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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존경하는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에서 개최되는 2019 춘계학술대회에 여

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의 패션산업은 최근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면거래가 주로 이루어

지던 동대문시장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포마켓’으

로 불리던 SNS 마켓ㆍ오픈 마켓은 연간 20조원 규모로 성장하며 유통시장의 핵심축이 되었습니

다. 이러한 현장의 기반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이룩한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

션 개발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대회에서는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인 5G 시대

의 패션산업의 변화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5G 시대의 패션인사이트’라는 주제 아래 “I 4.0 & 5G 시대: 제조시스

템 모델혁신과 의류산업계의 변화”를 ㈜삼성전기 이용관 수석연구원님의 기조 강연으로 준비하였

습니다. 패션산업에서의 5G 시대의 유통과 브랜드 전략의 변화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준비한 

특별 강연은 정인기 패션인사이트 편집국장님의 “모바일 트랜스포메이션”과 박항기 메타브랜딩 대

표님의 “5G 시대의 브랜딩전략”으로 5G 시대의 패션유통과 브랜드 전략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9년은 우리 학회가 2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류산업학회의 첫 걸음을 시작한 대구에서 개

최되는 뜻깊은 행사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각 분과별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에서 약 

100편이 넘는 최신 연구논문이 소개될 예정으로 섬유패션관련 산업체와 기관, 대학의 통합적인 산ㆍ

학ㆍ연ㆍ관의 발전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논문을 발표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

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직위원장과 운영진들,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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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 18

(사)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박 창 규

2019년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김 문 영



2019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정

“5G 시대의 패션인사이트”

일시: 2019년 5월 18일 (토) 09:30~17:00

장소: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제1부

09:30~

10:00
등록 및 교재 배부

10:00~

10:20

개회사 및 국민의례
학회장 인사: 박창규(건국대) 

공로상 시상: 채진미 전 한국의류산업학회장(한성대)

사회: 김문영(계명대)

204호 

세미나실

10:20~

11:20

기조강연 
발표주제: I 4.0 & 5G 시대 : 제조시스템 모델혁신과 의류산업계의 변화

발 표 자: 이용관(삼성전기(주) 글로벌기술센터 수석연구원)

        사회: 김문영(계명대)

11:20~

12:10

특별강연 I 
발표주제: 모바일 트랜스포메이션

발 표 자: 정인기(패션인사이트 편집국장)

사회: 이진화(부산대)

토론: 이규혜(한양대)

12:10~

12:20

국제학술대회 및 해외산업연수프로그램 홍보 
발표자: 이규혜(한양대)

204호 

세미나실

중 식
12:20~

13:10

중식 
2F Hall

이사회의                          사회: 임호선(숙명여대)

제2부

13:10~

14:00

특별강연 Ⅱ
발표주제: 5G 시대의 브랜딩전략

발 표 자: 박항기(메타 브랜딩 대표)

사회: 장남경(한세대)

토론: 홍미정(계명대)

204호 

세미나실

14:00~

14:20

초대전: SFTI 디지털 패션콘테스트 안내
발표자: 도월희(전남대)

14:20~

15:50

연구논문 구두발표
제1발표장(202호): 패션디자인 및 뷰티

제2발표장(203호): 패션마케팅          

제3발표장(204호): 의복과학     

2F Hall

15:50~

16:30
연구논문 포스터발표         진행: 송정아(경북대) 2F Hall

16:30~

17:00

우수논문상 및 우수 작품상 발표
폐회사

사회: 윤혜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2F Hall

13:00~

17:00
취ㆍ창업 성공사례 발표(전시 및 상담 부스운영) 2F Hall



연구논문 발표(구두)

시간
패션디자인 및 뷰티 (장소: 202호)

좌장: 홍미정(계명대)
토론: 김정미(부경대)

임지아(대구대)
권기영(경북대)

제목 성명(소속)

14:20~14:40 크리티컬 패션에 관한 연구
정정희*,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14:40~15:00 20대 여성의 얼굴색, 퍼스널 컬러, 선호 컬러에 관한 연구
이호정*, 오희선

(부경대학교)

15:00~15:20
직장인 남성을 위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개발 

-신체 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강유림*, 김문영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 (장소: 203호)

좌장: 구양숙(경북대) 
토론: 여은아(계명대)

이승민(한국폴리텍대)
채진미(한성대)

제목 성명(소속)

14:20~14:40
메시지 프레이밍과 지각된 기업위선 :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효과적인 CSR 성과를 위한 모델 검증 

정소진*, Xiaoyong Wei

(경희대학교*,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14:40~15:00
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 특성이 가치공동창출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기술준비도의 조절효과 

박현희*

(경북대학교)

15:00~15:20

K-beauty SNS  인플루언서가 중국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을 중심으로-

왕뢰*, 이진화

(부산대학교)

시간
의복과학 (장소: 204호)

좌장: 유화숙(울산대)
토론: 배현숙(창원대)

노정심(상명대)
김성민(서울대)
박순지(영남대)

제목 성명(소속)

14:20~14:40 피부온 기반의 감성평가 프로토콜 수립을 위한 문헌 연구 

전은진*, 김동미,

유희천, 김희은

(포항공과대학교*,경북대학교) 

14:40~15:00 무기입자함유 섬유소재의 발열특성 및 온열쾌적성
이상현*, 송민규

(한국섬유개발연구원)

15:00~15:20 3D 프린팅 auxetic 패턴/나일론 복합직물의 특성
이선희*

(동아대학교)

15:20~15:40
컴프레션 레깅스의 의복압에 따른 인체생리반응과 주관적 감각 

평가에 관한 연구 

이정은*, 도월희

(전남대학교)



연구논문 발표(포스터)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위원장: 송정아(경북대)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위원: 패션디자인- 정기성(계명대), 문윤경(성신여대)

 패 션 마케팅- 정소진(경희대), 이숙희(호남대)

 의복과학- 이선희(동아대), 송민규(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의복설계생산- 최경미(동서울대), 이명희(부경대)

장소: DTC 2F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 의복형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개발 디자인 평가 
이영빈*, 구수민

(건국대학교)

P2 샤넬 오뜨꾸뛰릐 패션쇼의 스펙터클을 통한 헤리티지 전략 
손지곤*,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P3 탈코르셋(脫-corset) 패션에 대한 사회 미학적 분석과 고찰
박유마*, 권미정

(부산대학교)

P4 패션쇼에 나타난 가상 이미지 표현과 의미 연구
강준호*, 권기영

(경북대학교)

P5
북유럽 모티브를 활용한 서피스 패턴 디자인(surface pattern design) 

연구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채하은*, 천종숙

(연세대학교)

P6 현대 패션섬유브랜드에 나타난 전통 침선의 창의적 표현
신혜경

(동서대학교)

P7 헤어디자이너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인 니즈 분석
변나래*, 구수민

(건국대학교)

P8 패션 브랜드의 메세나(Mécénat) 유형에 따른 효과
권지안*, 임은혁

(성균관대학교)

P9
합리적 패션 디자인 발상 프로세스를 위한 수업 모형 사례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을 적용한 수업 모형-

김새봄*, 이은숙

(울산대학교)

P10 페미니즘 여성이미지 표현에 사용된 패션아이템과 조형요소
박숙현 

(경성대학교)

P11 회화표현과 구성요소를 활용한 아트메이크업 작품 연구 
이소현*, 문윤경 

(㈜유니에스*, 성신여자대학교)

P12 패션 관련 학회지에 나타난 메이크업 연구동향 분석
유현정*, 김정미

(부경대학교)

P13
통일신라시대 찰갑 재현 제작에 관한 연구

-경주 재매정 유적 출토 찰갑을 중심으로-

조현진

(계명대학교)

P14 쿠차(Kucha) 성유물함에 묘사된 복식연구
장영수

(경주대학교)

P15 관광 동기에 따른 관광 쇼핑 가치 지각과 패션 제품 구매 
허희진

(숙명여자대학교)

P16 인플루언서 판매 채널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이 
곽지혜*, 여은아

(계명대학교)

P17
위선유도와 자기해석성향이 친환경 의류 제품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다희*,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18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패션 제품의 구매와 

구전 의도 영향 요인 분석 

박은주

(동아대학교)

P19 란제리 편집샵의 매장 구조에 관한 연구

Chuluuntumur, Namuundari*, 

여은아

(계명대학교)

P20 신발제품의 위해요인 및 국가별 리콜추이 분석
김용주

(한성대학교)

P21
공유성 강화 매장 집기 전략 개발을 위한 쉐어테이블 적용과 소비자 

반응 연구

조민서*, 여은아

(계명대학교)

P22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계절ㆍ기념일별 VMD요소 연구 

-여성복 브랜드JNBY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진자희*, 여은아

(계명대학교)

P23
조선시대 초상화에 묘사된 눈썹형태와 성격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상학적 연구

이현옥*, 구양숙

(경북대학교)

P24
한국과 이탈리아 소비자의 글로벌 럭셔리 패션브랜드에 대한 소비성향 

및 소비가치에 대한 비교연구

김문영

(계명대학교)

P25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유형별 추구 혜택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이현교*,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26 뉴 시니어 시장 텍스트 마이닝: 브랜드 마케팅 효과 분석
선준호*, 이규혜

(한양대학교)

P27 프로축구 팀 팬들의 유니폼 소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최영현*, 오승택, 이규혜

(한양대학교)

P28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동향 : 2009-2019년 연구 네트워크 분석
최영현*, 이규혜

(한양대학교)

P29 예비교사의 가치지향성, 외모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 연구 
이은희

(원광대학교)

P30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의 특성이 소셜커머스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소비자중심으로-

SHAN SHUWEN*,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31
위챗(WeChat) 해외구매대행 관련 연구 

-재한 중국인 구매대행자를 중심으로-

후신위*, 정소원

(부산대학교)

P32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류학 연구 동향 분석
이지은*, 성희원

(한국실크연구원*,경상대학교)

P33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투자에 대한 남성 소비자의 인식과 

브랜드 자산과의 관계

김태연

(서원대학교)

P34
고급화 확장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을 중심으로-

임수은*, 여은아

(계명문화대학교*, 계명대학교)

P35
필리핀의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류의 조절효과-

이아름*, 이진화

(부산대학교)

P36
한국 신진 패션디자이너의 브랜드 관리에 관한 연구 

-인디브랜드페어 디자이너의 중국상표권 출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주

(한성대학교) 

P37 소셜네트워크 상황에서 프리어나운싱 효과에 관한 연구
강희수*,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P38 남ㆍ여중학생의 교복 소재 개선 요구에 관한 연구 
이민경*, 구영석

(부산대학교)

P39
운동화 갑피 원단 용도의 TPU가 코팅된 폴리에스터사 제조에 관한 

연구

박준수*, 홍상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P40 고강도 사출형 CFRP 펠릿을 적용한 차세대 스케폴딩 플랭크 제조 연구
김민재*, 김수철 

(한국섬유개발연구원)



P41 기능성 PTT Chip을 이용한 침낭 충전재 제조 연구
김민재*, 김수철 

(한국섬유개발연구원)

P42
저급 폐플라스틱 PET Chip/ virgin PET chip 점탄성 거동 측정 비교 

분석 연구

김연주*, 김민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P43 해상 부유 구조물용 신장률 250% 이상의 탄성로프 제조 연구
김민재*, 김수철 

(한국섬유개발연구원)

P44 군용 피복 직물 소재의 난연성과 위장성 발현에 관한 연구

홍상기*, 오상엽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삼일방직(주))

P45
시트 커버링 디자인 패턴 및 체결구조 개발에 따른 무봉제 

자동차시트에 관한 연구

김윤영*, 문홍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용산)

P46
착좌로 인한 자동차시트 체표면 변형감지를 통한 자동차시트 소재 및 

패턴설계에 관한 연구

김윤영*, 김성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47

A Study on Textile-type Strain Sensor for Body Size Measurement 

Using Multi-Walled Carbon Nanotube Composite

(신체치수 측정을 위한 탄소나노튜브를 코팅한 섬유타입의 변위센서에 

관한 연구)

Mihret Mulugeta*, Sun Hee Kim

(Incheon University)

P48

Dietzia sp.(KDB1), Nesterenkonia sp.(KDB 2-4) 

박테리아 균주를 이용한 인디고 환원

-pH, ORP, K/S에 의한 환원력 평가-

정찬희, 류동일, 이종일, 신윤숙*

(전남대학교)

P49 국내 특허 분석을 통한 라이프 재킷 기술 개발 동향
임효빈*, 노정심

(상명대학교)

P50 발열자켓의 발열부위 온도 변화 연구
김신아*, 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1 신발 소재에 대한 20대 소비자의 인식 및 선호 분석
강가영

(부산대학교)

P52 단면형태에 따른 인조속눈썹용 개발 원사의 접착강도 변화에 대한 연구
윤혜준*, 안재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53 폴리프로필렌 장섬유를 활용한 소재 개발 연구 

안지원*, 윤혜준

(창우섬유(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54 전도성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 소재 개발 
김현진*, 송지은, 김혜림

(숙명여자대학교)

P55 라카아제 폴리아닐린 중합체를 이용한 전도성 소재 개발 

심의진*, 김혜림, 

Artur Cavaco-paulo, Carla Silva

(숙명여자대학교, 

University of Minho)

P56 스포츠 의류용 투습 직물의 발수/방수/투습특성 
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7
울/폴리에스터 혼방 직물의 혼합률과 직물 구조 인자가 의류의 입체 

형성성에 미치는 영향 

김현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8 세탁 및 건조 과정이 방화복 성능에 미치는 영향 
원아영*, 윤창상

(이화여자대학교)

P59 의류관리기의 소비자 인식과 만족도 조사 
이재빈*, 구영석

(부산대학교)

P60 웰니스를 위한 허리보호대 현황과 착용 만족도 연구 
류수진*, 배현숙

(창원대학교)



P61
귀걸이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브랜드 귀걸이의 고정 및 장식 형태를 중심으로-

권영아*, 강민정

(신라대학교)

P62
귀걸이의 형태와 크기가 감성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20대 여대생을 조사대상으로-

강민정, 권영아*

(신라대학교)

P63 양파 염색시 미로발란의 매염효과
정가연*, 장정대

(부산대학교)

P64
생촉매(효모)를 이용한 친환경 인디고 환원공정

-높은 환원력 유지를 위한 환원염욕의 pH 최적화-

손경희*, 신윤숙, 류동일

(전남대학교)

P65
소방용 개인보호장비(PPE)의 물리적 성능의 유형화

-화재 진압용 안전장갑을 중심으로-

안채림

(한양대학교)

P66 20대 남성의 하지가압과 경혈점 자극 방법이 혈류에 미치는 효과
김남임*, 박진아

(충남대학교*, 창원대학교)

P67 웻수트용 승화전사니트/네오프렌 복합소재의 견뢰도 평가 
이선희

(동아대학교)

P68 신발 맞음새 향상을 위한 개발 형태에 관한 연구
권영아

(신라대학교)

P69 Weaving과 knitting기법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개발 
박혜미*, 송정아

(경북대학교)

P70 성인 여성 체형별 인체 형상과 CLO 3D 아바타 형태 차이 비교 
이예리*, 장정아

(부산대학교)

P71 유방 완절제 환자의 브래지어 관련 의생활 조사 
김연주*, 구다솜, 남윤자, 서관식 

(서울대학교) 

P72 지역 경찰의 근무복 및 방탄ㆍ방검복 개선을 위한 실태 조사 
최미교*, 장정아

(부산대학교)

P73
A Study on the Prototype Design of Smart Photonic Clothing for 

Entertainment 

Mi-hwa An*, Ho-sun Lim

(Sookmyung Womenʼs 
University) 

P74 학령 후기 여아의 청바지 착용 실태 및 치수 불만족 조사 
김혜숙*, 이정임

(배재대학교)

P75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인조유방 착용 및 생산실태
구다솜*, 김연주, 남윤자, 서관식

(서울대학교) 

P76 청소년 의류제품의 패턴품질향상을 위한 남자 중학생 더미 개발
박선미*, 전정일, 류영실, 최경미

(건국대학교*, 동서울대학교) 

P77 유아 표준 머리형상 개발
최경미*, 전정일, 류영실

(동서울대학교)

P78 동작가변적 낙상보호대 설계를 위한 노년 여성의 체표변화 분석
박정현*, 정희경, 장지현, 이정란

(부산대학교)

P79 시판 근무복 점퍼 디자인 및 사이즈 체계 현황 조사

진미순*, 박순지, 손준식, 윤영일

(영남대학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P80 3D 의상 제작을 위한 소재 표현에 대한 연구 
안재상, 윤혜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81 대마를 활용한 유아용품 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김수현

(안동대학교)

P82 대마의 산업화를 위한 정련방법에 관한연구
김희숙*, 임형규

(안동대학교)

P83
실제체형, 지각체형, 이상체형 인지에 따른 

신체만족도(Body Cathexis) 분석

곽선경*, 박순지

(영남대학교)



P84 플러스 사이즈 남성의 라스트 개발을 위한 발 특성 연구
김남순*, 도월희

(전남대학교)

P85 20대 성인 여성의 허벅지 형태에 따른 하반신 체형 분류
신가영*, 도월희

(전남대학교)

P86 의복 종류별 수선방법에 관한 분석
김연희*, 송정아

(경북대학교)

P87 네일 팁 사이즈 적합성을 위한 국내 성인 여성의 손톱 형태 분석
김하은*, 도월희

(전남대학교)

P88 사이즈코리아 발 측정치를 활용한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 분석
신유진*, 박순지

(영남대학교)

P89 황사 및 미세먼지 마스크의 소비자인식 및 실태조사
최 진*, 도월희

(전남대학교)

P90
현대패션에 나타난 Fold 기법의 조형성 연구

-소피아비조비티의 폴딩을 중심으로-

주소연*, 홍미정

(계명대학교)

P91
주문생산을 위한 자동제도 슬랙스 원형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박혜진*, 남윤자

(서울대학교)

P92 2018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플라운스의 구성기법 분석
이명희

(부경대학교)

P93 제로 웨이스트 셔츠 블라우스 개발 및 만족도 평가
최선윤

(중랑구청)

P94 스마트 의류 센서 회로 봉제를 위한 최적 봉제기법 테스트 
채혜순*, 박순지

(영남대학교)

P95 국내 봉제공장의 생산율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윤혜준*, 안재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96 3D 에어메쉬 적용 유아용 매트와 바디 필로우 개발
안동현*, 박순지

(영남대학교)

P97 의류 매장의 조명 실태에 관한 연구 
Ngo Thi Mai Ngoc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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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ㆍ임은혁
성균관대학교

크리티컬 패션에 관한 연구

최근 패션에서 레이 카와쿠보(Rei Kawakubo), 뎀나 바잘리아(Demna Gavasalia) 등의 패션디

자이너들이 컬렉션, 전시, 영상을 통해 예술적인 새로운 형식으로 비판적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

다. 예술에서의 비판적 메시지는 마르셀 뒤샹을 필두로 하나의 운동으로서 사회현상이나 미술제

도에 대한 비판을 담는 크리티컬 아트의 형태로 1980년대까지 이어지다가 1990년대 이후 참여적 

예술이 전개되면서 관계예술의 경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패션의 변화는 사회ㆍ문화적인 변화와 

관계가 깊은바 예술에서의 변화와 맥락을 같이 하는 새로운 패션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비판적 메시지를 담는 새로운 동시대 패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크리티컬 

패션(critical fashion)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패션과 예술, 디자인분야에

서 비평적 접근을 시도하는 저서와 전시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현대패션의 흐름을 크리티컬 패

션으로 이해하고,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시지 중심의 크리티컬 패

션의 메시지 유형에 관해 고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전 패션과 다

른 특징을 가진 패션을 크리티컬 패션으로 정의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패션 디자인의 하나의 

흐름으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패션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기초로 하여 크리티컬 패

션을 형성하게 된 요인에 관해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고, 크리티컬 패션에서의 비평적 메시지를 

분류하고 의미를 찾아보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크리티컬 패션의 사례연구로

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4대 컬렉션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된 작품, 전시 및 영상, 공

동프로젝트 등을 통해 크리티컬 패션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사례자료들은 전시 도록을 비롯하여 

브랜드 및 디자이너 홈페이지 및 컬렉션 전문 사이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패션에서는 예술에서 제도비판적인 형태를 보인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의 영향을 받은 아방가

르드 패션에서 사회비판적 메시지가 표현되기 시작되어 컨셉추얼 패션으로 이어진 후 최근 크리

티컬 패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크리티컬 패션은 크리티컬 아트의 변화에 따른 커뮤니티에 

집중하는 관계예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예술의 제도비판의 성격을 패션의 언어로 표현하

는 것을 말한다. 즉 크리티컬 패션은 소비를 목적으로 차이점을 끊임없이 붕괴시켜 동질화 하고 

있는 문화 산업(culture industry)의 통합에 저항하기 위해 기존의 패션시스템에 도전하는 실천적 

패션을 말한다. 

크리티컬 패션의 비평적 메시지 유형 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4가지 유형이 도출되

었다. 첫째, 물질성과 경험은 의복 자체와 의복 제작과정을 전통방식에서 벗어난 해체하는 방식

이나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 새로운 경험을 주는 등의 도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

면서, 물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둘째, 인체의 재정의는 인체를 통해 새로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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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전하는 경향으로 인간(주체)에 대한 인식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셋째, 패션시스템의 본질

에 대한 도전은 패션에서의 빠른 주기를 비롯한 급변하는 소비형태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통해 

생산과 소비방식을 포함하는 패션산업에 대한 전복적인 태도를 취한다. 마지막으로 패션 액티비

즘은 정치적 정체성, 사회적 유대관계에 도전을 실천하고자 커뮤니티와 정치를 통해 공동체에 대

한 변화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크리티컬 패션의 형성 배경에는 예술의 영향이 관찰되었고 더불어 예술과 패션의 

간격이 좁아지고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크리티컬 패션디자이너들은 디

자이너와 예술가의 입장을 넘나들며 예술의 입장에서 패션을 받아들이고 패션의 입장에서 예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 두 장르간의 경계를 초월하고 있었다. 크리티컬 패션은 자기인식과 비판의

식을 바탕으로, 의복의 구성과 제작, 인체미, 패션산업 시스템, 패션 커뮤니티를 아우르는 기존의 

패션시스템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새로운 미학과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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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ㆍ오희선
부경대학교

20대 여성의 얼굴색, 퍼스널 컬러, 선호 컬러에 관한 연구

1. 서론

우리는 사물을 볼 때 가장 먼저 색(Color)을 인지하게 된다. 색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이 

되며, 사물과 현상을 설명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색은 대부분 사람이 유사하거나 같게 인식

하는 공통의 색 성격이 존재한다. 이는 자신의 이미지 연출 시 색의 활용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떤 색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자신을 꾸미는데 특정 색의 사용은 그 

사람의 성향과 개성을 표출한다. 화장품 및 패션 업계에서 옷의 색상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퍼스

널 컬러에 따른 계절 색상 분석, 피부색 매칭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그러나 컬러 분석은 기분과 

감정 등 심리상태, 측정 시 조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컬러 분석의 

표준과 방법에 대한 문제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퍼스널 컬러의 성공적인 적용은 개인이 자신의 

옷과 액세서리를 잘 어울리도록 코디네이션 할 수 있으며, 값비싼 실수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얼굴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시선을 받고, 의복과 화장의 영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인체 부

위라고 할 수 있다. 신체(얼굴) 색과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는 얼굴을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

이게 한다. 퍼스널 컬러의 활용은 이미지 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호되고 있다. 

개인의 선호 컬러는 지역, 사회적, 문화적 감수성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성격과 성향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난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평가되는 퍼스널 컬러와 자신이 선호하는 컬러

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색에 따라 잘 어

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조사 분석하고, 나아가 퍼스널 컬러와 선호 컬러의 일치 정도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부산 지역 거주하는 20대 여성 24명을 대상으로 

얼굴색, 퍼스널 컬러, 선호 컬러를 측정ㆍ조사하였다. 

첫째, 얼굴색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얼굴색 측정 도구는 PANTONE Capsure(RM200)로 피

측정자의 이마, 양쪽 뺨, 턱을 측정하여 부위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이마 부위는 미간 위 정중

앙을 측색, 뺨은 눈동자의 정중앙을 따라 세로로 내려와 콧방울 옆을 측색, 턱은 이마 정중앙을 

따라 세로로 내려와 턱의 가장 볼록한 곳을 측색하였다. 측색 값은 국제 조명 위원회(CIE)에서 

규격화한 L*a*b*표색계가 사용되었다. L*a*b*표색계는 지각적으로 거의 균등한 간격을 가진 색 공



58 _____ 5G 시대의 패션인사이트

간에 의한 색상모형으로 색상의 차이를 밝히는데 용이하다. L은 명도를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수

록 명도가 밝으며, 수치가 낮을수록 명도가 낮다. a는 빨강과 녹색의 보색 축으로 +값은 빨강의 

수치를, -값은 녹색의 수치를 의미한다. b는 노랑과 파랑의 보색 축으로 +값은 노랑의 수치를, -

값은 파랑의 수치를 의미한다.

둘째, 퍼스널 컬러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퍼스널 컬러 조사 도구는 독일 Kolibri Image사

의 Final 32-part Drape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8컬러로 구성되어 있다. 퍼스널 컬러를 

조사하기 전, 의복색, 장신구, 헤어컬러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흰 천을 상의에 둘렀다. 객관적

인 평가를 하기 위해 전문가 3인이 동시에 진단하여 두 명 이상의 평가가 일치한 진단 결과를 

채택하였다.

셋째, 선호 컬러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측정자에게 Final 32-part Drape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8컬러 중, 선호하는 색을 고르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얼굴색에 따른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조사하고 퍼스널 컬

러와 선호 컬러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여성의 얼굴색와 퍼스널 컬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얼굴색의 L*(명도)값이 높을

수록 퍼스널 컬러는 블루 베이스 계열의 명도가 높은 봄 컬러가 어울리며, L*(명도)값이 낮을수록 

퍼스널 컬러는 엘로우 베이스 계열의 명도가 낮은 봄, 가을 컬러가 어울린다. 얼굴색의 a*(적색

도)값이 높을수록 퍼스널 컬러는 레드 베이스 계열에 명도가 낮은 봄, 가을 컬러가 어울리며, a*

(적색도)값이 낮을수록 퍼스널 컬러는 엘로우 베이스 계열에 명도가 높은 봄 컬러가 어울렸다. 

얼굴색의 b*(황색도)값이 높을수록 퍼스널 컬러는 그린 베이스 계열에 명도가 높은 봄, 가을, 겨

울 컬러가 어울리며, b*(황색도)값이 낮을수록 퍼스널 컬러는 그린 베이스 계열에 명도가 높은 

봄, 가을, 겨울, 컬러가 어울린다. 얼굴색(L*a*b*값)에 따라 잘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는 차이가 있

었다.

둘째, 20대 여성의 퍼스널 컬러와 선호 컬러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에게 어

울리는 퍼스널 컬러와 선호하는 컬러가 일치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0~45.5%로 절반에 못 미치

는 정도로, 20대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잘 모르고 있었다. 20대 여

성들은 어느 세대보다 자신의 얼굴과 화장, 몸매와 옷 등에 관심과 함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

하지만, 선택과 결정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로, 얼굴색에 따른 어울리는 퍼스널 컬러를 밝힘으로써 실패를 줄이고 성공적인 스타

일 업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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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남성을 위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패션테라피란 인간의 외모 및 의상 관리와 개선을 통해 우울 및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

를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 등의 긍정적 정서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김범영, 2016). 자 신의 외모

와 신체를 가꾸지 않는 행동은 열등감, 자포자기, 자기부정,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과 같이 인간

의 심리와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패션테라피를 통해 부정 적 정서를 감소시

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여은아, 2015). 그러나, 현재 패션테라 피는 대부분 일반 여

성, 질병 여성 환자,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겪는 여성 정신질환자 만을 대상으로만 이루어

져 왔다. 이는 남성을 대상으로 패션테라피가 이루어지지 않음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남성을 대

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이 개 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 남성을 위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며, 특히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향

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과 통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한 실증 분

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개발 및 평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계는 

‘문헌고찰 실시 →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실증분석 실시(설문 조사, 심층인터뷰) → 패션테라

피 프로그램 개발 →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평가’이다. 문헌고찰에서는 패션테라 피,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직장인 남성에 대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통합적 연구방법 을 적용한 실증분석

에서는 대구ㆍ경북 지역 직장인 남성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수준 과 구성요소, 패션테라

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패션 및 패 션테라피에 대한 인식을 알

아보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조사 결과 및 문헌들의 내용을 참고하여 패션테

라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에 대한 평가는 직장인 남성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조사 결과이다. 대구ㆍ경북 지역 직장인 남성의 신체이미지의 구성요소는 외모 지

향, 외모매력 및 평가, 외모만족, 외모무관심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구성요소는 직장 내 능력

감, 자부심, 가치감, 가정 내 소속감, 열등감, 가정 내 만족감으로 나타났다. 의상관리 태도의 구

성요소는 외모의식과 의상연출 자부심으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중 의상 평가의 구성요소는 리더

십, 전문성, 사회성, 진취성으로 나타났다. 의상관리 노력의 결과로 얻게 된 느낌 및 성과의 구성

요소는 사회적 성취, 사회적 능력으로 나타났다. 대구ㆍ경북 지역 직장인 남성의 패션테라피 실

태의 경우 패션에 대한 관심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고, 패션 스타일 개 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남

성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스타일 개선을 시도한 이유 는 타인에게 멋져 보이기 위함

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나에게 어울리는 패션을 찾기 위하여 패션 스타일 개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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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대구ㆍ경북 지역 직장인 남성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둘째,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이다. 심층인터뷰 내용은 크게 4가지 키워드인 패션테라 피의 필

요성, 패션테라피 요소, 패션테라피 영향력, 패션테라피를 위한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패션테라피

의 필요성의 세부 키워드는 자신감의 저하, 체형의 변화, 외모 중요성에 대한 인 식 미흡, 결혼 

후 외모관리의 소홀,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 나타났다. 패션테라피 요소 세부 키워드는 긍정

적 정서 상승, 기분 전환 및 심리 개선, 신뢰감 및 공감대 형성으로 나타 났다. 패션테라피 영향

력 세부 키워드는 이미지의 표현 및 변화, 사회적 성과 창출, 긍정적 인상 형성으로 나타났다. 패

션테라피를 위한 방안의 세부 키워드는 T.P.O를 고려한 의상관 리, 기본 예의를 지키기 위한 의

상관리, 직장에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의상관리, 나에게 어울리는 의상관리, 나의 신체적 단점

을 보완해 줄 의상관리로 나타났다. 

셋째,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개발이다.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직장에 서의 스타일 

메이킹, 체형 고려, 퍼스널 스타일링, 남성 연예인 참고 스타일링, 개인 별 맞춤 컨설팅 진행 방

향, 외적 관리 중요성, 외적 요소와 직장 성과의 관련성, 기업의 직종과 회사 원 이미지 등으로 

구성하여 PPT로 제작하였다. 패션테라피의 회기 구성은 총 4주로 설정하 였다. 패션테라피 프로

그램 1회기 내용 구성은 프로그램의 소개, 외적 관리의 중요성, 1회기 실시 내용, 참여자의 성격, 

신체, 외모, 고민, 선호 및 추구하는 이미지 등으로 PPT 슬라이 드 6장으로 구성하였다. 패션테

라피 프로그램 2회기 내용 구성은 이미지를 보고 인물 직업 과 연령 맞추기, 색과 심리, 직장인 

남성의 의복 색에 따른 이미지 지각, 어울리는 칼라 찾 기 등으로 PPT 슬라이드 25장으로 구성

하였다.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3회기 내용 구성은 기 업과 기업의 연상 이미지 매칭, 체형 및 얼

굴 특성에 따른 스타일링, 스타일 시뮬레이션 및 사례 분석, 참여자들의 어울리는 컬러와 추구하

는 이미지와 T.P.O를 고려한 스타일링 제안 등으로 PPT 슬라이드 37장으로 구성하였다. 패션테

라피 프로그램 4회기 내용 구성은 비언 어적 요소에 대한 내용으로 PPT 슬라이드 16장으로 구성

하였다. 

넷째,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평가이다. 대구ㆍ경북 지역의 직장인 남성 5명을 대상으로 2019 

년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4주간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H회사의 회의실 및 대회의실에서 4주

간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연구참여자들 은 외적 

연출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 감 수준에 변

화가 있는 가를 알아본 결과,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신체이 미지 및 자아존중

감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프

로그램의 진행방법, 진행시간, 내용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 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이 기혼 직장인 남성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이 되며, 

프로그램에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직장인 남성의 신체이미지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패션테라피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현재 남성을 대상으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



62 _____ 5G 시대의 패션인사이트

정이었기에 본 연구는 패션테라피에 관한 학문적 지평과 여성으로 편중된 대상자 의 한계점을 보

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패션테라피 프로그램 개발 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이루어진다면 직장인 남성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의 삶의 질의 도모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의 패션테라피 프로그램은 남성의 일의 영역인 직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의 사회적 성과 창출, 성공, 능력 등 사회적 

및 조직적 영역까지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패션테라

피 프로그램은 남성의 외모관리, 의상관리, 이미지메이 킹, 외적 요소의 전략을 통한 성과 창출 

등과 같이 개인적 및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테

라피에 관한 학문 분야, 직장인 남성의 전략적 외모관리 등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등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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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효과적인 CSR 성과를 위한 모델 검증

1. 서론

패스트 패션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패스트 패션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발

되는 환경오염과, 짧은 제품수명주기로 인한 엄청난 자원 소모와 쓰레기의 양으로 인해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또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생

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저임금 국가에서 제조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또

는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Joy et al., 2012).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일환으로, 많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에서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이미

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상품라인을 런칭하기도 하는데, H&M에서는 “H&M 

Conscious”, ZARA에서는 “Join Life”라는 상품라인이 있다.

이러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의 CSR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많은 양의 패스트 패

션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자원을 쓰여지고, 버려지는 옷의 양도 엄

청나다. 더욱이, 지속가능한 상품라인을 런칭한 이후에도 생산과정에서의 지속가능성에 위배되는 

문제가 계속 보고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패스트 패션 기업들의 CSR 프로그램에

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그들의 실제 행동의 불일치를 인지하게 되어 기업 위선 (corproate hy-

pocrisy)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Wagner, Lutz, & Weitz, 2009). 이러한 위선의 감정은 CSR 프로

그램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귀결된다 (Wagner et al., 2009). 이러

한 점에서,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패스트 패션 수익 모델 (Jung & Jin, 2016)과 CSR 프

로그램 운영에서 소비자들이 느끼게 될 기업 위선의 감정의 원인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패스트 패션의 지속가능한 상품라인을 홍보하는 데에 두 가지 다른 메시지 전

략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해당 상품라인이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강조하

는 self-benefit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을 강조하는 other-benefit 

전략이다. 예를 들면 ZARA는 “Join Life”를 홍보하기 위해 “care for fiber”와 “care for water & 

planet” 메시지를 내세웠다. “care for fiber”는 상품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착용자에게 이로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care for water & planet”는 친환경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상품이 

환경과 사회에 이롭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Construct-level theory (CLT)에 따르면, “self-bene-

fit”을 강조한 메시지는 가까운 심리학적 거리를 가지고, “other-benefit”을 강조한 메시지는 심리학

적 원거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Trope & Liberman, 2010). 이러한 심리적 거리가 소비자의 

메시지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본 연구에서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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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패션 브랜드의 CSR의 메시지의 전략이 소비자의 평가에 상이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Green & Peloza, 2014; White & Peloza, 2009). 따라서 CLT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패스트 패

션 브랜드의 메시지 프레이밍과 지각된 기업위선, 소비자의 구매의도와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근

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세워진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 소비자들이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로고를 발견하였을 때, 지각된 기업위선은 증가할 

것이다.

가설2. 패스트 패션 로고가 지각된 기업위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other-benefit 메시지가 사용

되었을 때 보다 self-benefit 메시지가 사용된 경우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3. 지각된 기업위선은 해당 브랜드의 구매 의도를 낮출 것이다.

가설4. 지각된 기업위선은 지속가능한 컬렉션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를 낮출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방법

가설검증을 위해 집단간 실험연구가 진행되었다. “Eco care”라는 가상라벨에 패스트 패션 로고

의 유무와 메시지가 강조하는 바를 조작하여, 2 (패스트 패션 로고: 유 vs. 무) X 2 (메시지 타

입: self-benefit vs. other benefit)의 네 가지 종류의 라벨이 제작되었다. 가장 대중적인 패스트 

패션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 10명의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H&M

이 선정되었다. 메시지 타입을 조작하기 위해서, self-benefit을 강조한 메시지에서는 “care for fi-

ber: made with organic cotton, harmless to your skin”이라는 구문을 라벨에 넣었고, oth-

er-benefit 메시지에서는 “care for climate: made with low-carbon technologies reducing green-

house gas emissions”이라는 구문을 라벨에 포함시켰다. 조작점검을 위하여 베이징과 상하이에 

살고 있는 27명의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네 가지 라벨 중 무

작위로 한 가지 라벨에 배정되었고, 해당 라벨의 내용을 살펴본 후, “다음의 메시지는 얼마나 타

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hite & Peloza, 2009)”의 문항에 

응답하였다. 그 결과 각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조작되었음이 검증되었다 (Mother= 5.04, Mself= 3.82, 

t(25)= 4.6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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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 회사에 의해 베이징과 상하이에 거주하는 학부생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

문이 배포되었다. 본 설문에서는 H&M의 브랜드 로고가 자극물에 쓰여졌으므로 응답자가 실험참

가에 적합한지 판별하기 위하여, 지난 6개월간 H&M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물었고,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만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네 가지 

자극물 중 한 라벨에 무작위로 배정이 되어 설문을 이어나갔다. 총 386명이 설문에 참가하였고 

불성실한 대답을 제외한 354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성비 (남 50.6%, 여 49.4%)와 

도시의 비율 (베이징 53.7%, 상하이 46.3%)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사용된 문항들은 기존 문헌에서 개발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되었다. 지

각된 기업위선은 Wagner et al (2009)에서 사용된 6문항이 사용되었다. 브랜드의 구매의도와 해

당 브랜드의 지속가능한 컬렉션 제품의 구매의도는 각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Netemeyer et al, 

2004). 모든 설문문항은 영문으로 처음 개발이 된 후, 중국어로 번역이 되었다. 번역의 타당성 검

증을 위하여 다시 영어로 번역되어 원문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본 설문을 배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메시지 타입의 조작점검 결과, 응답자들이 자극물의 메시지를 연구자의 의도대로 이해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Mother= 4.15. Mself= 3.96, t(352)= 2.60, p<.01). 또한 네 자극물의 응답자들 

간 H&M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F(3,350)=0.82, p>.05) 및 태도 (F(3,350)= 0.41, p>.05) 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가설 검증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적합한 

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와 CR (composite reliability), 요인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확

인되어 측정도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해 PLS (partial least squares)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패스트 패션 브랜

드 로고와 메시지의 타입은 더미변수로 코딩된 후 분석에 사용되었다 (로고: 유=1, 무=0, 메시지 

타입: self-benefit=1, other-benefit= 0). 그 결과, 패스트 패션 로고의 유무가 지각된 기업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γ= .02, p>.05), 가설 1은 지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 브랜드 로고의 유무와 메시지 타입의 상호작용이 지각된 기업위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γ= .11, p<.05) 메시지 전략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패스트 패션 로고가 있을 때 

기업위선이 더 높게 지각되었는데, 이 효과는 라벨의 메시지가 self-benefit을 강조하고 있을 때가 

other-benefit을 강조할 때 보다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지각된 기업위선은 

브랜드에 대한 구매의도 (γ= -.68, p<.01)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컬렉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 

(γ= -.44, p<.01)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3과 4 또한 지지되었다. 

4. 결론

패스트 패션은 자원의 소모량이 크고 짧은 제품수명 주기로 빠르게 버려진다는 점에서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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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또한 빠른 생산속도와 낮은 생산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과정에서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패스트 패션 비즈니스 모델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큰 바,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이 패스트 패션의 

CSR 프로그램에 대해 느끼게 될 기업위선의 감정과 구매의도에도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발견된 사실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CSR 프로그램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기업위선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관련 메시

지를 어떻게 프레이밍 하느냐가 지각된 기업위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패스트 패션 브랜

드가 해당 상품이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 설명하는 self-benefit에 중점을 둔 메시지를 전달

하였을 때 소비자들은 기업위선의 감정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LT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self-benefit 메시지는 심리적 거리를 감소시켜 소비자들은 메시지의 실현 가능성 

(feasibility)에 중점을 두고 메시지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other-benefit 메시지

는 심리적 거리를 증가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은 메시지를 평가할 때 바람직함 (desirability)을 기준

으로 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패스트 패션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것은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인식하여 기업위선의 감정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

이 CSR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메시지를 프레이밍을 해야 소비자의 부정감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CSR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쓰더라도 적합하

지 않은 메시지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효과적인 CSR 성과

를 위해서는 해당 CSR프로그램이 얼마나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함으로서 더욱 호

의적인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기업위선이 구매의도 또한 감소시키

는 것을 확인하여, 소비자가 느끼게 될 기업위선의 감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브랜드 가치

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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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 특성이 가치공동창출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기술준비도의 조절효과

최근 들어 많은 패션소매업체들이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패션제품 착용을 시도 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상호작용 기술을 사용한다(Bourlakis et al., 2009). 예를 들어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편집매장 ‘바인드(BIND)’에서는 증강현실 기반의 3D 가상 피팅 솔루션인 

‘에프엑스미러(Fx mirror)’를 통해 사용자의 신체 사이즈를 자동으로 측정해 의상 피팅 모습을 실

시간 3D 이미지로 보여준다. 화장품 브랜드 세포라는 증강현실기업인 ‘모디페이스(ModiFace)’에서 

개발한 증강현실 앱 ‘버추얼 아티스트(Virtual Artist)’를 통해 고객들이 다양한 립스틱을 발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제품은 바로 장바구니에 담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백

화점은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VR 스토어를 온라인 몰에 열어 다양한 제품을 360도로 살펴보고 

3차원 쇼핑이 가능하게 하였다. 패션소매업체는 이러한 증강현실 소매기술로 인해 고객과의 실시

간 및 양방향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대폭 향상된 소매 생태계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혁신적 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에 의한 리테일 산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증강현

실 패션 소매기술의 효과를 고객의 경험적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서비스 지배 논리 (Service-Dominant Logic) (Vargo & Lusch, 2008)는 가치가 고객과 공동으

로 만들어지며 이러한 공동가치창출은 그들이 서비스를 경험하는 방법을 결정한다고 제안한다. 

증강현실 기술의 높은 상호 작용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지배 논리는 증강현실 소매기술로 고객 

경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기존의 전통적 관점보다 더 적절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지배 논리를 기반으로 B2C 맥락에서 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 특성이 

가치 공동창출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증강현실과 같은 새

로운 상호작용 패션 소매기술 특성이 공동가치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들의 기술에 대한 개

인적 성향 또는 태도인 기술준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기술준비도의 조절효

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한 표본의 추출은 편의표본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증강현실 패션 소

매기술 사용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AMOS 2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고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 특성 중 미적 매

력성, 쇼핑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은 가치공동창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와의 가치공동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는 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의 미적 매력성, 쇼핑 유용성, 지각된 즐거움이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

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준비도 혁신성 차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미적매력성과 쇼핑

유용성이 가치공동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성이 낮은 집단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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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집단보다 패션 소매기술의 미적매력성과 쇼핑 유용성이 가치공동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혁신성이 낮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의 

미적 매력성이나 쇼핑 유용성을 알리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진다면 가치공동창출이 더 잘 일

어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기술준비도 낙관성 차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사용 

용이성이 가치공동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이 낮은 집단이 낙관

성이 높은 집단보다 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의 사용 용이성이 가치공동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에 대한 낙관성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고객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매뉴얼을 잘 정리하여 보

여주거나 판매원들이 직접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는 증강현실 패션 소매기술에 대한 고객 인식과 관련한 이해를 제공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현재 패션제품 구매자가 증강현실 상호작용 소매 기술을 계속 사용하도록 장려

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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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uty SNS 인플루언서가 중국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의 뷰티 제품의 수출이 단기간 내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새로운 한류의 중심으로 K-beauty가 주목받고 있다. K-beauty의 인기는 한류 열풍과 함께 

지속해가면서 K-beauty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SNS(Social Network Services)의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SNS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를 

적절하게 활용해 신제품 광고나 기존제품의 이미지 재고 등의 목적을 이루는 마케팅을 의미한다

(Kim, 2019). 중국 소비자들은 한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어 한류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한류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접하거나, 웨이보(Weibo)등 

SNS를 통해 한류 뷰티 인플루언서의 메이크업을 따라하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시청하는 방식으

로 K-beauty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신제품 수용 과정에서 얼리 어댑터(early adoptor)의 역할이 중요하다(Kim, 1992). 인플루언서

는 얼리 어댑터로서 뷰티, 패션, 여행, 스포츠 등 인기 있는 아이템과 관련된 신제품을 SNS상에

서 홍보 및 판매한다. 신제품 수용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나(Lee, 2015). SNS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followers)과 정보를 전달하며 

제품을 추천하여 소비자들과 지속적인 관계형성과 유지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제품을 홍보하

고 판매하여 소비자들과 소통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SNS 속성이나 인플루언서 속성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나 실증적으로 

K-beauty SNS 인플루언서에 대해 중국 소비자의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K-beauty SNS 인플루언서의 어떠한 요인이 중국 소

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작용되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 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적

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보처리 과정에 있어 K-beauty SNS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정보가 

중심경로, 인플루언서의 특성이 주변경로로 작용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ELM를 토대로 중심경로의 K-beauty SNS 인플루언서 제공하는 정보의 

특성요인과 주변경로의 K-beauty SNS 인플루언서의 특성 요인을 확인하고 경로에 따른 K-beauty 

SNS 인플루언서가 중국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두 경로가 중국 소비자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어느 경로가 더 영향력을 강한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K-beauty 산업과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행하는 기업들에게 인플루언

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나아가야 인플루언서 활용에 대한 이론적인 방향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토대로 K-beauty SNS 인플루언서가 중국 소비자 신제품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K-beauty SNS 인플루언서의 동영상을 

본 경험이 있는 중국 SNS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20~30대 여성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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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중국 20~30대 

여성소비자 470명을 대상으로 2019년 4월11일부터 4월2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중국 전

문적인 설문조사 웹사이트(www.wjx.cn)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설계하고 중국 SNS(we chat)로 설문

지를 분포하고 수집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하고 최종 456부(97.1%)를 실증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5.0 프로그램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중심경로로 K-beauty SNS 인플루언서가 전달한 정보의 특성 요

인과 주변경로로 K-beauty SNS 인플루언서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변단서의 특성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중심경로는 유용성, 신뢰성, 정보품

질, 정확성, 최신성으로 나타났다. 주변경로는 유희성, 전문성, 매력성, 진실성, 유사성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각 요인으로 구성되는 문항들의 응답의 내적 일관성인 신뢰도계수는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K-beauty SNS 인플루언서의 중심경로가 중국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심경로 요인들에서 유용성, 신뢰성, 

정보품질, 정확성은 신제품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독립변수

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정보품질 .396(t=10.505, p<0.001), 신뢰성 

.280(t=7.540, p<0.001), 정확성 .141(t=4.040, p<0.001), 유용성 .128(t=3.564, p<0.001) 순으로 

신제품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성은 신제품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K-beauty SNS 인플루언서의 주변경로가 중국 소비자의 신제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주변경로 요인들에서 유희성, 전문성, 

매력성, 진실성, 유사성 등 다섯 가지 요인이 모두 다 신제품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사성 

.264(t=6.553, p<0.001), 진실성 .261(t=6.646, p<0.001), 유희성 .198(t=4.706, p<0.001), 전문성 

.143(t=3.508, p<0.01), 매력성 .087(t=2.032, p<0.05) 순으로 신제품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 소비자의 K-beauty 신제품 수용의도에 인플루언서의 중심경로와 주변경로 중 어떤 

경로의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심경로와 주변경로의 요인을 모두 포함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중심결로와 주변경로의 요인이 모두 포함한 모형

에서 유용성, 신뢰성, 정보품질, 정확성, 유희성, 진실성, 유사성은 여전히 신제품 수용의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최신성, 전문성, 매력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정보품질 .340(t=9.148, 

p<0.001), 신뢰성 .215(t=5.806, p<0.001), 유사성 .134(t=4.044, p<0.001), 정확성 .116(t=3.395, 

p<0.001), 진실성 .098(t=2.903, p<0.01), 유용성 .081(t=2.284, p<0.05), 유희성 .078(t=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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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순으로 신제품 수용의도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값을 합산하여 

비교해 보면 중심경로(0.752)가 주변경로(0.310)보다 신제품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K-beauty SNS 인플루언서의 중심경로는 주변경로보다 중국 소비자의 K-beauty 신제품 

수용의도에게 더 큰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토

대로 중심경로로 K-beauty SNS 인플루언서가 전달한 정보의 특성 요인과 주변경로로 K-beauty 

SNS 인플루언서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주변단서의 특성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중심경로와 

주변경로의 특성 요인이 중국 소비자 K-beauty 신제품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

하였다. 한류 화장품 브랜드들은 중국 소비자에게 자신의 신제품 수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플

루언서 전달한 정보과 인플루언서의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실시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

이다. 또한 한류 화장품 기업들은 인플루언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신제품 

수용의도를 이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 차별적 마케팅 전략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바탕으로 경로에 따른 K-beauty SNS 인플루언서의 정보제공과 중국 

소비자 K-beauty 신제품 수용의도의 영향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다양한 K-beauty SNS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나라와 지역에 따른 폭 넓은 

연구를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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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온 기반의 감성평가 프로토콜 수립을 위한 문헌 연구

1. 서론

피부온은 피부 표면의 온도로서 심부를 둘러싸고 있는 외각부의 온도를 말하며, 피부의 혈관 

운동에 의해 조절된다. 피부온은 인체와 환경과의 열교환량을 규정하는 인자로서 체온 조절 반응

의 지표이며, 온열감을 결정하는 피복생리 기능의 중요한 요소이다(Han et al., 2002). 특히, 동작

시 피부를 통한 인체와 환경사이의 열이동 매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은 체온조절 측면에서 매우 중

요한 이슈이다. 피부온의 평가는 주로 피부에 센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서모커플(thermo-cou-

ple)이나 서미스터(thermistor)와 적외선 에너지를 활용하여 온도 정보를 나타내는 서모그래피

(thermography)등을 사용되고 있다.

제품 감성 평가는 특정한 제품이 인간의 감성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제품의 감성은 구매자

들의 판매욕구를 자극하고 구매로 이어지므로 마케팅 전략에 있어서 감성 평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감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생리학적인 방법(blood pressure, ECG, pulse, skin 

temperature, EMG, EEG)과 심리학적 방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이 있다(Jeong & Lee, 

2006). 

피부온 평가에 감열소자 센서인 서모커플이나 서미스터를 활용할 경우 연속적인 피부온 측정

이 가능한 반면 센서를 피부에 직접 부착함으로서 피험자에게 불쾌감과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

다(Bach et al., 2015). 서모그래피는 피험자의 활동을 제약하지 않고 한번의 촬영으로 다량의 데

이터를 획득할 수 있으나 연속적인 피부온의 평가가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다. 제품의 감성평가 

관련 연구는 사용자들에게 좋은 감성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초점

을 맞춘 것으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표출되는 인간의 감성에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

한 사용성 평가에 관련된 연구는 사용자의 수행도와 같은 객관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고 사용

자가 느끼는 감성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피부온 및 감성

평가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피부온 평가 방법 및 가전제품 감성평가 프로토콜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피부 기반의 가전제품 감성평가 방법 조사를 위하여 관련 사이트(www.sciencedir-

ect.com, https://www.scopus.com)를 활용하였으며, 5단계 논문 선별 절차(S1: keyword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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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title screening, S3: abstract screening, S4: full paper screening, S5: 관련도 평가)를 통해 관

련도가 높은 문헌을 선정하였다. 논문 선별의 첫 번째 단계(S1)에서는 피부온(skin temperature, 

thermography, body surface area), 감성평가(emotional sensibility, sentiment analysis, sentiment 

classification), 가전제품(air purifier, home device, home product, home appliance) 관련 키워드

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의 관련도는 피부온과 가전제품 감성평가와의 연관성을 평가하여 3단

계(상/중/하)로 구분하였다. 검색 결과 S1 단계에서 1001개의 journal이 검색되었으며, S2∼S3 단

계를 거쳐 60편을 선별하였으며, S4 관련도 평가를 통해 선정된 최종 11편(상 3편, 중 3편, 하 5

편)의 문헌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피부온 평가

피부온 평가 장비는 접촉식 피부온 평가 장비(Thermistor)와 비접촉식 피부온 평가 장비

(Thermography)로 분류되었으며, Thermistor는 LT-8A(wire)와 iBotton(wireless)가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rmography 평가 장비는 FLIR System(E-60, A305sc)과 Thermometer 

(Visiofocus 06400)로 조사되었다. 접촉식 피부온 평가시 환경온은 workload가 없을 경우 24.0 ± 

1.2℃, 56 ± 8%, workload가 있는 경우 21.8 ± 0.7 °C, 39.4 ± 4.5%로 확인되었다. 피부온 평

가시 센서 부착부위는 4개 부위(Bach et al., 2015), 7개 부위(Yang et al., 2015), 8개 부위

(Corona et al., 2018), 9개 부위(Choi et al, 2012)등으로 파악되었다. 평균 피부온(Tsk)은 인체 전

체 면적에 대한 각 측정점의 표면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대표적으로 Ramanatan 4

점법과 Hardy & Dubois 7점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접촉식 피부온 평가시 환경온은 

실내 온도 기준으로 0.89 ± 0.56 °C(Quesada et al, 2016)로 설정하였으며, 방사온도는 ISO 

18434-1:2008을 기준으로 하였다. Thermography 설정 온도는 18∼40 °C(Lopez et al., 2015)였으

며, 촬영거리는 실험자와 수평으로 2m, 카메라 위치는 바닥에서 110cm로 조사되었다.

2) 제품 감성평가

제품에 대한 감성평가는 의미척도 분별법(SD)을 활용하여 평가 제품과 관련된 감성어휘를 추

출하고 형용사 및 반의어를 선정한 후 등간격 척도법(scale: -3∼3)을 활용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2016; Jeong & Lee, 2006). 문헌조사 결과 가전 제품에 대한 감성평가 항목으로

는 조형, 색채, 재질, 심미성, 사용만족성, 신규성, 불편성, 유쾌성, 우수성 등으로 확인되었다. 항

목별로 선정된 단어들을 대상으로 Arousal과 Valence 평가를 수행하여 평가 대상의 감정후보를 

정량적으로 분류한 후 평가에 사용할 최종 단어를 선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정된 최종 단

어를 기준으로 등간격 척도법을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감성을 평가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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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입자함유 섬유소재의 발열특성 및 온열쾌적성

1. 서론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섬유소재개발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

열기능이 있는 무기입자를 선정하여 이를 폴리에스터 용융방사시 무기입자를 혼합하여 원사상태

에서 발열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입자를 개발, 이를 이용하여 제직, 염색가공공정기술을 확립하여 

최종적으로 축열ㆍ발열 기능의 온도조절 쾌적성능이 우수한 스포츠 캐주얼/아웃웨어용 친환경 섬

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1) 무기입자의 선정

발열기능이 있는 Al2O3, Graphite, ZnO, ATO, 및 ZrC 등의 무기입자를 이용하여 무기입자 자

체의 발열성을 측정, 가장 발열기능이 우수한 입자 Al2O3와 Graphite 입자를 선정하였음. 

2) 용융방사실험

선정된 무기입자를 이용하여 100% 폴리에스터 칩에 무기입자를 적절히 혼합하여 마스터배치

를 제조한 후, 용융방사설비를 이용하여 폴리에스터 기반의 원사를 제조하였고, 사가공공정을 거

쳐 PET DTY 75/24(0.7Wt% Al2O3 + 0.1Wt% Graphite) 원사를 개발하였음.

3) 제직실험

개발된 원사를 위사로 하고, 경사에 NYLON 70D/34F(FD)를 사용한, 직물을 제조하였음.

4) 염색가공실험

제직된 생지를 전처리, 염색(Rapid 염색기 사용), 후처리로서 발수가공 및 PU 코팅처리를 진

행함.

5) 직물 및 의류 시료

발열기능을 가진 직물을 이용하여 의류로 제작을 하였고, 발열기능이 없는 직물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의류를 제작하여 시료로 사용하였음(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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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의류의 섬유조성

시료 원단명 의류 및 섬유의 조성

A BX-KD2-741P 경사 : NY 70D/34F(FD), 위사 : AG SC type PET-75/24

B BX-KD2-741PR 경사 : NY 70D/34F(FD), 위사 : Polyester 70/24(SD) DTY

6) 광발열실험

개발된 직물의 광발열성을 실험하기 위하여 500W, 3,200K 밝기의 광원을 이용하여 20℃, 

65% RH 환경의 챔버에서 조사거리 30cm, 조사시간 10분 다음과 같은 실험조건으로 진행하였음.

7) 개발의류의 보온성실험

개발의류의 보온성실험은 KSK ISO 15831 "의복-생리적효과-서멀마네킹에 의한 단열성 측정" 

표준 실험방법에 의거하여, 발열효과에 의한 보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원을 써멀마네킹 1m 

앞에 설치하여 보온성을 측정하였음.

8) 피험자실험

개발된 의류의 발열기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건강한 성인 남자 4명을 피

험자로 하여 피험자실험을 진행하였음. 피험자는 온도 20℃, 습도 65% RH의 준비실에서 측정센

서를 부착한 후, 실험의복을 착용, 20분간 안정시킨 다음, 인공기후실에 입실하여, 피실험자의 온

열환경에 대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을 기록 측정함, 실험 프로토콜은 총 45분으로 다음과 같음. 

안정기(10분) → Light-off(10분) → Light-on(15분) → 회복기(10분)

3. 결과 및 고찰

1) 직물/의류의 광발열 및 보온성실험 결과

A, B 중 PET 75/24 AG SC type 원사를 적용한 의류의 △clo값이 1.05로 보온성이 높아 일반 

의류보다 광 소등시 광발열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의류의 소재인 직물의 광발열 측

정 결과 B와 A의 최고온도의 차이가 3.4℃ 났음, 결과를 토대로 일정한 중량과 두께를 갖는 A, 

B 자켓중 보온성은 A가 높았으며, 제조된 A 원단의 광발열 시험 성능이 가장 높을 것을 보아 보

온성과 광발열 시험결과 값이 같은 경향을 보임(표2).

<표 2> 실험의류의 열특성

시료
중량

(g)

두께

(mm)

보온성(clo)
광발열최고온도(℃)

light-on light-off △clo

A 558.3 0.12 2.3673 1.3219 1.0455 42.1

B 572.6 0.12 1.9587 1.0821 0.8766 38.7

* △clo = Light on – Light off, A=AG, SC type원사 사용, B=일반원사 사용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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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류의 피험자실험 결과

의복내 기후중 가슴온은 착의한 의복과 피부사이의 공기온도를 측정한 것으로 쾌적한 온열성

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원의 유무에 따른 의복내 온도변화를 그림1에 나타냄.

시간에 따라 광조사를 시작한 10분이 지나면서 각 의복의 의복내 가슴온도는 상승사기 사작하

여, 광조사가 종료된 20분의 지나면서 점차로 온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시료간의 온도를 비

교해 보면, 개발한 의복(A)는 기존의복(B)보다 약 0.5도 이상의 온도상승을 보여, 개발한 의복의 

발열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1> 피험자의 의복내 온도 변화.

그림2에 피험자의 활동에 따른 온냉감 변화를 나타내었음. 주관적 감각인 온열감은 1 ‘매우덥

다’에서 9 ‘매우춥다’의 번호로 되어 있으며, 5 는 중립적인 상태로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열적으

로 평형의 상태에 있다는 의미임. 그림을 보면, 광원을 조사한 구간에서 개발의류인 A는 B에 0.5 

정도의 온열감을 보임. 광원의 조사가 종료된 후인 회복기에서도 개발의류가 기존의류보다 0.5 

높은 온열감을 보임. 따라서 개발의류의 발열/축열성능이 확인됨.

<그림 2> 피험자자의 온냉감 변화.

그림3에 피험자의 활동에 따른 쾌적감의 변화를 나타내었음. 피험자가 느끼는 쾌적감은 온냉

감과 습윤감의 결과로 실험의류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감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음 쾌적감의 

번호는 1은 매우 쾌적함, 5는 매우 불쾌함을 보이며, 3은 중간정도를 나타냄.

그림을 보면 광원을 조사하였을 때, 개발의류인 A가 기존의류인 B와 비교하여 0.5 정도의 쾌

적감이 더 좋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발열의류의 보온성에서의 결과와 일치하게 피험자실험에서

도 개발한 발열의류가 온열쾌적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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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피험자의 쾌적감변화.

4.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발열원사를 이용하여 제조한 직물과 의류(A)와 비교용으로 동일한 제직스

펙으로 제조한 직물과 의류(B) 2종 시료의 직물상태에서의 광발열실험, 의류상태에서의 광원 유무

에 따른 보온성실험, 이를 검증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피험자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 B 직물의 발열성능실험 결과, 발열직물의 광발열 최고온도는 42.1℃, 일반직물의 최고온

도는 38.7℃로 약 3.7℃의 차이를 보임. 2) 의류의 보온성실험 결과, 발열입자가 함유된 A시료의 

△clo가 1.046로 B의 △clo는 0.87으로 발열입자가 함유된 A시료가 발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함. 3) 피험자실험결과를 보면, 의복내 온도는 광조사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개발한 의복(A)는 기

존의복(B)보다 약 0.5℃ 이상의 상승을 보여, 개발한 의복의 발열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주관적 감각에서 온냉감과 쾌적감 모두 개발의류가 일반의류보다 0.5 정도 높은 감각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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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auxetic 패턴/나일론 복합직물의 특성 

This study intended for the assessment of the wearability or different comfort parameters, 

dura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auxetic sinusoidal 3D printed patterns of different 

density and thickness deposited on the nylon fabric by means of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with the use of thermoplastic polyurethane (TPU) filament. Morphology, weight in-

crease, different comfort parameters such as drape stiffness, flex stiffness, flexibility, mechan-

ical performances, abrasion resistance and bursting strength were analyzed for the character-

istic evaluation of produced composite. The prototypes of two auxetic pattern repeat of 

20mm×20mm and 47mm×43mm were developed named as HD(high density) and LD(low 

density), respectively. Both patterns were repeatedly combined to produce bigger size pat-

terns and 3D printed with various thicknesses. Weight increase percentage is found propor-

tional to the density and thickness of 3D pattern. Maximum up to 552% weight increase was 

recorded for low density pattern and for high density 858%. Stiffness increases with the rise 

of density and thickness of auxetic sinusoidal 3D pattern. Warp direction is stiffest comparing 

with diagonal and weft in all cases. In case of tensile strength, a great extent of elongation 

was noticed due to the presence of auxetic sinusoidal 3D pattern and TPU filament. 

Maximum, more than 500% elongation was showed by high density diagonal direction. High 

density patterns exhibited more toughness than low density patterns. In addition, warp direc-

tion is strongest and diagonal direction is weakest whereas the weft stays in between. During 

the abrasion test all high density auxetic sinusoidal 3D pattern/nylon composites were durable 

enough to withstand the 20,000 cycles whereas one of the low density patterns got detached 

from the base fabric. The enhanced bursting strength is also found in high density patterns 

up to 1514 kPa. Thus,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excellent durability and mechanical 

properties confirmed at HD auxetic sinusoidal 3D printe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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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의 의복압에 따른 인체생리반응과 
주관적 감각 평가에 관한 연구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문화생활 양식이 변화되어감에 따라 피트니스 웨어

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몸에 밀착되는 기능성 피트니스 웨어는 전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 사이에서도 착용이 증가하고 있다. 컴프레션 피트니스 웨어는 착용시 인체에 의복압이 가해지

는데, 적당한 의복압은 운동 효과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지만(Duffield & 

Kalkhowen, 2016), 지나친 의복압은 심폐기능에 부담을 주고 맥박의 감소와 피부온 저하, 부종, 

피로감 유발 등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Bouman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컴프

레션 피트니스 웨어의 대표 아이템인 레깅스의 가압 정도에 따른 심박수와 피부온의 인체생리반

응과 주관적 감각 평가를 실시하여 의복압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착용

쾌적성이 높은 적정 의복압의 레깅스 설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키와 몸무게 등의 인체치수가 KS규격 기준에 의해 평균에 해당되며 

신체 건강한 정상체형의 20대 성인여성 19명이다. 실험복은 레깅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

스테르 75.4% 라이크라 24.6%의 소재를 사용하였고, 허벅지부위에서 발목부위에 이르기까지 압력

이 높아지는 점진가압방식으로 설계된 단계압박레깅스이다. 의복압의 가압정도는 의료용 압박스타

킹의 가압기준을 참고하였으며, 발목부위를 기준으로 저압(15∼20mmHg), 중압(20∼30mmHg), 고

압(30∼40mmHg)으로 설계된 레깅스 3벌이다. 실험은 온도 24.5℃, 습도 76.2% RH로 설정된 인

공기후실에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인공기후실에 입실 후 20분간 안정을 시킨 다음, 실험복

과 센서를 착장하게 하였다. 심박수 측정에는 손목시계형의 심박계 RS800CS Multi(Polar)를 사용

하여 전용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피부온 측정에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Infrared 

Thermo Tracer TH9100MV(NEC)를 사용하였고, 전면과 후면을 5분 간격으로 촬영한 후 장딴지근

끝점(b1), 장딴지후면(c), 무릎아래둘레후면(d), 허벅지중간둘레후면(f), 엉덩이돌출점(h), 배꼽점(i), 

허리중간점(j)의 7부위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측정자세는 정자세로 심박수와 피부온은 1시간 동안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주관적 감각 평가는 실험복 착용 직후와 착용 1시간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압박감과 쾌적감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설문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평균 심박수는 90∼100 bpm 사이로 안정심박수의 범위(60-110 bpm) 이내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실험복 착용 후 점차적으로 심박수가 하강하다가 40분을 기준으로 상승

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착용 직후와 비교하여 착용 1시간 후에 심박수가 낮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복 1에서 심박수의 변화가 크고 불안정하였으며, 의복압이 실험복 2

에서 심박수의 변화가 가장 적고 안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부온 측정 결과, 평균 피부온은 26.6∼30.3℃의 변화를 나타내었고 실험복 착용 

직후보다 착용 1시간 후에 피부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복 2의 평균 피부온이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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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실험복 1과 실험복 2는 착용 직후부터 피부온이 일정하게 변화하여 착용 1시간 이후 상승

하는 경향이었으나, 의복압이 가장 높은 실험복 3은 계측점 c, d, f, h, j의 5부위에서 시간 경과

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나 불안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감각 평가 결과, 엉덩이부위, 넙다리부위, 무릎부위, 장딴지부위, 발목부위

에서 압박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복 착용 직후에 비교하여 착용 1시간 후의 압박감은 

비슷하거나 조금 약하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쾌적감 비교 결과 모든 부위에서 착용 1시간 후에 

쾌적감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착용 시간 경과에 따라 불쾌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엉덩이부위에서 조금 더 강한 압박감을 원했으며, 실험복 1 착용시 

장딴지부위와 장딴지근부위의 압박감이 약한 것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발목과 무

릎>샅부위 순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이 부위에서 더 강한 의복압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실험복 3에서는 발목, 장딴지, 장딴지근, 무릎부위의 의복압이 강하여 불쾌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으로 레깅스의 가압수준에 따른 심박수, 피부온, 주관적 감각 평가의 결과에 의하면, 의복

압이 중압수준으로 설정된 실험복 2의 경우 심박수도 안정기에 진입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고, 시

간 경과에 따른 변화도 안정적이며, 피부온도 일정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감각 평가에서 실험복 1은 착용시간 경과에 따른 압박감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실험복 2와 실험

복 3은 압박감을 느끼는 정도가 대부분 낮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실험복 1은 착용 직후보다 

착용 1시간 후에 쾌적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험복 2는 착용 1시간 후에 쾌적감이 높

아지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복 3의 경우는 엉덩이와 복부를 제외한 신체부위에서 착용 

1시간 후에 쾌적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체에 밀착하는 레깅스와 같은 피트니스 웨어는 

중압수준(발목 기준 20∼30mmHg) 으로 하지를 압박해줄 때 착용쾌적감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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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형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개발 디자인 평가

보행보조를 위한 입는 형태의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무거운 강성 소재의 사용, 부피 크

거나 소음이 발생하는 구동기의 사용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착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 및 기능의 일상생활용 보행

보조를 위한 의복 형태의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련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한 후, 잠재적 소비자의 디자인 평가를 통해 디자인을 수정 및 보완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착용자의 신체 움직임 자율성 및 독립성 향상, 더 나아가 사회

활동 및 경제생활을 하는데 지원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1)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보행 방식, 의복 구성 방법 등에 관련된 사전연구를 포함한 참고문헌 

조사 및 관련 제품 시장조사를 통해 디자인 개발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규명하고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개발하였다. 고려해야할 요소로는 기능(주요 기능 종류, 신체 적용 부위, 신체 적용 경로, 

고정 부위), 디자인(사이즈/맞음새, 원단 및 부자재, 여밈방식, 디테일, 색상), 구동기(형상 기억 

합금-SMA 종류, 사이즈, 변형 종류, 통합 재료, 통합 방법, 구동 방법, 성능 평가 방법)로 구성된

다 (e.g., Feng et al., 2013; Sahashi et al., 2018; Vianna & Quaresma, 2015). 디자인 가이드라

인을 바탕으로 길이가 축소되는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하여 허리, 무릎 위, 발목 등의 부위에 웨빙 

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함으로써 힘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한 바지 형태의 디자인 1(D1)과 수

정 및 보완된 디자인 2(D2)를 개발하였다. D2는 D1과 다르게 SMA 경로가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으며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매쉬소재를 더했다.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잠재적 착용자의 만

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1=매우 불만족 혹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만족 혹은 

매우 동의함)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참여자는 보행보조에 어려움이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유의표집 한 결과, 사용 가능한 129개의 응답(나이:M=67.05, SD=1.77; 

성별:여자 50.39%, 남자 49.61%)은 SPSS 25.0으로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단순 및 다중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디자인 모두 5점 이상의 만족도 점수를 받았으며, D2에 대한 만족도가 D1에 비

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2의 경우 특히 잘 보이지 않는 SMA 경로 디자인 (M=5.35, SD=2.14)

와 매쉬 소재(M=5.06, SD=2.59)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디자인에 대해 모두 5점 이

상의 사용 의도를 보였으며 D2에 대한 사용 의도가 더 높았다(D1: M=5.06, SD=2.21; D2: M=5.24, 

SD=1.84).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용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p<.001). D2의 

다자인과 기능 만족도에 잘 보이지 않는 SMA 적용 경로 디자인과 매쉬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본 연구는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R1C1B50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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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D2의 디자인과 기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000<p<.006). 또한 규명된 디자인 가이드

라인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기능, 디자인, 구동기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4.61<M< 

5.46). 개발한 디자인에 대해 만족하고 사용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D2에 대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보아 구동기 경로가 보이지 않으며, 매쉬를 사용하여 장시간 착용에도 열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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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오뜨 꾸뛰르 패션쇼의 스펙터클을 통한 헤리티지 전략

얼마 전 패션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사망이 패션업계를 넘어 전 세계 공영방송, 신문, 인터

넷뉴스 등에 보도될 만큼 대중들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칼 라거펠트의 작업영역

과 영향력이 단지 패션업계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와 문화에 까지 확장되어 있

었음을 설명한다. 칼 라거펠트는 약 37년 동안 브랜드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라질 뻔한 패션하우스 샤넬을 최정상의 브랜드로 탈바꿈시켰다. 

패션브랜드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디자인이 브랜딩과 마케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해 왔지만, 칼 라거펠트의 샤넬은 디자인보다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그것

을 선보이는 오뜨 꾸뛰르 패션쇼를 통해 브랜딩과 마케팅의 성공을 거둬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샤넬 오뜨 꾸뛰르 쇼는 예술 공연과 같이 큰 볼거리 제공하는 패션행사라는 평가와 함께 

매스 미디어와의 시너지를 통해 대중들에게 하나의 문화행사로 인식되고 있다. 샤넬은 단순히 꾸

뛰르 패션쇼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신제품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닌 스펙터클 전략을 통하

여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바 학문적 시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샤넬 오뜨 꾸뛰르 패션쇼의 헤리티지 전략을 고찰하고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밝히

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쇼의 시대적 변화와 패션 하우스 샤넬

에 대하여 고찰한다. 둘째, 샤넬 오뜨 꾸뛰르 패션쇼에 나타난 브랜드 헤리티지의 스펙터클 전략

을 분석한다. 셋째, 분석된 헤리티지 표현을 유형화하여 브랜드의 효과적 마케팅 전략이 나아가

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영향력 있는 패션매체에서 다룬 샤넬 꾸뛰르 패션쇼 

이미지, 동영상, 논평 등을 분석하고, 오뜨 꾸뛰르 쇼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유형화 작업

의 기준을 세운다. 연구의 범위로는 최근 10년간 패션 하우스 샤넬의 꾸뛰르 패션쇼를 대상으로 

하며 기성복 라인과 캡슐 컬렉션에 대한 패션쇼는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패션쇼는 가장 주목받는 프레젠테이션 유형 중 하나로서 현대패션이 등장한 이래 디자이너와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학계에서는 20세기 초 고급맞춤복을 제작

하던 꾸뛰리에들이 그들의 디자인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네킹이 아닌 움직이는 모델에게 

입히기 시작한 것이 패션쇼의 시발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초기의 패션쇼는 의류제품을 착

용한 모델이 특정 공간에서 움직이는 단순한 형식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다양한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융합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게 되었다. 패션쇼가 융합을 시도해온 분야는 자신

과 유사한 구성요소를 지닌 미술, 무용, 연극, 음악과 같은 예술분야에서부터 역사, 정치, 사회, 

과학과 같은 인류문명 전반의 영역까지 다양하다. 특히 오뜨 꾸뛰르 패션쇼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뒷받침되어 다른 영역과의 협업이 가장 활발히 시도되어왔다. 

오뜨 꾸뛰르 패션쇼를 진행하는 목적은 애초에 시즌에 앞서 고급 맞춤복 고객들에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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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에 있었지만 프레타포르테 출범 이후 패션산업이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그것의 목적이 꾸뛰르의 자체 매출을 위한 것 보다는 해당 브랜드의 또 다른 제품군들을 위한 

아우라로서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오뜨 꾸뛰르 패션쇼에서 파생된 최고급의 이미지가 기성복, 

가방, 슈즈, 쥬얼리, 선글라스, 화장품, 향수 라인들에까지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전이효과에 주목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브랜드 샤넬은 다른 패션하우스들이 한동안 축

소시켜왔던 오뜨 꾸뛰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꾸뛰르 패션쇼의 스펙터클을 매스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보도하여 브랜딩 및 마케팅에 큰 성공을 거두어 주목받고 있다. 샤넬의 꾸뛰르 패션

쇼를 통한 헤리티지 전략이 꾸준한 성공을 거두자 꾸뛰르 컬렉션을 축소시키거나 중단시켰던 브

랜드들까지도 다시 오뜨 꾸뛰르 쇼를 재개하는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샤넬의 오뜨 꾸뛰르 패션쇼

는 패션계에서 전 방위적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칼 라거펠트가 디렉팅한 샤넬 오뜨 꾸뛰르 패션쇼는 그동안 파리의 그랑 팔레 박물관에서 개

최되었으며 세트의 거대한 규모로 인해 타 브랜드와는 규모적인 면에서 차별화를 나타낸다. 일반

적인 패션쇼 세트가 I자 또는 U자 형태의 관객석과 구분되는 무대의 개념이라면, 샤넬의 쇼는 관

람석이 거대한 패션쇼 세트 안에 포함되는 공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개념의 세트

장에서 칼 라거펠트는 여러 공연 장치들의 융합을 통해 스펙터클로 상징화된 헤리티지를 표현하

였는데, 첫 번째로 브랜드 샤넬의 창시자인 가브리엘 샤넬의 페르소나를 헤리티지화 하였다. 그

녀의 시그니쳐 룩인 트위드 재킷과 진주 목걸이에서부터 샤넬 넘버 파이브 향수, 그리고 가브리

엘 샤넬이 사랑했던 동백꽃과 그녀의 별자리를 상징하는 사자 조각품 등이 가브리엘 샤넬의 페르

소나를 설명하는 상징으로 이용되었다(Fig. 1, 2, 3, 4). 이러한 상징들은 보통 거대한 크기의 구

조물로 제작되어 패션쇼 공간 중심에 설치되어 왔으며, 그것의 주변부에는 관람석을 배치시켰다. 

Fig. 1. Chanel Spring 2008 Couture 

www.vogue.co.uk

    
Fig. 2. Chanel Fall 2009 Couture

www.wmaga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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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el 2010 Fall Couture

www.mod-tv.com

    
Fig. 4. Chanel 2008 Fall Couture

www.chictrends.co.uk

 

두 번째로 과거부터 명맥을 유지해온 꾸뛰르 고객들의 귀족적 라이프스타일을 헤리티지로 표

현했다. 상류층 고객들의 구분된 라이프스타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패션쇼 공간에 그대로 옮겨

와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고객들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들에게는 샤넬 꾸뛰르의 고급스

럽고 배타적인 문화에 대한 동경을 이끌어낸다. 그동안 샤넬이 선보인 장소의 예로 카지노, 여름

별장, 프랑스식 정원, 비행기 내부를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전통적으로 귀족적 라이프스타일

을 대변할 때 사용되던 설정들이다(Fig. 5, 6, 7, 8). 

Fig. 5. Chanel 2015 Fall Couture

www.theguardian.com

    
Fig. 6. Chanel 2018 Spring Couture

www.fashionista.com

Fig. 7. Chanel 2019 Spring Couture

www.idesignarch.com

    
Fig. 8. Chanel 2012 Spring Couture

www.thecu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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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샤넬 꾸뛰르 패션쇼에 나타난 헤리티지의 유형은 브랜드의 창시자인 가브리엘 샤넬

의 페르소나와 전통적으로 샤넬이 표방해온 상류층 고객의 귀족적 라이프스타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브랜드 샤넬은 극적 스펙터클로 꾸며진 공간에 관객들을 끌어들이고 직접 헤리티지의 내

러티브를 경험하게 하여 오뜨꾸뛰르 패션쇼를 강력한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샤

넬 오뜨 꾸뛰르 패션쇼는 새로운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통적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이 아닌 브랜드 

이미지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문화 예술 전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연구결과 도출된 샤

넬의 헤리티지 전략은 이후 자신들의 헤리티지를 브랜딩과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브랜드에 실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 연구의 대상을 샤넬 꾸뛰르 패션

쇼에 국한시켜 프레타포르테 쇼를 포함한 브랜드 샤넬 전체의 브랜딩이나 마케팅 전략을 헤리티

지와 관련지어 설명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바 이는 후속 연구로 수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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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마ㆍ권미정
부산대학교

탈코르셋(脫-corset) 패션에 대한 사회미학적 분석과 고찰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PC통신 시절부터 이어져 온 2030여성들의 넷페미(net feminism) 활동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가시성과 접근성이 높은 매체(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페미니

즘의 파급력은 세대와 성별을 넘어서는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misogyny) 문제

의 원인을 근본적인 구조로 보는 급진적 페미니스트(radical feminst)들이 넷페미의 주류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꾸밈노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특히 ‘옷장 꽉 찬 거지 할머니’는 여성들이 아름

답게 꾸미는 것은 ‘꾸밈노동’이며 ‘꾸밈비용’을 여성들이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홀로서기를 어렵게 

만들어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가부장제에 편입되게 만드는 구조적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사회가 부여한 여성성인 코르셋(corset)을 벗음으로써 여성 인권을 증진하

려는 사회운동인 ‘탈코르셋(脫-corset)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일상 속에서 사회적 여성성을 부

여하는 패션 코르셋, 화장 코르셋, 다이어트 코르셋 등을 벗고 탈코르셋 과정을 SNS에 전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다. 나아가 최근 ‘꾸미지 않을 권리’를 추구하는 것이 여성의 

외모 꾸미기에 있어 흐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은 문화를 선도하기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일정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사회의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

이 있는 패션은 탈코르셋 패션이 처음이다. 둘째, 국내 페미니즘 진영 내에서 기반으로 하는 사

상이 2세대 페미니즘인지 3세대 페미니즘인지에 따라 탈코르셋 패션이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셋째, 탈코르셋 운동을 현상적ㆍ과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은 철학,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하지만, 의류학은 그 현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탈코르셋 패션을 통해 사회

미학적 함의를 다른 학문보다 심도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코르셋 패션과 외적으로 유사한 기존의 패션과의 비

교 분석을 통해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본다. 둘째, 탈코르셋 패션을 비롯해 페미니즘 사상을 기

반으로 한 패션 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본다. 셋째, 비교 분석한 것을 바

탕으로 탈코르셋 패션의 사회미학적 함의와 패션계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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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중심 제재인 탈코르셋 패션의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탈코르셋 전시가 활발한 SNS인 

Instagram와 탈코르셋을 지향하는 여남공용 브랜드 ‘퓨즈서울(Fuseseoul)’의 쇼핑몰인 ‘퓨즈서울

(fuseseoul.com)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탈코르셋과 관련된 해시태그 중 게시물의 

수가 많은 순대로 5개를 선정하여 해시태그 검색을 하였다.(#탈코르셋: 약 15300개, #탈코: 5861

개, #디폴트: 3136개, #탈코전시: 2510개, #탈코르셋은해방입니다: 1997개.(2019.04.23.기준)) 

Instagram 해시태그 검색 결과 중 한국여성의 탈코르셋 패션을 볼 수 있는 이미지 986장과 ‘퓨즈

서울’의 18SS, 18FW, 19SS 시즌의 룩북 이미지 53장과 제품 설명 상세 페이지의 기능적인 측면

의 설명을 참고하여 탈코르셋 패션을 ‘캐주얼 탈코르셋 패션’과 ‘포멀 탈코르셋 패션’으로 대별하

였다.

탈코르셋 패션과 비교를 위해 남성 모방 패션, 중성ㆍ무성적 패션, 페미니즘 슬로건 패션, 주

체적 코르셋 패션, 뉴 코르셋 패션 역시 최근의 경향을 살피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하였다. 탈코

르셋 운동이 광범위하게 시작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Instagram에서의 ‘#데일리룩’(약 41800000

개) 해시태그 검색과 20∼30대 여성이 타겟인 여성복 브랜드와 쇼핑몰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최근

의 한국의 20∼30대 여성들의 패션을 참고했다. 분석 후, 유형별로 사회미학적 함의를 설명하기 

위해 페미니즘, 여성의 꾸밈, 여성의 아름다움, 여성의 몸 등에 관한 문헌,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

을 참고하였고 탈코르셋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SNS인 Twitter와 Instagram, Youtube

의 영상 등을 참고하여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2. 연구 결과 및 고찰

탈코르셋 운동에 대한 한국 페미니즘 진영 내부의 견해 차이는 2세대 페미니즘 또는 3세대 

페미니즘의 사상적 기반에 따른다. 2세대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기득권인 남

성에게 여성의 꾸밈이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미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들이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3세대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여성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꾸밈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

문에 주체적 여성상의 표현을 통해 섹슈얼의 권력화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도’를 포

함하는 ‘행위(action)’ 또는 ‘의도’를 포함하지 않는 ‘행태(behavior)’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를 통

해 탈코르셋 패션이 가지는 사회미학적 함의를 설명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의도가 선하다면 

어떠한 결과도 용인할 수 있는가?’와 ‘선한 의도가 없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탈코르셋 패션을 중심으

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캐주얼 탈코르셋 패션’은 ‘중성ㆍ무성적 패션’의 젠더플루이드한 스타일을 제외하고는 외

형적ㆍ기능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탈코르셋 패션에서도 딘드밀리 룩, 아메카지 

룩 등의 트렌디한 스타일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탈코르셋 패션이 패션의 부존재를 의미한다는 주

장을 반박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하위문화로부터 발생한 스타일을 지향하는 젊은 여성들이 

사회적 여성상에 맞추어 새롭게 디자인된 복식을 착용했다면, 현재는 여남공용으로 한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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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코르셋 패션과 맥락적으로 이어진다. 이는 패션산업이 탈코르셋 패션

과 긍정적인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포멀 탈코르셋 패션’은 ‘남성 모방 패션’과 ‘프로페셔널미’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TPO의 

측면에서 대체될 수 있다. 남성 모방 패션은 여성복에 남성 수트의 스타일을 빌려온 것인데 이상

화된 여성의 몸을 표현하기 위해 다트를 넣었으며 기능성 남성복의 인체 친화적 기능은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포멀 탈코르셋 패션에서는 

다트를 넣지 않는 대신에 넉넉한 실루엣과 사이즈에 덜 구애받도록 하는 숨은 밴딩 등으로 다양

한 체형을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적ㆍ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남성 모방 패션에서는 커리어우먼의 파워를 보여주기 위한 파워숄더 디자인이 눈에 띈

다. 이는 복식미의 측면에서 여성의 꾸밈을 통해 남성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는 3

세대 페미니스트의 주장과 맥락적으로 통한다. 한편, 파워숄더 디자인은 남성과 여성이 권력적으

로 불평등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권력적으로 평등하다면 

힘(권력)을 상징하는 패션을 연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워숄더 디자인은 여성의 

강인함이 아닌 여성의 유약함의 보완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실질적 성평등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주체적 코르셋 패션’은 ‘코르셋 패션’과 외형적으로 차이가 없어 여전히 여성이 남성에게 

성적 대상화가 된다는 점에서 급진적 페미니즘이 주류인 한국에서는 ‘탈코르셋 패션’에 대한 ‘백래

시(backlash)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 초의 영국 남성들이 1세대 페미니즘의 원류인 서프러

제트(suffragette)에게 ‘못생기고 늙고 시집도 못간 여자’의 이미지를 씌웠듯 한국의 남성들 또한 

한국의 영페미니스트들을 ‘뚱뚱하고 못생겨서 결혼도 못 할 여자’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이

런 비난이 두려워 타협함으로써 다시 코르셋을 착용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페

미니즘 진영에서도 처음부터 꾸밈은 여성의 권력이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꾸미는 것이 여성의 진

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오미 울프의 주장을 근거로 드는 이들도 있다. 하지

만 이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서구의 가장 최신의 페미니즘 트렌드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넷째, ‘페미니즘 슬로건 패션’은 이념(페미니즘)을 패션이라는 도구를 통해 외부로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탈코르셋 패션’과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대개 페미니즘 슬로건 패션의 슬로건은 모두

를 위한 페미니즘과 여성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3세대 페미니즘의 가치를 반영하며 여성 개인

의 사소한 만족보다 여성 모두의 생존권 보장을 중요시하는 2세대 페미니즘의 가치를 반영하는 

슬로건은 거의 없다. 또, 외형적으로도 탈코르셋 패션보다는 코르셋 패션에 가까워 페미니즘 슬

로건 패션의 소비에 있어서 ‘페미니즘을 팔아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다만, 최근

에는 캐주얼 탈코르셋 패션에 해당하는 아이템에 페미니즘의 정신을 담은 슬로건을 프린트한 디

자인이 유행하게 되면서 페미니즘 슬로건 패션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주체적 코르셋 패션’과 대부분의 ‘페미니즘 슬로건 패션’은 기존의 ‘코르셋 패션’과 

외형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여성의 생존권 보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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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사상적 기반으로 한 패션 중 ‘탈코르셋 패션’만이 

페미니즘 패션의 목적인 여성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성ㆍ무성적 패

션’과 ‘남성 모방 패션’ 또한 ‘탈코르셋 패션’과 외형적으로 유사한 측면으로 인해 출현 배경이나 

연출 의도와 무관하게 여성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미학적 함의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
→

중성ㆍ무성적 패션 →
2세대 

페미니즘

캐주얼 탈코르셋 

패션
: 행태(behavior) 측면에서 

여성인권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음남성 모방 패션 → 포멀 탈코르셋 패션

전통적 코르셋 패션 → 뉴 코르셋 패션 →
3세대 

페미니즘

주체적 코르셋 패션
: 행위(action) 측면에서 

여성인권 향상의 목적을 

띠지만 행태(behavior) 

측면에서 여성인권 향상에 

도움 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음

페미니즘 슬로건 

패션

<표 1> 기존 패션과 페미니즘 패션의 외형적 유사성으로 도출되는 사회미학적 함의

3. 결론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선거부터 여성참정권이 보장됨으로써 1세대 페미니즘 성격의 

여성 운동은 등장과 동시에 사라졌다. 하지만 미군정에 의해 선진화된 일부 제도와 권위주의적이

고 가부장적인 한국의 문화 간의 역표류(易-drift) 현상이 발생하면서 2세대 페미니즘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사회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2세대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패션이 여

성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탈코르셋 운동’은 단발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

인다. 특히, 원인 행위인 탈코르셋과 결과인 여권 향상의 시차가 길다는 점에서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본 연구 이후에도 ‘탈코르셋 패션’에 대

한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할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페미니즘 사상의 틀(frame)과 복식의 이미지(image)로부터 도출되는 상징

(symbol)을 중심으로 탈코르셋 패션이 여성복으로서 가지는 위상을 분석하고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았다. 이후에는 탈코르셋 패션이 범주화될 수 있는 수준의 사례가 쌓이게 되면 보다 과

학적인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가 미국 사회처럼 3세

대 페미니즘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발생할 새로운 여성복 트렌드의 예측으로 패션계에 반향을 일

으킬 수도 있을 것이다.



99연구논문 발표(포스터) _____

참고문헌

김주현 (2009).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 책세상.

박은숙 (2005). 복식에 표현된 페미니즘.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실, 하지수 (2015). 패션사진에 나타난 3세대 페미니즘 여성이미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7(1), 33-41.

이남회 (2010). 젠더, 몸, 정치적 권리: 영국여성참정권운동가의 이미지 분석. 영국연구, 24, 179-210.

임은혁 (2018). 코르셋의 양면성에 관한 고찰: 포스트페미니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0(4), 17-30.

정기성, 김민자 (2011). 전족과 코르셋에 표현된 몸의 억압에 대한 의미해석. 한국복식학회지, 61(7), 35-50.

Shusterman Richard (2013). 몸의 미학 :신체미학-솜에스테틱스. 북코리아.



100 _____ 5G 시대의 패션인사이트

강준호*ㆍ권기영
경북대학교

패션쇼에 나타난 가상 이미지 표현과 의미 연구

1. 서론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융합적 사고를 통해 패션 매체는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고 표출하고 있다. 패션 정보의 범람과 산업의 확장으로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차

별적 콘셉트가 요구되는 시점에 패션산업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패션쇼는 가상적 이미지를 

현실에 접목하여 수용자들과 용이하게 상호소통을 시도하게 한다. 현대 패션쇼는 뉴미디어의 활

용으로 구성과 연출의 기법이 다양화되고, 기존의 프리젠테이션 방식에서 확장된 첨단의 공연예

술로 변모하고 있다. 디자이너의 상상력이 현실에서 디지털 가상적 이미지와 혼재되어 나타나 시

각적 표현의 확장이 이뤄지고, 콘셉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전략적인 마케팅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조형미 연출로 패션쇼는 종합예술로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가상 이미지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뜨리고, 물질성과 비물질성이 혼재되어 가상적 공간과 물리적 세계의 

구분이 모호한 특징을 나타내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시공간을 확장시켜 다채로운 시각적 표현

이 가능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수용자의 몰입도를 높여 원활한 상호작용의 성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대에 흐름에 따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가속화되어 매 시즌 새로운 형태의 패션쇼가 발

표되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의 다감각적 경험으로 가상과 실재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단계까지 

진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산업에서 중추적 기능을 하는 패션쇼에 나타난 가상 이

미지의 활용으로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상상과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시도에 대한 표현을 

연구함으로써 향후 패션 콘셉트 표현방식에 다양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이론적 배경으로서 가상의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고, 디지털 가상과 관련된 근ž현대

의 철학적 사고를 고찰하여 가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가상 이미지를 활용

한 패션쇼의 사례와 표현 방법을 분석하여 표현방식을 범주화하였다. 가상과 패션쇼의 주제어로 

국내외 전문서적, 논문, 저널, 기사, 웹사이트 등의 문헌연구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패션쇼 연

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발표된 패션쇼의 사례를 연구범위로 하여 패션쇼

에서 나타난 가상 이미지의 표현유형을 분석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현대 패션쇼에서는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인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R,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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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ed reality)을 통해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가상적 이미지를 새로운 표현방식으로 연출하고 있

으며,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패션쇼는 가상(假象)이라는 핵심적 범주를 통해 이해할 수 있

다, 가상은 라틴어 동사 ‘lecere’(빛나다)의 어원으로 ‘빛나다‘, ‘가시화되다‘, ‘가짜‘라는 세 가지 의

미를 가지며, 가상과 그 배후에 숨은 진짜 모습, 즉 본질(실재, 존재, 현실)과 그것에 대한 인식으

로서 진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이어졌다. 이와 같이 다양한 철학적 가상의 개념이 

고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근대 이후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상의 개념은 급변하여, 기존의 

실재나 현실 개념을 뛰어넘어 버추얼(virtual), 리얼리티(reality) 같은 신조어가 등장한다. 일반적 

의미로 가상은 보이는 형상이라는 시각에 기반 되어 형성되는 것이지만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착각하는 모든 감각기관과 함께 지성과 이상의 상위 인식능력 또한 작용된다. 즉, 가상은 진리로 

보이지만 실제는 오류인 것으로, 현실세계와 디지털 이미지의 결합은 시각적 또는 인지적 부조화

를 통한 가상과 현실의 혼재된 형태로 표출된다. 패션쇼는 무대장치, 모델, 의상, 음향, 특수효과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퍼포먼스를 통해 디자이너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의

미한다. 특히 그래픽 기술의 빠른 발전을 활용하여 패션쇼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 차

별화된 시각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패션쇼가 관련 종사자들 중심의 행사에서 일반 대중

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행사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패션쇼에서 나타난 가상 이미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4가지 의의를 도출하였다. 첫

째, 가상과 현실이 중첩된 파타피직스한 연출로 경계가 모호해지고, 비물질성과 혼재로 가상적이

고 환상적인 연출이 가능하다. 이는 물리적 현실에서 표현이 불가능한 콘셉트를 디자이너의 의도

대로 수용자들이 쉽게 수용하고 의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미를 제약 없이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새로운 미적 관점이 넓어진다. 둘째,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연출

을 통해 수용자와의 상호소통이 가능해지고 수용자의 몰입도가 향상되며 무대 연출에서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여 브랜드의 존재성을 각인시킨다. 또한 런웨이에서 연출되는 캣워킹을 보면서 실

시간 상품정보를 제공하여 소비를 유도하고 상품과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받으면서 리서치나 설문

조사의 복잡한 과정을 생략된 디자인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장르와 기술 

그리고 사고의 융합을 통해 상상이 현실에서 재현됨으로써 상호간의 경계를 허물고 보다 자유로

운 표현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패션쇼는 기존의 단순한 홍보와 거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른 분

야의 예술과 가상적 이미지를 활용한 디지털 콜라주로 새로운 형태의 독창적인 예술미를 창출한

다. 넷째, 과거의 재현 또는 타 예술의 오마주 연출 등 수용자에게 가상의 경험 제공을 통해 동

심으로의 회귀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서적 치유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가상 이미지를 활용한 

멀티미디어를 통해 윤리적 패션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비자의 공감을 이끌 수 있으며 이

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가상적 해결이라는 방안을 제시한다. 

4. 결론

최근 산업 전반에 융합적 사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패

션쇼에 나타난 가상 이미지의 표현은 일반적 상황을 초월하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 기존의 패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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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과 역할에서 벗어나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상상과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뉴미디어로써 시

공간을 초월하는 가상의 새로운 독창적 조형미를 창출한다. 또한 패션쇼는 가상 이미지의 활용으

로 상호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패션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패션미디어로 활용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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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하은ㆍ천종숙
연세대학교

북유럽 모티브를 활용한 서피스 패턴 디자인(surface pattern 

design) 연구: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특성을 중심으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스칸디나비안 감성을 내세운 브랜드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북유

럽 스타일’은 단순히 디자인 양식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서 사람들에

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북유럽은 각각의 나라들의 특성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각 나라들이 서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접점을 공

유하면서 유사한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특성을 3가지로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유럽 디자인은 수공예전통에 현대적 해석을 가미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낸다. 

‘집’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디자인의 발달은 현대 디자인이 전통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가 되었다. 둘째, 북유럽 디자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들어온 모더니즘에서 파생된 기능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양식의 근간이다. 마지막으로 북유럽 디자인은 자

연주의적 디자인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북유럽의 특수한 지리적 특성은 일찍이 자연을 사랑하

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내어 스칸디나비아의 문화 및 디자인에도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러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북유럽의 다양한 모티브를 활용한 서피스 

패턴 디자인 전개를 진행하였다.

서피스 패턴 디자인 전개 방법은 김칠순, 조용주(2008)의 연구에서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먼

저, 북유럽 디자인의 대표적인 조형물들을 선정하고 모티브를 추출하여 도형 및 선들로 단순화하

였다. 두 번째,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에 맞는 컬러웨이를 제시하고, 추후에 실제 제품에 적용 가능

하도록 패턴의 기본단위인 원 리피트 디자인(one repeat design)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

발한 원 리피트들을 어패럴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의 발전에 있어 역사 및 문화

적 배경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최근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스칸

디나비아 디자인의 특성을 적용하여 다양한 서피스 패턴 디자인을 창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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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경
동서대학교

현대 패션섬유브랜드에 나타난 전통침선의 창의적 표현

1. 서론

글로벌시대의 고부가가치와 지식문화 시대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고유의 

독창성 표현이 핵심적 요소로 디자인되고 있다. 특히 여인들의 섬세한 감각과 손으로 우아한 아

름다움을 표현하는 독특한 예술의 한 장르인 규방문화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며 규방공예품에는 

여인들의 애환과 창조적 욕구가 표현되어 독자적이고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침선

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생활속에서 자리하여 일상생활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인간의 미의식을 실용

화하면서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예술양식, 종교 , 관념을 만영하여 인간의 생활감정에 기여

한 우리문화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중 하나이다. 

침선 공예는 장식성과 수공미, 그리고 생활에 기반을 둔 실용적 아름다움과 다양한 의미를 가

지고 있는 상징미가 표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섬유패션브랜드에 표현된 전통 침선의 

전통적인 장식기법을 분석하여 현대화된 표현 및 창의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

재와 미래의 유행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규방공예품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신세대를 위

한 패션 섬유액세서리 브랜드 개발을 통해 전통의 한 분야를 전수하고 나아가 한국적 형태, 전통

색상, 문양, 소재, 장식기법의 다양한 적용을 통해 패션문화상품으로서의 규방공예품의 글로벌화

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통해 전통 침선기법과 

규방공예품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 전통침선기법을 반영한 패션소품브랜드의 디자인특성을 사

례조사하였다. 그리고 패션 연출을 위한 섬유패션 소품브랜드에 표현된 전통 침선의 바느질, 자

수, 매듭, 주름접기, 조각 잇기, 누비등의 세부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의 재창조 및 

현대적 활용의 측면에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 향상 및 글로벌화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침선 공예의 기법과 미적 가치 

침선기법은 손바느질을 중심으로 홈질, 박음질, 감침질, 사뜨기, 누비, 조각잇기, 선물림, 잣물

림의 봉제 및 매듭정리, 주름접기등의 세부장식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침선공예품의 외형과 제작

형식 및 내재의미를 반영하여 장식성, 수공성, 다양성, 상징성으로 나타난 전통 장식기법의 조형

적 가치는 사물의 용도와 소재의 상징성이 잘 조화된 기능적 장식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며 수공

에 의한 섬유공예품의 장식성은 정교하고 섬세한 장인정신의 표현으로 창조적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형식이라는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조형 세계를 펼쳐 다양한 표현력

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시대 침선공예는 엄격한 봉건주의 사회구조하에서 소박한 자연주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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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의례적 무속 사상등의 복합적 영향을 받아 생활감정을 밀접한 일상용품에 반영하여 상징적 

조형언어의 은유적 표현을 장식기법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미적 가치와 조형적 디자인을 

위한 융합적 특징은 장식기법을 통해 단순한 물질적 형태가 아닌 정신적 개념으로서 미적가치를 

집약하고 있다. 특히 침선도구를 응용하여 조형적 형태는 단순하지만 형태적 융합을 통해 단순한 

형태를 응용하여 대칭, 비대칭, 곡선, 원형, 입제적, 반복적, 공간적 의미를 담아 조형미를 강조하

고 다채로운 색상을 적용하고 있다 

3. 현대 패션섬유브랜드의 침선 현대화 사례

Stori는 조명희 디자이너에 의해 전개되는 가방 브랜드로 영국에서 런칭하여 유럽 및 미국 중

동등 2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조각잇기, 누비등의 장식기법 및 자개, 금 등의 전통과 창조

조적인 현대와의 만남을 모토로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문화를 여행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다. 

Johana는 섬유공예가에서 출발하여 전통규방공예의 침선 중 사뜨기, 감침질 및 종이접기 기법

의 주름 장식을 특화하여 패션쥬얼리, 가방 및 문화상품개발 의 현대화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고 있으며 패션브랜드와 협업하여 콜렉션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주름장신구 디자인을 전

개하여 섬유공예의 전통문화디자인의 글로벌화를 과제로 창의적인 패션브랜드로 도약하고 있다. 

 

4. 결론

우리의 문화 유산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가미된 패션상품으로 

미적 가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선조들의 일상생활 속 보자기와 옷, 주름 등에 담긴 미학을 

재해석하고 옛 여인들의 바느질과 천연염색을 통해 새로운 시각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침

선공예는 바느질, 자수, 조각 잇기, 누비, 선물림, 잣물림등의 전통장식기법을 중심으로 장식성의 

디자인 액센트 역할을 하며 수공예의 장인정신을 통해 럭셔리 브랜드를 추구하고 음양오행의 칼

라스토리를 통해 길상의 의미를 상징하는 스토리를 구성하여 현대적 디자인 감각으로 고유 전통

문화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 유산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가미된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패션브랜드 개발을 통해 국가브랜드의 가치 상승 및 글

로벌 패션산업의 가속화가 기대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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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디자이너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인 니즈 분석

최근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시장은 뷰티 분야와 관련된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웨어러블 테크

놀로지 시장이 다각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Die가 et al., 2018; Garcia & Yirueff, 2019; 

Matthews, 2016). 2019년 Consumer Electronics Show(CES)에서는 L'Oréal, Neutrogena, Henkel

과 같은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뷰티 분야에 테크놀로지를 적용하여 개인 맞춤 헤어 및 피부 

진단 및 관리가 가능한 제품들을 선보였다(Garcia & Yirueff, 2019; Heathman, 2019). 뷰티용 웨

어러블 테크놀로지 관련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부나 메이크업에 비해 헤어

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가 미미하다. 또한, 센싱, 인터렉티션 등의 기능 구현 기술 개

발에 집중되었으나, 실제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헤어용 어러블 디바이스 기능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헤어디자이너가 헤어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헤어디자이너가 사용하기 원하는 기능과 디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비자가 집에서 사용

하는 제품보다는 헤어샵에서 사용하여 헤어디자이너의 업무 능력 및 고객 만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헤어디자이너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개발 프로세스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유의표집을 통해 헤어샵에서 현재 헤어디자이너로 종사하고 19세 이상 성인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능 및 디자인 선호도 관련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 문항은 명목 척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개방형 질

문을 포함하여 인구배경관련 문항(나이, 성별, 경력 등), 기능 선호도(업무능력, 고객만족), 디자인 

선호도 (유형-팔찌, 목걸이, 반지, 모자 색상, 옷, 신발-, 스타일, 연동방식 등), 구매시 고려사항, 

구매 의도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는 총 16명(나이: M=31.31, SD=6.32, range=26～50; 성별: 

여 56.25% 남 43.75%; 경력: M=7.69, SD=4.68, range=2～20년) 이었으며, 수집한 데이터는 기술

적 분석(빈도=M, 백분율=%, 표준편차=SD)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기를 이용하여 고객의 정보 파악을 함으로써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그렇다

(62.50%)로 나타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고객의 모발 손상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업무능력

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62.50%)로 나타났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디자인 

측면에서는 목걸이형(46.15%)이 가장 선호되었고, 구동방식에서는 터치 형태가(61.54%)로 나타났

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구매시 고려사항의 질문에서 사용 용이성이 매우 중요하다(61.54%)와 인

체에 무해한 안전성(76.92%)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헤어디자이너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가능성과 향후 대량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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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 사용할 명목 척도의 선택 문항 개발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다. 향후 대량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t-test, ANOVA,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인구통계학적 배경에 따른 니즈 차이 

분석, 요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헤어디자이너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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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의 메세나(Mécénat) 유형에 따른 효과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브랜드 이미지는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향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Kwak et al., 2013). 이에 브랜드에서는 이미지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평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예로 제품이나 상표 등을 직

접적으로 광고하거나 문화예술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메세

나(Mécénat)로 불린다. 

패션브랜드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후원 즉, 메세나 활동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메세나의 

의미와 범주가 변화함에 따라 패션브랜드의 메세나 활동도 각양각색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브랜드의 메세나 활동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유형에 따른 효과 및 의미

를 살펴보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방법은 메세나의 개념과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역사를 살펴보기 위한 문헌연구와 

패션 그룹의 메세나 활동유형에 따른 사례 분석을 위해 실증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실증연구의 

사례 대상은 럭셔리 패션 그룹으로 한정한다.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브랜드의 지속적인 후원이야

말로 메세나의 진정한 의미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패션 그룹 차원의 메세나 활동이 

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LVMH, Richemont, Kering, 

L’Oreal 등의 패션 및 뷰티 그룹을 실증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2. 확장된 메세나의 개념

메세나는 음악, 미술, 문학 등 다방면의 예술가를 물심양면 지원했던 인물인 마에케나스

(Maecenas, G.)로부터 영향을 받아 등장하게 된 용어로서 기업의 문화예술 및 사회후원활동을 통

칭하는 개념이다. 초기 메세나의 개념은 기업의 예술 및 사회후원활동을 뒷받침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순수한 의미의 기부활동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 영역에 국한된 사회적 책임활

동을 가리켜 메세나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 메세나는 의미가 확장되어 현대에는 예술, 문화, 과

학, 스포츠, 공익사업 등을 포괄하게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메세나는 문화예술 이외에도 환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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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에 관한 활동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Son & Seo, 2015).

20세기 들어서면서 기업의 경영방식은 변환점을 맞이한다(Jeon, 2008). 외부적으로는 기업 간

의 인수합병을 통해 럭셔리 패션 그룹이 탄생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경영방식이 변화하며 이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전략 수립에서 벗어나 소비자와의 정서적 교류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

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바람 속에서 등장한 것이 문화마케팅이라고 불리는 

예술적 컨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는 현대사회로 접어들며 예술마케팅 또는 아트마케

팅 등 다양한 명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메세나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며 의

미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마케팅 또는 아트마케팅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어온 역사적 바탕 안에서 메세나를 이해하고자 한다. 즉, 기부자와 수혜자 중에서 수혜자

가 얻게 될 이로운 점에 초점을 맞춘 기부, 지원, 후원 활동으로서 문화예술을 뛰어넘어 사회복

지 등 인도적 차원의 공익사업에 관한 지원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메세나를 정의한다. 

3. 메세나의 유형

본 연구에서는 패션 그룹의 메세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였다. 

1) 인권보호

최근 패션브랜드의 해외 생산을 위한 제조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아동 및 여성의 노동력착취

와 같은 반인류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패션 그룹에서는 인권 및 

동물보호를 옹호하는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제 공동체의 발전을 사업 윤리로 내세우고 있다. 그 

예로 Gucci는 2005년 UNICEF와의 파트너십을 맺어 고아, 극빈층에 속하는 불우 아동을 위한 교

육사업인 <Fig 1>의 ‘School for Africa’를 진행한 바 있다. 로레알(L’oreal)은 <Fig 2>에서처럼 

‘Look Good Feel Better’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1989년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투병 중인 말기

암 또는 난치병 여성 환자에게 미용기법을 알려줌으로써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 메이크업 교육 캠

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Fig. 1. School for Africa, Gucci Fig. 2. Look good feel better, L’Oreal

소비자는 기업의 CSR 활동이 공적인 임무를 띠고 있다고 여길수록 우호적으로 인식하며(Lee 

& Jo, 2017), 이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문화재복원

패션 그룹은 자사의 터전이 되는 국가와 지역민을 위해 문화재복원을 통해 문화ㆍ역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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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Tod’s는 <Fig 3>에서처럼 2010년 3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비

용을 콜로세움(Colosseum)의 외관 복원 작업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Tod’s는 이탈리아의 문화재 

당국에 복원 비용을 제시함과 동시에 콜로세움 이미지 독점권을 얻었다. 이 외에도 콜로세움 입

장티켓 뒷면과 복구과정에 대한 모든 게시물에 Tod’s 로고를 삽입하고, Tod’s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에서 15년간 콜로세움 기념물과 협회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Fendi도 로마로

부터 얻은 문화적, 예술적 감각에 대한 환원으로 브랜드 차원에서 메세나 활동에 나섰다. Fendi

의 복원 비용은 타 문화재 복원 비용보다 적은 편에 속하나 액수로 환산하기 힘든 만큼의 거대

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Fig 4>와 같이 트레비 분수(Trevi Fountain) 복원 시, 공사용 

가림막에 Fendi 로고를 삽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잠재적 기회

를 얻었다. 

Fig. 3. Colosseum restoration, Tod’s Fig. 4. Trevi Fountain restoration, Fendi

기업의 사회적 활동은 소비자에 의해 그 활동목적이 순수한동기에 의한 것인지, 상업적인 동

기에 의한 활동인지 평가받게 된다(Jeon et al, 2016). 기업의 활동 동기가 자선적 의도를 가질수

록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Rifon et al., 2004).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패션이 갖는 부정적인 속성인 일시적이며 덧없는 이미지

를 상쇄시킬 수 있다.

3) 문화행사

패션 그룹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후 진행하는 문화행사는 기업과 수혜자 사이의 상호연계에 

따른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타 메세나 유형과 차이를 가진다(Lee & Jo, 2017). Chopard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의 공식 파트너사로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황금종려상

(Palme d'Or) 트로피를 제작한다. <Fig 5>의 황금종려상 트로피의 골드는 모두 윤리적으로 채굴

된 것만을 사용한다고 한다(Seo, 2017). 이는 주얼리의 원석 채굴 과정 등에서 동남아 이주민들

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쁜 기업의 이미지를 중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Omega는 <Fig 6>에서처럼 올림픽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193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올림픽부터 2032년의 올림픽의 타임키퍼 제작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오메가의 

활동은 브랜드 차원에서 별도의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한 메세나 활동을 택함으로써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고

하게 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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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nne Festival, Chopard Fig. 6. Olympic Timekeeper, Omega

패션 그룹의 메세나 활동은 주로 지원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기업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기업과 수혜자가 모두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

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행사가 전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4) 현대예술 지원

럭셔리 패션 그룹은 비단 물질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재단을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영역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Son & Seo, 2015). Cartier는 ‘Fondation Cartier’를 통해 현존하는 예술가와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현대미술의 창작물을 소개하고 있다. <Fig 7>는 멕시코의 예술을 주제로 한 작품 소개 포스터로 

Cartier의 현대미술 지원은 예술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국가나 작가를 예술을 관심의 대

상에 위치시켜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제공한다. Hermès는 2010년부터 매년 전 세계의 아티스트 

중 4명의 젊은 작가를 선발하여 Hermès 공방 장인들의 기술을 전수받고,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작가의 작품은 <Fig 8>과 같이 ‘Condensation’이

라는 주제로 전 세계를 무대로 순회전시를 개최한다(Son & Seo, 2015). 

Fig. 7. Fondation Cartier, Cartier Fig. 8. Fondation D’entreprise Hermés, Hermés

패션 그룹의 메세나 활동은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나아가 국가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는 곧 지역경쟁력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패션 그룹의 

메세나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메세나의 원론적인 개념이 영리적인 목적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시혜적 기부를 의미하지만, 최

근 기업의 메세나 활동에 대해 영리적 목적이 다분한 마케팅 전략으로 이해하는 입장도 존재한

다. 네 가지의 유형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 그룹의 메세나 활동은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어렵다. 이에 일차적인 관점에서 패션브랜드의 메세나 활동을 기업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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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제고 효과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서만 이해하기보다는 소비자와 기업, 나아가 국가의 정책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시적인 활동으로서 이해하는 입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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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패션디자인발상 프로세스를 위한 수업모형 사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적용한 수업모형

1. 서 론

오늘날 패션시장은 카오스형 소비자의 기호, 패션스타일의 파격성, SNS의 영향력 등으로 인하

여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제품을 출시한다는 것이 어렵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현대 소비자는 제품의 외향 뿐 아니라 제품개발 전 과정에서 디자인적 사고를 요구하고 

있어 기업은 고객 가치 창출과 생존전략을 위한 시장 기회 창출을 위하여 새로운 디자인 프로세

스 접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패션제품의 창의적 디자인 개발 방법, 즉 “디자인 씽킹

(design thinking)”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디자인 씽킹은 제품 개발단계를 포함하여 제품의 기

획, 마케팅, 관련 서비스 등 전 과정에 걸쳐 디자이너들의 감수성과 사고방식이 적용되는 디자인

적 사고의 개념이다. 이는 인간의 필요에 공감하고 대중이 모르는 잠재적 욕구를 발굴해서 시제

품(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보는 5단계로 진행된다. 또한 이는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논리적

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실패와 피드백을 통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접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를 고려한 디자인, 소비자 심리가 담긴 디자인이 달성되기 위해서

는 소비자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방법인 디자인 씽킹의 적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발상을 위한 학습에서 디자인 씽킹을 

도입하여 합리적 패션디자인발상 수업모형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자인 씽킹 단계

별 학습 수행과 학습자 중심의 정량평가를 병행한 수업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디자인 수업의 

체계적인 학습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병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학년 31명을 대상으로 3-4명

을 그룹 하여 총 10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는 5단계로 각 단계별 학습방법 

및 학습경험이 제시되었고 단계별 사진촬영이 진행되었다. 또한 교수와 학습자간의 피드백을 통

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학습과정으로 진행되었다. 5단계 중 3단계 아이디어 도출

에서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2항목(트렌드, 기능성)과 4단계 프로토타이핑에서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3항목(창의성, 착장 외관미, 완성도)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기술통

계분석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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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디자인 씽킹은 공감 및 관찰, 문제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및 피드백의 5

단계로 진행된다. 디자인 씽킹을 적용한 패션디자인발상 수업은 버려지거나 입지 않는 패션 아이

템을 리사이클 하는 것을 학습목표로 정하였다. 사전 수업에서는 교수는 패션디자인발상과 디자

인 씽킹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수행하였다.

1) 공감 및 관찰 단계

1단계 공감 및 관찰은 미래 사용자와의 공감과 관찰을 통한 이해에서 시작이 이루어지는 단계

이다. 현재의 트렌드가 잘 반영된 패션일수록 사용자의 공감도가 높아지므로 이 단계에서는 패션 

트렌드의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는 2019년 S/S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하여 울산소재 대학로의 스트리트 패션을 관찰, 촬영,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게시된 패션사진 및 기사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관찰 단계에서는 패션 

트렌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패션 아이템의 실루엣, 색채, 재질, 디테일 등의 외형적인 부분 

뿐 아니라 착장을 통한 자태를 살펴보았다.

2) 문제정의 단계

2단계 문제정의는 1단계의 공감 및 관찰을 바탕으로 의복의 문제점을 찾고 분석하는 단계이

다. 학생들은 1단계의 2019년 S/S 패션 트렌드와의 적합성과 스트리트 패션을 통한 대중성을 관

련지어 패션 아이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착장을 통한 기능적인 문제와 자태에서의 문제

점도 분석하였다. 분석한 문제점은 교수와 학습자간의 피드백을 통하여 문제점이 정의되었다. 

3) 아이디어 도출 단계

3단계 아이디어 도출 단계는 2단계의 문제정의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수정ㆍ보완하고 트

렌드를 반영한 아이디어를 스타일화로 제시하였다. 각 그룹은 패션 아이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토론의 결과에 따라 패션 테마와 컨셉을 정하고, 디자인 아이디어는 개인당 3장의 스타일화

로 제시되었다. 각 그룹별 제시된 9-10장의 디자인 스타일화에서 교수와 각 그룹간의 피드백을 

통하여 최종 1장의 스타일화를 선정한 후 1차 수정보완이 진행되었다. 학습자는 1차 수정 보완된 

디자인의 트렌드와 기능성에 대한 평가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Table 1>은 평가 결과

로, 트렌드는 평균 4점, 기능성은 평균 3.8점으로 나타나 기능성 부분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각 그룹은 평가 점수를 참고로 하여 작품을 수정ㆍ보완하였다. 

4) 프로토타이핑

4단계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은 도출된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보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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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최종 선정한 디자인을 토대로 기존의 패션 아이템을 분해, 해체, 봉제하는 작업을 수행

하였다. 10그룹 중 사례 A그룹은 트레이닝 바지를 해체하여 다리부분을 소매로, 나머지 부분을 

바디스로 수정하여 점퍼 아이템으로 리사이클 하였다. 또한 데님진과 블랙진을 분해하여 미니스

커트로 리사이클링하고 반다나와 손수건 등을 활용한 디테일을 첨가한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다. 

사례 B그룹은 레깅스 스타킹을 상의 타이즈로 리사이클링 하고, 블랙진을 분해하여 롱 스커트로 

리사이클링한 후 아일렛 디테일을 장식한 프로토타입을 제시하였다. 학습자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로 창의성, 착장 외관미, 완성도를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Table 1>에서처럼, 창의성

은 평균 4.1점, 착장 외관미는 평균 4.2점, 완성도는 평균 4.4점으로 나타나 디자인 씽킹을 적용

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sign thinking evaluation analysis

 Evaluation stage 

               Item

 Group

3 stage

Design Inspiration 

4 stage

Prototyping
Total

Trend Function Creation Aesthetic Completion

A 4.2 4.4 4.1 4.2 4.8 21.7

B 4.2 4.0 4.0 4.4 4.6 21.1

C 3.8 3.4 4.2 4.2 4.2 19.8

D 4.3 3.6 4.3 4.1 4.3 20.7

E 4.4 4.0 4.0 4.6 4.9 21.9

F 4.0 3.7 4.1 4.3 4.4 20.5

G 4.1 4.0 4.0 4.1 4.3 20.4

H 3.7 3.7 3.8 3.7 4.2 19.1

I 3.9 3.8 4.4 4.2 4.2 20.4

J 3.9 3.3 4.3 4.3 4.1 19.9

Total 4.0 3.8 4.1 4.2 4.4 20.6

5) 피드백 및 테스트

5단계 피드백 및 테스트는 완성된 프로토타입에 대해 각 그룹별 평가와 토론을 통해 피드백한 

후 최종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이핑 후 평가되었던 창의성, 착장 외관미, 완

성도 항목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통해 미흡한 점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수정ㆍ보완을 걸친 완성된 

작품은 패션쇼를 통해 시연하여 테스트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발상 수업에서 디자인 씽킹을 적용했을 때 학습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

상을 이끌고 합리적 수업의 가능성을 검증하여 수업 사례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 결

과, 디자인 발상수업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객관성과 논리적 체계성은 학습자와 교수의 단계별 평

가도구를 설계하여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학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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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인 디자인발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룹 구성

원간의 이해충돌 발생과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수업시간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적

극적인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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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경성대학교

페미니즘 이미지 표현에 사용된 패션아이템과 조형요소

복식은 한 시대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관이나 문화현상의 미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조

형물로서 다른 디자인 분야의 디자인 제품과는 달리 인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변화 발전한

다. 역사적으로 여성들은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의해 이상형이 형성되고 이런 이상형에 적합

한 외모를 표현하기 위해 패션을 활용한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넓은 어깨의 볼드 룩은 20세기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나타난 1980년대 파워 수트의 레트로 스타일이다. 역사적으로 남성우월주의

와 가부장제도하에서 억압당하던 여성의 권리와 독립성을 획득하여 진정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획

득하고자 했던 페미니즘의 사상이 표현된 패션은 19세기 후반기 유행스타일에 처음 나타나기 시

작했다.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페미니즘과 20세기 페미니즘의 영향이 패션에 표현된 S-Curve 스타

일과 1980년대 볼드 룩 시기의 인체 이상형을 알아보고 이런 이상형을 표현하기 위해 창조한 패

션스타일에 사용된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여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시기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세기말 페미니즘을 

적합하게 표현한 복식으로는 S-curve 스타일과 깁슨걸 스타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0세기 페미

니즘을 잘 표현한 스타일로는 1980년대 어깨가 강조된 볼드룩의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여성 인체 이상형에 관한 고찰을 위해서는 사진보다는 그림자료가 유용하다. 사진은 실제 체

형이 가감없이 나타나서 당대 이상형은 패션의 실루엣으로부터 유추할 수밖에 없으나 그림 자료

는 여성의 체형이나 복식을 표현할 때 당시의 이상형에 가깝게 보이도록 한다는 것을 누드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Danilelson,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세기말은 찰스 다나 깁슨의 펜화

에 나타난 남성과 비교되는 여성의 체형을 참고하고 20세기는 80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의 누

드에 사용되던 체형을 참고로 이상형을 유추하였다. 참고문헌으로는 복식문화사, 페미니즘, 패션

디자인, 여성학, 패션 일러스트레이션 관련 서적과 논문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 여성이상형, 유행

복식 및 장식등을 중심으로 이론을 고찰하고 사진 및 그림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의 이상형을 살펴보면 19세기말 깁슨 걸에 나타난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보다 더 큰 키와 우람한 체격으로 강한 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19세기의 페

미니즘은 교육의 기회와 참정권의 획득 등 성차별주의 사회에서 억압된 기본적인 권리를 찾고자 

한 것이었는데 당시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기존의 시회지배계급들이 만든 반 남성주의 여성 집단

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전통적 여성상과 반대되는 강하고 우람한 이상형을 만들어 낸 하나의 원

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1980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바디드로잉은 넓은 어깨와 근

육질이 나타난 남성적 특성을 가진 여성 인체형이었다. 이는 사회에서 주체가 되는 남성에게 뒤

지지 않는 동등한 능력과 전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런 특성은 당시의 전문직 집단인 여피족의 패션에 나타난 상징성과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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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복식에 나타난 유사성을 살펴보면 첫째,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재킷과 수트를 착용하는 것이

다. 19세기는 여전히 여성들은 기능성과 활동성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바지 착용은 

금지되던 시기였다. 남성들만의 권리라고 여겨졌던 인간의 권리를 획득해가면서 남성들의 전유물

이었던 재킷을 입게 된 것은 성적평등을 지향하는 상징적인 모드가 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어깨가 과장된 매니쉬 스타일은 남성과 동등한 학력, 능력, 직업을 가진 경제적 독립체

라는 성적 평등을 잘 표현한 남성복식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남성들이 착용하는 수트와 모든 

액세서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평등하다는 것을 상징하였다. 둘째, 크고 우람한 체형

을 표현하기 위해 두 시기 모두 어깨를 강조하는 디테일을 활용하였다. 1. 가장 많이 활용한 디

테일은 과장된 퍼프 슬리브였다. 19세기의 극단적으로 과장된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를 비롯하여 

다양한 퍼프슬리브의 사용으로 어깨를 강조하였다. 1980년대도 마찬가지로 넓고 두꺼운 어깨패드

를 이용하여 옆으로 넓기만 한 어깨형태와 함께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를 포함하여 과장된 퍼프

슬리브를 재킷, 블라우스 원피스 등의 다양한 아이템에 이용하여 어깨를 강조하였다. 2. 19세기 

말에는 오프 숄더와 퍼프 슬리브를 활용하여 상체가 넓어보이는 착시를 일으키는 드레스를 많이 

착용하였다. 1980년대는 매니쉬 스타일과 함께 19세기의 화려하고 과장된 페미닌한 이미지를 현

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변형시킨 스타일이 유행하여 프릴, 플라운스, 플리츠 등을 앞여밈과 어깨주

변을 여러겹 장식하여 어깨가 넓어보이는 디자인이 많이 나타났다. 여성적인 이미지의 블라우스

나 원피스등도 어깨만은 다양한 장식과 퍼프를 이용하여 과장된 형태를 유지하였다. 3. 두 시기 

모두 두 겹, 세 겹의 칼라나 케이프를 이용하여 어깨를 과장했다. 그리고 1980년대는 넓은 어깨

보다 더 넓은 칼라를 이용하여 과장된 어깨를 더 과장되어 보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19세기

도 넓은 레이스나 칼라를 사용하여 어깨를 덮거나 어깨주위를 퍼 장식으로 볼륨감을 주어 큰 체

형으로 보이도록 했다. 4. 두 시기 모두 앞길에 턱이나 선 장식을 이용하여 허리부분은 좁게 시

작하여 어깨 방향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사선을 이용하여 어깨가 넓어보이도록 한 디자인이 나타

났다. 5. 1980년대 볼드 룩은 어깨를 과장하고 오버사이즈로 전체적으로 볼륨감을 주었다면 19세

기말은 스커트부분은 몸에 잘 맞는 부드러운 버슬 곡선을 유지시키면서 가슴부위를 패드로 채워 

새가슴을 만들어 어깨 뿐 아니라 가슴부분도 실제 체형보다는 더 볼륨감이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상을 살펴보면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의복이라도 비슷한 상징성을 가진 디자인에서는 비

슷한 조형요소와 아이템들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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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표현 구성 요소를 활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 제작

현대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로 개인의 개성을 인정하며 서로가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고 있다. 형식이나 전통에 구애 받지 않는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하여 개개인의 개성

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미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를 메이크업에도 반영하여 창의성을 추구하

는 아트 메이크업 장르를 형성하였다. 

아트 메이크업은 창의적인 감성을 통해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의 일정부위에 다양한 방식의 창작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조형예술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트메이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소재를 가져 오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미

술양식이나 건축, 패션 등의 조형적인 요소를 응용하여 제한 없는 무한한 표현을 하고 있다. 

20세기에서 마르크 샤갈은 피카소와 더불어 영향력 있는 화가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으며 많

은 전시회 및 예술 작품에 그의 작품은 무한한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다. 샤갈의 작품은 20세기 

다양한 화풍 중 특정 화풍에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었는데, ‘색채 마

술사’라고도 불리는 그의 작품은 다양한 색채로 그 만의 해석을 가지며, 현실 속 보편적인 주제를 

환상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그의 명성을 현대에까지 떨치고 있다. 그의 다양한 회화

표현 구성요소의 결합을 통해 그 만의 정서로 창조된 세계가 수많은 사람들의 경의의 대상이 되

고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상기 해 볼 때, 분명 그의 작품 세계가 예술의 본질에 대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앞선 이들을 서로 접목하여 조형예술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것

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트 메이크업의 

다양한 창작 표현 방법을 제시하고자 색채 마술사라 불리는 마르크 샤갈의 대표적 회화표현 구성

요소인 색채와 주제를 아트 메이크업에 접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한 예술적 

차원의 개성 있고 창조적인 작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국내ㆍ외 단행본과 선행논문 고찰 및 인터

넷 검색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였고,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1887∼1985)의 작품 및 

회화 표현의 구성요소 중 주제와 색채를 분석하여, 예술적 차원의 창작 표현 방법을 접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Ⅰ∼Ⅳ는 샤갈의 회화표현 구성요소 중 색채 부분을 응용하여, 그의 작품의 대표적 색채

인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을 1작품씩 4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Ⅰ은 샤갈의 ‘서커스에서’라는 작품을 모티브로 빨강의 컬러를 무희에게 접목하여 강력하

고 화려한 색채감이 돋보이도록 재해석 하였고, 작품Ⅱ는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 밤의 꿈’에서 모

티브를 가져온 샤갈이 작품을 노랑의 색채로 요정과 당나귀의 사랑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제작하

였다. 작품Ⅲ은 ‘3시 반 또는 시인’이란 작품을 초록색을 중심으로 다양한 원색의 컬러들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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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큐비즘적 표현을 위해 사진을 찢어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하였고, 작품Ⅳ는 ‘부채를 든 

신부’의 느낌을 파랑의 컬러로 우울하며 음침한 분위기로 재해석 하였다. 

그리고 작품Ⅴ∼Ⅷ은 샤갈 작품의 대표적 주제인 ‘인간의 원초적 향수와 동경’, ‘꿈과 그리움’, 

‘사랑과 낭만’, ‘환회와 슬픔’ 4가지 주제를 활용하여 각 1작품씩 4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Ⅴ는 샤갈이 그의 고향 러시아를 떠나 파리로 갔을 때 제작한 ‘창가에서 본 파리’라는 작

품으로 파리를 동경하는 모습과 그의 공향 러시아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주제로 두 얼굴을 제작하

여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표현하였다. 작품Ⅵ은 ‘두 얼굴의 신부’로 신부의 두 얼굴을 통

해, 신부가 가진 결혼 전의 아픔과 결혼으로 인한 희망적 삶을 주제로 제작하였다. 작품Ⅶ은 샤

갈의 작품에 가장 영향을 준 그의 연인 벨라를 주제로 한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이다. 원작의 

검정과 흰 컬러를 주조색으로 우아하고 카리스마적인 현대판 벨라로 재탄생시켰다. 마지막으로 

작품Ⅷ에서는 ‘제한없는 시간’을 모티브로 하여, 세계 2차 대전에서의 슬품을 가진 초현실적인 물

상을 만들어 전쟁 속에 평화를 간절히 기원하는 전사의 이미지로 재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아트메이크업 디자인 제작에 있어 마르크 샤갈 작품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미술 작

품과 아트 메이크업의 결합으로, 대중들이 미술 작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

트 메이크업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예술적 소재와 디자인으로 독창적인 작품으로의 표현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 추후 샤갈의 작품 뿐 아니라 다양한 현대예술작가들의 작품을 응용하여 창의적이

고 독창적인 아트 메이크업의 제작이 끊임없이 시도되어 예술적ㆍ학문적으로 가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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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ㆍ김정미
부경대학교

패션 관련 학회지에 나타난 메이크업 연구동향 분석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자신의 외모를 개선하려는 추세에 따라 ‘패완얼(패션의 완성은 얼굴)’

이라는 신조어가 부상하고 있다. 메이크업은 대중매체와 화장품 산업의 성장에 따라 급진적으로 

발달하고 있다(Lee, 2018). 신세계 인터네셔널, LF 등의 대형 패션회사에서는 뷰티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불황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어 패션에서 메이크업의 역할이 확대됨을 알 수 있다(Ok,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분야에서 메이크업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패션관련 학회지에 나

타난 메이크업에 대해 알아보고, 패션과 메이크업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범위는 한국 연구재단에 등재된 패션학회지 7종(복식, 복식문화연구, 패션비즈니스,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한국의류학회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메이크업’으로 검색된 논문에 대하여, 메이크업 연구와 패션과 메이크

업 관련 연구로 분류한 후, 연구년도ㆍ연구주제ㆍ연구유형ㆍ연구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세부

주제의 분류기준은 패션과 메이크업 연구의 경우 7개의 패션학회지 연구 분과 및 Rha et 

al.(2000)와 Choi(2013)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의류학 분류기준을 참고하고, 메이크업 연구는 

Baek & Kim(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미용학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관련 학회지에서 ‘메이크업’으로 검색된 논문은 총 88건으로, 그 중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는 59건이며, 미학(16건)ㆍ디자인(15건)ㆍ심리(14건)ㆍ역사/민속(6건)ㆍ마케팅(3건)ㆍ기초과학

(3건)ㆍ교육(2건) 영역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패션과 메이크업 관련 연구는 29건으로, 디

자인(13건)ㆍ심리(8건)ㆍ미학(4건)ㆍ마케팅(3건)ㆍ역사(1건) 영역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둘째, 메이크업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미학적 관점에서 메이크업은 네오아방가르드ㆍ그로

테스크ㆍ아르누보ㆍ초현실주의 등의 예술 사조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시대에 따라 표현양

식이 변화되고 문화적 배경과 사상이 반영된다고 주장하였다. 디자인 측면에서 메이크업은 뷰티/

컬러/아트 분야 및 분장과 컬렉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상황에 

따라 메이크업 색상과 형태가 다르게 표현되어 다양한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심리 

측면에서 메이크업은 수정 메이크업을 통한 인상 평가 및 선호도를 다루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메이크업이 얼굴의 단점을 보완하고 좋은 인상을 부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역사/민속적 관점에서 

메이크업은 시대별 메이크업과 경극분장의 특성을 다루는데, 연구자들은 메이크업이 각 시대마다 

선/형ㆍ색채ㆍ질감ㆍ장식이 다르게 사용되고, 문화적 관념과 정신세계를 소통하는 매개체로 활용

되고 있어 향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케팅 측면에서 메이크업은 화장행동을 다루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메이크업이 집단에 따라 화장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기초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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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메이크업은 얼굴형 측정, 컬러 테라피 등을 주제로 다루는데, 연구자들은 메이크업이 선

천적 피부결함을 커버할 수 있으며, 얼굴 형태에 따라 다르게 메이크업을 연출해야 한다고 밝히

고 있다. 교육적 관점에서 메이크업은 NCS 교육과 디지털 프로그램 시현 등을 보고 있는데, 연

구자들은 디지털 툴을 이용해 메이크업 가상 시현이 가능하고, NCS 등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메이크업 종사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메이크

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학문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패션과 메이크업 관련 연구를 살펴본 결과, 디자인 측면에서 패션과 메이크업은 1990년

대 경향, 에스닉 이미지, 아이메이크업 조형성 분석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논문에서 연구자

들은 패션과 메이크업이 매 시즌 트렌드가 반영됨에 따라 조형적 특성이 변화하여 다채로운 이미

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심리 측면에서 패션과 메이크업은 착용자에 대한 지각단서로

서 인상형성 및 평가를 다루는데, 연구자들은 패션과 메이크업이 색상의 변화에 따라 다른 이미

지로 지각되고, 이미지 평가 시 의복의 조화로운 배색은 착용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미학적 관점에서 패션과 메이크업은 데카탕스, 테크노-사이버 

등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패션과 메이크업이 예술사조가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 패션과 메이크업은 선호도와 구매행동을 다루고 있는데, 연구자들은 

패션과 메이크업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선호도 및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역

사적 관점에서 패션과 메이크업은 1970년대 한국 여성의 패션과 메이크업을 다루고 있으며, 연구

자들은 패션과 메이크업이 사회현상과 같은 맥락으로 전개되어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메이크업은 패션에 있어 연관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

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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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라시대 찰갑 재현 제작에 관한 연구:
경주 재매정 유적 출토 찰갑을 중심으로

1. 서론 

갑옷은 기본적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철을 소재로 제작된 갑옷

은 판갑(板甲)과 찰갑(札甲)으로 나뉜다. 현재 한반도에서 출토된 철제 갑옷은 500여점에 달하나, 

그 중 찰갑은 130여점에 이른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4C~6C대의 출토품이다. 삼국시대의 찰갑은 

신라ㆍ가야지역에서는 부장품으로 고분에 매납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구려ㆍ백제지역에서는 생

활유적이나 관방유적(關防遺蹟)에서도 출토된다. 6C 중엽 이후에는 고분에서의 무기 부장이 중단

되고 고분 이외에서의 출토품도 없어 통일신라시대의 찰갑 자료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지금

까지 알려진 삼국시대 이후의 자료로는 통일신라시대의 동궁과 월지 출토 청동소찰이 발굴되었으

나, 그 구조와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2014년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재매정지 5차 발굴 조사를 통해 13호 수혈에서 철제찰

갑을 발굴하였다. 이 철제 찰갑은 공반유물을 통해 시기는 9~10세기로 편년되어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었던 통일신라시대의 갑옷 연구에 중요한 유물자료로서 본 연구에서는 출토 상태를 중심으

로 형태의 복원을 위한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고, 통일신라시대 찰갑을 재현하는데 연구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본론

재매정 찰갑은 출토 당시의 상태를 보면 펼쳐진 형태의 신갑(身甲)과 말려있는 상태의 상갑

(裳甲)이 있고, 상갑 아래쪽으로 좌우에 상박갑(上膊甲)이 깔려 있음으로써 각각이 분리되어 매납

이 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위가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와 매수를 갖추고 있

는 찰갑 1령으로 볼 수 있다. 

찰갑은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여러 매의 소찰을 상ㆍ하ㆍ좌ㆍ우로 엮어서 만드는 갑옷이다. 

제작방법은 각 소찰에 여러 개의 투공을 뚫은 뒤 소찰을 겹쳐서 가죽이나 직물 등의 유기질제 

재료로 끈을 만들어 엮는 것이다. 투공은 상하를 엮는 수결공(垂結孔), 좌우를 엮는 횡결공(橫結

孔), 소찰의 하단을 감싸기 위한 복륜공(覆輪孔)으로 구분된다. 이 투공들은 횡결공끼리 엮어서 

좌우를 연결하고 수결공끼리 엮어서 상하를 연결한다. 복륜공은 마감을 하거나 고정을 하는 역할

을 한다. 

재매정 찰갑은 출토당시 유기질이 남아 있지 않아 연결방식을 유물의 조사를 통해서는 알아낼 

수 없었다. 따라서 출토당시의 매납 상태에 기초하여 구조를 파악한 후에 기존의 연구성과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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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실제로 샘플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적합한 연결방식을 찾아나가는 방법을 택하였다. 

횡결방식은 많은 유물자료에 그 방식이 남아 있고, 복원시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치법을 모

든 소찰에 적용하였다. 수결방식은 소찰에 유기질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도 정확한 연결방식을 

알아내기 힘들다. 수결끈의 길이만큼 상하유동이 가능한 수결법은 포개어지는 형태가 가능하다. 

소찰에 표면에 붙어있는 횡결끈은 수착되어 그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수결끈은 표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착되지 않아 남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남아 있어도 수결하는 

길이의 정도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찰갑의 수결방법에는 수결공이 2개인 경우에는 통단위

(通段縅)와 철부위(綴付縅), 3개인 경우에는 각단위(各段縅)를 주로 사용한다. 재매정 찰갑은 수

결공이 2개인 소찰과 3개인 소찰이 모두 있는데, 신갑에만 수결공이 3개인 소찰이 사용되었다. 

신갑의 소찰은 각단위로 복원을 시도하였다. 제 3 수결공과 아랫단 소찰의 제1ㆍ2 수결공을 엮은 

뒤 그 옆의 소찰로 가서 엮어 올라가고 또 옆으로 가서 엮어 내려오고 하는 것을 반복해가는 방

식이다. 상갑은 수결공이 2개이며 소찰의 위로 엮어서 내려오는 통단위의 형태가 아니라 안쪽으

로 엮어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재현하였다. 기존의 상갑이 허리 아래쪽부터 넓게 퍼지며 치마의 

형태를 이룬다고 한다면, 재매정 찰갑의 상갑은 신갑 허리 뒤쪽에서 엉덩이를 감싸는 형태이다. 

복륜은 고정의 역할과 마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복륜공의 개수는 1

개부터 4개까지 다양한데 2개인 것과 3개인 것이 많이 사용된다. 재매정 찰갑의 소찰은 모두 복

륜공이 2개이다. 복륜은 하단의 투공을 감침질하는 방식으로 엮어서 완성하였다.

3. 결론

통일신라시대에는 삼국의 문물이 다 섞인 가운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복식에서

는 신라의 복식제도를 바탕으로 당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였다. 갑옷 역시 옷의 하나

로 볼 수 있으며 재매정 찰갑 역시 당대의 갑주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형태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재매정 찰갑은 통일신라시대의 찰갑으로서는 최초의 발굴자료로서 재매정 찰

갑을 통해서 본 통일신라시대의 찰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신갑에서 요찰이 없는 양당갑으로 상하가 분리된 구조이다. 둘째, 경갑이 없고 투구와 

상박갑으로 목을 보호하는 형태이다. 셋째, 상박갑 없이 신갑과 상갑만 착장하여 예장용으로 활

용 가능하다. 끝으로 재매정 찰갑 1점으로 통일신라시대의 찰갑 전체의 특징으로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찰갑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토대로 향후 출토될 새로운 통일신라시대의 찰갑 

유물을 대한다면 그 유물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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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차(Kucha) 성유물함에 묘사된 복식연구

1. 서론 

쿠차(Kucha)는 고대문명 교류로인 실크로드에서 동쪽인 동 투르케스탄(Turkestan)의 타림분지

에 위치한 중요한 오아시스 교역로였다. 기원전 2세기-기원후 2세기는 한ㆍ흉노가 타림분지에서 

통제력을 행사하며 각축전을 벌였던 시기로 이 시기 타림분지의 오아시스 도시들은 한과 흉노 문

화의 영향아래 있었으나 3세기 한의 멸망과 흉노의 쇠퇴이후 3세기부터 6세기까지 오아시스 도시

들은 한과 흉노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각 독자적으로 활발한 발전을 보여준 시기였다. 또한 이 시

기에는 서역의 상인들이 한과 흉노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고 오아시스 도시들에서 그들의 세력

을 확장시켜 나갔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 시기 타림분지는 인도와 소그디아나와 연결되어 있었으

며 이 지역들과 교역 및 외교적 종교적 왕래를 활발하게 이루었다. 이런 움직임은 중국의 서 북

부와 연결되어 타림분지 오아시스 도시들의 문화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현상들

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무역품을 통하여 물질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 물품 중의 하나가 쿠차

(Kucha)에서 발견된 성유물함(reliquary)이다.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성유물함에는 악기를 연주

하는 악사와 댄서들이 그들의 고유 복장과 함께 묘사되어 있어 5-6세기 실크로드 복식연구에 중

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성유물함에는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는 세 그룹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들이 착용한 복식의 형태와 복식요소 그리고 복식에 표현된 무늬 등에서 외부적인 요소가 나타

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쿠차의 지리적 시대적 환경에 의한 문명교류의 현상이 복식에 표

현된 것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유물함에 묘사된 복식의 형태와 외부적인 복식요소들

을 분석하여 실크로드의 복식문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쿠차에 관한 문헌

과 쿠차의 발굴품들을 전시한 전시 카탈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국제적으로 경제적인 이권을 다투기 위해 동서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고대문명 교류로인 실크로드의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어 실크로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쿠차 성유물함에 대한 연구는 실크로드 문화에서 중심적인 역할

을 하였던 한 지역의 문화적 실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므로 이 연구가 갖

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쿠차에 대한 연구는 불교 연구에서 대부분 접근하였다. 쿠차 

복식에 대한 연구도 극소수 있으나 유물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없으므로 이 연구가 갖는 의미

는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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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고찰 

1)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댄서들의 복식 분석

(1) 악사들의 복식 

성유물함 중앙에 서서 악기를 연주하는 두 사람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반령의 코트를 착용하고 

있으며 코트 밑으로 바지가 보인다(그림 1). 바지의 폭은 확인하기 어렵다. 코트는 허리에서 허리

띠로 고정되어 있는데 허리띠는 둥근 형태의 장식물로 연결되어 있다. 코트는 녹색이며 코트의 

끝단과 소매 끝단 깃 등은 가로 줄이 있는 하얀 혹은 누런 장식선으로 마무리 되어 있다. 코트는 

옆이 트였으며 트임이 시작되는 부분에 작은 장식물이 가로로 붙어 있다. 코트의 옆이 트인 유형

은 사산조 타퀴이 부스탄(Taq i Bustan) 부조에 묘사된 사산조 초기 아르다시르 2세(Ardarshir II)

의 튜닉에 나타나는 요소이다. 하우시히(Haussig)는 이 코트는 사산조의 코트로 쿠차에 나타나는 

사산조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코트의 옆트임에서 확인되고 있다. 코트

의 깃인 반령은 전형적인 돌궐족의 복식요소인데 5세기 중반 쿠차의 복식에 나타나고 있어 돌궐

족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는 복식요소이다. 

(2) 댄서들의 복식 

댄서들의 복식은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들의 복식과 다르다. 댄서들은 허리 밑에까지 내려오는 

상의와 그 밑에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2). 상의는 허리에서 악사들의 허리띠와 같은 형태의 

허리띠로 고정되고 있으며 허리 밑에는 세로줄 무늬의 바이러스 장식이 크게 붙어 있다. 이 바이

러스 장식과 비슷한 장식이 상의의 반팔 소매 끝에도 붙어 있어 독특하다. 이 바이러스 장식은 

6-7세기로 편년되는 호탄(Khotan)근처 단단윌릭(Dandan Uiliq)의 보살상에도 나타나고 있어 5-7세

기 실크로드의 특징적인 복식요소로 사료된다. 이 바이러스 장식이 단단윌릭에서는 보살상에서 

나타나나 쿠차에서는 댄서들의 복식에서 관찰되고 있어 이 복식요소가 5-7세기 실크로드 상의 오

아시스 복식에서 신분에 의해 구별된 복식요소가 아니고 여러 신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복식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 바이러스 장식은 후한시대 2세기 말 시녀 도용(그림 3)에서 관찰된

다. 이는 실크로드 복식보다 200년 이상 먼저 중국에서 나타나는 복식요소이기 때문에 중국의 복

식요소가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들에 전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댄서들의 복식에서 또 특이한 것은 작은 원형무늬이다. 댄서들의 상의와 바지에 묘사된 작은 

원형무늬는 한 댄서에서는 일렬로 가지런히 묘사되어 있고 다른 댄서에서는 상의 전체에 분산되

어 있다. 작은 원형무늬는 원래 중국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도자기에 사용되었던 문양으로 작은 

테를 이루며 도안된 것도 있고 그냥 테 없이 열을 이루며 사용된 도안도 있다. 이 작은 원형무늬

가 작은 테를 이루는 도안은 연주문의 형태로 사산조에서 발달된 무늬이다. 이 무늬에 대해서는 

중국의 자생설과 서아시아에서 유입된 주장이 맞서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다. 바지의 형태는 댄서 세 명이 각기 다른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폭이 아주 넓은 형과 

폭이 좁은 형으로 구분되며 바지 부리는 세로의 장식선으로 마무리 되어 있다. 검은 색의 상의는 

교임이며 끝단에는 장식선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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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쿠차의 성유물함에 묘사된 복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쿠타의 성물함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와 춤을 추는 댄서들이 묘사되어 있어 그 당시 실크

로드 복식 연구에 귀중한 실증적 자료임을 알 수 있었다. 악사들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코트를 

착용하고 있는데 코트에는 사산조의 왕복에서 나타나는 옆트임이 관찰되었고 코트의 깃은 돌궐족

의 전형적인 깃인 반령이었다. 댄서들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상의와 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바

지의 형태는 폭이 넓은 형과 좁은 형으로 구분되었다. 특이한 것은 소매에 붙은 바이러스 장식으

로 이는 2세기 말 중국에 나타났던 복식요소가 쿠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와같이 

쿠차의 악사와 댄서들의 복식에는 쿠차와 인근한 지역에서 나타났던 복식요소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쿠차 지역이 위치했던 지리적 환경적 요인으로 여러 외부 문화와 교류했었던 결과물로 사료

되었다. 

<그림 1> 악사들의 복식 <그림 2> 댄서들의 복식 <그림 3> 한 대의 바이러스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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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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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동기에 따른 관광쇼핑가치 지각과 패션제품 구매

관광지에서의 쇼핑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소비활동은 심리적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새로

운 가치를 부여한다. 관광동기는 사람들이 여행하게 되는 심리적 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쇼핑동

기 및 쇼핑가치, 그리고 쇼핑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관광쇼핑에 있어 패션 관련 제품들은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관광목적지에 대한 후발효과를 일으키므로 패션이 관광에 미치는 영

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행객들의 관광동기가 관광쇼핑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여행객들의 쇼핑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패션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패션제

품 구매와 관련한 관광쇼핑가치를 확인해보고자 한다.2)

관광의 동기로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동기와 여행을 통해 심리적ㆍ내재적 보상

을 추구하는 추구동기로 구분하였다. 관광쇼핑 맥락에서 일상에서 벗어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일탈감

과 더불어 여행지에서의 쇼핑을 통해 지각하는 다양한 심리적 혜택을 추구하게 되며 이러한 즐거움

이나 일탈감과 같은 정서적 상태는 감정적 가치로 연결된다. 여행객들은 관광지에서의 소비를 통한 

즐거움을 얻는데 가치를 두며, 일상생활의 쇼핑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성별, 연령, 거주지를 기준으로 20대~60대의 인구비례에 맞게 할당 표집하였다. 온라인 조

사를 통해 63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

분석 및 분산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탈출동기 집단과 추구동기 집단 간 지각하는 가치 차이가 유의한 관광쇼핑가

치는 탐험적, 상황적, 그리고 공유적 가치에서 나타났다. 추구동기 집단이 탈출동기 집단보다 탐험적, 

상황적, 공유적 가치를 모두 높게 지각하였고, 사회적, 감정적, 기능적 가치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

지 않았다. 사회적 가치와 기능적 가치는 두 집단에서 모두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감정

적 가치는 두 집단 모두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패션제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패션제품을 

구매한 집단에서 감정적, 사회적, 공유적 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션제품의 구매비중

과 비용이 높을수록 감정적, 사회적, 기능적, 공유적 가치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광쇼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광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광맥락을 반영한 쇼핑가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관광쇼핑가치를 확인하고, 쇼핑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패션 측면에서 관광쇼핑가치를 측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패션리테일러들은 그

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여행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들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마케팅 전략 수

립에 기여하고 판매촉진에 주력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1036416)



129연구논문 발표(포스터) _____

곽지혜*ㆍ여은아
계명대학교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차이

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이 중 70% 이상이 Social Network 

Service(SNS)를 이용하고 있다(DMC리포트, 2018). SNS 이용의 증가로 대표적 SNS인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등이 주요 광고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SNS 채널이 광고매체로 주목받으면서 

SNS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등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최지윤, 정윤재, 2017). SNS 인플루언

서는 ‘영향력 있는 개인’이라는 뜻이며,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직접 유통하고 충성도 높은 팔

로워(follower)와 소통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SNS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글로벌 시장은 2017년 기

준 약 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3년간 150~400% 급성장했다(KOTRA, 2017). 이에 기업들은 인

플루언서를 통해 브랜드나 제품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플루언서 영향력의 확

대로 인해 이들 자신이 SNS 쇼핑몰을 개설하여 직접 판매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유선영, 

2018). 일부 소비자들은 인플루언서에게 협찬제품이 무료로 제공되고, 홍보비용을 추가로 받기도 

하며,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상품을 게시해 왔다는 점 등 때문에 인플루언서에 대한 부정적 감정

을 가지기도 한다(채지원 외, 2018). 이처럼 인플루언서 판매채널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공존함에도 이에 집중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자와 비이용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어떤 요인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반응

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정보원천 및 구매행동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대구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녹

음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transcript를 만들고 이를 2회 숙독하여 주요개념을 도출하는 내용분

석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일대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면접 시 질문은 

SNS 이용실태, 인플루언서 이용행동, 제품 구매 시 인플루언서의 영향성 등의 순으로 하였다. 응

답자 10명 중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자는 5명, 비이용자는 5명이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보면, 연령은 20대 4명, 30대 6명이며, 직업은 직장인 4명, 주부 3명, 대학생 3명이다. 응

답자 10명 모두 주로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순이었고, 자주 보는 인

플루언서는 3~5명이며 이들 인플루언서는 20~30대 여성으로 응답자와 비슷한 연령대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자”의 특징을 보면, 하루 인터

넷 이용시간은 5~8시간, 그중 SNS 이용시간은 3~4시간이다. 인플루언서 이용행동과 관련하여 인

플루언서 팔로우 기간은 1~2년 정도이며,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걸린 기간은 3~6개월 정도였다. 

구매결정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에는 ‘구매의도 없이 노출된 정보를 보다보니 구매의도가 생겼다’, 

‘처음에 구매의도가 있었으나 신뢰가 가지 않아 좀 더 지켜봤다’, ‘재미있어 그 사람의 일상을 보

다보니 나의 취향과 비슷하게 느껴져 구매하게 되었다’ 는 대답이 주를 이루었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구매동기는 ‘외모가 매력적’, ‘자주 보니 친근감이 든다’, ‘쪽지나 메신저를 통해 상품문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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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등의 의견이 있으며, 주로 구매하는 제품은 패션제품(자신의 의류와 

잡화, 아이 옷 등), 화장품, 음식 등이며, 인플루언서 판매채널을 선호하는 이유는 ‘트렌디하다’, 

‘새로운 기능의 제품 수용이 빠르다’, ‘인플루언서가 이상적 인물이다’, ‘후기가 신뢰간다.’ 등의 의

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자들은 혁신수용성이 높고, 쾌락적 쇼핑을 하

는 것으로 여겨진다. 구매로 이어진 인플루언서는 본인과 외모와 직업 면에서 유사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20대에서는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인물이 인플루언서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플루언서와 그가 게시하는 상품의 이미지 유사성도 높은 편이라

는 데에 모든 응답자가 동의했다. 구매 시 이용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오프라인 구매를 선호

하는 응답자가 2명,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3명이었다. 편의성과 가격이점의 이유로 

평소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면이 있었다. 구매결정시 주로 참고하는 정보원천은 SNS 인플루언

서 게시글 및 후기 댓글, 포털사이트 후기 댓글, 기업제공정보 순이었다. 

둘째,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비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2~4시간/일, 그 중 SNS이용시간

은 20분~1시간/일로,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자에 비해 인터넷 이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인플루언서 팔로우 기간은 2년 정도이며, 인플루언서와 본인과의 이미지가 유사하다고 느끼는

지의 질문에 ‘비유사’, ‘어느 정도 유사’, ‘모르겠다’ 등의 응답이 나와 이용자 집단의 응답과 반대

되는 응답을 보였다. 인플루언서 판매채널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제공 정보보다 신뢰 가지 

않는다’, ‘한번 구매 시 낮은 품질로 만족하지 않았다’, ‘타 사이트에서 구매하던 습관이 있어 인플

루언서 판매채널보다 편리하고 자주 이용하는 타 사이트는 적립혜택 등이 있어 인플루언서 판매

채널을 이용할 이유가 적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비이용자들은 

다소 위험지각을 크게 하고, 실용성, 편의성 지향 쇼핑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이 

주로 구매하는 제품은 패션제품, 생필품, 아기용품, 다이어트 식품, 체형교정 제품 등 다소 실용

적 제품들이고, 구매 시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천은 포털사이트 후기 댓글, 오픈마켓 할인혜택 정

보, 지인들의 구전 등이었다. 

이 같은 결과들을 정리해보면, 20대는 인플루언서를 외모, 행동, 라이프스타일 등의 면에서 따

라하고 싶은 이상적 인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반면, 30-40대는 자기와 유사한 인물(예, 아이엄

마 등)로 여기는 특징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자들은 SNS 이용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패션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보아 쾌락적 쇼핑에 치중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비이용자들은 실용적 쇼핑 또는 습관적 편의쇼핑을 주로 하는 경

향이 있고, 이용자들에 비해 비이용자들이 위험지각을 더 크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자의 인터넷 및 SNS 사용시간이 비이용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

아 SNS 이용시간이 길수록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구매도 활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들을 종합

해볼 때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자와 비이용자간에는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향후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구체적인 개인특성에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

구설계에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 특성 중 위험

지각과 혁신수용성 수준, 쇼핑형태 및 쇼핑습관 등이 인플루언서 판매채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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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러한 관계를 증명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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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희*ㆍ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위선유도와 자기해석성향이 친환경의류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패션산업 또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의류생산과

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가스 등으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비자들의 높아진 친환경의식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친환경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실행하고 있으

며, 이에 발맞춰 패션산업에서도 친환경의류의 개발과 마케팅에 다양한 마케팅 방법이 시도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부조화 이론의 설득효과 중 하나인 위선유도 효과가 친환경의류 마케팅에

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위선유도효과이론은 사람들이 공적인 측면에서 행동변화

가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친환경의류에 대한 메시지 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

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중 자기해석성향에 따라 위선유도효과가 소

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위선유도 

방식을 개인건강에 관한 메시지 혹은 환경보호에 관한 메시지의 두 가지 방식으로 제안하여 자기

해석성향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3(위선유도처치: 없음, 개인건강관련 메시지, or 환경보호 관련 메시지) x 2

(자기해석성향: 독립적 or 상호의존적) 요인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총 118명의 20대-30대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험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선유도처치는 개인건강 혹은 환경보호를 강조

한 친환경의류 관련 기사를 제시한 후 해당 정보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

다. 그러나 실제로 친환경의류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위선을 유도하였다. 통제 

집단의 경우에는 위선유도 처치 없이 진행하였다. 세 집단 모두 가상의 친환경의류 브랜드 광고

를 제시한 후, 자기해석성향과 제품태도 및 구매의도를 설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SPSS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t-검정과 이원배치분산분

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친환경적 내용으로 위선 유도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모두 제품태도와 

구매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선이 유도된 집단의 경우 자신의 태도와 과거 행동 

간의 불일치로 이끌어진 인지부조화에 기인한 행동의 변화라 볼 수 있다. 둘째, 위선유도 방식과 

자기해석성향은 제품태도와 구매의도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독립적 자기해석 

성향의 사람일수록 친환경을 이기적 관점에서 바라봐, 환경보호보다 개인건강의 내용으로 위선이 

유도되었을 때 더 높은 구매의도와 제품태도를 보이고,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성향 사람일수록 친

환경을 이타적 관점에서 바라봐, 개인건강보다 환경보호 내용으로 위선이 유도되었을 때 더 높은 

구매의도와 제품태도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인지부조화이론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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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선유도효과를 친환경의류소비 측면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개인성

향에 따른 유형화로 세분화된 마케팅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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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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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시장에서 패션제품의 구매와 구전의도 영향요인 
분석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을 찾고 정보를 얻고 구매를 하고 제품에 대한 추천

이나 리뷰,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쇼핑동기는 소비자가 소셜

미디어 사이트를 브라우징하도록 자극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셜미디어 쇼핑과정에서 브라우징 활동은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자극하고 친구나 지인과 함께 정보

를 공유하는 과정에 선행되는 활동으로 기업에서 알고 싶어하는 소비자행동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패션제품의 구매의도나 구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미디어 쇼핑과정에서 소비자의 쇼핑동기

가 브라우징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와 구전의도에 어떠한 역할

을 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의 소비자 쇼핑동기, 브라우

징, 패션제품 구매의도와 구전의도 간의 구조방정식모델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중 지난 6개월 동안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목적 표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한 총 266부의 자료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AMO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

였다. 응답자들의 평균연령은 22.3세였고 75.3%가 여성이었으며 61.6%가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6

개월 평균 10만원 이하로 패션제품(예; 의류, 신 등)을 구매하였다. 구조방정식 모델의 적합도 지수

는 대체로 만족할 만하였다(χ2=136.30, df=67, p=.000; GFI=.94, AGFI=.91, CFI=.97, NFI=.95, 

RMR=.05). 크론바하 알파 값도 모두 .83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분석 결과

에 의하면,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쇼핑동기가 실용적일수록 브라우징은 증가하였고 패션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나 구전의도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비자의 쾌락적 쇼핑동기가 강할수록 브

라우징이나 패션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반면 패션제품에 대한 구

전의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브라우징이 증가할수록 소비자의 패션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나 구전의도도 증가하였다. 즉, 소셜미디어 사이트에서 구매나 정보 획득 등 목적이 뚜

렷한 실용적인 쇼핑동기를 가진 소비자일수록 더 많이 브라우징하였고 패션제품을 구매할 의도도 

더 높아졌으며 한편으로는 패션제품에 대해 더 많은 리뷰를 쓰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미로 혹은 흥미 위주의 쾌락적인 쇼핑동기를 가진 소비자는 브라우징이나 패션제품에 대

한 구매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으나 패션제품에 대한 구전의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적인 쇼핑동기에 자극되어 브라우징이 증가할수록 패션제품을 구매할 의도나 패션제품에 대한 

리뷰 작성 등 구전의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활

용하는 패션 관련기업은 소비자의 실용적인 쇼핑동기를 자극하거나 브라우징을 자극하여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구전의도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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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제리 브랜드 매장 구조 연구

한국 언더웨어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6년 언더웨어 시장 규모는 약 

2조 425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의 성장세를 보였다(한국패션협회, 2017). 란제리 시장의 규모

에 비해 란제리 제품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매장연출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에

서는 란제리 브랜드의 매장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개의 글로벌 브랜드 매장 사진 분석을 실시하

였다. 조사 대상 브랜드 선정을 위해 “세계 정상 란제리 브랜드”(Bhasin, H., n.d.) 기사에 제시

된 브랜드 중 글로벌 체인으로 잘 알려진 5개 브랜드-빅토리아 시크릿 (Victoiria’s secret), 츠바미

(Zivame), 핑크(Pink), 에탐(Etam), 캘빈클라인(Calvin Klein)-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구글 이미

지 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브랜드명 입력시 노출되는 처음 100개의 매장 사진을 대상으로 

매장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최근 매장 사진을 검색하기 위하여 사진 업로드 시기 설정은 2018년 1

월부터 2019년 4월까지로 하였다. 매장의 전체 외관 구조, 색상, 바닥, 집기, 매장내 디스플레이, 

조명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요소별 분석결과를 표로 정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관구조”의 측면에서 전체적인 외관구조는 단층구조와 

복층구조의 두 가지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5개 브랜드들 모두 매장의 시각적 노출 기능 강화를 

위해 강화유리 쇼윈도우를 사용하였다. 빅토리아시크릿(Victoria’s secret)은 매장 전면부에 전체적

으로 화려한 핑크색 조명을 사용하여 주목성을 강화하였으며, 나머지 4개 브랜드들은 매장 전면

부와 양, 옆에 집기를 배치하여 유행에 민감한 대표 상품을 노출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둘째, “색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장들이 주 고객인 여성층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핑크

색이나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그레이, 블랙 등의 무채색을 주조색으로 사용하였다. 셋째, “바닥” 

재질의 경우에는 핑크 브랜드 매장은 쪽마루 타일, 나머지 4개 매장은 모두 단단하고 미끄럼 방

지 기능이 있는 데코 타일을 사용하였다. 넷째, “집기”에 대해서는 벽면에 옷걸이를 이용한 상품 

진열을 한 경우와 테이블 위에 색상이나 스타일별로 코디네이트하여 상품진열을 한 경우가 보여

졌다. 란제리는 상품의 크기가 작은 반면 종류는 많고 다양하므로 매장 내에 가능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벽면 집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섯째, “매장내 디스플레이”와 관련

하여서는 브랜드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츠바미(Zivame)는 선반 위 막대를 이용한 상품 진열을 

하였고, 캘빈클라인(Calvin Klein)의 경우 천장에 매달려 있는 마네킹에 상품진열을 하여 디스플

레이 포인트를 주었다. 다른 브랜드들은 마네킹을 그룹으로 배치하거나 테이블을 이용하여 크로

스코디 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상품을 진열하여 특징을 주었다. 여섯째, “조명”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 매장에서 매입형 다운라이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고객들에게 매장의 활기찬 느낌

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란제리 브랜드를 위한 매장구조와 상품진열에 대한 제안점을 도출할 수 



136 _____ 5G 시대의 패션인사이트

있었다. 여성 타겟 중심의 브랜드 컨셉을 가진 경우 핑크색을 중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도회적인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브랜드 간 매장 사용 색상의 중복성은 고

객에게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양한 상품진열을 위해 

벽면이나 선반을 가득 채우는 진열구성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매장과 브랜드의 다양

한 감성을 전달하기 위해 적은 수의 주력 상품만을 중점적으로 진열하고 많은 제품을 진열하는 

공간을 분리하여 원하는 고객에게만 다양한 상품구색을 노출한다면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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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제품의 위해요인 및 국가별 리콜추이 분석:
OECD리콜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 패션시장이 국가의 경계 없이 확대됨에 따라 패션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들의 혜택을 즐

길 수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위험성에 노출되어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

구는 패션 제품 중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시장성장을 보이고 있는 신발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위해성 요인을 분석하여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소비를 위한 정보제공과 한국 신발기업의 국제 시

장 진출 시 필수적인 안전성기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개설된 OECD국가의 

제품리콜 포털사이트인 ‘The Global Recalls’(globalrecalls.oecd.org)를 이용하여 2018년까지 9년간 

OECD국가의 신발제품 리콜사례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9년간 국가별 리콜추이를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국가별 리콜품목, 위해요인, 리콜유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이후 9

년간 총 368건을 분석결과 누적건수는 스페인(68건), 독일67건), 헝가리(39건), 한국(36건), 캐나다

(33건)순으로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 한국을 제외한 4개 국가는 2012년 또는 2013년부터 꾸준히 

리콜사례가 보고되어 지속적인 시장 감시가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2017년 처음 보고되어 단 2년

간 9.3%라는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 이유는 2016년 6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1년 유

예기간을 거쳐 시행되었고 이에 대한 시장 감시가 2017년 시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OECD국가의 품목별 구체적인 리콜사항을 비교하기 위해 2017년~2018년의 97건의 세부

사항을 분석한 결과 유아용 신발과 어린이용 신발이 전체의 62%인 60건이 보고되어 국제적으로 

어린이제품에 대한 엄격한 제품안전기준 시행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성인용 신발

에서는 여성용(18건), 남성용(16건), 작업안전화(2건) 순으로 보고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36건 모

두 유아동 신발이었고 성인용 신발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유아동 신발건수를 제외하면 

다른 OECD국가에서 유아동용, 여성용, 남성용이 크게 편중되지 않고 감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리콜 위해요인을 화학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양한 화학물질에 의

한 위해가 89건, 질식사, 낙상 등의 상해를 초래하는 ‘작은 부속품의 분리’, ‘스트랩이나 밑창 분

리‘의 물리적 위해가 27건으로 분석되었다. 위해요인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 리콜 사례 36

건은 모두 화학적 위해에 의한 것이며 모두 유아동제품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사례를 제외한 다

른 OECD국가의 리콜 위해요인은 화학적 위해가 39건, 물리적 위해는 27건으로 물리적 위해요인

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다른 OECD국가의 유아동 제품 리콜 24건의 위해요인도 화

학적 요인이 12건, 작은 조각, 장식품 분리 등의 물리적 요인이 12건으로 동일한 비중이어 한국

의 사례와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리콜 유형을 자발적 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17.5%가 자발

적 리콜, 77%가 리콜명령, 그리고 나머지 5.5%가 리콜권고유형이 차지했다. 국가별로 비교해 보

면 한국은 모두 리콜명령을 시행했고 리콜시행 공고문에 “소비자 사용중지, 판매처방문 수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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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교환”의 동일한 대처방법이 계시되어 있었다. 반면 스페인과 핀란드의 리콜명령은 “국경 진입

차단” 등 강력한 방법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었다. 일본의 10건 중 9건이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

여 국가 별 큰 차이를 보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신발제품 리콜실태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

할 때 리콜시행시기, 제품유형, 위해요인, 리콜유형 면에서 크게 편향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제품안전기준에 대한 법적 제정과 시행이 늦게 시작되었고 제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부족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비자 리콜제도의 목적은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

보다 먼저 리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OECD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신발을 착용하는 모

든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패션제품의 국제적 유통이 급증함에 따라 각 지역별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제품 수출시 EU국가의 REACH제도, 미국의 CPSIA, 캐나다의 CCPSA 등 국제기준에 맞는 제품개

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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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성 강화 매장 집기 전략 개발을 위한 쉐어테이블 적용과 
소비자 반응 연구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이 중요해지면서 쏘카,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등 공유형 서비스 개발이 

활발하다. 이에 상업용 공간에도 다목적, 다기능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인테리어 경향이 두드러지

면서 이를 접목하여 공유성을 강화한 ‘쉐어테이블’이 카페, 레스토랑, 서점 등을 중심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쉐어테이블’이란 최소 5인 이상의 사람이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테이블로 일행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테이블을 말한다. 쉐어테이블 사용이 활발한 카페 매장 10곳을 

방문하여 사용자에 대해 관찰조사와 심층면접 조사를 병행하여 쉐어테이블 적용과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ㆍ뷰티 매장에 적용가능한 공유성 강화 매장집기 개발 전략을 도

출하고자 한다. 심층면접 질문에는 쉐어테이블 이용 동기, 이용 시 느끼는 장단점, 공유성 강화 

집기에 대한 제안점 등이 포함되었으며, 면접 결과는 녹음되어 Transcript로 정리되고 내용분석법

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쉐어테이블 선호경향은 개인에 따라 달랐는데, 매장방문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선호가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공유형 집기인 쉐어테이블 이용시 “공유성” 

이란 부분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긍정적 반응은 쉐어테이블 이용시 혼자 공간을 

모두 차지하지 않아 매장 내에 오래 머무르더라도 심리적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충전용 콘센

트가 제공되고 도서관에 가까운 환경이 형성되어 자신의 작업이나 일에 몰입하기 좋은 장점이 있

으며, 탁트인 인테리어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반면, 쉐어테이블 이용시 타인이 

다른 사람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두어 더 과다한 공간을 점유하는 사례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며, 옆 자리 타인의 대화까지 잘 들려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고, 일행과 테

이블을 사이에 둔 앞자리가 아니라 옆자리에 앉게 되어 개인적 공간이 적어져서 심리적 불편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도 하였다. 공유형 강화 집기는 소비자 개인의 특성보다는 매장 방문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공유형 강화 집기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므로 다양한 매장환경에서의 적용방법이 달

라져야 할 것이다. 패션ㆍ뷰티 유통 매장 내에는 대기공간, 휴식공간, 착의공간, VIP 접대공간 등 

고객이 일행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앉아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해야 하는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고객의 편안함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성을 높일 수 있는 공유형 집기와 공간설계에 대

한 전략들이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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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계절ㆍ기념일별 VMD요소 연구: 
여성복 브랜드JNBY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서 많은 패션 기업들은 브랜드 특성을 기반으로 

계절성과 기념일을 고려하여 구현한다. 이를 통해 매장의 매력성과 타 매장과의 차별성을 고객에

게 어필하게 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패션, 뷰티, 유통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중국 시장 소비

자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매장환경 기획이 중요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복 브랜드 JNBY(Just Naturally Be Yourself)의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중국시장에는 여러 브랜드를 보유하여 운영하는 기업들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중 강남포이그룹은 전체 패션시장의 9.6%를 점유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이다. 

강남포이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는 여성복 브랜드인 JNBY인데 2017년 이후 영업이익이 전

년 동기대비 23% 이상 증가한 9.7억 위안으로 여성복 매출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전 세계적으

로 815개의 소매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브랜드 매장 수는 강남포이그룹 매장 수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이다. JNBY는 감각적이고 컨셉 지향적인 디스플레이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로 떠오르는 예술적 감성을 상업적으로 융화시키는데 성공적이라

는 평가를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의 매장사진 검색 기능을 이용

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게재된JNBY브랜드의 윈도우 디스플레이 사진 100 건을 관찰, 분석

하여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계절성과 기념일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세부 요소를 정리

한 표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계절과 주요 기념일별로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컬러, 동물, 식물, 

무생물, 보석, 의미, 절기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윈도우 디스플레이를 위한 계절을 총 여섯 개(예, 

봄, 초여름, 여름, 가을, 겨울-크리스마스, 겨울-신년)로 나누고 이에 따른 대표 예시 사진, 주요 

컬러감, 주로 사용되는 동식물과 무생물 상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표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봄에는 국제부녀절, 초여름에는 어머니절, 가을에는 추석, 겨울에는 설 등의 세부 기념일이 있다. 

설은 중국에서 가장 성대한 명절로서 붉은 색을 컨셉으로 한 해를 나타내는 12지신 전통 동물을 

컨셉으로 하여 조화롭고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봄여름 의 동물은 제비, 강아지 등이 있으며, 

화초를 중심으로 이 계절의 특징을 강조하는 진열을 채택한다. 본 연구결과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함으로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거나 중국 소비

자들을 응대하는 국내외 매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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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초상화에 묘사된 눈썹형태와 성격 간의 관련성에 대한 
인상학적 연구

초상화(肖像畵)란 역사적으로 생존했던 특정인물을 그린 그림으로(고연희, 2015) 인물의 얼굴

과 모습을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하여 인물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송은화, 2003). 이

는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일반 인물화와 구별되며 다른 분야의 회화와 달리 인물

의 성격과 인품, 학식, 교양 등 내면적 정신세계까지 생생하게 반영하였다(지순임, 2008). 이는 

초상화가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닌 대상인물 그 자체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얼굴은 인물의 특징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신체부분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성격, 사회적 지위, 문화적 환경 등이 

예측가능 하다. 특히 조선시대 초상화는 인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함께 그 사람의 심성과 성품 

등 내면적 표현을 통하여 전체적인 인상을 표현하여야 했기 때문에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는 먼저 

인상학을 배워 회화적 요소로 적용하였다(김선영, 2006). 

인상학은 인간의 상(相)을 관찰하여 인물에 대해 판단하는 학문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전통을 통해 연구되어진 과학적인 학문이다. 이는 생김새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체질, 운명 등과 

같은 피상적인 느낌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된 것으로, 내면의 심리상태는 대부분 얼굴표정을 통

해 표현되므로 얼굴분석은 대상인물의 내면을 분석한다고 할 수 있다. 인상학은 점술을 이용한 

예언적 인상학과 사람의 얼굴을 읽는 성격 분석적 인상학으로 구분된다(이종관, 2002). 이에 얼굴

은 각 형태소에 따라 인상학적 의미와 성격 파악이 가능한데, 특히 눈썹은 인상학적 의미에서 그 

사람의 지능과 의지, 능력을 나타내고 총명함과 어리석음까지 알 수 있는 것으로(김광일, 2008) 

눈썹의 길이, 두께, 방향, 털의 부드러운 정도, 각도, 색상 등에 따라 성격 분석이 가능하며 인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얼굴의 감정과 표정을 잘 나타내는 눈썹은 입으로 전해진 어떤 말 보

다 대상 인물의 성격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허준 외, 2005). 

성격은 한 개인의 진정한 모습으로 특징적 행동과 감추어진 행동을 결정하며 한 개인을 다른 

개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별 지어 주는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징이다(Allport, 1961). 이러한 

성격은 개인의 성질이나 품성 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독특한 심리적 체계이기 때문에 개인의 미

래예측학적 길흉화복과 인간관계에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평가, 사회적 환경의 적응성과 대응성 

등에 중요한 작용 요인으로 평가되는 것으로(강선구, 2010) 눈썹은 그 형태가 지니고 있는 의미

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성격을 평가하는 무언의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초상화 중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배경에 대한 인물의 문헌 고찰이 충분한 인물을 대상으로 눈썹형태를 분석하고 성격과의 관련성

을 인상학적 관점에서 보고자 하였다. 인상 분석 방법으로는 인체의 상(相)을 부분적으로 분리하

여 파악하는 부분방법을 사용하였고(이종관, 2002), 눈썹형태에 따라 성격과 기질, 인상학적 특징

을 파악하는 동양 인상학의 분류 방법에 따라 눈썹을 18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김성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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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방법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인물들의 눈썹을 형태별로 유형화 한 후 그 중 인물들

의 생김새와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한 기록이 남아 있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유형화된 눈썹의 인

상학적 의미와 자료에 서술된 성격에 대한 기록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연구대상 인물들의 눈썹은 9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이들 중 성격에 대해 

기록된 자료가 있는 인물에 대해 분류된 눈썹 유형의 인상학적 의미와 자료에 기록된 성격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인상학적 의미와 그들의 기질적 성격이 거의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의 인상은 그가 살아온 삶의 태도와 품성이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

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특히 눈썹은 그 형태를 통해 성격까지 파악이 가능하며 얼굴의 전체적 

인상을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상인물의 외

면과 내면의 세계를 정직하게 묘사하고자 하였으므로 대상인물에 대한 정신과 인품, 성격이 눈썹

형태에 그대로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초상화와 그 시대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적은 공식적 기록은 대상인물의 인품과 성격

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로써, 눈썹의 형태와 성격과의 관련성을 인상학적 차원에

서 보고자 한 본 연구는 역사적으로는 초상화를 통한 조선 시대 인물들의 얼굴에서 보여 지는 

한국인의 기질과 정신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현대에서는 눈썹이 의미하는 

인상학적 관점과 성격특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 상대방의 성격을 미리 예측하고 적

절한 관계유지를 위한 방안을 대비한다면 원활한 대인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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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이탈리아 소비자의 글로벌 럭셔리 패션브랜드에 대한 
소비성향 및 소비가치, 태도, 충성도에 대한 비교연구

최근 패션마케팅의 주요 관심사는 소비가치에 의한 합리적 소비행동을 소비자들이 보이는 것

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국내 패션시장에서 해외 럭셔리브랜

드는 여전히 강한 브랜드 파워로 패션시장에서 군림하고 있다. 해외 럭셔리 브랜드인 샤넬, 에르

메스, 루이뷔통 등은 매년 평균 2.6%~7%이상으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

나 매출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유럽의 명품 브랜드는 지속

적으로 고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현상으로 가격 인상 직전 재고 정리를 위한 세일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 세일 폭을 적게 책정하고 국내에서의 가격 인상폭은 높게 책정하는 전략을 사

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7년 1월에도 전략적으로 정기가격 인상 전 재고 관리를 위한 

가격인하를 하였으나 이는 중국과 일본의 가격인하폭보다 낮게 책정하여 한국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국내 패

션시장에서의 럭셔리 수입브랜드의 매출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1)

김지영, 고은주(2010)의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 특성에 따른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상품디자인 특성이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의 혁신적 특성과 전통적 특성 모두 브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태도에 관한 최근의 선행연구는 정재훈, 황선정(2014)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30대 남성들의 패션명품브랜드 태도와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브랜드 태도를 인지

도, 관심도, 선호도의 변인으로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과시적 소비성

향이 높을수록 태도가 높게 나타나고, 진취적 성향일수록 낮게 나타난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의 

해외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소비행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으나, 한국소비자의 럭셔

리 패션제품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무엇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는 못하였고, 선

행연구 대부분의 결론은 한국소비자의 과시적 소비 성향이 럭셔리 패션 브랜드 선호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생산지인 유럽의 소비자 또

한 같은 소비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가 우리와 어떻게 다

른지에 대한 논의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소비성향 및 소비가치, 태도, 충성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방법은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한 비교연구로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글

로벌 럭셔리 패션브랜드에 대한 소비가치, 브랜드 태도(인지평가속성)을 평가를 위해 이민희 외

(2014), 정재훈, 황선정(2014), 김지영, 고은주(2010)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으며, 사용언어는 

본 연구는 2018년도 계명대학교 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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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탈리아어를 사용하였다. 이탈리아어는 영어로 번역된 설문지를 이탈리아 패션전공 교수

에게 감수를 받아 사용하였다. 총 배포된 설문지는 500부를 배포하여 최종 수집된 자료 중 불성

실한 응답을 제한국소비자 217부, 이탈리아 거주 외국인 소비자 83부로 총300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과 이탈리아 소비자의 럭셔리 브랜드 속성평가는 요인분석결과 명성, 전통성, 

과시, 독창성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표본 T검정결과 속성평가의 평균차이는 모든 요인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소비자가 명성, 전통성, 과시성 부분에서 높은 평균을 보

이고 있으나, 독창성면에서는 이탈리아 소비자가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낸다. 이는 럭셔리브랜드

의 상품 속성에 대하여 한국소비자는 명성과 전통성, 과시성을 더 중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반면에 이탈리아 소비자는 럭셔리 브랜드의 독창성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소

비가치부분에서는 요인분석결과 사회성, 심미성, 쾌락성, 품질의 4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독립표

본 T검정결과 속성평가의 평균차이는 소비가치의 사회성과 쾌락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만을 보이고 있다. 이 두 요인에 대하여 한국의 소비자가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럭

셔리 브랜드의 소비가치 또한 한국소비자의 경우 이탈리아 소비자에 비하여 사회성과 쾌락성이 

주요 소비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의 소비

특성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글로벌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의 수립

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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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유형별 추구혜택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소비 시장에 새로운 소비문화가 등장하면서 개개인의 취향과 개성이 반영된 제품을 구매하고

자 하는 욕구가 더해져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패션 산업에서도 개별 고객의 체형이나 선호 디자인에 맞게 맞춤을 적용하는 커

스터마이징(Customizing) 서비스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최초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도입한 

리바이스는 ‘Levi’s Original Spin’이라는 커스터마이징 프로그램으로 고객의 신체사이즈에 적합한 

청바지를 맞음새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스포츠브랜드

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스포츠화를 제작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매우 활발히 활용됨

에도 불구하고, 패션브랜드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패션브랜드의 커스터마이징 유형별 추구하는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커스터마이징 유

형을 적응적 커스터마이징과 외관적 커스터마이징 유형으로 나누어, 커스터마이징 유형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혜택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으로 

전반적, 실용성, 자아표현성, 독특성 혜택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30명의 20-3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적응적 커스터마이징과 외관

적 커스터마이징 유형에 대한 예시를 제시한 후 유형별로 추구하는 혜택 및 구매의도를 측정하였

다. 본 연구는 SPSS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가설 검증을 위해 MANOVA 

다변량검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커스터마이징 유형별 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외관적 커스터마이징 유형에서 실용성 혜택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외관적 커스터마징 

서비스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실용성 혜택을 더욱 추구한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소비

자가 추구하는 혜택이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소비자가 추구하는 

혜택인 실용성과 자아표현성 혜택이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실용성 혜택과 자아표현성 혜택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구매의도를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 가

능하다. 본 연구는 커스터마이징 유형에 따른 추구하는 혜택을 의류소비 측면에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션 산업에서는 소비자들의 유

형별 요구하는 혜택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분화된 마케팅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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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시니어 시장 텍스트 마이닝: 
브랜드 마케팅 효과 분석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의류소비시장에서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중요

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년층 및 이를 준비하는 세대인 50대 이후를 통틀어 

‘시니어 층’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27%의 비중이던 시니어 층의 인구가 2020

년에는 5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령화 시대의 주요 소비 타겟으로 주목 받고 있

다(Lee & Yoh, 2016). 성장세에 있는 시니어 시장의 세분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는데 

Baek and Seo(2018)는 신체적 노화와 심리적 성향을 기준으로,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

며 사교적이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프라임 시니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스마트 시니어’,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에 대한 욕구가 

높은 ‘레셔널 시니어’, 심리적·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의욕이 상실된 ‘슬럼프 시니어’의 네 가지 

세분집단을 제시하였으며, 기업에서는 세분시장 특성과 소비자 욕구에 맞춘 머천다이징 전략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 시니어 소비자들 중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중심이 되는 뉴 

시니어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뉴 시니어 세대는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연령층과 1968년

-1974년에 출생한 연령층을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이들은 이전의 시니어 세대보다 문화와 소비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 공유와 유행의 습득이 빠르며, 다양한 가치관 및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보

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 Lee, 2017). 뉴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의류학 분야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유행에 민감하면서도 개성 표현을 중시하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자기표현

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고 하였다(Lee, 2014). 그러나 전반적으로 20-30대 소비자 표적 브랜드와 

스타일이 의류시장을 이끄는 구도이며, 뉴 시니어 소비자들을 표적으로 한 브랜드의 마케팅활동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뉴 

시니어 표적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특성에 대하여 접근하고자 하며, 뉴 시니어 시장에서의 브랜

드 정보원을 소비자 주도적 측면과 마케터 주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업의 마케팅 방향과 소비

자 인식의 일치성 혹은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의 진행에 앞서 국내 브랜드 중 

뉴 시니어를 표적으로 한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뉴 시

니어’를 검색어로 하여 국내 패션 전문 매거진에 게재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출현빈도가 

상위에 나타난 브랜드 중 대기업 소속의 두 브랜드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키워드로 하였다. 마케

터 주도적 정보원으로는 뉴스기사,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으로는 블로그와 카페, SNS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 643건, 4,709건의 원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불필요한 텍스트를 제거하고 유사 

텍스트를 정제하여 정보원 별 키워드 100개를 선정하였다. 수집된 네트워크 데이터에서 아이겐벡

터 중심성이 가장 높은 마케터 주도적 키워드는 “브랜드(Ce=.023)”였고, 소비자 주도적 키워드는 

“니트, 색상, 원피스, 타임(브랜드), 고급, 가격(Ce=.014)”의 상품 속성 중심 단어들이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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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그룹 유형화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UCINet6와 NetDraw를 이용

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은 키워드 간의 동시 출현 상관계수를 바탕으

로 그룹을 식별 해내는 분석 방법이다.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으로부터의 키워드 분석 결과 브랜

드 컨셉, 홍보전략, 차별화전략, 이벤트기획, 유통전략, 가격전략을 알 수 있는 그룹 영역이 나타

났다. 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컨셉은 고급스럽고 매혹적이며, 감성적인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홍보로는 PPL 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차별화 전략을 위해 체험마

케팅, 상품 패키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맘 또는 수험생을 둔 학부모에 대

한 이벤트 기획 내용이 두드러졌고, 멤버십과 가격할인을 주요 접근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백화

점, 아웃렛, 온라인 유통이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으로부터 수집

된 키워드의 분석 결과 평가기준, 유통채널, 미적속성, 기능적 속성, 정보원 및 소통매체 등으로 

분류되었다. 뉴 시니어 소비자들은 패션상품 구매 시 평가기준으로 가격, 맞음새 그리고 복제품 

여부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재는 캐시미어 소재를 선호하며, 기능적 속성으로는 

가벼운 착용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유통채널에서는 백화점, 아웃렛 

뿐 아니라 장터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이는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키워

드로 경제적 성향을 중시하는 준거집단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부모, 인스타그램 키워드를 통해 

뉴 시니어들은 영상매체 속의 PPL과 화보를 통해 정보를 얻으며,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에서 남성복 키워드가 나타났으나 마케터 주도적 정보원에서

는 나타나지 않아 브랜드에서 여성복 중심의 머천다이징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뉴 시니어 표적 브랜드에서는 소비자의 주 관심사인 가격, 드라마, 연예인 등을 파악

하여 이에 대응하는 마케팅 전략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브랜드 추구 이미지가 공통 키워드로 나

타나는 등 마케팅 방향과 소비자 인식의 일치성을 보였다. 그러나 소재, 색상, 품목, 정품 여부 

등 상품 속성 위주의 키워드가 중심이었던 소비자 주도적 정보원에 비해 브랜드에서는 브랜드 이

미지 구축과 광고 전략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기업에서는 PPL을 활용한 홍보 전략뿐만 

아니라 상품 속성 중심의 마케팅 전략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뉴 시니어 남성이 자기표현을 

중시한다는 선행 연구와 더불어 키워드를 통한 남성복의 수요가 확인되어 보다 다양한 뉴 시니어

의 욕구에 맞는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 및 후속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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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팀 팬들의 유니폼 소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프로축구 팬들에게 유니폼은 특정 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구단의 수익을 이끌

어내는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다(Koo, 2014). 프로축구 유니폼의 경우, 선수의 이적과 활약에 따

라 팬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동하던 크리스티아누 호날

두의 유벤투스 이적이 발표된 직후, 24시간 만에 약 52만장의 유니폼이 판매되며 구단인 유벤투

스는 유니폼 판매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갱신하였다(Best Eleven, 2018). 국내 프로축구 유니폼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박지성 선수의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 이후로, 이 

시기에 웨인 루니, 라이언 긱스 등 다른 선수들의 유니폼 수요 역시 증가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영국 프리미어리그(English Premier League, EPL)에서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 이탈리아의 세리에

A, 독일의 분데스리가, 프랑스의 리그1까지 확장되었다(Herald Biz, 2018). 

유니폼의 구매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구단의 성적, 스타 플레이어와 같은 간접요인들도 있지만 

유니폼 자체의 색상, 디자인, 엠블럼, 스폰서 로고 등과 같은 직접요인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방법인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하여 프

로축구팬들의 유니폼 구매요인을 살펴보고 구매행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최근 

5년인 2014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TEXTOM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수집 및 분석하고, 1-mode matrix로 구현하였다. NodeX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심성 분석 

및 시각화하였다. 결과는 총 6개의 군집으로, 구단 및 선수, 구매 시 고려사항, 구매동기 및 채

널, 감성, 소비자특성, 아이템 및 컬러로 나타났다. 

구단 및 선수로는 “레알 마드리드(Cd=0.6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Cd=0.60),” “첼시(Cd=0.55),” 

“토트넘(Cd=0.55),” “리버풀(Cd=0.50),” “FC바르셀로나(Cd=0.49),” “유벤투스(Cd=0.47),” “아스날

(Cd=0.39),” “맨체스터 시티(Cd=0.34),” “바이에른 뮌헨(Cd=0.31),” “셀틱(Cd=0.05)”순으로 연결중심성

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수집이 국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수로는 “손흥민(Cd=0.51),” 

“호날두(Cd=0.47),” “메시(Cd=0.41)”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로는 축구 강국인 “스

페인(Cd=0.50),” “독일(Cd=0.50),” “프랑스(Cd=0.50),” “브라질(Cd=0.50),” “영국(Cd=0.50)”과 같은 나라

들에서 높은 연결중심성이 나타났다.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는 “선수(Cd=0.82),” “등번호(Cd=0.81),” “구입방법(Cd=0.72),” “팀(Cd=0.80),” 

“홈(Cd=0.70),” “가격(Cd=0.69),” “마킹(Cd=0.64),” “정품(Cd=0.56),” “디자인(Cd=0.55),” “사이즈(Cd= 

0.55),” “어웨이(Cd=0.48),” “브랜드(Cd=0.42),” “로고(Cd=0.42),” “엠블럼(Cd=0.38),” “후기(Cd=0.36),” 

“상태(Cd=0.35),” “색상(Cd=0.34),” “재질(Cd=0.22),” “편안함(Cd=0.16)”순으로 연결중심성이 높게 나타

났다. 선수, 등번호, 팀과 같은 키워드에서 높은 연결중심성 및 고유벡터중심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유니폼 구매는 디자인과 같은 직접요인보다 선수의 이적과 활약, 구단의 역사와 같은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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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에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징적 키워드로 “레플리카(Cd=0.33)”와 “어센

틱(Cd=0.33)”의 연결중심성 값이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축구팬들에게 있어 실제 선수착용 유

니폼인 어센틱 유니폼이 레플리카 유니폼에 비하여 2배 이상 비싸더라도 관심도는 비슷한 것으로 

보여진다.

구매동기 및 채널 관련 키워드로는 “추천(Cd=0.68),” “부탁(Cd=0.54),” “선물(Cd=0.54),” “친구

(Cd=0.53),” “관심(Cd=0.50),” “응원(Cd=0.48),” “이벤트(Cd=0.33),” “여행(Cd=0.33)”으로 나타났으며, 구

매채널로는 “사이트(Cd=0.63),” “매장(Cd=0.54),” “온라인스토어(Cd=0.25),” “메가스토어(Cd=0.11)”와 

같은 온ㆍ오프라인 매장 뿐 아니라 “개인거래(Cd=0.36),” “안전거래(Cd=0.36),” “번개장터(Cd=0.14)”

와 같은 중고거래 및 직거래와 같은 경로도 나타났다. 축구 유니폼 구매에 있어서 같은 축구팬들

의 추천이 가장 큰 구매동기의 요소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여행 시 지인이나 친구를 통한 부탁, 

친구의 선물, 여행 중 구매 등 직접 구매하는 오프라인 채널 키워드의 연결중심성이 온라인 채널 

키워드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실제 프로축구팬 카페에서도 직접 관람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가

거나 관람권의 공동구매, 해외 유니폼 직구 및 구입 후기에 관한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축구 유니폼 마니아층의 경우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도 및 관여도가 높아 구하기 어렵더라도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소비자 특성을 나타내는 키워드로는 “풋살(Cd=0.47),” “주말(Cd=0.42),” “실력(Cd=0.25),” “아들

(Cd=0.21),” “축덕(Cd=0.18),” “일요일(Cd=0.17),” “회비(Cd=0.1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축

구 유니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축구에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주말 여가시간을 축

구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이템 및 컬러로는 “트레이닝복

(Cd=0.55),” “축구화(Cd=0.50),” “축구공(Cd=0.49),” “축구용품(Cd=0.34),” “양말(Cd=0.33),” “반티

(Cd=0.32),” “반팔(Cd=0.31),” “긴팔(Cd=0.30),” “바지(Cd=0.26),” “단체복(Cd=0.27)”으로 나타났다. 색상

으로는 “화이트(Cd=0.46),” “레드(Cd=0.36),” “블루(Cd=0.14),” “스카이블루(Cd=0.13)”순으로 연결중심

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연결중심성이 높은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 맨

체스터 시티의 유니폼 색상과 일치하는 순서로 나타났다. 감성 키워드로는 “좋아하는(Cd=0.60),” 

“예쁜(Cd=0.38),” “인기있는(Cd=0.37),” “사랑스러운(Cd=0.32),” “이상한(Cd=0.32),” “즐거운(Cd=0.28),” 

“멋진(Cd=0.26),” “재미있는(Cd=0.25),” “신뢰하는(Cd=0.17)”등 대부분 긍정적인 키워드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내 축구팬들의 유니폼 구매 요인과 소비자특성, 구매행동을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도출된 키워드를 통하여 후속 구매행동 연구의 변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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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패션 연구동향: 
2009-2019년 연구 네트워크 분석

1972년 UN 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이후로(Shen et al., 2013), 의류

학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윤리적 

패션, 올바른 패션, 친환경 패션, 에코 패션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연구되고 있으나, 

Ko(2015)는 인류의 안녕과 미래 발전을 위하여 환경보존, 경제성장, 사회공헌, 문화가치를 고려한 

패션이라고 정의하였으며, Reimers et al.(2016)는 윤리적 패션으로써 환경적 의무, 노동자 인권, 

슬로우 패션, 동물 복지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을 활용하여 유사단어로 “사회적 패션,” “윤리적 패

션,” “지속가능한 패션,” “친환경 패션,” “에코 패션,” “업사이클링 패션,” “재활용 패션,” “비건 패

션”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국내연

구는 2009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 총 

111개월 동안 검색 키워드 분야의 국내 의류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은 143건이었다. 

각 연구별로 논문제목, 키워드, 초록에서의 단어사용을 분석요소로 사용하였다. 1-mode matrix를 

통해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리고 고유벡터중심성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중심성이 높게 나타

난 주제어 키워드로는 “디자인,” “사회적,” “소비자,” “환경,” “라이프스타일,” “패션브랜드,” “가치,” 

“기업,” “자연,” “책임,” “윤리,” “비건,” “동물실험,” “재활용,” “제로웨이스트”로 나타났다. 

연구영역 별로 연결강도(strength)가 높은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패션마케팅 분야는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86건), “사회적-기업; 책임;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영향; 특성; 구매

행동,” “환경-중요성; 관심,” “비건-사례; 수용의도,” “브랜드-영향; 전략; 태도; 사례; 이미지; 감성,” 

“지속가능한-브랜드; 제품,” “재활용-동기; 방안”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사회적-책임”에서 연

결성 정도가 높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관련된 주제가 패션 마케팅 연구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분야는 패션디자인 분야였다(43건). “디자인-개발,” “작품-디자인,” “디자

인-특성,” “사회적-디자인,” “지속가능한-디자인,” “재활용-기법,” “제로웨이스트-요소,” “제로웨이스트

-디자인”로 나타났으며, 그 외 패턴 설계 및 소재 개발 분야에서는 “제로웨이스트-패턴,” “천연염

색-염색성”과 같은 키워드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매개중심성과 

고유벡터중심성 또한 높게 나타났지만 “업사이클링”과 “구매행동”의 경우 연결중심성과 고유벡터

중심성이 낮은 반면, 매개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키워드가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연구

에서 주요 키워드로 작용하기 보다는 다른 키워드들과 많이 연결되는 키워드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국내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연구 동향을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핵심 연구 키워

드와 이들의 연결관계를 파악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국내연구 뿐 아니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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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구의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연구경향과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Ko, E., Chae, H. J., Jeon, E. H., Yong, S. H., Gong, H. M., Han, J. H., & Jung, D. U. (2016). Sustainable fashion brand 

marketing. Gyeonggi, Paju: Kyomunsa. 

Reimers, V., Magnuson, B., & Chao, F. (2016). The academic conceptualisation of ethical clothing: Could it account for the 

attitude behaviour gap?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20(4), 383-399.

Shen, D., Richards, J., & Liu, F. (2013). Consumers’ awareness of sustainable fashion. Marketing Management Journal, 23(2), 

134-147.



153연구논문 발표(포스터) _____

이은희
원광대학교

예비교사의 가치지향성, 외모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 연구

1. 서론

교육은 가치지향적인 활동이다. 교사는 이러한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므로 교사의 가치는 교육의 질을 가름하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학습은 교사와 학

생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사의 외모와 인성, 태도 등은 학생에게 영향을 끼친

다. 오늘날 외모는 타인에 관해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이며, 사회적 고정관념의 유력한 원

천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외모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사들은 현재 학생의 신분으로 교육실습 등과 같은 교직과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중간과정에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치지향성, 외모에 대한 태도, 교사의복

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교직수행에 대한 교육적 정보제공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의 사범대학과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가치지향성

과, 외모에 대한 태도,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해봄으로써 교직의복문화를 탐색, 연구하

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에 예비교사의 가치지향성과 외모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

난 예비교사 집단의 행동 방식과 생각의 특징을 살펴보고,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는 2가지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치지향성과 외모와 교사의복 태도에 나타난 예비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교사의 가치지향성, 외모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연구방법으로, 전라북도 지역 대학 사범대학과 교직을 이수하

고 있는 예비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2018년 3월중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지를 제외한 총 326부를 통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교사양성기관의 성격 특성상 여학생이 

193명(59.2%)으로 남학생 133명(40.8%) 보다 많았으며, 학년으로는 2학년이 가장 많았고(28.2%), 

한달 용돈은 30만원에서 4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25.8%). 통계자료분석은 SPSS 24.0 

Program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한 Cronbach’s ⍺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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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연구문제 1. 가치지향성, 외모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 나타난 예비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먼저 예비교사의 가치지향성을 분석하였다. 예비교사의 가치지향성 15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

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고유치 1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요

인과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15개 문항에 대한 제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치지향성 5개 

요인은 총 64.52%의 설명변량을 지닌다. <요인 1>은 ‘지출이 있더라도 삶을 즐기며 살고, 여가활

동에 투자를 하며 여가시간에 여행을 자주 다닌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여가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59이상이고, 고유치는 2.92이고 설명력은 20.89%이며, 신뢰도는 ⍺
=.86로 나타났다. <요인 2>는 ‘패션 정보를 담은 잡지를 자주 읽거나, 연예인의 유행 스타일에 

관심이 많으며 새로운 유행이나 패션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패

션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부하량은 .66이상이고, 고유치는 2.21이고 설명력은 15.19%이며, 

신뢰도는 ⍺=.82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여가시간에도 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하며 지내

며,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쇼핑하기를 좋아하고, 인터넷으로 관심분야를 자주 찾아본다.’

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디지털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67이상이고, 고유

치는 1.62이고 설명력은 11.60%이며,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요인 4>는 ‘유행보다는 건강

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로 구입하며, 건강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고,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

로 운동을 한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건강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68

이상이고, 고유치는 1.33이고 설명력은 9.53%이며,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요인 5>는 ‘음

식을 먹을 때 외모를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적게 먹고 외모를 잘 꾸미는 것이 생활의 중요한 

일부이며, 이성에게 매력적인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외모지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78이상이고, 고유치는 1.02이고 설명력은 7.30%이

며, 신뢰도는 ⍺=.80로 나타났다. 예비교사들의 가치지향성은 디지털사회의 특징에 맞게 디지털

지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M=3.78), 다음으로 외모지향성(M=3.57), 여가지향성(M=3.35), 건강

지향성(M=3.10), 패션지향성(M=2.88) 순으로 나타나 디지털 시대에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는 있었으나, 다른 사람의 패션 스타일이나 유행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여가와 건강

에 더 관심을 보이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예비교사의 외모에 대한 태도의 15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유치 1을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유치 1 이상의 요인

이 3개이었으므로 3개의 요인을 선택하였다. <요인 1>은 자신의 외모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외모변화를 향상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계속적인 외모관리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모에 대한 욕구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은 .56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5.79이고 설명력은 38.65%이며, 신뢰도는 ⍺=.87로 나타났

다. <요인 2>는 우리 사회에서 외모에 대하여 갖는 시각에 관한 내용과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실제적인 시각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외모에 대한 가치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부하량

은 .50이상이고 모두 5문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70이고 설명력은 11.36%이며, 신뢰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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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로 나타났다.<요인 3>은 사회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의 외모와의 비교 내지는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나 의견을 바꾸어 타인의 외모를 따르려는 태도에 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외모에 대한 동조로 명명하였다. 요인 부하량은 .58이상이고 모두 5문

항이 포함되었다. 고유치는 1.26이고 설명력은 8.41%이며, 신뢰도는 ⍺=.83로 나타났다. 예비교

사들은 외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M=3.52), 다음으로 외모에 대한 가치(M=3.28), 외모에 

대한 동조(M=2.83) 순으로 나타나 외모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매력적인 외모의 가치에는 관

심을 보이고 있으나 타인의 외모를 따르려는 태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교사의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

을 강조하는 교사의복(M=3.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개인을 중요시하나 외부의 영향

을 받지 않으려는 교사의복(M=3.25), 교육환경에 순응하고 수용하는 교사의복(M=3.15) 순으로 나

타났으며, 외부의 영향을 받는 품위성 위주의 교사의복(M=2.93)에는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이제까지 교사의복에 담겨있는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교사의 자율성과 다양성, 

활동성을 고려한 교사의복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예비교사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는 예비교사가 지니고 있는 패션과 매력적인 외모를 지향

하는 가치와 외모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매력적인 외모의 가치에는 관심을 보는 태도와도 관

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예비교사의 가치지향성, 외모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

예비교사의 가치 지향성, 외모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예비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인 성별과 학년, 한달 용돈에 따른 가치지향성, 외모에 대한 태도,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 검증, 일원변량분석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으

로 조사하였다. 예비교사의 성별에 따라 가치지향성의 차이에서는 디지털지향성(t=2.794, p<.01), 

건강지향성(t=5.662, p<.001)에서, 외모에 대한 태도에서는 외모에 대한 동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403, p<.001). 즉, 예비교사 중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디지털지향성과 건강지향성이 높

게 나타났고, 외모에 대한 동조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패션지향성, 외모에 대한 욕구와 가치에서 남녀학생간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

이라고 본다. 즉, 예비교사라고 하더라도 외모를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와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가치의식 그리고 새로운 패션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고, 받아들이려는 데에 성별에 따른 차이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서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 품

위성 위주의 교사의복에서만(t=3.447, p<.001)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인식하여 차이를 보였

다. 조사대상 예비교사의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는 여가지향성은 4학년으로 갈수록 높았고

(F=5.260, p<.001), 패션지향성은 1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높았으며(F=6.634, p<.001), 가족지향성

은 4학년이 다른 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F=5.384, p<001). 즉, 예비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신경

을 덜 쓰게 되는 1학년 시기에 패션과 유행에 대한 가치의식이 높으나, 교육실습을 하는 4학년에 

될수록 삶을 즐기려는 가치와 가족중심적인 가치의식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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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한달 용돈에 따른 차이에서는 패션지향성(F=5.372, p<.001)과 건강지향성(F=7.517, p<.001), 

그리고 외모에 대한 욕구(F=3.359, p<.01)는 한달 용돈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4학년의 

학생이 다른 학년의 학생들보다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사의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교육실습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교사의 가치지향성, 외모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Pearson의 적률상

관관계로 분석하였다. 예비교사의 가치지향성 변인 중 패션과 디지털 가치지향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 변인이 정적관계를 나타내었다(p<.01). 다시 말해서 패션과 디지털가치지향성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욕구, 가치, 동조의식이 높았고, 건강지향성이 낮을수록 외모에 대한 가치의식이 높

았다. 또한 여가지향성이 높을수록 외모에 대한 욕구의식도 높았다. 패션에 대한 가치를 지향하

고 외모에 대한 태도의식이 높은 예비교사일수록 자율성과 다양성, 활동성을 강조한 교사의복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4. 결론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의 사범대학과 교직을 이수하고 있는 예비교사 326명을 대상으로 가

치지향성과, 외모에 대한 태도,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해봄으로써 교직의복문화를 탐색,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예비교사는 디지털 시대에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고는 있었으나, 다른 

사람의 패션 스타일이나 유행을 추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여가와 건강에 더 관심을 보이는 가치 

지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외모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매력적인 외모의 가치에는 관심을 보

이고 있으나 타인의 외모를 따르려는 태도는 낮았다. 또한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두

고 유행과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사의복에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학부모나 외부환경에 의해 단

정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교사의 품위성을 높일 수 있는 교사의복에는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예비교사의 성별, 학년, 한달 용돈에 따라 가치지향성, 외모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

었으며, 변인간의 상호 관련성도 있었다. 앞으로 단속 중심 생활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회복 및 소통 증진으로 자유롭고 활력과 개성 넘치는 생활문화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만들

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의복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교직문화가 만들어

져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 대상 예비교사들은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다소 벗어나 디지

털 세대다운 가치지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외모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매력적인 외모의 가

치에는 관심을 보이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성을 강조하는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를 지

니고 있었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가치지향성과 외모와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를 통해 교직문화를 연구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는 교직문화를 정의하기 위한 학교 급, 지역, 학사일정, 교육환경 등의 특정 

관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직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표현수단으로서의 가치지향성, 외모에 대한 

태도, 교사의복에 대한 태도 등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 결과 디지털 세대

다운 가치지향성을 지니고 있었고 외모변화에 대한 욕구를 지닌, 자율성과 다양성을 원하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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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는 예비교사의 태도에서 기존 교직문화의 특징과 다른 교사의 행동 특성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교사의 의복행동은 의복디자인을 통해 구체화되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후속연

구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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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더의 특성이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소비자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들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 다른 사람들이 쓰는 상품 평가를 참고하는 경

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패션이나 뷰티의 구매결정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오피니언 리더가 추천

하는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경험, 의견과 태도를 고려한다. 최근 중국내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

하였으며, 소셜네트워크 내에서 왕홍이나 인플루언서 등과 같은 오피니언 리더의 활동이 매우 활

발히 이뤄지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쇼핑 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쇼핑하는 양상이 

높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패션 스타일과 뷰티 브랜드가 중국에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기

업들이 중국 시장을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패션 소셜커머스 샤오

홍슈를 대상으로 중국소비자가 오피니언 리더의 특성 및 소비자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에 대한 연

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오피니어 리더의 특성, 사회적 지지, 관계품질 및 소셜커머스 이

용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서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셜커머스 샤오홍슈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중국거주

소비자를 대상으로 217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175부의 유효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 오피니언 리더가 판매자로서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성이 정보적 지

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적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오피니언 리더가 소비자로서 다른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성과 정보적지지 및 정서적 

지지를 포함된 사회적 지지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실증하였다. 오피니언 리더의 전문성 및 소비자

가 느끼는 오피니언 리더와의 유사성이 사회적 지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회적 지지와 소비자의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의 영향관계를 실증하였다. 또한 관계품질이 사

회적 지지와 소셜커머스 이용의도에 매개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를 대

상으로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는 오피

니어 리더 특성이 소셜커머스 남녀소비자의 반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더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면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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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WeChat) 해외구매대행 관련 연구:
재한 중국인 구매대행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인들은 외국문화를 접하고, 외국 브랜드와 히트 상품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과 급속발전은 중국 국내 소비자들에게 해외 상품의 최신 동향

을 전달할 뿐 아니라 구매대행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에서 고객이 

해외의 상품을 주문한 뒤 대행업체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주암 외, 2017). 중국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증대와 기타 요인 등은 해외 구매대행을 활성화시

켜 해외 상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확대시켰다. 지난 몇 년간 해외구매대행은 중국의 e-commerce중

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써 빠른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 들고 있다.

해외직접구매는 해외 쇼핑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제품 구매 및 배송이 가능한 해외직접

배송, 구매배송 웹사이트 등 온라인 중간 유통업체를 이용한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지를 거

친 해외배송대행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Kim & Hwang, 2018). 이 중 중국의 해외구매대행은 소

위 ‘직구’(해외직접구매) 라고 불리는 다른 나라들의 구매대행과는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

른 나라에서는 해외직접배송 및 웹사이트, 해외배송지를 통한 구매대행이 대부분이다. 중국에서도 

타오바오, 징동 등 과 같은 대형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의 카카오톡인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기반으로 고객과 구매대행 판매자자 간 직접적인 연락

을 통한 해외구행대행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여 각 나라에는 물류의 

이동에 따른 관세법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해외구매대행과 관련한 전자상법을 분리

해서 제정 및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

외 거지 중국인 중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재외 중국인의 비율이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 매

우 높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 해외구매대행이 가지고 있는 상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재 위챗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의 거래처 및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일반적인 전자상

거래와 상이한 위챗 구매대행의 장점과 마케팅 전략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중국 전자상법이 

구매대행업자들에 미치는 영향과 구매대행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첫째, 중국 위챗 해외구매대행 산업을 파

악하고, 구매대행의 유통경로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위챗 구매대행이 가진 장점과 마케팅 전

략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구매대행자가 사업 운영 시 겪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구매대행의 발

전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해외구매대행 판매를 하고 있는 재한 중국인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대부분 20대 여대생이었으며, 평균 구매대

행기간이 약 2년이었다. 인터뷰 질문은 조사대상자의 특성, 유통경로, 제품 구성, 소비자 특성, 소

비자 접근 방법, 모멘트 광고내용, 향후 사업 전망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재한 중국인 구매대행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처 및 유통시스템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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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주문을 받고 면세점에서 구매하여 구매대행업자가 직접 중국으로 가져가는 유형( 중국 보

따리상 “런러우따이공”)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문을 받고 면세점에서 한국 제품 구매 후 물류회사를 통해서 자기 중국 물류 창고로 배

송한다.

(3) EMS세관을 통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Fig. 1> 재한 중국인 구매대행자를 대상으로 유통시스템 흐름도

출처: Wang Lei(2017)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정리됨.

 

다음으로 위챗 구매대행의 장점과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챗 구매

대행의 첫 번째 장점은 구매대행을 통한 구매활동이 더욱 능률적이고 편리하다. 위챗을 통한 구

매대행은 번거로운 쇼핑 과정을 없애고, 실시간으로 고객의 개인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둘째는 높은 신뢰도이다. 위챗이 다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위챗을 통한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인적 네트워크는 일종

의 지인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타오바오와 같은 다른 인터넷 구매대행 플랫폼에 비해 신뢰성이 

높고 타깃 그룹에 대한 이해도와 개인화가 용이하다. 신뢰성이 높은 플랫폼을 통한 판매는 더 효

율적이며 지인을 통한 신규 고객 유입 및 거래 성공률을 향상에 유리하다. 셋째,는 소통의 편이

성이다.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구매대행업자에게 신속하게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진과 간단하고 즉각적인 대화를 통해 고객의 상품 선택과 구매의 편의성을 

높인다. 위챗은 다른 인터넷 구매대행 플랫폼에 비해 더욱 간결하고 편리하며, 휴대폰만으로 고

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주문, 지불을 완료 할 수 있다.

조사 및 분석 결과 해외구매대행 마케팅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해외 브랜드 제공

이다. 현재 중국 내에 제품품질불량, 가짜 제품 등의 문제로 중국 소비자의 해외 제품에 수요가 

많은 실정이다. 재한 구매대행업자는 한국 면세점 출입이 자유로우며, 한국 면세점에는 한국 브

랜드뿐만 아니라 다수의 일본이나 유럽 등의 해외 유명 브랜드가 있다. 한국에 있는 구매대행자

가 취급하는 제품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산 제품이며, 다른 제품은 한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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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수입제품이다. 구매대행업자는 위챗을 통한 고객 주문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해외 브랜드

를 소개하고, 빠르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탐색하여 원하는 제품을 즉각적으로 대행 구매함으로

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는 온라인 구전(eWOM) 전략이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자가 급증하여 위챗 모니터링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떤 구매대행업자가 

믿을 만하고 가격이 싸며 서비스가 좋은지를 판별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외구

매 대행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위챗이 가지고 있는 모멘트라는 기능은 이러한 판

별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마케팅을 하기에 적합하다. 소비자들은 모멘트의 “buying show"를 통해 

사업자에게 다른 고객이 구매한 상품 및 구매 경로를 볼 수 있다. 모멘트의 신뢰 수준이 높고 인

터랙티브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전구매자의 구매이력은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의 구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상품의 설득력을 향상시켜서 사업자의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구매대행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구매대행사업자 수의 

급증으로 인기 브랜드 및 상품 구매가 힘들어져, 면세점에서 물건 대행 구매 시 제품이 없는 경

우가 빈번하다. 또한 물건이 소량으로 있더라도, 다른 제품과 묶음 판매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

았다. 둘째, 중국 전자상법이 발표되고, 구매대행업자가 입국 시 공항세관의 검사 철저해졌다. 뿐

만 아니라, 항공 회사는 면세품의 기내 반입 제한 정책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향후 위챗을 통한 

구매대행에 대해 개인 사업자들이 앞으로의 발전이나 사업 성장에 대해 비관적으로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구매대

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한 중국 특유의 구매대행사업 형태를 파악함으로

써 중국 구매대행산업 연구 및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구매대행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한

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 구매자를 타겟으로 한 한국 브랜드 및 면세점의 상품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실무적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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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류학 연구 동향 분석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전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고, 의류학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은 환경과 인류의 지속을 목적으로 

자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다 가치있고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개

념으로(Shin, 2010)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의류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에 등재된 생활과학 분야의 10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지

속가능성과 관련된 키워드를 이용하여 논문을 수집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지속가능성은 

‘웰빙’, ‘친환경/환경친화’, ‘에코’, ‘그린’, ‘윤리’, ‘지속가능’, ‘천연염색/자연염색’ 등의 다차원적 개념

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검색키워드로 사용하였고, 최종 297개 논문이 분석되었다. 먼저 연도별 

지속가능성 연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연구영역별로 섬유소재(N=139), 패션마케팅(N=99), 패션디

자인&복식(N=50), 의류생산설계(N=3), 기타(N=9) 순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연구주

제로는 천연염색(N=130), 친환경(N=67), 지속가능(N=40), 윤리소비(N=20), CSR(N=16), 업사이클

(N=13), 웰빙(N=8) 순이며, 그 이외에도 제로웨이스트, 리사이클링, 공정무역 등이 도출되었다. 

연구 영역 중 패션마케팅 분야의 경우, 친환경(N=30) 빈도는 연도별로 꾸준한 반면 웰빙/로하스

(N=10), 천연염색(N=8)은 점차 감소하였고 지속가능(N=19), CSR(N=14), 윤리(N=13)의 빈도가 점

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3년도 이후에는 공정무역/업사이클/재활용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

었다. 또한 연구 대상별로 분류한 결과, 소비자 대상의 연구(83%)가 주를 이루었고, 도출된 모든 

연구 주제를 다루었다. 반면 기업종사자 대상의 연구(4%)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윤리, 지속가능성

을, 의류시장이나 패션 브랜드 대상(13%) 연구는 윤리, 지속가능, 천연염색, 공정무역, 그린, 로하

스의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 방식에 편중됨을 알 수 있다. 섬유소재 

영역은 주로 천연염색(N=116), 친환경(N=14)의 연구주제에 편중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효소, 유기

농, 생분해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고, 패션디자인&복식은 친환경(N=22), 지속가능(N=15), 업사이

클(N=11), 제로웨이스트(N=6)를 중심으로 느림, 자연주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연구주제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천연염색 분야는 대부분 섬유소재 연구 영역(N=116)에서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패션마케팅 영역(N=15)에서는 2014년까지는 11건의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다가 

이후 연구되는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연구 분석 방법은 전반적인 소비 행동 분

석이나 회귀분석, 군집분석을 이용한 소비 집단 특성 비교, 연구동향 분석 등을 찾아볼 수 있었

다. 본 연구를 통해 의류학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 유의미한 양적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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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투자에 대한 남성 소비자의 
인식과 브랜드 자산과의 관계 

1. 서론

국내외 패션 브랜드 간의 과잉경쟁으로 인해 브랜드 인지도나 브랜드 태도 등과 같은 브랜드 

자산 요소를 소비자의 마음에 긍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패션 기업들은 전통적 매

체 광고뿐 아니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배너나 모바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디지털 

매체 광고, 유명인에의 제품 협찬 등 소비자들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매체나 관심 있는 인물을 

활용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20∼50대 남성 소비자의 

패션 제품 수요 증가로 남성 소비자가 패션업계의 주요 소비자로 부상하면서(Korea Fashion 

Market Trend 2017 보고서, 2017), 이들을 대상으로 한 패션 브랜드의 활발한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 활동이 있어왔다. 

남성 비즈니스 캐주얼 시장에서의 입지를 위해 브랜드 '프로젝트엠’은 영화관 및 옥외 광고에 

투자하였고(Sung, 2018), 스포츠 캐주얼 ‘올포유'는 유명 남성 배우의 모델 발탁과 TV드라마의 제

작 지원, 스포츠 대회 후원 등 공격적으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투자하여 매출 증가로 이

어졌다(Oh, 2017). 패션 브랜드의 남성 소비자를 겨냥한 마케팅 활동 증가와 더불어 2017년 상반

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남성 소비자의 TV방송, 인터넷, 유명인의 옷차림과 같은 패션 정보원의 활

용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orea Fashion Market Trend 2017 보고서, 2017).

그러나, 오늘날 다양한 채널에 매일 노출되고 있는 소비자는 오히려 기업의 과도한 마케팅 커

뮤니케이션 투자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홍종필,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

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의 투자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어 브랜드 자산 

구축에 효과적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남성 소비자들의 외모 및 옷차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와 더불어 남성 소비자들의 의복 

구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Korea Fashion Market Trend 2017 보고서, 2017). 이에 본 

연구는 20∼30대 한국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설문업체를 통해 총 414명의 자

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국내 패션시장이 국내외 다양한 브랜드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자

주 구매하는 패션 브랜드의 원산지가 국내 또는 해외인 경우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눈 후, 국내

외 브랜드들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투자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브랜드 자산 요소에 미치는 영향

을 비교해 보았다. 국내 원산지 선택 집단은 244명, 해외 원산지 선택 집단은 170명이었으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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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원산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포함되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투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Tong and Hawley(2009), Yoo et 

al.(2000)의 연구를 토대로 광고 및 이벤트 후원에 대한 인식과 유명인 후원에 대한 인식의 두 

가지 차원 각 3문항씩을 수정 및 사용하였고, 브랜드 자산 요소는 Ahn et al.(2009), Jung et 

al.(2014), Yoo et al.(2000)가 사용한 브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브랜드 선호에 대한 각 2문항, 

3문항, 2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2.0과 AMOS 22.0로 기술통계, 탐색적ㆍ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패션 브랜드의 광고 및 이벤트 후원에 대한 인식과 유명인 후원에 대한 인식이 브랜드 연상과 

지각된 품질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연상과 지각된 품질이 최종적으로 브랜드 선호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설과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다섯 가지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 분석결과, 모든 

요인의 Cronbach’s α계수는 .85∼.94로 측정변수의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였다.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델의 모형적합지수는 χ2=153.89(df=55, p<0.001), GFI= 

0.95, AGFI=0.91, CFI=0.98, RMR=0.07로 바람직한 수준이었으며, 표준화 요인부하량의 범위는 

0.79∼0.95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1). 잠재변수의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는 0.74∼0.89 범주에 있었으며, 평균분산추출값(AVE)은 0.50∼0.76 범위로 잠재변수 간 상관계

수 제곱값 보다 높게 나타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충족하였다.

국내 또는 해외 브랜드 원산지 선택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

부하량의 제약모형과 자유모형 간 χ2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유모형은 χ2=234.86(df=110)이며, 제약

모형은 χ2=245.26(df=118)으로 자유모형과 제약모형 간 카이스퀘어 차이는 Δχ2=10.40(<Δχ2=15.51, 

df=8, p=.05)로써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브랜드 원산지에 따른 두 집단별 패션 브랜드의 광고 및 이벤트 후원에 대한 인식, 유

명인 후원에 대한 인식, 브랜드 연상, 지각된 품질, 브랜드 선호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

석하였다. 먼저 연구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χ2=250.16(df=114 p<0.001) GFI=.92 AGFI=.87 CFI= 

.97 RMR=.06로 수용할만한 수준이었다.

브랜드 원산지가 국내인 패션 브랜드를 평소 구매하는 남성 소비자의 경우, 지각된 품질에 브

랜드의 웹 광고나 전통적 매체를 통한 광고, 이벤트 후원에 대한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브랜드 연상에 영향을 미쳤다(γ=.21, p<.01). 브랜드의 유명인 후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지

각된 품질(γ=.40, p<.001)과 브랜드 연상(γ=.38, p<.001)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

각된 품질(β=.72, p<.001)과 브랜드 연상(β=.17, p<.01)은 브랜드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브랜드 원산지가 해외인 패션 브랜드를 구매하는 남성 소비자의 경우, 웹 광고나 전통적 매체를 

통한 광고, 이벤트 후원에 대한 인식은 지각된 품질과 브랜드 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명인 후원에 대한 인식도 지각된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해외 원산지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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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의 경우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 유명인 후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만이 브랜드 연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γ=.35, p<.001), 국내 원산지 브랜드와 동일하게 지각된 품질(β=.58, 

p<.001)과 브랜드 연상(β=.34, p<.001)은 브랜드 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4. 결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채널 수의 증가와 광고의 양 증가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오히려 부정

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희준 & 조창환, 2017). 웹 페이지

에서 현재는 모바일에 이르기까지 최근 패션 브랜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하려고 

한다. 하지만 어떠한 유형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호

의적인 반응을 일으켜 브랜드 자산 요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브랜드의 전통적 광고나 이벤트 후원과 같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 

뿐 아니라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명인 후원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대한 남

성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지각된 품질, 

브랜드 연상, 브랜드 선호와 같은 브랜드 자산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소 의복제품 구매 시 선

택하는 브랜드 원산지별로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의 각각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

다. 국내 브랜드 원산지를 선택하는 집단의 경우, 웹 광고 및 전통적 광고나 이벤트 후원과 같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는 해당 패션 브랜드의 품질을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브랜드에 대한 연상을 잘 떠오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이러한 광고 또는 후원의 형태는 소비

자가 브랜드를 쉽게 회상하게 하는 데 여전히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유명인 후원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은 유명인을 통해 해당 브랜드의 품질을 좋다고 여길 수 있으며 브랜드 연상에도 효

과적임이 나타났다. 패션 브랜드와의 적합성, 신뢰성, 전문성을 가진 유명인의 마케팅 커뮤니케이

션에의 활용은 긍정적 브랜드 자산 구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외 브랜드 원산지를 구매하는 소비자 집단의 경우, 웹 광고 및 전통적 광고나 이벤트 

후원과 같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서는 해당 해외 브랜드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생각

하지 않으며 브랜드 연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해외 브랜드를 홍보

하는 유명인이 브랜드와 어울리고 유명인을 자주 활용한다고 인식할수록 브랜드 연상이 잘 일어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입 라이선스 브랜드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 유명인 후원을 통해 브

랜드를 알리고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브랜드 원산지의 국적과 

관계없이 남성 소비자에게서 지각된 품질과 브랜드 연상의 브랜드 자산 요소가 긍정적으로 형성

되면 브랜드 호감이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대한 남성 소비자의 인식이 실제로 브

랜드 자산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선택을 위한 이론

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국내 브랜드의 경우, 다양한 채널에서의 광고와 유명

인 후원을 통해 해당 브랜드가 활발한 투자를 하거나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적극적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할수록 브랜드 연상은 물론 브랜드 제품의 품질도 우수하게 생각하므로 남성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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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매체 소비 특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각 매체별 광고 수용도나 회피수준과 같은 변수를 

측정해 보는 것도 국내 패션 브랜드의 효과적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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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화 확장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반응 연구: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을 중심으로

‘가치 소비’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지면서 자연스레 고급화를 지향하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패션, 라이프스타일, 외식 업계 등에서 기존 브랜드의 라인 확장 시 고급화를 지향하는 

추세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브랜드 고급화 사례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반

응 연구는 부족했다. ‘브랜드 확장’이란 기존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던 인지도, 충성

도, 연상, 이미지 등의 브랜드 지식을 바탕으로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박정훈, 김승인, 2018).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고한 상황에서 고급화 라인 런칭에 성공한 브

랜드 중 ‘스타벅스’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포화상태인 카페 브랜드 

시장에서도 2018년에 전년대비 20% 증가한 1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신원식, 2019), 여기에는 

스타벅스 브랜드의 고급화 라인인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의 매출호조의 영향도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 이용 고객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패션ㆍ뷰티 브랜드의 고급화 

라인 확장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급화 브랜드 매장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고급화 브랜드 매장 선택 동기와 매장방문 시 

얻는 차별적 혜택지각에 대해 알아보고, 셋째, 고급화 확장 브랜드가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된 아

이덴티티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품, 서비스, 매장환경적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다. 본 연구는 2019년 4월 2일부터 23일까지 대구 지역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20-50세 남녀 고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결

과는 녹음되었고 Transcript로 정리되어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급화 브랜드 매장 이용실태에 따르면 고급화 매장 이

용자들은 매일 1회 이상 3회까지 주기적으로 카페를 방문하는 고객들이었으며, 카페 브랜드 선택

시 가격대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편이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장 선택 동기는 제품의 품

질, 고급화된 인테리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함 등을 들었으며, 다른 고급화 매장과 차별

화된 혜택지각으로는 자신만을 위한 제품을 직접 만들어 이를 앞에서 시연하며 제공함으로서 서

비스 과정을 즐길 수 있다는 점, 골드와 공간감 있는 매장환경 등 매장의 고급스러운 분위기, 다

양한 원두와 추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인 점이었다. 또한 고

급화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제안으로 제공하는 매장 내 집기(예, 테이블, 소파, 진열선반 등)와 용

기(예, 컵, 컵받침 등) 등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집

기 및 용기 개발이 필요하며, 매장 내의 고급화된 이미지는 매장 혼잡성을 줄이는 부분에서도 인

식될 수 있는데, 입장 고객 수를 제한한다던지 개별 분리 공간을 특별히 마련하는 등 고객 니즈

에 맞는 공간활용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패션ㆍ뷰티 브랜드 매장 고급화 확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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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첫째, 고객맞춤형 제품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성스러운 서비스 과정을 고객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제시된다면 브랜드 고급화 이미지 각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객에

게 적합한 제품을 고르고, 설명하고, 시연하고, 고객의 선택을 확인하고, 포장을 준비하고, 결재하

는 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이들을 배려하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서비스 매뉴얼 

개발과 적용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고급화 이미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시각적으

로 보여지는 부분에서의 고급화는 고객이 쉽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확인는데 도움을 준다. 매장 

파사드, 매장 내 색채, 집기, 포장용품 뿐만 아니라 피팅룸, 주차장, 대기공간에 이르기까지 시각

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일관된 고급화 전략은 고객들이 차별화된 감성을 느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객이 매장 내에 머무르는 동안 고급감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설계와 

서비스 구성이 필요한데, 효율적인 동선설계를 통해 고객간의 부딪힘을 최소화하고 혼잡함을 줄

이는 공간설계를 통해 고객의 매장 체류 시간을 길게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바일

ㆍ온라인 중심의 쇼핑 확대가 두드러진 시장 환경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생존과 지속적 발전을 위

해 고급화되고 차별화된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

점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패션ㆍ뷰티 브랜드 매장 고급화 확장에 적용가능한 전략 제안점

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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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소비자의 소비가치와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류의 조절효과

시장 선택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는 소비자들의 내재된 속성으로,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이다. 현대사회에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기존의 소비자들이 중시하였던 편익추구 및 제품특성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체계

를 반영하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인다. 소비가치의 변화요인 중 ICT의 발전은 정보수집 뿐만 아니

라 해외 제품구매를 촉진시켰다. 또한, 인터넷 문화의 발달은 최근 동남아 지역의 한류 열풍에 

박차를 가한 한 가지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K-pop)등의 한국 대중문

화의 지역적ㆍ계층적 확산에 따라 동남아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는 

많은 한국 기업들의 국내외 상업 활동을 증진시켰다. 

필리핀은 한국과는 생활양식, 문화적 경향, 가치관이 다르기는 하나, 과거 다양한 문화의 접변 

과정에서 이문화 수용에 반감이 적은 국민적 특성을 갖고 있어(Baek, 2014), 한류 또한 타 국가

에 비하여 수용이 한층 용이하였다. 필리핀에서만 약 300여 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었고, 약 

70여개의 공식 K-pop 팬클럽이 필리핀 전역에서 활동 중이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2018년 필리핀은 한국의 투자대상국 7위(동남아 3위)로서, 

대기업의 진출은 물론 K-beauty와 K-fashion 또한 주목받으면서 현지 소매시장을 점령해 가고 있

다. 필리핀의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임금 및 영어구사능력 등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비추어 볼 때,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류 연계의 소비가치와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Sheth et al. (1991)이 제시한 소비가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하위차원, 

즉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서적 가치, 상황적 가치, 진귀적 가치가 필리핀 소비자의 의복구

매행동 변인 중 구매의도 및 정보원천, 제품선택 기준, 점포 선택기준, 구매시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한류 수용정도가 의복구매행동에 조절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필리핀의 세부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

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지에는 소비가치, 한류, 구매행동 및 인구 통계적 변인을 측정

하는 문항을 포함시켰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19년 4월 8일부터 2019

년 4월 11일까지 조사한 286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5를 활용

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소비가치의 다섯 가지 차원 중 기능적 가치, 사회적 가치, 상황적 가치가 필리핀 소비자

의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필리핀 소비자의 한류 수용수준을 

고/저 집단으로 나누어 본 결과, 한류 수용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기능적 가치와 상황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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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류 수용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가

치와 상황적 가치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류 수용수준에 

따라 유의한 변수가 다르게 나타나 한류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한류 수용수준에 

따른 구매행동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필리핀 소비자 중 한류 수용도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

단에 비해 연예인 또는 유명인의 패션뿐만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이며, 매장의 상품 

디스플레이 및 온라인으로 패션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 또한 한류 수용도가 높은 

집단은 전반적인 패션제품 선택에 있어 디자인, 색상, 편리함 등 포괄적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가격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점포선택 기준에 있어서도 

한류 수용수준이 높은 집단은 그룹은 매장의 디스플레이, 서비스, 착용의 자유로움, 할인쿠폰의 

사용, 그리고 판매원의 친절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상시 보다는 할인기간 또

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구매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소비자들의 소비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구매행동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의류산업을 포

함한 필리핀 진출의 한국 기업들에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하나의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필리핀 소비자들의 한류 인식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한국 기업들의 판매 증진을 위한 마케

팅 전략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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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진패션디자이너의 브랜드 관리에 관한 연구:
인디브랜드페어 디자이너의 중국 상표권 출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난 몇 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한국 신진 패션디자이너 지원정책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1인 패션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진디자이너들이 국내 패션시장을 벗어나 넓은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돕고자 함이다. 특히 

2011년 패션협회주관으로 처음 시작한 인디브랜드페어가 2019년부터는 기존의 여러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K-패션 오디션으로 변경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

진 패션디자이너의 핵심역량은 창의적인 디자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경영, 생산, 마케팅 분야에서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

구는 신진 패션디자이너의 브랜드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해외 상표권 출원에 관한 문제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은 다양한 지역과 국가로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인디브랜

드페어주관기관에서 주요 진출시장으로 적극 홍보하여 왔고 현재 인디브랜드페어 참가 브랜드들

이 가장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중국시장에서의 상표권 출원 문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제9회 인디브랜드페어(2017년 9월 개최) 참가브랜드163개와 제 10회(2018년 6월 개최) 참

가브랜드 200개, 총 363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우선 한국특허청의 상표출원여부와 출원 상품분류

코드(NIce분류), 출원 일자를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상표국 상표검색을 이용해 한국 신진브랜

드의 상표출원여부, 상품분류코드, 그리고 출원 일자를 수집하고, 이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중

국 상표권자 출원여부, 상품분류코드, 출원 일자를 수집하였다. 또한 중국기업(인)의 상표출원 목

적을 출원 일자, 출원인의 총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전문 상표브로커출

원, 중국기업(인) 동일.유사상품 선출원, 단순 유사시기 출원, 그리고 상표브로커는 아니지만 악의

적 선출원의심사례로 나누었다. 분석 자료는 9회와 10회 중복참가브랜드 48개는 한번으로 인정하

여 총 315개 브랜드의 중국상표출원 자료가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한국 신진브랜드의 한국 출원여부, 중국상표국의 출원여부, 그리고 중국 기업(인)의 

동일.유사상표 출원여부에 따라 여섯 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집단은 가장 바람직한 

사례로 한국 상표출원과 중국상표출원이 진행되었고 중국기업(인)의 동일.유사 상표출원은 없는 

경우이다. 전체의 10.5%밖에 차지하지 않는 이 집단의 55%는 등록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45%는 

심사 중이거나 공고 중이었다. 두 번째 집단은 한국 디자이너의 한국출원과 중국출원은 하였으나 

중국기업(인)의 출원도 존재하는 경우로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국기업(인)의 출원을 

목적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 이중 36%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출원이었고, 동일 비율의 중국기업

(인)의 동일,유사상표에 선출원이 있어 오히려 한국디자이너상표가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경우

이다. 세 번째 집단은 한국 디자이너가 국내출원만 하고 중국출원을 하지 않았으나 중국 기업

(인)의 출원이 이미 되어 있는 경우로, 전체의 29%를 가 차지하여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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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진출을 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사례이다. 이중 24.7%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출

원이고 26.8%도 출원일자로 볼 때 악의적인 선출원으로 예측 가능해 51.5%가 한국디자이너의 상

표권확보에 소흘해 중국진출에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반대로 40.2%는 이미 디자이너 브랜드 런

칭 이전에 동일 유사 상품분류에 중국기업(인)의 선출원이 되어있어 한국 디자이너가 중국 진출 

시 오히려 중국 상표를 침해하게 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유형이다. 네 번째 집단

은 한국 디자이너가 한국출원을 하였고 중국출원은 하지 않았으나 다행히 중국에 동일.유사상표

가 유사상품군에 출원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들 브랜드는 빠른 시기에 중국상표출원이 

실행되어야 한다. 나머지 두 집단은 아예 한국에서도 상표출원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로 33.7%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더 심각한 집단은 다섯 번째 집단으로 중국기업(인)에 의해 출원이 되어있

는 경우로 전체의 18.7%를 차지한다. 이들 중 28.8%는 상표브로커에 의한 출원이거나 악의적 선

출원에 해당하여 여섯 개의 집단 중 가장 심각한 경우이다. 또한 다섯 번째 집단의 57.6%는 한

국디자이너 브랜드 런칭 이전 중국기업(인)이 이미 출원한 경우로 현 상태에서 브랜드진출을 한

다면 명확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집단은 한국과 중국에서 

상표권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으나 다행히 중국에도 동일.유사상표가 출원되지 않은 사례로, 이 

집단은 빠른 시일에 한국과 중국에 동시출원이 요구되는 사례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신진디자이너 또는 1인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 제안한다면 우수한 상품개발은 

디자이너의 몫이나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브랜드관리 이며 가장 중요한 전

제조건은 다자이너 브랜드명, 즉 상표권이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확보되도록 지원하도록 해야 한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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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 상황에서 프리어나운싱 효과에 관한 연구

패션기업은 브랜드와 관련된 소셜네트워크를 통하여 소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커뮤

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패션브랜드들은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알

리는 프리어나운싱(preannouncing) 활동을 통해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프리어

나운싱은 출시되는 시간의 거리와 수량을 제한하는 희소성이 부여됨에 따라 메시지의 효과가 달

라질 수 있다. 또한 조절초점이론에 의하면 메시지의 초점이 이득이나 결과의 상태에 초점을 두

는 촉진초점인가 혹은 손실을 피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예방초점인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프리어나운싱에 대한 연구는 IT 관련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연구에 국한

되었다. 패션브랜드의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패션브랜드의 소셜네트워크에서 이뤄지는 프리어나운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상황에서 패션브랜드의 신제품에 대한 프리어나운싱 

메시지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신제품 출시 시간 간격과 수량한정 희소성메세지가 소비자 반응(제품태

도, 충동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조절초점 메세지 및 브랜드 명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파

악해보고자 하였다. 실험연구를 Study 1과 Study 2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Study 1에서는 2[프리

어나운싱 시간 간격: 짧은 vs. 긴 시간 간격] x 2[수량한정희소성: 한정 높음 vs. 낮음] x 2[메세지 

초점유형: 촉진 vs. 예방초점] 완전요인으로 실험을 설계하였고, Study 2에서는 2[프리어나운싱 시

간 간격: 짧은 vs. 긴 시간 간격] x 2[수량한정희소성: 한정 높음 vs. 낮음] x 2[브랜드 명성: 높음 

vs. 낮음] 완전요인으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각 실험은 8가지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으

며, 소셜네트워크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남녀성인을 대상으로 실험이 시행되었다. Study 1과 

Study 2는 각각 200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Study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량한정희소성이 높은 경우 촉진 메시지 보다 예방 메시지가 주

어졌을 때 더 긍정적인 제품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어나운싱 시간 간격이 길 경우

에 촉진초점보다 예방초점메세지가 주어졌을 때 긍정적인 제품태도를 보였다. Study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량한정희소성이 높을 경우에는 브랜드 명성이 높을 때가 명성이 낮을 때에 비해 긍

정적인 제품태도와 높은 충동구매를 나타냈다. 프리어나운싱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에는 브랜드 

명성이 높은 경우 높은 충동구매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패션브랜드의 소셜네트워

크 내에서 이뤄지는 프리어나운싱 메시지 효과를 시간 및 수량과 관련된 희소성을 중심으로 조절

초점이론으로 접목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마케팅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메시

지 전략을 활용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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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ㆍ구영석 
부산대학교

남ㆍ녀 중학생의 교복소재 개선 요구에 관한 연구

1. 서론

교복은 청소년기에 오랜 시간 착용하게 되는 의복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

문에 교복을 목표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한우신, 2016). 현재 학생들은 불편한 정장, 

치마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바꾸기 위하여 몸에 맞게 교복을 수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들

이 좀 더 편안하게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제안되었으나 이 취지의 결정이 학교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불편한 교복의 문제점을 해결방법 없이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하여 교육 기관

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요구 해 오던 의

견을 수용하여 티셔츠, 반바지를 교복으로 접목시키는 “교복리셋”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예정이라

고 한다. 그러므로 교복 소재 디자인이 입는 사람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교복 개선 요구에 의하여 개발된 소재 디자인에 대해 직접 이미지를 평가하도록 하여 이

미지 지각차이를 분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산 

남ㆍ녀 중학생을 조사 대상으로 현행 교복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선호하는 교복의 형태, 색상, 

소재 등을 조사하고 교복의 기본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선호 색채 이미지와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

로운 교복 기획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현 교복의 색채, 디자인, 소재 등 

교복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일반적 사항, 디자인과 만족도와 개선 사항, 색채 이미지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 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복 제품을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교복에 대한 학년별 선호 소재, 색상, 배색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 문제 2. 교복에 대한 성별 상 ,하의 소재 신축 필요에 대해 알아본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산지역 소재 중학생(1~3학년) 3학교를 대상으로 교복에 대한 현황 교복 소재 인

식 및 선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8년 12

월 28일부터 2019년 1월 30일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7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분석 가능한 22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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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빈도분석, t검정, χ²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학년별 선호소재

면
폴리

에스터
양모 아크릴 실크 나일론 기타 전체 χ²

학년

1학년 35(34.0) 11(31.4) 13(59.1) 4(50.0) 9(25.7) 3(23.1) 4(100.0) 79(35.9)

25.896*2학년 37(35.9) 11(31.4) 6(27.3) 3(37.5) 12(34.3) 1(7.7) 0(0.0) 70(31.8)

3학년 31(30.1) 13(37.1) 3(13.6) 1(12.5) 14(40.0) 9(69.2) 0(0.0) 71(32.3)

전체 103(100) 35(100) 22(100) 8(100) 35(100) 13(100) 4(100) 220(100)

선호 교복 소재에 대해서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는 소

재요인으로 면이 1학년은 34.0%, 2학년은 35.9%, 3학년은 30.1%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선호하지 않은 소재요인으로 1, 2학년은 나일론을 각각 23.1%, 7.7% 인식하였고, 3학년은 아크릴

을 12.5%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학년별 색상 선호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교복색상

(다중응답분석)

(N=341)

녹색 1(0.8) 2(1.9) 4(3.6) 7(2.1)

남색 29(23.8) 26(24.3) 21(18.8) 76(22.3)

밤색 4(3.3) 2(1.9) 7(6.3) 13(3.8)

회색 18(14.8) 16(15.0) 13(11.6) 47(13.8)

베이지 23(18.9) 14(13.1) 14(12.5) 51(15.0)

보라 1(0.8) 1(0.9) 4(3.6) 6(1.8)

자주 1(0.8) 2(1.9) 3(2.7) 6(1.8)

주황 4(3.3) 2(1.9) 9(8.0) 15(4.4)

검정 35(28.7) 40(37.4) 32(28.6) 107(31.4)

기타 6(4.9) 2(1.9) 5(4.5) 13(3.8)

전체 122(100) 107(100) 112(100) 341(100)

교복 색상 선호에 대해서는 학년별로 가장 선호하는 색상으로 검정색을 1학년이 28.7%, 2학년

이 37.4%, 3학년이 28.6% 로 나타났으며, 가장 선호하지 않은 색상으로 1학년은 녹색, 보라, 자

주가 각각 0.8%, 2학년은 보라가 0.9%, 3학년은 자주가 2.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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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학년별 색상배색

상하단색

동일배색

상하단색

다른배색

상하무늬단

색동일배색

상하무늬단

색체크무늬

배색

상하체크무

늬배색
전체 χ²

학년

1학년 15(23.1) 44(43.6) 11(50.0) 8(34.8) 1(11.1) 79(35.9)

17.169*2학년 21(32.3) 33(32.7) 6(27.3) 8(34.8) 2(22.2) 70(31.8)

3학년 29(44.6) 24(23.8) 5(22.7) 7(30.4) 6(66.7) 71(32.3)

전체 65(100) 101(100) 22(100) 23(100) 9(100) 220(100)

교복 색상 배색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

적 인식으로 1,2학년은 만족도가 높은 품목으로 상하단색 다른 배색을 각각(43.6%, 32.7%)응답하

였고, 3학년은 상하단색 동일배색을 44.6%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인식으로는 1,2학

년은 상하체크무늬를 각각(11.1%, 22.2%)응답하였고, 3학년은 상하무늬 단색 동일배색이 22.7%로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남녀별 상의소재 신축필요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상의

소재

신축

(다중응답분석)

(N=505)

등 34(14.0) 37(14.1) 71(28.1)

목 13(5.3) 11(4.2) 24(9.55)

배 26(10.7) 20(7.6) 46(18.3)

가슴 29(11.9) 26(9.9) 55(21.8)

어깨 35(14.4) 46(17.6) 81(31.96)

허리 31(12.8) 30(11.5) 61(24.3)

소매통 21(8.6) 14(5.3) 35(14)

겨드랑이 29(11.9) 44(16.8) 73(28.7)

블라우스 21(8.6) 21(8.0) 42(17)

기타 4(1.6) 13(5.0) 17(6.6)

전체 243(100) 262(100) 505(200)

남녀별 상의소재 신축 필요에 대해서 남자, 여자 모두 어깨에 14.4%, 17.6%로 나타났으며, 신

축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에서는 남자는 기타 1.6%, 여자는 목이 4.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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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남녀별 하의소재 신축필요

 
성별

전체 χ²
남자 여자

하의

소재

신축

배 6(3.2) 14(7.4) 20(10.6)

13.140*

무릅 20(10.6) 7(3.7) 27(14.4)

허리 18(9.6) 22(11.7) 40(21.3)

엉덩이 25(13.3) 17(9.0) 42(22.3)

허벅지 16(8.5) 19(10.1) 35(18.6)

기타 9(4.8) 15(8.0) 24(12.8)

전체 94(50.0) 94(50.0) 188(100)

남녀별 하의소재 신축 필요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높은 품

목으로 남자는 엉덩이가 13.3%, 여자는 허리가 11.7%로 긍정적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는 남자는 배가 3.7%, 여자는 무릎이 3.2%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상의 본 연구 결과에서 중학생들이 교복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심미적 관점보

다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 소재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동기에서 나타났듯이 허리 

라인과 몸에 꼭 맞는 실루엣인 핏 감 등도 고려하는 것을 볼 때 심미적인 부분도 연결 지어 선

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입 후에도 핏 감을 더 살리기 위해 수선부분에 신경을 쓰는 것도 활

동성과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며, 따라서 신축성이 편한 소재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활동이 많아 신진대사와 활발한 세대이므로 활동에 기인한 땀 흡수 등 흡수성

이 좋고 세탁이 용이한 원단인 면을 교복 소재로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복 관련 종사자들은 각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이미지와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반

영 할 수 있는 교복 아이템과 소재,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개성과 건강을 추구 해줄 수 

있도록 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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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갑피 원단 용도의 TPU가 코팅된 폴리에스터사 제조에 
관한 연구

최근 스포츠 용품 제조사에서는 러닝화를 비롯한 골프화, 농구화, 축구화 등 새로운 기능성을 

갖춘 운동화 신제품을 출시해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출시되

는 운동화 제품은 주로 갑피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갑피는 스포츠 활동을 위한 물리

적 성능과 기능성, 착용성, 심미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발 소재 중에서도 핵심

적인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운동화 갑피에 TPU 코팅사를 적용하여 설계한 일체형의 원단을 적용

하면 재단시 올이 풀리지 않아 작업성이 뛰어나고, TPU 수지의 열적 특성으로 인하여 창(sole)과

의 접착시 접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화 갑피에 적용할 목적으로 폴리에스

터 원사를 심사(core yarn)로 하고, TPU(Thermoplastic Polyurethane) 수지를 코팅한 폴리에스터 

TPU 코팅사를 제조하여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폴리에스터 원사는 염색을 하지 않고 사용하

였으며, TPU 수지에는 안료를 첨가하여 마스터 배치를 제조한 뒤 코팅재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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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ㆍ김수철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고강도 사출형 CFRP 펠릿을 적용한 차세대 Scaffolding Plank 
제조 연구

1. Introduction

플라스틱은 중량에 대한 강도비가 다른 구조재료 보다 높은 편이며 부식에 대한 저항력이 우

수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플라스틱은 강재, 알루미늄, 콘크리트 등의 기존 구조용 재료의 대체

용으로 건설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의 강도 및 탄성계수는 매우 낮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재래의 구조

용 부재로 사용할 때는 변형이 구조물의 한계 값보다 더 크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Glass, Silica, Carbon, Graphite, Aramid, Boron 등과 같은 섬유로 플라

스틱의 매트릭스를 보강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

서는 모재용 Resin과 강화용 섬유 종류가 사출성형을 통하여 제조된 섬유강화플라스틱의 기계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 Experimental

본 실험에서 사용된 섬유강화플라스틱 재료로 고분자 매트릭스는 PC수지, PP수지, PPS수지, 

PBT수지, PA66수지이고 강화재는 Chopped carbon fiber, Chopped glass fiber이다. 각 매트릭스

와 강화재를 혼합 후 사출기를 사용하여 Fig 1.과 같이 가소화 단계, 충전 단계, 보압 단계, 냉각 

단계, 취출 단계를 거쳐 3mm의 두께로 성형한 섬유강화플라스틱을 제조하였다. 사출 제작된 섬

유강화플라스틱 시편들은 구조용 재료인 알루미늄, 강재와의 기계적 강도 비교 점검을 위하여 충

격강도, 인장강신도 및 굴곡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1> Injection molding process for making 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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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

<Fig 2>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of fiber reinforced plastics with different resins

<Fig. 3> Tensile strength of the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aluminums and 

steels with different thickness

<Fig. 4> Tensile strength of the fiber reinforced plastics with different type of composites

4. Conclusion

PA66과 Chopped carbon fiber를 사용하여 사출 성형 하였을 경우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보다 

우수한 인장강도와 굴곡강도를 보였으며 구조용 알루미늄, 스틸과 기계적 강도 비교 시 단위면적

당 무게가 유사할 경우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이 더 우수한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섬유강화플라스틱은 기존 건설 산업 분야의 구조용 강재, 비철금속류

를 대체할 수 있는 Scaffolding Plank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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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PTT Chip을 이용한 침낭 충전재 제조 연구

1. Introduction

본 개발과제는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중 필수아이템인 침낭 충전재로써 현재 군에서 사용 중인 

충전재는 민수 제품에 비해 보온성, 기능성 및 경량성 등과 같은 성능적인 부분과 단가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민수제품은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한 잠자리를 요구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수면환경 개

선 제품에 대하여 세계적 수준인 국내 섬유소재 기술을 활용한 차별화된 침장제품의 상용화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 및 친환경에 대한 니즈 증가에 따른 친환경 윤리적 소비 인식의 확산에 따

라 천연 다운(Down)소재를 대체한 고기능 충전재를 개발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보온성을 확보한 

침장을 개발하고 또한 중공소재를 사용한 침장소재 개발로 보온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구현하고자 

하며, 기능성(난연, 탈취 항균 등) 개선을 통한 다운대체 침장 충전재를 개발하고자 한다.

2. Experimental

본 연구에서 기능성(난연, 항균 등) Master batch 기술 확립하고, 중공형 PTT/PET Conjugate

사를 활용한 fiber 충전재 개발하여 보온성과 경량 성능 등을 확보하여 최종 용도전개에 적합한 

수면환경이 개선된 침장류 제품화 기술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림 1> 침낭 충전재 개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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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ult & Discussion

1) 기능성 PTT M/B 개발을 위한 소재 선정 연구

본 연구에 적용된 제조된 시편(3종)의 압출 흐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90℃에서 0.1~1,000 

Shear rate(1/s)의 조건하에서 Viscosity Mold Tester를 통하여 점도를 측정하였다.

<그림 2> Shear rate에 따른 점도 측정 결과

2) 기능성 입자 FT-IR, ICP를 통한 함량 검토

Polymer chip 종류가 적외선 분광분석 그래프의 투과 값의 차이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PET 또는 PTT으로 제조된 기능성 M/B chip 샘플의 분광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 FT-IR 분석 결과

<그림 4> ICP 분석 결과

3) 기능성 M/B chip의 Zeolite 입자 거동 확인 

우수한 보온성과 항균, 탈취, 난연 성능을 지닌 경량성 침낭 충전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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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 M/B chip 내 Zeolite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첨가되어 단위면적당 입자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PET or PTT + Zeolite M/B chip 제조를 얻은 샘플을 전자주사현미경(SEM) 촬영을 통해 표면 

관측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림 5> 기능성 PET M/B chip의 EDX 정량분석 스펙트럼 및 Zeolite 입자

<그림 6> 기능성 PTT M/B chip의 EDX 정량분석 스펙트럼 및 Zeolite 입자

4. Conclusion

Shear rate에 따른 점도 측정 결과>와 같이 제조된 시편(3종)의 점도 측정 결과 5190 AP < 

5485 AP < 6185 AP 순으로 동일전단영역에서 고점도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T-IR 분광분석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00   이하의 파장 영역에서 Si-O, Si-O-Si, 

Al-O-Si 등의 결합이 관측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M/B chip 내에 Zeolite 무기입자가 잘 첨

가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적외선 분광분석 외 추가적으로 정확한 Zeolite 함량 분석을 위해 PET+Zeolite MB chip 및 

PTT+Zeolite MB chip을 유도 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ICP)을 통해 결과를 확인 하였다.

EDX 정량분석 시 얻는 스펙트럼을 통해 기능성 M/B chip 내 Al, Si 의 존재를 확인하여 

Zeolite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 

Hunger, m., Naumann, S,SCHIMANZ, b., Bottcher, p., Nonwovens for the interior of cars with recycling potential in accordance 

to Regulation on disposal od used cars, lecture Techtextil 2003, frankfurt/main 



185연구논문 발표(포스터) _____

김연주ㆍ김민재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저급 폐플라스틱 PET Chip/Virgin PET chip의 비교 분석 연구:

저급 폐플라스틱 PET Chip 및 Virgin PET chip의 점탄성 거동 
비교

1. 서론 

플라스틱 사용량(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폐기량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며 소각, 매립 등의 방법

으로 처리됨에 따라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 다양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친환경 소재 기술,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나 각각은 기술난이도, 

가격경쟁력, 제품 품질 특성이 모두 다르며, 필요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물리적 리사이클 기술이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제조된 리사이클 PET 

chip과 virgin PET chip 간 특성 차이에 대한 명확한 비교 데이터나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

한 분석ㆍ피드백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data base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리사이클에 의해 제조된 PET chip(R-PET)과 Virgin PET chip 

(V-PET)의 점탄성, 열적 특성 비교ㆍ분석과 피드백을 통하여 R-PET chip의 순도, 물성 향상을 위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적용소재

본 연구에 적용된 Virgin PET 및 리사이클 PET chip 소재 spec.은 아래 표1과 같다. 

구분 제조사 I.V(dl/g) Tm (℃) 수분율 (%) 비고 

Virgin PET H社(韓) 0.74 252.03 1.4 -

리사이클 PET D社(韓) 0.67 ~250 0.1 단일

<표 1> Virgin 및 리사이클 PET 수지 spec

2) 열적 거동 분석

Virgin PET chip 대비 리사이클 PET chip의 흐름성이 더욱 우수하였으며 융점(Tm)은 더 낮고 

유리전이온도(Tg)는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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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FI (g/10min) Tg (℃) Tm (℃)

Virgin PET 20 83 255

리사이클 PET 26 85 251

<표 2> Virgin 및 리사이클 PET DSC 및 MFI 측정 결과 

3) 점탄성 거동 분석 

Rotational rheometer를 이용한 점탄성 거동 측정 결과는 아래 표3과 같으며, 리사이클 PET 

chip과 virgin PET chip 모두 shear rete 증가에 따라 점도가 감소하는 shear thinning 거동을 나

타내고 리사이클 PET chip에서 점도가 더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구분 측정온도 
Viscosity 

(Paㆍs)

Shear rate (s-1)

0.1s-1 1s-1 10s-1 100s-1

Virgin PET 
260℃

1,371 1,369 1,392 287

리사이클 PET 978 993 989 273

<표 3> Virgin 및 리사이클 PET 수지의 점탄성 거동 

 

4) 시방사(방류) 테스트

Twin screw type의 소형 압출기를 통한 virgin 및 리사이클 PET chip 시방사(방류) 테스트 시

행 결과 흐름성은 모두 양호하였고 extruder zone 용융조건은 아래 표4와 같다. 

구분 
Extruder Zone

비고 
Zone 1 Zone 2 Zone Zone 4

Virgin PET 286℃ 290℃ 290℃ 288℃ 흐름성 양호

리사이클 PET 282℃ 287℃ 287℃ 285℃ 흐름성 양호

<표 4> Virgin 및 리사이클 PET 수지의 용융조건 

5) 원사 단면 확인 

방류 테스트로 제조된 virgin 및 리사이클 PET 원사의 단면 측정 사진이다. 

<그림 1> Virgin PET 원사 

      

<그림 2> 리사이클 PET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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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리사이클 PET chip 분석 결과 virgin PET chip 대비 낮은 융점을 가지며, 동일 온도 조건에서 

낮은 점도와 더 우수한 흐름성을 나타냄에 따라 방사온도는 virgin PET chip 대비 2~3℃가량 낮

은 조건으로 설정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추후 다양한 조건별로 제조된 리사이클 PET chip의 특성 분석과 이를 고려한 방사조건 설계 

연구를 통하여 확립된 결과에 대한 DB 구축과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A. Elamri, K. Abid1, O. Harzallah, A. Lallam (2015). Characterization of Recycled/ Virgin PET Polymers and their Composites. 

American Journal of Nano Research and Application. Tunisia.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환경부가 지원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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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ㆍ김수철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해상 부유 구조물용 신장률 250% 이상의 탄성로프 제조 연구

1. Introduction

기존에 부유 해양구조물을 바다에서 고정시키기 위하여 수심의 2배 이상의 길이를 사용함에 

따라, 잉여 계류로프는 해저바닥에서 유동하게 되어 해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해저 바닥과 잦은 

접촉으로 인해 마모로 손상되어 태풍 등 자연재해에서 부유구조물과 양식어장 등의 유실 등 잦은 

피해 발생과 유동으로 부유물의 정확한 위치파악이 어려워 안전사고 우려 된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슈퍼섬유와 탄성고무를 이용하여 연신율과 인장강도가 좋은 

탄성계류로프를 개발하여, 안전한 바다환경 조성과 선착장, 항로표지, 선박, 어장 등에서 계류로프

로 사용하고 기타 육상의 다양한 산업체에서도 활용토록 개발 하고자 한다.

2. Experimental

본 연구에서 먼저 탄성고무 압출하고 Braid 직기를 활용하여 슈퍼섬유(아라미드섬유, 초고분자

량폴리에틸렌섬유 등)를 결합하여 고강도 및 250% 이상의 신장률를 가지는, 부유(浮游) 해양구조

물과 구조물을 연결하는 탄성 로프 개발하고자 한다.

<그림 1> 개발 제품 개념도

3. Result & Discussion

1) 탄성계류로프 Core부용 슈퍼섬유 소재 선정 연구

본 연구에 적용된 슈퍼섬유 물성비교표는 아래 표1.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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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000De UHMWPE / p-Aramid 물성 비교분석표

Tensile Strength(Gpa) Tensile Modulus(Gpa) Elongation at break(%)

UHMWPE 3.6 70.5 3.6

p-Aramid 2.7 103 3~4

2) 슈퍼섬유(Aramid, UHMWPE)의 저연연사 TM별 물성 측정

<그림 2> p-Aramid 1500/1000De TM별 

인장강도 Data

<그림 3> UHMWPE 1500, 1000De TM별 

인장강도 Data

3) Core(중심부) 탄성 고무 개발

탄성고무 압출조건 연구 아래 표2. 같다.

구분 
Extruding Size Extruder Zone

흐름성
외경 내경 Cylinder  Head 

CR계 탄성고무 27, 35∅ 20 ∅ 65℃ 85℃ 양호

<표 2> 탄성고무 압출조건 표

  

<그림 3> 탄성고무 압출 공정 

4. Conclusion

탄성계류로프 Core부용 슈퍼섬유 소재 선정 연구에서는 1,000De 기준 UHMWPE, p-Aramid 

기계적 강도 비교 시 1,000De UHMWPE 3.6 Gpa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UHMWPE, p-Aramid 

1500/1000De 산업용저연연사기를 이용하여 연사 한 결과 100TPM일때 인장강도의 결과치가(24.8, 

23.6 g/d)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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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UHMWPE 섬유 적용한 탄성로프 개발이 가장 적합할것으로 판단 되었

고, 탄성로프는 기존 해상 부유물 고정로프 중 비철금속류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발 가능하다고 사

료된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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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ance to Regulation on disposal od used cars. lecture Techtex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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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기*ㆍ오상엽
한국섬유개발연구원*ㆍ삼일방(주)

군용 피복 직물 소재의 난연성과 위장성 발현에 관한 연구

1. 서론1)

군에서 사용하는 직물은 전투복 등의 피복류로 사용되는 것이 많으며, 그 외에도 침낭류, 담

요류, 이불류, 천막, 덮개류, 낙하산류, 행글라이더류 등이 있다. 이들 소재들에는 각각의 군사요

구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위장성, 난연성, 고강도 등의 기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투복에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위장성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으며, 위장 중에서도 주간위장

을 위한 디지털무늬, 야간위장을 위한 근적외선(NIR) 위장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피복류에 

대한 난연성 요구도 많아지고 있었는데, 전차, 항공기 등의 조종사들과 승무원들의 기내 화재 발

생시 보호를 위한 난연소재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난연성과 위장성은 상충되는 성능이 있는데, 이는 난연성 소재로 많이 쓰이는 m-Aramid의 경

우 강도는 좋으나 대부분이 염색성이 낮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염색이 좋은 난연 소재인 

FR-rayon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난연성은 좋으나 강도 면에서는 m-Aramid에 비해 낮은 성능

을 보인다. 이들 두 소재의 장점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방적사 제조시 일정비율로 혼방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혼방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염색성과 강도가 좌우된다.

본 연구에서는 혼방비율에 따른 위장성과 난연성, 강도에 대한 성능 변화에 대해서 방적사와 

직물에 대한 시생산 및 시험으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혼방 비율에 따른 방적사의 

물성변화를 분석하였고, 군사요구도의 강도, 난연성, 위장성을 달성할 수 있는 직물 제조 조건을 

확보하고자 연구하였다.

2. 연구방법

시료는 FR-rayon, m-Aramid 혼방 방적사를 적용하였으며, FR-rayon 50%, 95%, 90%의 방적사

를 제조한 후 강도를 측정하여 직물의 강도를 예측하였으며, 50%의 방적사로 직물 립스탑, 트윌, 

트윌립 3종을 제조하여 날염공정까지 진행 후 물성을 측정하였다.

3. 결론

시생산 소재들은 난연성 피복류인 항공피복류의 군사요구도를 기준목표로 비교분석하였는데, 

인장강도는 Twill-Rip stop이 Rip stop에 비해서 50N 향상되었으며, 인열강도도 15N 향상되었다. 

본 연구는 민군기술개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으로 지원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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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성은 수직법으로 소재 test를 진행하였으며, 탄화거리가 10cm 이하, 잔진시간은 0초로 측정되

었으며, 이는 국내 난연성 소재에 대한 군사요구도 및 소방청의 탄화거리 20cm 보다는 10cm 더 

만족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위장성에 있어서는 UV-VIS-NIR 측정장비를 활용한 적외선반사율측정 

결과 육군 디지털5도색에 대한 NIR 반사율 규정 중 일부 색상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얻었다. 향

후 NIR 반사율에 대한 분석은 추가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강도, 난연성 등의 군

사요구도에 대한 물성은 추가로 분석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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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ㆍ문홍권*
한국패션산업연구원ㆍ(주)용산*

시트 커버링 디자인 패턴 및 체결구조개발에 따른 무봉제 
자동차시트에 관한 연구

1. 서론

국내 자동차시트의 커버링 등 봉제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업계의 경우 봉제 인력의 고

령화에 따른 숙련도 저하 및 신규 인력의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량 생산 품목은 해외의 인

건비가 싼 지역으로 생산지 이전이 이뤄지게 되었다. 하지만 자동차 시트산업은 시장의 규모 확

대와 전후방산업과의 연관성 그리고 고부가가치화 및 감성 시트 제품의 수요가 늘어난 현재는 국

내 생산이 필요한 산업으로 기존 생산기반을 탈피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 시트의 커버 생산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동차 시트커버 생산은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봉제공정에서의 공정

단축 및 효율적인 설계과정이 필요하여 종래 차량 내장재용 커버링의 제작성의 어려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시트커버 형상에 맞추어 재단된 각 패턴(조각)을 봉제가 아닌 핫멜트와 디

자인 구조를 이용하여 결합하는 것으로 봉제 공정을 적용하지 않는 시트커버를 적용할 수 있는 

자동차 시트 구조 디자인에 대한 연구이다.

 

2. 연구방법

현, 자동차시트 커버 생산공정인 봉제로 인한 공정이 아니라 두 원단 조각의 서로 연결되는 

부분에는 패턴의 끝 쪽 부위의 결합으로 인한 체결 구조로 설계로도 디자인 부여 및 봉제와 같

은 효과로 도출할 수 있게 하였다.

구분 종전 시트 커버 봉제 체결방식 패턴 끝부위 체결방식

정면

기존의 방식으로 커버링 제작을 위해 봉제를 통해 

결합될 두 원단 조각을 인접하게 배치한 평면도

커버링 제작을 위해 결합될 두 원단 조각을 서로 

인접하게 배치한 형태를 나타내는 평면도

단면

 

두 원단 조각을 재봉으로 결합시킨 상태에서의 

결합부위를 개념적 단면도

커버링에서 두 원단 조각이 표면의 이음매 커버 및 

이면의 고정원단에 함께 부착되어 결합된 상태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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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매 커버를 두 원단 조각의 양 측면에 체결하는 것으로 결합안정성을 높였으며, 패턴의 형

태에 따라 디자인 부여 및 접합강도를 높여, 디자인 설계형태에 따라 접합강도를 테스트하였다.

 

 두 패턴끝부문 이음 체결에 따른 결합 개념도 

두 원단 조각표면에 혹은 이음매 커버 이면에 두께 방향으로 정렬시킨 뒤 두께 방향으로 상호 접근시켜 결합체결

두 개의 패턴 끝부위를 밀착시켜 결합시키고 체결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접착제 도포 대신에 양면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

 

이음매 커버를 두 원단 조각의 양 측면에 체결하는 것으로 결합안정성을 높였으며, 패턴의 형

태는 패턴의 끝부문 체결의 Shape와 체결구조[세로, 가로]의 너비에 따라 [3×3] 9가지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레이저커팅 및 체결구고 후 핫멜트 접착을 통해 접합하여 접합강도를 테스트하였고, 접

합강도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패턴 끝 부문 디자인에 따른 접합강도

레이저 재단

TYPE 1 (강도 : 48N) TYPE 2 (강도 : 92N) TYPE 3 (강도 : 57N)

TYPE 4 (강도 : 61N) TYPE 5 (강도 : 42N) TYPE 6 (강도 : 85N)

TYPE 7 (강도 : 98N) TYPE 8 (강도 : 68N) TYPE 9 (강도 : 66N)

3. 결과 및 고찰

패턴의 끝부문 체결의 형태와 체결구조[세로, 가로]의 너비에 따라 체결구조의 shape가 각이 

질수록 너비가자인과 너비를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 표면 처리 및 핫멜트 공정연구, 커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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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부의 패턴 체결력 강화 및 셋팅 후 유동 문제 해결을 위한 O/LAP 구조 패턴개발로 결합강도

를 높일 수 있는 후속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차량 내장재용 커버링의 품질 균일화와 제작상의 기계화가 좀 더 용이하

게 이루어질 수 있고, 제조 효율을 높이고, 인력 저감 및 전반적 제조비용 감소를 이룰 수 있으

며, 종래의 봉제 공정에 사용되던 봉제사 등 부자재를 없앨 수 있고, 선형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결합부 길이가 증가하여도 생산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생산 시

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감사의 글: 본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친환경 발포 미소구와 경량 Air cell 기술 기반 PU원단 

적용 무봉제 입체 시트 개발”(과제번호 : 10070138)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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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ㆍ김성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착좌로 인한 자동차시트 체표면 변형감지를 통한 자동차시트 
소재 및 패턴설계에 관한 연구

1. 서론2)

자동차 시트 표면은 운전자의 착좌시 운전자의 체압으로 인해 자동차 시트 표면 두께나 체표

면이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운전자의 착좌로 인한 자동차 시트 소재의 눌림, 밀림으로 인해 

봉제 터짐 등의 봉제사고가 발생한다. 이에 자동차시트에 운전자 착좌에 따라 가해지는 체압으로 

체표면 변화를 감지하여 자동차 시트의 소재 적용 및 패턴개발에 적용한다면 향후 자동차시트의 

봉제사고를 대비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인체 체압과 섬유 체표면의 변형을 감지하기 위한 측정 및 검증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인체 

체압감지 부위 세부측정을 위한 모듈형 정전용량 센서[최소 10개부위 : 개별구동]와 자동차시트 

체표면 변화측정을 위해 모듈형으로 적용하여 Strain 센서[6개부위]를 적용하여 검증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이에 운전자 착좌시 예상동작(하체)인 무릎 (측면 : 굽힘정도, 위→아래 : 벌림정도) 변화

(총 6동작)을 피험자 18명을 대상으로 착좌시 자동차 시트 체표면 변화값을 측정하였다.

<사진 1> 개발한 자동차시트 센서 

    

<그림 1> 변화값 측정 소프트웨어 

본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친환경 발포 미소구와 경량 Air cell 기술 기반 PU원단 적용 무봉

제 입체 시트 개발”(과제번호 : 10070138)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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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하체자세 실험현황 no 하체자세 실험현황

가 라

측면 위→아래 측면 위→아래

나 마

측면 위→아래 측면 위→아래

다 바

측면 위→아래 측면 위→아래 

<그림 2> 운전자 착좌시 대표동작_피험자동작

3. 결과 및 고찰

피험자별 (18명)에 대해 운전자 착좌시 6개의 동작에 대한 센서별 (16개) 측정시간별 raw da-

ta에서 1,728 데이터 중 평균값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센서별/동작별 피험자 측정 평균값 현황

구분
정전용량센서 스트레인센서

평균값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가동작 0.33 0.29 0.25 0.38 0.25 0.38 0.35 0.29 0.52 0.48 0.14 0.21 0.38 0.11 0.23 0.25 0.30 

나동작 0.36 0.35 0.30 1.02 0.53 1.21 0.26 0.20 4.90 6.16 0.94 2.40 4.52 0.54 1.78 2.85 1.77 

다동작 0.60 2.62 1.59 3.86 1.18 3.66 0.60 2.86 4.26 6.04 0.89 6.35 14.89 0.73 7.71 12.01 4.37 

라동작 0.97 4.17 1.94 4.62 1.70 3.79 1.37 4.46 0.77 1.76 0.93 6.32 15.51 0.97 9.01 13.61 4.49 

마동작 1.21 3.69 1.97 3.69 0.66 1.39 0.46 0.65 1.57 3.47 1.12 7.05 13.43 0.78 2.98 4.66 3.05 

바동작 2.13 4.40 1.82 2.95 0.39 1.09 0.29 0.32 3.66 5.29 1.42 9.80 15.07 1.08 3.00 3.75 3.53 

평균값 0.93 2.59 1.31 2.75 0.78 1.92 0.56 1.46 2.61 3.87 0.90 5.36 10.63 0.70 4.12 6.19 

피험자 동작의 경우는 라동작(변화 평균값 4.49) 〉다동작(4.37) 〉바동작 (3.53) 〉마동작

(3.05) 〉나동작(1.77)으로 하체의 동작변화에 따라 자동차 시트 체표면 변화값이 차이가 나며 라 

동작(무릎을 오무려서 굽힌 상태)가 가장 자동차 시트 체표면 변화가 큼을 알수 있었다.

정전용량센서 변화값을 측정한 결과 10번 〉4번 〉9번 〉2번 〉6번 〉8번 〉3번 〉 1번 〉 5

번 〉 7번순으로 시트중 착좌시 다리 근처에 있는 부위의 변화값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운전자가 자동차 시트 착좌시 무릎을 오무려서 굽힌 상태에서의 동작에서 10번 부위에 

착좌로 인한 체압에 대해 대한 변화가 제일 크므로 이를 감안한 자동차 시트 소재 선정 및 패턴

&봉제설계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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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extile-type Strain Sensor for Body Size 

Measurement Using Multi-Walled Carbon Nanotube 
Composite

1. Introduction

Even though the clothes are displayed in the same size, each person will feel the siz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brand. For consumers who want to purchase clothing through 

online shopping, the inconsistency in size, that is, the instability is the biggest cause of shop-

ping hesitation. In addition to this, the possibility of returns is increasing, which leads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logistics costs for the seller. Therefore, accurately measuring a consum-

er's body size is one of the most obvious ways to solve this problem. For this purpose, a 

body size measurement technique using a 3D scanner has been developed, but it has a dis-

advantage in that it is very low in utilization due to problems such as the size and complex-

ity of equipment as well as expenses. In this study, textile - based strain sensor composed 

of multi - walled carbon nanotubes (MWCNT) was fabricated by screen printing technique to 

measure individual body size very simply and quickly, 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is 

sensor were analyzed. The basic principle is to accurately measure individual body size by 

monitoring the resistance value according to the linear displacement of the textile type com-

posite sensor. 

2. Experiments

To fabricate MWCNT coated strain sensor, MWCNT paste was prepared and screen 

printed. A polyurethane adhesive film (Sealon 3095: 150 micrmeter) was bonded to the elas-

tic band as a buffer layer. Then, MWCNT paste was coated on polyurethane adhesive film 

by screen printing method as shown in figure 1. The coated MWCNT paste was thermally 

cured using an infrared conveyor drier (Fig. 2). The final sensor is 120 mm long and 20 

mm wide and has a U-shaped structure with two electrodes spaced 5 mm apart with a 

width of 7.5 mm within a width of 20 mm. To protect the prepared MCNT layer, the poly-

urethane adhesive film was reattached and the electrode terminal was formed into an ey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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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WCNT screen printing           (b) Infrared conveyor dryer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MWCNT-coated strain sensor 

       

 (a) back side view (eyelet)               (b) U-shaped structure of sensor

<Fig. 2> Front and rear view of fabricated displacement sensor 

In order to measure the sensitivity of the sensor, the sample was fixed on a bending test 

machine as shown in the figure 3, and the length was increased by 3.0 mm and then held 

for 2 minutes. 

 

<Fig. 3> Resistance change while increasing the length of the sensor by 3.0 mm

The resistance change was measured by a current-resistance meter (Keithley 2400). The 

measurement conditions are as follows. The resistance change was measured by fixing only 

the printed portion of the MWCNT, not the entire sensor fabric, and the maximum length 

was measured until the maximum length (L0 = 120 mm) was changed by 15% (ΔLmax = 18 

mm). The average value was obtained as data after three measurements in the sam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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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nsor durability measurement

In order to check the durability of the sensor, the electrical resistance change of the com-

posite sensor was measured by repeated stretching 500 times using a bending test machine 

as shown in the figure 4. In this case, the measurement conditions were set to 20% of the 

initial length of the sensor (ΔL = 24 mm) and the elongation speed was 10 mm / s. 

<Fig. 5> Resistance variation and sensitivity with strain

Assuming that the sensor was actually applied to the garment, to measure the sensitivity, 

the end of the entire sensor printed with the MWCNT was fixed so that the maximum length 

was 220 mm, the length was 18 mm, and the length was maintained for 2 minutes as 

shown in figure 5. Thereafter, the change of the resistance value was measured. A total of 

three measurements were repeated to obtain average data. Assuming that the sensor is ac-

tually applied to the garment, the end of the entire sensor printed with the MWCNT is fixed 

to measure the durability, so that the maximum length is 220 mm. Thereafter, 44 mm was 

stretched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at a moving speed of 10 mm / s. The stretching and 

shrinkage were repeated 500 tim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the change of the resist-

ance value was measured.

3. Results

The resistance of the sensor part (120 mm length) consisting only of MWCNT was found 

to vary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the resistance value slightly according to the repetition 

frequency with respect to 15% elongation. This means that measurement error may occur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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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petitive measurement of body size, and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solve this problem. 

Nevertheless, as the amount of strain increased, the change in resistance showed a simple 

linear change behavior, which was the same for all three measurements. The resistance val-

ues according to the length of the sensor, the resistance valu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deformation of the sensor, and the changes in the sensitivity are shown in Table 1.

Table 1 Resistance and sensitivity variation according to the length of the sensor and the 

number of deformation of the sensor

4. Conclusion

1. Sensitivity of MWCNT coated part was higher than sensitivity of whole sensor fiber in-

cluding MWCNT.

2. The elongation of the printed MWCNT is lower than that of the pure fiber. Therefore, 

the thickness of the MWCNT to be printed should be made as thin as possible so that 

its elongation is as close as possible to the elongation of the pure fibers.

3. In order to maximize the reproducibility of the change of the resistance value accord-

ing to the repeated body size measurement, it is necessary to optimize the MWCNT 

paste manufacturing process and to maximize the contact strength between the MWCNT 

after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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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희ㆍ류동일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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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Dietzia sp.(KDB1), Nesterenkonia sp.(KDB 2-4) 박테리아 

균주를 이용한 인디고 환원:
pH, ORP, K/S에 의한 환원력 평가

통상적으로 인디고 염색은 불용성 염료를 환원과정을 거쳐 직물에 염착시키고 이를 다시 비수

용성 형태로 바꾸는 산화과정에 의해 완성된다. 대표적인 환원제로 사용되는 Na2S2O4는 강한 환

원력을 지니는 반면 Na2SO4, SO3
2-, S2O3

2-등과 같은 독성물질을 유발하여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유발한다[1]. 최근 친환경적인 인디고 환원으로 환원당, 전기촉매, 미생물 등을 활용한 연

구들이 행해지고 있으나 실용적인 공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낮은 재현성과 느린 환원시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미생물을 이용한 인디고 환원은 주요 매개변수에 따른 최적 환원조

건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2,3].3)

우리는 이 연구에서 전통적인 쪽 발효액에서 선별한 4가지 균주 Dietzia sp.(KDB1), Nesterenkonia 

sp.(KDB 2-4)를 인디고 염색공정에 적용하는 조건을 찾기 위해 균주의 종류 및 농도, 인디고 색

소의 농도에 따른 환원력을 조사하였다. 환원력 평가를 위하여 염욕의 pH, 산화/환원 전위(ORP)

와 함께 마섬유에 대한 color yield(K/S값)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모든 균주는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 염욕의 pH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염색은 2일차부터 개시되어 4일차에 K/S가 모두 5이상

인 최대 염착량을 보였다. 균주 첨가량은 1/1(v/v) 조건에서 pH 감소 속도가 느리면서도 -600mV 

이하의 ORP를 갖는 조건에서 K/S값이 6이상인 환원 유지력을 보였다. 또한 인디고 농도에 따른 

환원력과 pH의 상관성을 비교하였을 때 pH 9.5-10.0 수준에서 환원력이 효과적으로 유지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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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 분석을 통한 라이프 재킷 기술 개발 동향 

라이프 재킷은 해양과 해안, 그리고 연안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 착용자의 안전과 신속한 구

조 활동을 위해 항시 착용해야하는 의복으로 꾸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는 국내특허분석을 통해 라이프 재킷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국내특허 검색을 위해 키프리스 사이트를 사용하여 검색하였고 특허검색범위는 최초 특

허출원년도를 기준으로 1971년부터 2018년까지로 하였다. 특허키워드는 구명조끼, 구명복, 구명동

의, 부력복, 라이프 재킷, life jacket으로 검색하였으며, 검색된 자료 중에서 익수 구명복에 해당

하는 205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의복형태는 조끼형이 가장 많았으며, 재킷형, 상ㆍ하의 분리

형, 상ㆍ하의 일체형 순으로 나타났다. 라이프 재킷 기능별 개발동향을 살펴보면 부력기능, 체온

유지기능, 위기 감지기능,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특허가 출원되고 있었다. 라이프 재킷의 기본 기

능인 부력기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체식 부력재를 사용하거나 팽창식 부력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중 고체식 부력재로는 대부분 폴리에틸렌 발포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고 팽창식은 공기

를 주입하는 방식에 있어서 착용자가 직접 작동을 하는 수동 팽창식과 위기상황에서 수분이나 압

력 등의 감지를 통해 CO₂카트리지가 자동으로 작동됨으로서 공기가 주입되는 자동 팽창식이 있

었다. 체온유지기능을 위해서는 단열과 발열을 하는 방법이 있다. 단열을 위해서 방수기능과 보

온기능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해수와의 접촉부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인체에 밀착되는 

디자인과 상ㆍ하의 일체형 의복형태로 개발되고 있었다. 발열을 위해서는 외부충격 또는 유입된 

물과의 화학반응으로 열을 발산하는 물질을 통해 발열이 되는 것과 전기를 공급하여 열선을 발열 

하는 방법이 있었다. 위기 감지기능은 라이프 재킷에 내장된 다양한 센서를 통하여 익수상황 및 

위급상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부력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지된 정보를 통해 구조요청을 

위한 조난신호는 가시적으로 알리는 방법과 무선통신을 통해 알리는 방법이 있었다. 가시적인 방

법으로는 광섬유를 사용하거나 발광장치의 LED 불빛 등으로 빛을 방출하여 조난자의 위치를 쉽

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선통신을 통해 조난자에 대한 GPS정보를 송수신하는 기술이 출원

되고 있었다. 라이프 재킷 특허동향을 살펴본 결과 착용성 및 활동성이 보장되고 생명유지를 위

한 부력 및 단열 기능과 사고인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고

기능성 라이프 재킷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4)

이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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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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아ㆍ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발열자켓의 발열부위 온도 변화 연구

1. 서론5)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발열직물이 포함된 자켓을 착용하여 환경온도 10±0.5°C에서 발열체의 

의복내 기후변화와 발열 균일성을 확인하여 의복의 기후를 조절하기 위한 제품을 설계하기 위한 

것이다. 

2. 연구방법

발열소재는 Silver Plated knitted fabric로 무게 62g/m2±10%, 두께 0.26mm±10%의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Table 1], 구성된 크기가 250mm*350mm인 발열패드와 2500mA 용량의 배터리가 일

체화된 자켓을 이용하며, 일정 환경에서 발열부위의 피험자의 피부 온도와 의복 내 온도를 측정

한다. 피험자 3인을 통해 온도 측정을 진행하며 측정 위치는 상의 발열 자켓 등 부위를 고려하여 

상체 5점으로 선정하였다. 측정 부위는 온도 분석을 위해 Skin temp. & humidity logger 1 

channel~5 channel을 이용한다[Table 2]. 실온 환경(23±0.5°C, 50±10%)에서 5분 동안의 피부온도 

및 의복 내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추운 환경(10±0.5°C)에서 20분 동안의 피부온도 및 의복 내 온

도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피부 온도는 상체의 등의 발열부위 2곳(1ch, 2ch)과 상체의 가슴

부위 1곳(5ch)을 측정하였으며, 의복 내 온도는 상체의 등의 발열부위 2곳(3ch, 4ch)에서 측정하

였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heat-fabric

composition(%) method
total

thickness(mm)
weight(g/m2)

surface

resistance(Ohms/sec)

polyamide 100 knitted 0.26(±10%) 62(±10%) <0.6

<Table 2> Skin and clothing temperature measurement location and channel

Skin temperature Clothing temperature Skin temperature

1ch 2ch 3ch 4ch 5ch

location Upper body(back) Upper body(back) Upper body(back) Upper body(back) Upper body(front)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IT기술과 패션기능이 접목된 사용자 보호 및 유해인자 감지용 전자

직물 기술 개발” 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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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발열부위의 피부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피험자 1~3에서 공통적으로 1ch보다 2ch의 온도가 약 

1°C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복 내의 온도와 비교하였을 경우 의복에서의 발열 온도는 발열부

위에서 비슷하나, 피부에 전파되는 온도는 발열부위의 상단(1ch)과 하단(2ch)에서 약 1°C 정도 차

이가 난다. 또한 앞 상체 부위(5ch)의 피부온도 변화를 5분 단위로 보면, 피험자 1~3에서 공통적

으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체의 가슴부위(5ch)의 경우 체온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발열부위의 의복 내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피험자 1~3에서 공통적으로 3ch과 4ch의 온도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의복 내 온도가 발열패드에서 발열이 진행되는 동안 고르

게 분포가 됨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피험자 1~3의 시간에 따른 피부온도 와 의복 내 온도의 평균값을 나타내며, 

1ch부터 5ch까지의 온도변화를 볼 수 있다[Figure 1]. 

<Fig. 1> Average value of Skin and clothing temperature change

 

4. 결론

본 연구는 개발제품인 발열자켓의 발열부위에 따른 온도 변화 분석과 온도 변화에 발열체의 

발열 균일성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추운 환경(10±0.5°C)에서 발열자켓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발열부의 상이한 두 지점의 

온도차가 거의 없었으며 발열부 자체의 발열 균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발열기능이 탑재된 

의복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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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가영 
부산대학교

신발 소재에 대한 20대 소비자의 인식 및 선호 분석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현재 패션 시장에서는 다양한 신발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섬유&패션 산업 전반에 걸쳐 신소

재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아웃도어 업계에서 시작된 기능성 소재 트렌드가 섬유, 패션 업계 전

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타일을 중시하는 20대의 경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컬러나 질감을 가진 신발을 찾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심미적인 측면 뿐 아

니라 편안함을 강조하는 실용적인 측면까지 갖춰진 신발 제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신발 시장은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신발 소재가 다양해지는 것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김은영(2009)의 ‘패션 컬렉션의 신발 디자인 분석 ’의 경우, 신발의 디자

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창익(2004)의 ‘소재 특성 이해를 위한 족저압력 측정에 관한 연구’

에서는 신발의 족저압력에 한정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패션시장에

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발 소재에 대하여 20대 소비자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

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발 제품의 소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소비자들의 구매와 선택에 도움을 주고, 관련 업계에 신발 소재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경쟁

력 있는 상품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① 신발 소재 사용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② 운동화 또는 스니커즈 구매 시 소재에 대한 인지 및 선호에 대해 알아본다. 

2)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전국 20대 남성과 여성 293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2018년 

8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남녀의 비율은 여성

이 65%, 남성이 35%정도였으며 천, 가죽, 네오프렌, 우븐, 고무, 스웨이드, 데님, 메쉬 순으로 선

호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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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설문지는 운동화와 스니커즈 소재에 11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운동

화 소재의 사용빈도, 사용해본 경험과 자신의 경험해본 운동화 및 스니커즈에 대한 세부적ㆍ통합

적 만족도, 가격, 사용 목적, 구매 시 소재 선택의 고려 유무, 설문자의 성별 등에 관한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신발 소재의 종류는 가죽(천연피혁, 합성피혁), 우븐(니트직물), 캔버스, 고무, 스웨이

드, 네오프렌, 데님, 메쉬 총 8개로 나누어 답변의 보기로 주어졌다. 

3. 결과 및 분석

본 설문의 결과는 전체 291명의 응답자 중 여성이 192명(66%), 남성이 99명(34%) 차지하였다.

1) 신발 소재 사용현황

설문 응답자의 81%는 현재 사용 중인 신발의 소재 이외의 새로운 소재에 관심이 많았고 구매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소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시, 운동화 및 스니커즈를 구매할 의

향이 있는가하는 질문에는 여성 응답자중 51%, 남성응답자중 27%가 동의를 했다. 이를 통해 여

성이 좀 더 신소재 신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오프렌, 우븐, 스웨이드, 데님, 메쉬 등의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의 조사에서 응답

자의 63%는 그렇다, 37%의 응답자들은 들어본 경험이 없다고 밝힌 것을 보아 새로운 소재들이 

아직까지는 모든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착용해본 신발 소재는 천(33%) 이었고, 이어 가죽(25%), 스웨이드

(15%), 고무(9%), 메쉬(9%), 네오프렌(3%), 우븐(3%), 데님(3%) 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재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천의 경우 여성이 22.6%, 남성이 10.1%로 여성

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가죽과 스웨이드 역시 여성의 빈도가 약 10% 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죽의 경우 여성 16.3%, 남성 8.6% / 스웨이드의 경우 여성 11.4%, 남성 3.7%)

2) 신발 구매 시 소재에 대한 인지 및 선호

운동화 및 스니커즈를 구매하는 목적으로는 ‘일상생활 사용’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

로 스포츠 및 레저, 수집용, 기타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스포츠 및 레저 신발

에서 드러나는데, 남성의 경우 응답자 34% 중 6%의 비율로 스포츠 신발을 구매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전체 66%의 응답자중 1% 만이 스포츠 및 레저용 신발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발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디자인 실용도 가격 브랜드 인기순위 소재 기타 전체 χ2

여성 106(39%) 35(13%) 20(7%) 11(4%) 1(0%) 2(1%) 2(1%) 177(66%)
4.564　

　
남성 47(17%) 26(10%) 9(3%) 6(2%) 1(0%) 3(1%) 1(0%) 93(34%)

전체 153(57%) 61(23%) 29(11%) 17(6%) 2(1%) 5(2%) 3(1%) 2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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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57%가 신발 구매 시 디자인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여성 응답자 전체 66% 중 39%가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꼽

았고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실용도는 13%인 것을 주목해보았을 때, 두 항목 사이의 격

차가 26%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 응답자는 실용성보다는 미적인 면모를 더욱 중요

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전체 34%의 응답자 중 17%의 응답자가 디자인을, 

10%의 응답자가 실용성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아, 남성은 신발 선택 시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신발 가격 선호

신발 선택 시 가격에 대한 응답에서는, 응답자들은 성비 구분 없이 5~10만원 이내의 신발들을 

가장 선호했다(35%). 남성의 경우, 10~15만원 범위의 신발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고(남성 응답

자중 11%), 여성은 2~5만원 범위의 신발을 두 번째로 선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여성응답자

중 15%). 

신발 소재 선택 시 고려사항 

　 소재의 감촉
소재의 

친밀도
세탁용이성 미적만족도 기타 전체 χ2

여성 23(8%) 13(4%) 15(5%) 124(43%) 16(6%) 191(66%)
18.350**　

　
남성 20(7%) 18(6%) 6(2%) 42(14%) 13(4%) 99(34%)

전체 43(15%) 31(11%) 21(7%) 166(57%) 29(10%) 290(100%)

신발 소재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하는 사항으로는 남녀 구분 없이 응답자들의 57%가 신발 

소재 선택 시 미적 만족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소재의 감촉의 비율이 

높았다. 

신발 소재 만족

소재 전체만족 착용감 피로도 세탁용이성 미적만족 재구매

천 3.62 3.28 3.11 3.24 3.66 3.45

가죽 3.51 3.13 3.12 2.86 3.49 3.32

네오프렌 3.31 3.38 2.76 3.44 3.08 3.10

우븐 3.57 3.37 2.83 3.15 3.26 3.11

고무 3.49 3.17 2.60 3.61 2.94 3.10

스웨이드 3.58 3.30 2.78 2.68 3.56 3.20

데님 3.41 3.11 2.88 3.04 3.42 3.15

메쉬 3.54 3.45 2.31 3.27 3.11 3.26

4) 신발 소재 만족 남녀비교

선택한 신발 소재에 대한 만족도에서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의 만족도가 대체로 보통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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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해당 소재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네오프렌이나 스웨

이드, 데님, 메쉬의 경우 착용감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로도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스웨이드의 경우 세탁이 불편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죽 역시 세탁 용이성이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 소재의 경우 미적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볼 수 있었다. 성별

과 관계없이 가죽 신발 착용자들은 세탁에 불편함을 느꼈고, 네오프렌 신발을 신었을 때 발의 피

로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공통적으로 고무, 데님, 메쉬 신발 역시 발의 피로도가 높은 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천 신발과 네오프렌 신발을 착용할 때 여성보다 피로감을 느

낀다고 답했다. 또한 네오프렌 신발을 신을 때 여성보다 착용감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여성의 경

우 고무신발의 미적만족도가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다양화되어가는 신발 소재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발 소재가 굉장히 다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체적으로 천이나 가죽과 같

은 소비자에게 친숙한 신발들이 인기가 많으며 신소재에 대해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즉, 다양한 소재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일반인들에게 완전히 친숙해지기까지는 시

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둘째, 소재에 대해서 성별 따라 선호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의 

경우 심미적인 목적으로 신발을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실용도에 있어서 다소 낮은 신

발일지라도 미적 요소가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실용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격에 있어서 역시 남성의 경우 좀 더 

비싼 범위의 신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성의 경우 2~5만원 선의 신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신소재를 구매해본 구매자들은 그 소재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소

비자들이 좀 더 편하게 신기 위해서는 신소재에 대한 개선점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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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상*ㆍ윤혜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단면형태에 따른 인조속눈썹용 개발 원사의 접착강도 변화에 
대한 연구

1. 서론

섬유를 활용하여 메이크업(make-up)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 및 섬유제품은 아이 메이크업

(eye makeup)에 사용되는 인조 속눈썹과 아이라이너(eyeliner), 그리고 각종 브러시 및 칫솔 등

이 있다. 현재 메이크업용 도구들은 다양한 동물의 모(毛)를 사용한 제품과 인조모(artificial 

wool)를 사용한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장용 인조 속눈썹에 사용되는 인조모는 단순 원형단면의 PBT(Polybutylene terephtalate) 원

사를 사용하고 있어, 제품에 요구되는 기능(접착지속성, 자연스런 심미적 외관, 자연모의 터치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인조속눈썹용 원사의 단면모양에 따른 접착강도의 변화를 연구하여 향후 접착력이 

향상된 인조속눈썹 제품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기존 연장용 인조 속눈썹에 사용되는 원형단면사와 2종(Natural Feel, 이형단면사)의 개발 PBT

원사와 제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Natural Feel 원사는 방사과정에서 PBT 소재에 카올린(Al2Si2O5(OH)4) 분말을 첨가하여 방사

한 후, 인조모 가공공정에서 강 알칼리용액으로 감량 가공함으로써 천연모와 유사한 불규칙한 표

면효과와 기능을 나타내도록 개발되었으며, 이형단면사는 인조 속눈썹의 경량성과 접착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섬유단면의 가로 방향의 길이를 세로방향보다 크게 하여 평평한 구조의 원사를 

개발하였다

인조 속눈썹용 PBT 원사 및 제품에 대한 실험항목 및 방법은 원형단면사의 직경과 이형단면

사의 장축의 길이가 유사한 원사들 간의 무게(번수)를 비교한 경량률과 속눈썹에 해당되는 원형

단면 원사에 각각의 원사를 접착하고, 원형단면사의 직경과 이형단면사의 장축의 길이가 유사한 

원사들의 접착강도를 비교하였다. 

Curl 경시안정성 실험을 위하여 인조속눈썹의 선단 curl 경시안정성 평가방법으로 80℃물에 

10분간 침지하여 인조 속눈썹 선단 curl의 변형 유ㆍ무를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원형단면사의 직경과 이형단면사의 장축의 길이가 유사한 원사들 간의 무게(번수)를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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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율을 비교하였으며. 실험결과 개발 이형단면사가 원형 단면사에 비해 약 50%이하의 경량률

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조 속눈썹용 PBT 원사의 접착강도 실험결과 대부분의 시료들이 원형단면

사와 비교하여 약 120%의 접착강도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연장용 인조속눈썹의 Curl 경시안정성 평가방법은 실체 현미경에서 침지 전ㆍ후의 인조속눈썹 

이미지를 추출한 후, 인조속눈썹 이미지의 처음과 끝부분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여 인조 속눈썹 

선단 curl의 변형 유ㆍ무를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개발 PBT원사로 제작된 대부분의 연장용 인조 

속눈썹 제품들이 5% 이내의 Curl 경시안정성을 나타내었다.

4. 결론 및 제안

본 연구는 뷰티섬유산업의 새로운 분야인 인조 속눈썹용 원사개발에 관한 연구이며, 기존 인

조 속눈썹용 원사에 비하여 경량감, 접착유지력, 착용감이 우수한 원사개발 및 제품개발이 목적으

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인조속눈썹 원사대비 경량감은 40~50% 정도 가벼워졌고, 접착 유지력은 

17~30%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향후 개발원사는 기존원사대비 소비자 관능평가연구결과가 

더해지면 좀 더 객관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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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ㆍ윤혜준
창우섬유(주)*ㆍ한국생산기술연구원

폴리프로필렌 장섬유(Polypropylene Filament)를 활용한 
고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1. 서론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 섬유는 패션소재로 사용되는 섬유중에서 비중(0.91g/㎤)이 가장 

낮고, 보온성이 우수하며 흡습성이 없고 내약품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그러나 염색성이 좋지 

않고 내광성, 내열성이 낮아 패션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다. 최근 합성섬유개발 연구에서는 이러

한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장단점 특히 소재의 특성을 활용한 섬유 소재 개발을 위해 염색성을 향

상시킨 가염 폴리프로필렌 섬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종 방적사의 혼합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결과값의 차이와 공정기술의 선점 등 연구개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는 폴리프로필렌 장섬유(Polyprepylene Filameant)와 단섬유(Staple Fiber)를 사용한 복

합 방적 기술과 교편직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로서 활용 가능한 고기능성 패션소재를 개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단섬유(Staple Fiber)와 장섬유(Filament Yarn)의 복합이 가능한 정방기를 활용하여 폴리프로필

렌 장섬유를 활용한 소재를 개발하였다. 연구개발에 사용된 섬유는 단섬유로 면(Cotton), 레이온

(Rayon), 모달(Mpdal), 린넨(Linen)을 장섬유로는 폴리프로필렌 장섬유(Polypropylene Filament)를 

사용하여 경량성/기능성 소재를 개발하였다. 단섬유의 인체친화적인 특성과 폴리프포필렌 담섬유

(5-10%)를 혼방한 방적사를 기획하여 개발 원사를 사용하여 편직된 니트 원단을 열처리함으로써 

새로운 촉감과 기능적 특징을 발현할 수 있도록 소재개발을 진행하였다. 섬유 복합의 특성을 극

대화 시킬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겨 다양한 편직기술을 개발 가공하여 고기능성 패션 소재를 기

획, 기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가공 원사를 결합하여 교편 가공하였다. 개발한 편직물은 

염색 가공과정을 통해 품질 특성 등 정량적 검증항목을 검증, 평가(한국의류시험 연구원 시험성

적 의뢰/정량적 목표값) 하였다.

3. 연구결과

이 연구에서 폴리프로필렌 장섬유와 혼방을 위해 사용된 단섬유는 인체 친화적인, 면, 모달, 

린넨, 레이온 울 소재를 사용하였다(표 1). 고부가가치 패션소재는 경량을 비롯한 고기능성 및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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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 감성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각각 단섬유와 폴리프로필렌 장섬유를 혼방하여 다양한 F/W 시

즌용 소재를 개발하였다. 

다양한 소재개발을 위해 교편직을 위한 사가공을 진행하였다. 사가공 기술을 위한 개발 방향

은 인체친화성, 소재의 자연스러움, 기능적 성능 강화, 추가적 특성부여 등 개발 원사 자체의 특

성을 살리거나 사가공을 통한 확장성 및 제품자체의 성질과 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표 

2). 사가공 원사와 단섬유, 폴리프로필렌 장섬유의 혼방으로 개발된 원사의 편직을 통해 흡한속

건, 경량성, 세탁후 뒤틀림 등 형태안정성 등의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총 9종의 소재를 개발(표 

3)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에 의뢰 시험 평가하여 기능성을 항목을 정량화 하였다.

<표 1>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활용한 소재기획

구 분 사 종 소재 기획방향 및 효과 TPM

F/W

1 MFY (COTTON(CM)/WOOL)/PP - POLYPROPYLENE FILAMENT 경량 소재 사용

- 물에 강함.(물에 젖어도 강도는 변하지 않음.)

- 열 가소성이 있음.

- 약품에 강하고 벌레, 좀에 우려가 없음.

- 정전기 발생이 적음.

- 보온성(WOOL 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 F/W 시즌에 사용되는 주원료 WOOL을 A조 사로 방

출함으로써의 F/W 감성소재 접목 함.

767

2
MFY (COTTON(CD)/

PET(NORMAL BLACK))/PP
860

3 MFY(PP(Staple)/WOOL)/PP 765

4 MFY (MODAL/WOOL)/PP 728

5 MFY (PP(Staple)/WOOL)/PP 625

6 MFY (PP(Staple)/COTTON(CD))/PP 628

 

시험평가 결과(표 3) 사행도 필링성, 세탁치수별화율, 신장회복률 등에서 모든 개발소재들이 

정량적 목표이상의 우수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폴리프로필렌 단섬유의 경우 필링

성이 좋지 않은 단점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 개발된 장섬유가 단섬유를 감싸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발 패션소재의 필링성과 형태안정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량성(F1 F2, 

F3), 세탁후 뒤틈림(섬유)(F5, F6, F7, F9), 치수변화율(의류)(F1, F3, F5, F6)의 시험평가결과 전 

항목에서 정량적 목표치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표 2> 편직 원단 개발을 위한 사가공 및 교편 원사 특징

구 분 사가공 원사 가공방법 특 징 

복합

가공사

MFY (MODAL//WOOL)/PP(Filament) 종류 : 연사

조건 : 210TPM(Z)

고신축 PET사와의 인팅과 연사 통해 

원사간의 인장강도와 내구성, 기능성 높임PET(Renova) 240d

MFY (COTTON(CM)/WOOL)/PP(Filament) 종류 : 연사

조건 : 210TPM(Z)

고신축 PET사와의 인팅과 연사 통해 

원사간의 인장강도와 내구성, 기능성 높임PET(Renova) 240d

MFY (PP(Staple)/WOOL)/PP(Filament) 종류 : 연사

조건 : 210TPM(Z)

고신축 PET사와의 인팅과 연사 통해 

원사간의 인장강도와 내구성, 기능성 높임PET(Renova) 240d

MFY (MODAL/WOOL)/PP(Filament) 종류 : 인터레이스

조건 : 1.5cm

개발 방적사의 잠재권축을 높이기 위한 

원사 인팅PET(Renova) 240d

MFY (COTTON(CM)/WOOL)/PP(Filament) 종류 : 인터레이스

조건 : 1.5cm

개발 방적사의 잠재권축을 높이기 위한 

원사 인팅PET(Renova)240d

MFY (PP(Staple)/WOOL)/PP(Filament)
종류 : 인터레이스

조건 : 1.5cm

개발 방적사의 잠재권축을 높이기 위한 

원사 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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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발소재 특성 및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결과
신장 

회복률
(%)

필
링
성

(급)

세탁 
치수변화율

(%)
땀 자외선

차단 
지수

흡한
속건

마찰 경 
량 
성

세탁
후 

뒤틀
링

의류
제품
치수
변화소재기획 웨일 코스 웨일 코스 산성

알카
리성

흡수 건조 건조 습윤

구분 소재기획 방향 및 효과 90↑ 3↑ 8↓ 4-5 30/40 2 300↓ 4-5 10↑ 5↓ 8↓

MFY 
(COTTON(CM)/

WOOL)/PP 
43/15/42

원사자체의 특성을 살린 
경량에 중점을 두고 편직
얇으면서 울의 터치감 표현

92.0 97.0 4 1.0 -2.0 4-5 4-5 59.6 1 230 4-5 4-5 21 - 2

MMFY 
(MODAL/WOOL)

/PP 43/15/42

부드럽고 내츄럴한 터치감
원사자체의 경량감을 
살릴수 있도록 편직. 

95.0 97.0 4 -3.0 3 4-5 4-5 100 1 240 4-5 4-5 15 - -

MFY 
(COTTON(CD)/

PET(B))/PP 
40/38/22

원사자체의 특성을 살려 
노멀폴리사와 면 감성을 
표현한 편직 
원사의 번수로 표현되는 
솔리드한 편직

92.5 97.5 4 -2.0 -3.5 4-5 4-5 170.6 1 215 4-5 4-5 20 - 4

MFY 
(PP(Staple)/ 
WOOL)/PP 
43/43/14

울의 포근함과 겨울의 
감성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편직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사의 
터치감 

94.0 95.5 4 -1.5 -1.5 4-5 4-5 200 1 220 4-5 4-5 - - -

MFY 
(PP(Staple)/ 

COTTON(CD))/
PP 36/36/28

면과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의 부피감을 
표한한 편직
원사자체의 특성과 번수 
20수로 표현될 수 있는 
감성에 중점을 둠

92.2 93.5 4-5 2 -3 4-5 4-5 235 1 240 4-5 4-5 - 2 3

MFY 
(PP(Staple)/ 
WOOL)/PP 
36/36/28

울과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의 부피감을 
표한한 편직
원사자체의 특성과 번수 
20수로 표현될 수 있는 
감성에 중점을 둠

91.5 94.0 4-5 -2.0 2 4-5 4-5 19.5 1 220 4-5 4-5 - 1 5

MFY 
(COTTON(CD)/

PET(B))/PP 
40/38/22 

 + PET(DTY) 
150/48 + 
Span 40

front/back의 원사 차이를 
두고 이를 통한 자연스러운 
볼륨을 주고자 함
이중 편직으로 원사의 
따스한 느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편직

94.0 94.9 4 2 1 4-5 4-5 200 1 225 4-5 4-5 - 1 -

MFY 
(PP(Staple)/ 
WOOL)/PP 
43/43/14 

 + PET(DTY) 
150/48 + 
Span 40

front/back 원사의 보완적 
기능 향상을 통한 포근한 
표현
이중 편직으로 원사의 
따스한 느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편직

95.0 95.5 4-5 4 2 4-5 4-5 150 1 230 4-5 4-5 - - -

MFY 
(PP(Staple)/ 
WOOL)/PP 
36/36/28 + 
Metallic 100

울과 폴리프로필렌 
스테이플의 부피감을 
표한한 편직
메탈릭을 교편하여 
도트문양의 쟈가드 편직

94.0 96.5 4-5 2 -1.0 4-5 4-5 135 1 220 4-5 4-5 - 2 -

PET(Renova) 240d

교편용 

가공사

PET(DTY) 150/48
종류 : 교편 

조건 : 12 gage 

이하 Low

교편용 편직의 조건을 Low 게이지로 

편직시, 표면의 벌크한 텍스쳐 표현. 

메탈릭의 경우 쟈카드 편직을 위해 

사용(펄감 있는 텍스쳐 표현)

Span 20

Span 40

Metallic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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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연구는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특성을 활용한 섬유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단섬유와 폴리프로

필렌 장섬유의 복합 방적을 활용한 패션소재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가공 및 편직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였다. 폴리프로필렌 복합 소재의 품질특성 및 기능성 시험평가 결과 신장회복률, 필링성, 

사행도, 오염, 세탁후 뒤틀림, 경량성 등 항목에서 우수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폴

리프로필렌 소재의 경량성, 보온성, 내구성을 소재기획 및 편직, 사가공 단계의 적용에서도 유지, 

향상될 수 있는 패션소재 및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 연구

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성장 가능한 폴리프로필렌 장섬유와 다양한 인체친화적 단섬유의 혼방에 

의한 소재 기획과 원사 사가공, 편직기술을 제안하였으며 원사의 방적단계와 제직 및 사가공 과

정에 반영하여 실질적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는 실증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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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ㆍ송지은ㆍ김혜림
숙명여자대학교

전도성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소재 개발

최근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도성 섬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전도성 섬유소재는 전도성 고분자를 섬유소재에 중합 또는 코팅하거나 

전도성 실을 이용해 자수, 제직, 편직함으로써 생산 가능하다. 전도성 고분자를 섬유소재에 직접 

중합하는 방법은 제직과 편직 공정이 생략되어 제작 과정이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화학 중합 시 

사용하는 도판트 물질에 의해 전기전도도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전도성 고분

자 가운데서도 폴리아닐린은 중합 과정이 간단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화학적 안정성을 갖는 물질

로, 가장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아닐린을 차세대 바이오 섬유소재로 주목 받고 있는 박테

리아 셀룰로오스에 중합하여 전도성 섬유소재를 제작하고자 한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초산균

으로부터 얻어지는 생물 고분자 셀룰로오스로, 식물 셀룰로오스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그

보다 우수한 물성을 갖는다. 특히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3차원 망상 구조와 다공성, 그리고 우

수한 흡수성은 전도성 고분자가 섬유소재 내부에 용이하게 중합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와 폴리아닐린을 중합하여 전도성 섬유소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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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등 전처리 후 사용한다. 또한 계면활성제인 도데실벤젠술폰산(DBSA)을 도판트 물질로, 과황산

암모늄(APS)을 산화제로 사용하여 폴리아닐린의 가공성을 높이고자 한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폴리아닐린 중합시 최적 중합조건 선정을 위해 온도, 시간, 도판트 물질의 pH, 도판트 물질 및 

산화제와 전도성 고분자 간의 몰 비율을 변화시켜 중합하였고,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여 비교 평가

하였다. 폴리아닐린의 중합도는 UV-Vis 분광광도계와 MALDI-TOF로 분석하였다. 또한 푸리에 변

환 적외선 분광계(FT-IR), X-선 결정학(XRD), 주사전자현미경(SEM)을 활용하여 박테리아 셀룰로

오스-폴리아닐린 중합체의 화학적, 구조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박테리아 셀룰로오스-폴

리아닐린 중합체의 최적 중합조건은 20℃에서 24시간 동안, pH 2.5의 도데실벤젠술폰산에서, 도

판트 물질인 도데실벤젠술폰산 및 산화제인 과황산암모늄과 아닐린의 몰 비율이 1:1인 것으로 확

인되었고, 설정된 중합조건으로 제작된 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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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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진1)ㆍArtur Cavaco-paulo2) 
ㆍCarla Silva2)ㆍ김혜림1)

숙명여자대학교1)ㆍ
University of Minho2)

라카아제 폴리아닐린 중합체를 이용한 전도성 소재 개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Bacterial Cellulose, BC)는 고 순도의 셀룰로오스 및 3차원 망상구조로 

구성되어 기계적 성질과 성형성이 우수하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의료, 화장품, 전기전자 및 

의류산업 분야에서의 적용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섬유소재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라카아제 (EC.1.10.3.2)는 산소 분자가 존재할 때 다양한 유기 및 무기 기질과 전기 화학적 

중합이 가능한 다중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산화 환원 효소이다. 일반적으로 아닐린의 전기 화학적 

중합방법은 폴리아닐린의 head-to-tail 구조 형성을 위해 pH 1의 극산성 조건에서 반응시켜야 하

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라카아제 효소를 산화제로 활용하면 보다 온화한 조건에서 폴리아닐린 

중합이 가능하다. In situ 방법은 폴리아닐린의 중합과정 중 BC를 함께 반응시킬 수 있는 방법으

로 이 방법의 조건 확립 시 반응시간 단축의 장점이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카아제 효소 촉매반응을 폴리아닐린의 in situ 중합법에 적용하여, BC 섬

유소재를 전도성 소재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ater bath와 ultrasonic bath 조

건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였다. 중합반응은 UV-Vis specrophotomer로 측정하였고, BC 소재의 전

기전도성은 4 probe 저항측정기를 이용하여 표면저항 측정하여 전도도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라카아제를 이용하여 in situ 방법으로 폴리아닐린 중합체를 BC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ultrasonic bath에서 처리 시, 전도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전도성 

BC는 유연한 전기적 소재로서 바이오센서, 연료전지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 논문은 2017년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NRF-2017R1D1A1B030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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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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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의류용 투습직물의 발수/방수/투습특성

1. 서론

상업적으로 스포츠 의류에 사용되는 이들과 관련된 물성실험은 발수성(water repellency), 방

수성과 관련된 내수압(hydrostatic pressure), 그리고 투습특성에 관련된 수분증기투과도(water va-

por permeability) 실험이 있으며 이들 물성은 상거래에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포츠 의류 브랜드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12가지 투습ㆍ방수소재를 사용

하여 이들의 발수, 방수 그리고 투습특성을 측정한 후 이들 값과 직물구조인자와의 상관성 분석

을 통해 방수 및 투습도에 영향하는 인자를 분석하여 우수한 투습ㆍ방수 기능의 스포츠 소재를 

얻기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들은 울, 면 그리고 레이온 

등의 천연소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단지 Huang and Qian(2008)와 McCullough et 

al.(2003)의 연구에서 WWB(waterproof, windproof and breathable) 아웃도어 셀 직물(outer-door 

shell fabric)을 사용하여 투습도 측정방법에 따른 투습특성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가 스포츠용 

소재의 투습성 연구의 대표적 연구로 볼 수 있다. 

2. 실험

1) 시료

본 연구를 위해 시료는 나일론6 투습포(3종), 나일론66 투습포(3종), 폴리에스터 고밀도 투습

포(2종), 폴리에스터 라미네이팅 투습포(2종), 그리고 나일론/면 라미네이팅 소재(2종)등 총 12가

지를 준비하였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fabric specimens.

Specimen

no.

Yarn 

number(d)
Fabric density

Material characteristics Remark

Wp Wf Wp(ends/in) Wf(picks/in)

1 80 83 232 120 Nylon 100% hydrophilic polyurethane laminated 2 layer

2 56 71 170 93 Nylon 100% hydrophilic polyurethane coating 2 layer

3 84 108 85 85
Nylon 100% hydrophilic polyurethane laminate 

nylon tricot
2.5 layer

4 131 121 95 140 Polyester 100% hydrophilic polyester laminated 2 layer

5 68 164 233 100 Polyester 100%, laminated 2 layer

6 56 65 212 130 Polyester 100%, microfiber high density fabric 1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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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성실험

(1) 발수도(Water Repellency) 실험 

KS K 0590법에 의한 스프레이 방법으로 12가지 시료의 발수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2) 내수압(Hydrostatic Pressure) 실험

KS K ISO 811법에 의한 저수압법에 의해 실시하였다.

(3) 투습도(Water Vapor Permeability) 측정

KS K 0594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Eq.1>로 투습도(WVP)를 측정하였다.

WVP = 

 
 ……… Eq.1.

where, WVP : water vapor permeability(g/m²ㆍh)

- : mass change of specimen for one hour

S : specimen area(cm²)

3) 직물밀도함수

투습직물의 구성사의 번수와 직물의 밀도를 사용하여 직물의 커버팩터를 직물밀도함수(weave 

density coefficient, WDC)로 <Eq.2>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WD × FD = 


×  




 ……… Eq.2.

where, WF=


 : weave factor

WD : warp density (ends/in)

FD : filling density (picks/in)

WDC : weave density coefficient

D : yarn diameter (mm)

7 53 54 158 72 Polyester 100%, microfiber high density fabric 1 layer

8 92 183 160 68
PU Teflon finishing, Nylon-66 microfiber high 

density fabric
1 layer

9 177 80 165 124 Wet breathable 2000MM, Nylon-66 laminated 2 layer

10 89 178 152 70 Dry breathable 2000MM, Nylon-66 laminated 2 layer

11 41 272 118 83 Nylon/cotton laminated 2 layer

12 64 67 120 108 Nylon/cotton laminated 2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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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스포츠 의류용 투습직물의 발수/방수 특성

<Table 2>에 12가지 시료의 이들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fabric specimens

Sample 

No.
Material Breathable Type

WR

(%)

HP

(mmHO)

WVP

(g/(m²ㆍh))

Structure

(layers)

Cover 

Factor

(WDC)

Thickness

(mm)

Weight

(g/cm²)

1 Nylon Laminate 100 8730 8423.2 2 1.2284 0.189 0.011

2 Nylon Coating 100 5700 8111.3 2 0.9574 0.112 0.0096

3 Nylon Laminate & tricot 100 10000 12166.9 2.5 0.6636 0.321 0.0137

4 PET Laminate 100 10000 7612.1 2 1.6034 0.256 0.0143

5 PET Laminate 100 5585 6326.9 2 1.0918 0.291 0.0163

6 PET High density fabric 90 773 10856.6 1 1.6009 0.154 0.0091

7 PET High density fabric 90 300 11792.5 1 1.5830 0.117 0.007

8 Nylon
High density fabric 

and Teflon finish
100 838 2495.7 1 2.4407 0.315 0.011

9 Nylon Laminate 100 2245 2632.6 2 1.3283 0.346 0.015

10 Nylon Laminate 100 1500 11230.9 2 0.7309 0.37 0.015

11 Nylon/Cotton Laminate 90 6025 11854.9 2 0.8094 0.109 0.0081

12 Nylon/Cotton Laminate 100 10000 8797.6 2 0.9526 0.382 0.0225

note : WR : water repellency

HP : hydraulic pressure

WVP : water vapor permeability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투습직물은 대부분 100%의 발수도 값을 보였으나 고

밀도 폴리에스터 직물 시료인 6번과 7번 시료와 나일론/면 교직물인 11번 시료에서 90%정도의 

발수성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고밀도 투습직물은 발수가공이 안 된 경우 혹은 코팅, 라미네이팅

이 안 된 경우 100% 발수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시료 중 8번 시료는 발수가공이 된 고밀도 나일론 직물로 6번과 7번의 폴리에스터 직물보다 

커버팩터가 훨씬 높은 초고밀도 직물이며 또한 두께도 6번, 7번 시료에 비해 매우 두꺼웠다. 또

한, 테프론 발수가공 처리에 의해 발수성이 100%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90%정도의 발수성을 보

인 11번 시료는 경사에 면 방적사와 위사에 나일론 필라멘트사가 사용된 교직물로 라미네이팅이 

된 시료로, 경사에 면 방적사가 사용된 교직물로 고밀도인 12번 시료는 100%의 발수성을 보였으

나 밀도가 조금 낮은 11번 교직물의 경우는 90% 정도의 발수성을 나타내어 교직물의 발수도는 

밀도가 낮은 경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스포츠 의류용 투습직물의 투습도 특성

<Fig. 1>에 12가지 시료의 투습도를 도시하였다. 나일론 소재 1, 2 그리고 3번 시료 중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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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가 가장 큰 투습도를 보였다. 커버팩터가 가장 낮으면서 나일론 트리코트 편물과 라미네이팅

된 2.5-layer 투습직물이 가장 높은 투습도를 보였다. 

<Fig. 1> Water vapor permeability of 12 fabric specimens.

폴리에스터 투습소재인 4, 5, 6 그리고 7번 소재를 비교해보면 4번과 5번 라미네이팅 소재보

다 고밀도 직물인 6번과 7번소재의 투습도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투습필름이 없는 시료가 

필름으로 라미네이팅된 시료보다 더 많은 수분증기가 통과되어 더 높은 투습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인바와 같이 발수성과 방수도가 낮은 값을 보여 투습직물로써 역할을 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3) 투습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물 밀도함수

높은 투습도 직물을 얻기 위해서 투습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물구조 인자의 기여도를 분석하여 

어떤 인자가 주인자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Fig. 2>는 직물의 단위무게 당 두께와 커버팩

터와 투습도와의 관계를 도시한 것이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커버팩터가 낮은 값일수록 

투습도가 높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직물의 두께가 얇을수록 투습도가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Fig. 2> WVP against fabric structura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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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스포츠 의류 브랜드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12가지 투습ㆍ방수 소재를 

대상으로 이들의 발수, 방수 그리고 투습특성을 측정한 후, 이들 값과 투습직물의 투습 가공방법

과 직물구조 인자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발수도 100% 직물을 얻기 

위해서는 코팅 혹은 라미네이팅 처리 및 발수가공 처리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으며, 라미네이팅 

가공된 투습직물 이더라도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면/나일론 교직물의 발수도는 90% 정도를 나타

내었다. 방수소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6,000mmH2O 이상의 내수압을 가지는 방수직물을 얻기 위

해서는 코팅 혹은 라미네이팅 처리가 필수적이며 고밀도 직물이나 생활방수용 라미네이팅 처리된 

시료는 100% 발수도를 보였으나 2,000mmH2O 이하의 내수압 특성을 보여 낮은 방수도를 나타내

었다. 방수/발수 특성을 고려한 우수한 투습도 특성은 친수 라미네이팅 가공 처리한 커버팩터가 

낮은 나일론 직물에서 얻어졌으며 직물의 두께가 얇을수록 높은 투습도를 보였다. 또한 높은 방

수도를 가지는 투습직물을 얻기 위해서는 다층 레이어 구조의 높은 직물 밀도가 필요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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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폴리에스터 혼방직물의 혼합률과 직물 구조인자가 의류의 
입체형성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최근 고급 소모직물의 고급화, 경량화 및 기능화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 되면서 새로운 고급 

의류용 소모직물의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급 의류용 소모직물이 고급화ㆍ

고기능화 됨에 따라서 구김, 심퍼커링, 치수변화 등의 외관특성이 나빠지거나 착용성능이 변화하

므로써 소비자들이 착용 중에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

섬유와 폴리에스터 섬유 혼방율을 달리한 소모 혼방 직물시료 20종을 준비하여 역학특성치를 

KES-FB와 FAST system에서 측정하고 수축특성 변화와 심퍼커링 특성 등의 의류 봉제 특성치와 

비교ㆍ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시료들의 역학 특성치에서 예측된 외관특성과 착용성능의 객관적 

특성치를 이들 물성치와 비교하여 소모직물의 외관 및 착용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울과 폴리에스

터 섬유 혼방율과 실과 직물의 구조인자의 영향을 조사ㆍ분석하였다.

2. 실험

1) 시료

시료는 스판덱스가 2% 사용된 신축 스트레치 소모사를 사용한 소모직물 2가지, 실크섬유가 

5% 함유된 소모직물, 소모 100%직물, 그리고 울/폴리에스터(50%/50%)혼방직물 등의 5가지로 구

성된 그룹 A와 울과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를 5가지로 변화시켜 혼합시킨 시료로 구성된 그

룹 B(15가지 시료)로 모두 20가지의 소모/폴리에스터 혼방직물 시료를 준비하였다. 이들의 상세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fabric specimens

Group Specimen no. Blend Ratio(%) Weave pattern Weight (mg/cm

)

A

1 wool 98%, PU 2% Plain 27.53

2 wool 96%, nylon 2%, PU 2% Plain 13.93

3 wool 95%, silk 5% Plain 16.25

4 wool 100% Plain 14.13

5 wool 50%, PET 50% Plain 15.50

B

6 wool 100% Plain 13.00

7 wool 100% Twill 14.95

8 wool 100% Plain 14.58

9 wool 100% Plain 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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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물의 물리적 특성치 측정

(1) 직물밀도계수

직물을 구성하고 있는 실의 번수(Nm)를 측정하였고 직물의 경사와 위사방향의 밀도를 구하여 

아래 <Eq.1>을 사용하여 직물의 커버팩터(cover factor,)를 직물밀도계수(Kim & Kim, 2010; 

2011; Kim, 2007)로 계산하였다.

    
 × × × ……… Eq.1.

여기서, 


, a : yarn correction factor

d : yarn diameter(mm)

 : fabric density(cover factor, %)

 : diameter of the warp yarn (mm)

 : diameter of the filling yarn (mm)

 : warp density/cm

 : filling density/cm

b : fabric correction factor

3) 직물의 외관특성과 치수안정성 측정

직물의 외관특성은 심퍼커링(seam puckering)실험을 실시하였으며 KSK 0118에 의거하여 시료 

당 3회 실시하여 평균치로서 각 시료의 심퍼커링 값으로 사용하였다. 치수안정성 평가는 응력완

화수축률(R.S., relaxation shrinkage)을 KSK 상온수 침지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수온 25±2℃, 

습도 50±4% R.H.에서 실시하여 <Eq.2>에 의해 계산하였다.

10 wool 50%, PET 50% Twill 25.40

11 wool 60%, PET 40% Twill 13.80

12 wool 80%, PET 20% Plain 13.68

13 wool 80%, PET 20% Plain 17.78

14 wool 80%, PET 20% Plain 17.98

15 wool 80%, PET 20% Plain 14.68

16 wool 60%, PET 40% Plain 14.03

17 PET 100% Twill 20.18

18 PET 100% Plain 14.85

19 PET 100% Twill 14.30

20 PET 100% Plain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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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

  
× ……… Eq.2.

여기서,   : 처리 전의 시료길이(mm)

  : 4시간 이상 건조처리 후의 길이 (mm)

where, WF=


 : weave factor

WD : warp density (ends/in)

FD : filling density (picks/in)

WDC : weave density coefficient

D : yarn diameter (mm)

4) 직물의 역학특성과 입체성형성 측정

직물의 역학특성치는 KES-FB와 FAST시스템 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입체성형

성은 KES-FB system에서 측정된 역학량을 사용하여 <Eq.3>을 이용하여 이들 직물이 의류가 되

었을 때 입체성형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치로 계산하였다.

FKES Fmax ․ 
 ․  ‥‥‥ Eq.3.

 LT EM ․ Fmax
 

여기서, F : fabric formability

Fmax : 500gf/cm

EM : extension(%) at Fmax

LT : tensile linearity

B : bending rigidity(gfㆍcm2/cm)

한편, FAST시스템에서 측정한 역학특성치에서 입체성형성을 <Eq.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Eq.4>에서 굽힘강성(B)은 FAST-2 측정기에서 계측된 켄티레버길이(Cantilever length, C)를 사용

하여 계산된 <Eq.5>을 사용하였다.

FFAST 

E  E ․ B
 ‥‥‥ Eq.4.

· ×× ‥‥‥Eq.5.

여기서, E5 : extension(%) under 5gf/cm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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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0 : extension(%) under 20gf/cm load

B : bending rigidity(μNㆍm)

W : fabric weight(g/m2)

C : bending length(mm)

3. 결과 및 고찰

1. 소모직물의 직물구조인자 중에서 의류의 입체 성형성에 영향하는 기여도는 울섬유 혼방율

과 두께 그리고 커버펙터가 0.8정도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두께와 커버펙터 증가와 함께 

입체 성형성은 증가하며 울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체성형성도 증가하며 폴리에스터 50% 

혼합시 가장 낮은 입체 성형성을 보였다.

2. 의류의 외관특성으로서 심커퍼링에 영향하는 직물구조인자는 울 혼방율과 두께가 회귀계수 

0.623의 회귀성을 보였으며 커버펙터보다 울 혼방율과 직물두께가 더 큰 기여도를 보였다.

3. 울 소모직물에서 0.4mm정도의 직물두께일 때 심퍼커링은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울 혼방

율이 높으면서 두꺼운 직물에서는 나쁜 심퍼커링을 보였다. 직물구조인자가 심퍼커링에 미

치는 영향만큼 봉제공정인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소모직물의 KES-FB와 FAST시스템 간의 역학량의 상관성은 신축특성과 0.98, 굽힘강성 

0.76, 전단강성 0.71로서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폴리에스터 화섬사 직물보

다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5. 의복형성성능에 기여하는 직물역학특성은 직물의 신축특성으로서 0.8정도의 상관성을 보였

으며 굽힘과 전단강성보다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KES-FB와 FAST 시스템에서 계산된 

의복형성성능치 간에는 0.93의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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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영*ㆍ윤창상
이화여자대학교

세탁 및 건조 과정이 방화복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방화복은 사용과정에서 세탁이나 건조와 같은 별도의 관리과정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착용 및 관리과정에서 인장, 굴곡, 마찰, 마모, 압축, 일광, 공기, 수분, 미생물, 해충, 세제, 교반, 

열 등과 같은 다양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에 제품 본연의 기능이 저

하되어 기대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순간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사용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여 사용 및 관리과정에 대한 기능적 내구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화복의 수명은 파괴적인 노출의 강도, 지속시간, 노출 횟수 등에 의해 달

라지며, 관련 규정인 NFPA 1851(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Standard on selection, 

care and maintenance of protective ensembles for structural fire fighting and proximity fire 

fighting)에서는 소방복 수명을 제작 후 10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및 

관리 과정에서의 소방복 손상으로 인한 기능저하는 이를 착용하는 소방관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제조업체에서는 소방복의 평균 수명을 3~5년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실제 관련

기관에서는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연한을 2~3년으로 단축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관의 방화복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탁 및 건조과정이 방화복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화복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서대문 소방서 소방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

며, 설문의 내용은 월평균 방화복 착용 횟수와 사용기간, 소지하고 있는 방화복의 수, 세탁과 건

조방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73% 소방관들이 방화복에 대한 개인의 관리기

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방화복을 지급받을 때 관리방법에 대한 주의 상항을 67%가 들은 적

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방화복 관리기준을 소방관들이 알지 못한 채 세탁과 건조를 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대문 소방서의 소방관들의 방화복 사용기간과 세탁횟수의 평균은 설문조

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월 평균 현장 출동하는 횟수와 소지하고 있는 방화복의 개수, 방화복 사

용기간, 평균 세탁 횟수를 파악하였다. 월 평균 현장에 출동하는 횟수는 16회 이상이 37%로 가

장 많았으며, 50%가 방화복을 2벌 소지하고 있었다. 방화복은 3년 이상 사용한다고 37%가 응답

하였으며, 세탁은 1주일에 1회, 1개월에 2~3회, 세탁안함이 각각 20%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50회의 관리수명을 설정하여, 파라아라미드 60%와 PBO 40%가 혼합되어있는 방화

복의 겉감을 이용하여 세탁 및 건조 후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열 및 불꽃에 대한 보호복

의 한계 불꽃 확산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염성능을 평가하였다. 방염성능에서는 10초 동안 불

본 연구는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NRF-2018R1D1A1A02085576), 

방화복 실태조사에 협조해주신 서대문 소방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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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시킨 후, 불을 제거한 후에도 불씨가 남아 있는 시간을 체크하는 After Glow Time을 측

정하였다. 세탁기를 사용한 후 자연건조한 경우와,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한 경우 모두, 20회 세

탁 이후부터 불씨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20회 

이후 조건에서 섬유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섬유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섬유 잔털

에 불씨가 나타났단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소방관들의 방화복 관리 습관을 파악하여 재연해 봄으로써 관리

과정에서 어떻게 손상이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방화복에 

손상을 주지 않는 관리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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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ㆍ구영석
부산대학교

의류 관리기의 소비자 인식과 만족도 조사

1. 서론

최근 미세먼지와 불볕더위 등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양식이 변화되고 의류 시장에서도 다양한 

기능성 소재가 사용된 제품들이 등장하면서 의류 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시장의 변화를 맞춰 전자업계에서는 의류 관리기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소비자 호

응을 얻고 있다 

의류 관리기란 2011년 처음 도입된 가전기기로 LG사의 Styler 제품이 원류라고 할 수 있다. 1

분에 최대 200번 움직이는 Moving hanger로 먼지를 털어내고, 스팀을 통해 옷에 배어든 냄새 입

자를 40℃ 저온 건조과정에서 날려버리는 원리로 작동하는 제품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류 

관리기를 사용했을 때 PM10의 미세먼지를 약 98.7%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탈취 성능의 경우 땀 

냄새 약 91.7%, 담배 냄새 약 94.2%를 제거 가능한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통계 포털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경우 세탁기의 보급률이 약 98%에 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비하면 의류 관리기의 시장 규모는 한참 부족한 현실이다. 하지

만 의류 관리기의 시장 규모는 2016년 10만대를 시작으로 2017년 15만대, 2018년 30만대를 넘어 

2019년 45만대의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어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다. 그러나 현재까

지 조사된 의류 관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선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의류 관리

기 제조사들의 연구ㆍ개발 범위에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류 관리기에 대한 경험자의 만족도 및 미 경험자의 인식도를 조사하여 향

후 더욱 향상된 의류 관리기 개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의류 관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다. 

연구 문제 2. 의류 관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2) 자료수집과 방법

본 연구는 의류 관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예비

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

다. 총 304장의 설문지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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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차분석, 독립 k-표본 비모수 검정(kruskal - Wallis test) 등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1> 의류 관리기에 대한 세대별 인식 정도

인식도 평균 (N)

10대 2.00 (1) Kruskal-Wallis의 H 10.705

20대 2.97 (77)

30대 3.89 (19) 자유도 5

40대 3.48 (27)

50대 3.50 (32) 근사 유의확률 .058

60대 이상 3.17 (6)

전체 3.27 (162)

독립 k-표본 비모수 검정(kruskal - Wallis test)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식 정도는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나타내

었다.

인식도의 평균 점수는 30대가 3.8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이 전체의 10%도 차지

하지 않은 10대와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20대의 평균 인식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20대가 학생 

비율이 높아서 주변 지인으로부터 의류 관리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한정적이라고 생각된다.

 

<Table 2> 의류 관리기 경험 여부에 따른 브랜드 선택요인

구분
경험자

N(%)

미경험자

N(%)

전체

N(%)
χ²

브랜드

선택

요인

가격 9(3.2) 0(0) 9(3.2)

31.453

성능 64(23.0) 51(18.3) 115(41.4)

디자인 8(2.9) 5(1.8) 13(4.7)

유지관리 7(2.5) 2(0.7) 9(3.2)

A/S 17(6.1) 15(5.4) 41(14.7)

인지도 32(11.6) 55(19.8) 78(28.1)

기타 5(1.8) 1(0.4) 6(2.2)

없음 0(0) 7(2.5) 7(2.5)

전체 142(51.1) 136(48.9) 278(100)

의류 관리기 경험 여부에 따른 브랜드 선택요인에 대해 교차분석을 시행한 결과 양쪽에 유의

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험자의 경우에는 성능이 23%로 가장 높

은 요소로 꼽혔으나, 미 경험자의 경우에는 인지도가 19.8%로 가장 높은 요소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의류 관리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세부 

스펙보다 우선하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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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세대별 의류 관리기에 대한 만족 요인

구분
20대

N(%)

30대

N(%)

40대

N(%)

50대

N(%)

60대

N(%)

전체

N(%)
χ²

만족 요인

가격 2(1.6) 1(0.8) 1(0.8) 2(1.6) 1(0.8) 7(5.6)

26.165

성능 25(20.2) 27(21.8) 22(17.7) 13(10.5) 2(1.6) 89(71.8)

디자인 4(3.2) 2(1.6) 0(0) 0(0) 0(0) 6(4.8)

유지관리 0(0) 0(0) 0(0) 1(0.8) 0(0) 1(0.8)

A/S 4(3.2) 7(5.6) 1(0.8) 7(5.6) 0(0) 19(15.3)

인지도 0(0) 0(0) 1(0.8) 1(0.8) 0(0) 2(1.6)

전체 35(28.2) 37(29.8) 25(20.2) 24(19.4) 3(2.4) 124(100)

 

의류 관리기 경험자 중 만족 요인을 기재한 표본 124명에 대한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성능이 가장 높은 요소로 

선택되었으며, 전체 집단에서 71.8%를 차지한다. 이는 의류 관리기의 냄새와 미세먼지를 제거하

는 성능이 90%를 상회하여, 전반적인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Table 4> 의류 관리기 구매 시 고려요소와 만족요인의 상관성

구분
가격

N(%)

성능

N(%)

디자인

N(%)

유지관리

N(%)

A/S

N(%)

인지도

N(%)

전체

N(%)
χ²

만족 요인

가격 1(0.8) 4(3.2) 0(0) 1(0.8) 0(0) 0(0) 7(5.6)

37.225

성능 9(1.6) 58(46.8) 2(1.6) 5(4.0) 9(7.3) 6(4.8) 89(71.8)

디자인 0(0) 3(2.4) 2(1.6) 0(0) 0(0) 1(0.8) 6(4.8)

유지관리 0(0) 1(0.8) 0(0) 0(0) 0(0) 0(0) 1(0.8)

A/S 1(0.8) 13(10.5) 0(0) 0(0) 4(3.2) 1(0.8) 19(15.3)

인지도 0(0) 1(0.8) 0(0) 1(0.8) 0(0) 0(0) 2(1.6)

전체 12(9.7) 80(64.5) 4(3.2) 7(5.6) 13(10.5) 8(6.5) 124(100)

의류 관리기를 살 때 고려한 요소와 의류 관리기에 대한 만족 요소에 대한 상관성을 조사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

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을 가장 우선해서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점과 위의 항목에서 설명했듯 

의류 관리기의 성능이 우수하다고 입증된 점이 중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의류 관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만족도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

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의류 관리기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는 세대별로 크게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로 만족 요인도 모두 성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

려했을 때 의류 관리기 제조사는 세대별로 차별적인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류 관리기 경험자와 미경험자 모두 브랜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성능을 가장 우선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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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고 있다. 또한, 의류 관리기를 구매했을 때 고려한 요소와 의류 관리기를 사용했을 때 만족 

요소가 성능 부분에서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의류 관리기 제조사는 

다른 요인 (가격, 디자인, A/S, 유지관리 등)보다는 성능을 위주로 제품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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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진*ㆍ배현숙
창원대학교

웰니스(wellness)를 위한 허리보호대 현황과 착용만족도 연구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9년 만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되므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실버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조차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인하여 척추관련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허리디스크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인 웰니스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의 질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허리디스크(척추 추간판 탈출증)란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써 현대인의 

70∼80% 이상이 경험하게 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만성 통증은 물론, 움직이거나 자세 변경 시 

진통과 하지방사통과 함께 극심한 경우 대소변장애나 하지마비 등의 증상까지 동반하게 되어 이

들의 삶의 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심리적인 문제나 치료의욕 감소 등의 정서 

상태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수술 치료의 부담에 따라 허리보호대의 필요성 및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척추질환 수술 

전, 후뿐만 아니라 운동과 자세 교정, 직업 특성상 작업 시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허리보호대

가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허리보호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

중의 판매되고 있는 허리보호대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분석하고 착용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소비

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허리보호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판 허리보호대

는 2018년 7월 온라인 쇼핑몰과 의료용품 매장을 방문, 조사하고 국가별 브랜드 인지도와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브랜드별 제품 현황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18

년 11월 14일 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고, 오프라인 조사는 복지관, 체육 센터, 병원 등을 중심으

로 조사하여 239부의 유효설문을 얻었다. 

선정된 국내ㆍ외 시판 브랜드 허리보호대 제품 소재는 Nylon, PET가 대부분이며, 착용 시 신

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PU, 고무 등을 혼방하였고, 착용방법은 벨크로나 벨트형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일상생활과 운동 시, 업무 시 등 제품의 사용 목적에 따라 보호대 착용부위와 보호 강도가 

상이하였다. 허리보호대를 착용해 본 응답자는 26.4%에 불과하였으며, 착용 목적은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허리수술 후 보조기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미착용 이유는 불편하거나 착용 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허리보호대 구매 시 고려 요인으로는 착용감과 보호대의 강도였으

며, 보완점 또한 착용감과 보호대의 강도를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요

구하는 추가 기능으로는 착용방법의 다양화, 보호 부위 및 강도 조절 기능, 쾌적성을 고려한 소

재의 사용이 있었다. 착용만족감에서는 허리보호대의 사이즈, 무게와 촉감, 두께, 보온성, 흡습성, 

쾌적성 등의 소재 특성과 내구성, A/S 등 관리적 특성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허리보호대는 보호 기능의 개선뿐만 아니라 착용감 향상을 위한 소재 개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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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실버산업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동시에 젊은 세대의 허리질환이 증가

하는 현대사회에서 허리보호대 개선방향의 제시는 생산자 측면에서도 소비자 니즈와 만족도를 반

영한 허리보호대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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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아*ㆍ강민정
신라대학교

귀걸이의 디자인 특징에 관한 연구:
브랜드 귀걸이의 구조 및 장식 형태를 중심으로

1. 서론

주얼리는 오랫동안 여러 문화권에서 의복을 고정하는 기능 이외에 부와 신분 표시, 사랑 또는 

행운과 같은 개인적 의미 또는 특정 집단의 상징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주얼리 품목

은 기능적인 요구 사항이 감소함에 따라 장식용 품목으로 진화했다. 주얼리는 귀걸이, 목걸이, 반

지, 브로치, 헤어핀 및 팔찌와 같이 신체 부위를 장식하는 작은 장신구의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주얼리는 귀한 금속과 보석이 많이 사용되지만, 플라스틱, 유리, 목재, 뼈, 섬유 및 도자기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다. 주얼리 브랜드의 품목별 제품 수량은 귀걸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귀걸이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대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귀걸이는 같은 의복이라 할지라도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이미지를 가져

올 수 있다(Jeong & Choi, 2009; Yoon, 2005). 귀걸이는 귓불이나 귀의 외부 부분을 관통하여 

귀에 붙이는 주얼리 이다. 귀걸이의 종류는 클립형(clip)과 관통형(ear piercing)이 있는데 외부 귀

의 위쪽 부분을 관통하기도 하지만 보통 귓불을 관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주얼리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귀걸이는 관통형이 많은데 고정 장치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귀걸이의 

장식부에 사용된 형태와 크기도 다양하다. 이러한 귀걸이의 디자인 요소에 따라 분위기와 이미지

를 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Jeong & Choi, 2009; Yang, et al., 2017; Yoon, 2005). 그러나 귀걸

이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와 적용에 관한 연구는 타 연구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귀걸이 제품의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써 귀걸이 착탈 구조 및 장식

적인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귀걸이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2018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브랜드 귀걸

이 제품의 착탈 구조와 장식부의 형태를 중심으로 디자인 특징을 조사하였다. 논문, 기사, 정기간

행물, 웹사이트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주얼리 브랜드 7개를 선정하고 브랜드별로 인기 있다

고 소개된 귀걸이 중 착탈 방식이 다른 3개 제품을 각각 수집하여 총 21개 귀걸이의 형태를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브랜드의 귀걸이 제품은 귀걸이 착탈 방식에 있어서 클립형보다 관통형이 많

고 금, 은 등 금속 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므로 관통형 금속 귀걸이 제품에 한정하여 귀걸이의 

디자인 요소별로 특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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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브랜드별 귀걸이의 디자인 모티브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클루(Clue)는 꽃, 원, 타원을 모티

브로 캐주얼하게 표현한 특징을 보인 반면, 골든듀(Goldendew)는 원, 꽃, 물방울 형태의 중심에 

작은 다이아몬드로 장식하여 중후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적 특징을 보였다. 제이에스티나(Jestina)는 

작은 진주, 큐빅, 브랜드 왕관 로고 장식을 결합하여 우아한 이미지 특징을 보였으며, 미니골드

(Minigold)는 원, 하트, 물방울, 사각형, 꽃, 캐릭터 모티브를 사용하여 작은 큐빅 여러 개로 장식

히야 귀엽고 시랑스런 이미지 특징이 나타났다. O.S.T.는 꽃, 해, 달, 별 등의 모티브와 큐빅을 

사용하여 편안하고 재미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스톤헨지(Stonehenge)는 링 형태를 세공

하여 강하면서 심플한 이미지를 보였으며, 스와로브스키(Swarovski)는 원, 물방울, 꽃, 브랜드 로

고의 크리스털을 사용하여 화려하면서 심플하게 디자인한 특징을 보였다. 

브랜드 귀걸이의 착탈 형태에 따른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관통형 귀걸이 착탈 구조 방

식에 따라 귓불에 밀착되면서 귓불 앞쪽이 장식되는 스터드형, 귓불 앞쪽 및 귓불 밑에 늘어뜨린 

장식부를 갖는 드롭형, 귓불을 관통하는 고리(ring) 전체가 장식되는 후프형의 3가지 형태로 구분

하였다. 

스터드 귀걸이는 눈에 보이는 앞쪽에서 장식이 되며 귀와 귓불을 관통하는 기둥의 끝에 탈착

식 고정 장치로 제자리에 고정되었다. 스터드형은 귓불 앞에, 드롭형은 귓불과 그 밑에 늘어뜨린 

장식부에, 각각 원형, 십자가, 하트, 사각형 등의 도형 모티브가 주로 사용되어 디자인되었고, 물

방울, 꽃, 나비, 해, 달, 별 등의 자연 모티브와 브랜드 로고 등도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

롭 귀걸이는 귓불에 늘어진 줄을 따라 한개 또는 다단계로 보석이나 또는 펜던트가 다양한 형태

와 크기로 매달려 다양한 이미지가 표현되었다. 드롭형 귀걸이는 일반적으로 귓불 뒤쪽에 고정 

장치 없는 후크(hook)가 귓불을 관통하고 귓불 밑으로 늘어진 사슬의 길이는 어깨에 닿도록 디

자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프 귀걸이는 원형 또는 반원형 모양의 링이 귀를 통과하고 개폐되는 

금속 장금 장치 구조인데 귓불 고리의 크기, 굵기, 세공 장식에 변화를 주면서 디자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귀걸이의 크기를 귀걸이 착탈 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스터드형 귀걸이는 0.1~2cm, 후프형은 

2~3cm, 드롭형 귀걸이는 늘어뜨린 체인 길이가 1~7cm 범위로 아주 짧은 것부터 길게 디자인된 것

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드형은 일반적으로 귓불 크기보다 작은 1cm 미만이 많은 반면, 드

롭형은 귓불 밑 1~3cm에 장식이 매달려 총 크기는 5cm 미만으로 디자인 된 것이 많이 나타났다. 

4. 결론

7개 주얼리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귀걸이의 디자인적 분석을 통해 디자

인 모티브는 원형이며, 귀걸이의 착탈 방식으로 스터드형, 드롭형, 후프형의 관통 구조가 고루 사

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귀걸이의 크기는 스터드형, 후프형, 드롭형의 순서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귀걸이 착탈 구조 특징을 비교분석한 결과, 스터드형 귀걸이와 후프형 귀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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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및 고리 형태로 디자인된 것이 브랜드별로 유사하고, 드롭형은 귓불부터 늘어뜨리는 체인 

길이를 따라 장식부품의 위치, 모티브, 소재, 크기와 함께 형태를 변화로 브랜드별 차별화된 이미

지의 디자인 특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시판되는 브랜드 귀걸이의 디자인 특징을 연구할 수 있었으며 

주얼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사대상 귀걸이 제품의 색상은 금

색, 은색이 모든 브랜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식용 소재는 

다이아몬드, 크리스털 큐빅, 진주, 금속 등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귀걸이의 형태와 크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후속 연구로 귀걸이의 소재, 색상 등의 디자인 

요소가 착용자의 이미지 표현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소비자의 감성과 선호도를 

고려한 독창적인 귀걸이 개발을 위한 실용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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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걸이의 형태와 크기가 감성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20대 여자 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1. 서론

장신구는 장식성, 상징성, 개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장신구 중에서도 귀걸이는 스타일을 

강조하고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Yang, 2007). 그러나 귀걸이에 관한 기

존 연구는 귀걸이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효과(Jung & Choi, 2009; Lee, 2006; Song & Lee, 

2011)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최근에는 기능성 귀걸이 개발(Kim, 2015)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

고 있으나, 귀걸이의 디자인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감성과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

다. 귀걸이는 재료와 형태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작용한다(Yoon, 2005). 귀걸이의 종류는 클립

형(clip)과 관통형(piercing)이 있고 관통형 귀걸이는 스터드(stud) 귀걸이, 후프(hoof) 귀걸이, 드

롭(drop) 귀걸이의 형태로 구분되고 각 귀걸이 형태는 다양한 크기로 디자인된다. 귀걸이는 형태

와 크기에 따라 감성 이미지가 다르게 표현되고 귀걸이의 감성 이미지가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귀걸이의 형태와 크기에 따른 감성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하고 

귀걸이의 감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귀걸

이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 목적을 위하여 부산지역에 거주하면서 귀걸이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대 여대생 31

명을 선정하여 2018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의 기간에 귀걸이 자극물을 보고 18개 감성 형용어 

쌍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감성 이미지와 선호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귀걸이 자극물은 귀걸이 장식부를 원형으로 한정하고 관통형 고정 방식에 따라 스터드형, 드

롭형, 후프형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한 다음 귓불 크기를 기준으로 작은 귀걸이(1cm 직경), 큰 귀

걸이(4cm 직경)의 2가지로 구분하여 형태와 크기가 다른 총 6종의 귀걸이를 디자인하였다. 

Adobe illustrator CS6를 사용하여 귀걸이를 그린 다음 A4 용지에 흑백으로 출력하였다.

본 연구의 정량적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Statistics 2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귀걸이 

감성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자극물에 대한 감성 형용어 평가 자료를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귀걸이 크기가 감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t-검정으로, 귀

걸이의 형태가 감성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분석으로 파악하였으며, 감

성 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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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요인분석 결과 귀걸이의 감성 이미지는 ‘호화감’, ‘품위감’, ‘변화감’, ‘성숙감’의 4개 요인으로 구

분되었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해 설명력이 30.48%로 나타났으며, 수수한-화려한, 평범한-독특

한, 정적인-다이내믹한, 소극적인-과감한, 지루한-재미있는, 단순한-복잡한, 어두운-화사한의 9개 형

용사 쌍으로 구성되었으며 '호화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49.87%

로 나타났으며, 천박한-우아한, 남성적인-여성적인, 촌스러운-세련된, 현실적인-로맨틱한, 무거운-가

벼운의 5개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품위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전체변량의 설명력이 

59.37%로, 곡선적인-직선적인, 변화 있는-규칙적인의 2개 형용사 쌍으로 '변화감'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65.92%로, 성숙한-귀여운, 값비싼-값싼의 2개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성숙감'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윤영애(Yoon, 2005)의 여성 액세서리 형태 및 재료에 따

른 이미지 지각 차원으로 분류된 매력성, 귀여움, 화려함, 부드러움의 4개 요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류된 요인 1의 ‘호화감’은 윤영애(Yoon, 2005)의 연구에서 요인 3

으로 분류된 화려함과, 요인 2의 ‘품위감’은 윤영애(Yoon, 2005)의 요인 1인 매력성과 유사한 이

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귀걸이 크기는 4개 감성 요인 중 ‘호화감’에 대해서만 유의하게(p< 0.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큰 귀걸이는 작은 귀걸이에 비해 '호화감'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귀걸이 형태

에 따라 ‘호화감’과 ‘품위감’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화감'은 드롭형이 가장 높게 지

각된 반면(p< 0.001), '품위감'은 스터드형과 드롭형이 후프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 0.001). 

귀걸이 감성 요인이 선호도 및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품위감’이 귀걸이의 선호도, 구매의사 및 사용의사에 각각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감성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p< 0.001). 즉 귀걸이의 '품위감'이 높을수록 선호도 및 구매의

사가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대 여자 대학생에 있어서 ‘품위감’이 높은 귀걸이 제품일수록 선

호도와 구매의사와의 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귀걸이 장식부의 크기를 귓불 크기보다 

크게 하거나 드롭형으로 디자인한다면 ‘호화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귀걸이의 형태를 후프형 보

다 스터드형과 드롭형으로 디자인한다면 ‘품위감’이 높은 이미지를 표현하여 선호도 및 구매 의사

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귓불 크기를 기준으로 귀걸이 크기를 구분하였고 원형 장식과 3가지 유

형의 관통형 귀걸이 형태로 한정하였고 색의 효과도 배제한 자극물을 제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

를 부산지역의 20대 여자 대학생으로 국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

다고 보인다. 향후에는 조사 대상자를 확대하여 성별, 연령층별 비교를 포함하여 객관성을 높여

야 하고, 귀걸이의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소재 및 색채 등의 디자인 요소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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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하여 귀걸이의 감성과 선호도와의 관계를 좀 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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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염색 시 미로발란의 매염효과

최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건강과 웰빙,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경향 속

에 합성염료에 밀려 대중성을 상실했던 천연염색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각종 천연염색 제품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입각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식품 및 

농산물의 부산물은 바이오매스 자원의 하나로서 재활용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파껍질의 

염료활용도 한 예이다. 

양파의 황색계 색소는 다양한 flavonoid류가 함유되어 있다. 그 중 양파껍질에는 80%가 quer-

cetin diglycoside, monoglycoside, quercetin aglycone으로 구성되어 있다. flavonol 함량이 2.5∼

6.5%로 이들의 함량은 산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flavonol의 53%이상이 

아글리콘 형태인 quercetin이고 항산화물질이다. 

가자는 가자나무(Terminalia chebula Retzius)의 열매로 영어로는 myrobalan이다. 미로발란은 

노란색소가 추출되며 20-40%의 타닌이 함유되어 있고, 이는 가수분해형 타닌이다. 인도 북부와 

미얀마가 원산지이며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한방에서는 소화불량증, 복통, 설

사 등에 달여 먹는다. 또 디프테리아균, 녹농균, 대장균 등 항균활성에 뛰어난 생약재로 알려져 

있다. 가자추출물은 항균성을 지닌 천연염료로서 사용가능성이 높다. 또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하

기 쉬운 장점으로 천연염료로서 실용성과 경제성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염재는 시중에서 구하여 사용하였고, 염료 1Kg을 물 20리터 물에 반나절 불려 열탕추출을 하

였고, 이를 걸러 사용하였다. 시료직물은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매염방법은 매염제 미로발란, 명

반, 구리, 철, 티타늄, 바나듐을 사용하여 3%(owf)농도로 40℃에서 20분간 행하였고, 염색은 액비 

1:40에서 염색온도, 시간, pH변화 등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양파염색시 천연타닌과 합성매염제의 매염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견직물에 미로발란, 명반, 구

리, 철, 티타늄, 바나듐 매염제로 실험한 후 표면염착량과 표면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미로발란의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염착량은 증가하였다. 미로발란으로 매염하였을 때 선매염

이 후매염보다 염착량이 높았다. 미로발란으로 매염하였을 때 매염시간이 길수록 염착량이 더 커

졌다. 타닌과 금속매염제의 조합에서는 선매염이 후매염보다 효과적이며, 선매염에서 타닌을 먼저 

처리한 것이 매염제를 먼저 처리한 것보다 효과적이었다. 표면색의 변화에서는 매염제마다 다양

한 색상의 결과를 가져왔고, 미로발란 타닌과 매염제의 조합에서 순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매

염제의 발색경향은 명반과 티타늄, 철과 바나듐이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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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희ㆍ류동일ㆍ신윤숙
전남대학교

생촉매(효모)를 이용한 친환경 인디고 환원공정:
높은 환원력 유지를 위한 환원염욕의 pH 최적화

청색계열의 염료로 가장 중요한 인디고염료는 데님과 진을 위한 면사 염색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디고 환원공정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odium dithionite 대신 

부산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일상적인 온도에서 사용 가능한 효소나 박테리아에 의한 생물학적 환

원이 친환경적인 공정으로 많은 관심을 끈다[1]. 이중 효모균주(Saccharomyces cerevisiae)는 카르

보닐기의 환원을 촉진시키는 aldo-keto reductase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biocatalyst로서 유기

합성의 환원반응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인디고 염색에서도 발효 촉진을 위해 

막걸리, 식혜, 단술 등을 첨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막걸리와 효모로부터 Saccharomyces cer-

evisiae 균주를 배양하여 인디고의 환원염색에 이용하였으며, 효모균주를 이용한 생물학적 친환경 

인디고 환원공정의 가능성 및 환원반응 조건들 중 pH 조절이 최대환원력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2,3].2)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인디고 환원공정을 위하여 생촉매로 효모(baker’s yeast)를 whole cell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최적의 환원력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고자 환원염욕의 pH를 조절하여 환원력

을 평가하였다. 알칼리 완충수용액에 천연인디고와 효모를 첨가하여 32℃인큐베이터에서 반응시

켰으며, 하루에 한 번씩 염액의 환원력을 모니터링 하였다. 환원력은 인디고 환원액의 상등액으

로 염색한 마직물의 color yield(K/S값)를 측정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고, 산화/환원전위(ORP)

도 함께 측정하였다. 환원염욕의 pH 조절은 1)환원이 개시된 경과일 부터, 2)환원염욕의 pH가 

10이하로 감소한 경과일 부터, 그l리고 3)1차 최대환원력을 보인 경과일 부터 pH를 조절하여 pH 

10.5로 일정하게 유지시켰으며, pH를 조절하지 않은 경우와 함께 비교하였다. 여기서 pH 10.5는 

각 염욕에서 최초로 환원염색이 시작 된 환원욕의 pH이다. pH를 조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6일째 

최대염착량(K/S 13.47)을 보인 이후 환원력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18일째 환원이 종료되었다

(K/S 0.71). 반면, 염욕의 pH를 10.5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경우들은 pH 조절 시기에 따라 환원

초기의 환원력은 조금씩 다르지만 10~12일째 K/S 16.87~17.74의 최대염착량을 보였고, 모두 30

일째까지 K/S 12이상의 높은 염착량과 –560mV 이하의 낮은 ORP값을 보여 높은 환원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이로부터 효모를 사용한 인디고 환원에서 pH 조절 시기에 상관없이 환원욕의 pH를 

10.5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높은 환원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함을 확인하였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 2018 (No. 2017R1A2B4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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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개인보호장비(PPE)의 물리적 성능의 유형화:
화재 진압용 안전장갑을 중심으로

최근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언론에 비친 소방대원의 모습이 화제

가 되었고, 소방용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소방 안전장갑과 같은 개인보호장비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이나 해당 장비에 대한 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다(Kim, 2014). 또한 장갑의 품질에 대한 지적

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보급된 국내산 안전장갑보다 성능이 우수한 수입제품을 사비로 구

입하여 착용하기도 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Lee, 2017). 소방대원들이 사용하는 안전장갑은 소

방관의 안전과 다양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주요도구로써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Syn, 2015).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용 화재 진압 장갑에 대한 필수 성능을 알아보고, 결여 성능

을 파악하여 소방 장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소방복 

및 소방장비에 관한 논문과 뉴스를 통하여 국내 소방 안전장갑에 부여되어있는 성능과 요구되는 

성능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였으며, 중앙119구조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입찰하는 안전장갑의 요

구 속성을 파악하였고, 한국소방공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안전장갑에 사용된 속성과 비교하였

다. 문헌 분석한 결과 안전장갑의 성능에 필요로 하는 요인을 물리적성능 요인이라 명하였다. 물

리적성능 요인 중 첫 번째는 불침투성이다. 국내 소방 대원들에게 화상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부위가 손이나 손목 부위로 알려져 있다(Kim, 2018). 화재 진압의 환경은 극명한 온도 차로 인한 

강풍이 상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고온의 재와 비화(飛火)가 비산하고 소방복과 소방장갑 사이

에 침투되어 화상 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자 불침투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활동성이 필요하다. Lee(2017)의 연구에서 밝힌 2015 소방공무원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뻣뻣한 착용감으로 안전장갑 착용 시 손가락 움직임이 불편하며 신속한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화재진압에 있어서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품개발을 위해 신

축성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내절단성이 필요하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유리나 금속, 

파편 등 날카롭고 뾰족한 물체에 찔려 장갑을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손 부위에 자상을 입는 경우

가 있다(Lee, 2017). 손끝이나 관절이 있는 부분에 마모가 되어 있으면 날카로운 물체로 인한 자

상이 발생하므로 필요하다. 네 번째는 경량성이다. Syn(2015)의 연구에 따르면 소방 안전장갑이 

너무 무겁다는 소방대원들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화재가 완벽히 진압될 때까지 12kg에 달하

는 소방호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중량은 손의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경량성이 필요하다. 빈

번히 발생하는 화재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손은 많은 일을 해내기 때

문에 소방용 안전장갑에 필요시 되는 유형을 파악하고자 문헌연구를 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방용 개인보호장비(PPE)중 가장 요구사항이 많은 품목은 소방 안전장갑이었다. 연구 결과, 소

방 안전장갑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성능을 소방대원들의 화상 방지를 위한 불침투성, 신속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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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활동을 위한 활동성, 자상과 같은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절단성, 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

한 경량성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는 소방 안전장갑에 부여될 성능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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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의 하지 가압과 경혈점 자극 방법이 혈류에 미치는 
효과

수년에 걸쳐 컴프레션 제품은 혈관계 질환, 부종 및 피로 등과 관련되어 국내ㆍ외에서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컴프레션 웨어로 인체 외압 시 혈관 단면적 변화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혈류 변

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주로 의복압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MacRae et al(2011)의 리뷰논문에서 혈류 증가에 관여

하는 의복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의복압이 낮은 경우는 혈류변화를 유발하지 못하고, 의복압

력이 너무 높으면 오히려 혈류에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을 볼 때, 의복

압은 혈류변화를 유발하는 매우 의미 있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생리적으로는 쾌적한 것으

로 평가되는 의복압이 착용자의 주관적 압박감 평가에서는 부정적 반응, 즉 비선호되는 것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Sigel. et al., 1975). 이로써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하는 목

적에 따라 생리적으로 쾌적한 의복압의 수준과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의복압 수준의 균형을 고려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대두된다. 

최근에는 혈액순환 증진을 위해 경혈점 자극 또는 경락 마사지와 같은 방법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Huang et al., 2013). 그러나 가압 방법과 경혈점 자극 

방법을 각각 또는 병행했을 때 혈류변화에 대해 관찰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신축성 소재를 사용한 컴프레션 웨어의 중요한 기능인 가압 방법과 경혈점 자극 방법을 병

행하고 그 결과를 혈류측정을 통한 혈류량과 혈류속도 변화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

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험자는 20대 남성 10인(평균 키: 174.8 ± 1.53 cm, 체중 76.7 ± 2.64 

kg)으로 질병의 유무를 확인하여 건강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실험복 제작은 사이즈 코

리아(http://sizekorea.kr)에서 제공하는 20대 남성 평균 체형 데이터를 사용하여 Calf sleeve 원형

패턴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피험자의 발목둘레 측정치와 종아리 둘레 측정치, 무릎가운데점부터 

발목방향으로 –8cm 되는 지점에서 둘레 측정치를 대입하여 피험자 각각의 맞춤 원형패턴으로 전

개하였다. 축소패턴 전개 및 제작은 원형패턴을 코스방향으로만 30%, 40%축소하고 오버록 봉제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축소율 선정은 피험자 1인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에서 Calf 

sleeve 원형 패턴을 활용하고 둘레방향으로 10∼50%까지 축소 가압 시 혈류측정을 통해 혈류량

과 혈류속도를 분석하였다. 혈류량은 10%, 20% 축소 시 가압이 전혀 없는 루즈핏 웨어 착용 시 

획득한 혈류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30, 40, 50%에서 축소율이 높을수록 혈류량도 높게 측정

되었다. 그러나 주관적 압박감 평가에서 40%는 종아리 부위를 지지해 주는 기능은 있으나 발목

이 너무 조였고, 50% 슬리브는 착용하기 불편하고 압박감도 너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축소율 30%, 40%의 압박 수준을 최종 수치로 선정하고 ‘Calf sleeve-30’, ‘Calf 

sleeve-40’ 이라고 명명하였다. 경혈점 자극을 위한 방법으로는 현재 시판중인 리프팅 밴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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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밴드 속에 삽입되어 있는 높이 1cm, 지름 1cm,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돌기를 사용하

였다. 경혈점 선정은 다리부위에서 혈액순환 증진을 위한 최적의 경혈점 위치에 대한 전문 자문

을 구하여 결정하였다. 축소율이 다른 2종 Calf sleeves의 정량적 의복압 측정은 공기주입식 센서

를 이용하였으며(AMI3037-2, AMI Techno, co, Ltd, Japan) 의자에 앉은 자세(혈류측정과 동일 자

세)에서 외측 발목점에서 5cm 올라온 지점과 종아리 후면에서 1분간 측정하였다. 

혈류측정 시 처치는 가압이 전혀 없는 루즈핏 상ㆍ하의(컨트롤), Calf sleeve-30, Calf sleeve- 

40, Acupuncture, Calf sleeve-30+Acupuncture, Calf sleeve-40+Acupuncture이고 총 6종이다. 혈류 

측정장비(FLO-C1 OMEGAWAVE, INC., Japan)는 레이저 도플러 혈류측정법(Laser Doppler-Flowmetry)

방식으로 피부 표면으로부터 약 1mm정도 아래의 미세 순환 혈류를 측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혈류측정 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비록 하지 가압과 하지 내 경혈점을 압박했지만, 혈류

측정 센서는 오른손 가운데 안쪽 끝에 부착하고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의자에 무릎을 90°로 앉

은 자세에서 15분간 측정하였다. 경혈점 위치는 발목부터 무릎 아래에 있는 5 곳이고 모두 Calf 

sleeve 착장 영역에 포함되었다. 주관적 착용감 평가는 2종 Calf sleeve 착용 시 주관적 압박감 

선호도, 근육지지감과 경혈점 자극 시 압박감에 대해 평가하고, 질문은 ‘압박감이 적정한가?’, ‘근

육을 지지감이 적정한가?’, ‘경혈점 자극 시 압박감은 적정한가?’의 3가지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1점: 매우 나쁨 (매우 비선호), 4점:보통, 7점: 매우 좋음 (매우 선호))로 평가하였다. 

결과분석은 IBM SPSS STATICS 24.0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과 사후

검증의 다중비교(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각 실험에 따른 혈류변화는 <표 1>과 같다. 혈류량은 Calf sleeve-40를 착용했을 때 유의미하

게 증가하고, 이때의 의복압은 발목 1.24 kPa, 종아리 2.12 kPa수준이다. 혈류속도는 Calf 

sleeve-40, Acupuncture, Calf sleeve-30+Acupuncture, Calf sleeve-40+ Acupuncture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로, Calf sleeve-30(발목 0.87 kPa, 종아리 1.57 kPa)을 단독으로 착용할 때에 혈

류속도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경혈점 자극을 병행하면 혈류속도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정량적 의복압 및 혈류측정

Treatment
Clothing pressure(kPa) (Mean(S.D.) Blood flow

(ml/s)

Blood velocity

(mm/s)Ankle Calf

Control 26.75a 1.67a

Calf sleeve-30 0.87(.15) 1.57(.27) 28.43a 1.74a

Calf sleeve-40 1.24(.24) 2.12(.31) 31.08b 2.17b

Acupuncture 29.91ab 1.94b

Calf sleeve-30 + Acupuncture 27.13ab 2.12b

Calf sleeve-40 + Acupuncture 29.69ab 2.39b

F 2.748 3.042

p .046* .027*

*p<.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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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Calf sleeves 착용 시 주관적 압박감 선호도 평가 결과 평균(표준편차)은 Calf sleeve-30는 

발목 4.5(0.8)점, 종아리 5.1(0.7점)이고, Calf sleeve-40은 발목 5(0.6)점, 종아리 5.8(0.9)점으로 확

인되었다. 근육지지감 평가 결과 평균(표준편차)은 Calf sleeve-30은 5.3(0.5)점, Calf sleeve-40은 

6.5(0.5)점 으로 나타나 근육지지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혈점 자극 시 압박 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 평균(표준편차)은 1.7(0.5)점으로 불쾌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의복압은 발목 1.24 kPa, 종아리 2.12 kPa 수준일 때 혈류량과 혈류속

도의 개선에 기여했고, 주관적 압박감과 근육지지감도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의복압이 

발목 0.87 kPa, 종아리 1.57 kPa 정도일 때 혈류변화는 유발하지 못했지만 경혈점 자극 방법과 

병행할 때 혈류속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검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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웻수트용 승화전사니트/네오프렌 복합소재의 견뢰도 평가 

서핑용 패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텍스타일 디자인이 적용된 네오프렌 소재개발

이 필요하여, 웻수트 겉면에 사용되는 니트 직물에 승화전사 프린팅을 통해 텍스타일 디자인을 

가미한 해양용 네오프렌 시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터 중 승화전사는 분산염

료로만 가능하며, 이는 폴리에스터 섬유에 적절한 염료이다. 승화성 분산염료를 사용하여 전사지 

위에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한 후, 이 전사지를 폴리에스터 섬유에 열전사하는 방법이 승화

전사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트이다. 이러한 승화전사프린터로 네오프렌 겉면인 폴리에스터 니트에 

승화전사 프린트를 진행하고, 웻수트용 네오프렌에 합포하여 웻수트용 승화전사니트/네오프렌 복

합소재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승화전사니트/네오프렌 복합소재의 해양용 웻수트에 사용가

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세탁견뢰도, 땀견뢰도, 일광견뢰도, 땀과 일광의 복합견뢰도 및 물견뢰도를 

평가하였다.3)

연구방법으로 4가지 다른 패턴 및 컬러의 웻수트용 텍스타일 디자인 4종을 개발하고, 승화전

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80℃에서 1분간 폴리에스터 니트 직물에 프린트하였다. 승화전사 프린트

한 니트를 웻수트용 네오프렌에 합포하여 승화전사니트/네오프렌 복합직물 4종을 얻었다. 해양용 

웻수트에 사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합직물의 견뢰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세탁견뢰도

는 KS K ISO 105-C06:2014 A2S호((40 ± 2)℃, 30분, ECE 세제)에 준하여 측정한 후 등급을 평

가하였고, 땀견뢰도는 KS K ISO 105-E04:2013 ((37 ±2)℃, 4시간)에 준하여 산성 및 염기성 조건

하에서 변퇴색 및 오염정도를 확인하여 등급을 평가하였다. 일광견뢰도는 KS K ISO 105-B02: 

2014 Xenon arc(수냉식, 방법3: 표준청색염포에 의함)에 준하여 시험하였으며, 땀과 일광의 복합

견뢰도는 KS K 0701:2014 B법-Xenon법에 의해 시험한 후 등급을 평가하였다. 또한, 물견뢰도는 

KS K ISO 105-E01:2013 에 준하여 시험하여, 변퇴색 및 각 직물별 오염정도를 확인한 후 등급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탁견뢰도는 4-5급, 일광견뢰도는 4급 이상, 땀과 일광견뢰도는 산

성 및 알칼리성 환경 하에 모두 4-5등급, 물견뢰도는 4-5급으로 판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승화전사니트/네오프렌 복합직물은 해양용 웻수트 직물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o. NFR-2017R1A1A2A10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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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맞음새 향상을 위한 발 형태에 관한 연구:
제6차 Size Korea 3차원 발 계측 자료를 이용하여

1. 서론4)

맞음 새가 좋지 않은 신발은 착용자에게 신체적 불편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일상 활동을 방해하

고 발의 변형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Sarghie et al., 2017). 신발이나 인솔을 설계하기 

위해서 착용자의 발 형태와 치수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자료가 필요하며, 신발 제작을 위해서 

발 측정 자료를 반영한 신발 라스트(Shoe last)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량 생산용 신발 라스트 

제작에 보편적으로 다양한 항목의 발 측정 데이터 평균값이 활용되고 있다(Sarghie et al., 2017). 

발 측정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직접계측법, 발 프린트법, 족저압 측정법, 3차원 인체 스캐

너 사용법 등이 있다. 발 형태를 분류하는 방법은 발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세

장도 분류, 발가락 길이와 발가락 각도를 기준으로 하는 발바닥 유형 분류, 다양한 항목의 발 측

정 자료를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 하는 발 유형 분류 등이 있다. 발바닥 유형 분류 및 세장도에 

의해 발 형태 분류 방법은 3차원적인 발 형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Choi 

& Chun, 2007; Song et al., 2018).

최근 3차원 발 스캔 장비의 개발과 상용화 증가로 발 부위의 치수 정보를 이용한 발 형태 유

형 분류와 발 형태적 차이에 관한 연구(Choi & Chun, 2007; Jung & Hwang, 2012; Kim, 

Hwang, & Lee, 2012; Kim & Do, 2014; Lee & Do, 2014; Lee & Kwon, 2008: Lee et al., 

2014)와 3D 스캔 발 모델링에 관한 연구(Luximon et al., 2005; Sarghie et al., 2017; Song et 

al., 2018; Stanković et., 2018)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여전히 자신의 발 형

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신발 사이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3차원 발 계측기 없이도 간

단하게 발 치수를 계측하여 개인별 발의 3차원 형태를 알고 적합한 신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종래 신발 패턴 설계에서 발길이와 발너비로 구성된 2차원적 발 형태 보다 발 높이

와 관련된 측정 항목을 기준치수로 추가한다면 3차원적 발 형태를 반영하게 되어 신발 맞음새가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적 발 형태 특징을 고려한 신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3차원 발 형태 요인을 추출하여 발 형태를 분류하고 발 형태 유형별 

특징과 3차원 발 형태 분류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발 측정 항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6차 Size 

Korea 3차원 발 계측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산학연협력(첫걸음)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S2655419)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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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제6차 Size Korea 3차원 발 계측 자료는 2010년 7월 15일부터 2010년 8월 

15일까지 20세부터 39세까지의 한국 성인 848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것인데 결측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유효한 842명의 발 측정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발 형태 요인분석에 사용

한 3차원 발 스캔 치수 항목은 발길이, 발꿈치_첫째발가락길이, 발꿈치_발등길이, 발너비, 볼거리, 

볼높이, 발등높이, 가쪽복사뼈높이, 발꿈치점높이, 발꿈치위점높이, 볼둘레, 발등둘레, 발꿈치_발등

둘레, 발꿈치_발안쪽점길이, 발꿈치_발가쪽점길이, 발중심점상측길이, 발중심점하측길이, 내측볼너

비, 외측볼너비의 19개 항목이다. 베리멕스(Varimax)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사용하고 요인 수는 

Kaiser의 고유치 1 이상인 요인까지 선택하여 요인의 내용을 밝혔다. 추출된 요인점수를 사용하

여 표준화된 유클리드 거리에 근거한 비 연결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3차원 발 형태를 유형화하였

으며, 분류된 3차원 발 형태 유형별로 발 계측 항목별 평균값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ANOVA와 

Duncan의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별로 추출된 발 유형 요인의 점수 평균값과 대표 발 측

정 항목의 평균값에 대해 판별분석한 결과로 발 유형 분류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발 형태 구성 요인 

3차원 발 스캔 형상에서 측정된 19개 항목의 계측치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 형

태를 구성하는 요인은 3개로 추출되었으며 3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77.8%를 설명하였다. 요인 1

은 발꿈치_발등둘레, 발꿈치_발등길이, 발중심점하측길이, 발꿈치_발가쪽점길이, 발꿈치_발안쪽점

길이, 발꿈치_첫째발가락길이, 발길이의 7개 계측항목으로 구성되고 전체 변량의 34.4%를 설명하

였고 ‘발크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인 2는 발등높이, 볼높이, 발등둘레, 볼둘레, 발너비, 볼거

리, 가쪽복사뼈높이, 내측볼너비, 발중심점상측길이, 발꿈치위점높이, 발꿈치점높이의 11개 계측항

목으로 구성되고 ‘발높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변량의 33.0%를 설명하였다. 요인 3은 

외측볼너비의 1개 계측항목으로 구성되고 ‘볼너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0%였다. 제6차 사이즈 코리아 발 스캔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된 3개 요인의 전체변량

에 대한 설명력 77.8%는 제5차 사이즈 코리아 발 스캔 자료를 이용하여 추출되었던 9개 발 형태 

요인의 전체변량 설명력 77.7%와 거의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Lee & Kwon, 

2008)에서 40개 항목의 3차원 발 계측치를 기준으로 추출된 9개 발 형태 요인 중 발길이, 발둘레

/너비의 요인이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발크기, 발높이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

과 차이가 있다. 

2) 발 유형 분류

발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에서 산출된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발 유형의 출현율과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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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형 1은 조사대상자의 33.5%(282명), 유형 2는 25.2%(212명), 유형 3은 26.0%(219명), 유

형 4는 15.3%(129명)의 분포를 나타냈다. 성별 발 유형의 출현율의 차이를 Pearson의 chi-square 

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은 ‘작은 발’(55.3%), ‘납작한 발’(31.5%)이, 남성은 ‘큰 발’44.4%, ‘솟은 

발‘41.8%의 빈도가 유의하게(p<.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으로 분류된 발 유형간 요인점수의 차이가 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과 

Duncan의 다중 비교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발 유형별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p<0.001). 이렇게 발 유형별로 발 요인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3개의 3차원 발 

형태 요인으로 발 형태가 의미 있게 분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발 유형별 형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발 치수 항목을 종속변수

로 하여 분산분석과 Duncan의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계측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유형 1은 발크기 요인 점수와 볼너비 요인 점수가 가장 작아 ‘작은 발’ 유형이라고 볼 수 있

다. 유형 2는 발높이 요인 점수와 볼너비 요인 점수가 가장 큰 ‘솟은 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유

형 3은 발크기 요인 점수가 가장 크고 발높이 요인 점수도 비교적 크면서 볼너비 값은 가장 작은 

‘큰 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유형 4는 발높이가 가장 낮으면서 볼너비와 발크기 값은 비교적 큰 

‘납작한 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제5차 남성의 3차원 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류된 발 유형(Lee 

& Kwon, 2008)인 ‘두꺼운 발’, ‘작은 발’, ‘높은 발’, ‘넓은 발’의 4개 유형으로 분류된 결과와 비교

해보면 ‘두꺼운 발’ 대신 ‘큰 발’, ‘높은 발’ 대신 ‘솟은 발’로, ‘넓은 발’ 대신 ‘납작한 발’ 형으로 명

명하였으나 ‘작은 발’형은 명칭도 일치되어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9

개 항목의 발 계측치를 기준으로 추출된 발 형태 요인으로 발 유형을 구분할 수 있었다. 

3) 발 형태 집단 분류의 정확성 

3개의 발 형태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모두 진입 하고 4개 발 유형 군집을 집단변수로 하여 

판별분석한 결과 군집의 96.0%가 적중하였고, 3개의 대표 발 측정치를 독립변수로 하고 4개 발 

유형 군집을 집단변수로 하여 판별분석 결과 군집의 83.8%가 올바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차원 발 유형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3가지 항목의 대표 발 측정값만으로도 상당히 정

확하게 3차원 발 형태 집단의 소속을 판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3차원 발 형태 요인을 대표하는 발 치수 항목으로 나타난 발길이, 볼너비로 나타난 것과 차이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발등을 기준으로 하는 발꿈치_발등둘레와 발등높이는 3차원 발 형태를 분

류할 수 있는 중요 발 측정 항목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에서 제 6차 3차원 발 스캔 데이터를 사용하여 20세 이상 39세까지의 성인 발 형

태를 분류하고 발 유형별 발 특징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발 형태 요인분석 결과 발 형태 

요인은 ‘발크기’, ‘발높이’, 외측볼너비‘의 3개로 구분되었으며, 요인점수 값을 사용하여 발 형태를 

분류한 결과, ‘작은 발’, ‘솟은 발’, ‘큰 발’, ‘납작한 발’의 4개 군집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4개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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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 형태 요인 및 발 측정 항목의 평균값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

성은 ‘작은 발’과 ‘납작한 발’ 유형으로, 남성은 ‘큰 발’과 ‘솟은 발‘의 빈도가 높으므로 남녀 공통된 

3차원 표준 발 모델링보다는 성별로 최소한 2개씩의 발 형태 분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발 유형을 찾는 방법에서 발등을 중심으로 측정한 둘레 

항목과 높이 항목이 3차원 발 형태의 중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발길이

외에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발꿈치-발등둘레, 발등높이, 외측볼너비를 기본치수 항목으로 반영

한다면 3차원 발 형태 유형에 맞는 신발의 선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발 패턴이나 라스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에서 3차원 발 형태 유형별 발 치수 측정값을 사용

한 라스트 설계와 신발 패턴 설계에의 적용 효과를 검토하고 성별과 연령대 별로 발 형태의 특

징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 연령대별로 발 형태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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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ving과 Knitting 기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1. 서론

최근 패션 디자인에서 플라스틱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유연성과 탄력성이 높아진 합성섬유 

PVC 소재를 다양한 명품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실을 이용한 Weaving이나 

knitting 으로 남들과 다른 나만의 개성있는 소재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소재와 수공

예적인 기법이 패션디자인에 사용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PVC 소재와 Weaving과 knitting 기

법을 활용한 소재로 의상을 제작하였다. 

본 디자인은 꿈의 시작 The bigning of a dream의 컨셉을 모티브로 하여 꿈의 세계에 첫 발

을 디뎠을 때 상상하는 호기심과 모험심을 탐색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가벼운 소재와 무거운 

소재를 같이 사용하였다. 그래서 뻣뻣한 PVC 위에 부드러운 양모 소재를 사용하여 Weaving과 

knitting 기법으로 상반된 느낌을 나타내는 의상을 제작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960년대 자유분방하면서도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패션에까지 퍼지면서 PVC와 나일론 등 플라

스틱 소재를 활용한 옷들이 유행했다. 그리고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PVC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유연성과 탄력성이 높아져 최근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플라스틱은 오래되고 뻔한 프랑스 옷감보다 훨씬 낫다.”라며 PVC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유행을 

선도 했다. PVC의 유행은 2018 s/s 시즌 해외 유명 컬렉션에서 명품 브랜드들이 멋과 실용성을 

겸비한 다양한 PVC 패션을 선보이면서 시작되어, 현재는 여름마다 등장하는 소재가 되었다.

날실과 씨실을 서로 엉키게 하여 직기로 짜는 Weaving 기법은 다양한 소재의 실과 실, 또는 

실과 오브제를 교차시키고 엮어서 나만의 직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베틀의 원리와 비슷하면서

도 좀 더 단순한 방식으로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Knitting은 손뜨개질, 기계 편물을 포함하는 편물의 총칭으로 knitting 기법 중 finger knitting 

과 arm knitting 은 틀과 바늘 없이 손가락과 두 팔로 뜨개질을 자유자재로 손쉽게 할 수 있는 

기법이다.

3. Weaving과 Knitting 기법을 활용한 작품 제작

본 의상은 ‘꿈의 시작’ 이라는 컨셉으로 화이트 진 위에 설렘과 떨림을 White denim skirt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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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Weaving과 Knitting 으로 표현하였다.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중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낮

은 채도의 양모실로 Weaving 하였다. <그림 1> 여러가지 꿈이 섞인듯한 느낌을 주기위해 PVC 

위에 낮은 채도의 그라데이션 양모실을 사용하여 finger knitting과 arm knitting 기법으로 너무 

가볍지 않게 상반된 느낌을 의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2> 트라이앵귤러 실루엣을 활용해 투명

하고 뻣뻣한 느낌의 PVC 특성을 살렸다. PVC의 봉제 과정에서 봉제 시 박음선이 깔끔하지 않으

며 봉제 부분에 구멍이 생기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PVC 케이프를 재봉 없이 재단하였고 그라데

이션 양모실을 사용하여 arm knitting 기법으로 끝 처리를 하였다. 이를 통해 PVC의 가벼운 느낌

과 니트 소재가 가진 무게감으로 상반되면서도 비정형적인 구조를 Weaving과 knitting 기법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

<그림 1> Skirt weaving   <그림 2> finger knitting과 arm knitting

<그림 3> PVC와 White denim skirt위에 표현된 finger knitting과 arm knitting

4. 결론

본 제작을 통하여 Weaving과 knitting 기법 외 다양한 기법들이 패션디자인에서 활용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후속 연구로는 봉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PVC 소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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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성인여성 체형별 인체형상과 CLO 3D 아바타 형태 차이 
비교

최근 그래픽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상착의는 의류 산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

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3차원 가상 피팅 기술은 대량생산체제에서 개별 고객의 사이즈와 취향 등

을 반영하여 개별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Lee & Sohn, 

2012). 3차원 가상 피팅 프로그램은 현재 현장 및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단계에 있는 실정이므로 

가상 모델의 모델링과 사이즈 다양화에 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CLO 3D 프로그램의 

5.0버전 업데이트로 인해 아바타 편집창이 더욱 세분화 되었으며, 아바타 사이징 시 표준체형 형

상과 유사하게 제작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CLO 3D의 기본 여성 아바타 중 동양 여성 아바타(Kelly)의 사이즈 조절에 따

른 모델링 형태와 제 6차 사이즈코리아 자료 중 20대 여성의 체형별 인체형상을 비교 분석하여 

아바타 사이징 시 표준체형을 반영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제 6차 사이즈코리아 3차원 인체형상 측정자료(2010년)중 20대 여성의 체형별

(작은역삼각체형, 큰삼각체형, 역삼각체형, 사각체형) 표준치수(18항목)를 이용하여 3D 아바타를 

생성한 후, 표준체형과의 유사성을 분석하기 위해 3D 아바타와 사이즈코리아 표준치수간의 차이

값을 비교 분석하고, 사이즈코리아 인체형상과 3D 아바타의 정면, 측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

덩이둘레의 외곽형상을 추출하여 이미지를 중합하여 형상의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사

용된 프로그램은 CLO 3D v.5.0.0이며, 아바타 형상 추출에는 Netfabb Studio Basic v.4.9가 사용

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가지 체형별 표준 치수와 3D 아바타의 측정치 비교 결과, 공통으로 치수의 차이를 보

인 항목은 목밑둘레, 젖가슴아래둘레였으며, 목밑둘레에서 작은역삼각체형(+0.6mm), 큰삼각체형

(+0.6mm), 역삼각체형(+0.6mm), 사각체형(+0.3mm) 모두 3D 아바타가 크게 측정되었으며, 젖가

슴아래둘레는 작은역삼각체형(-0.2mm), 큰삼각체형(-0.2mm), 역삼각체형(-0.1mm), 사각체형

(-0.1mm)모두 3D 아바타가 작게 측정되었다. 작은역삼각체형의 경우 엉덩이둘레에서 –0.1mm, 

팔길이에서 +0.1mm 차이를 보였으며, 큰삼각체형은 허리둘레에서 0.1mm 크게 측정되었고, 역삼

각체형은 팔길이에서 0.1mm 크게 측정되었으며, 사각체형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서 0.1mm 

작게 측정되었다. 전체적인 오차가 1mm이내로 3D 아바타가 사이즈코리아에서 제시한 표준치수

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상착의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3D 아바타와 사이즈 코리아 인체형상의 정면, 측면의 중

합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형상의 자세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였으나, 옆면에

서 사각체형은 3D 아바타가 인체형상에 비해 뒤로 젖혀진 체형으로 나타났으며, 작은삼각체형은 

다른체형에 비해 3D 아바타의 상체길이가 길게 나타났다. 이는 아바타 사이징 항목 중 등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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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길이 등의 세부길이항목이 추가되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둘레항목 단면도에서 작은

삼각체형과 큰삼각체형의 3D 아바타 허리둘레가 인체형상에 비해 둥글게 나타났으며, 각 둘레별 

두께 항목이 추가되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서, 3D 아바타와 인체형상의 자세에 차이가 있어 자료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이전의 가상착의 프로그램에 비해 더욱 표준체형과 유사하게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더욱 다양한 체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바타 사이징 항목 중 등길이, 앞길

이, 두께항목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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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전절제 환자의 브래지어 관련 의생활 실태파악에 관한 연구

5)유방암은 한국 여성암 발생률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전히 유방암의 발병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암통계센터, 2015). 하지만 생존율 또한 92.3% 높은 편이기 때문에 환자의 

유방암 관련 수술 후 과정과 생존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의복인간공

학에서는 의복을 통한 신체이미지 향상을 통하여 심리적인 재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지만. 아직은 실용화가 되지 않아 유방암 수술로 인한 유방절제환자들은 아직도 한국인의 

체형이 고려되지 않은 해외 브래지어 및 인조유방 제품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

은 유방전절제 환자의 수술 후 재활과정 및 의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

시하였다. 특히, 환자의 시점에서 사용자 요구 성능을 유방전절제환자의 브래지어 제작 반영할 

수 있도록 유방전절제환자를 위한 개발기준을 설정하기 위함이며 속옷구매 등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유방전절제환자릉 위한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이다. 궁극적으로 심미적이며 뛰어난 정용성과 착용편의성을 가진 브래지어의 개발로 환자의 신

체이미지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 신체적인 회복 뿐 아니라 심리적인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30대~60대의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을 전절제한 여성 환자 150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7월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었다. 설문지 배부는 서울대학병

원의 유방외과, 재활의학과 및 유방암환우회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였다. 150부 중 149부가 회수

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133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23.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및 일원분산분석 등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

자는 30세~69세의 여성 유방전절제환자 133명으로 평균연령이 53.2세(53.21±7.57세, 최소 33세, 

최대 69세)이며, 유방암으로 인해 유방을 전절제한 환자는 총 82명(%)이며 부분 절제를 한 대상

자는 51명(%)이었다. 모든 연령대에 비해서 부분절제를 한 환자에 비해 전절제를 실시한 환자가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착용사이즈는 85A(30명, 23%), 80A(27명, 

20.3%)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Size Korea(6차 국제체위조사사

업,2013)에서 30, 40대는 75A에 50, 60대는 80A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 

유방전절제 환자의 경우 착용사이즈가 한 사이즈 큰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치료과정 중 호르몬치료 등의 결과로 환자들이 체중증가로 인하여 브래지어 사이즈가 증가

한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로 일반 브래지어 패턴메이킹의 경우 75A를 기

준사이즈로 지정하는데 비해, 유방암환자용 브래지어의 경우 80A사이즈를 기준으로 패턴을 제작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응답자 중 환자용 브래지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 133명 

이 연구는 2017년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350-2017 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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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55명(41.4%)에 불과하였다. 과반수이상인 78명(58.6%)의 환자들은 유방암 브래지어를 사용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유방절제환자용 브래지어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및 홍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브래지어의 소비자 수요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연령대

에서는 일반의복을 착용함으로서 일반인과 같은 심리적 효과를 얻거나, 교육의 부재로 인해 필요

성을 못 느끼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어서 유방암 수술 후의 브라착용방법을 

보면, 일반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비율이 65명(48.1%)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환

자용 브래지어만 착용(36명, 26.7%) 일반브래지어와 환자용 브래지어를 혼용하는 경우(23명, 

17%) 순서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는 전체비율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60대 환자들은 환

자용 브래지어만을 착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하지 않

는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45명 57.7%)’와 ‘환자용 제품이 있는 줄 몰랐다(15명, 

19.2%)’라고 응답하였다.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는 기능적인 면에서 일반 브래지어와 다른 방식

으로 설계된다. 체형변화방지 기능 및 심미적인 보정 또한 고려되었으며, 일반 브래지어를 착용

했을 때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있다. 하지만, 환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시점에서, 현재 시판중인 환자용 브래지어의 경우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는 가격적으로 부담된다(13명, 16.7%)였다. 현

재 시판되고 있는 환자용 브래지어의 경우 많은 제품들이 해외브랜드를 수입판매를 진행하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가격인상을 야기했으며, 기능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환자용 브래지어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체형보정, 심리적 안정 등의 2차 병증을 

예방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의복으로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환자들은 가격의 

문제로 제품구매를 포기하기도 한다. 체형적인 면에서 불만을 표시한 응답자도 있었다. 그 외에

도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하지 않는 기타 이유로는 유방성형계획, 치료 중, 작은 유방볼륨 등을 

원인으로 삼았다. 이러한 점을 유추하여 볼 때, 환자용 브래지어의 비구매 원인은 의복 구성이나 

체형적인 불만보다는 교육의 부재 및 가격적인 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일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경우 어떠한 형태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지에 관한 항목에서는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브래지어의 형태를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노와이어형 브라

는 스포츠브라, 보정형브라, 밴드형브라, 원단으로만 컵이 이루어진 홑겹브라로 구성되었으며, 와

이어형브라는 와이어몰드형, 와이어비몰드형, 와이어저중심몰드형으로 구성되어 제시되었다. 응답

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브래지어 형태는 스포츠형(30명, 22.2%), 보정형(25명, 18.5%), 와이어 비

몰드형(21명,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주머니가 있는 런닝 혹은 브라탑을 입

는 의견도 보였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형과 보정형 브래지어는 원단 및 의복구성 관

점에서 볼 때, 압박력이 환자용 브래지어나 일반브래지어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 노와

이어 제품이다. 스포츠 브라나 보정용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환자들은 실제 젖가슴과 인조젖가슴

의 움직임 밸런스가 다른 것이 신경이 쓰여서 동작 시 젖가슴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많이 착

용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항목에서 주목할 점은 브래지어에 의해 환부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와이어브라의 선호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아직 많은 환자가 와이어형 브래지



261연구논문 발표(포스터) _____

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 소비행태는 병원에서는 환부자극 및 림프순환방해 등

을 방지하기 위해 노와이어형 브래지어를 추천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몰드형과 

비몰드형의 브래지어가 역시 많은 선호도를 보이지만, 통풍이 덜 되는 몰드컵 보다는 인체 밀착

도가 높으며 비교적 가벼운 소재인 절개된 부직포를 이어붙인 비몰드형 브래지어의 선호도가 다

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브래지어 착용시간과 관련한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5). 응답자들은 

수술 전에 브래지어를 취침시간 이외에 모두 착용(49명, 36.3%), 24시간 착용(47명, 34.8%), 외출 

시만 착용(36명, 26.7%) 순으로 나타나, 수술 전에는 많은 시간을 브래지어를 착용한 채로 생활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술 후에는 외출 시에만 착용하는 경우가 95명(70.4%)로 증가

하였으며, 24시간 착용이나 취침 외에 전부 착용하는 경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후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브래지어가 거추장스럽고 착용감이 답답해서, 건

강을 해칠까봐, 통증을 느껴서 등으로 미착용 이유를 밝혔다. 유방암 수술의 경우 환부가 일정하

지 않고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하는 결과, 환부를 브래지어가 자극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

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또한, 브래지어와 유방암의 관련

성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들에게는 브래지어가 유방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환자브래지어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3명 중 52명(39%)의 응답내용을 분석에 사용

하였다.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하기 위한 정보습득경로는 전체인원의 과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의료인과의 상담(25명, 48.1%)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가족, 친구 등 주

변지인들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것(18명, 34.6%)로 나타났다. 표에 기록되지 않은 기타 경로는 

병원간호사, 미용실, 병원 내 의료기 상회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수술 후 

초기에는 의료진을 통해서 환자용 브래지어의 정보를 듣게 되지만 추후에는 유방암 환우회 등 유

방암 환자들의 모임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인터넷 등의 매체 및 전문서적은 환자용 브래지어의 정보습득과정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브래지어를 구매하는 장소는 병원 내 상점(14명, 26.9%), 

의료기 상회(12명, 23.1%), 로드샵(12명, 2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 시 

고려요인에 관한 다중응답의 경우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것은 사이즈(38명, 31.7%)와 착용

감(38명, 31.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격(15명, 12.5%)였다. 문항 중에 소재, 건강관련 유해

성여부, 기능성 등의 항목도 제시되었지만, 응답자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환자용 

브래지어를 구매할 때는 건강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기보다는 얼마나 편안한가, 내 몸에 얼마나 

잘 맞는가를 가장 주요하게 보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30대에서는 착용감만큼 디자인 적인 면도 

신경을 쓰는 경향을 보였으며,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사이즈와 착용감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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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교*ㆍ장정아
부산대학교

지역경찰의 근무복 및 방탄ㆍ방검복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경찰은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데 힘써오고 있다. 그 중 지역경찰은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며 범죄예방과 

사건초동조치를 주목적으로 관할지역 순찰과 112 신고출동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범지역을 찾아다니며 단속하고 수사해야 하므로 그 어느 

직업군보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나(Park & Jang, 2018), 과잉 무장ㆍ진압 우려 속에 적

극적인 무기사용이 불가한 실정이다(Jeong et al., 201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2016)에 의

하면 경찰관은 범인체포 및 도주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

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고 있어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경

찰은 창경 70주년을 맞은 2016년 미래치안 대비 R&D 사업과제로 신형 방탄ㆍ방검복을 개발 보

급하여 현장 법집행력 강화 및 경찰관의 생명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7), 흉기 사용 또는 총기범죄 발생시, 보호장비 사전착용 후 현장출동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방탄ㆍ방검복의 낮은 보급률과 착용불편으로 인한 미착용 출동이 많으며, 2016

년 경찰복제종합개선사업 시행으로 과거 10년간 착용한 경찰제복을 새롭게 변경하여 보급하였으

나, 가장 많은 경찰관이 착용하는 근무복의 경우 디자인 및 소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제복 중 지역경찰이 평상시 착용하는 근무복과 신고출동시 착용하는 방탄ㆍ방

검복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향후 개선요구도가 반영된 지역경찰의 근무복과 방탄ㆍ방검복을 제안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 근무복의 디자인, 색상, 

소재, 기능성, 사이즈체계, 가격을 2019년 3월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방탄ㆍ방검복의 디자인, 색

상, 방호성능, 소재, 무게, 보급률을 이전의 방검복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2017년 4월 5일부

터 2018년 7월 23일까지 경찰내부 SNS에 게시된 경찰근무복에 대한 작성글(댓글포함) 966개와 

이에 대한 장비담당관실의 답변을 토대로 경찰근무복의 불만사항 및 개선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찰 근무복 분석 결과, 디자인은 동복과 하복 모두 목깃을 세운 히든버튼다운칼라 

와이셔츠에 3cm폭의 진청색 배색장식단을 달아 속단추를 잠그고 넥타이를 매지 않는 방식이고, 

양쪽 소매 단에는 일(一)자형 건곤감리 4괘와 태극문양을 가로로 배열한 자수를 새겼다. 이는 배

색장식단으로 넥타이를 맨 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제복의 품위를 유지하고, 

태극 4괘 자수로 한국적 정체성을 갖춘 이미지를 구현하여 국가 중요기관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더 헌신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애국심과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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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은 신뢰와 보호ㆍ청렴ㆍ열정ㆍ치유ㆍ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청록색으로 경찰제복의 식별

력을 향상시켰고, 이전의 연회색보다 쉽게 오염되지 않아 현장근무의 불편함도 일부 해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의는 신축성소재의 슬림핏 노턱 일자형 바지를 기본으로 활동성과 편의성이 

반영된 카고형 바지가 추가 생산되었으며, 색상은 진청색이다. 소재는 상의의 경우 내근용 동복

ㆍ하복은 울 50% 이상 폴리혼방이고, 외근용은 동복 폴리에스터 95%, 폴리우레탄 5%, 하복 폴리

에스터 92%, 폴리우레탄 8%로 구분하여 사용되었으며, 하의는 내ㆍ외근 동복ㆍ하복 모두 폴리에

스터 90% 이상, 폴리우레탄 8% 이상의 2way스판이 사용되었다. 이는 근무 중 경찰복 훼손 가능

성이 더 많은 외근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높은 폴리에스터를 외근용에 90% 이상 사용하

고, 활동성을 위한 신축성 소재의 비율을 높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근무복의 업무별ㆍ계절별 

소재 다양화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찰제복이 다양화, 세분화, 체계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Lee(20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경찰근무복의 사이즈체계는 개별맞춤형식으로 맞춤피복 

조제업체에서 방문하여 개인별 체형측정ㆍ조제ㆍ보급 후 수선ㆍ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격은 

근무복 상의 내근용 57%, 외근용 20% 이상 인상되었고, 하의 하복 8%, 동복 4% 이상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인상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요인은 기능성 신소재 사용 및 

물가상승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50% 이상의 가격 인상을 보인 내근용 상의는 천연소

재 함량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동반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지역경찰의 방탄ㆍ방검복 분석 결과, 디자인은 전면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더블자켓형이

고, 방호성능은 방검성능 NIJ 레벨2, 방탄성능 NIJ 레벨3A로 아라미드섬유에 특수 표면 가공기술

을 적용해 방호성능을 강화하면서도 경량화된 WIF(Welcron Inorganic Fabric)원단이 사용되었으

며, 전후면 방호면적 증가와 방호부위가 추가되어 무게는 Medium size가 2.9kg다. 이전 방검복은 

아라미드 원단만 15장 겹쳐 만들어 방검성능 NIJ 레벨1 단계였고, 무게는 1kg 정도였으며, 색상

은 방검복과 방탄ㆍ방검복 모두 검정색이고, 외피는 폴리에스터 100%, 안감은 메쉬소재가 사용되

었다. 방탄ㆍ방검복의 보급률은 전국 지구대ㆍ파출소 근무 경찰관 47,885명의 35.8% 수준인 

17,139벌로 이전의 방검복 보급률보다 15.9% 감소하였다. 부산지역경찰의 보급률은 방검복보다 

27% 감소한 582벌로 근무인원 대비 15.9% 수준이고, 이는 6명당 1벌 보급된 것이라 할 수 있으

며, 교대근무 형태를 가정하더라도 부족한 수량으로 신체보호장비 개발을 위한 경찰의 노력과 함

께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보급된 경찰근무복의 불만사항 및 개선요구도 분석 결과, 상의는 혹서기 티셔츠형

태의 간이근무복에 대한 요구가 20.3%로 가장 많았고, 하의는 먼지흡착과 얼룩 등의 소재 관련 

불만이 64.5%로 가장 많았다. 현재 보급된 외근근무복에 있어서 불만사항 및 개선요구는 대부분 

디자인 및 소재에 대한 것으로, 디자인은 제복으로써의 품위를 유지하고, 소재는 활동성ㆍ편의성

ㆍ통기성ㆍ천연소재의 촉감과 마찰ㆍ세탁견뢰도가 높은 것으로 추가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

다. 경찰은 착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별ㆍ계절별 디자인과 소재의 다양화로 착용자의 만족

도를 높이고자 힘써왔으나, 여전히 불만사항 및 개선요구도가 높아 착용자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

로 반영된 근무복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64 _____ 5G 시대의 패션인사이트

이상에서 방탄ㆍ방검복은 소재 경량화에도 불구하고 최종무게를 줄이는데 한계점을 보였고, 

보급률은 더욱 낮아져 1인 1장비 지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방탄

ㆍ방검복의 소재개발과 패턴연구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무게 경량화로 인한 착용만족도 및 활용도

가 높아져 상시착용을 통한 경찰관의 신체ㆍ생명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근무복에 대한 불만 및 개선요구도 조사를 경찰내부 SNS 작성글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과 체형적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확대 해석

에 주의해야 된다. 따라서, 경찰근무복 착용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설문조사가 향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보급된 경찰복제의 디자인ㆍ소재ㆍ가격 등이 착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2019년 3월 이후 변경사항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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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totype Design of Smart Photonic Clothing 
for Entertainment 

Smart clothing is a fusion of clothing and digital technology. It has been studied in col-

laboration with designers and engineering specialists in developed countries, and popular-

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are actively underway. However, in Korea, it is in the early 

stage of popularization in terms of recognition of smart clothing and usability.

Smart photonic clothing is a garment that expands the aesthetic expression area of clothes 

by emitting light to the outside of clothes using light emitting elements such as LED(Light 

Emitting Diode), optical fiber, and EL(Electro Luminescence) to express color. It is mainly de-

veloped for safety features and entertainment functions for visual enjoyment. The colors real-

ized through digital devices are mixed with various materials called 'light' and can be ex-

pressed in a colorful and mysterious sensibility-oriented color. In addition, digital color can 

be changed variously according to the demand of the user, so that the digital color is attract-

ing attention in the field of fusion of human sensibility and technology. In the field of in-

dustrial design and technology engineering, research on emotional visualization in accordance 

with consumer’s tastes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on topics such as ‘emotional lighting' 

and ‘smart LED’. However, there are few studies on consumer-tailored smart apparel using 

digital color in the fashion fiel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sign smart photonic clothing for entertainment that can 

meet the smart function and enjoyment that users want by using LED technology. The re-

search method was to fabricate a prototype of LED-attached smart photonic apparel including 

manuals that can modify and process the LED color and pattern according to the function 

desired by the user. Using a wearable electronic platform FLORA and a flexible LED matrix, 

which are used in various accessory prototypes, we have produced a light and flexible LED 

module that is removable for clothes. The LED pattern is designed to be able to code and 

change the command text or image according to the user's intention using Arduino which is 

a popular software program.

The smart-photonic clothes developed in this study focus on designing easy-to-follow for 

consumers so that smart-users will actively and effectively utilize the functions of smart- 

clothes to contribute to the popularization of smart-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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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ㆍ이정임
배재대학교

학령 후기 여아의 청바지 착용 실태 및 치수 불만족 조사

1. 서론

작업용 옷의 한 형태로 시작된 청바지는 오늘날 다양하게 연출 가능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행의 주축이 되어 왔다. 2015년부터 아동복 시장에 데님 소재를 활용한 상품이 다시 인기를 끌

고 있으며(어패럴뉴스 2016), 학령기 여자 아동들도 스트레치가 잘 되는 청바지를 즐겨 착용하고 

있다. 청바지의 여유량은 인체 형태나 동작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량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

며, 여유량이 없는 청바지를 착용할 경우 하지부가 받는 구속압은 근육피로와 혈류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패턴 설계 시 적절한 여유량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조미나, 이

경화 2017). 

학령 후기는 성장에 따른 체형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체격에 있어서도 개인편차가 심해서 

신체적 특성에 맞는 의복 패턴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학령기 여아의 바지 원

형 개발에 관한 연구는 학령기 여아의 바지원형 개발에 관한 연구(이현옥, 2008)와 학령기 여아의 

기능적인 진의류(서상하, 2003) 등이 이루어졌으며, 신축성 소재에 적합한 패턴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학령 후기 여아의 체형 특성에 적합하고 동작적합성이 우수한 슬림핏 청바지 패턴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학령 후기 여아를 대상으로 청바지 착용실태와 치수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 후기 여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청바지 착용실태

와 선호 맞음새, 치수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고 맞음새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심미적이면서 활

동성과 치수적합성이 좋은 청바지 패턴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선행연구(김지영, 2014)를 참고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하고 대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

학년(만11∼12세) 54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예비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조사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최종 설문조사 문항을 확정하였

다. 설문조사 내용은 총 20개 문항이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청바지 착용실태, 청바지 구매실

태, 청바지 선호도, 신체만족도 및 청바지 치수불만족, 그리고 청바지 제품의 수선 및 교환, 반품 

사항에 관한 내용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15일∼12월 31일까지이며, 오프라인 설문조사 65부, 구글 온라인 설

문조사 89부로 총 154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응답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부실 기재된 7부를 제

외한 총 147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는 SPSS v.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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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문항별 응답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학령 후기 여아가 주로 입는 기성복 청바지 치수는 ‘150’(24.5%)이 가장 많았으며, ‘160’ 

(21.1%), ‘155’(15.6%)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횟수는 주1∼2회가 46.9%, 주3∼4회가 31.3%, 주 5

회 이상이 21.8%로 착용빈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실제 키에 따라 

착용하는 청바지 치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의 키를 5cm간격으로 구분하고 실제 키 구간

과 청바지 치수 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제 키 구간보다 한 치수나 두 치수 큰 사이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바지 구매 기준에 대해 조사 대상자 중 63.2%가 구매

기준으로 응답한 ‘신축성’과 ‘맞음새’는 동작 및 치수 적합성과 관계되는 항목이므로, 학령 후기 

여아는 청바지 구매 시 ‘디자인’보다 ‘동작에 편하면서 잘 맞는 치수’의 청바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즈 선택 기준이 되는 신체 부위는 엉덩이둘레 42명(28.6%), 허리둘레 41명

(27.9%), 넙다리둘레 28명(19%), 다리길이 24명(16.3%), 밑위길이 7명(4.8%), 기타 4명(2.7%), 종

아리둘레 1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청바지 길이, 맞음새, 소재, 주로 착용하는 청

바지 형태와 착용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학령후기 여아는 발목선의 바지 길이를 선

호하고 타이트하지 않은 슬림형 청바지를 선호하며, ‘면+스판’ 소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령 후기 여아의 신체 각 부위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몸무게와 넙다리둘레를 제외한 키,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종아리둘레, 다리길이는 ‘불만’과 ‘매우 불만’의 합이 20%미만으로 나타나 

조사 대상 응답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청바지 착용 시 치수 불만족에 대해 부위별로 조사한 결과, 배, 엉덩이, 넙다리, 바지길이, 바

지부리 등의 부위에서 약 20∼30%의 응답자가 ‘매우 불만’과 ‘불만’의 응답을 나타낸 반면, ‘앉을 

때 뒤 허리선이 내려가 불편하다’ 문항에서는 78명(53.6%)이 ‘매우 불만’과 ‘불만’의 응답을 나타냈

고, ‘앉을 때 가랑이(Y존)부위가 당겨 불편하다’ 문항에서는 65명(44.2%)이 ‘매우 불만’과 ‘불만’의 

응답을 나타내,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만족을 나타냈다. 이는 응답자들이 

앉는 동작 시 뒤 허리선의 내려감과 샅 부위 당김에 대해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바지 패턴 설계 시 밑위길이 등의 조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위라고 파악된다.

청바지 수선 및 교환, 반품 경험 유무 및 해당 부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수선을 많이 하는 

부위는 ‘바지길이’지만, 교환이나 반품을 하는 경우는 허리둘레나 엉덩이둘레, 넙다리둘레 등의 맞

음새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학령 후기 여아를 대상으로 청바지 착용 실태와 구매 실태, 선호도, 신체만족도 및 청바지 치

수 불만족, 수선 및 교환, 반품 사항 등의 청바지 착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활동량이 많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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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빠른 학령 후기 여아는 타이트하고 밑위가 짧은 청바지보다 약간의 여유가 있고 밑위길이

가 충분하며 신축성 좋은 슬림핏의 청바지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령후

기 여아의 청바지 착용실태와 선호 맞음새, 치수 불만족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며, 기성복 청바

지의 맞음새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자료는 학령후기의 여아의 신체적 특성에 맞

는 청바지 패턴을 설계하는데 반영되어 학령후기 여아의 체형특성을 고려한 미적, 기능적 적합성

이 높은 슬림핏 청바지 개발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령후기 여아 소비자의 의복 착용 만

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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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유방암 환자의 인조유방 착용 및 

생산실태

1. 서론1)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주요 암 중 발생분율에서 갑상선암 다음

으로 유방암이 2위를 나타내고 있다(중앙암등록본부, 2015). 인조유방의 착용목적은 손실된 인체

의 보완을 통해 심미성 충족의 목적뿐 아니라 신체의 좌우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체형의 분석을 통한 인조유방의 착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체형분석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전은영 외, 2012; 최혜선 외,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들의 시판인조유방에 대한 생각과 요구 개선사항을 알기 위하여 유

방절제술을 실시한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유방의 생산실태를 조사 본 결과를 토대로 유방절제술을 실시한 환자의 의생활만족도를 충족

할 수 있는 한국인 체형을 고려한 인조유방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인조유방의 소비자 설문조사 및 판매제품 실태조사로 구성되었다. 소비자 설문 조

사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유방암치료 관련 10문항, 인조유방 사용유무에 관한 5문항, 인조유방의 

착용실태 관련 12문항, 인조유방의 구매실태 관련 13문항, 일반적 사항 8문항과 주관적 의견을 

묻는 1문항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30일 까지였다. 150부

의 설문지중 149부를 회수, 결측값을 제외하여 14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인조유방 

착용 경험이 있거나 착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47부와 인조유방을 착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99부를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던 3개의 브랜드를 대상으

로 시판되고 있는 인조유방의 판매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8~12월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1) 시판 인조유방의 착용, 구매실태

설문 응답자의 인적사항으로 나이는 60대가 43.6%, 50대가 41.7%의 분포율을 보였으며 평균

나이는 57세(7.792)였으며 평균 신장은 158.22cm(5.136), 체중은 58.75kg(7.49) 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응답자 146명 중 47명이 인조유방을 사용한경험이 있으며 99명은 사용한 경험이 없었다. 인

이 연구는 2017년 한국유방건강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350-2017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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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방이 필요한 환자 이지만 인조유방을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67.80%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인조유방의 착용 경험의 유무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하였다.

인조유방을 착용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인조유방 착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인조유방을 사용

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이 65.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가격의 부담, 

대체품 사용이 각 7.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사용된 대체품은 일반 볼륨패드가 85.7%로 가장 

높았다. 다른 대체품으로는 솜이 있었다. 인조유방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인조유방 착

용실태는 다음과 같다. 착용방법은 인조유방과 유방암전용브라를 같이 착용하는 것이 49.1%, 인

조유방, 전용 주머니, 유방암전용브라를 같이 착용하는 것이 20.8%로 다수의 응답자가 인조유방

을 유방암전용브라와 함께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시간에 관한 응답으로는 외출 시 가 

48.9%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7.45시간정도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인조유방의 착용 동기로는 의복 

착용 시 겉으로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수술부위의 보

호가 2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14.9%인 것을 보아 몸의 변형보다는 외관적인 만족도가 우선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매경로는 

병원이 42.6%, 로드샵매장이 29.8% 백화점 8.5%로 대부분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인조유방을 구

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조유방을 구입한 브랜드로는 비비안, 비너스, 리맘마, 실리마, 아모에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비안과 비너스에서는 리맘마에서 판매하는 인조유방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

므로 리맘마, 실리마, 아모에나 3브랜드가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한 인조유방의 가

격대는 40만 원 이상이 27.7%, 30~40만원이 25.5%로 시판인조유방의 가격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매한 인조유방의 사이즈는 A컵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소장하고 있는 인조유방의 

개수는 2개(31.9%) 혹은 1개(29.8)였다. 인조유방의 주관적인 사용감 평가를 위해 리커트 척도로 

설문한 결과 가격이 부담된다는 문항이 5.43.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떤 사이즈의 인조유방이 나에

게 적절한지 알 수 없다‘라는 문항이 4.58로 높았다. 

2) 시판 인조유방의 판매 실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낸 3개 브랜드는 독일의 A사와 S사, 미국의 C사로 각 브

랜드의 공식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시판 인조유방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유방의 가짓수는 A사가 63개, S사가 14개, C사가 51개로 A사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삼각형태 66.4%, 물

방울 형태 14.1%, 비대칭삼각 9.4%, 하트형 3.9%로 80%가 넘는 비율이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었다. 3개의 브랜드 모두 대체적으로 림프 

절을 제외하고 유방만 절제한 환자를 위한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었다. 인조유방은 착용상황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중에 착용하는 인조유방, 수영이나, 레저, 운동 시에 착용할 수 있는 인

조유방, 수술 직후에서 6개월 사이 혹은 취침 시에 착용하는 인조유방과 유방확대술을 실시하여 

유방의 형태를 잡아주거나 가슴의 크기를 보정하기 위해 착용하는 인조유방으로 크게 4가지로 분

류 될 수 있었다. 각 착용 상황에 따른 분류로 전체적으로 일상 57.8%, 보정 26.6%, 휴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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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4,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상일의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신체적,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운동 시 착용할 수 있는 인조유방의 판매

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의 브랜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유방의 소재는 실리콘과 직

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으며, 주로 휴식을 위해 착용하는 인조유방에 직물소재를 사용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판매되고 있는 인조유방의 사이즈 범위에 대해서 세 브랜드 모두 한 종류의 인

조유방에 따라 각각 다른 사이즈 범위가 존재하였으며 사이즈별로 인조유방의 치수나 무게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구매 시 혼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인조유방의 착용, 구입 실태를 알기위하여 유방암환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유방전절제술 시행 후 재건을 하지 않으면 필수적으로 인조유방을 사용해야 하지만 60%넘는 

유방암 환자들이 인조유방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인조유방을 사용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은 

가격의 부담감을 높게 느끼고 있었으며 사이즈 선택 시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주로 

구매하는 인조유방이 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한국인 체형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라고 생각

되며, 가격의 부담감을 낮춘 한국인 체형을 고려한 인조유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또

한 시판인조유방의 판매 실태를 알기위해 설문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있었던 세 브랜드의 홈페이

지를 기준으로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A사는 소비자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

여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S사는 세 브랜드 중에서 판매하는 인조유방의 개수가 가장 작

았지만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C사는 소비자가 느끼는 무게의 부담감에 대해 다양한 종

류의 무게가 감량된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절제술을 

시행한 환자가 착용할 수 있는 형태의 인조유방을 판매하고 있어 다양한 체형의 고려보다는 단일

적인 형태의 인조유방으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었으며 환자에 따라 다

양한 형태의 유방절제수술부위를 만족하는 인조유방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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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의류제품의 패턴품질향상을 위한 남자 중학생 더미 개발

1. 서론2)

교복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여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 기존 교복과 달리 체형특성을 인체공학적으로 고려한 교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

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ㆍ고등학생들은 교복을 통학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상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교복 착용시간이 길고 교복의 맞음새는 청소년

들의 성장과 건강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복은 그 특성상 다른 기성복과는 달리 3년 

동안 착용해야 하며, 교복을 입는 중학생들은 성장에 따른 신체치수의 변화가 매우 크고 다양하

다. 더욱이 현재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자신의 몸에 맞는 교복을 개별적으로 맞추기 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교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크고, 특히 중학생을 위한 치수체계는 성장추이를 반영하지 못

하여 착용에서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자 중학생의 인체치수를 기반으로 성장추이 및 체형특징을 분석하여 치

수 적합성이 높은 교복용 사이즈스펙과 3D Ergonomics Dummy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남자 중학생 교복용 사이즈스펙과 3D Ergonomics Dummy 개발을 위해 제5차 사이즈코리아 

중1∼중3의 806명의 인체치수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2009년 10월 부산지역 6

학년 초등학생 77명, 2010년도 2월 서울 송파구 중학교 공동구매2개 장소에서 예비중학생 106명

을 대상으로 인체치수 및 체형조사를 하였다. 개발된 치수체계에서 표준체형에 해당하는 그룹을 

선정하여 그룹의 평균 인체형상을 기반으로 하는 의복생산용 더미를 개발하기 위하여 이중 5인을 

대상으로 3차원 스캔을 실시하였으며, 이들과 5차 사이즈코리아 3차원 인체형상 10인 총 15인을 

대상으로 3차원 형상을 검토하여 최종 중학생 더미를 개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1) 남자 중학생의 성장변화

제5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의 결과에 따르면 키는 초6은 150.5㎝, 중1은 157.4㎝, 중2는 

본 논문은 2010년도 주식회사 스쿨룩스 연구용역과제(과제명: 한국인 남녀중학생(신입생) 의복생산용 바디 개발 컨설

팅)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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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중3은 169.1㎝ 로 초6년에서 중3까지 매년 6.94㎝, 6.95㎝, 4.74㎝의 성장이 일어나, 키

의 변화는 중2까지 큰폭으로 증가하다가 중3에 이르러서는 그 변화의 양이 차츰 감소하는 경항을 

보이고 있다. 

가슴둘레는 초6은 77.0㎝, 중1은 80.3㎝, 중2는 84.0㎝, 중3은 87.2㎝ 로 초6년에서 중3까지 

매년 3.3㎝, 3.6㎝, 3.2㎝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꼽수준허리둘레는 초6은 70.3㎝, 

중1은 71.6㎝, 중2는 73.6㎝, 중3은 75.5㎝ 로 초6년에서 중3까지 매년 1.2㎝, 2.1㎝, 1.8㎝의 성

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둘레는 초6은 80.6㎝, 중1은 84.2㎝, 중2는 87.8㎝, 중3은 

90.9㎝ 로 초6년에서 중3까지 매년 3.5㎝, 3.6㎝, 3.1㎝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둘레치수는 초6에서 중3까지 매년 비슷한 정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이즈스펙개발

제조자 및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사이즈 스펙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5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

사업의 중1∼중3의 806명의 인체치수데이터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상의가슴구간 중

심사이즈는 85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교복의 특성상 신체치수의 변화가 큰 3년간 착용해야하는 

점을 고려할 때 최종 상의 중심사이즈는 88로 선정하였다. 하의배꼽수준허리둘레 구간 중심사이

즈는 70으로 분석되었다. 3년간의 성장변화를 고려하고, 상의 중심사이즈와의 밸런스를 고려할 

때, 하의사이즈스펙의 중심사이즈는 76이 상ㆍ하의 균형적인 체형밸런스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하

여 설정하였다.

3) 3D Ergonomics Dummy 개발

집단을 대표하는 최다빈도 구간 및 그레이딩을 위한 중심, 상의 사이즈스펙과 하의 사이즈스

펙을 동시에 만족하는 더미를 제작하기 위하여 산출한 최종 모델링 사이즈는 가슴둘레 88, 배꼽

수준허리둘레 76, 엉덩이둘레 91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3D Ergonomics Dummy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비중학생 5인의 인체형상데이타와 5

차 사이즈코리아 3차원 인체형상 10인을 대상으로 체형적합성을 검토하여, 최종 Dummy를 개발

하였다.

개발한 Dummy는 키는 167㎝, 가슴둘레 88㎝, 허리둘레 73㎝, 배꼽수준허리둘레 75㎝, 엉덩이

둘레 91㎝, 앞품 33.2㎝, 뒤품 37.2, 상반신각도1 80.94도, 상반신각도2 97.77도, 하반신각도 

94.31도로 제작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2009년 10월 부산지역 6학년 초등학생 77명, 2010년도 2월 서울 송파구 중학교 공동구매2개 

장소에서 예비중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인체치수 및 체형조사를 하였다. 개발된 치수체계에서 표

준체형에 해당하는 그룹을 선정하여 그룹의 평균 인체형상을 기반으로 하는 의복생산용 더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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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기 위하여 이중 5인을 대상으로 3차원 스캔을 실시하였으며, 이들과 5차 사이즈코리아 3차

원 인체형상 10인 총 15인을 대상으로 3차원 형상을 검토하여 최종 중학생 더미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5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사업의 중1∼중3의 806명의 인체치수데이터를 사용하

여 예비중학생의 인체치수를 기반으로 성장추이 및 체형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상의 중심사이즈는 

88, 하의사이즈스펙의 중심사이즈 76으로 치수적합성이 높은 사이즈 스펙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치수체계에서 표준체형에 해당하는 그룹을 선정하여 그룹의 평균 인체형상을 기반으로 하는 15인

을 대상으로 3차원 형상을 검토하여 3D Ergonomics Dummy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Dummy는 

키는 167㎝, 가슴둘레 88㎝, 허리둘레 73㎝, 배꼽수준허리둘레 75㎝, 엉덩이둘레 91㎝, 앞품 33.2

㎝, 뒤품 37.2, 상반신각도1 80.94도, 상반신각도2 97.77도, 하반신각도 94.31도로 제작하여 성장

기 중학생의 바른 자세 유지 및 건강하고 맞음새가 좋은 교복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한 체형정보 및 체형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

이즈 스펙과 3D ergonomics dummy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맞음새가 좋은 제품개발이 필요한 기

획 및 설계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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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표준 머리형상 개발

1. 서론3)

영유아는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호기심이 많은 반면 운동기능이 발달하지 않고(김선옥, 2018; 

박순우 외 3인, 2004) 특히 머리가 다른 신체부위보다 먼저 발달하여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의 노출이 잦은 연령군이다(어린이집안전공제회, 2017). 이러한 문제로 영유

아 안전용품 시장이 점점 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영유아에 적합하면서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 개

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 제품설계 시 기준이 되는 인체정보가 국내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기

반으로 한 표준인체형상의 부재로 인해 영유아에 맞는 제품 설계 및 제품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유아의 머리부위 안전사고를 감안하여 영유아의 인

체형상정보를 기반으로 한 한국인 유아 표준머리형상을 개발하였다.

2. 연구방법

한국인 유아 표준 머리형상 설계를 위한 연구단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2005년 소아 청소년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조사 원시자료(보건복지부, 2005)’의 월령별 

머리둘레 치수 변화를 분석하여 영유아 모델링을 위한 기준 연령 및 표준머리둘레치수를 선정하

였다. 2단계, 기준 연령에 해당하는 12개월(생후 11개월~13개월) 유아 15명(남아: 8명, 여아: 7명)

의 피험자를 선정, 2017년 1월 19일~23일에 직접측정을 실시하여 머리치수 및 형태를 분석하고 

3차원 스캔을 실시하여 머리형태 특징이 되는 주요머리단면을 추출하였다. 직접측정은 머리둘레

를 포함한 총 6개 항목을 측정하였고 머리형상의 주요단면 추출은 머리둘레단면을 포함한 총 14

개 단면을 추출하였으며 3차원 스캔 시 움직임이 심해 형상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7명을 제외한 

8명의 머리스캔형상을 이용하여 머리단면을 추출하였다. 3단계, 2단계에서 도출된 치수분석결과와 

개별 추출된 피험자별 머리단면을 이용하여 평균단면을 생성하였다. 4단계, 3단계에서 생성된 평

균단면을 이용하여 평균와이어프레임을 조립하였다. 5단계, 평균와이어프레임에 기초한 유아 머리

형상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6단계, 모델링결과에서 추출한 단면과 평균와이어프레임 평균단면 간 

치수오차 검증을 실시하여 모델링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장비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2017년도 주식회사 디자인팩토리 연구용역과제(과제명: 유아 표준 머리모형 개발)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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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머리형상 스캔은 Artec사의 EVA 3D Color Scanner를 이용하였으며 머리형상 단면추출 

및 모델링은 Rapidform 200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단면분석 및 평균와이어프레임 생성 및 단

면 치수오차 검증은 AutoCAD 200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1단계, ‘2005년 소아 청소년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조사 원시자료(보건복지부, 2005)’의 월령별 

머리둘레 치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아기 머리둘레가 생후 12개월을 기점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와 여아의 머리둘레 차이는 약 1㎝로 나타났다. 생후 12개월이 머

리크기 변화의 변곡시기인 점과 혼자 서거나 잡아 주면 걸을 수 있는 발육단계로 안전사고 위험

이 높은 시기인 점을 감안할 때 유아 머리모형 개발을 위한 기준 연령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성별 구분은 유아복 의류치수에서 만 0세~36개월 까지 성차를 두지 않는 

점(정명숙, 2014)과 의류제품 제작 시 3세(36개월) 이후 신체적 크기의 성차가 나타나는 점(장미

나, 2011)을 감안하여 12개월 남아의 50%에 해당하는 머리둘레 46.5cm를 유아 표준머리둘레치수

로 설정하였다.

2단계, 12개월(생후 11개월 ~ 13개월) 유아 15명의 피험자를 직접측정하여 평균치수를 분석한 

결과, 2005년 보건복지부 인체측정치에 비해 약간 작으나 머리둘레는 모리슨 편차절편값 -0.13으

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머리둘레 46.3cm, 귀구슬사이머리마루점길이 31.3cm, 귀구슬사이

턱밑길이 19.1cm, 머리두께 15.3cm, 머리너비 13.0cm, 귀구슬사이너비 11.2cm로 나타났다. 머리

형상단면추출은 귀 형태 특징을 나타내는 4개 단면을 포함한 총 14개 단면을 추출하였으며 눈, 

코, 입의 크기와 위치를 파악 할 수 있도록 치수를 분석하였다.

3단계, 피험자의 직접측정 결과에서 도출된 평균치수를 모델링 설계치수에 맞게 비율값으로 

조정하여 부위별 평균단면을 생성하였다. 부위별 모델링 설계치수는 머리둘레 46.5cm, 머리너비 

13.6cm, 머리두께 15.9cm, 머리수직길이 18.0cm이다.

4단계, 14개 평균단면과 눈, 코, 입 크기 및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평균와이어프레임을 조립하

였다. 

5단계, 평균와이어프레임에 기초한 유아 머리형상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제품 설계 편리성을 

위한 머리둘레단면, 귀구슬수평단면, 귀구슬마루마루단면, 턱끝귀구슬단면, 뒤통수턱안쪽단면 총 5

개의 설계 기준선과 귀구슬점, 눈동자점 2개의 설계 기준점 삽입하였다.

6단계, 모델링결과에서 추출한 단면과 평균와이어프레임 평균단면 간 치수오차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부위에서 ±1㎜의 편차로 ISO 20685에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로 근접하게 모델링 되

어 적합하게 모델링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12개월의 남아에 해당하는 유아 표준 머리형상을 개발하였다. 머리둘레 4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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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치수로 하여 머리형태 특징단면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개발하였으며 제품 설계 편리성

을 고려하여 주요 설계 기준선 및 귀구슬점, 눈동자점과 같은 설계 기준점 삽입하였다. 3차원 모

델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 두상관련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중요한 기

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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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ㆍ정희경ㆍ

장지현ㆍ이정란
부산대학교

동작가변적 낙상보호대 설계를 위한 노년 여성의 체표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동작가변적 낙상보호대 개발을 위해 인체의 동작에 

따른 고관절 및 무릎 부위의 인체 형상과 체표길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이즈코리아의 60대 여

성의 평균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키, 몸무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주요 신체치수가 평균

과 표준편차 범위에 포함되는 60대 이상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무릎 및 엉덩이ㆍ고관절 부위의 

체표기준선 길이를 측정하였다. 무릎 부분은 무릎뼈 중심에서 위ㆍ아래로 10cm 해당하는 구간에 

무릎둘레선을 기준으로 5cm 간격으로 5개의 가로기준선과 무릎둘레선 치수를 8등분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세로기준선을 표시하였으며, 엉덩이 및 고관절 부분은 보호패드가 삽입될 위치에 엉덩

이 둘레선을 기준하여 위ㆍ아래 5cm 간격으로 5개의 가로기준선과 옆선을 기준하여 7cm 간격으

로 5개의 세로기준선을 표시하였다. 하체의 동작에 따른 체표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에게 

정자세, 서서 무릎 굽히기, 의자에 앉기, 바닥에 쪼그려앉기의 4가지 자세를 취하도록 하여 가로

기준선과 세로기준선의 각 구간별 길이를 직접측정하였으며, 동작에 따른 각 구간의 길이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4)

무릎을 많이 굽히는 동작을 할수록 무릎뼈 위쪽 전면부 및 측면부의 가로기준선 길이와 무릎

뼈 아래쪽 측면부 및 후면부의 가로기준선 길이가 증가하고, 허벅지 후면부의 가로기준선 길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릎 전면부의 세로기준선 모든 구간의 길이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무

릎뼈가운데점을 지나는 세로기준선에서 확연한 길이의 증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무릎안쪽 측면

부 및 후면부의 세로기준선의 감소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릎을 많이 굽히는 동작을 할수록 

엉덩이ㆍ고관절 아래쪽 가로기준선에서 길이의 전반적인 증가 경향을 보였다. 5개의 엉덩이ㆍ고

관절 세로 기준선 중에서 뒷중심선에 가까운 두 선의 모든 구간에서 길이 증가를 보였으며, 옆선

과 가장 앞쪽에 위치한 세로기준선의 모든 구간에서 길이 감소를 보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인체의 동작에 따른 엉덩이, 고관절 및 무릎 부위의 인체 형상과 체표길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패드가 가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패드의 기본단위인 육각입체메쉬가 

다양한 형태의 브릿지에 의해 연결되는 방식으로 보호대 디자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No.2018R1D1A1A0908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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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순*ㆍ손준식1)ㆍ

윤영일1)ㆍ박순지⁺
영남대학교ㆍ한국섬유개발원연구원1)

시판 근무복 점퍼 디자인 및 사이즈 체계 현황 조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통일된 의식의 집단을 상징하는 기업의 근무복은 일종의 유니

폼(uniform)에 한 형태이고, 라틴어 unus(하나의)와 forma(형)의 합성어로 일치한다는 의미로 일

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지며 상징성, 기능성, 심미성을 갖춘 일정 양식의 복장을 말한다.†

근무복 점퍼는 아우터로서 근무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며 직장 단위별로 근무복 중

에서도 일정한 형태와 색채, 소재를 통일하여 디자인 된 것으로 근무 시에 착용하도록 지정된 의

복을 지칭한다. 

근무자들의 적합한 근무복 착용이 작업의 능률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개

개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유니폼적인 특성 때문에 근무복 점퍼 설계 시 체계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중인 근무복 점퍼의 디자인 및 사이즈체계 현황을 조사하고자 제품치수 

L(100)사이즈 제공하는 사이즈코리아 남성 가슴둘레 평균치수가 95~98cm 근거로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검색 키워드 근무복, 작업복, 유니폼 입력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각각 홈페이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색된 15업체 포털사이트 쪼끼, 바지, 점퍼, 

오버롤 아이템에서 점퍼가 128벌이 검색 되었고 수집된 자료에 사이즈 표를 제공하는 7업체 포

털사이트 48벌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무복 점퍼 디자인 측면으로 대체적 일반 재킷 패턴에 비해 점퍼 패턴

을 주로 사용 하고 있었으며 칼라는 스탠드칼라와 셔츠 칼라가 90%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중에

서 셔츠 칼라가 25벌을 차지하고 스탠드칼라는 23벌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판에서는 단추 여밈 처리보다 지퍼처리 디자인이 대부분이었으며 몸판 앞 포켓의 종

류에는 바운드포켓 5%, 웰트포켓 40%, 플랩포켓 20%, 패치포켓 35% 등이 있었고 그 중에서 웰

트포켓의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패치포켓에 뚜껑이 있는 플랩포켓은 35%정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몸판 앞 상동 포켓에서는 패치포켓에 뚜껑이 있는 플랩포켓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조사되었다.

뒤판은 대부분 요크처리 95%로 인해 신체활동의 용이성을 주고자 하였으며, 소매는 주로 한 

장 소매보다 두 장 소매 80%로 처리되어 있었으며, 몸판과 소매 단부분에 트임을 주어 밴드처리 

95%로 함으로써 작업에 용이성을 높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근무복 점퍼 사이즈 측면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복 사이즈 체계가 S(90), M(95), L(100), 

XL(105), 2XL(110), 3XL(115) 사이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No. S2635774)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과

물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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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체계에서 제시하는 참고 치수는 가슴둘레, 어깨너비, 소매길이, 옷길이의 4가지로 나타

났다.

또한 남성용 근무복 점퍼 사이즈의 다빈도 측정값을 산출한 결과, 조사한 근무복 총 48벌 중

에 가슴둘레 116cm가 30벌을 차지하고 어깨너비 48cm가 19벌, 소매길이 62.5cm가 19벌 옷길이 

72cm가 20벌을 차지하고 있었음에 따라, 평균 사이즈는 L(100)이었으며 가슴둘레 116cm, 어꺠 
너비 48cm, 소매길이 62.5cm, 옷길이 72cm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무복 점퍼가 포털사이트에 있는 디자인 측면과 사이즈 측면 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근무복 설계 시 기초자료로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 연구에서 근무복 점퍼 디자인 측면과 사이즈 측면 조사 이외 기능적 측면까지 분석한다

면 더 나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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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상ㆍ윤혜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 의상제작을 위한 소재표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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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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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연구에서는 3D 의상제작을 위해 IT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소재의 표현에 대한 연구로 소재

의 물성과 소재의 텍스처 이미지를 추출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소

재는 직물소재와 니트 소재로 나누어서 진행 하였으며 총 300여종을 실험하였다. 3D 가상착의용 

고품질의 원단 텍스처 이미지 추출을 위하여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장치는 외부의 환경(빛)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한된 조건에서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내부에 5개

의 LED 조명이 장착된 밀폐구조의 포토박스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며, 고해상도의 디지털 카메라

를 장착하여 원단의 텍스처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 개발 

S/W는 이미지 캡처장치에 장착된 카메라와 연동하여 최적의 원단 텍스처 이미지와 칼라를 추출

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설정하고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카메라 제어기능과 추출된 이미지를 

수정/보완하여 3D 의상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1완전 패턴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하는 원

단 반복패턴 추출 및 수정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이 진행되었다. 원단 텍스처 이미지 추출 시스

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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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출할 수 있었다. 본 원단 텍스처 이미지 추출 시스템을 활용한 3D 의상제작용 고품질의 원단 텍

스처 이미지 추출방법은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 장치에서 추출된 원단 이미지는 원단 텍스처 

이미지 캡처 S/W에서 원단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수정/보완이 진행되며, 3D 가상착의에 사용

되는 1완전 패턴의 텍스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패션제품의 3D 의상제작과 이를 활용한 소재표현의 IT에 필요한 원단의 텍

스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원단 텍스처 이미지 추출 시스템과 표준화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향후 패션제품을 위한 AR-VR 기술기반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 및 VR-AR 기반 유통서

비스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버스산업핵심 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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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ㆍ김수현
안동대학교

대마 섬유를 활용한 유아용품 개발 사례연구

친환경 섬유는 합성섬유보다 독성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그 중 얼마 전 의료대마가 일부 국

회법 통과되면서 관련 대마 섬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마 섬유의 원료인 대마는 잡초보다

도 성장속도가 빠르고 자라기 쉬운 식물 중 하나이며, 다양한 기후와 토양조건에서 번성한다. 이

러한 대마로 제작 된 섬유는 질기고 통기성이 좋으며 항균력이 매우 높아서 친환경 섬유로 주목

받고 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 사는 고대 사람들은 대마를 많이 사용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대

마가 인간에 의해 경작되는 최초 작물이라고 추측한다. 최초의 식물 기반 직물은 대마 섬유로 만

들어져 있으며, 고대 중국인들은 대마 섬유로 만든 직물을 만들었다. 대마 섬유는 예로부터 다양

한 의류나 물건 등에 사용되어왔다.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섬유를 사용함으로

써 인간의 몸에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면(cotton)으로 만들어진 유아용 배냇저

고리가 시중에 많이 제작, 판매되고 있다. 면의 경우, 재배과정에서 전 세계 살충제의 10%가 사

용된다. 그러나 수천 년 전부터 재배되는 아마와 대마 등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과거 우

리나라에서는 아이의 옷을 삼베를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입히기도 하였다. 삼베는 면처럼 뻣뻣

하게 굳는 것이 덜하고 조물조물 빨면 얼룩도 잘 지워졌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마 섬유를 활용하여 유아 배냇저고리를 입힘으로서 태열, 발진, 아토피 등 

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며, 목화와 대마 섬유를 혼방

한 섬유를 사용하여 소비자로부터 유아의 피부개선 여부와 앞으로 대마를 활용한 친환경 유기농 

제품의 사용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다. 또한 대마 섬유를 접목한 섬유를 개발함으로써 대마에 대

한 인식 변화와 대마 섬유를 활용한 국내외 유아제품을 제공함으로서 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자 한다. 소비자만족도조사에서는 2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30명이 각각 직접설문방

법으로 참가하였으며, 5점척도법에 의하여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설문내용은 대마 섬유로 만든 

아이 옷의 실용화 가능성, 실제로 입혔을 때의 장단점, 전통 디자인과 과학기술의 융합, 유아제품

으로서의 소비자만족도향상 및 발전가능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통 배냇저고리의 기능

성과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전통적 디자인의 배냇저고리로 제작

하였다. 그 결과는 ①대마 섬유의 다양한 긍정적 특징으로 현대사회에 유아제품을 개발하고 활용

성이 높다. ②전통 디자인과 접목시켜 디자인 개발과 과학기술의 융합이 가능하다. ③대마 섬유

를 유아 제품에 활용함으로서 대마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④전통유아복식

에 대한 연구와 현대적 활용을 통하여 양극의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마를 활용한 유아제품이 실제로 유아피부에 긍정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마 섬유의 유아제품 실용화 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디자인 부분에서 전통배냇저고리를 제작함으로써 신선함과 전통문화와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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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과 발전 가능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유아제품은 우리나라 

소비자들로부터 발전가능성이 큰 것으로 인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마를 활용한 유아

제품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경요인으로 발생하는 유아피부개선과 소비자만족도를 추구하고 전통

문화와 현대기술발전의 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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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ㆍ임형규
안동대학교

대마의 산업화를 위한 정련방법에 관한 연구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 대마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쐐기

풀목, 대마과, 대마속의 식물로서 긴 섬유장을 이용하여 자동차 타이어, 플라스틱 재료, 건축자재,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바이오 디젤 연료로서의 우수함이 증명되어지며 대마 산

업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블루오션 산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1) 다음의 <Fig.1>은 대마의 산업

적 활용성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2)

<Fig. 1> 대마의 산업적 활용

최근 화학섬유에 대한 유해성 및 거부감 때문에 인체에 무해한 천연섬유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새로운 친환경섬유의 개발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대마섬유가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

고 있다. <Fig.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럽에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은 주목할 만하다.3)

<Fig. 2> 천연섬유, 원유 및 폴리프로필렌 가격 지수(유로기준)

1) 미국의 대마초 합법화 과정 및 주요 쟁점 연구. 허경미, 2018, p292,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2호.

2)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대마의 기술동향과 육성전략, 노중균, 2017, 발표자료.

3) HEMP Industrial production and Uses, Pierre Bouloc,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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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마섬유는 면직물과 비교하였을 때 수분 흡수력과 배출력이 뛰어나고 외부 온도차를 

5~8도정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며. 향균성을 갖추었고, 자외선, 전자파 차단기능, 방음성 등의 

기능 웰빙 기능성 직물로 그 인기가 높다. 다음의 <Fig.3>는 안동 대마섬유의 자외선차단율, 인

장강신도, 인열강도 실험의 결과이다.

(Fig.3-1). (Fig.3-2).

(Fig.3-3).

<Fig. 3> 안동 대마섬유의 특성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대마섬유는 수의를 제작하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으며 기술개발이 미

비하다. 또한 값싼 중국산보다 가격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

와 대마섬유의 의류소재로 활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의 삼베의 사용 역사는 고조선 시대4)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면화가 보급되기 이전 가장 

중요한 직물로서 함경도의 북포(北布), 강원도의 강포(江布), 영남의 ‘영포(嶺布)’라고 불리우며 전

국적으로 생산되었다. 이 가운데 안동포는 영포(嶺布) 가운데 사질토로 배수에 유리하고, 분지지

형으로 강풍을 막아 삼(hemp)의 재배 조건이 유리한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품질의 삼베이

다. 안동포는 1892년 의화군(義和君)의 관례복식의 기록에 의하면 궁중 옷감으로 사용되었고, 

4) 중국 길림성 후석산(猴石山) 유적에서 출토된 방직기를 사용하여 짠 마포는 고조선에서는 삼베가 생산되었음을 증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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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년 간행된 이능화의 ｢조선여속고｣에는 ‘안동포가 지금도 품질이 가장 좋다’고 기록되기도 하

였다. 유교적 의례에 한정되어 있던 삼베는 19세기 말 신분제의 해체로 기층민에게도 수요 되면

서 삼베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정부가 농가 부업장려책으로서 조합

을 세우고 제품지도와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균등한 품질과 제품의 규격화에 힘쓰며 삼베가 대량

생산되었었다. 하지만 1960년대 합성섬유와 비교하여 실용성, 가격, 디자인 면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삼베는 안동포를 제외하고 명맥이 끊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안동포는 품질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1980년 이후 천연섬유의 선호와 맞물리면서 소비량이 다시 늘었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

고 있다. 

안동포 품질의 우수성은 그 생산공정<Fig.4>과 관련이 깊다. 안동포의 생산공정은 크게 농업

적 성격의 대마재배단계와 수공업적 성격의 제사 전단계, 제사단계, 직조단계, 착색단계 등의 5단

계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제사 전단계는 찌기(boiling), 4시간 이상 김이 삼대에 골고루 오르

도록 불을 때서 찐 후 단을 펼쳐 햇볕에 하루 정도 바싹 발린다. 말린 삼을 12시간 불림(retting), 

탈피(casting-off), 말리기(drying)를 거치면 피삼이 되고 이 피삼을 물에 적셔 삼톱날(마도)로 피삼

에 붙어 있는 엷은 껍질을 판자쪽에 올려 한가닥씩 벗기는 과정이 정련(refining)공정으로 순섬유

질을 얻는 ‘훑기’ 또는 ‘톱기’라고 한다. 6단계의 세부단계를 거친다.5)

<Fig. 4> 안동 대마섬유의 생산공정

전통적 생산 공정 가운데 겉껍질을 훑어내는 정련(refining)단계는 ‘생냉이’로 불리는 안동포 생

산공정의 가장 큰 특징은 양잿물 익히지 않고 베를 짠다. 또한 날실을 비벼서 꼬아 삼고 이후 직

조한 후에 ‘상괴’라고 하여 잿물에 적셔 누르스름하게 염색을 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산된 생냉

이 안동포는 빳빳하고 매끄러우며, 품질이 곱다.6) 최근 섬유 소비시장은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가 

5) 안동 삼베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제와 지역분화, 이철우, 1997, p141, 한국지역지리학회, ISSN 1226-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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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있으나 1993년 74톤이었던 생산량은 2002년 122톤 생산으

로 생산량이 늘어났다가 최근 2018년 55톤 생산되었다. 

특히 안동포는 그 품질의 우수성을 독보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생산량과 종사인구가 감소하

고 있는 이유는 2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 안동포는 생산인력의 대부분이 70~80대 고령으로 노

동력이 고령화 되었고, 안동포 생산의 전수 조교(1명)ㆍ이수자(10명)ㆍ장학생(1명) 등을 통틀어도 

16명에 불과하며7) 또한 계약재배 감소하였다. 따라서 안동포는 유럽, 중국, 미국등지에서는 농가

당 평균 100,000m2의 면적에서 기계를 이용한 자동화시스템이 갖춘 생산과정을 갖추고 있어 원

단가격이 3,000원/yd로서 농가당 1,500m2를 사람들이 직접 경작함으로 안동포에 비해 원단가격

이 50,000원/yd 가격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둘째, 대마의 우수한 물성 때문에 직물 및 산업 

소재로써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지만 그동안 정련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품질 마섬유의 대량 

생산이 어려워 그 산업적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섬유의 정련과정은 불순물의 제거와 염색, 섬유

의 성질(섬유의 색, 길이, 강도, 순도, 촉감에 따라 품질 등급이 결정, 섬유의 비중, 강도와 신도, 

마모강도와 내구성, 탄성, 레질리언스, 방적성, 가소성, 열전도성, 흡습성, 염색성, 내충ㆍ내균성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화학적 정련의 방식은 대마 원료를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염산 및 식물성 액이 섞인 물통에 

넣고 일정 시간 정도 담궈둔 후, 고온으로 삶으면서 대마 원료의 겉피와 속피 사이의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제1 과정(S1)과; 상기 겉피와 속피가 약화된 매다 원료를 타마기에 넣고 두들겨 겉피

를 벗겨낸 후, 속피를 일정 시간 물속에 담궈서 염산 및 식물성 액을 희석시키는 제2 과정(S2)과; 

상기 속피에 함유된 수분을 탈수하고, 식물성 유연제를 소량 뿌린 상태에서 완전 건조하는 제3 

과정(S3)과; 상기에서 건조된 속피를 다시 타마기에 넣고 두들겨 딱딱한 성질을 약화시키는 제4 

과정(S4)과; 상기 속피를 그늘진 양생 창고에서 식물성 유연제를 뿌리면서 적층시킨 다음, 일정 

시간 자연 양생시키면서 부풀어지게 만드는 제5 과정(S5)과; 상기 과정에서 부풀어진 속피를 섬유

질대로 가늘게 세분화시켜 장섬유와 단섬유로 분리시키는 제6 과정(S6)과; 상기 장섬유와 단섬유

를 각각 부드러운 반솜 상태로 만든 다음 대마사를 방적하는 제7 과정(S7)으로 이루어진다. 이러

한 대마 인피섬유의 정련공정은 일반적으로 인피섬유는 다수의 섬유질 세포가 불순물인 펙틴에 

의하여 교착되어 있으므로 인피섬유로부터 순수한 섬유질을 얻기 위해서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교착된 펙틴을 선택적으로 분해 용출하여 인피섬유의 결속을 분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인피섬유를 정련하는 경우 섬유 중에 함유되어 있는 알카리 가용물

질, 즉 셀룰로오즈, 헤미셀룰로오스 등이 용해되며, 보다 나아가서는 섬유소산의 가교화(cross- 

linkage)와 섬유소 구성원인 글루코오즈(glucose)까지 분해함으로써 섬유소가 질기지 못하고 짧게 

끊어지며 황갈색으로 변하여 광택이 매우 나빠지며 세사방적(細絲紡績)을 할 수 없어 품질이 떨

어지는 문제가 있다.8)

이러한 안동포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미생물 정련이다. 이는 대

6) 안동포 생산)과 소비의 전통과 현대적 의미, 배영동, 2003, p3-5, 한국민속학 vol 23. 

7)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0802.010090735070001

8) 대한민국등록특허공보. 등록특허 10-0786717. 특허 공생미생물을 이용한 대마 인피섬유의 정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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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료를 탱크에 넣고 미생물을 투입하여 대마의 펙틴과 리그닌이 분리되도록 하는 정련방식이

다. 이는 소요되어지는 시간이 짧으면서 생산성, 품질, 기능성이 모두 우수하며 오염도가 낮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정련 기술로는 가장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인 

방법이라 인정받고 있다. 즉, 미생물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이며 대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섬

유의 색, 길이, 강도, 순도, 촉감등이 우수한 고품질의 섬유가 탄생되며 대량 생산도 가능하다. 

또한 미생물 정련 방식은 다른 정련방식을 이용한 경우에 비하여 흡수성, 섬유장 및 건조장력 등

에서 우수하며 섬유정련 과정의 섬유회수율에서도 월등하다. 

이에, 안동포의 대량생산과 품질의 우수성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정련방식으로

서 미생물 정련방식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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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선경*ㆍ박순지⁺
영남대학교

실제체형, 지각체형, 이상체형 인지에 따른 신체만족도
(Body Cathexis) 분석

현대사회에서 외모는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개인의 사회 경쟁력이 되었다. 신체

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이상형은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이상적 신체에 대한 인식과 기준은 사

회ㆍ문화적 가치기준이나 성별과 연령 등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이 때문에 최근에는 대중매체로 인해 날씬하고 마른체형을 이상적 체형으로 생각하는 왜곡된 

이상적 기준이 일반화되는 경향이 고조되고 있다.

Shim and Park(2007)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체형과 지각체형이 마를수록, 이상체형과 지각체형 

간의 차이가 적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상체형과 지각체형간의 차이가 

클수록 신체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Kim et al.(2016)은 관련연구에서 신체만족

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의 상관관계라고 밝혔다. 또한 Cho(2005)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신체구조는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객관적 신체구조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만족하는 경우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렇듯 체형인식과 신체만족도간의 상관관계에 밝히는 연구들은 심리학적, 의복태도 등 다양

한 측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자아존중감에 따른 신체만족도 및 실제체형, 지각체형, 

이상체형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실제체형, 지각체형, 이상체형과 신체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자아존중

감 14문항, 실제체형과 이상체형 인식척도 5문항, 지각체형과 이상체형 인식척도 5문항, 신체만족

도 26문항, 외모 관련 행동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에 대해서는 5 point-Likert scale에 준하

여 답하거나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에 대하여 남녀 평균과 다빈도값을 구하였으며, 

성별 간 빈도차이에 의한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여성과 남성 구분할 것 없이 모두 높은 편(남성 M=3.85, 여성 M=4.25)으

로 나타났으나, 신체만족도의 경우 여성(M=2.18)이 남성(M=2.72)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는 남성과 여성을 비교했을 때 이러한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일 뿐, 대체적(M=2.47)으로 남성과 

여성의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 실제체형보다 키 +4㎝, 허리둘레 -0.44㎝, 엉덩이둘레 –0.77㎝, 몸무게 +1.4kg

인 신체치수를 이상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의 경우 키 +4㎝, 허리둘레 -2.76㎝, 엉덩이둘레 

-1.26㎝, 몸무게 -4.2㎏ 감소된 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그 차이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과 여성 모두 실제체형과 이상체형 간의 인지에 차이를 보였다. 즉, 

전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실제 체형보다 키 +4cm, 허리둘레 –1.71cm인 신체 치수를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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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치수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들은 몸무게 항목에서 실제 몸무게보다 4.2kg 

작을 때 이상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실제

체형-이상체형 인지 차이가 크고, 신체만족도도 낮게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실제체형과 이상체형

간의 차이가 크면 신체만족도가 낮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신체만족도가 낮은 응답자(M=2.79점)가 대체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편(M=2.72)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신체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제체형, 지각체형, 이상체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자

아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문헌연구와의 결과 비교를 통해 선행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설문지 보완을 거쳐 체형인식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원인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다면 더 나은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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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사이즈 남성의 라스트 개발을 위한 발 특성 연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비만 유병률은 해마다 상승해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분류되며 

특히 30대 성인 남성은 46.7%가 비만 환자라고 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고도비만인구(5.3%)가 2030년에는 지금의 2배 수준인 9%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Money to-

day, 2017). 플러스 사이즈에 대한 관심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최근 2~3년 사이 그 

수요가 늘고 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고 몸무게를 지지하며 이동과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필수도구이며 신발 사이즈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발길이는 발너비와 함께 신

장, 체질량지수(BMI)와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Kim, 2017). 적합하지 

않은 신발의 착용은 물집, 통증, 피로, 발변형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러스 사이즈 남성(BMI 25kg/㎡ 이상)에게 적합한 라스트의 개발을 위해 발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한다. 연구대상은 20~59세의 성인 남성으로 제 5차 Size Korea 3차원 발 형상 측정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정상 체중과 플러스 사이즈 남성의 발 관련 40항목 및 세장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

써 플러스 사이즈 남성의 발 특성을 살펴보고자 플러스 사이즈 남성 460명, 정상 체중 남성 842

명, 총 1302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

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상 체중과 플러스 사이즈 남성의 발 형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

하였다. 길이항목에서는 발꿈치-발가쪽점길이, 발중심점상측길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

의차를 보였으며 플러스 사이즈 남성이 더 길게 나타났다. 너비항목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

를 나타냈으며 플러스 사이즈 남성이 더 넓은 양상을 보였다. 높이항목에서는 발꿈치위점높이 항

목과 아치높이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정상 체중 남성보다 플러스 사이즈 남성이 높게 나

타났으며, 둘레항목에서는 볼둘레, 발등둘레, 발목수직둘레, 발꿈치-발등둘레, 발꿈치-발목둘레, 발

목수평둘레, 복사뼈아래둘레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를 보이며 플러스 사이즈 남성이 더 크게 나

타난 반면 각도항목에서는 발중심선각도 항목에서만 유의차를 보였으며 정상 체중의 남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플러스 사이즈 남성의 발은 정상 체중 남성의 발보다 발

길이가 길고, 발가락, 볼, 발등 부위가 더 두껍고 넓으며 발목 부위는 더 굵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플러스 사이즈 남성이 정상 체중의 남성과 동일한 사이즈의 신발을 구입할 경우 신발의 적

합성이 매우 좋지 않을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

단된다. 발너비와 발길이의 비율로 나타내는 세장도를 분석한 결과 플러스 사이즈 남성은 평균 

범위에 속하는 표준형이 69.3%, 평균보다 큰 광단형이 13.3%, 평균보다 작은 세장형이 17.4%의 

분포를 나타내어 표준형>세장형>광단형 순으로 나타난 반면 정상 체중 남성은 표준형(66.0%)>광

단형(17.1%)>세장형(16.9%)의 분포로 차이를 나타내어 플러스 사이즈 남성의 발 특성을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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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된 신발 치수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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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성인 여성의 허벅지 형태에 따른 하반신 체형 분류

†운동의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 영양 공급과 소비의 불균형, 생활습관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하체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잘못된 자세로 인한 골반의 불균형은 지방과 노폐물을 제대

로 배출 시키지 못해 하체에 쌓이게 된다(“Correct the pelvis”, 2019). 일반적으로 하체비만은 우

리나라 여성들에게 복부비만 등 상체비만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비만형태로 알려져 있다. 이에 

많은 20-30대 여성들이 하체비만의 원인인 '허벅지'를 복부비만과 더불어 자신의 체형에서 불만족

스러운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It’s not easy”, 2018). 본 연구에서는 국내 20대 성인여성들의 슬림

핏 청바지의 맞음새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허벅지와 허리 형태에 따른 국내 20대 여성들의 하반

신 체형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반신 체형 유형을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국내 20∼29세의 성인 

여성으로, 계측 항목은 사이즈 코리아의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의 3차원 계측 항목 30

항목과 세부적인 데이터를 위해 Geomagic Design X 2016 2.2 ver을 사용하여 총 203명의 3차원 

형상 데이터를 간접 계측하여 수집한 33항목, 지수항목 36항목으로 총 99항목이다.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99개의 

항목 중에서 요인 부하량이 명확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하고 지수항목과 각도항목, 돌출량항목을 

중심으로 허벅지 형태에 관련된 34항목을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다. 요인 1은 허리와 배의 횡적 크기, 요인 2는 허벅지 옆돌출량, 요인 3은 허벅지 뒤돌출량, 요

인 4는 엉덩이 크기, 요인 5는 허벅지 앞돌출량, 요인 6은 허벅지 하부 크기, 요인 7은 종아리와 

허벅지 너비 비율을 나타내는 요인이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82.39%로 나타났다. 추

출된 7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군집의 수가 4개일 때 군집간의 허벅

지 형태에 따른 하반신 유형의 특징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각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

형 1은 허리와 배의 횡적 크기와 허벅지 옆돌출량 요인이 크게 나타난 반면에 엉덩이 크기와 허

벅지 뒤돌출량 요인이 작게 나타나고 허벅지 앞돌출량 및 허벅지 하부 크기 요인이 중간 정도로 

작게 나타나 허리와 배 크기가 크고 허벅지의 옆돌출량이 클 뿐 전체적으로는 작은 형태로 허벅

지에 비해 복부가 발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유형2는 허벅지 앞돌출량과 엉덩이 크기 요인이 

크고 이를 제외한 허리와 배의 횡적 크기 및 허벅지의 옆돌출량과 뒤돌출량, 허벅지 하부의 크기 

요인이 작게 나타나 엉덩이가 크고 허벅지 앞부분이 조금 발달했지만 허리와 배 부위가 날씬하

며, 허벅지도 전체적으로 날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유형 3은 허벅지 옆돌출량과 뒤돌출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허벅지 하부 크기요인도 중간 정도로 크게 나타났다. 이를 제외환 허리와 

배의 횡적크기와 엉덩이 크기요인, 허벅지 앞돌출량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종아리와 허벅지의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BK21플러스사업, S19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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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비율도 가장 작게 나타나 허리와 배가 가장 날씬하고 엉덩이가 작으나 허벅지가 옆과 뒤로 

많이 돌출되어 있고 중간넙다리에서 무릎까지의 크기가 커 복부에 비해 허벅지가 발달한 유형으

로 볼 수 있다. 유형 4는 허벅지 앞돌출량과 허벅지 하부 크기가 가장 크며 허리와 배의 횡적 

크기와 엉덩이 크기도 크게 나타났다. 종아리와 허벅지 너비 비율도 가장 크게 나타나 네 유형 

중 중간넙다리에서 무릎까지의 크기가 가장 크며, 허벅지의 앞, 뒤, 옆이 모두 돌출된 허리에서 

허벅지까지가 전체적으로 큰 유형으로 복부와 허벅지가 모두 발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20대 여성들은 허리, 배, 허벅지 부위에서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슬림핏 청바지의 맞음새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허리에서 

허벅지 부위의 크기를 반영한 제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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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종류별 수선방법에 관한 분석

1. 서론

기성복이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키기에는 치수상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구입한 

제품의 길이나, 너비, 소매길이, 허리치수, 옷의 크기 등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옷이 크거나 작아서 불편하기 때문에 불만족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선을 하게 된다. 

수선은 크게 구입 시점과 사용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구입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수선은 치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성이 강한 사람이 획일적인 디자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사용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수선은 유행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제품의 디자인 변형의 필요하고, 체

형 변화에 따라 치수의 조절이 필요하고 제품 자체의 노화 등에 의해 수선이 이루어진다. 본 연

구는 계절별로 수선되어지는 의복의 종류와 수선방법을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수선경향을 파악하

고자 한다. 소비자들은 의류 수선을 함으로써 치수 불만족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를 추구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맞춤옷에 상응하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선은 의류 제품의 재활용,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측면에서도 기존제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2. 연구방법

의류제품의 수선실태 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4 계절 동안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수선 점에서 행해진 것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수선 품들의 조사항목은 의복의 종류, 수

선부위, 수선 방법에 대한 것을 조사하였다. 

의복의 종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상의와 하의로 분류하였다. 수선부위는 상의의 경우 옷 길

이, 품,소매길이, 소매통, 어깨너비, 넥라인, 지퍼, 리폼 등으로 분류하였고 하의는 바지단, 바지

통, 허리, 지퍼, 고무 밴드 등 분류하였다. 

수선 방법은 늘이기와 줄이기,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수선방법을 사진으로 찍었다. 

조사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항목별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조사된 자료는 의복의 유형별 수선유형을 교차분석하여 수선경향을 비교하였다. 상의의 경우 

옷 길이 줄이기와 소매길이 줄이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성복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맞추

어야 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게 나와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재킷은 소매길이 수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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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트임이 있는 것과 소매 트임이 없는 것으로 구분 지어 나타났다, 소매 트임이 있는 경우는 

소매길이를 줄이고 단추의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 Y셔츠의 경우 소매길이 줄이기 빈도가 많은 데 

소매 트기 부분을 올려주고 커프스를 다시 달아야 하므로 과정이 다른 것에 비해 복잡하다. 티셔

츠 의 경우 옷 길이를 수선하거나 소매길이를 수선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고 네크라인을 수선하

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이넥의 티셔츠의 경우 밴드의 높이를 줄이는 경우가 많고 라운드 넥

의 경우 목둘레를 늘려주는 경우가 많다. 

하의의 경우 길이 줄이기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바지 통줄이기, 허리 늘리기와 허리 

줄이기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바지 길이 수선방법은 단박기, 덧단대기, 단뜨기, 커프스단 하는 

것을 구분지어 빈도로 볼 때 단을 박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덧단 대기의 경우 남성 정장 바지에

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 여성바지의 경우는 밑단을 오버록 처리하고 단뜨기를 하는 빈도가 많

이 나타났다. 청바지의 경우 단을 살려서 수선하는 것이 다른 하의 수선 방법과 상이하게 나타났

다. 남성 정장 바지의 경우 허리 늘이는 빈도가 높은 데 이는 수선방법이 다른 바지들과는 달리 

뒷 중심에 시접이 넓게 있어 허리를 늘리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상의와 달리 바지 지퍼를 수선하

는 빈도도 높았다. 요즘 편한 바지로 허리가 고무 밴드로 된 바지의 늘어난 고무 밴드를 바꿔 끼

우는 경우도 있다. 

1년 동안 수선 경향을 보면 계절에 관계없이 상의의 경우 전체적으로 비슷한 빈도로 수선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티셔츠만 여름에 수선 빈도가 높았다. 하의의 경우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으로 수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년 동안의 수선 경향을 살펴보면 계절이 바뀌면서 

새 옷을 구입하거나 유행의 변화에 따라 수선을 해서 입는 경향을 보인다.

4. 결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수선 경향을 조사한 결과 모든 종류의 의복은 길이 수선 빈

도가 가장 높았으며, 수선 방법으로는 바지 단 박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성복의 치수를 다양한 길이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선이 많다는 것은 기성

복이 치수상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선 시기는 계절 변화에 따라 빈도가 다

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름의 경우는 옷의 길이가 짧아서 길이 수선이 적은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수선의 빈도가 한 수선 점의 데이터만을 자료로 한 것이 수선 경향 파악에 제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단점을 가졌지만 다양한 수선 방법을 이용하여 옷의 유형과 수선 유형별로 수선 경

향을 파악함으로써 계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동향까지 알 수 있게 된 것이 좋은 결론에 이

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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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ㆍ도월희*
전남대학교

네일 팁 사이즈 적합성을 위한 국내 성인 여성의 손톱 형태 
분석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셀프 네일 시장 규모는 지난해 822억 원대로 성장했

고 그 중에서도 네일 팁과 네일 스티커 매출이 증가하여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Park, 2019). 최근 셀프 네일이 대중화되면서 붙이는 네일 팁이나 스티커형의 제품의 사용이 늘

고 있으나 국내외 제품 브랜드마다 각기 다른 사이즈 표기 형식과 제품 치수가 달라 사이즈 선

택의 어려움이 있으며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특정 호수가 발생하기도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성인 여성의 손톱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사이즈 적합성을 높

일 수 있는 네일 팁(Nail tips)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측정대상은 국내 성인여

성 20∼40대 90명으로 측정기간은 2019년 1월 8일에서 2월 28일까지였다. 측정방법은 선행연구 

(Yeo et al, 2017; Kim et al. 2017)를 참고로 길이 1항목, 너비 3항목, 곡면길이 5항목, 높이 4항

목, 각도 2항목의 총 15항목을 각 손톱마다 계측하였으며 측정방법은 직접측정과 사진촬영에 의

한 간접측정으로 측정하였으며 사진의 분석은 AutoCAD 2019 program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Ver.23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여성의 손톱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계측 결과 손톱길이는 엄지 11.90(±2.3)mm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평너비는 엄지와 검지는 중심너비가 가장 높았고, 중지와 약지, 소지는 아랫쪽의 너비

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손톱 위ㆍ아래의 호의길이는 엄지가 가장 길었고 중지, 검지, 약지, 

소지 순서임을 알 수 있었다.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손톱의 호를 이루는 곡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높이와 손톱 위ㆍ아래의 각도를 측정한 결과 높이의 경우 약지와 중지가 각각 0.99(±0.4) 

mm, 0.93(±0.4)로 가장 높았으며 각도의 경우 소지가 위ㆍ아래 각각 32.67〫 (±9.8), 60.79〫 (±18.0)

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소지의 손톱이 가장 곡면의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계

측치 분석결과 손톱 정면의 윗너비, 중간너비, 윗 곡선길이, 중간 곡선길이, 손톱의 가장 안쪽 큐

티클(cuticle)을 지나는 곡선길이 항목에서 다섯 손가락 모두 p<.001 수준의 유의차가 나타났고 

손톱의 가장 바깥쪽 프리엣지(free edge)를 지나는 곡선길이는 중지를 제외한 엄지 검지 약지 소

지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 중 손톱의 윗면에서 바라본 검지의 각도에서는 

20대가 30대와 40대에 비해 각도가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계측치는 

40대가 가장 높은 치수를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네일 팁 제품 개발 시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 너비와 곡률의 길이의 평균값을 활

용하여 연령별 손톱 사이즈에 맞는 제품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손톱 모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BK21플러스사업, S19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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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유형 분류 및 특징을 파악하고 네일 팁의 치수 적합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손톱 치수 체

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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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ㆍ박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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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코리아 발 측정치를 활용한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 
분석

발은 우리 몸 중 유일하게 지면과 접촉하는 부위로 지면에 대해 쿠션역할을 하여 보행 시 신

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키며 인체의 각종 부하를 담당하는 동시에 인체를 이동시키고 서 있

거나 걷고 있는 둥 어느 경우에도 자세 또는 신체 위치의 기초가 된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적ㆍ생리적 변화로 성장하는 시기에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게 될 경우, 착용의 불편함은 물론, 굳은 살, 티눈 등 피부이상증상, 무지외반증과 같은 발 

뼈의 구조적 변형을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의 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학령기남아, 여자중

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 형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남자 중고생의 발 형태 분석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발 형태 특성 분석을 위해 사이즈코리아의 

제 6차 인체치수조사자료(KATS, 2010)에서 3차원 형상 데이터 측정을 통해 제공한 만 16~18세 

남자 고등학생 473명의 발 측정치인 길이 항목 6개, 둘레 및 너비 항목 4개, 높이 항목 6개, 각

도 항목 3개의 총 19 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발 특징을 설명하는 요인을 찾기 위

해 배리멕스 직교회전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산출된 요인점수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군집별 차이를 파악하고자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의 크기, 발의 두께, 안쪽복사뼈, 가쪽복사뼈, 아치, 발가락의 각도 

등의 6개의 요인으로 축약되었다. 추출된 6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69%의 설명력을 가지며 각

각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제 1요인은 발직선길이, 발꿈치-발안쪽점길이, 발꿈치-발가쪽점길이, 발꿈치가쪽복사뼈아래점길

이, 발꿈치안쪽복사뼈아래점길이, 발꿈치발목둘레가 주요인으로 나타나 ‘발 크기’요인, 제 2요인은 

볼둘레, 볼너비, 발등둘레가 주요인으로 ‘발의 두께’요인, 제 3요인은 안쪽복사높이, 안쪽복사뼈아

래높이로 ‘안쪽복사뼈’요인, 제 4요인은 가쪽복사뼈아래높이, 가쪽복사높이로 ‘가족복사뼈’요인, 제 

5요인은 아치길이, 주상골높이로 ‘아치’요인, 제 6요인은 새끼발가락측각도, 중골경사각, 엄지발가

락측각도로 ‘발의 각도’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남자 고등학생의 발 형태를 요인분석에서 산출된 6개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 

한 결과, 결측값 4개를 제외하여 총 469명의 발 형태는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3개 군집의 

각 요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요인 5인 ‘아치’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형 1은 총 6개의 요인 중 발의 크기 요인, 발의 두께 요인, 가쪽복사뼈 요인, 아치 요인, 4

개의 요인이 3개의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안쪽복사뼈 요인인 요인 3은 중간으로 나타났

고, 발의 각도 요인항목에서 새끼발가락측각도가 가장 작으며, 엄지발가락측각도와 종골경사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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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1은 3개의 유형 중 발의 크기가 가장 작고, 발 두께도 가장 얇

은 형태의 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유형 1에 해당하는 인원은 총 176명으로 전체에서 37.5%를 차

지한다. 

유형 2는 복사뼈와 관련된 요인 3, 요인 4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 아치요

인 항목 중 발의 높이와 관련된 주상골높이는 3개의 유형 중 가장 높으며, 아치길이는 중간정도

로 나타났다. 발의 크기인 요인 1, 발의 두께 요인2는 3개의 유형 중 중간크기로 나타났다. 각도

요인인 요인 6의 항목에서 엄지발가락측각도가 3개의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 

2는 3개의 유형 중 발의 높이가 가장 높고 엄지발가락의 휘어짐이 가장 크며 발의 크기와 두께

는 중간 정도인 형태의 발이다. 유형 2에 속한 인원은 총 193명으로 전체에서 41.2%를 차지하고 

3개의 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는 유형이다.

유형 3은 발의 크기를 나타내는 요인 1과 발의 두께 요인 2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크게 나타

난 반면에 안쪽복사뼈 요인인 요인 3의 모든 항목에서도 가장 낮았다. 가쪽복사뼈요인은 3개의 

유형 중 중간이었으며, 아치요인인 요인 5의 항목 중 발 길이와 상관되는 아치길이는 다른 유형

보다 길게 나타났으며, 주상골높이는 중간, 요인 6의 항목 중 새끼발가락측각도와 종골경사각은 

3개의 유형 중 가장 컸으나 엄지발가락측각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유형 3은 3개의 유형

중 발의 크기가 가장 크고 두툼한 반면에 안쪽복사높이가 가장 낮고 발가락이 퍼져있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유형 3에 속한 인원은 총 100명으로 전체에서 21.3%를 차지하여 가장 작게 나타난 

유형이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남자 고등학생의 신발류 제작을 위해서는 발의 크기와 발

의 두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이외에도 복사뼈높이를 고려한 신발의 높이 설정, 아치부분

을 고려한 라스트 설계, 발가락각도를 고려하여 신발의 앞부분의 여유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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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및 미세먼지 마스크의 소비자인식 및 실태조사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까지 번지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사, 미세먼지 등에 대한 방지책으로 보건 마스

크를 ‘KF((Korea Filter)’ 인증하고 있다.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ㆍ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미세먼지 마스

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김서림, 호흡곤란 등 불편한 착용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황사 및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미세

먼지 마스크에 착용 시 발생하는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과 선호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과 분석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 속 황사 및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는 20~60대 남녀를 대상으로 2019

년 4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분석은 설문지 총105부를 SPSS Statistics Ver.23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41명(39.0%), 30대 48명(45.7%), 50대 

이상 16명(15.%)이며, 성별은 남자 34명(32.4%), 여자 71명(67.6%)이다.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착

용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54.2%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착용시간은 ‘실외 

활동 시’(36.9%), ‘1시간 미만’(35.1%), ‘3시간 이상’(28.0%)로 나타났고, 하루평균 사용량은 ‘1

개’(71.9%), ‘재사용’(10.5%), ‘2개 이상’(9.6%)으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마스크 제품 구매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 66.7%가 구매 경험이 있으

며, 그 중에 마스크 구매 월 평균 지출비용으로는 ‘2만원 미만’(65.7%)으로 소재는 ‘부직

포’(54.3%), 마스크 구성은 ‘일체형’(83.8%), 마스크 유형은 ‘일회용’(81.9%), 마스크 디자인은 ‘절개

형’(41.0%), 다트형(37.%)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마스크 제품 구매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으로는 ‘필터’(37.1%), ‘가격’(37.1%), ‘기능성’(26.7%), ‘호흡 편안함’(23.8%)순으로 나타나 미세먼지 

마스크의 성능에 대한 것과 일회용 사용시의 가격부담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 시 

불만족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마스크가 얼굴에 자국이 남아서 불편하다’(54.4%), ‘마스크 착용 

시 입술이 마스크에 닿아서 불편하다’(63.8%)로 나타나 주로 사용하는 시판제품이 안면의 입체부

위에 적합하지 않은 밀착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여자 71명 중 ‘마스크 착용 시 

얼굴 화장이 번져서 불편하다’(98.6%), ‘말할 때 립스틱이 번져서 불편하다’(64명, 90.1%)로 대부

분의 여자들이 미적인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착용을 하지 않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코 부위가 들떠서 외부공기가 들어와서 효과가 떨어진다’(56.2%). ‘코 부위

가 들떠서 안경에 김서림이 생긴다’(61.9%)로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시 코 부위 맞음새를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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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형상 및 코부위 대한 분류와 인체공학적인 패턴설계를 통해 밀착도를 높이면서 호흡곤란과 

김서림을 낮추는 패턴설계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차단성능’(95.2%), ‘코 부위의 밀착성’(86.7%), ‘턱 부위의 밀

착성’(86.7%), ‘소재’(86.7%), ‘치수’(77.1%)로 나타나 마스크 구매 시 자신의 사이즈에 대해서 모른

다고 응답한 91명(86.7%)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응답자들은 마스크 착용 시 밀착성을 요구하면서 

마스크 사이즈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 후 미세먼

지 오염물과 마스크 형태의 변형으로 인해 ‘일회용 마스크’(75.2%)사용에 대한 선호도 높으나 미

세먼지 마스크 착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에서 ‘폐기 시 생분해성 유무’(71.5%), ‘마스크 재

사용 가능성’(59.0%)로 소비자도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사용

하면서도 일회용 마스크 사용증가로 인한 폐기물 증가 문제 뿐 아니라 오염된 마스크 폐기를 위

해 소각을 할 경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반복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어서 마

스크 사용에 대한 지속가능한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 미세먼지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을 높여 호흡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착

용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자신의 안면 형태에 맞는 마스크 사이즈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코 부위의 밀착성이 떨어져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떨어뜨리고, 코 부위의 들뜨는 현상으로 인해 

안경의 김서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 차단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면 밀착

할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 했을 시에는 이로 인해 안면에 자국이 남거나 화장번짐, 호흡곤란 등

의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일반마스크 착용과는 다른 용도인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의 효과를 높이면

서 착용감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설계를 위해서는 안면입체부위 특히 코와 

턱 부위에 밀착도는 높이기 위해 안면형상 분석 및 분류를 통해 맞음새의 불편함 감소시킬 수 

있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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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패션에 나타난 Fold 기법의 조형성 연구:
소피아비조비티의 폴딩을 중심으로

1. 서론 

본 연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패션이 변화할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 조형적으

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건축에 주목하였다. 그 중 폴딩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건축에서 나타나는 

폴드기법과 현대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나타나는 패션디자이너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고찰하고 

입체적 조형성과 표현효과의 방법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피아 비조비티의 폴드 기법

들을 통해 패션에 반영하는 과정과 개념, 구축방법을 살피고, 그 조형적 특성이 현대패션에 나타난 

사례분석을 통해 현대 패션 발전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 방법은 폴딩 건축의 등장배경과 개념을 고찰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여 소피아 비조비

티의 폴드 기법 중 7가지 기법을 통한 건축가의 작품을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현대 패션에 있

어서 어떤 양상으로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하여 디자인에 나타나는 조형적인 특성을 분

석한다.

3. 결과 및 고찰 

복식은 인체라는 대상에 입혀지고, 이때의 착용하고 있는 모습은 이미 특질이 아니라 예술적 

창조로서의 형(形)을 가진다(조규화, 1981, p.208). 복식은 제 아무리 단순한 형태라고 할지라도 

무엇인가의 조형이 이루어져 있다. 즉 소재를 초월한 창조된 가상이 공간을 이루며 실루엣을 제공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복식 디자인에 있어서 디테일과 조형미는 디자인효과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고, 그 중 폴딩 건축에서 보여 지는 조형성은 복식 디자인에 많은 아이디어와 실루엣을 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고찰을 바탕으로 분류되어진 패션자료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소피아 비조비티의 건축적 기법의 특성(접기,구기기,주름내기,자

르기,꼬기,엮기,감싸기)을 다양성, 곡선성, 연속성, 유동성의 네 가지 조형성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다양성은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 많은 기법들 중 접기나 펴기, 연결등의 간단한 조작을 

거쳐 다른 스타일이나 품목으로 변형된다. 이는 각 의상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접속하거나 결합,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된 구조를 상기시키며, 이러한 열림구조는 다양한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창조적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둘째, 곡선성은 의상의 실루엣, 디테일 뿐 아니라 구성요소로서의 역할로 구조적이면서 장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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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디자인에 적용해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진 형태로 보여진다.

셋째, 반복적인 공간의 연속성이나 시각적인 연속성은 자연스러운 인체위에 직물이 가지는 특

성과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에 따라 디자인의 실루엣이나 디테일의 변화로 인체의 움직임을 원활하

게 해주고, 다양한 미적 표현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시킬 수 있게 한다.

넷째, 불분명한 구획들과 확률적인 영역의 짜임으로 보여 지는 건축에서의 유동성은 현대 패

션에서는 의상이 인체에 입혀졌을 때의 동적일 때와 정적일 때, 디자인의 형태가 높거나 낮을 

때, 접었을 때와 펴졌을 때, 또한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적인 형상을 말한다. 주름은 자체의 

구조적인 조형성이 있기 때문에 인체선의 변화에 따라 활동적인 기능성을 갖는다. 움직일 때, 편

안하게 활동 할 수 있는 여분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접은 주름의 깊

이는 숨겨진 여분으로 신체의 동작을 보다 자유롭게 한다(이유경,1994, p.12). 

4. 결론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사례분석으로 구성적인 방법으로나 형태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과 

패션만이 가지는 재료의 특성으로 건축적 조형적 특성은 더욱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나타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적인 미와 동적인 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패션에서 소피아 비

조비티의 7가지 기법에서 건축의 조형적 특성이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인체와 직물 사이의 상호

작용과 그에 따른 굴곡, 기울어짐, 기하현상들의 표면왜곡으로 나타나는 실루엣, 직물의 조직적인 

원리로 변형되는 특성, 불분명한 디자인과 실루엣의 확률적인 짜임으로 많은 다양성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건축은 좀 더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패션이 가지는 동적인 미를 표현하고자 하고, 패션은 좀 

더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건축이 가지는 형태적 조형미를 표현하고자 한다. 이렇듯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 패션만이 가지는 특성 중 직물의 활용은 변화 할 수 있는 유연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루엣 변화의 다양성, 실험적인 소재로서의 볼륨감과 기하학적인 형태

미, 구성적 패턴의 변화로의 다양한 텍스츄어의 표현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폴드 기법의 특성

을 패션에서 더 다양하게 활용하여 그 조형성을 더 많이 표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패션과 건축은 조형예술, 공간예술이면서 인간의 일차적 삶의 욕구를 위한 기능에 미를 추구

하는 표현예술이라는 공통성이 있으므로 의상 디자인에 있어서 건축적 조형성의 접목은 지속적으

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응용과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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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생산을 위한 자동제도 슬랙스 원형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1. 서론 

대량생산 시대에 기성복을 대상으로 한 원형개발시에는 산업현장에서 수작업으로 원형제작을 

할 수 있도록 원형제도법을 가능한 단순화 하였고 측정항목도 최소화 하였다. 의복원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적합하도록 평균체형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컴퓨터의 급격한 발달로 기성복이 아닌 주문맞춤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간편하게 삼차원 

인체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의 발달로 소비자의 삼차원 인체측정치 확보가 용이해지고 있고, 인

터넷 마케팅을 포함한 일대일 판매방식의 발달로 개인별 주문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주문생산

환경에서는 의복의 개인에 대한 맞음새가 중요하므로 개인의 체형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원형

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18세에서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등의 주문생산 환경에서 요구되는 

개인의 체형적합도를 높인 슬랙스 원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슬랙스 원형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1. 삼차원 인체측정 환경으로 한 개인의 다양한 부위별 측정치 확보가 가능하다

2. 개인별 주문생산체제이다.

3.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도이므로 정확한 제도를 위해 설계과정이 복잡해지더라도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에서 26세 여성의 인체측정치를 토대로 하반신 인체형태의 다양성을 분석한다.

둘째,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슬랙스 원형들과 선행연구 자료를 종합하여 하반신 인체형태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슬랙스 원형을 설계하고 착의 보정하여 슬랙스 원형을 완성한다.

셋째, 완성된 슬랙스 원형에 대하여 기존 원형과 비교평가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18-26세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슬랙스 원형 연구를 하였다. 1997년도 국민표준체위조사 1194명

의 측정자료와 1997년도 남윤자의 541명의 측정자료를 이용해 인체측정치를 분석하였다. 

원형의 착의 실험을 위한 피험자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학생 중 인체측정 통계자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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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의 다양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7명을 선정하였다.

2) 연구절차

개인별 체형 적합도를 높인 슬랙스 원형을 개발하고자, 인체측정 자료를 분석하고 하반신 형

태를 파악하였다.

기존 슬랙스 원형 연구들을 고찰하여 체형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슬랙스 원형을 설계하

였다. 체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피험자에 대해 연구 슬랙스 원형을 착의, 수정하여 연구 

슬랙스 원형을 완성하였다. 

기존 원형과 개발된 원형의 비교 평가를 위해 실험복을 제작하고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3) 인체측정 및 자료분석방법

슬랙스 원형 제작과 하반신 체형 파악을 위해 1997년도 남윤자 측정자료에서 28항목, 국민표

준체위조사(1997)에서 24항목을 선정하였다.

18-26세 여성의 인체치수의 변화범위와 평균체형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및 백분위수를 구하였다. 

측정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자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4) 슬랙스 원형 설계와 관능검사

연구 슬랙스원형의 외관과 동작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능검사를 실시하였고 기존 슬랙스 

원형으로는 임원자(1995)의 원형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 슬랙스 원형의 주된 특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치수 설정시 허리둘레앞호, 허리둘레뒤호, 엉덩이둘레앞호, 엉덩

이둘레뒤호 각가의 치수를 반영하여 배의 돌출이나 엉덩이의 돌출과 같은 체형의 다양성이 

그대로 원형에 반영되도록 하엿다.

2)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을 비율로 주어 인체 둘레의 가늘고 굵음에 따라 그에 비

례하는 여유분이 주어지도록 하였다. 엉덩이둘레 여유분으 경우 20대 영성을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S집단(Small Group)에 4%, M집단(Medium Group)에 4.5%, L집단(Large Group)

에 5%의 여유분을 주었다. 허리둘레는 동일하게 2%의 여유분을 설정하였다.

3) 밑위앞뒤길이 설계시 밑위연장분량에 엉덩이두께 치수를, 뒤중심선경사각도에 둔부정중각도

를 반영하여 엉덩이돌출 정도나 엉덩이편평도에 따른 다양한 체형에 맞도록 하였다. 제도 

후 제도상의 밑위앞뒤길이를 실측치와 비교하여 부족한 양을 허리올림분량에서 보정해서 

밑위앞뒤길이 부분의 맞음새를 더욱 좋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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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형의 뒤엉덩이둘레선의 설정시 뒤허리중심점에서부터 엉덩이길이만큼 내려온 곳에서 엉

덩이둘레선을 설정하도록 하여 인체와의 일치도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양의 엉덩이둘레 여

유분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5) 무릎둘레는 엉덩이둘레에 비례하게 엉덩이둘레X0.5로서 치수를 설정하여 엉덩이에서 무릎, 

바지단에 이르는 전체 실루엣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6) 하트형, 평균형, 다이아몬드형의 엉덩이 전면 형태에 따라 옆솔기선의 곡률 변화를 주어 체

형에의 적합도를 높였다.

완성된 연구 슬랙스 원형에 대하여 관능검사를 시행한 결과 외관의 경우 M집단에서는 큰 차

이가 없었으나 S집단과 L집단에서 연구 슬랙스 원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평

균을 벗어난 체형에 대한 맞음새가 향상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동작적합성에 있어서도 보통이

상의 평가가 나옴으로써 연구 슬랙스 원형의 동작적합성에 무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4. 결론

컴퓨터의 발전에 따라 의류산업에 있어서도 인테넷 쇼핑 등의 전자상거래에 대비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게 되면 일대일 마케팅이 가능해지게 되고 지금 같은 대량생산이나 다품종 

소량생산이 아닌 개인주문생산이 가능해진다. 

개인주문생산을 위해 평균적인 표준체형 위주로 개발된 원형이 아니라 개인의 체형에 적합한 

원형을 개발하고자 기존의 슬랙스 원형연구를 종합 분석하고, 세부적인 인체치수를 반영하여 슬

랙스 원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원형은 평균에 속하는 M집단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S집단과 L집단에서 맞음새가 

향상됨으로 인해 개인의 체형적 특성을 잘 반영해주는 원형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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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플라운스의 구성기법 분석

플라운스는 현대의복에서 플레어형의 볼륨과 리듬을 가미하는 장식기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의복에 응용된 형태와 그 구성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2018 

Ready-to-wear 컬렉션에 나타난 플라운스의 구성기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보그 US 

인터넷사이트를 참고하여 2018 Ready-to-wear 밀란, 뉴욕, 런던, 파리, 로스앤젤레스 컬렉션을 중

심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플라운스 기법이 나타난 236개 브랜드 988개 디자인이었으며, 각 디

자인의 아이템별로 나타난 서로 다른 플라운스 유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플라운스 분류 과

정은 먼저 의복에 나타난 플라운스기법의 적용 형태를 기준으로 그 구성 위치와 구조에 따라 표

면형, 솔기선형, 가장자리형, 복합형으로 분류한 다음, 플라운스 봉제기법을 기준으로 개수와 구성 

방법에 따라 싱글, 레이어, 티어드 플라운스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플라운스의 끝단 처리 방법

에 따라 가장자리를 박음 처리를 하지 않은 것(무처리), 트리밍을 둘러 장식 처리한 것(트리밍

형), 끝 박음 처리한 것(스티치형), 안단을 댄 것(안단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플라운스 배열

에서의 대칭성을 살펴보았다. 

플라운스가 적용된 디자인은 SS시즌 60.7%, FW시즌 39.3%로 나타났으며, 아이템별로 분류한 

결과, 원피스드레스가 55.3%로 가장 많았으며, 그리고 상의 탑이 22%, 스커트 15.7%, 재킷 3.2%, 

팬츠 3.1%, 점프슈트 0.7%로 나타났다. 플라운스 형태는 가장자리형이 5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솔기선형 20.6%, 복합형 18.4%, 표면형 8.1%순으로 나타났다. 플라운스 종류는 한 장 

구성의 싱글 플라운스가 66%를 차지하였으며, 한 솔기선에 2장 이상 구성된 레이어 플라운스가 

16.6%로 나타났으며, 2개 이상의 솔기 구성에 의한 티어드 플라운스가 17.4%로 나타났다. 플라

운스의 끝처리 방법은 스티치형이 55.7%로 가장 많았으며, 안단형이 19.8%, 무처리가 13.7%, 트

리밍형이 10.8%로 각각 나타났다. 플라운스 배열 구도는 대칭 60.8%, 비대칭 39.2%로 나타났다. 

플라운스 형태와 플라운스 종류, 끝처리, 배열 간의 교차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원피스 드레스는 싱글 플라운스가 62.5%, 레이어 플라운스가 17.3%, 티어드 플라운스가 

13.5%로 나타났으며, 재킷은 싱글이 84.6%, 레이어가 15.4%로 나타났다. 팬츠는 모두 싱글 플라

운스였다. 스커트는 싱글 플라운스 55.8%, 티어드 플라운스 30%, 레이어 플라운스 14.2%로 나타

났으며, 상의 탑은 싱글 74.4%, 레이어 18.8%, 티어드 6.8%로 나타났다. 아이템별로 적용된 플라

운스의 종류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별 플라운스 배열의 대칭성은 팬츠 89.2%, 상의 탑 68.4%, 원피스 드레스가 63.2%, 재

킷 59%, 점프슈트 50%, 스커트 36.8%로 나타났다. 팬츠 디자인은 대칭 구도의 플라운스 가 매우 

많고, 스커트의 플라운스는 비대칭적인 구도가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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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웨이스트 셔츠 블라우스 개발 및 만족도 평가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은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에 따른 환경문제를 야기해 각 산업분야에서

는 이를 극복하려는 방법들이 실천되고 있다. 패션기업의 주된 친환경적 생산방법은 친환경, 재

활용 자원을 사용하는 것으로(Lee & Choi, 2014), 의류생산 과정에서 잔여 원단 폐기물을 줄이도

록 디자인을 설계하는 제로 웨이스트 패션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Lee, 2017).

제로 웨이스트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지그조우 커팅, 서브트랙션 커팅, 미니멀 심 커팅 

방식 등 제로 웨이스트 패션 디자인 개발방법이나 디자인 사례들의 소개(Na & Kim, 2015)가 대

부분이고, 실제로 디자인을 개발한 연구로는 Kim and Kim(2018)의 종이접기 조형미를 적용하여 

제작한 사례 등 예술성이 가미된 오뜨꾸뛰르 스타일 위주이다. 그런데 제로 웨이스트 패션은 무

엇보다 대량 생산으로 잔여원단 폐기량이 큰 기성복 시장에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유행을 타지 않는 대중적인 셔츠 블라우스 스타일의 제로 웨이스트 의류를 개발하였고 착의

실험을 통해 디자인, 착용감 및 활동성, 맞음새의 완성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Lee and Nam(2007)의 여성 와이셔츠 블라우스 패턴(Size Korea 2015의 평균치수 B: 85cm)을 

활용하여 ‘컷앤쏘우 기법(Kook & Kim, 2016)’ 중 ‘퍼즐커팅’ 방식으로 재단과정에서 원단 폐기율

을 제로에 가깝게 패턴을 배치(110cm 원단폭 기준)하고, 디자인에 변형을 준 실험복을 제작하여 

예비착의평가를 통해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친 제로 웨이스트 셔츠 블라우스를 완성하였다. 재단 

형태는, 앞판과 뒤판 패턴의 옆선을 붙여서 나온 암홀 부분의 곡선 형태 잔여원단은 앞허리선 

7cm 아래에 가로 절개를 주어 숨은 포켓감으로 사용하였다. 원단 자투리를 남기지 않도록 곡선

모양은 최대한 배제하여 목둘레, 암홀 부분을 제외한 패턴들은 모두 직선 형태로 하였다. 칼라의 

스탠드를 직사각형으로 하되 다림질을 이용한 늘림, 줄임으로 커브를 만들었고, 소매양쪽 사선의 

잔여원단은 심미성을 고려, 컷팅하여 앞가슴의 아웃포켓과 옆선의 무 형태로 사용하였다. 완성된 

최종 제로 웨이스트 셔츠 블라우스 실험복(면 100%)을 제작한 후, 30대 평균체형 여성 5명(B: 

85cm)이 착의평가(5점 척도)를 실시한 결과, 디자인 만족도(8항목) 평균 4.05점, 참용감ㆍ활동성 

만족도(7항목) 평균 4.4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류전공 박사과정 이상 전문가 집단 10명의 

외관평가 결과는, 디자인 만족도(8항목) 평균 4.11점, 맞음새 만족도(10항목) 평균 4.02점으로 높

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제작 과정의 잔여 원단 폐기율을 측정한 결과, 5% 미만으로 일반 의류

(15%)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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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의류 센서 회로 봉제를 위한 최적 봉제기법 테스트

소득 수준의 향상과 여가선용의 발달로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

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IT기술이 접목된 의류 융합 제품인 스마트 의류(조하경, 

2008)가 새로운 분야로 부상함으로서 첨단 기술 융합 의류 제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요구에 부흥하는 제품 성능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의류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적

정 봉제 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축성 및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스티치 요인(종류, 땀수)에 대해 고찰하고

자 스티치 설계 요인 및 그 수준을 먼저 선정하고, 각 요인 수준별 적정성을 신장율 실험을 통해 

파악하고 스마트 의류 전기회로 구성을 위해 스티치 적합성을 위한 스티치(15종)를 적용하였다. 그

리고, 신축성 소재와 미적용 소재의 신장 특성 비교를 통해 봉제 미적용 소재와 가장 유사한 신장

특성을 나타내는 봉제 요소를 최적 스마트 의류 인터커넥팅 회로 스티치로 선정하고자 한다. 

속옷, 유아복, 스포츠 의류, 단추 달기 작업등에 사용되는 304지그재그 스티치가 윗실과 아랫

실이 역주행하지 않고 전원 연결 시 전류의 흐름이 1방향으로 진행되고 신축성이 있어서 봉제 인

터커넥팅 회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신축성 소재 1종류와 스티치 종류, 스티치 폭, 스

티치 땀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각각의 신장 시 하중, 응력, 변형율로 신축성 및 형태 안전성이 우

수한 적정 스티치를 파악하고자 봉제는 ‘LION SMART 103’ 재봉틀을 이용하여 스티치 3종, 스티

치 폭 3종(6.0, 7.5, 8.5), 땀수 3종(1.5, 2.0, 3.0)의 조합에 따라 총 15가지 시편을 대상으로 1종

당 3개씩 총 45개에 대해 신축성 및 형태 안정성에 대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 신장 특성 측정은 ASTM D-5035(Strip Method)에 준하여 각 시편마다 스티치가 끊어지는 

시점의 최대 하중과 최대 연신율을 측정한 후 시편의 패브릭이 끊어지는 시기의 최대 하중과 최

대연신율을 측정 하였으며 표점 70mm를 기준으로 하여 시료 1-15번까지의 스티치 및 패브릭이 

끊어지기까지의 최대힘(최대하중)과 끊어지기까지의 최대 연신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소재와 

유사한 신축 특성을 나타내는 스티치는 10% 정도 신장시 소재의 변화에 방해를 주지 않고 거동

하는 스티치 유형은 8.5mm폭 3-step zigzag(땀수 2.0), 6cm폭과 7.5cm폭 scallop(땀수 1.5) 스티

치로 나타났으며, 16%정도 신장시 소재 신장에 방해주지 않는 스티치는 6cm폭 1-step zigzag,(땀

수 3.0), 8.5cm폭 3-step zigzag,(땀수 2.0), 8.5cm폭 scallop(땀수 1.5) 스티치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편 9번(8.5cm폭 3-step zigzag, 땀수 2.0)이 10%, 16%정도 신장시 미봉제 소재

에 비해 응력이 놓은 것으로 나타나 끊어지지 않고 소재 변형에 대응 가능하므로 스마트 의류용 

봉제 인터커넥팅 회로에 적용한 스티치 설계요소를 가장 만족시키는 스티치 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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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봉제공장의 생산율 향상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국내 의류/패션산업은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생산 부문은 국내의 경우 

중소 봉제업체에서 봉제 전/본/후 공정의 다단공정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어 지고 있으며, 기술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현재 국내봉제업계는 기술인력의 고령화,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수

입의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IoT와 ICT를 활용하여 양방향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1)

재봉기의 생산량/작업지시서 무선송수신과 자동 봉사 장력조절, 자동 사절감지, 봉제 끝단감지 

기능의 스마트 디지털 모듈(Smart Digital module)은 재봉기 메이커 및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 가

능하도록 하여 봉제 자동화기기 개발을 하고, 개발 자동화 재봉기와 스마트 디지털 모듈(Smart 

Digital module)의 데이터 통신은 표준화된 무선통신기술을 접목(데이터 통신규약 설계)하여 봉제 

생산라인의 기기별 생산데이터를 집계하여 실시간 생산의 최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

발 봉제 생산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종의 시스템과의 네트워킹과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동화 봉제기기와 시스템 연결을 위하여 사용자 화면UI는 개발표준 가이드를 정하여 기본 화면

을 표준화하며, 국내 봉제기업들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생산관리시스템의 표준화된 세부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생산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오더 및 생산 스케줄링 관리 기능, 생산현장의 봉제라일/작업

자별 생산정보 집계 및 관리 기능, 생산현장의 작업자별 작업지시 및 관리 기능, 생산오더별 원

ㆍ부자재 입출고 관리 기능, 브랜드/프로모션 업체 및 협력 생산업체와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생

산 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생산관리 및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모듈_생산 카운

터는 전원 회로 구성으로 Main, Rf 회로단 전원 분리가 가능하며, 외부 입력에 대한 회로 구성에 

따른 외부 심크로 신호, 기타 신호 입력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세그먼트 회로 구성으로 생산

목표랑, 생산량, 작업자 ID, 생산율기능을 지니고 있다. 시리얼 통신회로 구성으로 Wifi, RF 통신, 

바코드 통신, 외부 입력 통신가능하다.

개발 된 자동화 재봉기와 봉제 생산관리시스템을 연동된 자동화 시스템을 봉제 공장에 시범으

로 운영하여 봉제 현장에서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아이템별 실시간 생산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

며, 또한 모바일을 사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실시간 생산실적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효

율적인 생산관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개발 디지털 모듈 및 자동화 재봉기와 봉제 생산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시범운영결과, 사회복무

요원 셔츠 아이템의 봉제공정수는 분석평가전 공정의 총 생산량 대비 증가율은 평균 12%로 전반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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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향상되었으나, 일률적 생산성 증가가 아닌 다소 불규칙한 증감률을 보였다. 봉제 공정 수

는 61공정에서 55개 공정으로 감소되었고, 높은 생산성 증가를 나타내는 공정은 앞 마이 스티치 

14%, 큰 견보루 부착 14%, 단추 구멍 뚫기 13%로 나타났다. 봉제 스마트 시스템 설치 전후의 

시범생산 분석결과 실시간 생산 집계에 대한 초기 작업자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거부감(감시당

하는 느낌)이 강했으나, 전반적인 개념 교육과 단말기 운용 반복교육으로 업무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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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에어 메쉬 적용 유아용 매트와 바디필로우 개발

최근 10년 유아용품 매출액은 전 세계적으로 55% 증가되어 성장가도에 있으며,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연평균 9.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BRIC’s 가구당 1명 산아

제한 폐지 및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향후 영ㆍ유아시장은 시장규모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유아시장 역시 불황속에서도 지속적 성장세에 있으며,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아 국산 기

술 개발에 따라 높은 부가가치가 예상되는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유아용품 중에서도 안전한 수면 환경 조성을 위한 제품군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육아 

돌보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아이템이다. 유아의 적정 수면 자세가 중요한 이유는 뼈의 성

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유아의 뼈는 80%이상이 연골로 되어 있어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

에 성장하면서 곧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수면 중 스스로 몸을 뒤집을 수 

있기 전까지는 질식 등 ‘영아 돌연사 증후군(SIDS)’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푹신하지 않은 

매트를 사용해야 하며, 아이가 바른 자세로 잘 수 있도록 막아주는 바디 필로우 등의 제품이 필

요하다(Baby center,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식의 위험과 바르지 않은 수면 자세 등을 막아줄 수 있는 유아용 매트

와 바디필로우를 개발하고자 유아 인체 측정을 실시하여 제품 세부치수를 설계하고 적정 부자재

를 선정, 그에 맞는 봉제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유아 인체 측정은 대구 소재 어린이집 2곳을 대상으로 0-3세 유하 39명을 측정하였으며, 키, 

몸무게, 머리둘레, 머리너비, 어깨너비 등을 측정하였다. 

적정 소재 및 부자재 선정을 위해 시판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아용 침장류 제품의 소재는 대

부분 오가닉 면을 사용하고 있고, 매트나 베개, 바디필로우의 충전재는 솜이나 폴리필 등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태를 보면, 매트는 사각형이 기본으로 일체형이나 속을 갈아 끼울 

수 있는 지퍼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베개는 크게 짱구머리형이나 납작한 형으로 분류되며, 바디 

필로우는 대부분 원기둥형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몸을 부

적절하게 뒤집어 생기는 질식사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태열 등을 관리하기 위해 딱딱하고 통기성

이 좋은 3D 에어 메쉬를 매트와 필로우 소재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0~3세 이하의 남녀 유아 39명 인체측정을 실시 결과, 키는 평균 80.5cm, 머리둘레는 평균 

47.3 cm, 머리너비는 평균 13.7cm, 어깨너비는 23.1cm로 도출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

의 수면 시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자세를 유지하고, 성장에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유를 추

가하여 U자형 바디필로우의 적정 길이는 너비 80㎝, 길이 100㎝로 설계를 하였다. 매트는 바디필

로우와 고정시키기 위해 동일 너비와 길이를 적용하였다. 

3D 메쉬 소재는 통기성이 좋고 단단한 반면, 자른 단면이 거칠어 긁힐 수 있는 위험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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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유아용 제품 제작을 위한 적정 봉제 방법을 도출하고자 오버록과 바이어스테이핑을 병용하

였다. 즉, 매트와 바디필로우의 3D 에어매쉬 소재를 박을 시 서로 밀리지 않게 저속으로 봉제하

고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하며 너치 표시에 맞게 잘 맞춰서 봉제하여 솜이 들어갈 여유 공간을 

남기고 전체적으로 봉제하였다. 특히, 바디 필로우는 매트와 연결하는 끈과 고리를 먼저 봉제한 

후, 겉감과 겉감끼리 마주보며 봉제하여 3D 에어 매쉬를 겉감과 겉감 사이의 안쪽 부분에 끼워 

넣고 가장자리를 오버로크 처리 후 바인딩 감으로 끝처리를 하여 안전하도록 마무리를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통기성이 뛰어난 3D 에어 메쉬 소재를 적용하여 유아의 태열 및 체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아 인체치수 측정치에 기반한 제품 세부 사이즈 설계로 유아용품의 인간

공학적 설계 및 봉제를 위한 기초 기술을 개발하였다. 향후, 유아용품이나 유아복 설계에 적용가

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좀 더 많은 인원에 대한 측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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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의 조명에 관한 연구

오늘날의 매장 디자인은 소매 환경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VMD(Visual Merchandising)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심미적 공간 자별화를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

는 도구로 사용된다. 색상, 집기, 마네킨과 같은 VMD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 조명은 패션 상품의 

효과적인 제시나 매장 분위기 연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은정(2013)은 다양한 색온도 및 조도의 의류 매장 조명 하에서 의복의 색 인상, 엠비언트 

조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엠비언트 조명 하에서 각 색인상의 강조 효과 경향을 제시하였으

며, 이는 의류 매장의 색인상 강조를 위한 앰비언트 조명 선택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Custers(2010)는 리테일 스토어에서의 조명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Schielke와 Leudesdorff(2015)는 

조명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들에 따라 조명과 브

랜드 인식 간에 몇 가지 중요한 영향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설문 

조사나 실험실 공간에서의 조명 효과를 연구한 경우이므로 연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관찰 조사를 통해 브랜드 스타일 분류에 따라 조명환경에 차이가 있는지를 연

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의류 상점의 조명 관련 문헌자료를 분석하고 2019년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대구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입점 패션 스토어 15곳의 조명 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와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학문적인 측면에서 패션 리테일 공간에 어울리는 조명 요소들을 파악

하고 관련 변인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수평적인 비주얼 머천다이징의 상품을 직접 다루는 진열 표현과 연출 

표현 외에도 매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품의 진가를 최종적으로 드러내게 해주는 것은 조명연출

이다. 매장에서 사용하는 조명의 종류는 매장을 전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환히 비춰주는 기본조명

과 상품에 하이라이트 주는 중점조명, 매장의 특성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식조명이 있다. 중점

조명은 VP(visual presentation)에 디스플레이 된 상품이나 오브제에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비출 

것인가’, ‘정확히 상품에 조명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조명을 활용한다. 상품조명은 상품 고유

색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색온도를 맞추어 골고루 조명이 비치도록 해야 한다. 상품의 고유

색이 조명 때문에 실제와 다르게 보이면 상품을 구입한 고객의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연색성을 맞춰 조명기구의 컬러와 조도를 선정한다. 상품 조명은 주로 집기 내에 조명기구

를 설치하여 상품에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상품 진열의 효과를 높여준다. 조명기구가 설치된 

위치와 방향에 따라 직접조명과 간접조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접조명은 광원이 

노출되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기법으로 조명의 기본 역할을 한다. 상품을 밝게 비치는 간접조

명은 아래에서 위로 비춰지는 방식으로 선반 바닥에서 빛을 투사하든가 집기 재면에서 투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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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화장품이나 글라스를 진열할 때 효과적인 조명방식이다. 벽면에서 나오는 백 라이트

(back light)는 실루엣을 강조하는 상품에 적당하고 화장품이나 향수, 주류 판매장에서 용기의 내

용물을 투과 시킬 때 적절하다. 주의할 점은 자칫 역광 작용으로 인해 상품이 어둡게 보이는 현

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반상품에서는 활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 

장식 조명은 크게 매장의 특징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조명으로 광원의 컬러와 조명기구의 디자

인에 중점을 둔다. 광원의 컬러는 판매되는 상품에 맞게 선택하는 것으로 스포츠 의류나 가전매

장에서는 청색의 분위기가 돌게 하고 침구류나 속옷 판매매장에서 주광색의 무드로 조정한다. 장

식 조명은 조명기구의 디자인 또한 비주얼 아이덴티티 요소에 해당한다. VP영역에는 중점 조명 

외에도 장식조명으로 많이 사용하는 샹들리에가 있고 매장 내 인테리어 조명으로 브래킷(braket)

과 스탠드(stand) 등을 국부조명으로 사용하는데, 조명 갓과 구조가 브랜드의 이미지와 스타일에 

부합되는 디자인이 좋다. 이외에도 장식 조명은 점외(exterior) 장식용으로 판매촉진 차원에서 상

점가 주변과 매장 파사드에 조명장식으로 활용하는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세일기간에 장식하

는 조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명은 VMD의 중요한 요소이며 상품의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브랜드의 스타일에 따라 매장의 조명환경은 조도나 조명 연출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캐주얼 스타일은 일반적으로 밝고 전반적인 조명을 이용한다. 오히려 섹시나 빈티지한 

스타일은 낮은 조도의 전반조명에 강한 조도의 중점조명을 대비하여 사용경향이 있다. 섹시나 빈

티지한 스타일의 색온도도 캐주얼 스타일보다 더 따뜻한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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