리

ㆍ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법
실습

3

단

계

스타일링 이해 ㆍ인스피레이션을 활용한 다양한 스타일링 기법의 이해 실습 ・외적자기관리를 통해 

구체적인 나의 

이미지를 설정하여 

긍정적인 미래상을 

만든다. 

실전스타일링
ㆍ패션 및 헤어스타일링 연출을 통해 나에게 어울리며, 

돋보이게 하는 이미지 리서치 
실습

피부관리 ㆍ셀프 피부관리법 실습

커뮤니케이션 

활용법

ㆍ긍정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용법에 대한 이해

1:1 

상호실습

연구결과 남녀학생 모두에서 외적자기관리 프로그램 활동 후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사전-사

후검사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학생 모두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의 점수보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외적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자신의 외적이미지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잦은 결석과 수업집중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에로사항 등

은 연구의 제안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아존중감의 확립과 자신감을 도모하여 자

신의 개성과 자아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외적이미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

를 변화시켜, 상위학년 진학 및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일

반 중고등학교의 일탈가능성이 있는 잠재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위기청소년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 혹은 가정의 문제로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측면을 넘어서 사회문제의 한 영역

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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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울산대

평행이론으로 본 복고풍 패션 연구

유행은 현대사회의 주된 현상을 창출하고 대중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유행은 변화를 위한 변화의 욕구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움을 

탄생시키지는 않는 재생의 기능을 가지는 일종의 모방형식의 표현이다. 즉 주제가 되풀이해서 재

현되는 복고적 심포니의 특징을 내재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패션 역시 시점은 다르지만 

이전 시대의 유행 요소들을 현재의 유행으로 부활시키기도 하고 그 시대엔 당연했지만 현재는 낯

선 것들로 받아들이는 새로움, 참신함으로 포장되어 복고풍을 주도하는 심포니 역할을 한다. 세

계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면 과거로부터 위안을 찾고 과거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대

중 심리가 복고풍 패션을 불러일으키듯이, 2016-2017년 패션 트렌드 또한 1980년대 패션이 재현

되고 있는 측면에서 현재의 복고풍 패션을 연구 주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복고풍 패

션은 과거의 요소들을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시대는 달라도 표현되는 요소들은 유사한 방향

으로 전개된다는 평행이론 관점에서 2016-2017년 여성복(실루엣, 색채, 소재, 디테일)을 살펴보고

자 한다. 본 연구는 4대 패션쇼에서 발표된 작품사진, 문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자료를 수

집, 검색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루엣 면에서는 1980년대는 산업기술의 발달, TV와 비디오의 영향, 여성의 사회진출 등의 

요인들은 가장 풍요롭고 파워풀한 에너지가 넘치는 화려한 패션과 동시에 남녀 구분을 해

체하고 양성적인 이미지를 여성복에 담아내었다. 이 시기는 남성복의 수트 형에 여성성을 

더한 중성적인 빅 룩(big look)이 추구되면서 패션의 다양화가 전개되었다. 2016-17년 역시 

여성적인 스타일에 남성적 요소를 접목시킨 패션을 중심으로 남성성의 특정 측면이 강조되

거나 특정 섹슈얼리티가 결여되어 있거나 성별표현의 규범성이 해체된 성별 모호성 등이 

패션 주제로 삼고 있다. 구찌, 겐조, 발렌시아가를 비롯한 여러 디자이너들이 선을 보인 어

깨에 패드를 넣어 강조된 넓은 어깨, 두꺼운 패드를 대어 각이 진 어깨를 강조한 파워 수

트, 슈퍼 사이즈, 오버 사이즈 등의 실루엣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색채 면에서는 1980년대의 색채경향은 소수민족에 대한 관심과 민족풍 스타일의 영향으로 

무채색과 화려한 색채가 나타난 반면에 자연보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고조되면서 에코로

지가 유행 테마로 등장하였고 녹색과 파랑색 중심의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 전달의 색채, 

하위문화 스타일의 대표 상징인 펑크룩의 핑크, 스포츠웨어 등장에 의한 화려한 색채 등이 

트렌드로 나타났다. 2016-17년 색채에서도 시노아즈리에(Chinoiserie) 주제, 미국 오바마 대

통령이 미국정상으로 88년만에 쿠바를 방문한 계기로 영혼과 정신적인 무형의 신비하고 비

현실적인 느낌으로 표현된 쿠바의 고유의상 등 열대과일과 열대식물을 연상하는 매우 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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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선명한 색채의 에스닉 색채가 패션 주제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맥락이 같다. 자연

친화적인 색채로 뜨거운 태양과 모래를 연상시키는 부드럽고 곱게 부서진 카라멜 가루 같

은 갈색, 금색 등이 나타났으며, 펑크룩의 상징인 핑크는 2016-17년 재등장되었다. 2016-17

년 핑크는 부드러운 여성적 이미지를 미화시키기 위해 창백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차분한 페

일톤 핑크 계열과 어디서나 주목받을 수 있는 대담하고 격렬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포인트 

색채로서의 화려하고 눈에 띄는 핫 핑크 계열로 표현되는 등 남성복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

는 색채이다.

3. 소재 면에서는 이전의 시대에서도 획일적인 소재의 사용이 아닌 패션 테마, 사회적 현상을 

상징하는 주제, 하위문화의 주제를 전달하는 다양한 소재의 사용이 이루어졌다. 2016-17년 

역시 1980년대의 금속 광택 소재의 재등장이라 할 수 있다. 메탈 소재는 기술시대를 대표

적으로 상징하는 소재로 1960년대부터 미래적인 느낌을 표현하는 데 등장되었다. 그러나 

2016-17년에 사용된 메탈 소재는 몸매를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유동적인 곡선라

인과 함께 섹시 룩을 표현하는 소재로 부상되고 있다.

4. 디테일 면에서는 1980년대 라이더 자켓, 스커트 밑단/팬츠 밑단, 액세서리 등에 활용된 프

린지가 드레스에 장식됨으로써 와이드하고 거친 이미지가 아닌 섬세하고 여성적인, 화려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효과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의 상하의 타이트한 레오타드 저지류에

어로빅 스포츠룩이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2016-17년은 애슬러저 스포츠룩이 강세를 보임과 

동시에 패턴과 그림 이외의 표현법인 로고의 부활을 들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여성적인 스타일에 남성적 요소를 접목한 혼합형, 절충형의 파워 수트, 

슈퍼 사이즈, 오버 사이즈의 강조, 하위문화, 민족풍, 자연친화적인 주제를 부활시킨 색채표현, 기

술시대를 상징하는 메탈 소재의 재등장, 프린지와 로고 등의 디테일의 재표현은 한 동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1980년대 패션과 2016-17년 패션 간에는 평행적 패션 경향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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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정, 서민녕, 구영석*
부산대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조사

1. 서론 및 연구방법

최근 1인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홈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주거에 대한 소비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선진국에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라이프 스타일 시장

이 커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 시장은 홈인테리어에 대한 관심과 더불

어 집에서도 패셔너블한 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홈웨어 라인을 선보이고 있는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20대, 30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 3

월 1일부터 3월 30일에 걸쳐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4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분

석 가능한 240부가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였고 교차분

석, 분산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2. 결과 및 고찰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세대 조사를 알아본 결과 20대의 경우 편리추구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 합리추구집단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합리추구집단이 차이를 많이 보이며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개성추구집단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 가구의 20대, 30대는 

합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성추구집

단이 홈웨어와 잠옷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편리추구집단과 합리추구집단은 비슷한 

수치로 차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홈웨어의 인지도에서 개성추구집단이 가장 높

은 인지를 한 것처럼 홈웨어와 잠옷의 차이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보다 더 정확히 인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라이프 스타일 간의 홈웨어 브랜드 인식도를 알아본 결과, 집단 간의 유의차는 나

지 않았지만, 개성추구집단, 합리추구집단, 편리추구집단 순으로 홈웨어 브랜드를 인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 브랜드 인지도 차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알아본 결

과 유니클로가 세 집단 모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H&M Home이 높게 나타났

다. 따라서 20대와 30대 1인 가구에게 홈웨어 브랜드로써 유니클로를 가장 많이 인지하고 그 다

음이 H&M Home인 것으로 파악된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 브랜드 인식 계기를 알아본 

결과 개성추구집단은 TV 또는 광고, 친구나 가족 순으로, 편리추구집단은 인터넷, TV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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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합리추구집단은 친구, 가족, TV 또는 광고 순으로, 홈웨어 브랜드를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 가구의 20대, 30대는 매체,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받아드린다고 파악 할 수 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 종류 선호를 알아본 결과 세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홈웨어 종류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 집단 모두 투피스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이 원피스로 나타났

다 그리고 점프 수트를 가장 선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 비

구매자의 홈웨어 구입 시 선호하는 홈웨어의 종류를 알아본 결과 홈웨어를 구입하지 않은 20대와 

30대 1인 가구들은 만약 홈웨어를 구입하게 된다면 가운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파악되고 그 다음으로는 투피스를 구입하고 싶어 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 디자인과 색상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활동적이

고 스포티한 스타일에서 세 집단에서 차이를 보였다. 합리추구집단이 가장 활동적이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선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 비해 편리추구집단은 두드러지게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스타일, 색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의 소재 선호도

를 알아본 결과 세 집단 간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합리추구집단을 제외한 두 집단은 면 

소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능성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합리추구집단은 기능성 소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인 가구의 20대, 30대는 

홈웨어 소재로는 대부분 면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합리추구집단은 기능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 가격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세 집단 간

의 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5만원을 넘지 않는 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성추구집단과 합리추구집단이 1~3만원, 편리추구집단은 3~5만원의 

홈웨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 브랜드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한 브랜드에 관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 집단 모두 유니클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H&M Home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니클로는 1인 가

구의 20대, 30대에게 가장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호하는 홈웨어 브랜드인 것

으로 파악된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홈웨어 브랜드 선호 이유를 알아본 결과 브랜드 인지도가 

세 집단 모두 가장 높은 이유로 나타났고, 그 다음 디자인이 높게 나왔다. 따라서 1인 가구의 20

대, 30대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의 인지도와 디자인이 중요하고 옷을 통해 자기

를 표현하고 보여준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3.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의 홈웨어 대한 인식 및 선호 조사를 통해 홈웨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디자인과 소재의 홈웨어 출시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

었다. 연구결과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대에 따라 선호하는 홈웨어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1인 가구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대에 따라 홈웨어에 

대한 인식도에 차이가 있고 선호하는 디자인과 소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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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홈웨어에 대한 인식을 확산 시키고 선호하는 디자인과 소재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홈웨어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은 홈웨어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확산되지 않은 국내 홈웨어 시장이 홈웨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세

대에 따른 제품 디자인의 차별화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디자인의 차별화, 다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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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진*, 구혜란, 이주현
연세대

뇌졸중 편마비 재활통원환자를 위한 일상복 상의 디자인 방향의 
탐색 -65세 이상 고령 남성을 중심으로-*

뇌졸중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망 원인 중 세 번째 순위인 질병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며, 

생존자의 55%~75%는 운동결손 등으로 인해 삶의 질에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Statistics Korea, 

2016). 주된 후유증은 편마비 증상으로, 신체 편측의 현저한 근력 저하를 야기한다. 따라서 뇌졸

중 환자는 일상생활에 제한이 크고, 대부분 자존감 상실과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Kim et al, 

2010; Sackey & Baguly, 1993). 이러한 마비 증상은 재활을 통해 일부 신경학적 회복이 가능하

여 재활이 반드시 필요하다(Ahn & Kim, 2008). 초기 재활은 병원에서 대부분 이뤄지지만, 퇴원 

후에도 오랜 기간의 재활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환자는 퇴원 후 통원재활치료를 실시한다(Kim, 

1999). 통원 재활 단계의 뇌졸중 환자는 의식이 회복되고 병세가 호전됨에 따라 의복에 대한 관

심도가 높아지고, 일상생활에서 자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를 가진다(Kim et al, 1999). 그러나 

기존의 일반의복은 사지활동에 제한이 있는 뇌졸중 환자가 착ㆍ탈의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뇌졸

중 환자들은 의복 착용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Kim et al, 1999). 착용이 간편하고 의복 관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류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상품개발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지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뇌졸중 환자의 의복착용

을 용이하게 하고자, 재활단계에 있는 뇌졸중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류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6)

연구방법은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현장조사로는 관찰과 자문을 실시하였

다. 재활병원 및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비참여관찰의 형태로 뇌졸중 환자의 재활동작 및 특성을 

관찰하였다. 자문은 3년 이상 경력의 작업치료사 3명을 대상으로, 뇌졸중 환자의 재활치료 단계

와 재활동작에서 의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함에 대해 알아보았다. 뇌졸중 재활 치료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뇌졸중 재활관련 이론의 토대를 마련하고, 고령자의 신체 특성 및 의복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고령자 의복의 고려사항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치매 환자, 소아마비 

환자, 정형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의복 선행연구를 통해 특수의복의 고려사항을 복종, 여

밈, 트임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각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뇌졸중 편마비 환자의 착

ㆍ탈의과정의 특징을 분석하여 뇌졸중 고령 환자 의복에서의 고려사항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뇌졸중 환자는 착ㆍ탈의 과정 중 목을 넣거나 빼는 동작을 어려워했고 많은 시간

이 소요되었다. 뇌졸중 환자는 의복 착용 시에 환측 팔부터 착용을 실시하는데 환측 팔을 넣은 

후 건측 팔을 넣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주 사용 손이 환측이 같은 경우에는 더 큰 

* 이 성과는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NRF-2016R1C1

B1016042). 

이 논문은 2017년도 BK21플러스 사업(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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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이 있었다. 이로써 도출된 주요 고려요소는 첫째, 목이 통과할 수 있는 여유 공간, 또는 

신축성 있는 소재 사용이었다. 목 주변의 여유 공간을 둔 디자인과 신축성 있는 소재 사용은 의

복 탈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둘째, 팔을 넣기 위한 몸판과 판의 연결 형태와 트임의 형태이

다. 연결 부위의 잠금장치로는 작은 단추 및 지퍼는 부적절했다. 작은 단추는 단춧구멍을 통과하

는 것에 제한이 있었고, 지퍼는 양쪽의 이를 정렬한 후 슬라이드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양쪽을 

정렬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다.

환자복 디자인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일상복을 착용

해야만 하는 통원 환자를 위한 의복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주요한 일상생활 동작인 의복 착ㆍ탈의를 가능하게 하여, 뇌졸중 환자의 재

활과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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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희
창원대

영화 ｢아가씨｣ 의상 색채 연구 
-여주인공 히데코 의상을 중심으로-

1. 서론

영화 의상은 영화의 특성, 시공간적 배경, 등장인물의 정보 등을 나타내는 도구이다. 특히 영

화 의상의 색채는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성격, 심리적 변화와 스토

리 전개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2016년 발표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는 미국 ‘보그닷컴‘이 선정한 2016년 가장 패셔너블

한 영화 10편 중 하나로 선정됐다. 또한 제11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Asian Film Award, AFA)에

서 의상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영화 의상에 대한 우수성을 평가받았다. 영화 ‘아가씨’의 여

주인공 ‘히데코’의 의상은 그린, 퍼플, 블랙, 레드 등 다양한 컬러를 사용해 의상을 통해 효과적으

로 극의 분위기와 예술성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화 ‘아가씨’의 의상 색채의 기초연구로서 색상과 색조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영화 ‘아가씨’의 의상 색채 분석은 여주인공 ‘히데코’의 의상 25벌을 분석하였다. 색채 분석은 

‘히데코’의 의상이 잘 보여지는 DVD의 이미지를 캡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상의 색채는 

IRI HUE & TONE 120을 근거로 하여 눈을 통해 인지하는 시감비색 연구로 진행하였다. 의상 컬

러는 의복 면적의 70-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색상을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액세서리, 장

식 등의 색상은 제외시켰다. 분석된 의상 색채의 색상과 색조의 분포를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영화 <아가씨>의 의상 색채 분석은 다음 <표 1>과 <그림 1, 2, 3>과 같다.

<표 1> 영화 <아가씨> 의상 색채 분석 

번호 영화 이미지 색채 번호 영화 이미지 색채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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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영화 이미지 의상 색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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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영화 <아가씨> 의상 색상 분포  <그림 2>영화 <아가씨> 

의상 색조 분포

 

4. 결론

본 연구는 영화 <아가씨>의 의상 색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영화 <아가씨>의 여주인공 

‘히데코’의 의상 색상은 블랙, 레드, 그린, 옐로우, 화이트, 퍼플, 퍼플블루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

나 영화 속 다채로운 색상의 의상이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색조는 베리페일, 딥, 브라이트, 비비

드, 페일 등의 색조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저채도, 중채도, 고채도에 고루 분포 되었고, 고명

도, 저명도, 중명도 순으로 색조가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영화의 다양한 장면 속 ‘히

데코’의 상황과 심리를 다양한 의상의 색채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의도로 해석되어진다. 

영화 의상과 의상 색채는 감독이 의도하고자 하였던 영화의 의미전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분석된 색채를 IRI 이미지 스케일에 배치시키고, 설문을 통해 

IRI 형용사 이미지 연구를 실행하여 의상을 통한 감독이 의도한 이미지와 관객이 느낀 이미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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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진*, 권미정
부산대

영화에 나타난 레즈비언(Lesbian) 패션 연구 
-<로렐>, <가장 따뜻한 색, 블루>, <도희야>를 중심으로-

1. 서론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이미 전 세계 수 

십 여개의 국가에서 동성 결혼 또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시민 결합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과 논란이 많지만, 동성애자들의 문화는 굵직한 하나의 하위문화로 

인정받으며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동성애는 예술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문학, 음악, 희곡과 영화 등 많

은 분야의 예술이 오래전부터 동성애를 다루어왔다. 그 중에서도 영화 분야는 꾸준히 동성애를 

주제로 한 작품이 제작되고 있으며 현대에는 대중에게도 친숙한 주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레

즈비언 소재는 최근들어 독립 영화 뿐 아니라 상업 영화에서도 빈번히 다뤄진다. 본 연구가 다룬 

<가장 따뜻한 색, 블루(La vie d'Adèle - Chapitres 1 et 2)>는 2013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을 수상하였고 이는 레즈비언 소재의 영화가 앞으로 더 활발히 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성

애자의 의복 스타일 또한 사회적인 통념이나 고정관념 또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영화에 드러난

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자의 스타일은 본인의 성별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다른 성별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쪽으로 묘사된다. 이는 다양한 성적 지향과 인물의 개성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2017년 3월 현재 국내에 여성 동성애 주제의 영화에 등장하는 패션을 분석한 기존 연구가 없

을 뿐 아니라 여성 동성애 패션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 또한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째, 동성애 문화에 대해 조사하며 둘째, 세 영화를 통해 의상을 조형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조형

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 영화를 비교 분석하여 본다. 이는 여성 동성애 문화와 의복에 대한 이

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으로는 동성애 문화, 영화와 패션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여성 동성애를 주제로 한 

2010년대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패션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 연구는 단행본 

A queer history of fashion : from the closet to the catwalk(Steele, Valerie.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2013)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영화를 통한 실증적 연구는 2010년대 영화를 통해 진행하였는데, 2010년대 영화는 현재의 레

즈비언 의복 문화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초 2010년대 영화 중 여성 동성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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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영화인 <로렐(Freeheld)>(2015), <가장 따뜻한 색, 블루(La vie d'Adèle - Chapitres 1 et 2)> 

(2013) 두 편을 선정하였다. 두 영화가 각각 미국과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므로 한국 영화인 <도

희야>(2014)를 포함하여 각각 다른 문화권의 레즈비언 패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후 <창피해>(2010),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2012) 등 여러 영화를 검토하였으나 전

형적인 여성복의 특징을 보이거나 착장의 개수가 극히 적어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처음으로 분석한 영화 <로렐>에서는 등장인물 스테이시의 착장 중 거의 흡사하거나 분석 불

가능한 장면을 제외하고 23개의 착장을 겉옷, 상의, 하의, 신발, 액세서리 총 다섯 개로 분류하여 

각각의 종류와 색상, 특징을 분석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가장 따뜻한 색, 블루>에서 9개, <도희

야>에서 7개의 착장을 분석하였다. 뒤의 두 영화는 <로렐>에 비해 착장이 적었지만 2010년대 영

화 중 여성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가 많지 않고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영화는 더욱 적었으므로 

포함시켰다.

3. 연구 결과

1) 조형적 분석

세 등장인물의 의상은 전형적인 남성복의 특징을 항상 반영하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여성복과

는 거리가 있다. 자주 착용하는 의복은 셔츠와 바지이며 치마 등의 여성복은 거의 착용하지 않는

다. 세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큰 특징적 의복은 셔츠이며, 셋 모두 셔츠를 착용하였다. <로렐>과 

<가장 따뜻한 색, 블루>에는 체크 셔츠가 다수 등장하지만 <도희야>에서는 그렇지 않은 등 디테

일의 차이는 있지만 직업과 환경이 다른 등장인물 모두가 셔츠를 자주 입는다는 것이 유의미한 

공통점이다.

의복의 형태는 주로 여유 있는 실루엣이 많으며 허리선이 없는 일자 셔츠나 헐렁한 일자 바지

가 주를 이룬다. 색채는 공통적으로 무채색이나 채도가 낮은 색이 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흰색, 회색과 남색, 갈색 계열의 색상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다. 화려한 장식은 거의 없으며 주

로 무늬가 아예 없거나 체크나 줄무늬 등 기하학적이고 규칙적인 무늬가 있는 옷을 착용한다. 

또 이들은 여성 구두를 신지 않고 주로 운동화나 군화를 착용하는데 이는 남성복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성적인 젠더리스, 유니섹스 패션 스타일의 전형적인 반영이다. 가방도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 특히 토트백과 같은 여성 가방 보다는 성별의 구분이 없는 유니섹스 스타일의 

가방과 장신구가 주로 등장한다.

2) 비교 분석

<로렐>에서 스테이시의 23개의 착장 중 자주 나타난 아이템은 체크셔츠와 청바지, 군화이며 

직업이 정비공인 스테이시는 일상생활에서도 카고 바지와 군화를 자주 착용한다. 스테이시의 스

타일은 연구 대상 중 남성복의 특성과 가장 가깝다. 스테이시가 로렐을 만나 관계가 진전되는 과

정에서는 원색 계열의 의상이 종종 등장하는데, 로렐이 투병 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 스테이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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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은 무채색이 주를 이루게 된다. 이는 스테이시의 심적 변화와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가장 따뜻한 색, 블루>에서는 영화의 제목처럼 극의 전반에 걸쳐 파란 계열의 의복이 의도적

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특징 때문인지 엠마는 극 초반 파란색 헤어 스타일과 청

바지, 청자켓을 주로 입는다. 전반적으로는 로렐의 스테이시에 비해서 남성복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일부 착장은 전형적인 남성복 특성을 보인다. 극의 특징 때문에 청색이 많이 등

장하지만 이외의 아이템은 무채색이 많으며, 엠마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잘 드러내는 캐주얼하고 

개성있는 스타일이 주로 나타난다.

<도희야>의 영남은 세 인물 중 가장 여성복과 가까운 의복 특성을 보인다. 스테이시와 엠마의 

착장 중 일부는 남성복의 실루엣이나 디테일을 가지지만, 영남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여

전히 영남 또한 셔츠를 가장 많이 착용하며 청색 계열과 무채색 의복을 주로 입는다. 영남의 경

우는 젠더리스 패션의 형태로 중성적인 특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영남은 경찰이라는 강한 

이미지의 직업을 가진 동시에, 도희에게 모성애와 유사한 보호본능을 느끼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는 영남의 패션이 강한 남성복의 이미지 보다는, 중성적이며 여성복과 크게 이질적이지 않은 

모습을 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세 등장인물의 패션은 전반적으로 여성적 이미지보다 남성적인 이미지에 가장 가까웠으며 그

것이 가장 잘 드러난 인물은 <로렐>의 스테이시였다. <도희야>의 등장인물인 영남의 패션은 셋 

중 남성적인 특징이 비교적 적게 드러났다. 각각 다른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므로 의복의 특징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공통적인 특성이 드러나 있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로렐(Freeheld)>, <가장 따뜻한 색, 블루>와 <도희야> 등 세 편의 영화에 등장하

는 인물인 스테이시, 엠마와 영남의 의복을 분석하여 영화에 나타난 여성 동성애자들의 패션에 

대해 연구하였다.

세 등장인물의 패션을 비교 분석하여 발견한 유의미한 공통점은 대체로 여성복과 남성복 중 

남성복에 가까운 형태의 의복을 더 많이 착용하였다는 점이며 이는 젠더리스와 유니섹스와 같은 

현상들과 일맥상통 한다고도 볼 수 있다. <로렐>의 스테이시와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의 엠마는 

남성복과 거의 흡사한 실루엣의 의복을 착용하기도 하였으며, 넉넉한 실루엣의 셔츠와 바지, 운동

화와 군화 등 세 인물 모두 자주 착용하는 의복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들의 패션에는 차이점도 있었다. 스테이시는 정비공, 엠마는 화가, 영남은 경찰 등 각기 다

른 직업을 가졌고 문화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스테이시와 엠마는 캐주얼한 의상을, 영남은 정장

과 가까운 의상을 주로 입는다. 또한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의 엠마는 영화의 특성 상 청색 계

열의 의상이 많이 등장하는 등 영화의 장르나 분위기에 따라 색상과 디테일이 달라지기도 하였다.

세 영화에 드러난 특징들이 모든 여성 동성애 영화의 등장인물과 실제 여성 동성애자들에게 

적용될 수는 없다. 하지만 영화에는 문화적 특성과 통념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분석한 세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동성애자 인물의 패션이 실제 여성 동성애자들의 문화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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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여성 동성애 영화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영화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여성 동성애 문화를 다루는 컨텐츠가 많이 등장할수록 관련 연구도 용

이해 질 것이다. 또한 여성 동성애 영화의 패션을 분석한 본 연구에 이어, 미디어에 드러난 여성 

동성애 의복 문화와 실제 여성 동성애자들의 의복 문화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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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란*, 전동진, 이주현
연세대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에서 의류부자재가 미치는 효과 탐색*

Ⅰ. 서론7)

의복에 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제품인 스마트의류는 현재 그 규모가 크지 않으나 최근 관련 

제품 개발 및 출시가 활발하여 향후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Trends of a smart cloth-

ing’, 2015), 이 중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건강모니터링을 하는 스마트의류가 여러 유형 중 가장 

수요가 높은 유형으로 예측된다. 생체신호 모니터링 스마트의류에서 착용자의 동작은 전극 위치

를 이동시켜 신호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호의 품질 향상을 위해 타

이트하게 인체를 압박하는 옷이나 의복의 구조로 전극 위치를 안정화 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Fuhrhop et al., 2009; Di Rienzo et al., 2005). 본 연구는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를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류부자재가 안정된 심박신호 획득에 도움을 주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1.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 설계

선행연구(Koo et al., 2015)에 따르면 의복모듈(garment module)을 설계한 의복은 전극의 위

치가 안정화되어 의복모듈을 설계하지 않은 의복보다 신호품질이 향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

부자재를 의복모듈에 적용하여 의류부자재가 심박신호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복에 많이 사용되고, 전극 위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부자재 2종

(lining과 non-slip tape)을 선택하였다. Lining은 직물전극이 위치하는 부드러운 의복모듈 원단을 

빳빳하게 만들어 착용자의 동작에도 직물전극 위치 이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non-slip 

tape은 피부에 접촉하여 동작시에도 미끄러짐이 적어 직물전극 위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예상하였다. 의류부자재를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에 적용하는 방법과 위치는 일반 의류에 적

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본 실험을 위해 부자재를 적용한 의복모듈 실험복 ①의복모

듈+lining, ②의복모듈+non-slip tape와 부자재를 적용하지 않은 의복모듈 실험복 ③의복모듈, 총 

세 가지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를 디자인하고 실물로 제작한 후, 각 의복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 이 성과는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NRF-2016R1C1

B1016042).

이 논문은 2017년도 BK21플러스 사업(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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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물전극 디자인

폴리에스터사와 은-니켈사를 조합한 전도사를 코팅하여 코일형 직물전극을 제작하였다.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코일형 직물전극의 인덕턴스(inductance)는 9.8584μH이다. 직물전극과 센서 하드

웨어 간의 체결 구조로는 일반의류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스냅버튼을 사용하였다.

Ⅲ. 실험방법

3.1. 실험설계

남자 피험자 5명을 대상으로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를 착용한 채, 심박신호를 측정하였다. 

동작은 제자리 서있기→몸통 좌우로 돌리기의 동작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동작은 10초간 지속되었

다. 심박신호는 세 번 반복 측정을 하고,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여 산술평균과 표준편차를 구

하였다. 직물전극을 이용한 심박신호 데이터 검출 장비로는 Biopack사의 MP150(US)를 이용하고, 

획득된 데이터는 MATLAB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3.2. 심박신호 품질의 평가 방법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를 통해 획득한 심박신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논문(Koo, 

2015)에서 정의한 Quality Index를 사용하였다. QI는 주파수영역 분석으로 QI값이 클수록 신호품

질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Eq.1.

Ⅳ. 결과 및 고찰

피험자 간 비교를 위해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의 타입 별 Quality Index값을 제자리 서있기 

상태와 몸통 좌우로 돌리기 상태로 나눠서 살펴보았다(Table 1). 한 피험자내에서 같은 동작에서

의 QI값을 비교하면, 서있기 상태와 몸통 좌우로 돌리기 상태에서 피험자 3을 제외한 모든 피험

자에서 non-slip tape 부자재를 사용한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에서의 QI값이 가장 높았다. 피부

에 접촉하여 미끄러짐이 적은 non-slip tape이 직물전극 위치 안정화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

쳤다고 할 수 있다. 피험자 2를 제외한 모든 피험자에서 부자재 없이 모듈만 설계한 심박신호 모

니터링 의류에서의 QI값이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부자재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자재를 사용한 

의복이 부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의복보다 QI값이 높게 나와 부자재가 심박신호 품질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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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ormalized means of QI according to the subjects and garment types 

Garment type State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Subject 4 Subject 5

Module
Standing 0.83 1.69 0.76 0.36 1.17 

Twisting 0.05 0.38 0.34 0.31 0.13 

Module

+Lining

Standing 2.27 1.08 2.02 1.20 1.57 

Twisting 0.19 0.53 1.23 0.34 0.21 

Module

+Tape

Standing 2.31 1.71 1.02 3.31 2.59 

Twisting 0.34 0.60 0.64 0.48 0.34 

* QI값: 세 번 반복 측정의 정규화 산술 평균값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류부자재가 심박신호 측정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는 세 가지 타입 즉, ‘①의복모듈+lining, ②의복모듈+non-slip tape와 부자재를 적용하지 않은 

실험복 ③의복모듈’로 디자인하였다.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를 통해 획득된 심박신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QI값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피험자 3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non-slip tape을 

사용한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에서 측정된 심박신호의 QI값이 가장 높았으며, 피험자 3에서는 

lining을 사용한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류에서 측정된 심박신호의 QI값이 가장 높았다. 또한 피험

자 2의 제자리 서있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서 부자재 없이 모듈만 설계한 심박신호 모니터링 의

류에서의 QI값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 의복모듈만 설계하는 것보다 의복모듈에 부자재

를 적용하는 것이 전극위치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며, 의류부자재 중 non-slip tape이 심박신호 품

질 향상에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Trends of a smart clothing’. (2015, March 24). Software Policy & Research Institute. Retrieved May 3, 2017, from 

https://spri.kr/posts/view/4396?code=issue_issue

Di Rienzo, M., Rizzo, F., Parati, G., Brambilla, G., Ferratini, M., & Castiglioni, P. (2005). MagIC system: A new textile-based 

wearable device for biological signal monitoring. In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Shanghai, 

7167-7169. doi: 10.1109/IEMBS.2005.1616161 

Fuhrhop, S., Lamparth, S., & Heuer, S. (2009). A textile integrated longterm ECG monitor with capacitively coupled electrodes. 

In Biomedical Circuits and Systems Conference, Beijing, 21-24. doi: 10.1109/BIOCAS.2009.5372095 

구혜란, 이영재, 지선옥, 이승표, 김경남, 강승진, 이정환 & 이주현. (2015). 비접촉식 심장활 동 모니터링 기능 의복형 웨어러블 시

스템의 모듈 효과 탐색.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9(3), 369-378.

Koo, H. R. (2015). Design methods for non-contact type heart activity-sensing clothing for the reduction of motion artifacts. 

Unpublishe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102 ____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션산업 생태계 변화

김윤영*, 김덕래, 문홍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용산**

무봉제 입체 자동차 시트 제작을 위한 패셔너블 자동차시트 
디자인에 관한 연구

Ⅰ. 서론

현, 자동차시트 봉제업체는 기존 숙련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감소 및 신규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량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내 임금 상승과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저가 대량 생산 품목은 해외의 인건비가 싼 동남아 및 중국지역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하지만 자

동차 시트산업은 시장의 규모 확대와 전후방산업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국내 생산이 필요한 산업

으로 기존 생산기반을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 시트 생산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고부가가치형 자동차 내장부품은 우선적으로 착좌감 및 승강 성능은 기본적으로 갖추어

야 될 요소이고 이와 더불어 고부가가치형 자동차 시트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색과 조직, 외관 

등으로 인한 디자인중심의 고품질 자동차 시트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경량소재와 DTP공법을 통

한 핫멜트 방식으로 생산이 가능한 무봉제 자동차 시트 개발을 위해 패셔너블 디자인 시트 개발

이 필요하다. 

Ⅱ. 연구방법

기존 패션업체와 현대자동차와의 콜라보레이션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재 시판되는 컬러풀 운

동화디자인을 컨셉으로 자동차 시트 사이즈 스펙은 H사의 S종[DM], 적용 소재는 미세 발포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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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소재, 생산방식은 핫멜트공법으로 생산이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하였다.

그림. 자동차 시트 디자인 개발 컨셉 

Ⅲ. 결과 및 고찰

정형적인 패턴, 컬러를 탈피한 유니크, 패셔너블 자동차 시트 디자인 전개를 통해 봉제공정으

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컬러 및 라인, 패턴을 적용한 패셔너블 자동차 시트 5종을 개발하였다. 

봉제기법으로 구현한 자동차시트 디자인 핫멜트 공법의 무봉제 입체시트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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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자동차 시트 산업은 소재가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기술보다는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인식되어지

면서 점차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부담이 낮은 국가들로 생산기지가 옮겨가고 있는 실정이나 신소

재를 적용한 핫멜트 생산공정으로 소롯트 맞춤형 생산이 가능하며, 자동차 시트 산업에 대한 인

식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품격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내장소재를 활

용하여 패셔너블 자동차 시트 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며, 또한 중국의 가격 경쟁력과 일본의 품질 경쟁력에 끼어 점차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

고 있는 국내 섬유산업에 성장 동력이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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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김영삼
중앙대

욕망 이론의 관점으로 본 영화 ‘아가씨’ 의상 분석 연구

영화 의상은 영화 속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요 인물에 내재된 욕망과 심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구이다. 영화감독들은 영화 의상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자

신의 작품 세계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는 영국 

작가 Sarah Waters의 원작 소설 ‘Fingersmith’(2002)를 각색한 작품으로 등장인물 각각이 지닌 물

질적 욕망, 파탈의 욕망, 성적 욕망 등이 드러남과 동시에 욕망의 순환작용이 일어나고 등장인물

들 간의 관계에서 극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Jacques Lacan의 욕망 이론을 활용한 연구 분석틀을 마련하여 등장인물들

의 내면세계 및 욕망을 분석하고 이를 등장인물들이 착용한 의상의 분석을 통하여 욕망이라는 인

간의 심리상이 어떻게 의상에 반영되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욕망 이론의 도입은 영화 속 등

장인물뿐만 아니라 영화 의상에 반영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새로운 이론적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 및 범위는 Lacan의 욕망 이론, 영화 ‘아가씨’와 영화 의상에 관한 전문 서적, 선행연

구의 고찰을 통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등장인물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의상을 중심으로 영화에

서 추출한 이미지 자료 총 66장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Lacan의 욕망이론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한 결과, 

Lacan은 욕망의 단계를 순환적 구조화를 통하여 상상계, 상징계, 실재계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

하였다. 실재계의 욕망은 상상계에서 생성된 욕망이 상징계에서 충족되는 것 이상의 욕망을 뜻하

는 것으로 삶의 쾌락 원칙을 벗어나는 단계이며 한 가지 욕망이 충족 된다 해도 다시 새로운 욕

망이 생성된다. 주이상스(Jouissance)는 Lacan의 욕망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삶의 

쾌락 영역을 벗어난 죽음 충동 영역에서의 금지, 고통, 성욕을 뜻하는데, 이 개념은 욕망 이론의 

순환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하며 쾌락을 함의하지만 불쾌와 맞닿아 있으며 금지와 위법, 성욕

과 도착, 고통과 죽음의 간극에 존재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영화 ‘아가씨’에서 활용된 영화 의상은 시대적 고증을 통해 재현되었으며, 배우의 움직임

이나 심리적 내면의 연기가 함축되고 캐릭터의 절대적 이미지가 표출되어 극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본 작품은 3부로 나누어져 같은 사건을 각각 다른 인물의 관점으로 서술하여 관객들이 

작중 인물들의 관계를 3가지 측면의 응시를 통해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부의 화자로 등장

하는 숙희(하녀)는 작품의 전개와 함께 욕망의 대상이 변화한다. 첫 등장에서 그녀가 착용하는 

노란 꽃이 빽빽이 장식된 저고리는 보잘 것 없는 도둑인 숙희의 처지를 가려주고 금전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향하는 기대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가씨가 착용하는 고급 가죽 신

발, 큰 꽃과 리본으로 장식된 화려한 모자, 코르셋, 비단으로 된 기모노와 보석 등을 탐하고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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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는 모습에서 물질적 욕망이 드러나지만 이후 아가씨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 자아를 마주하게 

되고 동일시를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욕망의 전이가 일어나고, 욕망의 대상이 아가씨로 변화

하면서 아가씨를 향한 성적 욕망이 숙희의 죽음충동, 즉 주이상스가 된다. 2부의 화자 히데코(아

가씨)는 작품에서 흐르는 시간과 사건의 전개와 함께 주체적 욕망을 충족하는 인물로 작품 초기

에는 상상계, 즉 거울단계에 갇혀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녀가 착용하는 꽉 조여진 코르셋과 

혼자서는 입고 벗을 수 없는 화려한 드레스들은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장치이자 억압되고 속박

당한 심리적, 육체적 상황을 대변한다. 아가씨는 억압되고 학대당하는 과정에서 히스테리적 성향

을 지니게 되는데, 이는 의상의 색상을 통해 강하게 전달된다. 아가씨가 착용하는 짙은 녹색 드

레스와 기모노, 진보라색 등의 컬러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감성 이면에 광기와 슬픔을 내포하고 

있다. 그녀가 착용하는 장갑은 이모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기표이자, 타인에게 어떠한 속내도 내

비치지 않고자 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그녀가 갈망하던 자유를 얻는 순간 장갑의 쓰임은 사

라지게 된다. 이모부(코우즈키)는 타자의 욕망에 점철되어 도착증을 보이는 인물로 영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모든 것으로 주변을 포장한다. 의복은 철저히 일본식과 서양식을 착용하나, 허리장식의 

매듭을 틀리게 묶는다거나 야식으로 평양냉면을 찾는 등의 모습에서 욕망과 현실의 괴리가 드러

나고 이는 유희적 요소로 작용한다. 상징계 단계의 기표인 조선인이라는 스스로의 본질적 주체와 

일본인 혹은 영국인이고 싶은 상상계로의 욕망의 대타자 간의 간극에서 생겨나는 실재계가 두드

러지는 인물로써 그가 결핍을 느끼고 욕망하는 대상은 아가씨를 향한 성적 욕망이라기보다는 그

가 수집하고 소유하는 음서(淫書)이다. 그는 음서를 볼 때 반드시 가죽 장갑을 착용하는데 이때 

장갑은 욕망의 상징이자 욕망 충족의 매개체로 작용하며 음서, 춘화와 그 자신을 이어주는 도구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낭독을 통해 책속의 이야기를 가시적 이미지로 환유하는 행위를 통해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며, 낭독 장면에서 그는 정갈한 턱시도를 착용하여 낭독회를 하나의 중요한 

의식으로 보이게 한다. 그는 주로 먹색에 가까운 색상을 착용하는데, 이는 작품에서 악역으로 보

이는 캐릭터의 특징과 음서를 향한 욕망을 잘 드러낸다. 3부는 백작(사기꾼)의 대사와 함께 시작

되는데, 백작의 경우 이모부, 하녀, 아가씨의 욕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물질적ㆍ성적 욕망 등을 성

취하고자 하는 인물로, 그가 착용한 고급스러운 정장과 기모노, 하카마와 말투 등 모든 외관과 

행동은 포장된 것이다. 이는 대타자인 코우즈키가 선망하는 대상, 즉 ‘정통 일본 귀족이며 영국에

서 유학한 백작’을 연기하는 행위로 코우즈키 내면의 결핍을 자극한다. 첫 등장에 착용한 붉은 

넥타이는 그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그가 착용하는 다수의 정장들은 그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백작은 물질적 욕망의 충족 단계에서 새롭게 아가씨

를 욕망의 대상으로 전치시키는데 이는 인간에게 있어 욕망이 채워질 수 없는 영원성을 지니고 

순환 구조를 가진다는 Lacan의 이론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작품에서 각각의 인물이 갖고 있는 욕망을 감각적 이미지와 의상을 통

해 상징적 기호들로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Lacan의 욕망 이론에서 상상계ㆍ상징계ㆍ

실재계를 활용한 분석을 적용하여 캐릭터와 의상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캐릭터들이 가진 욕망과 그들이 작품에서 형성하고 있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주이상스 및 주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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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의미를 의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영화 의상이 지닌 표현적 가치와 

상징적 이미지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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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영
국제대

신중년 남성(40~50대)의 패션소비 담론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의미 -국내 미디어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Ⅰ. 서론

삼성패션연구소는 2016년 패션 산업의 10대 이슈 가운데 하나로 ‘아재 파워를 지닌 중년남자

(New Man Power: 중년이 된 X세대)’를 들면서 중년남성이 새로운 중심 소비층으로 조명되고 있

다고 하였다. 실제로 온라인몰, 홈쇼핑, 백화점 등 패션 유통업계에서 중년남성의 소비가 2015년 

대비 2016년 크게 상승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대중문화 영역에서도 ‘아재’로 구분되는 중년남자

가 중심이 된 ‘미운 우리 새끼, ‘아빠본색’ 등 많은 프로그램이 트렌드처럼 생겨났다는 점도 그들

의 대한 주목을 반증하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렇듯 새로운 소비 집단이자 문화세력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패션소비와 관련하여 미디어가 구성하는 새로운 중년남성 세대의 패션소비 담론을 고찰하

고 심층 분석함으로써 최근 중년 남성세대의 패션소비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중년층은 활발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주도적인 세대로서 청

년층보다는 안정된 경제력과 성숙함을 지녔다고는 하나 해당 연령대는 30대, 40대, 50, 60대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인 50대와 이후 X 세대인 40대는 그간 국

내 사회, 경제를 주도했던 세대이자 현재도 은퇴를 앞두고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같은 시

대적 환경 속에서 유사한 가치와 기호를 지녔다고 보여지는 40대과 50대 중년남성만을 대상으로 

신중년 남성이라 정의한다. 

패션학 영역에서 국내 중년남성에 관한 접근들은 의복구성학 측면에서 신체나 치수 관련한 남

성복 패턴에 대한 연구들과 패션디자인 측면에서는 중년남성 배우의 드라마 패션 연구들, 의상심

리학 관점에서 개인 특성을 변인으로 한 의복 추구나 구매 행동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이나

현, 하지수(2015)는 최근 신소비층으로 이슈화되는 중년 남성 패션 스타일을 신문 기사의 종단적

인 고찰과 잡지에 나타난 시각기호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이 중년남성에 대한 연구들이 다

양하게 이루어졌고 미디어에 표현된 중년 남성 외모에 대한 연구들도 TV의 속의 중년남성 배우 

패션 분석(심재숙, 김효숙, 2013)이나 신문, 잡지에 표현된 중년남성의 외모(이나현, 하지수, 

2015) 연구 등으로 선행되었지만 이들 연구는 국내 중년남성의 외모 특성을 주로 시각적 기호만

을 분석하고 있을 뿐 미디어가 함축하고 있는 신중년 남성의 외모 관련 담론에 내포된 심층적 

의미를 밝히지 않았다. 

장보들리야르(2000, 177-183)에 의하면 미디어의 메시지는 소비자로 하여금 잠재적 해독을 요

구하여 소비자는 메시지에 자연스레 동화를 강요당한다고 하였으며 실증적으로 많은 미디어 연구

들이 미디어 속 내용이 소비자의 집단적 사고를 조장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이숙정, 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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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박수연, 황진숙, 2014).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중년남성들과 차별화되는 소비

문화를 보이고 최근 중년남성 집단의 패션 소비가 미디어 담론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의미화 되는

지 심층적으로 파악해봄으로써 미디어가 형성하는 신중년 남성의 패션소비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

미를 밝히고 향후 중년 마켓의 다각적인 이해를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분석자료 수집

신중년 남성의 패션 소비 담론에 대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국내 언론사의 뉴스 

기사에 나타난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텍스트 자료는 공무원 복장 자율화 조치로 중년남성의 

획일화된 패션에 변화가 왔던 1996년부터 2016년까지를 범위로, 한국언론재단 미디어포털 사이트

인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을 통해 중앙지 8개와 경제지 5개에 보도된 중년남성 패션

에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2017년 3월 15부터 4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

으며 먼저, ‘중년남성’은 물론 ‘4050 남성’, ‘신중년 남성’ 그리고 중년 남성을 칭하는 신조어인 ‘꽃

중년’ ‘아재’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고 연관검색어로 ‘패션’ 관련 기사를 재검색하여 총 409건의 표

본 기사를 추출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표본 기사는 하나하나 모두 정독하여 중복된 기사거나 패

션소비와 관련이 없는 기사를 제외하여 90건이 수집되었다. 그 외에 미디어가온 사이트에서 검색

할 수 없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관련기사를 수집하였

으며 따라서 32건이 더해진 총 122건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는 분석에 사

용된 언론사와 기사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 자료수집 언론사와 기사건수 

미디어가온검색

(중앙지)

경향신문 5

미디어가온검색

(경제지)

매일경제 22

국민일보 5 서울경제 10

내일신문 2 파이낸셜뉴스 5

문화일보 3 한국경제 7

서울신문 1 헤럴드경제 11

세계일보 8

아카이브 검색

조선일보 10

한겨레 3 중앙일보 12

한국일보 8 동아일보 10

언론사 수 16 총 기사 건수 122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차별화된 소비를 보이는 새로운 중년남성 세대에 대한 미디어의 의미화 방식과 내

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중년남

성에 관한 신문 기사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내용분석과 기호학적 의미분석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위하여 두 명의 패션 전공자 2명이 자료수집과 범주화 절차를 함께 하였다.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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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분석은 선행연구를 참고한 분석유목을 이용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요구하지만 패션학 영역에

서는 본 연구와 같이 특정 집단의 패션에 대한 미디어 분석을 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

구는 먼저 수집한 기사 자료를 하나하나 정독하여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핵심단어를 추출한 뒤 추

출한 핵심단어를 비슷한 의미끼리 범주화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텍스트의 기호학적 

분석으로 신문 기사 텍스트가 생성하는 중년 남성의 패션 이미지 즉 중년남성에게 미디어가 전파

하는 패션 소비의 의미와 중년남성 세대의 패션소비에 내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현재 국내 사

회문화 맥락에서 밝히고자 했다. 

연구문제 1. 미디어 담론에서 정의내리는 신중년 남성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미디어 담론은 신중년 남성의 패션소비를 어떻게 의미화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신중년남성의 패션소비는 어떠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Ⅲ. 연구결과 및 분석

1. 미디어 내 신중년 남성의 특징

수집된 자료의 내용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신중년 남성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신소비 집단으로 범주화, 기존 중년세대와의 비교를 통한 차별화, 롤모델을 

통한 이미지 소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패션 관련 소비, 긍정적 성격과 세련된 감각으로 나타났

다<Table2>. 

<Table 2> 텍스트 내용분석

주요 의미 텍스트 핵심 단어로 범주화

꽃중년, 그루밍족, 로엘족, 골드파파, 아재파탈,

美중년,노무족(No More Uncle), 영포티, 골드미스터....... 
외모에 관심 많거나 

매출에 기여하는 새로운 

소비자 집단

신소비집단으로 

범주화
큰손, 신소비세력, 핵심소비층, 스타일링팁(브랜드),.. 

기존

중년

꼰대, 회사/가족 희생, 근검절약, 권위적, 재미없음,

외모관심 없음(아내,여자친구의지), 펑퍼짐하고 후질근한 패션, 

거친 피부와 주름,...

기존의 중년세대의 

단점과 비교

기존 중년세대와의 

차별화

중년의 스타(TV 드라마 배우나 영화배우, 개그맨) 실제 모델과 그들의 

외모추구행동 기술 

롤모델을 통한 

이미지 소구중년의 고위 직업 혹은 전문직 종사자, ........

안티에이징(화장품, 시술), 남성전용 화장품, 헬스케어 제품, 중년남성 

브랜드, 유통업계내 남성전용 움직임....
패션, 외모에 관심이 

많고 자신이 직접 구매 

활동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패션소비행동 직접 구매, 자기표현, 적극적 자기계발 및 외모 투자,..... 

친근, 경청, 소통, 신뢰, 다정함, 연륜, 탈권위, ......
신중년 남성 세대의 

장점

긍정적 성격과 

세련된 감각꾸준한 관리, 매력적임, 트렌디한 센스, 젊은 라이프스타일지향, 세련된 

문화소비, .......

2. 신중년 남성의 패션소비 의미화 

미디어 담론 속의 기존 중년세대는 칙칙하고 후줄근한 패션이나 외모에 관심이 없는 태도, 권

위적인 불통인 존재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반해 신중년 남성은 외모 관리와 투자, 친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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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이미지를 통해 젊고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멋진 중년 스타 이

미지나 동시대에 성공한 이들의 외모 관리 사례 등으로 이루어진 신중년 담론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는 별도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패션 소비를 통해 젊은 세대 못지않은 긍정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었다. 아울러 기존의 중년세대가 사회, 직장,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여 매력 없을 뿐 아니라 소외의 존재마저 됨을 각성시켜줌으로써 나를 위해 

사는 것 즉 자기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결국 중년남성에게 자발적인 패션소비

는 곧 자신에게 세련되고 매력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부여할 것이라는 의미화로 파악할 수 있다. 

 

3. 신중년 남성의 패션소비 담론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의미

신중년 남성의 패션소비 담론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 분석하였다. 첫째, 신중년 남성은 

새롭게 대두된 소비주체로서 상업적 이데올로기의 대상이다. 전통적으로 패션의 주소비대상은 젊

은 여성이었지만 2000년대 말 초식남, 그루밍족 등으로 외모를 꾸미는 남성소비자들을 주목하게 

되었고 점차 안정된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중년남성으로 소비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둘째, 두발

자유화, 교복자율화, 대중문화가 만개한 젊은 시절을 보낸 현재 신중년 남성은 소비주체로서 취향

을 지니고 있어 패션소비를 통해 자기만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었다. 셋째, 중년

남성에게 외모는 생존을 위한 또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지금의 중년남성은 직장

을 오래 다니기 위해 일적 성공 이외 멋진 외모와 라이프스타일마저 지녀야 하며 그래야 나이 

어린 사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더군다나 높아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중년남성의 

외모경쟁력을 더 중요하게 만들었다. 

Ⅳ.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Figure1>

 

<Figure 1> 신중년 남성 담론에 타나난 사회문화적 의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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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김혜경
원광대

인타르시아 니트 디자인 분석: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 서론

20세기 초 세계적인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변동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

다. 이로 인해 패션 전반에 걸쳐 기능성과 편안함의 요건이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었고 이러한 요

구를 만족시키는 니트웨어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시즌마다 발표되는 패션컬렉션에 나타

난 니트웨어의 출현빈도를 보면 이러한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인타시아 니트(인타르시아 

knit)는 겉모양에 색실의 이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무늬를 넣은 위편(weft knit)의 한 종류이

다. 인타르시아라는 단어는 이태리어에서 유래된 ‘상감하다’(Inlay)의 뜻을 갖고 있다(그림 1). 인

타르시아의 특징은 무늬가 만나는 경계부분의 색이 분명하게 하여 무늬를 만들어 내는 편물조직

이다. 이 조직은 겉쪽에 무늬를 만드는 실이 보이지 않고 또 무늬부분에만 다른 실을 삽입하기 

때문에 코스(course)와 웨일(wale)의 신축성은 변하지 않는다. 양말에 쓰이는 색색의 다이아몬드 

무늬가 인타르시아 니트 조직의 대표적인 예로 이를 아가일(argyle)이라고 하는데 스웨터나 베스

트 등 다양한 복종에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아몬드 무늬로 구성되는 아가일편을 인타르시

아 니트에 포함하였는데 아가일편은 인타르시아 니트에서 만들어진 무늬의 명칭으로 평편 니트를 

기본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무늬로 연령과 성별과 관계없이 많이 쓰이는 니트이다. 

 

그림 1. 인타르시아 니트의 편성 

인타시아 니트의 조직은 평편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실을 사용하여 이면에 부유되는 실이 

없이 무늬를 생성한다. 표면과 이면의 차이가 있으며(그림 2), 켬퓨터 system을 이용하여 인타르

시아 무늬를 생성할 수 있으며 또한 편기에 장착할 수 있는 인타르시아 장치들이 개발되어 이 

조직의 효과가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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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타르시아 니트의 표면과 이면

니트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니트의 역사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전현옥, 2002), 핸드 니트나 

기계편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디자인 개발 연구(김인숙, 2003), 마케팅에 관한 연구(김계연, 2001), 

니트기법(권진, 2005)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으며 니트 디자인 가운데 인타르시아 조직을 별도

로 조사하여 심도 있게 다룬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 초 출

판된 패션잡지를 연구자료로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Paris, Milan, New York, London, 

Madrid, Düsseldorf, Barcelona 등 세계적인 컬렉션에 나타난 인타르시아 니트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패션 산업체의 상품기획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일차자료로는 패션잡지 Collezioni와 Collezioni Donna를 이용하여 2000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6년 동안 출판된 모든 잡지에서 Milan, Paris, New York, London, Barcelona 등

에서 발표된 Prêt-à-Porter Collection에 나타난 인타르시아 니트 작품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총 

116건의 인타르시아 니트 작품 사진을 이용하여 각 작품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항목

은 item, silhouette, detail(neckline, collar, sleeve, pocket), trimming, color 등 5개의 category로 

정하였다. 

3. 연구결과

패션잡지에서 수집하여 분석된 인타르시아 니트 작품 총 116건에 나타난 item은 모두 13종류

로 다양한 복종에 적용되었으며, pullover 72건(62.1%), one-piece dress 11건(9.5%), cardigan 9

건(7.8%), twin-set 6건(5.2%)의 순으로 나타나 pullover, cardigan, twin-set sweater와 같은 전통

적인 니트웨어 item에 많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타르시아 니트는 겉모양의 색실에 이면

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서 짠 위편의 조직으로 무늬가 만나는 교환부분의 색 무늬가 분명하며 얇

고 부드러운 질감을 얻을 수 있다. 그림 3은 블록 체크 형태의 무늬의 cardigan, 그림 4는 다이

아몬드 형태의 아가일 조직으로 된 클래식 이미지의 sweater와 그림 5는 다이아몬드 문양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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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네크라인과 옆선으로 연장된 X자 형태의 라인으로 모던한 이미지의 sweater를 제안하였다. 

Silhouette는 slim 79건(68.1%), straight 15건(12.9%), H-line 13건(11.2%), fit & tight 5건(4.3%) 

등의 순위로 나타났으며, 스포티한 무늬를 표현하는데 적당한 조직으로 무늬의 특징을 강조하기

에 적합한 slim silhouette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디테일 가운데 neckline은 round neckline 27건(24.5%), turtle neckline 19건(17.3%), V neck-

line 17건(15.5%), high neckline 12건(10.9%) 순으로, round neckline의 빈도가 높은 것은 인타

르시아 니트의 디자인 특성상 단순한 형태의 neckline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Collar는 bertha 

collar 2건(33.3%), open collar, polo collar, sailor collar, Soutein collar 1건(16.7%) 순으로 나타

났다. 부드러운 형태의 bertha collar, sailor collar가 인타르시아 니트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것으

로 보인다. Sleeve는 set-in sleeve 73건(62.9%), sleeveless 24건(20.7%), raglan sleeve 14건

(12.1%), drop shoulder sleeve 4건(3.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일반적인 set-in sleeve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Color는 black range 28건(24.1%), white range 20건(17.2%), yellow range 15건(12.9%), pink 

range 11건(9.5%), blue range 8건(6.9%) 순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color는 당시의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는 black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간된 패션잡지에 실린 패션컬렉션 사진을 수집하여 인타

르시아 니트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인타르시아 니트의 item은 모두 13종류로 일반적으로 

pullover sweater에 주로 사용되는 니트로 알려져 왔던 통념을 벗어나 매우 다양한 아이템에 적

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pullove가 가장 빈도가 높아서 니트의 전형적인 item이라

고 할 수 있었다. 상체의 곡선라인을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slim silhouette의 형태의 pullover 단

품은 하의와의 코디네이트로 많이 이용되었다. 인타르시아 니트는 주로 클래식한 이미지를 표현

하면서도 무늬의 특징을 돋보이게 하는 단순한 round neckline과 set-in sleeve의 detail의 slim 

또는 straight silhouette의 형태로 FW 시즌에 더 자주 출현하였다. Black과 white의 무채색이 높

은 빈도로 보였던 것은 2000년대 초의 색채 트렌드인 무채색의 유행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

았다. 본 연구를 통해 세계적인 페션컬렉션에 나타난 2000년대 초의 인타르시아 니트는 편안함과 

미래적인 감각을 동시에 원하는 대중의 요구와 정서에 맞추어 다양한 디자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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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85-38
그림 3. Philosophy di 

Alberta Ferretti

01 FW MILAN p.124

    N95-20
그림 4. Prada

03 FW MILAN p.86

   N98-68
그림 5. Pringle

04 SS LONDON 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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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원광대

카탈로그를 이용한 20세기 초 미국 영아복 연구

1. 서론

아동복의 변천은 각 시대의 사회, 문화,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와 성인의 아동에 관한 관

념과 태도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20세기 복식사 연구는 성인복에 관한 

연구에 비해 아동복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아동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디자인과 마

케팅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간혹 20세기 한국의 아동복 역사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 나아가 20세기 서양 이동복 역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2차 자료를 이용하는 문헌연구

이었으며, 체계적으로 수집된 다량의 1차 자료를 이용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양 아동복 변천사 가운데 20세기 초 1900년대 미국

의 영아복 디자인의 특성에 관하여 다량의 1차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시

도하였다. 연구자료로는 1900년대에 출간된 mail-order catalog에 실린 layette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Layette은 ‘a collection of basic clothing and other things needed for a 

new baby’라고 정의하며(Merriam-Webster Dictionary) 신생아를 위한 의복과 물건의 모음을 말하

며 일반적으로 0세부터 생후 6개월 정도의 아기를 위한 다양한 아이템이 포함된다. Layette은 남

아와 여아 모두에게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unisex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00년대에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mail-order catalog를 영아복 연구를 위한 1차 자

료로 이용하였다. Mail-order catalog는 ready-made 아동복의 가격과 상품 그림과 설명을 전체 연

구대상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또 다량으로 제공하므로 이 시기의 아동복 연구에 매우 적합한 연

구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02년부터 1909년까지 총 8년 동안 출간된 총 14권의 

Sears, Roebuck catalogs에 실린 layette 상품의 illustration과 상품설명을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layette에 포함된 item의 종류와 각 item별 design detail, fabric, 

color, 가격에 관한 특성과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1900년대 layette에는 22-30개의 item이 있었고, 가격은 연도와 아이템의 수에 따라 차이가 있

었고, $9.65에서 $11.75의 범위로 나타났다. Layette에 포함된 item은 모두 17가지이며 robe, day 

slip, night slip, long skirt, skirt, wrapper, shawl, sacque, bonnet, booties, bibs, bands, dia-



118 ____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션산업 생태계 변화

pers, blankets, rubber sheet, silk veil, "Baby Book"을 포함하였다. 총 17가지 아이템 가운데 

robe, day slip, night slip, long skirt, skirt, wrapper, shawl, sacque, bonnet, booties, bibs, 

bands, diapers, blankets을 포함하는 14가지 아이템은 전 기간 동안 출현하였고, rubber sheet, 

silk veil, Baby Book은 1909년 F/W 시즌부터 첨가되었다.

각 layette에는 1개의 robe가 포함되었고 모두 cambric 소재가 적용되었으며 세례복 또는 외출

용 long dress로 사용되는 아이템으로 레이스, 러플, 자수 등의 화려한 장식이 되어있었다. Slip은 

day slip과 night slip으로 나뉘어서 1-3개의 day slip이 포함되었고 muslin이나 질이 좋은 nain-

sook 소재가 이용되었다. Night slip은 1900년대 초기에는 2-3개가 1904년부터는 1개가 포함되었

고 모두 muslin으로 제작되었다. Long skirt는 cotton cambric으로 된 여름용과 cream색의 wool 

flannel로 제작된 겨울용을 합하여 모두 2-3개가 포함되었다. 발을 덮는 긴 길이의 long skirt를 

의미하는 skirt와 비교적 짧은 갈이의 short skirt는 nainsook 소재로 된 것이 한 layette에 1-2개

가 포함되었다. 신생아의 복식은 성별에 관계없이 여아와 남아 모두에게 skirt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겉옷에는 wrapper, shawl, sacque이 있으며, wrapper와 shawl은 한 

layette에 각각 1개씩 포함되었으며 모두 wool flannel로 제작되었다. Sacque는 wool knit 소재로 

만들어졌고 모두 2-4개 정도가 포함되었으므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영아의 겉옷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09년에 cashmere 소재의 sacque가 처음 출현하였다. 영아의 머리에 씌우는 모자인 bon-

net은 silk로 되어 있었으며 1개가 포함되었다. Knit로 된 2개의 신발 bootie가 전 기간 동안 출현

하였고 여름용으로 보이는 ‘silk like', 'mercerized twist' 또는 'silkatine” 이라는 cotton 소재의 

bootie와 겨울용으로는 ’wool zephyr‘ 소재의 bootie,가 보였다. Bib도 2가지 종류가 있어서 집에

서 쓰는 것으로 보이는 cotton bib 3개와 외출용으로 보이는 silk로 된 lace 장식이 있는 bib이 

1-2개가 포함되었다. Band는 아기의 복부에 두르는 천으로 abdominal binder(Hardy, 1944, p.3)라

고도 하며 가장자리 처리를 하지 않은 약 70cm x 10cm의 얇은 flannel 소재로 되어 있었다. 

1900년대 layette에 나타난 영아복의 색으로는 흰색과 cream색 만 사용되었다. 모든 cotton으

로 된 옷은 흰색이었고 wool로 만들어진 겉옷은 가공되지 않은 wool 고유의 색인 cream색으로 

나타났다. Cream색을 넓게 흰색에 포함시킬 때 layette에 속한 신생아복은 모두 흰색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에 성별과 상관없이 영아복에 흰색을 사용하는 전통에 대하여 

Harris(1999, p.24)는 흰색이 상징하는 순결성이 영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적절하며, 나아가 

흰색이 갖는 실용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매일 세탁해야하는 영아복의 특성상 유채색의 의

복은 반복 세탁시에 색이 변질되는 문제점을 야기하는 데에 따른 실용적인 이유에 근거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4. 결론 

아기의 출산을 준비하기 위한 신생아 의복과 물건을 갖춘 layette은 아기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많이 입히는 의복 아이템을 포함하게 된다. 나아가 layette에 포함된 의복은 성별에 상관없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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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여아 모두에게 사용된 것으로, 남아에게도 긴 드레스의 형태를 갖는 robe와 스커트가 이용

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에게는 옷에 의한 성별의 표현보다는 아직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아기의 신체적 특성과 신생아라는 점이 더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Robe와 skirt의 길이가 신체의 

길이보다 훨씬 길어서 발아래로 늘어뜨리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옷의 형태는 아기의 몸 

전체를 풍성하게 덮어주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몸의 길이보다 더 긴 robe와 skirt의 길이는 20

세기 중반으로 가면서 짧아져서 영아복의 시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Layette의 분석을 통해서 

20세기 초 신생아복이 한 가지의 색, 즉 흰색만 사용되었으며 영아의 경우에는 의복색으로 성별

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잡한 detail의 첨가는 아기의 건강과 동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조언하고 있음에도 레이스, 러

플, 자수 등의 장식이 적용되었다. 특히 외출용과 의례용의 robe의 경우 화려한 장식이 많이 첨

가되어 부모의 과시욕을 보여주는 예가 되었다. 이 시기에는 천연섬유의 소재만 사용되었으며 가

장 흔하게 보이는 소재는 면섬유로 계절과 복종에 따라 두께와 조직의 섬세함에 차이를 둔 cam-

bric, nainsook, muslin이 이용되었다. 나아가 비교적 저렴하게 실크의 고급스런 광택 효과를 내

는 mercerized twist cotton이 sacque와 booties에 1906년부터 이용되어 면 가공 기술의 발전을 

보여주었다. 외투의 경우 보온성을 갖는 실크와 wool flannel 소재가 이용되었고, sacque에는 전

통적으로 wool knit 소재가 주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layette에 포함된 신생아복의 종류와 디자인 분석을 통해 영아복 디자인의 특성과 

이에 반영된 20세기 초의 사회문화와 기술에 대한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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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경주대

박트리아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복식요소 

Ⅰ. 서론

박트리아는 고대 동서 문명교류로인 실크로드의 중앙에 위치한 국가로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

에 박트리아 문화에는 그리스적 요소와 이란, 중앙아시아적 요소와 함께 중국적 요소가 나타나며, 

이는 박트리아에서 발굴된 미술품의 분석으로 입증되고 있다. 

박트리아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는 그리스적 요소와 페르시아적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중 박트리아 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미술품은 페르시아 은사발과 은 쟁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식이 잘 묘사되어 있는 박트리아의 은쟁반과 은사발을 분석하여 이질적인 문

화에 의해 수용되거나 변화되어지는 복식의 요소를 고찰함으로써 문명교류의 현상이 복식에 미친 

영향을 살피고 고대인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박트리아가 고대 실

크로드에서 문화적 용광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문헌과 선행논문을 수집하여 살펴본 후 페르시아와 박트리아로 범위를 좁혀 이들의 역사적, 정치

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2차적으로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박트리아 은사발과 은쟁반의 사진을 

유럽에서 전시되었던 전시 카탈로그와 문헌자료를 통하여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박트리아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

박트리아는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시대(기원전 6세기 - 기원전 4세기)에 아랄해 남동

쪽, 힌두쿠시 북쪽 지역에 있었던 나라로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곳을 점령하여 사트라프

(Satrap, 현재의 도지사)를 설치하면서 역사에 등장한다. 현재 이 지역은 북쪽으로는 투르크메니

스탄(Turkmenista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타치키스탄(Tadshikistan)과 만나고 남쪽으로는 아

프카니스탄(Afghanistan) 또 동쪽으로는 파키스탄(Pakistan)과 접해있는 지역이다<그림 1>. 박트리

아는 기원전 6 –5세기에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아케메네스 왕조가 그리스

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한 후에는 약 50년간 그리스 셀로이키드 왕국의 영향 아래에 놓이며 

그레코-박트리아의 왕국을 세웠다. 기원전 2세기 말, 기원전 1세기 초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일어난 

월지(Yuezhi)족이 그레코-박트리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지역을 차지하며 쿠샨(Kushan) 왕국

을 세웠다. 월지 족은 간수(Gansu)와 코탄(Khotan) 지역에 살았던 이란계 유목종족으로 중국과 

동 투르크 족과 접하며 중국과 동 쿠르트족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종족이었기 때문에 월지 족이 

박트리아를 점령하게 됨으로써 중국과 투르크 족의 문화적 요소가 박트리아에 전달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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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페르시아 문화는 박트리아 문화의 기반을 이루었고 이 기반은 

박트리아의 그레코 –로만 문화로 이어졌다. 이런 박트리아의 문화적 원형은 주변의 상황과 지방

의 전통에 적응하며 가끔은 변화되어져 갔지만 1세기 이후에는 그레코-로만의 박트리아 전통이 

변화되지 않고 6-7세기까지 지속되며 박트리아의 문화적인 틀을 만들었다. 그래서, 박트리아 예술

품에는 헬레니즘적 요소, 중앙아시아의 전통과 아울러 중국의 요소까지도 나타나며 하이브리드의 

예술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예술품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페르시아 풍으로 묘사된 박트리아 

은사발과 은쟁반을 분석하며 박트리아에서 수용되었던 여러 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고 그 중 복식

의 형태를 분석하여 박트리아의 특징인 하이브리드의 문화형태를 복식 분석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Ⅲ. 결과 및 고찰 

1. 박트리아 은사발과 은쟁반에 묘사된 주제 

기원전 4-7세기로 편년되는 박트리아 은사발<그림 2, 2-1, 2-2>과 은쟁반<그림 3>의 주제는 

사냥하는 모습과 축제의 한 단면을 묘사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사냥하는 모습을 묘사한 은쟁반의 

기법은 페르시아 사산조 은쟁반에 묘사된 테마와 기법을 모방하여 표현했다.

박트리아 은사발과 은쟁반은 소그드의 은사발과 은쟁반으로 명명되기도 하는데 이는 고대 박

트리아 지역이 4-7 세기에는 소그드 지역으로 불려 졌기 때문이나 실크로드 상에서 이 지역은 박

트리아-토하리스탄 문화로 분류되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박트리아의 은사발과 은쟁반으로 명명하

기도 한다. 

1.1. 은사발과 은쟁반에 묘사된 박트리아 복식과 페르시아적 복식요소 

<그림 2>의 은사발은 박트리아 귀족들의 삶의 한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남자 귀족은 무릎까

지 오는 튜닉(tunic)과 통이 좁은 바지를 착용하고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오른손에는 술잔을 들고 

있다. 튜닉은 오른쪽 깃이 젖혀진 반령이고 옷의 가장자리와 소매는 선(襈)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 옆에는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코트로 보이는 옷을 착용하고 있는데 깃은 반령이고 옷의 앞

단에 남자의 튜닉처럼 선이 장식되어 있다. 반령은 투르크적 요소인데 5세기 중기 이후 투르크 

인이 이 지역을 점령하며 박트리아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부인 옆에는 하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왼손에 술잔을 들고 서 있고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긴 튜

닉과 통이 좁은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튜닉은 허리에서 벨트로 고정되어 있으며 깃은 둥근 원령

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튜닉 아랫 부분의 중간에서부터 장식된 장식선이 옷 밑 끝단으로 장

식되어 있는 것이다<그림 2-2>. 이는 튜닉의 옆트임을 보강하기 위해 붙인 장식선으로 생각되는

데 이런 튜닉의 형태는 페르시아 사산조 튜닉에서도 관찰된다.

<그림 3>의 은쟁반 중앙에는 왕이 평상에 앉아 있고 왕 앞에는 뮤지션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으며 왕 뒤와 평상 앞에는 신하가 경의를 표하며 서 있다. 왕은 무릎까지 오는 튜닉과 통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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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름 잡힌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소매는 착수이고 깃은 원령이며 깃과 소매 끝과 밑단은 장

식선으로 장식되어 있다. 튜닉은 허리에서 벨트로 고정되어 있는데 허리 밑 부분 중앙에 연주문

이 크게 장식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이는 페르시아 사산조의 연주문을 모방한 것이다. 왕관은 

성곽모양의 계단식 형태이며 중앙에 초승달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는데 성곽 모양의 왕관 형태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비수툰 부조에서 다리우스 왕이 착용했었던 왕관의 모양과 비슷하며 

왕관 중앙에 붙어있는 초승달 모양의 장식은 페르시아의 사산조 왕관에 나타나는 장식물이다. 뮤

지션들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튜닉과 통이 좁은 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소매는 착수이고 깃은 원

령이다. 이 튜닉은 허리에서 허리띠로 고정되어 있고 앞 중앙에는 징식선이 있어 앞에서 여며지

는 형태로 추측된다. 왕 뒤에 서 있는 하인은 정강이까지 내려오는 튜닉과 통이 약간 넓은 바지

를 착용하고 있고 튜닉은 허리에서 띠로 고정되어 있으며 깃은 원령이고 착수이다. 여기에서 특

이한 것은 튜닉의 밑 부분이 무릎 높이까지 절단되어 장식선으로 장식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림 2>, <그림 3>의 박트리아 복식에서 관찰되는 페르시아의 복식요소는 선(襈)과 튜닉의 

옆트임이다. 선(襈)은 기원전 4-5세기 스키타이 복식에서 솔기를 이은 후 이를 장식하기 위한 장

식선으로 또 저고리의 앞 도련을 장식하였던 것으로 스키타이 복식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적 요소이다. 이 선(襈)은 페르시아에서도 여러 왕조를 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아케메네스 왕조에

서는 귀족상의 코트에 나타나고 파르티아 시대에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왕과 왕자 

조각상의 복식에서 도련 장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사산조에서도 선(襈)은 왕과 신하의 복식에서 

깃과 도련의 장식선으로 나타나고 있어 페르시아 복식의 전형적인 특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남자 귀족의 튜닉과 부인의 옷 도련과 깃 <그림 2>에서 깃은 모두 선(襈)으로 장

식되어 있어 페르시아의 복식에서 관찰되는 선(襈)과 공통점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의 복식 요소를 박트리아에서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 2-2> 하인의 튜닉에서 튜닉 아랫부분의 옆트임과 이 옆트임을 보강하기 위하여 덧댄 

것으로 보이는 장식선의 형태는 사산조 남자 복식의 특징으로 사산조 왕의 부조와 은쟁반<그림 4>

에 묘사된 복식에서 관찰된다. 원래 튜닉 아랫부분의 옆트임은 기원전 3세기에 중앙아시아의 이란

계 종족의 옷에서 유래되어 페르시아 파르티아 시대에 시리아-메소포타미아(Syro-Mesopotamia)와 

간다라(Gandhara) 지방을 통하여 사산조 페르시아에 유입되었고 8세기까지 박트리아, 소그디아 

지역에서 유행하였다고 선행연구는 밝히고 있는데 이 설명은 박트리아 은사발에 묘사된 복식에서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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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박트리아의 위치 <그림 2> 잔을 들고 있는 

귀족들과 헤라클래스, 박트리아 

은 사발, 6/7세기, St. 

Petersburg, Eremitage Museum

<그림 2-1>, <그림 2-2>

상세도

 

<그림 3> 음식을 먹는 왕, 박트리아 은 쟁반, 

7세기 말-8세기 초, 

St. Petersburg, Eremitage Museum

<그림 4> 왕의 사냥 모습, 사산조 은 쟁반, 

4세기 말- 5세기 초,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Ⅳ. 결론

박트리아는 지리적으로 고대 문명교류로인 실크로드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교점으로 동서의 

여러 문물이 만나는 곳이었다. 이런 위치적인 잇점은 박트리아가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의 침략을 

여러 번 받게 된 요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이곳을 점령했던 강대국들의 문화적 영향 아래 놓이

게 되었다. 이런 사실은 박트리아에서 발굴된 미술품에서 증명되는데, 박트리아의 복식이 묘사된 

은사발과 은쟁반을 분석한 결과 박트리아 복식에 나타난 페르시아의 복식요소는 튜닉의 깃과 소

매 끝, 도련을 장식한 선(襈)과 튜닉의 밑 부분의 옆트임과 그 옆트임을 장식한 장식선을 들 수 

있으며, 이런 형태의 튜닉은 사산조의 은쟁반과 박트리아의 은쟁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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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패션기업 직무 유형별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2007년 스마트폰이 탄생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지식의 습득과 정

보의 공유 등이 가능해졌고, 이는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의 진화를 가져왔다. 패션 소비자의 소비

패턴 변화는 그 동안의 패션산업 패러다임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로 거듭 진화하고 있으며, 그 과

정에 IT기반의 스마트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로봇 그리고 드론으

로 대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패션기업들에게 기업의 존속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

해서라도 필연적 도입 요소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기업은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관리, 소매유통까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영, 디자인, 의류생산, 유통관련 전

공의 전문가 집단이었으나, 이제는 IT 전공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패션기업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패션기업의 직무 유형별 역할 및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흐름은 현재 패션기업의 스마트 디지털 테크놀로지 활용에서 향후 4차 산업혁

명 시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패션산업의 직업 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직업 환경, 만족도, 직업 역할에 

대한 연구 위주였으며, 21세기 시대적 흐름에 따른 패션기업의 직무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

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기업의 직무 유형별 역할 및 비중의 변화 양상과 그 원인을 

고찰하고, 패션기업들이 새로운 시대의 기업구조와 인재 전략을 재정립할 때 근거할 수 있는 기

초 제안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패션산업에 종사하는 직무별 재직자뿐 아니

라 처음 사회에 진출하는 미래의 패션인재들에게 장기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선택하는 데 현명한 

선택과 현실적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는 통찰의 기회를 줄 것이라 기대된다.

연구방법으로는 패션기업에서 스마트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업무 영역 및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행하는 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매체기사, 브랜드 홈페이지, 모바일 등

의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캐주얼, 스포츠, 여성복 브랜드에서 근무한 경력 5년 이상의 30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고, 모바

일 소통에 능숙한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기업 내부의 직무 유형별 역

할 변화는 없는지, 신규채용 구성원들의 직무는 무엇인지, 향후 기업내부에서 강화되는 조직부서

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기업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온라인, IT 기반의 패션 전문가들이 기획, 생산, 마케팅, 유통, 물류 모든 분야에 참여하게 될 것

이다. 둘째, 미래의 브랜드는 정체성은 기업이 만들지만 소유가 아닌 공유이므로, 소비자와의 소

통을 위한 조직적이고 심화된 온·오프라인 다채널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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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4차 산업혁명의 발전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조할 수 있는 시대에는 

제조업 기반이 아닌 리테일 중심으로 패션 생태계가 변화할 것이며, 온·오프라인 유통, 물류의 

스마트 리테일 전문가가 활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학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겸비한 창조

적이고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채용이 증가할 것이다.

국내 패션산업도 2013년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과 소셜네트워크의 빠른 확산 등으로 기존 패

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온·오프라인 소비패턴과 예측하기 어려운 패션시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

러한 현상은 패션기업들이 백화점, 대리점으로 양분되던 예전의 오프라인 브랜드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융합적 사고와 실행을 위해

서는 그에 맞는 조직구성과 인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패션관련 교육 또한 시대적 상

황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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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계명대

섬유ㆍ의복분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 만족도 
분석

본 연구는 섬유의복분야 일병행학습제 참여 학습근로자의 교육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학습근

로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식하는 만족도와 그 위상을 파악하고 향후 섬유의복분야 일학습병행

제의 질적 수준과 만족도의 향상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의를 

두고자 한다. 

위의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현장훈련(S-OJT)과 현장 외 훈련(Off-JT)으

로 구분하여 섬유의복분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내용만족도, 교수자만족도, 시

설만족도는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구지역의 섬유ㆍ의복분야 일학습병행

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6년 3월 기준 대구지역의 섬유ㆍ의복 

분야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전체 43개 기업 중 본 조사에 참여한 34개 기업 116명의 학습근로자

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16명 중 중도탈락학습근로자 27명과 출장 및 개인사정으로 설문에 참

여하지 못한 학습근로자 5명을 제외한 최종 84부를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거한 설문

조사자료는 p<.05 수준으로 SPSS 23.0의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와 타당성 검

증, t-test, ANOVA, Tukey HSD(Honestly Significant Difference)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에서는 남자가 46명(54.8%)으로 여자 38명(45.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남자가 종사하는 염색가공, 섬유제직 분야의 빈도가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5세 이상 35세 미만이 44명(52.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결혼 여부

는 미혼이 56명(66.7%), 기혼이 28명(33.3%)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학력은 고졸 34명(40.5%), 

대졸 26명(31.0%), 전문대졸 24명(28.6%)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염색가공과 섬유제직 분야에서 

특성화고 출신의 근로자 채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훈련직무로는 염색가공 40명

(47.6%), 의류생산 20명(23.8%), 디자인 15명(17.9%), 섬유제직 7명(8.3%), 기타 2명(2.4%) 순으

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로 섬유의복분야 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교육프로그램 내용만족도, 교수만족도, 

시설만족도는 현장훈련(S-OJT)과 현장 외 훈련(Off-JT) 모두 성별에 따라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결혼여부에 따라 미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는 25세 미만의 만족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별로는 내용만족도에서 현장훈련의 경우 고졸의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고 현장 외 훈련의 경우 대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현장훈련에서 섬유제직

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현장 외 훈련의 경우 염색가공의 만족도가 높았다. 교수만족도에서는 현

장훈련의 경우 전문대졸과 대졸의 만족도가 고졸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현장 외 훈련의 

경우 전문대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현장훈련에서 섬유제직의 만족도가 높았으

나, 현장 외 훈련의 경우 의류생산의 만족도가 높았다. 다음 시설만족도에서는 현장훈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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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의 만족도가 높고, 현장 외 훈련의 경우 전문대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업무별로는 현

장훈련에서 섬유제직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현장 외 훈련의 경우 염색가공의 만족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섬유의복분야 일병행학습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만족

도에 대한 연구로서 일학습병행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의 직무와 관련도가 높은 교

과목의 학습 활동과 과제 등 업무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학습내용을 선정 및 계획하여 섬유

의복 산업에서의 현장실무교육 제도 확산 및 발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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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지
동덕여대

중년 여자 소비자의 TV 홈쇼핑 판매촉진 유형별 활용도와 
패션상품 구매태도

Ⅰ. 서론

과거에는 생활용품 판매에 주력해오던 TV 홈쇼핑은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가 급증하면서, 이제

는 패션제품 판매에 있어 매우 주요한 패션유통채널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인구수가 가장 막대

한 베이붐 세대가 은퇴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과거보다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신 소

비계층인 중년 여성 소비자들은 TV 홈쇼핑 회사들에게 주요 고객이 되고 있으며, 이들을 타깃으

로 하는 이른바 마담 브랜드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중년여성 소비자의 패션

상품구매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오프라인 유통업태, 즉 백화점, 전문점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고, TV 홈쇼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20-4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거나 패션상품이 아

닌 일반상품을 주로 다룬 것들이다. 또한 중년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업체의 판매촉진 

활동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나, 주로 오프라인 유통업태에 관한 연구들이나 인터넷 쇼핑몰에 관한 

것들로서 중년 여성소비자의 TV 홈쇼핑 패션상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

다. 그러므로 TV 홈쇼핑 패션상품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성장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주요 고객

이 될 이들 중년 여성소비자의 TV 홈쇼핑 패션상품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TV 홈쇼핑 중년여성 소비자의 만족도, 충성도, 재구매의도에 있어서 가장 효

과적인 판매촉진 유형을 알아봄으로써 TV 홈쇼핑 마케터들의 전략수립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자 한다.

Ⅱ. 본론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는 TV홈쇼핑 패션상품 구매경험이 있는 40-59세의 중년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2015년 6월∼7월까지 총 235부를 수거하여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여 완성한 설문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분석을, TV 홈쇼핑 프로모션을 요인을 분류하기 위하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요인 내 항목들 간 신뢰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프로모션 요인 간의 중요

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반복측정 ANOVA와 Bonferroni의 조정된 t-test를 실시한다. 그리고 

프로모션 유형별 활용도를 중심으로 조사대상자를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Ward에 의한 계층

적 분류분석을 실시하고 이들 군집 간 소비자 만족도, 충성도, 재구매의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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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V 홈쇼핑의 판매촉진 활동은 가격할인, 쿠폰, 

사은품, 환불로 유형화되었고 사은품을 다른 세 가지 유형의 프로모션보다 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매태도는 만족도, 충성도, 재구매의도로 유형화되었다. 둘째, TV 홈쇼핑 판매촉진 4개 

유형을 가지고 4번의 군집분석을 하여 각 유형별 고활용 집단과 저활용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환

불의 경우 고활용 집단이 저활용 집단보다 만족도와 충성도가 유의하게 더 높았고, 사은품의 경

우 고활용 집단이 저활용 집단보다 충성도과 재구매의도가 더 높았고, 쿠폰의 경우 고활용도 집

단이 저 활용도 집단보다 만족도와 충성도가 더 높았다. 반면 가격할인의 경우 고활용 집단이 저

활용 집단하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환불, 사은품, 쿠폰을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은 

충성도가 높았고, 환불과 쿠폰을 많이 활용하는 소비자는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은품 활용도가 높

은 소비자들은 재구매의도 더 높았다. 

 

Ⅲ. 결론

본 연구 결과는 TV홈쇼핑 패션 상품 기획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요 고객이 되고 있는 중년

여성 소비자들에게 좀 더 효율적 상품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년 

여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프로모션 전략을 적극 반영하고 이를 패션상품 별로 활용하여 매출을 

끌어올리고 중년 여성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중년 

여성을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많은 후속연구들이 좀 더 다양한 세분변수를 가지고 연구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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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나*, 오경화
중앙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애슬레저 웨어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등산복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던 아웃도어 웨어가 매출 하락세를 보이는 사이 스

포츠 활동을 즐기면서 일상복으로 착용할 수 있는 애슬레저 웨어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애슬레

저 웨어는 운동‘(Ath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로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만들며 인기를 끌고 있다. 애슬레저 웨어는 여가시간이 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변

화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추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워킹, 라이딩, 요가, 필라테스, 피트니

스, 골프 등 건강과 미용에 관심을 갖는 인구가 늘면서 운동선수들의 전유물이었던 스포츠 웨어

가 기능과 패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애슬레저 웨어로 모습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젊

은 여성 소비자 중심이었지만 건강에 관심이 많은 30∼50대 남성과 활동이 많은 10대에 이르기

까지 그 수요층이 확대되고 있다. 애슬레저 웨어 시장이 성숙기에 돌입하면서 시장도 세분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스포츠 브랜드 중심이었지만 최근 온라인, 이너웨어, 글로벌 SPA, 워터 스포츠 등

의 가세로 전문 애슬레저 웨어 브랜드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국내 애슬레저 웨어 브랜드 별 소비자 타겟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

에서는 20∼50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애슬레저 웨어 추구혜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및 레저활

동 참여 동기, 애슬레저 웨어 추구 혜택, 애슬레저 웨어 구매 행동, 인구통계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요인분석, 회귀

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카이제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라이프스타일은 개인생활추구형, 

사교활동추구형, 웰빙추구형, 여가활동추구형, 계획소비추구형, 패션지향형 등으로 집단화 되었다. 

스포츠 및 레저활동 참여 동기는 사교의 즐거움, 자기과시, 체력증진, 외모유지 등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애슬레저 웨어 추구혜택은 외모지향형, 유행지향형, 젊음지향형, 편안함지향형, 기능

성지향형 등으로 나뉘었다. 애슬레저 웨어는 한 시기에 국한된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스포츠, 캐

주얼, 아웃도어가 만나 새로운 룩을 형성하고 복종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이후 급변하는 트렌드를 소비하는 계층이 어떤 소비자 집단인지 라이프스타일을 유

형화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있으며, 향후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애슬레저 웨어 

아이템 연구와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가 그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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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정, 김영삼
중앙대

패션모델의 자기표현력이 무대 자신감, 몰입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의 패션쇼는 고정되고 편향된 의미를 벗어나 디자이너의 개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표현의 

장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패션모델에게도 정형화된 워킹을 넘어선 다양한 퍼포먼스

나 연출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모델과 관객과의 소통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패션모델은 관객 앞에서 디자이너의 의상을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표현력을 

갖추어야 하며(Lee, 2014), 또한 패션쇼 무대에서 의상이 돋보이도록 몸짓, 얼굴표정, 응시 등 비

언어적인 자기표현(Kim, 2011)을 통해 관객에게 의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

션모델의 자기표현력은 패션쇼에서의 무대 자신감과 몰입 및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중요한 요

인이며, 자신감과 몰입은 무대에서의 수행결과 향상 뿐 아니라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전제조

건이라 할 수 있다(Kim & Lee,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모델의 자기표현력이 무대 자신감과 몰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 패션쇼 경험빈도에 따른 무대 자신감, 몰입 및 만족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패션쇼 무대

에서 모델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모델 직무수행에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패션쇼무대에서 모델의 심리적 특성과 활동을 이해함으로써 패

션모델이 무대에서 필요한 자기표현 요소와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모색을 통해 무대 자신

감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고찰과 설문조사를 활용한 양적 연구를 병행

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인구통계학적 11문항을 포함하여 자기표현력 20문항, 무대자신감 10문항, 

몰입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패션모델의 자기표현력이 무대 자신감과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둘째, 무대 자신감과 몰입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셋째, 

패션쇼 경험빈도에 따른 무대 자신감과 몰입,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를 검증하기 위하여 남녀패션모델을 대상으로 2017년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편의표집에 의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48부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 통계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모델의 자기표현력은 ‘동작의 의미성, 표현충동, 연기력, 개성’으로 분류되었고, 무대 

자신감은 ‘심리적 자신감과 신체적 자신감’으로 도출되었다. 몰입은 ‘행위몰입(패션쇼 무대에서 자

신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정보, 상상적 행위에 관련된 관심수준의 정도), 인지몰입(패션쇼 

무대에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심리적 기대로서 연출, 워킹, 포즈 등 표현하고 싶

은 욕구, 무대상황과 연출수행과제에 대한 인식정도)’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만족도는 단일요인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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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패션모델의 자기표현력과 무대 자신감과의 관계에서, 패션모델의 자기표현력이 무대 자

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동작의 의미성, 표현충동, 개성의 요인은 표현할수록 심리적 자신감이 향상

되는 반면 연기력 요인은 표현할수록 심리적 자신감이 낮아지고 있었다. 무대 자신감이 자기표현

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신체적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동작의 의미성과 개성으로 도

출되었으며 연기력은 신체적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작의 의미성과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모델일 경우 무대 자신감이 높아지는 반면에 연기력을 표현하려고 할수록 

무대 자신감이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패션모델의 자기표현력과 몰입의 관계에서 ‘행위몰입’ 요인은 동작의 의미성과 표현충동, 

개성을 표현할수록 높아지고, 연기력을 표현할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인지몰입’ 요인

은 표현충동과 연기력을 표현할수록 향상, 개성을 표현할수록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무대 자신감과 몰입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무대만족도에 대해서 심리

적 자신감과 신체적 자신감이 높을수록 패션쇼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고, 몰입이 무대 자

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행위몰입과 인지몰입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패션쇼 경험빈도에 따른 무대 자신감, 몰입 및 만족도의 차이분석 결과, 몰입에서

는 인지몰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만족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쇼 무대에서 모델의 자신감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

하고 직무수행능력 제고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써, 패션모델의 퍼포먼스 수행 만

족도 향상을 위해 무대에서의 자기표현력과 자신감, 몰입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패션쇼 성공에 중요한 패션모델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패션쇼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모델과 관객 모두가 만족하는 패션쇼 

연출에 필요한 새로운 변인(패션쇼에 대한 관객의 인식, 관객의 패션쇼 관람 후 만족요소, 모델과 

관객 간의 소통 요소 등)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관련한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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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월, 여은아*
계명대

중국 온라인 라이브방송 기반 쇼핑채널 운영 사례 연구

최근 스마트폰의 빠른 보급과 인터넷 인프라의 강화로 모바일 기기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Gim et al., 2016). 이와 함

께 중국에서는 온라인 라이브방송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China industry research net-

work(2016)에 따르면, 2015년까지 중국 온라인 라이브방송 플랫폼은 200여개에 달하며 100여개

의 라이브방송 애플리케이션이 유통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라이브방송 시장 규모는 약 148.5

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라이브방송 플랫폼 사용자 수는 2.4억 명에 이르며, 대형 라이브방송 플

랫폼의 피크 시간대 접속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른다(China industry research network, 2016). 총 

네티즌의 45.8%가 라이브방송 시청자라는 조사결과도 있다(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2016). 

중국 시장에서 라이브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은 쇼핑정보를 제공하거나 쇼핑채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형태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5월 

중국 최대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淘宝，Taobao）에서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을 출시했다. 중국의 

영화배우 오존(吴尊)이 분유에 대한 라이브방송을 한번 하고나서 분유 매출이 약 2억 원에 달하

였으며, 인터넷 스타를 칭하는 ‘왕홍’(网红) 중 한 명인 장따이(张大奕)는 라이브방송을 통해 4시

간동안 약 33억 원의 매출을 올려 화제를 낳기도 했다(Rui & Kang, 2016). 이 외에도 다양한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온라인 라이브방송과 쇼핑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늘

어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들의 사례연구를 통해 중국 온라인 라이브방송 기반 쇼핑채널 운

영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시 적용가능한 홍보마케팅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Cheetah Global Lab Report(2016)에 제시된 중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체 상

위 150개 사 중 라이브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20개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

보제공 유형을 구분하고 이 유형별로 쇼핑채널 운영방식에 대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다섯가지 유형은 각각 뉴스중심형, 동영상스트리밍중심형, 전자상거래중심형, 

개인네트워크중심형, 일반라이브방송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뉴스중심형의 경우 진르터우탸오

(今日头条，Jinri Toutiao: 오늘의 핫뉴스）앱을 조사하였는데 2012년 8월에 시작된 서비스로 가

입자수가 6억 명에 달하는데 여기에는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정보제공 방송들이 제공되는데 개인 

라이브방송은 서비스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사이트에서 인지도를 높인 운영자를 위주로 1인 미디

어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쇼핑과 트렌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쇼트클립이 많지만 직접적인 제

품광고성 내용은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동영상스트리밍중심형의 경우 아이치이(爱奇艺,IQIYI: 특별한 예술을 사랑함）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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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 앱은 2014년 4월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품질을 즐겨라’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라이브방송은 카테고리별로 제공되고 있는데 여신, 꽃미남 등의 카테고리에 집중되며 개인

도 쇼트클립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다른 동영상스트리밍중심형 앱은 텐센트동영상

(腾讯视频，V.QQ.com)으로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 잘 구현되어 있어서 2016년 12월 왕페이

(王菲) 콘서트에서 가상현실 라이브방송을 하기도 했으며 동시접속자 수가 8.8만 명에 달했다. 가

상현실 콘서트에 대한 1인당 방송 접속료가 약 5000원 정도인데 이 매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

측된다. 현재 개인 라이브방송은 없지만 배우, 스타일, 콘서트, 공연 위주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중심형으로 타오바오(淘宝,Taobao)가 대표적인데, 2003년 5월에 출시되어 전

자상거래와 연계하여 타오바오 라이브방송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타오바오의 라이브방송 카테

고리는 유아동 출산, 뷰티, 패션, 식품, 운동 등이며, 라이브방송 화면에 중국 지역별 접속자수 등

의 정보와 다른 접속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보면서 시청과 구매를 할 수 있고 방송잔행자에서 선

물을 주는 옵션도 있다. 2016년 4월 피피장이라는 중국동영상스타가 라이브방송으로 경매를 실시

했는데 접속자 수가 50만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쇼핑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개인네트워크중심형으로 중국의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微博，Weibo: 

MicroBlog)를 들 수 있다. 사용자들은 누구나 라이브방송을 할 수 있어 누구나 왕홍이 될 기회가 

있으며, 네트워크 상에서 친구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라이브방송 관람자들이다. 제품 정보나 사용

후기를 담은 라이브방송을 통한 홍보효과가 높아 이와 연계하여 할인쿠폰을 발급하거나 체험기회

를 준다던가 하는 이벤트를 연계하는 활동이 ‘웨이보마케팅’으로 불려질 정도로 쇼핑과의 연계가 

활발한 애플리케이션이다. 쇼트클립과 라이브방송도 제공하고 구매사이트와의 링크를 제공한다. 

다섯째, 일반라이브방송형이 있는데 이 중 이즈브(一直播，One live）는 2016년 5월에 출시되

었으며 웨이보의 협력 파트너이다. 녹화영상처럼 라이브방송 후에 다시보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상호 작용하고 있다. 또다른 예로 잉크어(映客, Inke)가 있는데 이는 중국 최대의 라이브

방송 애플리케이션이다. 2015년 5월에 출시되었으며 2016년까지 가입자는 1.4억명에 달한다. 라

이브방송과 스타일, 라이브방송과 버라이어티, 라이브방송과 TV, 라이브방송과 전자상거래 등 각 

카테고리에 라이브방송을 결합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의미있는 내용들은 쇼트클립

으로 만들어 제공한다. 

이와 같이 중국 온라인 라이브방송이 쇼핑채널로서의 활용에 대하여 5가지 애플리케이션 유형

별로 그 특징들을 알아보았다. 각 특징들과 더불어 문제점들도 지적할 수 있는데, 라이브방송의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인터페이스, 기능, 콘텐츠가 거의 유사하여 애플리케이션간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적은데 이는 인기있는 요소를 도입하면 바로 다른 경쟁사들이 벤치마킹하여 동일 요소를 

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왕홍의 유명도에 따라 활용시 홍보비 수준이 달라지는데 이들

을 활용이 매출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라이브방송 

접속자 수 등의 표시에 있어 숫자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발표된 바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라이브방송을 통해 적은 홍보비를 투자하

여 중국의 거대시장에 홍보가 가능하므로 많은 판매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국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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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해외의 희소성 있는 제품이나 체험 및 후기가 중요한 화장품과 의류, 공동구매를 할 수 있

는 제품들은 중국 라이브방송을 통한 상품홍보와 쇼핑채널연계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공략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급변하는 중국 패션시장의 정보를 

얻고 상품을 홍보하는 채널로서 온라인 라이브방송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로 고려되어져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Cheetah Global Lab Report (2016). Reflect the guest Tencent spell: China broadcast App latest ranking. Retrieved April 7, 

2017, from http://lab.cmcm.com/.

China industry research network (2016). 2016-2020 analysis of China's live broadcast industry and Investment Trend Forecast 

Report. Source: Think tank research consulting. 

China Internet Network Information Center (2016). Retrieved April 15, 2017, from http://www.cnnic.net.cn/. 

Gim, N. T., You, D. H., Jang, J. Y., Seo, B. S., Jeong, E. Y., Kim, D. H. (2016). An adaptive TTL allocation scheme for live 

and on-demand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 The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 Stochastic 

Method, 45-46.

Inke. Retrieved April 7, 2017, from. http://www.inke.cn/.

IQIYI. Retrieved April 7, 2017, from http://www.iqiyi.com/.

Jinri Toutiao. Retrieved April 7, 2017, from. http://www.toutiao.com/.

One live. Retrieved April 7, 2017, from. http://www.yizhibo.com/.

Rui, Y. F.,& Kang, Y. Q. (2016). Direct electricity supplier has now experienced shopping experience to optimize the water test. 

Source: BMR FUTURE. 

Taobao. Retrieved April 7, 2017, from. https://world.taobao.com/.

V.QQ.com. Retrieved April 7, 2017, from. https://v.qq.com/.

Weibo. Retrieved April 7, 2017, from. http://weibo.com/.



136 ____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션산업 생태계 변화

이현옥, 구양숙
경북대

남성의 외모 도구성이 외모관심,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자 이미지의 시대이다. 좋은 이미지 구축은 개개인 간의 관계 향상은 물

론 대인관계에서 강점으로 작용하여 사회생활에 자신감 형성과 개인의 잠재적 능력, 장점을 최대

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이경희 외, 2012). 특히 현대사회에서 성공의 변수는 외모와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의식적이든 의식적이 아니든 사람들은 외모로 상대를 분류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의사소통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중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익숙한 시각적 요소에 의

한 메시지를 들 수 있는데, 외모는 무언의 신호이며 내면의 외적 표현으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김보배, 2010).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인 외모는 대인관계, 연인관계, 취업을 위한 활동 등 여러 방면의 사회

적 상황에서 그 매력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으며, 현대인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정형화된 외모 기

준에 부합하기 위해 외모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취업과 면접 관련 

상황에서 외모가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기사, 외모로 인한 연애 실패담, 외모에 의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사례, 외모의 매력 정도가 폭 넓은 대인관계, 결혼 능력, 직업적 능력, 경제적 

능력에 상관성을 보이는 것(성영신 외, 2009),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학교, 병원, 법원 등 사회생활영역 전반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김완석 외, 2009)것을 

볼 때 여러 방면의 사회적 성취 장면에서 외모 도구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외모 도구성이란 개

인이 지각하는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뜻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획득이 아닌 매력적

인 외모를 통해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2차적 수단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외

모가 가지는 도구성이 연인관계, 대인관계, 사회적 직업 활동 등에서 개인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외모가 사회에서 얼마나 도구적으로 유용한가에 대한 신념이다(권지현, 2008).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유용성의 신념인 외모 도구성이 외모관심과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취업과 연애, 대인관계에서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대-30대 남성의 외모 도구성과 외모관심, 외모관리행동에 대한 

연구는 현대사회의 외모가 가진 심리적 영역과 외모관련 소비산업의 경제적 소비화를 위한 마케

팅 영역의 전략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한 자료 수집을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0-30

대 남성을 모집단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여 조사하였다. 총 265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43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6부를 제외한 총 217부가 최종자료 분석

에 이용되었다. 분석방법으로 SPSS 20.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시된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외모 도구성, 외모관심,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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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각각 3요인, 1요인, 5요인으로 분류되었고, 1요인으로 나타난 외모관심은 평균값을 이용

해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외모 도구성(3요인), 외모관심(1요인), 외모관리행동(5요인)의 각 요인

별 신뢰도 분석결과 0.803-0.914, 0.853, 0.713-0.766으로 비교적 높은 신뢰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외모 도구성이 외모관심의 두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문제1의 검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전체에 대한 적합도는(χ2=13.576, 

p-value=0.004)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외모 도구성 요인 중 사회적 성취차원(β=-0.599, W=7.103 

p=0.008)이 부적인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외모도구성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연구문제2의 검정을 위해 외모 도구성 3요인과 외모관리행동 5요인에 대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피부/화장품에 대한 회귀모형이 F=2.919(p<0.05)로 모형이 적합하

게 나타났으며, 외모 도구성 요인 중 사회적 성취차원이 피부/화장품사용행동(β=0.243, t=2.771, 

p=0.006)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사회적 유용성을 중시하는 대학생 그룹이 중시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외모가 가진 혜택을 위해 성형수술, 화장품 사용 등 외모관리 요인이 높

게 나타난(Gim et al., 2010)것을 볼 때 본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모관심과 외모관

리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3의 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피부/화장품사용

행동(t=7.579 p=0.000), 성형행동(t=5.576, p=0.000), 헤어행동(t=6.612, p=0.000), 패션행동(t=7.484, 

p=0.000)의 외모관리행동 4요인이 외모관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관심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외모 도구성이 외모관심,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에 대한 분석

으로 외모 도구성의 유형에 따른 외모관심의 관계적 요인의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심리적 측면의 

외모개념 정립에 도움을 주며, 외모 도구성의 유형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분석과 외모관심과 외모

관리행동에 대한 차이분석은 각 유형에 따른 세분화된 시장구성과 세분시장별 표적대상에 대한 

뷰티산업관련 제품전략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방안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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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정, 정성지
동덕여대

소비자 독특성 욕구와 가격민감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희소성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중심으로-

1. 서론

20세기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소비자들의 욕구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획일화

된 패션보다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자기표현의 방식으로 패션제품을 적극적으로 소

비하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은 가치에 중점을 두어 자신의 욕구를 보다 적극적

으로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같은 가치소비와 함께 'P형 소비자' 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이는 자

신만의 준거 기준에 기반하여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로, 자신이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프리미엄을 붙여 더 비싼 값에 구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관점에 따라 열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당 상품을 소유

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

여 여러 분야의 브랜드에서 한정수량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이러한 한정판 마케팅

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판매촉진 방법으로 대두되었다. 문구 브랜드 모나미는 153볼펜 50

주년 한정판을 발매하여 2만원의 가격으로 10,000자루를 이틀 만에 완판 하였고, H&M의 발망과

의 콜라보레이션은 전 세계에서 6시간 만에 대부분의 물량을 소진하였다. 모나미 153볼펜의 경우 

원 가격은 200원으로 한정판 제품의 가격은 기존 100배의 가격대로 책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온라인 스토어에서는 출시 직후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와 함께 조기매진 되었고,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이틀 만에 전 물량이 판매되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높은 가격대와 관계없이 긍정적이

었고,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다수였다. 심지어 품절 이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는 10배-15배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정판 마케팅, 헝거 마케팅은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희소성메시지를 가진 상품 마케팅에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는 있으나, 패션 분야에서는 이와 같은 소비자의 심리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

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희소성메시지에 노출되었을 때,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와 가격민감도가 소비자

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타깃층에 따라 희소성메시지의 효과적인 활용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20-30대 중 스스로 패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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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08월 24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약 두달에 걸쳐 이루어졌으

며, 설문에 응답한 설문지 총 23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18.0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 분

석을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는 독창성 추구, 비대중성 추구, 유사성 회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희소성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는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심리적 압박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셋째,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 요인 중 독창성 추구 요인이 높을수록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느낀

다고 나타났으며, 반대로 비대중성 추구 요인은 낮을수록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나타났

다. 유사성 회피 요인은 심리적 압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는 3가지 희소성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중 제품 호감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 요인 중 독창성 추구 욕구가 높을수록 구매의도 또한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비대중성 추구는 낮을수록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유사성 회피 요인은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섯째, 희소성메시지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중 심리적 압박감과 제품 호감도 두 요인 모두 

높을수록 소비자의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는 희소성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 중 제품 호감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덟째,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는 희소성메시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 중 심리적 압박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희소성메시지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과 제품에 대한 호감도는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높이는 효

과가 있었다. 이에 따라 희소성 마케팅을 펼칠 때에 소비자에게 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독창성 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 요인 중 비대중성 추구 요인은 희소성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요인

과, 구매의도 모두에 부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적절한 소비자 타깃팅이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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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마케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는 희소성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소비자의 구매의도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처럼 아직은 소비자의 독특성 욕구 수치가 연구자의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새롭

게 생겨나는 신조어나 소비패턴의 흐름으로 보아 독특성 욕구라는 소비자 심리는 앞으로 판매촉

진 마케팅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므로 추후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보완하여 시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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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현우*, 김은희1), 채진미
연세대*, BNE Trend Research1), 

한성대 날씨요인과 의류제품 판매량 
-의류전문 제조업체의 판매데이터를 근거로-*

최근에는 날씨가 매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며 의류 기업들에서

는 날씨와 판매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날씨 정보를 수요예측이나 마케팅 일환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날씨와 기상 정보를 접목하여 기업의 수요예측, 생산 및 판매 유통에 이

르는 기업 경영 전반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날씨 마케팅이라고 한다.(Lee, Ahn, & Chung, 

2011). 날씨는 구매자의 소비심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날씨와 매출은 연관성이 있다

고 인식된다. 그러므로 국내 의류전문 제조업체인 “A”사가 보유하고 있는 캐주얼 브랜드와 아웃

도어 브랜드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요인들과 날씨요인외의 주요한 영향 

요인들을 파악하고 판매량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의류제품의 특

성상 계절적인 특성이 강한 제품이므로 계절/품종 별로 분류하여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8)

“A”사의 캐주얼 브랜드와 아웃도어 브랜드의 일별 판매량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국에 분

포한 점포들의 2015~2016년의 2년 동안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품종별 분류를 하기 위하여 재킷

(정장재킷과 점퍼), 상의(셔츠, 티셔츠), 하의(바지)로 분류하였다. 날씨자료는 선행연구 결과 의류

제품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어 온 평균기온, 해면기압, 미세먼지농도를 기상청 데이터

로부터 입수하였다. 평균기온(average temperature: °C)은 일일 기온의 평균이고, 해면기압(sea 

level pressure: hPa)은 평균 해수면 높이에서의 기압으로 해면기압이 높다는 것은 맑은 날씨를 

의미하며, 미세먼지농도(fine dust: ㎍/㎥)는 해당 일에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 농도를 

의미하였다. 분석은 SAS® 9.4와 SAS® Enterprise Miner 14.1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분산

분석, 던컨테스트,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수집한 판매량에 대해 요일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주말(토, 일) 판매량이 주중(월~금)보다 

현저하게 높음을 파악하고 주말효과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Jang과 Lim(2003)은 백화점 의류

매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기세일이라고 하였고, 가격할인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 Kim과 Lee(2000)의 연구에 따라 할인효과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전 제품의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균기온, 해면기압, 미세먼지농도

의 날씨요인과 주말효과, 평균할인율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제품 총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할인율, 주말효과 순이었고 날씨요인 중에는 미세먼지농

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웃도어 브랜드에 비해서 캐주얼 브랜드에서 투입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높게(71.8%) 나타났는데, 주말효과, 할인율, 평균기온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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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한편,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는 할인율과 미세먼지농도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캐주얼 브랜드에서 계절/품종별로 분류하여 제품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봄에는 모든 품종에서 주말효과와 평균기온, 미세먼지농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여름에는 주

말효과와 평균기온, 미세먼지농도 외에 해면기압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재킷의 

경우는 평균기온이 낮을수록, 상의는 평균기온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겨울에는 주말효과, 평균기온, 미세먼지농도, 해면기압 외에 할인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기온의 영향을 살펴보면, 가을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전 품종의 판매량이 높았고, 겨울

에는 재킷은 기온이 낮을수록 상의는 기온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겨

울동안에는 해면기압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맑은 날씨에 소비자들이 구매

를 많이 함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계절/품종별로 분류하여 제품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 겨울을 제외하고는 캐주얼에 비해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낮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봄에는 재

킷과 상의의 경우 평균기온이 낮을수록, 미세먼지농도가 낮을수록 판매량이 높았고, 하의는 미세

먼지농도와 주말효과의 영향을 받았다. 여름에는 전 품종에서 해면기압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

났는데 해면기압이 낮을수록 판매량이 높게 나타나 캐주얼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가을에는 전 

품종에 있어서 평균기온이 높을수록, 미세먼지농도가 낮을수록, 해면기압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높

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겨울도 가을과 마찬가지로 평균기온, 미세먼지농도, 해면기압의 영향을 받

았는데, 가을과 달리 평균기온이 낮을수록 모든 품종의 판매량이 높았고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기온이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의류제품의 판매량 예측 및 적절한 물량기획을 위해 실증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균기온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날씨요소이며, 

특히 겨울용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기온의 하강 정도에 따라 겨울용 재

킷, 점퍼, 바지의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름에는 기온이 상승하는 시점에 맞춰 셔

츠나 티셔츠의 물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여름용 재킷이나 점퍼는 앞서서 재고를 

소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농도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엔 소비자들의 

구매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말효과와 할인효과

도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주말 동안의 판매량을 더욱 급증시키기 위한 판매촉진이

나 이벤트 전략을 세우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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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은아
계명대

부모와 형제자매의 외모관련 놀림이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정 내에서 부모와 형제자매의 외모관련 놀림(teasing)이 자주 행해지고 이것이 놀림을 당하

는 아이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Eisenberg et al., 2003). 이

러한 연구는 기존에 가족간의 놀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가족간에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놀림의 부정적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다. 가족 구성원간의 놀림이 피해자의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선행연구(Keery et al., 2005)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실증적 검

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중학생 시기는 남녀성별의 차이가 뚜렷해지며 이에 따른 행동 차이도 명

확해지는 시기이므로 연구변인들간의 관계에 있어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제시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모의 외모에 대한 놀림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2. 형제자매의 외모에 대한 놀림 수준이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 3. 신체만족도가 낮을수록 자아존중감도 낮을 것이다.

가설 4. 성별에 따라 부모의 외모에 대한 놀림, 형제자매의 외모에 대한 놀림, 신체만족도, 자

아존중감 변인 사이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한 중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594명(남학생 190명, 여학생 404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는 SPSS를 이용한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t-검정,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가설검증에 앞서 시사점 도출에 참고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연구변인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와(p<.01) 형제자매의(p<.01) 외모에 대한 놀림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고, 신체만족도가 더 낮은 것(p<.001)을 알 수 있었다. 자아존중감에 있어 성별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외모에 대한 놀림은 신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

며(p<.01) 형제자매의 외모에 대한 놀림도 신체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p<.01). 신체만족도

는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p<.001). 이로서 가설 1, 2, 3은 채택되었다. 

성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비교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 모형에서는 부모의 

외모에 대한 놀림이 신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왔고 남학생 모형의 나머

지 경로와 여학생 모형의 모든 경로에 대해서는 전체 모형 결과와 동일한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를 체크한 결과 부모의 외모에 대한 놀림이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에서 유의한 수준의 성별차이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가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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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결론적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의 외모관련 놀림은 아이의 신체만족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까지 낮춘다고 볼 수 있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에 비해 부

모의 외모관련 놀림이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

해 기존에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가족간의 외모관련 놀림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후속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잇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결과는 가족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 구

성원간 외모에 대한 놀림행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모관리 및 의복행동에 대한 아

이디어 도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비만도를 낮춘다거나 적절한 외모관리

를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교육과 논의도 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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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동아대

인스타그램의 특성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내 모바일 쇼핑시장은 2016년 26.5%의 고성장률과 약 150억 달러(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고 있으며 2015년 국내 모바일 시장 규모는 약 147억 달러로 추산되어 전체 온라인 

시장의 37.5%를 차지하였다(ZDNet Korea, 2015). 모바일 쇼핑몰에서 의류/패션제품의 구매비율

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통한 쇼핑보다 모바일 쇼핑 시장의 성장이 더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패션기업에게 중요한 마케팅 

매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패션제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소비자가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인지하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이 무엇이며 이러한 특성들이 몰입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자 만족과 구매의도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는 인스타

그램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0명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을 

감성적 특성, 공유적 특성, 간결함 특성, 정보적 특성으로 인지하였고, 인스타그램 쇼핑과정에서 

나타나는 몰입의 유형은 관계적 몰입, 지속적 몰입, 규범적 몰입으로 구성되었다. 인스타그램에서 

소비자가 감성적 특성을 중요하게 인지할수록 모든 유형의 몰입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도 인

스타그램 외 다른 사이트나 앱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는 지속적 몰입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의 공유적 특성을 중요하게 인지하는 소비자일수록 커뮤니티 활동에 애한 

의무감이나 댓글에 대한 강한 공감 등 규범적인 몰입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스타그램의 정보적 특

성을 중요하게 인지할수록 관계적 몰입이나 지속적 몰입이 감소하였다. 또한 인스타그램의 특성

을 인지하면서 형성되는 관계적 몰입이나 규범적 몰입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는 만족하였고 이러한 

소비자의 만족은 구매의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패션제품의 시각적 내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인스타그램의 지속적인 활용이나 상호

작용 관계 혹은 규범적인 공감 등에 대한 몰입이 높게 나타나면서 인스타그램에 대해 만족하였고 

이러한 만족감은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증가시켰다. 인스타그램

에서 다른 사람과의 패션에 대한 정보 나 생각의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인스타그램

의 규범적인 공감에 대한 몰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면서 패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는 패션제품의 정보들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인스타그램의 지속적인 활용이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몰입이 감소하면

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만족과 이어서 나타나는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

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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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광고쿠폰의 텍스트와 이미지 구성 유형에 따른 소비자 
반응 연구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미디어라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생활

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모바일미디어는 단순히 이동 중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다(Korean mobile forum, 2004). 모바일미디어는 소비생활의 모든 부분에 걸쳐 이용되는 매

체가 되었으며 광고업계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광고에 주목하고 있다.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2016)의 2016년 광고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광고 

시장은 1조 8,042억원으로 전체광고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모바

일광고는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나 모바일광고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 반응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

족한 실정이므로 소비자의 개개인의 요구에 맞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모

바일광고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Song, 2005). 

최근 기업들은 젊은 소비자들을 위해 모바일쿠폰을 통한 마케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Lee, 

2007). 실제 LG Uplus Corp(2017)에서는 봄을 맞아 U+멤버십사용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무료 샘

플받기 쿠폰’, ‘가격할인 쿠폰’ 등을 증정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모바일쿠폰을 통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사은품을 증정할 때 모바일 쿠폰에 포함되

는 텍스트와 이미지 구성 유형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는 

이미지보다 정보전달력이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이미지는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모바일 광고쿠폰에 제시된 정보의 텍스트와 이미

지 구성 유형에 따라 모바일 광고쿠폰에 대한 평가, 태도, 사용의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모바일 광고쿠폰 평가-태도-사용의도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함으로서 모바일 광고쿠폰에 대한 소비

자 반응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모바일 광고쿠폰의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되는 정

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모바일 광고쿠폰의 텍스트와 이미지 유형별 특성평가, 태도, 사용의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모바일 광고쿠폰의 특성평가는 모바일광고 쿠폰의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모바일 광고쿠폰에 대한 태도는 모바일광고 쿠폰의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바일광고쿠폰 이미지를 제작하여 이를 자극물을 이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서로 다른 자극

물 이미지가 포함된 설문지를 무작위로 배포한 뒤, 모바일 광고쿠폰의 텍스트와 이미지 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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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유형(텍스트만 제시,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제시, 이미지만 제시)에 따라 설문응답에 참여

하도록 하였다. 자극조작 점검을 통해 ‘글자가 많다‘, ’이미지가 크다‘의 두 항목에 대하여 3개의 

유형 응답이 다름을 확인하였고, 자극물이 실제 모바일쿠폰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5점 척도의 중

간값 2.5 이상의 평균값을 보이며 실험집단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조작이 앙호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설검증에 앞서 다항목으로 측정된 특성평가, 태도, 사용의도 항목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특성평가는 3가지 요인이 도출되어 각각을 정보성, 신뢰성, 유쾌성으로 명명하였

고, 태도와 사용의도는 각 하나씩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모든 요인에 대하여 .80 이상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각 항목의 평균값을 각 요인값으로 사용하였다. 가설 1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일원변량분

석과 Tukey’s test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모바일 광고쿠폰의 텍스트와 이미지 구성유형(텍스트

만 제시, 텍스트와 이미지 함께 제시, 이미지만 제시)에 따라 모바일 쿠폰특성평가 중 유쾌성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다른 특성평가(정보성, 신뢰성), 태도, 사용의도에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서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는 집약된 

정보를 일시에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므로 정보를 볼 때 이미지에 비해 유쾌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Cho, 2013). 

다음으로 연구변인간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에서 CMIN는 258.511(DF=.109)이며 Q값

(CMIN/DF)은 2.372로 기준값인 3이하로 나타나 적합도를 보였으며, CFI는 .936, IFI .937, 

RMSEA는 .081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과모형의 적합

도는 CMIN는 268.605(DF=.112)이며 Q값(CMIN/DF)은 2.398으로 기준값인 3이하로 나타났고, 

CFI는 .993, IFI .933, RMSEA는 .082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각 경로는 모두 유의하게 나

타났는데(p<.001), 구체적으로 모바일광고쿠폰의 정보성, 유쾌성, 신뢰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모바

일 광고쿠폰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사용의도도 더 높

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로서 가설 2와 3은 지지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광고쿠폰의 

내용 구성에서 텍스트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더 즐

거운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통해 모바일쿠폰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하지만 정보전달력이나 신뢰도에는 텍스트와 이미지 구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

로 광고대상 상품과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모바일

광고쿠폰의 정보성, 신뢰성, 유쾌성이 모두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광고 쿠폰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

이 모바일광고쿠폰의 사용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인지하고 광고효과를 높

이기 위해서 긍정적 태도 형성이 선행되어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다양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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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근
안동대

패션상품의 태도형성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혁신성의 영향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질수록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점

차 줄어들고, 오히려 과거를 더 긍정적으로 미화하거나 과거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갖게 되기

도 한다. 한편, 근래에 패션트렌드가 점점 빨리 변하면서 혁신적인 소비자들은 새로운 유행에 적

극적으로 대응하며 때로는 새로운 상품을 더 빨리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소 상

반된 현상이 펼쳐지는 현실에서 패션상품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의 특성이 어떻게 서로 다른 태도

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즉, 과거에 대한 향수를 의미하는 노스탤지어

성향과 새로운 것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을 말하는 혁신성이 서로 다른 유형의 패션상품인 패스트

패션상품과 친환경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4일부터 4일간 실시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총 312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스탤지어성향과 혁신성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과, 2가지 성향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집단, 각각 한쪽이 높고 낮은 집단 등과 같이 총 4개의 집단이 도출되었다. 4개의 집단

에서 패스트패션상품과 친환경패션상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에서 먼저 패스트패션상품에 대

해서는 혁신성이 높고 노스탤지어성향이 낮은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친환경패션상품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노스탤지어성향과 혁신성 

둘다 높은 집단과 노스탤지어성향이 높고 혁신성이 낮은 집단이 가장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패

스트패션상품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으나 이미 일상적인 패션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노스탤지어성향과 혁신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친환

경패션상품은 새로운 컨셉의 상품이면서 전통과 환경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복합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노스탤지어성향과 혁신성이 패스트패션상품과 친환경패션상품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패스트패션상품의 유용성에 대해 혁신성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환경패션상품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노스탤지어성향과 혁신성 모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패션은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더 빠른 트렌드를 제시

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소비자일수록 패스트패션상품을 더 유용하게 생각하였다. 반면에 친환경패

션상품은 친환경성을 핵심으로 전통적인 제작방식을 고수하면서도 디자인, 소재 등에서 새로움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본 연

구를 통해 노스탤지어성향과 혁신성과 같이 상반된 성향이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유형의 패션

상품에 대해서 비대칭적으로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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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짜오윈위예
계명대

중국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한국화장품에 대한 태도

오늘날 중국은 세계의 생산기지에서 주요 소비시장으로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소비수준이 날로 향상되고, 그에 따른 생활문화 산업의 

다양한 수요는 시장에서의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중국 소비자들의 뷰티

ㆍ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화장품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되었으며, 2012년 중국의 화장품 

산업 시장규모는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했다. 그 결과 중국에서의 화장품산업이 차지

하는 비중은 부동산, 자동차산업, 여행 산업 다음으로 커지며, 세계적인 소비시장으로 점차 확대

되고 있다(Ryu, 2014). 

한국의 화장품 기업은 이러한 중국시장의 변화에 따라 앞 다투어 중국진출을 시작하였으며, 

2014년 이후 중국 및 홍콩으로의 한국화장품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중국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한국화장품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구매의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며, 중국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한국화장품의 기업진정성, 판매원진정성, 제품의 진정성 등 

한국화장품의 진정성 평가와 제품의 품질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중국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른 한국화장품에 대한 태도

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중국소비자의 한국화장품에 대한품질 및 제품진정성평가, 기업의 진정

성평가, 판매원의 진정성 평가가 한국화장품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한국화장품을 소비해 

본 경험이 있는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 조사에 앞서 2015년 7월~8월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설문 2016년 9월 20일

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중국에 전문 온라

인 설문기관을 통하여 605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중국소비자의 소비성향은 과시소비, 계획소비, 비교소비의 3가지 요인으로 나탔으

며, 소비성향에 따른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획소비집단(n=307)’‘소극적 소비집단(n=97)’‘적극적 

소비집단(n=201)’로 나타났으며, 집단 간 차이분석결과 한국화장품의 평가, 품질진정성, 기업진정

성, 판매원의 진정성, 구매의도의 모든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소비자의 소비

성향, 한국화장품에 대한 평가(품질평가, 제품의 진정성, 기업의 진정성, 판매원의 진정성)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결과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중국소비자의 소비성향에 따라 한국화장품에 대한 평가와 구매의도가 다

르게 나타나는 연구결과는 향후 중국진출을 모색하는 한국화장품기업의 중요한 전략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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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Kiseol Yang
충북대

Self-Service Technologies(SST) Streamlining Consumer 

Experience and Increasing Patronage Intention toward Retail 
Stores

By focusing on the self-service technologies(SSTs) in different retail setting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consumer perceived interactivity of SSTs, to examin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perceived interactivity of SSTs, store shopping experience, and pa-

tronage intention toward the retail stores, and to compare the structural models between 

fashion and general retailers. The measures were developed based on existing scales, and 

consisted of perceived interactivity, customer experience(Pleasure, Arousal, Dominance) and 

patronage intention. For collecting data, a online survey was administered by a research 

agency. Two sampling frames were used: one was the sample experienced SSTs from fashion 

retail stores and the other sample experienced SSTs from general retail stores. A total 422 

usable responses(n=201 for fashion retail stores; n=221 for general retail stores) were obtained 

from Korean consumers who were aged from 20 to 49 years old. Data was analyzed by us-

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ia AMOS 22.0. The measurement model showed a good fit 

to the data. Estimated structural model showed good fit for the fashion retail store data (χ

2=945.331, df=408, CFI=.901, RMSEA=.081) and the general retail store data(χ2=876.034, 

df=408, CFI=.922, RMSEA=.072).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interactivity dimensions of 

SSTs streamline consumer store shopping experience(PAD), leading to patronage intention for 

both fashion and general retail stores. With respect to perceived interactivity, user control 

had a positive effect on pleasure only; responsiveness had positive effects on pleasure and 

dominance; and two-way communic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consumer experience(pleas-

ure, arousal and dominance) for the both samples. Of customer experiential factors, pleasure 

and dominance increased patronage intention, which supports the mediating effects of cus-

tomer exper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interactivity of SSTs and patronage 

intention for both retail stores. The chi-square difference test indicated in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hypothesized paths across the two samples implying that the effect of perceived inter-

activity of SSTs on consumer experience and patronage intention were similar across different 

retail venues. This study discussed managerial implications for retailers to effectively utilize 

self-service technology in the retail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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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욱, 권오경
㈜비에스지 기술연구소

식물유래 투습방수 PU필름의 제조 및 특성 분석*

Ⅰ. 서론9)

오늘날 친환경 녹색기술 및 제품에 대한 요구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지구 온난화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과 기술지원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투습방수 소재는 오랜 역사와 함께 기술의 진보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

ㆍ외 연구기관과 기업에서도 기술의 향상 및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진하고 있지만 아직까

지는 비슷한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규제 및 환경적인 대응, 기술우위에 선

점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전략화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존의 소재를 대체하는 차별화

된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여 기술 및 성능면에서 기존제품 대비 동등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수준과 실질적인 환경 규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표준화된 제도 아래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시장

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친환경에 관련된 재생성(recycle), CO2 저감 등을 

위한 각종 노력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 저감형인 식물유래 Bio-PU필

름을 이용하여 기존의 석유화학계로부터 제조되는 PU필름과 비교ㆍ분석 후 그 특성을 고찰하였

다.

Ⅱ. 연구방법

1. 재료

Bio-PU필름의 기저소재인 폴리우레탄 수지(Polyurethane(PU) resin)는 자체 합성한 바이오매스

(Biomass)기반 PU수지를 사용하였으며, 기존의 석유화학계로부터 제조된 PU필름의 기저소재는 

당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PU수지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용제로는 소량의 용해제로 구성된 혼합용

액을 사용하였다.

2. 필름 제조

바이오 폴리우레탄 수지(Bio-PU), 석유화학계 폴리우레탄 수지(PU수지), 소량의 용해제로 구성

된 혼합용액을 이용하여 각각 혼합 및 제조를 한 후, 실리콘 이형지 위에 닥터 나이프 코터

(doctor knife coater)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를 갖도록 캐스트(cast)를 하였다.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우수기술연구센터(ATC)] 기술개발 사업(과제번호 : 10045679)의 지원으

로 수행되었음.



153포스터발표 _____

3. 시험분석

시험분석으로는 크게 물리ㆍ화학적 특성, 역학적 특성으로 나눠 분석하여 결과를 평가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열분해온도

※ 열분해온도 분석조건

시험방법 TGA 기기를 이용한 분석

조건

분석
분석기기

온도범위

(℃)

승온속도

(℃/min)
분위기

열분해온도

(TGA)
TGA Q500 25~800℃ 5℃/min N2

1-1. 열분해온도 시험결과

구분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시험결과

PU필름 열분해온도

(Weight loss at 

800℃)

%
TGA 기기를 이용한 

분석

86.7

Bio-PU필름 91.8

PU필름 Bio-PU필름

시료를 가열하면 열분해를 하게 되는데 무게감소(weight loss)를 측정하여 그 시료가 얼마나 

열에 안정한지 불안정한지의 척도를 분석하는 열안정성과 관련한 열분해온도를 측정한 결과, 

Bio-PU필름이 PU필름 보다 약 5% 이상의 결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Bio-PU필름이 열에 

대해 조금 더 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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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리전이온도

※ 유리전이온도 분석조건

시험방법 DSC 장비를 이용한 열분석

 조건

분석
시험장비

측정 온도범위

(℃)

승온속도

(℃/min)

냉각속도

(℃/min)
분위기

유리전이온도

(Tg)
DSC Q20

-50~200℃ (1st Heating)

200~-50℃ (1st Cooling)

-50~200℃ (2nd Heating)

20℃/min 20℃/min N2

2-1. 유리전이온도 시험결과

구분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온도구간 시험결과

PU필름
유리전이온도

(Tg)
℃

DSC 장비를 

이용한 열분석

1st Heating 22

2nd Heating 22

Bio-PU필름
1st Heating -25

2nd Heating -26

PU필름 Bio-PU필름

시차주사 열량측정법(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을 통해 유리전이온도(Tg, glass 

transition temperature)를 분석한 결과, PU필름의 Tg는 반복 순환과정(cycle)을 겪어도 무정형

(amorphous)영역에서 용해가 잘 되지 않아 Tg가 높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이 되며 Bio-PU필름의 

Tg는 분자들이 열에 의해 영하점에서 활성을 일으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3. 바이오탄소 함량(Bio-based carbon content, %)측정

미국재료시험규격(ASTM)은 바이오 베이스 제품(Bio based products)에 관한 시험법과 정의를 

국제적으로 규격화하고 있다. 아래의 표 1과 같이 Bio based contents의 표준규격을 ASTM D 

6866으로 성립시켰으며 현재 이산화탄소(CO2)를 광합성에 의해 고정화하는 바이오매스(Biomass)

의 “pMC”(Percent modern carbon)를 108로 규정하고 pMC에 0.93을 제곱한 것에 대하여 Bio 

based contents로 정의하고 있다.

바이오탄소 함량(Bio based carbon content)측정은 위의 표 1에 서술한 바와 같이 3종류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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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되고 있으며 Bio-PU필름의 바이오탄소 함량 분석은 액체섬광계수기(LSC)를 이용한 벤젠합성법

으로 분석을 하여 함량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D 6866-06 a Standard Test Methods for Determining the Biobased Contents of Natural Range Materials Using 

Radiocarbon and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Analysis

방법 개요 정밀도

A : CO2 흡수법
샘플을 화학적 방법에 의해 CO2로 변환하여 발생한 CO2를 신티레이션 

카운터용의 흡수용매에 흡수시켜 14C 수를 신티레이션 카운터로 계수
±5~10%

B : 벤젠합성법

샘플을 화학적 방법에 의해 CO2로 변환하여 리튬카바이트를 가지고 

아세틸렌으로 변환한다. 아세틸렌을 벤젠으로 전환하여 벤젠을 신티레이션 

카운터로 계수

±2%

C : 가속질량분석법
샘플을 화학적 방법에 의해 CO2로 변환하여 CO2를 이온화하여 탄소 12C, 13C, 

14C의 비율을 계측할 수 있는 가속기에 걸어 14C의 비율을 정확하게 측정
±2%

표 1. ASTM D 6866에 의한 바이오탄소 함량 측정

Ⅳ. 결론

본 연구에 있어 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저감형 Bio-PU로부터 제조된 Bio-PU필름을 응용함에 따

라 기존의 소재 대비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물성을 확립하였으며 또한, 석유자원의 의존도를 낮추

고 증가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소재개발을 통해 제조기술 

확보 및 고부가가치로써의 제품생산, 신규용도 창출에 의한 새로운 수요시장 형성으로 인해 상품

의 용도와 수요의 확대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현재 본 연구에 의해 확립된 기술을 바탕으로 그린마켓 대응형 응용 섬유제품의 상품

화를 위해 군사 보호복 분야로의 방한복(상의 외피)을, 생활 보호복 분야로의 농약침투 안전보호

복을, 생활용 섬유제품 분야로의 유아용 매트에 대하여 전개 및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으로

의 발판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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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숙1), 윤정배1), 양영일1), 

현수정2), 이경옥2)

경상대1), 경북테크노파크2) 에코환경 및 효율적인 의류관리를 위한 천연염색 업체의 인식과 
소비자 실태 분석*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이 커짐에 따라 친환경 에코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의류 생산 과

정 중 염색 및 후처리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문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오염물이 적은 천염염색은 

이런 점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생활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에코환경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천연염색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10)

그러나 천연염색 분야는 아직까지 과학적인 데이터 축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류 관리적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천연 염색 업체의 현황과 인식을 알아보고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소

비자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에코환경 및 효율적인 의류관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6년 12월~2017년 1월에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 방향과 설문 내용을 검토한 다

음, 2월~3월에 걸쳐 천연염색업체(52개 업체)와 소비자(100명)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였다. 또한 천연염색 관련 업체(15개 업체)를 지역별로 나누어 직접 방문하였으며, 현장을 둘러보

고 대표자 및 핵심 관계자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필요시 후속적으로 인터뷰를 보충한 다

음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ㆍ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천연염색업체는 주로 공방이나 가내수공업 수준의 소규모 업체가 많았으며, 대부분 가족을 중

심으로 한 종사자들이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천연염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사업

이라는 데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노동의 양이 많은 데 비하여 수익성은 낮다는 인식

을 갖고 있었으며, 비수기(겨울)의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매

염제 등의 화학약품을 안 쓰거나, 적게 사용하고, 폐수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별도의 처리장을 갖고 있는 업체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고 있는 직물 소재로는 면, 마(대마, 저마), 견, 레이온(인견, 텐셀 등)이 많았으며, 침염

에 의한 단조로움을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무늬염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홀치기염, 소금염, 판염, 

방염, 묘염 등 여러 가지 공예적 측면의 날염방법을 응용하고 있어 침염위주의 염색법에서 진일

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천연염색제품은 남녀 의복, 스카프, 넥타이, 가방, 지갑류, 

커텐, 침구, 장식용품, 인형, 액세서리, 기타 패션소품 등 의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천연염색 상품의 아이템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의 업체/소비자에서 천연염색 제품의 의류 관리적 측면이 미흡하다고 하였

* 이 연구는 2016년도 경상대학교 학술진흥지원사업 연구회지원 연구비와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소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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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천연염색의류제품에 대한 전용세제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천연염색 의류제품에 대한 변·

퇴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마다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견뢰도 중진에 대한 업체 고유한 방

법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견뢰도를 증진시키고자 매염 및 복합염 등을 활용하고 있었다. 

의류관리적 측면에서 업체 나름의 설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세척 시 울샴푸, 주방용 세제 같은 

중성세제를 권하는 정도이며, 일부 업체는 드라이크리닝을 권장하기도 하였다. 업체와 소비자 측

면에서 세탁 시 변·퇴색을 비롯한 문제점이 높게 나타났다. 

천연염색제품에 대한 좋은 점으로 매력적인 색상과 기능성(소취성과 항균성 등)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우려할 점으로 힘들여 제대로 염색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치평가 부족을 주로 

꼽았고, 천연염색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마케팅을 위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

히, 고가 천연염색제품에 대한 마케팅이 제대로 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일부 샵에서 천연 염색용 

분말염료, 액상염료, 액상매염제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 염재도 다수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격, 색상, 재현성, 견뢰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연염색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친환경제품에 대한 가치관이 높은 그룹으로 재구

매에 대한 의사가 높았으며, 천연염색제품의 특성과 디자인의 다양성, 의류 관리에 대한 정보부족

을 미흡한 점으로 지적하였다.

대부분 지역 별로 몇 개 업체는 성공하여 시장을 리드하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 측면에 에서 

볼 때 천연염색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근래에는 농업기술원 생활개선회, 

초·중·고등학교, 지역 축제, 일반 회사(직원 교육) 등에서 천연염색 체험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

고 있었다. 일부 현장에서는 교육중심의 업체도 나타나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

은 천연염색업계의 시장 확대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천연염색은 친환경 염법으로 에코환경을 지속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천연염색업체에 대한 마케팅 지원, 폐수 처리 

지원, 세제 혜택지원 등 여러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어 가격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염재 개발

도 중요하므로 폐기물로 버려지는 농산물이나 천연 동ㆍ식물ㆍ광물 자원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바

람직 할 것이다.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염색업체 간에 온라인 쇼핑몰 등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천연염색이 친환경 염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염재/조제를 비롯한 자원 사용, 에너지 사용, 

폐기물 처리 등 과학적으로 전과정을 검토하고 데이터를 세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존

을 위한 폐수 처리에 대한 업체 인식이 낮은 편이므로 이에 대한 지자체 수준의 지원과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대로 된 천연염색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인증마크 활용 등)를 만들어 

국가(또는 지자체/연구원 등)에서 인증을 해주면 업체보호도 되고 소비자에게도 신뢰를 주게 되어 

상호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일부 업체가 가내 수공업에서 기계식 천연염색공장으

로 성장하고 발전될 경우, 친환경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트렌드를 비추어 볼 때 판로가 크게 확장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업체 별 규모 특성에 따라 제품 개발 및 품질 향상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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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주*, 정진순
제주대*, 세명대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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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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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재 중, 염색성이 있는 편백나무 잎을 선정하여 그 추출물로 염색한 견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

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백나무(Chamaecyparis obtusa)는 열대 수종으로 일본에 자생하며 우리나

라는 남쪽지방에 잘 생육하며 편백나무 추출물에는 많은 종류의 테르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 피톤치드의 배출량이 소나무보다 3∼4배나 많으며 이 피톤치드

는 방충, 살균 효과가 뛰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상태에 탁월한 효험이 있음이 여러 선행연

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그 외에도 공기를 정화해 냄새를 없애며 사람의 감각계통을 안정시켜 스

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시험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silk를 정련하여 사용했으며 편백나무 잎은 한방약초 판매점

에서 건조 포장된 것을 구입해 사용했다. 염색할 견직물을 명반 5%owf농도의 수용액으로 액비 

1:100, 60℃에서 20분 동안 선매염 처리하였다. 건조된 편백나무 잎 80g에 물 10ℓ를 붓고 30분 

동안 끓인 다음 여과하여 1차 추출액을 얻었다. 걸러낸 편백나무 잎에 다시 물 8ℓ를 붓고 20분 

동안 끓여서 2차 추출액을 얻었다. 편백나무 잎의 1, 2차 추출액을 합하여 염색액으로 사용하였

다. 명반으로 선매염 처리한 견직물을 편백나무 잎 염색액에 넣고 액비 1:100, 60∼80℃에서 30

분 동안 염색, 수세, 건조 및 다림질하여 염색을 완료하였다. 

편백나무 잎 추출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은 측색계(CM-2600d 분광색차계)를 사용하여 Hunter의 

L*, a*, b* 및 Munsell의 H, V, C를 측정하였다. 염색포의 드라이클리닝견뢰도는 KS K ISO 

105D01:2010, 땀견뢰도는 KS KISO 105-E04:2013(2015) ((37±2)℃, 4시간, 마찰견뢰도는 KS K 

0650:2011 크로크미터법(crockmeter method), 그리고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B02: 

2014(2015) Xenon arc(수냉식, 방법3:표준 표준청색염포에 의함)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염색

포의 자외선 차단율은 KS K 0850:2014에 의거하여 290400㎚에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소취성 

측정은 가스검지관법을 응용하여 시료량은 10*10cm, 시험가스는 암모니아, 주입된 시험가스의 농

도는 500ppm, 용기의 부피는 1L이며 시험환경은 온도 25℃, 습도 58%R.H.상태에서 실시했다. 

항균성 측정은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황색포도상구균)과 Klebsiella pneumoni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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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CC4352(폐렴균)를 공시균으로 사용하였으며, KS 0693:2011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염색포의 표면색

편백나무 잎 추출물로 염색한 견직물은 yellow계열이며 명도를 나타내는 Munsell의 V값이 

8.45 그리고 CIE L*값이 85.21이므로 비교적 밝은 색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적색과 녹색의 정도

를 나타내는 a*값은 +50에 가까우면 적색, -50에 가까우면 녹색을 띠게 되는데 편백나무잎 추출물

로 염색한 견직물은 1.28로 거의 적색과 녹색의 중간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황색과 

청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b*값은 +50에 가까우면 황색, -50에 가까우면 청색을 나타내는데 본 시료

는 20.58이므로 황색 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색을 띠고 있는 정도, 즉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채도 C는 2.7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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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k dyed with Chamaecyparis 

obtusa 

Fabric
Munsell CIE

H V C L* a* b*

silk 2.6Y 8.45 2.77 85.21 1.28 20.58

3.2 염색포의 염색견뢰도

Table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백나무 잎 추출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의 드라이닝 견뢰도는 변

퇴색을 포함하여 모두 4∼5등급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땀 견뢰도는 산성, 알칼리성 모두 변퇴색

이 3-4등급이나, 오염에 대한 땀 견뢰도는 4-5등급으로 대체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마찰견뢰도 역

시 건조 및 습윤상태 모두 4-5등급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광견뢰도는 3등급으로 다른 견뢰도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Table 2. Fastness properties of silk dyed with Chamaecyparis obtusa 

Dry cleaning fastness Perspiration fastness
Crocking 

fastness 
Light 

fastness
Discoloration

Contamination Acidity Alkalinity

Dry Wet
Cotton Silk Discoloration

Contamination
Discoloration

Contamination

Cotton Silk Cotton 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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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염색포의 자외선 차단

Table 3에서와 같이, 편백나무 잎 추출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가 15+

로 좋은 자외선 차단효과를 나타냈으며, UVA 92.1%, UVB 모두 95.1%로 우수한 자외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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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율을 나타내었다. 

Table 3. UV protection rate of silk dyed with Chamaecyparis obtusa 

 Sun protection factor UV prot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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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15 92.1 95.1

3.4 염색포의 소취성

Table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백나무 잎 추출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의 소취성시간이 30분에

서 120분으로 경과할수록 소취율이 96%에서 99%이상으로 증가하였다. 

Table 4. Deodorization activity of silk dyed with Chamaecyparis obtusa 

 Deodorization 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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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97 98 99

3.5 염색포의 항균성

Table 5에서와 같이, 편백나무 잎 추출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은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에 대해서 99.7%의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으며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에 대

해서도 76.1%의 항균효과를 나타냈다. 

Table 5. Antimicrobial activity of silk dyed with Chamaecyparis obtusa 

Antimicrobial activity(%)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

99.7 76.1

4. 결론

본 연구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로 염색한 견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을 고찰한 것이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염색한 견직물의 색상은 Yellow계열로 나타났으며, 명도를 나타내는 V값이 8.45 L*값이 85.21

로 비교적 밝은 색임을 알 수 있었다. 드라이닝 견뢰도는 모두 4∼5등급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땀 견뢰도는 산성, 알칼리성 모두 변퇴색이 3-4등급이나, 오염에 대한 땀 견뢰도는 4-5등급으로 

대체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마찰견뢰도 역시 건조 및 습윤상태 모두 4-5등급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광견뢰도는 3등급으로 다른 견뢰도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지수는 15+로 좋

은 자외선 차단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UVA에 대해서는 92.1% 및 UVB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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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의 자외선 차단율을 나타내었다. 소취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취율이 96%에서 99%로 증

가하였다. 항균성은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에 대해서는 76.1%,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에 대해서 99.7%의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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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순*, 장현주
세명대*, 제주대

편백나무 잎 및 꼭두서니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의 천연염색

1. 서론

본 연구는 아토피, 부스럼, 종기, 습진, 타박상 등의 피부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는 한약재 중 

홀치기염색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색상의 힐링 패션 상품을 개발하고자 이미 선행연구에서 약효성 

및 염색성이 확인된 yellow계열의 편백나무잎과 꼭두서니의 복합염색을 시도하였다. 편백나무

(Chamaecyparis obtusa)는 열대 수종으로 일본에 자생하며 우리나라는 남쪽지방에 잘 생육하며 

편백나무 추출물에는 많은 종류의 테르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 피톤치드의 배출량이 소나무보다 3∼4배나 많으며 이 피톤치드는 방충, 살균 효과가 뛰어나 

아토피 피부염 같은 피부상태에 탁월한 효험이 있다. 꼭두서니는 여러해살이 덩굴식물이며 주황

색의 살찐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뿌리가 주로 약재로 사용되며 푸르푸린이라는 배당체 색소와 문

지스틴, 루베리산 등이 함유되어 있다. 

2.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시험포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견직물을 정련하여 사용했으며 편백나무 잎은 한방약초 판

매점에서 건조 포장된 것을 구입해 사용했다. 염색할 견직물을 명반 5%owf농도의 수용액으로 액

비 1:100, 60℃에서 20분 동안 선매염 처리하였다. 건조된 편백나무 잎 및 꼭두서니 각 40g에 물 

5ℓ씩을 붓고 30분 동안 끓인 다음 여과하여 1차 추출액을 얻었다. 걸러낸 편백나무 잎 및 꼭두

서니에 다시 물 4ℓ씩을 붓고 20분 동안 끓여서 2차 추출액을 얻었다. 편백나무 잎 및 꼭두서니 

각각의 1, 2차 추출액을 합하여 각 염색액으로 사용하였다. 명반으로 선매염 처리한 견직물을 먼

저 편백나무 잎 염색액에 넣고 액비 1:100, 60∼80℃에서 30분 동안 염색, 수세하였다. 그런 다

음 그것을 꼭두서니 염색액에 넣고 액비 1:100, 60∼80℃에서 30분 동안 염색, 수세, 건조 및 다

림질하여 편백나무 잎과 꼭두서니의 복합염색을 완료하였다. 

편백나무 잎과 꼭두서니의 혼합 추출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은 측색계(CM-2600d 분광색차계)를 

사용하여 Hunter의 L*, a*, b* 및 Munsell의 H, V, C를 측정하였다. 염색포의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는 KS K ISO 105D01:2010, 땀견뢰도는 KS KISO 105-E04:2013(2015) ((37±2)℃, 4시간, 마찰견뢰

도는 KS K 0650:2011 크로크미터법(crockmeter method), 그리고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B02:2014(2015) Xenon arc(수냉식, 방법3:표준 표준청색염포에 의함)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염색포의 자외선 차단율은 KS K 0850:2014에 의거하여 290400㎚에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소취성 측정은 가스검지관법을 응용하여 시료량은 10*10cm, 시험가스는 암모니아, 주입된 시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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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농도는 500ppm, 용기의 부피는 1L이며 시험환경은 온도 25℃, 습도 58%R.H.상태에서 실시

했다. 항균성 측정은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황색포도상구균)과 Klebsiella pneumo-

niae ATCC4352(폐렴균)를 공시균으로 사용하였으며, KS 0693:2011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염색포의 표면색

편백나무 잎과 꼭두서니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견직물은 yellow - red계열이며 명도를 나타내

는 Munsell의 V값이 7.19 그리고 CIE L*값이 72.49이므로 비교적 밝은 색임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적색과 녹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a*값은 +50에 가까우면 적색, -50에 가까우면 녹색을 띠게 되

는데 편백나무 잎과 꼭두서니 혼합 추출물로 염색한 견포는 19.52로 적색 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리고 황색과 청색의 정도를 나타내는 b*값은 +50에 가까우면 황색, -50에 가까우

면 청색을 나타내는데 본 시료는 20.81이므로 황색 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색을 띠고 

있는 정도, 즉 색의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값인 채도 C는 5.39로 보통 정도에 속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Table 1. H, V, C of Munsell value and L*, a*, b* of CIE value of silk dyed with Chamaecyparis 

obtusa and Rubia tinctorum 

Fabric
Munsell CIE

H V C L* a* b*

Cotton 1.6YR 7.19 5.39 72.49 19.52 20.81

3.2 염색포의 염색견뢰도

Table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백나무 잎과 꼭두서니 혼합 추출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의 드라

이닝 견뢰도는 변퇴색을 포함하여 모두 4∼5등급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땀 견뢰도는 산성, 알칼

리성 모두 변퇴색이 4등급이나, 오염에 대한 땀 견뢰도는 견은 4, 면은 4-5등급으로 대체로 우수

하게 나타났다. 마찰견뢰도 역시 건조 상태에서 4-5등급, 습윤 상태에서 4등급으로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광견뢰도는 3등급으로 다른 견뢰도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Table 2. Fastness properties of silk dyed with Chamaecyparis obtusa and Rubia tinctorum 

Dry cleaning fastness Perspiration fastness
Crocking 

fastness 
Light 

fastness
Discoloration

Contamination Acidity Alkalinity

Dry Wet
Cotton Silk Discoloration

Contamination
Discoloration

Contamination

Cotton Silk Cotton Silk

4-5 4-5 4-5 4 4-5 4 4 4-5 4 4-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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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염색포의 자외선 차단

Table 3에서와 같이, 편백나무 잎과 꼭두서니 혼합 추출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의 경우, 자외선 

차단지수가 15+으로 좋은 자외선 차단효과를 나타냈으며, UVA 93.3%, UVB 모두 95.5%로 

우수한 자외선 차단율을 나타내었다. 

Table 3. UV protection rate of silk dyed with Chamaecyparis obtusa and Rubia tinctorum 

 Sun protection factor UV prot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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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15 93.3 95.5

3.4 염색포의 소취성

Table 4에서도 알 수 있듯이, 편백나무 잎과 꼭두서니 혼합 추출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의 소취

성시간이 30분에서 120분으로 경과할수록 소취율이 94%에서 98%이상으로 증가하였다. 

Table 4. Deodorization activity of silk dyed with Chamaecyparis obtusa and Rubia tinctorum 

 Deodorization 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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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96 97 98

3.5 염색포의 항균성

Table 3에서와 같이, 편백나무 잎과 꼭두서니 혼합 추출액으로 염색한 견직물은 staph-

ylococcus aureus ATCC 653B에 대해서 99.7%의 뛰어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으며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에 대해서도 74.2%의 항균효과를 나타냈다. 

Table 5. Antimicrobial activity of silk dyed with Chamaecyparis obtusa and Rubia tinctorum

Antimicrobial activity(%)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

99.7 74.2

4. 결론

본 연구는 편백나무 잎 추출물로 염색한 견직물의 염색성 및 편백나무 잎과 꼭두서니 추출물

로 복합 염색한 견직물의 염색성 및 기능성을 고찰한 것이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염색한 견직물의 색상은 YR계열로 나타났으며, 명도를 나타내는 V값이 7.19, L*값이 72.49로 

비교적 밝은 색임을 알 수 있었다. 드라이닝 견뢰도는 모두 4∼5등급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땀 

견뢰도는 산성, 알칼리성 모두 변퇴색이 4등급, 오염에 대한 땀 견뢰도는 견은 4, 면은 4-5등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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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마찰견뢰도 역시 건조 상태에서 4-5등급, 습윤 상태에서 4등급으로 

모두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광견뢰도는 3등급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지수는 15+로 좋은 자외

선 차단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UVA에 대해서는 93.3 및 UVB에 대해서는 95.5%의 자외

선 차단율을 나타내었다. 소취성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소취율이 94%에서 98%로 증가하였다. 항

균성은 Klebsiella pneumoniae ATCC4352에 대해서는 74.2%,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B

에 대해서 99.7%의 항균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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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심
상명대

통신 및 전력 전송용 섬유밴드의 특성 분석 
-시리얼 통신 성능 분석을 중심으로-*

지난 십수년간 착용자에게 스마트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텍스타일과 전자기술의 스마트한 

기능을 결합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스마트 의류에 대한 다양한 

니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착용자와 인터랙션이 가능한 스마트 의류 제

작 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듈들 간에 섬유소재를 기반으로 한 시리얼 통신 네트워크를 구

성하거나 웨어러블 시스템에 전력을 전송하기 위해 사용할 두 개의 전송선을 가진 간단한 형태의 

고신축성 섬유밴드를 개발하였다. 하나의 시그널 선과 하나의 그라운드 선으로 구성된 두 개의 

전송선이 섬유밴드의 길이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 하나의 전송선은 저항 0.036Ω/cm의 전도성사 

네 가닥으로 구성되었다. 내구성과 유연한 착용감을 부여하기 위해 나일론사를 섬유밴드의 위사

로 사용하고, 신축이 발생할 때에 전도성사가 섬유밴드 구조 내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하여 위치할 

수 있도록 섬유의 튜브 구조 내에 놓이도록 조직을 설계하였다. 경사에 고탄성사를 사용하여 제

직 전에 미리 고탄성사에 장력을 부여하여 정경이 된 상태에서 제직하여 섬유밴드가 신축성을 가

지도록 하였다. 완성된 섬유밴드는 20 mm 폭과 1.2 mm 두께이며, 전송선의 저항은 0.017Ω/cm

이었고, 길이방향으로 30% 이상의 쾌적신축성이 가능하였다. 제작된 섬유밴드에 대해 네트워크분

석기(Agilent E8358A)를 이용하여 1MHz ~ 1GHz 대역에서 주파수별 전송 특성을 분석하였다. 

10cm, 50cm, 100cm의 섬유밴드에 대해서 신장 전과 30% 신장 후의 S21(Insertion loss)를 측정

한 결과, 입력에 대해 출력이 절반 수준에 도달하는 주파수(-3dB 해당 주파수)가 신장 전에는 

10cm, 50cm, 100cm에 대해 각각 107 MHz, 24.6 MHz, 13.0 MHz였고, 30% 신장 후에는 각각 

88.7 MHz, 22.5 MHz, 12.6 MHz였다. 본 연구가 제안하고 있는 통신용 섬유밴드의 구조는 30% 

이상의 쾌적 신장률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스마트 의류 시스템의 웨어러블 회로 네트워크를 구

성하는데 쉽게 활용될 수 있으며, 밴드의 폭을 넓혀가면서 전송선의 개수를 늘여서 제작할 경우 

여러 개의 통신선이 필요한 웨어러블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로 전송선간 거리와 개

수를 조절하여 전송 특성을 분석할 예정이다.11)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

69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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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이문수
배재대

현호색 추출액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직물의 천연염색

Ⅰ. 서론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산업이 발달함과 동시에 최근 환경의 중요

성은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고, 합성염

료의 염색, 조제, 취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염색폐수는 심각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적

되었다.(이감용, 2014) 그간 천연염색은 합성염료에 밀려 실생활에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었으

나 편리함을 추구하던 과거의 문화와는 달리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소비자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

한 인식이 변화하고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염색공정의 편리성과 경제성이 좋은 합성염색보다는 

자연 친화적, 천연 지향적인 천연염색을 한 섬유제품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다.(성희

원, 2009) 이에 따라 현재 국내외에서는 천연염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약재나 

식품으로 많이 쓰이는 현호색에 관한 염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호색(Corydalis Tuber)은 덩이줄기를 사용하는데 그 색소성분은 식물염기(植物鹽基)라고 불

리는 질소를 함유하는 염기성 유기화합물 ‘알칼로이드(alkaloid)류’의 베르베린(berberine)으로 알

려져 있다.(정해란, 2009) 베르베린은 천연염료 중 유일한 염기성 염료로서, 보기 드물며 대표적

인 염기성 염료는 황백, 황련 등이 있다.(김태경 외, 2003) 카티온성인 베르베린은 카르복실기

(-COOH)와 같은 음이온기가 풍부한 단백질 섬유와는 염착이 쉽게 이루어지나, 음이온기가 존재

하지 않고 Hydroxyl기(-OH)만을 유일한 염착좌석으로 가지고 있는 셀룰로오스계 섬유들은 반데

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도 충분하지 않아서 염착성이 거의 없으며(안춘순, 2012) 금속 매

염제의 흡수가 적고 염색 견뢰도 역시 낮다.(이영숙 외, 2010) 때문에 일반적으로 염기성 염료를 

셀룰로오스 직물에 염색하기 위해서는 탄닌으로 가공 처리를 한 후 염색을 하는 방법이 많이 이

용되어져 왔다.(남성우 외, 2004) 탄닌은 금속이온과 반응하여 복합염(complex salts)을 형성하며 

매염제로 사용될 수도 있고, 다른 매염제와 탄닌 자체가 함께 발색할 수가 있으며, 셀룰로오스 

섬유를 탄닌산 용액에 처리한 다음 토주석으로 고착 처리하면 탄닌산 안티몬이 고착되면서 불용

화되어 견뢰도를 증진 시킬 수 있다.(홍신지, 2001)(한미란, 2011)

본 논문에서는 염기성 염료인 현호색을 새로운 천연염료로 개발하기 위하여 염색성과 견뢰도,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최적염색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호색 추출액을 사용하여 

셀룰로오스 섬유인 면, 레이온직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으로 염색조건(온도, 시간, 농도)을 

변인하고 염액 pH 변인 및 매염 방법과 매염제 종류에 의한 염착량과 표면색의 변화를 분석하였

다. 또한, 셀룰로오스 섬유의 낮은 염색성을 향상시키고자 탄닌 가공 처리를 하여 탄닌 농도와 

탄닌 가공 처리 방법에 따른 염착량을 비교하고 적정 처리 방법을 도출한 후 매염방법과 매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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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를 변화시켜 탄닌 전처리한 면, 레이온직물과 탄닌 미처리한 면, 레이온 직물의 염색성과 표

면색을 비교, 검토하였다.

Ⅱ. 실험 및 분석방법

본 실험에서는 사용한 시료는 솜베사에서 구입한 면직물 100%와 한국의류시험원에서 구입한 

100% 백레이온포(KS K 0905)를 사용하였으며, 한약 건재상에서 구입한 건조 현호색의 색소를 추

출하여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최적 염색 조건 확립을 위하여 온도(20, 40, 60, 80, 100℃), 시간

(15, 30, 60, 90, 120min), 농도(20, 40, 60, 80, 100%)를 변인하여 고찰하였으며 구연산

(C3H4(OH)(COOH)3ㆍH2O)과 수산화나트륨(NaOH)을 사용하여 pH 조건(pH3, 5, 7, 9)을 변인하

고, 명반(AlK(SO4)2ㆍ12H2O), 황산구리(CuSO4ㆍ5H2O), 염화제1주석(SnCl2), 황산제1철(FeSO4ㆍ

7H2O)을 사용하여 매염 방법 및 매염제 종류에 따른 염착량 향상과 표면색변화를 비교ㆍ분석하

였다. 또한, 면직물과 레이온직물의 가공 처리를 위하여 탄닌산(C76H52046)과 탄닌의 고착제인 토

주석(C8H4K2O12Sb2ㆍ3H2O)을 사용하였다. 모든 염색과 매염은 Water Bath Shaker(H-071, Han 

Won Co.)을 사용하였다. 염착량과 표면색은 측색계(Color reader JS-555, Japan)로 최대 흡수파

장인 400nm에서 표면 반사율을 측정한 후, Kubelka-Munk식에 의해 K/S값을 구하였으며, 표면색

은 Munsell 표색계 변환법으로 H, V/C와 CIE Lab 색차에 의한 L*, a*, b*를 측정하였다. 면과 레

이온 직물 염색 후 견뢰도 평가를 위하여 세탁 견뢰도(KS K ISO 105-C10 : 2006 A(1)), 마찰 견

뢰도(KS K 0650 : 2011), 일광 견뢰도(KS K ISO 105-B02 : 2014), 드라이클리닝 견뢰도(KS K 

ISO 105-D01 : 2010), 땀 견뢰도(KS K ISO 105-E04 : 2013)를 측정하였으며, 기능성 평가를 위

하여 항균성(KS K 0693 : 2011), 소취성(가스검지관법)을 측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현호색 추출액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직물 염색 시 염착량 및 표면색을 고찰하여 보았을 때 최

적 염색 조건은 염색온도 20℃, 염색시간 60min, 염색농도 100%(추출원액)임을 알 수 있었다. 염

액의 pH는 산성 영역에서 염기성 영역으로 갈수록 염착량이 높아지고, 표면색 또한 농색 되었다. 

매염방법 및 매염제 종류에 따른 염착량 및 표면색을 분석해보았을 때 카르복실기가 없는 셀룰로

오스 섬유인 면과 레이온은 선매염포가 후매염포보다 높은 염착량을 보였으나 확연한 염착량 상

승은 없었다. 면과 레이온직물의 염착량 상승을 위하여 탄닌을 사용하여 탄닌 처리 방법과 농도

를 변인하여 실험한 결과 최적 탄닌 처리 방법은 전처리, 탄닌 최적 농도는 20%로 나타났다. 최

적 탄닌 처리 방법과 농도로 처리한 레이온 직물의 매염 방법은 선매염법으로 나타났으며 매염제 

종류에 따른 염착량은 탄닌 처리하지 않은 미처리포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염색 견뢰도의 경

우 세탁 견뢰도는 면직물 1-2등급, 레이온직물 1등급으로 매우 낮은 견뢰도가 나타났으나 탄닌 

전처리를 하자 면직물 3-4등급, 레이온직물 3등급으로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오염도는 모

든 시험포에서 4-5등급으로 매우 우수하였다. 일광 견뢰도에서는 미처리포에서 3등급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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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탄닌 전처리포에서는 2-3등급으로 다소 낮아졌다. 마찰 견뢰도에서는 건조, 습윤 모두 탄닌 

전처리와 관계없이 4-5등급으로 매우 높은 견뢰도를 나타내었다. 드라이클리닝 견뢰도에서 변퇴

색은 미처리포 3-4등급, 탄닌 전처리포 4-5등급으로 탄닌 전처리 후 견뢰도가 향상하였으며, 오염

도는 탄닌 전처리에 의해 향상되지는 않았지만 모두 4-5등급으로 우수하였다. 또한 탄닌 전처리

한 낮은 일광 견뢰도는 Fe 선매염을 하자 면직물 4등급, 레이온직물 4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능성은 항균성은 균주 Staphylococcus aureus에서는 면직물 99.8%, 레이온

직물99.9%로 모든 염색포에서 높은 정균 감소율을 보였으며 균주 Klebsiella pneumoniae에서는 

레이온직물 96.1%로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면직물에 대해서는 0%로 정균 감소율을 보이지 않았

다. 소취성은 면직물 57.1%, 레이온직물 73.0%로 모든 시료가 소취 효과를 보였으며 레이온직물, 

면직물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Ⅳ. 결론

첫째, 현호색 추출액을 이용한 셀룰로오스 직물 염색 시 염착량과 표면색을 고려하여 최적 염

색 조건은 온도 20℃, 시간 60분, 농도 100%로 설정하였다.

둘째, 염액의 pH는 산성 영역보다 염기성 영역에서 높은 염착량과 짙은 색상을 얻어 현호색

이 양이온성 염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면직물과 레이온 직물 모두 선매염포가 후매염포보다 높은 염착량을 보였으나 확연한 

염착량 상승을 볼 수 없었다.

넷째, 셀룰로오스 직물의 염착량 상승을 위한 탄닌 처리방법의 최적 탄닌 처리방법은 전처리, 

탄닌 최적 농도는 20%로 나타났다. 최적 탄닌 처리 방법과 농도로 처리한 면과 레이온 직물의 

최적 매염방법은 선매염법으로 나타났으며, 탄닌 처리한 매염포는 미처리 매염포와 비교해 모두 

상승하였다.

다섯째, 셀룰로오스 직물의 염색 견뢰도 평가에서는 탄닌 미처리포와 비교해 일광 견뢰도를 

제외한 모든 탄닌 처리포에서 높은 견뢰도를 보였으며 탄닌 처리포에 Fe 매염제로 선매염하자 일

광 견뢰도는 대폭 상승하였다. 

여섯째, 기능성 평가에서 항균효과는 Staphylococcus aureus 균주에서 면직물 99.8%, 레이온

직물 99.9%로 높은 정균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Klebsiella pneumoniae 균주에서는 면직물의 경우 

정균 감소율이 없었으며 레이온직물은 96.1%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소취성은 면직물 

57.1%, 레이온직물 73%의 소취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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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진*, 김혜림
숙명여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소재의 In-situ 염색*

박테리아 셀룰로오스(Bacterial Cellulose, BC)는 식물성 셀룰로오스 섬유인 면, 마섬유와 달리 

리그닌, 헤미셀룰로오스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고순도의 셀룰로오스 섬유소재이다. BC는 

불순물 제거 공정이 필요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3차원의 망상구조로 

표면적이 넓고 조직이 치밀하여, 기계적 성질과 성형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12)

본 연구의 목적은 In-situ 방법에 의한 BC 섬유소재의 염색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n-situ 방법

은 BC 배양과정 중 염료를 첨가함으로서 염색 공정 및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n-situ 방법으로 BC 염색 시, BC 탄소원의 종류(Glucose, Sucrose, Mannitol, 

Fructose)와 염료의 종류(C.I. Reactive blue 19, C.I. Acid blue 62, C.I. Direct blue 78)가 BC 

생산수율 및 염색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ㆍ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BC 생산 수율은 건조무게

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생산된 BC 소재의 표면색은 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JX-777)

을 사용하여 시료의 X, Y, Z 값을 측정하고 Munsell의 표색계 변환법에 의하여 색의 삼속성인 

색상(H), 명도(V), 채도(C)를 구하였다. 또한 CIE Lab 색차에 의하여 L*, a*, b*값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탄소원 종류와 염료의 분자구조에 따라 제조되는 BC의 구조적 특징과 반응

기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탄소원 종류별, In-situ 염색법에서 사용된 염료별 생산성과 발

색성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 결과, 탄소원 종류별 BC의 생산수율은 탄소원으로 Glucose 사용 

시 가장 우수한 생산수율을 나타내었으며, 표면 색상은 반응성 염료를 사용하였을 때, 색상이 가

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5R1D1A1A

010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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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진*, 배현숙
창원대

황련에 의한 천연염색 직물의 염착거동 

황련(Coptis chinensis Franch)은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초본식물이며, 뿌리에는 

베르베린(berberine)이라는 염기성 색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황련은 결핵균, 대장균, 황색포도

상구균 등을 억제하는 강한 항균작용을 하고, 소염 효과 및 혈압을 내리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진

정 효과가 있으며, 각종 염증과 피부염에 항염증 효과가 있다. 현재 황색계 염료인 치자, 황백, 

울금, 괴화 등의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황련은 색소 함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다른 황색

계 염료에 비해 귀하고 고가이므로 베르베린 색소를 지닌 황백으로 대체되어 연구가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련에 의한 천연염색 직물의 염색 최적조건과 염착거동을 살펴보

고, 천연염색 직물의 기능성 의류제품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염재는 중국산 황련을 세절분말로 분쇄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시험포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KS K0905의 백면포와 KS K ISO 105의 백모포를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황련의 성분은 FT-IR spectrum에 의해 추정하였고, 추출염액의 흡광도와 파장을 살펴

보기 위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T-60, UK)를 사용하여 spectrum을 관찰하였다. 염색은 

액비 50:1로 온도별(50∼80℃), 시간별(30분∼120분), 염액농도별(1∼7% o.w.b)로 진행하였고, 염

착량은 UV/VIS spectrophotometer(V-670, Japan)로 표면반사율을 측정하여 Kubelka-Munk 식에 

의해 K/S값을 산출하였다. 염색 직물의 표면색은 색차계(600-UV, Japan)를 사용하여 CIE 색차식

에 의해 L , a , b  값을 측정하였다.

황련 세절분말을 FT-IR로 분석한 결과, C=C 신축 진동은 1650cm 에서 1개의 피크를 보이는 

알켄 화합물과는 구별되어지는 1600cm 과 1500cm 에 2개의 흡수피크를 보이는 방향족 화합

물 특성 피크를 가지고 있었고, 1230cm 에서 방향족 에테르 화합물의 C-O 신축 진동 피크를 

보였으며, 1350∼1000cm 에서 N-H결합이 없는 3차 아민의 신축진동 피크를 나타내고 있기 때

문에 berberine 색소체의 특성 피크와 유사하므로 황련의 주 색소는 berberine임을 확인할 수 있

다. 한편, 황련 추출염액의 UV/VIS spectrum을 관찰한 결과, 340∼350nm 부근에서 최대 흡수파

장을 나타내었으며, 녹색과 적색파장의 빛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황색을 나타내었고, 추출염액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광도가 증가하였다.

면직물과 양모직물 모두 90℃에서 황련 염색의 최적온도였으며, 염색시간과 염액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염착량이 증가하였다. 면직물의 경우, 양모직물보다 L값이 높아 밝으면서 연하게 염

색되었으며, a값, b값이 낮으므로 녹색기가 더 강하고 황색기가 감소하였다. 양이온성과 음이온

성을 동시에 가지는 양모직물의 경우, 염기성 염료인 황련과는 이온결합의 형성으로 염착이 일어

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로써 식물성 섬유인 면직물에 황련 염색 시 염착량이 다소 낮기 때문

에 염색과정에 키토산과 탄닌 처리가 황련의 염착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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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승, 손영미
조선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션 사례분석 및 특성

1. 서론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은 IT, 유통, 법률, 교육, 광

고, 부동산, 자동차분야뿐만 아니라 암을 진단하고 처방하거나 수술을 하는 의료분야, 금융 상담

과 자산관리 및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금융서비스분야, 제조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로봇산

업분야 등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 영역은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계적인 일처리 방식의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교감하며 가정에서도 사

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인간 고유의 영역이었던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문화예

술분야 및 디자인분야까지 침범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주요 기술

인 딥러닝의 개발이 2012년도에 성공하면서 산업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인공지능 기술이 패션분야와 융합된 연구 자료는 아직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공지능과 패션분야가 융합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인공지능 기술이 패션분

야와 융합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션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패션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더불어 미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패션산업의 발전

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인공지능에 나타난 패션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방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한다. 첫째, 선

행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설정하고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인

공지능의 정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션분야 사례를 생산, 쇼핑 도

우미, 패션디자인으로 구분하여 인공지능 패션 현황에 대해 기술한다. 넷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션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된 패션의 표현특성을 도출한다.

연구범위 설정은 구글 검색 키워드 추세를 도표화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는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인 ‘구글트렌드’ 분석 도구를 활용하였다. 인공지능의 기술 딥러닝이 개발된 이후인 2012년

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지정하여 구글트렌드에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2016년 3월 

키워드 검색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바둑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바둑기사 이세돌의 대결 

시점과 같게 나타나면서 세기의 바둑대결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그 즈음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연구의 법위

를 인공지능의 검색어 상승도가 가장 높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2016년으로 한정하였으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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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신문기사에도 2015년에 개발된 연구 사례가 포함되어있어 사례조사 범위는 2015년부터 2016

년까지 함께 기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인공지능 정의 및 역사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고유의 능력인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와 학습 등을 기계를 통해 실현

한 기술로써 기계가 인간과 같은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컴퓨터 정보기술의 한 분야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1940년대를 시작으로 1950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앨런튜링(Alan Turing)의 논문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에서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Turing test)의 튜링기계(Turing’s Machine)를 통해 처음으로 

지적인 실험을 시도하여 인공지능의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후 1956년 미국 다트머스대학

에서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개최한 학회 다트머스회의에서 마빈 민스키(Marvin Minsky), 

앨런 뉴웰(Allen Newell), 허버트 사이먼(Herbert Alexander Simon) 등 저명한 학자들이 모여 ‘인

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해 새로운 분야를 창시하였다. 인공지능개발 초창기에는 성공

으로 가득 찼으며 1957년 뉴웰과 사이먼은 일반 문제 해결 프로그램 GPS(General Problem 

Solver), 1958년 존 매카시는 언어 처리 프로그래밍 LISP(LISt Processing)개발하였고 이 언어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능을 가진 컴퓨터의 개발은 쉽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치면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암흑기가 찾아온다. 1980년 컴퓨터의 빠른 발전과 

함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이 개발되었고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인공지능의 관

심은 급증하였으나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서 나타난 오류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후 2006년 캐나

다 토론토대학교 교수 제프리 힌튼(Geoffrey Hinton)은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인 컴퓨터가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딥러닝(Deep Learning)의 연구를 시작으로 2012년에 기술개발이 완성되면서 현재 

인공지능은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자율학습하는 형태로 다양한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3.2. 인공지능과 패션

3.2.1. 생산

2015년 미국 텍스타일 기계 생산업체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SoftWear Automation)은 진화된 

형태의 고성능 봉제 로봇 생산라인 ‘로우리(Lowry)’를 개발하였다. 이 로봇은 원단 품질검사, 재

단, 봉제 등 전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원단 상태를 캡처하여 해당 정

보를 바탕으로 원단 끝을 스스로 인식하고 재봉 위치를 파악하여 자연스럽게 배치하면서 봉제 해

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로우리’는 바느질, 주름잡기, 이어 붙이기 등을 차례로 실시하며 초

당 1000프레임의 초고속 촬영 기술을 이용해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직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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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3.2.2. 쇼핑 도우미

2016년 아웃도어 업체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탑재한 

모바일 앱을 출시하였는데 이 앱은 IBM이 투자한 샌프란시스코 벤처기업 플루이드(Fluid)가 노스

페이스와 제휴하여 개발한 것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패션 아이템을 요청하면 ‘자켓을 입고 어디로 

가나요’, ‘언제쯤 입을 건가요’, ‘남성용인가요 여성용인가요’,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나요’ 등 질의

응답 형식으로 최적화된 제품을 찾아주어 소비자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의류 착장을 제안한다.

2016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라이프 스타일 영역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전

을 가지고 탄생한 회사 옴니어스(Omnious)는 딥러닝 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패션 검색 서비스 ‘스

타일루프(Styloop)’ 개발하였다. ‘스타일루프’는 패션데이터를 분석하여 상품 및 스타일 검색이 가

능하며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소셜미디어 채널

에서부터 쇼핑몰 등 다양한 패션 채널의 이미지들 중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알고 싶거나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검색하면 이미지만으로 스타일을 분석하여 정보를 알려주거나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

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3.2.3. 패션디자인

2016년 호주 멜버른 스프링 패션위크에서 패션 디자이너 제이슨 그레치(Jason Grech)는 IBM

의 인공지능 왓슨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에서 얻은 통찰력을 활용해 새로운 패션 라인 ‘코그니

티브 커처 컬렉션(Cognitive Couture collection)’을 선보였다. 이 컬렉션은 패션 트렌드와 소비자 

선호도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기존 패션 아카이브에 있

는 50만 장 이상의 런웨이 사진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그레치는 왓슨에게 

자신이 영감을 받은 형태와 구조 이미지를 제공했으며 왓슨은 이미지 인지 기능을 활용하여 이전 

패션 이미지에서 보여준 추천 스타일과 느낌을 매칭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색

상 팔레트도 제시해 주어 총 12벌의 옷이 데이터 주도형 통찰력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또 IBM의 인공지능 왓슨은 패션 브랜드 마르체사(Marchesa)와 협업하여 ‘코그니티브 드레스

(Cognitive dress)’를 디자인하였다. 201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마누스 X 마키나: 테

크놀로지 시대의 패션(Manus x Machina: Fashion in an Age of Technology)>이라는 주제로 개

최된 패션 행사인 멧 갈라(Met Gala)에서 슈퍼모델 캐롤리나 커르코바(Karolina Kurkova)가 ‘코그

니티브 드레스’를 입고 등장하였다. 이 드레스는 인공지능 왓슨이 마르체사 디자인 이미지를 수 

백 장 학습하여 마르체사의 브랜드 스타일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에서 디자인을 제안했으며 인지 

색상 도구(cognitive color tool)를 활용해 마르체사를 대표하는 색상 팔레트를 얻을 수 있었고 왓

슨의 정밀한 품질 조사 및 적합성 검사를 거쳐 원단을 선택하였다. 뿐만 아니라 멧 갈라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네티즌의 반응을 드레스에 붙어있는 LED 꽃 장식을 통해

서 다양한 색상으로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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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패션박람회 브레드 앤드 버터(Bread and Butter)에서 구글의 인

공지능 텐서플로우(TensorFlow)와 유럽의 패션 전자상거래 업체 잘란도(Zalando)가 협업하여 3D 

패션 디자인 프로젝트 ‘프로젝트 뮤즈(Project Muse)’를 선보였다. ‘프로젝트 뮤즈’는 구글의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 기술 텐서플로우에 잘란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600개 이상의 패션 디자

인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결합하고 원단의 질감, 색상, 스타일 등을 고려해 디자인을 완성하는 의

류 제작 서비스로 사용자는 자신의 성별과 좋아하는 스타일, 관심분야 등을 알려주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적합한 패션 스타일을 3D로 디자인하여 제공한다. 

3.3. 인공지능 패션에 나타난 특성

인공지능을 활용한 패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된 패션분야에 표현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과 위험적 요소를 해결해주는 편리성이 나타났다. 의류 생산에 있어서 하

나의 제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인력의 노동과 함께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위험적 요소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시간 집약적 노동은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으며 시간

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작업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편리

성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전문성이 나타났다. 학습된 정보를 

처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인공지능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인식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은 상품의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점에서 전

문적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창

의성이 나타났다. 인공지능의 기술을 활용한 패션분야의 창의성은 기존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

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해 가는데 그 중심을 두고 있다. 인공지능의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창

조했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데이터의 기계학습을 통하여 기존의 작품을 모사하여 재창조하는 수

준이므로 완벽한 창조라고 결론짓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인간의 창의성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결합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인간이 경험을 통해 얻어진 창의성과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얻어진 창조적 사

고 능력이 같은 유형이라 볼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정보화기술(IT)시대에서 데이터기술(DT)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

아 패션업계의 인공지능 기술 발달은 과거 하나의 디자인으로 수만 장을 만들어 파는 대량생산의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다양한 디자인의 소

량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혁신과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패션분야의 인공지능의 발전은 새로운 소비자용 상품을 개

발해 내는 것과 더불어 서비스산업과 노동가치의 상승으로 우리 삶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며 디

자인측면에서는 새로운 창작에 대한 영감을 주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함

으로써 인공지능의 과학기술과 패션이 융복합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앞으로 패션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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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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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한현정, 김승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레그기어 스포츠 활동 기능성 강화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 
-사이클 동작에서 근전도 분석 중심으로-*

1. 서론13)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웰빙 의식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세계적인 스포

츠 경기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거나 외국으로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획득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주5일 근무 및 근로시간의 축소로 

인해 각종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스포츠웨어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 및 여가활동 참여의 증가는 행위자의 욕구에 따라 

지속적, 장기적으로 전개되면서 점점 더 전문화, 다양화, 엘리트화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스포츠

웨어는 경기력과 착용감 향상을 위해 새로운 아이템 개발, 운동기능성, 쾌적성 평가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각광받고 있는 밀착형 스포츠웨어는 근육을 감싸 받쳐줌

으로써 보호하고, 적정한 압력을 가해 통증과 피로를 줄이며, 긴장감을 증가시켜 운동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어 새로운 스포츠기어 아이템으로 부각되고 있다. 퍼포먼스 기어의 개념으

로 발전되어 운동시 착용자의 신체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어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밀착형 스포츠웨어는 피부분절을 따라 재단된 델마컷, 신체 테이핑 기술 등,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왔으나 그 제품 착용에 대한 운동성 효과 상승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스포츠웨어를 비롯한 각종 특수 기능성 의류 설계를 목적으로 의류업계에서는 특수 장비

와 시설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와 기능을 실현시키는 과학적 의류 

생산을 위해서는 밀착형 의복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클 동작을 중심으로 동일한 환경조건에서 근전도 분석을 통한 운

동성 효과 상승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며, 차 후 기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

한 스포츠 활동에 끼치는 영향의 정량적 분석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밀착형 스포츠웨어 효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목적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레그기어 제품과 인체 압박성을 고려한 개발제품을 사이클 동작을 중심으로 근전도 분석을 통하

여 제품 효과에 대한 기능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기존 제품과 개발제품의 사이클 동작(실내테스트를 위해 고정 롤러가 장착된 로드 바이크 사

* 본 연구는 2016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섬유생활스트림)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과제번호 100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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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서 하지 근력증가에 대한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인체 앞정강근 양쪽, 장딴지근/가자미근 

양쪽으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존 제품과 개발 제품의 근전도 분석 결과 TPU 필름으로 인체 압박이 가능한 개발제품이 기존

제품 대비 장딴지근, 가자미근에서 실시간에 따라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피시험자가 동일한 환경 조건에서 스포츠(사이클) 활동 변수(패달 케이던스, 90회, 항속

속도 25km/h)를 고정 시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 제품 착용 후 스포츠 활동(사이

클) 시 근력소모가 기존제품에 비해 낮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4. 결론

기존에 사용자의 감각 및 경기 결과에 의지해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여 

실시간 계측을 통한 기능성 계측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국내 기능성 제품화의 

소비자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품연구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밀착형 기어 개발 제품에 장착에 따른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정량적 평가 방법

이 존재하지만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사용자에 대한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측정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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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한현정, 김승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테이핑기법을 활용한 레그기어 시제품 평가를 위한 하지더미 
개발*

스포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경기들은 선수들에게 극도로 강한 체력을 요구하고 격

렬한 운동을 통한 부상 및 경기 후 극심한 피로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현대의 스포츠 과학

에서는 선수들의 근육과 관절의 부상 방지 및 경기 후 근육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여러 방법

을 개발, 연구 중에 있으며 그 중, Taping therapy 방법이 그 효능을 검증받아 유용하게 활용된

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기법으로 하지의 부상 발생 빈도가 높은 염좌/타박상/근견직/근좌상 등 

근육과 관련된 손상의 비율을 스포츠 활동 중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시 지속적 착용을 통해 

테이핑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테이핑라인이 설계된 압박형 레그기어 제품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위별 단계적 차등 압박력을 가지는 기능성 Knitted Fabric소재

를 활용, 부위별 단계적 차등 압박력을 가지는 편직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레그기어 1차 시제품

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남, 여 대표 하지더미 개발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

구를 위해 1차 사이즈코리아(6차) 하지관련 24항목에 대한 20~30대 남녀 평균값을 도출하고, 2차

로 하지관련 운동량이 높은 철인3종 경기 운동 동호회 남녀 각 10인중 평균체형과 발길이에 적

합한 남녀 각 3인에 대한 치수비교를 거쳐 최종 하지더미 치수를 제시, 이를 활용한 하지더미 개

발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사이즈코리아(6차)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남녀 하지관련 24항목의 평균값 도출 결과와 하지 운동량이 높은 동호회인의 차이분석 결과 사이

즈 코리아 남여 20~30대 표준 사이즈 평균대비, 장딴지둘레, 넙다리중간 둘레, 넙다리 둘레에서 

남녀 모두 평균대비 1~3cm 둘레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 결과치를 근거로 레그기어 평가용 하지

더미 제작을 실시하였다. 제작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제시 평균치에 근접한 인체모델의 3D 스

캔(남, 여 각 1명)→3D_재료:PLA 프린팅(FDM방식)→제시한 세부사이즈에 맞춰 표면 처리작업→

조인트 결합 및 합체 작업→후작업(표면처리 및 도장)→제작 하지더미의 직접 계측을 통한 세부 

사이즈검증(오차범위 ±0.5cm 이내) 이상의 프로세스를 통해 1차로 개발 레그기어의 하지 분석에 

따른 더미제작을, 2차연구를 통해 압력단계 및 압박강도 평가로 재현성 확보를 위한 차등 편직설

계부위의 압력의 차이 분석을 위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에 있

다. 이는 기존 스포츠웨어 및 기어가 사용자의 주관적인 착용감과 경기 결과 향상을 통해 제품의 

기능성 요소를 측정하고 평가 했던 것에 반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개발 제

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2차연구를 

위해 제시한 본 연구의 1차적인 하지더미 개발 프로세스의 제시는 특수계층에 대안 표준더미 제

작을 위한 연구로 차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4)

* 본 연구는 2016년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섬유생활스트림)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임(과제번호 100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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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스포츠 의류용 투습직물의 역학특성과 의류착용특성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의류로 많이 사용되는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소재의 86가지의 투습직물

의 역학특성을 KES-FB와 FAST system으로 측정하고 이들 역학특성치에서 의류착용 특성을 예측

하였다. 의류의 외관특성과 의류형성성능을 역학특성치로 평가하여 스포츠용 투습직물의 물성향

상에 필요한 기초 연구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KES-FB와 FAST system에 의한 역학특성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인장특성, 굽힘강성, 전단강성, 

압축특성의 상관계수가 각각 0.933, 0.650, 0.926, 0.73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두 

계측기계의 화섬소재에 대한 적용 한계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습직물의 의류형성성능을 살펴보면, KES-FB와 FAST system의 계산식에 의해 도출된 의류형

성성능의 상관계수가 0.817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화섬소재의 투습직물도 천연소

재인 울과 면 직물소재와 같이 두 계측기기에서 측정된 역학량에서 의류형성성능을 예측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였다. 

소재특성과 투습직물의 가공방법에 따른 의류형성성능을 살펴보면, 나일론 투습직물이 폴리에

스터 투습직물보다 높은 의류형성성능을 보였다. 이는 나일론 투습직물이 폴리에스터 직물보다 

더 높은 인장특성의 신축성과 굽힘특성의 굽힙이력을 가지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가공방법에 따른 투습직물의 의류형성성능은 라미네이팅된 투습직물이 코팅, 도트 라미네이팅, 그

리고 핫멜트 라미네이팅 방식의 직물보다 높은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물의 구조인자(두께, 무게, 경사와 위사 직물밀도)에 따른 의류형성성능을 살펴보면, KES-FB 

system에 의한 의류형성성능은 직물의 무게와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직물의 밀도가 큰 값을 가질 때 의류형성성능은 나빠지며 두께가 두꺼우면서 밀

도는 낮을 때 의류형성성능이 높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FAST system 결과에서도 KES-FB 

system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상봉제 시스템을 사용하여 KES-FB system에서 계측된 역학량을 입력하여 3차원 형상을 시

뮬레이션한 결과를 핑거차트(finger chart)로 살펴보면, 우수한 의류형성성능을 가진 시뮬레이션 

소재는 모든 역학량 값에서 봉제성능이 우수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나쁜 의류형성성능을 

가진 시뮬레이션 소재는 모든 역학량 값이 나쁜 봉제성능 영역을 형성함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결과와 역학량 및 봉제성능의 경향성 분석을 일관된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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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투습도 측정방법에 따른 스포츠웨어용 투습직물의 투습특성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포츠웨어 의류에 많이 사용되는 투습직물 86가지를 대상으로 이들의 투

습도를 수증기 투과 측정방법과 투습저항 방법인 ISO 11092법 두 가지로 비교ㆍ분석하여 소재의 

특성과 시험방법에 따라 투습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스포츠 웨어용 투습직물의 생산현장과 소비자

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91가지의 투습직물은 나일론과 폴리에스

터 및 기타 소재이며, 표면가공은 코팅, 라미네이팅 및 핫멜팅 방법으로 가공된 시료였다. 투습도 

측정은 KSK 0594, ASTM E96과 ISO 11092방법, 총 세 가지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KSK 0594 측정방법에 따른 투습도를 살펴보면, 나일론보다 폴리에스터 직물군의 투습도가 더 

높은 값을 보여 더 우수하게 나타났다. 나일론 투습직물은 가공방법에 따라 투습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직물 구조인자 중 두께당 무게에 따라 투습도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도트(dot) 라

미네이팅과 핫멜트 라미네이팅법에 의한 투습직물은 직물 구조인자에 따른 투습도의 분포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과 좋은 대조를 보였다. 직물의 밀도, 두께 및 무게가 큰수록 투습도는 증가하

다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밀도, 두께 및 무게의 증가에 따라 적정수치 이상이 되면 고

밀도에 따른 수분증기 통과 기공이 감소하여 투습도가 감소하는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 

ISO 11092 측정방법에 따른 투습도를 살펴보면, 코팅 또는 라미네이팅된 나일론 투습직물군의 

투습저항이 폴리에스터 직물군 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내어 투습성이 나빴으며, 이는 KSK 0594 

측정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나일론 고밀도 투습직물군과 기타 투습직물군의 

투습저항치들의 분포는 나일론 코팅 또는 라미네이팅 투습직물군의 투습저항과 비슷한 값의 분포

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KSK 0594 측정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이들 결과에 대한 상관

성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두께, 밀도 및 무게의 증가에 따른 투습저항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였으며, 이는 KSK 0594 투습도 측정방법과 역상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가공방법에 다른 

투습도 측정 방법간에는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ASTM E96-66 측정방법에 따른 투습도를 살펴보면, 나일론 투습직물군과 폴리에스터 투습직물

군의 투습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라미네이팅과 코팅 가공법에 의한 투습직물의 투습도

가 도트, 그리고 핫멜팅 라미네이팅 투습직물군에 비해 더 높은 투습도를 나타내었다. 

실험방법에 따른 소재와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폴리에스터 직물은 KSK 0594와 ISO 11092방

법간에 상관계수가 -0.833으로 가장 높았으며, KSK 0594와 ASTM방법 그리고 ASTM법과 ISO 

11092 방법간 상관계수는 모두 0.2이하의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가공방법별로는 코팅시료

의 경우 KSK/ISO간 상관계수가 -0.715, 핫멜트 라미네이팅 시료의 경우 KSK/ISO가 -0.717, 그리

고 KSK/ASTM은 –0.71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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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은*, 김혜림
숙명여대

Swelling에 의한 Bacterial Cellulose(BC)구조 변화 평가*

Bacterial Cellulose(BC)는 마이크로피브릴이 수소결합으로 밀집된 미세나노구조의 셀룰로오스

이다. BC는 식물성 셀룰로오스와 달리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고 생산하는 기간이 짧아 경제적이

며 환경 친화적이다. BC의 3차원 망상구조는 높은 기계적ㆍ물리적 강도 및 성형성을 갖고 있어 

산업용, 의료용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및 개발되고 있다. 또한 BC내의 풍부한 하이드록실기

(-OH)는 카르복실기(-COOH)등과 같은 기능성 물질들과 반응성이 우수하여 고기능성 소재로서도 

개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C와 다양한 기능성 물질간의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 swelling 공정을 도입하여 BC의 나노구조를 개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8%의 

NaOH 용액을 사용하여 25°C에서 BC를 swelling하였다. Swelling시 ultrasonification 사용 여부에 

따른 BC 구조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울트라사운드와 water bath에서 BC를 각각 처리하였으며 처

리 시간에 따른 swelling 정도는 30, 60, 90분으로 시간을 변화시켜 평가 하였다. BC의 swelling 

전후 건조무게로 Swelling Mass(SM)(g)를 측정하였고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EM, JSM- 

7600F, JEOL Korea LTD., Japan)을 이용하여 표면변화를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30분 동안 

swelling한 BC의 SM(g)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SM(g)이 감소하였다. 

SEM 측정 결과 ultrasonification 없이 처리된 BC는 불규칙적인 나노구조와 낮은 다공성을 보인 

반면 ultrasonification과 함께 swelling된 BC에서는 미세한 다공성과 일정한 나노피브릴 구조가 

나타났다.15)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5R1D1A1A

010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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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임호선
숙명여대

3D 가상착의 소프트웨어의 소재 물성 비교평가 
-CLO3D를 활용하여-

다양한 ICT기술의 접목을 통해 의류 생산 공정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의류산업 환

경을 발전시키고 첨단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왔다. 특히, 3D 가상 착의 기술은 현재 의류 산업

공정의 진화를 주도하는 핵심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다. 3D 가상 착의 시스템의 산업체 도입에 

앞서, 원단의 물성에 따른 변화를 3D 가상 착의기술을 활용하여 얼마나 실물과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인 CLO 3D와 CLO 버추얼패션에서 자체 개발한 원단 측정 도

구를 사용하여 물성에 따른 3D 가상 의상의 형태를 평가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여성 캐주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물성의 차이가 서로 뚜렷한 georgette, 

TR, Wool, Linen, Denim, ponte 6가지의 원단을 선정하였고 CLO버추얼패션에서 개발한 측정 도

구로 원단 물성을 측정하였다. 둘째, ‘Line forms’의 여성 더미를 스캔 한 후 3D 가상 더미를 제

작하였다. CLO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플레어 원피스의 가상 의복을 제작한 후 가상 더미에 

가상착의를 하였다. 

6가지의 물성 별 플레어 원피스의 형태를 평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oergette은 바이어스로 된 옆선의 길이가 중력에 의해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아바타에 

가장 밀착되어 떨어졌다. 둘째, TR은 주름이 가장 가늘고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아바타

에 밀착된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셋째, Wool과 ponte는 밀착도는 비슷하나 ponte의 밑단이 더 

가라앉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허리선과 치마가 중력방향으로 더 늘어졌다. 넷째, Linen과 Denim은 

늘어짐이 거의 없고 형태가 가장 비슷했으나 Linen의 주름이 더 굵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물성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원단의 늘어짐, bending, 전단강도 등을 수치화함으

로써 실물 원단의 특성들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사용자의 시각적 감각으로 원

단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던 방식에 비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후속연구는 3D CL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한 가상 의복과 실제 원단으로 제작한 실물 의복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3D 물성 구현 기술의 실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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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상, 윤혜준, 

고미현, 윤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컴프레션 웨어용 파워웹 소재의 인장특성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컴프레션 웨어(Compression Wear)는 스트레치 소재를 활용하여 신체 부위별로 압박의 강약을 

조절한 의류 제품군으로, 최근에는 스포츠 분야의 운동종목에 따라 신체 부위별 압박의 강도를 

달리하여 근육의 떨림을 방지함으로써 착용자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방지의 목적으로 착용되고 있

다. 컴프레션 웨어는 착용시 신체에 압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착용자의 체표면적에 비해 패턴

(Pattern) 사이즈가 작게 설계되며, 신축성이 다른 니트 원단(Knitted Fabric)들을 부위별로 배치하

여 차등화된 압박감을 부여한다. 또한 컴프레션 웨어의 강한 압박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니트 원

단에 TPU 또는 실리콘 수지를 코팅하거나 라미네이팅 필름을 접착시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컴프레션 웨어의 파워웹에 사용되는 코팅용 소재와 코팅가공 방법에 따른 코팅 

원단의 인장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컴프레션 웨어 설계 시 부위별 최적의 압박감 부

여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시료

컴프레션 웨어의 부위별 압박의 정도는 사용된 니트 원단의 신축성의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프레션 웨어의 파워웹에 사용되는 소재와 코팅방법에 따른 코팅 원단의 

인장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료를 준비하였다.

가. 사용원단(1종)

- 컴프레션 웨어 하의용 원단 : 트리코트 원단 1종

나. 코팅용 소재의 종류(8종) 

- 실리콘, 우레탄, 바인더, 바인더+우레탄, 바인더+우레탄(발포), 스판러버(발포), 실리콘(발포), 

우레탄(발포)

- 바인더와 우레탄 수지를 함께 사용한 코팅가공은 바인더 수지를 2회 도포 후, 그 위에 우레

탄 수지를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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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팅방법(4가지)

- 트리코트 경편 원단에 코팅용 소재별로 코팅가공 실험 진행

- 코팅방향을 원단의 길이방향(웨일 방향)과 폭방향(코오스 방향)으로 구분하여 진행

- 코팅 수지별로 4회와 6회 도포 

- 각각의 수지별로 코팅된 원단은 UV램프를 사용하여 동일조건에서 큐어링(Curing) 프로세스

를 진행 

표 1. 코팅가공 방법 

번호 사용원단 가공방법 코팅횟수

1

트리코트 원단

(하의용 원단) 

원단방향(↕) + 코팅방향(↕)
4

2 6

3
원단방향(↕) + 코팅방향(↔)

4

4 6

2. 실험항목

본 연구에서는 코팅원단의 인장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소변형 영역에서의 인장특성을 측정/분

석하였다. 인장실험은 KES-FB system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측정시료의 신장률이 50%미만이 될 

수 있도록 정해진 Max. Load(300gf/cm2)까지 정속으로 인장시키는 방법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앞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코팅원단을 인장시켰을 시 Max. Load에서의 신장률인 EMT값과 원단

의 인장에 대한 회복성을 나타내는 RT값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2. 인장특성 실험조건

구 분 실험조건

그림 1. 코팅원단의 인장거동 측정예

Max. Load 300gf/cm2

Speed 0.2mm/sec

Grip Length 2.5cm

시료 폭 15cm

Ⅲ. 연구결과 및 고찰

컴프레션 웨어는 착용 시 신체부위별로 차등화된 압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신축성이 다른 니

트 원단들을 부위별로 배치하여 설계된다. 컴프레션 웨어의 압박강도는 사용원단의 인장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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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가 있다. 컴프레션 웨어의 강한 압박이 요구되는 부위에는 신도가 낮은 소재를 사용

하며, 그 외의 부위에는 상대적으로 신도가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컴프레션 웨어는 부위

별로 일정한 압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성회복률이 우수한 니트 소재가 사용된다. 

러닝용 컴프레션 웨어의 예를 들어보면, 착용자의 상체보다 하체에 대한 강한 압박이 요구되

므로, 패턴설계시 의류패턴의 총면적은 상의의 경우 체표면적의 80%이상, 그리고 하의는 60∼

80% 정도로 제작된다. 또한 하의에 사용되는 소재는 상의보다 상대적으로 신도가 낮고 탄성회복

률이 우수한 니트 원단을 사용하여 압박강도를 높여준다. 또한 컴프레션 웨어의 강한 압박이 요

구되는 부위에는 니트 원단에 TPU 또는 실리콘 수지를 코팅하거나 라미네이팅 필름을 접착시켜 

사용하며, 복잡한 형상의 패턴 제작이 가능하여 컴프레션 웨어의 디자인적 요소로도 활용되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코팅용 소재와 코팅방법에 따른 코팅원단의 인장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2는 코팅용 수지 및 가공방법에 따른 신도 값을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실리콘, 

TPU, 그리고 바인더 소재의 코팅 원단의 신도(EMT)를 비교해보면, 바인더, 우레탄, 실리콘 코팅

원단 순으로 신도가 큰 값을 나타내며, 바인더와 우레탄 수지를 함께 사용한 코팅원단은 우레탄 

코팅원단과 유사한 신도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2. 코팅용 수지 및 가공방법에 따른 신도(EMT)

 

그림 3은 코팅횟수에 따른 코팅원단의 신도 값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코팅원단은 코팅횟수(3

회→6회)가 많아질수록 신도값(EMT)은 10%내외에서 감소하고, 인장 회복성능(RT)은 약간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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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팅 횟수에 따른 신도(EMT)

 

그림 4는 코팅가공 방향에 따른 코팅원단의 신도 값을 나타낸다. 코팅가공 방향을 원단의 길

이방향(웨일 방향)과 폭방향(코오스 방향)으로 진행하여 코팅가공 방향에 따른 신도의 변화를 고

찰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그림에서와 같이 코팅방향에 따른 신도 값의 차이는 뚜렷한 경

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4. 코팅가공 방향에 따른 코팅원단의 신도(EMT)

그림 5는 코팅용 수지 및 가공방법에 따른 인장 회복성능(RT)을 나타낸다. 인장 회복성능은 

컴프레션 웨어의 부위별 일정한 압박감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사용 수지중 

스판러버와 우레탄 수지를 발포한 코팅원단은 30%대의 낮은 인장 회복성능을 나타내었으나, 실리

콘, 바인더, 바인더와 우레탄을 혼용한 코팅원단은 50%이상의 높은 인장 회복성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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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팅용 수지 및 가공방법에 따른 인장 회복성능(RT)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컴프레션 웨어의 파워웹에 사용되는 수지의 종류와 코팅가공 방법에 따른 코팅 

원단의 인장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코팅용 수지의 종류 및 가공방법에 따른 인장특성은 바인더, 우레탄, 실리콘 코팅원단 순

으로 신도(EMT)가 큰 값을 나타내며, 바인더와 우레탄 수지를 함께 사용한 코팅원단은 우

레탄 코팅원단과 유사한 신도 값을 나타내었다. 인장 회복성능(RT)은 바인더, 실리콘, 그리

고 바인더와 우레탄 수지를 혼용한 코팅원단이 50%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앞의 실험에 

근거하여 컴프레션 웨어 설계시 강한 압박을 요하는 부위에는 바인더와 우레탄 수지를 혼

용한 파워웹을 활용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압박감과 신축성을 요하는 부위에는 실리콘 소

재의 파워웹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 코팅횟수에 따른 코팅원단의 인장특성은 코팅횟수의 증가에 따라 신도 값(EMT)은 작아지

고, 인장 회복성능(RT)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으며, 생산

성 및 원가를 고려하여 가공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코팅가공 방향에 따른 코팅원단의 

인장특성은 본 연구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 

○ 일반 파웨웹 보다 두꺼운 코팅소재 생산을 위해 코팅된 수지를 발포시킨 코팅원단의 인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스판러버 수지와 우레탄 수지를 발포시킨 코팅원단은 품질 및 외관

특성이 상품화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실리콘 수지, 그리고 바인더와 우레탄을 

혼용한 발포 코팅원단은 발포를 하지 않은 코팅원단 보다 작은 신도 값과 우수한 탄성회

복률을 나타내고 있어, 컴프레션 웨어 설계시 용도에 맞게 적절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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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림
대구대

가상의상 기술을 이용한 샘플제작과정 분석 사례 연구*

의류 제품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에 디자인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3차원 의상 시뮬레이

션 기술이 개발되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외 다수의 연구자들은 시뮬레이션 기술의 사실성을 

향상시키고 실제 의상과 같은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디지털 드레싱 

기술은 실제로 만들어지기 전에 컴퓨터라는 가상 공간에서 의류 디자인의 완성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비디오게

임 및 애니메이션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3차원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의 진보

는 영화 또는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착용한 의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몰입하도록 한다. 그러나 다른 산업과 비교하였을 때, 의류 산업에서의 의상 모델링 기술의 활용

은 여전히 도입 단계에 머물러있다. 패션 업계에서의 디자인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수많은 작

업 시간을 필요로 하고 샘플 생산 및 평가를 반복하기 위해 재료 및 에너지 측면에서 방대한 자

원을 소비한다. 따라서 샘플 생산과 평가 과정의 간략화 및 저비용화를 위하여 가상의상 시뮬레

이션 기술이 활용되어야할 것이다. 3차원 가상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은 샘플 프로세스를 줄이는데 

적합한 솔루션이지만, 의류 회사에서 적용하기에는 활용 방안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의류 샘플 제작 과정과 가상 의상 샘플 제작 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하여 가상 의류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관련 문제를 확인하

여 기존의 실제 샘플 제작을 대체할 가상 의류 제작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16)

블라우스 디자인을 선정하여 실제 및 가상 의상 제조 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통하여 샘플 제작 

프로세스 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가상 의류 샘플 제작 과정은 일반적으로 실제 의복 제작 과정

과 비슷한 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각각의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실제 

의류 제작 과정에서는 재단 및 다림질에서 가장 많은 작업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가상 의류 제

작 과정에서는 의상 시뮬레이션 과정이 가장 많은 작업시간을 소비하였다. 실제 의류 제작 과정

에서는 3대의 재봉기와 1대의 다리미가 사용되어 작업자의 이동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실제 재

봉 시간과 달리 기계 사이를 이동하고 수작업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가상의

류제작과정에서는 샘플을 완성한 후에 다양한 디자인과 패턴을 적용하여 무한히 많은 샘플을 실

제화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을 점검하는데 실제 의류 제작 과정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3차원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은 수많은 장점을 확보할 수 있는 수

준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디자이너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재현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시각화함으로

써 제품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위 논문은 한국연구재단(NRF-2015R1D1A1A01060375) 과제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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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남윤자
서울대

학령기 남아의 성장에 따른 치수 변화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만 7세에서 만 12세 까지의 시기를 일컫는 학령기는 키와 몸무게의 성

장이 크게 도드라지며 체형의 형태 또한 크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독특

한 신체적인 특징을 보이며 성장하는데, 신체의 각 부위의 비율이 달라지고 사지의 성장이 빠르

므로 팔다리가 길고, 머리가 체격에 비해서 크며(김경희, 2003),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 앞뒤가 

두꺼운 체형을 띈다. 아동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육되므로 성인의 신체와 차이를 보이며, 형태

적으로도 성인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특징을 가진 신체구조를 가지며 변화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령기 아동의 성장에 따른 치수와 체형의 변화의 그 시기ㆍ경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ize Korea(2011)의 3차원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학령

기 아동의 연령별, 키 구간별 신체크기 및 성장특징을 분석하여 학령기 남아의 성장에 따른 치수 

변화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패턴개발과 그레이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Size Korea(2011)의 3차원 측정에 참여한 만 7-13세 학령기 남자아동 612명 중 3D

자동 측정항목 결측 인원을 제외한 588명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 학령기 남아의 나

이에 따른 신체 치수의 변화 및 경향, 변화의 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아동복 생산업

체의 생산치수와 KS규격에 알맞은 학령기 아동의 신체치수의 변화와 흐름을 알아보기 위하여 데

이터를 키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고찰

학령기 남아의 성장 치수 변화를 연령별로 나누어 분산분석, 던컨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높이

항목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이항목이 

꾸준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길이항목의 경우 8-9세, 10-11세가 그룹으로 묶여 그룹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9세와 10세 사이에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변이

계수를 살펴본 결과 성장의 개인차도 동일한 시기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레항목과 

너비, 두께항목의 경우 10세를 기점으로 성장이 연령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개인

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키 구간은 생산업체의 생산치수에 관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KS규격을 참고하여 구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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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키 110cm이상, 120cm 미만을 115cm구간, 120cm이상 130cm미만을 125cm구간, 130cm

이상 140cm미만을 135cm구간, 140cm이상 150cm미만을 145cm구간, 150cm이상 160cm미만을 

155cm구간 160cm이상인 경우를 165cm 구간으로 명명 하였다. 키 구간을 기준으로 하여 분산분

석, 던컨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높이, 길이, 너비항목에서 키 구간별로 유의한 차를 나타내 키가 

성장함에 따라 길이와 높이, 너비항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레항목 또

한 목둘레와 허리둘레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키가 성장함에 따라서 구간별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는데, 키가 커질수록 성장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허리둘레, 배 둘레가 가장 큰 

개인차를 나타내 성장할수록 비만이나 저 체중 아동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와 흐름을 같

이하였다. 두께항목에서는 허리두께, 배 두께의 경우 115cm구간과 125cm구간, 145cm구간과 

155cm구간 사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둘레항목과 마찬가지로 키가 커질

수록 두께항목의 개인차도 더 크게 나타났으며, 두 경우 모두 엉덩이 부위에서는 키의 성장과 함

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개인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므로, 비만�저 체

중의 학령기 아동이 배와 허리부위에 주로 살이 찌며 엉덩이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중심길이/등길이 항목의 값이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키가 자랄수록 

상반신 체형이 굽거나 숙인 상태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상관관계에서는 연령과 키 구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높이항목 

간, 둘레, 두께, 너비 항목 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키가 커질수록 높

은 상관관계의 항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령기 아동의 주요 체형구성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고유 값이 1 이

상인 요인 3개가 추출 되었으며,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88.318%이었다. 요인분석 결과 학령

기 아동의 체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직 길이 요인이었으며 (설명력 67.462%), 두 

번째 요인은 수평크기요인(설명력 12.428%), 마지막으로 후면측면형태요인(설명력 8.428%)로 나

타나 키를 기준으로 타이트한 의복에 가슴둘레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현재의 KS규격이 타당하다

고 생각되었다.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학령기 남아의 연령별, 키 구간별 치수변화의 경향은 한국 학령기남아

의 성장특성과 관련한 패턴개발과 그레이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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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리*, 장정아
부산대

애견 더미 생산실태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1조8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반려동물 시장은 2016년 2조2900

억원으로 30%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또 2018년 3조6000억원, 2020년 5조8000억원대로 고속성

장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Park, 2016, 08), 더불어 1인 가구의 증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팻팸족이 증가하는 등 국내 애견 관련 산업은 더욱 발

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완견은 견종별로 다른 체형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견종

을 기르고 있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견종의 형태적 특성에 적합한 의류 제작용 더

미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애견의 의류 제작을 위한 더미 개발의 기초지표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초 조사로써 애견복의 착용실태와 시판되고 있는 국내ㆍ외 온라인쇼핑몰 애견 더미

의 생산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애견의류의 착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7년 

1∼3월에 걸쳐 부산 및 경남 지방에 거주하는 10kg 미만 소형견 견주 52명을 대상으로 애견 정

보, 애견 의류 사용실태, 애견의류 착용 시 불만사항, 인구통계적 정보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시판 애견 더미 생산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6년 11월∼2017년 3월까지 국내 온라인 

웹사이트(http://www.naver.com, http://www.daum.net, http://www.google.com)에서 ‘강아지 마

네킹’ 키워드로 검색 했을 때, 상위 랭크된 쇼핑몰 12곳에서 제품 30점의 사진을 수집하여 쇼핑

몰별 더미 사이즈 체계와 소재, 패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견의류의 착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정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견종으로는 ‘말

티즈’가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요크셔테리어’, ‘시츄’ 순으로 나타났다. 애완견의 몸무게

는 ‘2kg이상∼3kg미만(30.8%)’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애완견의 나이는 5년 이하의 견종이 전체

의 55.8%를 차지하였다. 애완견의 의류 사이즈는 ‘S사이즈(40.4%)’, ‘M사이즈(38.5%)’, ‘L사이즈

(17.3%)’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로 많이 기르는 애완견은 5년 이하의 3kg미만인 S사이즈의 

소형견 중심으로 말티즈, 요크셔테리어, 시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애견의류를 착용시키는 이유는 

‘추위나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서(60%)’가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은 애완견의 보호

를 목적으로 애견의류를 착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애견의류를 착용시키는 횟수로는 ‘거의

매일(28.8%)’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의견’으로는 미용 후 털 짧을 때 등이 있었다. 애견의류를 입

히는 상황으로는 ‘외출 시(57.7%)’에 가장 많이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입히는 애견복은 

‘티셔츠(73.1%)’로 나타났다. 장시간 의류 착용 시 불만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전체적인 사이즈

가 잘 맞지 않는다(40%)’ 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목이 너무 헐렁해서 벗겨진다’, ‘소매통과 몸

판 이음부분이 낀다’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중의 애견 기성복이 여러 견종의 형태를 아우르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견종 별 애견복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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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애견 더미 제품 생산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ㆍ외 12개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애

견더미제품 30점의 사진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애견 더미의 경우 대부분의 브랜드들

이 S, M, L의 표기법으로 사이즈를 표기하고 있었으며 S∼L까지의 3개의 사이즈가 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 외 S, M, L의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치수만 제공하는 쇼핑몰도 있었으며, 

치수 표시 체계는 일반적으로 목둘레, 가슴둘레, 등길이, 높이로 나누어 표기되고 있었다. 같은 

사이즈라도 쇼핑몰별로 표기된 치수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 외 특이체형의 더미를 조사한 결과 

보스턴테리어, 웰시코기, 토이푸들, 닥스훈트, 치와와 등을 위한 더미가 판매되고 있었으며, 닥스

훈트 종의 제품이 다른 종에 비해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

애견 더미의 구성소재를 살펴본 결과 소재가 표기되어있는 제품은 총 30점 중 16점 이였으며, 

나머지 14점은 소재를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다. 주로 사용되는 겉감용 소재는 면과 인

조가죽 이였으며, 내부 충진재로는 솜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구성비에 대한 표기가 없는 등 

정확한 설명이 대부분 부족하였다. 더미의 내부에 철사와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제품은 있었지만, 탈부착이 가능한 제품은 없었다.

수집한 애견더미제품에 대한 패턴을 분석한 결과, 몸판의 패턴은 대부분의 더미가 등판 2쪽, 

배판 1쪽으로 나누어진 3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반적인 더미 제품의 경우 몸판이 3쪽로 나누

어진 패턴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특이체형의 더미 제품은 견종의 형태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배

판 중심선에 절개가 들어간 4쪽 패턴을 주로 사용하고, 앞가슴의 형태가 좁은형인지, 넓은형인지

에 따라 앞가슴 부위에 절개선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다리부분의 경우, 등판에서 다리로 이어지

는 부분에는 다리 굵기가 굵은 체형인 견종은 몸판과 다리 사이에 절개가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배판에서 이어지는 다리부분에는 대부분의 패턴에 절개가 있었다. 다리를 탈부착 할 수 있는 더

미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애견더미 제품 사이즈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 표준화하기 위해 

견종별, 체형별 더미 개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애견의 체형 특징을 고려한 더미패턴개발을 

위해 더미 몸판 패턴은 가슴에서 배로 향하는 굴곡 형태를 살릴 수 있도록 배판이 절개된 4쪽 

패턴을 기본원형으로 하고, 견종의 앞가슴 형태에 따라 구성절개선을 추가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 

의류 제작을 위해서는 다리가 탈부착 가능한 더미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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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 재킷의 생산관리를 위한 시간연구

1. 서론

의류산업은 제품의 특정상 여러 공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노동집약형 고부가가치의 성장 산업

으로 효율적인 생산관리가 요구된다. 의류업체에서는 제품발주 후부터 생산 및 검사, 납품일자에 

대한 빠른 일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리드타임 프로세스를 단축시켜야 한다. 특히, 다품종소량의 

의류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업체에서 요구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생산 시스템에서 유연

성을 부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류업체는 선진 경

영기법도입에 의한 생산성 향상, 자동화기기의 이용으로 리드타임 단축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작업시간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의류 생산시스템은 생산업무의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 함께 전개되어 나가는 특성을 가지므로 

생산관리에 지원되는 인원은 전반적인 생산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한다. 또한, 생산공정의 리드타

임 단축은 작업자들의 활동을 1일당 단위로 관리되는 리드타임인 초, 분 단위로 측정하여 관리되

는 저해요소 및 시간을 제거함으로써 작업사이클 타임을 단축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 자동화시스템과 연계되어 생산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류 생산관리시스템으

로 활용되며 이는 국내 의류산업의 나아갈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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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의류산업의 생산관리에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다품종소

량생산의 생산라인설계, 작업측정에 의한 작업방법 개선과 작업 관리방법 등에 대한 연구들은 있

으나, 최근의 다변화되는 의류산업의 상황을 반영한 의류생산업체의 현장분석 중심의 시간관리에 

관한 실측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업체의 현실에 맞는 의류 생산시스템을 생산업체

의 규모와 생산현황에 맞도록 차별화하기 위한 실측연구와 그에 따른 시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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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및 절차

본 연구는 의류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시스템의 작업환경, 작업방법 및 시간관리에 

대한 연구를 함으로서 생산현장의 문제점 개선 및 합리적인 공정관리방안에 대한 생산관리의 기

초자료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생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여성복 재킷의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생산제품이 결정된 시점부터 원부자재가 

생산에 투입되어 재단공정, 봉제공정, 완성공정을 거쳐 최종제품으로 출하될 때까지의 작업방법 

및 생산 작업환경의 시간연구를 하는데 있다.

연구의 절차는 의류생산업체의 시간연구를 하기 위하여 의류업체에서 생산되는 여성복의 대표

적인 아이템인 재킷을 선정하였고, 의류제품의 생산흐름에서 가동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봉제

업체의 봉제공정을 중심으로 현장을 조사ㆍ분석한 후 시간측정을 하여 봉제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리드타임단축과 효율적인 시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3. 본론

시간연구는 공정, 단위작업, 동작요소 등의 시간적 경과를 측정도구로 직접 관측하는 측정방법

으로 작업관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작업 상태에서 측정된 시간을 각 공정별로 

나누어 소요시간을 산출한 후 분석하여 작업 시간의 낭비를 제거한다. 시간연구의 목적은 제품의 

가공시간산출, 표준시간설정, 작업목표량 설정 등의 효율적인 작업관리에 있다. 이는 생산, 설비, 

일정, 인원 등의 계획수립 및 목표생산량의 설정, 작업시간 및 작업자의 작업수행 능력평가, 작업

능률개선, 작업방법개선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스톱워치(stop watch)법은 스톱워치로 직접시간을 관측하여 분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측정방법

이다. 봉제작업에서의 시간측정은 작업 대상을 요소동작인 잡기, 박기, 놓기로 설정하여 각 동작

의 작업시간을 측정한다. 즉, 작업자의 손이 봉제할 옷감으로 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 봉제 

후 놓음대에 놓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이 방법은 일정한 소재로 요소공정의 시간의 변

동이 적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반복되는 봉제작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작업시간을 측정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분석을 한 후 작업내용에 따라 공정별 시간이 측정되면 적정한 표준시간 

설정에 의해 요소별로 공정을 편성한다. 측정방법에는 각각의 공정을 측정하는 개별시간 측정방

법과 작업공정의 연속상태에서 측정하는 연속시간 측정방법이 있다.

1일 작업시간 중에 작업자가 실제로 제품을 제작하는데 이용되는 동작을 ‘가동’이라 하고 가동

이외의 동작을 ‘여유’라고 한다. 가동에는 작업수행 시에 꼭 필요로 하는 반복되는 정기 동작과 

자주 일어나지 않는 비정기 동작이 있다. 정기 동작은 비교적 파악하기 쉬우나, 비정기 동작은 

발생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 번의 가동연구를 통하여 비정기 동작의 비율을 예측하

고 개선한다. 비정기동작의 발생 빈도는 작업관리의 수준을 나타내며, 가동상태를 분석하여 작업

자의 능률관리, 기기관리 등 공정관리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197포스터발표 _____

가동연구의 관측방법에는 순간관측법과 연속관측법이 있다. 순간관측법은 다수의 작업자를 대

상으로 관측자가 관측하는 그 순간에 작업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순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으로 다수의 작업자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어 비교적 간단히 관측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측

정할 수 있다. 연속관측법은 한 작업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동안 연속적으로 관측하여 관측시

간 동안 작업자가 행동한 시간치로 분류하고 기록해 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 작업자를 한 

명의 관측자가 계속 관측하게 됨으로써 작업자가 관측자를 의식하게 되어 결과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작업자만 관측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파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특히, 가

동연구 시에 관측자는 사전에 작업자의 행동을 분류하는 구분표를 명확히 파악하여 관측 시 오차

가 없어야 한다. 

의류봉제업체에서 작업자가 행하는 가동에는 재단기, 재봉기, 다리미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재

료를 가공하는 데 필요한 주작업과 주작업을 제외한 접기, 맞추기, 실끊기, 놓기 등의 동작인 부

수작업이 있다. 여유는 제품정리, 조건정리, 실교환, 고장, 판단, 기록, 수선 등의 작업여유, 작업

협의, 작업대기, 운반, 이동 등의 직장여유, 화장실, 물마시기, 세면, 땀닦기, 하품 등의 피로 및 

용무 여유 그리고 기타 태만, 잡담, 대기, 보조 등으로 분류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다품종극소량생산체제의 의류생산시스템에서 여성복 재킷의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생산현황 및 작업시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정별 작업시간을 측정하여 최적의 시간연구를 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재킷을 생산하기 위한 작업은 QC 견본을 제작하고 원본의 견본과 비교하여 검토한 후 

수정사항과 작업지시서를 확인하고 재단공정, 봉제공정, 완성공정 순으로 진행되었다. 

재단공정은 작업자가 겉감, 안감, 심을 연단용 커팅기, 직도형 재단기, 다이커팅기, 넘버링기, 

송곳, 집개 등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봉제공정 중 준비 및 정리공정은 다리미, 가위, 송곳, 초크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고, 부분 및 조립공정은 작업자가 1본침 재봉기를 사용하여 준비

작업 등 보조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의류생산업체의 작업방식은 스트레이트라인에 3～4공정

을 소화할 수 있는 작업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납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수재봉기 도입과 기

능별 작업배치를 하였다. 완성공정은 작업자가 스팀다리미, 손가위, 초크, 스프레이, 바늘, 재봉사, 

게이지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이상과 같이 의류생산업체의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연구를 한 결과, 작업자에 

따라 측정 작업시간과 순작업시간의 시간차의 정도가 다르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작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상치를 제거한 순작업시간을 표준시간

의 산출자료로 이용함으로서 신뢰도가 높은 실작업시간과 표준시간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의류생

산업체의 생산라인시스템에 체계적인 시간관리로 리드타임의 단축효과와 생산관리의 효율화를 위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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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ㆍ한현정*ㆍ안동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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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에이징 세대를 위한 히든 포인트 디테일 적용의 시니어 
의류 개발 –완제품 성능평가를 중심으로–

Ⅰ. 서론

최근 실버계층에서는 의복의 심미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실버의류 특성에 따른 선

호도는 심미성, 기능성, 용도성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심미적인 요소는 물론 기능적인 부분

도 중요시 되고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특히 실버층의 신체적 불현함(체형교정, 몸매보정 등)을 

보완해주는 기능성 제품의 수요가 타세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를 위해 외관상 심미성을 유지

하면서 체형교정의 효과를 가지는 시니어 의류를 개발하였으며, 개발제품의 기능적 적합성을 검

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버계층 중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액티브 에이징 세대를 위한 히든 포인트 디

테일 적용의 미들레이어 대체 시니어 비즈니스 의류 개발을 목적으로 개발된 자세교정 기능을 갖

는 개발제품의 기능적 적합성 평가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착장 시 맞음새, 동작기능성, 심미성 및 착용성능, 심리적 감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고, 더불어 모아레 사진 촬영법을 통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자세 보정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1) 연구설계

① 연구대상

- 기술표준원(2015)에서 제공하는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자료(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KATS], 2015)에서 제시한 50대 여성의 인체 측정 항목 중 6개 항목(젖가슴둘레,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팔길이, 키, 몸무게)에 대해 [평균(M)±½표준편차(σ)]에 해당되는 피험자 10

명을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 착의평가는 2017년 4월 19일과 21일 양일에 거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실험실에서 진행되었

으며, 이 때 실험실의 실내온도는 20±1℃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착장제품

- 착의평가용 착장제품은 개발 시제품 2종(재킷 1pcs/ 원피스 1pcs)과 기존 제품 2종(재킷 

1pcs/ 원피스 1pcs)의 총 4종으로, 기존 제품과 개발제품은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계하되, 개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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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연구 결과 도출된 히든 디테일을 적용하였다. 재킷은 허리를 강조하지 않은 H형이며, 원피

스는 허리가 다소 강조된 X자형 실루엣이다. 개발 시제품 2종에 적용된 히든 디테일 및 기능성

은 아래표와 같다.

[표. 개발제품의 히든 디테일 및 주요기능]

평가제품 히든 디테일 주요기능 및 특징

- 박시한 라인에 골드체인장식과 자수가 포인트인 바바리

- 안쪽에 나시형태의 보딩패널이 장착되어있어 상체 전체를 바르게 

펴주고 복부에는 프린세스라인 교정을 통해 울통불통한 바디라인

을 완화 시켜줌.

- 클래식한 디테일이 포인트인 원피스 안쪽부분에 가슴, 복부, 허리, 

어깨를 펴주는 보정패널이 장착

- 시니어들 경우 처진 가슴부터 모아주어서 가슴에 볼륨이 살아나며 

복부를 압박하여 허리를 바로세우고 날씬해 보이며 밑단 밀려올라

감이 없이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음.

2) 연구방법

① 주관적 착의평가

- 맞음새 평가 : 재킷과 원피스 아이템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목둘

레, 앞품, 뒷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의 7개 부위별 맞음새와 전체적인 맞음새

의 적합한 정도를 5점 Likert척도 측정 

- 동작기능성 평가 : 근무활동 및 일상생활에서의 자세를 고려하여 차려자세, 보행자세, 사무

실 작업자세, 허리 최대 굽히기 자세, 오른팔 180도 올리기 자세의 5가지 대표 동작을 설정하고, 

개발 제품 및 기존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들 동작 수행 시 편함, 불편함 정도를 5점 Likert척

도 측정

- 심미성 및 착용성능 : 기존 제품과 개발 제품의 디자인, 색상, 유행성 등 의복의 심미적 측

면과 자세 보정 효과, 착탈의 용이성 등 착용 성능에 대해 5점 Likert척도 측정

- 심리적 감성평가 : 기존 제품과 개발 제품 착용시 느끼는 심리적 감성 평가를 위하여 선행

연구(박해리, 2014)를 참고로 15쌍의 형용사를 수집하여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였으며, 어느 쪽도 

아님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은 긍정적 평가의 형용사, 왼쪽은 부정적 평가의 형요사를 배치하여, 

7점 Likert척도 측정

② 객관적 착의평가

- 모아레 사진 촬영 방법 : 촬영거리 2300㎜, 카메라 높이 피험자의 가슴 높이에 맞추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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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라이트는 카메라와 500㎜ 거리를 두면서 피사체에 모아레 무늬가 잘 나타나도록 광원을 

조절. 실험에 사용된 격자스크린의 격자 간격은 3㎜, 스크린 크기는 550×1250㎜로 피사체와 스크

린 간격은 1~2㎜가 되도록 하고, 이 때, 10㎝ 길이를 스크린의 프레임에 표시하여 촬영된 모아레 

사진에서 실측치 환산이 가능하도록 진행

- 모아레호 측정 방법 : 촬영된 모아레 뒷면 사진에서 가장 돌출된 등 부분에서 출현한 모아

레호의 갯수와 뒤중심선(C.B.)에서 각 모아레 호까지의 거리를 파악하고, 각 호간 수평거리의 차

이를 모아레호 간격으로 산정

Ⅲ. 결과 및 고찰

1) 주관적 착의평가

구분 결과

제품1

(자켓)

1. 맞음새: 평균 4.0(적합/ 부분적 유의-앞품, 허리둘래, 전체) 

2. 동작기능성: 평균 4.1(적합/ 유의한 차이 없음)

3. 심미성 및 착용성능: 평균4.0(만족/부분적 유의)

4. 심리적 감성평가: 긍정적 감성

제품2

(원피스)

1. 맞음새: 평균 4.0(적합/ 부분적 유의-허리둘레) 

2. 동작기능성: 평균 4.0(적합/ 유의한 차이 없음)

3. 심미성 및 착용성능: 평균4.2(만족/부분적 유의)

4. 심리적 감성평가: 긍정적 감성

2) 객관적 착의평가

- 재킷 개발 제품의 경우, 등 부위에 나타난 모아레 호의 개수가 평균 4.4개로 p<.05수준에서 

유의적으로 기존 제품(5.8개)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면이 돌출될 수록 그 개수가 

많아지는 모아레 호 형성 특성을 감안할 때, 개발 제품이 등 부분의 둥근 돌출 현상을 저하시키

는 효과, 즉 자세 보정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발 제품 착

용시의 등 부위 수평선상 모아레 호사이의 평균 간격(2.26㎝)이 기존 제품(1.96㎝)에 비해 p<.0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넓게 나타나 개발 제품을 착용하는 경우, 등이 좀 더 편평한 형상을 유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원피스 개발 제품의 경우도, 등 부위에 나타난 모아레 호의 개수가 평균 3.7개로 p<.01수준

에서 유의적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 제품 착용시의 등 부위 수

평선상 모아레 호사이의 평균 간격(1.98㎝)이 기존 제품(1.39㎝)에 비해 p<.05수준에서 유의적으

로 넓게 나타나 개발 제품을 착용하는 경우, 등이 좀 더 편평한 형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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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개발제품의 모아레 사진 측정 결과] 

구분 측정항목
재킷 원피스

기존제품 개발제품 p-value 기존제품 개발제품 p-value

1 등 부위 수평선상 모아레 호의 갯수 5.8 4.4 .010 * 5.4 3.7 .007 **

2 등 부위 수평선상 모아레 호간 평균 간격 1.96 2.26 .047 * 1.39 1.98 .022 *

구분 기존 제품 개발제품 구분 기존 제품 개발제품

재

킷

원

피

스

[그림. 피험자1의 모아레 사진]

Ⅳ. 결론 및 제언

실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정용 미들 레이어” 디테일은 시니어 여성

의 신체적 결함인 굵은 체간부 체형, 굽은 등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주관적,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급격한 체형 변화, 근력 약화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겪

는 시니어 여성들에게 있어 개발기술을 접목한 히든 디테일의 “보정 미들 레이어”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핵심 제품설계 요소로서 소비자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분석된

다. 또한 향후 차별화된 제품 고안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개

척을 통해 수익 창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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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화, 남윤자*
서울대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1. 서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헬스케어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레저,스포츠 

문화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자전거 사용 인구가 1200

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자전거 레저 인구

가 늘어감에 따라 전문 사이클용 장비 및 의류에 대한 수요도 늘어가고 있는데, 사이클용 전문 

의류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사용자의 운동 정보를 표시해 주는 헬스케어 밴드나 사이클링 컴퓨터

가 필수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웨어러블 장비를 사이클링 재킷에 접목하여 사

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 개발을 위해 소비자의 착용실태 및 요

구기능을 알아보고, 기존 제품을 분석함으로써 스마트 의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착용실태 조사는 사이클 동호회를 대상으로 사이클용 재킷 착용 경험이 있는 20세에서 59세 

사이의 남녀 동호인 143명을 대상으로 사이클용 재킷의 착의실태 및 구매실태를 알아보고, 사이

클용 스마트 재킷의 착용 경험 및 기능과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품 분석은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 개발 방향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시판되고 있

는 사이클용 재킷 및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을 수집하여 구조 및 디자인 특징을 알아보고 부위별 

치수를 비교하였으며 스마트 재킷의 경우 기능성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맞음새를 확인하기 위하

여 실제 피험자 대상 착의테스트를 진행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착용실태조사에서 평소에 사이클을 즐겨 타는 남녀 동호인 140명을 대상으로 사이클복의 착용 

실태와 스마트 의류 착용 경험 및 요구기능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사이클 운동 빈도에 

따라 라이트와 하드 유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선호도와 요구 기능에 있어 비슷한 경향성을 보

였다. 이는 운동 빈도와는 상관없이, 운동시 불편함을 느끼거나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대부분 비슷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자가 가장 선호하는 재킷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나 나일론 소재의 져지 재킷이었으며, 딱 붙는 맞음새와 무채색 계열을 선호하였다. 스마트용 재

킷의 요구 기능을 묻는 질문에서, 체온ㆍ습도 조절용 의류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으며, 생체정보 



204 ____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션산업 생태계 변화

및 운동정보 측정, 환경 제어ㆍ차단 의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제품 분석은 사이클용 재킷 디자인 및 치수 조사와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의 형태 및 기능 조

사로 이루어졌다. 일반 사이클용 재킷 조사는 수집한 재킷 2종의 디자인 요소를 공기저항 감소, 

동작편의성 증대, 야간안전, 의복내 쾌적성 유지, 기타 편의성의 5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았으며, 

치수 조사와 맞음새 확인을 통해 사이클용 스마트 재킷 개발의 참고 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기존 사이클용 스마트 의류로 출시된 제품 2종을 수집하여 조사한 결과, 기존 제품의 여유량이 

너무 많고 실루엣이 펑퍼짐하여 사이클복의 요구 특성인 공기저항 감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

었다. 기능 측면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소비자의 요구 기능은 체온조절 및 생체정보 측

정인 반면, 기존 제품은 환경 제어ㆍ차단 기능에 속하는 LED기능만 내장하고 있어 요구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다 사이클 운동의 특성에 부합하는 패턴 디자인이 필요하고, 소비

자가 원하는 기능들로 디바이스를 구성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용 스마트웨어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 및 필요기능을 파악하고 기존 제

품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 실태조사와 제품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에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성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이클웨어로서의 요구성능도 충족시키지 

못하여 패턴과 디자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스마트 의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운동 특성에 적합한 패턴과 디자인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사용자 중심의 조사

가 바탕이 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 및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희 (1996). 스포츠웨어 소재특성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65-78. 

김태호, 양승호 (2014). 자전거 사용자를 위한 기능성 컨버터블 의류 디자인. 디자인학연구, 27(1), 295-313.

오희선 (2015). 웨어러블 디바이스 어패럴 동향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8(1), 133-138. 

유신정, 박준희, 방기성 (2011). 사이클 웨어 통기성 불만족도와 착용실태 조사.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1), 210-210.

이명주, 이희림, 유신정 (2011). 자전거 출퇴근용 전문복 개발을 위한 착용실태연구.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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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성, 이상영, 김태희 (2006). 국내 스포츠 캐주얼웨어의 디자인 특성과 트렌드 경향 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1), 25-36.

이주희 (2013). 스포츠 및 아웃도어 브랜드의 스마트 웨어 디자인 전략.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서울. 

이태규, 정기수, 이성훈 (2012). 섬유 IT 융합. 한국정보기술학회지, 10(2), 77-86. 

정훈실, 서예지, 김영민 (2015). 자전거 주행 상황과 관련된 의류 기능성을 적용한 국내외 브랜드의 디자인 분석. 복식, 65(6), 

36-47.

정희경, 이정란 (2013). 자전거 의류 착용실태 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2), 268-276.

최미성. (2004). 사이클 선수들의 체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7), 1019-1028.



205포스터발표 _____

정희경, 박정현, 이정란
부산대

낙상보호팬츠 개발을 위한 60대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석*

Ⅰ. 서론17)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년으로 인지되는 연령

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대의 건강하고 경제사회

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외출용 의복 착용의 기회증가로 의복에 대한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체형에 적합하고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의복이 제작

되기를 원한다. 특히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의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이는 노

년 남성에 비해 노년 여성의 수가 훨씬 많으며, 체형변화 또한 여성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나기

(Kim et al, 2003)때문으로 사료된다. 여성은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신체의 치수와 프로포션이 변

화하기 시작하여 노년 여성의 경우에는 허리가 굵어져 허리선이 없어지고, 몸의 지방이 아랫부분

으로 옮겨져 배와 엉덩이 부분의 둘레항목의 치수가 커지게 된다. 허리 및 배둘레가 증가하는 반

면 다리는 굽고 가늘어지는 등 신체치수와 프로포션에 있어 이상이 발생하여 의복의 적합성 측면

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더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Son et al., 1995). 현재까지 진행된 노

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특성과 스커

트 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Kim, 1999), 지수치를 이용한 노년 셩성의 하반신 체형 유형화에 관

한 연구(Kim et al., 2003), 중ㆍ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분석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2) 등

이 있다. 그러나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체형분석자료를 

낙상보호패드 및 팬츠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크기에 대한 정보 외에 체형을 구성하는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낙상 시 보호부위의 곡률 

및 치수분포 분석을 통한 하반신 체형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신체적합성이 높은 낙상보호팬츠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낙상보호팬츠 개발을 위한 60대 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 6차 한

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에서 얻어진 직접계측 데이터와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2차원 

간접 데이터를 계측하였으며(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2010), 60-69세의 성

인 여성 420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직접계측항목은 의복 

구성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

*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5R1D1A1A

09057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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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선정하여 높이 8개 항목, 너비 3개 항목, 두께 4개 항목, 길이 6개 항목, 둘레 12개 항목, 

기타 5개 항목 등 총 38개 항목이다. 간접계측항목은 낙상시 보호가 필요한 부위인 허리, 엉덩

이, 넙다리부위를 중심으로 길이 32개 항목, 각도 18개 항목으로 총 50개 항목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낙상보호팬츠 개발을 위한 60대 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60대 

노년여성의 직접계측치를 분석한 결과, 키, 허리높이, 샅높이와 같은 높이항목과 엉덩이옆길이, 배

꼽수준샅앞뒤길이와 같은 길이항목에서는 전연령과 비교하여 60대 여성의 치수가 대체로 가장 낮

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꼽수준샅앞뒤길이와 달리 샅앞뒤길이 치수는 50대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40대, 3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0대 여성들의 배꼽이 아래쪽으로 쳐져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사료된다. 둘레항목에서는 변화가 크게 나타났는데, 허리둘레는 60대 여성의 치

수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엉덩이둘레는 50대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40대, 30대, 6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넙다리둘레, 장딴지둘레와 같은 다리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전연령과 비교하여 60대 

여성의 치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몸무게에서는 50대 여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대 

여성 순이지만, 체지방량이나 BMI, 복부지방률 같은 항목에서는 60대 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근육량보다 지방량이 늘어나며, 지방은 주로 배를 중심으로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토대로 간접측정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면과 측면, 사

면 각각 허리둘레에서 샅까지의 거리를 8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폭

의 증가분보다 엉덩이에서 샅까지 폭의 감소분이 더 작게 나타났으며, 각도 또한 허리에서 엉덩

이까지의 각도가 엉덩이에서 샅까지의 각도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노년 여성의 체형 특성 상 

엉덩이가 아래쪽으로 쳐져서 생기는 결과로 이와 같은 굴곡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와 반대로 측면 배부위를 허리둘레에서 엉덩이둘레까지 4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허리에서 

미들힙까지 폭의 증가분보다 엉덩이에서 샅까지 폭의 감소분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각도 또한 

허리에서 미들힙까지의 각도가 미들힙에서 엉덩이까지의 각도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노년 여

성의 허리둘레를 중심으로 배부위에 지방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그 아래쪽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

으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하반신 체형 분석에 활용된 길이 및 둘레의 계측항목만으로는 60대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낙상보호팬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계측항목에 

엉덩이 전면, 후면, 측면, 사면의 각도와 지수항목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60대 여성의 엉덩이 형

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낙상보호팬츠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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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패턴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로는 고관절 보호부위 형상에 따른 보호패

드의 개발 및 하반신 형태를 반영한 착용감 및 활동성을 고려한 팬츠 패턴 설계 관련 연구가 진

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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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박순지
영남대

여성의 가슴형태와 치수에 대한 자기인식(self-awareness) 및 
스포츠브라 착용에 관한 연구

1. 서론 

여성은 운동시 가슴의 과도한 흔들림으로 통증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불편함을 겪게 되고, 

특히 유방의 흔들림에 의해 쿠퍼인대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한 번 손상된 인대의 회복불

가는 유방하수현상을 초래한다. 최근 20∼30대의 유방암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

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올바른 브래지어 착용에 대해 중요성 인식으로 인해 운

동시 착용하는 스포츠브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천종숙, 장유미, 2012). 또한 최

근 여성들의 몸매관리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를 더욱 건강하게 가꾸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중

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어 운동하는 여성의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스포

츠 브랜드에서는 여성들을 타깃으로 운동강도와 각기 다른 가슴 크기를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스

포츠브라를 제시하고 있으며(장유미 외, 2013) 소비자들에게 자신에게 적합한 스포츠브라를 선택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양의 라이프 스타일과 여성들의 가슴 치수체계를 기준으

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 특성에 적합한 스포츠브라 제품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학계에서도 여성들이 운동시 주로 착용하게 되는 스포츠브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양한 디자인 및 우수한 기능의 스포츠브라 제품들이 츨시되어 있는 현 상황에

서, 여성들이 본인의 가슴형태와 치수를 잘 인지하고 있는지, 운동시 스포츠브라 착용 중요성 및 

착용시 인식이 어떠한지를 연구하여 각기 다른 가슴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에게 적합한 스포

츠브라를 제시하기 위한 근본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들의 자기가슴에 대해 정

확히 인식과 운동시 가슴보호를 위해 꼭 착용해야 할 스포츠브라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는 연

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슴과 브래지어 치수 및 가슴형태에 대한 자

기인식을 알아보고 실제 스포츠 브라 착용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가슴

(젖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과 브래지어 치수(치수와 컵 크기), 가슴형태에 대한 자기인식을 알아

보고 둘째, 자기인식 가슴크기에 따른 가슴에 대한 관심 및 브래지어 착용 인식을 알아본다. 셋

째, 스포츠브라 착용에 대한 인식과 스포츠브라 착용인식에 따른 착용경험 및 스포츠브라 착용시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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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구ㆍ경북 및 서울지역의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

간은 2017년 3월 10일∼4월 7일이며 수거된 설문지는 총 175부이며 이중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한 

응답을 한 15부를 제외한 총 16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설문지 작성은 이현정(2013), 장유미 외(2013), 천종숙, 장유미(2012), 김연주(2012), 김수진

(2003),의 연구를 참고하였고 1차 설문지를 작성하여 여대생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였고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ㆍ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과 

여성의 가슴과 브래지어 치수 및 형태에 대한 자기인식(젖가슴둘레 인지 및 치수와 브래지어 착

용시 필요치수 및 호칭, 가슴형태 및 가슴 크기, 가슴에 대한 관심 및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견

해)의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스포츠브라 착용 관련은 (운동복 착장 및 스포츠브라 착용에 대한 

중요도, 운동시 스포츠브라 착용인식, 운동시 스포츠브라 착용여부 및 착용시기와 착용여부에 따

른 이유, 스포츠브라 착용시 맞음새, 만족도)의 39문항이며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도구는 가슴에 대한 관심 및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견해, 운동복 착장 및 스포츠 브라 착

용에 대한 중요도, 착용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5-point Likert scale)에 준하여 응답하도록 하

였고 이외 문항은 명목척도 및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를 위해 SPSS 

WIN ver. 21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다중응답분석, ANOVA와 사후

검정(Scheffe-test), Chi-square test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가슴 치수 및 형태에 대한 자기인식

3.1.1. 실제 가슴치수와 착용 브래지어 호칭에 대한 인식 

여대생을 대상으로 가슴둘레(젖가슴둘레 및 밑가슴둘레)의 치수인지 조사 결과, 모른다 72.5%, 

알고 있다 27.5%의 응답결과로 응답자의 2/3이상이 자신의 가슴둘레 치수를 모르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가슴둘레 치수를 알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젖가슴둘레만 알고 있다(37.5%)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젖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 모두 알고 있다(33.9%), 밑가슴둘레만 알고 있다(28.6%)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호칭인지에 있어서는 알고 있다의 응답이 

86.8%, 모른다 13.1%의 결과를 보였고 75A 착용자가 32.1%로 가장 많았으며 80A(12.7%), 

75B(11.2%), 80B(9.7%), 80C(6.0%), 75D 및 85B(각 3.7%), 75C 및 85C(각 3.0%)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80 및 85D와 75E(각 0.7%)로 나타나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한국 여대생들

은 정확한 자신의 가슴치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매일 착용해야 하는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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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지어 치수를 통해 대략적인 신체치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들은 브래지어

를 착용하기 시작한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서 계측한 사이즈를 그대로 착용하고 있거나 어머니 혹

은 판매원의 조언에 의해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으며 가슴의 실제 치수보다 착용하고 있는 브래

지어 치수를 통해 대략적인 본인의 가슴치수를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브래지어 컵 크기에 

있어서는 A컵(50.0%) 사이즈가 가장 많았으며 B컵(30.2%), C컵(14.0%), D컵 이상(5.9%)의 순으

로 조사되었다. 

3.1.2. 가슴형태에 대한 자기인식

측면에서 본 가슴 형태의 자기인식 조사결과, 원추형(44.9%)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반구

형(19.9%), 납작형(19.2%), 돌출형(11.5%), 하수형(4.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유미 외

(2013)의 연구에서 한국여성의 유방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과 일치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3.2. 가슴크기에 따른 가슴에 대한 관심 및 브래지어 착용 인식

여대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 가슴크기에 따라 본인 가슴형태에 대한 관심정도 및 브래지어 착

용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가슴형태에 대한 관

심정도(F=3.86, *p<.05),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중요정도(F=3.23, *p<.05), 브래지어 착용시 본인가

슴과 브래지어 컵의 맞음새에 대한 중요정도(F=4.97, **p<.01)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슴이 큰 편으로 인식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작은 편, 보통이라고 인식하는 집

단)보다 가슴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M=4.04) 브래지어 착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M-4.93), 

브래지어 착용시 자신의 가슴크기와 컵 맞음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M=4.44)으로 나타났다. 

<표 1> 가슴에 대한 관심도 및 브래지어 착용인식 차이 분석결과

가슴크기

문 항
M(SD) 작은 편 보통 큰 편 F

나의 가슴(유방) 형태에 대한 관심도 3.23b 3.31b 4.04a 3.86*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중요도 4.55(.98) 4.59b 4.38c 4.93a 3.23*

브래지어 압박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 3.24(.88) 3.33 3.26 2.89 2.53(n.s)

브래지어 컵 맞음새에 대한 중요도 3.83(1.13) 3.75b 3.67b 4.44a 4.97**

잘 맞는 브래지어 착용의 필요성 4.44(.78) 4.36 4.43 4.67 1.66(N.S)

*p<.05 **p<.01

3.3. 스포츠브라 착용에 대한 인식

3.3.1. 스포츠브라 착용경험, 착용시기, 착용여부에 따른 이유

여대생을 대상으로 운동시 운동복 착용에 대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M=3.67

∼3.95) 운동복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결과를 보였다. 특히 가슴처짐 방지를 위해 운

동시 스포츠 브라를 착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M=3.95) 효율적인 



211포스터발표 _____

운동을 위해서도 스포츠브라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M=3.83)는 인식을 나타냈다. 운동시 스포

츠브라 착용경험 및 시기를 조사한 결과, 착용하지 않음의 응답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착용한

적 있으나 지금은 착용하지 않음(27.5%), 운동시 착용함(20.6%), 평상시 운동시 모두 착용함

(6.3%), 기타(2.5%)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운동시 스포츠브라를 착용하는 이유는 가슴처짐 

방지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반면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가슴주변의 살을 정리해주

지 못해서의 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착탈의가 불편해서(23.2%), 착의시 답답해서

(21.1%), 가슴모양이 변형될까봐(18.3%), 적합한 치수 찾기가 힘들어서(11.3%)의 순으로 조사되었

다. 운동시 스포츠브라 착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운동한다는 응답이 

61.0%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운동시 스포츠브라를 착용하는 응답자는 37.5%로 다소 낮은 응

답률을 보였다. 

3.3.2. 스포츠브라 착용인식에 따른 착용경험 

스포츠브라 착용인식에 따라 운동시 스포츠브라 착용경험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

2-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식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40.22, ***p<.001). 

스포츠브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경우, 운동시에 반드시 착용한다(42.7%)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착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인식하는 집단은 대체로 착용해 본 경험은 있으나 착용하

지 않거나(42.5%) 착용하지 않는다(38.4%)의 응답율이 매우 높았으며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경우도 착용하지 않는다(58.1%)의 응답이 가장 높아 대부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의 집단과 유사한 응답결과를 보였다.

3.3.3. 스포츠브라 착용만족도

스포츠브라 착용시 만족도 조사결과, 조여서 답답하다(M=2.95)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또한 착탈의 편리성(M=3.02), 압박감에 의한 군살이 삐져 나오는 정도(M=3.09), 자신의 

가슴과 브라컵의 맞음새(M=3.13)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소재쾌적감(M=3.38), 보정성(M=3.40), 

착용감(M=3.61)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2> 운동시 스포츠브라 착용경험의 차이 분석결과

운동시 착용경험

χ2

운동시 착용

평상시

운동시 모두 

착용

착용하지 

않음

착용해 본 경험 

있으나 지금은 

착용하지 안음

기타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23(42.7%) 6(11.1%) 21(38.9%) 3(5.6%) 1(1.9%) 54(100%)

40.22***착용하는 것이 좋다 9(12.3%) 3(4.1%) 28(38.4%) 31(42.5%) 2(2.7%) 75(100%)

착용하지 않아도된다 1(3.2%) 1(3.20%) 18(58.1%) 10(32.3%) 1(3.2)%) 31(100%)

***p<.001



212 _____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션산업 생태계 변화

4. 결론

20대 여성의 가슴치수, 형태 및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자기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운동시 반드

시 착용해야 하는 스포츠브라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착용경험자의 착용만족도를 알아보기위해 조

사한 결과 다음과 같다.

가슴 치수 및 형태에 대한 자기인식 조사결과, 20대 여대생들은 실제 가슴의 치수보다 브래지

어 치수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았으며 응답자의 72.5%가 자신의 가슴치수를 모르고 있으며 실제 

착용중인 브래지어 호칭(밑가슴둘레 치수와 컵 크기)으로 대략적인 젖가슴둘레를 인지하고 있었

다. 특히 젖가슴둘레와 브래지어 호칭에 나타난 밑가슴 둘레를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가슴형태는 원추형이라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A컵의 치수가 가장 많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스포츠브라 착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스포츠브라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는 반면, 실제 응답자의 43.1%가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유를 조사한 결과 스포츠브라 

착용시 가슴주변의 살을 정리해 주지 못해서의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착탈의가 불편하고 답답해

서 착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시판되고 있는 스포츠브라는 착용시 운동효과를 높이고 안

정감을 주며 가슴 흔들림 방지가 크지만 오히려 이러한 요인에 의해 지나친 조임과 답답함으로 

불편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가슴눌림 현상에서 오는 가슴변형 및 외관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브라 컵과 가슴과의 일치감이 떨어져 만족도가 낮았으며 브라 컵

과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평가되었다. 

신체에 대한 자기인식이 높으면 자기에 신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 이미지에 잘 맞

는 의복을 선택하여 착용하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복식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이정임, 

남윤자, 2003), 여성들이 자기 가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한국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하고 가장 편안한 스포츠브라를 제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운동시 가슴보호 뿐 아니라 아름다운 가슴라인을 유지 

위해 꼭 착용해야 할 스포츠브라가 일반화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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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현, 김희은
경북대

철릭의 연대별 치수 변화 비교

철릭은 조선시대 남성의 의복이지만 저고리 형태인 상의(上衣)와 치마 형태인 하상(下裳)이 연

결되어 있어 입고 벗기 편한 장점이 있으며 현대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현대화된 철릭 원피스로 

재탄생하여 젊은 여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철릭은 TV 광고, 사극 드라마 등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복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철릭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이은주(1988)의 철릭의 명칭에 대한 연구, 정혜경(2000)의 철릭과 동시대의 남자 포와의 상호관계

에 대한 연구, 김지혜(2007)와 조민숙(2011)의 철릭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연구, 최은수(2003)와 

홍나영(1996)의 출토유물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릭의 치수를 연대별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릭 치수 비교를 통해 각 연대별 철릭의 특징을 

도출하여 변화되어온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철릭의 치수에 대한 변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조사보고서, 논문, 도록 등의 문헌자료를 이

용하여 철릭 유물 총 237점에 관한 치수 정보를 수집하였다. 철릭 유물은 토지개발사업, 도로개

발사업 등으로 인한 묘 이장을 통해 발견된 출토유물이 대부분이었다. 연대에 따른 흐름을 살펴

보기 위해 연대가 가장 이른 홍계강(1400-1450)의 철릭을 시작으로 하여 생몰연대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각 100년 단위로 분류해 1400년대에서 1800년대 이후까지 모두 5개의 연대로 구분하여 

치수를 비교ㆍ분석하고 철릭의 총길이, 상의와 하상의 길이, 화장, 품, 섶 등의 구성요소간의 상

호관계를 파악하고 연대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철릭의 총길이는 1400년대에 가장 짧았고 1700년대에 가장 길었으며 그 차이는 10.93㎝이며, 

상의와 하상의 길이 비는 1400년대에 1: 0.98에서 1800년대에는 1: 2.49로 상의의 길이가 짧아지

고 하상이 길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장은 1600년대에 가장 길었고 1800년대는 가장 짧은 시

기로 그 차이는 23.27㎝였으며, 품은 1400년대에 가장 크고 연대가 흐를수록 작아져 1800년대에

는 9.83㎝감소하였다. 품/2과 겉섶하의 너비 비가 1400년대에는 1: 0.99로 앞길 여밈이 완전히 

겹쳐진 형태였으나, 1800년대에는 1: 0.62로 여밈이 차츰 중앙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연

대가 흐를수록 겉섶의 너비는 작아지고 반대로 안섶의 너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동과 

수구의 너비는 좁아지고 배래의 너비는 넓어져 소매통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인다. 

철릭은 상의 저고리와 하의 치마형태가 연결된 포(袍)의 형태지만 상의는 길이와 품, 섶의 변

화에서 조선 시대 여자 저고리의 흐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하의는 상의의 길이가 짧아지면

서 자연스럽게 길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홍나영(1996)은 소매 배래너비와 치마길이의 변화 원인

을 오랜 전란 기간 동안 첩리 착용에 대한 지루함으로 기능보다 미를 추구하는 심리적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철릭의 치수와 상호관계 비교 연구를 통해 연대별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연대별 

철릭 재연ㆍ복원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현대화된 철릭 원피스 디자인ㆍ패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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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남윤자
서울대

35-69세 남성의 체형변화 연구
-제 5차, 제 6차, 제 7차 Size Korea 직접 측정치를 기준으로-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극적인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격변

으로 한국인의 신체적 특성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체형의 변화 형태와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시대별 체형변화의 유의성을 고찰하고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학문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계측년도에 따른 사이즈코리아 직접측정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35-69세 

남성의 전반적인 신체 치수 및 체형의 변화 흐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변화하고 있는 

중년ㆍ노년 남성의 체형 특성을 치수체계 개발, 의복 설계법 및 그레이딩룰 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Size Korea)의 제 5차(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04), 제 6차(KATS, 2010), 제 7차(KATS, 2015) 자료의 35-69세 연령대를 선정

하여 총 3,9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항목은 제 5차, 제 6차, 그리고 제 7차 자료에 측정 항

목으로 모두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직접측정 항목 중 의복 설계와 남성 체형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18.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제 5차, 제 6차, 제 7차 Size Korea 자료의 계측년도에 따른 신체치수의 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5-39세와 40-49세 그룹의 경우, 키를 비롯한 모든 높이항목의 인체 치수 

변화 양상으로 모든 높이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제 7차 자료의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59세 그룹은 샅높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60-69세 그룹은 어깨높이, 허리높이, 위앞엉덩뼈가시높이, 엉덩이높이, 가쪽복사높이, 앉

은키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신지수의 변화로 60-69세 그룹을 제외한 모든 연령

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제 5차보다 제 6차와 제 7차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얼굴

이 작아지는 서구형 체형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 항목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

의차가 있었으며 샅앞뒤길이, 배꼽수준샅앞뒤길이, 목뒤손목안쪽길이 항목은 모든 그룹에서 제 7

차 측정 자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허리둘레, 허리너비, 허리두께 항목은 측정 시기별 측정 기

준점과 방법에 차이가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둘레, 너비, 두께항목의 치수 변화 경

향으로는 측정 시기에 따른 치수가 점차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제 6차 자료에서 잠시 감소하다 

다시 제 7차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항목들이 있었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으며, 특히 허리둘레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차가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있어서는 지속적

인 긴 시간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그 변화 양상을 뚜렷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몸무

게와 BMI 치수변화 분석 결과, 모든 연령 그룹에서 몸무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BMI는 

60-69세 그룹을 제외한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몸무게 항목의 치수는 제 7차 자료에

서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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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린*ㆍ노유민ㆍ권순규ㆍ

남윤자ㆍ신상도
서울대 구급대원용 개인보호복 개발을 위한 덧신 및 안전화의 착용 

실태 조사*

본 연구는 CBRN 특수 재난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을 위한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개발 과정에서 덧신 및 안전화의 착용 실태를 파악하고 그 기능과 디자인을 향상

시키기 위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 기초연구이다.18)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PPE의 덧신의 종류와 형식, 사이즈 등을 제조사

의 홈페이지 및 온라인 카탈로그를 통해 파악한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급대원이 개인보호

복을 착용할 때의 덧신 또는 안전화의 착용에 대한 인식 및 개발 시의 요구사항을 수집한다. 설

문조사는 개인보호복과 덧신의 착용에 대한 일반 현황, 구급 업무 수행 시에 미치는 영향, 개발 

시 요구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발의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덧신 또는 안전 장화의 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

진다. 첫 번째는 보호복과 분리된 덧신을 착용하는 것으로 발목까지 커버하는 보호복을 착용하고 

안전 장화 또는 신발을 신은 후, 그 위에 덧신을 착용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는 발까지 전부 보

호하는 보호복을 착용하고 안전 장화 또는 신발을 착용하는 형태이며, 마지막은 보호복과 안전 

장화가 일체형으로 결합되어있는 형태이다.

적합한 사이즈의 덧신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 적절하지 못한 사이즈의 덧신을 착용하는 경우 

착용자가 걷거나 움직이는데 큰 제약을 야기할 수 있으며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덧신의 경우 하나의 사이즈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다양한 사이즈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제조사별로 제품 호칭이 달라 착용자가 적합한 사이즈의 덧신을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뿐

만 아니라 같은 제조사 내에서도 제품별로 호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같은 호칭일 때에도 제품

에 따라 실제 사이즈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덧신 또는 안전화의 착용이 구급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심리적 안정감(21.7%)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이동의 불편(41.3%)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동반하였다. 그 외의 문제점과 개발 

시의 요구 사항으로 발목 부분의 보호 취약성, 내구성ㆍ사이즈ㆍ소재의 문제, 미끄러움 그리고 까

다로운 착용법 등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재난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신속하고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는 덧신 및 안전화를 착용하는 데에

서 발생하는 불편함과 사이즈 다양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구급대원용 개인

보호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요구사항과 개선점을 반영한 디자인과, 대다

수의 사이즈를 커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본 연구는 국민 안전처 소방안전 및 119 구조ㆍ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NEMA-차세대-2014-54)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

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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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제품치수 분석

여성들의 날씬한 몸매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다이어트나 몸매관리를 위한 소비가 지속적으

로 상승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개선하기 힘든 신체 특정 부위를 보정해주는 스타킹이

나 레그쉐이퍼 등이 여성들의 필수용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이다. 이 중 특히 압박스타킹은 

하체비만이 고민인 여성들의 다리라인을 날씬하고 매끄럽게 보정해준다고 하여 인기 있는 아이템

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료용기기로서의 압박스타킹은 다리 부위에 따라 심장에서 먼 곳은 강

압, 가까운 곳은 약압을 요하는 압박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올바르지 못한 압박은 신체의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여성용 스타킹의 치수규격을 살펴보면 KS 규격 ‘팬

티스타킹의 치수(Ks K 0056)’와 ‘스타킹(KS K 5100)’ 에는 여성용 팬티스타킹에 적용되는 기본 신

체 부위가 ‘키’와 ‘엉덩이 둘레’, 제품 치수 호칭은 S, M, L, XL로 나타난 반면 기본 제품 치수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패션 압박스타

킹의 부위별 제품 치수를 측정하고 비교하여 압박스타킹의 제품 치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압박스타킹은 14개 브랜드의 80개 제품으로 모두 M사이즈의 

팬티 유발형이다. 계측 부위는 ‘총길이’, ‘허리밴드둘레’, ‘앞밑위길이’, ‘뒤밑위길이’와 ‘발목최소둘레

점’, ‘종아리둘레점’, ‘넙다리중간둘레점’ 3개의 지점별 높이와 너비이고,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압력 

측정용 더미인 한국 성인여성 다리모형(Korea Patent No.10-1524019 M Size)에 스타킹을 착장시

켜 높이항목의 계측부위를 표시한 후 의류제품 품질검사 시 시행되는 방식으로 실측하였다. 계측

기간은 2017년 4월 10일∼25일이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품실측 결과 ‘총길이’는 66.0∼

105.8cm로 분포하였고 평균 88.2cm로 나타났고, ‘허리둘레’는 16.5∼27.5cm로 분포하였고 평균 

21.5cm로 나타났다. ‘앞밑위길이’의 범위는 17.5∼26.0cm(평균 21.8cm)로 나타났고, ‘뒤밑위길이’

는 17.8∼28.0cm의 범위로 평균 22.6cm로 나타났다. ‘발목높이’는 9.6∼24.0cm( 평균 18.8cm)로, 

‘발목너비’는 5.7∼10.3cm(평균 8.7cm)로 나타났다. ‘종아리높이’는 16.0∼40.6cm(평균 31.6cm)로 

나타났고, ‘종아리너비’는 6.0∼10.9cm(평균 9.3cm)로 나타났다. ‘넙다리중간높이’는 33.8∼70.5cm

(평균 57.0cm)로 나타났고, 넙다리중간너비’는 6.4∼14.6cm(평균 10.2cm)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600∼1600 미만 데니어 제품은 30∼40 미만 데니어 제품보다 제품길이가 길고 너비가 크게 나타

났으나, 동일 데니어 그룹 안에서 브랜드별로 제품 치수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높은 데니어에서 

낮은 데니어의 제품보다 더 작은 규격으로 생산되는 제품도 있는 등 데니어와 치수규격 간의 연

관성을 찾기가 힘들어 소비자가 데니어 정보를 이용하여 치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든 제품이 S, M, L 사이즈를 모두 포함하는 Free 사이즈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

제적인 사이즈 적합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추후 피의자의 착의실험을 통한 직접평가도 이뤄져야할 

것이며, 제품의 원사종류 및 편직조직별 사이즈 체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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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김남순, 

최세린, 도월희
19)전남대

시판 비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압박성능 비교*

현재 국내의 패션 스타킹 시장에서는 기존의 스타킹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압력을 부여한 일반

용 스타킹을 이른바 ‘압박스타킹’으로 명명하여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비의료용 압박스타킹은 판

매율의 증가에 따라 그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의료용기기로 분류되어 있어 제조시 국제적으로 공인된 압박 기준 및 등급 

규정에 따라 발목에서 허벅지까지 부위별 점진감압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비의료용 압박스타

킹의 경우에는 관련 기준이 없이 제조 및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

내에서 생산, 시판되고 있는 비의료용 압박스타킹의 부위별 압력치를 계측, 분석하고자 한다. 연

구에 사용된 비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제품명에 ‘압박’, ‘착압’, ‘압력’, ‘단계별 압력’ 등의 단어가 포

함된 Free 사이즈의 팬티형으로 총 14개 브랜드 80개 제품이다. 계측기간은 2017년 4월 4일∼12

일이며 압력 측정을 위해 압박스타킹의 압력 측정용 한국 성인 여성 다리모형(Korea Patent 

No.10-1524019) M사이즈와 Swiss Salzman사의 MST MK V 압력측정기기를 사용하였다. 계측환경

은 환경온도 21℃ 상온, 습도 50%RH 조건의 인공기후실에서 실시하였으며, 압력 측정부위는 발

목, 종아리, 넙다리의 총 3부위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품의 섬도는 15∼1600 데니어까

지 다양하였으며, 제품의 부위별 압력 측정 결과, 발목 부위에서 14.5∼34.7mmHg의 넓은 범위의 

압력 분포를 나타내었고, 발목의 압력을 100% 기준으로 종아리는 67∼80%, 넙다리는 45∼54%로 

부위별 압력의 차이를 보이는 제품은 전체 80개 제품 중 6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를 데니어별

로 나누어보면, 먼저 15∼30 미만 데니어는 총 14개 제품으로 발목의 압력이 6.9∼25.4mmHg로 

분포하였고, 평균 13.3mmHg의 압력을 보였다. 발목 압력을 기준으로 종아리는 94.7%, 넙다리는 

68.4%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30∼50 미만 데니어 제품은 총 17개로 발목의 압력이 8.9∼

18.5mmHg로 분포하였고, 평균 압력은 13.3mmHg로 15∼30 미만 데니어와 같은 값을 보였다. 

발목 압력 기준 종아리는 93.2%, 넙다리는 62.4%로 압력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50∼200 미

만 데니어 제품은 총 14개로 발목에서 7.5∼27.1mmHg으로, 평균 14.9mmHg으로 나타났고, 종아

리는 97.3%, 넙다리는 74.5%에 해당되었다. 200∼600 미만 데니어 제품은 19개로 발목 지점에서 

6.8∼33.1mmHg로 압력 분포차가 컸으며 평균 17.7mmHg으로 나타났고, 종아리는 발목 기준 

94.9%, 넙다리는 70.1%의 압력을 보였다. 600∼1600 데니어 제품은 총 16개로 발목에서 16.0∼

41.9mmHg로 평균 26.9mmHg의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종아리는 97.8%, 넙다리는 73.2%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발목과 종아리의 압력이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고 넙다리에서 20∼30% 

정도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점진감압설계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이 발목보다 종아리의 압력이 높게 나타난 제품이 16개, 발목보다 넙다리의 압력이 높게 나타난 

제품이 3개로 나타나 하지혈행에 방해가 되는 등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하지 건강

을 위해 패션 압박스타킹을 위한 압력의 기준 및 등급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7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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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임, 이정란
부산대

고령산모를 위한 전자파 차폐 임부복 개발

Ⅰ. 서 론

현재 국내의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저성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은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여유롭지 못한 경제상황은 결혼 

적령기인 20∼30대의 결혼에 대한 기피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시켜 국내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만

연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증가 현상은 여성들의 결혼연령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령산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1970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100만 명에 이르렀든 출생률은 2015년 현재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만 9천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1인당 출생아 수도 1.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산모 중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가 출산하는 출생아 수의 비

율도 출생아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3.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16). 그로 인해 일

반 산모에 비해 사산율, 주 산기 사망률, 저체중아 및 미숙아 출산율과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 산모의 효율적인 산전관리를 위한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

다(이난희, 2014).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학회는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하는 고령 임산부의 기준 연

령을 초산 여부와 관계없이 만35세로 규정하고 있으며(임신출산육아 대백과, 2015),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많은 고령산모들이 임신 중에도 전자파와 같은 수많은 유해 환경 속에서 사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심은정 외, 2006), 임산부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임부복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박영희,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산모의 출산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파 차폐 임부복을 개

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임부복 개발을 위한 조사

임부복 개발을 위해 부산 및 경남 일대에 거주하는 35세∼44세의 임산부 또는 최근 1년 내 

고령출산(35세∼44세)의 경험이 있는 여성 1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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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5세-44세 여성의 신체사이즈 및 전자파 차폐 섬유에 대한 조사

고령산모의 신체 사이즈에 적합한 임부복을 개발하기 위해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

(Size Korea, 2015)의 35세∼44세 여성의 신체 사이즈를 둘레항목과 길이항목을 중심으로 조사하

여 임부복 개발을 위한 필요치수를 설정하였으며, 국내 판매되는 전자파 차폐 섬유에 대한 자료

를 수집하여 실험복 개발에 적합한 소재를 선정하였다.

 

3. 고령 산모를 위한 전자파 차폐 임부복 개발

설문조사와 35세-44세 여성의 신체사이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피스 형태의 전자파 차폐 임

부복 3종을 디자인 하였으며, 차폐 섬유 부착 방법에 따라 분리형ㆍ일체형ㆍ탈부착 형으로 나누어 

디자인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전자파 차폐섬유는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스테인리스 fi-

ber 소재로 인체에 무해하며, 항균, 탈취기능이 있고, 물세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임부복 개발을 위한 자료 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임신기간 주로 착용하는 임부복에 대해 전문임부복 35.2%, 넉넉한 사이즈의 일

반 의류 64.8%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문임부복 착용 이유에 대해 체형 커버가 쉬워서 44.7%, 

신체활동이 편해서 36.8%, 기능성이 있어서 18.4%로 응답하였다. 일반의류 착용 이유에 대해서는 

단기간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50%),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4.3%), 전문매장이 없

어서(8.6%), 기타(7.1%) 순으로 응답하였다.

임신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늦은 결혼(63%)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만

연한 만혼이 고령 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임신기간 직장생활 유

ㆍ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8명 중 48명의 여성이 직장 생활을 유지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직

장 생활을 유지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일일평균 근무 시간을 묻는 물음에 대해 ‘하루 8시간 이상’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3%에 달하였다. 임신기간 일평균 전자기기 사용시간을 묻는 문항에 대

해 1시간미만 3.8%, 1시간∼3시간미만 31.5%, 3시간∼5시간미만29.6%, 5시간∼8시간미만 12%, 8

시간이상 23.1%로 응답하였다. 

전자파 차폐 용품(앞치마ㆍ담요 등)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27.8% 

로 나타났으나, 전자파 차폐 임부복 구입여부에 대해서는 ‘구입한 경험이 없다’ 라는 답변이 

98.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시중에 전자파 차폐 임부복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전자파 차폐 임부복을 구입하게 된다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

엇인지에 대해 소재에 관한 안정성 여부가 50%로 가장 높았고, 가격적 부담 24.1%, 세탁용이성 

19.4%, 체형 커버가 되는 디자인 3.7%, 기타 2.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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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5세-44세 여성의 신체사이즈 조사 결과 및 실험복 소재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결과(Size Korea, 2015)를 참고하여 35세-44세 여성의 신체 사이

즈를 25세-34세 여성의 신체 사이즈와 비교한 결과 둘레항목에서 젖가슴둘레 +3cm, 허리둘레 

+3.7cm, 배꼽수준허리둘레 +3.5cm, 엉덩이둘레 +0.6cm, 대퇴둘레 +0.3cm, 목밑둘레 +0.9cm, 손

목둘레 +0.5cm 로 나타났으며, 길이 항목에서는 목옆젖꼭지길이 +0.9cm, 기타항목에서는 키 –
1.1cm, 몸무게 +2.2kg의 차이가 나타났다. 비교 조사 결과 두 집단 사이에 특히 둘레치수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임산부의 체형변화에 따른 치수를 고려

하여 임부복 개발에 활용하였다. 

3. 고령 산모를 위한 전자파 차폐 임부복 개발

임부복은 차폐 섬유 부착 방법에 따라 분리형, 일체형, 탈부착형 등 모두 3종의 원피스 형태

로 개발하였다. 분리형은 전자파 차폐 섬유를 속옷 형태로 만들어 겉옷과 분리되는 형태로 차폐 

속옷은 다른 임부복에도 자유롭게 착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체형은 물세탁이 가능한 

차폐섬유의 특징을 활용하여 겉감의 내 측면에 섬유를 고정하여 부착한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탈

부착 형은 겉감의 내측에 전자파 차폐 섬유를 탈부착 방식으로 부착한 형태로 세탁 시 전자파 

차폐 섬유를 자유롭게 탈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발된 임부복은 임산부의 체형 

변화를 고려하여 3종 모두 허리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착용 여유분을 주되 복부로 

집중될 수 있는 시선을 분산 처리하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이 웨이스트 형

태로 개발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산모의 산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파 차폐 임부복 3종을 개

발하였으며, 차폐 섬유 부착 방법에 따라 분리형ㆍ일체형ㆍ탈부착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개발된 

임부복은 추후 임산부를 대상으로 외관 및 동작 기능성 평가를 시행하여 고령 산모의 신체 사이

즈와 요구에 조금 더 부합될 수 있는 임부복을 제시함으로써 고령산모의 출산건강 증진과 임부복 

시장의 다양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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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남윤자
서울대

팬츠 패턴 자동 제도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제도법 개발

Lanenegger 와 van Osch(2002)는 독일에서 시행된 인체 조사를 통해 기성복 의류치수체계에

서 만족스러운 맞음새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인구의 25%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며, Choi(1997)는 

기성복 구매 시 착용자의 대다수가 개인적으로 수선을 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기성복의 맞

음새 불만족이 충분히 해결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패턴 연

구들은 비교적 분석이 용이한 상반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체의 형태적 특성의 변

화는 연령에 따라 상반신보다 하반신에 크게 나타나고 상반신보다 하반신에서 인체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난다. 하반신 체형 특성에 따라 맞음새에 큰 차이를 보이는 복종이면서 전 연령에서 고루 

착용되며, 정형화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기본형 팬츠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에 적합한 

품목이다. 또한 맞음새가 획득된 기본형 팬츠 는 다른 팬츠 디자인으로의 응용이 안정적이며 효

율적으로 이루어지므로(Kang, 2004) 패턴 자동 설계가 가장 필요한 복종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

구는 의류산업과 각종 IT기술의 융합으로 인해 기술의 도입단계에 있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 방식 중에서 패턴 설계와 가봉 단계에 대한 자동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맞음새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복종인 팬츠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동 제도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팬츠 제도

법 개발을 위해 교육용 팬츠 패턴 10종의 제도법을 분석하여 팬츠 부위별 여유량 및 팬츠 패턴 

구성 요소를 파악하였다. 또한 실무 패턴 제도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20대 성인 여성을 대

상으로 하는 브랜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의 패턴사 5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및 설문을 진행하

고 팬츠 패턴을 수집하여 부위별 치수를 측정하였다. 심층면접과 설문은 기본형 팬츠 패턴의 여

유량을 파악하는 문항, 제도 방법을 묻는 문항과 기본형 팬츠 패턴의 활용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너비, 밑단너비의 여유량을 앞판과 뒤판으로 나

누어 조사하였으며, 엉덩이 길이와 밑위길이 무릎길이와 바지길이 치수를 분석하였다. 팬츠 제도

의 주요 설계 요인인 샅냄폭, 뒤중심선 각도, 뒤중심선의 위치, 앞뒤 밑위길이와 허리다트 분량에 

대한 패턴 제도 방법을 조사하였다. 교육용 패턴과 실무 패턴의 분석을 통해 팬츠 패턴 자동제동

를 위한 부위별 제도 공식을 선별하여 연구 패턴 제도법을 설계하였다. 

교육용 패턴 제도법 분석 결과 모든 기본형 팬츠 패턴 제도에 사용되는 인체측정항목은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 바지길이의 3개 항목 이였으며, 이중에서 6개의 패턴 제도법이 허리둘레, 엉덩

이둘레, 바지길이 외에 엉덩이길이와 밑위길이 항목의 인체측정치를 요구하였으며, 1개의 패턴 제

도법은 엉덩이길이를 제외한 4개의 치수를 필요로 하였다. 실무 패턴사에 대한 심층 인터뷰에서 

기본형 팬츠를 기본으로 하여 스타일별 패턴으로 변형한다는 응답 결과를 통해 기본형 팬츠 패턴

의 자동 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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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인 패턴 제도법은 추후 팬츠 자동제도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되어 팬츠 맞음새 

불만족을 해결하고 의류산업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 방식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체형과 연령대에 대한 패턴 자동 변형 알고리즘 설

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맞음새가 검증된 기본형 팬츠를 다양한 실루엣의 팬츠 패턴으로 변

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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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염료개발을 위한 풍기인견의 생산현황분석

풍기인견은 2008년 전국 최초로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의 치수변화율, 인장강도, 방염도, 흡수 및 

건조속도, 세탁견뢰도 등 각 항목별 공산품심사기준을 통과하며 특산명품웰빙인증을 획득하였다. 

이어 2016년까지 9년 연속으로 특산명품웰빙인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전국 소비자

들이 직접 뽑은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그 우수성을 검증 받은 바 있으며, 2012

년에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함으로서 명실 공히 영주의 특산품으로 자리매

김되었다. 영주시는 지역특산품인 풍기인견 활성화를 위하여 특산명품 웰빙인증획득과 풍기인견

홍보전시관 개관 등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풍기인

견 관련 기업체는 150여개에 이르며 제직 및 디자인 기술개발을 통하여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

하고,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풍기인견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찾고 있다. 현대인의 소비패턴

이 웰빙트랜드를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영주시의 대표적 웰빙상품인 풍기인견도 다양한 판로개

척과 공동브랜드개발 등을 통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웰빙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주지역 내 인견생산업체 20여개를 대상으로 지역인견산업화방안에 관한 

직접설문을 통해 지역특산화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친환경자원의 특산화에 의한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설문내용은, ①인견산업의 현황 및 장단점, ②우수제품개발을 위

한 천연염료 개발방안, ③산업화를 위한 발전방안 등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영주지역 일

반산업단지와 봉현농공단지의 경우 풍기인견 및 섬유관련 제직공장 및 판매장이 전문화되어 운영

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 3,000여명, 연매출 1,200억원 이상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

일 업종으로서 최대수준이다. 이러한 지역산업기반을 발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강력한 인견사업 육성의지와 함께 인견직물의 최대생산지로서의 선호도 및 지명도, 

최장기간 축적된 제조기술을 보유한 지역, 산학연관 공동기술개발에 의한 풍기인견발전협의회 발

족 등의 장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역접근성취약, 제품디자인개발시스템미비, 지역전문인력의 

노령화 등의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②인견은 목재펄프인 유칼립투스를 원료로 한 섬유로서 선명

한 광택, 청량감, 뛰어난 드레이프성과 반발성, 우수한 흡습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친환경적이며, 

자연순화형 소재이다. 우수한 착용쾌적성결과를 통하여 소비자의 안정성, 보호성 및 인체쾌적성이 

입증됨으로서 고부가가치 창출이 입증된 제품이다. 또한 그린섬유의 세계적 추세와 함께 인체친

화형제품에 대한 수요증가 및 선진국의 환경규제강화 및 에코라벨인증확산(발암성 물질규제) 등

에 대비한 최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된 웰빙제품개발방안으로서 오미자, 황련, 꼭

두서니 쪽 등의 다양한 천연염료개발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 식물들의 추출물의 인체에 대한 약리

적 영향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호도를 높이고 생분해성이 뛰어난 셀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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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 섬유로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의 친환경성 제품개발이 요구된다. ③향후 풍기인견

산업은 지역친환경산업과 디자인산업과 관광산업의 다각적인 융합에 의해 우수제품 기술개발, 국

내외 네트워킹, 전문인력양성, 우수기업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풍기지역 내 인견패션타운 

또는 인견거리를 구축하고, 우수디자인제품 패션쇼개최와 상설작품전시, 특히 안동포, 상주명주와 

같은 경북북부권의 친환경직물과의 융합적 밸트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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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도월희*
전남대

시판 사이클 웨어의 착용감에 관한 연구 
-국내 남자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를 중심으로-

사이클과 같이 기록을 다투는 경기에서는 공기저항이 경기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사이

클 선수들은 피트성 의류를 착용함으로써 경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청소년 사이

클 선수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되어지거나 기본 사이즈 측정을 통해 생산되어진 사이클 웨어

를 착용하므로 신체에 꼭 맞는 사이즈를 찾기가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자 사이클 선

수를 대상으로 시판 사이클 웨어의 착용감 테스트를 통하여 시판 사이클웨어의 문제점을 분석하

여 청소년 선수용 사이클 웨어 패턴 및 사이즈 체계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시판 사이클 웨어 중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위스(A), 이태리(B), 국내(C) 브랜드의 16

년 S/S 사이클복 상하의 중 가장 판매율이 높은 3점을 선정하였으며, M사이즈를 착용하는 고등

학교 남자 사이클 선수 3명의 피험자에게 착용시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주관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의에서는 ‘팔을 올릴 때 겨드랑이 부분이 당긴다’와 ‘팔의 

움직임이 불편하다’는 항목에서 B>A,C 순으로 나타나 p<0.001 수준에서 브랜드 간 유의차가 나

타났다. 이는 A와 C 브랜드는 소매가 라글란의 형태이고 B 브랜드는 셋인 형태이기 때문에 더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사료된다. 하의에서는 ‘밑단이 딸려 올라간다’에서 C>A>B 순으로 나타나 

p<0.05 수준에서 브랜드 간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C 브랜드가 밑단 밴드가 얇고 조임이 약하고 

B 브랜드는 조임이 심하여 압박감을 느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사항으로 ‘입고 벗기 불편하

다’에서는 B>C>A 순으로 나타나 p<0.01 수준에서 브랜드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B 브랜

드가 다른 브랜드보다 몸에 더 밀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작시 불편한 부분이 있다’에서는 

B>C>A 순으로 나타나 p<0.05 수준에서 브랜드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피험자 1은 A 

브랜드와 B 브랜드의 배 부분의 밴드가 압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피험자 2는 B 브랜드가 대퇴

부분을 압박한다고 하였다. 피험자 3은 B 브랜드가 대퇴와 골반을 압박한다고 하였고, C 브랜드

는 대퇴부분의 봉제 안솔기쪽이 압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B 브랜드의 착용감이 전반적으로 낮

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

본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사이클 웨어 상의 설계시 사이클 주행동작을 고려하여 착용감이 떨

어지는 소매 및 몸판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매의 경우 주행동작

에 적합한 소매형태를 연구해야 하고 소매밑단 처리는 압박감이 없는 형태를 개발해야 할 것이

다. 또한, 배 부분의 여유분 설정시 호흡과 관련하여 적정 여유분을 설정하여 제작해야 하며 하

의에서는 사이클 주행시 배에 압박감을 주지 않는 허리밴드 소재와 봉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6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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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도월희*
전남대

국내 시판 사이클 웨어의 봉제 및 패턴 분석

사이클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사이클 웨어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청소년을 위한 사이클 웨어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주로 착용하고 있는 국내외 사이클 웨어 브랜드

의 패턴을 분석하여 청소년용 사이클 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외 사이클 웨어 상하의 3점을 실측한 후 봉제 완성선을 따라 평면 전개한 후 YUKA CAD 프

로그램으로 디지타이징(digitizing) 하였으며, 각 패턴을 중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각 브랜드의 

동일한 사이즈의 패턴을 평면 전개한 결과 상의의 경우, 스위스 브랜드는 앞판과 뒤판까지 연결되

어 뒤판에서 프린세스라인의 겹침분이 봉제시 입체화가 되어 사이클의 주행자세를 반영하였고, 소

매는 라글란의 변형으로 밑단은 접어 올려 박은 형태로 되어 있었다. 이태리 브랜드는 몸판은 다

른 일반 의류패턴과 비슷한 형태이지만 겨드랑이와 소매 부분에 무를 대어 활동성을 보완하였으

며, 소재의 조합을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브랜드는 앞판과 옆선이 연결된 패널이 

앞뒤판에서 몸에 피트되는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매의 패널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많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하의의 경우 스위스 브랜드는 한 개의 패널로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었고, 

이태리 브랜드는 세 개의 브랜드 중 가장 많은 패널로 사이클 주행시 인체의 변화를 다양하게 반

영하고자 하였다. 국내 브랜드는 옆선 패널을 통해 사이클 주행시 굽은 자세를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다른 브랜드와 다르게 밑단 밴드가 곡선 형태로 되어 있었으며, 식서가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어 많이 늘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 브랜드의 패턴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의는 스위

스 브랜드 XL, 이태리 브랜드 XL, 국내 브랜드 XL 사이즈를 편안한 상태로 놓고, 옆선을 중심으

로 앞판과 뒤판을 YUKA CAD 프로그램으로 디지타이징(digitizing) 하였다. 이 패턴을 상의의 앞

판은 앞중심선과 가슴선, 뒤판은 뒤중심선과 가슴선을 중심으로 중합하였고, 하의는 국내 남자 고

등학교 사이클 선수의 신체 사이즈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설계한 기본 원형에 브랜드별로 중합하였

다. 그 결과, 브랜드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목의 형태와 깊이, 어깨 기울기, 옆선의 라인임

을 알 수 있었다. 하의를 중합하여 본 결과, 스위스 브랜드는 절개선 없이 한 장의 패턴으로 되어 

다른 브랜드보다 앞뒤중심선이 더 기울어져 사이클의 주행자세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태리 브랜

드는 뒤중심이 가장 길고 둘레가 가장 타이트하며 배부분의 절개선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절개

선으로 주행자세를 적극 반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브랜드는 앞뒤밑위길이가 가장 길며, 앞

뒤판은 일반 패턴으로 옆선의 패널이 사이클 주행시 굽은 자세를 반영하고 있었다.21)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브랜드별로 다양한 절개선과 올방향을 통해 사이클의 주행자세를 

반영하고 있었고, 밑단 밴드의 소재와 봉제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하의는 앞밑위

선의 기울기가 브랜드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6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6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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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미*, 전정일, 김인화
동서울대*, 이패션테크

만족도 조사를 통한 전투복 디자인 설계 요소 추출*

전투복은 전장에서 군인의 신체를 보호하는 결정적 요소 일뿐만 아니라 군인의 명예를 나타내

는 상징적 수단이다(권상희, 2006). 이에 세계 각국에서 전투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다. 전투복은 무기 및 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진화하고 있으며

(아시아경제, 2011) 최근에는 미래병사체계에 대한 관심으로 개인전투력 향상을 위한 디자인과 형

태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높이지고 있다.22)

현재 우리군의 전투복은 전투훈련복과 일상 근무복으로 함께 착용되고 있어서 전투훈련을 위한 

동작기능성 뿐 아니라 일상 근무복으로서의 심미성도 함께 요구된다. 따라서 현 장병의 전투력과 사

기진작을 위한 전투복의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인간공학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투 환경과 일상근무 환경을 함께 고려한 전투복을 개발하기 위하여 한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현재 보급되고 있는 전투복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

으로 개선 전투복의 디자인 설계 요소를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은 남자 장병 327명이며 조사기간은 2015년 9월 23일부터 2015년 10월 22일까지 이

다. 조사항목은 치수적합성, 동작적합성, 디자인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디자인만족

도에 대한 문항구성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된 국방부의 군수품 개선 제안 조사결과를 바

탕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수적합성 조사결과, 전투복 동내의 착용 시와 미착용 시 모두 가슴둘레, 허리둘레, 밑단둘

레, 위팔둘레, 상의길이, 소매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바지길이의 모든 

항목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내의 착용여부 별 치수적합성에 대한 유의차 검증결

과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동내의 착용일 때가 미착용일 때보다 다소 작은 결과를 보였

다. 따라서 동내의 착용에 따른 여유분 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절별 전투복 소재의 

물성을 다르게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작적합성 조사결과, 동작별 모든 

부위에서 보통정도의 만족을 보였다. 디자인 만족도 조사결과, 가슴주머니의 여밈방식은 벨크로를 

선호하였으며 견장 고정방식은 벨크로와 단추를 비슷하게 선호하였다. 소매주머니는 55.8%가 부

착하는 것을 선호하였고 동복 가슴부위 앞가리개는 54.2%가 부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였다. 하

의의 경우 밑단조임방식은 조임끈에 스토퍼를 이용한 조임방식을 선호하였고, 입체주머니 주름 

수는 2개를 선호, 허리조절조임끈은 고무줄방식을 선호하였다. 무릎 보호판 삽입을 위한 주머니삽

입여부는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논문은 2015년도 국방부의 연구개발용역(과제명: 동계 및 하계 전투복 성능개량(품질개선)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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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희*, 김남순
전남대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소재 및 직물 구조 특성 비교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다이어트나 하지 부종 및 하지정맥류 예방과 치료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탄성소재를 이용하여 다리 부위별로 심장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약하

게 압력을 가해주는 점진감압방식(graduated compression)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의료용 압

박스타킹의 설계를 위해 다리 부위별 적절한 압박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압력의 분배는 

소재의 특성과 스타킹 직물의 구조적 특성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의 국내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시판 중인 수입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소재와 직물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압박스타킹 중 국가별(미국, 이태리, 독

일)로 판매율이 높은 3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다리 부위별 직물 조직을 비교해보고, 소재의 물성 

및 역학적 특성을 측정 후 태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의료용 압박스타킹은 

20-30mmHg에 포함되는 M사이즈의 팬티스타킹으로 선정하였으며 인장강도(KS K 0815:2008 Grab 

method, CRE Type), 신장회복률(KS K 0815, 6.19:A method), 공기투과도(KS K ISO 9237:2011), 

질량(KS K 0514:2011), 혼용률(KS K 0210:2015), 번수(KS K 0415:2011, 2019:2010), 태 측정은 

KN-403-KTU, KN-304-WINTER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1)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다리 부위별 인장강신도 결과를 살펴보면 wale 방향

으로 세 브랜드 모두 인장강신도가 발목에서 허벅지로 갈수록 커짐을 알 수 있으나 course 방향

으로 미국 브랜드는 발목에서 허벅지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으나 이태리 브랜드는 발목에서의 인장

강신도가 가장 높은 반면 허벅지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독일 브랜드는 세 부위 모두 

비슷한 값을 나타내어 국가별로 차이를 보였다. 신장회복률은 wale 방향으로 미국 브랜드는 발목

부위에서 95%의 회복률을 보였고, 종아리와 허벅지는 85%의 회복률로 같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

태리 브랜드는 96%로 세 부위 모두 같은 회복률을 보였으며 독일 브랜드는 발목 95.5%, 종아리 

96%, 허벅지 97%로 나타났다. 반면 course 방향으로 미국 브랜드는 발목과 종아리가 95%의 같은 

회복률을 보였으나 허벅지에서는 87%로 다른 부위에 비해 낮은 회복률을 나타내었다. 이태리 브

랜드는 발목 96.9%, 종아리 97.5%, 허벅지 97.6%, 독일 브랜드는 발목 97.5%, 종아리 97.5%, 허

벅지 97.0%의 회복률로 세 부위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공기투과도에서는 세 브랜

드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미국 브랜드는 발목>종아리>허벅지 순으로 나타난 반면 이태리 브랜드는 

발목>허벅지>종아리 순으로 나타났고, 독일 브랜드는 허벅지>종아리>발목 순으로 그 값 또한 큰 

차이를 보여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세 브랜드의 태를 비교해보면 KOSHI와 FUKURAMI 값은 

미국>독일>이태리 브랜드 순으로 나타났으며, SHARI 값은 독일>이태리>미국 순으로 나타나 종합 

태 값은 미국 브랜드 3.21, 독일 브랜드 3.19, 이태리 브랜드 2.84의 값으로 비슷한 값을 보였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전남대학교 연구년 교수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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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실, 오순, 최경미*
가천대, 동서울대*

고령자 남자의 맞춤형 의류사이즈 체계 개발 
-70세~85세를 중심으로-

1. 서론

보건복지부(2014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다양한 친목활동, 문화활동, 평생교육, 

자원봉사 등의 여러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외모가꿈에 대한 태도 또한 6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퇴직 후에도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지녀 경제

활동, 학습, 외모에 대한 관심이 청장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노인의 라이

프 스타일 변화는 이들의 감성적인 욕구를 지지해주며, 보다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노인의 

신체 및 움직임 특성을 고려한 자신의 신체를 아름답게 표현해줄 수 있는 의복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성인 남성복의 치수체계(KSK0050)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복의 치수에 대해서 규정하

고 있어 70세 이상의 고령자 남성도 동일한 치수체계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치수체계의 

통계표에 의하면 18세부터 69세의 남성에 대한 치수를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령자 남성에 

대한 치수체계는 KS 규격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남성의 사이즈체계 연구를 위해 2014년 ｢고령자 3D 인체형상 측

정조사 개발 사업(국가기술표준원, 2015)｣의 자료를 바탕으로 70세~85세 고령자 남성복의 치수체

계를 제시하여 변화된 노년층의 체형 특징을 고려한 치수체계로 인체맞음성이 좋은 의복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고령자 3D 인체형상 측정조사 개발 사업의 466명의 데이터와 2015년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의 40세~69세 672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이즈분포를 비교

하였으며, 2014년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활용하여 고령자 남성의 사이즈스펙을 개발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결과 도출된 고령자 남성의 체형 유형은 키 크고 다리 긴 큰어깨 과체중체형, 키 크고 

날씬한 정상체형, 키 작고 사지말단이 가는 과체중 체형, 보통키의 어깨좁고 다리 짧은 비만체형

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4개의 체형유형에 따라 사이즈 분포를 분석하여 체형 맞춤형 사

이즈 스펙을 제안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상의류는 키 5㎝, 가슴둘레 5㎝ 구간으로, 하의류는 키 5㎝, 배꼽수준허리둘레 5㎝의 구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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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자의 4가지 체형 유형에 따라서 그 분포를 살펴본 결과 고령자의 

4가지 체형유형별 사이즈 분포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중장년의 가슴둘레와 키의 분포를 살펴보면 4% 이상 분포율 구간은 90-165(4.6%), 90-170 

(4.2%), 95-160(4.8%), 95-165(10.1%), 95-170(9.5%), 95-175(4.0%), 100-165(5.8%), 100-170 

(12.9%), 100-175(7.4%), 105-170(4.5%), 105-175(4.2%)로 나타났으며, 고령자는 90-155(6.1%), 

90-160(9.4%), 90-165(6.1%), 95-155(4.6%), 95-160(11.8%), 95-165(11.5%), 100-160(5.0%), 100- 

165(11.1%)로 나타났다. 중장년의 배꼽수준허리둘레와 키의 분포를 살펴보면 4% 이상 분포율 구

간은 80-165(4.2%), 85-165(6.8%), 85-170(10.9%), 90-165(5.7%), 90-170(7.6%), 90-175(6.1%), 

95-170(6.3%), 95-175(4.5%)로 나타났으며, 고령자는 85-160(7.0%), 85-165(5.2%), 90-160(8.9%), 

90-165(8.9%), 95-165(5.2%), 95-170(10.0%)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4가지 체형유형별로 가슴둘레-키 구간에서의 7% 이상 분포율 구간은 유형1에서 

90-165(8.3%), 95-160(7.4%), 95-165(21.5%), 100-160(7.4%), 100-165(10.7%)이며, 유형2는 90-155 

(7.8%), 90-160(18.9%), 90-165(14.4%), 95-160(7.8%), 95-165(12.2%)이며, 유형3은 90-160(7.7%), 

95-160(19.7%), 100-165(16.2%)이며, 유형4는 90-160(7.6%), 95-160(11.5%), 95-165(9.9%), 100- 

165(14.5%)로 나타났다. 배꼽수준허리둘레-키 구간에서의 7% 이상 분포율 구간은 유형1에서 

90-160(8.3%), 90-165(17.4%), 95-165(12.4%)이며, 유형2는 80-160(11.1%), 85-160(12.2%), 85- 

165(15.6%), 85-170(7.8%), 유형3은 85-160(9.4%), 90-160(12.0%), 95-165(14.5%), 유형4는 

90-160(9.9%), 90-165(7.6%), 95-160(10.7%), 95-165(10.7%), 100-165(9.2%)로 나타났다. 

 

4. 결론

고령자의 체형분포는 중장년과는 다른 분포를 띄고 있어, 고령자만을 위한 치수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자의 체형 유형에 따라서도 그 분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신체의 적합

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자의 4가지 체형유형에 따라서 상의 및 하의치수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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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여성의 신발 착용 및 선호도 실태에 관한 연구*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3D 프린팅 기술은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는 실버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자를 위한 제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 우리 인체에서 주춧돌 역할을 하는 발을 감싸는 신발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고 착화감 높은 신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3D 프린팅 기술

을 이용한 맞춤형 인간공학적 신발 개발을 위한 여성 노년층의 신발 착용실태와 구매실태, 불편

사항, 신발 선호도 및 신발에 장착될 스마트센서, 3D 프린팅 신발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23)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60∼70대 노년층 여성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자료를 통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층 여성의 평균 연령은 68.8세, 평균 체중은 57.8kg, 평균 신장은 155.4cm, 신발 

평균 사이즈는 238.3mm로 나타났다.

둘째, 노년층 여성의 신발 착용 및 구매 실태조사에서 소유 신발 수는 10개 이상(35.0%)이 가

장 많았고 7∼9개(23.3%)의 순이었다. 운동화(30.1%)와 단화(21.4%)를 주로 착용하고 컴포트화

(17.5%), 기성화(15.5%), 수제화(14.6%)의 순으로 착용한다고 응답하여 발이 편한 신발을 선호하

였다. 착용 시간은 2∼4시간(42.7%), 4∼6시간(21.4%)이 가장 많았고 신발을 착용하는 활동은 ‘일

상보행’, ‘조깅’이 47.9%, 활동 공간으로는 ‘집주변’과 ‘공원’이 23.1%를 나타냈다.

신발 구매장소는 신발전문점(23.8%), 백화점(20.1%), 집주변상가(17.7%), 상설할인매장(9.1%), 

수제화전문점(8.5%) 순으로 나타났고, 신발 구매 시 지출금액은 10∼15만원(27.2%)이 가장 많았

다. 재구매는 ‘1년에 한번’(39.8%), ‘6개월에 한번’(27.2%), ‘2∼5년에 한번’(21.4%) 순이었으며, 신

발의 구매 이유는 ‘필요에 의해서’(36.9%), ‘낡아서’(22.3%), ‘착용이 불편해져서’(17.5%), ‘유행에 

맞춰’(10.7%), ‘옷과 조화를 위해서’(7.8%)로 나타나 경제적인 것을 감안한 합리적인 구매를 우선

하였다. 

신발 구매 시 고려사항은 착용감, 디자인, 가격 순으로, 노년층 여성 모두 발이 편한 착화감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구매하였고, 신발을 새로 구입 시 취하는 조치는 ‘수선 안함’(65.2%)이 가장 

많았고, 밑창(13.4%)과 인솔(12.5%)을 대거나 폭을 넓히는 경우(8.9%)도 있었다.

셋째, 신발 선호도 조사의 결과, 가장 선호하는 신발 유형은 ‘통굽’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선호하였고 넓은 뒷굽(26.9%), 1cm 미만의 굽 없는 형태(17.9%), 웨지굽(16.5%) 순으로 나타나 

노년층 여성은 착용에 있어 발에 무리가 적고 안정적인 신발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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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의 형태는 1cm 미만의 굽을 선호하고 신발의 앞모양은 ‘발등 정도 높이에서 발볼을 감싸는 형

태’(39.6%)와 ‘발등을 덮는 형태’(34.2%)를 선택하였으며, 선호 소재는 천연가죽이 가장 많았고 합

성가죽, 폴리우레탄 소재 순이었다.

넷째, 신발 착용시 불편사항에 대한 결과, 신발로 인한 불편함이 ‘있다’의 응답은 79.6%의 결

과를 보여 발이 편안하고 착화감이 높은 신발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60대에서 불편함

을 느끼는 정도(57.3%)가 더 많았다. Likert 5점 척도로 나타낸 장시간 신발 착용시 장해요인에 

대해 ‘발목 및 무릎, 허리 등이 아프고, 전신이 피곤하다’고 한 응답자가 많았으며, 발의 불편 부

위는 ‘발볼’,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발바닥 안쪽 부위’, ‘발바닥 중앙 부위’ 순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신발 착용으로 인한 발 변형, 부작용의 결과, ‘발뼈 돌출(49.2%)’, ‘발가락 변형

(22.0%)’과 ‘굳은살(11.9%)’, ‘무좀(5.1%)’ 발생의 응답이 많아 좁거나 불편한 신발의 장시간 착용

으로 인한 발의 변형과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발 변형이나 부작용의 이유는 ‘볼이 좁아서’, ‘앞코가 좁아서’, ‘굽높이의 부적합’, ‘소재의 뻣뻣

함’의 이유를 들어 볼 사이즈의 편안함을 주는 동시에 부드럽고 착용감이 좋은 소재의 변화가 필

요하다.

다섯째, 노년층 여성의 신발에 스마트센서를 부착한다면 어떤 기능이 좋은지에 응답으로 ‘심장 

박동수 체크’(32.3%), ‘만보기능’(27.0%), ‘길안내’(13.8%)의 기능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3D 프린팅 신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79명(76.7%)의 응답자가 ‘없다’의 응답을 한 

것에 반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의 발의 형상에 맞는 맞춤형 신발이 제작된다면 신어

볼 의향에 대해 설문한 결과 85.4%의 응답자가 신어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을 보여 3D 프린팅 

기술에 의한 맞춤형 인체공학적 신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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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영, 임호선*
숙명여대

20대 여성의 신발 착용실태 및 신발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3D 프린팅 신발 개발을 위하여 20대 여성들의 신발의 착용실태 및 구

매실태, 신발로 인한 불편부위, 신발 선호도 및 신발에 장착될 선호 스마트센서, 3D 프린팅 신발

에 대한 선호도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숙명여대

에서 재직 또는 재학 중인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여성 107명에서 결측치를 제외한 104명의 자

료를 분석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SPSS IBM 23.0을 이용하여 항목별 빈도, 평균 및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24)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대 여성의 평균 신장 162.12cm, 평균 체중 53.67kg, 신발사이즈

의 평균 236.3mm이었다. 가장 많이 착용하는 신발 사이즈는 240mm이었으며 다음으로 235mm이

었다. 착용 실태와 구매 실태 조사를 통해 선호하는 신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유하고 있는 신

발의 개수는 10개 이상(37.5%)이 가장 많았고 주로 착용하는 신발로 운동화(67.3%)가 가장 많았

다. 평균 착용시간은 하루에 6~8시간(50%), 8시간 이상(39.4%)순 이었고, 주로 하는 행동은 일상

보행(70.4%)과 일(26.9%)이었다. 신발을 구입하는 장소는 신발 전문점(31.6%), 백화점, 인터넷쇼

핑몰 순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에 한번(42.3%), 3~5개월에 한번(36.5%) 순으로 재구매 한다고 조

사되었다. 새로운 신발을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옷과의 조화를 위하여(46.2%)가 가장 많았고, 

낡아서, 필요에 의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신발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디자인

(75%)이었으며, 다음으로 사이즈(12.5%)라 답하였다. 신발을 새로 구매 시 대부분 수선을 하지 

않는다(78.8%)고 나타났다. 선호하는 굽의 높이는 1~3cm 미만(38.5%)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

하는 굽의 형태는 앞굽이 있는 굽(25.1%), 통굽, 1cm 미만 굽이 없는 형태 순이었다. 앞모양은 

발볼을 감싸는 형(26.7%), 발등 덮는 형(24.4%)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 착용 시 불편사항에 관한 설문 결과는 64.4%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하였

다. 응답자 중 불편부위에 대한 설문을 Likert 5점 척도로 나타낸 결과, 일반적으로 장시간 걸을 시 

발목 및 무릎, 허리 등이 아프고 전신이 피곤하게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새끼발가락 통증(2.24)’의 

응답이 가장 많았고, "발뒤꿈치", "엄지발가락", "발볼", "발꿈치바닥" 순이었다. 20대 여성들의 신발

에 대한 불편한 경험과는 무관하게 발변형 또는 부작용이 "있다"의 응답은 36.5%, "없다"의 응답이 

63.5%로 더 많게 나타났다. 발변형 또는 부작용으로 굳은살(42.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대 여성의 대부분은 굽이 낮고 편안한 신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 발의 변형

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발의 불편부위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나

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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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상, 윤혜준, 고미현, 

윤지원, *황영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덕산엔터프라이즈(주)

아웃도어용 초경량 양면 기모 플리스(fleece)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Ⅰ. 서론

플리스(fleece) 소재는 양모와 같은 고감성 감촉과 우수한 보온성능을 갖춘 소재이며 아웃도어

의 Mid Layer용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인 폴라텍(Polartec)®은 Malden Mills

사에서 개발되었으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최고급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

내에서 생산되는 단면을 기모한 위편 플리스(fleece) 소재는 낮은 형태안정성과 저밀도 기모로 인

한 촉감저하 및 상대적으로 낮은 보온성능이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온성능이 우수한 

양면 기모 플리스(fleece) 소재는 단면을 기모한 플리스(fleece) 원단 2매를 접착(bonding)하여 생

산되고 있으나,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고중량과 낮은 품질로 인해 고부가가치 아웃도어 제품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g/m2이하의 초경량 양면 플리스(fleece) 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초경량 양면 

플리스(fleece) 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기모가공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중의 하나이다. 특히 기

모성을 좋게 하고 원하는 길이, 형태 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공정(pre-heat setting) 조건

을 최적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그림 1).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의 초미세 기모 가공 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 최적의 열처리 조건설정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림 1. 양면 플리스(fleece) 개발공정

Ⅱ. 연구방법

1. 시료

○ 양면 플리스용 환편 니트소재 개발에 필요한 고차 기모기술의 적용과 최종제품의 천연감성 

캐시미어 터치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하이멀티 극세사와 고수축사를 사용하여 제품개발이 진

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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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양면 플리스 니트 원단의 표면과 이면을 구성하는 파일(pile)은 하이멀티 극세사(PET 

DTY 65d/192f)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터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라운드 부분은 

고수축사(PET 30d/12f)와 하이멀티 극세사(PET DTY 65d/192f)를 사가공한 복합 가공사를 

사용하여 플리스 원단에 형태안정성과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편성조직은 파일(pile)부와 그라운드(ground)부의 원사를 분리하여 편직이 가능하고, 이후 

후가공 공정(기모공정)을 고려하여 인터록 조직(Interlock Structure)을 선정하여 양면 플리

스용 니트 원단 편성이 진행되었음. 개발이 진행된 양면 플리스용 니트원단의 조직도는 그

림 2와 같음

조직명 양면 플리스용 환편 니트원단 조직도 

인터록

(Interlock)

○ 조직도

 
급사구 1

급사구 2

 

○ 급사구별 사용원사

 - 급사구 1 : PET DTY 65d/192f

 - 급사구 2 : PET DTY 65d/192f + PET(고수축) 30d/12f

 그림 2. 개발 양면 플리스용 환편 니트원단 조직도 

2. 실험항목

○ 표 1에서와 같이 본 실험에 사용된 플리스용 3종의 원사와 니트 원단을 다양한 온도에 따

라 열처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열처리된 원사 및 니트 원단은 기본 물성실험이 진행되었음 

표 1. 양면 플리스용 원사 및 니트원단의 열처리 실험

구 분 시료종류 및 실험조건 실험항목

원사
PET 65d/192f, PET(고수축) 30d/12f, PET 65d/192f + 

PET(고수축) 30d/12f (총 3종)
수축률, 인장강신도 

니트원단 인터록(Interlock) 수축률, 굽힘/압축특성 

염색조건 레벨링 타임 30, 40, 50min -

열처리 조건 160, 180, 200, 220℃에서 2분간 열처리 (총 4단계)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양면 플리스용 원사의 열적특성 고찰

○ 그림 3에서와 같이 사용원사의 온도별 열처리 실험결과, 고수축사(PET 30d/12f)사는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축률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PET 65d/192f 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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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의 온도에서 수축률이 증가하며 그 외의 열처리 온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고수축사(PET 30d/12f)와 PET 65d/192f 원사를 복합한 원사의 경우, 저온(160℃)에서는 수

축률이 크지 않으나,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PET(고수축) 30d/12f 원사의 영향으로 큰 

수축률을 나타냄 

○ 인장강도의 경우 미처리 원사에 비해 모든 원사들이 대체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고 있으나 특정온도(200℃) 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신도는 고수축사(PET 

30d/12f)와 고수축사를 포함한 복합 가공사는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신도 값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냄(그림 4)

 

  

 그림 3. 열처리 원사의 수축률 그림 4. 열처리 원사의 인장 강신도 

2. 양면 플리스용 니트 원단의 열적특성 고찰

○ 본 연구에서는 양면 플리스 소재개발을 위해 편직된 니트 원단을 160∼220℃까지 온도별

로 열처리한 후 니트 원단의 수축률과 KES-FB 시스템을 활용한 굽힘/압축특성에 대한 분

석이 진행되었음(그림 5) 

구 분
개발 플리스용 Interlock 원단

표 면 이 면 단 면

미가공지

염색후

(130℃, 40min)

열처리

(220℃)

 그림 5. 개발 양면 플리스용 Interlock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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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에서와 같이 웨일(wale)방향의 수축률은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며 증가하고 있음. 코오스(course)방향의 수축률의 경우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축률 값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그림 6. 열처리 온도에 따른 Interlock 원단의 수축률 그래프

○ 앞에서와 같이 열처리된 시료들은 KES-FB 시스템을 활용하여 굽힘특성이 측정되었으며, 굽

힘특성에서 굽힘강성(B)값은 측정된 원단의 뻣뻣한 정도(stiffness)를 나타내며, 굽힘강성(B) 

값이 클수록 굽힘변형에 대한 원단의 저항이 크다는 의미이며 원단의 촉감은 뻣뻣한(stiff)

한 느낌을 나타냄 

○ 그림 7에서와 같이 고수축사(PET 30d/12f)를 사용한 니트 원단의 레벨링 타임(염색)별 열

처리 온도에 따른 굽힘강성(B) 값을 나타내며, 웨일(wale)과 코오스(course) 방향 모두 열

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굽힘강성(B)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음. 특히 200℃이상의 열처리 

온도에서 굽힘강성(B)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레벨링 타임별 굽힘강성(B)의 차이는 크

지 않았음 

  

그림 7. 열처리 온도에 따른 Interlock 원단의 굽힘특성

○ 열처리 시료들은 KES-FB 시스템을 활용하여 압축특성이 측정되었으며, T0 값은 원단의 두

께, 그리고 압축에너지(WC)는 원단을 일정하중(MAX. Load)까지 압축하였을 시 가해진 압

축에너지를 나타냄. 압축에너지(WC) 값이 클수록 원단은 벌키(bulky)한 특성을 나타냄

○ 그림 8은 Interlock 원단의 레벨링 타임(염색)별 열처리 니트 원단의 두께(T0)를 나타내며, 

레벨링 타임별로 열처리 원단의 대부분이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두께(T0) 값이 증가함

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압축에너지(WC) 값은 200℃까지는 감소하나 그이상의 열처리 온도

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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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열처리 온도에 따른 Interlock 원단의 압축특성

○ 그림 5는 양면 플리스용으로 편직된 Interlock 원단의 가공공정에 따른 표면, 이면, 그리고 

단면의 구조변화를 나타냄. 그림에서와 같이 가공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니트 원단의 조직

이 치밀하게 변함을 알 수 있음 

Ⅳ. 결론

앞에서와 같이 초경량 양면 플리스 개발을 위해 사용된 원사와 니트 원단의 열처리 실험에 대

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원사에 대한 열처리 실험결과

- 열처리 원사의 수축률 및 인장 강신도 실험결과는 PET 원사를 구성하는 고분자 체인들이 

가해진 열에너지로 인해 일부 고분자 체인이 재정렬되거나 배열이 불규칙하게 변화되어 나

타나는 현상으로 예측됨

- 이와 같은 결과는 원단의 열처리에 의한 파일(pile) 원사의 인장 강신도의 저하가 기모성능

을 향상시킨다는 산업현장의 유추와는 반대되는 결과임. 기모성능은 열처리에 의한 원사의 

물성변화의 영향보다는 열처리에 의한 원사와 원단의 수축이 니트 원단의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어 기모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됨 

- 본 실험결과와 같이 원단의 최적 전처리 온도는 원사의 물성변화가 일어나는 200℃ 이상의 

고온보다는 180∼200℃ 사이의 온도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 니트 원단에 대한 열처리 실험결과

- 고수축사(PET 30d/12f)를 사용한 Interlock 원단의 경우,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의

한 차이를 보이며 수축률이 증가하고 있음 

- 열처리 니트 원단의 굽힘특성 측정결과는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굽힘강성(B) 값이 증가

하며, 특히 200℃이상의 열처리 온도에서 굽힘강성(B)이 급격하게 증가함. 이는 각 니트 원

단에 사용된 원사들의 열수축 특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고수축사(PET 

30d/12f)를 사용한 Interlock 원단의 경우 200℃이상의 열처리시 원사와 원단의 과도한 수축

과 물성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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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처리 니트 원단의 압축특성 측정결과는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두께(T0) 값은 증가하

고 압축에너지(WC)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 이는 열에너지에 의한 원사의 수축으로 

조직의 치밀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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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준, 안재상, 윤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모바일 의류 매핑의 텍스타일 모티브 추출 기술을 활용한 
의류기획 시스템 개발

국내 의류/패션산업은 빠른 유행주기의 변화와 국외 SPA기업들과의 경쟁을 위해 Fast Fashion

이 요구되며, 패션시장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니드(need)를 반영한 신속한 디자인 기획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의류 디자인 기획은 스타일 디자인과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구분되며, 텍스타일 디자

인은 독창적인 디자인을 통해 패션의 부가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본 기술개발은 섬유/의류

산업에서 활용가능한 모바일용 스마트 매핑 기술과 텍스타일 모티프 추출 기술, 소재와 의류 컨

텐츠 형태에 따른 그리드 추천/매칭 기술개발로써, 의류산업의 모바일용 디자인 기획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류기획시스템 개발이다. 

홈화면

(메인페이지)

 시뮬레이션 

초기 화면

제품 선택 Tab

 활성화 화면

원단 선택 Tab

 활성화 화면

시뮬레이션 

메뉴버튼선택화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메인 화면에서 의류스타일을 선택하고 텍스타일 이미지 맴핑 및 그

리드 매칭작업을 통해 최종 의류에 텍스타일 매핑이 모바일에서 실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용

대상으로는 원단업체, 의류 디자이너, 의류프로모션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일반인 또한 흥미

유발로 활용 될 수 있다. 원단업체에서 활용방법은 모바일을 활용한 원단 이미지 추출, 의류업체

에 소재정보 제공시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원단 이미지를 다양한 스타일 의류에 맵핑하여 제시 

할 수 있다. 디자이너나 프로모션업체에서는 모바일을 활용한 텍스타일 이미지 추출, 기획된 의

류에 다양한 텍스타일 이미지 맵핑함으로 시제품 제작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어 디자인 

기획력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의류제품 생산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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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센터”
- 지능형 전자섬유 제품화 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한·독 공동연구센터 -

□ 스마트 텍스트로닉스(Smart Textronics)란 섬유(Textiles)와 전자기기

(Electronics)의 혼성어

□ 전 세계 지능형 전자섬유 소재 기반의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시장은 

‘14년 7.9억달러 규모에서 ‘20년 47.2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 

“HOT 마켓”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전자섬유 원천기술 및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

고 국내 섬유기업의 제품화기술을 지원화기 위해 독일 아헨공대와 

공동연구를 위한 “스마트 텍스트로닉스 센터”를 설립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5년간)

  ❍ 주관/참여기관 : (한국) 한국생산기술연구원/성균관대, (독일) ITA

연구소/아헨공대

  ❍ 운영방법 : 한·독 간 연구소를 설치, 상호 인력파견을 통한 공동연구









구두 발표자 유의사항

(1) 발표자 및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2) 발표 시작 20분 전까지 발표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3) 발표시간은 12분, 토의 3분입니다.

(4) 시간내 발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5) 타종은 발표 종료 2분전에 한번, 종료시간에 2번, 토의 종료시간에 3번 울립니다.

(6) 빔프로젝터 사용하는 발표자는 각 발표장에서 노트북과의 호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터 발표자 유의사항

(1) 포스터의 크기는 80cm (가로) x 120cm (세로)입니다.

(2) 상부 20cm에는 제목, 발표자, 소속을 기재해 주십시오.

(3) 발표시간은 15:20~16:10입니다.

(4) 발표자는 오전 9:30 ~ 11:00까지 지정된 패널에 포스터를 게시해 주시고 15:10부터 자신의 포스터앞에 대

기하여 설명, 토론하여 주십시오.

(5) 포스터 발표시간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포스터는 우수논문 발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 투고시 1인 사독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 참가자 유의사항

(1) 본 초대전에 출품을 위해서는 학회 참가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작가가 여러 명인 경우, 최소 1인은 참

가비를 내셔야 합니다. 학회 참가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도록 및 출품확인서 발송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전시물(A2 사이즈, 420 × 594 mm)은 학회에서 출력해 놓을 예정이오니, 학회 참석하는 분은 오전 11시 30

분까지 도록 2권을 수령하시고, 본인이 직접 지정 패널에 전시물을 게시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게시하

지 않을 경우, 우수작품상 채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전시물은 전시 이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시가 끝난 시각 이후에는 반출하셔

도 됩니다. 

(4) 우수작품상 시상은 우수논문 및 작품상 시상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며, 불참석자는 수상자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등록안내

(1) 등록장소 :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DTC)

(2) 등 록 비 : 일반(석사수료 이상) : 30,000원, 대학원생(석사수료 이하) : 10,000원 

비회원 : 40,000원(단순관람만 해당)

* 참가 신청자에게는 논문집, 중식 제공 

(3) 연 회 비 : 등록시 연회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4) 발표자 등록 : 연구논문 발표자는 반드시 오전까지 등록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김태규(대구예술대)

조 직 위 원: 권기영(경북대), 김영삼(중앙대), 김윤희(한남대), 김창규(한국패션산업연구원),

김혜림(숙명여대), 김홍제((주)광림섬유), 도월희(전남대), 박순지(영남대), 박우미(광주대), 

박창규(건국대), 손영미(조선대), 여은아(계명대), 윤종희(대구예술대), 

윤혜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선희(동아대), 이예진(충남대), 이현영(군산대), 

임호선(숙명여대), 장남경(한세대), 전대근(안동대), 채진미(한성대), 최영림(대구대)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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