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의 글
 

존경하는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에서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누구나 쉽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고, 패션산업의 각 스트림 상에서도 스

마트팩토리, 빅데이터 분석, 가상피팅, 커스터마이징, 3D프린팅, AR과 VR 등 디지털 기술혁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시대 변화나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인 

패션산업에서의 디지털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혁신방향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Fashion- 

Tech: A Leap for a New Era”라는 주제로 기조강연과 특별 포럼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조강연으로는 큐포라 홍영민 대표님의 “Fashion, on Blockchain”과 도월희 의류산업학회

지 편집위원장의 “의류산업학회지(FTRJ) 연구생명윤리 강화 방안과 IRB 심의”를 준비하였습니다. 

패션산업에서의 최신 기술혁신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준비한 특별포럼에서는 “패션 스트림에서

의 Fashion-Tech”와 “Fashion-Tech: 취업·창업”이라는 두 개의 세션으로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 

패션산업을 이끌어나갈 국내 대표 기업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패션산업의 기술혁신을 조명하고, 

이러한 혁신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인 인재교육의 방향과 취업ㆍ창업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회는 이미 패션과 기술의 융합을 실현한 3D 가상피팅 기술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작

품을 제작하는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 7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작품전 및 디지털 패션작품초대전이 전시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각 분과별 구

두발표와 포스터발표에서 약 120편의 최신 연구논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대학의 산학

협력단, 연구소, 다양한 업체의 전시부스를 통해 산ㆍ학ㆍ연ㆍ관의 발전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협조해주신 김춘호 FIT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 수고

를 아끼지 않으신 조직위원장과 운영진들,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산업ㆍ산학부

회장님을 비롯한 연구소, 기관,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류산업학회 또한 혁신적인 학회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을날, 송도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사)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채 진 미

2018년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박 은 경



축하의 글
 

존경하는 (사)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김춘호입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FIT와 공동주최되는 한국의류산업학회 2018년 추계학술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수 학회지를 발행할 뿐만 아니라, 각종 영향력 있

는 패션산업관련 학술대회 및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는 한국의류산업학회와 함께 이번 추계학술

대회를 주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가을, SUNY Korea의 품 안에서 세계 최고의 

패션스쿨인 FIT가 개교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대학과 한

국의류산업학회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FIT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이 더욱 보람 있게 느껴집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별히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게 될 새로운 패션산업의 발전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큰 행운입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으로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패션과 4차산업의 테크놀로지를 익힌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밀레니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시작한 지금 시대에, 우리 대학에서도 2차 산업혁명이 일어

났던 수백년 전과 동일하게 이어오던 주입식 수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수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학생들로부터 창의적 생각 및 비판적 사고를 이끌어내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조력자로 탈

바꿈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합니다.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 바로 이러한 교육 혁

신, 그리고 나아가 산업과 국가의 혁신까지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

전을 토대로 2012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학생 약 1000명을 보유한 명실

상부한 글로벌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이 그러하듯, 앞으로 패션 산업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서양이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하여 글로벌 패션산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었다면, 이제는 새

로운 테크놀로지와 신소재 개발을 통해 한국이 의류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아야 할 시기입니다. 

사실 저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패션 의류 산업 관계자 여러분께서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변혁의 시기에,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분들의 지속적인 연구와 의류산

업에 대한 헌신이 든든한 버팀목이자 앞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의 슬로건인 History Makers. We Change the World. 가 의미하듯이, 아무쪼록 

오늘 2018년 추계학술대회가 우리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개최된 것을 계기로 패션 산업에서의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소망하시는 

일에 우리 대학이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송도까

지 오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니, 이 기회에 시간을 내셔서 학교 주변도 둘러보시고, 캠퍼스의 가

을 정취도 충분히 즐기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8. 10.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김 춘 호



2018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일시: 2018년 10월 27일 (토) 09:00~17:40

장소: 한국뉴욕주립대학교 FIT/IGC인천글로벌캠퍼스 멀티컴플렉스 빌딩 

시간 발표 및 내용 사회 및 장소

09:00~
10:00

등록 및 교재배부/포스터 게시 장소: IGC 5층 

10:00~
16:00

제7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출품작 전시
2018 제 5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 전시

사회: 박순지 부회장(영남대)
장소: IGC 5층 

10:00~
10:30

개회사/국민의례
학회장 인사: 채진미 회장(한성대)
축사: Mr. Leonard Bess, Chair, Fashion Design 

(SUNYKorea, FIT) 
시상: 우수기업인상: 안복희 대표((주)네오피에스)

공   로   상: 홍영민 대표(Qfora)
학   술   상: 남윤자 교수(서울대)
신 진 학 술 상: 김장현 박사
우 수 사 독 상: 임지영 교수(대전대)

사회: 박은경 부회장(인천대)
장소: IGC 5층 소강당

10:30~
11:10

기조강연 1: Fashion, on Blockchain 
   발표자: 홍영민 대표(Qfora)

사회: 박창규 수석부회장(건국대)
토론: 추호정 교수(서울대)
장소: IGC 5층 소강당

11:10~
11:50

기조강연 2: 의류산업학회지(FTRJ) 연구생명윤리 
강화 방안과 IRB 심의

   발표자: 도월희 편집위원장(전남대) 

사회: 이선희 교수(동아대)
토론: 박민정 교수(이화여대)
장소: IGC 5층 소강당

12:00~
13:30

중식 ʻArt of In-Be-Tweenʼ 패션전시 자유 관람
이사회의 

장소: 카페테리아/FIT현대의상박물관/ 
IGC 4025호

13:30~
14:50

특별 포럼 Ⅰ 
패션 스트림에서의 Fashion-Tech 

특별 포럼 Ⅱ 
Fashion-Tech: 취업/창업

사회: 이진화 부회장(부산대)
장소: IGC 5층 소강당

사회: 류문상 부회장(호서대)
장소: IGC 3층 세미나실(3002호) 

1. 패션 의류의 QC Digitalization 
발표자: 남궁진 대표(Pivot88)

2. Virtual Try-On and Customer Experiences
발표자: 황보현우 팀장(코오롱베니트주식회사)

3. PPL을 통한 Media Commerce의 진화
발표자: 우상혁 부사장(더플릭스)

1. 패션테크스타트업 창업초기 생존전략
발표자: 성주희 대표(클로젯셰어) 

2.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 패션 그리고 ʻ나ʼ
발표자: 최현석 부장(네이버)

3. 패션 유통과 AR·VR 융합 비즈니스 창출
발표자: 박선욱 대표(서커스컴퍼니)

토론: 장영재 교수(카이스트) 토론: 최미영 교수(덕성여대)

14:50~
15:05

휴식 

15:05~
16:05

분야별 구두발표

의복설계생산 4024호 의복과학 4025호 패션마케팅 5층 소강당 패션디자인 5028호

16:05~
16:30

연구논문 포스터 발표 및 심사 총괄: 김혜림 교수(숙명여대), 김정미 교수(부경대) 
장소: IGC 5층 

16:30~
16:40

제7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시상식 사회: 박순지 부회장(영남대)
장소: IGC 5층 소강당 

16:40~
17:40 

총회
우수 포스터 상 및 디지털 패션 우수 작품상 시상
폐회사 /경품 추첨

사회: 노정심 총무이사(상명대)
윤성욱 총무이사(대한상공회의소)

장소: IGC 5층 소강당



연구논문 발표(구두)

시간
패션디자인(장소: 5028호)

좌장: 임은혁(성균관대)
토론: 최경희(한성대)

장남경(한세대)
전재훈(서울대)

제목 성명(소속)

15:05~15:20

서양화가에 의해 표현된 한국의 근대 복식문화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와 폴 자쿨레(Paul Jacoulet)의 

작품을 중심으로-

배리듬, 김은정

(전남대)

15:20~15:35 스포츠 브랜드에 나타난 복각(復刻) 패션
박주하, 전재훈

(서울대)

15:35~15:50 4차 산업혁명시대 패션 3D프린팅 산업의 윤리적 방향에 관한 연구
차정윤, 임은혁

(경인여대, 성균관대)

패션마케팅 (장소: 소강당)

좌장: 박은주(동아대) 
토론: 최미영(덕성여대)

박민정(이화여대)
추호정(서울대)

제목 성명(소속)

15:05~15:20 예비교사의 의복구매행동을 통한 교직문화연구
이은희, 최경은

(원광대, 전주교대)

15:20~15:35
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지윤, 추호정

(서울대)

15:35~15:50

패션제품 구매 시 옴니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PPM(Push-Pull-Mooring) 이론을 중심으로-

조영수, 박민정

(이화여대)

특별 발표 

15:50~16:05 FIT 글로벌 패션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Madhumeeta Roy, 정혜연

(FIT) 



연구논문 발표(구두)

시간
의복과학 (장소: 4025호)

좌장: 이정순(충남대)
토론: 노정심(상명대)

김선희(인천대)
김성민(서울대)
이선희(동아대)

제목 성명(소속)

15:05~15:20
박테리아 셀룰로오스-폴리아닐린 중합체를 이용한 전도성 섬유소재 

개발

김현진, 심의진, 

송지은, 김혜림

(숙명여대)

15:20~15:35
SWCNT/AgNW가 처리된 나노웹 기반 텍스타일 전극을 이용한 ECG 

측정

이유진, 조길수

(연세대)

15:35~15:50
비산화그래핀/은나노와이어를 처리한 나노웹 기반의 스마트 텍스타일 

제작 및 특성

최지수, 김우진, 

이유진, 조길수

(연세대)

15:50~16:05 양이온화 처리된 뉴레이온의 오배자염색
김하연, 이신희

(경북대)

시간
의복설계생산 (장소: 4024호)

좌장: 이진희(원광대)
토론: 박순지(영남대)

임호선(숙명여대)
최영림(대구대)

제목 성명(소속)

15:05~15:20 파라메트릭 프로덕션 패턴 제작을 위한 누드 패턴 개발
김나래, 박진희, 남윤자

(서울대)

15:20~15:35 국내 시판 레깅스 제품의 의복압 연구
이정은, 도월희

(전남대)

15:35~15:50
20대 남성이 스포츠용 컴프레션 웨어 착용 시 의복압 수준에 따른 

혈류측정 및 주관적 착용감각 평가

김남임, 이효정

(충남대, 공주대)



연구논문 발표(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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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응해야 합니다.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위원장: 김혜림(숙명여대), 김정미(부 경 대)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의원: 패션디자인- 김정미(부 경 대), 송정아(경 북 대) 

패션마케팅- 최미영(덕성여대), 최은주(영 산 대)

의복과학- 윤혜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혜림(숙명여대)

의복설계생산- 임호선(숙명여대), 이명희(부 경 대)

학부생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위원장: 이은희(원 광 대)

장소: IGC 5층

디자인(25편), 마케팅(35편), 의복과학(25편), 의복설계생산(21편)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 Digitalized Dynamic Fashion Design: Patterns in Motion
Kyung-Hee Choi

(Hansung University)

P2
한·일 패션잡지 표지에 나타난 미적 특성 비교

-NYLON KOREA와 NYLON JAPAN을 중심으로-

정아름, 전재훈

(서울대학교)

P3
방사형 부직포를 이용한 수분제어 쾌적감성

다층복합 섬유소재를 적용한 아웃도어 제품 개발

조은정, 정삼호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P4
한국 퍼스트레이디 룩과 한복착용에 나타난 특성

-권양숙, 김윤옥, 김정숙 여사를 중심으로-

김은정, 김신혜, 

배리듬, 최인숙

(전남대학교)

P5
논-바이너리(non-binary)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와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을 중심으로-

정지운, 전재훈

(서울대학교)

P6
현대 남성복에서 나타난 섹슈얼 유형의 조형적 특성분석

-2015 S/S~2017 F/W 컬렉션 중심으로-

이주형, 하지수

(서울대학교)

P7 패션쇼를 위한 3D 프린팅 예술 의상 디자인 개발 연구
이현승, 이은정, 이재정

(국민대학교)

P8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복 문양 디자인 현황

권지안, 류수현,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P9
사산조 복식 연구

-아르다시르 2세 (Ardarshir II) 부조를 중심으로-

장영수

(경주대학교)

P10
패션디자인에서 모방과 저작권에 대한 연구

-관련 사례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중심으로-

최여란, 하지수

(서울대학교)

P11 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이젠더(agender)

정수진, 임은혁, 류수현

(성균관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

P12 장이론의 관점에서 본 라이트 패션의 공간성에 관한 연구
김장현

(중앙대학교)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3 피에르송(pierson)의 카스틸리오네(Castiglione) 백작부인 사진에 나타난 패션
신파람, 이효진

(전북대학교)

P14
패션 제품 이미지를 위한 촉각적 햅틱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에 대한 사용자 

조사

김종선, 하지수

(서울대학교)

P15 폴 스미스(Paul Smith)의 남성 수트(Menʼs Suit)에 관한 연구
김정미

(부경대학교)

P16 도로보수원의 작업복 착용 실태 조사

김인화, 최경미, 

전정일, 류영실

(수원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P17 중국내 패션 디자인 공모전의 디자인 특성 분석
강남, 박은경

(인천대학교)

P18
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feminism)으로 표현된 

현대 여성복 익스트림 스타일(extreme style) 연구

김가현, 이효진

(전북대학교)

P19 3D 가상착의 시스템용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안재상, 윤혜준, 

윤지원, 김민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유스하이텍)

P20 해체주의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워크웨어 디자인 개발

박술홍, 박기홍, 강찬규, 

김세희, 김소형, 김예은, 

오하나, 허예정, 최경희

(한성대학교)

P21 밀리터리 무드의 유틸리티 테크웨어 디자인 개발

손재은, 박하늘, 김민성, 

류민경, 반종호, 현예진, 

최경희

(한성대학교)

P22 중학생의 색채 선호와 색채조합 및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김민주, 이경희

(부산대학교)

P23
만화 원작의 영화에 나타난 슈퍼히어로 코스튬에 관한 연구

-ʻ저스티스 리그ʼ와 ʻ어벤져스: 인피니티 워ʼ를 중심으로-

김재리, 권미정

(부산대학교)

P24 콜라보레이션 신발의 미적특성 연구
이경민, 권미정

(부산대학교)

P25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에 기반한 

윤리적 패션 수업 사례

김유진, 엄새별, 장남경

(한세대학교)

P26 패션혁신성 및 패션관여도에 따른 의류재활용 태도
이민선

(인천대학교)

P27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인식 수준에 따른 

노년여성의 연령주의,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 비교 연구

유혜경, 이민선

(인천대학교)

P28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온라인 매체에 따른 정보 수용 및 확산

-패션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김인영,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29
한류선호도가 한국 패션 브랜드 위챗 공식계정에서 

지각된 관계혜택에 미치는 영향

장수월, 김한나

(충남대학교)

P30

모바일 앱 쇼핑 환경에서 패션제품 감성명칭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별집단별 연령 및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민지, 이은정 

(국민대학교)

P31
유명인 패션 핫 아이템 구매특성 및 영향요인

-10대와 20대의 차이를 중심으로-

지혜경

(한성대학교)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32
글로벌 팬덤(Fandom)의 한류콘텐츠 이용량 및 소비행태 담론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김성률, 한미경, 김대석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33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패션 점포분위기가 점포충성에 미치는 영향
김은영, 정여진

(충북대학교)

P34 의복쇼핑성향이 SNS마켓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장연아, 김한나

(충남대학교)

P35 소셜 미디어 참여 및 관계품질이 고객 가치 공동창조에 미치는 영향
Sun Rongxi,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36
사용후기 댓글의 사진과 방향성이 댓글 신뢰성 및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처리양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Zheng Que, 

Tan Xiao,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37
소비자들의 패션브랜드 쇼룸 체험이 브랜드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현교, 천예림,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38
옴니채널 서비스 이용 동기가 서비스 몰입을 매개로 

브랜드 옹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미영

(덕성여자대학교)

P39
소비자의 윤리적 패션 상품에 대한 소비동기,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소민,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40 단순 광고 노출을 통한 패션브랜드의 품질 지각 형성 연구
허준석, 이은정

(국민대학교)

P41 상품가격대별 스마트워치 색상선호도와 구매의도 연구
이은정

(국민대학교)

P42 웹기반 패션 쇼핑몰 상품리뷰 감성어휘와 상품평가 관련성 연구
이은정, 이경용

(국민대학교)

P43 패션 공유경제 플랫폼의 하위네트워크 구조특성과 정보확산행동에 대한 연구
정혜연

(한국뉴욕주립대)

P44 창의적 패션소비 효능감이 혁신적인 패션제품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이하경, 추호정, 

차경욱, 안서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P45
지리적 표시제 등록제품인 ʻ풍기인견ʼ의 가치와 도전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질적연구-

여은아, 최미화, 박효은, 

김재희, 장혜수, 박재범, 

차가영

(계명대학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46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지원사업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차가영, 박재범, 

최준혁, 김호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47 해외 패션 클러스터 사례 연구

윤소정, 이하경

(숭의여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P48 사회적 배제 유형이 패션명품 구매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현희, 구양숙

(경북대학교)

P49
인터넷 쇼핑의 기대일치, 기대불일치가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서지수, 이진화

(부산대학교)

P50
패션 소셜미디어 상호작용과 심리적 혜택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혜정, 이지연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51 SNS 시장에서 패션제품 충동구매행동에 대한 신뢰의 역할
박은주

(동아대학교)

P52 의류/화장품의 무역네트워크 및 해외 직접구매/판매 분석
이현정, 백경진

(한양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P53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의복쇼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화 간 감수성과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Song-yi Youn, 이규혜

(University of Arkansas,

한양대학교)

P54 환경친화적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가격 지불의도 
김은혜, 이규혜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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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듬, 김은정*
전남대학교

서양화가에 의해 표현된 한국의 근대 복식문화: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와 폴 자쿨레(Paul Jacoulet)의 
작품을 중심으로

1. 서론1)

한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ㆍ문화적 상황을 내면에서 외면으로 표출 시키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복식문화를 이용하는 것이다. 근대 초기 한국은 비자발적으로 적용되었던 서유럽 

중심의 오리엔탈리즘과 일본의 제국주의를 복합적으로 강요받았으며, 부정적인 측면까지 감수하여 

근대화를 이루어 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까지도 한복은 중국, 일본의 복식과 구별되는 형태

로 인정받지 못했다. 최근에는 세계화라는 명목과 함께 경제적인 도약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

면서 전통복식으로서 한복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문화에 대한 서양인들

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화기시대 서양인들이 남긴 한국에 대한 자료를 살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의 복식문화가 큰 변화를 맞이한 시기는 근대시대 중 서양문화의 유입기로 개화기

에 해당된다. 개화기는 1876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으면서 개방된 문

호를 시발점으로 하여 일제강점기까지를 포함하며 서양과의 직접적인 교류는 1882년 미국과 한미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양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800

년대이며, 1890년 한국사회에 개화사상의 도입으로 다양한 직업과 계층을 가진 서양인들에 의한 

한국 복식문화에 대한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1920년대 한국과 인연을 맺고 생

활하며 한국의 생활풍경 및 복식문화를 주제로 활동하였던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와 폴 자쿨레(Paul Jacoulet, 1896~1960)의 작품을 분석하여 근대 서양화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의 복식문화를 살펴보고 작품에 표현된 한국 복식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서양인의 시각에서 본 최초의 한국

한국의 복식문화를 서양인의 시각에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는 1980년대 말까지 해외 여러 

자료 속에 묻혀 있다가 뒤늦게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들이 출판되어 

근대화 시기 서양인에 의해 기록된 한국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서양사회에 한국에 대한 내용이 최초로 소개된 기록은 1601년 일본에서 활동하던 스페

인 선교사의 저서의 내용이며, 서양인에 의해 묘사된 회화 자료는 1806년에 그려진 ‘미지의 한국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BK21플러스사업, S18AR43D0801). 



34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인’이라는 제목의 채색판화이다. 이 외에도 몇 가지의 자료가 있으나 대부분 정확하지 않거나 간

단한 정도의 자료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한 초기 자료는 한국에 대한 서양인들의 관심은 컸으

나 정보의 정확도를 높다고 할 수는 어렵다. 그러나 개화기가 되면서 한국에는 외교관, 무역상인, 

선교사, 관광객 등 다양한 신분의 서양인 입국자가 끊임없이 유입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기록된 

기록, 삽화,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그 당시의 한국복식문화에 대한 서양인들의 시각을 찾아 볼 

수 있다.

2) 개화기 한국복식

개화기 남자의 복식은 관복이 양복으로 바뀌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일반인들의 평상복은 바

지와 저고리가 착용되었다. 남자의 상의는 저고리 위에 19세기에 흥선대원군이 청에서 가져온 마

고자가 착용되거나 서양복식에서 유입된 조끼가 함께 착용되었다. 남자 하의는 1894년 갑오경장

으로 관복이 간소화되면서 서양식의 바지가 유입되었으며, 이 후 한복바지와 양복바지가 혼용되

었다. 남자의 외의는 착용시 행동이 불편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판단되어 갑신의제개혁에 의해 

착수형 두루마기가 정식 포로 개정되었다.

개화기 여자의 복식은 저고리, 치마, 바지를 기본복식으로 하며, 상의는 갑오경장을 기점으로 

점차 짧아졌다. 이 후의 저고리 길이는 점차 길어졌으며, 깃, 소매, 옷고름의 길이가 짧아지고 옷

고름 대신 단추나 브로치로 여밈을 하기도 하였다. 여자 하의는 바지와 치마가 해당되며, 이 시

기 여자 바지는 단속곳을 제외하고 모두 밑이 터진 형태로 속옷의 역할을 하였다. 치마는 대한제

국 이 후 속치마와 겉치마로 나누어지며, 조선시대부터 계속 입어왔던 치마의 길이를 줄이고 조

끼허리를 부착한 통치마가 새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여자의 외의는 녹색 장옷이나 쓰개치마 등이 

착용되다가 1898년 만민 공동회와 시민 시위운동의 발생으로 한국의 여권 운동이 진행되어, 두루

마기가 착용되었다.

3. 서양화가의 작품에 표현된 한국복식

회화에 나타난 복식에는 당시의 사회상과 작가의 사상을 반영한 미적 가치들이 그대로 표현되

어 있다. 특히 엘리자베스 키스와 폴 자쿨레는 한국 문화에 애정을 갖고 있던 인물들로 이들의 

작품은 해당시대 한국복식문화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 할 수 있다. 먼저, 엘리자

베스 키스는 1919년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인들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하며 왕실의 공주부터 길

에서 만난 노인까지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을 그림에 담았다. 다음으로 폴 자쿨레는 1935년부터 

1953년까지는 한국을 주제로 한 작품을 남겼으며, 그의 작품 속에는 한국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

으로 다양한 의복이 표현되어 있다. 또한 한국적인 것 뿐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이국적인 느낌을 

다채롭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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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화에 표현된 한국복식

엘리자베스 키스의 ｢장기두기｣에 표현된 남성은 녹색 저고리에 백색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흑

색 탕건을 착용하고 있다. 하의인 바지는 백색으로 통이 큰 바지를 착용하고 바지 끝에 청색 데

님을 맨 것이 표현되어 있다. ｢원산 학자와 그 제자들｣에 표현된 남성은 백색 바지, 저고리에 도

포를 입고 백색 갓을 쓰고 있다. 외의로 입은 포는 옆선에는 삼각형 무가 부착되고 소매의 길이

와 폭이 큰 형태이다. 다음으로 폴 자쿨레의 ｢탁발｣에 표현된 남성은 황색 저고리와 백색 바지를 

기본으로 입고 그 위에 회색 도포를 착용하였다. 도포는 아주 얇은 두께로 옷의 구성선과 섶선의 

상침 등도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머리에는 양태가 넓은 흑색 갓이 표현되었다. ｢눈 오는 밤｣에 

표현된 남성의 복식은 옅은 회색 저고리와 짙은 회색의 바지를 입고 저고리 위로 자주색의 조끼

를 착용하고 있다. 또한 겨울의 추위를 막기 위해 소매 끝에 누비 된 팔토시를 착용한 것이 표현

되어있다. 머리에는 눈과 바람을 피하기 위해 삿갓을 착용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키스의 ｢결혼식

에 온 손님｣에 표현된 여성은 옅은 청색의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고 그 위로 안에 털이 달리 

외의를 착용하고 있다. 팔에는 분홍색에 백색 털이 부착된 팔 토시를 하고, 머리에는 털과 술 장

식이 부착된 조바위를 쓰고 있다. ｢초록색 장옷｣은 작품 제목에 따라 기본 복식위에 초록색 장옷

을 착용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장옷의 깃은 둥근 형태이고 깃과 고름은 홍색이다. ｢민씨 가의 

규수｣의 여성은 양반 집안의 여인으로 옅은 홍색 고름에 청색의 끝동이 부착된 회장저고리와 잔

엘리자베스 키스

<그림 8> 장기두기 

중 일부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 

p. 56.

<그림 9> 원산 

학자와 그 제자들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 

p. 185.

<그림 14> 결혼식에 

온 손님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 

p. 112.

<그림 15> 초록색 

장옷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 

p. 207.

<그림 16> 민씨 

가의 규수

-영국화가 

엘리자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1940, 

p. 197.

폴 자쿨레

<그림 11> 탁발

-아시아의 색채 폴 

자쿨레 판화, 

p. 96.

<그림 13> 눈오는 

밤

-아시아의 색채 폴 

자쿨레 판화, p. 91.

<그림 18> 북풍

-아시아의 색채 폴 

자쿨레 판화, 

p. 59.

<그림 19> 눈송이

-아시아의 색채 폴 

자쿨레 판화, 

p. 61.

<그림 20> 궁궐의 

정원

-아시아의 색채 폴 

자쿨레 판화,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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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이 풍성하게 잡힌 청색 치마를 입고 있다. 머리에는 흑색 바탕에 보석과 술 장식이 된 조바

위를 쓰고 있다. 다음으로 폴 자쿨레의 ｢북풍｣에 표현된 여성은 미색 바탕에 백색 꽃무늬가 있는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흑색 바탕에 금박과 술 장식이 부착 된 조바위를 쓰

고 있다. ｢눈송이｣에는 장옷을 착용한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나 형태, 소재, 색채 측면에서 

이국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궁궐의 정원｣에 표현된 두 여성은 회장저고리와 부드러운 선의 한복 

치마를 착용하고 있다.

4. 서양화가 작품에 나타난 한국의 복식문화

개화기 서양화가의 작품에 표현된 한국의 복식문화와 이미지는 한국복식을 바라보는 서양인들

의 인식 원형으로서 그 가치가 크다. 특히 엘리자베스 키스와 폴 자쿨레는 동시대 서양과는 다른 

한국의 자연,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한국인만의 복식문화를 표현하였다. 이에 두 작가의 작품

에 나타난 한국 복식문화의 특성을 생기 있는 한국적인 색채, 독창적인 모자 문화, 개방적인 복

식의 결합 형태, 유연한 형태의 복식 선 네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 번째, 생기 있는 한국적인 색채의 특성은 흰색의 기본복식 위에 과감한 색상을 겹쳐 입는 

한국 복식의 착장방법에서 나타났다. 이는 오방색이 가진 높은 채도와 명도가 복식에 적용되고 

이것이 백색과 대비를 이루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 두 번째, 독창적인 모자 문화의 특

성은 작품 속 대부분의 한국인이 다양한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

의 모자 문화를 독특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며, 한국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해당되는 문화로 

생각하였다. 세 번째, 개방적인 복식의 결합 형태의 특성은 한국 복식이 저고리, 치마, 바지를 기

본으로 하는 단순한 구조라는 점과 고름, 매듭 등의 단순한 형태로 복식을 착용한다는 점에 의한 

것이다. 이는 원단을 몸에 밀착시켜 착용하는 서양 복식과 달리 평면 형태의 옷을 인체에 맞춰 

묶는 착장방법에 의한 것이다. 네 번째, 유연한 형태의 복식선의 특성은 두 작가의 작품에 표현

된 한국복식의 형태가 직선보다 곡선으로 표현된 것에서 나타난다. 유연한 형태의 복식선은 실제 

의복의 형태를 묘사하기보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이미지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인연을 맺고 개화기 한국의 복식문화를 회화로 표현하였던 엘리자베스 키스

와 폴 자쿨레의 작품에 나타난 한국 복식을 통해 그 당시 서양인의 시각에 의해 표현된 한국복

식문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분석된 한국복식문화의 미는 단순미, 선의미, 추상미, 색채

미로 나타났다. 단순미는 의복의 기본적인 기능만을 살려 구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복식의 형

태 표현에 미적인 요소를 더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선의미는 부드러운 곡선과 세

로 방향의 선으로 한국 복식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엘리자베스 키스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한

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반면 폴 자쿨레는 곡선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한국적인 이미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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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국적인 이미지로 회화 속 한국인의 복식을 표현하였다. 추상미는 실제로 착용되었던 복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실제 대상을 표현하기보다 경험과 기억, 간접자료를 토대로 표현한 것에서 나

타난다. 색채미는 한국 복식을 표현하기 위해 당시 한국인을 상징하는 백색을 기본으로 과감한 

색을 사용하여 생기있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상으로 100년이 지난 지금, 서양인들은 엄청난 복식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도 오히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던 우리 한복의 독창성을 뒤돌아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개화기 

한국 복식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며, 당시의 한국 복식문화를 볼 

수 있는 자료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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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랜드에 나타난 복각(復刻) 패션

1. 서론

최근 경제의 저성장, 물질주의적 소비를 지양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경향, 그리고 미디어 매

체의 영향으로 인하여 레트로 감성이라는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브랜드의 헤리티지(heritage)를 강

조하는 ‘복각(復刻)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레트로 디자인을 적용한 패키지를 

한정판으로 출시하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삼양식품은 ‘별뽀빠이’ 출시 

47주년을 기념하여 1980년대 사용된 삼양식품의 로고와 서체를 그대로 적용한 ‘별뽀빠이 레트로’

를 출시하였으며(Jo, 2018), 롯데칠성음료 펩시는 1940~1990년대 패키지 디자인을 그대로 복각한 

‘레트로 펩시’를 출시하여 기존 마니아층은 물론 새로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Park, 

2018a). 복각의 사례는 식품뿐만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거 인기 있

던 패션 아이템을 재소환하는 복각 패션은 매출증가는 물론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긍정

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이는 스포츠 브랜드의 헤리티지 패션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스포츠 브랜

드 휠라는 레트로 마케팅으로 복각 패션을 전개하여 2016년에 대비, 2017년에는 2조 5천 303억

원이라는 두 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였고(Park, 2018b), 특히 브랜드의 역사를 함께한 기성

세대는 물론 패션 트렌드를 쫓는 젊은이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객층의 형성이 가능하기에 

앞으로도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20018 S/S 서울 패션위크의 키워드

로 레트로가 선정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브랜드의 과거 패션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인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국내의 

스포츠 브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복각 패션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문헌연구를 바

탕으로 복각의 개념 및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둘째, 사례연구로는, 레트로 마케팅, 

브랜드 헤리티지 강화, 그리고 복각 패션이라는 내용으로 기사화 된 적이 있는 스포츠 브랜드들

의 패션 아이템, 온라인 화보, 그리고 패션 광고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되,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레트로 열풍이 불기 시작한 201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복각 패

션이라는 헤리티지 마케팅으로 매출성장을 이루어 기사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뉴스기사를 수집하

였고, 최종 6개의 스포츠 브랜드-휠라, 헤드, 르까프, 밀레, 프로스펙스, 그리고 뉴발란스-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례의 분석기준은 Kim(2017)이 패션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 언급한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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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렉션과 광고, 협업 및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각 패션의 대상, 표현방식, 

그리고 광고 및 홍보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Dictionary of DONG-A’ S Prime(2003)은 복각(復刻)을 ‘한번 새긴 책판을 원형으로 하여 이를 

그대로 모방하여 다시 목판으로 새기는 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과거 목판으로 제작된 책판을 동

일하게 제작하여 ‘복각-본’을 제작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복각은 달리 표현하면 복제품으로, 영

문으로는 레플리카(replica)로 지칭하는데, 패션에서는 일본의 소수 패션 마니아층들이 1970년 이

전에 출시된 청바지를 똑같이 재현하여 향유하는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패션에

서의 복각은 구형 재봉틀, 염색법, 그리고 실과 같은 부자재까지 똑같은 것을 사용하여 이전 제

품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것으로 재현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본의 복각 문화는 점차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리바이스 미국도 1993년 이후 본격적인 복각 활동을 시작하였다. 리바이스

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청바지 찾기 활동, 브랜드의 오리지낼러티(originality)와 헤리티지에 대

한 언급에 이어, 마침내 1998년에 복각 전문 브랜드인 LVC(LEVI’S Vintage Clothing)를 론칭 하였

다(Park, 2018c). 이후 워크 웨어, 빈티지 웨어를 컨셉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헤리티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오리지널 모델이나 한정판 제품을 수공예적인 방식으로 다시 복원하거나 클래식 라인으로 

제품을 리뉴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복각 문화의 지속 현상은 브랜드의 오리지널 모델에 대한 

마니아층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고, 브랜드의 가치와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제작방식으

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미디어에서 무한도전의 토토가, 응답하라

1988과 같은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콘텐츠들이 방영되면서 레트로가 본격적인 패션 트렌

드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애슬레저와 고프코어의 영향으로 스포츠 브랜드의 아이템

들도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인식되면서 자연스런 레트로 라인의 전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스포츠 브랜드의 헤리티지 강조 사례를 중심으로 복각 패션에 대한 고찰을 진행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각의 대부분은 신발이 그 중심으로, 러닝화, 스니커즈, 그리고 테니

스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복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점퍼, 티셔츠, 그리고 가방과 같은 아

이템도 복각되었으며, 과거 출시 제품의 완전하고도 동일한 복각을 목표로 하였다. 복각의 대상

으로는 브랜드가 론칭된 1900년대 초반의 오리지널 모델, 브랜드의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제품, 그리고 기념비적 인물이 착용한 제품으로, 그 방식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 및 콘셉의 

강조였다. 특히 신발은 상하의 아이템보다 포인트 액세서리로의 활용이 수월하고 유행의 영향이 

비교적 적어서 다양한 착장에 매치가 가능하기에 복각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복각의 표현방식을 복각된 디자인의 색상, 소재, 디테일의 세 가지의 디자인 특성으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먼저 색상의 경우 기존에 한 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던 제품을 화이트, 블랙, 레

드, 그리고 블루 등과 같이 여러 색상으로 재출시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배색

으로 된 절개 부분에는 일부 포인트 색상으로 변화를 주어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소재의 경우 투습방수 성능이나 보온의 기능이 향상된 신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내구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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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감을 보완하여 제품의 외적 형태는 유지하되, 소재의 기능적 향상 측면을 강조하였다. 제품

의 디테일은 특히 과거의 브랜드 로고를 복각하여 새로운 디자인에 적용한 사례가 많이 나타났는

데, 1950~1980년 브랜드 초창기에 사용하였던 브랜드 시그니처 로고와 제품을 다시 부활시키기도 

하고, 초창기의 로고를 새 시즌의 상품에 복각하되,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였다. 프로스

펙스는 1991년부터 사용되다 중단된 커다란 ‘F모양’의 로고를 다시 복각하는 오리지널 라인을 론

칭하였는데, 단순한 방식의 동일 제품 출시 대신 복각된 로고를 기성복과 결합하는 컬렉션으로 

과거 브랜드가 가졌던 친숙한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시도를 하였다. 특히, 완전히 동일한 

제품의 모방 대신에 복각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킨 브랜드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무드와 세련된 감

성의 적절한 조합이 디자인적 특징이었다. 셋째, 복각 패션의 광고는 지면 광고와 영상 광고, 협

업 및 프로젝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패션 광고 중, 지면 광고에서는 ‘Heritage’, ‘Vintage’, 

‘Classic’과 같은 문구가 광고의 전면에 사용되었다. 뉴발란스는 1980년에 마라톤 대회 선수들이 

실제 착용했던 경량성 러닝화 ‘620모델’의 빈티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브랜드의 전통과 

철학을 강조하였으며, 일부 브랜드들은 과거 제품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new’, ‘2018’과 같

은 단어를 덧붙여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영상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르까프 브랜드로, 1989년

에 제작된 ‘젊음의 리듬’ 광고 캠페인을 그대로 2015년의 버전으로 재현함으로써 광고 속 모델들

의 복고패션과 현대의 르까프 감성을 함께 선보이는 브랜드적 존재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협업의 

일환으로 프로스펙스는 2018 F/W에서 디자이너 브랜드 노앙(NOHANT)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기

존의 복각된 로고를 젊은층을 타겟으로 한 세련된 캐주얼 웨어로 재탄생 시키기도 하였다. 이처

럼 복각 패션의 광고는 상품의 매력도나 강점을 소구 포인트로 하는 대신 브랜드의 고유 히스토

리를 담은 스토리텔링이 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레트로 감성의 올드한 로고, 촌스럽고 투박한 

디자인을 의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재미라는 요소도 선사하고 있었다. 

4. 결론

오늘날 레트로 감성이 패션의 트렌드로 떠오름에 따라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과거에 유행하였

던 패션을 소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의 제품을 완전

하게 재현하거나 오리지널 감성을 선택적으로 가미한 복각 패션의 사례를 분석하되, 스포츠 브랜

드를 중심으로 하여 그 대상, 표현방식, 그리고 광고 및 홍보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해, 복각이 단지 과거의 패션 아이템을 동일하게 재현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디자이너 및 기

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는 디자인이 포화상태인 패션 시장 속에서 이전에 흥행하였다는 입증성이 있는 제품을 출시함으

로써 새로운 제품의 출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라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

비자 측면에서는 복각 패션을 접하는 기성세대의 경우, 과거의 회상은 지친 일상에 향수와 재미

를 주며, 브랜드의 현재를 살고 있는 10대~20대의 젊은이들은 자신이 체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새

롭게 탐구하고 향유함으로써 개성 있는 패션의 연출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일 새

롭게 등장하는 창의적인 제품들 사이에서 시대의 역행이라는 방식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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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복각 패션이 이제는 소수 마니아층이 아니라 패션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된 그 특성을 조명

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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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패션 3D프린팅 산업의 
윤리적 방향에 관한 연구

1. 서론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과 효율성에 따른 비용절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4차 산

업혁명시대의 기술은 인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로서의 상호작용을 통한 발전이 필요하

며, 기술 혁신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과 사회를 위한 윤리적 혁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패션 산업에서는 3D프린팅,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등이 패션 디자인, 제작과 마케팅, 유통 등 21세기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가

져올 새로운 기술이 될 것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패션 산업관련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인문학적인 접근을 통해 최근의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때의 트렌드가 아닌 지속가능한 

연구로 과학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윤리적인 패션 산업 방향의 제시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친

환경 미래 전략 산업으로 꼽히는 3D프린팅이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패션 산업으로 발전

해 나아갈 수 있는 윤리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4차 산업혁명을 다룬 미래인문학관련 서적과 학술 논문, 3D프린팅 산업관련 연구 자료와 3D

프린팅 패션 적용 사례를 인문학적 시각과 패션 3D프린팅의 산업적 시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

의 인문학적인 시각과 산업적인 시각의 학제 간 접근을 통해 4차 산업시대 과학기술과 패션이 융

합된 분야인 패션 3D프린팅 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공존해 나아갈 수 있는 윤리적 방향을 연구하

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인문학적인 시각과 패션 3D프린팅 산업의 

시각에서 살펴본 결과, 첫째,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의 윤리적 사

명은 근대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 개념에서의 접근이 아니다. <제 4차 산업혁명 하이브리드패러

다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술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일을 하기에 필요한 것’

이다. 즉, 4차 산업혁명시대에 윤리적인 사명은 기술은 인간과 일을 매개하여 인간의 실존적 삶

을 미래로 성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방향으로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인간을 좀 더 지능적으로 상호보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기계와 인간이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패션 3D프린팅 산업의 시각에서 기술은 생상 공정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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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와 비용 절감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고 다기능적인 패션 창출과 소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으나, 기기의 발전으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문제와 진품 구분의 어려움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제조 직종과 관련 직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어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발전의 개념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

원에서도 윤리적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결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패션 3D프린팅 산업의 윤리적 방향으로는 첫째, 적응형 자동화로 인공지

능에 의한 완전 자동화가 아닌, 인간 본연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 기계와 인간의 협업이 필요하

다. 럭셔리 브랜드들은 3D프린팅의 최신 기술과 장인 수작업의 협업을 시도해왔다. 2016년 뉴욕 

메트로폴리탄(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열린 마누스 앤 마키나(Manus & Machina)

전은 인간의 수작업과 인공지능 기술의 대립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시너지를 이루는 계기가 되

었다. 이 전시회에서 샤넬 오트쿠튀르는 트위드 소재의 클래식 샤넬 재킷을 3D프린터로 제작한 

원단을 사용하여 비즈를 수작업으로 표현하였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럭셔리브랜드만의 

시그니처를 잃지 않았다.

둘째, 사회적 창의성으로 기술적인 창의성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 체계를 구축한다. 4차 산

업혁명은 기술보유자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연결하여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례로 펜실베니아대 마크 스턴(Mark Stern)교수가 제안한 ‘이웃기반 창조경제(Neigh- 

borhood based creative economy)’를 낙후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 미니애폴리

스(Minneapolis)의 빈민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한 창의성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창의성 증진과 지

역재생 사업에 상당히 성과를 보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는 

패션에서도 사회적 기여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기술혁신과 함께 인간과 사회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 4차 산업혁

명의 대중적인 창의성 발현을 위해 3D프린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만

들어 대중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싱기버스(www.thingiverse.com)는 3D 프린팅기기

를 만드는 메이커봇(maker-bot)사에서 운영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사이트로 출력하거나 개량시

켜 작업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3D프린팅 관련 사이트이다. 패션관련 의류제품 자료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에 다가서고 있다. 

패션 3D프린팅 산업은 과학기술적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및 인간의 정체성과 역할을 찾

아야 할 것이며, 패션산업의 질적 발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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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의 의복구매행동을 통한 교직문화연구

1. 서론

최근 서울시교육청(2018. 9 27)은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선언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학교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학생 및 사회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으로서, ‘교복 입은 시민’의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구

현하는 구체적 조치이며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

다. 무엇보다도 단속 중심 생활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자유

롭고 활력과 개성 넘치는 생활문화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만들기를 지속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교사의 의생활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초등교육에서부터 중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에서 교육자로서 교사가 착용하는 의복은 

학생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교사의 

의복행동은 개인차원, 사회적 차원, 환경적 차원까지 생활 전반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교직문화

의 구체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까지 사회적으로 ‘교사다운 옷차림’은 교사의 역할 기대에

서 주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담고 있어서 단정하고 정숙한 해야 함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사회

적 요구는 소비자 사회화 과정의 결정적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사에게 교

사로서의 역할 분담에 따른 의복을 구입해서 착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경험하게 한다. 앞으로 

교직문화를 선도할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의복구매행동을 어떻게 실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의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최근 디지털 

사회에서 의복구매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라이프스타일과 인터넷에서의 의류제품 구매유

형을 알아보고 이를 변인간의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교직문화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의 라이프스타일, 인터넷에서의 의

류제품 구매유형의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예비교사의 성별과 인터넷 활용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유형의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예비교사들의 의복구매행동을 통한 교직문화

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방법으로, 전라북도 지역 교육대학에 재학중인 135명, 사

범대학에 재학중인 150명 총 285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중에 실시하였다. 조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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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중 여학생은 167명(58.6%)으로 남학생 118명(41.4%) 보다 조금 많았으며, 2학년이 가장 많

았고(29.5%), 한달 용돈이 4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24.9%).

자료분석은 SPSS 22.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를 검

정하기 위한 Cronbach’s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첫째, 예비교사의 의복구매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변인으로 라이프스타일

과 인터넷에서의 의류제품 구매유형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소비자의 행동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인지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한 20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 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요인에 적합하

지 않은 5개 문항이 제외되고, 4개 요인의 15개 문항에 대한 제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4개 

요인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총 57.83%의 설명변량을 지닌다. <요인 1>은 ‘패션 정보를 담은 잡

지를 자주 읽거나, 연예인의 유행 스타일에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

이는 편이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션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60이상

이고, 고유치는 3.02이고 설명력은 23.21%이며, 신뢰도는 ⍺.81=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여가

시간에도 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하며 지내며,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쇼핑하기를 좋

아하고, 인터넷으로 관심분야를 자주 찾아본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디지털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74이상이고, 고유치는 1.73이고 설명력은 13.42%이며, 신뢰도는 ⍺
=.85로 나타났다. <요인 3>은 ‘물건을 살 때 가능하면 많은 곳을 비교해보고 구입하며 할인기간 

및 쿠폰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와 무관하게 절약해야 한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경제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67이상이고, 고유치는 1.59이고 설명력은 12.22%

이며,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음식을 먹을 때 외모를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먹고 외모를 잘 꾸미는 것이 생활의 중요한 일부이며, 이성에게 매력적인 스타일이 가장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외모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61이상이고, 고유치는 1.18이고 설명력은 9.06%이며, 신뢰도는 ⍺=.7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최근 디지털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유형을 조사한 15문

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고유치 1이상

의 기준에 의하여 요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2개 문항이 제외되고, 

3개 요인의 13개 문항에 대한 제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별 문항의 내용에 따라 구체

적으로 살펴본 결과 3개 요인은 구매유형에 대해 총 59.53% 설명변량을 지닌다. <요인 1>은 ‘의

류제품을 구매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고 편리하며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와 같은 문항들

로 구성되어 편의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58이상이고, 고유치는 4.98이고 설명

력은 38.29%이며, 신뢰도는 ⍺=.88으로 나타났다. <요인 2>는 ‘주위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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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보거나 구매계획이 없이 인터넷에서 충동구매하고, 마음에 들면 원하는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매한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적극적 충동구매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

량은 .50이상이고, 고유치는 1.65이며, 설명력은 12.73%, 신뢰도는 ⍺=.86로 나타났다. <요인 3>

은 ‘질 좋은 의류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거나, 구입하려는 제품의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비

교해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경제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의 부하량은 .54이상이고 고유치는 1.11이며 설명력은 8.53%, 신뢰도는 ⍺=.63로 나타났다.

앞으로 교사로서의 역할에 따른 기대효과 때문인지 예비교사의 라이프스타일은 경제지향성

(M=3.44)이,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유형에서는 편의추구형(M=3.6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교사의 성별과 인터넷 활용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인터넷에서의 의류제품 구매유형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예비교사의 성별과 인터넷 활용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유형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t 검증,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먼저 성

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통계청 자료(2018. 7. 2)에 의하면 2017년 각 학교급별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등학교는 교원 77.1%가 여성이며, 중학교는 69.3%, 고등학

교는 51.5%가 여교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의복구매행동을 성별로 살펴보는 것은 의

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 라이프스타일은 패션지향성(t=-3.885, 

p<.001), 외모지향성(t=-3.049, p<.01)에서, 인터넷 의류제품 구매유형은 경제추구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19, p<.05). 즉, 예비교사 중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패션과 외모를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였고,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편리를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비교사의 의복구매행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교사는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미만 사용하는 학생이 가

장 많았고(34.4%), 다음으로 1시간에서 2시간미만이 30.5%, 3시간 이상 이용하는 학생도 24.2%

나 되었다. 최근 통계청 자료(2018. 4. 26)에 의하면, 2017년 20대는 23시간 36분(일평균 3시간

24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는 100.0%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의류관련 사이트를 평균 일주일에 1-2번 정도 접속하

였으며(37.9%), 일주일에 평균 1시간 정도 이용하고 있었다(50.2%). 인터넷에서 의류관련 사이트 

주당 평균 이용시간을 1시간 미만과 1시간 이상으로 구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패션지향성(t=-4.848, p<.001)과 외모지향성(t=-3.578,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즉, 인터넷에서 의류관련 사이트를 1시간 이상 사용하는 예비교사일수록 패션과 매력적인 

외모를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의류관련 사이트를 1시간 이

상 사용하는 예비교원일수록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 전 유형, 편의추구형(t=3.309, p<.001), 충

동구매형(t=-4.808, p<001), 경제추구형(t=-3.208, p<001)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의류관

련 사이트를 접속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다양한 구매유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예비교사들의 의복구매행동을 통한 교직문화에 대해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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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문화는 교사집단의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에서 교사의 삶과 행동을 이끌어 가기 위한 마

음속 내면의 원리 또는 표준이다. 교직문화의 특징은 개인주의, 보수주의, 현재주의, 형식주의, 보

신주의,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교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들 간의 소통과 교류

를 강조하고 교사들이 가져야할 가치 중 자율성, 개별성, 융통성, 다양성, 창의성을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예비교사의 의복구매행동은 개인차원, 사회적 차원, 환경적 차원까지 생활 전반 밀접

한 연관이 있으며, 교직문화의 구체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조사대상 예비교사는 

구매시 비교해보고 구입하며 할인기간 및 쿠폰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와 무관하게 절약해

야 하는 라이프스타일과 인터넷에서 의류제품을 구매시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고 편리하며 정보

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편의성을 추구하는 구매유형을 지니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의복구매

행동에 차이가 있었으며, 인터넷 이용 특히 의류관련 사이트를 접속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패션과 

매력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었고, 다양한 의류제품 구매유형을 나타내었

다. 즉, 앞으로 단속 중심 생활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자유

롭고 활력과 개성 넘치는 생활문화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만들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

에 대한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교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

서 본 연구 대상 예비교사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다소 벗어나 디지털 세대답게 라이프스타일

을 지니고 있었고 인터넷 이용이 많을수록 다양한 의류제품 구매유형을 지니고 있었다.

4. 결론

예비교사의 의복구매행동을 통해 교직문화에 대해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

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의 라이프스타일은 패션지향성, 디지털지향성, 경제지향성, 외모지향성 4요인이,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유형은 편의추구형, 충동구매형, 경제추구형 3요인이 추출되었다. 또한 

교사로서의 역할에 따른 기대효과 때문인지 예비교사의 라이프스타일은 경제지향성이,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유형에서는 편의추구형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 라이프스타

일과 의류제품 구매유형에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패션과 외모를 지향성 라이프스타

일을 추구하였고, 인터넷에서 의류제품 구매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편리를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앞으로 교직문화를 선도할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예비교사

를 대상으로 의복구매행동을 살펴본 결과, 예비교사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다소 벗어나 디지

털 세대답게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고 다양한 의류제품 구매유형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예비교사 의복구매행동을 통한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과 같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교사의 의복구매행동이라는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활

용하여 교직문화를 연구했다는 탐색적 연구라는 점이다. 이는 교직문화를 정의하기 위한 학교 

급, 지역, 학사일정, 학년별, 공간, 시간적 변화 등의 특정 관점과 참여관찰, 면담, 설문지, 해석학

적 접근 등의 특정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비언어적 표현수단으로서의 라

이프스타일과 인터넷에서의 의류제품 구매유형 등 의복구매행동을 통해 교직문화를 연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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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더 나아가 교직문화를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해 교사의 의복구매행동 뿐만

이 아니라 교사의 식생활, 주거생활 등의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교직문화를 연구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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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장바구니 특성이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온라인 리테일러는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를 개발하

여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온라인 장바구니’ 기능이다. 온라인 리테일러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소비자의 장바구니 이용이 즉각적인 구매로 연

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최근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저조한 구매 전환율을 높이고자 ‘간편 장바구니’라는 보다 진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거나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리타깃팅 광고를 취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장바구니가 지니는 학문적 및 실무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장바구

니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연구의 시점도 다소 오래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 시도되어온 개인화가 장바구니 연구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바구니의 개인화 효과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온라인 장바구니

가 소비자의 구매 고려 제품을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비자의 쇼핑 과정에서 장

바구니의 접근성이 가지는 효과도 함께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온라인 장바구

니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심리적 소유감 이론을 

토대로 연구한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정확한 감정 반응과 행동 반응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실의 온라

인 쇼핑몰과 비슷한 자극물을 직접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2(개인화: 고/저) x 2(접근성: 고/저)의 네 가지 실험 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집단 간 실험으로 설

계하였다. 실험은 온라인 설문 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널 모집을 통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여성 201명을 대상으로 약 5

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 중 개인화가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한

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장바구니의 접근성 수

준이 낮은 경우에만 개인화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제품 구매의도가 더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특성 중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한

편, 온라인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개인화와 접근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장바구니

의 개인화 수준이 높은 경우, 접근성 수준에 따른 심리적 소유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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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인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장바구니의 접근성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심리적 소유감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독립적 자기해석 성

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넷째,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화가 심리적 소유감을 통해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확

인하였다. 하지만, 접근성과 제품 구매의도의 관계에서 심리적 소유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소유감을 매개하는 경로 모형의 분석 결과, 온라인 장바구니의 개인

화가 높을수록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에 대한 심리적 소유감을 더 높게 지각하여 해당 제품에 대

한 구매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온라인 장바구니 연구에 있어 새로운 주제를 연구하였으며, 기존의 온라인 장바구

니 관련 연구들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온라인 장바구니 공간이라는 새로운 가상공간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심리적 소

유감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패션 마케팅 분야에서의 심리적 소유감 연구 확장에도 기여하였다. 한

편, 본 연구를 통해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온라인 장바구니를 개인화시킴으로써 소비자의 심리적 

소유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장바구니로부터의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있어 심리적 소유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기획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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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제품 구매 시 옴니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PPM(Push-Pull-Mooring) 이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의 발전으로 PC와 스마트기기가 새로

운 유통채널로 추가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신유통구조가 

창출되었다. 최근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쇼핑 패러다임의 변화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에 효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옴니채널 전략을 구축해 가고 있다. 옴니채널은 유통채널로 활용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및 모바일까지 포함하는 모든 채널을 하나로 융합해 고객편의

와 만족을 극대화 한 서비스를 의미한다(Frazer & Stiehler, 2014). 이미 해외 기업들은 치열한 유

통 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옴

니채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옴니채널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이 고조되

고 있지만 아직은 옴니채널의 도입 필요성과 중요성, 사례분석을 다룬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 초

점이 맞춰진 연구가 대부분이고, 소비자 관점에서의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패션산업 내 확산될 옴니채널 이용의도를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보고

자 하였으며, 옴니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ㆍ분석함으로써 신규 소비자 및 잠

재 소비자 탐색을 위한 옴니채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옴니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PPM(Push-Pull- 

Mooring)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옴니채널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Push, Pull, Mooring 요인과 

Push, Pull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하위 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실증분석을 통해 Push, Pull, Mooring 요인과 옴니채널 이용의도와의 관계, Push 요인의 

세부 하위 요인과 Push 요인과의 관계, Pull 요인의 세부 하위 요인과 Pull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

본다. 

PPM 이론은 Push, Pull, Mooring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 Push 요인은 옴니

채널을 이용하게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채널의 부정적 요인이고, Pull 요인은 옴니채널을 이용하

게 하는 옴니채널의 긍정적 요인이며, Mooring 요인은 옴니채널 이용을 쉽게 진행시키거나 방해

하는 개인의 상황적 요인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Push 요인으로 기존 채널 불만족

도(온라인 채널 불만족도, 오프라인 채널 불만족도)를 설정하고, Pull 요인으로 옴니채널의 지각된 

가치를 설정하였으며, Mooring 요인으로 전환비용과 소비자혁신성을 설정하였다. 또한 Push 요인

인 온라인 채널 불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상품관련 손실, 교환/반품/배송 손실, 경제적 

손실을 설정하고, 오프라인 채널 불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편의성 손실, 경제적 손실, 탐

색의 정신적 피로를 설정하였으며, Pull 요인인 옴니채널의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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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정성, 즉시접속성, 유희성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최근 6개월 내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30대 소비자

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 방식을 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33부의 설문지 중 불

성실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24부를 제외하고 총 30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25.0을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빈도 분석, 측정

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5.0을 이용하여 측정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Push 요인으로 설정한 기존 채널 불만족도인 온라인 채널 불만족도와 오프라인 채널 불

만족도는 모두 옴니채널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채널 불만족 요인 중 상품관련 손실과 경제적 손실은 온라인 채널 불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은 상품관련 손실과 경제적 손실 순이었으며, 

교환/반품/배송 손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오프라인 채널 불만족 요인인 편의성 손실, 경제적 손실, 탐색의 정신적 피로는 모두 오

프라인 채널 불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편의성 손실, 탐

색의 정신적 피로, 경제적 손실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Pull 요인으로 설정한 옴니채널의 지각된 가치는 옴니채널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옴니채널 쇼핑효익 요인인 가격공정성, 즉시접속성, 유희성은 모두 지각된 가치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유희성, 즉시접속성, 가격공정성 순으로 나

타났다. 

여섯째, Mooring 요인으로 설정한 전환비용은 옴니채널 이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고, 소비자혁신성은 옴니채널 이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일채널 환경에서 소비자 행동을 주로 다룬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기존 채널인 온

라인ㆍ오프라인과 옴니채널을 함께 고려한 확장된 유통채널 범위 안에서 통합된 관점으로 옴니채

널 이용의도를 살펴보았으며, 옴니채널 이용의도를 이끌어내는 요인들을 소비자 관점에서 실증분

석 하였다. 이는 옴니채널을 제공하고 있거나 도입 중인 유통업체들에게 소비자 중심의 옴니채널 

활성화 전략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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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심의진, 

송지은, 김혜림
숙명여자대학교 박테리아 셀룰로오스-폴리아닐린 중합체를 이용한 전도성 

섬유소재 개발

전도성 섬유소재는 전도성 고분자를 섬유소재에 중합하거나 전도성 사를 직물 또는 편물로 제

직하는 방법으로 생산된다. 전도성 고분자를 섬유소재에 중합하는 방법은 방사, 제직, 편직 공정

이 생략되어 제작공정이 간단하며, 도판트 물질에 따라 전기전도도의 조절이 용이한 장점이 있

다. 전도성 고분자 중 폴리아닐린은 중합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화학적 안정성이 있는 물

질이다.2)

본 연구는 전도성 고분자 폴리아닐린을 차세대 바이오 섬유소재로써 주목 받고 있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중합하고자 한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3차원 망상 구조와 다공성, 그리고 우수한 

흡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전도성 고분자가 섬유소재 내부에 용이하게 침투될 수 있다. 폴리아닐

린은 중합조건에 따라 전기전도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폴리아닐린 중합 

시 우수한 전기전도도를 갖는 중합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와 폴리아닐린을 중합하여 전도성 섬유소재를 

개발하고, 전기전도도가 우수한 중합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표백 및 팽

윤 후 사용하고 도데실벤젠술폰산을 도판트 물질로, 과황산암모늄을 산화제로 사용하여 폴리아닐

린을 중합하고자 한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폴리아닐린 중합 시 최적 중합조건을 평가하기 위

해 온도, 시간, 도판의 물질의 산도, 도판트 물질 및 산화제와 전도성 고분자 간의 몰 비율을 변

화시켜 중합하였다. 폴리아닐린 중합 후 UV-Vis 분광광도계,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계(FT-IR), 

주사전자현미경(SEM), 표면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박테리아 셀룰로오스-폴리아닐린 중합체의 중

합도와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박테리아 셀룰로오스-폴리아닐린 중합체의 중합조건

은 20℃에서 24시간 동안, pH 2.5의 도데실벤젠술폰산에서, 도판트 물질인 도데실벤젠술폰산 및 

산화제인 과황산암모늄과 아닐린의 몰 비율을 1:1로 확인되었다. 설정된 중합조건에서 제조된 박

테리아 셀룰로오스-폴리아닐린 섬유소재의 전기전도도가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NRF-2017R1D1A1B030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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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CNT/AgNW가 처리된 나노웹 기반 텍스타일 전극을 
이용한 ECG 측정

1. 서론3)

초연결사회에 들어서면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s)의 출현으로 웨어러블 전기소자

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의류는 유연하고 착용 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 2]. 

최근 전도성 텍스타일(Electronic textiles, E-textiles)은 그래핀(Graphene),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s, CNTs)와 같은 탄소계 비금속 물질이나 전도성 고분자(Intrinsically Conductive 

Polymers, ICPs) 등을 활용하여 개발되고 있으며 [3], 특히 텍스타일 센서가 적용된 스마트의류는 

심전도(ECG), 뇌파(EEG), 근전도(EMG), 동작, 호흡 등과 같은 생체신호를 측정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텍스타일 기반의 웨어러블 심전도 전극을 개발하고자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ingle-wal-

led Carbon Nanotube, SWCNT) 및 은나노와이어(Silver Nanowire, AgNW)를 활용하여 폴리우레

탄 나노웹(Polyurethane nanoweb, PU nanoweb)에 전기전도성을 부여하였다. 전도성이 부여된 

나노웹 시료의 전기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피험자를 대상으로 wear trial을 실시하여 

심전도를 직접 측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심전도 전극인 Ag/AgCl 전극으로 측정한 심전도 신호를 

비교 분석하여, 나노웹 기반의 웨어러블 텍스타일 센서가 심전도 전극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나노웹 직물로 기본특성을 Table 1과 같다. 나노웹 직물에 전기전도

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SWCNT와 AgNW를 사용하였다. 전도성이 부여된 시료는 최종적으로 총 4

종으로, SA1, SA1-H, SA1-E, SA1-HE 시료를 준비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pecimen

Specimen name
Fiber diameters

(nm)

Thicknes

(μm)

Weight

(g m-2)

Manufacturing 

technique

PU Nanoweb 500~1,000 20 13 Centrifugal spinning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R1A2B401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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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물의 전기적 특성 측정

시료의 전기적 특성은 면저항(four-point probe, CMT-SR1000N, AIT Co., Ltd)을 통해 평가하

였다. 

3) 직물의 역학적 특성 측정

시료의 인장 특성은 Instron을 통해 얻은 응력-변형 곡선(Stress-Strain Curve, S-S Curve)으로부

터 인장강도와 파단신장률을 도출하였다. 

4) 심전도 측정

전도성이 부여된 시료 SA1, SA1-H, SA1-E, SA1-HE 총 4종을 웨어러블 형태의 심전도 전극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시료를 3 cm x 3 cm로 자른 다음 스냅버튼을 이용하여 스판덱스 

소재의 텍스타일에 고정시켜 팔찌 형태로 만들었다. 팔찌 양 끝에 벨크로를 부착하여 쉽게 탈ㆍ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한 20대 남녀 10명을 대상으로 안정상태와 스트레스상태일 때의 심전도 신호를 얻었으며, 

획득한 신호로부터 심박변동률(Heart Rate Variability, HRV)을 분석하여 RR 간격과 LF/HF 자율신

경발란스 지수를 구하였다. 텍스타일 전극과 기존의 Ag/AgCl 전극 간의 PQRST 신호파형을 비교

하고,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RR 간격과 LF/HF 자율신경발란스 지수와 같은 신호데이터들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5) 통계 분석

R 통계 패키지(10.14.3 ver., RStudio, Inc., U.S.A)를 사용하여 윌콕슨 부호-순위 검증(Wil- 

coxon’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직물의 전기적 특성

Fig. 1은 4종 시료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다. 시료 SA1>SA1-E>SA1-HE>SA1-H 순으로 면저항

이 감소하였으며, 시료 SA1-H의 경우 12.89 Ω/sq의 면저항을 가져 가장 좋은 전기적 특성을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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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ctrical Sheet Resistance of the Specimens

2) 직물의 역학적 특성

Fig. 2는 4종 시료의 인장 특성을 나타낸다. 시료 SA1-H와 SA1-E의 인장강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시료 SA1과 SA1-HE의 경우 미처리 시료인 UT보다 인장강도가 낮았다. 파단신장

률은 4종 시료 모두 미처리 시료인 UT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Fig. 2. Stress-Strain Curve of the Specimens

3) 착의평가를 통한 심전도 측정 결과 

4종 시료로 만든 텍스타일 전극 모두 PQRST 파형이 관찰되었으며, 기존 전극인 Ag/AgCl 전

극과 유사한 신호파형을 가졌다. 또한 RR 간격, LF/HF 자율신경발란스 지수 모두 텍스타일 전극

과 기존 전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텍스타일 전극이 심전도 전

극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시료 SA1-H로 만든 텍스타일 전극

의 경우 좋은 품질의 신호를 나타내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가졌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전도성 

텍스타일이 심전도 전극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략 12 Ω/sq 이하의 면저항을 가져야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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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28-year-old

Female, 24-year-old

Fig. 3. Comparison of ECG Signals in Morphology of Waveform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SWCNT와 AgNW를 처리한 폴리우레탄 나노웹 기반 웨어러블 심전도 센서를 

제작하였으며, 궁극적으로 텍스타일 전극을 개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기저항값을 제시하였다. 이

상의 본 연구결과는 생체신호모니터링을 위한 일상생활용 스마트의류를 개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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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의 세탁내구성

과 같은 내구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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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 김우진, 

이유진, 조길수*
연세대학교 비산화그래핀/은나노와이어를 처리한 

나노웹 기반의 스마트 텍스타일 제작 및 특성

1. 서론4)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기기는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점차 웨어러블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1]. 최근 IoT기술과 의류가 결합한 형태인 스마트

의류(smart clothing)가 텍스타일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기전도성 스마트 텍스타일

(electronic smart textile)을 기반으로 제작된 스마트의류는 근전도(EMG), 심전도(ECG) 등 다양한 

생체신호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한다 [2, 3]. 

본 연구에서는 비산화그래핀과 은나노와이어 혼합물을 처리하여 폴리우레탄 나노웹(polyure- 

thane nanoweb, PU nanoweb)에 전기전도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위해 비산화그래핀 잉크와 은

나노와이어 분산액을 3:1, 2:1, 3:2 비율로 폴리우레탄 나노웹에 처리한 후 전기저항값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시료의 표면 특성과 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PU 나노웹 시료에 비산화그래핀

과 은나노와이어가 성공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시료 제작

폴리우레탄 나노웹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비산화그래핀과 은나노와이어를 각각 3:1, 2:1, 

3:2의 비율로 혼합하여 딥코팅하였다. 비산화그래핀/은나노와이어의 비율이 3:1인 시료는 G/Ag 

31, 2:1인 시료는 G/Ag21, 3:2인 시료는 G/Ag32라고 명명하였다. 

2) 표면특성 확인

제작된 시료의 표면적 특성을 미처리 시료와 비교하기 위해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JSM-6701F, JEOL Ltd)으로 FE-SEM 사진을 촬영하였다. 

3) 전기적 특성 확인

제작된 시료의 전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멀티미터(DONGHWA A DM 1010)으로 선저항을 

측정하였고, 4포인트프로브 표면저항측정기(CMT-SR1000N, AIT Co., Ltd)를 이용해 각 시료의 면

저항을 측정하였다. 

* 본 연구는 2018년도 BK21플러스 사업(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에 의하여 지원되었으며, 2018년도 정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6R1A2B401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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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학적 특성 확인

제작된 시료에 비산화그래핀과 은나노와이어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분해능 

X절회절분석기(SmartLab, Rigaku)로 HR-XRD 분석을 시행하였고, 라만 스펙트로미터(LabRam 

Aramis, Horriba Jovin Yvon)로 라만 분석을 시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FE-SEM 표면분석

미처리 폴리우레탄 나노웹과 전도성이 부여된 3개의 시료의 FE-SEM 촬영사진을 통해 비산화

그래핀/은나노와이어의 복합체가 폴리우레탄 나노웹에 고르게 분포한 것을 확인하였고, 은나노와

이어의 비율이 높은 시료일수록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비산화그래핀/은나노와이어 복합체가 

표면에 고르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UT G/A

g31

G/A

g21

G/A

g32

Fig. 1. FE-SEM images of the specimens(x1000).

2) 전기저항값 측정

Figure 2는 세 가지 시료의 선저항, 면저항 측정 결과이다, 선저항값은 G/Ag31가 38.08kΩ, 

G/Ag21가 3.501kΩ, G/Ag32가 34.76Ω으로 측정되었다. 면저항값은 G/Ag31가 43.129kΩ, G/Ag21

가 4.1kΩ, G/Ag32가 33.02Ω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료에 코팅된 은나노와이어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전기저항값이 감소해 전기전도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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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ical linear and sheet resistance of the specimens. 

3) 라만분석

라만분석결과 모든 시료에서 D-peak, G-peak, 2D-peak 가 관찰되어 선행연구와 유사한 스펙

트럼을 보여 나노웹에 비산화그래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Fig. 3. Raman Spectra of the specimens. 

4) HR-XRD 분석

HR-XRD 분석 결과 G/Ag31, G/Ag21, G/Ag32 모두 2θ=26°, 32°에 peak가 나타나 비산화그래핀

의 존재를 확인하였고, 2θ=38°에도 모두 peak가 나타나 은나노와이어 또한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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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R-XRD patterns of the specimen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이 부여된 폴리우레탄 나노웹 기반의 스마트 텍스타일을 제작한 후 전기

적, 표면적,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나노와이어의 비율이 높은 시료일수록 전기전

도도가 향상하였으며, 표면적, 화학적 분석을 통해 전도성 재료가 나노웹에 성공적으로 처리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비산화그래핀/은나노와이어 나노웹의 웨어러블 텍스타일 센서

로서의 적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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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연*, 이신희
경북대학교

양이온화 처리된 뉴레이온의 오배자염색

기존의 레이온은 외관 광택 및 촉감이 실크처럼 좋으며 드레이프성이 우수하고, 흡습성이 좋

아 착용시 안락감을 주는 우수한 섬유소재로 다양한 섬유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으나 습윤시 현저

한 물성저하는 물론이고 섬유제조 시 유독한 화학 약품을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뉴레이온은 환경친화적인 화약약품을 용제로 사용하여 제조되며, 제조된 섬유는 레이온이 

가지는 우수한 물성은 물론 레이온섬유의 가장 큰 단점인 건ㆍ습 강도가 우수하여 섬유제품으로

의 활용범위가 매우 크다. 

대부분의 합성염료는 물론 천염염료도 이온성을 띠고 있어 우수한 염색성과 염색견뢰도를 얻

기 위해서는 피염물도 이온성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레이온 섬유도 면섬유와 마찬가지

로 그 구성 성분은 셀룰로오스로 중성의 극성기인 수산기만을 가지고 있어 이온결합에 의한 염색

성과 염색견뢰도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레이온 섬유의 구성 성분인 셀룰로오스

의 수산기를 양이온으로 개질하였으며 양이온으로 개질된 뉴레이온과 천연염료와의 염색특성을 

조사하였다. 3-chloro-2-hydroxypropyl trimethyl ammonium chloride를 사용하여 양이온화하였으

며 양이온화 반응기구는 Fig. 1과 같다. 

한편 양이온된 레이온의 양이온화 특성을 확인하기위하여 원소분석기를 통한 질소원소분석과 

FT-IR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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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메트릭 프로덕션 패턴 제작을 위한 누드 패턴 개발

1. 서론5)

현재 의류 산업의 패턴 제작 공정에서는 어패럴 CAD 시스템을 자동제도에 활용하고 있기 보

다는 그레이딩, 마킹 작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패턴사들이 제작한 기본 원형 패턴을 디지타

이징 하여 컴퓨터로 입력시킨 후, 이를 변형할 때 사용하고 있다. 패턴 자동제도 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사이즈 스펙의 입력으로 원형의 자동제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서, 

의류 산업에서는 원형의 자동제도 후에 대화 방식 패턴제도로 디자인 요소를 적용시킴으로써, 패

턴 자동제도를 부분적으로만 실현하고 있다(이우경, 2000). 이는 원형에서 디자인 요소가 추가된 

최종 프로덕션 패턴의 복잡한 제도법을 사이즈 스펙의 입력만으로 제도가 가능하도록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형(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여유량이 포함된)과는 다르게, 기성복 업체에서 사용되는 표준 더미의 제로 여유량 패턴 제

도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누드 패턴이라 명명하였음, 사이즈 스펙의 입력만으로 사이즈 별 누드 

패턴의 생성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향후 개발된 제도법에 디자인 요소를 표현할 수 있는 상

수 및 비율을 추가해줌으로써, 의류 업체의 프로덕션 패턴이 사이즈 스펙의 입력으로 제도가 가

능한 파라메트릭 패턴이 되어 의류 산업의 패턴 자동제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1) 누드 패턴 제도법 개발 방법

본 연구는 누드 패턴 개발을 위해 H업체의 10대 여자 청소년 중심 사이즈 더미를 사용하였으

며, 기존의 KS A ISO 8559 ‘의복 설계를 위한 인체측정’ 측정 항목에 속하는 7개 측정항목 이외

에 더미의 형태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사형 체표 길이를 정의하였다. 정의한 측정항목의 치수들

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의 KS A ISO 8559 ‘의복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과 KS A ISO 7250 ‘인

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에 속하는 13개 측정점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측정점을 정의

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더미의 3차원 스캔 형상을 획득하기 위해, ArtecEva 핸디스캐너를 사용하였으

며, 형상 분석에는 Geomagic Design X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차원 더미 스캔 형상에서 측정

점을 통해 방사형 체표 길이 치수를 측정할 후, 이를 이용하여 누드 패턴을 제도하였다. 누드 패

턴의 제도 방법은 기존 상의 패턴 제도법에 입각하여 제도 순서를 결정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SNU-Hojeon Garment Smart Factory Research Center funded by Hojeon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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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개발된 누드 패턴 제도법이 향후 자동제도 시스템에 입력될 알고리즘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형 체표 길이가 기존 상의 패턴 제도법에 사용되

는 일반적인 인체 치수 항목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존 상의 패턴 제도법과 차별되는 본 연구의 

누드 패턴 제도법의 원리가 존재한다. 첫째. 제도 시, 각 패턴의 구성점(측정점)의 위치는 관련된 

방사형 체표 길이 층정항목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 구속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제도되었다. 

둘째. 다트량은 기존 제도법의 통계분석에 의해 결정된 분량이 아닌, 각 다트의 위치 혹은, 다트

선을 구성하는 측정점과 관련된 방사형 체표 길이를 유지하는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다. 앞/뒤 허

리 다트는 방사형 체표 길이를 유지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허리 앞점, 옆점의 설정으로 만들어진 

허리둘레선의 길이와 실제 허리둘레선 길이의 차이로 결정되었고, 앞 어깨 다트는 2개의 앞 어깨 

다트선의 방사형 체표 길이와 겨드랑둘레선 수준의 다트량이 먼저 결정되는 조건에서 결정되었으

며, 뒤 어깨 다트는 뒤 어깨 부위와 관련된 측정점들의 방사 체표 길이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결

정되었다. 뒤 어깨 다트는 뒤 어깨 부위와 관련된 측정점들의 방사 체표 길이를 유지하는 조건에

서 결정되었다. 셋째. 어깨 경사는 목옆점과 앞/뒤 어깨 다트선과 관련된 방사형 체표 길이를 유

지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넷째. 목뒤 너비 결정 시, 본 연구의 누드 패턴은 등 부위에서 어

깨 부위로 체표를 따라 밀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목뒤너비 결정 방법으로 제도했을 때, 목

뒤 너비가 다소 짧아 해당 부위의 체표를 따르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목

뒤 너비, 목뒤 깊이 측정 시 그려지는 두 직각선의 대각선 길이를 채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제도된 누드 패턴을 향후, 일반적인 의류 업체의 상

의 사이즈 표기 항목인 ‘가슴둘레-키’의 입력으로 자동제도가 가능한 프로덕션 패턴의 원형으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생성된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의 각 구성선 치수를 가슴둘레와 키를 사용한 산

출식으로 표현하였다. 패턴을 가슴둘레와 키에 대한 비율로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러한 산

출식을 ‘비율식’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비율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방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제도된 누드 패턴의 각 구성선 치수를 다시금 측정하고, 이를 또 다시 가슴둘레와 키에 대한 비

율로 계산해야 하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율식을 자동으로 도출

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C++ builder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도출된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의 비율식에 중심 사이즈 앞, 뒤 한 간격의 사이즈 구간에 대한 가슴둘레-

키 치수를 적용하여 각 사이즈 구간의 누드 패턴을 생성함으로써,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의 비율

식이 누드 패턴을 파라메트릭화 시켰음을 확인하였다.

2. 누드 패턴 제도법 검증

개발된 파라메트릭 누드 패턴 제도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H업체의 20대 여자 중심 

사이즈 더미와 제 5차 사이즈 코리아 20대 여자 평균 더미 2종이 사용되었다. 이상의 두 더미에 

대하여 3D 핸디스캐너를 통한 3차원 스캔 형상 획득 후, 3차원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각 측정점 

지정 및 측정 항목의 치수를 획득하였다. 이 후, 개발된 누드 패턴 제도법을 통해 각 더미의 누

드 패턴을 제도하였고, 총 3가지 더미의 누드 패턴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촌식, 단촌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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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 1개씩을 선정하였다. 장촌식 제도법에는 남윤자식 제도법, 단촌식 제도법에는 ESMOD 제도

법이 선정되었으며, 각각의 제도법으로 제로여유량이 적용되어 제도된 패턴을 비교 패턴A, 비교 

패턴B라 명명하였다. 검증은 더미의 실측값과 각 패턴의 구성선의 치수의 차이에 대한 오차 평균

과 표준편차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KS A 7003 '의복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 항

목‘에 속한 9개 측정 항목과,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옆선 길이와 Bust to Waist 2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총 11개 항목에 대한 더미의 실측값과 각 패턴의 구성선의 치수가 비교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1) 누드 패턴 제도법 개발 방법

본 연구에서는 더미의 형태가 반영된 누드 패턴을 개발하기 위해서 방사형 체표 길이 측정 항

목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기존의 KS A ISO 8559 ‘의복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과 KS A ISO 7250 

‘인간공학적 설계를 위한 인체 측정’에서는 젖꼭지점, 목앞점, 목뒤점, 목옆점, 어깨가운데점, 어깨

끝점, 겨드랑점, 겨드랑앞벽점, 겨드랑뒤벽점, 허리앞점, 허리뒤점, 허리옆점의 13개 측정점을 선

정하였으며, 이 중 뼈를 기준으로 하는 점에 속하는 목앞점, 목뒤점, 목옆점은 뼈를 찾을 수 없는 

더미의 특징 때문에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겨드랑점은 겨드랑밑 접힘선의 가장 아래

점으로 정의하여, 겨드랑앞벽점과 겨드랑뒤벽점도 이를 기준으로 정의되었다. 이 외에 본 연구에

서 채택한 방사형 체표 길이 측정항목의 측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정의한 측정점은 다음과 같다. 

상반신 전면에서는 가슴둘레선과 앞중심선의 교점으로 정의되는 BP수준앞점, 겨드랑둘레선과 앞

중심선의 교점으로 정의되는 겨드랑 앞점, 앞품선과 앞중심선의 교점으로 정의되는 앞품앞점이, 

상반신 후면에서는 가슴둘레선과 뒤중심선의 교점인 BP수준뒤점, 겨드랑둘레선과 뒤중심선의 교

점으로 정의되는 겨드랑뒤점, 뒤품선과 뒤중심선의 교점으로 정의되는 뒤품뒤점, 뒤품선상에서 가

장 돌출한 지점으로 정의되는 뒤품수준돌출점이, 상반신 측면에서는 가슴둘레선과 옆선의 교점인 

BP수준옆점으로 총 8개 측정점이 추가적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측정점들이 구성하게 되는 측정항목은 기존의 KS A ISO 8559 '의복설계

를 위한 인체측정‘ 에서는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뒤품, 앞품, 허리둘레, 유폭, 어깨길이 7개 측정

항목을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정의한 측정항목은 상반신 정면에서는 BP점을 기

준으로 하는 BP-겨드랑앞점, BP-앞품앞점, BP-목앞점, BP-목옆점, BP-어깨가운데점, BP-허리옆점, 

BP-허리앞점의 총 7개의 측정항목을, 후면에서는 뒤품수준돌출점을 기준으로 하는 뒤품수준돌출

점-겨드랑뒤점, 뒤품수준돌출점-BP수준뒤점, 뒤품수준돌출점-목뒤점, 뒤품수준돌출점-목옆점, 뒤품

수준돌출점-어깨가운데점, 뒤품수준돌출점-어깨끝점, 뒤품수준돌출점-허리옆점, 뒤품수준돌출점-허

리뒤점의 8개 방사형 체표 길이와, 뒤판 어깨선 및 다트량 결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정의된 목뒤

점-어깨끝점 체표 길이 1개까지 총 9개의 측정항목이 추가적으로 정의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누드 패턴은 일반적인 측정항목과는 다른 방사형 체표길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패턴의 각 구성선이 그려지는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제도법 원리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앞길이와 등길이의 실측값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B-spline으로 그려지는 젖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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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둘레선의 전면 중앙점을 지나는 앞길이와, 뒤품선의 후면 중앙점을 지나는 등길이에 적합한 값

을 적용해줌으로써, 의복 패턴으로 변형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둘째. 앞, 뒤 어깨경사는 

목, 어깨부위와 관련된 방사형 체표 길이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어깨 부위와 관

련된 체표 길이를 구속조건으로 하여 목옆점과 어깨 중간점을 설정함으로써 어깨 부위를 밀착시

키기 위함이다. 셋째. 모든 부위의 다트량을 방사형 체표 길이와 관련 측정항목 길이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는 누드 패턴의 특성상 허리둘레에 제로 여유량을 적용시키기 위함

이다. 

개발된 누드 패턴은 방사형 체표 길이를 사용하여 최초로 제도된 후, 일반적인 의류 업체의 

상의 사이즈 표기 항목인 ’가슴둘레-키‘로 표현되는 비율식을 갖는 파라메트릭 누드 패턴이 되었

다. 이를 위해, 방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제도된 누드 패턴의 각 구성선 치수를 파악하고, 수평 

항목은 젖가슴둘레, 수직 항목은 앞중심길이에 대한 비율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때, 먼저 앞중심

길이를 키에 대한 비율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선행되는데, 수직항목을 키에 대한 비율식으로 곧

바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상의 패턴에서 각 구성선의 높이를 앞중심길이에 대한 비율로 표현

함으로써, 각 더미의 상반신 비율을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다. 각 더미 별 누드 패턴을 

생성 후, 이러한 비율식을 도출해줌으로써, 방사형 체표 길이로 생성된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과 

동일한 비율의 사이즈 별 누드 패턴을 ’가슴둘레-키‘ 치수를 사용하여 제도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제도한 H업체 10대 여자 청소년 더미의 중심 사이즈 누드 

패턴의 비율식에 중심 사이즈 앞, 뒤 한 간격의 사이즈 구간 ’가슴둘레-키‘ 치수를 대입하여 사이

즈 별 누드 패턴을 생성하였고, 이 같은 결과는 방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제도한 중심 사이즈 누

드 패턴이 비율식을 갖게 됨으로써, 인체 치수를 미지수로 가지는 파라메트릭 누드 패턴이 되었

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업체별 중심 사이즈의 가슴둘레, 키와 방사형 체표 길이를 통해 생성된 누

드 패턴 각 구성 요소 길이 및 높이를 입력함으로써, 누드 패턴의 비율식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되는 비율식 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소 번거로운 비율식 계산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도

록 하였다. 

2) 누드 패턴 제도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누드 패턴 제도법의 검증을 위해 총 3가지 더미에 대하여, 각 더미의 누드 패

턴, 비교 패턴A, 비교 패턴B, 총 3개의 패턴을 생성하였다. 각 더미의 3개 패턴들은 검증을 위해 

선정된 항목에 대한 패턴상의 치수와 더미의 실측과 각각 비교되었고, 오차 평균, 오차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비교 결과, 3가지 더미에서 모두 누드 패턴과 더미의 실측 간 오차 평균과 오차 

표준편차가 가장 작아 더미와 가장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누드 패

턴 제도법이 더미의 체표에 가까운 패턴을 생성하기에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비교 

결과에 대한 본 연구자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2개의 비교 패턴은 제로 여유량을 적용하여 제도

하였음에도 주요 부위에서 마이너스 여유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각 제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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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어 있는 다트의 끝점 위치로 인해 발생하는 각 구성선 수준의 다트량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의복의 앞중심선은 상반신 전, 후면의 최대 돌출점 수준에서 B-spline 중

앙을 지나며 착용되기 때문에, 체표를 따르는 앞길이 치수보다 패턴 상의 앞,뒤중심선 길이가 더 

길어야 하는데, 단촌식 제도법의 경우 체표를 따르는 앞길이와 뒷길이를 패턴의 수직 길이 값으

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누드 

패턴 상의 앞,뒤 중심선의 길이는 체표를 따르는 앞,등길이 보다 더 길게 생성되어, 의복 패턴으

로서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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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판 레깅스 제품의 의복압 연구

1인 가구의 확산과 대중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증가에 따라 요가, 필라테스, 러닝, 홈트레이닝, 

사이클 등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을 즐기는 20∼30대 여성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레깅스

는 요가와 필라테스, 홈트레이닝과 같은 가벼운 운동이나 일상복으로도 착용이 가능한 애슬레저 웨

어(athleisure wear)의 대표 아이템이며 동시에 인체에 적정 압력을 가하기 위해 신축성 소재로 제

작되는 컴프레션 웨어(compression wear)이다. 의복 착용시 가해지는 의복압 수준이 적정할 경우에

는 착용감을 좋게 해주고, 활동이 용이하지만, 과도한 의복압은 혈행장애를 일으키거나 요통 및 부

종을 유발하기 때문에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압력설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애슬레저 웨어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깅스를 대상으로 의복압을 조사하여 제품의 가압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국내 애슬레저웨어 브랜드 9개로, 각 브랜드의 제품 중 절개가 가장 

적고, 심리스봉제법으로 제작된 기본형 M사이즈로 선정하였고, 브랜드를 알파벳순으로 정렬한 후 A

∼I로 명명하였다. 레깅스의 의복압을 계측하기 위하여 압박 스타킹 측정용 한국 성인여성 다리모

형(Korea Patent No.10-1524019-0000, 2015)과 AMI사의 MASTER UNIT AMI 3037 압력센서를 사용

하였다. 의복압 측정부위는 ‘장단지근점후면’, ‘넙다리가운데점후면’의 두 곳이다. 먼저 섬유조성을 

살펴보면, Nylon 및 Polyester에 신축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브랜드 A에서만 자체 개발한 기능

성 Spandex를 신축소재로 사용하였고, 브랜드 B, H, I는 Creora를, 브랜드 C, D, E, F, G는 Lycra

를 신축소재로 사용하였다. 장단지돌근점후면의 압력 계측 결과, 브랜드 E 42.29mmHg> 브랜드 I 

39.21mmHg> 브랜드 H 33.06mmHg 순으로 브랜드 E가 가장 압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브랜드 E, 

I, H는 30mmHg이상 40mmHg미만의 고압수준에 속한 반면 브랜드 F 29.62mmHg> 브랜드 C 

29.49mmHg>브랜드 G 28.49mmHg> 브랜드 D 27.11 mmHg> 브랜드 A 21.80mmHg> 브랜드 B 

20.76mmHg 순으로 나타나 20mmHg이상 30mmHg미만의 중압수준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넙

다리가운데점후면의 압력 계측 결과, 브랜드 E 29.81mmH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브랜드 G 

14.94mmHg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압박스타킹의 압박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종아리부위 압력을 

100%로 보았을 때, 넙다리부위는 종아리부위의 20∼40%정도의 수준을 설정하는데, 브랜드 G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준보다 강한 수준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압박스타킹

의 경우는 유럽압박기준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지고는 있으나, 이를 컴프레션웨어에 그대로 적용시키

기에는 소재, 착용시간, 착용용도, 봉제법 등이 달라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계측

한 레깅스의 경우도 섬유조성이 유사한 제품별 제품 실측치수를 비교해보면, 길이보다는 둘레 항목

에서 둘레가 작은 제품의 경우 압력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확한 가압 수준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레깅스의 치수규격 및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하

여 인체착용 시 인체생리반응결과와 함께 착용쾌적감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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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스포츠용 컴프레션 웨어 착용 시 의복압 수준에 
따른 혈류측정 및 주관적 착용감각 평가

컴프레션 웨어는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 효과의 증진, 피로 회복, 근육 통증 감소 등의 효과가 

알려져 최근에는 전문 운동선수 뿐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폭 넓게 착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시장

에서는 수많은 컴프레션 웨어가 판매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컴프레션 웨

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착용자로 하여금 의복이 인체에 압박감을 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압박감의 정도는 디자인과 소재, 패턴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우리는 그것을 의복압이라고 일컫는

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컴프레션 웨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루즈핏(loose fit)의 의복과 

컴프레션 웨어를 독립변인으로 실험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로는 의복압의 수준에 따

른 컴프레션 웨어의 효과를 짐작하기 어렵다. 최근 몇몇 연구에서는 컴프레션 웨어의 의복압 수

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나(Lee et al., 2017; Lee et al., 2017) 혈류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압력수준이 다른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했을 

때 혈류변화 관찰과 주관적 착용감각을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20대 남성 12명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에서 의복압 측정(정자세)을 통해 발목,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서 의복압이 다

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압력수준이 다른 5종 컴프레션 웨어를 실험복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의복압 측정은 공기주입식 센서를 이용하였으며(AMI3037-2, AMI Techno, co, Ltd, 

Japan), Ankle(발목), Calf(종아리), Thigh(허벅지)에서 서있는 자세(정자세)와 의자에 무릎을 90°로 

앉은 자세(앉은 자세)에서 각각 1분간 측정하였다. 혈류측정은 의자에 무릎을 90°로 앉은 자세(앉

은 자세)에서 오른손 가운데 안쪽 끝에 센서를 부착하고 Laser Doppler Flowmetry (FLO-C1 

OMEGAWAVE, INC., Japan)를 사용하여 15분간 측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실험복을 착용하고 운

동전, 운동중에 느끼는 주관적 압박감, 동작용이성, 착용쾌적감, 근육지지감, 운동적합성에 대해 7

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운동평가 동작은 ‘무릎 완전히 구부려 앉기(5회 실시)’, ‘좌/우 무릎 

번갈아 가슴까지 올리며 뛰기(10회 실시)’, ‘발목 돌리기(안쪽/바깥쪽 각 5회)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분석은 SPSS 22.0(IBM Soft, USA)을 이용하여 Repeated measures ANOVA(반복측정 분산분

석)와 사후분석(Sidak)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압 측정 결과, 5종 컴프레션 

웨어의 의복압 측정치는 측정자세와 측정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다. 대체로 CP5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험복은 Calf에서 가장 높았고 Thigh, Ankle 순으로 의복압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측정자세와 측정위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실험복 CP1은 Ankle에서 측정치가 정자

세 1.04kPa, 앉은자세 0.75kPa로 서있는 자세에서 0.30kPa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P2의 Calf

는 정자세 1.82kPa, 앉은자세 1.34kPa로 정자세가 앉은자세보다 0.48kPa더 높았다. CP4는 Thigh

에서 서있을 때 0.92kPa, 앉았을 때 1.20kPa로 앉은자세에서 0.23kPa 더 높은 측정치를 나타냈

다. 혈류량 측정치는 CP3(36.44ml/s), CP4(35.20ml/s), CP2(34.86ml/s), CP5(32.71ml/s), C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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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ml/s)순으로 낮아졌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p=.00). 혈류속도는 

CP3(3.10mm/s)이 가장 높은 측정치를 보였고 CP2(2.96mm/s)→CP4(2.86mm/s)→CP5(2.59mm/s)

→CP1(1.86mm/s)순으로 CP5를 착용했을 때 가장 낮았고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였다

(p=.00). 주관적 압박감은 실험복에 따라 운동 전ㆍ후 및 평가위치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CP2는 운동 전 Ankle(3.9점), Calf(4.8점), Thigh(4.5점), Whole(4.9점)이고 운동 후에 

Ankle(4.5점), Calf(5.5점), Thigh(5.1점), Whole(5.4점)으로 운동후가 운동 전보다 약간 더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P4는 운동 전 Thigh(4.2점)였으나 운동 후에는 5.0점으로 더 높게 평

가되었고 CP5는 운동 전 Calf는 2.2점, 운동 후에는 3.2점으로 Calf에서 운동 전과 운동 후에 압

박감은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작용이성은 CP2(5.9점), CP5(5.8점), CP4(5.4점), 

CP1(4.6점), CP2(3.7점)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착용 시 피험자가 압박감이 높거나 낮아도 동작 

하는데 불편함이 유발되지 않으면 동작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착

용쾌적감은 CP2(5.7점), CP4(5.6점), CP5(5.3점), CP3(4.1점), CP1(4.1점)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지지는 CP2(5.9점), CP4(5.6점), CP1(5.4점), CP3(4.1점), CP5(3.8점)으로 CP2를 착

용 했을 때 종아리 및 허벅지 근육을 지지해 준다고 평가하였다. 운동 적합성 항목에서는 CP2가 

6.1점 가장 적합하다고 했고 CP5(5.9점), CP3(4.1점), CP1(3.3점), CP5(2.6점)순으로 나타났고 

CP1과 CP5는 운동 시 착용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혈류변화에 유익한 의복압은 앉은 자세에서 Ankle 0.32kPa~1.16kPa, Calf 0.87~2.28kPa, Thigh 

0.75~1.97kPa 수준이고 Calf→Thigh→Ankle 순으로 의복압이 분포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의복압 

수준의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하면 혈류변화에 유익하여 혈류와 관련된 부종, 피로회복 등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험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컴프레션 웨어의 압박

감은 정량적 평가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의복압 1.14-2.32 kPa의 CG2 실험복을 긍정

적으로 평가함을 확인하였다. 즉, 컴프레션 웨어의 의복압 수준은 동작용이성과 착용쾌적감의 의

복의 착용평가 영역뿐만 아니라 근육지지감과 운동적합성 등 심리적 영역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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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Hee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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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ized Dynamic Fashion Design: 
Patterns in Motion

This study aimed to unlock the potential of dynamic textile patterns in future-driven fash-

ion design, using computer graphics, which enables changes to the visual appearance of a 

textile for aesthetic, expressive or communicative purpos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ex-

perimenting the possibility of creating digitalized dynamic fashion garments that are illustrated 

digitally using motion graphics developed collaboratively in a virtual space. To this end, three 

objectives were formed and addressed.

Dynamic fashion is defined in this paper as textiles and fashion garments with varying, 

animated colors or patterns that visibly change from the fabric’s underlying colors or patterns 

to others and then return to the initial color or pattern after a period of time. This demon-

strates the potential of different digital expressions than can be programmed to this effect. 

Then, the cases of both tangible and virtual dynamic patterns in textiles and fashion gar-

ments were investigated to identify their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in terms of 

functional techniques and expressive effects.

For the experimental explorations, collaborating with a group of graphic designers and 

motion artists via a social network, ten digital fashion illustrations with the theme of 

‘Psychedelia’ were created to visualize dynamic patterns changing over time; four types of dy-

namic fashion illustrations were introduced in their methodological and expressive aspects. In 

methodology, a graphic software, ‘Illustrator’ was used to create the digital fashion illus-

trations, which include a static body and a base garment, while animation image files using a 

motion graphic software, ‘Aftereffects’ were re-appropriated to add dynamic pattern effects to 

them. The animations of GIF files produced by the collaborative artists’ group were taken 

apart, using ‘Photoshop’, and then the separated image elements were composited to map the 

patterns in motion to garments and accessories of the digital fashion illustrations through 

photoshopped collages. Thus, the end results were extraordinarily energetic and freshly dy-

namic psychedelic patterns.

Lastly, some findings resulted from the digital works, which also led to implications for 

follow-up studies on tangible dynamic fashion design in the future. First, digital dynamic 

fashion illustrations did not fundamentally characterize ‘variability’ in colors and patterns in 

motions, but also did demonstrate various expressive effects, such as ‘composition of different 

elements’, ‘multiple duplicability’, and ‘hyper-reality’. Second, the base garment that re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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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d as a default condition for the dynamic patterns in the digital experiment was an im-

portant element for the visual changes in its colors and patterns. It had the potential to cre-

ate innumerable styles with the screen-based moving patterns. Third, the possibility of dy-

namic patterns integrated into the base garment might enable the concept of a sustainable 

and ultimate garment, which might generate a new fashion norm where a single garment 

functions as multiple garments. Fourth, the notion of time in the digital dynamic fashion il-

lustration looked to be continually cyclic and iterative. That means whenever a designer and 

a user want to go back to the initial garment design, they could retrieve the initial con-

ditions and original expressions of their own garments without wearing them out. 

This study proposed that computer graphics and digital imaging technologies integrated in-

to fashion could virtually create an eye-catching and futuristic dynamic fashion designs that 

can change their colors and patterns and can be customized by the wearers or users. The 

virtual digital fashion illustrations served as a starting point for developing tangible dynamic 

garment patterns and demonstrated the potential of fashion garments that integrate intimate, 

dynamic fabrics in the r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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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패션잡지 표지에 나타난 미적 특성 비교:
NYLON KOREA와 NYLON JAPAN을 중심으로

1. 서론

현대 사회는 문화와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고도화 산업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의 잠재력을 가진 주요 정보를 전달하는 매스미디어의 중요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다양한 매스미디어 종류 중에서도 잡지는 대중문화 속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이

끌어내며 새로운 정보교환이 일어나게 하는 매체로, 특히 시각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션 잡지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기호

를 반영하며, 매달 유행에 민감한 대중들에게 트렌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

을 한다(Kim, 2007). 따라서 패션 잡지에 나타난 컨텐츠는 발행 당시의 최신의 사회 문화적 현상

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매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패션 잡지의 표지는 그 잡지의 정체성을 구

축함과 동시에 잡지의 내용과 성격을 알리고 시각적 표현을 이용한 주목 효과로 구매 의욕을 갖

게 하는 중요한 역할(Kim & Seo, 2012)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글로벌 패션 잡지 NYLON(나일론)의 한국판과 일본판 표지를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미적 특성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각 국가별 이상적인 미(ideal beauty)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여성의 이미지 및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한 

규모로 정보의 홍수를 이루어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패션의 글로벌한 특성과 로컬적인 특성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1) 글로벌 패션 잡지와 여성 이미지

로컬 잡지와 비교하였을 때 구조적으로 다국적 광고주의 영향이 큰 글로벌 잡지는 해당 문화

와는 차별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생산하고 전달하게 된다. 중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글로벌 여성 

잡지의 광고를 분석한 프리쓰(Frith, 2005)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여성 잡지 광고의 경우 서양

모델이 73.2%로 아시아계 모델(24%)보다 더 많았는데 서양모델들은 섹시한 뷰티타입으로 묘사되

거나 전신샷으로 등장하여 이들의 몸을 강좌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여성 로컬 

잡지와 글로벌 잡지를 비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여성잡지 광고 중 서양인 모델이 등장한 

비중이 90%였던 반면, 로컬 잡지에서의 비율은 72%였다(Frth & Oh, 2007). 이에 따라 글로벌 패

션 잡지는 해당 지역에 서구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시키며 지속적으로 확산

시키게 되는데, 이는 서구식 광고의 제시 방식과 내용이 해당 문화권에 개입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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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과 일본의 패션 잡지와 여성 이미지

한국 잡지 광고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를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여성잡지 광고

에서 가장 지배적인 뷰티타입은 “클래식(classic)”한 이미지 였으며, 섹시한 뷰티타입은 주로 서양

모델을 통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Cha, 2005). 이렇듯 한국 잡지 광고에 나타난 이

중적인 모델의 사용은 참하고, 얌전하고 헌신적인 여성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회의 

가치관과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인쇄 광고를 분석한 선행연구

에 따르면 외국 여성 모델을 섹시한 이미지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역시 일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본 여성의 이미지로 인해 일본 모델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외국 여성 모델에게 요구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O’Barr, 1994).

3.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동시에 발행되고 있는 글로벌 패션 잡지의 표지 이미지 비교

를 통해 각국의 이상적인 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잡지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구축한 라이선스 잡지 나일론의 최근 5년간 출간된 한국판과 일본판의 표지를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범위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나일론 코리아와 나일론 

재팬의 2013년 6월 발행판부터 2018년 5월 발행판까지 각 60사례, 합계 총 120사례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표지 이미지를 통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론적 배경 및 결과 해석 등을 위해서 

관련 서적, 연구논문 등을 참고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대상인 나일론 코리아와 나일

론 재팬의 표지 이미지는 크게 레이아웃(layout), 모델(model), 패션(fashion) 3개의 유목으로 분

류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유목을 다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레이아웃

은 타이틀, 배경, 구도로, 모델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성별, 출신국가, 연령, 직업), 이미지 특성으

로, 패션은 실루엣, 노출 정도, 소재, 색채, 아이템, 스타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글로벌 여성 패션 잡지 나일론의 한국판과 일본판 표지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크

게 색채, 인물, 패션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이를 이상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잡지 표지의 타이틀과 배경, 패션에 나타난 색채의 분포와 빈도를 통해 나타난 특성은 

첫째, 한국의 매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무채색 및 저명도, 저채도의 컬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

다. 둘째, 일본의 매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레드 계열 및 고명도, 고채도의 컬러가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양국의 매체 모두 다른 색채에 비해 레드 계열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색채에 대한 미적 특성은 각 국가의 역사적ㆍ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특수한 민족적 정체성 및 

젠더의 상징성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의식세계는 음양오행의 우주관에 바탕을 

두며 한국의 전통색은 적ㆍ황ㆍ청 등 높은 명도의 정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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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이르러 전통복식에서도 음양오행사상에 의한 색채의 상징성은 많이 사라졌다(Kim & Kim, 

2012). 따라서 오늘날의 유행에 따라 오방색에 대한 선호의 비중이 줄고 한국의 전통색 중 무채

색의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양문화

권 공통의 음양오행사상에 근거한 적ㆍ황ㆍ홍ㆍ녹 등이 사용되었으며(Kim & Kim, 2012), 특히 

일본의 국기를 상징하는 레드 컬러는 역사적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의

식이 현대의 색채에 대한 미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젠더의 상징적 관점에서 보

자면, 레드 계열, 특히 핑크 컬러는 여성성을 대표하는 색채로서, 한국과 일본 모두 여전히 전형

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이상적인 미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표지 모델을 통한 인물의 특성을 통해 나타난 이상적인 미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 비해 일본은 지역화된(localized) 미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한국은 인체의 미적 기준으로서 신체 전체 범위를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었고, 일본은 인체의 미

적 기준으로서 얼굴 및 상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한국은 상대적으로 아이돌이 대중

의 패션 및 문화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넷째, 한국은 비교적 성숙한 이미지의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본은 귀엽고 소녀 같은 이미지의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메이지유신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화의 일방적인 수용이 

아닌 일본 문화와의 절충을 통해 선택적 수용을 이루며, 새로운 일본풍을 창출해내는 사회적 분

위기가 지속되어왔다(Lee & Lee, 2012). 이러한 일본의 문화 수용방식은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도 

영향을 미쳐, 서구의 미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일부를 선택하되 그것을 다시 일본풍으로 재창조하

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패션 잡지의 표지 모델의 거의 대부분을 자국인으로 연출

하며, 외국 모델의 경우는 외모적 특성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한국 모델을 등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아이돌이 패션과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은 K-POP 열풍 현상과도 

관련이 깊은데, 한국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베트남 등지에서 젊

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와 한국 연예인을 동경하고 배우려는 한류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Kim, 2012). 그리고 일본은 전통적으로 ‘귀엽다’를 의미하는 일본의 단어인 ‘Kawaii’를 주

요 미의식으로 삼고 있는데, Kawaii 문화의 대두는 1970년대에 일본사회가 소비중심의 사회로 전

환하면서 당시 사회가 소녀들을 ‘소비’와 결합된 존재로 보기 시작한 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Yum, 2015). 

마지막으로 잡지 표지에 나타난 패션을 통해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일본에 비해 신체를 강조하는 패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한국에 비해 

일본은 캐주얼한 의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한국에 비해 일본은 장신구의 활용을 선

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한국과 일본 모두 스트리트 패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일본의 1990년대는 들어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최상의 질’과 ‘참신함’이 추구되었던 1980년대와는 달리 거품경제의 붕괴와 장기화되는 

불경기 속에서 그 동안 우선했던 사회 문화적 가치와 질서가 파괴되고 재구축되었던 시기였다

(Yum, 2004). 이는 패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스트리트 패션이 일본의 패션을 주도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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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스타일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

을 받아 일본과 한국 모두 너무 차려입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패션 스타일을 이상적인 미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리트 패션의 역사가 

긴 일본에서는 이러한 미의식이 더욱 두드러지며, 한국에서도 스트리트 패션이 주도적이기는 하

지만 포멀하고 클래식한 스타일 역시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전통적으로 

장식미, 과장미, 유희미 등의 꾸밈의 미학이 존재하여 왔고, 이는 한국의 꾸밈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성을 표현하는 미의식과 크게 다르다(Chae & Kim,2017). 일본인의 민족성에 내재한 이러한 

꾸밈의 미의식이 장신구의 다양한 활용과 연출 등에 영향을 미치며 시각적 다채로움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현대에 이루어 패션은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화적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미디어

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며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본 연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글

로벌 패션 잡지의 표지에 나타난 시각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국가별 미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미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첫째, 잡지 표지에 나타난 색채에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별 전통적 미의식과 보편적인 젠더의 

상징성이 표현되었다. 이는 양국의 전통색의 영향 및 오늘날 유행과 관련이 있었고, 양국의 매체 

모두 다른 색채에 비해 레드 계열이 선호되는 경향은 보편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잡지 표지 모델의 특성에는 한국과 일본의 인체를 바라보는 미의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은 지역화된 미의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인체의 미적 기준으로서 얼굴 및 상

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한국은 인체의 미적 기준으로서 신체 전체 범위를 포함시키

는 경향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아이돌이 대중의 패션 및 문화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

났다. 그리고 한국은 비교적 성숙한 이미지의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본은 귀엽고 

소녀같은 이미지의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잡지 표지에 연출된 패션에는 한국과 일본의 당대 패션 트렌드와 미의식이 반영되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스트리트 패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그

리고 일본은 캐주얼한 의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장신구의 활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

다. 반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신체를 강조하는 패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통해 각국에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자리잡아온 전통적인 미의식과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적 특성에서 차

이점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외 라이선스 잡지일지라도 각 국가의 지역화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별 연출 특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패션 잡지에 대한 연구는 해당 문

화권의 미의식을 이해를 넓힌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잡지 표지를 통한 연구는 잡지의 브랜

드 및 시기에 따라 미의식의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잡지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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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 범위의 변화를 준다면 한국과 일본 문화에 대해 더욱 폭 넓은 이해와 다양한 각도의 인

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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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정삼호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방사형 부직포를 이용한 수분제어 쾌적감성 다층복합 
섬유소재를 적용한 아웃도어 제품 개발 

1. 서론6)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아웃도어 착용의 대중화와 일반화가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투습방수 기능은 아웃도어 소재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로 2000년대 이후 스포츠ㆍ아웃도어 제

품을 중심으로 그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용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나치게 고가인 점과 

PTFE의 유해성 논란으로 경제성,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기능최적화의 시장트렌드 적합한 대체소

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형 부직포 제조기술과 친환경 기술

을 이용한 신개념의 다층복합섬유 소재를 개발하고 아웃도어 브랜드의 소재 및 의복구성학적 특

징을 조사함으로써 열수분 전달 특성에 적합한 기능성과 동시에 착용자에게 편안함과 쾌적함을 

줄 수 있는 감성적 기능이 부여된 차별화된 아웃도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으로는 트렌드 정보 사이트 분석을 통한 아웃도어 제품 시장동

향 분석과 소비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브랜드 가치평가 전문기관인 브랜드 스탁에 등록된 상위 

7위 안의 공통브랜드를 선정하여 해당 의류브랜드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웃도어의 소재 및 의복구

성학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방사형 부직포를 이용한 수분제어 쾌적감성 다층복합 섬유소재의 열수분 전달 특성에 적합한 

아웃도어 제품 개발을 위해 공통브랜드로 선정된 상위 6개 브랜드(코오롱 스포츠, 블랙야크, K2, 

노스페이스, 네파, 컬럼비아)의 2017년 출시제품의 소재, 색상, 의복구성학적 특징(소매, 후드, 포

켓, 여밈 등)을 카탈로그 및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수집 후 백화점 및 유통마켓 시장조사

를 통해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다층복합 섬유소재를 적용한 아웃도어 제품 개발을 위한 제품 분석 및 트렌드 정보사이트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아웃도어 제품 경향은 애슬레저 트렌드와 함께 일상 속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제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품 리뉴얼이 진행되고 있으며, 

* 본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과제번호 10048440)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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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에 유용한 기능을 담은 기능성 제품이나 친환경ㆍ비건 제품처럼 사회적 이슈와 의미를 담

은 제품들을 개발하여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관련 캠페인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기능

을 우선시하는 시각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초점을 변화시켜 기능성을 갖춘 패브릭과 유틸리티를 

첨가한 실용적이고 활용도 높은 아이템을 세련되고 디테일이 강한 디자인으로 구현하여 선보이고 

있다. 지속가능한 솔루션과 초경량 디자인이 중요한 Key Trend로 부각되면서 환경을 고려한 제

품과 경량 제품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텍스타일의 경우 정통 밀리터리 카모플

라주 패턴이 다양한 컬러블로킹과 변형된 모티브로 전개되어 출시되고 있다.

개발된 소재의 열수분 전달 특성에 적합한 아웃도어 제품 설계를 위해 공통 브랜드로 선정된 

상위 6개 브랜드의 아웃도어 제품 소재 및 의복구성학적 특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

재의 경우 투습방수 기능의 고어텍스가 2Layer, 2.5Layer, 3Layer로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특히 

2Layer 소재의 분포가 많았다. 색상은 블랙, 그레이, 네이비 등의 무채색과 카키, 베이지 등의 내

추럴 칼라, 톤 다운된 브라이트 칼라들의 분포가 많았으며, 레드 등이 포인트 칼라로 사용되었다. 

후드의 경우 탈부착형 또는 일체형으로 인체공학적 패턴으로 디자인 되었으며, 탈부착형의 경우 

오픈지퍼를 이용하거나 스냅단추를 이용하였고 지퍼 덮개를 디자인하여 지퍼 체인을 통한 물의 

침투를 막아 방수성을 높이고 외관상 좋아 보이게 디자인하였다. 후드 사이즈 조절을 위해서는 

후드 안쪽에 스트링+스토퍼, 스트링+비죠 부자재를 사용하였으며 보온성과 방풍성, 착용성을 높

이기 위해 벨크로를 사용하여 여밀 수 있게 만든 디자인도 선보여졌다. 소매의 경우 활동성을 고

려하여 팔꿈치 부분에 다트를 사용한 입체 패턴이 많았으며, 소매 밑단 처리는 벨크로+고무밴드, 

사이즈 조절 가능한 스냅 단추 테이프를 사용하여 편리성을 고려한 디자인이 많았다. 앞 여밈의 

경우 나일론, 비슬론, 방수 소재를 사용한 오픈지퍼나 Two-Way(양방향) 지퍼를 주로 사용하였으

며 기능적 아웃도어의 투습방수성을 높이기 위해 방수지퍼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지퍼 덮개를 

사용하여 물의 침투를 막았으며 지퍼 덮개는 히든 스냅을 사용하여 여밀 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지퍼 덮개가 없는 디자인의 경우는 지퍼로 인한 얼굴, 목 긁힘과 지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

퍼 캡을 사용한 디자인이 많았다. 포켓 디자인의 의복구성학적 특징 분석 결과 포켓의 기능성과 

투습방수성을 높이기 위해 포켓 입구를 방수지퍼로 처리하거나 히든 포켓 또는 포켓 덮개를 사용

한 디자인이 많았으며 포켓의 수는 보통 2-4개 정도로 나타났다. 포켓의 위치는 주로 허리 아래

쪽에 있어 사용상의 편리를 고려한 디자인들이 많았으며 포켓의 내구성을 위해 자주 사용하는 포

켓의 양쪽 끝 부분을 튼튼하게 바텍 처리하였다. 열수분 전달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의 의복구성

학적 특징 분석 결과 벤틸레이션은 옷 안의 열이나 습기를 배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데 용이한 

디자인으로 투습방수 소재의 기능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주로 기능적 아웃도어

의 겨드랑이 부분에 지퍼와 메시를 통해 디자인 되거나 등 부분에 덧단을 대고 안쪽에 메시를 

넣은 디자인이 많이 선보여졌다. 기타 기능적 아웃도어의 의복구성학적 특징 분석 결과 사이즈 

조절을 용이하게 하고 핏감을 살리기 위해 허리부분과 밑단 부분에 스트링을 넣어 실루엣에 변화

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이 많았으며 앞 기장 보다 뒷 기장의 길이가 더 긴 디자인이 많았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과 의복의 기능성, 패션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적 부자재를 사용한 아웃도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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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들이 많았으며 고기능성을 요구하는 의복의 경우는 심실링이나 무봉제 웰딩 등 특수 봉제기법

을 활용하여 기능성을 향상시켰다.

아웃도어 제품의 트렌드 경향과 소재 및 의복구성학적 특징 등의 제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재의 열전달 특성에 부합하는 패션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개발 14건을 진

행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아웃도어 제품의 의복구성학적 특징 분석과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재의 

열수분 전달 특성에 적합한 투습방수 발현 기능성 소재 활용 감성 아웃도어 재킷 시제품을 제시

하였다. 또한 방사형 부직포를 이용한 다층복합섬유소재 적용 시제품과 기존 TPU필름을 적용한 

대조군 시제품의 소비자 착의평가를 통해 기능성 부분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방사형 부직

포를 이용한 수분제어 쾌적감성 다층복합 섬유소재의 신뢰도를 높였다. 투습방수 다층복합소재 개

발은 기존 멤브레인 소재대비 생산 효율성, 가공 용이성 등의 생산기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

며 의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용으로 용도 전개가 가능하여 다양한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

운 트렌드 주도와 시장 선점이 기대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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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김신혜, 

배리듬, 최인숙
전남대학교 한국 퍼스트레이디 룩과 한복착용에 나타난 특성:

권양숙, 김윤옥, 김정숙 여사를 중심으로

1. 서론7)

한 국가 대통령의 배우자는 당대 여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또한, 퍼스트레이디들은 사회지도층의 여성으로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대내적, 대외

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패션 이미지를 통해 대중에게 그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의 퍼스트레이디들은 취임식이나 국내외 중요행사 시 한복을 착용하여 국모로서 품위를 보여주었

고, 퍼스트레이디의 한복 착용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식문화를 선양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에 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여성인 퍼스트레이디의 복식 중 한국의 전통복식 착용 사례 분석

을 통해 이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역임한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인 권양숙, 김윤옥, 김정숙 여사의 복식에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러 복식 중에서도 한복을 착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청와대 기록관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여 5인의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거쳐 분류된 사진을 정성적으로 분

석하였다. 퍼스트레이디가 참여하는 행사 중 공통적인 대통령 취임식, 국제행사, 국내행사 세 가

지로 나누어 이 중 한복을 착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고찰

퍼스트레이디는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부인으로 대통령의 정치적 조언자 및 정치적 동

반자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되거나 국가적으로 임명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 이상의 예우를 받고 있다. 여성의 지위 및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퍼스트레이디 또한 대통령 뒤에서 조용히 내조를 담당하였던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

에서 대중들로 하여금 퍼스트레이디에 대한 이미지를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로 인식되는 효과를 

표출했으며, 퍼스트레이디가 착용하는 패션 아이템 및 의상은 대중들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

고 있다. 퍼스트레이디의 의상은 한 국가의 정치, 사회적 측면, 시대적 유행 및 흐름까지도 관련

이 있다. 우리나라 퍼스트레이디의 의상은 19세기 말 사회적 변화기 속에서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발생한 한복과 양복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종류별로는 크게 한복과 양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상황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외 공식석상에서의 의상과 자유로운 활동 시에 착용하는 의상으로 분류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BK21플러스사업, S18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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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퍼스트레이디의 의상은 본인의 이미지나 취향, 역할 및 상황에 따른 다양한 의상이 

대중에게 노출되었으며 특히 국내외의 중요행사 시 퍼스트레이디의 의상 착용은 국제적으로는 우

리나라의 복식문화를 선양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패션의 리더 역할로서 패션 감각 및 본

인의 가치관을 전달하는 부분까지도 담당하고 있다.

2. 패션 정치

TV, 인터넷, SNS 등 미디어 매체의 증가로 정치인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일이 많아졌으며 정

치인들의 패션은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성

향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패션을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패션과 정치가 융

합된 패션정치(Fashion-Politics)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겨났다. 한편, 정치패션에서 색상은 가

시성이 높아 국가나 정당의 상징색을 선정하고 이를 통하여 정치적 신념을 가시화하거나 특정 상

황에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써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색상이라도 서로 상

충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므로 명확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색의 보편적인 감성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이회찬 두 대통령 후보자가 전문 코디

네이터를 고용하여 관심을 끈 바 있다.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의 패션에 관련된 많은 기사와 대

중의 관심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부인의 이미지의 중요성과 그들의 패션이 정치적 전략으

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실제로 유권자가 정치인을 평가할 때에 정치인

의 공략이나 업적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한국의 퍼스트레이디 복식 분석

퍼스트레이디가 착용한 한복은 계절적 영향보다는 취임식과 3.1절 및 광복절 기념행사, 국내

행사, 외국 국빈 만찬행사 등 행사의 취지에 따라 특징을 나타냈다. 따라서 취임식, 3.1절 및 광

복절 기념행사, 국내행사, 외국 국빈 만찬행사로 나누어 착용한 한복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권양숙 여사는 다양한 스타일을 수용하여 한복과 양장을 병행하였고, 해외 방문 시 해당 국가

와 관련된 색상을 의상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권양숙 여사가 착용한 한복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한복은 치마저고리에 간혹 두루마기를 착용하였다. 치마저고리의 형태는 거의 유사하였

다. 취임식 당시에는 연두색 치마저고리에 같은 색 두루마기에 목도리를 착용하였다. 3.1절과 광

복절 기념행사에는 미색이나 아이보리색, 연노란색 치마저고리를 주로 착용하였고 옷고름색은 동

일하거나 자주색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국내행사의 경우 저고리와 치마의 색이 같은 경우보다 저

고리와 치마의 색을 달리 한 경우가 많았고 옷고름에 포인트 색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문양이 

없거나 문양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원단을 주로 사용하였고 옷고름의 색은 자주색이 가장 많았

다. 외국 국빈만찬의 경우 국내행사 때 착용한 한복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착용한 경우가 많

았다. 영국 국빈 만찬 시에는 전체에 꽃무늬가 있는 흰색 치마저고리를 착용하였고, Lord Mayor 

주최 만찬 시에는 꽃분홍색 치마저고리를 착용하였으며 스페인 국빈만찬 시에는 전체적으로 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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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이 있는 초록색 치마저고리를 착용하였다. 

<그림 1> 대통령 취임식

-http://pa.go.kr

<그림 2> 스페인 국빈 

만찬

-http://pa.go.kr

<그림 3> 3.1절 행사

-http://pa.go.kr

<그림 4> 청와대 출입 

기자단 가족초청 만찬

-http://pa.go.kr

김윤옥 여사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서 실크 소재의 무늬 없는 연두색 두루마기와 

연한 황색 치마저고리를 착용하였다. 국내행사 중 3.1절과 광복절 기념식에는 실크 소재의 무늬가 

없는 연두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색상을 통일한 두루마기와 치마저고리를 주로 착용하였다. 국외행

사 중 G20 정상회담의 리셉션 참석 시에도 전통 한복을 착용하였는데 저고리와 치마의 구성을 착

용하였으며 두루마기는 착용하지 않았다. 실크 저고리에 꽃문양의 자수나 금박을 장식하고 무늬가 

없는 치마를 착용하거나 저고리와 치마에 꽃문양의 자수를 화려하게 넣은 한복을 착용하기도 하였

다. 착용한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도 다양하여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5> 대통령 취임식

-http://www.nocutnews

.co.kr

<그림 6> G20 국제행사

https://blog.naver.com/

galaxygogo

<그림 7> G20 국제행사

-http://pa.go.kr

<그림 8>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중앙경축식

-http://pa.go.kr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 국내ㆍ외 행사에서 착용한 복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령 취

임식에서는 이전의 역대 퍼스트레이디들과 달리 한복이 아닌 무릎길이의 흰색 원피스와 흰색 바탕

에 꽃무늬가 그려진 재킷을 착용하였다. 다음으로 국제행사 중 G20 행사에서는 옥색 저고리와 홍

색 치마를 기본복식으로 착용하고 여성 외의인 녹색 장옷을 착용하였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백색 저고리에 청색 치마를 기본복식으로 착용하고 모시로 된 두루마기를 외의로 착용하였다. 두루

마기의 바탕은 청색이고 자주색 고름과 백색 끝동이 부착되어있다. 국내행사 중 3.1절에는 파스텔 

톤의 하늘색 치마, 저고리를 기본복식으로 미색 누비 두루마기와 목도리를 외의로 착용하였다. 이 

외에 국내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는 한복의 형태를 현대적으로 응용한 복식을 자주 착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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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대통령 취임식 <그림 10> G20 국제행사 <그림 11> 미국 방문

-https://blog.naver.com/

ekfrif94

<그림 12> 3.1절 행사

-https://news.naver.com

/main

-https://post.naver.com/viewer/

4. 결론

이상과 같이 퍼스트레이디들이 공통적으로 참석한 대통령 취임식, 국내ㆍ외 행사에서 착용한 

복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권양숙 여사가 착용한 한복의 저고리는 대부분 가슴 정도의 길이에 소매는 손등을 살짝 덮는 

길이였고, 치마는 바닥에 끌리는 정도의 길이였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긴 옷고름이나 옷고름 

없는 저고리를 착용하기도 하였다. 대부분 저고리에는 흰색 동정이 달렸고 옷고름만 색을 달리한 

반회장저고리를 착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소매 끝동에 포인트를 준 경우가 다소 있었으며 깃

의 색을 달리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저고리와 치마 외에 간혹 두루마기를 착용하였지만 생활

한복 등 새로운 스타일을 착용한 경우는 없었다.

김윤옥 여사가 착용한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 두루마기로 구성되었으며 항상 동일한 길이를 

착용하여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국내행사인 취임식과 3.1절, 광복절에는 주로 파스텔톤의 단일색

상이나 유사색상의 한복을 착용하였고, 국외행사에서는 자수, 금박, 배색, 노리개를 활용한 화려한 

한복을 착용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외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넥타이나 두루마기 색상과 

김윤옥 여사의 두루마기, 치마저고리, 고름, 노리개 등의 색상을 통일한 특징을 보여주었다.

김정숙 여사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한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 전의 다른 

퍼스트레이디들과는 달리 전통 한복을 착용한 횟수가 적으며 한국적인 이미지가 표현된 복식을 착

용하였다. 또한, 국내ㆍ외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는 복식의 색을 통해 개인의 신념이나 행사에 적

합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취임식에서 흰색 의상을 착용하였고 3.1절에는 파스텔톤의 한

복을 착용하였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청색 한복을 착용하여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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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바이너리(non-binary)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와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을 
중심으로

1. 서론

2017년 8월, 패션 잡지 ｢VOGUE｣는 유명 할리우드 커플인 지지 하디드(Gigi Hadid)와 제인 

말리크(Zayn Malik)와의 잡지 커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둘은 서로의 옷을 자유롭게 빌리며 

여성복과 남성복을 구분하지 않고 입는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들을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라고 지칭한 기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Baynes, 2017). 하디드와 말리크 두 사람이 본

인의 성 정체성을 젠더 플루이드라고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그렇게 지칭한 것은 문

제가 있으며, 특히 파트너의 옷을 빌려 입는 행동을 설명하는 데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성 정체

성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으로 해석되어 비난을 불러왔고, 이후 ｢VOGUE｣는 해당 기사

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현대사회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에 대한 개념은 지속적으로 발전, 구체화되고 있다. 그 

중 논-바이너리(non-binary)는 최근 등장한 개념으로, 현대 서구사회가 정의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분리 대신 모든 성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

서 젠더 플루이드, 팬젠더(pangender) 등으로 지칭되기도 한다(Webb et al, 2017). 논-바이너리들은 

성별에 있어 하나의 카테고리에 구속되지 않으려고 하며, 지칭에 있어서도 그(he), 그녀(she)와 함

께 그들(they)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LGBT(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단체 

또한 자신들이 규정하는 성 정체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며, 지칭도 올바르게 불러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배경으로 삼아, 본 연구는 젠더(gender)에 관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새

로운 개념들을 알아본 후, 이러한 젠더 개념과 관련성이 있는 패션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되고 있는 젠더 개념을 올바로 이

해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패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패션디자인에서의 다양성이라는 지평을 넓히

게 될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관련 서적 및 논문, 그리고 논-바이너리 패션 관련 기사 및 평론을 참고하여 문헌 

연구를 시행한 후, 논-바이너리를 표현한 컬렉션 및 패션사진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사례 분석을 

통해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와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 패션의 스타일적 특징들을 살펴

본다. 논-바이너리를 표현한 사례의 선정 기준은 세 가지로, 디자이너가 직접 컬렉션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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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너리를 언급한 경우, 학술논문과 패션잡지 등 출판물에서 논-바이너리로 지칭한 경우, 그리고 

패션 형태와 모델에서 논-바이너리 무드가 나타난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삼았으며, 사례의 범위는 

논-바이너리를 비롯한 새로운 젠더 정체성 개념들이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의 패션으로 제

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논-바이너리에 관한 정체성은 유형별로 세분화가 가능한데(Richards et al, 2016), 논-바이너리

는 성별을 이분적으로 나눈 여성과 남성이라는 젠더 중 하나에만 속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정체성은 하나로 인지하지만, 여성성과 남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앤드로지너스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두 성별을 자유롭게 오가는 정체성

을 지닌 경우에는 젠더 플루이드 혹은 바이젠더(bigender)로 규정할 수 있다. 셋째, 두 가지 이상

의 성별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트라이젠더(trigender)로 규정할 수 있다. 넷째, 여성

도, 남성도 아닌 제 3의 성을 본인의 정체성이라고 규정하는 이들은 제3의 젠더(thirdgender) 혹

은 다른 젠더(other gender)라고 할 수 있다. 다섯 째, 성 개념의 구분 자체를 거부하는 이들은 

젠더퀴어(genderqueer) 혹은 논 젠더(non-gender)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본인이 젠더가 없는 

무성별이라고 규정하는 이를 젠더 뉴트럴(gender neutral) 혹은 에이젠더(agender)라고 지칭할 수 

있다. 

앤드로지너스와 젠더 뉴트럴은 논-바이너리의 유형 중 의미상 양 극단에 위치한다고 이해 될 

수 있는데, 앤드로지너스는 성별은 하나로 고착되었지만 다른 성별의 특성 또한 포함하는 양성적

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젠더 뉴트럴은 완전히 성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반대인 앤드로지너스와 젠더 뉴트럴이라는 개념을 패션으로 가져올 경우, 이 

둘을 형식적으로 구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현대 패션에서 이 개념들이 나타나는 사례를 살펴보

면, 앤드로지너스와 젠더 뉴트럴의 무드는 지니지만, 실제로는 여성복이나 남성복으로 구분된 컬

렉션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두 개념을 모아 젠더 플루이드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지

칭하는 경우가 많다. 앤드로지너스와 젠더 뉴트럴이라는 구분된 이름으로 발표된 컬렉션의 경우에

도 그 형태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처럼 두 패션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형식으로 보

이지만, 옷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앤드로지너스 패션은 본인의 성적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다른 성의 이미지도 자유롭게 가져와 표현한다(Lee & Kim, 2005). 이는 성 구분적 사고가 

중심이 되는 의복의 스테레오타입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의 성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복을 지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젠더 뉴트럴 패션은 무성별로 본인을 규정

하는 개념과 동일하게, 의복에도 성별이 없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례 분석의 결과, 앤드로지너스와 젠더 뉴트럴 패션 형식의 구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의 성별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앤드로지너스를 표현한 컬렉션의 런웨이와 패션사진의 경우, 

기존에 남성복으로 구분되는 의복을 여성 모델에게 스타일링하고, 여성복으로 구분되는 의복을 

남성 모델에게 입힌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앤드로지너스 패션은 여성복과 남성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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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 분리에는 변함이 없으며, 모델의 성별만을 반대로 택하여 앤드로지너스 무드를 나타내

었다. 한편, 젠더 뉴트럴 패션은 모델의 성별을 모호하게 연출하고 있었으며, 모델이 입은 의복의 

형태에도 남성복과 여성복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의복과 그 디자인요소에서 이분법적 성별의 구분이 나타나는가? 앤드로지너스 패션은 

의복과 액세서리 등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의복만 보았을 때 남성복과 

여성복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는 앤드로지너스 정체성이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별로 고착되어

있는 동시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복에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를 둘 

수 있지만, 착용 시에는 차별 없이 모두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찌

(Gucci)는 2015년 가을에 발표한 남성복 컬렉션에서 기존에 여성의 전유물이었던 레이스와 플라

워 프린트, 짧은 반바지 등을 남성모델에게 입히고, 기존에 남성복으로 인식되었던 수트를 여성모

델에게 입힘으로써 양성적인 앤드로지너스 무드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젠더 뉴트럴 패션은 의

복과 디자인 요소에서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이는, 젠더 뉴트럴 정체성은 

성별 구분이 없으므로 한 성별만 특정 칼라나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성 구분적 스테레오타입

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셋째, 인체의 곡선을 드러내는 것을 성별의 암시로 사용하고 있는가? 앤드로지너스 패션의 경

우 남성 모델에게 몸의 곡선이 강조되는 여성복을 입게 하거나, 여성 모델에게 신체의 굴곡을 가

리고 남성적인 실루엣이 나타나는 의복을 입게 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을 동시에 보여주고자 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는 몸의 곡선을 드러내는 의복이 입는 이의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가능케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젠더 뉴트럴 패션의 경우 의복 자체가 특정 성별로 구분되는 것

을 기피하는 경향이 보이며, 의복을 입은 모델의 연출의 경우에도 모델의 신체적 성별을 구분하

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더 뉴트럴은 신체의 생물학적 성별보다는 본인이 규정

한 성 정체성이 더 중요하여 몸의 형태를 뚜렷이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미적인 

이유로 몸의 곡선을 드러내야 하는 옷의 경우에도,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는 것은 성별의 표현과

는 무관하며, 순수하게 실루엣적 미를 추구하기 위함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점점 구체화되고 세밀해지는 젠더 정체성의 유형 및 개념을 살펴보고, 

그 패션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사례는 논-바이너리의 유형 중 의미상 양 극단

에 위치하고 있는 앤드로지너스와 젠더 뉴트럴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자는 성

격상으로는 정반대이지만, 패션에 있어서는 상호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논-바

이너리 패션이 기존의 성 이분법에서 비롯된 의복을 완전히 배척하고 새로운 형태의 의복을 만들

어 입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의복을 새로운 관점의 시선으로 보면서 적절히 차용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의 패션디자인은 인종, 성별, 종교, 신체 사이즈,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등과 같은 다양성

을 표현하고자 변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젠더는 개인의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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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과 행복에 관련이 깊다고 하겠다. 하지만 논-바이너리의 유형이나 성격이 다양하면서 서로 

매우 다른 것에 비해, 현재 시점의 논-바이너리 패션에서는 뚜렷한 다양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

다. 또한 논-바이너리는 성별에 좌우 받지 않는 정체성 개념인 것에 비해 패션의 표현에 있어서

는 모델의 성별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의 원인으로는, 논-바이너리가 새로운 성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관련 패션디자인이 개발되지 못한 것인지, 혹은 논-바이너리라는 새로운 젠

더 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포용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에 앞으로의 패션디

자인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논-바이너리를 소수의 특이 젠더가 아닌 일반적 개념의 성별과 비

슷하게 보고 패션디자인을 진행할 것인지, 혹은 논-바이너리만을 위한 새로운 패션디자인의 개발

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진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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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 하지수
서울대학교

현대 남성복에서 나타난 섹슈얼 유형의 조형적 특성분석: 
2015 S/S~2017 F/W 컬렉션 중심으로

인간의 성은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여성과 남성의 구분을 가장 명확하

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복식이라 할 수 있다. 복식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

함에 따라 남성들도 여성처럼 외모가꾸기에 적극적이며 패션에 관심을 쏟게 되면서 복식의 선택

에 있어서도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선호하는 스타일

이 다양해짐에 따라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스타일과 트렌드를 제시하였고, 현대 남성복들에서 나

타나는 여성적 스타일을 반영하여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 위

버 섹슈얼(Uber Sexual),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등의 외모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나타났다. 

최근 발표되는 남성복 컬렉션을 살펴보면 더욱 화려해지고 여성적인 디자인 요소가 현저하게 나

타나면서 유행 요인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남성복 스타일보다 훨씬 다양한 스타일을 보

이고 있으므로 남성복 스타일에서 나타나는 여성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남성복의 여성성이 어떻게 조형적으로 해석되고 표현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남성복에서 나타나

는 다양한 섹슈얼 룩 중에서 여성성이 반영된 앤드로지너스, 메트로 섹슈얼, 위버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남성복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위의 개념들에 대한 비교 분석과 단편적 고찰은 있었지만 통합적으로 분석된 연구

는 부족하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사례분석을 위하여 여성적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남성복 컬렉

션을 꾸준히 전개하는 J.W Anderson, Haider Ackermann, John Vavatos, Saint Laurent의 2015 

S/S 시즌부터 2017 F/W 시즌까지의 남성복 컬렉션을 Vogue와 WGSN에서 해당 컬렉션을 통해 

수집한 사진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섹슈얼 룩을 대표하는 각 용어들의 개

념을 정의하고 복식에서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성을 밝힌다. 둘째, 앤드로지너스, 메트로 섹슈얼, 

위버 섹슈얼, 크로스 섹슈얼이 현재 남성복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 경향을 스타일, 컬

러, 디테일로 분류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 앤드로지너스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결합으로 각각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남성과 여

성의 이미지를 서로 결합시킨 것을 의미하였다. 여성적 실루엣, 비비드한 톤과 무채색 톤의 조화, 

여성적인 장식 디테일 사용되었다. 메트로 섹슈얼은 남성 패션에 여성성을 표출하는 도시적 남성 

스타일로 화려한 패턴의 프린트, 밝은 컬러 등의 여성적 요소를 도입하고, 이를 과감하고 패셔너

블하게 표출하는 스타일로 성적 모호성을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위버 섹슈얼은 남성적인 섹

시함과 부드럽고 세련된 매너를 지닌 스타일이며, 슬림한 실루엣, 유채색과 무채색의 활용과 직선

적인 디테일로 표현된다. 크로스 섹슈얼은 여성들의 패션과 아이템을 차용하여 자신들을 꾸미는 

남성들의 스타일을 의미하고 허리라인을 강조한 핏과 과감한 컬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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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각 섹슈얼 룩에서는 남성복에 여성적 디자인 요소가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였고, 

각 스타일이 갖는 조형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대 남성복에서 나타난 섹슈

얼 유형의 개별적 특수성은 미흡하므로 앞으로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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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이은정, 이재정
국민대학교

패션쇼를 위한 3D 프린팅 예술 의상 디자인 개발 연구

1. 서론

현재 3D 프린팅 기술은 Bio-tech IoT, AI 등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Economist지는 2012년 3D 프린팅 기술이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핵심기술

로 언급하였고, 2013년 맥킨지 보고서는 2025년까지 산업계에서 가장 폭발력이 있을 기술 12가지 

중 하나로 3D 프린팅 기술의 전망성을 평가하였으며, ‘타임지가 선정한 2014 최고의 발명품 25’

에 선정됨에 따라 현재 다방면의 산업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해당 기술의 활용방안이 연구되고 있

다(Lee, & Kim, 2015; Lee, & Huh, 2017).

패션분야에서 또한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은 다방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리스 반 헤

르펜(Iris Van Herpen)과 같은 패션 디자이너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소재활용으로

는 실체화가 불가능한 건축적 형상의 패션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였으며, 프링글 오브 스코틀랜드

(Pringle of Scotland)와 같은 브랜드는 전통적인 섬유와 같이 유연한 3D 프린팅 섬유를 활용한 

기성복을 선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Oh, Suh, & Kim, 2016).

국내에서도 Lee and Kim(2015)과 Lee et al.(2015), Kim(2016), Lee and Huh(2017) 등의 연

구와 같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대안적인 소재 및 패션제품의 디자인 개발 연구는 다수 수

행되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패브릭 재료와 유사한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재의 구조나 의상, 액세서리 품목의 형태를 완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개발된 

3D 프린팅 된 의상이나 액세서리 품목을 실제 사람이 착용하고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작품의 

크기 및 형태, 재질, 출력된 구조물의 결합방법, 내구성에 관한 연수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특히 

의상의 경우 인체에 착장됨으로써 비로소 전체적인 형태가 완성되고 사용자의 이미지를 실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착장될 수 있어야하며, 착장되었을 때 인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으며, 

인간의 활동에 따라 의상이 손상되지 않아야한다는 전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델이 착용하고 이동하거나 동작을 취하는 활동이 전제된 패션쇼를 

위한 3D 프린팅 예술 의상의 디자인 개발에 목적을 둔다. 인체에 걸쳐지고, 활동성에 장애가 없

으며, 신체에 위해가 없는 의상으로서의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3D 프린팅에서 일반적

으로 활용되는 고강도의 하드 타입의 소재가 아닌,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유연성이 확보된 소재를 

활용하여, 인체에 착용 가능한 내구성과 안정성을 가진 심미적인 예술 의상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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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과정

현재 고가의 산업용 3D 프린터에 비해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보급형 3D 프린터의 경우, 

FDM과 SLA, DLP 등 출력방식에 관계없이 한 번에 출력 가능한 개체의 크기가 10cm에서 20cm

까지이며, 출력에 사용 가능한 재료 또한 매우 제한적임에 따라, 한 번에 인체를 덮을 수 있는 

크기를 출력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의상을 구성하는 최소단위 부품의 형태 및 출력 

재질, 부품끼리의 결합 방법 등에 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3D 프린팅 예술 

의상 디자인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 및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보급형 FDM(고온압출적층성형 방식)과 SLA(광성형 방식) 3D 프린터가 한 번에 출력 

가능한 크기 및 출력된 각 소재의 직관적이며 손쉬운 결합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의상을 

구성할 최소단위 소체의 심미적인 문양 디자인 개발 및 3D 모델링 작업을 수행한다.

두 번째, 디자인된 최소단위의 소체를 필라멘트 수지를 사용하는 FMD 방식과 액상레진을 사

용하는 SLA 방식의 프린터를 활용하여 실험 출력하여 앞서 고려된 각 소체 간의 결합 방법 및 

강도, 심미적 디자인의 적합성을 실험 및 평가하여 3D 모델링을 정교화하고, 각 소체를 활용하여 

개발할 의상의 최종적인 형상을 3D 프린트된 소체에 적용된 문양과 크기, 유연성, 강도, 중량을 

척도로 디자인을 전개한다.

세 번째, 소체의 문양패턴과 가장 심미성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또한 결합시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디자인을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네 번째, 완성된 각 3D 프린팅 예술 의상을 제 6회 국제 3D프린팅코리아엑스포 개막 패션쇼

를 통해 제시한다.

3. 결과 및 고찰

인체의 활동성에 장애가 없으면서, 착용자에 움직임에 따라 형태나 재질이 손상되지 않고, 일

반 의상과 같이 부담 없이 착장 가능한 중량과 형태, 착용방법, 재질이 적용된 심미적인 3D 프린

팅 개발에 있어, 먼저 의상의 가장 기본 단위부품이 되는 최소 단위 소체의 디자인 콘셉트 설정

을 위한 리서치가 수행되었다.

3D 프린팅 기술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한축을 담당한다는 인식에 의해 해당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작품은 미래주의적인 색체를 띄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점차 특허기한이 

만료되어 일반화 저가화가 가속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의 한국화 및 한국적 3D 프린팅 기술

의 발전전망에 대한 은유로서 디자인 콘셉트로 ‘한국의 전통’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3D print-

ing 기술이 가지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한국전통적 이미지를 결합함으로써, 해당 기술이 대중

적으로 쉽게 접근 가능한 친숙한 기술이라는 스토리텔링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중적

으로 친숙하며, 의상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 단위의 평면 소체개발에 적합한 전통적 이미지를 조

사하여, 한복 및 사찰, 고궁, 고분군 등에서 찾아보기 쉬운 연당초문과 보상화문을 소체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모티브로 추출하여 Rhino Ceros 5.0을 활용하여 3D 모델링 한후 stl파일로 변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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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모델링 작업과정에서 각 소체를 결합하기 위한 결합구조 디자인이 이루어졌으며, FDM 방

식과 SLA 방식에 따라 각기 다른 결합원리가 고안되었다. 수지 필라멘트를 고온사출하여 출력하

는 방식에 따라 출력물의 내구성이 높은 FDM 방식을 위한 소체에는 스냅단추와 같은 암과 수의 

결합구조를 적용하여 원스냅 동작으로 각 소체의 결합이 이루어지도록 결합구조를 디자인하였고, 

액상레진을 광경화함에 따라 FDM에 비해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출력물의 해상도가 높고 유연성이 

뛰어난 SLA 방식을 위한 소체에는 볼트와 너트와 같은 암과 수의 결합구조를 적용하여 각 소체

를 연결한후 나사를 끼워 각 소체가 결합되도록 결합구조를 디자인하였다. 

각 소체의 디자인 및 모델링 작업이 완결된 후, 해당 소체의 내구성 실험이 후속되었다. 각 

소체의 출력에는 국내의 개발사인 하이비전 시스템의 큐비콘 싱글플러스 보급형 FDM 3D 프린터

와 대만의 XYZ 프린팅(XYZ Printing)사의 노벨(Novel) 보급형 SLA 3D 프린터가 활용되었다. 출

력을 위한 재료로는 FDM 방식의 경우 어느 정도 유연성이 확보된 TPU 필라멘트가 사용되었고, 

SLA 방식은 유연수지인 플렉시블(flexible) 타이프의 액상 레진이 사용되었다. 이후 출력된 각 소

체의 강도를 실험하였다. 강도 실험은 2가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출력된 각 소체를 일반적인 

롱코트의 길이로 연결하여 마네킹에 고정한 후 중력의 힘을 받도록 하루 간 방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출력된 각 소체가 인체에 걸쳐졌을 때 신체의 움직임에 파손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결합된 소채를 인체의 각 관절부위에 부착하고 반복적으로 움직여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FDM방식의 TPU 소재를 사용한 소체는 두 가지 실험 모두에서 파손되지 않았으나, SLA 방

식의 플렉시블 레진을 사용한 소체는 두 실험 결과 모두 파손됨에 따라 보다 높은 강도를 확보

하기 위해 소체의 두께를 보다 두껍게 소체의 모델링 파일을 수정하였다. 

SLA 방식을 위한 소체 모델링이 수정된 이후, 각 소체의 적용된 연당초문, 보상화문에 적합한 

의상 디자인이 수행되었다. 보상화문과 태평화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로의 길이가 긴 FDM 방식

으로 출력한 연당초문 소체를 활용하는 의상은 기하학적인 칼라와 상체구조가 적용된 슬리브리스

의 긴 로브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상대적으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FDM 방식으로 출력한 보상화문 

소체를 활용하기 위한 의상은 상대적으로 입체적인 실루엣을 구성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어, 어깨

와 골반의 볼륨을 강조한 고대의 갑옷과 같은 형태와 평면적인 각 소체의 선을 외곡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신체에 걸쳐지는 좌우 비대칭의 슬리브리스 베스트 형태 두 가지의 디자인이 도출되

었다. 마지막으로 SLA 방식으로 출력한 보상화문 소체의 경우, 스퀘어 넥의 H라인 원피스로 의

상디자인이 결정되었는데, 이는 앞선 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두께를 늘려 강도를 높였으나, 쇼 진

행 시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소체를 고온압축 프레스를 활용해 투

명망사원단에 배접하여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쇼를 위한 이상의 디자인이 종료된 이후 각 의상의 제작 작업이 후속되었으며, 각 소체를 활

용한 3D 예술 의상의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한 이너 의상의 제작이 병행되었다. 이는 각 소체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필라멘트와 액상레진이 반투명한 재질임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D 출

력된 의상과 일반 원단으로 제작된 이너 의상 간의 명확한 색상대비 효과를 흰색 반투명 재질의 

이너에는 검은색 원단이 적용되었으며, 검은 반투명 재질의 이너에는 흰색 원단이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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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너 의상 또한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를 반영하여 직선적이며 품이 넓은 실루엣으로 디자

인, 개발되었다.

상기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된 본 연구의 4종의 3D 프린팅 예술 의상은 2018년 9월 

6일 개막된 제 6회 국제 3D프린팅코리아엑스포 개막 행사인 3D 프린팅 웨어러블 패션쇼를 통해 

제시되었다. 실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3회의 리허설을 포함하여 총 4회의 착, 탁의 및 런웨이 

캣워크 과정을 거쳤으나, 각 의상의 소체의 문양 패턴이 적용된 면 부위 및 암과 수 구조의 원스

냅의 결합구조 또한 파손되지 않았음에 따라,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한 실체 착용하여 신체활동이 

가능한 3D 프린팅 의상의 디자인 개발이 가능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쇼를 위한 실체적 준비기간이 1달여에 불과했던 점과 극히 한정된 예산으로 연

구개발이 수행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연결 구조 및 소재를 활용한 실험이 불가했던 점, 해당 쇼

의 모델이 여성으로 한정됨에 따라 보다 신체의 활동 폭이 넓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3D 프린팅 

의상의 연구가 불가능했던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추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남성복 및 남성과 여성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유

니섹스 실루엣의 의상, 보다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소재개발 실험 연구가 후속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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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복 문양 디자인 현황

1. 서론

환자복은 환자로 하여금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하는 심리적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의료진에게 

원활한 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의류이다. 환자복의 색상과 디자인은 환자

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피로회복과 같은 감정적 효과를 통해 치료효과

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환자복은 환자의 편의보다는 의료기관 

입장에서의 관리의 용이함을 주요한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 

최근 병원이 환자 중심 체제로 변화하면서, 치료 목적의 행위뿐 아니라 환자의 상황 및 정서

적 안정 등 다각도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Park et al, 

2006). 그 일환으로 환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해 환자복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적인 측면이 강조된 환자복 디자인에 대한 요구와 관련 선행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Song & Song, 1999; Park et al, 2006; Park, 2004; Ryu et al., 2006; Lee et 

al., 2006; Feather et al., 1988; Feather et al., 1989), 기능성뿐 아니라 환자의 심리적인 측면을 

어루만질 수 있는 환자복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병원 환자복 문양 디자인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추후 병원의 의료서

비스 측면 및 환자의 정신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자복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다. 환자복에서 조형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짐과 동시에 병원의 정체성 및 타 병원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요소인 문양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미적으로 우수한 환자복 디자인 개발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2017년 발표한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13곳에서 제공되는 일반환자

복을 대상으로 환자복 문양 디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3곳 중 고려대학교병원, 세브란스, 서울

삼성병원의 경우 각 병원별 두 곳의 지점에서 동일한 환자복을 제공하고 있었기에 하나의 사례로 

통합하였다. 환자복 디자인 분석에 활용한 이미지는 병원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으로부터 실

물 사진을 수집하였다. 환자복 문양 디자인 분석요소로는 모티프, 패턴, CI와의 유사성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는데 모티프는 형태, 종류, 색상으로 세분화하였고 패턴은 배색, 배열, 레터링 구조(뼈

대, 스킨, 장식)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문양 디자인의 자세한 분석과 CI와의 유사성 파악을 

위해 모티프 및 패턴의 도식화를 제작하였다. 분석결과에 사용한 색상명은 팬톤(pantone)의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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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더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색상명을 대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국내 상급종합병원 10곳의 환자복 문양을 분석한 결과, <Table 1>과 <Table 2>에서처럼 환자

복의 모티프 형태를 보면 간소화한 형식의 양식화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는 병원이 10곳 중 8곳

에 이른다. 양식화된 모티프와 함께 높은 비중을 차지한 형태는 레터링으로 병원의 이름 및 약어

를 사용하여 병원을 알리는 역할과 환자의 소속을 명시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건국대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하학 모티프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서울아산

병원은 유일하게 추상적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경희의료원, 건국대학교 병원, 서울아산

병원을 제외한 7곳에서는 두 가지의 모티프 형태를 접목하여 각각의 모티프 형태가 지닌 장점을 

배가시키고 있다. 환자복 문양에 적용된 모티프의 종류는 십자가, 스트라이프, 일러스트레이션, 

레터링으로 총 네 가지이며, 그 중 일러스트레이션과 레터링의 경우 병원 로고 및 CI를 적용한 

사례가 6곳에 달하였고,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쓰인 경우도 있었다. 모티프 색상은 white, 

green, blue, gray 계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건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pink와 yellow 색상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며 다채로운 색상 사용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

희의료원과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green 계열의 채도가 낮은 색상을 환자복의 바탕색으로 사용하

여 white 색상의 모티프가 돋보일 수 있도록 하여 높은 가시성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환자복

의 바탕색이 white 색상인 경우 채도가 높은 색상을 문양색으로 사용함으로써 시인성을 높이고 

있다.

<Table 1>에서 각 병원 환자복 문양의 모티프를 패턴화한 결과 중 배색 효과를 살펴보면 건

국대학교, 서울삼성병원, 경희의료원처럼 환자복의 바탕색이 유색일 경우 바탕은 채도를 낮추고 

패턴은 채도를 높여 또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의 병원에서는 흰 바탕에 고채도 및 

중채도, 중명도 또는 저명도의 blue, gray 계열 색상으로 패턴을 구성하여 명료성을 확보한 반면 

한양대학교 병원의 경우 고채도의 blue, pink, yellow 색상을 사용하여 주의를 끈다. 환자복에 레

터링을 사용한 병원은 총 6곳으로 레터링의 구조를 살펴보면 뼈대를 중심으로 모듈화 된 스킨으

로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병원명과 CI를 활용한 레터링이 대부분이기에 레터링의 내용을 이미지

화하거나 서체를 왜곡한 표현은 지양하고 전달하려는 내용과 레터링의 시각요소의 관계가 유기적

으로 통합되도록 과도한 장식적 요소는 배제한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패턴 배열방식

은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방향 패턴을 제외하고 모두 2방향 패턴을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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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환자복 문양 및 CI

병원명 모티프 패턴 Corporate Identity

세브란스

서울 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남 남

여 여

경희의료원

고려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Table 2. 환자복 문양 디자인 분석

병원명
환자복

사진

분류 기준

모티프 패턴
CI와의

연관성형태 종류
색상

배색 배열
레터링

구조바탕색 문양색

세브란스 양식화, 기하학 십자가
11-0601 TCX 

Bright White

18-5102 TPX 

Brushed Nickel, 

19-5320 TPX 

Ponderosa Pine

토널배색

2

방향

패턴

뼈대, 

스킨

레터링, 

색상

서울

삼성병원
양식화. 레터링 십자가

15-6316 TPG 

Fair Green

 11-0601 TCX 

Bright White
명도배색

2

방향

패턴

ㆍ ㆍ

건국대학교

병원

상의

(남)
기하학

스트

라이프

11-4604 TPX 

Bailowing 

Sail

19-4052 TPX 

Claasic Blue, 

14-4320 TPG 

Baltic Sea, 

12-0645 TN 

Lemon Tonic

도미넌트

배색

2

방향

패턴

ㆍ ㆍ

상의

(여)
기하학

스트

라이프

11-2309 TPG 

Petal Pink

19-1555 TPG 

Red Dahlia, 

14-2808 TCX 

도미넌트

배색

2

방향

패턴

ㆍ ㆍ



110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4. 결론

국내 병원 환자복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병원을 상징하는 로고 또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

로 한 다소 획일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어, 환자의 정서적 안정감이 고려되지 않고 미적 

취향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식디자인에서 문양이 미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요소이자 상징적 사고의 산물로 표현되는 요

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환자복은 기능적, 관리적, 상징적 측면에만 치우쳐 환자의 심리적 측면과 

디자인을 고려한 심미적 특성은 등한시되어 왔다. 그러나 환자복이 환자와 병원이라는 의료기관

을 사회ㆍ심리적으로 이어주는 도구임과 동시에 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여 환자의 정서적 측

면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환자복의 문양 디자인 개발을 

통해 병원 서비스 만족도와 더불어 병원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디자인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모든 병원의 환자복에서 배경색과 문양색을 포함하여 두 가지 색 이상의 색상을 

Sweet Lilac, 

12-0645 TN 

Lemon Tonic

경희의료원 양식화
일러스트

레이션

15-5711 TPG 

Dusty Jade 

Green

11-0601 TCX 

Bright White
명도배색

2

방향

패턴

ㆍ
일러스트

레이션

고려대학교

병원
양식화, 레터링

일러스트

레이션

11-0601 TCX 

Bright White

17-1500 TPG 

Steeple Gray
명도배색

2

방향

패턴

뼈대, 

스킨

일러스트

레이션

서울대학교

병원
양식화, 레터링 ㆍ

11-0601 TCX 

Bright White

19-4057 TPX 

True Blue
명도배색

한

방향

패턴

뼈대, 

스킨

일러스트

레이션

서울

성모병원
양식화, 레터링 ㆍ

11-0601 TCX 

Bright White

19-3962 TCX 

Surf the Web, 

17-1501 TCX 

Wild Dove

명도배색

2

방향

패턴

뼈대, 

스킨

레터링, 

일러스트

레이션

서울

아산병원
추상적

일러스트

레이션

11-0601 TCX 

Bright White

19-5212 TPG 

Darkest Spruce
명도배색

2

방향

패턴

ㆍ ㆍ

중앙대학교

병원
양식화. 레터링 십자가

11-0601 TCX 

Bright White

19-3864 TCX 

Mazarine Blue, 

14-4320 TCX 

Baltic Sea

명도 

배색

2

방향

패턴

뼈대, 

스킨, 

장식

레터링, 

모티프

한양대학교

병원
양식화. 레터링

일러스트

레이션

11-0601 TCX 

Bright White

19-3963 TCX 

Sodalite Blue, 

16-2124 TPG 

Pink Carnation, 

14-0766 TPG 

Sulphur, 

14-4611 TPX 

Gulf Stream

톤인톤

배색

2

방향

패턴

뼈대, 

스킨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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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양 및 배색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할 수 없음을 

나타내므로 환자의 정서적 안정에 기초한 효과적인 배색 기법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색

채 역학(color dynamics)을 기반으로 균형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레피티션(repeti-

tion) 배색 또는 비슷한 색상들의 조화 속에서 편안함을 유발하는 도미넌트 배색 기법 등을 활용

하여 환자복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문양 디자인을 제안한다. 둘째, 병원이라는 공간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안전성과 쾌적성 등 해당 공간이 갖춰야 할 기

본 원칙이 존재한다. 이에 장소에 적합한 올바른 색채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안, 안정’ 등

의 심리적 속성을 갖는 green 계열을 주조색으로 한다면 환자의 심신 안정을 도모하는 데 효과

적일 것이다. 추후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환자복 문양을 디자인한다면 안전성, 쾌적성, 명료

성 등의 기본 원칙과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우수한 환자복을 개발하는데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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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경주대학교

사산조 복식 연구:
아르다시르 2세 (Ardarshir II) 부조를 중심으로

1. 서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고대 동서양의 문명교류로인 실크로드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며 그에 

따라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크로드에 대한 연구는 실크로

드 동쪽 지역인 중국의 주변 지역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실크로드 서쪽 지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실크로드 문명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크로드 문명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크로드 서쪽 지역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대 페르시아 지역은 고대 인류문명교류로인 실크로드

에서 서쪽지역에 위치하여 동서양 문화의 접점지대였다. 고대 페르시아에 대한 연구는 고대 문명

교류에 대한 문화적 연원 연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크로

드 무역이 활발해졌을 당시 고대 페르시아 지역을 통치했던 사산조의 문화는 실크로드 무역로를 

따라 서쪽으로 로마에 영향을 미쳤고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에 들어왔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 사산조 문화에 대한 연구는 인류의 고대 문명연구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의 원형 연구에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하겠다. 

사산조 아르다시르 2세(Ardarshir II)는 사산조 초기 왕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왕으로 사산조 문

화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왕이다. 아르다시르 2세의 서임식 장면이 페르시아인들이 옛날부터 신

성한 곳으로 여겨졌던 타퀴이 부스탄(Taq i Bustan) 지역에 부조로 묘사되어 있어 사산조의 종교

관, 제식의 형태, 왕조의 복식문화들을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복식학계에서는 고대 복식의 원류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우리나라 민족의 ‘북방민족 유래설’에 근거하여 북방 유목민족으로 알려진 

스키타이와 흉노족의 복식에 그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져 왔다. 그러므로 북방 유목민족을 스키

타이와 흉노족으로 제한 시켜 놓은 가설의 편협성 및 한정된 문헌자료와 예술 작품의 분석에 의

존해야 되는 자료의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폭 넓은 자료에 대한 접근이 시급

한 실정이다. 사산왕조를 건립했던 페르시아 종족은 스키타이와 흉노와는 다른 유목민족으로써 

그 복식의 분석은 다양한 유목민족의 복식의 유형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고대 복식의 유형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이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2.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산조 초기 왕조의 부흥을 이루었던 아르다시르 2세의 복식을 분석하여 사산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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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피며 실크로드 무역로를 통한 문명교류의 현상을 복식 분석을 통하여 

접근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한국 고대 복식의 근원이 북방 유목민족의 복식에서 유래했다는 종래

의 학설을 검토하기 위하여 여러 북방민족의 복식 유형을 정리하는 자료로 이용하기 위함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한 실증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한국에서 이 분야가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퀴이 부스탄 지역을 직접 발굴하고 조사한 독일 고고학 연구

소에서 발굴보고서와 참고문헌 등을 수집하였고 아울러 자료의 신뢰도를 위하여 타퀴이 부스탄

(Taq i Bustan) 현지답사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아르다시르 2세의 서임

식 부조 1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아르다시르 2세의 서임식 부조는 아후라마즈다(Ahura Mazda)신(神)이 왕에게 왕의 힘의 상징

인 링을 수여하는 장면이다. 중앙에 아르다시르 2세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고대 페르시아의 신 아

후라마즈다(Ahura Mazda) 오른쪽에는 태양의 신 미트라(Mithra)가 묘사되어있다(그림 1). 세 형상 

모두 소매가 좁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튜닉에 주름이 많은 넓은바지를 착용하고 있으며 바지 밑에

는 장화가 아닌 목이 짧은 일반 신발을 착용하고 있는데 신발 바닥이 밴드로 장식되어 있고 이 

밴드는 신발 목에서 다시 한 번 신발을 장식하며 둥근 장식물로 고정되어 있다. 튜닉은 원령이고 

허리에서 허리띠로 고정되어 있다. 두 신(神)은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망토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망토는 가슴에서 장식쇠로 묶여있고 등 뒤에서는 펄럭이고 있다. 반면에 아르다시르 2세는 가슴

에 가슴장식을 달고 있다. 이 가슴장식은 가슴 중앙에서 두 끈이 교차되는 형태이며 두 끈은 둥

근 진주로 장식되어 있고 두 끈이 교차되는 중앙에는 원형의 장식이 달려있는 모습이 팔 위로 

관찰된다. 이 가슴장식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르다시르 2세 이전 시기

의 왕인 아르다시르 1세와 샤푸르 1세 왕에서 관찰되고 또 사산조 후기의 왕들에서도 관찰되고 

있어서 사산조 초기부터 후기까지 사산조 왕의 복식에 나타나는 중요한 복식요소로 사료된다. 이 

장식은 원래 인도의 토착적인 요소로 중앙아시아의 불상이나 불교회화에 자주 나타나는 요소인데 

사산조가 인도와 접촉하면서 사산조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르다시르 2세의 튜닉이다. 이 튜닉은 튜닉의 양 옆 끝이 올라가 튜닉이 

둥근 앞치마 모양을 만들고 있는 형태로 아르다시르 2세 양옆에 서있는 두 신이 착용한 끝이 일

자형을 이루고 있는 튜닉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 부조를 발견하고 조사한 독일의 고고학자 헤르

쯔펠트(Herzfeld)는 이 모양이 둥근 앞치마 형 튜닉 의 양옆 끝을 절개한 후 꿰매고 세 줄의 장

식선으로 튜닉의 끝선을 장식한 것인지 아니면 양옆을 걷어 올린 형태인지 확실하지 않으나(그림 

2) 이 형태는 아르다시르 2세의 튜닉에 처음 나타나는 새로운 모드(mode)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튜닉은 아르다시르 2세 이후의 왕들에서 자주 관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형태의 튜닉을 착용한 형상은 아르다시르 2세의 재임 기간(379-383)이후에 만들어진 형상으로 이 

튜닉의 형태는 작품을 편년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고 있다. 

아후라마즈다 신은 성벽 모양의 관을 착용하고 미트라 신은 장식이 있는 긴 머리띠를 착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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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머리 위로는 햇빛을 상징하는 빛이 묘사되어 있다. 아르다시르 2세의 관은 우주를 상징하는 

큰 코림보스의 관을 착용하고 있어 신과 왕이 각각 다른 관을 착용하고 있다.

 

4. 결론 

페르시아인들이 신성한 장소로 여기는 타퀴이 부스탄((Taq i Bustan) 지역에 사산조 초기 왕

조를 부흥시킨 아르다시르 2세의 서임식 장면이 부조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 부조에는 아르다시르 

2세와 아후라 마즈다 신 그리고 미트라 신이 묘사되어 있어서 사산조 초기 왕조의 복식문화 뿐 

아니라 사산조의 종교관 등을 살필 수 있었다. 세 형상들은 모두 무릎까지 내려오는 튜닉을 착용

하였는데 소매는 좁은 형이고 깃은 원령이다. 튜닉 밑에는 주름이 많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통이 

넓은 스타일이었다. 이 유형의 복장은 아르다시르 2세와 두 신에게서 모두 나타나고 있어서 사산

조 초기 지배계급의 옷의 유형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디테일에서는 왕과 신의 튜닉이 다른 형

태이었는데 두 신의 튜닉은 일자형 튜닉이었고 왕의 튜닉은 양 옆이 올라가 있는 형태로 새로운 

모드의 형태였다. 이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모드가 처음으

로 타쿠이 부스탄 아르다시르 2세의 튜닉에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되어져 사산조 지배계급의 다양

한 옷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왕조의 부흥을 일으킨 아르다시르 2세는 아울러 화려한 

복식문화를 열었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에서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분야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된다. 

그림 1 그림 2

아르다시르 2세 서임식 부조, 타퀴이 부스탄 아르다시르 2세 튜닉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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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에서 모방과 저작권에 대한 연구:
관련 사례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인 제품의 모방성을 이해하고, 기존 관련 사례 고찰과 설문조사를 통

해 패션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모방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패션과 같이 

창의성이 포함되며 저작권 분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패션디자인에 어

떻게 적용 시킬 수 있는지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패션디자인은 창조와 모방을 통해 발전되어왔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지고 패션의 변화가 빨라

지면서 트렌드의 민감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트렌드 또한 패션디자인의 모방하는 문제를 번번히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에 대한 노출과 공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창의성과 고유성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SPA 브랜드들이 하이엔드 브랜드의 컬렉션을 모방하는 경우가 최근 급격히 증가 했으며 

동시에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의 디자인을 대기업이 카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많은 신진 디자

이너들의 창작 의지를 약화시키고 패션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디자

인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만큼 보호가 필요하며 디자인의 고유성이 보장될 수 있다면 제품의 

혁신과 창의적인 생산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창의성은 디자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되지만, 독창적인 디자인이 법적으로 보호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모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타겟이 다른 패션 브랜드들의 디자인의 고

유성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이에 패션디자인에 관련해서 모방성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7가지 관련 사례를 선정하여 패션디자인 전공자 2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사성이 있는 2015년 이후 디자인들의 분쟁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20대 30대 디자인 전공자들 22명을 대상으로 구글폼을 사용하였고, 2018년 6월 12일부터 

2018년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관상 비슷해도 소재와 용도가 다

를 때 카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22명 중 10명이었다. 둘째, 프린트 같은 경우 완전히 동

일하지 않으면 카피가 보기 어렵다는 11명의 의견과 색감과 디테일이 너무 유사하여 모방이라는 

11명의 의견으로 대립했다. 다른 프린트 디자인은 하나의 브랜드가 떠오르고 시각적으로 동일하

다는 점에서 모방이라는 의견이 21명이었다. 전통적인 문양을 두고는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기 때

문에 모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14명이었다. 하지만 한 브랜드를 상징할 때 조형적인 요

소가 너무 비슷하여 모방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줄무늬와 같이 흔하게 사용되는 디

자인 같은 경우는 모방이 아니라는 의견이 17명이었다. 줄무늬에 칼라조합이 추가된 디자인 건에

서는 모방이 아니라는 의견 15명이었다. 넷째, 예술 작품 원작의 느낌이 그대로 있을 때 모방이

라는 의견이 16명이었다. 

디자인 전공자들이 모방에 관한 의견은 대체로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모든 22명의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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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수렴되지는 않았지만 모방에 관한 찬반이 나뉘었을 때 각각의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비슷

했다. 추후 분쟁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디자인 전공자들의 모방에 대한 의견을 파악 및 제시하고

자 했다. 이후 연구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모방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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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패션에 표현된 에이젠더(agender)

현대 패션은 기존의 고착화된 인식에 대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발전해왔

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미디어의 발달은 패션의 소비패턴은 물론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어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없음을 뜻하는 영어의 접두사 ‘a’와 성을 의미하는 ‘gender’의 합성어

로 무성(無性)을 뜻하는 에이젠더(agender)는 남성, 여성, 양성이 모두 아니라고 여기는 무성을 

의미한다(국립국어원). 이러한 맥락에서 에이젠더 패션은 남성, 여성의 각각의 성 정체성이 모두 

거세된 무성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이젠더 패션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

피하고 다양한 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일부로 나타나고 있다. 더

불어 소비가 온라인에서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패션 브랜드들은 직접 입어보지 않고도 쉽게 구매

할 수 있는 남녀구분이 없는 사이즈와 디자인으로 표현되는 에이젠더 스트리트 스타일을 선보이

고 있으며 두드러지는 유행현상으로 연결되었다. 더불어 최근 Zara와 H&M을 비롯하여 컬렉션에

도 남녀 공용의 에이젠더 스타일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젠더리스 룩이 남성의 몸에서 여성 복식의 기호를, 여성의 몸에서 남성 복식의 기호를 차용하

여 표현하였다면, 에이젠더 스타일은 복식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의 상징성을 모두 제거하는 

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젠더리스 현상 및 조형성에 대한 연구

들이 대부분으로, 에이젠더 패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

구는 패션으로 표현되는 젠더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복식을 통해 서로의 다른 성의 

기호를 차용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성을 삭제한 에이젠더 패션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논문과 관련 서적, 단행본, 기사 

등의 문헌을 통하여 젠더의 개념과 에이젠더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

에서 나타나고 있는 에이젠더의 특성에 대하여 사례분석 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4대 컬렉션 중 

에이젠더 스타일을 발표한 브랜드의 컬렉션을 선정하였고, 연구범위는 에이젠더 패션이 등장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최근까지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세기 후반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변

화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양성의 이분법적인 사고

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의 성의 차이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젠더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작

되었다(Lee, 2012). 성에 있어 생물학적 성(sex)의 개념에서 사회 문화적 차원의 성(gender)의 개

념이 도입되고, 나아가 성 정체성의 다원화 및 해체 현상인 젠더리스 스타일이 등장하였다. 2010

년 이후 컬렉션에서 젠더리스 패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이러한 젠더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 속에서 에이젠더 패션이 등장하였다. 2015년 영국의 셀프리지 백화점 컨셉 스토어에서는 에이

젠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새로운 개념의 에이젠더 패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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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960년에 나타난 유니섹스 룩은 남녀가 비슷한 일상을 즐겨 입으면서 의복을 통해 여성미와 

남성미를 초월한 이성의 요소를 공유한 점에서 현재의 에이젠더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에

이젠더 스타일은 1980년대 디자이너 욜리 텡(Yeohlee Teng)등의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욜

리는 남성복과 여성복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패턴이나 소재에 수정을 가

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위한 동일한 스타일을 창조해냈다(Yim, 2016).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에

이젠더 패션에서도 남녀 디자인이 동일하고, 사이즈 스펙을 늘이거나 오버사이즈드 핏으로 만들

어 에이젠더를 표현하고 있다. 에이젠더 패션의 실루엣은 대부분 성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인체

가 잘 드러나지 않는 직선형의 실루엣으로 표현되며, 남녀 모델 모두 팬츠와 스커트를 착용하여 

인체에서 드러나는 성을 감추기도 한다. 컬러는 블랙 앤 화이트, 카키, 블루, 그레이와 같은 성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중성적인 색채들로 표현되며, 프린트는 전혀 없거나 성적 취향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이젠더로 표현되는 모델의 외양을 보면, 남성 모델들은 여성성을 대

표하는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거나, 여성 모델들은 대표적인 남성적 헤어스타일로 자신의 고유한 

성을 거부하면서 무성의 외양을 보여주고 있다.

젠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과거 여성의 입장에서 나타난 앤드로지너스 룩과 남성의 젠더 인

식의 변화에 따른 젠더리스 룩이 등장했다면, 최근에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무성을 표현하는 에이

젠더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디어의 발전은 에이젠더의 등장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으며, 에이

젠더 패션은 다양성과 개성을 중요시하는 현대 패션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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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론의 관점에서 본 라이트 패션의 공간성에 관한 연구

빛이란 인간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물의 존재를 밝혀주는 전자기적 에너지이며, 물리

학에서는 이를 입자이자, 파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빛은 물리적 대상과 관계하여 반사, 

흡수, 투과 등의 속성을 발현하며, 관찰자의 시각적 인지 과정을 통해 인간의 심상에 심리적 변

화를 일으킴과 동시에 새로운 감성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패션 분야에서도 과학의 기술적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 복식에 전자 장치를 접목하여 새로운 조형언어

로서의 빛을 활용한 패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복식이 함양하고 있는 다채로운 요소

들과 상호 결부되어 새로운 시각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빛을 복식에 도입한 패션을 라이트 패션이라 명명하고, 빛과 복식에 대한 공간의 

관계성에 대하여 물리학의 장이론에 입각하여 해석학적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

다. 본 연구의 분석 기준으로 장이론을 선정한 배경으로는 라이트 패션을 구성하는 비물질적인 

빛과 물질적인 형태의 복식들은 미세한 입자들의 응결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서로 상이한 성격

의 입자들이 함양하고 있는 에너지들의 상호의존적 통일체로써 하나의 시각적인 새로운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는 곳을 뜻하는 장은 특정 물리량이 공간의 

특정 위치에 주어졌을 시, 그 공간을 물리량의 장이라 하며, 빛 또한 특정한 현상이 표출되는 영

역으로 명명된다(Shim, 2009). 이처럼 빛과 복식간의 관계성에 관련된 의미와 특성이 장이론의 

내용적인 측면과 근간을 함께 함에 따라 라이트 패션에서 나타나는 빛과 복식에 관한 공간의 관

계성과 표현성의 측면을 연구하고 분석하는데 적합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복식

의 미학적 해석을 위한 장이론의 도입은 복식을 보다 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

로운 분석 지표를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은 라이트 패션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함께 장이론과 관련된 선행 연구(Kim & Lee, 

2003; Shim, 2009; Park & Jo, 2011) 고찰을 통하여 도출된 상호 간섭성, 중첩성, 영역성의 특성

을 본 연구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고 복식과 빛의 공간성에 대한 관계성을 고찰하는 해석학적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라이트 패션이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라이트 패

션의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수합한 142장의 이미지를 사례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간섭성의 관점에서 라이트 패션을 고찰해보면, 빛은 

기존의 복식의 형태, 소재, 색상과 빛에 대한 경계, 즉, 이분법적인 단절의 의미를 소멸시키고, 구

조적인 통합을 구현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공간을 생성한다. 다시 말해서, 비물질적인 빛의 입자

들과 물질적인 형태의 복식의 입자들이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속성을 흡수하고, 이를 통하

여 새로운 성질을 함양한 물질적인 공간의 복식을 구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현세의 

물질적인 요소인 복식이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인 상태로 전환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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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관점에서 라이트 패션을 고찰해보면, 서로 상이한 색상을 함양하고 있는 복식과 외부의 공간

은 무대 위의 암전을 통하여 관찰자의 시야에서 은폐되고, 복식 위에 발현하는 빛은 하나의 공간

성을 함양한 또 다른 형태의 복식으로 표출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고형적인 입자의 성질을 함양

하고 있는 복식과 외부 공간들은 시각적으로 탈물질화의 과정을 거쳐 하나로 통합되어 사라지게 

되고, 비물질적인 형태의 빛은 물질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치환되게 된다. 라이트 패션에서 중

첩성을 통해 구축되는 공간성이란 복식이라는 공간과 외부 공간의 개체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이 

암전이라는 시각적 은폐를 통하여 물질적인 본질의 의미가 관찰자의 시야에서 상쇄되고, 복식 내

부에 잠재되어 있던 빛의 파동이 발현함으로써 기존의 복식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복식

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영역성의 관점에서 라이트 패션을 고찰해보면, 공간

은 입자들의 응집을 통하여 하나의 영역을 구축하게 되는데, 복식의 한정된 공간위에서 발현하는 

빛은 입자들의 파편화를 의미하며, 빛의 입자들이 함양하고 있는 무한한 힘들이 도달하는 외부의 

공간의 부분들에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빛의 파동을 통하여 형성된 관계망은 

복식이 외부의 현상계에 융해되는 확장된 복식으로 빛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빛과 복식, 외부의 공간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구축되는 장은 서로 이질적인 요소

들의 통합에 의해 생성된 조형 언어로서 관찰자에게 새롭게 지각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현대 패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대상으로 학제 간의 융합인 통섭의 관점에서 다

각적인 연구의 접근 방법의 도입을 통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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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르송(pierson)의 카스틸리오네(Castiglione) 
백작부인 사진에 나타난 패션

1. 서론

패션을 묘사하는데 처음으로 사진이 사용된 것은 1856년 드레스를 입은 카스틸리오네 백작부

인의 사진앨범이다. 카스틸리오네 백작부인(Comtesse di Castiglione, Virginia Oldoini, 1837-1899)

은 나폴레옹 3세의 코르티잔(Courtesan)으로 파리 및 유럽 사교계 유명인사로서그녀는 피에르-루

이 피에르송(Pierre-Louis Pierson, 1822-1913)과 함께 사진 작업을 하였다. 피에르송은 프랑스의 

근대 사진작가이며 주로 명망가들의 사진 촬영을 하였는데 그와 작업한 카스틸리오네의 사진에서

는 파격적 페르소나(persona)의 연출과 자포니즘(Japonism), 나르시시즘(narcissism)등이 표현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카스틸리오네 백작부인의 사진은 19세기 코르티잔 패션을 회화 및 일러스트레이션 위주

의 복식 연구가 아닌 사실적인 상(像)을 나타내는 사진으로 분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

요성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1850년과 1880년 사이의 대다수 패션사진은 상업적 재현 보다는 사회적 초상 즉, 사회적 지위

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카스틸리오네 백작부인의 사진에 나타난 복식의 실루엣, 소재, 장식등 복

식 디자인의 전반적인 요소를 사실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카스틸리오네 백작부인의 사진

이 19세기 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연구목적은 카스틸리오네 백작부인 사진에 나타난 패션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고 코르

티잔으로써 카스틸리오네 백작부인의 패션이 복식사적으로 가지는 가치와 영향을 분석함에 있다. 

본 연구는 19세기 여성복식을 사실적인 자료인 사진에 근거하여 고찰하고 코르티잔으로써 카스틸

리오네의 패션이 당시 복식사 형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복식사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연구

의의를 둔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국내외 서적 및 연구논문을 토대로 하였다. 문헌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카

스틸리오네 백작부인과 피어슨의 활동시기인 19세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실증적 자료로써 뉴욕 메트

로폴리탄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자료사진 245장을 활용하였다. 검색 키워드는 ‘Castiglione’로 

‘Art’범주에 속한 619장의 사진 중 피에르송이 젤라틴 실버 프린트(Gelatin silver print from glass 

negative)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수집하였다. 그 중 리터칭 작업이 없고 백작부인의 신체 및 

패션이 나타난 사진 231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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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결론

카스틸리오네 백작부인의 사진에 나타난 패션의 조형적 특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

태의 경우 아워글라스 실루엣, 깊게 파인 데콜타주, 허리를 강조하는 코르셋을 사용하여 가는 허

리 및 상체를 강조한다. 여러겹의 페티코트를 사용하여 가는 허리를 강조하면서 부피감을 연출하

고 있다. 또 드롭 숄더로 어깨를 드러내면서 극도로 가늘어 보이는 허리선을 연출하기 위해 토르

소 코르셋을 착용하고 있다. 여성의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드레스의 형태를 통해 본인 신체의 

과시적인 욕구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장식의 경우 셔링과 드레이프, 리본 및 레이스를 사용하여 극도의 여성스러움을 나타내

면서 곡선의 섬세함과 연속적인 배치를 통하여 리듬감을 자아내어 로맨틱한 감성을 연출하였다. 

셋째, 소재의 경우 레이스, 자수, 린넨, 다마스크, 타프타, 브로케이드 및 얇고 부드럽게 비치

는 효과를 주는 실크, 오간자 등을 사용하여 귀족적이고 사치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카스틸리오네 백작부인의 사진이 19세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당시의 

초기 패션사진들은 회화주의의 관행을 촬영의 기본으로 하였으며 장식의 비약이 있던 일러스트와

는 차이점을 가졌다. 사진 속 인물은 기품과 우아, 그리고 위엄을 강조하는 정형화된 포즈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패션을 선보이려는 귀족들과 데뷔탕트(debutantes)들에 의해 두드러졌다. 하지

만 백작부인은 회화주의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다양한 페르소나를 사진 속에서 패션과 

포즈를 통해 나타내었다. 또한 왕족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스테레오스코프(Stereoscope)의 소품 

사용 및 18세기 시누아즈리(chinoiserie)의 영향을 받은 의상을 입고 나르시시즘적인 연출을 함으

로써 시각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였고 이는 당시의 복식사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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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 하지수
서울대학교

패션 제품 이미지를 위한 촉각적 햅틱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에 대한 사용자 조사

ICT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패션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고객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요구 및 트렌드 분석, VR(Virtual Reality)기술을 통한 브랜

드 경험 제공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VR기술이 적용된 패션이미지로 최근 패션을 구현하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제품에 대한 

비접촉성 판단과 평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실제 접촉하지 않고도 패션 제품의 촉감

을 판단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

션 제품 이미지를 현실적,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패션 제품 이미지를 위한 촉각적 햅틱 커뮤

니케이션에 주목하고자 한다. 햅틱이란 순수 촉각 정보는 물론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얻

는 정보를 함께 일컫는 넓은 의미의 촉각으로(Kwon & Nam, 2011) 특히 VR에서 촉각과 관련된 

인터페이스 방식이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감각 형식을 일컫는 말로 널리 쓰인다(Paik & Kim, 

2001). 2,30대 남녀 중 VR을 경험한 대학원 이상의 패션 전공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

였으며, VR 패션 제품 쇼핑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햅틱 기술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

하였다. 인터뷰 자료를 개방적 코딩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층 면접 분석 결과, VR 쇼핑 환경에서 촉감 경험의 필요성과 쇼핑단계에 따른 필요 햅틱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특히 VR은 게임, 재미와 1차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아 쇼핑 체험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오프라인 매장 쇼핑 시 경험할 수 있는 촉감 경험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또한 편리함이나 신속함 등 쇼핑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온라인 구매를 선호할 것이

기 때문에 VR 쇼핑에서의 촉감 경험은 즐거움이나 환상적인 체험 등 쇼핑의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험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쇼핑 단계에 따른 필요 햅틱 정보는 먼

저 매장 이동 단계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걸으며 이동하는 느낌, 문을 열거나 매장에 들어

섰다는 느낌을 진동이나 당겨지는 햅틱 을 통해 전달되기를 바랬다. 매장 내 탐색 단계에서는 상

품 카테고리에 따른 구분감,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한 흥분감, 물건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위치에 왔다는 안내, 점원의 응대와 악수 등의 정보가 진동, 터치, 온도감의 햅틱으로 구현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상품 탐색 단계에서는 진열된 옷을 꺼내 보거나 옷걸이를 넘길 때, 옷

을 잡아 볼 때의 그립감, 피팅 시 몸에 대보는 터치감 등이 진동, 터치, 밀거나 잡는 햅틱을 통

해 표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 구매 단계에서는 바구니나 팔에 옷을 담을 때의 무게감이나 

현금 지불, 카드 결제 등의 실제 행위를 연상시키는 소리와 진동, 미리 입력된 취향이나 예산을 

벗어났을 때의 경고의 진동 등의 햅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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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부경대학교

폴 스미스(Paul Smith)의 남성 수트(Menʼs Suit)에 관한 연구

영국을 대표하는 남성복 브랜드 폴 스미스(Paul Smith)는 현재 46개의 브랜드 매장과 190개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 중이며, 73개국에서 90여 개 백화점과 840여 개 멀티 브랜드 매장에서 

판매하면서(Jang, 2018), 전 세계 남성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폴 스미스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살펴보면, Kim(2014)은 폴 스미스 개인의 아비투스(habitus)와 

영국의 문화에서 오는 브리티시니스(Britishness)의 통합적 시각에서 폴 스미스 패션의 특성을 분

석하고, 이를 “기발한 혼합, 고유한 지역 이미지, 새로운 남성상, 연출된 공간의 감성 소비” 라 밝

혔다. Song(2003)은 폴 스미스의 1992년부터 2003년까지의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분

석하여, 현대 영국 남성복에 나타난 조형미를 “전통의 현대화, 모더니티 재해석, 영국정체성 표출, 

유희성 음미”라 주장하며, 이를 토대로 포멀 수트와 캐주얼 수트를 제작하였다. Lee and Lee 

(2014)는 2001년 S/S 시즌부터 2014년 F/W 시즌까지 폴 스미스 컬렉션에 나타난 남성 재킷의 디

자인 특성 변화를 이미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남성성 이미지가 강한 디자

인들이 주로 나타난데 반해, 중반에는 여성성 이미지 특성이 과감하게 반영된 실루엣, 무늬 등을 

사용한 재킷들이 나타났으며, 후반에는 실루엣이나 소재, 색채에서 여성적 이미지를 적절하게 반

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폴 스미스의 남성패션은 영국의 전통에 폴 스미스

의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남성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전통적인 테일러링을 바탕으로 한 위트있는 디자인을 통해 독창

적인 스타일을 제안하는 폴 스미스의 남성패션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남성 수트 스타일에 나타

난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한

다. 우선 문헌연구는 영국의 전통적인 테일러링과 폴 스미스의 남성패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관련 서적 및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사례연구는 남성 수트 스타일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을 분석

하기 위해 관련 서적 및 컬렉션에서의 남성 수트 사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참고문헌

Kim, S. R. (2014).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aul Smith fash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Womenʼs 
University, Seoul.

Smith, P., Sudjic, D. and Loveday, D. (2013). Hello, my name is Paul Smith: Fashion and other stories. New York: Rizzoli.

Smith, P. (2008). You can find inspiration in everything (And if you canʼt, Look again). London: Violette Editions.

Song, E. Y. (2003). A study on formativeness of modern English men’s wear: Design of Paul Smith as main the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126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김인화*, 최경미, 

전정일1), 류영실2)

수원대학교*, 동서울대학교1), 
인하공업전문대학2) 도로보수원의 작업복 착용 실태 조사

도로보수원은 도로 및 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로 

노면 보수, 교통 표지판 설치 및 수리, 가드레일 수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부차적으로 노

면의 청소 및 제설, 노견 제초, 교통사고 잔해물 제거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차

량이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도로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도로보수원의 작업복에는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고가시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현재 형광 및 

재귀반사 소재를 적용한 작업복이 보급되어 도로보수원의 가시성이 확보된 상태이지만 기타 지방

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소속된 도로보수원은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반 작업복 위에 형광색

의 조끼만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조끼역시 ISO 20471-2013, ANSI/ISEA 107-2015, 

KS K ISO 2047 등의 고가시성 의류에 대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착용한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8)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로보수원의 작업복 착용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로, 도로보수원의 안

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고가시성 작업복을 개발하기 전,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16개 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보수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1일 

평균 현장작업시간’, ‘1달 평균 야간작업일수’, ‘계절별로 주로 착용중인 작업복 종류’, ‘현재 착용중

인 작업복에 대한 불만사항’, ‘안전조끼 착용율’, ‘안전조끼 미착용 원인’, ‘작업복의 주요 오염부위’, 

‘형광 색상에 대한 선호도’ 등을 조사하였으며, 총 285명의 응답을 받아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74.0%는 40대 이상의 연령대에 속하였으며 가장 응답 빈도가 높은 연령대는 50

대로 전체의 41.4%를 차지하여 도로보수원의 연령은 중장년층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었다. 가

장 응답 빈도가 낮은 연령대는 20대로 전체 응답의 1.8%에 불과하였다. 1일 평균 작업시간으로는 

8시간 근무가 69.9%로 가장 많았으며 1달 평균 야간 작업일수에서는 전체의 19.2% 7일 이상 야

간작업을 하는 것을 나타나 작업복을 통한 야간 가시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

이 착용하는 작업복 종류 조사 중 셔츠/T셔츠류에서는 4계절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긴팔 

T셔츠의 응답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여름에서만 반팔 T셔츠와 긴팔 T셔츠의 응답이 유사한 비율

을 보였다. 칼라가 달린 직조물 셔츠류는 편성물 T셔츠보다 착용빈도가 월등히 낮았다. 점퍼류는 

여름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온도 변화에 따라 겉감과 충전재 소재를 달리하여 계속 착용되었다. 

안전조끼는 모든 계절에서 언제나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에도 점퍼 위에 착용하였다. 

하의에서는 등산복 바지의 착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겨울에는 기모나 패딩 소재의 바지를 착용

하였다. 현재 착용중인 작업복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재의 오염으로, 긴팔 T셔츠를 

*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도로보수원 피복 개선방안 마련 연구’과제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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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모든 복종에서 오염이 가장 중요한 문제 사항으로 분류되었다.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문제

는 하계 작업시의 발한이나 온열쾌적감으로 춘추용 및 하계용 T셔츠와 바지에서 문제가 주로 발

생하였고, 안전조끼의 착용이 온열쾌적감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안전조끼 불만사항의 19.8%

를 차지하였다. 디자인에 대한 불만사항이 가장 높은 복종은 모자류였으며, 대부분의 복종에서 가

시성에 대한 불만 정도는 10% 미만으로 순위가 낮았다. 안전조끼 착용율은 평균 93.1%로 매우 

높았으며 안전조끼 미착용 원인으로는 ‘두꺼운 점퍼 위에 착용하는 것이 불편하다’와 ‘점퍼에 반사

테이프가 부착된 경우 안전조끼가 불필요하다’의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오염이 쉽게 되

는 부위로는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물건 닿게 되는 부위인 소매단과 배의 오염이 가장 심

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지에서는 무릎과 엉덩이의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도로보수원 작업복의 복종으로는 긴팔 T셔츠와 홑겹 바지 및 충전

재가 들어간 바지, 춘추 및 동계용 점퍼, 안전조끼, 모자의 구성이 적합하였으며. 점퍼의 경우 안

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아도 가시성 확보가 되도록 형광 및 재귀반사 소재 적용이 필요하였다. 바

지에서는 관절의 운동을 고려한 입체 패턴 설계가 요구되었다. 모든 복종에는 방오가공이 필수적

이며, 배와 소매단, 무릎 등에 회색이나 어두운 청색 등의 오염이 덜 드러나는 소재의 배치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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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박은경
인천대학교

중국내 패션 디자인 공모전의 디자인 특성 분석

1. 서론

2000년대 이후 중국 패션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은 더욱 개성 있는 

디자인과 희소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패션 디자인 교육도 양적, 질적으로 발전하여 많은 패

션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 공모전 개최를 통해 창의력과 개성이 뛰어난 패션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내 패션 디자인 공모전 수상 작품의 특성을 살펴본다면, 

중국 패션산업계가 지향하는 디자인 발전 방향을 알 수 있으며,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 패션

업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유명 패션 디자인 공모전의 최근 3

년 간 수상 작품을 위주로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은 각 디자인 공모전의 공식 사

이트와 관련 사이트에서 작품 사진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중국의 패션 디자인 공모전은 크게 스포츠 레저(sports wear) 디자인 공모전, 레디 투 웨어

(redy-to-wear) 공모전,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 공모전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는 레디 투 

웨어(ready-to-wear)와 스트리트 패션(street fashion) 디자인 공모전 중, 비교적 대중적이고 유명

한 공모전을 선택하여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 공모전은 한보(汉帛奖
/Han Bo Jiang)디자인 공모전, 중국 진웨스트 컵 캐주얼 디자인 공모전(真维斯杯/Jeanswest 

cup), 호문배(虎门杯/Hu Men Bei) 국제 청년 디자인 공모전, 상숙(常熟杯/Chang Shu Bei) 캐주

얼 엘리트 디자인 공모전(chang shu bei)이며 2015년∼2018년의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한 작품 

총 197점을 수집하여 실루엣(sihouette), 색채(color), 소재(fabric), 문양(pattern), 아이템(item), 기

법(technique)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 대상 공모전 수상 작품들의 실루엣은 주로 벌크 실루엣(bulk silhouette), 코쿤 실루엣

(cocoon silhouette), 박스 실루엣(box silhouette) 위주이며 H-line, Y-line, O-line의 형태(shape)

를 주로 사용하였다. 색채는 무채색을 메인으로 하고 모던한 느낌과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 

비비드(vivid)한 레드, 옐로우, 일렉트릭 블루(electric blue)를 서브 칼라 또는 포인트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재는 디자인이 벌크 실루엣, 코쿤 실루엣을 응용한 빅 실루엣 위주이기에 네오프렌, 울,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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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폴리혼방, 개버딘 등 부피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본소재를 가공하

여 개발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주로 퀼팅(quilting), 레이저 커팅(laser cutting), 위빙(weaving), 니

들 펠트(needle felt), 올 풀기 기법을 사용하였다.

문양은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인 무늬로 오리엔탈리즘을 표현한 것과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을 

오마주하여 재해석하는 방법이 많았고 디지털 프린팅을 많이 사용하였다.

아이템은 코트, 재킷과 팬츠의 조합이 많았고, 그 외 아우터와 원피스 조합, 캐주얼한 점퍼 등 

다양하였다. 오버 핏의 코트, 코쿤 라인 슬리브 자켓, 오버 사이즈 코트가 많았고 루즈한 와이드 

팬츠가 많았다. 과도하게 실험적인 실루엣이나 디자인 보다는 다양한 아이템의 여러 겹 레이어링

과 프로포션 변형을 주로 시도하였다. 

4. 결론

중국내 패션 디자인 공모전의 수상 작품은 주로 빅 실루엣(big silhouette)과 코쿤(cocoon) 실

루엣을 위주로 하면서 무채색으로 모던함과 도시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패션 시장에서 대중적

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를 사용하면서, 이 소재를 독특한 기법으로 가공한 시도가 많았다. 또한 

문양과 실루엣의 조합으로 동양적인 무드를 강하게 표현한 것과, 단순함과 모던함을 표현한 두 

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복잡한 절개선과 패치워크, 강한 프린트나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났

지만 단순하고 절제된 디자인도 나타났으며, 비교적 실용적인 코트와 와이드 팬츠 조합이 많아 

작품성과 함께 실용성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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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 페미니즘(postmodern-feminism)으로 표현된 
현대 여성복 익스트림 스타일(extreme style) 연구

1. 서론

최근 여성의 주체성, 권리와 기회평등을 주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

외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세기 말 새롭게 부각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postmodern-feminism)의 이론적 배경은 최근 21세기 패션에서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의복에 그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전보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특성 중 남성성과 여성성을 

해체시킨 중성성 표현을 여성들이 크게 지지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의복을 바꿔 입는 교차 

착용(cross-wear) 현상이 여성들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있다. 1980년대 여성복의 파워 드레싱

(power-dressing), 오버사이즈(over-sized) 스타일이 가진 내적의미가 현재 여성들의 의복 스타일

에 있어서 더 극대화된 구축적인 여성복 스타일이 21세기의 트렌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극대화된 구축적 스타일의 익스트림 스타일(extreme style) 중 하나

인 현대 여성복 트렌드와 발생된 사회문화적 배경의 의미와 가치를 분석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및 결과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써 선행연구와 서적을 통해 이론적 개념을 파악하고 컬렉션 및 스트리

트패션을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와 잡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제적

인 계급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의식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페미니스트인 씩수스(H. Cixous), 이리가레이(L. Irigaray), 크리스테바(J. Kristeva)를 중

심으로 하여 남성과 여성의 양극성 및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성차별을 종식시키며 공정하고 동등

한 사회, 남녀 공동의 인간성 해방으로 가시화되었다. 이 배경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발생의 

시초가 되었으며, 사회적으로 지속된 차별적 성 인식의 문제로 여성은 열등하고 주변적이고 보조

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고 이것은 여성성이라는 관념으로 정당화되어 왔다. 이러한 관념에서 벗

어나기 위한 페미니즘 이론이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진 전통에 대한 비판적 해체라는 특성에 결합

된 것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발생한 시기의 패션은 성적 평등을 반영하는 앤드로지너스 룩이나 유니

섹스 모드 등 여러 유행 스타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은 남성다움

과 여성다움의 이성적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 모두를 수용하면서 

휴머니즘을 강조한 자웅동체적 의미의 양성성을 표현한 디자인과, 반면 성에서 존재하고 있던 남

성다움과 여성다움을 해체시킴으로써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의 개념을 초월한 중성성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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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아이템이 생물학적 성차를 구별 짓는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개성적인 스타일 창조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시대적 미의식과 이상을 반영한 산물로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다.

현 21세기 패션에 있어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으로 표현된 성을 해체시킨 스타일이 극대화되

어 나타나고 있으며 트렌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중성적인 스타일의 오버사이즈 재킷과 팬츠는 

헐렁한 실루엣으로 소매와 팬츠의 길이가 손과 발이 안보이도록 과장되게 길어 극도의 내추럴함

을 추구하며 기존의 파워 드레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복에 단지 남성의 의복요소를 

가져온 것이 아닌 여성들의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남성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남성복의 실루엣, 요소를 가지고 와서 여성복과 결합시켜 변형함으로써 사

회적으로 억압되어있었던 여성의 여성스러움에 대한 이상에 대한 도전으로 여성의 대안적 이미지

를 나타내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성별의 경계에 도전한 새로운 의미, 특히 여성의 독립, 주체, 자아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여성들의 의복 스타일의 내적 의미들이 사회적 역할과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최근 몇 년 동안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사회 각계의 성추

행, 성폭행을 고발하는 미투운동(#Me too), 이를 지지하는 위드유(With you) 운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섹슈얼리티와 개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억압된 여

성들의 주체성을 외치는 이러한 운동이 패션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

튜브에서 활동하는 여성 유튜버들 사이에서 ‘탈 코르셋’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는 짙은 화장 등 

사회가 여성에게만 강요한 엄격한 외모 잣대에서 자유로워지자는 운동이다. 최근 젊은 여성들 사

이에 탈 코르셋 운동이 확산되면서 고정화된 여성상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으며, 패션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3. 결론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특성 중 하나인 여성복 익스트림 스타일에 대한 연구 결과 그 사회적 의

미와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남성중심주의의 해체와 여성의 주체성 및 자아 표현이다. 기존

에 남성적 의복요소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기준을 모호하게 하여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고정관념

을 버리고 여성들이 남성의 패션스타일을 추구함으로써 여성적임을 탈피하여 남성의 권력, 권위

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이를 표현하는 수단

으로써 익스트림 패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는 대중패션을 일반 여성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상향전파 시켰다. 일반 여성들이 온라인상

에서 여성운동을 하고 여성의 독립, 주체성을 표현한 대중패션을 유튜브나 SNS를 통해 활발히 전

파하여 곧 패션 트렌드의 중심이 되었다. 대중적인 배우나 연예인이 아닌 일반 대중들의 영향으

로 이러한 유행이 나타났으며 하이패션을 주도하는 세계적 컬렉션에도 전파되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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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가상착의 시스템용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

1. 서론9)

현재 패션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3D 가상착의 시스템은 실제로 의복을 제작하지 않고도 컴

퓨터나 인터넷 상의 가상공간에서 패턴 및 소재에 따른 실루엣과 의복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직접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러한 3D 가상착의 시스템은 구성된 가상의복이 실제의

복과 유사하게 묘사될 수 있는 표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의복제작 시 소재의 특성은 인

체, 제작과정 등 다양한 요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실루엣 및 디자인과 같은 전반적인 의복의 

외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제품의 3D 가상착의와 이를 활용한 전

자상거래에 필요한 패션소재의 특성중 하나인 원단의 텍스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3D 가상착의용 고품질의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을 위하여 표 1에서와 같이 원단 텍스처 이미

지 캡처장치로 표현된 이미지를 수정/보완하여 3D 가상착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완전 패턴의 텍

스처 이미지를 생성하는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 S/W로 시스템을 구성하여 개발이 진행되었음. 

표 1.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 시스템 구성 및 기능

구 분 설 명

원단 이미지 

캡처S/W

- 카메라 제어기능 

   : 프로그램 내에서 이미지 캡처를 위한 별도의 장비에 설치된 카메 라를 제어하는 기능  
   : 카메라에서 캡처된 원단 이미지를 프로그램으로 불러오는 기능

- 원단의 반복패턴 표현 및 수정기능

   : 캡처된 원단의 반복적인 무늬 패턴을 표현기능(자동/수동)

   : 원단의 왜곡된 이미지의 보정 기능(사행 등)

   : 원단 이미지의 맵핑용 반복패턴 표현기능

- 원단 이미지의 색상정보 표현 기능

   : 원단의 특정부위의 색상정보 표현 및 팬톤(pantone) 컬러 제안기능

원단 이미지 캡처 

장치(H/W)

- 동일 광조건 하에서 원단표면의 위치에 따른 조도의 차이가 없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된 포토박스

- 원단 이미지 캡처를 위한 고해상도 카메라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장치는 외부의 환경(빛)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한된 조건에서 이미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지식 서비스 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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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내부에 5개의 LED 조명이 장착된 밀

폐구조의 포토박스를 사용하였으며, 고해상도의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하여 원단의 텍스처 이미지

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 S/W는 이미지 캡처장치에 장착된 카메라와 연동하여 최적의 원단 

텍스처 이미지와 칼라를 표현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정하고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 

제어기능과 표현된 이미지를 수정/보완하여 3D 가상착의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1완전 패턴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하는 원단 반복패턴 표현 및 수정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진행되었음.

그림 1.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 시스템 구성

앞에서와 같이 구성된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 시스템의 최적의 텍스처 이미지와 원단의 컬

러를 표현하기 위하여 최적 조건 설정 실험을 진행하였음. 표 2 에서와 같이 5가지 컬러의 팬톤 

컬러칩 이미지를 표현하여 컬러칩의 고유 컬러정보와 추출된 이미지의 컬러정보를 비교하는 방법

으로 개발 시스템의 최적조건을 설정하였음. 

표 2.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 시스템의 최적 조건설정 실험

구 분 목 적 변 수 샘플 이미지

최적의 포토박스 

조명조건 설정

￭ 포토박스 내부의 최적의 균일한 

조도 환경조성

○ 상부조명(3개)

 - 상부2개 : 8단계

 - 상부1개 : 고정

○ 하부조명(1개)

 - 광세기 고정

최적의 카메라 

조건설정

￭ 포토박스 내부의 조명에  따른 

최적의 카메라 조건설정

￭ 포토박스 내부의 조명에  따른 

캡처 이미지의 최적 색보정 조건 

설정

○ 셔터 스피드

○ 조리개

○ ISO 고정

○ 화이트 밸런스

   (색상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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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앞의 연구방법에서와 같이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 시스템의 최적 조건설정 실험을 통하여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장치의 내부 조명 조건의 최적화와 장착된 카메라의 최적 셋팅 조건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원단 고유의 색상과 텍스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었음.

본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 시스템을 활용한 3D 가상착의용 고품질의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방법은 그림 2와 같음.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 장치에서 표현된 원단 이미지는 원단 텍스

처 이미지 캡처 S/W에서 원단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수정/보완이 진행되며, 3D 가상착의에 사

용되는 1완전 패턴의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함.

그림 2.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 시스템을 활용한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과정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 S/W는 이미지 캡처 장치에서 표현된 원단 이미지를 수정/보완하여 

3D 가상착의에 적합한 고품질의 원단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함. 그림 3에서와 

같이 원단 텍스처 이미지의 수직 맞춤기능, 사행과 같은 원단의 왜곡 보정기능, 나염원단의 반복

패턴 표현기능, 그리고 수정/보완된 텍스처 이미지의 1완전 패턴 표현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원단 이미지의 수직 맞춤기능)             (원단 이미지의 사행 보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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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염원단 이미지의 반복 패턴 표현기능)      (1완전 패턴의 텍스처 이미지 표현기능)

그림 3.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 S/W의 기능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제품의 3D 가상착의와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원단의 텍스

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원단 텍스처 이미지 표현 시스템과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할 수 있

었음.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제품을 위한 AR-VR 기술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및 VR-AR 기반 유

통서비스 사업화에 활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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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술홍*, 박기홍, 강찬규, 

김세희, 김소형, 김예은, 
오하나, 허예정, 최경희⁺

한성대학교 해체주의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워크웨어 디자인 개발

본 연구는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패션디자인에서 출발하여, 도시 건설 근로자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워크웨어(workwear)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자들은 해체

주의적 접근에서 건축물의 외관이 지니는 조형성보다는 평면도나 내부의 골격에 초점을 둠으로써 

디자인 개발에 있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였고, 디지털 시대의 첨단 소재나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의복에 접목시킴으로써 미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신개념의 워크웨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워크웨어의 디자인 변천과정과 현대 건설 근로자들의 워크 웨어의 

현황이 고찰되었으며, 워크웨어를 활용한 패션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컬렉션 사례들과 기능성 신소

재 및 신기술에 관한 사례조사가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로서 개발된 디자인은 General line과 Limited edition line의 두 가지 라인으로 제시

된다. 먼저 General line은 20~30대 워크웨어 의류를 즐겨 입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여 대중성

을 고려한 캐주얼 라인으로, 워크웨어에 의복의 구조나 패턴, 그리고 건축물의 도면을 프린트나 

디테일로 적용함으로써 해체주의적 디자인을 보여준다. 디자인 요소로는 편안한 착용감을 고려한 

스트레이트 실루엣에 안정성, 내구성, 쾌적성을 고려한 덕 캔버스와 데님 소재가 사용되었고, 일

반적인 워크웨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톤의 Grey와 Blue 계열의 컬러가 적용되었다. 다음으로 

Limited edition line은 소수의 마니아층을 위한 하이패션으로, 특히 워크웨어에 테크놀로지의 요

소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Black과 Grey계열의 내추럴 실루엣 의상으

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였고, 소재에 있어서 Graphene(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의류 소재)나 

자석지퍼를 의복에 접목해 봄으로써, 착의가 간편하고 다양한 디자인 연출이 가능한 조립형 워크

웨어 디자인이 제안되었다. 

본 디자인 개발을 통해 워크웨어가 단순히 패션과 무관한 건설 근로자들의 작업복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소구하는 폭넓은 디자인 개발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나

아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접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하이패션으로도 탈바꿈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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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은*, 박하늘, 김민성, 

류민경, 반종호, 
현예진, 최경희⁺

한성대학교 밀리터리 무드의 유틸리티 테크웨어 디자인 개발

본 연구는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전쟁 키워드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미래의 군복 

디자인을 구상하고, 이를 토대로 밀리터리 무드의 유틸리티 테크웨어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디자인의 구상은 미래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과거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며 무엇을 

필요로 할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고, 이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군복

의 기능적, 미적 차원에 대한 조사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전쟁을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 관람과 군복의 역사적 변천 및 국가별 

군복의 디자인 요소 분석하였고, 의복에 적용 가능한 신소재와 새롭게 등장한 테크놀로지를 조사

하였으며, 시즌별 트랜드 및 마켓 리서치와 더불어 밀리터리 룩과 유틸리티 룩을 중심으로 한 패

션디자인 컬렉션의 선행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2018 F/W 레디-투-웨어를 겨냥해, 트랜드를 반영한 다크 무드와 미래적 요소가 결합

된 총 14벌의 룩이 제안되었으며, 그 주요 디자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소재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디테일에 초점을 두어 디자인에 실용성과 기능성을 강조하였다. 주로 필리

움(Fillium), 스카치(scotch), PVC 등의 기능성 소재와 멀티 포켓 등 유틸리티적 디테일이 돋보이

는 점퍼, 판초, 아노락 등의 아이템을 제안하였다. 둘째,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컨셉에 따른 로

고를 제작하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과거와 미래의 전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달

을 심볼로 정하고 그 위에 시침과 분침을 배치하여 시간의 형상화하였다. 셋째,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밀리터리의 무드의 변화를 컬러웨이로 표현하였다. 메인 컬러는 회색으로 설정하고 서

브컬러로 카키, 카멜, 브라운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컬러를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카키와 

브라운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밀리터리 무드에서부터 점차 회색과 메탈 컬러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컬러로 변화하는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레디 투 웨어 마켓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전 성별을 포괄하는 폭 넒은 타겟을 대상으로 하되, 주 타겟은 야외 활동량이 많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민감한 얼리어답터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설정하였다. 경쟁 브랜드

로 스톤 아일랜드와 아크로님 등을 설정하고, 현 유틸리티 룩의 마켓에서의 디자인 포지셔닝을 

제안하였다. 

본 디자인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테크놀로지와 의복의 결합은 향후 패션 디자인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적 측면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신진 디자이너

들에게 새로운 주요 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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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이경희
부산대학교

중학생의 색채 선호와 색채조합 및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는 과도한 기계화와 비인간화를 거쳐 도덕, 규범 그리고 사회적 질서가 상실될 위기

에 처해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은 인생의 과도기에 있는 중학생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중학교시기에 인지적 능력이 확대되고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며, 감정 기복이 심

하고 과격한 행동을 표출하기 쉬워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동시에 이 시기는 반항적 자세를 

가지며, 이상과 현실의 차이 속에서 불안해하고 고찰하며 자아의식이 발달한다. 색채는 현대사회

의 부정적 영향을 중화시키고 환경을 바꿔 중학생의 긍정적 자아정체성 확립을 유도하고 사람에

게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 상호보완적인 색채의 조화는 안정감을 주

고 균형감각과 매끄러운 변화를 가져다주기도 한다. 가치관이 온전하게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에

게 색채의 조화는 올바른 자아와 인격형성에 배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국민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청

소년 소비시장의 확대를 가져왔다. 중학생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미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효

율적인 색채의 활용은 정서적 측면 뿐 아니라 시지각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계속 팽창

하고 있는 청소년 소비시장에서 중학생에게 선호색채와 함께 그들의 색채 이미지를 적절하게 활

용하면 산업적 측면에서는 질 높은 정보의 획득을, 소비자 측면에서는 미적만족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색채의 빛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를 통하여 인간의 정서와 감정체계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색채 활용도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색채선호와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색

채선호의 특성을 파악하고 색채 조합과 색채 이미지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학생의 색채선호와 색채조합 그리고 색채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의 색채선호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중학생의 색채조합의 특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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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중학생의 색채 이미지의 특성을 알아본다.

2.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조사 대상조사는 대도시인 부산지역의 14-16세의 중학생 160명과 부산 외 지역(김해 5명, 양

산 1명, 광주1명) 7명을 대상으로 2018년 5월 11일부터 7월 23일 사이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는 조사 대상 중 부적절하거나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시킨 결과이다. 

2) 측정도구 및 자료 분석

조사도구는 색채선호조사 Howard & Dorothy Sun(2003)의 CRR(Color Reflection Reading)의 

8가지 색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청록, 파랑, 보라, 마젠타-를 사용하였다. 색채이미지 검사도

구로는 CRR 색채심리 분석에서 활용되는 색채에 다양한 형용사를 제시하여 해당하는 곳에 즉각

적으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빨강, 노랑, 주황, 초록, 청록, 보라, 자주는 각각 긍정적인 단어 12개, 

부정적인 단어 12개로 각각 색채별로 24개의 단어를 제시하였고 파랑은 긍정과 부정의 단어를 

각각 11개씩 총 22개의 단어를 제시해 복수응답하게 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중학생의 색채선호 특성

중학생이 첫 번째로 선호하는 색채(진정한 자아, 내면적 본질 의미)는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온

화한 파란색이 가장 높았고 이성, 논리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는 노랑이 두 번째, 그 뒤를 마젠타, 

빨강, 초록, 보라, 청록 순의 결과를 보였고 경쾌하고 낙천적인 주황이 색채 선호도가 가장 낮았

다. 중학생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색채(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면에서의 현재 상태) 역시 파란

색이 가장 높았고 노랑이 두 번째, 그 뒤를 보라, 초록, 마젠타, 청록, 빨강의 결과를 보였고 주

황이 색채 선호도가 가장 낮아 첫 번째로 선호하는 색채와 같은 순서를 보였다. 중학생이 세 번

째로 선호하는 색채(목표, 목표달성 방법)는 편안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야하는 초록색이 가장 높았고 노랑이 두 번째, 그 뒤를 보라, 마젠타, 파랑, 빨강, 청록의 결과를 

보였고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고른 선호색의 결과와 동일하게 주황이 색채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모든 결과에서 파랑과 노랑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주황과 청록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성별에 따라 분석해본 결과, 중학생의 성별 색채 선호에서 여학생은 첫 번째 선호색으로 노랑

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마젠타-파랑-보라-빨강-초록-청록-주황의 순서를 보였다. 두 번째 선호색

은 노랑-파랑-마젠타-보라-초록-청록-주황-빨강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선호색으로 초록-노랑-보

라-파랑-빨강-청록-주황-보라 순의 결과를 보였다. 중학생의 성별 색채 선호에서 남학생은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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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색을 파랑-빨강-초록-청록, 마젠타-보라-노랑-주황 순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선호색 역시 파랑

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노랑-초록-빨강-보라-청록-주황-마젠타 순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선호색

은 초록-노랑-파랑-보라-빨강-마젠타-청록-주황의 순서를 보였다. 여학생은 노랑에 대한 선호도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호도에서 최상위, 세 번째 선호도에서 차상위로 아주 높았다. 주황은 첫 번

째에서 최하위, 두 번째 세 번째에서 한 단계위인 일곱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남학생은 파랑의 

선호도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호도에서 최상위, 세 번째 선호도에서 세 번째로 높은 편에 속했

다. 주황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결과에서 모두 최하위, 두 번째 결과에서 일곱 번째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이들은 주황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낮다. 그리고 여학생과 남학생이 세 번째로 선호

하는 색채는 모두 초록과 노랑 순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2) 중학생의 색채조합 특성

중학생이 선택한 선호색채의 조합을 살펴본 결과 크게 조화로운 조합, 편향적 조합, 다양한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조화로운 조합은 보색관계인 상호보완적인 색의 조합으로 빨강-초록, 

주황-파랑, 노랑-보라, 초록-마젠타가 존재하고 이 관계에 속하는 중학생은 37.1%이다. 편향적 조

합은 크게 난색과 한색계통으로, 난색계통은 빨강-주황-노랑, 주황-노랑-초록, 보라-마젠타-빨강 그

리고 마젠타-빨강-주황으로 3.7%의 중학생이 이 관계에 속하며 한색계통은 노랑-초록-청록, 초록-

청록-파랑, 청록-파랑-보라, 파랑-보라-마젠타로 총 9.6%의 중학생이 이 관계에 속한다. 다양한 조

합은 총 83가지의 조합이 나타났으며 전체 중학생의 49.7%가 여기에 해당된다. 

조화로운 조합에는 첫 번째 색과 두 번째 색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개인적 본질-현재 상태의 

조화), 첫 번째 색과 세 번째 색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개인적 본질-목표의 조화) 그리고 두 번째 

색과 세 번째 색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현재 상태-목표의 조화)가 존재한다. 첫 번째 색과 세 번

째 색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 색과 세 번째 색의 조화가 35.5%로 

거의 유사했다. 첫 번째 색과 두 번째 색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가 27.4%로 가장 적었다. 이는 조

화로운 조합을 선택한 중학생들은 대체로 진정한 자아와 장기적인 발전 목표를 잘 결합시키고 있

음을 의미하며 비슷한 수의 학생들이 두 번째 색이 제시하는 도전을 극복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은 수의 학생이긴 하지만 첫 번째 색과 두 번째 색이 조화를 이루는 학

생들은 현재의 상태가 진정한 자아와 잘 맞물려 있으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많다.

 

3) 중학생의 색채 이미지 특성

중학생의 빨강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강한, 정열적인, 따뜻한 등으로 26.56%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화난, 불친절한, 복종하는 등이 9,49%로 나타났다. 주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

미지는 생기발랄한, 용감한, 쾌활한 등으로 21.71%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충동적인, 소

심한, 지친 등이 9%%로 나타났다. 노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밝은, 가벼운, 행복한 등으로 

27.21%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멍청한, 앙심 깊은, 어지러운 등이 6.45%로 나타났다. 초

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보호하는, 자유로운, 안정된 등으로 32.38%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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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는 이기적인, 불균형. 불규칙적인 등이 4.3%로 나타났다. 청록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차분한, 깨끗한, 상상력이 풍부한 등으로 17.23%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둔탁한, 둔감한, 

꽉 막힌 등이 15.04%로 나타났다. 파랑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평화로운, 평온한, 믿음직한 

등으로 21.52%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우울한, 불안한, 경직된 등이 13.14%로 나타났다. 

보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름다운, 귀중한, 자신감 있는 등으로 21.43%로 나타났고, 부정

적인 이미지는 혼자, 숨겨진, 조심스러운 등이 11.29%로 나타났다. 마젠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

지는 성숙한, 사랑하는, 친절한 등으로 평균 23.11%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기적인, 냉

담한, 오만한 등이 11.0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색채에서 긍정적인 이

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첫째, 중학생의 색채선호 특성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호색 모두 파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

음으로 노랑이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선호색은 초록이 가장 높았지만 그다음으로 노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주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호색에서 모두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

서 파랑과 노랑이 많이 나타나고 주황이 가장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성별 따른 중학생의 색채 선호를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선호색에서 여학생은 노랑, 남

학생은 파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선호하는 색채는 남녀모두 초록과 노랑 순으로 유

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주황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둘째, 중학생의 색채조합은 다양한 조합(49.7%), 조화로운 조합(37.1%), 편향적 조합(한색계통

-9.6%, 난색계통-3.7%) 순으로 나타났다. 49.7%의 중학생이 색채조합에 있어서 내면의 조화를 이

루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자아를 탐색하며 급변하는 시기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중학생의 색채 이미지는 8가지 색채에서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학생들은 색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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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리, 권미정
부산대학교

만화 원작의 영화에 나타난 슈퍼히어로 코스튬에 관한 연구:
ʻ저스티스 리그ʼ와 ʻ어벤져스: 인피니티 워ʼ를 중심으로

1. 서론

‘슈퍼히어로(Super hero)’는 영웅을 다루는 픽션의 장르이자 초인적인 영웅을 뜻하는 단어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TV시리즈 등 다양한 매체로 생산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미국의 만화 중심 출판사인 ‘DC 코믹스’와 ‘마블 코믹스’의 만화를 원작으로 ‘DC 엔터테인먼

트’와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영화들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중들은 새로

운 히어로의 등장과 진화하는 후속작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깊이 들어가 영화에 등장하는 슈퍼히

어로들은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시각화하고 부각시키는 장치로써 슈퍼히어로

의 코스튬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슈퍼히어로 코스튬에 대한 선행연구는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슈퍼히어로룩의 유형(함연자, 2013)와 슈퍼히어로 캐릭터 의상에 나타나는 에로티시즘 연

구(김동민, 2011) 등이 있으나 원작 만화와 영화의 코스튬을 비교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화에서 영화화되며 변화한 슈퍼히어로들의 코스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동일 인물의 만화와 영화의 코스튬이 각각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 만화를 영화화하며 변화된 코스튬의 유형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2D 의상을 현실에서

의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를 둔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는 Youtube, 인터넷 자료, 영화 DVD를 캡처한 히어로 코스튬 이미지를 취합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만화는 슈퍼히어로들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스토리를 전개하는 DC 코믹

스의 ‘Justice League, Vol. 1:Origin(2012)’와 마블 코믹스의 ‘Infinity Gauntlet(1991)’를 선정하였고 

영화는 두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제작된 DC 엔터테인먼트의 ‘저스티스 리그(Justice League, 

2017)’와 마블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Avengers: Infinity War, 2018)’로 선택하였다. 

‘저스티스 리그’에 등장하는 슈퍼히어로에는 ‘슈퍼맨’, ‘배트맨’, ‘아쿠아맨’, ‘원더우먼’이 있었고 ‘어

벤져스: 인피니티 워’에는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 ‘가모라’, ‘스칼렛 위치’가 있다. 의상 분석

은 8인의 슈퍼 히어로를 분류하는 데에 전공자 3인의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이루어졌으며 즉, 원

작의 코스튬을 실제로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낸 ‘재현적 히어로’, 기존의 형태, 색상, 무늬를 재해

석한 ‘변형적 히어로’, 원작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의상을 풀어낸 ‘재창조적 히어로’의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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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첫째, DC사의 ‘저스티스 리그’에 나타난 만화와 영화의 코스튬은 ‘슈퍼맨’의 경우 만화에서는 

슈퍼히어로 의상의 대표적 클리셰라 할 수 있는 타이즈와 망토의 조합으로 레드와 블루, 가슴의 

‘S’마크로 상징성을 더한다. 영화에서는 형태와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고 색상을 톤다운 시키며 

두께감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다. ‘배트맨’은 만화에서 모노톤의 의상으로 커다란 몸을 부각시키

는 밀착 소재와 박쥐를 연상시키는 마크, 망토, 마스크로 이름에 걸맞는 상징성을 보여주며 배트

맨의 어두운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만화 의상을 비슷하게 재현하였고 단단한 소재를 사용하여 입체감이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아쿠

아맨’은 만화에서 짧은 머리와 비늘을 연상시키는 상의, 물갈퀴를 연상시키는 초록색의 하의로 캐

릭터를 그려냈는데 영화에서는 그의 상징색인 그린과 골드를 적절히 배합한 비늘모양의 패턴으로 

갑옷을 만들었고 ‘바다의 신’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신비감을 더하기 위하여 장발의 머리와 덥수

룩한 수염으로 설정하였다. ‘원더우먼’은 만화에서 미국 국기의 색과 패턴을 사용한 디자인에 실

버 색상의 금속으로 포인트를 주고 종아리까지 오는 낮은 힐의 부츠를 착용하는 반면 영화에서는 

원작 코스튬의 색과 형태를 차용하여 의상 전체를 금속 소재로 교체하고 웨지힐 부츠에 무릎 보

호대를 추가, 하의를 서양 갑옷의 스커트 형태로 디자인하여 강하고 능동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포인트 색상을 빛바랜 골드로 변화시켜 고대 신화적인 느낌을 나타냈다.

마블사의 ‘어벤져스 :인피니티워’의 원작만화와 영화를 살펴볼 때, ‘아이언맨’은 만화에서는 로

봇과 같은 슈트로 레드와 골드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영화에서는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원작 

코스튬을 재현하여 기계미를 보여주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만화에서 핏되는 하이웨스트 블랙 

팬츠에 자수가 새겨진 장갑과 가장자리에 금박 문양이 새겨진 망토로 화려한 서양의 마법사를 그

려낸 반면 영화 속 그는 여러겹의 천을 레이어드하고 긴 기장의 드레이프 성이 나타나는 조끼로 

도복과 같은 코스튬에 동양적이며 투박한 느낌을 자아낸다. ‘가모라’는 원작에서 정돈되지 않은 

듯한 검정색의 머리, 피부와 같은 초록색의 의상으로 쇄골부터 배꼽까지 V자로 과감하게 드러내

며 섹시미와 야성미를 부각시켰지만 영화에서는 노출을 줄이고 활동에 가죽소재의 실용적인 코스

튬으로 바뀌게 되었다. ‘스칼렛 위치’는 원작에서 얼굴 가장자리에 씌워진 마스크와 가슴골과 비

키니라인을 훤히 드러내는 모노키니로 육체미를 극대화시키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코스튬이었

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코르셋 형식의 상의와 블랙 가죽 팬츠, 레드 색상의 허리선이 들어간 롱

코트로 변화시켜 여성 히어로의 성상품화를 벗어난 코스튬을 선보였다. 

둘째, ‘재현적 히어로’에는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이 있었고 소재나 디테일의 변화를 제외

하고는 형태, 색상, 디자인을 유사하게 만들어 캐릭터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그대로 보여주었

다. ‘변형적 히어로’에는 ‘원더우먼’, ‘아쿠아맨’,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었고 캐릭터에 새로운 이미

지를 부여하기 위해 원작 의상의 기본적 형태를 변형하거나 소재, 디자인, 스타일링에 변화를 주

었다. ‘재창조적 히어로’에는 ‘가모라’, ‘스칼렛 위치’가 있었고 원작 의상의 강한 만화적 느낌 때문

에 영화로 제작하는데 있어 관객들의 이질감이 클 수 있는 코스튬을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 캐

주얼하면서도 만화에 비해 비교적 실용성있게 나타내었다.



145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4.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슈퍼히어로물의 원작 만화와 실사 영화의 코스튬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유형

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슈퍼히어로물은 단순히 선과 악의 대립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주제도 담고 있기 때문에 의상의 소재와 색상, 

디테일 그리고 소리와 움직임까지 신경써서 캐릭터를 가볍게 다루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시대에 

발맞추어 진화하는 캐릭터 의상을 볼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슈퍼히어로물의 스토리가 진행되며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히어로의 성격이나 능력이 변화하고 진화되는 특성이 의상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슈퍼히어로물의 대표적인 두 영화사의 연합물 1편을 비교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슈퍼히어로들의 코스튬 분석이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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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보레이션 신발의 미적특성 연구

1. 서론

신발은 발을 보호하고 신체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통해 미적가치를 높이고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잡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오늘날 신발업계에는 콜라보레

션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콜라보레이션은 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와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을 창조해 내고 업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력을 통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신발 브랜드들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미를 추구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의 신발을 만들기도 한다.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퓨마, 휠라, 뉴발란스 등 많은 신발 브랜드들이 가수나 패션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을 창출하고 미를 추구한다. 디자인 영역간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효과에 관한 연구(김규리ㆍ박순천)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콜라보레이션 신발의 미적특성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브랜드별 콜라보레이션의 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브랜드별 신발 

디자인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브랜드별 디자인의 변화를 통해 어떠한 미적특성을 추구하는지 

분석하고자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패션관련 잡지와 인터넷 정보를 통해 콜라보에션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

해한 후 실증적으로 나이키(www.nike.com), 아디다스(www.adidas.com), 리복(www.reebok.com)

을 통해 각 브랜드별 콜라보레이션 신발을 각 10장씩을 선정하여 총 30여장을 캡쳐하여 분석하

였다.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해진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간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루어진 신발을 

연구하였다.

자료에 의한면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이 콜라보레이션을 가장 많이 진행했기 때문이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을 선정하였다. 

나이키는 미국에서 1964년에 설립하고 지금까지 신발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1980년부터 

브랜드, 가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고 아디다스는 독일에서 1890년에 시작하고 많은 변화를 시

도하며 1990년부터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 또한 리복은 1890년에 설립되어 클래식한 디자인으

로 유명하고 1990년부터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 3업체를 선정하여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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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첫째,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

다. 나이키는 가수인 트래비스 스캇과(2018), 오프화이트(2018), 리바이스(2018), 스톤아일랜드

(2017), 슈프림(2016)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고 아디다스는 라프시몬스(2018), 알렉산더 왕

(2017), 가수인 퍼렐 윌리엄스(2016), 팔라스(2016), 베이프(2016)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리복은 베트멍(2017), 조이리치(2016), 산드로(2015), 마스터마인드 재팬(2015), 가수인 켄드릭라마

(2015)와 콜라보레이션을 하였다.

둘째, 나이키는 트래비스 스캇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캔버스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의 디

자인에서 나이키 로고 부분이 메탈로 바뀌고 탈부착이 가능하며 뒷꿈치 로고 또한 뒤집어져 있어 

유쾌하게 연출했고 오프화이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장식하였고 오프화이

트와 나이키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글을 프린팅하여 오프화이트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리고 리바이스 콜라보레이션은 기존 신발에 없던 데님소재를 사용하여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하

였고 스톤아일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신발 전체에 코팅을 함으로써 기존 신발에 없었던 방수 

기능을 추가해 기능적으로 더 발전시켰다. 또한 슈프림과의 콜라보레이션에는 빨강, 네이비, 화이

트의 다양한 색상과 에나맬을 사용하고 슈프림 로고가 자수로 되어있어 나이키와 슈프림이라는 

두 브랜드가 잘 어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디다스는 라프시몬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어퍼에 투박한 느낌의 두꺼운 아웃솔을 더해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냈고 알렉산더왕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니트소재를 사용하고 양말 

모양으로 제작하고 로고를 뒤집어 자수를 놓음으로서 재미있게 연출했다. 그리고 퍼렐 윌리엄스

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니트소재를 사용하고 빨강, 초록, 노랑, 파랑, 블랙의 다양한 색상의 

신발을 만들고 색상마다 서로 다른 글자의 자수가 놓여져 있어 퍼렐 윌리엄스라는 가수를 잘 보

여주고 팔라스와의 콜라보레이션은 팔라스의 상징인 파란색을 아디다스 신발과 잘 조화시켜 캐주

얼한 느낌을 강조했다. 또한 베이프와 콜라보레이션은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하고 베이프를 상장

하는 카모 프린팅을 하여 베이프만의 색깔을 잘 보여줬다

리복은 베트멍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메쉬 가죽 소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화이트색상에 손 

낙서를 한 장식을 이용하여 캐주얼한 느낌을 강조 했고 조이리치와 콜라보레이션은 데님과 합성

섬유 소재를 사용하고 블루 와 화이트 색상을 이루고 있으며 기존 리복의 신발에서 샌들 형식으

로 제작하였고 가벼운 데님을 사용하여 여성미를 강조했다. 그리고 산드로는 블랙과 화이트 색상

의 신발이 있으며 블랙과 화이트를 돋보이게 만들어 깔끔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마

스터마인드 재팬과의 콜라보레이션은 합성섬유와 메쉬소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블랙색상이며 

마스터마인드 재팬의 상징인 해골모양 자수를 새겨 남성미를 강조했다. 또한 켄드릭라마와 콜라

보레이션은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하고 신발의 한쪽은 블루 다른 쪽은 레드라는 자수가 놓여져 있

고 신발끈도 파란색 빨간색으로 서로 다른 색상의 신발끈을 사용하였다.

셋째, 나이키는 기존에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깔끔한 모던미를 추구하였으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기능적이고 다양한 색채미, 장식미, 유쾌미, 소재미, 팝적인 요소를 가미 시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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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반면 아디다스는 기능적이고 다양한 색채미에서 표현했다면 콜라보에이션을 통해 유행미, 

해체미, 모던미, 캐주얼미, 절제미를 추가시켰다. 또한 리복은 모던하고 형식적인 디자인을 지속

해왔다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색채미, 남성미, 여성미, 형태미, 낙서미를 추구하였다. 

4. 결론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활발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왔다. 세 업

체 모두 가수 또는 패션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왔고 나이키는 기존의 형태에서 소재, 

장식 등을 사용하여 새로운 미를 나타냈고, 아디다스는 기존의 형태에서 변형을 시켜 새로운 형

태의 신발을 만들어내고 주로 프린팅과 자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리복은 형태는 크게 변함이 없

지만 색상이나 낙서를 통해 다양한 미를 표현하였다.

신발 브랜드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브랜드, 유명인과 콜라보레이션을 하여 디자인을 변화 시키

고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미를 추구하며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디자인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를 추구한 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콜라

보레이션은 신발 디자인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도 신발업계의 콜라보레이션은 더욱 더 발전되고 활발해지리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연구도 계속 되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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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중심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에 기반한 
윤리적 패션 수업 사례

1. 서론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 Based Learing)은 1970년대 의과대학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 적용한 이후 각 분야에 걸쳐 유용한 미래형 교수학습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PBL은 학습

자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학습자 상호간에 공동으로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의논해 공

통의 해결책을 찾게 하는 학습 이론이다.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며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수학습방법이다.(Lim, 2015) PBL수업은 내용 이해력, 지식의 기억과 회상능력, 지식 

통합능력, 문제해결능력, 동기부여와 사회적 기술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Kang et 

al., 2007) 따라서 무한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디자인 전공에 적합한 수업방법이다. 

본 연구는 문제중심학습 모델을 패션디자인 교육에 활용한 수업사례이다. 이론 또는 실기수업 

등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나아가 새로운 패션디자인 학습방법을 시도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수도권 소재 대학교 디자인학부 섬유패션디자인 3학년 전공수업인 서스테이너블 패션수업에 

적용하였다. 윤리적 패션은 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인류 복지에 기여하

는 이상적인 개념인 반면, 패션산업에서 이를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트렌드와 상업성이라는 현

실적 문제에 당면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중심학습이 주제에 적합한 수업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문제중심학습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Barrows & Myers(1993)의 5단계 모형(수업전개를 위한 

초기활동-문제 제시-문제 후속단계-결과물 제시 및 발표-문제 해결 이후)에 따라 15주 수업을 진

행하였다. 

3. 결과 및 시사점

1주와 2주는 수업전개를 위한 초기활동으로 모둠구성과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였다. 관련 서적 

및 논문을 읽고 교수자와 학습자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3주부터 5주까지는 문제의 제

시로 Barrows & Myers(1993)가 제안한 ‘문제 제시 및 확인’ 단계인 ‘생각(idea) → 사실 확인

(fact) → 학습과제(learning issue) → 실천계획(action plan)’에 따라 진행하였다. 6주부 13주까지

는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문제 후속 단계이다. 14주는 결과물 제시 및 발표, 15주는 

자아 및 동료 평가와 성찰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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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구체적 대상의 확보를 위해 국내 윤리적 패션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되

는 ㈜페어트레이드코리아와 협업으로 진행하였다. 문헌고찰, 본사 및 플레그쉽 스토어 방문 및 

담당자 면접, 소비자 대상 브랜드 이미지 조사 등을 통해 플래그쉽 VMD 혁신을 통한 윤리적 패

션 브랜드 활성화를 목표로 세웠으며 문제중심학습 단계에 따라 VMD 디자인 및 스토어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문제중심학습을 통해 기존 이론 수업에서의 지식과 실기수업에서의 기술습득은 물론 협력학습

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Table 1. 수업단계별 목표 및 내용

PBL 단계 단계별 목표 진행 내용

수업전개
수업 소개 

수업 분위기 조성, 모둠 구성
PBL 이해

문제 제시

문제 발견을 위한 조사

문제 구체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실확인, 학습과제, 실천계획 수립

모둠 역할 분담

문헌 고찰

지식 공유

본사 및 플레그 쉽 방문 및 

실무자 면담

문제 후속 단계

학습자료 종합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대안 마련

문제 해결안 수립 및 검토

결과물 제시 및 

발표

프리젠테이션 발표

평가

발표자료 및 방법 준비

모둠 별 평가

교수자 & 회사 실무자 평가

문제 해결 이후
지식 및 경험 정리

자아 평가

동료평가

자기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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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혁신성 및 패션관여도에 따른 의류재활용 태도

1. 서론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류제품의 처분과정과 방법에 대한 

정부적,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함께 소비자의 의류제품 재활용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Lee & Lee, 2016). 여러 패션브랜드에서는 의류 재활용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Tschorn, 2015). 이에 따라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의류처분행동 및 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통해 의류제품의 재활용 활성화 촉구방

안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의 노력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Bianchi & Birtwistle, 2010; Kang, 

2013; Lee & Lee, 2016; Park & Oh, 2005). 의류 재활용 방법은 크게 재판매, 리폼, 기부의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이 세 가지 재활용 방법은 패션제품의 재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마련과 소비자의 인식제고가 강조되는 부분으로 소비자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의 정도는 소비자의 의류 관련 행동을 설명하

기 위한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어왔다. 하지만, 의류소비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의류처분행동과 이

들 변수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이들 변수가 의류재활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에 있어서는 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Morgan & Birtistle, 2009). 본 연구는 국내 소

비자의 세 가지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 소비자의 특성 중 패션혁신성과 패션

관여도가 의류제품의 재활용방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소비자의 의류 재활용행

동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또한 소비성향에 따른 의류재활용 태도에 있어서 

남녀소비자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보다 깊이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는 패션

업체들의 사회, 환경적 책임의식 향상을 촉구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의류제품 재활용 활성화에 일

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소비자들의 패션혁신성 및 패션관여도와 의류재활용 태도

의 관계를 규명하고, 특히 남녀 소비자를 구분하여 그 관계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의 연

구문제를 제안한다. 

연구문제 1. 재판매, 리폼, 기부의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남녀 소비자 태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에 따른 20∼30대 소비자의 의류재활용 태도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가 세 가지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미치

는 영향에 있어 남녀 소비자의 차이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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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성인 남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마케팅 리서치 기관의 온라

인 패널을 활용하는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온라인 설문으로 수집된 총 281명의 유효 

표본은 남성응답자가 48%, 여성응답자가 52%를 차지하였으며, 20대가 50.5%, 30대가 49%를 구

성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조사 참여자의 패션성향(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 의류 재활용 태도, 

의류제품 구매행동,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패션혁신

성: Goldsmith & Hofacker, 1991; 패션관여도: O’Cass, 2000; 의류 재활용 태도: Ajzen & 

Fishbein, 1980).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해 SPSS 23.0을 활용한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주요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해 단일차원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변수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패션혁신성 .96, 패션관여도 .96, 재판매 .91, 리폼 .90, 기부 

.92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연구문제 1의 검증을 위해 세 가지 의류 재활용 방법에 대

한 남녀 소비자 태도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부를 통한 의류

재활용에 대한 태도를 제외한 재판매와 리폼을 통한 의류재활용에 대해서는 남녀 집단 간의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소비자들은 기부를 통한 의류재활용 방법에 대해 남성소비

자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t(279)=-3.15, p<.01), 다른 두 가지 의

류재활용 방법(재판매와 리폼)에 대해서는 남성소비자들과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재판매: t(279)=-1.37, p=.17; 리폼: t(279)=-1.36, p=.18). 

연구문제 2와 3에서 제시한 소비자 패션성향이 각각의 의류 재활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판매를 통한 의류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패션관여도는 

남성소비자의 재활용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β=.65, 

p<.001), 여성소비자의 재판매를 통한 의류재활용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패션혁신성은 남녀 소비자 집단 모두에게서 그들의 재판매를 통한 의류재활용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의 수준은 남성소비자의 리폼을 

통한 의류재활용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소비자의 경우, 

패션혁신성이 낮을수록(β=-.37, p<.01), 그리고 패션관여도가 높을수록(β=.65, p<.001) 의류재활용

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소비자의 경우에는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

도 수준은 그들의 리폼을 통한 의류재활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기부를 통한 의류재활

용 방법에 대해서는 패션관여도가 남녀소비자의 재활용 태도 형성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남성소비자: β=.46, p<.001, 여성소비자: β=.38, p<.01). 또한, 패션혁

신성이 낮은 남성소비자일수록 기부를 통한 의류재활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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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β=-.25, p<.05).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의류제품 재활용 

방법에 집중하여, 각각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의류

관련 행동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소비자의 패션성향인 패션혁신성과 패션관여도가 의류재활용 방

법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관계에 있어 남녀 소비자 집단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국내 20∼30대 성인 남녀 소비자는 의류제품의 재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의류 수거함을 통한 의류제품의 

재활용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은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의 현실적인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가 확립된다면 

우리 사회의 의류제품 재활용의 높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겠다.

소비자의 패션성향과 재활용 태도와의 관계 분석 결과에서는 패션혁신성보다 패션관여도가 소

비자의 의류제품 재활용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성향이 재활

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 소비자 보다는 남성 소비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전반적

으로 패션혁신성은 소비자의 재활용 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패션관여도

는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패션혁신성과 재활용 태도의 부적 관계는 남들과는 다

른 트렌디한 제품을 선호하는 패션혁신성이 높은 소비자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여러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패션산업에서도 지속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과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이미

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브랜드의 마케터들에게 각 브랜드의 소비자의 패

션성향에 따라 의류제품의 재활용과 관련한 캠페인 및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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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인식 수준에 따른 노년여성의 
연령주의,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 비교 연구

1. 서론 

여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Pila et 

al., 2018), 그 중에서 한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특정 연령층에 대한 고정관념인 연령주의가 노

년기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Swift et al., 2017; Whitebourne & 

Sneed, 2002). 연령주의는 여성의 노화에 대한 태도와 신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abik, 2015).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점점 더 길어

진 노년기를 보내게 될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주의 인식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학계에서도 주요 연구 

변수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노년여성이 인식하고 있는 연령주의,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연구로서, 노년여성의 삶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파악을 위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에 따른 그들의 연령주의,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의 차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 참여자는 마케팅 리서치 회사를 통해 모집되었으며, 6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

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에는 주요 연구변수인 연령주의,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

족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주관적 건강상태의 측정도구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포함되었으

며, 총 221부의 유효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데이터의 분석은 SPSS 23.0을 활용, 기술통계분석, 상

관관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연구 결과, 노년여성의 연령주의,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는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관

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보다 노화에 대해 불안해하며, 나이가 들

어서 받는 편견과 차별적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고,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은 노화로 인한 정신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화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정

신적 성숙에 대한 태도는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6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집단 별 비교 결과,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부정

적인 연령주의 인식과 노화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집단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집단보다 노화에 대해 불안해하며, 나이가 들어서 받

는 편견과 기피를 더 많이 경험하고, 외모변화와 전반적인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

었다. 또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집단은 노화로 인한 정신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

었으며, 신체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얻게 되는 정신적 성숙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도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부정적인 연령주의 인식,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는 여성의 노년기의 삶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노년여성이 겪고 있는 연령주의와 노화

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에 있어 그들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점을 

비교해 봄으로써 노년여성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노년여성으로 

하여금 보다 긍정적인 연령주의 인식과 노화에 대한 태도, 신체만족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그

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 내에서의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의 향상

이 필요할 것이다.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상태의 인식은 객관적 지표로 측정되는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회에서 제공되는 제도적 장치와 복지정책 등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어질 수 있

다. 따라서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 문화, 경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 사회

의 정책 마련과 이를 위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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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온라인 매체에 따른 정보 수용 및 
확산: 패션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1. 서론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1인 미디어 시대가 활성화되면서 영향력 있는 개인 인

플루언서(Influencer)가 등장하였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

(Facebook), 유튜브(Youtube) 등 한 가지 이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 

속 경험을 공유하고 팔로워와 직접소통을 한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은 자신들

의 특정 욕구에 부합하는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선택한다(Kotra, 2017). 

즉, 인플루언서의 동일한 콘텐츠라도 매체 별 사용자들이 반응하는 콘텐츠 특성은 차이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보 확산은 댓글쓰기(Comment), 공유하기

(Share), 리트윗(RT)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들의 콘텐츠 반응 및 참여로 이루어진다(Choi & Rha, 

2008). Newman et al.(2011)은 정보 확산이 영향력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에 따른 전파이기 보다

는 오피니언 리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충분한 다수의 연결 구조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주

장하였다. 즉, 온라인에서의 사용자 간 댓글 네트워크는 정보 확산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송기은(2015)은 온라인 상 네트워크 내의 실제 정보 확산에 영향을 

주는 사용자는 전체 사용자 중 소수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온라인 매체 사용자의 

댓글 유형에 따라 구전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백주진, 2008; 한주현, 2014). 이에 본 연

구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체 별 정보 수용 및 확산에 있어 팔

로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패션 인플루언서의 매체 별 팔로워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매체를 

동시에 활용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패션 인플루언서 1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에 활용되는 프로그램인 노드엑셀(NodeXL)을 활용하여 A 인플루언서의 4개월(2017. 1. 1 ~ 

2017. 4. 30)간 게시물에 대한 댓글 ID데이터를 수집하여 내향 중앙성(In-degree Centrality), 외향 

중앙성(Out-degree Centrality), 매개 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 값을 산출하였다. 수집된 데

이터는 A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게시물 총 30개, 댓글 수 총 5,493개로 중복된 댓글 수를 제외한 

5,032개의 관계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또한, A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에서는 2개의 홍보성 게

시글을 제외한 총 463개의 게시물 및 댓글 60,863개가 수집되었으며, 중복된 댓글 수를 제외한 

49,566개의 관계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댓글 유형 분석으로는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친 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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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긍정형/반박형/주장형/동조형/긍정형/반박형/주장형/동조형으로 분류하였다. 총 3명의 전문가 

코더가 참가하여 내용분석의 표준 절차를 따라 독립적으로 댓글을 분석하였다(Wimmer & 

Dominick, 2013).

3. 연구결과 및 의의

첫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온라인 매체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인스타그램 팔로워(14.65%)

가 유튜브 팔로워(7.3%)에 비해 구전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매체 모두 전체 

네트워크에서 소수의 팔로워에 의해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전 확산력을 살펴보기 위해 매개 중앙성을 비교한 결과 유튜브 팔로워(2.83%)에 비해 인스타그

램 팔로워(6.97%)의 구전 확산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온라인 매체에 따른 구전 영향력 및 확산력이 높은 팔로워 Top 10을 

파악하여 구전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튜브의 경우 내향 중앙성이 높은 팔로워일수록 구전 확

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인스타그램의 경우 외향 중앙성이 높은 팔로워일수록 구전 

확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튜브의 경우 댓글 응답을 다른 팔로워들로부터 많이 전달 

받은 팔로워일수록 구전 확산력이 높은 팔로워로 확인되었고, 인스타그램의 경우 댓글 응답을 다

른 팔로워들에게 많이 전달하는 팔로워일수록 구전 확산력이 높은 팔로워로 확인되었다.

셋째, 패션 인플루언서의 온라인 매체 별 팔로워의 네트워크 구조적 차이에 따른 댓글 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외향 중앙성이 높은 유튜브 팔로워(67.2%)와 인스타그램 팔로워(58.9%)는 

모두 긍정형 댓글 유형이 많았으며 인플루언서의 가족과 관련한 게시물에 긍정적인 댓글을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향 중앙성이 높은 유튜브 팔로워일수록 인플루언서가 동영

상을 통해 언급한 일부분의 내용을 댓글로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공감하는 다

른 팔로워로부터 재댓글을 받아 내향 중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내향 중앙

성이 높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주로 인플루언서가 언급하는 ID의 팔로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특정 ID가 인플루언서에 의해 게시물에 직접 언급됨으로써 다른 팔로워가 해당 ID에게 긍정

형 댓글 응답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ID를 가진 팔로워의 내향 중앙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매개 중앙성이 높은 유튜브 팔로워일수록 인종차별 및 종교, 외모 등과 같은 논

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댓글을 통해 인플루언서의 의견을 반대 하는 주장형(38.9%) 댓글 유형이 많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매개 중앙성이 높은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긍정적으로 인플루언서

의 패션쇼 및 제품과 관련한 정보를 다른 팔로워에게 전달함으로써 유튜브에 비해 참여형(37.2%) 

댓글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션 인플루언서의 주요 매체에 따른 확산 과정 

차이를 보다 탐색적으로 밝힘으로써 패션 인플루언서 관련 연구를 확장시키는 학술적, 실무적 의

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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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선호도가 한국 패션 브랜드 위챗 공식계정에서 지각된 
관계혜택에 미치는 영향

한류는 한국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이미지, 경제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중국

소비자들 또한 한류를 통해 한국 연예인들의 패션을 동경하면서 아울러 한국 패션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제갈란, 박민정, 2016). 이에 따라 한국 패션브랜드들은 최근 중국의 대표

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위챗(wechat)을 통한 관계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챗 내 공식

계정은 2012년 8월에 정식으로 출시되었으며, 2017년에는 1400만 개를 초과하였다. 개인사용자에

게는 기업과 쌍방형으로 교류하는 사교 및 마케팅 도구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정확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의 한류 선호도가 한국 패션브랜드들의 위챗 공식계정에서 지각된 관

계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 패션 

브랜드가 위챗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자료 수집은 2018년 7월에 이루어졌고 조사대상자는 한국 

패션브랜드 위챗 공식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85부가 본 연

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4.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검정,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패션브랜드 위챗 공

식계정에서 지각된 관계혜택에 대한 10가지 문항에 대하여 요인분석한 결과, “정보적 혜택”, “심

리적 혜택”, “사회적 혜택”의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한류선호도가 한국 패션브랜드 위챗 

공식계정에서 지각된 관계혜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류선호도는 

정보적, 심리적, 및 사회적 관계혜택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중국소비자들의 한류 선호

도는 위챗 공식계정을 통한 지각된 혜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

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한국 패션브랜드 위챗 공식계정에서 지각된 관계혜택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혜택을 제외한 정보적 혜택과 심리적 

혜택에 있어서 남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지각된 관계혜택 중 심리적 혜택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정

보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 혜택은 10대보다 20대 

이상에서 정보적 혜택을 높게 지각하며 40대 이상의 소비자가 사회적 혜택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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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쇼핑 환경에서 패션제품 감성명칭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별집단별 연령 및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1. 서론

국내 스마트폰을 보유한 성인의 비율은 94%를 기록하며 글로벌 주요 국가 중 1위에 올랐다. 

이제 스마트폰은 중ㆍ장년층은 물론 아이들까지 들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이 확대됐다. 이에 스마트폰을 통해 장소 제약 없이 편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앱

을 통한 패션제품 쇼핑 또한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쇼핑에 비해 모

바일 쇼핑은 웹사이트와 pc화면을 통한 전형적인 인터넷 쇼핑과 개념 면에서는 유사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쇼핑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보여지는 쇼핑을 위한 화면(공간)은 매우 차이가 날 수 

있다. 가령 모바일 앱 환경은 컴퓨터 화면을 이용한 전형적 인터넷 사이트 쇼핑과 달리 제품 정

보가 제공되는 인터페이스의 크기 자체가 한정적이라서, 동일한 패션상품이라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쇼핑할 때에 비해 제공되는 메뉴와 화면구성, 그리고 제공 가능한 제품의 정보 수준과 양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쇼핑의 쇼핑환경의 차이는 소비자 관점에서 인식

하는 쇼핑몰 혹은 앱, 그리고 제품의 가치 및 구매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바일 앱을 통한 패션 제품의 쇼핑 환경에서 주어지는 제품 정보가 소비자의 

제품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연구된 적이 없다. 특히 모바일 앱 쇼핑 환경에서는 화면 크기 

자체가 제약이 있으니 보다 효율적으로 제품의 이미지 정보 또한 어필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

고, 이는 브랜드의 인지도나 명성이 높지 않은 신생 브랜드들인 경우 더욱 효과적인 브랜드 이미

지 및 제품 정보 전달을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함축적이면서 의미 있는 제

품 사진의 제공과 핵심적 제품 정보의 요약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과 일관되어, 최근 업계

에서는 보다 함축적인 제품명칭의 도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브랜드의 이미지와 제

품의 디자인적 소재적 특성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품명칭전략이 모바일 쇼핑 환경에서 패션 제품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이 남성과 여성 소비자별로 어떻게 다르며, 소비자의 연령대 

및 인지욕구의 차이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보았다. 제품명칭은 다양한 상황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의 패션제품들의 사례들 중에서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먼저 제품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제품고유번호만을 제시하는 경우(제품감성명칭_저), 대조적으로 감성적 

표현으로 제품을 묘사하는 경우(제품감성명칭_고) 등의 두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그 각각에서의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분석했다. 한편 이러한 제품명칭전략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

의 성별(Joan Meyers-Levy & Durairaj Maheswaran, 1991)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

는 남성들이 보다 문자 정보 처리에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명칭전략에 더 소구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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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문자 정보 처리에 강하고 이성적으로 패션제

품을 구매하려는 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령이 낮을수록 제품명칭전략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자 기반의 제품 정보의 처리는 소비

자 개인의 인지욕구(Haugtvedt, Petty, & Cacioppo, 1992)에 의해 차이가 크다는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인지욕구가 이러한 제품명칭전략과 구매의도 간의 영향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

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종합하면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았다: 

가설1. 제품명칭전략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제품명칭전략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클 것이다. 

가설3. 제품명칭전략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소비자의 나이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4. 제품명칭전략이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소비자의 인지욕구가 조절효과를 가질 것

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연구 대상 표본은 모바일 쇼핑 경험이 많이 있는 20-30대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패션제품 감성명칭이 소비자의 제품 평가 및 구매의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밝혀내는지에 대해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성별 및 인지욕구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알

아보고자 하였다. 제품고유번호(제품감성명칭_저) 평가 45부로써 남 21부, 여 24부이며, 제품감성

명칭(제품감성명칭_고) 평가는 44부로써 남 20부, 여 24부 등 총 89부를 응답자 자료 분석에 활

용하였다. SPSS 23.0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지욕구와 구매의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셋째, 구매의도에 연령 및 인지욕구가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

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응답자 분석 결과, 먼저 본 연구대상 20-30대 소비자의 빈도분석으로, 남자는 총 89명중 41명

으로 전체의 46.1%를 차지하고 있었다. 여자의 경우에는 48명으로 전체의 53.9%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30대보다 설문조사 참여 비중이 더 높으며, 20대에서는 25살

이 19명으로 21.3%를 차지하고 있고, 누적 퍼센트는 47.2%로 나타났다. 본 가설 검증을 위해 전

체 응답자를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품명칭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기서 응답자 

연령 및 인지욕구가 미치는 조절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고, 제품명칭

의 두 가지 수준은 더미변수화 했다. 분석결과, 제품명칭의 차이는 응답자의 구매의도에 남성(성

별1 β=.170, t=.937, p>.05) 및 여성(성별2 β=-.004, t=.028, p>.05) 응답자들에서 모두 유의한 영

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1과 2는 모두 기각되었다. 한편 이러한 제품명칭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응답자 나이와 제품명칭의 상호작용 변수는 여성(β=2.284, t=2.214, p<.0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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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영향을 보였고, 남성(β=.170, t=.937, p>.05)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인지욕구는 남성(β=-1.021, t=-1.260, p>.05) 및 여성 응답

자(β=.550, t=.839, p>.05) 양쪽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가설4는 기각되었다.

4. 결론

본 연구 결과 감성제품명칭의 사용은 여성 소비자의 경우 연령대가 높을수록 구매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크게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는 감성제품명칭의 마케팅 전략이 사용된다면 연령대가 다

소 있는 여성 소비자들의 경우 소구가 가장 많이 된다는 추론으로 연결된다. 이는 기존에 모바일 

쇼핑 등에서 연령대가 낮을수록 제반 마케팅 효과가 높다는 일반적인 관점과 차이가 있어 흥미롭

다. 한편으로 연령대가 높은 여성 소비자들인 경우 제품 자체를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제품

에 대한 명칭에 의해 그 제품의 디자인이나 착용 시 효용을 유추하는 데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모바일 앱을 이용한 패션 제품 판매의 상황에서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들을 타겟으

로 할수록 제품명칭 선정이 중요하며 감성제품명칭 전략이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표본 수가 적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패션 제품 색상들의 평가와 그에 따른 구매영향 빈도수가 높아

질 것이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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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패션 핫 아이템 구매특성 및 영향요인:
10대와 20대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가 착용하거나 사용한 패션아이템은 어떤 이슈나 보도 혹은 

우연한 노출에 의해 한 순간에 히트 상품이 되어 소비자들의 구매를 자극하기도 한다. 특히 패션

상품은 가시성이 매우 높아서 유행 징후가 보이면 재빠르게 해당 제품이나 유사제품이 시장에 공

급되어 기업의 이익에 많은 기여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 유명인사의 착용으로 핫 

아이템이 된 패션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들, 특히 10대 및 20대가 어떤 구매특성을 보이는지 그 차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연구문제로 첫째, 10대와 20대의 유명인 패션 핫 아이

템에 대한 구매정도, 구매품목, 구매만족도, 기업의 해당 제품 마케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둘

째, 이들 제품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

로 2018년 7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0대 및 20대 총 32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명인 패션 핫 아이템 구매정도는 10대와 20대 간에 차이

가 있어 20대가 10대 보다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20대 여성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소득에 따른 구매 정도는 10대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20대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구매정도가 높았다. 월 피복비 지출에 따른 구매정도는 10대와 20

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어 피복비 지출이 많을수록 구매정도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둘째, 유

명인 패션 핫 아이템 구매품목도 10대와 20대 간에 차이가 있어 10대는 의류와 신발을, 20대는 

가방과 액세서리를 더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10대 및 20대 남성은 의류와 신발을, 10대 

여성은 액세서리를, 20대 여성은 가방과 액세서리를 더 구매하였다. 그러나 구매 품목은 10대 및 

20대 모두 소득, 피복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유명인 패션 핫 아이템 

마케팅에 대한 인식 정도는 20대 여성, 10대 여성, 10대 남성, 20대 남성 순으로 높았고, 20대는 

피복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구매만족도는 10대와 20대 모두 연령, 소득, 

피복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구매만족도는 10대와 20대 모두 연령, 소득, 피복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넷째, 유명인 패션 핫 아이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0대와 

20대 간에 차이가 있어, 10대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 및 유명인 동일시 욕구가 높을수록 구매의도

가 높았고 20대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 및 패션동조성이 높을수록, 매체의존도가 낮을수록 구매의

도가 높았다. 본 연구는 10대와 20대를 타겟으로 하는 패션브랜드의 상품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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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률, 한미경, 김대석*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의류봉제센터TFT* 글로벌 팬덤(Fandom)의 한류콘텐츠 이용량 및 소비행태 
담론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1. 서론10)

TV드라마, 영화에서 비롯한 한류는 음악을 넘어 패션, 게임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팬덤(Fandom)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한

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 정기발행중인 한류스토리에 따르면, 이들은 전세계 86개국 약 1,500

개 한류 팬덤 커뮤니티에서 약 3,500만명이 활동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외에 분포되어 있는 한류 팬덤 커뮤니티를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한

류콘텐츠의 이용량을 파악하고, 한국문화 확산에 따른 한류팬덤의 소비행태 도출을 통해 상품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본론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구글 및 구글뉴스와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대상채널로 하여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의 6개월간으로 한정 하였으며 자료 수집을 위한 키워드는 

“한류”, “한국문화”등을 조합하여 내재된 속성을 도출하였다. [표 1] 에서는 도출된 분석키워드를 

표시하였다.

표 1.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키워드

No.
키워드

No.
키워드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1 한류 korean wave 7 한글
hangul

k-alphabet

2 팬덤 fandom 8 한복
hanbok

k-trditional clothes

3 한국문화 k-culture 9 디자인 design

4 한국음악 k-pop 10 의류 clothing

5 소비자 consumer 11 굿즈 goods

6 트렌드 trend 12 가방 bag
  

* 본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10076303)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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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류 문화 콘텐츠 이용량 지도

순위 국가

1 필리핀

2 싱가포르

3 말레이시아

4 인도네시아

5 베트남

                                        표 2. 한류콘텐츠 이용량 상위 5개국

국외의 한류 팬덤과 관련하여 선정된 키워드를 토대로 수집된 한류콘텐츠 이용량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그림 1] 처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권 국가에서 가장 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외에는 남미국가 및 미주에서 비교적으로 큰 괌심을 끌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 에 한류 콘텐츠 이용량 상위 5개국을 표시하였다. 이들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류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한국의 드라마, 음악, 한류스타를 넘어 한국의 의식

주 및 라이프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a)네트워크 시각화

 

(b)담론분석 시각화

그림 2. 한류 팬덤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료

(a)네트워크 시각화

 

(b)담론분석 시각화

그림 3. 한국문화(K-culture)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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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한류 팬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 자료로 표시하였고, [그림 3] 에서

는 한국문화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 자료로 표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상위 키워드와 함께 공출연하는 빈도를 기반으로 단어간의 연결을 표시하는 네트워크 분

석 방법과 CONCOR(반복상관관계수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연관단어의 클러스터를 표현하는 담

론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네트워크 시각화 자료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림 2(a)] 에서 BTS와 

드라마를 중심으로 ‘팬덤’, ‘사진’, ‘음악’, ‘앨범’, ‘셀레브리티’ 등의 단어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3(a)] 에서 ‘K-pop’, ‘Dance’, ‘Music’, ‘Song’ 등 네트워크 중심부에 대중가요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국외 한류 팬덤이 K-pop을 중심으로 드라마와 영화에 관련된 대중문화 전

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담론 분석의 경우 [그림 2(b)] 에서 5개의 단어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고 첫 번째 담론은 아이돌 그룹 및 아이돌 이름이 나타나고 두 번째 담론은 ‘드라마’, ‘영

화’, ‘배우’와 함께 ‘헤어’, ‘셔츠’와 같은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셀레브리티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드라마 중 ‘Goblin’(국내명 도깨비)이 단독으로 담론이 형

성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Fanart’, ‘Meme’와 같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사나 장면을 팬덤 사이에

서 공유하거나 2차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b)] 에서는 

‘K-pop’, ‘한국 여행’, ‘이벤트 및 공연’, ‘패션/미용’, 그리고 ‘기타 문화 콘텐츠 분야’로 구분되어 담

론이 형성되어 나타났다.

(a)한글 디자인 BTS 팬 티셔츠

  

(b)드라마에 등장하는 한복

그림 4. 한글 및 한복과 한류팬덤 연관 사례

그림 5. 한류 주요 소비층

3. 결론

국외의 한류 팬덤과 한류 콘텐츠 이용량을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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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팬덤은 동남아권 국가와 해당 국가의 20대로 나타났다. 이들은 유튜브(Youtube)와 핀터레스트

(Pinterest)등 동영상과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동적인 소비자로써,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더불어서 국내 문화컨텐츠의 선호를 넘어 한국의 의식주 및 라이프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

어지고 있는 추세로 판단되며 현재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K-pop 및 드라마와 함께 한국인의 패션

/뷰티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총체적인 마케팅의 전개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K-pop과 드라마를 통해 한글, 한복과 같은 한국 고유의 문화유산을 접하

는 사례가 늘어나고 관심이 상승하고 있어, 해당 소비층을 타겟으로 대중매체 산업과 한글, 한복

의 디자인을 접목시킨 플랫폼을 기획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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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정여진
충북대학교, 서울대학교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패션 점포분위기가 점포충성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점포환경에서의 디지털 기술은 점포분위기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쇼핑체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적용되고 있다. 디지털 사이니지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점포 환

경과 같은 산업 공간이나 공공장소에서 문자나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디지털 미디어

로 정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심리적 관점에서 점포 환경내 자극요소로서 디지털 사이니지에 

의한 점포분위기가 감정체험을 매개로 점포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점포내 디지털 사

이니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을 위해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질문지가 개발되었으며, 점포분위기, 감정체험(즐거움), 점포충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20-40대 소비자로 구성된 표본에는 디지털 사이니지 경험유무에 따라 패션점포에서 디

지털 사이니지의 경험집단(표본1=250, 58%)과 비경험집단(표본2=180, 42%)을 포함되었고 총 430

명의 응답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먼저, 측정변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체표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디지털 사이니지 유무에 의한 두 표본의 요인구조가 같은지 비교 확인한 결과, 점포분위기는 

감각적 인테리어(전반적인 컬러, 실내조명, 벽면구성, 페인트나 벽지), 레이아웃(점포공간구성, 상

품진열위치, 상품군의조화, 통로의 폭), 판촉 및 디자인 (POP, 각종표지판, 가구 및 집기류)의 3

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점포분위기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감정체험과 점포충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두 표본을 분리하여 회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디지털 사이니지가 있는 경우, 점

포분위기는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점포충성과 관련하여 점포분위기 요

인 중 레이아웃, 판촉 및 디자인이 점포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F=34.949, p<.001, Adjusted R2=.32). 점포분위기와 즐거움 요인이 독립변인인 회귀모델에서는 

점포분위기 요인 중 레이아웃(β=.29, p<.01)과 즐거움(β=.31, p<.001)이 점포충성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F=36.729, p<.001, Adjusted R2=.39). 한편, 디지털 사이니지가 없는 점포의 경우, 

점포분위기 3개 요인이 모두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83.53, p<.001, 

Adjusted R2=.59). 또한, 점포충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모델에서는 레이아웃만이 점포충성에 

유의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점포분위기와 즐거움 요인이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회귀모델에서는 

즐거움만이 점포충성에 유의한 효과를 보여 점포분위기와 점포충성사이에서 감정체험의 매개효과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패션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의 유무에 따라 점

포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점포분위기 요소와 감정체험의 역할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

지털 사이니지가 없는 일반 점포의 경우, 점포분위기는 감정체험을 향상시켜 점포충성 유도가 가

능한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점포내 디지털 사이니지 

사용은 패션점포 환경요소로서 작용하여 점포분위기(레이아웃, 판촉 및 디자인)를 긍정적으로 조

성할 뿐 아니라 효과적인 점포충성 유도가 직접적으로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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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쇼핑성향이 SNS마켓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나라 쇼핑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직접 매장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나 SNS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제방식의 종류나 사용방법도 다양해졌

다. 또한 패션제품을 구입할 때 우리는 개인의 쇼핑성향에 영향을 받으며 특정한 성향에 따라 제

품을 구매하는 종류와 방법 등에서 다양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의복쇼핑성향은 쇼핑에 관한 

개인이 지향하는 생활양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나타나는 점포선택이나 제품 탐색, 일반적인 구

매행동 양식이라고 규정 할 수 있으며, 쇼핑에 관련된 개인의 심리와 태도, 행동을 포함한 소비

자의 생활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의복쇼핑성향이 SNS마켓에서 패션관

련제품 구매 시 구매특성 및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관련기업들에게 

소비자 특성에 따른 마케팅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며, SNS마켓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8년 8월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SNS를 이용하여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4.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쇼핑성향은 요인분석 결과, ‘경제적’, ‘상표 및 편의지향’, ‘서비스 지향’, ‘여가적’, ‘유

행지향’ 총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의복쇼핑성향이 SNS마켓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적, 여가적, 유행지향 쇼핑성향이 SNS마켓

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표 및 편의지향과 서비스지향 

쇼핑성향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이상의 결과를 바탕

으로 보다 경제적인 쇼핑을 중시하는 성향과 쇼핑자체와 유행에 관심이 많은 성향이 SNS마켓을 

통한 패션제품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품정보에 대한 노출이 용이하

고 정보의 교류가 쉽고 활발히 이루어지는 SNS의 특성상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개인이 원하

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함으로써 보다 많은 상품간의 비교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합

리적인 쇼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형성된 SNS마켓의 특징들은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NS마켓의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자는 실시간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며 패션제품쇼

핑과 유행에 관심이 많은 SNS마켓 이용자 들을 위해 제품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도

록 엄선된 패션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비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품제공과 검색이 간편하도록 프로

그램을 제공해주는 마케팅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71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Sun Rongxi*,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소셜 미디어 참여 및 관계품질이 
고객 가치 공동창조에 미치는 영향

소셜 미디어는 패션 업체가 고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였고(Nambisan & Baron, 

2007), 소셜 미디어를 통해 브랜드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이 활성화되어 브랜드 가치 공동창조

(Co-Creation)까지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Zwass, 2010). 고객은 더 이상 브랜드 가치

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공동창조(Co-Creation)에 중요한 자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Vargo & Lusch, 2004). 또한 공동창조는 소비자 주도형 제품혁신의 측면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

며, 브랜딩 및 브랜드 가치 창출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Prahalad, C. K. & Ramaswamy, 

V., 2004). 최근 고객 가치 공동창조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패션 브랜드와 고객의 공동

창조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관계 마케팅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은 관계품

질이다. Fournier(1998)의 관계품질 모델은 브랜드가 고객과의 관계품질이 높을수록 상호작용의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Tajvidi et al.(2018)은 관계품질이 고객의 공동창조에 정의 영

향을 미친 것을 실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관계 마케팅은 소셜 미디어 컨텍스트에서 고객 

가치 공동창조 연구에 새로운 연구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관계마케팅 이론

을 토대로 고객의 소셜 미디어 참여(커뮤니티 참여, 브랜드 참여)가 브랜드 관계품질의 대표적인 

요인 브랜드 신뢰 및 브랜드 몰입에 영향을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신뢰 

및 브랜드 몰입은 각자 패션 브랜드의 고객 가치 공동창조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SNS 사용하는 중국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소셜 

미디어 참여, 브랜드 신뢰, 브랜드 몰입 및 고객 가치 공동창조태도에 관한 총 31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인구통계학적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총 

203명 중국 소비자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이중에 남성 84명, 여성 119명이었으며, 연령은 20대부

터 40대까지 분포하였고 그 중 20 대 소비자가 10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 참여의 두 요인 커뮤니티 참여와 브랜드 

참여가 브랜드 신뢰 및 브랜드 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품질 요

인과 브랜드 신뢰 및 브랜드 몰입, 고객 가치 공동창조 태도의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또한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션관련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소셜 미디어 참여의 두 하위 차원인 커뮤니티 참여

와 브랜드 참여가 관계품질의 두 요인인 브랜드 신뢰 및 브랜드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관계

를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대시키는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패션 업

체의 온라인 고객참여 활성화 및 고객 관계 관리를 통해 가치 공동창조 시행에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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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대하며, 향후 연구는 가치 공동창조를 중심으로 동서양 소비자의 비교 

혹은 온오프라인 쇼핑환경의 비교연구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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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사용후기 댓글의 사진과 방향성이 댓글 신뢰성 및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처리양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터넷 상거래(e-commerce)의 발달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언제 

어디서라도 용이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찾고,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에 

의존하고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온라인 쇼핑에서 판매자가 제공하는 정

보와 구매후기가 담겨있는 댓글이 온라인상에서 구전으로서 소비자들의 구매의사 결정과정에 많

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경미(2004)의 연구에서는 정보단서유형이 구림과 언어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기억에 관한 많

은 연구들은 그림이 단어보다 더 잘 기억된다고 하였다(Paivio, 1971). 게다가 그림에 대한 기억은 

언어적인 기억보다 더 오래 남을 수 있다(Erdelyi & Becker, 1974). Richins(1983)의 연구에 따라 

구전의 방향성이 긍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정보로 구분하였으며 부정적 구전은 긍정적 구전보다 

영향을 더 크게 미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태도변화와 구전의도에 있어 더 높은 영향력을 미쳤

다(양윤, 조문주, 2000; 김재휘, 김보영, 2004). Paivio(1971)은 정보를 시각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처

리하는 것에 대한 경향과 선호에 개인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김수희, 2000). 시각처리자

(Visualizer)는 물리적인 형상과 구조를 보거나 느끼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며 사고를 할 때 심적 

그림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언어처리자는(Verbalizer)는 언어적인 정보에 민감하거나 선

호하는 사람으로 사고할 때 내적 언어를 즐겨 쓰는 사람이다(Macinnis, 1987; 김수희, 2000).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사용후기 댓글의 사진 및 방향성이 댓글 신뢰성 및 제품태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보처리양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사

용후기 댓글의 신뢰성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변수의 측정을 위한 설문구성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

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정보처리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SOP척도를 사용하여 총 216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응답자는 여자가 54.6%로 남자 45.4%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은 20대가 59.3%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33.3%, 40대 이상 3.2%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68.6%로 가장 많았으며, 대

졸 이하 18.1%, 대졸 이상 13.3%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54.2%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

과 기타직업이 33.3%, 학생이 17%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살펴보면 1-2

시간의 응답자는 3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2-3시간 28.57%, 30분-1시간 18.5%, 3시간 이상 

9.8%의 순서로 나타났다.

신뢰성 분석은 각 문항의 Cronbach’s 계수가 기준의 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평균값이 

0.744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다원분산분석(N-WAY MANOVA)을 실시한 결과는 사용후기 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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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사진과 방향성이 사용후기 댓글의 신뢰성과 제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보처리양식이 사용후기 댓글의 사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되었지만 방향성에 조

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사용후기 댓글의 신뢰성이 제

품태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 사용후기 댓글의 사진과 방향성이 사용후기 댓글의 신뢰성과 제품태도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정보처리양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용후기 댓글의 신뢰성이 제품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온라인 쇼핑

몰의 마케터들은 댓글의 중요한 역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제품의 품질, 배송, 애프터 

서비스를 신중하게 관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긍정과 부정 이외에 긍정과 부정의 

메시지가 혼합된 양면적 메시지(양면적 구전 혹은 중립적 구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

였다. 또한 중국소비자만을 대성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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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패션브랜드 쇼룸 체험이 브랜드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예술과 문화공간의 대중화 및 소비문화 트렌드의 변화로 쇼룸은 상업적인 수단의 범위에서 점

차 특별한 의미의 상품전시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브랜드는 쇼룸을 통해서 상품에 대한 홍보

와 판촉뿐 아니라 서비스, 문화예술 요소 등을 접목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하여 소비자에

게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의 쇼룸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쇼룸에서의 체험이 브랜드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쇼룸의 점포속성인 접근성, 쇼룸 분위

기, 상품구색, 서비스, 판매촉진이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브랜

드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들의 쾌락적 가치가 쇼룸의 

점포속성과 브랜드태도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패션브랜드 쇼룸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자료 수집

은 2018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 총 이틀 간 진행하였다. 총 16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그 

중 107부를 유효 설문지로 채택하였다. 측정도구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1.0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 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쇼룸에서의 체험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쇼룸의 분위기(t=5.567, p=.000)와 상품구색(t=3.187, p<.05)은 브랜드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점포속성의 접근성, 서비스, 판매촉진 요인은 유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쇼룸에서 지각된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9.714, p=.000). 조절변수인 쾌락적 가치의 영향에 관

한 검증을 살펴본 결과, 상품구색 X 쾌락적 가치(t=3.908, p=.000)는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X 쾌락적 가치(t=-3.087, p=.003)는 브랜드 태도에 부(-)적 

영향관계를 보였으며, 접근성 X 쾌락적 가치, 쇼룸분위기 X 쾌락적 가치, 판매촉진 X 쾌락적 가

치 요인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품구색이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쾌락

적 가치가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패션브랜드 쇼룸 체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쇼룸의 분위기와 상

품구색이 브랜드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쾌락

적 가치는 상품구색에 따른 브랜드태도에 대해 조절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마케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패션브랜드는 쇼룸 운영 시 브랜드만

의 고유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며, 소비자가 폭 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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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상품구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쇼룸 관련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점포의 

속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나타난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쇼룸의 범주를 패션브랜드로 넓게 지정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범주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연령대는 20-30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지

역은 서울ㆍ경기ㆍ경상권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 대상이 더 다양하게 분류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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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채널 서비스 이용 동기가 서비스 몰입을 매개로 
브랜드 옹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

최근 소비자행동은 점차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추구가치에 의해 실용성이나 합리성보다는 소비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감성적 느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패션기업들이 적극적

으로 소개하고 있는 옴니채널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브랜드 경험을 증가시키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게 하는 기회로 작용한다. 브랜드 충성도의 사회적 측

면이 강조되면서 소개되고 있는 브랜드 옹호는 자신이 만족한 브랜드 또는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다른 사람이 그 브랜드 또는 기업을 험담했을 때 방어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모바일 앱을 통해 경험하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살펴보고, 서비스 이용 

동기가 서비스 몰입을 거쳐 브랜드 옹호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연구의 매개 변수로 사용한 몰입은 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행동적 측면과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태도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감정적 몰입과 계산적 몰입으로 나누어진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피험자가 패션매장을 방문했을 때 모바일기기를 통한 옴니채널 서비스에 대한 안내

를 받고 이를 경험하게 되는 가상의 상황을 시나리오로 제시하였으며, 시나리오 타당성 평가를 

통해 연구 설계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온라인 전문 리서치 업체를 이용하여 20∼30대 남성

과 여성 패널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후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413명의 응답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옴니채널 서

비스 이용 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쾌락적 정보 동기, 사회적 동기, 관계적 동기가 요

인으로 추출되었다. 선행연구와 달리 아직까지 모바일 쇼핑 소비자들에게 옴니채널 서비스에 의

한 정보탐색 활동은 독립적인 실용적 동기로 요인화되지 못하고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정서

적 동인과 함께 요인화 되었다. 둘째, 서비스 이용동기가 서비스 몰입을 거쳐 브랜드 옹호행동으

로 이어지는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

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Χ2=1011.6(df=265, p=.000), GFI=.835, CFI=.918, RMSEA=.083로 연구 모

형의 모델적합도가 적정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옴니채널 서비스 이용 동기 중 쾌락적 정보 동

기는 감정적 몰입을 거쳐 브랜드 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사회적 동기는 사회

적 압력에 의한 계산적 몰입을 거쳐 브랜드 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하지만 관계적 동기는 계산적 몰입과 감정적 몰입 모두를 매개로 브랜드 옹호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쾌락적 정보 동기는 브랜드 옹호행동에 직접 경로를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계산적 몰입보다는 감정적 몰입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옴니채

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다면적 욕구 중 쾌락적 정보욕구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서비스 체험에 의한 관계형성은 서비스 몰입단계를 거쳐야만 브랜드 옹호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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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윤리적 패션 상품에 대한 소비동기, 태도 및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주관적 규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오늘날 소비와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면서 문제를 책임지는 소비자로

서 소비, 사회적으로 의식 있는 소비행동 실천에 대한 요구, 즉 윤리적 소비가 일어나기 시작했

다. 그러나 소비자의 윤리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윤리적 소비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소비동기에 대해 알아본다. 

구체적인 소비동기로 이타주의적 가치추구 성향과 이에 대응되는 자기 표현적 가치추구 성향이 

윤리적 의류상품의 소비태도와 그 상품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의류상품 구매로 상황을 설정하여 소비자의 소비동기로 인해 윤리적 

의류 상품의 구매 활동을 수행 및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향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편의표본추출을 하였다. 총 209명의 응답

을 수집하였고 유효한 203명의 응답에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남성 45%(94명), 여성은 

55%(115명)로 성별이 고루 분포되었다. 설문에서는 윤리적 의류 상품을 ‘환경 의식적 제품’, ‘공정 

무역제품’,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제품’, 3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설문응답자는 제품의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한 가지 상품의 구매를 결정한 후 설문에 응하였다. 

연구 결과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타 주의적 가치추구에 보편성, 웜 글로우가 

추출되었으며 자기 표현적 가치추구에 상징소비성향과 준거집단 영향요인이 추출되었다. 회귀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편성(t=9.343, p<.001), 웜 글로우(t=16.532, p <.001), 상징소비 성향

(t=6.198, p<.001) 요인은 윤리적 상품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준거 집

단영향(t=1.166, p>0.5)요인은 윤리적 상품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상품태도가 윤리적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윤리적 상품태도 (t=13.514, 

p<.001)가 윤리적 상품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상품태도가 

윤리적 상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주관적 규범의 조절변수 영향은 ( t=-1.298, p=.196), 조절변수인 

주관적 규범은 윤리적 상품 태도와 윤리적 상품 구매의도와의 정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는 윤리적 상품태도에 있어서 이타 주의적 가치와 자기 표현적 가치 모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타 주의적 가치의 하위변인인 보편성과 웜-글로우, 자기 표현적 

가치인 상징소비 성향이 윤리적 상품의 영향 요인이며 웜-글로우, 보편성, 상징소비 성향 순으로 

윤리적 상품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긍정적인 윤리적 상품태

도는 윤리적 상품 구매의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윤리적 상

품을 제안하는 패션기업은 윤리적 상품이 일반 상품과 비교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충분한 편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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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표현적 욕구에 대한 만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편의표본추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연구의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또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윤리적 상품을 구매 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구매한 상품의 유형화와 소

비 동기 및 태도,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정확하고 정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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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광고 노출을 통한 패션브랜드의 품질 지각 형성 연구

1. 서론

최근 패션 시장에서 브랜드들이 새롭고 다양하게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면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브랜드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성공적인 브랜드 관리가 마케팅 관리자들에

게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1). 상표명 또는 제품포장에 대한 단순한 노출은 소비자로 

하여금 상표에 대해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데(Janiszewski, 1993), 이러한 현상을 단순

노출 효과 즉, 단순노출에 의한 태도 변화라고 한다2). 본 연구는 신생 브랜드의 브랜드명을 단순

노출 빈도수에 따라 구분하고, 노출 빈도의 효과를 알아볼 것이며 이 효과가 지각된 품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 볼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단순노출 빈도수에 통한 지각된 품질에 소

비자 제품관여가 갖는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의 가설이 설정되었다: 가

설1. 패션 브랜드명의 단순 노출 빈도 수는 브랜드의 품질 지각 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가설2. 단순 노출 광고를 통한 패션 브랜드의 품질 지각 형성에 소비자의 제품관여도는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앞서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명의 단순

노출 빈도수를 통한 브랜드 태도의 형성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대상자들에게 잘 알려지

지 않고 신규브랜드여야 한다. 그 이유는 브랜드에 대한 사전지식과 사전 사용경험에서 오는 효

과를 최대한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브랜드 'Nerdy'로 정하였으며, 광

고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광고에 대한 반복노출을 조작하기 위하여 실험대상자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광고의 노출수준을 통제하였다. 그룹'A'에게는 브랜드 명을 1회, 그룹'B'에

게는 3회 언급하였다. 선정한 브랜드의 사전지식을 조사 후 슬라이드를 보게 한 뒤 설문에 응답

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특성 변수(성별, 연령, 직업, 결혼유

무, 패션제품에 대한 한달 소비량). 둘째, 브랜드의 사전지식을 측정하는 문항. 셋째, 슬라이드를 

본 뒤 브랜드 명의 노출빈도, 해당 브랜드의 질문(느낀점, 브랜드 컨셉). 넷째, 제품 관여도, 지각

된 품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설문은 10~30대를 대상으로 2018년 6월 4일부터 9

일까지 총 6일간 진행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은 모두 96명이었고 그들로부터 설문지 96부가 회수되

1) 안은미, 이병관 (2011). 광고 창의성 인식과 광고태도에 미치는 반복노출과 자기해석의 효과 연구. 광고연구, 91, 
123-152.

2) 양윤, 김혜영 (2001). 단순노출이 소비자의 태도변화 과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2(1), 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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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중 부정확한 설문지를 포함한 21부를 제외하여 총 75부를 본 연구의 최종분석에 이용하

였다.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결론

우선 그룹'A'(1번 노출)와 그룹'B'(3번 노출)에 브랜드명 언급에 대한 문항 t검정 결과 p값이 

0.012로 브랜드 명을 구분 시킨 문항은 효과적 인걸로 나타났다. 따라서, 브랜드명을 1번 노출시

킨 슬라이드와 3번 노출시킨 슬라이드로 구분 지어 두 그룹으로 나누어 조사한 것은 의미가 있었

다.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 변인(지각된 품질)이 두 그룹(그룹'A', 그룹'B')의 평균치의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가설 검증은 두 그룹간의 평균차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p값이 0.936으로 (p>0.05) 가설 1은 기각되었다. 한편 단순노출 빈도수와 지각

된 품질간의 관계에서 제품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p값이 0.019로 (p<0.05) 제품 관여도는 단순노출 빈도수와 지각된 품질간의 영향관

계에서 조절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즉, 패션 브랜드 광고에서 브랜드 명

의 단순노출 빈도수에 따라 지각된 품질 형성에 유의하진 않지만 소비자의 제품 관여도가 단순노

출을 통해 형성되는 지각된 품질에 조절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알아냈다.

본 연구는 브랜드 명의 단순노출 빈도수가 지각된 품질에 제품 관여와 조절 효과를 제공함으

로써 현재 패션 브랜드 기업들이 광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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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국민대학교

상품가격대별 스마트워치 색상선호도와 구매의도 연구

1. 서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의 확산을 주도해 왔던 스마트워치 시장은 초기 테크놀러지 혁신에 기

반한 소비자들의 선택과 호기심을 뛰어넘는 추가적 테크놀러지의 진전이나 변수 없이 정체기에 

달하며 일차적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 한편 이러한 시장의 기술적 정체에 비해, 다양한 럭셔

리 브랜드들도 스마트워치 시장에 진입하면서 점차 스마트워치 시장은 테크놀러지 제품이라기 보

다 패션 제품의 하나로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존의 스마트워

치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패션 하우스나 전통 패션시계 브랜드의 스마트워치와 경쟁해야 하는 상

황에서, 관련한 소비자들의 디자인 평가와 니즈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소비자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본질적인 제품 디자인 요소를 이해하고 충족할 수 있는 제품전략에 대한 추

가적 고민이 요구된다. 패션상품으로서 스마트워치의 디자인 요소들 또한 소비자 평가에서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중 상품의 색상은 가장 먼저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 요소로서 소비자의 제품 평

가와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패션제품에서의 색상요소의 구매의사과정에서의 중요성

에 비해, 스마트워치의 색상에 따른 소비자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Cho & Lee,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치의 색상이 소비자들의 제품평

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워치 색상선호도가 소비자

들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색상이 스마트워치의 전형성에 일치되는 상황과 그

렇지 않은 상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또한 상품 가격대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상품 가

격대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색상선호도의 영향력의 차이 또한 확인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총 391명의 미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설문조사에서 

스마트워치 사진을 제시했다. 제품 색상은 사전조사를 통해 결정된 두 가지 색상(일치성-저/고)을 

선정, 동일한 디자인의 스마트워치에 각각 적용하여 총 2가지 다른 자극물을 제작했다. 또한 사

전조사를 통해 저가격대 평균과 고가격대 평균 가격을 책정(가격대-저/고)를 책정하여 이를 스마

트워치 사진 자극물과 함께 상품정보로 응답자들에게 제공했다. 설문에 참여한 각 응답자는 총 4

개의 사진 중 한 개에 무작위로 노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에 답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설문문항은 기본적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문항들, 색상선호도, 그리고 구매의도

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1.0을 통해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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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분석 등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3. 결과 및 고찰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대는 19-39세로 남성 51%, 여성 49%의 분포를 가졌다. 데

이터는 색상일치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등 두 가지 상황에 대해 각각 별개로 응답자의 색

상선호도를 독립변수로,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색상-(스

마트워치)이미지 일치성이 낮은 경우, 색상선호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433, 

8.645, .000). 반면 색상-이미지 일치성이 높은 경우, 색상선호도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갖

지 않았다. .071, 1.002, .317. 한편 일치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상품가격대가 색상선호도와 구매

의도 사이의 영향력에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었지만 (.150, .773, .440), 일치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색상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품가격대가 유의한 부적 조절효과가 있었다. 즉 일

치성 높은 상황에서 색상선호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은 가격대가 높은 경우 감소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에 비해 소비자들의 구매의도가 다크네이비톤(핏이 잘 맞음)이 오히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구매의도에 네거티브한 영향.

가격이 높은 아이템일수록 디자인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것을 의미. 예측불가한 색상이 오히

려 고가의 상황에서 다양한 긍정적 임팩트를 줄 수 있음.

성별이 색상fit 임팩트에 영향. 여성일 경우 남성일 경우보다 더 영향력 높았음. 

무점포 매장 환경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면서 주로 컨텐츠의 

레이아웃을 통한 소비자와 웹사이트 사이의 상호작용성과 지각된 유용성 등이 소비자들이 해당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무점포 매장 환경 상황에

서 대부분의 상품정보가 문자를 기반으로 하여 이성적으로 전달되면서 소비자들의 상품구매가 이

성적인 판단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설명을 통해 지지되어 왔다. 하지만 무점포 매장을 통한 

구매가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기존의 이론적 설명들은 설득력이 다소 약화되어, 무점포 매장 환경

에서도 역시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과 체험에 대한 기본

적 니즈를 가지며 다양한 감각적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품평가를 결정한다는 논리가 

주도적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적 연구는 드물다. 무엇보다 감성적인 평가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패션 상품에 있어서 무점포 환경에서의 다양한 매장 환경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관련 업계에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무점포 

쇼핑환경에서의 웹사이트의 배경 색상이라는 시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배경 색상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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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브랜드 개성과 이에 따른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았다. 

2. 이론적 배경

패션 영역에서는 브랜드마다 특정 상징색을 브랜드의 주요한 아이덴티티 요소로 사용하는 등 시

각적 요소가 브랜드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무자들의 경험적인 이해가 형성되

어 있다. 색상의 영향력은 생물학적인 영역을 넘어 인지적, 심리학적이고 상징적인 영역으로 설

명될 수 있다. 즉 문화마다 특정 색상은 특정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가령 검정은 엄숙함과 장

엄함, 혹은 악함 혹은 죽음을 의미하고, 보라/자색은 신비함과 귀족스러움을 내포하며 로마시대부

터 상류층에만 사용이 국한되곤 했다. 빨강은 열정과 뜨거움, 파랑색은 이성과 차가움, 녹색과 갈

색은 자연, 평화, 희망을 일반적으로 상징한다(Elliot & Maier, 2014). 특히 검정색은 다양한 호불

호가 있는 색으로, 럭셔리 패션에서는 가장 럭셔리하고 정숙하며 기품 있는 브랜드, 혹은 능력 

있는 남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무엇보다 오감 중 시각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서는 이러한 매장환경에서의 시각적 요소로서의 색상의 영향력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패션 상품은 구매시 소비자들의 매장에 대한 감정적 이성적 반응은 상품에 대한 감정적 이

성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즉 웹사이트 

배경 색상이 검정인 경우 타 색상인 경우에 비해 보다 럭셔리한 브랜드라고 인지할 것으로 가정

된다(De Barnier & Valette-Florence, 2013).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이 수립되었다: 

가설1: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배경색이 검정인 경우에 다른 배경색인 경우에 비해서 럭셔리한 브

랜드 이미지가 더 강하게 인지될 것이다.

가설2: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배경색이 검정인 경우에 다른 배경색인 경우에 비해서 추가 가격 

지불 의사가 더 높을 것이다. 

응답자 연령대 19-39세. 총 319명.

상품가격을 2수준으로 하여

각 수준별로 상품 색상fit 영향력 분석.

상품가격 높은 상황에서만 색상fit 유의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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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네이비톤(핏이 잘 맞음)이 오히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구매의도에 네거티브한 영향.

가격이 높은 아이템일수록 디자인에 대한 니즈가 크다는 것을 의미. 예측불가한 색상이 오히

려 고가의 상황에서 다양한 긍정적 임팩트를 줄 수 있음.

성별이 색상fit 임팩트에 영향. 여성일 경우 남성일 경우보다 더 영향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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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이경용
국민대학교

웹기반 패션 쇼핑몰 상품리뷰 감성어휘와 상품평가 관련성 연구

1. 서론

웹사이트나 SNS텍스트에는 자연어로 구성된 다양한 감정표현 어휘들이 사용된다. 이는 특정 

주제나 대상에 대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0에 단서를 제공하는 언어적 요소로 공학이나 

사회과학분야에서 주목받는 언어학의 주제 중 하나이다. 특히 온라인 상품평, 블로그, 트위터, 뉴

스 댓글 등에서 나타나는 감성표현(sentiment expression)은 대중의 특정 상품, 주제, 사건에 대한 

감정, 평가, 감각 등을 포괄하는 요소로, 극성과 정도성의 수치화를 필요로 하는 응용분야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관련된 최근 리뷰 연구들은 패션상품 쇼핑몰 상황에서의 감성표현들은 함축적 감

성표현과 명시적 감성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전적 의미가 아닌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

으로 해야 하여 패션제품 쇼핑 특화 감성어휘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다(남길임 외, 2018). 

의류패션 온라인/모바일 쇼핑거래액은 이미 2017년 기준으로 1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연간 

20% 가까운 성장률로 패션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형 플랫폼 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통을 강화한 새로운 형태의 쇼핑몰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소비자

들 사이에 자생적으로 공유되는 리뷰의 중요성은 크다(정인기 외, 2017.12.8.). 소비자들이 리뷰

를 작성할 때 어떠한 감성어휘를 사용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들의 리뷰 작성과 제품 평가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러한 웹기반 쇼핑 환경에서의 리뷰의 영향력 혹은 소비자들 사이

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윤미 외, 2016). 하지만 아직까지 웹기반 

패션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리뷰에서 감성어휘 사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웹기반 패션 쇼핑몰의 소비자 상품리뷰에서 사용되는 감성어휘의 유형을 정리하고, 이러

한 감성어휘의 사용이 소비자들의 상품평가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온라인 의류 및 뷰티 쇼핑몰인 G쇼핑몰에서 크롤링한 리뷰이다. 

리뷰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15일 사이에 작성된 총 700,708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상품 리뷰에 사용이 확인된 구어적 감정어휘는 총 38개로, ‘ㅋㅋ’, ‘ㅎㅎ' 등의 축약적 감정어휘, 

’^^‘, ’ㅠㅠ‘, ’♡’등의 형태적 감정어휘, 그리고 ‘!’, ’?’ 등 기호형 감정어휘 등이 있었고, 표현된 감

정 유형을 긍정, 부정, 그리고 중립으로 구분하여 각 감정어휘가 전체 리뷰에서 사용된 빈도를 

정리했다. 다음으로 이렇게 확인된 각 감정어휘를 사용한 상품리뷰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평점의 

분포를 대상으로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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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해당 웹기반 패션쇼핑몰 상품리뷰에서는 중립적인 기호형 감정어휘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53.17%), ’?’(28.64%), 긍정적 감정어휘들로는 ‘ㅎ’(n=29.97%), ‘ㅎㅎ’(26.03%), 

‘ㅋ’(17.41%), ‘ㅋㅋ’(16.26%), ‘^^’(8.75%), ‘^’(10.57%), ‘♡’(3.60%) 등이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고 

부정적 감정어휘 중에는 ’ㅠ‘(20.70%), ’ㅠㅠ‘(16.78%), ’ㅜ‘(7.56%)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한

편 각 감정어휘가 사용된 리뷰와 그렇지 않은 리뷰에서 상품평가점수의 분포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령 부정적 감정어휘중 ’ㅠ’를 사용하지 않은 리뷰의 92%(n=555,630)가 해당 상품에 대해 5점 

평점을 준 것에 비해, 해당 감정어휘를 사용한 리뷰 중에서는 87%(n=11,7600)만이 5점 평점을 

주었다. 긍정적 감정어휘인 ‘^^’을 사용한 리뷰의 95%(n=61,282)이 5점평점을 준 데에 비해, 사용

하지 않은 리뷰의 83%(n=639,426)만이 5점평점을 주었다. 한편 긍정 혹은 부정의 감정을 내포하

지 않은 중립적 기호형 감정어휘들의 사용에 따라서도 해당 리뷰어의 제품평가평점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가령 ‘?’은 해당 어휘를 사용한 리뷰의 89%(n=500,001)만이 5점평점을 준 것에 비해 사

용한 리뷰의 95%(n=200,707)가 5점평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법을 활용하여 웹기반 패션쇼핑몰의 상품리뷰에서 감정어휘 사용 현

황과 그에 따른 상품평가점수의 차이를 확인하여 관련연구가 부재한 학계에서 제한적이지만 기초

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감정어휘를 포함한 감성어휘는 아직 한국어를 대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았고, 다양한 맥락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적 의미가 아닌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에

서 추후 연구에서는 맥락을 반영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상품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상

향평준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상품평가점수의 변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여 

보다 의미있는 연구결과 도출이 고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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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공유경제 플랫폼의 하위네트워크 구조특성과 
정보확산행동에 대한 연구

1. 서론

공유경제 형태는 개인 간 협력을 통한 자원의 이용가치와 사회적 혜택에 중점을 둠으로써 많

은 사회적 연결망과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그 핵심은 개인의 소유에서 벗어나 다수가 함

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생산해가는 소비문화로, 최근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의 발전, 협력적 소비 인식, 사회적 공유 및 거래는 소비자가 네트

워크의 생산과 지속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생형 디지털 공유경제 패러다임을 확산시키고 있다

(Akbar et al., 2016).

더욱이 ‘경제적 관계의 확산-네트워크 경제’ 측면에서 개인 혹은 집단은 새로운 경제적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가치의 불확실성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이러한 구성원간의 네트워

크 강화를 통한 핵심가치는 이들의 정신적인 공통성을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Abreu et 

al., 2009). 이러한 측면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의 네트워크는 선호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공유

경제의 사회적 연결로 그 구성원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는 공유상품 카테고리나 공유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생각들을 서로 적극 공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통해서 연결된 이들의 강한 연결관계는 공유 정보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멀티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모바일 SNS 등을 활용하는 네트워크 정보의 쌍방향적 

특성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상의 사회적 관계가 더욱 급속하게 수평적 확대를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듯 공유경제에 기반 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소비는 인터넷, 모바일 컴퓨팅 등의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공헌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사회적 특성은 대인간 영향력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서 중요하며, 공유경제 환경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연결성이 관계몰입과 신뢰를 증가 시키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관

계의 특징들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네트워크의 

구성과 네트워크의 크기, 네트워크의 범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접촉빈도, 유대강도, 연결밀도, 

구성원들의 특징, 네트워크의 역사,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

고 사회관계적으로 응집된 경우는 그 응집에 대한 행동의도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사회연결성 관

점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에 나타나는 네트워크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성공적인 정보확산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제 플랫폼 내의 강한 유대(strong tie)로 연결된 하위네트워크에 소속한 구성원

들은 다른 하위네트워크 구성원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공유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Song and 

Hwang(2013)은 정보의 이동 경로 파악에 있어서 네트워크 내에서 형성된 구성원 들 간의 관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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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Han et al.(2006)은 정보확산에 있어 이러

한 개별 특성뿐 아니라 하위네트워크(subnetwork)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하위네트워크에서 각 구성원들의 유사성이 공유될 때 관계의 밀접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

으며,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에 비해 믿음이 높은 네트워크는 결속감(solidarity)을 통해 더 풍부하

고,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다른 사람이 구매한 제품이나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거나 공감을 나누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것에 소속된 사람들이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했다(Algesheimer et al., 

2005).

또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에서는 팔로우에 의한 확장방식으로 관계

망 형성이 더욱 자유롭게 되고 있으며, 특히 SNS 서비스 연계와 같은 과거의 개인 웹사이트 보

다 강력한 자기표현 구현 및 정보확산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되고 있고, 더욱이 커뮤니케

이션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형성 및 기존의 결속적 사회적 자본과 연계를 유지하는 기능 또한 

갖추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호보완적 서비스(complementary service)는 사용자들이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욱 많은 공유활동을 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네트워크가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으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공유경

제 플랫폼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적 유사성, 공유가치, 협

력적/개인적 상호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애타심과 공정

성과 같은 다른 관련 선호를 향상시킨다고 했다(Buchan et al. 2006).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공유경제 플랫폼의 네트워크 외부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성과와 직결

된다고 하였다(Kim & Rhee, 2009).

이상의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플랫폼에서의 공유정보 확산을 설명하기 위해, 하위

네트워크 구조의 특성, 사회적 관계 특성, 네트워크 외부성을 정보 확산행동의 영향변수로 새롭게 

제안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특성을 포함한 다차원적 영향요인으로 공유경제 

플랫폼의 공유정보 확산성과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연구와 모바일 정보확산 연구를 통합한 구조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위한 측정도구는 패션 공유경제 플랫폼의 하위네트워크 구조특성, 사회적 관계특성, 

네트워크 외부성, 정보확산행동 그리고 인구통계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다음과 같

은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와 패션 공유경제 플랫폼 업체 전문가 대상으로, 델

파이 기법(delphi technique)을 통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자료와 사회 네트워크 이론 

및 하위 네트워크 구조, 정보확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연구과제 관련 측정도구를 개발했다. 

둘째, 패션 정보확산 연구를 중심으로 패션 공유경제 플랫폼에서의 정보확산 현상 관련 측정도구

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신뢰성, 타당성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최근 6개월 이내에 

패션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하여 패션정보 활동(개인정보 노출, 구성원과의 댓글,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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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경험자를 분석단위로 선정했다. 셋째, 예비조사(50명)와 본 조사를 거쳐 수행하였으며, 본 조

사는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패션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 업체 담당자와 협의 하에 

게시판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20명의 응답을 얻어 이중 결측값이 없는 

400명을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넷째, SPSS 23.0, AMOS 23.0을 이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인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

증하고,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 분석 그리고 변수 간의 영향 검증을 위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수행했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한 결과 먼저, 공유경제 

플랫폼의 하위네트워크 구조특성은 ‘신뢰가치(3문항)’, ‘이익/위험 공유(3문항)’, ‘상호의존(3문항)’, 

‘문화/사회 유사성(3문항)’, ‘미래기대의식(3문항)’의 5요인이 추출되었다. 사회적 관계특성은 ‘사회

적 관계성(3문항)’, ‘관계적 배태성(3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리고 네트워크 외부성은 ‘지각

된 상호보완성(3문항)’, ‘사회적 상호작용성(3문항)’의 2요인이 추출되었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0.7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개념의 타당성, 수렴타당성, 개념 신

뢰도 모두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을 통하여 경로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X²=578.40(df=8, p= 

.005), GFI=.942, AGFI=.927, RMR=.095, NFI=.935, CFI=.960, RMSEA=.040으로 나타나 만족할 

수준으로 제안모형 내의 연구 개념들 간의 관계를 결합적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각 연구가설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패션 공유경제 플랫폼의 하위네

트워크 구조특성과 사회적 관계특성 간의 경로관계 분석결과 하위네트워크 구조특성신뢰가치(β

=.351, CR=7.132, p=.000), 이익/위험 공유(β=.130, CR=2.619, p=.009), 상호의존(β=.120, CR= 

2.354, p=.019), 문화/사회 유사성(β=.225, CR=4.487, p=.000)은 사회적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미래기대의식(β=.029, CR=.594, p=.553)은 사회적 관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또한 신뢰가치(β=.251, CR=4.937, p=.000), 문화/사회 유사성(β=.365, CR=7.048, p=.000)은 

관계적 배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익/위험 공유(β=.094, CR=1.842, p=.066), 상호의존

(β=.053, CR=1.005, p=.316), 미래기대의식(β=.011, CR=.213, p=.831)은 관계적 배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패션 공유경제 플랫폼의 사회적 관계특성과 네트워크 외부성 간의 경

로관계 분석결과 사회적 관계성(β=.400, CR=10.726, p=.000), 관계적 배태성(β=.498, CR=13.346, 

p=.000) 모두 지각된 상호보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사회적 관계성(β=.250, CR= 

5.453, p=.000), 관계적 배태성(β=.504, CR=10.995, p=.000)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성에 유의한 영

향을 미쳤다. (3) 패션 공유경제 플랫폼의 네트워크 외부성과 정보확산행동 간의 경로관계 분석

결과 지각된 상호보완성(β=.366, CR=6.707, p=.000), 사회적 상호작용성(β=.304, CR=5.563, p= 

.000) 모두 정보확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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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플랫폼의 패션정보가 확산되는데 있어 이를 사회적 정보확산 현상으

로 규명하고 그 영향을 제시했다. 특히 기존의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 연구들은 단순히 매스미디

어 영향만을 파악하고 있는데 반에, 본 연구는 실제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에서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 관점에서 패션정보 확산에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특성을 발견

하고 변인들 간의 영양관계를 확인하여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

회 네트워크 관점을 통해서 공유경제 플랫폼의 하위네트워크 구조특성, 사회적 관계특성 및 네트

워크 외부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유경제 플랫폼 패션 정보확

산행동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영향요인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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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패션소비 효능감이 
혁신적인 패션제품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은 새롭고 독창적이며 적절하고 유용한 산물을 생산하는 능력으로 교육, 예술, 공학, 산

업조직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창의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인 

소비 행동은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비 맥락에서의 

소비자 창의성은 학문적으로도 중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 영역에서 창의성 발현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인 창의적 소비효능감은 소비자 자신이 창의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소비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소비효능감의 역할을 패션소비 맥락에서 살펴

보고자 소비자의 개인 특성인 패션제품 지식과 의복 연출 자신감이 혁신적인 패션제품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창의적 패션소비 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 리

서치 기관의 20-40대 패널을 대상으로 총 474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SPSS 20.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AMOS 20.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소비효능감의 척도를 패션제품 소비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창의적 패션소비 효능감 척도로 사용하였으며 창의적 패션소비 효능감의 네 가지 하

위요인인 독창적 사고 효능감, 용도확장 효능감, 문제해결 효능감, 방식다양화 효능감을 발산모델

로(reflective model) 구성하여 다른 요인들 간의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패션제품 지식과(β=.661, p<.001) 의복 연출 자신감이(β=.288, p<.001) 창의적인 패션소비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 개인이 패션 제품에 대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의복 연출에 대해 자신감을 지니고 있을수록 창의적인 방법으로 패션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패션제품 효능감은 혁신적인 패션제품 수용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729, p<.001). 다음으로 패션제품 지식과 의복 연출 

자신감이 혁신적인 패션제품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창의적인 패션소비 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패션제품 지식과(z=14.205, p<.001) 의복 연

출 자신감이(z=5.101, p<.001) 창의적인 패션소비 효능감을 매개하여 혁신적인 패션제품 수용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소비효능감의 역할을 패션소비 맥락에서 

검증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패션 소비에 대한 자신감이나 관련 지식이 높을 때 개인은 창

의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니게 되고 이는 혁신적인 패

션제품 수용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 시장 발전의 실천적 전략

을 모색함에 있어 개인 소비자의 창의적 소비능력 함양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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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한국패션산업연구원1)

지리적 표시제 등록제품인 ʻ풍기인견ʼ의 가치와 도전: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질적연구

21세기는 개인의 생활양식 및 가치관의 변화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치체 확대에 따라 지역간 특

산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 지역자치단체들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역특화상품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ong, 2014; Yoo, 2016). 그러나 지역 특산품 브랜드들은 공공기관 및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민간업체들에 의해 개발된 경우가 많아 브랜드를 개발한 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Jung, 2015). 본 연구의 대상인 “풍기인견”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지역의 공동 브랜드

로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풍기인견” 제품의 특장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특화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확립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기 외 지역에서 생

산되는 인견제품이 은연중에 풍기인견으로 홍보되고 시장에 공급됨으로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풍기인견 제품의 “차별적 브랜드 이미지 확립”이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한 실정이다.3)

지리적 표시의 개념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자연환경, 사회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의미

한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시장에는 지역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위조품 또는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 우리나라에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되었지만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의 인지도는 매우 낮으며 제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Jin,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

적 표시 단체표장인 풍기인견 브랜드의 핵심가치를 정리하고 풍기인견 업체들이 도전한 당면과제

와 해결방안에 대해 탐색함으로서 대표적 지리적 특산품인 풍기인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8년 8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풍기인견발전협의회’ 회원사 중 7개 업

체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업체의 특성은 4-25억원의 

연매출액을 가진 업체들로, 연혁은 70년 이상이 된 업체부터 6년 된 업체까지 다양하였다. 이 업

체들은 풍기인견 우븐이나 편직 제품의 생산 및 유통업종에 포함되며 여성복, 남성복, 속옷, 침구

류, 패션액세서리류 등을 취급하였다. 이 중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로 주로 아시아 

지역이 수출대상국이었다. 심층면접 시간은 면접 대상자당 1-2시간이 소요되었으며 3인 이상의 

연구자가 각 회사를 방문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녹음하여 정리한 후 전문가 2

* 본 연구는 2018년도 경상북도 패션산업연구개발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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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각각 지속적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질적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상호비교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풍기인견의 핵심가치”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70년 이상의 역사성에 기반한 산업이라는 점, 제품의 확산과 독립적 생산이 

가능한 교통중심의 지리적 구조를 갖추었다는 점, 가족기업으로서 특화기술의 전수와 축적이 유

리하다는 점, 산업클러스터 구조 속에서 상생과 경쟁을 함께하는 협업구조라는 점, 지속가능적 제

품의 특성을 갖춘 점 등을 들 수 있다. 풍기인견산업산지의 기반은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형성되

는 전통공업산지와는 달리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일대의 ‘십승지’라는 지역성에 기반을 둔 명주기

술자들의 이주가 산지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풍기인견산업은 창립한지 70년 이상이 되었으며 2-3

대째 가업을 승계한 업체가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어 가족기업으로서 기술전수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풍기인견산업은 초기에는 명주 및 인견직조 중심의 단순 제조업 집적지에서 2000년 

이후에 염색과 디자인, 봉제 등 산지 외 지역의 외주에 의존하던 생산부분들도 점차 산지로 내부

화되고 있다. 또한 외부 봉제를 하더라도 국내봉제를 원칙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디자인, 특수 가

공, 특수 봉제법 개발 등으로 제품 품질 강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풍기인견은 환

경친화적 원료 사용, 낭비 적은 재단법 활용, 폐기시 완전 연소와 생분해되는 특성을 가져 지속

가능성 제품으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풍기인견의 당면과제와 대응방안”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풍기 외 지역 생

산품 공급, 대기업과 패션브랜드의 인견제품 공급,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인견함량이 

낮은 제품의 공급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풍기인견의 특장점에 대한 인식 약화를 들 수 있다. 이

에 따라 풍기인견의 물성을 고려한 특수 봉제법, 가공법, 디자인 개발 및 고급원사 사용과 국내 

봉제 고수, “지리적 표시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공략시장

이 노령화되는 문제에 당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복, 남성복 등 다양한 소비자층을 공략

하는 제품을 강화하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젊은 소비자층을 유인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풍기 직판 소매점 입점 고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통망을 다

변화하고 해외박람회에 참가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도매공급을 확대

하고 소매고객에게도 마진을 줄인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서 차별화 및 고급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넷째, 풍기인견산업은 ‘풍기지역의 전통적인 산업’으

로 지역브랜드로 ‘풍기인견’의 지역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풍기지역 내 디자인과 봉제를 전문으

로 하는 업체를 양성하고 협력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풍기인견’지역 브랜드의 정체

성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견소재의 특성상 제한된 디자인과 봉제로 어려움

이 있는 만큼 인견소재 전문가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풍기인견’ 지역 브랜드의 부가가치

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섬유제품 중 대표적인 지역 특산품인 “풍기인견”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기반이 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노력을 강화하고 지리적표장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한국의 대표적 “보증 브랜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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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풍기인견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소비

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도출된 핵심가치를 홍보행사와 책자 등에 반복적으로 노

출시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당면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대응노력

을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진정한 지역의 헤리티지 산업이자 협업 클러스터로서

의 긍정적 인식을 확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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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영*, 박재범, 

최준혁, 김호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지원사업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고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1. 연구배경4)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하여 섬유패션지원기관에서 주관하는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면서 

지원내용이 유사하고,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섬유패션산업의 거점도시인 

대구지역 섬유패션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대

구지역 섬유패션지원기관이 가져야 할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지원 방향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자 한다.

2.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지원사업 현황

현재 주요 섬유패션지원기관에서 진행중인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지원사업의 상세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지원내용은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부스임차비를 지원하고, 업체의 물품운

송 및 통역 연계 서비스 제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쇼룸 입점지원 및 해외 패션위크 

참가지원이 뒤를 이었다.

표. 기관별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지원현황

지원기관명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주체 지원자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4억/연
섬유패션전시회 부스임차비

통역비 지원 

대구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지역 섬유패션기업/

디자이너

대구경북패션

사업협동조합
2억/연

특정 패션위크 및 패션전시회 지원

(정저우 패션위크, CHIC 춘계 등)

대구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대구지역 섬유패션기업/

디자이너

한국콘텐츠진흥원 6억/연
패션 문화전시 지원, 뉴욕 쇼룸 

입점지원, 해외 패션위크 참가지원
문화관광부 국내 패션업체/디자이너

한국패션협회 -
특정 패션전시회

(한국관)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패션업체/디자이너

한국패션소재협회 -
특정 섬유전시회

(한국관)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의류소재기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특정 섬유전시회

(한국관)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중소기업

한국의류산업협회 20억/연
쇼룸(르돔) 내 입점 및 전시참가, 

판매, 마케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패션업체/디자이너

(단, 시즌별 40pcs 이상 

창작가능해야함)

* 본 연구는 2018년 대구광역시 해외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쇼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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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지역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지원사업 발전방안

대구지역 내에서 해외패션의류전시 지원사업을 시행중인 기관으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대구

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이 있다. 두 기관의 지원사업 모두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대구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때문에 신규업체 육성과 수출상담 및 계약실적 증대가 어려워

지고 있다. 지역 내 수출 오더 수량을 맞출 수 있는 업체는 극소수이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

는 디자이너의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해외패션의

류전시회 사업은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세를 보였으나 참가업체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전국 단위로의 지원자격 확대가 

필요하다. 자격지원이 전국단위로 확대된다면 신규 디자이너들의 유입으로 활발한 경쟁체계가 구

축되어 지역 패션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토털 마케팅 지원 

체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단순 전시참가 지원으로는 지속적인 마케팅 효과를 보기 어렵다. 지

원기관 측에서 업체의 성격에 맞는 바이어와의 매칭 확률을 높이고, 업체-바이어가 지속적인 커뮤

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 지역 지원기관에서는 쇼룸과 융복합 스페

이스 구축을 통해 업체와 바이어의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대구 지역 지원기관 또한 지

역 디자이너들의 특성을 살린 플래그십 스토어와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와 교육기관, 기업지원기관의 적극적

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교육기관은 창업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생들을 지역거점 디자이너

로 육성 및 배출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지원기관은 신진 디자이너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활동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는 교육기관과 기업지원기관의 협력체계 관

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패션산업의 빠른 트렌드 변화에 대처하는 유연한 대응체계 구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섬유패션지원기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패션의류전시회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대구지역 섬유패션지원기관들의 지원사업 발전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후속 연구에

서는 기관들의 지원사업 실적을 비교분석 하고, 담당자 설문조사를 진행을 통해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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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션 클러스터 사례 연구

1980년대 이후로 글로벌 마켓의 기업들은 자국 내 시장이 포화되고 무역 장벽이 낮아지며 글

로벌화에 주력해왔다. 패션 기업들도 완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과 동시에 제조업을 인건비가 

저렴한 주변국에 아웃소싱하는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대도시의 패션 제조업은 탈산업화(de-in-

dustrialisation, off-shoring)를 경험하게 되었다(Williams & Currid-Halkett, 2011). 한국의 경우도 

외환위기 이후 중저가 패션 제품의 제조를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해왔으며, 이와 같은 해외 

아웃소싱의 증가는 국내 생산 기반의 약화를 가속화 시켜왔다(정재우, 2007). 

그러나 최근 주요국의 대도시에서는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위해 대도시의 

재산업화(re-industrialisation, re-shoring/on-shoring)가 시도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이후 도시들의 

경제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며, 대도시들은 매력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창조 

산업(clutural economy, creative industries)을 집중 육성하기 시작했다(Williams & Currid-Halkett, 

2011). 이 중 패션 산업은 디자인 창조성(design creativity)과 제조업(manufacturing), 관련 비즈니스

가 함께 성장하고, 젊은 창의 인력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창조 산

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이러한 시각에서 글로벌 마켓의 수많은 도시

들이 도시 내 패션 산업 육성을 위해 패션 지구(fashion district), 혹은 패션 클러스터(fashion 

cluster, fashion hub)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패션 산업을 중점 지원 산업으로 선정하고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서울디자인재단을 

통해 연간 160억원 이상(2018년 기준)의 재원을 투입하여 패션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노

후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도시 내 패션제조업의 재활성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현재 동대

문과 중랑, 성동, G밸리, 청파 5개 지역에 패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지역의 영세 봉제업체

를 지원하고 제조업과 디자이너, IT, 관광 연계를 시도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고 있

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동대문 도매 상권 내에 위치한 경찰 기동대 부지가 타 지역으로 이전

하고 이 부지에 패션 디자이너와 제조, 스타트업, ICT를 결합하는 패션 혁신 센터를 설립할 것을 

발표했다. 패션 산업에서도 도시 내 제조업의 활성화는 고용과 투자 확대에 유용하며, 최근 급증

하고 있는 소규모 패션 브랜드의 비즈니스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최근 글로벌 대도시들이 육성하고 있는 패션 클러스터에 대한 사

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전 세계

의 패션 클러스터 총 41개의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클러스터의 특성 상 국내에 적용하기에 

유용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14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14개 패션 클러스터는 영국의 이스트런던 패션 클러스터(East London Fashion 

Cluster), 뉴욕 브루클린의 메이드인뉴욕(Made in New York), 로스앤젤레스의 패션 디스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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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hion District), 워싱턴 주의 패션 산업 클러스터, 밀라노(Milan) 패션 클러스터, 스페인 카탈로

니아 의류 클러스터(Catalan Clothing Cluster), 두바이 디자인 디스트릭(Dubai Design District), 

호주의 섬유 & 패션 허브(The Textile & Fashion Hub), 홍콩의 PMQ, 암스테르담의 데님 시티

(Denim City), 벨기에 앤트워프의 모데나시(ModeNatie), 일본의 메이드 인 재팬 프로젝트(Made 

in Japan Project, MIJP), 중국 심천 창의성, 베이징 쇼타운, 상하이 패션산업원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글로벌 패션 클러스터는 크게 연결(networking), 성장(development), 혁신

(innovativeness)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클러스터 내에서 패션산업 

내 리테일러와 도매업자, 제조업자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소비자와의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패션산업 뿐만 아니라 디자인, 미디어, ICT 등의 타산업과의 연결 역시 클러스터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클러스터 내 패션 관련 교육기관과 관련 정부 기관에서

는 신진 디자이너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클러스터 내 구

성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혁신 기능은 패션 클러스터 내 새로

운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기 위한 제품개발센터나 C-Lab (Creative Lab)에서 수행하는 기능으

로 관련 구성원의 질적 성장을 돕고 새로운 혁신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글로벌 패션 클러스터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국내의 패션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패션 클러스터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Williams, S., & Currid-Halkett, E. (2011). The emergence of Los Angeles as a fashion hub: a comparative spatial analysis of 

the New York and Los Angeles fashion industries. Urban Studies, 48(14), 3043-3066.

정재우(2007). 한국 패션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포럼21, 10, 33-41.

https://ec.europa.eu/growth/sectors/fashion/high-end-industries/eu-support_en



200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박현희, 구양숙
경북대학교

사회적 배제 유형이 패션명품 구매진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오늘날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구성의 붕괴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치열한 경쟁 사회 분위기 

팽배,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소속감과 사회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

다. 이런 결과로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인 관계의 욕구가 위협받고 좌절되는 사회적 배제

(social exclus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사회적 배제는 소비자가 쇼핑하는 동안 종업원과의 서비스 접점에서도 종종 관찰된다. 서비스 

접점에서 종업원들은 본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고객들을 부정적으로 응대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객들은 쇼핑하는 동안 종업원에 의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 프리미엄 

고객 또는 VIP고객 전용이라는 표시에 의해 명확하게 거절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비스 

접점에서의 연구들은 고객 불평에 대한 종업원이나 기업의 대응(Cannie, 1994; Hart et al., 1990; 

Kim et al., 2015), 고객의 태도와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언어적, 비언어

적 커뮤니케이션(Elizur, 1987; Sundaram & Webster, 2000) 방법 등 고객에 대한 긍정적 응대방

식을 찾아내는데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패션명품 구매 시 서비스 접점에서 무시와 거절과 같

은 종업원의 고객에 대한 부정적 응대방식인 사회적 배제 유형에 따른 고객 반응의 차이를 살펴

본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명품 구매상황의 서비스 접점에서 종업원에 의한 사회적 배제가 고객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유형을 무시와 거절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Lee and Shrum, 2012) 이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진행의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사

회적 배제를 당했을 때 소비자 개인의 자아-조절 특성 변인은 사회적 배제유형에 따라 사회적 배

제를 유지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역효과를 낳는 행동, 즉 구매진행의도, 을 만드는데 조절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인이 갖추고 있는 자기조절능력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자아효

능감은 사회적 배제유형에 따른 행동의도, 즉 구매진행의도를 조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위해 실험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사회적 배척유형: 무시되어지는 것, 거절되어지는 

것)×2(자아효능감: 고, 저)의 혼합요인설계방법을 적용하였다. 피험자는 부산과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60명으로 남성이 45.6% 여성이 53.2%를 차지하였다. 두 가지 사

회적 배제 유형은 시나리오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자아효능감은 집단 내 변인으로 측정되었다.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배제 유형별 조작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

나리오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사회적 배제 유형에 따른 패션 명품 구매진행의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5.553, p<.05). 무시되었다고 지각한 집단이 거절되었다고 지각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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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보다 구매진행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무시되어지는 것=3.369, M거절되어지는 것=2.461, 

t=2.411, p<.05). 둘째, 이러한 차이가 고객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효능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는지를 살펴본 결과, 자아효능감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5.950, p<.01). 자아효

능감이 낮은 집단에서는 무시되었다고 지각한 집단이 거절되었다고 지각한 집단보다 구매진행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M무시되어지는 것=3.870, M거절되어지는 것=2.063, t=3.686, p<.01), 자아효

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는 무시되었다고 지각한 집단과 거절되었다고 지각한 집단 간 구매진행의도

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무시되어지는 것=2.894, M거절되어지는 것=2.925, t=.957, 

p>.05).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패션 명품 구매 시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

에 대한 종업원의 사회적 배제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고객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와 차별점

이 있다.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 응대전략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고객의 불만이나 불평에 

대해 종업원이 어떻게 응대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 서비스 접점에서 종업원의 사회적 배제가 고객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

써 정보의 피드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객 서비스와 관련한 선행연구

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다. 둘째, 패션 명품 구매 시 서비스 접점에서 소비자들이 종업원에 의

해 불명확하고 간접적으로 무시를 당했다고 지각하면 소비자의 패션 명품 구매진행의도는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신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피드백을 받게 되면 패션 명품 구

매진행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업원들은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사회적 배제를 

받았다고 지각되지 않게 응대해나가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가치 있는 

제품임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명확한 

거절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고객 전용이나 VIP고객 전용 이라는 문구가 선망의 대상이 되던 과거

와는 달리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여 구매진행의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판매

원들은 고객에게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아

효능감이 낮은 소비자 집단에서 사회적 배제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한 반면, 자아효능감이 높은 소

비자 집단에서는 사회적 배제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볼 때, 소비자의 자아 효능

감에 따른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응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아효능감이 낮은 소비

자 집단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고객 서비스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을 사회적 배제 상황으로 프라임시켜 사회적 배제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결과의 일

반화를 위해서는 대학생이 아닌 실제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속하는 노인, 장애인, 외국인이나 실

험자극과 연관성이 높은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요구된다. 둘째, 소비자 반응변인으

로 구매진행의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실제행동변수를 사용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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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의 기대일치, 기대불일치가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최근 고객들은 과거에 비해 상품을 구매 할 때,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거리매장에 의

존하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구매가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다(최경아, 전양진, 2006).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인터넷 쇼핑 구매율은 점점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인터넷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인

터넷 쇼핑 거래액은 전년 대비 19.2% 오른 78조 227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패션부문(의복ㆍ

신발ㆍ가방ㆍ액세서리 등)을 포함한 거래액은 12조 3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성장하였고, 사

상 최대를 기록했다(통계청,2018). 인터넷 쇼핑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각 업계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패션업계에서는 브랜드를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오프라인 매

장을 내는 유통 전략 대신, 자사 몰을 통한 인터넷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터

넷 쇼핑몰 운영전략을 위해서 마케터들은 인터넷 쇼핑몰 고객의 구매행동을 분석하여, 충성고객

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고객만족이나 웹 사이트 충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업 입장

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성장가능성이 큰 시장인 전자상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Alba et al, 1997). 전경숙, 박혜정(2014)은 구매 후 행동에서 고객만족의 경우 재 구

매 의도로, 불만족은 불평행동으로 또는 상표전환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고객만족은 제품의 품질

이나 성능이 고객이 사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고객만족의 모형 중 Oliver(1980)에 의해 제안된 기대불일치 이론에 의하면 고객은 어떠한 상

품을 구매하기 전 상품성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며, 상품을 구매한 후 그 상품에 대한 성과

를 느끼게 된다. 기대와 성과의 수준이 같으면 단순한 일치이고, 기대보다 성과가 높은 것이 긍

정적 불일치이며, 성과보다 기대가 높은 것이 부정적불일치 라고 한다. 기대불일치 이론을 바탕

으로, 인터넷 쇼핑몰 고객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이장로, 박지훈(2004)은 한국 고객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객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갖는 사전 기대 요인

들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 구매의 특성상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보다 기대의 수준이 더 높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기대와 성과의 차이가 뚜렷할 것

으로 본다. 따라서 기대와 성과 수준에 따라 긍정적 기대일치 집단, 부정적 기대일치 집단, 긍정

적 기대불일치 집단, 부정적 기대불일치 집단 총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 간의 고객만

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상품을 구매한 20~50대 여성 고객을 대상으로 2018년 7월7

일 부터 8월31일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대답한 응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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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 총 400명의 설문이 수집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23.0를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대용표본 T-검정

(T-test), 독립k-표본 비모수검정(kruskal-Wallis test)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전 기대(위험기대, 혜택기대, 상품기대)와 구매 후 성과(위험성과, 혜택성과, 상품성

과)의 평균값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평균값은 위험기대 3.16, 혜택기대 3.72, 상품기대 3.43, 위험성과 3.31, 혜택성과 3.63, 상

품성과 3.26으로 나타났다. 위험기대에서 환불 및 반품이 곤란(3.30)이 가장 높았으며, 원치 않는 

광고메일(3.00)이 가장 낮았다. 위험성과도 환불 및 반품이 곤란(3.45)이 가장 높았고, 원치 않는 

광고메일(3.05)이 가장 낮았다. 혜택기대는 배달의 편리성(3.92)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쇼핑몰보

다 가격이 저렴함(3.47)이 가장 낮았다. 혜택성과도 배달의 편리성(3.91)이 가장 높았고, 다른 쇼

핑몰보다 가격이 저렴함(3.37)이 가장 낮았다. 상품기대는 자주 입을 수 있고 실용적(3.70)이 가

장 높았고, 인터넷 쇼핑몰 모델의 의류 fit과 나의 의류 fit이 비슷함(2.90)이 가장 낮았다. 상품성

과는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3.51)이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쇼핑몰 모델의 의류 fit과 나의 의류 

fit이 비슷함(2.65)이 가장 낮았다. 

둘째,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 평균값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평균값은 고객만족 3.41, 고객신뢰 3.46, 고객충성도 3.36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은 구매

행위 만족(3.64)이 가장 높았으며, 상품 품질 만족(3.25)이 가장 낮았다. 고객신뢰는 쇼핑몰이 약

속을 잘 지킴(3.55)이 가장 높았고, 쇼핑몰이 정직하다고 생각함(3.42)이 가장 낮았다. 고객충성도

는 상품 재 구매 의향(3.57)이 가장 높았으며, 쇼핑몰에 대한 친밀감(3.13)이 가장 낮았다. 

셋째, 긍정적 기대일치 집단, 부정적 기대일치 집단, 긍정적 기대불일치 집단, 부정적 기대불

일치 집단 간의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의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구매 전 기대의 평균(3.44), 구매 후 성과의 평균(3.39)을 기준

으로 긍정적 기대일치 집단 138명(34.5%), 부정적 기대일치 집단 165명(41.3%), 긍정적 기대불일

치 집단 52명(13%), 부정적 기대불일치 집단 45명(11.2%)으로 분류하였다. 

각 집단의 고객만족 평균은 긍정적 기대일치 집단 3.82, 부정적 기대일치 집단 3.06, 긍정적 

기대불일치 집단 3.70, 부정적 기대불일치 집단 3.14이며, 고객신뢰 평균은 긍정적 기대일치 집단 

3.85, 부정적 기대일치 집단 3.08, 긍정적 기대불일치 집단 3.74, 부정적 기대불일치 집단 3.29이

다. 고객충성도의 평균은 긍정적 기대일치 집단 3.86, 부정적 기대일치 집단 2.92, 긍정적 기대불

일치 집단 3.68, 부정적 기대불일치 집단 3.04이다. 

각 집단의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 

Shapiro-Wilk test 결과 데이터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Anova 대신 독립k-표본 

비모수검정(kruskal-Wallis test)으로 분석하였다. 

독립k-표본 비모수검정(kruskal-Wallis test) 결과 고객만족 평균, 고객신뢰 평균, 고객충성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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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으며, 귀무가설(각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없다)을 기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집단 간의 고객만족 평균, 고객신뢰 평균, 고객충성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k-표본 비모수검정(kruskal-Wallis test)검정은 anova에서 하는 사후분석 Dunnett

검정, Tukey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집단에서의 평균으로 비교를 하였다. 평균을 보면 고객

만족 평균, 고객신뢰 평균, 고객충성도 평균 모두 긍정적 기대일치 집단, 긍정적 기대불일치 집단

의 평균이 높고, 부정적 기대일치 집단, 부정적 기대불일치 집단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본 연구는 20~50대 여성고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령별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으로 보고, 연령별로 집단을 분류하여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

다. 연령별 집단은 20대가 156명(39%), 30대가 113(28.3%), 40대가 85명(21.2%), 50대가 46명

(11.5)으로 분류되었다. 독립k-표본 비모수검정(kruskal-Wallis test) 결과 연령별 집단의 만족평균, 

신뢰평균, 충성도평균도 세 유의확률이 모두 0.05보다 작기에 4개의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각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보면 20대, 30대, 40대에서의 평균이 비슷하며, 50대의 

평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전 혜택에 대한 기대가 높고 위험에 대한 기대가 낮

으며, 구매 후 혜택에 대한 성과를 많이 느끼고 상품에 대한 성과를 적게 느낀다. 위험기대와 위

험성과에서는 원치 않는 광고메일에 대해 가장 위험성을 느끼며, 환불 및 반품이 곤란에 대해서

는 가장 위험성을 적게 느낀다. 혜택기대와 혜택성과에서는 배달의 편리성에 대해 기대와 성과가 

가장 높았고, 다른 쇼핑몰 보다 가격이 저렴함에 대해 기대와 성과가 낮았다. 상품기대에서는 자

주 입을 수 있고 실용 적에 대해 기대가 높았는데, 나에게 어울리는 색상에 대한 성과가 높았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모델의 의류 fit과 나의 의류 fit이 비슷함에 대해서는 기대도 낮았고, 성과

도 낮았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마케터들은 고객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상품 구매 시 원치 않는 

광고메일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과도하게 광고메일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사전

에 광고메일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광고메일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쇼핑몰보다 가격이 

저렴함에 대해 기대와 성과가 낮으므로, 마케팅 4P중 하나인 가격전략을 잘 시행하여 구매를 촉

진시켜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가격 방안을 위해서는 고객의 소비형태, 경쟁 쇼핑몰의 상품 및 

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모델의 의류 fit과 나의 의류 fit

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낮았는데, 기대보다 성과가 더 낮았다. 인터넷 쇼핑은 상품을 구매할 때, 

직접 입어볼 수 없으며, 모델의 의류 fit을 참고하여 상품을 구매하게 된다. 인터넷 쇼핑몰 모델

들은 대부분 마른 체형이기 때문에 보통 체형의 고객들은 그 상품에 대한 정확한 fit을 알기 어렵

다고 한다. 요즘 브랜드에서는 외국인 모델도 많은 추세이다. 너무 마르거나 한국체형과 다른 외

국인 모델을 선택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체형의 모델을 선택하여 고객에게 보여준다면 의류fit을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만족할 것이다.

둘째, 고객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상품 구매 후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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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고객신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높게 지각하는 반면 고객충성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낮

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에서는 구매행위에 대한 만족이 가장 높았고, 상품 품질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고객신뢰에서는 쇼핑몰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쇼핑몰이 정직하다고 생각함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고객충성도에서는 상

품 재 구매 의향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았고, 쇼핑몰 친밀감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낮았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마케터들은 고객들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상품 구매 시 상품 품질에 

대해 만족할 수 있도록 상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쇼핑몰이 정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상품, 관련

정책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쇼핑몰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들과 많은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들은 SNS에서 고객들과 

소통하며,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들어주고, 상품 후기 이벤트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고객관리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면 쇼핑몰에 대한 충성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셋째, 긍정적 기대일치 집단, 부정적 기대일치 집단, 긍정적 기대불일치 집단, 부정적 기대불

일치 집단 간의 고객만족 평균, 고객신뢰 평균, 고객충성도 평균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모두 

긍정적 기대일치 집단이 가장 높았다. 고객만족 평균, 고객신뢰 평균은 부정적 기대일치 집단이 

가장 낮았고, 고객충성도 평균에서는 부정적 기대일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 쇼핑몰

에서 의류상품 구매 시 기대한 만큼 성과가 충족되면 쇼핑몰에 대한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

성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마케터들은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한 후 부정적 기대일치와 부정적 기대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와 성과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상품을 사진으로

만 확인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실제 이미지와 다르게 촬영을 하거나 판매하는 의류의 장점만 부각

시킨다면, 고객의 기대가 많이 높아지므로 불만족할 경우 성과를 낮게 지각할 수 있다. 

넷째, 연령별 집단의 고객만족 평균, 고객신뢰 평균, 고객충성도 평균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

며, 20대, 30대, 40대는 고객만족, 고객신뢰, 고객충성도가 비슷하게 높은 반면에 50대는 가장 낮

게 나타났고, 특히 고객충성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 마케터들은 50대 연령을 목표로 한다면, 50대 고객들의 구매 행동을 파

악하여, 충성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50대의 체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이

즈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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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소셜미디어 상호작용과 심리적 혜택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었으며 이

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증가되었다. 소셜미디어의 사용으로 소비자 구매의사결정 과정인 

구매, 정보탐색, 대안의 평가, 구매결정의 방법, 구전 등의 소비자 행태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패션산업의 특성상 빠른 변화와 주기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소셜미디어는 정보탐색의 매개체가 

되어 소비자와 브랜드, 소비자와 산업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Simon & Tossan, 2018).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와 소셜미디어 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나타나

는 새로운 소비자 심리요인인 소셜미디어 이용의 심리적 혜택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변

인들이 소비자-패션브랜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소비

자-브랜드 간 관계에서 소셜미디어의 상호작용과 이용의 심리적 혜택 차원들 중 긍정적 영향요인

을 규명하여 소셜미디어 콘텐츠 구성 및 브랜드 전략을 제언하고 국내 패션브랜드의 전략적 경쟁

력 향상과 한국 패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20~30대 패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패션 소셜미디어 상호작용과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

를 통해 기대하는 심리적 혜택으로 인해 소비자와 패션 브랜드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의 설문지에는 소셜미디어의 핵심적 특성인 상호작용, 소셜미디어 이용의 

심리적 혜택, 소비자-패션브랜드 관계, 인구 통계적 특성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총 221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20.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단계적 회귀분석, 기술통계분석

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와 패션 소셜미디어 간 상호작용의 요인분

석 결과, 이용자 간 상호작용과 이용자와 미디어 간 상호작용으로 차원이 나누어졌다. 패션 소셜

미디어 이용의 심리적 혜택의 요인분석 결과, 정체성 표현, 네트워크 형성, 정보획득, 기분전환, 

유행동조 등 총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패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고려하는 심리적 혜택 요

인들 중에서 정체성 표현과 정보획득의 두 요인이 소비자-패션브랜드 관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 소셜미디어의 사용자간 상호작용보다는 사용자와 미디어 

간 상호작용이 소비자-브랜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패션시장 환경에서 긍정적인 소비자-패션브랜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고객중심 소셜미디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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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시장에서 패션제품 충동구매행동에 대한 신뢰의 역할

SNS 시장에서 신뢰는 의사결정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신뢰란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관계적 상황에서의 확신적 또는 긍정적 태도를 말하며, 상호의존성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SNS 쇼핑과정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불확실성은 대면 

상호작용의 부재와 사용자 주도적인 컨텐츠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SNS를 통한 정보 탐색의 증가와 쇼핑 경험의 증가로 인한 SNS와의 친숙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은 감소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는 SNS 상에서의 정보탐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지식이 쌓이고 이에 따라 SNS에 대한 신뢰가 쌓여 SNS 쇼핑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SNS 쇼핑과정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SNS에 대한 신뢰가 패션제품

의 충동구매행동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SNS에 

대한 신뢰, 정보탐색, 친숙성, SNS에서의 패션제품 충동구매행동을 포함한 구조방정식을 제안하였

다. 연구의 자료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중 지난 6개월 동안 SNS를 통해 패션제품을 구

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목적 표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한 총 

206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

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22.1세였고 69.4%가 여성이었으며 57.9%가 

SNS에서 6개월 평균 10만원 이하로 패션제품(예; 의류, 신 등)을 구매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대체로 만족하였다(χ2=103.58, df=57, p=.000; GFI=.93, AGFI=.89, NFI=.92, CFI= 

.96, RMR=.04).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제품 구매과정에서 소비자가 인지하는 

SNS에 대한 신뢰는 SNS에서의 정보 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NS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SNS에서의 정보 탐색이 증가하였다. 즉, SNS에 대한 신뢰가 높은 소비자는 신뢰

가 높지 않은 소비자에 비해 SNS에서 정보 탐색을 더 많이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SNS에

서의 정보 탐색이 많을수록 SNS에 대한 친숙성이 증가하였고 패션제품에 대한 충동구매행동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SNS에 대한 친숙성이 증가하여도 이러한 친숙성이 패션제품 충동구매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즉, 소비자가 SNS를 통해 정보탐색을 많이 할수록 SNS 사용을 

좋아하고 친숙하게 여겼으며 한편으로 정보 탐색을 많이 할수록 탐색과정에서 패션제품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므로 패션제품 충동구매행동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SNS 사용을 좋아하고 친숙하게 

여긴다고 해도 의도하지 않았던 패션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므로 SNS를 활용하는 패션제품 관련기업에서는 SNS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주도록 정확한 

정보 및 엄선된 제품의 제공과 관리, 구매과정의 간소화 및 사용의 용이함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의 흥미를 자극하여 정보탐색을 조장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개

발하여 궁극적으로는 패션제품의 구매행동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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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화장품의 무역네트워크 및 해외 직접구매/판매 분석

글로벌화로 생산과 판매 네트워크가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있으며, 국제 무역

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들은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급증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의 확산과 함께 

직접 판매(역직구)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드라마, K-pop이 주도하는 한류의 영향력은 문화

콘텐츠 뿐만 아니라 패션과 화장품 시장으로까지 확대되어, 한국 패션제품과 화장품에 대한 관심

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류와 화장품의 수출과 수입에 대한 국가들의 무역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국가 간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의류와 화장품 시

장에서의 전반적인 무역네트워크 구조와 해외 직접구매와 직접 판매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의 분

석을 통해 수출 경쟁력 향상 및 대응전략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가(대륙)별/상품군별 온라인쇼

핑 해외직접구매액과 해외 직접 판매액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국제 무역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

석하기 위해 UN Comtrade에서 제공하는 HS-Code 33(Essential oils and resinoids;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과 61/62(Apparel and clothing accessories)의 데이터를 이용하였

다. 데이터의 기간(2014-2017)과 대륙(한국, 미국, 중국, 일본, ASEAN, EU, 중동, 중남미, 대양주)

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은 노드엑셀(NodeXL)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국제 무역 흐름의 측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을 실시하였다.

의류수입액은 EU와 미국이 높았으며, 수출액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의류는 중국에서 

EU와 미국으로 많이 이동하였으며, ASEAN에서 미국, 중국에서 일본으로의 이동도 높게 나타났

다. 화장품수입액은 미국이 가장 높았으며, EU, 중동, ASEAN도 높게 나타났고, 수출액은 EU가 

가장 높았다. 화장품은 EU에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였으며, EU에서 중동으로의 이동도 높

았다.

우리나라는 의복의 80% 이상을 ASEAN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이는 아시아의 국가들이 

의류의 주요 생산국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EU에서 수입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의 럭셔리 브랜드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류 수출은 

ASEAN과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화장품의 수입은 다수의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의 생산국인 EU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수출은 중국

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류의 직접 구매액은 2014년에는 미국 67%, 중국 23%, EU 8% 정도의 비중이었

으나, 미국에서의 직접 구매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EU에서의 직접 구매액을 갈수록 증가하



211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여 2017년에는 미국 49%, EU 31%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직접 구매액 또한 2014년 미국 70%, 

EU 16%였던 것이 2017년에는 미국 49%, EU 29%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직접구매 대상국이 처음

에는 미국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의류의 

직접 판매액은 2014년에는 중국 33%, 일본 28%, 미국 19%였던 것이, 2017년에는 중국 55%, 일

본 22%, 미국 12%로 중국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화장품 직접 판매액은 중국이 2014년 

79%, 2017년 89%의 비중을 차지하여, 화장품 직접 판매의 대부분을 중국 소비자가 구매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직접 구매액 증가는 의류 4.5%, 화장품 43% 증가한데 비해, 직접 판매액 증가는 의

류 136%, 화장품 770%로 직접 판매액이 급증하였다. 여기에는 중국 소비자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채널의 다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류문화가 아세안이나 중남미에서

도 일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까지는 제품의 구매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제품

구매에 관심이 없다기 보다는 그 나라에 적합한 제품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한류와 로컬문화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유럽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 및 아시아 시장을 겨냥

한 컬러 제안이나 제품 개발을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다양한 인종을 위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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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의복쇼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화 간 감수성과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단일민족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계화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학생, 이민자, 노동자 등 외국인들의 구성이 증가되어 하나의 문화 그룹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다문화 초중고생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유학생의 증가 

등 한국체류 외국인들의 증가는 각종 통계수치에 의하여서도 검증되고 있다. 2050년경에는 인구 

10명당 1명이 외국인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Jeong & Park, 

2018). 외국인이나 해외시장에서 한국문화 및 브랜드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의복행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의복은 사회적인 성향을 가지

고 있어서 환경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한국이라는 문화에 단기 혹은 장기적으

로 정착한 소비자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대상으로 하였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가치나 태도의 변화는 의복쇼핑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문화 간 

감수성이라는 변인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로 문화차이를 인

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경향이다(Bhawuk, & Brislin, 1992; Kang & Lim, 2014). 문

화 간 감수성이 높은 외국인이라면 한국문화에의 적응도 수월할 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의 의복

쇼핑행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문화적 감수성은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

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내재적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Kang & Lim, 2014). 이와 별개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형성된 한국 문화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역시 한국에서의 쇼핑행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방법을 실시하였다.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글과 영어로 표기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문화간 감수성,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의복 쇼핑태도, 의복평가기준 및 한국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의복행

동에 대한 문항 등이 포함되었다. 

기술통계 분석결과 한국체류 외국인 응답자들은 의복 쇼핑 시, 인터넷, 점포디스플레이, 한국

인친구를 주요 정보원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동대문이나 가두점포를 주요 쇼핑채널로 활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나 백화점은 상대적으로 쇼핑채널로써 선호경향이 낮았다. 한국

에서 의복쇼핑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맞음새로써 체형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

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디자인, 품질, 유행이 주요 평가기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원산지, 서비스, 세탁관리는 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국내시장에서의 의복쇼핑에 대한 태도는 총 8문항의 형용사 쌍으로 측정되었는데 7점척도 평

균 5.1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의복쇼핑에 대한 태도는 수입이나 의복지출비 등 경

제규모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체류 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한



213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편 연령이나 성별 등 인구통계적 특성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간 감수성과 한국

브랜드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의복쇼핑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알아본 결과 

두 요인 모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β=.29, p<.001; β=.20, p<.01).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보

다는 문화 간 감수성 변인의 영향력이 컸는데 단순히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경향이 국내시장에서의 의복쇼핑에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쇼핑태도가 한국브랜드 관련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국내시장

에서의 의복쇼핑태도가 높을수록, 한국브랜드를 선호하거나 만족하는 경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러나 한국 사람들과 유사한 스타일을 입겠다는 문항과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브랜드 선호 등과 연관되어 측정되어온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 변인과, 국내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 등과 연관되어 측정되어 온 문

화 간 감수성 변인을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내시장에서의 쇼핑태도 변인과 연결 지어 접근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문화 간 감수성의 강한 영향력은 후속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측면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측면은 결국 한국브랜드에 대한 선호와 만족으로 이어지지만 한국소

비자와 유사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과는 관계가 없었는데 역시 후속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부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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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패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추가가격 지불의도

패션산업은 공업화의 진전과 기술의 고도화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 시킨 반면, 더욱 빨

라진 트렌드로 인해 소비자들은 패션제품을 쉽게 입고 버리게 되는 등 패션성과 저가지향성만이 

주요 제품속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패스트패션이 강세를 이루는 현 상황에서 패

션상품의 제조과정 및 폐기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들을 숙제처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적 상황에 따라 패션산업은 최근 수년간 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과 시장에서의 윤리적 소비에 대

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쟁점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한편 환경친화적 패션 제품은 가격과 미적인 면에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적을 수 있

기 때문에 소비자가 개인의 욕구나 시장효율성의 일부를 포기하는 불편을 감수하고도 지속가능한 

소비를 할 것인가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인식과 태도가 실제로 행동의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친화적 소비의 실천적 부분에 주목하

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해 소비윤리와 환경의식 및 의복소비행동변인을 포함한 설문지가 개발되

었고 서울 및 경기지역의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먼저 그린 산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의생활 부분, 식생활 부분, 주생활 부분으로 나누어 

본 결과 식생활 분야가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는데 이는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에 대한 중요도

가 높아짐에 따라 웰빙과 유기농 등의 산업의 중요성을 타산업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 분야를 제외하고 주생활 분야와 의생활 분야의 산업의 중

요성은 소비자들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류상품 구매시 평가기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았

는데 환경의식이 높을수록 보관과 관리의 편이성과 소재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나 상

대적으로 가격과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시판 상품의 개선점에 대한 

문항에서 적절한 가격과 품질의 향상 측면이 높게 나타났다. 친환경 및 윤리 속성이 부가된 상품

이 상대적으로 비싼 제품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추가가격 지불의사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에서 2만원인 의류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환경친화적 제품에 1천원 더 추

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전체 67.4%

였다. 지불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16.3%였고 나머지 응답자는 결정이 어렵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결과이다.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남성보다 여성이 추가 지불 의

사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 별로는 20대 소비자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경

향이 가장 높았으며 10대와 50대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학력의 소비자가 보다 높은 추

가비용 지불의사를 보였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친환경 제품뿐 아니

라 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도 추가지불의사 경향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윤리적 소비와 관련된 소비행동 간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와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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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실제로 이를 반영한 다소 비싼 제품의 구매행동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를 알아보았다. 

실제 구매환경에는 디자인이나 브랜드와 같이 다양한 속성의 영향도 있겠지만 윤리적의식과 실천

적 소비행동 간의 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접근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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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시니어 시장에서 패션명품 브랜드의 
충성도 결정요인 연구

패션명품 브랜드의 주 고객인 액티브시니어들은 전통적인 노인들과는 달리 가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자기계발과 여가활동, 관계 맺기에 적극적이다. 본 연구

에서는 액티브시니어 시장에서 패션명품 브랜드의 충성도 결정요인을 밝혀내기 위하여 액티브 시

니어의 소비가치가 서비스 품질과 제품선택기준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수들이 소비자 만족, 감

정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자료는 2018년 9월 패션명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부산지역의 5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내용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총 20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명품을 구매한 적이 있는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가치는 사회적 가치, 기능적 가치, 

감각적 가치, 진귀적 가치, 상황적 가치의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 설면 변량은 74.72였

고, 신뢰도 계수는 .65 이상으로 신뢰할 만 하였다. 서비스 품질은 신뢰성, 반응성, 공감성, 유형

성의 4요인이 추출되었고, 신뢰도 계수는 .68 이상이었다. 제품선택기준은 스타일/디자인, 내구성

/품질, 희소성/소장가치, 브랜드/가격의 4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신뢰도계수는 .60 이상으로 신뢰

할 만하였다. 소비자 만족, 감정, 충성도는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87-.91로 

높은 편이였다. 

둘째, 액티브시니어의 소비가치 중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진귀적 가치 순으로 서비스품질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선택기준에는 기능적 가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감각적 가치, 상황적 가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만족과 

긍정적 감정에는 서비스품질이 제품선택기준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액티

브시니어 시장에서 패션명품 브랜드의 충성도에는 소비자 만족이 감정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비가치 중 기능적 가치는 서비스 품질보다는 제품선택기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사

회적 가치와 진귀적 가치는 서비스 품질에만 영향을 미쳤고 감각적 가치와 상황적 가치는 제품선

택기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품질과 제품선택기준에 미치는 소비가치가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들은 패션명품 브랜드 구매 시 제품선택기준 보다는 

서비스 품질을 통하여 더 만족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지니면 이는 패션명품브랜드의 충성도로 이

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패션명품 브랜드의 마케터들은 온오프라인 점포의 서비스 품질 개

선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냄으로써 

패션명품브랜드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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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규, 구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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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 브랜드 소비자들의 소재 인식과 선호도에 대한 연구:
대학생 소비자를 중심으로

1. 서론

국내 의류시장은 수출대국이었던 1980년대 황금기를 지나 대부분의 비중이 수출보다 수입으로 

이뤄지는 침체기를 겪게 되었고 선전해가는 선진국 글로벌 브랜드에 밀리고 동남아시아,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으로 인해 위협을 받아 오고 있다. 소비자의 요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족시

키는 형태를 갖춘 글로벌 브랜드의 국내 진출로 인해 국내 의류 브랜드는 국내 의류시장에서의 

입지 또한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보다 높아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빠르게 변

하는 의류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산된 것이 SPA브랜드로서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

랜드(Interbrand)에 따르면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여년이 넘는 전통 깊은 인기 의류브랜

드들을 제치고 현재 전 세계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의류브랜드 순위에 오르고 있다. 대내외 

여러 정세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의류 트렌드를 직시하지 못하여 벌어졌던 침체기를 교훈 삼

아 국내 의류 시장도 해외 브랜드를 벤치마킹한 형태의 브랜드가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글로벌 

SPA브랜드를 벤치마킹하는 브랜드가 급증하고 있다. (조은지, 2018)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의 주기 또한 점차 단축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합리적인 가

격, 실용성, 유행성을 강조하며 디자인 및 상품 개발 주기를 빠르게 회전시키기에 적합한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Apparel Brand)브랜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패션 시장에 유니클로(UNIQLO), 자라(ZARA), 에이치엔엠(H&M)과 

같은 글로벌패션 브랜드들이 진입하여 크게 성장해 왔으며, 이와 같은 활약상에 자극을 받아국내

에서도 새로운 SPA 브랜드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브랜드는 해외 브랜드에 비해 인지

도 및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아직 미약하다 할 수 있다. (변영민, 2014)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 90년대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양극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저가

지향의 소비자들은 더욱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성아, 2001) 현재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SPA브랜드를 가성비의 브랜드로 인식하고 있을 만큼 SPA브랜드들이 수지타산에 맞춰 

패션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들은 트렌드에 민감하여 향후에도 SPA브랜드의 주요 

소비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20대 소비자들의 SPA브랜드 구매력

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의 값싸고 질 좋은 SPA브랜드 소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더불어 소

재 선호도 및 만족도를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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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SPA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재 인식을 조사한다. 

연구 문제 2. SPA 브랜드의 소재 선호도 및 만족도를 조사한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대 남녀의 SPA브랜드에 대한 소재 인식과 홈 SPA브랜드 구매 실태 및 선호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8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8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분석 가능한 27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교차분석, t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옷 구매 시 일반적 사항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패션 관심도
남성 148 3.43 0.977

여성 123 3.6 0.744 -1.641

소재 관심도
남성 148 3.32 0.896

여성 123 3.46 0.792 -1.405

소재 확인필요성
남성 148 3.7 0.936

여성 123 3.93 0.759 -2.134*

소재 지식 
남성 148 2.77 0.919

여성 123 2.93 0.827 -1.536

*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는 의미, 많을수록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패션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5점 만점 기준 각 

3.43점, 3.6점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비해 소재에 대

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패션관심도에 비해 0.1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확인필요성에 대해서는 남여 각각 3.7점, 3.93점을 기록하면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대로 소재 지식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 모두다 3점에 못 미치는 점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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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상품 선택 시 소재 중요도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소재 이미지
남성 148 3.18 0.988

여성 123 3.4 0.71 -2.091*

소재 특성 설명
남성 148 3.13 0.957

여성 123 3.39 0.697 -2.528*

소재 질감 설명
남성 148 3.41 1.003

여성 123 3.59 0.745 -1.66

섬유 혼용율
남성 148 3.01 1.043

여성 123 3.31 0.87 -2.501*

세탁관리방법
남성 148 3.39 1.073

여성 123 3.66 0.867 -2.219*

*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다는 의미, 많을수록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소재 선택 시 중요시 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소재 질감에 대한 설명이 3.41점으로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세탁 관리 방법에 대한 설명이 3.66점으로 가장 높

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이 평균 3점 이상으로 대체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남성과 여성의 소재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3. 선호 소재 특성

남성N(%) 여성N(%) 남성N(%) 여성(%)

경량성 81(18) 90(19) 두께 11(2) 5(1)

탄력성 33(7) 36(8) 부드러움 84(19) 105(23)

신축성 63(14) 57(12) 푹신 22(5) 11(2)

드레이프성 38(8) 42(9) 사각거림 4(1) 3(1)

보송함 22(5) 14(3) 매끄러움 12(3) 22(5)

촉감 33(7) 46(10) 빳빳함 9(2) 7(2)

중량성 11(2) 4(1) 보온 27(6) 24(5)

선호 소재 특성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경량성 및 부드러움이 약 18~19% 가장 선호되는 특

성 사각거림이 4%로 가장 선호되지 않은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부드러움이 23%

로 가장 선호되는 특성, 중량성 및 사각거림이 1%로 가장 선호되지 않은 특성으로 보이고 있다.

Table 4. 선호 소재 이미지

남성N(%) 여성N(%) 남성N(%) 여성(%)

세련 82(15) 59(10) 멋 39(7) 38(7)

귀여운 10(2) 10(2) 개성 37(7)) 42(7)

깔끔함 79(15) 78(14) 지적 9(2) 10(2)

남성적 27(5) 6(1) 강렬 5(1) 4(1)

수수한 11(2) 27(5) 활동 41(8) 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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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소재 이미지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세련, 깔끔함이 15%로 가장 높은 선호 소재이미지, 

귀여운, 수수한 이 2%로 가장 선호되지 않은 이미지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깔끔함이 14%로 

가장 선호되는 이미지로 나타났고 세련, 캐주얼, 활동적인이 대체로 선호되는 이미지로 나타났다. 

남성적, 강력한과 같이 여성과 반대되는 성향은 1% 정도로 가장 낮은 선호 이미지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소비자 SPA브랜드 의복 구매 시 소재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더불어 의복 

구매 시 소재의 만족도 선호하는 소재 특성 및 이미지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고 실시하였다. 연

구 결과, 젊은 세대들의 소재 관심도는 높지 않았지만, 소재 확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

다는 결과로 볼 때 소비자들은 패션제품 소재에 대한 잠재적인 관심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남성복의 경우 중요시 되는 요인 중에서 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피복성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세탁관리 방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이는 여성이 의복을 

오랜 기간 동안 착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남녀 간 가장 선호하는 소재 특성의 경우 부

드러움이 가장 선호되고 부드러움과 반대인 사각거림이 가장 선호되지 않음으로 SPA브랜드들이 

부드러운 질감을 위주로 옷을 만든다면 젊은 세대들의 SPA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재 이미지의 경우 깔끔함이 가장 선호되는 이미지로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 

SPA브랜드들이 제품의 심플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옷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SPA브랜드들은 미래에 소비자들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잠재적인 소재 

관심도에 따라 외형적인 특성은 계속 강조하되 내적인 소재 특성들을 마케팅 분야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구매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부드러운 질감을 바탕으로 

심플한 이미지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수요는 더욱 증가 할 것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기업차원에

서 소비자들의 의복 구매 시 소재에 대한 구매실태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마케팅에 즉각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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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연구:
게임 다이내믹스 차원을 중심으로

패션 기업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사용자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콘텐츠 확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많은 패션 브랜드들은 소비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다

양한 미션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마케팅을 펴고 있다(Moon & Park, 2016). 또한 나

이키의 러닝반란과 같이 총 8주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새로운 미션을 제공하는 이벤트들도 등

장하고 있다(Byun, 2017). 이처럼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마케팅에서 기업은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비자에게 임무를 부여하며 이에 따른 보상을 증정하는데, 이는 게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

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14).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 

게임적 요소들을 적용하여 게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Kim et al., 2014). 이는 기존의 마케팅 방

식보다 더욱 체험적인 요소들을 이용해 소비자의 재미와 참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Kim et al., 2014; Moon et al., 2015). 게임 다이내믹스(Game Dynamics)는 게이미피케이션의 

핵심적 요소로, 참여자의 즐거움과 욕구를 자극하여 참여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Lee et 

al., 2014). Moon et al. (2015)은 소셜 미디어의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연구에서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 다이내믹스를 도전, 경쟁, 성취, 보상, 관계로 재정리하였다. 

이에 인스타그램에서 패션브랜드의 관계형 마케팅 사례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실제 마케팅 사례에 대해 소비자가 지각하는 게임 다이내믹스를 분석하고자 하

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이러한 게임 다이내믹스가 플로우와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력

을 밝히고자 하며, 플로우와 즐거움이 소비자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소유한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선행연구

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ㆍ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 후 총 20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 회귀 분석이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최소 18세, 최대 34세로 평균 23.14세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남성 

39.0%, 여성 61.0%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을 이용한 마케팅 유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되

는 본 연구의 사례와 유사한 마케팅 이벤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5에 불과한 응답자가 인

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참여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0%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게임 다이내믹스 차원을 규명하기 위한 요인분석 결과에서는 총 6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

며, 추출된 요인은 관계(브랜드와 소비자간), 관계(참여자간), 경쟁, 보상, 도전, 성취로 명명하였

다. 연구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 응답자가 지각하는 게임 다이내믹스 차원 

중 경쟁, 참여자간 관계, 그리고 브랜드와 소비자간 관계는 플로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전, 성취, 보상은 플로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서적 즐거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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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다이내믹스 차원 중 도전, 경쟁, 보상, 참여자간 관계, 브랜드와 소비자간 관계가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는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플로우와 즐거움

이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플로우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즐거움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 참여의도에는 플로우와 즐거움 모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브랜드 충성도에도 플로우와 즐거움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결과는 게임 다이내믹스 차원 중 관계의 중요한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인스타그램의 관계형 

마케팅에 대한 긍정적인 소비자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플로우와 즐거움을 자극하는 것이 필수적

이며, 소비자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정서적 즐거움과 재미를 극대화시

키는 체험적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다고 본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인스타그램 마케팅 인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관계형 인스타그램 마케

팅에 대한 인지율과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형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성공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지도와 초기 참여율을 높여 지속적 참여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사료된다. 또한 실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해석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 관계형 인스타그램 마케팅과 이벤트를 실시하는 브랜드

가 늘어남에 따라 실제 소비자들의 마케팅 인지도와 참여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실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경험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고자 하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기초 자료로 이용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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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패션 공유플랫폼 비교 및 구매후기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된 소비패러다임이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으면

서 최근 패션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욕구와 합리적 소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패션 공유서비스들

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패션 산업 내의 공유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는 한ㆍ중 패션 공유플랫폼의 현황과 구매후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태동기에 

도래한 국내 패션 공유플랫폼의 마케팅 전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7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과 중국의 의류 대여 서비스 각 2곳(한국 : 프로젝트앤, 더클로젯 / 중국 : 

이얼싼, 뉴션파이)을 선정한 후, 공식 홈페이지, 네이버, 바이두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플랫폼

과 구매후기의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ㆍ중 패션 공유 플랫

폼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첫째, 홈페이지는 상품군과 상품제시방법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한국은 의

복 유형과 사이즈, 대여 현황 등의 객관적인 정보를 먼저 노출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카테고리가 

좀 더 세세히 분류되어 있고 감성적인 테마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둘째, 가장 큰 차이로는 한

국은 사용자 간의 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없었지만, 중국은 후기를 공유하며 ‘좋아요’ 

기능과 댓글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 간 의견을 공유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게다가 구매 

후기에 있는 제품을 클릭하면 제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했다. 구매후기를 비교 분석

한 결과, 셋째, 제품 평가의 경우 한ㆍ중 모두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서비스 부분에서 차

이를 보였다. 중국 이용자보다 한국 이용자는 가격(리테일가)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렌탈 

기간 및 배송 부분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중국은 렌탈 기간 조정과 빠른 배송 등으로 만족도가 

높아 언급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한국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스타일링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가 높았고, 스타일이 참고 가능하다는 등에 언급이 있었지만 렌탈 제품 수가 부족해 원하는 

시기에 제품을 빌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국내 패션 공유플랫폼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홈페이지 내 이용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후기 카테고리

를 만들어 패션 공유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렌탈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에도 여러 기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송기간이 렌탈 기간에 포함되며 정기 이용권의 경우 기간보다 횟수에 초점을 

맞춘 중국과 달리 한국은 횟수와 기간 모두 제한을 두어 다소 비경제적인 경향이 있다. 셋째, 한

국의 패션 공유 플랫폼은 중국보다 아이템 수, 스타일이 현저하게 부족해 불편함을 겪는다는 의

견이 많았으므로 아이템의 다양화를 통하여 충성 고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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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셔츠 소비자의 충성도에 관한 연구

패션 산업의 발달로 남성복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남성 소비자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

하고 세분화되고 있다. 근무복장 자율화, 레저 및 스포츠 등의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라이프 스

타일의 변화와 소비자 의식의 변화 등으로 남성복 시장에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캐주얼의 선호 성향이 확대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으로 

셔츠가 대두되고 있다. 셔츠는 정장과 캐주얼 의류 모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착용되는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성인 남성에게 많이 애용되고 있다(성혜윤, 이경화, 2016). 또한, 셔츠는 캐주얼한 겉

옷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지게 되어 쟈켓과 함께 남성복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착용되고 있다(최

종명, 권수애, 2005). 지금까지 선행된 남성복에 관한 연구는 정장 및 캐주얼 의류에 관해서만 이

루어졌을 뿐 특정 아이템 셔츠 구매과정에서 충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 소비자들이 셔츠를 구매할 때, 소비자의 충성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7년 12월 본인이 직접 셔츠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남

자 대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00부가 최종 분

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 분

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남성 셔츠 소비자들의 쇼핑 성향은 브랜드 추구 성

향, 브라우징 추구 성향, 가격 추구 성향으로 구별되었고, 셔츠 선택 기준은 실용성, 디자인, 품질

로 구성되었으며, 셔츠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점포 속성은 물리적 특성, 가격, 서비스, 다양성이었

다. 둘째, 브랜드 추구 성향이 강한 소비자는 브랜드 중에서도 실용적인 제품을 선호하였고 다양

한 제품이나 가격을 제시하는 점포를 선호하였다. 쇼핑할 때 브라우징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실용

적인 제품을 선호하였고 점포의 물리적 특성, 가격,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셋째, 셔츠 제

품의 부자재/소재나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는 셔츠 선택 과정에서 감정적 몰입이 높았

으며 감정적 몰입이 높을수록 충성도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남성 셔츠 소비자들 

중 브랜드 추구 성향이나 브라우징 추구 성향이 높은 소비자를 위해 실용적이고 다양한 셔츠 제

품을 구비하고 점포 내 서비스를 보완하여야 할 것 이며, 소재/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위해서는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감정적 몰입을 유도함으로써 충성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남성 소비자들의 셔츠 관련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셔츠에 대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충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실용성, 품

질, 점원 서비스 등 점포속성과 제품속성들을 모색하여 기업의 수익창출을 이끌 수 있도록 전략

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225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박은주, 장종수, 이민준, 

정인영, 이현정
동아대학교

인스타그램에서의 구매 및 구전의도에 관한 연구

최근 SNS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더불어 이용자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버티컬(Vertical) SNS 중 이미지 기반인 인스타그램은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SNS 점유율

이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소비자의 쇼핑 흥미도가 높을수록 정보탐색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며 이어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

램에서 쇼핑 흥미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스타그램 특성이 패션제품의 구매 및 구전의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본 연구결과는 패션 기업에게 인스타그램에서 마케

팅적 활용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 11월 인스타그램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불성실한 내용의 질문지를 제외한 2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응답자들이 사용한 패션제품 구매에 사용한 금액은 월 평균 1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에서 패션제품 구매에 사용한 금액은 월 평균 5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둘째, 인스타그램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인스타그램의 특성은 

시각적 특성, 접근성, 상호작용성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패션제품 구매할 때 쇼

핑에 관심이 많고 재미를 느끼는 소비자일수록 인스타그램의 시각적 특성, 접근성, 상호작용성을 

모두 중요하게 인지하였다. 특히 소비자들은 인스타그램의 시각적 정보가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

거나 브랜드 가치와 감성을 높게 반영할수록 인스타그램에서 얻은 정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소비자들의 만족이 높아질수록 패션제품의 구매의도는 증가하였으며, 구전의도가 높아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제품을 추천하거나 공유하기를 누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패션 관련 기업에

서는 쇼핑흥미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위해 패션제품의 시각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

을 통해 신규 소비자의 유입과 기존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며 빠르게 변하는 트렌

드에 따라 소비자들의 관심사에 대해 패션기업들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트렌드와 관심사를 빠르게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벤트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면 인스타그램에서 패션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쇼핑 흥미도

가 낮은 소비자들을 위해 패션 제품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의 쇼핑 흥미도를 자극

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규 소비자들의 만족과 구매의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이클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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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민선1), 노정심1)

조선대학교*, 상명대학교1)

에너지 하베스팅 자켓 디자인 개발과 착의평가

아웃도어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인체활동을 통한 에너지 하베스팅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

는 가운데, 사용자 니즈에 기반한 에너지 하베스팅 텍스타일 패션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들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개발되고 연구된 스마트 웨어, 혹은 웨어러블 기기들은 의복과의 

통합, 착용성, 그리고 유연성보다는 제품의 스마트 기능에 초점을 주로 두고 있었다(Lee, Suh & 

Roh, 2017; Suh & Roh, 2017). 에너지 하베스팅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웨어는 사용자의 움직임에

서부터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하베스팅이 되어야 함을 기본으로, 시스템의 기능 및 작동 뿐 아니

라 사용자 중심의 기기 사용 편리성, 착용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팔의 교차운

동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텍스타일을 개발하였고(Lee&Roh, 2018) 이에 휴대용 충전장치를 

연결하여 전체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장치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한 에너지 하

베스팅 시스템 장치가 다양한 아웃도어 웨어에 적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장치의 적합한 의류내 통

합 위치를 걸정하고, 이를 통해 착용성이 우수한 에너지 하베스팅 자켓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장치를 자켓에 통합하였다. 자켓 디자인의 선택 

및 결정은 아웃도어 재킷 전문개발자 및 패션전공 박사로 이루어진 전문가 6명의 의견을 수렴하

였다. 통합 방법은 두 가지 착의평가를 거쳐 결정되었다. 1차 착의평가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시

스템 장치의 의류 내 부착위치 결정을 위한 것이며, 일반인 8명의 팔 교차자세들을 관찰하여 팔

이 스쳐지는 몸의 위치들의 교집합 부위를 표시하였다. 2차 착의평가는 충전장치 위치 결정을 위

한 것으로 재킷 내부에 충전장치를 삽입할 수 있는 주머니 12개 위치에 대해 5년 이상 아웃도어 

활동 경력이 있고 한 달 평균 2회 이상 운동하는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충

전장치의 위치별 선호도를 응답토록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험자들의 교차운동을 통한 팔과 몸 스침 위치의 교집합 부위를 확

인하고, 교집합 부위에는 에너지 생성을 위한 시스템 장치 모듈이 내측 팔과 몸통 옆구리에 부착

되었다. 이후, 전문가 집단을 통한 2차 착의평가 결과, 충전장치의 선호 위치는 자켓 안쪽 밑단, 

핸드내부포켓, 가슴외부포켓, 가슴안쪽포켓 순으로 나타났다. 1차와 2차 착의평가를 통해 보행시 

팔의 교차운동을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장치의 재킷내 최적의 적용 위치가 결정되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스타일의 아웃도어 자켓 디자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Suh, S. E. & Roh, J. S. (2017). Development Status of Energy Harvesting Fashion Produc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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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윤홍진, 김종훈*
(재)FITI시험연구원

HPLC를 활용한 천연염료 적합성평가 연구 (1)

합성염료의 환경오염 유발 문제와 일부 합성염료의 인체 유해성으로 인한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환경규격 적용은 글로벌 의류패션 관련 기업들로 하여금 환경친화형 제품에 대한 관심을 지속

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천연염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천연염색 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개를 위해서는 천연염료의 표준화, 규격화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정의와 연구

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천연염료(적색)의 HPLC 분석을 통해 천연염료 

적합성평가 연구를 진행하였다.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STEAM연구사업 중 전통문화연구개발사업

(NRF-2017M3C1B5018878)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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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진, 이은미, 김종훈*
(재)FITI시험연구원

해수상안전용품 글로벌 규제 동향

해상안전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해수상안전용품(구명동의, 구명뗏목 등)과 관련한 규제는 국내 해상 환경에 맞게 개

선되고 있다. 반면 해상안전에 대한 글로벌 기술 규제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를 중심으로 신설 및 강화 되고 있으며 IMO는 전 세계 해양에서 일어날 수 있

는 해양사고에 대비하고 해상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와 지원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수상안전용품의 국ㆍ내외 규제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하

였다. 

*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8-0-00937, IoT 텍스트로닉스 기반 스마트 발포 시스템을 이용한 라이프 재킷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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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호, 권선영*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항산화 물질을 적용한 노화 지연 건강 고기능성 프리미엄 
호텔용 침구류 개발

1. 서론2)

리빙 제품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특급호텔처럼 장식하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이른바 ‘호텔하

우스 인테리어'가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2017. 2. 20)에 따르면, 호텔 인테리어 관

련 제품 판매량을 살펴본 결과 호텔 침구류와 욕실 소품 등 리빙 제품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 16일까지 '호텔 이불'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판매량이 900% 증가하였으

며, 부드러운 촉감에 보풀이 적은 '호텔 수건'도 568% 증가하고 있다. 

최근 (주)이브자리, (주)이덕아이앤씨의 <알레르망>, (주)웰크론의 <세사> 등에서 기능성 침구

제품 전문 브랜드/라인을 선보이는가 하면, 이집트산 면화 100% 코튼 새틴 원단으로 침구 세트

가 50-200만 원대, 최근 2000만원이 넘는 제품이 팔려 화제가 됐던 이태리 고급 침구 <프레떼>, 

힐튼 호텔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크라운 구스> 침구제품이 100만원까지 호가하는 것으로 볼 

때, 프리미엄 침구제품들의 국내ㆍ외 수요 시장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프리미엄 침구류 주요 생산국가들(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의 매출 추이는 

201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급상승하였다(Journal du textile, 2013). 반면, 국내신소재, 염색가공, 

산업용 섬유 등 프리미엄 침구류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선진국 대비 80% 수준 밖에 못 미치

고, 디자인 면에서 역시 선진국 수준의 60%의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섬유연합회, 2012). 

현재 침구류에 접목된 국내기술 개발현황은, 오염을 줄이고 집먼지 진드기 및 기타 알레르겐

을 차단하는 침구류, 은나노 및 이산화티탄을 함유한 항균성 침구류, 아로마테라피 캡슐향이 발향

되는 침구류,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천연 옥수수 섬유를 이용한 침구류, 나노은이 첨가된 항균코팅

처리로 인체세포의 활성화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실내 정화효과 기능을 함유한 침구류, 

항균캡슐 분말을 이용하여 항균 및 소취 기능을 제공하는 침구류가 있으며 국외로는, 항균기능 

침구류와 아로마 요법용 침구세트가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수면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 감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항균 기능 외 기능면에서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안락한 수면환경을 제공하고 기능성ㆍ감성 침구류 디자인까지 갖춘 건

강 기능성 침구류제품을 개발했을 시 국내ㆍ외 시장선점이 매우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본 기술개발을 통해 쾌적한 수면환경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락한 수면환경을 

제공하고 소재 부문의 고급화와 내구성,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기능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성

이 접목된 프리미엄 건강 기능성 호텔용 침구류 제품을 개발 했을 시, 국내외 기존 유통망을 통

* 본 논문은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사업의 사업비 지원(과제번호 10076598)에 의해 수행되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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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내수는 물론 브랜드 파워 구축 후 수입브랜드 대체가능하며 나아가 수출시장에서의 선점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으로는 국내ㆍ외 문헌과 학술지, 논문, 인터넷 사이트, 선행연구 

등을 통한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국내ㆍ외 

주요 소비자의 구매 패턴 및 트렌드 정보 사이트 분석을 통한 시장 동향 분석, 호텔용 침구류 제

품 분석 및 기능성 침구류 디자인 요소별 특징을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항산화 물질을 적용한 노화 지연 건강 고기능성 프리미엄 침구류 소재를 활용한 호텔용 침구

류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호텔용 침구류 제품 실태와 구매행동, 호텔용 침

구 제품의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20-50대 침구류 구매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선정

하였는데, 자료의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8월 6일

부터 8월 11일까지 6일에 걸쳐 총 120부를 배포하고 회수 불가능한 16부를 제외한 10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호텔용 침구류의 구매이유로는 <결혼>, <이사/분가>라는 답변이 많았다. 호텔용 침구의 소재

의 질과 디자인적인 요소가 제품의 퀼리티를 부여하면서 매출로 연결된다고 보여진다. 결혼이 늦

어지면서 소비력을 갖춘 소비자들이 침구제품을 선택할 때 가격을 떠나 품질을 따지는 것으로 확

인된다. 침구류 세트 구매가격대는 <80-100만원 미만>, <60-80만원 미만>이 많았다. 침구브랜드

에서는 제품의 퀼리티를 높여 제품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호텔용 침구류 선택이유로는 <소

재>라는 답변이 많았다. 호텔용 침구브랜드에서는 침구소재의 질을 높여 좋은 소재의 침구를 출

시하여야 할 것이다. 호텔용 침구 제품 구입시 계절별 선호하는 패턴디자인으로는 <무늬없는 

것>, <스트라이트> 순으로 많았다. 단순하거나 모던한 패턴문양을 선호하였다. 호텔용 침구제품 

구입 시 선호하는 소재는 고급면(60수 이상, 실켓가공 등)을 선호하였다. 제품의 소정선정에 참고

하여야 할 것이다. 호텔용 침구제품 구입 시 선호하는 컬러는 <화이트계열>을 가장 선호하였다. 

호텔용 침구제품 구입 시 선호하는 직물 표현방식은 프린트문양, 자수문양, 자카드문양, 기타 순

으로 선호하였다. 상품기획 시 스타일 선정에 참고하여 디자인하여야 할 것 같다.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 니즈 분석 결과를 통해 기능성을 가미한 호텔용 침구류 세트 더블, 

트윈, 킹사이즈 침대시트, 이불커버, 베게, 매트리스커버 5세트의 아이템을 개발하였다. 

4. 결론

항산화 물질을 적용한 노화지연 건강 고기능성 프리미엄 침구류 소재를 활용한 호텔용 침구류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수면산업협회는 2015년 기준 국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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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산업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며 수면시장의 더 많은 발전을 예상하고 있다. 향후 

세계 침구시장 성장 전망(Global Industry Analyst, 2015)에 의하면, 세계 침구 및 매트리스 시장

이 미국은 2020년까지 37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며, 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으로 예측되는 시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같은 자료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소재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발전,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 상승, 의료적, 건강적 

목적으로의 침구에 대한 수요 확대, 자연친화적인 매트리스와 침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등이 

주요 시장 성장 동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침구류에 접목된 국내기술 개발현황은, 오염을 줄이고 집먼지 진드기 및 기타 알레르겐

을 차단하는 침구류, 은나노 및 이산화티탄을 함유한 항균성 침구류, 아로마테라피 캡슐향이 발향

되는 침구류,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천연 옥수수 섬유를 이용한 침구류, 나노은이 첨가된 항균코팅

처리로 인체세포의 활성화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실내 정화효과 기능을 함유한 침구류, 

항균캡슐 분말을 이용하여 항균 및 소취 기능을 제공하는 침구류가 있으며 국외로는, 항균기능 

침구류와 아로마요법용 침구세트가 개발되어 있지만, 항균 기능 외 기능면에서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 기능 지속성이 향상된 기능성 패브릭 제품개발, 숙면, 경량성, 쾌적성을 

수반한 기능성 패브릭 개발, 임상효과를 통한 항산화성 평가 기대를 통해 안락한 수면환경을 제

공하고 소재 부문의 고급화와 내구성,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기능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성이 

접목된 프리미엄 건강 기능성 호텔용 침구류 제품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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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DYETEC연구원

피트니스웨어용 하이게이지 편직물의 
생리활성 기능 마이크로캡슐 가공 및 특성분석

최근 항산화성, 아로마테라피, 혈액 순환 촉진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의 섬유제품들이 

이너웨어, 아웃도어뿐만 아니라 침구류에 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생리활성물질의 나노/마이

크로 캡슐레이션과 섬유표면에 캡슐의 부착을 통하여 기능성 발현을 지속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3)

섬유소재표면의 캡슐 부착은 주로 바인더를 사용하는데 사용 바인더의 종류 및 농도, 가공조

건 등에 따라 터치감과 캡슐 부착량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피트니스 웨어용 하이게이

지 편직물과 같이 착용감과 고신축성이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 나노/마이크로캡슐 가공조건에 따

른 특성 및 성능평가를 통한 최적 가공 조건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바인더 종류 및 농도에 따른 터치감의 변화와 캡슐 부착량 및 세탁내구성(세탁 

10회 후 캡슐 잔존량)을 확인하였다. 바인더는 아크릴계 바인더 2종과 우레탄계 바인더 2종을 사

용하여 바인더 농도 3~30%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아크릴계 바인더의 경우 바인더 농도 15% 이

상에서는 터치감이 급격하게 저하되었으며, 3% 이하에서는 캡슐이 거의 부착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우레탄계 바인더의 경우 아크릴계 바인더와 비교 시 동일 농도에서 터치감이 비교적 우수

하였으나 캡슐 부착량은 다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세탁에 의한 부착 캡슐의 탈락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탁 10회 후 HPLC를 이용하여 기능성 물질 잔존량을 확인한 결과 아크릴계 

바인더를 사용한 시료는 50% 이상의 잔존량을 나타낸 반면 우레탄계 바인더를 사용한 시료의 잔

존량은 10% 이하로 확인되었다. 캡슐 바인딩 후 편직물의 촉감을 유지하면서 캡슐 부착량 및 세

탁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종의 바인더를 혼합하여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혼합비율이 

50:50에서 촉감 유지와 캡슐 부착량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세탁 내구성은 아크릴계 바인더 단독 

사용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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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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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타닌 처리조건에 따른 면직물의 쪽 염색 특성

1. 서론4)

천연염료를 사용한 염색은 염재의 생산이 한정되어 있고, 식물이 성장한 지리적 배경이나 생

육 조건에 따라 동일한 중량에서 얻어지는 색소의 함량은 달라지며, 염재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다

양한 성분의 차이는 다시 재현하기 힘들다는 천연 염색의 특유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요인이 되

고 있다. 따라서 염료의 추출 및 염색 견뢰도를 안정화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절

실한 상황이다. 

타닌은 식물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polyphenol계 물질로 반응성이 크며 화학적 구조가 매

우 복잡하다. 타닌의 분자량은 500~3,000 정도이며 가수 분해형 타닌과 축합형 타닌으로 대별된

다. 무수 타닌은 염색성이 뛰어나 매염재로서 견뢰도와 염료흡착성 증진에 효과가 우수하다.

인디고 염색은 leuco형 염료가 섬유내부로 확산하여 셀룰로오스에 흡착함으로써 염착이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셀룰로오스에 대한 직접성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침염에 의해 진하게 염색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수타닌 전처리를 하여 염착성과 견뢰도를 증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염제로 무수타닌 전처리 조건에 따른 쪽 염색 시 발현되는 색상의 변화를 살

펴보고자 한다. 

2. 실험방법

1) 무수타닌 처리

면 섬유에 대한 쪽 염색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천연 물질인 무수타닌(타닌은 생육 및 품종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는 무수탄닌 순도 80%를 사용) 처리를 하기 위

해서 무수타닌 농도 (3%, 6%, 9% o.w.f)와 처리온도(50℃, 70℃, 90℃), 처리시간(30분, 60분 90

분)을 달리하여 처리하여 증류수에 수세한 후 27종류의 시험포를 제조하였다. 이때 사용되어진 

직물은 경 위사 섬도는 20s×20s, 밀도는 68×58/in 인 면 백포를 사용하였고 무수타닌 처리 전 면 

백포를 약 Alkali 70℃ 용액에서 30분간 처리한 후 충분히 세정, 건조하였다. 

2) 인디고 염료제조

환원제로 포도당을 5g/1, 가성소다 NaOH를 5g/1로 용해한 후 필요량의 인디고 파우더 염료

를 첨가하여 60℃ 환원 욕을 욕비 50:1 되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중소기업청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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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쪽 염색

염색은 무수타닌 처리한 27종의 시험포를 쪽 염료온도 35℃에서 1시간 침지하여 염색을 행하

였다. 이때 파우더 염료를 첨가하여 욕비 50:1 되도록 하였다. 염색 후 공기 중 30분간 산화시켜 

발색한 후 염착량의 향상을 위해 중성염을 (Na₂SO₄)염을 필요량 첨가시켜 최대 염착이 일어나게 

했다. 그 후 수세하여 구연산으로 중화시켜 마무리 하였다.

4) 염색성 측정

염색된 시료의 색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CCM을 사용하였으며 L*(Whiteness), a*(Red ness), 

b*(Yellowness)의 3차원 공간에서 좌표상의 점으로 두 색점 사이의 거리를 표현하는 Hunter식 

L*, a*, b* 값을 측정하여 색차(△E)를 구하였다. 또한 처리 조건에 따른 색차의 변화를 상호비교

하기 위하여 표준시료를 기준으로 DL*, Da*, Db*, Dc*을 구하여 색차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때 

표준시료는 염색 전처리 시 무수타닌 6%, 처리시간 60분, 처리온도70℃인 시료를 사용하였다. 표

준시료의 표면색 값은 아래와 같다. 

L*: 49.96, a*: -7.49, b*: -18.96, c*: 20.39, △E: 1.32 

염색특성은 최저반사율파장에서 표면반사율을 측정하여 아래의 Kubelka-Munk식에 의해 K/S값

을 신출하여 염착량을 평가하였다. 

K/S = (1-R)2/2R

R: Reflectance coefficient(max), K: Absorption coefficient, S: Scattering coefficient 

 

5) 염색포의 마찰 견뢰도

염색포의 마찰 견뢰도는 KS K ISO 105 X12(크로크미터법)에 의거하여 습윤시와 건조시로 구

분하여 경위사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세탁견뢰도는 KS K ISO 105 C06 (AIS)법에 의거하여 측정

하였으며 측정시료는 무수타닌 처리시 온도를 70℃에 고정시키고 농도 3%, 6%, 9%, 처리시간 30

분, 60분, 90분 전 처리한 염색포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은 무수타닌 처리 조건에 따른 시료의 표면 중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을 처리 시간에 

따른 변화를 무수타닌 농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a)는 처리온도 50℃ b)는 70℃, c)는 9

0℃ 인 경우이다. 여기서 보면 무수타닌 농도가 높을수록 처리시간이 길수록 L*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교역할을 하는 매염

제인 타닌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염료의 염착이 증가하여 명도가 낮아지고 진한 농도의 색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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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결과 L*가 낮게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또한 타닌 처리 시 온도가 낮은 50℃ 경우는 처리시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의 폭이 크게 나타

나나 처리온도가 높을수록 감소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타닌 농도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농도가 6%이상에서 L*의 감소 폭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타닌 농도에 따른 영향은 

농도가 낮을수록 처리시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b)

c)

Fig. 1. The colorimetric value(L*) of cotton fabric dye by various tannin treated condition

a) treated temperature 50℃, b) treated temperature 70℃, c) treated temperature 90℃ 

그림 7은 이번 실험조건에서 사용되어진 표준시료(염색 전처리 시 무수타닌 6%, 처리시간 60

분, 처리온도70℃인 시료)의 염착특성(k/s)을 매염제인 무수타닌 처리시간에 따른 결과를 무수타

닌 농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무수타닌 농도가 높을수록 처리시간이 길수록 염

착특성은 높은 갚을 나타내고 있으며 농도가 3%의 경우 처리시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

나 무수타닌 농도가 6% 이상에서는 처리시간에 따른 영향은 거의 나타 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실험 조건 내에서 무수타닌 농도가 3%이하인 경우에는 처리시간에 따른 매염효과

가 낮게 나타난 결과이며 농도가 6%, 9%인 경우에는 처리시간에 따른 영향은 어느 정도 있으나 

농도에 의한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7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Fig. 7. The k/s value of cotton fabric dye by various tannin treated condition

4. 결론

1. 무수타닌 농도가 높을수록 처리시간이 길수록 L*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처리 온도

가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농도가 낮을수록 처리시간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농도가 6%이상에서 L*의 감소 폭 크게 나타남을 알았다.

2. DL*값은 무수타닌 농도 3%~6%에서의 크게 나타나나 6%이상에서의 DL*의 값은 낮게 나타

났으며 무수타닌 처리온도 50℃에서는 처리시간에 따른 명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나 처리

온도 70℃이상 에서는 거의 비슷한 값을 나타났다. 

3. Dc* 변화는 무수타닌 농도가 높을수록 처리온도가 높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졌다.

4. 염착특성은 무수타닌 농도가 3%이하인 경우에는 처리시간에 따른 매염효과가 낮게 나타나

나 농도가 6%, 9%인 경우에는 농도에 의한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5. 마찰견뢰도는 건조 시 3-4등급, 습윤 시는 3정도로 나타났으며 세탁견뢰도는 모든 시료가 

4-5의 값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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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정재훈, 류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해양용 수트 적용 발열 패드의 회로도 설계에 따른 
발열온도 변화에 관한 고찰

1. 서론5)

최근 해양스포츠의 대중화와 함께 해양레저시장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물은 공기보다 

열의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물속에 있으면 추위를 느끼기 쉽다. 하지만 해양용 수트의 발열기능

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술 기반의 해양용 수트를 제작하기 위하여 수트 내 탈부착이 가능한 전도

성 페이스트 적용 발열패드를 제작하였다. 발열패드의 회로도 선 굵기와 길이, 그리고 회로디자

인에 따라 총 12가지 회로도를 설계하였고 이들의 발열온도를 측정하고 비교ㆍ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1) 발열패드 회로도 설계

최적의 발열 패드 회로도를 도출하기 위해, 회로도의 선 굵기는 0.25, 0.5cm, 선 길이는 60, 

90, 120cm로 설정했고 회로도 전반에 발열 효과를 위해서 선의 간격은 0.5cm로 고정하였다. 회

로디자인은 2가지로 총 12가지의 회로도를 설계하였다.

Table 1. Schematization of Heating circuit diagram specimens

선굵기

선길이

ver. 1 ver. 2

0.25cm 0.5cm 0.25cm 0.5cm

60cm

90cm

120cm

* 이 연구는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섬유생활스

트림간협력(과제번호10076658)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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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열패드 제작

발열패드 제작에 사용된 전도성 페이스트는 silver 함유 페이스트로 선정하였고, 사용된 기재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시료준비는 Silk screen printing을 사용하였다. Silk screen 제판은 tetoron, mesh size는 80목 

조건으로 1회 printing하였고, 적외선 오븐에 130℃ 15분 건조시켜 총 12종의 시료를 준비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fabrics

No.
Yarn Weight

(g/sqm)

Density

(ends/picks)
Structure

warp weft

specimen N70D(FD) N160D(FD) 158.3 158*72 Plain

3) 물성실험

시료를 아크릴 케이스 내부에 두고, DC Power Supply를 이용해 7.4V의 전류를 흘려보내준 

뒤, 5분 후에 온도를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여 시료의 1분, 5분, 10분, 15분 후의 평균온도를 측

정하였다. 실험 조건은 측정온도 20±1℃, 습도 35±5%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3. 발열성능 결과 값

회로

디자인

회로굵기

(cm)

회로길이

(cm)

저항

(Ω)

전류

(A)

전압

(V)

측정온도(℃)

1min. 5min. 10min. 15min.

ver 1.

0.25

60 6.0 1.05

7.4

46 57.6 63.3 63.6

90 8.9 0.76 29.8 37 42.3 44.9

120 11.2 0.6 29.3 32.8 35.3 36.3

0.5

60 2.1 2.4 66.7 80.4 87.2 90.6

90 3.1 1.83 42 51.3 59.1 62.3

120 4.2 1.45 34.9 44.1 47.4 49

ver 2.

0.25

60 4.5 1.24 52 63.7 70.5 73

90 8.0 0.81 37.7 42.7 47.2 49.3

120 10.6 0.63 29.7 33.6 36.8 39.1

0.5

60 2.0 2.59 62 87.3 95.1 -

90 2.8 2.01 48.6 57.3 62.6 68.5

120 3.7 1.55 38.4 44.6 48.7 51.9

Table 3에 시간에 따른 측정온도 결과 값을 나타낸다. 시료에 전류를 흘려보내고 1분 만에 발

열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복에 적용할 시료의 적정온도를 35~45℃로 설정했을 

때, 회로길이가 60cm인 시료들은 최소 63.6℃, 최대 90.6℃로 의복에 적용할 발열패드로서는 적

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나, 회로굵기 0.25cm, 회로길이 90cm인 시료와 회로굵기 0.5cm, 회로



240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길이 120cm인 시료가 적정온도를 만족한다고 판단되어진다. 회로굵기 0.25cm, 회로길이 90cm인 

시료가 회로굵기 0.5cm, 회로길이 120cm의 회로도보다 적은 전류량을 흘려보내주어 같은 발열성

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에 회로굵기 0.25cm, 회로길이 90cm인 시료의 열

화상카메라 사진을 나타낸다. 전류를 흘려보내고 10분 후부터 시료 전반에 발열이 고르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열화상카메라 사진

회로

디자인

회로굵기

(cm)

회로길이

(cm)

전압

(V)

측정온도(℃)

1min. 5min. 10min. 15min.

ver 1.

0.25 90 7.4

ver 2.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silver 함유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회로도의 굵기, 길이, 디자인을 달리하

여 silk screen printing을 통해 총 12종의 발열패드 시료를 제작하고, 이들의 발열 온도를 측정하

여 비교ㆍ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12종 시료 중에서 회로굵기 0.25cm, 회로길이 90cm인 시료가 의복에 적용할 적

정온도를 만족시키며 효율성 또한 가장 좋다고 판단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발열패드 시료제작 그리고 시료의 발열성능에 관해 연구하였다. 추후 연구에서

는 해양용 수트에 적용하기 위해 발열성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발열판의 커버 연구와 

방수성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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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의류 Labeling 표준화를 위한 연구:
표시사항 및 시험항목 중심으로

1. 서론 

최근 들어 IT-섬유패션 융합이 상용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제품군 중의 

하나인 스마트 의류가 2016년 기준 170만벌 판매되었고, 2022년 기준 2,690만 벌의 판매량이 예

상된다.(출처: Tractica) 

소비자들이 스마트 의류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제품 성능 및 인체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향후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대비로써 시험 인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한태수, 김덕기, 권오영, 좌

성훈, 웨어러블 스마트기기의 표준화 및 시험인증 연구, 2016). 또한, 의류의 Labeling은 소비자가 

Labeling 내의 표시사항을 이해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며, 의류제품의 관리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김순분, 중국 유학생의 의복 구매실태와 레이블에 대한 인식, 

2009). 따라서 사용자의 안전과 효과적인 스마트 의류의 사용을 위해서 아직 표준화 되어있지 않

은 Labeling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스마트 의류 Labeling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웨어러블 스마트기기

의 표준화 및 시험인증 연구’에서 한태수 외 3인(2016)은 스마트 의류 관련 시험 항목을 전기안

전, RF, 유선통신, EMC 등으로 분류하였고 웨어러블 기기 형태별로 그에 적합한 필수 시험과 선

택 시험을 선정하였다.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디지털 의류 및 인증안 개발’에서 정기수 외 6인

(2017)은 측정자의 체온, 맥박수를 측정하고 블루투스로 스마트 폰에 전송할 수 있는 심전도 측

정이 가능한 디지털 의류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마모시험, 세탁 치수 변화율 등 기본적인 물성 

성능평가를 시행하였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주로 Labeling의 일부분인 시험 항목에 대한 연구

만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Labeling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의류의 표시사항 및 시험 항목을 제시하여 스마트 의류 Labeling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 방법으로는 스마트 의류 관련 법령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의류 Labeling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의류의 표시사항 및 시험 항목을 제안하였다. 참고한 

국내 법령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1부 : 일반요구사항(KC 60335-1), 모포, 

패드 및 이와 유사한 유연성을 가진 전열기기의 개별 요구사항(KC 60335-2-17), 개인 건강관리용 



242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기기-활동량계-제 1부 : 일반요구사항(KS C NEW 2017-3563) 등이다. 이밖에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도 조사하였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KTC(Korea Testing 

Certification), TUV(Technischer Uberwachungsverein) 에서 제공하고 스마트 의류 시험 항목과 

IEC, IEEE 등에서 개발 중인 스마트 의류 시험 항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2018년 3월 기준으로 판매 중인 175개의 성인용 스마트 의류를 조사

하였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Amazon, Ebay, Aliexpress, Walmart, Etsy 등의 세계 20위 안에 드

는 쇼핑몰 사이트와 Gmarket, 옥션, 네이버 쇼핑 등 우리나라 4대 쇼핑몰을 이용하였고 스마트 

의류 안에 부착되어 있는 Label의 표시 사항을 조사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1) 스마트 의류 Labeling system 

상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의류 labeling system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최종 labeling system은 그림 1과 같이 스마트 의류 labeling에 제품 안전 대상에 해당되는 별도

의 부착 장치의 Labeling을 추가하는 형태이다. 즉, 발열 스마트 의류의 경우에는 스마트 의류 

Labeling을 적용하고, 발열 장치가 제품 안전 대상에 해당될 경우 발열 장치 labeling을 추가로 

적용한다. 우선 본 연구의 적용 부분은 우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림 1에서 *로 표시한 스마트 

의류 Labeling 영역이다.

그림 1. 스마트 의류 Labe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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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표준화된 스마트 의류 Labeling은 제안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 의류의 부착 

장치의 경우에도 제품 안전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아 기존 규격이 없는 경우가 많고 해당되어 

규격이 존재하더라도 스마트 의류에 적용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아 부착기기 Labeling도 개발되어

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스마트 의류 Labeling 

스마트 의류 관련 법령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마트 의류의 Labeling을 조사 및 분석

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한한 스마트 의류의 Labeling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의류 표시 사항

스마트 의류 Lable의 표시 사항은 표 1과 같다.

 구분  표시사항

의무적 표시사항 

 제품명

 섬유 조성/혼용률

 사이즈

 정격 입력[W] 또는 정격 전류[A]

 정격전압 또는 정격 전압 범위(V)

 건전지 종류 

 전원의 종류

 제조년월

 제조국명

 제조사/수입자의 정보

 세탁 시 주의사항

 영아 사용 금지 내용/기호

 사용시 주의사항 또는

 사용설명서 숙독 내용/기호

 인증 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

 2종/3종 기기 종류의 표시

(3종 기기의 경우 기기 외부에서 충전되는 1차 

전지 또는 2차 전기만으로 작동하는 기기 제외)

 제어장치의 조정방향

선택적 

표시사항

 안전이 주전원 주파수의 사용에 의존 시  정격 주전원 주파수(또는 주파수 범위)

 전원 코드가 있을 경우 (Z형 전원 코드 제외)  전원접속용 단자 표시

 3개 이상의 전원도체에 접속하는 기기 및 복수의 전원에서 

사용하는 기기(정확한 접속방식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
 배선도

 회로도 또는 부품 목록과 같은 제조자의 서비스 문서에 

특정한 부품은 안정상의 이유로 문서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부품으로만 교체해야할 경우

동일 부품의 교체용 표시

 유연부에 분리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는 경우  제어 장치 및 변압기에 대한 표시시항

 유연부와 분리할 수 있는 커버가 있는 경우(다음을 

커버에 추가로 기재)

 제품명

 제조사/수입자의 정보

 핀 삽입 금지 내용/기호

 부착 장치가 제품안전 대상 품목일 경우  부작 장치 표시사항

표 1. 스마트 의류 Label 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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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의류 시험 항목 

스마트 의류 시험 항목은 표 2와 같다.

스마트 의류 시험항목을 크게 10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시험 항목에 대한 규격은 기존 규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새로운 규격들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제안하지 않았고 각 

시험 항목이 필수인지 여부만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구분  표시사항

의무적 시험항목

 섬유 유해물질 시험

 전자파흡수율

 섬유 세탁시험

 전자파 시험 

 무선통신시험

 신뢰성(내환경성) 시험

 안전 및 성능 시험

선택적 

시험항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 시험(리튬이온)

 부착 장치가 제품안전 대상 품목일 경우
 부착 장치에 대한 신뢰성(내환경성) 시험

 부착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 시헝

표 2. 스마트 의류 시험 항목

(3) 제안 Labeling 적용 사례

그림 2와 그림 3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 의류의 Label을 시중에 현재 판매중인 발광 스

마트 의류에 적용시켜본 사례이다.

그림 2. 발광 스마트 의류 Label 표시사항 

 
그림 3. 발광 장치 커버 표시사항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관련 자료들의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스마트 의류의 Label 표시 사항과 시험 

항목을 제시하였다. 제안한 Labeling에 대해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타당성

을 입증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스마트 의류의 Labeling System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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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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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호우*, 이정순
충남대학교

아로니아 추출물의 염색성 및 염색견뢰도

천연염료의 사용은 합성염료의 단점인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공해 및 폐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천연색소와 향료 및 의약품 등으로 개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부가가치를 향

상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베리류로 북부 아메리카 지역에

서 자생하여,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풍부하

게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아로니아 추출물의 감압농축 전

후에 따른 면직물과 견직물의 염착량과 염색견뢰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6)

아로니아 추출물은 용매로 증류수를 pH3으로 조절하여 사용하였으며, 아로니아 열매와 용매를 

액비 1:5로 하여 60℃에서 60분간 3회 반복 추출하였다. 감압 농축 전 염액은 추출액을 침전물이 

없을 때까지 여과지로 3회 여과하여 이를 100%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추출물을 감압 농축

하여 gum 상태로 농축 후 이를 희석하여 염액으로 사용하였다. 감압 농축은 회전 증발 농축기를 

이용하여, 60℃에서 회전속도 180rpm에서 실시하였다. 감압 농축 전의 염액과 감압 농축 후의 

염색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정련된 100% 면직물과 견직물에 60℃에서 60분간 염색하였다. 염색된 

직물의 일광 견뢰도와 세탁 견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UV조사 시간, 세탁횟수에 따른 변화를 실

험하였다. 감압농축 전후의 색상 변화 및 일광, 세탁에 의한 퇴색거동을 평가하였다.

아로니아 추출물의 감압 농축 전의 염색물의 색상은 YR계열로 분홍색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감압 농축 후에 추출물로 염색한 염색포는 b*값이 높아지고 붉은 계열이 Y계열로 변화가 나타난

다. 이것은 아로니아 추출물 감압 농축 시 낮은 온도이지만 장기간 열에 노출되어 아로니아의 주 

색소인 안토시아닌 색소가 변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감압 농축 전 염액으로 염색한 직물은 

UV 조사에 의해 b*값이 증가하여 붉은 기미의 색이 사라져 YR계열로 변했으나 K/S값이 증가하

여 감압 농축 후 염액으로 염색한 직물보다 색상발현이 우수했다. 세탁에 의해서는 K/S값은 감소

하였으나 붉은 기미의 색은 유지했다. 감압 농축 후 염액으로 염색한 직물은 UV조사와 세탁에 

의해 K/S값과 b*값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감압 농축한 색소의 염액으로 염색하는 것 보다는 감압전 염액으로 염색

하여 UV를 조사하여 Y계열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색발현과 견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결과

임 (NRF-2017R1A2B40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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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빈*, 송지은, 

심의진, 김혜림
숙명여자대학교 페놀계 천연염재로 염색 시 라카아제 촉매 활성에 의한 

견뢰도 평가

천연염색 과정 중에서 매염공정은 염착성 및 견뢰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공정이다. 천연염색에 적용하는 매염법은 일반적으로 합성매염법과 천연매염법이 있고 새로운 매

염법으로 효소매염법이 있다. 본 연구는 효소매염법을 제시하며, 매염제는 산화환원효소인 라카아

제(EC.1.10.3.2)를 제안한다. 라카아제는 페놀계 수산기가 함유된 천연염료와 반응하면 촉매 활성 

작용으로 피염물의 염료 흡착성을 향상시키므로 매염제로써 활용이 기대되는 효소이다. 폴리페놀 

성분은 식물성 염재에 함유된 것이 많으며, 그 중 폴리페놀류인 카테킨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염재들에는 차 종류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페놀성 염재로, 차 종류 중 홍차와 녹

차를 선정하여 라카아제 촉매 활성에 의한 색상, 매염효과 및 견뢰도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실험은 홍차와 녹차를 이용해 견직물 염색 후, 라카아제 촉매 활성은 일욕법으로 후처리하였

다. 촉매 활성은 50℃에서 3시간동안 염색기(Dyeing machine, DLS-6000, DaeLim Starlet Co., 

Ltd., Korea)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촉매 활성 후엔 분광측색계(CM-2500d, Spectra Magic NX, 

Korea)를 사용하여 견직물의 K/S, L*, a*, b*, H,V,C값을 측정하여 색조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라

카아제 촉매 활성에 의한 매염효과와 화학매염제의 매염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알루미늄 

1%(o.w.f.)로 라카아제 최적 매염 온도 및 시간과 같은 조건에서 후매염 처리하였다. 세탁견뢰도

는 Launder-O-meter(ASA-202-3, Asia testing machines Co., Korea)를 사용하여 KS K ISO 

105-C01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라카아제 촉매 활성에 의한 홍차와 녹차 염색물의 K/S값은 라카아제 처리 하지 않

은 견직물보다 각각 약 1.8배, 약 1.7배 우수하였다. 라카아제 촉매 활성된 염색물은 합성매염제

인 알루미늄 매염 시와 가장 유사한 H,V,C값을 나타냈다. K/S값은 라카아제 촉매 활성 시, 알루

미늄 매염과 비교하여 홍차는 1.2배, 녹차는 1.5배 우수하였다. 세탁견뢰도는 알루미늄 매염 시에

는 오염과 변퇴 모두 3~4등급, 라카아제 촉매 활성 시에는 4~5등급으로 합성 매염 시보다 우수

하였다. 또한 라카아제의 산화 기능이 주로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기존 연구

에 따라 라카아제 처리가 견직물의 항균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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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성초 추출물의 염색성 및 염색견뢰도

천연염색 의류ㆍ직물은 자연친화적이며, 항균성과 자외선 차단성 등 여러 가지 인체 친화적 기

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의류ㆍ패션 업계에서도 천연염색에 대한 연구와 관련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어성초(Houttuynia cordata)는 삼백초과(Sauru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의 야생 약초로서 방광염, 자궁염, 폐렴 및 중풍 등 광범위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어성초에 함유되어있는 퀘세틴은 항피부암 효과, 발효 어성초액의 항염증 효과, 카드뮴에 

의한 세포독성 억제 효과, 항헤르페스 바이러스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어성초의 추출 용매에 따른 염색성을 살펴보고, 일광견뢰도 및 세탁견뢰도를 살펴보고, 이

를 통해 어성초 추출물의 천연 염료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7)

어성초 추출물은 용매로 에탄올과 증류수를 사용하여 각각 추출하였다. 염색을 위한 시료는 

정련된 100% 표준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염색은 I. R. 염색기 이용하여 60℃에서 40분간 염색하

였으며 염액의 농도를 0.5%~2%(o.w.b)로 조절하여 염색하였다. 염색된 직물은 색차계를 사용하

여 표면반사율을 측정한 후 Kubellka-Munk식에 의해 K/S값을 산출하여 평가하였다. 일광견뢰도

는 UV-C lamp를 이용하여 조사시간을 0, 20, 40, 60, 80, 100분으로 변화시켜 조사 후 K/S 값을 

측정하였다. 세탁견뢰도는 Water Bath Shaker 에서 농도 0.2%(o.w.b)의 중성세제 용액으로 상온

에서 85rpm으로 10분간 5회 반복 실험하였다.

염색된 직물의 표면 반사곡선을 살펴보면 450nm 이하에 반사율이 작고 장파장으로 갈수록 점

점 반사율이 크게 나타나 yellow 반사 스펙트럼의 특성을 보였다. 어성초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는 550nm 부근 이상에서 반사율이 증가하여 연두색을 띄는 yellow green 반사 스펙트럼의 특성

을 나타내었다. 염색한 견직물의 a*값을 비교해보면 증류수 추출물로 염색한 직물의 a*값은 

4.096, 에탄올 추출물로 염색한 직물을 a*값은 1.086으로 측정되어, 에탄올 추출물로 염색한 경우

는 초록색 기미가 점점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광견뢰도와 세탁견뢰도는 ΔE값을 

비교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 보다 증류수 추출물의 견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추출물 모두 염

액의 농도가 증가 할수록 일광견뢰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세탁견뢰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다냈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두 가지 조건의 어성초 추출물로 염색하여 비교한 결과 나타난 색상은 

Y, GY 계열의 색상을 기본으로 하나 에탄올 추출물은 green 색상의 발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

다. 또한 추출 조건, 염료 농도가 견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결과

임 (NRF-2017R1A2B40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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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셀룰로오즈를 이용한 면직물의 염색성

나노 셀룰로오스(nanocellulose)는 식물 세포벽에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얻기 쉬운 천연 고분자로 알려져 있으며 저비용, 생분해성, 생체적 안정성, 

높은 열 안정성, 용이한 성형성 등의 장점으로 친환경적인 제조기술과 고기능성의 신소재로서 최

근 들어 크게 각광 받고 있다.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는 보통 직경이 5∼100 nm, 길이가 수에서 

수십 ㎛인 섬유로서 주로 기계적 파쇄 처리를 이용하여 제조된다. 보통 목재 혹인 비목재 바이오

매스에서부터 점점 작은 크기로 파쇄 해나가며 만든다.8)

나노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중에 하나인 전기방사법은 생산량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결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에 비하면 나노셀룰로오즈는 섬유로서의 활용뿐만이 아니라, 각종 첨가제로

서의 활용 등 매우 광범위하므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매우 월등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나노셀룰로오스는 직물의 전통적인 염색 산업분야에서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과량의 염색용

수 사용과 합성염료로 인한 수질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직

물의 염색 시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하면 염착성이 향상되어 착색이 좋아지며 물성강화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염색 공정은 전통염법에 비해 염

료와 물의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어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친환경적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셀룰로오즈와 반응성 염료를 이용하여 면직물을 염색하

고 전통염법으로 염색한 면직물과의 염색성을 비교하여 지속가능하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염

색기법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나노셀룰로오즈 하이드로겔은 나노셀룰로오즈 파우

더와 CMC를 열수에 녹여 5% 현탁액으로 만들었다. 면직물은 경위사 30‘s, 두께는 0.32±0.02㎜, 

무게는 118g/㎡, 밀도는 76×70인 평직물을 사용하였다. 염료는 반응성 염료는 Reactive Blue 163

을 사용하였다. 5%나노셀룰로오즈 현탁액에 1% 반응성 염료를 첨가하여 pick up율 100%로 pad-

ding 하여 1시간 방치한 후, 120℃에서 10분, 20분, 30분 curing하였다. 전통염색은 면직물을 반

응성 염료 1% 농도로 하여 액비 20:1로 80℃에서 90분간 염색하였다. 두 가지 염법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K/S와 L*a*b* 값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나노셀룰로오즈를 이용한 면직물의 K/S값은 

3.39(20min curing), 3.79(30min curing)으로 전통염색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K/S값 3.3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셀룰로오즈를 이용한 면직물(20min curing)의 L*a*b* 값은 L*(49.86), 

a*(-2.28), b*(-31.15)이었으며, 전통염색으로 염색한 면직물의 L*a*b* 값은 L*(51.60), a*(-1.73), 

b*(-35.28)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나노셀룰로오즈를 이용한 면직물의 염색은 전통염색의 것과 

비교하면 염료의 양과 물의 소비량이 거의 1/10로 감소하여도 염색성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나노셀룰로오즈를 이용한 염색은 염료와 물의 양을 현저히 줄일 수 있으므로 경비 

절감효과와 친환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결과

임(NRF-2017R1A2B40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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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형상기억합금소재와 핸드 니트 기법을 활용한 

온열 마사지 팔꿈치 보호대 개발 

1. 서론

테니스엘보라 불리는 외측상과염(Lateral Epicondylitis)은 팔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염증 중의 

하나로(Chard & Hazleman, 1989), 테니스 선수들 중의 40∼50%가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테니스엘보는 과도한 운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동안 팔의 회전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Binder & Hazleman, 1983), 일반 

성인 여성의 발병률이 1.1∼1.4%로 남성의 1.0∼1.3%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40대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Shiri & Viikari-Juntura, 2011). 이를 위한 치료 방법으로

는 소염제 복용, 부목사용, 물리치료,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수술, 그리고 보호대 착용 등이 

있는데(Hong et al., 2004), 이 중 보호대 착용은 가벼운 운동과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치료할 수 있으며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고 단기간 치료를 원할 때 

효과가 유의하며 자연적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전략으로 인지되고 있다(Struijs et al., 

2004). 이와 같이 테니스엘보 환자들에게 있어 팔꿈치 보호대의 착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팔꿈치 보호대 개발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시중에 판매되는 보호대 디자인

은 통증이 있는 부위의 충격을 줄이거나 관절각의 가동범위를 줄이는 디자인에 한정되어 있다

(Snyder-Mackler & Epler, 198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테니스엘보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팔꿈치의 가동 범위를 줄여 

움직임을 제한하고 관절을 압박하여 부상을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발생한 통증을 초기에 완화시킬 수 있는 팔꿈치 보호대를 개발하였다. Han & Ahn(2017)이 개발

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형상기억합금을 감싸 만든 열 변형 지능형 실을 이용하여 소재가 최적의 

방법으로 구동될 수 있는 적층 구조 모듈을 설계하고 핸드 니트 기법(Korea Patent No. 10- 

17722876, 2017) 으로 구동 모듈을 제작하여 팔꿈치 보호대 내부에 삽입하였다. 제작한 니트 모

듈에 전류를 공급하여 니트 고리의 형상기억효과에 의한 움직임으로 발생하는 압력과 형상기억합

금에서 발생하는 열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온열 효과와 가압 효과를 주어 통증 완화를 할 수 

있는 보호대를 개발하고, 의복압, 피부온도 변화, 그리고 혈류량 변화를 통해 인체 안정성을 검증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열 변형 지능형 실을 이용하여 구동 시 소재가 최적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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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니트 기법을 찾아 모듈을 제작하였다. Han and Ahn(2017)은 니트 고리의 움직임을 확인하

기 위해 핸드 니트 기법 중 대바늘뜨기에서 자주 활용되는 4가지 뜨기 기법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겉뜨기와 안뜨기를 편물의 한쪽 면에 모두 겉뜨기 혹은 안뜨기로 뜨는 메리야스뜨기

와 겉뜨기와 안뜨기를 교대로 뜨는 방법인 고무뜨기 기법을 선택하였다(Lee & Kim, 2018). 이 

기법들로 제작된 모듈을 겹쳐 전원 공급기를 달아 전류의 흐름과 온도의 변화를 주어 모듈의 변

화하는 방향과 작용하는 힘, 그리고 길이 변화율을 측정하여 모듈의 물성 특성과 구동 가능성을 

확인 한 뒤 팔꿈치 보호대 크기에 맞춰 제작한 적층 모듈을 보호대 안에 삽입하였다.

제작된 팔꿈치 보호대에 대한 인체 안정성 평가를 위해 평소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자의적

으로 실험에 참여 의사를 밝힌 40대 남성 1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실험 전 피험자

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신체 사이즈를 얻었다. 실험은 서울대학교 패션 신소재 연구센터의 

온도 20도, 습도 65%RH 환경의 인공기후실에서 의복압, 피부온도 변화, 혈류량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의복압과 피부온도 측정을 위한 센서 부착 위치는 보호대 착용 시 팔꿈치를 기준으

로 위팔과 아래팔의 중심 위치로 연조직 민감도가 큰 팔 안쪽은 측정 점을 각각 두 군데, 바깥쪽

은 위팔, 아래팔 각각 한군데로 정하였고, 혈류량 측정 센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오른손 중

지 끝에 부착하였다(Na & Kim, 2011). 온도 센서는 보호대로 인한 가압 위치 중에 아래팔 안쪽 

가운데(의복압 센서 3, 4의 중심)에 위치하였다. 팔꿈치 보호대 착용 전 1분간 8가지 위치의 센

서를 동시에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였고, 같은 자세로 보호대 착용 후 1분간 안정된 상태를 측

정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보호대의 전원 장치를 켜고 10분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팔꿈치 보호대 안에 들어갈 실의 게이지를 참고로 메리야스뜨기는 가로 15㎝, 세로 4㎝로 세

로로 긴 형태, 고무뜨기는 가로 14㎝, 세로 12㎝로 세로로 긴 형태의 모듈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모듈을 히트 건을 사용하여 메리야스뜨기는 안뜨기 방향으로 말리는 것을 확인하였고 고

무뜨기는 폭 방향으로 평균 19%의 수축률을 보였으며 다이나모미터로 측정한 수축력은 평균 

0.72N이었다. 팔꿈치 보호대가 팔을 감싸는 형태이기 때문에 안으로 말리는 형태인 메리야스뜨기 

모듈과 수축하는 힘을 가지는 고무뜨기 모듈을 겹쳤으며, 히트 건을 시용하여 모듈의 한쪽 끝이 

180도 이상의 곡률을 보여 각각 모듈의 말리는 특성과 수축하는 특성을 함께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원공급기를 이용한 구동시험에서는 전압 21V에서 26.5V, 전류 0.3A에서 0.4A 

범위에서 구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구동력을 확인한 모듈은 팔꿈치 보호대의 몸판 부분과 

벨크로가 있는 다리 부분에 각각 손바느질로 붙이고 모듈이 보이지 않도록 보호대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제작된 팔꿈치 보호대에 대한 인체 안정성 평가는 의복압, 피부온도, 혈류량 변화를 통해 확

인하였다. 의복압 결과는 7.97-17.6mmHg으로 팔의 의복압 허용한계인 14.72-18.4mmHg 를 넘지 

않았으며(Baek et al., 2007), 부착된 6가지 센서의 압력 값이 모두 증가하였고 7분 이후부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Fig.1). 피부온도에 관해서 Hayes(1993)는 온열요법의 적용온도는 40-45°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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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될 때 온열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구동 후 약 31℃에서 서서히 증가해 10

분 정도 되었을 때는 45℃를 유지하였다. 혈류량에 관해서는 약 100mL/100g에서 시작해 보호대

가 따뜻해지고 피부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혈류량도 약 200mL/100g으로 피부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혈류량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2). 

      

            Fig. 1. 의복압 측정 결과        Fig. 2. 피부온도, 혈류량 측정 결과

4. 결론

본 연구는 테니스엘보 질환으로 인해 통증을 겪고 있는 40대 남성 피험자를 대상으로 통증 

완화에 효과적인 온열요법과 가압요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팔꿈치 보호대를 개발하였고, 의복

압, 피부온도, 혈류량 변화로 인체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보호대 안에 삽입된 니트 모듈의 

구동을 통해 팔꿈치의 가동범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근력 보조 장치로서의 역할 

이외에 초기 치료용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로 검증한데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과 체형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확인하며 주관적 압박감, 적정 피부온도, 

착용 쾌적성, 통증 완화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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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연*, 이신희
경북대학교

양이온화 처리된 뉴레이온의 황벽염색

뉴레이온 섬유는 드레이프성이 우수하며 실크처럼 외관 광택과 촉감이 좋다. 뿐 만 아니라 흡

습성이 우수하여 착용시 안락감을 주는 동시에 건ㆍ습 물리적 특성이 우수하여 내외의용에 모두 

이용되는 등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 본 연구는 양이온으로 개질된 뉴레이온 섬유의 황벽염료

에 천연 염색에 관한 연구이다. 황벽염료의 주색소는 berberine(C20H18NO4)이며, 그 밖에 palma-

tine(C21H22NO4)와 jatrorrhizine(C20H20NO4)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단색성 염료이다. 주색소인 ber-

berine은 미약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살균작용이 있으며 황색의 식품첨가제 및 종이, 옷감을 물

들이는 염재로 많이 사용된다. 

뉴레이온 섬유의 결정구조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Rigaku (D/Max-2500)을 이용하여 X-Ray 회절분석을 하였으며, 황벽에 의해 염색된 시료의 염색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CM(Computer Color Matching System)을 이용하여 K/S값을 산출, 피염

물의 염착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화제 농도, 염료 농도, 염색 온도, 염색 시간

에 따른 황벽의 염색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염색견뢰도 확인을 위하여 세탁 및 일광 견뢰도를 조

사하였다.

Fig. 1은 면과 뉴레이온 섬유의 양이온화제 처리유무와 황벽염료 농도에 따른 염색 특성을 나

타낸 것이다.

Fig. 1. Effect of concentration of phellodendron on the dyeing of co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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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기, 윤홍진, 김종훈*
(재)FITI시험연구원

섬유벽지 생산공정의 ZDHC 기반 친환경성 검증절차 연구

천연소재를 적용한 섬유벽지(Textile wallcovering)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벽

지 중 하나로 일반적인 주거 공간 이외에도 호텔, 리조트 등 상업 공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인견, 한지 및 린넨 등 전통 천연소재 가공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프리미엄 섬

유벽지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9)

세계적으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섬유벽지 또한 국가별 안전기

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한편, 민간차원의 자율환경규제인 

ZDHC(Zero Discharge of Hazardous Chemicals) 프로그램은 공급망(Supply chain) 단계에서부터 

유해물질 사용을 완전배제하고, 적용 제품군을 패션의류 및 신발에서부터 홈텍스타일 제품군까지 

확대 계획하고 있다.

지속가능 친환경화를 위한 공급망 관리 프로그램인 ZDHC 프로그램을 섬유벽지 생산관리 플

랫폼에 적용하면 염색(Color), 소재(Material), 가공(Finishing) 단계에서의 친환경 적합성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ZDHC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섬유벽지 생산공정에서의 친환경성 검증방

법 및 절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10080318)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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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수*
DYETEC연구원

쿼세틴 담지 나노캡슐을 함유한 침장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최근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등 프리미엄 침구류 주요 생산국의 매출 추이가 급상승

함에 따라, 국내 프리미엄 침구류 시장에서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수면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 감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항균기능 외 기능면에서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함에 따라 건강기능성 침구류 제품 개발을 위한 항

산화물질을 침장소재에 적용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쿼세틴을 담지하는 

멜라민/포름알데히드 나노캡슐을 유화중합법에 의하여 제조한 후 침장소재(100% Polyester, 고밀도 

극세사)에 바인딩 처리하여 물리적 성질을 고찰하고 침장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연구하였다. 항

산화물질 쿼세틴(Quercetin hydrate, Sigma-Aldrich, USA) 담지 나노캡슐을 제조하기 위해 수상층

인 증류수에 계면활성제인 SDS를 넣은 용액을 60℃에서 30동안 교반시킨 후 호모게나이져(IKA

Ⓡ, T25 digital ULTRA TURRAXⓇ, Germany)를 사용하여 10분 동안 3000rpm 속도로 심물질인 

쿼세틴을 균질화 하였다. 그리고 멜라민/포름알데히드 전구체를 Room temp.에서 1시간 동안 

300rpm으로 교반시킨 후 유화시킨 용액에 첨가하였다. 3구 플라스크에 환류냉각기를 설치하고, 

반응조 내에 5시간 동안 중합을 통해 쿼세틴 담지 멜라민 나노캡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나노캡

슐은 최종적으로 침구용 소재에 농도별 바인딩 처리하여 부착량 및 내구성을 확인하였다. 벽재인 

멜라민계 수지의 경우 열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여 내열성 벽재로서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섬유에 적용 시 캡슐파괴에 의해 그 효과를 발현할 수 있으므로 미사용 시 휘산을 

제어 할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벽재라 할 수 있다. 제조된 나노캡슐의 내열성을 측정하기 위

해 열무게분석(TGA)장비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크기 및 형태와 구조적 특성은 각각 

SEM과 FT-IR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쿼세틴의 발현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40일간 방출실

험을 진행하였으며, DPPH를 통한 항산화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500~700nm 크기의 쿼세틴 

나노캡슐이 제조되었으며 40일이상의 발현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캡슐을 

바인딩 처리한 원단에서도 항산화성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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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401002, 항산화물질을 적용한 마이크로앤캡슐레이션을 통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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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섬유기반 ICT제품 적용을 위한 
스트레치센서 타입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1. 서론11)

현 시장에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웨어러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웨어러블 제품들은 다양한 기술이 융합하

는 추세에 따라 활용 편의성과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존 stiff하고 Rigid한 물성에서 벗어

나 유연함과 신축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시장에서의 웨어러블 제품의 대부분은 

기존의 전극인 실리콘, 단결정, 메탈, 산화철 등이 가지는 Rigid한 물성 때문에 기존의 성능을 유

지하면서 유연함과 신축성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재로 섬유소재가 이상적인 방향으로 꼽히고 있

는데 기존 전극으로 활용되는 전도사를 활용하여 전극의 특성을 보유하고 동시에 구조체 형성을 

통해 스트레치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섬유소재들은 인체에 착용하는 섬유소재가 

가장 이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인체의 관절, 손목, 손가락, 발목, 무릎 등 신체

부분들의 신장(stretch), 변형(strain) 또는 구부림(bending)을 측정하고 정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도사를 적용한 스트레치 센서를 개발하여 기존 웨어러블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Rubber구조의 스트레치센서와 비교분석하여 제품의 용도에 따라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2. 연구방법

센서로 적용하기 위한 전도사 [전도범위 10~20 kΩ/m]를 스트레치성을 확보한 구조체로 개발

하여 시중 스트레치센서로 활용되고 있는 Conductive Rubber Cord Stretch Sensor와 신축정도

(10%~50%신장)에 따라 전기저항 변화를 측정하였다.

Knit rope Stretch Sensor Conductive Rubber Cord Stretch Sensor 

: 인체 동작감지를 위한 저항변화형 신축센서 설계

: 신축에 따른 저항변화율이 높으며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니트로프 구조

: 제품개발을 위한 스트레치 전도성 Polymer

: 표면 전도성 고분자 가공

 

* 본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상황별(보안출입, 기기컨트롤) 동작 감지가 가능한 섬유센서와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연계된 사용자 중심 스마트 홈용 Textile 제품 개발 ”(과제번호 : 10070135)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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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2종류의 스트레치 센서의 신축정도에 따른 전기저항값을 측정하여 그 결과값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센서별 신축에 따른 저항변화률

  

knit rope 센서  Conductive Rubber Cord 센서

니트로프(knit rope) 타입 센서의 신축저항변화에 따라 전기저항 변화율이 동일하여, 길이 변

화가 50%에 이르는 큰 동작의 인체동작에도 센서로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Conductive 

Rubber Cord는 초기 20%까지의 변화율은 높지만 이후의 신장변화가 높을수록 전기저항 변화률

이 낮아져 신축변화가 20%이상일 경우 센서로서의 활용이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

해 향후 웨어러블 제품에 인체동작이 미치는 길이변화를 고려하여 스트레치 센서가 신축변화에 

따른 전기저항변화 유형을 파악하여 제품에 적용 설계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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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환경에 따른 아웃도어용 KF80 마스크의 특성평가

1. 서론12)

아웃도어 시장의 기록적인 성장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등산복이라는 의미에 

국한된 아웃도어 웨어가 아이템의 다변화 등 차별화에 역점을 두어 미세먼지 차단 아이템 발굴에 

나서기 시작하여 고가의 기능성 마스크가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외 스포츠 활동 시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자외선 차단 및 외부온도 차단을 목적으로 사

용되고 있으나 기존 제품들은 성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미흡하고 신뢰도에도 문

제가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능지표에 따른 특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환경에 따른 아웃도어용 스포츠 마스크로 기존 아웃도어 제품 등에 사용된 

고기능성 소재를 미세먼지 차단 및 흡기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계절 맞춤형 황사마스크 수준

(KF80)의 스포츠 마스크 제작하고 제작된 마스크의 특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의복은 일상적으로 몸에 착용하여 피부간에 접촉이 발생할 때 차갑거나 따뜻하다는 감각을 가

리켜 접촉냉온감이라 하는데, 의복이 가진 열적특성의 하나로 의복 내 쾌적성의 주요 요인은 의

복과 피부표면 사이의 미소한 공간의 온도ㆍ습도ㆍ기류나 의복으로부터 피부가 받는 압박감, 의

복과 피부가 느끼는 감각이며 특히 의복 내 온습도는 쾌적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격렬한 등산 활동이나 야외 스포츠 활동 중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젖은 옷이 피부에 달라

붙어 착용감이 불쾌해질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체온을 더욱 상승시키고 겨울철에는 체온을 더

욱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능성 아웃도어 원단을 활용하여 동

ㆍ하절기 차별화된 아웃도어용 마스크를 제작하고자 한다.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아웃도어용 미세먼지 차단 기능성 마스크는 1, 2종에 불과한 상태이며 KF 

인증을 받은 경우도 대전방지성, 안면부 보호기능성을 가진 제품으로 실제 스포츠 환경에서의 착용

감 및 쾌적성 향상이 고려된 제품이 아니므로 아웃도어에 적용될 수 있는 계절별 기본기능을 차별

화하여 하절기용(자외선차단, 냉감), 동절기용(김서림 방지, 온감) 기능성 섬유을 활용하여 스포츠 맞

춤형 마스크 소재를 설계하고 교체형 필터삽입을 통한 미세먼지 차단 기능을 구현하고자 한다.

아웃도어용 마스크 계절별 적용원단의 냉감성, 자외선 차단율, 보온성 및 순도를 평가하고 교

체형 필터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면부 흡기저항 및 분진포집효율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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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사이즈별 3D 스캐닝을 통한 표준머리 크기 설정을 통하여 필터 교체가 용이하고 착용감

이 우수한 마스크 디자인 설계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폴리우레탄과 냉감사 소재를 적용한 고신축 커버링사를 적용하여 제직조건 제어를 통한 하절

기용 원단 3종 제작을 제작하였다.

  

그림 1. 하절기용 NYLON 2WAY SPAN 원단(HWSP-3811, HWSP-3807, HWSP-3806)

하절기용 원단 3종에 대해 냉감성 및 자외선 차단율 측정결과 나일론 냉감사에 의해 발현된 

Q-max는 각각 0.182, 0.107, 0.187을 나타내고, 자외선 차단율은 99% 이상을 나타내었다.

표 1. 하절기용 원단 냉감성, 자외선 차단율 평가 결과

시료명 HWSP-3811 HWSP-3807 HWSP-3806

냉감성

(Q-max)
- 0.182 0.107 0.187

자외선차단율

(%)

자외선-A(315~400 nm) 99.9 99.7 99.8

자외선-B(290~315 nm) 99.9 99.8 99.8

KF80 마스크 성능을 발현하기 제작 마스크에 적용 가능한 교체형 부직포에 대하여 분진포집

효율 및 흡기저항 평가를 실시한 결과 3단형 부직포에서 99% 이상 효율을 확인하였다.

표 2. 부직포 4종에 대한 분진포집효율 평가 결과

시료명 플랫형 2단형 3단형 몰드형

분진포집효율 

(%)

n1 92 84 99 99

n2 92 83 99 99

n3 93 83 99 9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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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모듈화 의류제조공정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최근 전 세계 여러 제조산업 분야에서 제조 공정을 구성하는 모든 자원들(사람, 사물, 시스템 

등)을 통합하여 생산 활동을 자동화, 지능화, 자율화 하고 공정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

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의류산업 분야에서는 재료비, 인건비 등 제조원가는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판매가는 동결되어 저비용 생산 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짧아진 제품수명주기와 다변화되는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 생산 주기를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생산 시스템 구축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서 글로벌 의류 업체들은 자체 생산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류 생산시스템의 스

마트화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 종류의 개별 공정들로 이루어진 의류 공장 생산라인의 효율화를 위

한 새로운 공정 설계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봉제 생산라인은 대부분 일자 라인으로 설계된다. 일자 형태의 봉제 라인은 생산되어야 

할 의류의 봉제 공정이 몇 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한 후 레이아웃이 설계된다. 이 

레이아웃은 숙련된 작업자의 직관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 대략적으로 짜여지며 여러번의 시행착오 

이후 최종적으로 설계된다. 때문에 어떤 패턴을 먼저 봉제하고, 어떤 순서로 부분 패턴을 조립하

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순전히 설계자의 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패턴의 형상, 소재 특성, 작업자의 숙련도, 물류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순서로 작업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일자 봉제 라인은 한 가지 스타일의 의류 생산이 끝나고 다른 스타일로 의류 생산이 변경

되는 경우 새로운 스타일에 맞추어 레이아웃이 새롭게 설계되어야 한다. 새로운 레이아웃에 작업

자들이 적응하여 생산 속도를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생산 

수량이 적거나 스타일 변경이 잦은 경우 일자 라인은 레이아웃 변경에 따른 생산 손실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일자 형태가 아닌 다른 생산 공정 방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 생산 공정의 모듈화를 통해 일자 라인 형태의 생산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공정 모델링을 통해 라인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듈화 의류 

제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모듈화 의류 제조 방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의류 제조 시스템을 세분화하여 모듈화 함으로써 

다품종 소량 혹은 다품종 대량 등 다양한 생산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다. 작업자별 생산 공정 작업이 비슷한 업무를 그룹핑하여 모듈화하고, 생산 의류 스타일이 변경

되더라도 단위 생산 모듈별로는 작업 공정 변경이 크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모듈화 의류 제조 

방법은 다음의 단계를 따라 진행된다. 의복이 주문되면 의복 패턴들에 대해 패턴 정보 및 모듈 

정보를 지정한다. 복종에 따라 합복 공정을 고려하여 각 패턴들을 모듈로 나누고 각각 패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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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 종류, 면적, 전처리 공정, 봉제 길이, 필요한 봉제 기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데이터베이스

화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생산이 되어야 하는 주요 모듈의 우선순위, 종류, 스타일별로 

작업 순서 및 수량을 결정 한다. 합복 봉제 단계에서는 모듈들의 조립 순서에 따라 제조 순서가 

결정된다. 모듈 공정 라인의 봉제 작업 순서와 합복 순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전체 봉제 공정

이 설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모듈끼리 그룹화되는 경우 재봉틀 등 의류 봉제 기기의 이동

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작업자는 비슷한 작업만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을 향상시

킬 수 있다. 위 과정의 봉제 공정을 모델링하고 시각화하여 효율성을 평가 할 수 있도록 개발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마커를 만들고 재단하는 과정을 시각화하고, 패턴, 모듈 등

이 이송되고 합복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재단 속도, 봉제 속도, 전처리 

및 후처리 공정 및 마무리 공정 시간 등을 파라미터화 하여 최종적으로 총 공정 시간을 도출할 

수 있다. 설계자는 공정 배치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정 시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최적의 공정 라

인을 설계할 수 있다. 

그림 1. 모듈화 의류제조 시뮬레이션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듈화 의류 제조 방법은 비슷한 공정을 그룹핑 및 모듈화하여 작업자의 

공정 작업을 단순화하고, 생산 설비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스타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작업 

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생산 체제를 통한 개인화된 제품 생산을 요구하는 시장

의 변화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듈화 생산시스템의 모델링을 통해 전체적인 공정 설계

의 개선 가능 부분을 파악하고, 모듈화 제조 방법의 타당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듈화 

봉제방식은 전체적인 의류 생산시스템의 생산성 향상, 신기술 적용에 의한 원가절감, 그리고 의류

제조 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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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진*, 배현숙
창원대학교

남성용 언더웨어의 기능성 추구 경향 및 실태조사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야외에서의 

activity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게 되

었다. 특히 워라벨(work-life balanace) 시대에 레저나 여가 활동이 증대함에 따라 기능성 이너웨

어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기능성 이너웨어에 대하여 수분 제

어, 항균, 소취, 온도 조절 등의 성능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기능성 의류에 사용되는 

Nylon, Polyester 등의 합성섬유는 인체가 흘린 땀이 빠르게 배출되도록 하는 흡한속건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아웃도어웨어나 스포츠웨어 등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왔다. 그러나 언

더웨어에 합성섬유를 사용 시 여러 가지 화학물질 문제가 야기되어 생리위생적 측면에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언더웨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미약한 편이

고, 관련 정보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남성용 언더웨어의 실태조사를 통해 소재의 특성과 문제점, 구성 및 봉제 

특성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능성 추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언더웨어 제품 선택 

시 객관적이며,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2018년 9월 28일 기준으로 인터넷에 

시판되는 국내 남성 언더웨어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온ㆍ오프라인 30개 주요 브랜드의 278개 

드로즈형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황 조사 결과, 전체 남성용 언더웨어에서 기능성 제품은 53개로서 20.9%를 차지하였다. 일

반 언더웨어의 경우 10000원 이하인 반면, 기능성 언더웨어는 11,900원∼55,000원이었으며, 기능

성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더웨어 소재로는 241개 제품(폴리에

스테르 231개, 나일론 10개)이 합성섬유를 사용하였고 3900원~30000원이었으며, 37개 제품(텐셀 

20개, 모달 6개)에서 친환경 소재(합성섬유와 친환경소재가 혼방된 제품 포함)를 사용하였고 가격

은 7900원~55000원이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및 고기능성을 접목시킨 소재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인체에 직접 접촉되는 언더웨어에서 중요한 항균성 제품 10개(3.5.%), 

소취성 제품 9개(3.2%), 흡한속건성 제품 25개(9.0%)였고, 3가지 이상의 기능성 부여된 언더웨어

는 5개 제품(1.8%)에 불과하였다. 그 외의 기능성으로는 발열, 방열 등으로 의복기후를 적절하게 

조절해줄 수 있는 제품 또한 개발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엉덩이 끼임방지, 분리형 패턴 등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언더웨어는 34개(12.2%) 제품이었다. 10개의 브랜드에서 자체 개발된 패턴 설

계로 인체공학적 착용감을 향상시키고 있는 추세이지만, 2개의 브랜드만이 생리위생적 측면의 착

용감 향상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로써 기능성 언더웨어에 요구되어지는 항균, 소취 등의 위생적 

기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현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고부가 가

치의 감성소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조사를 바탕으로 언더웨어는 쾌적성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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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대인의 요구에 부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원단을 사용해야하며 땀을 빨리 배출해

야하고 인체의 체온조절을 도와야 한다. 나아가 항균, 소취 등의 기능성 천연물을 함유한 나노캡

슐 공법을 이용하여 기능성을 부여한 언더웨어용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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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환1), 박희주1), 박영민1), 

김대석1), 박주용2), 김기영3)

한국패션산업연구원1), ㈜한일화섬2), 
㈜씨엠에이글로벌3)

Removable Digital Textile Printing 점착제품 개발 연구:
리빙소품 및 옥내 광고용

근래, DTP(Digital Textile Printing) 방식으로 대체되는 세계적 추세에 불구하고 국내 DTP시장

은 수요대비 공급과잉, 단가경쟁 치열로 성장 정체에 직면하고 있어 DTP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근본적 차원의 발상전환 Concept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13)

이에 따라 본 연구를 통해 작업환경(설비, 재료), 단가 개선으로 기술융합 적용분야를 개선하

고 新개념 DTP 적용제품군 발굴 모색을 통해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e나비효과’로 DTP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부착) 작업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Up-grade 해줄 수 있으며 실용성 

및 비용절감에 따른 시장침투력 경쟁우위 확보와 Premium급 제품위주로 고부가가치 실현 및 관

련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DTP점착제품 개발 시 이를 참조하여, 향상된 품질의 제품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개발참조용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일상에서 접하는 유리, 플라스틱 및 철재 등, 다양한 수직벽면에 반복적으로 탈

ㆍ부착 적용이 가능한 고성능의 점착력과 재박리성을 가지는 친환경 DTP를 개발하고자 기존 기

술요소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리빙 소품과 옥내 광고제품 적용을 위한 극세사 원단 조직설계, 고

발색 DTP 전사공정 및 고성능 점착물성을 위한 Fomulation 확립, 그리고 시장성을 위한 트렌드 

반영 상품기획과 디자인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리빙 소품을 위한 극세사 원단 개발은 리빙소품에 적합한 극세사 적용 직물 5종과 편물 

3종을 선정하여 조직별 물리적 특성(인장과 인열강도)과 DTP 전사의 색상발현 특성 확인을 진행

하였다. 다음으로 극세사 원단의 DTP 최적 전사공정 확립을 위하여, DTP플로터 출력 조건을 극

세사 소재에 적용이 용이한 Water-based type 분산염료 전사잉크를 선정하여 해상도 300dpi, 

CMYK 양방향 4P, 헤드 높이 L로 출력 조건을 세팅하였으며, 발색성 평가는 CCM을 사용하여 원

단 상에 DTP 전사된 CMYK, 4색의 K/S값을 산출하였다. 고성능 점착물성을 위해 고무, 아크릴, 

실리콘, 우레탄 중 제품 특성에 부합하는 아크릴 점착제를 선정하여 수용성 아크릴 수지, 폴리실

리콘계 점착수지 등 수지별 선택에 따른 Formulation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제품의 샘플 생산 및 봉제 공정을 소재 검단, 점착원단 파악, 철형제작, 사이즈

별 재단, 중간검사, 세팅(다림질), 누름작업, 최종검사 순으로 스텝화할 수 있었으며, 개발 DTP 

점착제품의 성능평가 시 시중 판매 제품보다 약 30% 이상 점착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향후 탈부착 점착성을 보유한 Removable DTP 점착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신제품 출

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 본 연구는 중소기업벤처부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S248794)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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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임*, 이효정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컴프레션 의류 제품의 피복 면적이 혈류에 미치는 영향

수년에 걸쳐 컴프레션 제품의 효과가 국내외적으로 입증되면서 저항성 또는 지구력을 요하는 

스포츠 현장에서는 컴프레션 제품을 착용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운동선수

들은 훈련을 하거나 경기 후 누적된 피로회복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되는데, 

이때 컴프레션 의류 제품을 착용하면 근육통, 피로회복, 근육 손상, 부종 등에 효과가 있어 컨디

션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Kustere et al., 1999; Kraemer et al., 2001; Duffield et al., 2010). 

대부분 관련 연구에서는 컴프레션 제품을 착용 했을 때 인체에 가해지는 압력정도에 따라 기대하

는 효과가 긍정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니면,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컴프레션 제품은 착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 피복하는 면적이 다양하다. 

관절(무릎, 팔꿈치)만 피복하는 형태, 레그 슬리브 형태(leg sleeve, 발목부터 무릎아래), 싸이 슬

리브(Thigh sleeve, 발목부터 허벅지) 그리고 바지형태 등 유형이 비교적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피복 면적이 혈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복압 수

준이 비슷하고 피복 면적이 다른 컴프레션 의류 제품에 대해 혈류측정 및 주관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먼저 예비실험에서 본 연구실에서 보유한 다수의 스포츠용 컴프레션 제품을 착용하고 발

목, 종아리, 대퇴 부위에서 정자세(서있는 자세)시 공기주입식 의복압 센서(AMI3037-2, (AMI 

Techno,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1분간 측정하였다. 의복압 측정치가 비슷하지만 면적이 다

른 2종 컴프레션 제품을 선정한 후 CP1(레그슬리브 형태), CP2(팬츠 형태) 명하였고, 인체를 가

압하지 않는 루즈핏 웨어를 Control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SizeKorea(2016)에서 제공

하는 20대 남성 평균에 의거해 12인을 선정하였다. 실험에 앞서 사전모임을 통해 각각의 피험자

는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지나친 음주 및 운동 삼가로 평상시의 컨디

션을 유지하도록 하여 혈류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의복압 

측정은 혈류측정 시 의자에 앉아 진행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았을 때에도 발목, 종아리, 허벅지부

위에서 의복압을 1분간 측정하였다. 혈류측정은 오른손 가운데 안쪽 끝에 센서를 부착하고 Laser 

Doppler Flowmetry (FLO-C1 OMEGAWAVE, INC., Japan)를 사용하여 15분간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은 SPSS 22.0 (IBM soft)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과 사후 검증(Duncan)을 실

시하였다. 주관적 평가는 실험복을 착용하고 운동전과 운동중- ‘무릎 완전히 구부려 앉기(5회 실

시)’, ‘좌/우 무릎 번갈아 가슴까지 올리며 뛰기(10회 실시)’, ‘발목 돌리기(안쪽/바깥쪽 각 5회씩)

를 실시하면서 평가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동작 시 동작용이성, 착용쾌적감, 근육지지감, 운동적

합성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압 측정치(정자세/앉은

자세)는 CP1 발목 1.04kPa/ 0.75kPa, 종아리 1.84kPa / 2.02kPa, 허벅지 1.28kPa / 1.26kPa 이

고 CP2는 발목 0.67kPa / 0.63kPa, 종아리 1.82kPa / 1.34kPa, 허벅지 1.21kPa / 1.38kPa 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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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보였다. CP1제품의 경우 발목의 의복압은 정자세가 앉은 자세보다 0.30kPa 더 높은 측정

치를 보였고 CP2는 종아리 부위에서 앉은자세에서 0.48kPa 더 높게 측정되었다. 혈류측정 결과, 

혈류량은 CP2 (36.4 ml/s), CP1(28.4 ml/s), Control(24.4 ml/s) 순으로 각 피복면적 단계별로 약 

17%씩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71.996, p=.000). 혈류속도 역시 CP2 

(3.1mm/s), CP1(2.2 mm/s), Control(1.8mm/s)순으로 각 피복면적 단계별로 약 20%씩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5.121, p=.000). 즉 발목,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서 의복압 

수준이 비슷하고 피복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혈류량과 혈류속도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관적 압박감은 CP1의 경우 운동전 5.5점, 운동중 5.3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CP2는 

운동전 4.9점, 운동중 5.4점으로 운동중에 압박감을 0.5점 정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작용이성은 CP1, CP2 모두 동일하게 5.9점으로 확인 되었고, 착용쾌적감은 CP1(5.9점), CP2(5.7

점)으로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지지감은 CP1은 4.7점, CP2는 5.9점으로, 

운동 적합성은 CP1 4.2점이지만 CP2는 6.1점으로 운동 적합성에 더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복압은 유사하지만 피복되는 면적과 혈류량과 혈류속도는 양적 상

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착용자들은 근육지지감 측면에서만 하지 전체를 피복하는 의복형

태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Duffield, R., Cannon, J., & King, M. (2010). The effects of compression garments on recovery of muscle performance following 

high-intensity sprint and plyometric exercise.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13(1), 136-140.

Kraemer, W. J., Bush, J. A., Wickham, R. B., Denegar, C. R., Gómez, A. L., Gotshalk, L. A., ... & Sebastianelli, W. J. (2001). 

Influence of compression therapy on symptoms following soft tissue injury from maximal eccentric exercise. Journal of 

Orthopaedic & Sports Physical Therapy, 31(6), 282-290.

Kuster, M. S., Grob, K., Kuster, M., Wood, G. A., & Gächter, A. N. D. R. É. (1999). The benefits of wearing a compression 

sleeve after ACL reconstruction.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31(3), 368-371.



268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안지원*, 윤혜준, 안재상
창우섬유(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복합 방적사의 염색 조건 개발 연구

1. 서론14)

의류용 소재는 대표적으로 단섬유(Staple Fiber)를 사용하여 방적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방적사

(Spun Yarn)와 유기 고분자 물질을 건식(dry), 습식(wet), 그리고 용융(melt spinning)방사하여 생

산되는 필라멘트 사(Filament Yarn)로 구분할 수 있다. 다양한 소재개발을 통해 방적사와 필라멘

트 사는 의류용 소재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혼방사와 같이 소재의 복합에 의한 방적사 및 단

일소재의 필라멘트 사의 고기능성, 고감성 등의 소비자 측면의 접근 및 소재개발에 한계가 있다. 

특히 복합소재의 경우 염색, 가공 등의 실험에서 원사의 특성에 따라 결과의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계는 적절한 공정기술을 선점하고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염색공정에서 

발생되는 치수 및 색상값의 변화 등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방적기술을 이용한 복합소재 환편니트 원단의 고감성, 고품질 니트 소재를 위한 장

단 복합 방적사의 구성소재에 대한 염색특성에 따른 염색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면방적공정에서 사용되는 커버링 방적기술을 활용하여 단섬유(Staple Fiber)와 장섬

유(Filament Yarn)를 이용한 복합소재를 개발하였다. 연구개발에 사용된 섬유는 단섬유로 면

(Cotton), 레이온(Rayon), 울(Wool)을 장섬유로는 폴리에스터(Polyester)와 나일론(Nylon)으로 폴

리에스터 사는 최종 니트소재의 다양한 감성적 효과부여 및 기능을 위해 3가지 다른 종류의 원

사: Normal(일반 폴리에스터 DTY 원사), LUMU(폴리에스터 평편사, 광택효과 부여), LUMT(불규

칙 연신사, 후가공시 불규칙한 수축으로 외관효과)(그림 1)를 사용하여 혼섬하였다.

Polyester(DTY) 75d/36f Polyester(LUMU) 80d/12f Polyester(LUMT) 80d/12f

그림 1. 방적에 사용된 장섬유(Filament Yarn)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소재부품기술(투자자연계형)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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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개발된 복합방적사의 구성소재에 대한 염색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소재개발에 사용된 

장단섬유에 대한 염색실험이 진행되었다. 각각의 원사들은 실험용 환편기로 편직 후, 랩 스케일

(Lab.Scale) 염색실험을 통해 복합소재 니트원단의 염색/가공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염색

을 위해 사용된 원사의 염색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동일한 염색조건에서 3가지 색상(Black, Beige 

1, Beige 2)의 염색실험이 진행되었다. 

3. 연구결과

이 연구를 위해 총 3종의 다른 특성을 갖는 필라멘트 사(Filament Yarn)를 사용하여 염색실험

하였으며 3종류의 폴리에스터(Polyester) 원사로 편직된 염색포들은 CCM(Computer Color 

Matching)을 활용하여 각각의 시료에 대한 색을 측정하였다(그림 2). 

Color: Black Color: Beige 1 Color: Beige 2

그림 2. 폴리에스트 필라멘트 사의 염색실험 시료

<표 1>에서와 같이 S-type의 분산염료를 사용하여 블랙칼라(Black Color)로 염색한 시료의 경

우, 염료 흡착량을 나타내는 K/S값은 LUMT ＜ LUMU ＜ Normal 순으로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노멀 폴리에스터(Normal Polyester)를 기준으로 한 종합색차(△E) 값은 LUMT가 LUMU보다 큰 값

을 나타내었다. E TYPE의 분산염료를 사용하여 베이지 칼라(BEIGE 1, BEIGE 2)로 염색한 시료

의 경우, K/S값은 Normal ＜ LUMU ＜ LUMT 순으로 앞의 블랙칼라(Black Color)와는 반대의 경

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종합색차(△E) 값은 블랙(Black Color)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1. 폴리에스터필라멘트 사의 염색실험 결과

사 종 염색조건
CCM 분석결과

K/S L a b △E

Polyester

Normal - COLOR: BLACK

- 사용염료: 분산염료(S TYPE, SE TYPE) 

- 염색온도/시간: 130℃/60min

36.0438 12.23 0.4 -1.5 0

LUMU 30.064 13.54 0.2 -1.03 1.4

LUMT 22.4848 16.5 0.13 -1.19 4.3

Normal - COLOR: BEIGE 1

- 사용염료: 분산염료(E TYPE)

- 염색온도/시간: 130℃/40min

0.3743 80.08 5.47 10.47 0

LUMU 0.6152 72.27 1.79 7.2 9.2

LUMT 0.8812 67.1 3.34 6.66 13.7

Normal - COLOR: BEIGE 2

- 사용염료: 분산염료(E TYPE)

- 염색온도/시간: 130℃/40min

0.5573 72.61 1.27 5.69 0

LUMU 0.943 67.88 -6.31 7.3 9.1

LUMT 1.3263 61.1 -6.95 4.49 14.2

 

-K/S: K-흡수계수, S-산랸계수 -L:밝기 -a:초록과 빨강(-:초록, +빨강) -b:노랑과 파랑(-:파랑, +:노랑) -△E: 종합색차 값



270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특성이 다른 3종류의 폴리에스터 사(Polyester Yarn)들은 염색특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

으며, 개발 복합소재 니트원단의 염색 시 사용된 폴리에스터의 종류에 따라 최적의 염료선정 및 

배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복합소재 니트 원단들의 구성소재의 종류,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섬유소재들의 염색성 

차이로 인해 단색(Solid Color)으로 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발된 복합소재 의 최적 단색 염

색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단섬유 소재(Cotton, Rayon, Wool)와 장섬유(Polyester, Nylon)를 선정하

고 소재간의 색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염색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폴리에스

터(LUMT) 사와 면(100%)사로 시험편직 된 시험포를 사용하여 염색실험이 진행되었으며, 면 시험

포의 염색조건은 사용염료의 구성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표 2. 복합소재 니트원단의 최적단색 염색실험결과

사 종 염색조건
CCM 분석결과

K/S L a b △E

Polyester

(LUMT)

- 사용염료 : 분산염료

- 염색온도/시간: 130℃/40min
0.8812 67.1 3.34 6.66 0

면

(100%)

Ⅰ

- 사용염료 : 반응성염료 

- 사용농도

 ㆍ Suncion Yellow H-EL : 0.057 

 ㆍ Suncion Crimson H-EL : 0.018

 ㆍ Suncion Blue H-ERD : 0.063 

- 염색온도/시간: 80℃/40min

0.617 69.98 3.06 6.88 2.9

Ⅱ

- 사용염료 : 반응성염료 

- 염료농도

 ㆍ Suncion Yellow H-EL : 0.057 

 ㆍ Suncion Crimson H-EL : 0.017

 ㆍ Suncion Blue H-ERD : 0.057 

- 염색온도/시간 : 80℃/40min

0.5815 70.85 3.33 7.06 3.8

Ⅲ

- 사용염료 : 반응성염료 

- 염료농도

 ㆍ Suncion Yellow H-EL : 0.06

 ㆍ Suncion Crimson H-EL : 0.018

 ㆍ Suncion Blue H-ERD : 0.063

- 염색온도/시간 : 80℃/40min

0.6108 70.63 3.72 7.76 3.7

Polyester

(Normal)

- 사용염료 : 분산염료 

- 염색온도/시간: 130℃/60min
36.0438 12.23 0.4 -1.5 0

Rayon/

Wool

(85/15)

Ⅰ

- 사용염료 : 반응성염료

- 염료농도 : 4.0(o.w.f) 

- 염색온도/시간: 60℃/60min

40.6727 11.68 0.69 -2.03 0.8

Ⅱ

- 사용염료 : 반응성염료

- 염료농도 : 5.0(o.w.f) 

- 염색온도/시간: 60℃/60min

42.8654 10.84 0.79 -1.56 1.4

Ⅲ

- 사용염료 : 반응성염료

- 염료농도 : 6.0(o.w.f) 

- 염색온도/시간 : 60℃/60min

43.6485 10.57 0.82 -1.31 1.7

실험결과(표 2) 폴리에스터(LUMT) 와 면(100%) 염색포와의 색차가 가장적은 실험조건은 I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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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으며, 이후 랩 스케일 염색실험 및 현장 염색공정에서 본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염색기술 개

발을 진행하였다. 

폴리에스터(Normal:DTY) 사와 레이온/울(85/15) 혼방사로 시험편직된 시험포를 사용하여 염색

조건: 사용염료의 농도조절(3단계)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결과 폴리에스터(Normal:DTY)염색

포와의 색차가 가장 적은 실험조건은 I번 조건이었다. 실험값을 바탕으로 염색실험 및 현장 염색

공정에 결과를 반영하여 염색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4. 결론

이 연구는 장 단 복합 방적사를 활용한 복합소재 환편니트 원단을 위한 구성소재의 종류, 제

품의 특성에 따른 염색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였다. 염색조건의 특성에 따른 시험결과 폴리에스

터의 경우 동일조건의 염색값에서도 염료 흡착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블랙 색상의 경우 

Normal이, 베이지의 경우 LUMT의 염료 흡착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베이지 1과 2 모두

에서 LUMT의 종합색차가 Normal 값에 비해 LUMU 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블랙칼라 

색차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소재 원단의 최적 단색 염색조건 실험 결과 LUMT와 코튼 

염팩포와의 색차 값을 줄이기 위해 염색농도와 염색 색상 값의 차이를 두어 3단계로 진행하여 염

색공정에 필요한 데이터 값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적용된 값은 복합 방적사의 혼합에 의해 

확대된 원단을 위한 다양한 염색가공 방법을 제안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원사의 다양한 혼합에 

의한 원단 구성의 특성에 맞는 염색가공 기술을 제시함으로서 생산현장의 염색공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실증적 연구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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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 윤혜준, 안재상
창우섬유(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섬유소재 복합화 기술개발을 통한 니트제품 연구

1. 서론15)

현재 의류용 소재는 소재의 복합, 원사의 복합, 원단 제조시의 복합, 그리고 원단의 복합 등 2

종 이상의 소재를 활용하여 소재간의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성 및 기능성

의 의류용 소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재산업계의 시스템 정착의 어려움과 원사, 편직, 

가공업체간의 독자적 기술개발로 전반적 생산시스템의 융복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소재의 특

성과 복합방법, 가공방법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발현되는 특성의 변화가 상이하여 소재업계의 부

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 섬유 패션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과 제품개발 능력의 한

계, 인지도 부족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감성과 기능성을 갖는 의류용 

차별화 소재 및 제품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원사, 원단, 가공, 최종 의류업체간의 연계 및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필라멘트사와 

방적사가 복합된 니트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장단 복합 방적기술과 사가공기술, 편직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니트소재 및 제

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커버링 방적기술(Core/Siro-fil Spinning)을 활용한 고감성/고기능성의 장ㆍ

단 복합 방적사 개발하고, 사가공 기술을 활용한 2종이상의 소재를 복합한 복합가공사 개발, 장

단 복합원사를 활용한 2종 이상의 소재복합을 위한 조직설계 및 교편기술 개발을 통한 편직원단 

개발, 제품의 특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염색 가공기술 개발, 개발된 니트 소재를 활용한 니트 

의류시제품을 개발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소재부품기술(투자자연계형)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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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섬유소재의 복합화 기술개발 범위

3. 연구결과

섬유소재의 복합은 이종의 방적사의 복합, 방적사와 필라멘트 사의 복합, 이종의 필라멘트 사

의 복합 등 원사상태의 복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방적기술의 한계점인 균일한 품질유

지와 다양한 공정조건 부여로 사종개발에 한계가 있는 방적기술을 보완하여, 다양한 장섬유의 복

합이 가능하고 조절장치를 통해 균일한 장력을 부여하여 고품질의 니트용 커버링 방적사를 개발

하였다(표 1). 

표 1. 개발 방적사 

사 종 소재 기획방향 및 효과

MFY Cotton(CD)/CottonNoil/Poly(Raheat) 

- 폴리에스터 RAHEAT 사용

- 태양광 축열 보온 기능 및 원적외선 기능(보온소재)

- 연수를 낮추어 F/W시즌용 소재기획

MFY Cotton(CD)/CottonNoil/Nylon/Wool

- 일반 나일론 DTY 사용

- 고광택, Drape성, 필링성 향상 

- 재용면(noil)을 활용한 볼륨감 향상

- 연수를 낮추어 F/W시즌용 소재기획

MFY Cotton(CD)/CottonNoil/Poly(Pyrolight)/Wool

- 폴리에스터 PYROLIGHT 사용

- 중공 기능(외부의 냉,열기 차단)

- 재용면(noil)을 활용한 볼륨감 향상항 필링성 향상

- 연수를 낮추어 F/W시즌용 소재기획

MFY 

Cotton(CD)/CottonNoil/Poly(Noisia)/Wool/Poly(Bulky)

- 폴리에스터 NOISIA 사용

- 편안한 신축성 및 월등한 회복성

- 미세한 Crimp 생성으로 감각적인 촉감부여

- 연수를 낮추어 F/W시즌용 소재기획

MFY Cotton(CD)/CottonNoil/Poly/Span/Poly(Bulky)

- 폴리에스터 COVERED 사용

- 편안한 신축성 및 월등한 회복성

- 미세한 Crimp 생성으로 감각적인 촉감부여

- 연수를 낮추어 F/W시즌용 소재기획

개발된 방적사의 생산시스템을 토대로 최종 수요처, 니트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의 니즈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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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천연소재와 기능성 합성섬유의 활용, 경량성, 및 다양한 기능성을 탑재한 섬유소재 개발을 

위한 편직방법을 개발하였다(표 1). 편직 시 복합화 방법으로는 소재의 복합, 원사의 복합, 원단 

제조시의 복합으로 구분하여 연구 개발하였다. 

표 2. 소재의 복합화 방법과 개발소재 속성

복합화 

방법
개발 복합소재 개발소재 속성 원단기획 및 효과

소재의 

복합

- 커버링 방적기술(Core/Siro-fil 

Spinning)을 활용한 

고감성/고기능성의 장ㆍ단 

복합 방적사 개발

- 최종제품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장ㆍ단 섬유의 복합

MFY Cotton(CD)/CottonNoil/ 

Poly(Noisia)/Wool/Poly(Bulky)

축율과 원사자체의 특성을 살린 편직

얇으면서 따스한 느낌의 솔리드한 

텍스쳐

MFY Cotton(CD)/CottonNoil/ 

Nylon/Wool
자연스러운 텍스쳐

면의 포근한 감성적 표현

원사의 

복합

- 사가공기술(Covering, 

interlacing, twisting)을 

활용하여 2종 이상의 소재를 

복합한 복합 가공사 개발 

- 최종제품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장ㆍ단 섬유의 복합

MFY Cotton(CD)/CottonNoil/ 

Poly(Pyrolight)/Wool + DTY 75/36 

+ SP 30

러스틱한 외관, 불규칙한 슬럽효과를 

통한 보온성 향상

축율과 부피감

MFY Cotton(CD)/CottonNoil/ 

Nylon/Wool + DTY 75/36 + SP 

30

러스틱한 외관, 불규칙한 슬럽효과를 

통한 보온성 향상

축율과 부피감

원단 

제조시의 

복합

- 2종 이상의 원사를 위편조직 

내에 배치하여 편직

- 최종 제품의 품질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환편원단 개발

MFY Cotton(CD)/CottonNoil/ 

Poly/Span/Poly(Bulky) + Hair 20 

(back) + DTY 75/36 (속실)

front/back의 원사 차이를 두고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보카시효과

Solid 한 편직으로 원사의 따스한 

느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편직

MFY Cotton(CD)/CottonNoil/ 

Poly(Raheat) + SIF CM/ERO 

(back) + DTY 150/48 (속실)

front/back 원사의 보완적 기능 

향상을 통한 포근한 표현

축열, 광발열의 보온성에 중점을 둔 

이중편직

개발된 주요 장섬유인 롤리에스터사들의 염색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3가지 타입의 분산염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염색조건에서 염색실험을 진행하였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염색공정의 기

술개발을 진행하였다. 

정련/표백
- BLUE1

 (염료 : S-TYPE)

- BLUE2

 (염료 : SE-TYPE)

- BLUE3

 (염료 : E-TYPE)

그림 2.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사의 염색실험 시료

위의 염색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트랜드가 공존하면서 소비자의 니즈로 편안함과 편리함을 믹

스한 실용적 니트 디자인 6종을 개발하였다(표 3). 디자인 개발 과정으로 고기능성 소재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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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체형커버가 가능한 니트웨어 디자인 패턴개발과 그레이딩을 개발하였다. 주로 언발란스나 

다른 두 원단의 믹스매치 및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필드테스트를 통해 

수정 보완 하였다. 전문가 평가단의 디자인 만족도 및 맞음새, 착용감 상품성 등을 평가 하였고 

관능 평가 시제품을 대상으로 Likert 척도 2.5 이하인 아이템을 선별하여 평가하였다. 최종 개발

된 니트웨어 제품의 상품화 전개를 위해 총 16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실시하여 추가 평

가하였다. 최종 시제품 평가결과 컬러, 아이템 구성, 소비자 판매가에 대한 의견이 종합되었다. 

이는 추후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4. 결론

방적기술과 사가공기술, 편직기술, 염색, 최종 디자인개발까지의 융복합적 단계를 통해 고감성

의 니트 소재 및 제품을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2종 이상의 소재 복합을 위한 조직설계 및 

교편기술 개발을 통해 다양한 감성의 편직원단을 개발, 각 소재의 특성에 맞는 염색실험을 통해 

최적의 색상을 도출 이를 활용한 최종 니트제품 6점을 개발하였다. 섬유제품의 선진화에 따른 복

합화, 세섬도화, 유연화되는 추세에 맞는 방적기술, 사가송기술, 편직기술, 후공정, 최종 디자인까

지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섬유업계 간의

표 3. 니트 제품 디자인 개발

아이템 

종류
시제품 설명 시제품 도식화 시제품 사진

자켓

넓은 카라를 배색감을 사용해 포인트를 준 롱자켓

MFY Cotton(CD)/

CottonNoil/Poly(Noisia)/Wool/Poly(Bulky)

자켓
살짝 타오르는 네크 디자인으로 보온성이 좋은 짧은 자켓

MFY Cotton(CD)/CottonNoil/Nylon/Wool

티셔츠

원단결을 살려 절개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티셔츠

MFY Cotton(CD)/CottonNoil/Poly(Pyrolight)/Wool

 + DTY 75/36 + SP 30

티셔츠

가이롭빠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티셔츠

MFY Cotton(CD)/CottonNoil/Nylon/Wool

 + DTY 75/36 + SP 30

자켓

뒷트임이 있는 넓은 카라에 배색으로 포인트를 준 가오리형 자켓

MFY Cotton(CD)/CottonNoil/Poly/Span/Poly(Bulky) + 

Hair 20 (back) + DTY 75/36 (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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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융복합 연구로서 소재업계의 개발비, 생산원가 절감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소

재 디자인, 생산, 마케팅에 이르는 협업의 연구로 니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의의가 있다.

티셔츠

독특한 절개라인으로 디자인포인트를 준 아방한 실루엣의 티셔츠

MFY Cotton(CD)/CottonNoil/Poly(Raheat) + 

SIF CM/ERO (back)+

DTY 150/48 (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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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전남대학교

스마트 텍스타일 구현을 위한 직물기반 웨어러블 태양전지 연구 

최근 사물인터넷 (IoT)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전자 기기들이 의복의 형태로 융합되는 스마트 

텍스타일 기술이 시장 및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섬유기판은 가볍고 유연한 장

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의류로써 사람의 몸에 직접 접촉하므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

접한 물질 중 하나이다. 때문에 직물기판에 전자기기를 융합하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텍스타일 기술의 상용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전력 공급 문제

이다. 직물기반의 전자 소자를 동작시키기 위해선 안정적인 전원 공급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1차 

전지를 전력공급원으로 사용하였을 때 주기적으로 전지를 교체해야 하며 큰 부피와 무거운 무게, 

유연하지 않은 특성으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 할 수 있는 해결

책으로 주위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웨어러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웨어러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는 태양광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태양전지 기술, 사

람의 체온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열전소자 기술, 사람의 움직임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압전소자 기

술이 있다. 이러한 기술들 중에서 웨어러블 태양전지는 단위 면적당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스마트 텍스타일의 전력 공급에 가장 알맞은 기술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웨어

러블 태양전지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섬유 (fiber) 기반과 직물 

(textile) 기반의 prototype 태양전지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연구결과들은 태양

전지의 광 변환 효율 (PCE)가 낮고 의류에 사용될 수 없는 두꺼운 섬유를 사용하는 등 실제 의

류에 사용되는 직물과는 차이가 있는 기판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스마트 텍스타일에 적용하기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의류에 사용될 수 있는 얇고 유연한 직물기판 위에 표면 플라즈몬 공명을 

이용한 고효율 웨어러블 고분자 태양전지를 구현고자 하였다. 고분자 태양전지는 용액기반의 인

쇄공정을 통한 대면적화가 용이하여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낮은 가격, 가벼운 무게, 

뛰어난 기계적 성질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웨어러블 태양전지에 매우 적합하다. 하지만 고분

자 태양전지는 전하 이동도 (carrier mobility)가 낮고 엑시톤 확산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광 활

성층의 두께가 얇아져야 하고 이로 인해서 소자의 광 변환 효율이 제한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고분자 태양전지의 얇은 광 활성층이 야기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표면 플라

즈몬 공명 현상을 웨어러블 고분자 태양전지에 적용하였고 plasmonic 소자의 효율 향상 원인을 

다양한 측정을 통해 자세히 분석하였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8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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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way how Korean fashion brand company 

making their orders: Focused on fashion brand companies 
in Seoul

Domestic apparel products, labelled in ‘Made in Korea’ in the Chinese market have recog-

nized as a high quality product due to the influence of the Korean Wave recently(Intergen 

consulting group, 2007). Furthermore, as a result of the EU-Korea FTA concluded in 2012, 

tariff rates are expected to decline and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textiles and 

self-produced apparel items will increase(Choi, 2016). In order to rebuild the network of 

small sewing factories scattered in Korea and to reorganize their operations, the government 

and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sewing industry should actively prepare the realistic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roblems of management, work shortage and aging workers.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and types of fashion brand company commissioned to 

produce apparel in Korea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regenerating the Korean sewing in-

dustry by establishing contact points with domestic sewing factories.

We surveyed 100 apparel brand companies in Seoul, which are listed in the Korea 

Fashion Brand Yearbook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company’s general 

management status, types of fabric materials they deal with, major contact points of pro-

duction handling, and production commissioning methods. Based on the collected answers, 

frequency analysis and chi-square statistics were conducted.

As per the pre-studied data, sewing factory’s organization varies depending on where the 

core competencies (raw materials, subsidiary materials, sewing and processing) are located. 

Product transportation and favorable conditions such as obtaining information and securing 

manpower and facilitating purchase of raw materials, wholesalers, department stores affect to 

clustering of metropolitan and product consumption market formation. In this way, building a 

database of variables of clothing brand companies in Seoul can respond to positive synergy 

with the sewing clusters in Seoul, full of potential and growth potential(Uh, 1996).

Follow-up study will be conducted about the network composition of production-friendly 

environment in order to maximize the contact point by analyze the sewing factory’s database. 

In addition, we intend to promote the recovery of domestic sewing companies through not 

only adjustment the consturction based on Brand companies’ order request system but the 

development of ODM structure through with the manpower that can attract their own design 

force in the sewing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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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경사별 소매유형의 착의 선호도 조사:
세트인, 래글런, 기모노를 중심으로

소매는 봉제상에 따라 크게 기모노, 래글런, 세트인의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고, 그 구성법에 

따라 어깨 부위의 형태가 달라지며 착의 선호도에 있어 어깨 경사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어깨 경사별 블라우스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착의평가와 설문을 통한 어깨 

경사별 소매유형의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피험자의 어깨 경사도는 보통 어깨, 처진 어깨, 솟

은 어깨로 설정하였으며, 실험용 블라우스는 세트인 소매, 래글런 소매, 기모노 소매가 모두 포함

된 의복 구성교재를 참고하였으며, 실험용 블라우스는 몸판과 소매 유형을 달리한 15벌이었다. 

착의 평가는 외관상의 선호도와 착용감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그 평가 방법은 블라

우스 부위별 9항목에 대하여 바로 선 자세로 거울에 나타난 모습에 대한 외관평가와 거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착용감 평가로 구분 지어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어깨 

경사별 세 가지 소매유형의 착의 사진을 통해 맞음새 선호도를 순위 결정 방법으로 실시하였으

며, 총 10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코딩의 오류를 줄이기 위함의 목적으로 지류가 아닌 온라인 

설문방법이었으나 착의 사진은 일정한 모니터 화면을 통해 평가 되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실

시되었다. 통계방법은 IBM SPSS Statistics V.25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반복측정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다.

착의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세트인은 외관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였으나 착용감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고, 기모노는 외관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였으나 착용감 평가에서 가

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어깨 경사별로 보았을 때, 보통 어깨는 외관평가에서는 세트인을 가장 

선호하며, 착용감 평가에서는 기모노를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진 어깨는 외관평가에

서 세트인을 가장 선호하며, 착용감 평가에서는 기모노를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솟은 

어깨는 외관평가에서 래글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착용감 평가에서는 기모노를 가

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 경사별 모두 기모노는 외관평가보다 착용감 평가에서 상향되

었고 세트인에서는 착용감 평가보다 외관평가에서 상향된 점수를 보였다. 반면 래글런은 보통 어

깨와 처진 어깨는 착용감을 더 높게 평가했으나, 솟은 어깨는 착용감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설문을 통한 어깨 경사별 블라우스의 선호도 평가 결과, 보통어깨에서는 세트인이 1위 선택 

비율 중 43%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으며, 2위에서 38%, 3위에서 37%로 기모노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처진 어깨에서는 1위의 선택비율 중 래글런이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

며, 2위는 기모노(46%), 3위는 세트인(42%)으로 나타났다. 솟은 어깨에서는 1위에서 래글런이 

39%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2위는 기모노(47%), 3위는 세트인(44%)으로 나타났다.

착의 외관 평가와 설문조사를 비교해보았을 때, 보통어깨에서 착의외관평가 시 가장 높은 점

수를 받았던 세트인이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으며, 처진 어깨는 세트인이 착의외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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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설문조사 시 래글런이 1위를 나타냈다. 솟은 어깨는 착의 외관

평가 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래글런이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나타내었다.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통 어깨는 세트인을 가장 선호하고 처진 어깨와 솟은 어

깨는 래글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 경사도에 따른 디자인의 선호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82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백혜윤, 송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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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성의 인체 부위간 치수증감율을 반영한 
재킷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국내 여성복 브랜드의 타겟 연령에 따른 재킷 그레이딩 편차 분배방식을 조사하고 

이들의 적합성을 파악하고자 제 6차 국민표준체위조사 SizeKorea 인체 측정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연령별 체형의 특성을 반영한 기성복 재킷 그레이딩 편차분배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패션브랜드연감(2014)에 제시된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여성복 브랜드 17개를 선정하여 

타겟연령별(20-30대, 30-40대, 40-50대) 브랜드를 분류하고 재킷의 그레이딩 편차분배 위치 및 비

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한 대부분의 브랜드가 Yuka 프로그램의 스플릿(split) 그레이

딩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레이딩시 사용하는 절개선 위치와 절개선 수를 둘레와 

길이항목으로 구분하고 절개선별 편차분배율을 분석하여 연령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브랜드

의 그레이딩 편차분배율 적합성 분석 및 제안을 위하여 둘레항목의 경우 독립변수는 SizeKorea 

자료 중 가슴둘레/4를, 종속변수는 목둘레/4, 어깨길이, 진동둘레/2를, 길이항목 경우 독립변수는 

목뒤부터 엉덩이까지의 길이를, 종속변수는 목뒤에서 겨드랑이까지 길이, 겨드랑이에서 허리까지 

길이, 허리에서 엉덩이까지 길이, 팔길이를 선정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타겟 연령집단

별 브랜드의 그레이딩 편차분배율에 대한 최빈도값과 평균을 SizeKorea의 회귀분석으로 산출된 

비표준화 B값을 백분율(%)로 환산한 값과 비교분석하였다.

SizeKorea 인체측정값를 이용한 분석결과, 어깨길이 증감율은 가슴둘레/4 증감율의 4.6∼8.1% 

정도로 나타났으나 브랜드들은 호칭간 가슴둘레 편차/4의 20∼35%를 어깨길이 편차에 적용하고 

있어 어깨길이를 길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둘레의 경우, 특히 40-50대의 경우 목

둘레 증감율이 가슴둘레/2 증감율의 18.7%로 나타났으나 브랜드의 경우 평균적으로 9.6% 정도만 

증감시키고 있어 작게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둘레/2 증감율은 가슴둘레/4의 54.9

∼59.7% 정도로 나타났으나 20-30대 타겟 브랜드는 호칭간 진동둘레/2 편차에 가슴둘레 편차/4의 

80%를, 30-50대 브랜드는 50%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히 20-30대 타겟 브랜드가 진동둘레

를 크게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항목의 경우, 목뒤-엉덩이까지 높이를 100%로 간주했을 

때, 20-30대의 경우, 목뒤-겨드랑높이, 겨드랑-허리높이, 허리-엉덩이까지 높이에 19.4%, 31.1%, 

49.5%, 30-40대의 경우, 22.0%, 29.5%, 48.5%, 40-50대의 경우, 23.6%, 25.1%, 51.2%의 비율로 

나뉘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및 40-50대 타겟 브랜드는 총 재킷길이 편차 대비 겨드

랑-허리까지 길이, 허리-엉덩이까지 길이에 편차를 잘 분배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30-40대 타겟 

브랜드의 경우, 총 생산되고 있는 20개의 치수 중 10개의 치수가 총 재킷길이 편차의 70∼100%

를 목뒤높이에서 겨드랑높이 사이에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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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여성의 인체 부위간 치수증감율을 반영한 
바지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여성복 브랜드의 타겟 연령집단별(20-30대, 30-40대, 40-50대) 바지 그레이딩 편차 

분배율과 제 6차 SizeKorea의 3D 인체형상 및 스크립트 기반 3D 인체측정 프로그램인 

SNU-BM(Kim&Kim, 2018)를 이용하여 측정한 치수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령집단별 인

체부위별 치수증감율을 반영한 그레이딩 방식을 제안하였다.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여성복 브랜드 17개를 선정하여 바지의 그레이딩 편차분배 위치 및 

비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스플릿(split) 그레이딩 방식시 사용하는 절개선별 편차분배율을 

분석하여 연령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레이딩 편차분배율 제안을 위하여 둘레항목은 허리, 

엉덩이, 넙다리둘레를 각각 앞, 뒤로 나누어서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는 SNU-BM로 측정한 세부치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길이항목은 허리부터 발목까지의 길이를 

독립변수로, 허리부터 샅, 샅부터 무릎, 무릎부터 발목까지 길이, 3개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설정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중 비표준화 B값을 백분율(%)로 변환하여 편차분배율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옆선과 중심쪽을 1:1로 편차를 나누고 있지만 인체측

정값 분석 결과 앞엉덩이둘레의 옆선과 중심쪽 분배율은 20-30대의 경우 0.8:1.2, 30-40대는 0.7:1.3, 

40-50대는 0.6:1.4로 앞엉덩이 옆선쪽 둘레보다 앞엉덩이 중심쪽 둘레에 편차를 더 분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엉덩이둘레선의 옆선과 중심쪽 분배율은 1:1로 브랜드가 적절히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앞넙다리둘레의 경우, 인체측정값 분석 결과, 약 1:1로 나타났으나 브랜드는 평균적으

로 연령집단별 1:1.05, 1:21, 1:1.34로 중심쪽에 많이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뒷넙다리둘레의 경

우, 20-30대 타겟 브랜드는 1:1.11, 30-40대 타겟 브랜드는 1:1.46, 40-50대 타겟 브랜드는 1:2의 비

율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넙다리 중심쪽에 편차를 더 크게 할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체측정

값 분석 결과, 20-30대 집단은 1.4:0.6, 30-40대 집단은 1.7:0.3, 40-50대 집단은 1.3:0.7로 옆선쪽에 

많이 분배하고 있어 브랜드와 차이가 크게 나타나 브랜드들의 둘레 그레이딩 편차분배방식에 문제

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항목의 경우, 허리에서 발목까지 길이를 100%로 간주했을 때, 

20-30대의 경우, 허리에서 샅, 샅에서 무릎, 무릎에서 발목까지 길이에 19.7%, 38.3%, 42.0%, 30-40

대의 경우, 21.5%, 40.5%, 38.0%, 40-50대의 경우, 15.0%, 47.5%, 37.5%의 비율로 나뉘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타겟 브랜드는 대체로 부위별 편차를 잘 분배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

분의 30-50대 브랜드들의 경우, 허리에서 샅 부위에만 길이 편차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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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성인 여성 체형의 프로포션 비교 연구:
가슴 부위를 중심으로

1. 서론

인체는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로 인한 변화를 가장 많이 겪게 되며 성장기가 지난 성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키를 포함한 수직방향의 크기는 줄어드는 반면 신체의 수평방향의 크기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여 점차적으로 둥근 원통의 형태를 갖게 된다. 특히 대부분이 피하지방으로 구

성되어 있는 성인여성의 유방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연령 증가에 따른 변형의 정도가 다른 신

체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곡선의 형태로 돌출되어 있어 의복착용 시 상반신 실루엣을 결정

짓고 전반적인 신체 프로포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위이다(김효숙, 2014, 이성민, 1996).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7)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매년 유방암 발생율이 증가하는 추

세를 보이는데 유방암을 겪게 되는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치유를 돕기 위해 의복구성학 분야에

서 유방암과 여성 체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을 절제하였을 때 양쪽 가

슴무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척추의 휨, 자세의 뒤틀림으로 인한 근골격계 합병증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이경미 외 2001)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조유방이 필요하다. 즉, 인조유방은 심미성의 충

족 이외에도 합병증을 예방이 중요한 사용 목적이므로 체형의 분석을 통한 인조유방의 개발과 착

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인조유방 개발을 위한 체형분석 선행 연구가 미비하며(전은영 외, 

2012, 최혜선 외, 2001), 한국인 여성의 체형을 반영하지 않은 해외 수입 인조유방 제품으로 사용

하는 경우가 많아 인조유방의 형태나 착용감의 불만족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해외 수입 인조 유방 제품의 경우 맞음새 이외에도 높은 가격과 무거운 중량, 통기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다(전은영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여성의 3차원 인체 측정치를 이용하여 가슴관련 항목을 중심

으로 체형과 프로포션을 분석하고, 한국 성인 여성의 젖가슴부위 체형을 유형화하여 특징을 분석

함으로써 한국인 여성에게 적합성이 높은 유방암 환자용 브라와 인조유방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인체 측정치는 사이즈코리아 5차 인체 측정 데이터의 20대~60대 성인 여성 1,793명의 측정치 

사용하였다. 인체 측정 항목은 키를 포함한 높이 8항목, 둘레 5항목, 길이 6항목, 너비 6항목, 두

께 5항목과 BMI지수를 사용하였고, 지수치로 키에 대한 높이 8항목, 키와 허리너비에 대한 너비 

6항목, 키와 허리두께에 대한 두께 5항목, 키와 젖가슴둘레에 대한 둘레 5항목, 키에 대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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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목으로 총 62항목을 사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인체측정치와 프로포션을 연령별로 비

교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으로 Duncun-test를 시행하였다. 한국인 

성인 여성의 젖가슴 부위의 체형구성요인 및 체형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요

인점수와 요인에 추출된 항목들을 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한국인 성인 여성 인체 측정치, 프로포션 비교 분석 결과 

한국인 성인 여성을 연령별로 나누어 항목 별 인체측정치와 BMI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높이 

항목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0대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고 60대로 갈

수록 값이 감소하였다. 높이 항목 중 가슴의 위치와 관련된 젖가슴높이 항목과 젖가슴아래높이항

목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젖꼭지점이 낮아져 60대

로 갈수록 유방의 하수 정도가 심화되고 높이항목 치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두께와 둘레 항목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하지방 침착으로 인해 가슴부위의 비만화가 진행된다고 해

석할 수 있었다. 길이 항목은 목옆젖꼭지길이, 목뒤젖꼭지길이 항목에서 60대가 가장 큰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감소함에 따라 값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젖꼭지

사이 수평길이 항목은 연령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가

슴 부위의 둘레와 두께 항목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항목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너비 항목에서 목

밑너비와 어깨너비는 60대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가슴너비, 젖가슴너비, 젖가슴아래너비, 

허리너비에서는 20대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높이항목과, 두께, 둘레항목과는 다르게 

연령 증가에 따른 값의 변화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너비항목은 두께 항목에 비해 비만의 

영향보다는 개인적인 체형에 따른 차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인 여성의 인체 프로포션을 연령별로 비교분석 하기 위해 지수치 30항목을 분석한 결과, 

키에 대한 높이 항목의 프로포션은 20대가 가장 큰 값을 가지며 60대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키에 대한 젖가슴의 높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으

로 젖꼭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젖가슴높이의 위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에 대한 

너비, 두께, 둘레 항목의 프로포션은 키에 대한 높이 항목과 반대로 20대가 가장 작은 값을 가지

며 60대가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과 젖가슴, 젖가슴아래 관련 항목들의 경

우 20대에서 60대로 갈수록 값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슴부위가 

두꺼워지고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이 항목의 프로포션 또한 너비, 둘레, 두께 항목과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하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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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 성인 여성의 젖가슴 부위 체형 유형화 결과

대표항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체 집단을 KS규격에 따라 분류하고 연령집단에 따른 브래지어 

둘레 사이즈의 분포를 참고하여 가장 많은 분포율을 보이며 연령 집단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밑가슴둘레 75, 80사이즈에 해당하는 성인여성 959명의 인체측정데이터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체형분류에 필요한 항목을 기준으로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총 5개의 요인으로 결정되었으며 

85.31%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1은 편평률과 두께와 관련된 항목이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어 ‘젖가슴의 전체적인 볼륨 나타내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유치는 7.196, 변량의 

기여율은 39.980으로 5개의 요인 중 설명력이 가장 높은 요인이었다. 요인 2는 젖가슴부위의 너

비와 둘레관련 항목이 높은 값을 나타내며 고유치는 3.176, 변량의 기여율은 17.642이었으며 가

슴부위의 크기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 3은 ‘젖가슴의 돌출과 처짐의 정도를 나

타내는 요인’으로 고유치는 2.031, 변량의 기여율은 11.285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젖가슴높이, 젖

가슴아래높이항목이 속하고 있어 ‘젖가슴의 높이를 나타내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고유치는 

1.806, 변량의 기여율은 10.031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5는 ‘젖가슴의 벌어짐과 컵치수를 나타

내는 요인’으로 고유치는 1.147, 변량의 기여율을 6.374이었다.

한국 성인 여성의 가슴부위 체형을 유형화 하고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

시한 결과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255명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고 있었으

며, 요인 1의 편평률 항목과 요인 4의 높이 항목의 값이 모든 유형 중에 작으며 전체평균보다 작

은 값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요인 1의 두께 항목과 요인 2, 요인 3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세 유

형중 가장 큰 것으로 보아 ‘몸통이 크며 젖가슴이 처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60대 23.5%, 

50대 18%, 40대 20.4%가 분포하여 40대 이상 연령 그룹의 대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유형 2는 

361명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세 유형 중 두 번째 크

기를 나타내며 전체평균과 비슷한 값을 보였지만 브래지어 사이즈 선택 시 컵치수를 결정하는 젖

가슴둘레-젖가슴아래둘레 항목과 젖가슴너비항목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평균체형에 젖가

슴만 큰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20대 34.3%, 30대 35.5%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유형 3은 343

명으로 35.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형 1과 반대로 요인 1의 편평률 항목 값이 세 유형중 가장 

크며, 두께 항목은 세 유형중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요인 4의 젖가슴높이와 젖가슴아

래높이 항목이 세 유형중 가장 크며, 몸통의 크기와 젖가슴의 볼륨을 설명하는 요인의 항목들에

서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어 ‘젖가슴의 볼륨 작고 몸통이 작은 유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으며, 

20대 33.8%, 30대 37.9%가 이 유형에 속하여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분포율이 높았다. 

4. 결론

한국인 성인 여성의 3차원 측정치와 프로포션을 연령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연령의 증가에 

따라 길이 항목의 값는 작아지고 두께 항목, 둘레 항목, 너비 항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젖

가슴 부위의 체형을 유형화한 결과 세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었고 세 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방암 환자를 위한 브래지어의 패턴과 인조유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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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 체형 분류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항목이 사이즈코리아 측정 자료의 

인체 측정치와 지수치를 활용한 것으므로 젖가슴의 체표길이, 각도, 둘레 등 젖가슴 형태에 대한 

항목을 추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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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체형과 인지체형에 따른 체중조절행동 분석:
성별과 연령 비교를 중심으로

1. 서론

정량적인 치수 및 지수로 표현되는 실제 인체(actual body)와 개인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지신체(perceived body)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성별, 연령 및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개인이 몸을 인지하는 방식은 성별, 연령에 따라 상당

히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형 및 체중조절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비만도와 같은 

정량적 기준과 체중조절 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또는 인지된 체형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만

족, 불만족, 감정적 평가와 체중조절 행동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치수 및 지수로 표현되는 실제체형과 개인에 의해 인식된 인지체형의 일치 여부와, 이에 

따른 체중조절 행동에 대하여 성별과 연령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 7차 Size Korea Korea 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2015)’의 남성 2,124명(20대 852명, 

30대 635명, 40대 293명, 50대 207명, 60대 137명), 여성 2,202명(20대 653명, 30대 661명, 40대 

337명, 50대 339명, 60대 212명)의 인체 직접측정 데이터와 2015년 5월~12월 사이에 동일 피험자

에서 수집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설문 문항은 표 1과 같다. 

문항종류 내용 

1 인지체형 문항
귀하의 체형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마름 ②약간마름 ③보통(적당함) ④약간비만 ⑤매우비만

2 운동습관 문항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까?

①유산소운동 ②근력운동 ③유산소, 근력운동 모두 ④없음

3 식이조절 문항

지난 1년간 귀하의 체중조절을 위한 경험으로 가장 가까운 설명을 선택해주십시오.

①체중감량을 위해 식사량이나 식사횟수를 조절한 경험이 가끔 있었다.

②체중감량을 위해 식사량이나 식사횟수를 조절한 경험이 자주 있었다.

③체중증가를 위해 식사량이나 식사횟수를 조절한 경험이 있다.

④체중조절을 위해 식사량이나 식사횟수를 조절한 경험이 전혀 없다.

표 1 . 분석에 사용된 설문 문항과 내용 

실제체형(비만도)의 파악을 위해 BMI(Body Mass Index, kg/m^2)을 계산하였으며,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을 10세 단위로 그룹화 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그룹에 따라 각각 교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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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실제체형과 운동습관,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조절 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및 

연령그룹에 따라 각각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인지체형과 운동습관, 체중조절을 위한 식

이조절 경험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성별 및 연령그룹에 따라 각각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실제체형과 인지체형과의 관계

실제체형은 각 피험자의 BMI(Body Mass Index, kg/m^2)를 계산하여 18.5미만 저체중, 18.5

이상 23미만 정상체중, 23이상 25미만 과체중, 25이상 30미만 비만1, 30이상 비만2로 분류하였으

며, 인지체형의 경우 설문 응답에 따라 매우마름, 약간마름, 보통(적당함), 약간비만, 매우비만으

로 그룹을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령그룹(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과 성별(남성, 여

성) 별로 각각 실제체형과 인지체형 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교차분석에서 카이제곱 값이 유의미 하여, 실제체형의 범주에 따라 인지하는 

체형의 범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대~40대 남성의 분석 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나

타내었으며, 20대~40대 여성의 분석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성별 간 비교를 통해 결과

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제체형이 같은 ‘저체중’범주에 속하더라도, 남성들은 자신들의 

인지체형을 ‘매우마름’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0대남성 66.7%, 30대남성 57.1%, 40

대남성 50%), 여성의 경우 ‘약간마름’으로 인지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20대여성 60.2%, 30대여

성 44.7%, 40대여성 50%). 또한 실제체형이 같은 ‘정상’의 범주일 때, 20대 남성은 ‘보통(적당함)’

에 46.6%, ‘약간마름’에 37.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30대와 40대남성은 ‘약간마름’에 각각 48.6%, 

40.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반면에 여성의 경우 20대, 30대, 40대 모두 자신의 체형을 ‘보

통’으로 인지한 빈도가 각각 64.7%, 59%, 6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체형이 ‘과체중’범주

에 속한 경우 20대, 30대, 40대 남성들은 ‘보통(적당함)’에 각각 65.2%, 69.1%, 53.4%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인 반면 여성들의 경우 20대, 30대, 40대 모두 ‘약간비만’에 응답한 경우가 각각 

74.3%, 76.1%, 77.6%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체형이 ‘비만1’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남성은 20대, 

30대, 40대 각각 ‘약간비만’을 선택한 빈도가 70.7%, 70.1%, 6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대 

여성의 경우 ‘비만1’에 속한 경우 자신을 ‘매우비만’으로 인지한 빈도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40대 여성은 ‘약간비만’에 각각 66%, 6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실제체형이 ‘비만2’

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는 20대~40대 남녀 모두 ‘매우비만’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20대~40대의 경우 여성은 인지체형에 대하여 자신이 속한 BMI 범주와 

비슷하게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 비교적 객관적으로 체형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남성의 경우 ‘과체중’의 체형을 ‘보통, 적당하다’라고 인식하여 여성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

다. 50대의 경우, 남성은 자신의 실제체형이 ‘정상’인 경우 ‘약간마름’으로 인지하는 빈도가 53.3%

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으로 인지한 빈도는 37.8%에 불과하였다. 또한 ‘과체중’ 범주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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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0, 60대 남성은 인지체형을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55.2%, 60%로 가장 많았으

며, 50대 여성의 경우 ‘약간비만(57.4%)’이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으나, 41.6%가 ‘보통’이라

고 응답하여 20대~40대 여성이 자신이 실제로 과체중일 때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 증가하여, 60대 여성의 경우 ‘과체중’일 때 인지체형을 

‘보통(적당함)’으로 응답한 경우가 56.1%로 여성의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았다. 이를 종

합하면 여성의 경우 중년에 들어서 자신의 체형인지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실제체형에 따른 운동습관, 식이조절경험과의 관계

(1) 실제체형과 운동습관의 관계

실제체형에 따른 운동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 20대남성(=38.095, p<.001)을 

제외하고 모든 성별, 연령대 별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값이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는 20대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남성, 여성 모두에서 실제 BMI정도에 따른 운동습관 응답의 차이가 없

음을 의미한다. 

(2) 실제체형과 식이조절경험의 관계

실제체형에 따른 식이조절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 60대남성을 제외하고 모든 성

별, 연령그룹에서 카이제곱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0대남성의 경우, 실제체형이 ‘정상’범주일 때 식이조절에 대하여 ‘조절경험없다’에 응답한 비율

이 각각 51%로 가장 높았으며 과체중, 비만1, 비만2는 ‘체중 감량을 위해 식사량이나 식사횟수를 

조절한 경험이 가끔 있었다’에 각각 38.5%, 38.7%, 52%로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하였다. 30대, 

40대 남성도 20대남성과 마찬가지로 ‘정상’그룹에서 ‘조절경험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66.4%, 

64.1%로 가장 높았으며, ‘과체중’집단 역시 ‘조절경험없다’에 각각 47.9%, 58.9%로 가장 많이 응

답하여 과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조절을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이 특

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관계 분석에서, 남성이 ‘과체중’을 ‘보통(적

당함)’이라고 인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특히, 40대와 50대 남성의 경우 ‘비만1’

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식이조절에 대하여 ‘조절경험없다’에 응답한 비율이 44.9%, 51%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60대남성의 경우 모든 실제체형 범주에서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량, 횟수 조절 경

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20대~40대 여성 실제체형 ‘정상’그룹에서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조절을 한 

경험이 ‘가끔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2.8%, 43.1%,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나, 20대~40대 

여성의 경우 정상 체질량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체중 감량을 위한 식사 횟수, 식사량 조절을 경험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50대를 기점으로 변화하여, 50대여성의 경우 실제체형, 즉 

BMI가 비만1 또는 비만2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만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조절을 한 경험이 ‘가

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60대 여성의 경우 모든 실제체형 범주에서 체중조

절을 위한 식사량, 횟수 조절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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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체형에 따른 운동습관, 식이조절경험과의 관계

(1) 인지체형과 운동습관의 관계

인지체형에 따른 운동습관을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 모든 성별, 연령대 별 교차분석의 

카이제곱값이 유의미 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연령대의 남성, 여성 에서 인지하는 체형정도에 따

른 운동습관 응답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2) 인지체형과 식이조절경험의 관계

인지체형에 따른 식이조절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교차분석 결과, 모든 성별, 연령그룹에서 카이

제곱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 남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의 체형을 ‘보통(적당함)’

이라고 인지하는 경우,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량, 횟수 조절에 대하여 ‘조절경험이 없다’ 고 응답하

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자신의 체형을 ‘보통(적당함)’이라고 인지하는 20대, 

30대가 ‘체중감량을 위해 식사량이나 식사횟수를 조절한 경험이 가끔 있었다’에 각각 42.8%, 

44.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자신의 체형을 보통이라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체중감량을 위

한 식이제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40대에 이르러 완화되어, 40대여성의 경우 

자신의 체형을 ‘보통(적당함)’으로 인지하는 경우 식사량, 횟수에 대하여 ‘조절경험없다’에 43.8%로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40대 남성의 경우, 본인의 체형이 ‘약간비만’하다고 인지하

는 경우에도 식사량, 횟수에 대하여 ‘조절경험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이

러한 경향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심화되어 50대, 60대 남성의 경우 자신의 인지체형과 관계없이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량, 횟수 조절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60

대여성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자신의 체형을 ‘약간비만’ 또는 ‘매우비만’ 이라고 인지한 경

우 ‘체중감량을 위해 식사량이나 식사횟수를 조절한 경험이 가끔 있었다’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4. 결론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의 관계 및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따른 체중조절행동을 종합하여 살펴보

았을 때, 중년 이전의 여성은 실제체형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른 몸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이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BMI 

기준 ‘과체중’을 적당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체중감량을 위한 식이제한을 하

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성별차이에서 나타난 결과이기보다는 문화적 맥락을 종합하

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중년기 및 노년기에 이르러 완화되어, 남녀 모두 

실제체형 및 인지체형과 관계없이 체중조절을 위한 식이조절을 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문화적 압박을 강하게 받는 젊은 층의 여성에서 몸의 외관에 대한 중요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노인범주에 들어서면 감소하여 이에 따라 신체에 대한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는 

Tiggemann(2004)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따른 식이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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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가 나타난 반면,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따른 운동습관의 차이가 모든 성별, 연령대에서 

발견되지 않음을 고려하였을 때 운동보다는 식이조절을 통하여 체형을 조절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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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아*, 박미경
경북대학교

2007년-2015년 디자이너별 재킷 형태 분석

본 연구는 최근 재킷의 의복구성학적 요소와 디테일 요소가 디자이너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 분석하고자 2000년 S/S에서 2015년 F/W까지의 파리 오뜨 퀴뜨르 컬렉션에 나타난 재킷을 실

루엣과 길이와 같은 의복구성학적 요소 그리고 칼라, 소매, 어깨선, 여밈 방법 등 디테일 요소, 

색상과 소재와 같은 디자인 요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2000년 S/S에서 2015년 F/W까지의 파리 오뜨 퀴뜨르 컬렉션에 나타난 재킷으로 

한정지었고, 문헌자료를 토대로 패션정보 사이트인 스타일 닷컴(http://www.style.com)과 퍼스트

뷰(http://www.firstview.com)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방법은 2000년 

S/S에서 2015년 F/W까지 자료 중에서 참여 빈도와 재킷 수가 많은 디자이너 상위 5명을 선택하

여 재킷 빈도가 많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자료를 재킷의 실루엣과 길이와 같은 의복구성학적 

요소, 칼라, 소매, 어깨선, 여밈 방법 같은 디테일 요소 와 색상 배색, 소재 등 디자인 요소를 디

자이너별로 유형을 분류하고, 특성을 살펴보고 결과를 종합하여 재킷의 유행 경향을 분석하였다. 

2007 S/S에서 2015 F/W 컬렉션에 나타난 재킷의 전체적인 형태를 분석한 결과, 재킷의 실루

엣에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재킷의 길이에서는 허리에서 밑위선까지의 

중간길이가 가장 많았다. 재킷의 디테일 요소를 분석한 결과 몸에 피트된 타이트 소매가 가장 많

았고, 어깨선의 형태에서는 내츄럴 숄더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의 형태는 테일러드 칼라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여밈의 방식에서는 버튼 여밈이 가장 많았다. 재킷의 디자인 요소인 색상

에서는 단색이 가장 많았으며, 소재로는 우븐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2007 S/S에서 2015 F/W 컬렉션에 나타난 아르마니, 샤넬, 디오르, 장 폴 고티에, 발렌티노 재

킷을 분석한 결과, 재킷의 실루엣에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재킷의 길이에서는 허리에서 밑위선 

까지의 중간 길이, 소매는 몸에 피트된 타이트 소매, 어깨선의 형태에서는 내츄럴 숄더, 색상에서

는 단색이 가장 많았으며, 소재로는 우븐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칼라의 형태는 아르마니, 발렌티

노는 No칼라, 디오르와 장 폴 고티에는 테일러드 칼라, 샤넬은 스텐드 칼라가 가장 많이 나타났

으며, 여밈의 방식에서는 아르마니와 발렌티노는 훅 앤아 이 방식이 많았으며, 샤넬, 디오르, 장 

폴 고티에는 버튼 여밈이 가장 많았다.

아르마니의 재킷은 기교가 정제된 심플하고 매니쉬한 스타일로, 아우어글래스 실루엣과 피트된 

소매, 내츄럴 숄더, 고급스런 우븐 소재, 내츄럴한 색상으로 흐르는 듯한 인체의 곡선을 표현해 자

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하고, 품위 있고 지적이면서도 밝고 행복한 여성의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샤넬의 재킷은 트위드 소재를 의복에 활용한 디자인으로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스텐드 칼라와 

No칼라, 버튼 여밈, 내츄럴한 어깨와 소매의 형태로 표현 되어 전체적인 실루엣이 헐렁한 상태로 

내려오면서 라인을 살려 활동하는데 편안함을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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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르의 재킷은 다른 디자이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리를 더 강조한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과 중간 길이이며 디자인은 과장된 벨슬리브, 퍼프슬리브, 비숍 슬리브와 네크라인을 크게 한 테

일러드 칼라로 표현되며 재킷은 다른 아이템(스커트, 바지, 블라우스)들과 차이 나게 다양한 색상

과 이질적인 소재를 조화시켜 우아함을 표현하였다.

장 폴 고티에의 재킷은 아우어글래스 실루엣, 타이트 소매와 내츄럴 숄더, 중간길이 재킷길이, 

테일러드 칼라, 기본에 충실한 재킷 형태와 가죽을 이용한 이질적인 소재 표현으로 섹시한 여성

스러움과 중성적인 분위기를 혼합하여 유머스럽고 도발적으로 표현 하였다.

발렌티노의 재킷은 고급스런 소재와 색상을 사용하여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아우어글래스 실루

엣, 타이트 소매와 내츄럴 숄더, 겹침분이 없는 훅 앤아 이 여밈 등 조화를 이루어 세심한 디테

일로 아름다운 여성의 완벽한 룩을 표현 하였다. 

디자이너마다 유행에 따라 실루엣, 길이, 소매, 어깨선 같은 의복구성학적 요소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칼라의 형태, 여밈 방식 등 디테일과 , 소재, 색상, 실루엣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므로써 

각 디자이너의 개성을 표현하며 시즌별로 의복구성학적 요소, 디테일 요소, 디자인 요소는 서로 

공존하지만 형태가 정해지면 의복구성학적 요소, 디테일 요소, 디자인적 요소가 서로 연관성을 가

지며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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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al Design and Smart Fashion Case Study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AI), robot technology, and life sciences importantly came to 

the fore to us liv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technologies such as 

wearable computers and the Internet of things(IoT)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Through 

the fusion of new cutting-edge scientific technologies and fashion, the creativity of design has 

been enhanced and through the innovation of the body protection function of clothes in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e development of smart wear that pursues practicality and 

safety is becoming active. Following the trend as such, interest in smart wear using cut-

ting-edge technologies is increasing day by day in the fashion industry too. In addition, after 

passing through the high growth period in the 20th century, the complicated and diverse 

moder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is called the emotional age in terms of the consumers' 

propensity. Accordingly, as a means to satisfy consumer demand, bring about qualitative en-

hancement to individuals' lives, and lead to independent lives, the diffusion of supply of uni-

versal designs is demanded.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shion designs that combine smart technologies 

and the concept of universal in order to realize the public value with respect for and prac-

tice of the value of wellness, which i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individuals' lives, and 

in particular, to realize the value of universal designs that consider the socially weak with 

designs that combined smart technology from a functional viewpoint. 

As for the method of the study, cases of smart fashion products with a viewpoint of uni-

versal design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based on universal design and smart fashion re-

lated literature, previous study data, fashion magazines, and Internet data.

In this study, smart fashion was divided into 'smart fashion for the socially weak with 

hearing impairment', 'smart fashion for the mental disabilities', and 'smart fashion for the eld-

erly' and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Alarm Glasses' developed by Joo 

Sang-jin and Kim Jun-tae(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smart fash-

ion for the socially weak with hearing impairment' was designed as a method to notify loud 

sounds such as the automobile horn sound by embedding an infinity microphone in the glass 

frame so that sounds can be sensed for safer walking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Second, products such as GEAR MOOD SWEATER, INFLATA corset, and NEUROTiQ have 

been released as 'smart fashion for the socially weak with mental disabilities.' Thes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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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e the state of the brain so that each other's feelings can be seen even without telling 

them. These products are expected to be very useful because they enable the understanding 

of patient's conditions immediately when an unexpected behavior occurs due to failure in 

emotional control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

order), or autism thereby enabling quick responses to dangerous situations. Third, Pauline 

van Dongen developed a knit cardigan attached with a stretch sensor in the Vigour project 

as 'smart fashion for the elderly.' This product was made to identify the behavioral radius of 

the elderly patients during the day and to help their rehabilitation. 

In this study, the principle of universal design was applied to smart wear to analyze new 

characteristics and provide the characteristics appeared as digital technology convergence, 

physical safety, extensibility of life, and ease of modification as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smart wear equipped with universal design.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idened the horizon of fashion design studies b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wear 

and using the results in developing ingenious smart wear designs through the combination of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modern fashion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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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인체스캔 기반 상반신 체표면적 변화율에 따른 
좌식배구 선수복 패턴설계 연구 

1. 서론

산업재해, 교통사고 및 각종 질환 등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지체장애인은 활동영역

이 비장애인에 비해 제한적이고, 운동부족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어 신체적 기능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성된 장애인 스포츠 활동은 재활뿐만 아

니라 사회적 활동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Shin, 2016). 특히 좌식배구는 지체장애인

의 재활적 가치, 자아존중감 향상, 자립생활, 정신건강, 장애수용 등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고,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Kim, 2010). 

좌식배구는 1953년 네덜란드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스포츠협회

가 최초로 설립되면서 좌식배구의 원형인 ‘시츠볼(sitzball)’이 만들어졌고, 1956년에 지금의 좌식배

구가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에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보급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전문 

좌식배구팀은 총 2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260명의 좌식배구선수들이 매년 11개의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등 매우 활발히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hin, 2016). 재활 및 체력증진, 사회성 

향상을 위해 시작된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로 발전되어 각종 장애인스

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선수권대회, 패럴림픽 등 국

내외 스포츠 경기에 출전함으로써 장애인스포츠는 고도로 전문화되었고,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운동능력을 결정하는 근력, 근지구력에 대한 연구가 실행되고 있다. 좌식

배구는 경기 중 수비와 이동 동작을 제외하고는 항시 자신의 둔부가 지면에 접촉되어 있어야하고 

상지를 들어 올려 경기를 해야 함으로 견관절, 주관절 근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Lee et al., 2010)). 

최근 3차원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동작분석과 동작 자세에 따른 체표면적 변화량 분석 등 객

관적 분석을 기반으로 스포츠 웨어 연구들이 수행되었고(Kim et al., 2012; Cha, 2013), 스포츠 

의류 브랜드에서는 근효율 향상과 근육 부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스포츠 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와 제품은 비장애인의 선 자세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의류로써 좌식

배구선수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좌식배구선수는 대부분 소아마비자, 절단자, 척

수손상자 등 하지에 최소한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반신과 상지만을 사용하

여 스파이크, 블로킹 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슴, 목, 어깨가 비장애인보다 발달

한 경향이 있어 비장애인의 스포츠웨어를 착용할 경우 불편함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좌식배구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좌식배구선수의 체형, 스포츠 동작에 

적합한 스포츠웨어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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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좌식배구 선수복 패턴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좌식

배구선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기존 선수복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였다. 좌식배구 선수 총 52

명을 대상으로 기존 선수복의 착탈의 편의성, 동작용이성, 사이즈 적절성에 대하여 5점리커트 척

도로 평가하여 기술통계분석(Mintap)하였다. 둘째, 좌식배구 선수의 주요 동작을 파악한 후 

Hand-Hold 방식인 인체용 스캐너를 활용하여 정자세와 최대 동작 자세인 스파이크, 블로킹 동작

을 취한 후 좌식배구선수 남자 10명을 대상으로 인체스캔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체 부위별 체표

면적을 산출하여 좌식배구선수에게 최적화된 스포츠웨어를 설계하였다. 

Fig 2. 좌식배구 동작 3D 인체 스캔닝 프로토콜

기본자세: 45 팔을 벌리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스캐닝

실제 경기에서 취하는 블로킹의 

최대 자세

실제 경기에서 취하는 

스파이크의 최대 자세

Fig 3. 인체스캔을 위한 좌식배구 동작 자세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좌식배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좌식배구선수의 연령분포는 40대, 50대가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으로는 소

아마비자가 36.5%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척수장애자, 하지절단자 순으로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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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설문대상자 인구분포 분석결과

Characteristics n(%) Total(%)

Age

over 60 1(2)

52(100)

50~59 20(38)

40~49 25(48)

30~39 4(8)

under 30 2(4)

Type of disability

Polio 19(36.5)

166(100)

Brain lesions 2(3.8)

Excised lesion 9(17.3)

Myelopathy 17(32.7)

others 5(9.6)

좌식배구선수 52명에 대한 기존 선수복에 대한 착의실태 조사결과, 사이즈와 소재에 대한 불

만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2). 특히 선수복 상의의 경우, 상의 앞길이를 제외하고 목둘레, 

어깨부위, 겨드랑 부위, 상의 품 등이 전반적으로 작다고 응답하였다. 하의의 경우, 뒤밑위길이가 

짧아 경기 중 밑위가 당겨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Fig 2. 기존 선수복 착용 실태조사 분석결과

체표면적에 분석결과, 블로킹과 스파이크 동작일 때 팔아래 부위(S-2)가 139.7%, 136.8%로 가

장 많이 증가하였고, 겨드랑 아래의 F-2와 B-2가 각각 128.7%, 130.1%로 증가하였다. 또한 스파

이크와 블로킹 동작은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다 보니 F-4, B-4부분의 체표면도 많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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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3, Table 2 참조). 

Fig 3. 좌식배구 동작에 따른 인체스캔 부위

Table 2. 좌식배구동작에 따른 체표면적 변화율 

구분
Average of Area(Unit: mm^2) SD of Area(Unit: mm^2)

Average changing 

rate(%)

Standard Blocking Spike Standard Blocking Spike Blocking Spike 

Front

F-1 29476.8 20052.2 21302.9 8115.2 9621.0 9780.2 68.0% 72.3%

F-2 25238.4 28494.2 34299.4 7667.8 8632.3 10384.7 112.9% 135.9%

F-3 23892.3 27778.0 27590.6 7412.9 8579.2 8572.3 116.3% 115.5%

F-4 26716.7 31371.7 31669.0 8201.6 9624.9 9696.4 117.4% 118.5%

Back

B-1 37410.0 31336.6 31622.8 11335.0 9619.6 9632.1 83.8% 84.5%

B-2 25318.9 33562.8 25474.9 7704.7 10182.6 7753.4 132.6% 100.6%

B-3 23345.2 24025.4 22143.0 7131.6 7347.3 6746.8 102.9% 94.9%

B-4 21441.7 24512.7 22620.5 6522.0 7471.7 6867.3 114.3% 105.5%

Sleeve
S-1 42067.1 34046.2 33791.2 12768.6 10428.0 10299.6 80.9% 80.3%

S-2 35826.0 50737.3 50818.7 10876.2 15362.2 15402.1 141.6% 141.8%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부위별 체표면적의 증가량을 적용하여 아래 Fig. 3과 같이 선수복 상의 

패턴 절개선을 설계하였고, 체표면적의 증가량이 많은 부위에는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적용하

여 좌식배구 경기 시 증가되는 체표면적을 커버할 수 있도록 좌식배구 동작에 최적화된 선수복 

상의를 개발하였다. 

Fig 3. 좌식배구 선수복 상의 패턴설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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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스캔데이터의 평면전개를 통한 
청소년 여성 바디스 원형 개발

1. 서론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사춘기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서 신체 성장이 종료되

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며, 심리적으로 성숙을 위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심리적 재구조화가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는 신체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며, 2차 성징이 나타나 아동기 체형에서 

성인기 체형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기 여성의 유방의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한국 여

성의 체형은 점차 서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언더웨어 제조업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판매된 브래지어 사이즈는 75사이즈 A컵의 판매율이 소폭 감소한 반면에 대형 사이즈로 여겨

지던 CㆍD컵의 판매가 급증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 성인 여성들에게서만 아니라 청소년기 

여성에게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장과 함께 외모와 신체를 가꾸는데 민감하

게 반응하고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시기이다. 외모에 대한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외모표현과 

자기표현 등을 주로 의복을 통하여 표현하게 된다. 이렇듯 청소년들에게 의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

고 있으나 청소년의 신체치수나 체형은 고려하지 않고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

년기의 체형 변화와 심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 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바디스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패턴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유방의 발달에 따른 체형 특성을 반영한 가슴처리다트분량과 앞처

짐분량은 3차원적 인체 형태에 의하여 2차원적 패턴이 결정되므로 인체 치수의 통계 분석만으로는 

산출하기 어렵다. 기존의 바디스 제도법은 가슴처리다트의 다트분량으로 대부분 앞길이와 등길이의 

차이, 특정한 치수, 젖가슴둘레 치수의 비례식 등을 사용하고 있어 유방의 발달에 따른 정확한 다트

량 산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3~19세 청소년기 여성의 3차원 스캔데이터를 평

면전개하여 체표패턴을 추출하고 패턴 부위별 치수를 측정하여 바디스 원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제 6차 사이즈코리아 데이터를 기반으로 13~19세 여성의 다빈도 사이즈 구간을 분석한다. 다

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3차원 스캔데이터를 선정하고 이를 평면전개하여 체표패턴을 추출한다. 체

표패턴을 젖가슴둘레선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체표패턴의 각 부위를 측정하고 이를 회귀분석하여 

인체치수를 독립변수로, 패턴의 각 부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패턴 제도법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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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진(Slim Jean) 패턴 개발을 위한 청바지 착용 실태 조사

최근 생활양식과 식생활 문화가 변화되면서 현대인의 비만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우리나

라 여성들에게는 복부비만 등의 상체비만에 비해 하체비만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지방을 축적하려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허벅지 등에 피하지방이 쉽게 쌓여 남성보다 하체비

만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Lim, 2018) 이런 하체 비만형의 몸매 보정을 위해 슬림진(Slim Jean) 

착용이 늘어나고 있다.2)Professional Dictionary of Fashion(1997)에서 슬림진은 대퇴부에서부터 

발목에 걸쳐 좁아지는 실루엣으로 다리에 꼭 맞는 청바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

행에 민감한 20대 소비자의 착용만족도와 구매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대 여성의 슬림진 착용 

시의 착용만족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청바지의 구매 및 착용현황과 착용 불만족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20대의 성인 여성으로 설문지는 2018년 10월 2일에서 10월 5일까지 

온ㆍ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최종 14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일반사항

과 청바지 착용 실태에 관련한 문항, 청바지 맞음새 불만족도 관련 문항 등 총 49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인의 팬츠 사이즈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85%였다. 사이즈 호칭은 

‘숫자형’ 보다 ‘문자형’을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착용사이즈는 M(50%)>S( 35%)>L(24%) 순으로 나

타났다. 주로 착용하는 청바지는 슬림진(28%)>스트레이트진(22%)>스키니진(21%)이었고, 선호하는 

허리 위치는 중간 밑위(54%), 긴 밑위(37%) 순으로 나타났다. 허리벨트 착용에 대해서는 67%가 

착용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로 ‘허리 사이즈가 불편(50%)’하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바지를 수선한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가 수선한다고 하였으며, 주로 ‘바지길이 줄임

(39%)’과 ‘허리 부위 줄임(2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2%가 청바지 구입 후 교환과 반품

의 경험이 있었으며, ‘라벨에 표기된 호칭과 제품 실제 치수 불일치(28%)’, ‘맞음새 문제(14%)’ 등

의 이유로 나타났다. 청바지 치수 불만족도에 관한 설문 결과 ‘브랜드별 청바지 치수가 다르다’, 

‘청바지 치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문항의 불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아 청바지 치수에 문제가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청바지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체 부위는 허벅지 부위

(25%)>허리 부위(20.6%)>다리길이(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착용시 불편한 부위는 허리 부위

(37%)>허벅지 부위(19%)>밑위길이(14%)>엉덩이 부위(11%)로 응답하였고, 불편한 이유로는 ‘허벅

지에 비해 허리가 크다’, ‘항상 바지를 사면 허리가 크다’ 등의 이유로 나타나 허리 사이즈와 허벅

지 사이즈 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착용하는 슬림핏 청바지의 맞음새를 신체부위

별로 조사한 결과, 배 부위, 허벅지 부위, 엉덩이 부위는 보통 이상에서 아주 잘 맞는다고 응답한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8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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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가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허리 부위가 맞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41%로 이 중에서 

32%가 허리가 커서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착용 불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구부려 앉았을 시 허

리가 내려가 속옷이 보일까 걱정이다’ 49%, ‘외관상 허리가 커 보여 옷 입은 태가 예쁘지 않다’ 

45%, ‘허리의 여유분을 통해 바지의 허리 부분이 내려간다’ 39%, ‘밑위부분에 군주름이 생긴다’ 

42%로 응답하여 큰 허리 사이즈로 인해 착용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

의 52%가 ‘허벅지 사이즈에 맞추어 청바지를 구입하면 허리가 남는다’고 하였고, 응답자의 20%가 

‘허리 사이즈에 맞추어 바지를 구입하면 허벅지 부분이 남는다’라고 응답하여 슬림진의 패턴설계

시 허리와 허벅지의 신체사이즈를 반영한 패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

를 종합하여 볼 때, 20대 여성들은 슬림진을 가장 많이 선호하며 허리 사이즈와 치수별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수선과 교환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바지를 구입할 때 허

리와 허벅지 부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 20대 여성의 신체 특성에 맞으면서 허리와 허벅지 부위의 착용만족도가 향상된 슬

림진의 패턴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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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식 네일 팁 제품 현황 조사

접착식 네일 팁은 높은 편의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 셀프 네일아트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2010년 중후반부터 네일 뷰티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2017년 대비 

오프라인에서는 135% 이상, 온라인에서는 65% 이상으로 판매율이 급증하여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18).3)현재 시판되는 네일 팁은 두께가 얇고 자연스러운 밀착력의 

제품이 출시되거나 손톱 모양에 맞춰 네일파일로 다듬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스티커형의 제품 등

이 판매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붙이는 네일 팁의 국내ㆍ외 제품 현황을 분석하여 국내 소비

자의 손톱의 형태에 적합한 셀프 네일 팁 제품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

한 제품은 온ㆍ오프라인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으로 국내 제품은 ‘Macqueen New York’, 

‘NAIL’sNAIL’, ‘Diana’, 해외 제품은 ‘Kiss New York’(미국), ‘Dashing Diva’(미국), ‘Madison 

Avenue’(중국)로 총 6개 브랜드의 온라인 제품 판매 웹사이트에 표시된 사항을 참고하여 분석하

였고, 조사기간은 2018년 7월∼8월까지였다. 분석 결과 셀프 네일 팁 유형은 스퀘어, 오발, 스틸

레토 등의 손톱 유형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있었다. 구성성분은 ABS플라스틱, 난연ABS수지, 나일

론, 아세테이트 등으로 이루어졌고, 접착제성분은 아크릴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등이었다. 셀프 

네일 팁의 부착 형식은 스티커 형, 글루 형과 둘 다 사용가능한 통합형으로 되어있었다. 제품별 

제조국으로는 ‘NAIL’sNail’와 ‘Diana’는 구성품별로 한국과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브

랜드는 모두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었다. 브랜드별 제품구성을 살펴보면, ‘Macqueen New York’은 

팁 24개와 플렙패드, 우드스틱으로 구성되었고, ‘NAIL’sNail’은 팁 24개와 플렙패드, 글루, 리무버, 

네일파일, ‘Diana’는 팁 26개와 플렙패드, 글루, 리무버, 네일파일로 구성되었다. ‘Kiss New York’

은 팁 30개와 플렙패드, 우드스틱, ‘Dashing Diva’는 팁 30개와 플렙패드, 설명서, 네일파일로 구

성되었고, ‘Madison Avenue’는 팁 24개와 플렙패드, 우드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호수 전개 

방식은 ‘Macqueen New York’, ‘NAIL’s NAIL’, ‘Madison Avenu’는 0호∼9호중에 5.5호와 6.5호가 

있었으며, ‘Diana’는 0호∼10호중에 5.5호, 6.5호가 있었다. 반면에 ‘Kiss New York’, ‘Dashing 

Diva’는 0호∼11호로만 분류되어 각 브랜드별 제품의 호수 전개 방식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품 사이즈가 제시된 브랜드도 있었는데, ‘Diana’는 가로 6.5∼14.5mm, 세로 12.5∼

17.5mm, ‘NAIL’s NAIL’는 가로 6.5∼14.5mm, 세로 12∼18.2mm로 제시되어 있었고, ‘Dashing 

Diva’는 오발타입은 가로 6.7∼14mm, 세로 13.6∼22mm, 스퀘어타입은 가로 6.5∼13mm, 세로 

12.8∼17.4mm로 나누어 제시하고, ‘Kiss New York’도 오발타입은 가로 6.8∼13.7mm, 세로 12.3

∼18.4mm, 스퀘어타입은 가로 7.2∼12.8mm, 세로 11.2∼16.5mm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 저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8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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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리함 및 실용성으로 셀프 네일 팁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제품 

브랜드별로 호수 및 사이즈가 달라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호수 

체계의 조정과 제시된 사이즈 항목의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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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 비만 남성의 하반신 체형연구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Increasingly obese Korean”, 2017)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비

만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어섰으며,4)나이대별 비만율은 40대가 49%로 가장 높았고, 30대

(45.4%), 50ㆍ60대(39.7%) 순으로, 이는 신체활동 감소와 지방섭취량 증가와 같은 나쁜 건강 습

관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Kim and Lee(1997)의 선행연구에서 중년기 남성은 허리와 배 

부위를 중심으로 피하지방의 침착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몸통의 두께가 두껍고 허리너비가 커

지는 등 굴곡이 없는 체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30~40대 비만체형의 남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표준 체형에 기준하여 제작되어진 기성복에 맞추어 의복을 구매할 경우 다양한 부위의 

수선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남성복의 시장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Lee(2016)연구에서는 남성복에

서 30대의 구매 비중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고 니즈를 잘 

반영한 의복을 제작해야할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특히 활동성이 많은 하의 제작에 있어서는 연

령과 비만도에 따른 체형 특성을 반영한 패턴과 디자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Size Korea, 2015)’ 인체측정치의 직접계측데이터를 사용

하여 국내 30~40대 비만 남성의 하반신 체형분류를 실시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WHO에서 지정한 BMI 지수 25 이상의 30∼40대 성인 남성 492명이고, BMI 지수의 

18.5~24.9의 정상체중에 해당하는 30∼40대 성인 남성 325명을 비교군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계측항목은 높이 7항목, 너비 3항목, 두께 3항목, 둘레 11항목, 길이 7항목, 기타 4

항목으로 총 35항목이다. 분석방법은 IBM SPSS Statistics 23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군집분석, ANOVA와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비만 남성과 정상체중남성의 계측항목

별 평균비교와 t-test 실시 결과, 키, 배꼽수준허리높이, 위앞엉덩이뼈가시높이, 넙다리직선거리 4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두 그룹 간 유의차가 나타났다. 비만 남성의 체형분류를 위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하반신의 높이 및 길이 요인, 엉덩이 및 하지 둘레 요인, 복부 크기 요인, 

샅길이 요인, 엉덩이길이 요인, 종아리둘레 요인의 6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30∼40대 비만 남성

의 하반신을 특징적인 형태로 유형화하기 위해 주요인 6개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

였고, 그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1(65.4%)은 하반신의 높이 및 길이는 중간 정도

이고, 종아리는 두꺼운 편이나, 샅길이를 포함한 복부 및 하지 크기는 작은 것이 특징이다. 유형 

2(20.3%)는 하반신의 높이 및 길이와 샅길이는 길고 높으나, 하지를 포함한 하반신이 적고 가는 

것이 특징이다. 유형 3(14.2%)은 하반신의 높이 및 길이는 가장 낮고 짧으나, 하지를 포함한 하

반신이 크고 굵으며 복부에 굴곡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8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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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30∼40대 비만 남성의 체형 특성을 살린 슬랙스 패턴의 설계에 도움이 될 것이며, 

후속연구로 업체별 슬랙스 패턴과 교육용 패턴들을 비교분석하여, 30∼40대 비만 남성을 위한 슬

랙스 패턴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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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제품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디자인개발

친환경전통직물인 안동포는 현재 안동지역의 지역특산물로서 인정받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 안동포짜기’와 ‘지리적 표시 및 단체표장등록’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

역특산물로서의 실질적인 발전방향설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

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①안동포가 현재까지 가내수공업적인 방식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으므로 

저생산량과 고가에 의해 판매량은 매우 저조하다. ②안동포는 그 생산방식의 특성상 여성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농촌의 여성고령화로 인해 전통적인 생산방식인 안동포짜기의 생산단

절이 우려되고 있다. ③유사상품의 범람에 의하여 안동포가 지역특산품으로서 독창성 유지에 어려

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다. ④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상 유통과정과 판매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에 불편함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선호도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⑤지구온난화가 우려되는 최근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친환경전통

직물로서의 안동포의 특징이 부각되고 있다. 질기고 통기성이 높으며 항균력이 매우 높아서 하절

기의복재료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폭이 좁고 신축성이 낮으며 구김이 많아서 현대의복제

작적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동포제품을 지역특산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안동포의류제품에 대한 

새로운 생산방식을 발명하여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 3D가상의류설계방식에 의해 산업화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안동포제품의 특허권인 ‘목화실을 함유한 안동삼베 및 그 

제조방법(특허등록제10-1474347)’과 ‘목화실을 함유한 안동삼베로 제조된 의복(특허등록 제10- 

1474348)’의 제조특징을 분석하였다. ②안동포 특허제품에 대하여, 3D CLO프로그램의 가상설계방

식을 활용하여 디자인개발을 시도한 후 전문가평가를 통하여 소비자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인 특허권은 목화실을 함유한 안동삼베 및 그 제조방법, 그것으로 제조된 의복에 관

한 것으로서 여름뿐만 아니라, 늦봄이나 초가을에도 의복으로 제작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보온기

능은 물론, 방추기능, 내구성 및 통풍성 등의 장점을 보완한 의류제품생산방식이며 의복구성상의 

효과는, 의복의 시접부분과 솔기부분을 외부로 향하도록 함으로써, 착용 시 피부와의 접촉이 부드

럽게 되고, 양면착용이 가능하여 표면이 거친 안동포의 단점에 보완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3D CLO프로그램을 활용하여 5종류의 안동포의류제품을 디자인개발을 한 후 전문가 10인의 

평가를 시도하였다. ①개발된 안동포의류제품디자인은 가상공간에서 의복제작상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폭이 좁고 신축성이 낮으며 고가여서 현대의복설계에 적용하기 어려운 안동포의 제

작상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의복디자인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안동포 

의류제품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선호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서 지역특산품의 산

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3D가상공간설계방식은 농촌지역 특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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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판매시스템에 의한 다품종소량생산, 주문식의류생산체제개발과 활

용에 의하여 친환경의류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다. 안동포의류제품에 대한 

3D가상착의프로그램의 다양한 활용은 향후 IT기술의 도입에 의해 지역특산품의 고급화, 다양화, 

표준화, 제품구매의 신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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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사이즈 여성용 신발 라스트 개발을 위한 발 특성 연구

국민건강보험의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비만인구가 2011년에는 32.6%, 2015

년 34.1%, 2016년 34.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관심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2~3년 사이 그 수요

가 늘고 있다. 플러스 사이즈 의류 시장에 대한 성장추세는 플러스 사이즈 소비자를 위한 신발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발 사이즈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발길이는 발너비와 함

께 신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체질량지수(BMI)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e & Kim, 2017). 플러스 사이즈 여성과 정상 체중의 여성을 비교하였을 때 플러스 

사이즈 여성은 정상 체중 여성보다 큰 사이즈의 신발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Gravante 

et al., 2003). 적합하지 않은 신발의 착용은 물집, 통증, 피로, 발변형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러스 사이즈 여성(BMI 25kg/㎡ 이상)에게 적합한 라스트의 개발을 

위해 발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59세의 성인 여성으로 제 5차 Size Korea 3

차원 발 형상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정상 체중과 플러스 사이즈 여성의 발 관련 40항목 및 

세장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플러스 사이즈 여성의 발 특성을 살펴보고자 플러스 사이즈 여성 

251명, 정상 체중 여성 1081명, 총 1332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상 체중과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 발 형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길이항목에서는 발꿈치-발등

길이, 발꿈치-발목길이 항목에서 유의차를 보였으며 플러스 사이즈 여성이 더 길게 나타났다. 너

비항목에서는 발목두께, 발너비, 볼거리, 발꿈치너비, 발목너비, 내측볼너비, 외측볼너비 모든 항

목에서 유의차를 나타냈으며 플러스 사이즈 여성이 더 넓은 양상을 보였다. 높이항목에서는 엄지

발가락높이, 새끼발가락높이, 볼높이, 발등높이 항목에서 정상 체중 여성보다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이 높게 나타났으며, 둘레항목에서는 볼둘레, 발등둘레, 발목수직둘레, 발꿈치-발등둘레, 발꿈치-발

목둘레, 발목수평둘레, 복사뼈아래둘레의 모든 항목과 새끼발가락측각도 항목에서 플러스 사이즈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플러스 사이즈 여성의 발은 정상 체중 여성의 발보

다 발가락, 볼, 발등 부위가 더 두껍고 넓으며 발목부위는 더 굵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플러

스 사이즈 여성이 정상 체중의 여성과 동일한 사이즈의 신발을 구입할 경우 신발의 적합성이 매

우 좋지 않을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큰 사이즈의 신발을 신게 됨으로 인해 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발너비와 발길이의 비율로 나타내는 세장도를 분석한 결

과 플러스 사이즈 여성은 평균 범위에 속하는 표준형이 62.9%, 평균보다 큰 광단형이 20.3%, 평

균보다 작은 세장형이 16.7%의 분포를 나타내어 표준형>광단형>세장형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정상 

체중 여성은 표준형(71.9%)>세장형(14.3%)>광단형(13.8%)의 분포로 차이를 나타내어 플러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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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 여성의 발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신발 치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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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 작업자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재봉기용 보조 확대경 개발에 관한 연구

1. 연구배경5)

일반적으로 재봉 작업은 실과 바늘과 같이 얇고 작은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작업자가 시력이 

좋지 못하면 바늘에 실을 꿰거나, 직선박음 또는 오바로크 등의 작업시 실수로 인해 봉제시간이 

지체되곤 한다. 예를 들어, 실감개로부터 인출된 실이 바늘에 정확하게 꿰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시, 바늘에 연결된 실이 팽팽하게 유지되어 작업도중 바늘이 부러지거나, 직선박음이나 오

바로크는 작업자의 의도한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 봉제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실용신안공보 제1995-007651호(고안의 명칭: 재봉틀용 봉조확대경)에는 확대경

이 장착된 재봉틀이 개시되어 있는데, 상기 고안에 따르면 시야가 좋지 못한 작업자는 재봉틀에 

접혀진 확대경을 펼쳐 사용함으로써 시인성에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고안은 확대경이 회

동편에 의해 재봉틀에 축결합되어 상하방향으로 회동됨에 따라, 작업자의 시야가 확대경의 회동

경로 상에 고정되는 문제가 있다. 즉, 작업자 별로 앉은키나 팔길이 등과 같은 신체조건이 달라 

시야 위치가 다를 수 밖에 없고, 또한 작업 별로도 자세가 상이하여 시야 위치 역시 차이가 있는

데, 위 고안은 이러한 작업자 시야 위치 차이에 상관없이 시야를 회동 경로상에 고정해야 함에 

따라 사용자의 자세가 불편하다. 또한, 상기 고안은 확대경의 배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율이 

맞지 않는 시력을 가진 작업자는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봉제 작업자의 신체조건이나 작업내용에 맞도록 확대경의 위치 및 배율

을 조절할 수 있는 재봉기용 보조 확대경을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개발하고자 한다.

2. 개발내용

본 개발은 봉제 작업자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재봉기용 보조 확대경에 있어서, 봉제 작업자의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일정 배율로 확대해주는 확대경과, 확대경의 테두리를 수용하고 분리가능하

게 결합되는 케이싱을 구비하는 확대부, 케이싱에 결합되어 확대경을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각도 조절부, 각도 조절부에 일단에 결합되며 다수 관절이 구비되어 봉제 작

업자가 원하는 위치로 굽힘되는 관절부 및 재봉기에 탈, 부착되는 거치부 내부에 구비되어, 일단

에 연결된 관절부를 탄성적으로 권취하는 권치부를 포함한다. 또한 본 개발에 있어서, 상기 확대

부의 케이싱은 관절부에 연결되어 상기 확대경의 일측 테두리를 수용하는 상부 케이싱 및 상부 

케이싱과 분리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확대경의 타측 테두리를 수용하는 하부 케이싱을 구비한

* 본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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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기 각도 조절부는 케이싱에 결합되고 표면에는 등각 간격 방사형으로 다수개의 결합홈이 

형성된 조절휠 및 결합홈에 탄성 결합하여 일정각도마다 확대경을 고정시키며 관절부와 결합되는 

각도 고정대를 구비한다. 상기 권취부는 관절부와 결합되어 회전에 의해 관절부를 권취하는 권취

기어, 권취기어에 결합되어 권취기어를 탄성회전시키는 권취태엽 및 권취기어에 선택적으로 결합

되어 권취태엽에 의한 권취기어의 회전을 저지하는 고정래칫을 사용하며 상기 거치부의 표면은 

자석으로 구비한다.

그림. 재봉기용 보조확대경 도면

3. 기대내용

본 개발을 통해 작업자의 시력에 맞도록 확대경이 교체가 가능하고, 작업자의 신체조건이나 

작업내용에 맞도록 수평이나 수직, 또는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확대경을 이동시킬 수 있어 봉

제작업의 능률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재봉기상의 탈, 부착 및 휴대와 보관이 용이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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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실*, 최경미1), 

전정일1), 김인화2)

인하공업전문대학*, 동서울대학교1), 
수원대학교2) 고가시성 안전의복에 대한 국내외 디자인 기준 분석

자동차나 기타 기계 장비 운전자가 일조 환경 혹은 어두울 때 헤드라이트 빛 속에서 도로위의 

착용자(작업자)를 볼 때 조명 환경과 상관없이 착용자(작업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EN 

471(1994, Specification for high-visibility warning clothing), ISO 20471(2013, High visibility 

clothing-Test methods and requirements), ANSI/ISEA 107(2015, High-Visibility Safety Apparel 

And Accessories) 등의 규격에서 고가시성 의복이 필요한 직업군 및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EN 471은 EN ISO 20471로 업데이트되면서 해외 각국은 ISO 20471과 ANSI/ISEA 107을 참고하

여 고가시성 의복이 필요한 직업과 위험의 등급을 분류하여 각 나라의 표준에 적용하고 있다.6)

이에 본 연구는 ISO 20471-2013, ANSI/ISEA 107-2015, 국내 고가시성 의류에 대한 기준과 안

전의복 관련 연구를 조사하여 도로위의 작업자를 위한 고가시성 안전의복의 디자인 기준을 제안

하고자 한다.

ISO 20471-2013의 적용범위는 자동차나 기타 기계 장비 운전자가 일조환경 혹은 어두운 환경

에 조명환경과 상관없이 착용자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옷으로 차량의 속도 및 도로이용자 유형에 

따라서 위험수준을 3등급(CLASS 3, CLASS2, CLASS1)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험등급에 따라서 

바탕소재의 면적, 재귀반사소재의 면적, 재귀반사소재의 위치 등 디자인 요구사항 규정, 바탕소재

의 색 성능 요구사항 및 역학적 성능 요구사항 규정, 재귀반사 소재의 성능 요구사항 및 역학적 

성능 요구사항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ANSI/ISEA 107-2015은 ANSI/ISEA 107-2010, ANSI/ISEA 207, 미국 공공 안전조끼 표준의 요구

사항을 통합한 것으로 일조환경 혹은 어두운 환경에 조명환경과 상관없이 착용자를 알아보게 하

기 위한 옷과 액세서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 최소면적, 보호복 재료배치, 색상, 재귀반사의 성

능 요구사항 포함하며, 작업종류에 따른 의류 등급(Type O, Type R, Type P) 및 위험등급

(CLASS 3, CLASS2, CLASS1)에 따라서 바탕소재, 재귀반사소재, 액세서리의 면적, 위치 등 디자인 

요구사항 규정하고 있다. 팔이 없는 가시성보호복일 경우 180° 시야 확보를 위해 재귀반사소재 

또는 복합성능 소재를 최소 150㎠ 를 어깨부분에 적용(앞, 뒤 상단에서 15㎝ 내려온 부위까지)해

야 하며, 패널, 글씨, 로고 등의 최대면적 규정, 재귀반사소재는 최소폭 25㎜, 2개를 최대 50㎜ 

간격으로 평행하게 디자인 적용 등으로 전체적으로 ISO 20471-2013과 유사하나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KS K ISO 2047은 ISO 20471을 그대로 준용하였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반사안전조끼가 있

는데 재귀반사재의 성능, 면적, 설계, 등급 등에 대한 규정 및 바탕소재의 색에 대한 성능은 KS 

* 본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도로보수원 피복 개선방안 마련 연구’과제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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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SO 20471과 동일하나 사용 면적 규정은 없다. 이밖에 공항운영업무 매뉴얼[시행 2018.5.8.] 

[국토교통부예규 제199호, 2018.5.8.]에도 항공기유도사가 유도행위 중에는 식별이 분명한 상의를 

착용하여야 한다. 형광 적색이나 반사 원단의 오렌지색 또는 노란색의 조끼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항에서 작업하는 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특히 제트기의 후류 문제와 소음 등을 계약 업

체에게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계약 업체에게 감시요원(경계요원)을 배치하도록 명

령한다. 모든 작업자는 항상 눈에 띄는 상의를 착용해야 한다. 형광 적색이나 반사 원단으로 된 

황색 또는 주황색 조끼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제77조, 제78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및 제80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40

조. 국토교통부 훈령 제799호 ‘단속원의 제복’에 대한 규정은 소속기관을 나타내는 유니폼의 개념

으로 도로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작업복은 아니다. 따라서 도로위에서 작업하는 작

업자를 위한 의류는 반드시 고가시성 안전의류의 기준을 도입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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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준*, 안재상, 한설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디자이너인더스트리**

캥거루 케어 제품 개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숙아 출생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캥거루케어란 캥거

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어 키우는 것처럼 엄마와 아기가 최대한 밀착함으로써 저체중아의 체온

을 조절하고 모유수유를 촉진시키며 애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미숙아 

케어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캥거루 케어는 미숙아뿐 아니라 일반 영아들에게도 정서안정, 성

장발달에 도움을 주며 모유수유의 성공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캥거루케어가 가능한 의류나 슬립 밸트가 출산준비 필수용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캥거루 케어용 패션제품은 모두 북미 제품으로 동양인 체형을 반영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으며, 

국내 관련 브랜드 역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관련 제품 개발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40대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기의 정서안정과 부모의 활동편

의성에 도움을 주는 동양인 체형을 반영한 skin to skin 캥거루 케어(Kangaroo Care)용 패션제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7)

캥거루 케어(Kangaroo Care)용 패션제품은 산모가 영아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어

야 하므로 제품의 디자인, 제품화 방법뿐만 아니라 사용소재의 종류 및 물성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에 개발을 위하여 원단선정을 위해 이형조직원단의 물성에 대한 분석 진행 후 이형조직

을 선정하였다. 또한 캥거루 케어 패션제품은 아기의 몸무게를 지탱 할 수 있어야 하는 의류이므

로 심(seam)라인에서 높은 장력을 받게 되므로, 신축 니트 원단을 사용한 캥거루 케어 패션제품

의 특성상 원단과 스티치(stitch)의 신축성과 심강도(Seam Strength)는 제품화에 중요한 요소로 제

품에 주로 사용되는 스티치(stitch)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품별 최적의 스티치를 선정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다.

개발 이형조직별 니트 원단들은 KES-FB system을 활용하여 소변형 영역의 인장특성이 측정ㆍ

분석되었으며, 조직간 특성은 길이방향(wale)과 폭 방향(course)의 신도 값(EMT)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신도 값(EMT)이 높은 니트 원단은 외력에 쉽게 늘어나며, 캥거루 케어 제품에서 유아의 

무게에 의해 과도하게 신장될 수 있었다. 인장변형에 대한 탄성 회복률은 RT값으로 알 수 있으

며, RT값이 클수록 인장에 대한 회복성능이 우수한 원단으로 판명돠었다. 시편직 시료 중 낮은 

RT값을 갖는 니트 원단은 제품화시 하중에 의한 인장변형이 회복되지 않아 형태안정성 저하와 

제품의 사이즈 변형에 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솔기 봉제용 스티치들의 실험결과, 봉합강

도는 가이루빠를 제외하고 스티치의 종류와 봉제방법에 따라 큰 영향을 보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밑단과 솔기 봉제에 모두 쓰이는 가이루빠 봉제는 원단식서(↕)+원단식서(↕) 방법이 상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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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값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캥거루 케어 패션제품의 봉제 실험결과, 밑단 봉제와 솔기봉제 모

두 가이루빠 봉제가 가장 높은 봉합강도를 나타내어 캥거루 케어 패션제품의 봉제 시 높은 하중

을 받는 부위에 적용하여 제품을 제작 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솔기 봉제에는 니혼 오바록와 니

혼 오바록+모빌론Tape 봉제법을 활용하여 제품화가 진행되었다. 봉합강도의 경우 모든 스티치가 

98N(25.5kgf) 이상의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 봉합강도에 의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됨을 알 

수 있었다.

이형조직 개발에 의한 물성실험과 봉제의 봉합강도 실험을 통해 아기의 안정성 평가를 바탕으

로 최적의 skim to skin 캥거루 케어(Kangaroo Care)용 패션제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제품은 

엄마와 아기가 최대한 밀착함으로써 저체중아의 체온을 조절하고 모유수유를 촉진시키며 애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미숙아 케어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일반 영아들에게도 정서안정,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며, 부모의 활동 편의성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성공확률도 높을 것으

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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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 생산 관리시스템(MES) 개발 연구

의류생산 부문은 국내의 경우 중소 봉제업체에서 봉제 전/본/후 공정의 다단공정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어 지고 있으며, 기술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현재 국내 봉제업계는 기술 인력의 고

령화,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수입의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

류생산의 비용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일부 봉제공정의 자동화 기기와 기존 설비에 부

착하는 스마트 모듈 개발, 이들을 통합하고 기술, 그리고 대량 제조라인의 관리기법의 리뉴얼을 

통한 보급형 시스템의 적용으로 IoT와 ICT를 활용하여 양방향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자동 재봉기 

및 스마트 모듈과 체계적인 생산 및 공정관리를 위한 생산 관리시스템(MES)을 개발하고자 한다.8)

봉제현장의 디지털 재봉기와 연계하여 최적의 공정설계 및 생산관리 기능을 갖는 봉제 생산관

리시스템(MES) 개발은 기본정보, 생산계획, 공정관리, 생산실적관리로 구성하여 개발되었다.

표 1. 봉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생산 관리시스템(MES) 개발항목

구 분 관리요소 개발항목

기본정보

공장관리 - 공장별 기본정보

사용자 정보관리 - 사용자 등록, 권한설정

공용코드 정보관리

- 품명코드, 품명 공정번호, 라인코드, 스타일코드, 창고코드, 원자재코드, 

부자재코드, 자산코드, 사원코드 불량코드, 설비 예방 보전 코드, 매출처 코드, 

매입처코드 

작업자 정보관리 - 작업자 정보등록, 작업자 정보 조회

생산계획

생산지시서 등록 - 메인생산지시서, 부자재 세부사항, 사이즈 기준표

작업 지시현황 - 기간별 조회, 품목별 조회

원자재 관리 - 자재발주, 자재입고, 자재출고, 자재재고, 저재대금 등 

공정관리

표준공정 검색 - 표준공정도 메뉴얼

아이템별 공 분석도 - 세부공정도, 사전 공정 분석, 목표량 산정

공정별 작업표준서 - 스티치 코드, 봉제코드

생산실적 

관리

생산실적 정보관리 - 공정별, 작업자별, 기기별 조회, 계획대비 실적조회

작업일보 현황 - 일일 공정별, 일일 작업자별, 일일 기기별 조회, 불량발생 건수 조회

기타관리 - 입고 출하관리, 자재투입관리, 불량관리

생산계획 - 봉제작업자 정보관리, 봉제작업 공정분석 및 배당

생산 - 공정전용기/패턴재봉기 운용, 생산실적 집계 시스템

생산관리 - 생산실적 집계 및 모니터링 ,생산계획 관리 (라인/공장별 생산계획 관리)

 

스마트 재봉기의 생산정보와 스마트 봉제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오더 및 생산/공정관리 정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생산관리 시스템은 오더 및 생산 스케줄링 관리, 생산현장의 봉제라일/작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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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별 생산정보 집계 및 관리, 생산현장의 작업자별 작업지시 및 관리, 생산오더별 원ㆍ부자재 입

출고 관리, 브랜드/프로모션 업체 및 협력 생산업체와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생산 등의 중요한 기

능이 개발되었다.

 

그림 1. 스마트 팩토리 생산 관리시스템(MES)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재봉기와 생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단

위기술의 통합을 통해 실시간 생산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는 국내 봉제 산업에 적합한 ICT 융합 

봉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스마트 팩토리 생산 관리시스템(MES)개발로 현장의 

Work Flow 분석 및 생산실적 집계/모니터링을 통해 봉제공장의 생산량의 흐름을 중앙에서 관리

할 수 있으며, 공정별 생산 공정 분석을 통해 생산 프로세스의 병목현상을 미리 예방하고 생산 

스케줄 관리 뿐 만아니라, 공정의 단순화를 위한 공정 전용기 도입도 생산 현장의 생산량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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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식 심박 센싱 스마트 스포츠 웨어의 디자인 기획 방향 탐색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헬스케어산업에 영향을 미치며 ‘헬스케어와 빅데이터’의 결합, ‘헬스케어

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결합을 통해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Jung et al, 2016). 이로써 현대인들은 AI와 IoT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 스스로 생체 데이터 등을 실시간 수집ㆍ분석하고, 

개인의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형 진단 및 치료를 요구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그에 따라 현대

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모든 생체신호 데이터를 정량적 수치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있다(Lee, 2017). 특히 섬유와 생체신호 수집의 기술이 융합된 

심박 신호 센싱 스마트 스포츠 웨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나이키, 아디

다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서 다양한 심박센싱 스포츠 웨어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있다(Cho 

& Park, 201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판되고 있는 접촉식 심박 센싱의 기술적 요건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심박센싱 기능의 스마트 스포츠 웨어의 구체적 구현 방향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지금까지 개발된 접촉식 심박센싱 스마트 스포츠 웨어의 사례를 중심으

로 심장활동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웨어로 한정하였고, 그에 관련된 의복 아이템의 범위는 

상의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심박센싱을 위한 센서는 임상용 흉부유도 전극의 위치 V1~V6 중에서 V3, V4위치에 

접촉되게 부착되어야 하며, 전원 및 블루투스를 포함한 기기모듈은 의복의 착용성과 쾌적성을 고

려하여 가슴선 아래 정중앙에 위치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의복 구성 소재의 경우, 접촉, 

밀착 및 압박에 유리하도록 적절한 신축성이 있는 원단을 사용해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토대로 임피던스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심박 센싱이 가능한 접촉식 심박센싱용 스마트 스포

츠 웨어의 디자인은 접촉 압력을 높여줄 수 있는 가슴 밑 선에 E-밴드가 삽입된 브라렛(bralette)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점촉 압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인체구조에 따른 바디맵핑(Body map-

ping)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적용하여 센싱 효과를 높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심박 센싱용 스마트 스포츠 웨어의 기술적 요건에 적합한 디자인 방향을 적

용한 시장성을 갖춘 상품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322 _____ Fashion-Tech: A Leap for a New Era

그림 1. 접촉식 스마트 피트니스웨어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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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속옷 시장의 현황 및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진대사 감소로 인한 신

체변화로 자신의 체형에 만족하지 못한 여성이 늘어나면서 보정속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여성 보정속옷의 현황과 디지털을 이용한 엉덩이 

보정속옷 개발 과정의 생산방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9)

보정속옷은 신체의 빈약부분을 커버하고 보완해 줌으로써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을 표현 

하는 수단이 되었다. 특히 여성 보정속옷의 엉덩이 부분에 패드를 장착해 빈약한 엉덩이를 자연

스럽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연출할 수 있는 엉덩이 보정 패드와 어깨가 다소 빈약하거나 가슴, 

팔 근육을 보완해 주기 위한 어깨 패드 등 신체 약점을 보완하는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보정속옷은 노출이 많아지는 여름을 앞두고 몸매의 선을 가다듬기 위해 착용하고 있으며, 평

소 관리가 어려운 처진 가슴이나 부위별 군살을 보정속옷으로 압박해 균형 잡힌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성들이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보정하기 위해 주로 착용하는 보정 속옷

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ㆍ이용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날씬해 보이고 싶은 욕구로 보정속옷을 구

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비안 보정속옷 전문라인의 연간 매출액은 2013년부터 매년 8%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상반기 보정속옷(남성)의 경우 G마켓은 전년대비 12%, 11번가는 전년대비 40%, 인터파크 역시 

작년에 비해 33% 판매량이 증가하여 보정 속옷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정속옷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은 몸매라인을 드러내야할 때 유용하다는 응답이 46%로 나타났

고, 활동하는데 편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으며, 몇 번 입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의견으로 우연찮게 친구의 보정속옷을 보고 따라 샀다는 응답이 11%로 조

사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보정속옷 시장의 지속성장으로 인한 본인만의 특색 있는 개인 맞춤

형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디자인 및 생산방식으로는 시장에 대응하

기 위한 한계가 있어, 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보정속옷 디자인 프로세싱과 엉덩이 보정속옷 개발 

과정의 디지털을 이용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산방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 수행 과정(방법 1) : Style Scan → Digital Cloth 

Database → 3D virtual clothing system → Pre Style Mobile → Customer, 연구 수행 과정(방법 

2) : Scan Body → User Database → 3D virtual clothing system → Pre Style Mobile → 

Customer, 연구 수행 과정(방법 3) : Scan Body → 3D virtual clothing system → Cutting 2D 

Data → Database → Customer 본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 과정(방법 3)을 활용하여 특히 운동이

* 본 연구는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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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이어트 등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힘든 50대 여성을 타깃으로 보정속옷에 필요한 계측항

목인 골반부 사이즈를 측정하여 Database화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보정속옷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정속옷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보정속옷을 착용하는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는 보정속옷 

시장의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보정속옷 시장의 제품 개발 형태는 디자인 및 제조 방법에서 

디지털화 저변 확대와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하여 보정 속옷의 디지털 디자인 프

로세싱을 구성하고 생산방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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