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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발표장

좌 장:김 혜 경(원 )

A113:30-13:50 토론:임지 (경상 )

정서에 따른 의복색 연구

최정윤,이경희 (부산 )

A213:50-14:10 토론:노윤선(동서 )

패션과 미디어 의상에 표 된 미메시스 연구

양수미,권미정(부산 )

14:10-14:20

CoffeeBreak

좌 장:김 정 미(부경 )

A314:20-14:40 토론:이효진( 북 )

패션컬 션에 나타난 의복과 로치의 계 연구

배정후,이경희(부산 )

A414:40-15:00 토론:이민선(상명 )

키치의 특성을 응용한 패션 악세서리에 한 연구

반미선,이지 ,노윤선(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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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 따른 의복 색 연구

최정윤·이경희

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1)연구의 필요성

요즘 인들은 다양한 스트 스로 인한 정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 시기는 미성년

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정서 안녕감을 해하는 요소들이 생길 여지가 많은 시기라

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학생의 46%는 만성 스트 스에 시달리고 있으며,이러한 정

서 장애로 인해 학생의 자살률 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따라서,정서 치유를 한

다양한 문화 코드들이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색은 치료를 한 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색채가 감성 욕구를 함 뿐 아

니라 개개인의 심리 정서를 알아보는 요인으로도 많이 활용되어지면서 색채 심리나 컬러테라피

등 심리 ,치료 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연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제기연,2011).

지 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색채와 정서에 한 연구는 색채 치료에서의 색과 심리에 한 내

용연구 (주리애,2004;김미옥,2007;김시옥,2008;양 주,2010),선호색과 색채에서 심리를 다룬

연구 (김희숙,2005;정여주,2008;제기연,2011)가 부분이며 정서와 색을 집 으로 다룬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의복의 색에 한 이 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의복의 선호색에 한 연구(김재숙 외,2004;이

명희,김미 2003;김미 ,2002;류숙희),의복색과 이미지에 한 연구(신윤경,2009;최재란,

2009;팽경숙,2008),의복색과 디자인에 한 연구(권진 ,2010;박성주,2004)가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이 까지의 연구는 시각 자극물을 통한 의복 색 이미지나 감성 연구가 부분이며 정

서와 색을 의복과 연 지어 살펴본 연구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의류학 분야에서도 색채를 통한 정서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의복 색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

2)연구의 목

이 연구에서는 우리 생활과 한 련을 지닌 의복과 정서를 자극하는 색을 통해, 학생의

정서를 살펴보고 의복 색과 정서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정서에 따른 의복 색의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정서에 따른 의복 배색의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정서에 따른 연상 색과 의복 배색 포지셔닝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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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방법

1)조사 도구

(1)정서 어휘: 비조사를 통해 얻은 정서 어휘를 언어학 문가와 함께 정,부정 어휘로 나

고 표 어휘를 추출 하 다.그 결과 정 정서 표 어휘로 행복,열정,편안함,사

랑,따뜻함,재미있음,시원함,상쾌,부드러움 9개의 어휘로 나뉘어졌다.부정 정서 표

어휘로는 우울,외로움,화남,불안,무서움 망 6개의 어휘가 선정 되었다.이 게 총 15

개의 어휘가 선정되었다.

(2)의복 도식화:선행 연구와 비 조사를 통해 라운드 티셔츠와 스트 이트형 바지 도식화

를 제시하 다.

(3)색 제시표:종이나라 120색지의 색상에 번호를 붙여 색지 을 만들어 제시하 다.

2)자료 수집 분석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학생 남녀를 상으로 응답자와의 면 을 통한 일 일 인면

방법으로 이루어 졌다.

15개의 정서 어휘에 해 느껴지는 연상 색과 의복 색을 선택하여 번호를 쓰도록 하 다.응답

에 소요된 시간은 약15분 정도이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3월 5일～3월12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 총 234부 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4부를 제외한 200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방법은 내용분석과 PASW 통계 로그램을 이용한 기술통계,빈도분석,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3.결과 고찰

1) 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의복 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 정서의 상의색은 R(19.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다음으로는 Y(15.1%),PB(11.5%)순

으로 나타났다.하의색은 PB(24.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무채색(17.4%),YR(10.2%)순

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의 상의색은 무채색(32.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다음은 R(15.4%),P(10.4%)순

으로 나타났다.하의 색은 무채색(47.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R(9.6%),RP(9.1%)와

PB(9.1%)순으로 나타났다.

2) 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배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 정서의 배색에서 색상을 기 으로 한 배색은 무채색 조합의 배색(22.6%)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다음은 유사색 배색(22.5%),동일색 배색(19.4%)순으로 나타났다.명도를 기 으로 한 배

색을 살펴보면 고명도+고명도 배색((35.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고명도+ 명도 배색

(21.8%), 명도+ 명도 배색(15.3%)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정서의 배색에서 색상을 기 으로 한 배색은 무채색 조합의 배색(33.3%)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다음은 무채색과 무채색 배색(23.2%),유사색 배색(14.9%)의 순으로 나타났다.명도를 기

으로 한 배색을 살펴보면 명도+ 명도 배색(31.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명도+ 명

도 배색(27.8%), 명도+ 명도 배색(18%)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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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서에 따른 연상 색과 의복 배색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상 색과 의복 배색은 X축이 정 방향,Y축이 능동 방향 쪽으로 갈수록 색이 활기차고 다이

나믹한 느낌을 주며,X축이 정,Y축이 수동 방향으로 갈수록 색이 시원하고 차분한 느낌을

다. X축이 부정 방향,Y축이 능동 방향 쪽으로 갈수록 색과 배색이 신경질 인 느낌을,X축

이 부정,Y축이 수동 방향으로 갈수록 색이 가라앉는 느낌을 주었다.

4.결론

첫째,정서에 따른 의복 색을 살펴본 결과, 정 정서의 의복 색으로 다양한 색들이 나타났으

며,10색 P계열의 색은 정 정서를 나타내는 의복 색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

정서의 의복 색은 각 정서 어휘의 연상 색들과 계가 깊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특히 의

복의 상의 색으로 어휘 연상 색들이 주로 쓰 으며 하의에서는 이와 같이 코디네이션을 하기 한

무채색이나 상의의 보색,유사 색들이 함께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부정 정서의 의복의 색으로 상,하의 모두 무채색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10색

GY,G,BG계열의 색들은 부정 정서의 의복 색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정 정서 어휘 연상색은 상의와 하의에서 거의 동일하게 많이 나타나 부정 정서 어휘의 연

상 색과 의복의 상의,하의 색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정서에 따른 의복 배색을 살펴본 결과, 정 정서의 배색은 고명도, 명도의 유채색과

고명도의 무채색을 주로 한 배색이,부정 정서의 배색은 명도의 유채색과 명도의 무채색

을 주로 한 배색의 경향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이는 고명도의 유채색과 화이트에 가까

운 고명도의 무채색은 정 인 정서를, 명도의 유채색과 블랙에 가까운 명도의 무채색은 부

정 인 정서를 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정서에 따른 연상색과 의복 배색의 포지셔닝을 살펴본 결과,정서에 따른 연상 색과 의복

배색 포지셔닝은 능동-수동 축과 정-부정 축으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학생의 정서를 반 한

의복 색과 배색의 유형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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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패션과 미디어의상에 표현된 미메시스 연구

양수미·권미정

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MiltonGlazer(1986)는 모방이 다른 사회 필요에 기여하며 새로움을 도입하는데 있어 어떤

가치 체계를 설정한다는 모방의 사회 기여설을 역설하기도 하 다.인간은 모방의 개념이 존재

하지 않는 선사시 때부터 문화 행 속에 모방의 개념을 내재하여 왔다.모방은 그리스어로

미메시스(μιμηστς),라틴어로 이미타티오(imitatio)라 일컬어졌다. 재까지의 미메시스 개념은 미

학자나 철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념으로 표 되었고,20세기에는 Lukács(1963),Adorno(1970),

Benjamin(1977)등이 통 인 미메시스의 개념을 포스트모던 인 으로 바꾸어 놓았다.이들

은 술의 표 이 고통이나 내면을 미메시스하는 것이라 보았고,불 화음이나 이질 인 것들을

통해 새로움을 추구하는 추상 변형의 의미도 내면을 미메시스하는 것이라 여겼다. 한,20세기

의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Baudrillard(1984)는 미메시스를 가상속의 원본 없는 복제라는 시

뮬라크르로 표 하고 있다.시뮬라크르는 모방,복제,카피(copy)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숭고와

함께 미학을 통하는 두 가지 큰 흐름 의 하나이다.

미메시스 련 선행연구는 철학,미학, 술,건축,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용되어

지고 있다.의상과 미메시스에 한 연구로는 미메시스 개념을 사실 표 과 추상 표 으로 나

어 주로 외 인 형태의 디자인으로 표 한 연구가 있다.패션에서 미메시스를 재 의 의미로 연

구한 양희 (2009)은 1차 재 을 자연물의 형태 재 으로 보고,2차 재 은 비실재 재 으

로 술작품의 모방이나 재 의 재 ,건축형태 등의 외 형태의 재 으로 보았다.미디어 의상

과 련된 선행연구는 미디어에 표 된 스타 패션이나 스타일에 한 연구,다양한 미디어 가운데

상 미디어인 화,드라마, 음악과 디지털 미디어인 게임의상의 의상 스타일을 연구하고 있

다.본 연구에서는 근간의 패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의 근거를 미메시스에서 찾아볼 수 있

음을 밝히고자 한다.앞으로도 패션 디자이 들의 아이디어 원천의 한 축이 미메시스임을 밝 보

고자하며,이러한 미메시스가 어떠한 유형을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2.연구의 범 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메시스의 의미를 악하기 해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 다.먼 패

션에서의 미메시스 유형과 하 범주를 추론하기 한 이론 틀을 만들기 해 철학과 미학 련

서 ,선행연구에서의 자료로 미메시스에 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여 이를 통해 도출 되어진 미메

시스 유형과 하 범주에 한 표 방법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러한 미메시스에 한 표 특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패션에서는 미메시스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해 패션에서 복고와 트로의 모방개념이 두드러졌던 2000

년 이후의 패션 컬 션의 hautecouture와 prêt-à-porter를 상으로 하 다.컬 션 의상은 련

된 패션서 과 www.style.com을 통하여 얻은 사진 44 을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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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의상으로는 상 매체를 통해 에게 쉽게 노출되어지는 화 의상,드라마 의상,

가요 의상,온라인게임 의상을 심으로 하 다.미디어에 표 되어진 의상으로는 사실 인

상미의 표 이 다양해진 시기이며,디지털미디어인 인터넷 온라인 게임 의상이 본격 으로 나타나

기 시작하는 2000년부터 미디어에 표 된 의상으로 한정하 다.자료는 선행연구의 자료,DVD자

료,신문과 뉴스의 정보와 기사,인터넷 자료 등의 사진자료를 심으로 하 다.의상의 사진자료

는 모방이나 재 의 단어가 포함되어 언어 근거가 마련된 자료로 재 의상과 유사하거나 모방

되어진 미디어의상 97 을 선별하 다.

화의상의 선정은 외국 화는 아카데미의상상 수상작과 한국 화는 화제 수상 작품 가운데

시 배경이나 캐릭터의 성격,특히 미메시스의 하 범주 유형이 두드러지는 캐릭터 의상이 잘

나타난 화로서 디에이터,물랑루즈,타짜 등 22 을 분석하 다.

드라마 의상은 드라마의 시청률을 조사하는 AGB 닐슨 미디어리서치의 인터넷사이트 www.

agbnielsen.co.kr와 www.home.tnms.tv사이트의 시청률과 인기순 에 의해 드라마를 선정하여

시 배경이나 캐릭터의 성격,특히 미메시스의 하 범주 유형이 두드러지는 드라마 의상이 잘

나타난 24 을 분석하 다.

가요 의상은 ‘MTV VideoMusicAwards’의 인터넷 사이트인 www.mtv.com/ontv의 음악

시상식과 지명도 높은 국내 음악시상식 ‘MnetAsianMusicAwards’의 사이트 www.mama.mnet.com

에서의 후보작 수상작을 기 으로 하여 2000년 이후의 가수의 뮤직비디오, 가요 앨

범 사진과 공연 자료,인터넷 자료를 분석하여 27 을 선정하 다.

3.결론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패션의 상을 미메시스라는 미학 범주를 용하여 패션에 나타

난 표 특성과 미디어 의상 디자인을 분석해 보았다.미메시스의 포 인 표 방법은 과거의

복식과 패션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미 특성이 될 수 있었다.이러한 미메시스의 다양한 의

미를 패션디자인인 컬 션과 미디어 의상디자인에 용 시켜 으로 모방이나 재 에 한 이해뿐

아니라 의 미와 패션 디자인을 분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디자인 방향을

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미메시스는 모방의 개념보다는 창조 모방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재의 많은 패션 디자인에 표 되어진 미메시스 한 창조 인 모방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미메시스를 통해 패션 디자인의 새로운 시각을 찾으며 디자인을 구

상하고 창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재의 새로운 디자인의 한계성을 인정

하고 미메시스를 통해 의 것,과거의 것,내면에 있던 것,가려져 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조

합해 내고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미메시스는 고정된 하나의 메시지를 달하는 게 아니라 불확정

이고 다원 인 열린 개념으로서 보아야 한다.이것은 새로운 창조 디자인의 질서를 성립해 나

가는 과정의 순환 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따라서 미메시스를 통한 패션

디자인의 연구는 인간의 본성에 한 미 특질 이상의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후로는 미메시스의 방법과 특성이 패션 디자인의 창조 인 변화를 가져오도

록 활용되어 지는 다양한 시각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고 부터 미학과 철학의 핵심 개념인 미메시스를 시 으로 고찰하여 그 패러다

임을 패션에 용하여 보았다.미메시스의 특성을 컬 션의상과 미디어의상에서 살펴보았으며 그

미 가치와 특성을 비교하여 악하 다.본 연구에서 살펴본 미메시스의 개념은 단순한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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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상을 자신의 것으로 동화시켜 모방하거나 재 ,표 하는 것

이었다.이때 형태뿐 아니라 상의 내면이나 정신을 나타내어 나름 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창조

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미메시스의 미학 개념에는 외 미메시스,내 미메시스,다원 미메시

스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 미메시스는 외형 형태의 동일성과 유사성의 하 범

주를 가지고 있었다.내 미메시스는 내면의 심리와 정신을 반 하는 상징성과 은유성을 가지고

있었다.다원 미메시스는 외 미메시스와 내 미메시스가 혼재하여 변형성과 혼합성의 하 범

주를 가지고 있었다.미메시스의 표 특성을 패션 컬 션의 의상에 용하여 본 결과 외 미메

시스는 시 동경에 의한 의상을 재 하는 것으로 고 의 복식을 본 따거나,19내 미메복식이나

민속 복식을 재해석하여 해마다 트 드로 나타내고 있었다.내 미메시스는 은유에 의해 표 되

는 것으로 패션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며,다소 유머스러운 과장의 요소성과포함되어져 있었다.다

원 미메시스는 문양의 모티 가 추상 인 것이나 디자인과 형태가 기하학 으로 단순화되거나

왜곡되어져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었다.미디어 의상을 통해 고찰한 미메시스의 특성은 화나 드

라마,게임, 가요의 의상에서 서로 장르마다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패션의 상을 미메시스라는 미학 범주를 용하여 패션에 나타

난 표 특성과 미디어의상 디자인을 분석해 보았다.미메시스의 포 인 표 방법은 과거의 복

식과 패션을 이해하는 데 훌륭한 미 특성이 될 수 있었다.이러한 미메시스의 다양한 의미

를 패션컬 션 의상과 미디어 의상디자인에 용 시켜 으로 모방이나 재 에 한 이해뿐 아니

라 의 미와 패션 디자인을 분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디자인 방향을 측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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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의복과 브로치의 관계 연구

배정후·이경희

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인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와 상징 인 의미를 표 하기 하여 다양하고 감각 인 연

출을 통하여 자기 만족감을 충족하고 있다. 사회는 이미지 커뮤니 이션 시 라고 할 정도로

이미지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정수진,강경자,2007)이미지 창조는 각각의 코디네이션

요소들과 미 특성의 조화에 있다(진경옥,2005).이러한 코디네이션이라는 용어는 패션 스타일링

과 같은 의미로 쓰이다가 1990년 후반부터 의복의 착용경향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패션용

어로 본격 으로 사용되었으며 패션의 요한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다(조우 ,2011).

패션 스타일링은 스타일에 맞추어 착용자와 아이템이 감각 인 융합을 통하여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것으로 구 이고 기 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시각 어휘이며 서로 련된 결정의 결

과로서 논리 이고 술 인 통찰력의 결과로 시각정책을 결정짓는 행 라고 할 수 있다(이지 ,

노윤선,2008).스타일링에 있어 구성 요소는 변화와 강조를 조정하고 패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

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패션 주얼리의 역할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형태는 작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트 드에 해 즉각 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로치는 착용 치가 신체 에

서 시선이 주로 머무는 상의에 있으므로 단순한 미 인 코디네이션뿐만이 아니라 착용자의 차별

화 된 스타일과 인상형성에 도움을 수 있는 조형물이므로 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패션 컬 션에 나타난 의복과 로치 스타일의 상호 련성을 알아 으로서

연출하고자 하는 로치 스타일링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패션컬 션에 나타난 의복 형태와 로치 형태의 계를 알아본다.

둘째,패션컬 션에 나타난 의복 색채와 로치 색채의 계를 알아본다.

셋째,패션컬 션에 나타난 의복 재질과 로치 재질의 계를 알아본다.

2.연구방법

패션 컬 션에 나타난 의복과 로치 스타일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2003년 S/S시즌부터 2012년

F/W시즌까지 최근 10년간을 범 로 패션컬 션 정보 사이트인 www.style.com,www.firstview.com을

심으로 뉴욕,런던, 라노, 리 컬 션에서 로치가 스타일링이 되어있는 사진을 수집하 으

며 의복과 주얼리의 경계가 불명확한 사진을 제외한 350장을 사진 분석 자료로 선정하 다.의복

과 로치 스타일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선행연구(이경희,이은령,2008;배정후,이경희.

2011)를 바탕으로 분석기 을 구성하 다.분석기 은 패션 컬 션에 나타난 의복의 형태(실루엣,

아이템,네크라인,칼라종류,이 의 종류,슬리 종류,슬리 길이,재킷 종류,재킷 길이),색채



- 83 -

(색채,색채수,색채톤,배색),재질(재질,조합)과 로치의 형태(유형,디자인 형태,모티 ,착용

치,방향,길이),색채(색채,색채수,색채톤,배색),재질(재질,조합)을 내용분석과 통계분석(SPAW

Statistics18)을 활용한 빈도분석,백분율,교차분석,χ²-test)을 실시하 다.

3.결과 고찰

패션컬 션에 나타난 로치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패션컬 션에 나타난 의복 형태와 로치 형태의 계를 살펴본 결과 원피스의 경우 로

치 유형은 속장식형(61.3%), 라스틱형(25.8%)등이 주로 많이 나타났으며 로치의 길이는

6～10cm(37.14%),11～15cm(25.8%),16cm이상(19.4%),5cm이하(17.7%)의 순으로 나타났다.재킷+

스커트는 속장식형(51.5%), 라스틱형(26.2%)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길이는 16cm이상(35.0%),

11～15cm(30.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재킷+팬츠는 속장식형(46.0%),코르사주형(24.1%)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길이는 16cm이상(40.2%),11～15cm(27.6%),6～10cm(19.5%)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블라우스+하의는 속장식형(33.3%), 라스틱형(25.0%),멀티형(20.8%)등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길이는 11～15cm(45.8%),6～10cm(29.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코트는 속장식형(58.0%),

멀티형(18.8%), 라스틱형(17.4%)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길이는 6～10cm(39.1%),11～15cm(24.6%),

16cm이상(21.7%),5cm이하(14.5%)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로치는 의복의 장식 인 조형물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재킷의 종류에 따라 착용 치가 다

르게 나타났다.테일러드 재킷의 경우 칼라에 주로 나타났고 칼라가 없는 샤넬과 차이나 재킷의

경우 어깨,코트는 어깨,칼라,가슴선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가디건은 가슴선에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치 유형별로는 속장식형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의복의 형태나 착용

치가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르사주형은 주로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나 가벼운 원피

스의 네크라인에서 나타났고 라스틱형은 코트나 재킷에서 나타났으며 멀티형은 복합 인 이미

지 연출에 활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패션컬 션에 나타난 의복 색채와 로치 색채의 계를 살펴본 결과 의복 색채가 무채색

인 경우 골드복합(25.8%),실버복합(17.2%),실버(14.0%)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채 톤은 화려

한(37.6%),밝은(34.4%),어두운(20.4%)등으로 나타났다.난색의 경우 골드복합(26.8%),유채색복

합(22.0%),실버복합(19.5%)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채 톤은 밝은(43.9%),화려한(34.1%)이 주

로 나타났다.한색의 경우 실버복합(27.3%),실버(18.2%),무채색복합(18.2%)등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색채 톤은 밝은(54.5%),어두운(36.4%)이 주로 나타났다. 성색의 경우 무채색(50.0%),골드

복합(50.0%)이 나타났으며 색채 톤은 화려한(50.0%),어두운(50.0%)이 주로 나타났다.유채색복합의

경우 골드복합(27.4%),유채색복합(19.4%),복합(16.1%),실버복합(11.3%)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채 톤은 화려한(41.9%),어두운(25.8%)이 주로 나타났다.무채색복합의 경우 무채색(16.4%),실

버(19.7%),골드복합(16.4%),무채색복합(13.1%),복합(13.1%)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채 톤은

어두운(41.0%),밝은(32.8%)이 주로 나타났다.복합색의 경우 실버복합(21.3%),골드복합(17.5%),

복합(13.8%),무채색(10.0%),골드(10.0%)등의 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화려한(30.0%),밝은

(31.3%),어두운(32.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로치의 색채는 시선을 모으는 조형물로 악센트가 되는 색채 사용하거나 의복 색채와 동일한

계열 색채를 사용함으로서 의복과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패 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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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장식을 하는 코르사주의 경우도 악센트 배색보다는 재킷과 동일한 소재나 색채 사용으로 의복

의 입체 인 조형물로 표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색채수에 있어서는 의복의

색채수가 많을수록 로치에 사용된 색채수도 많이 나타났으며 무채색 에서도 의복색이 화이트

인 경우 실버계열이 주로 나타났고 블랙의 경우 난색이 악센트 색채로 사용된 골드계열이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패션컬 션에 나타난 의복 재질과 로치 재질의 계를 살펴본 결과 의복 재질이 트랜스

페어런트인 경우 로치 재질은 메탈릭+하드(50.0%),메탈릭(20.0%)등이 나타났고 릴리언트인

경우 메탈릭+하드(47.4%),메탈릭(13.2%),하드(13.2%),소 트(13.2%)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소 트인 경우 메탈릭+하드(54.3%),하드(20.0%),소 트(17.1%)등이 나타났다.하드인 경우 메탈

릭+하드(47.0%),메탈릭(16.8%),소 트(16.8%)등이 나타났고 복합의 경우 메탈릭+하드(55.1%),

소 트(15.3%)등의 나타났다.

재질 조합의 경우 의복은 유사재질(60.9%),이질(39.1%)로 나타났고 로치의 경우는 이질

(67.1%),유사(32.9%)로 나타났다.

와 같이 트랜스페어런트한 의복 재질의 경우 얇고 은은한 택이 나므로 로치 재질 한

가벼운 메탈릭+하드를 주로 사용하여 고 스러운 이미지로 시선을 유도하 으며 빛을 반사하는

표면 택을 지닌 릴리언트한 재질의 경우 로치의 재질을 택 있는 메탈릭+하드 사용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하고 소 트한 패 릭을 사용하여 의복과 로치를 이색 으로 강조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 다.유연함이 느껴지는 소 트한 재질의 경우 차갑고 화려한 속의

택이 많이 나지 않는 재질을 주로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 고 재킷이나 코트 등

에 주로 사용되는 힘이 있는 하드한 재질의 경우 다양한 색채의 하드 재질과 메탈릭한 재질로 화

려하고 고 스러운 여성미를 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로치는 의복의 조형물로 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의복과 하나의 형태

를 이루거나 시선을 모으는 조형물로 포인트가 되는 을 발견할 수 있었다.의복의 형태와 로

치의 형태,착용 치 등에 따라 연출되는 스타일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색채수에 있어서도 의복의

색채와 로치에 사용된 색채가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사용된 재질과 조합에 따라

서도 표 되는 조형미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로치는 착용 치가 신체에 아

닌 의복이므로 형태나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으므로 실용 인 장식미를 표 하는데 그 역할이 요

구되고 있는 것이다. 한 여러 형태의 로치가 S/S보다는 F/W 시즌에 많이 스타일링 된 것은

재킷과 같은 상의에 주로 착용하고 의복색이 짙어지는 시즌에 장식 인 목 으로 사용되기 때문

이라 생각된다.특히 의복의 색채가 단일색이거나 디자인이 미니멀한 경우 로치의 스타일이 더

강조되므로 의복의 개성을 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패션이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할수록 유동 인 로치의 역할이 확 되고 있으므

로 패션 스타일링의 차별화 요소로 활용한다면 보다 개성 있는 품격을 표 하는데 효과 일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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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치의 특성을 응용한 패션 악세서리에 관한 연구

-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작품을 중심으로 -

반미선·이지 ·노윤선

동서 학교 패션디자인 공

1.서론

인들은 경제의 장기불황과 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반사회 테러 등의 어두운 실 속

에서 정신 혼돈기를 겪고 있다.불안하고 각박한 실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은 인간이

라면 구나 가지게 되는 본능이며 이러한 심리상태에서의 인간은 실세계의 도피를 꿈꾸게 된

다. 한 소외된 자아로부터의 내면 안을 찾고자 하고,이에 한 표출로 유희 이고 독특한

개성을 추구하며, 실의 압감을 벗어나려한다.특히,이러한 자유에 한 갈망과 개성을 표

하는 방법으로 키치(Kitch) 상이 나타났는데,개성과 변화를 극 수용하는 은이들에 의하여

담하게 표 되어져 오늘날, 문화의 향에 의하여 남에게 돋보이고 싶고,주목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미의 역으로 부각되었다.키치 패션은 개성 표 욕구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지나치게 산만한 장식과 속한 이미지를 표 하며 통념의 미를 거부하고 하나의

패션 역으로 나타났다. 한 최근 패션경향에서 액세서리의 요도는 의상 이상의 것으로 패션

이미지를 완성하는 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아,액세서리의 성시 라고 할 만큼 유행을 선

도하며,패션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 까지의 키치에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의복과 메이크업에 한 연구가 한정 으로 이루어졌을 뿐 액세서리를 심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개성이 시되는 패션계에 이며,다

양성을 가진 키치의 특성을 응용한 패션 액세서리를 심으로 분석하여 패션디자인에 신선

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키치 액세서리의 다양한 표 방법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연구 내용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키치의 개념에 하여 알아본다.

둘째,키치 패션과 련된 선행연구를 통하여 패션에 표 된 키치의 특성을 고찰한다.

셋째,키치 특성이 나타난 패션 액세서리의 사례를 심으로 작품을 분석한다.

넷째, 와 같은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다.

연구방법은 이론 고찰을 하여 국내외 련 문헌 선행연구를 통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

고,키치의 특성을 응용한 패션 액세서리의 사례분석을 한 컬 션 자료로 패션 문 인터넷사

이트를 참고하 다.작품분석을 한 범 는 최근 10년간(2001년 S/S～2010년 F/W)의 패션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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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에 나타난 작품을 심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키치의 특성을 응용한

패션 액세서리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3.결과 고찰

본 연구는 실도피와 리만족,개성표 욕구에 의해 두된 키치 상을 고찰하고,이를 바

탕으로 패션 컬 션에 나타나고 있는 패션 액세서리를 자유로운 형태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

운 미 범주를 제시한 키치의 특성을 심으로 알아보았다.이러한 연구는 각박한 사회에

시각 으로 즐거움을 주고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 패션계에 무한한 잠재 표 역을 확인하

고 새로운 미의 역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특히,패션 컬 션에 나타난 키치의

특성은 혼란스러운 시 의 외면과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배경에서 등장한 것으로 내면의

안과 극복을 한 감정들에 의해 키치 으로 표 한 것을 알 수 있었다.연구결과,키치를 응

용한 패션 액세서리의 특징은 과장성,부 성,모조성,유희성으로 나타났다.

첫째,키치를 응용한 패션 액세서리의 특성은 과장성이 가장 표 인 것으로 나타났다.과장

성은 과도한 장식이나 크기가 확 된 확 과장성으로 나타나,기본을 벗어난 과잉장식,극도의

확 등으로 과장성을 표 하 다.이러한 과장성은 모자나 헤어장신구에 주로 나타났으며,과다

장식,극도의 확 를 통하여 체 인 분 기에 의외성을 주고 기존의 미의 범 를 벗어난 형식

을 보여주었다.

둘째,부 성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의 이질 조합으로 나타났는데,어울리지 않는

색채와 소재를 함께 사용한다던가,무질서한 오 제들의 조합,비정상 인 모습의 탈정형 인 형

태,정상의 미의 범 를 벗어난 인 모습으로 나타났다.이는 부조화,무 제의 모습으로 표

되어 새로운 창작 역을 보여주며 실험 으로 표 되었다.

셋째,모조성은 값싼 취향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속하고 일상 인 소재,오리지

이 아닌 비슷한 이미지를 재연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 허 인 술품의 이미지, 렴

한 원단의 사용 등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모방하며 표 되었다.이러한 모조성은 내면의 쓸함

을 표 하고 리만족을 통한 내면 극복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구나 알만한 인 이미

지를 보여주었다.

넷째,유희성은 일상 규칙의 반,변형,모순된 이미지를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으로 가벼

움과 장난스러움을 표 하 다.이는 비정상 인 오 제로 인한 기발한 이미지와 흥미 주의 디

자인으로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재치감과 극 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이러한 패

션 액세서리의 표 은 일상에서 벗어난 유희 쾌락으로 인하여 자유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유

머스러운 이미지로 실세계에 허탈한 웃음을 제공한다.이는 고정된 미의 개념을 벗어나 유희

인 것 까지 아름다움의 범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인 동시에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미의식의 표

으로 나타났다.

4.결론

변하는 사회와 불안한 실 속에서 가치 의 혼란을 겪고 있는 사회에 이고 가벼

운 성격을 가진 키치는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자 하고 내면 회복을 요하는 오늘날 요한 패

션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 물질문명의 소비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개성 표 을 존

하는 인간의 기본 욕망을 표 하는 수단으로 키치 패션이 두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혼란

스러운 사회에 키치가 어떻게 패션에 나타나고 있으며,특히 패션에서 요한 아이템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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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서리 사례연구를 통하여 패션계에 자리 잡은 키치 특성이 다양한 디자인 개발 가능성을 가

지고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과장성,부 성,모조성,유희성으로 나타난 키치 패션 액세서

리의 특징은 물질성만이 강조되고 정신 혼돈의 시기인 사회에서 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인간 내면의 본질로의 회귀를 뜻한다.사회가 발달할수록 인간내면의 공허함은 커지고

그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 시 에서 키치의 특성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각자의 개성이 시되는 패션계에 이고 다양성을 가진 키치는 무한한

발 가능성이 있는 역이다.내면의 치유와 자유로운 상상력은 키치 패션으로 나타나 패션계에

무한한 가능성과 창작 가능성을 제공하 다. 한 이러한 연구로 인하여 끊임없는 창조성을 요

구하는 패션계에 새로운 미의 역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개성이 시되는 패션계에

이며,다양성을 가진 키치의 특성 분석으로 지속 인 패션발 의 원천과 무한한 감의 원

동력이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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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발표장

좌 장:이 정 란(부산 )

B113:30-13:50
토론:최경미(동서울 )

소아환자복의 개발 평가에 한 연구

김미성,이정란(부산 )

B213:50-14:10
토론:박순지( 남 )

투복 상의의 동작 합성 평가기 개발

이주 ,남윤자(서울 )

14:10-14:20

CoffeeBreak

좌 장:홍 희(신라 )

B314:20-14:40 토론:최은 ( 산 )

신 노년층 소비자의 에코티셔츠 시장분석 고찰

김세희,박은주(부산경상 ,동아 )

B414:40-15:00 토론:채진미(한성 )

의복 여와 유행선도력이 의복구매 의존성에 미치는 향

근(안동 )



B1

- 90 -

소아환자복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김미성·이정란

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다수 소아환자는 정맥주사를 맞고 있으며,성인환자에 비해 의복오염도가 높아 자주 갈아입

야 하므로 착탈의가 용이하고,잦은 세탁에도 견딜 수 있는 소재와 제방법이 용된 소아환자복

이 요구된다(배 숙,2001). 한,소아의 성장을 고려하여 여유분이 풍부하며,활동하기에 편안하

고,안 사고에 비하여 설계되어야 한다.그러나 최정화 외(2010)에서 소아환자복은 부분 성인

용 환자복을 축소한 형태이며 치수의 설정도 체계 이지 않다고 하 으며,최근 10년간 소아환자

복에 한 연구는 으로 부족한 실정이다.지 까지 소아환자복에 한 연구로는 소아환자복

의 디자인과 설계법을 제시하 거나(홍정민,김수향,1993),치수규격을 제안(천종숙,서동애,

1998),착용실태와 선호디자인 조사(천종숙,서동애,1999;배 숙,2001),기동부자유 소아환자를

한 부 별 트임과 기능성 디자인을 제시(남윤숙,2005)한 연구로 소아환자의 감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본 연구는 소아환자복의 실태와 선호도를 조

사한 선행연구(김미성,이정란,2011)를 바탕으로 기능성,심미성이 향상된 소아 환자복과 텍스타

일 디자인,정맥주사용 손 싸개를 제작 착의평가 하 다.

2.연구방법

1)실험복 설계 실제 착의평가

실태조사 결과(김미성,이정란,2011),선호도 개선요구사항을 토 로 실험복을 디자인하고,

련문헌(허인아,서용호,2001)과 선행연구(서동애,1996)의 패턴을 참고하여,‘제6차 인체치수자료

(2010)’에서 제시하는 7세 남아의 평균치수로 실험복을 실물제작(머슬린)하여 착의평가를 실시하

다.피험자는 ‘제6차 인체치수자료(2010)’의 7세 남아의 평균치수에 근 하는 아동으로 선정하 고,

평가단은 의복구성학 공자 12명으로 구성하 다.평가 문항은 5 척도로 평가하 으며,자료의

처리는 SPSS18.0으로 평균,표 편차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실제 착의실험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개선한 직물디자인을 원단에 출력하여 소아환자복을 제작하고 최종 디자인을 제시하 다.

2)직물디자인 설계 가상착의 평가

소아환자복 직물디자인은 설문 결과의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AdobeIllustratorCS4로 제작

하 으며,이를 실험복에 용한 상태를 보기 해 가상착의를 실시하 다.우선 가상착의 소 트

웨어인 테크노아사의 i-Designer의 Bodyordertool로 ‘제6차 인체치수자료(2010)’의 7세 남아의

평균 사이즈로 가상모델을 제작하고,평가물은 YukaPatternCAD System으로 패턴을 설계하여

i-Designer로 가상 제 착장 시뮬 이션을 실행하여 제작하 다.평가단 구성 평가방법,자

료의 처리는 실제착의평가와 동일하게 하 다.가상착의실험 결과를 토 로 개선한 직물디자인을

원단으로 출력하여 소아환자복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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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손싸개 설계 디자인 평가

설문결과(김미성,이정란,2011)를 바탕으로 반장갑형은 소아용,벙어리장갑형은 유아용으로

AdobeIllustratorCS4를 사용하여 문양 디자인을 설계하고,디자인 평가를 실시하 다.평가

단 구성 평가방법,자료의 처리는 실제착의평가와 동일하게 하 다.디자인 평가의 결과를 반

하여 1,2차의 수정 보완 후 ‘제6차 인체치수자료(2010)’의 7세 남아의 평균치수 ‘손 련 인체

치수 측정자료(2008)’를 용하여 2종류의 최종 손싸개 패턴을 개발하 고,이를 제작하여 양손용

과 왼손용 손싸개 디자인을 제시하 다.

3.결과 고찰

소아환자복은 거의 모든 병원에서 남녀 계 구분 없이 자마형태로 4～9종의 치수로 제공

되고 있었고,긴팔의 셋인 소매와 라운드 넥,단추여 의 긴바지,흰색 는 노란색,녹색 바탕에

병원로고나 소아용 무늬가 들어가 있었다.소아환자복의 착의실태 조사결과,환자복을 미착용한

경우 사이즈가 안맞거나 착탈의 불편이 주된 이유 고,구토나 배변,땀으로 인해 젖을 때마다 수

시로 갈아입는다고 응답하 다.정맥주사시에는 주사를 꽂은 상태에서 주사병을 소매나 바지통으

로 통과시켜 갈아입으며,소매와 바지길이에 한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성,이정란,

2011).

개선된 소아환자복 직물디자인,손싸개 디자인을 개발하기 해 실험용 소아환자복과 소아용

직물디자인,정맥주사용 손싸개 디자인안을 제작하여 의류학 공자로 구성된 평가

단이 평가하 다.사용자의 선호도와 개발 요구사항을 반 하여 실험용 소아환자복은 정맥주사시

착탈의 편리성을 해 소매 트임을 주었고,소매는 7부에서 반팔까지,하의는 긴바지에서 7부

길이까지 3단계로 조 이 가능하도록 스트랩과 스냅단추를 부착하 다. 한 소아환자의 정서

안정감과 감성을 고려한 직물디자인을 제작하여 이를 가상착의하 고,손싸개는 정맥주사시 주사

부 를 시각 으로 차단하고 물리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디자인을 설계하 다.

실제 착의평가와 가상 착의평가,디자인 평가를 통해 평가단은 실험용 소아환자복이 정맥주사시

착탈의 편리성과 소매와 바지길이 조 기능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직물디자인과 손싸개 디자인

한 반 으로 높게 평가하 다.착의 디자인 평가결과를 반 하여 개발한 직물디자인을 원

단에 직 출력하여 최종 소아환자복을 제작하 으며,평가문항 외의 의견을 수렴하여 손을 넣기

쉽도록 상의 주머니의 방향을 사선으로 조정하 다. 한 손싸개는 2차에 걸친 디자인 수정 과정

을 통해 정맥주사시 주사부 보호를 해 손목 손바닥을 안정 으로 고정해주면서 활동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킨 패턴을 설계하고 2종류의 최종 형태를 제작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의는 사선방향의 주머니를 부착한 원형 목둘 의 7부 셋인 소매,앞

단의 단추여 ,스냅으로 여미는 소매 트임을,하의는 고무 허리여 의 긴바지로 제작하여 상

의는 반팔까지,하의는 7부 길이까지 3단계로 길이 조 이 가능한 디자인을 제작하 다.소아환자

복용 직물디자인은 노란색 바탕의 동물무늬가 간크기로 배열된 형태로,정맥주사용 손싸개는 양

손모두 사용 가능한 디자인과 왼손용 디자인을 개발하 다.

4.결론

본 연구는 재 소아병동에서 이용 인 소아환자복의 제공 착의실태를 조사하여 소아환자

복의 문제 착의실태,선호도 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한 선행연구(김미성,이정란,2011)자

료를 바탕으로 기능 인 소아환자복과,직물디자인 정맥주사용 손싸개를 개발하 다.실험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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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문헌(허인아,서용호,2001)과 선행연구(서동애,1996)의 패턴 ‘제 6차 인체치수자료(2010)’의

7세 남아 평균측정치를 용하여 제작하고,설계한 직물디자인의 가상착의(3-D virtualclothing

system) 정맥주사용 손싸개의 디자인안을 평가물로 하여 착의 디자인 평가를 실시하 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한 직물디자인을 원단에 출력하여 소아환자의 질병치료와 감성

에 합한 기능 인 소아환자복 직물디자인,손싸개를 개발하 다.본 연구에서 i-Designer를

이용한 실험과정 더 나은 시각 결과물을 해 실제로 제작한 소아환자복의 직물특성을 반

하지 못한 은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의 지속 인 기술 개발과 함께 이와 련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극복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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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복 상의의 동작 적합성 평가기준 개발

이주 ·남윤자

서울 학교 생활과학연구소

투복은 투를 목 으로하는 특수복으로 훈련상황 투환경에 한 합성이 요구되며,특

히 투환경에서 병사들에게 동작 합성이 우수한 투복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동작

합성이 우수한 투복 제작을 해서는 투와 련된 동작에 한 합성을 객 으로 평가

하고,평가를 한 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본 연구에서는 투훈련동작의 3차원 각과

동작에 따른 체표길이 변화를 분석하여 이를 기 로 투훈련에 한 투복 상의의 동작 합성

평가 기 을 제시하고자 하 다.

투복 상의 평가기 을 개발하기 해 2011년 3～4월에 걸쳐 20 남성 4인을 상으로 투

훈련동작의 3차원 각과 3차원 인체형상의 체표길이를 분석하 다.3차원 각 분석을 한

동작은 총 12가지로 사격훈련의 3개 동작,수류탄 훈련의 3개 동작,유격 훈련의 3개 동작,각개

투의 2개 동작,총검술의 1개 동작으로 구성하 고,각 동작에 한 목,어깨,팔꿈치,몸통 의

운동시의 최 각도를 측정하 다.최 각이 나타난 훈련동작을 분석하여 투복 상의

동작 합성 평가를 한 기 동작으로 선정하 고,기 동작에 한 3차원 스캔을 실시하여 3차

원 인체형상의 체표길이 분석함으로써 세부 평가 항목을 개발하 다.

투복 상의의 동작 합성 평가기 을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투복 상의의 투

훈련동작에 한 합성을 평가하기 한 평가동작을 선정하기 해 투훈련동작 12가지에 한

목,어깨,팔꿈치,몸통 의 3차원 각 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각 별로 최 값이

나타난 동작을 기 으로 5가지의 평가동작을 선정하 다.수류탄 던지기 훈련에서는 목 외 ,

어깨 외 ,몸통 회 각도값이 최 로 나타난 서서던지기와 목 굴곡 각도값이 최

로 나타난 굽 던지기가 선정되었다.유격훈련에서는 어깨 굴곡 각도값이 최 로 나타난 높이

뛰기와 몸통 굴곡 신 각도값이 최 로 나타난 팔동작 몸통받쳐로 선정되었다.각개 투

훈련에서는 목 신 회 ,어깨 신 내 ,팔꿈치 굴곡,몸통 외 각도값

이 최 로 나타난 응용포복으로 선정되었다.둘째, 투복 상의의 동작 합성을 평가하기 한

항목을 선정하기 해 5가지 평가동작별 임 분석을 실시하여 각도값이 최 인 시 의 세부동

작을 선정하 고,세부동작의 3차원 인체형상에 한 체표길이 변화를 분석하여 동작별 체표길이

변화가 큰 부 를 선정하 다.세부동작은 5가지의 평가동작에 한 6가지의 세부동작이 선정되었

고,서서던지기 동작의 세부동작을 동작1,높이뛰기 동작의 세부동작을 동작2,팔동작몸통받쳐 동

작의 세부동작을 동작3,응용포복 동작의 세부동작을 동작4와 동작5,굽 던지기의 세부동작을 동

작6으로 명명하 다.세부동작에 한 체표길이가 최 로 나타난 부 를 분석하여 평가항목을 선

정하 으며,동작1은 앞품,동작2는 뒤품과 팔둘 선 부 ,동작3은 허리둘 ,동작4는 진동둘

와 선길이,동작 5는 팔꿈치둘 선 부 와 소매길이,동작6은 칼라높이로 선정하 다.셋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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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평가동작과 항목을 바탕으로 투복 상의 패턴 기 선과 선행연구의 착의평가 문항을 참고

하여 투복 상의의 동작 합성을 평가 기 문항을 개발하 다.

Acknowledgement

*이 논문은 지식경제부( 한민국)가 조성한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10035526,맞춤양산형 섬유제품

PLM 시스템 개발)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 습니다.



B3

- 95 -

신 노년층 소비자의 에코티셔츠 시장 분석 및 고찰

김세희1)·박은주2)

1)부산경상 학교 패션․뷰티계열

2)동아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서론

환경에 한 심은 40년 이상 요한 주제 을 뿐 아니라,최근 학문 분야,과학 분야, 매

체 등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한 환경 창출에 한 심이 늘어나면서 그 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

다(Royne,Levy,andMartinez,2011).이에 최근 산업계의 주요 이슈 하나는 제품의 생산 과

정 제품 자체에 있어 친환경 과정과 친환경 속성을 반 하는데 있다.기업의 사회 책임

이자 소비자들의 책임감있는 소비의 일환으로서의 친환경에 한 심은,에코 제품에 한 개발

방향을 모색하게 한다.

한편,최근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향후 격히 증가할 것으로 상되는 신 노년층

은,여가 시간 증 와 함께 의생활에 있어서도 지 까지와는 다른 소비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새로운 노년층은 높은 소득과 다양한 형태의 라이 스타일을 가진 새로운 세분 시장으로 구

성되어 은 세 뿐만 아니라 기존 노인 세 와도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구함과 아울러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이의훈,신주 ,2004).

이에,본 연구는,에코 디자인을 목한 의류 제품의 개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타 의류에 비해 에코 디자인의 목이 용이할 뿐 아니라 상 으로 낮은 가격 로 다

양한 시도가 가능한 티셔츠를 품목으로 하여,여가 활동의 증 로 에코 제품에 한 심도가 높

을 가능성이 있으며 티셔츠 제품에 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상되는 신 노년층을 잠재 소비

자로 설정하여,이들을 상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 다.조사 결과를 통해,에코 디자인 티셔츠

제품의 수요 측을 한 시장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라이 스타일 환경 여도를 살펴본다.

연구 문제 2.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티셔츠 시장에 하여 살펴본다.

연구 문제 3.신 노년층 소비자들의 에코티셔츠 시장 망에 하여 살펴본다.

2.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50-65세 남녀 소비자를 상으로 하 다.2011년

10월 4-11일 간,총 3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불완 한 응답을 제외하고 307부를 분석하 다.

설문 내용에는,라이 스타일,환경 여,티셔츠 랜드 태도,티셔츠 착용 황,티셔츠 구매 황,

에코티셔츠 이용 황,응답자의 인구 통계 특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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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1)신 노년층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 환경 여도

요인 분석에 의해 도출된 진취 라이 스타일 요인,활동성/건강 시 라이 스타일 요인,물질

주의 라이 스타일 요인에 해 남녀 모두 보통 수 이상의 평균 수를 보인 가운데,진취 라

이 스타일 수가 가장 높고 물질주의 라이 스타일 수가 가장 낮았다.여가 활동 실태로는,

남성은 실외 활동,실내 활동,사회 모임,외식 쇼핑 순인데 비해,여성은 실내 활동,사회

모임,실외 활동,외식 쇼핑 순으로 나타났다.환경 여도에서는 남녀 모두 보통 수 이상의

평균 수를 보 다.

2)신 노년층 소비자의 티셔츠 시장 분석

(1) 반 티셔츠 착용 구매 행동

① 티셔츠 착용 상황

남성의 경우 걷기/산책,여행,실내활동,등산 등의 순으로,여성의 경우 걷기/산책,실내활동,

등산,여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남녀 모두 져 스포츠 활동시 는 실내 활동에서 티

셔츠를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티셔츠 구매 동반자 정보원

티셔츠 구매시 동반자로는,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혼자 구매하는데 비

해,여성은 혼자,자녀 동반,친구 동반,배우자 동반 순으로 나타났다.

티셔츠 구매시 정보원으로,남성은 반 인 이용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쇼 도/매장진열,

매원조언/추천,잡지/신문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여성은 쇼 도/매장진열,친구/모임, 매

원조언/추천,TV(배우 옷차림 등)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③ 티셔츠 추구 혜택

남성은 신축성/좋은감 , 리편리성,착용용도의 다양성,가격 렴성 등의 순으로,여성은

신축성/좋은감 ,편리한 리,착용용도다양성,디자인/스타일,자기이미지표 등의 순으로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녀 모두 랜드 유명도나 신분/지 /경제력과시 등은 상 으

로 덜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선호 인지 랜드

반 으로 스포츠웨어 랜드와 타운캐주얼 랜드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인지 티

셔츠 랜드로는 반 으로 타운캐주얼에 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스포츠웨

어 랜드 다.

⑤ 티셔츠 랜드 상표충성도

남녀 모두 비교 상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집단 간 유의차는 없었다.

⑥ 티셔츠 구입시 불편/개선희망 사항

남성은 착용감개선,세탁 리편리성,가격낮춤,여성은 가격낮춤,착용감개선,세탁 리편리성

의 빈도가 높았다.유행 반 ,디자인 개선,색상/무늬 개선 등 디자인 련 속성은 빈도가

낮았다.

(2)용도별 티셔츠 착용 구매 행동

① 티셔츠 구매 기

여행용 티셔츠 구입시 남녀 모두 부분의 항목을 요시하는 가운데,남성은 실용성,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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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옷감/소재,가격 등의 순으로,여성은 편안함,실용성,세탁/ 리편리성,옷감/소재 등의

순으로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임용 티셔츠 구입시 남녀 모두 부분의 항목을 요시하는 가운데,남성은 실용성,편안

함,색상/무늬,옷감/소재,디자인/스타일 순으로,여성은 옷감/소재,가격,편안함,품질,세탁/

리편리성 순으로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행용 티셔츠 구매시보다 모임용 티셔츠 구매시 디자인 련 측면을 좀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은 여행용 티셔츠 구매시보다 모임용 티셔츠 구매시 겉으로 드러나

는 품질 련 측면과 가격 측면을 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부분의 평가 기 항목에서 여행용 티셔츠 구입시와 모임용 티셔츠 구입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여성들은 색상/무늬,유행,다른옷과의 조화,품질,가격에서 차이를

보 다.모임용 티셔츠 구입시 보다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② 티셔츠 추구 이미지

여행용 티셔츠에서 남성들은 심 한, 어보이는,스포티한,단정한,세련된,내추럴/자연친화

,캐주얼한 이미지 순으로,여성들은 어보이는,세련된,캐주얼한,심 한,스포티한 이미

지 순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임용 티셔츠에서 남성들은 심 한,단정한, 어보이

는,캐주얼한,내추럴/자연친화 이미지 순으로,여성들은 어보이는,세련된,고 스러운,

여성스러운,단정한 이미지 순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부분의 이미지 항목에서 여행용 티셔츠 구입시와 모임용 티셔츠 구입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여성들은 여행용 티셔츠 구입시에는 캐주얼한,스포티한,심 한,내추럴/

자연친화 이미지,모임용 티셔츠 구입시에는 고 스러운,세련된,여성스러운,로맨틱한,화

려한,고상한 이미지를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티셔츠 구입 가격

가격 의 편차가 있으나, 가 수 의 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모임용

티셔츠 가격이 여행용 티셔츠 가격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의 경우

모임용 티셔츠 가격과 여행용 티셔츠 가격 간에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티셔츠 구입처

여행용 티셔츠는 백화 ,아울렛/상설할인매장, 형할인 , 리 순으로,모임용 티셔츠는

백화 ,아울렛/상설할인매장, 리 , 형할인 순으로 나타났다.

⑤ 티셔츠 구입처 선택기

남성들은 구입처 선택시 특별한 기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은 부분의 선택 기 을

시하며,가장 요시하는 선택 기 은 제품 다양성과 교통 편리함이었다.여행용 티셔츠

구입시에는 남녀가 비교 유사하게 매장 선택 기 을 용하지만,모임용 티셔츠 구입 매장

선택시에는 여성이 훨씬 더 까다롭게 매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신 노년층 소비자의 에코티셔츠 시장 분석

(1)에코티셔츠 디자인 선호 경향

컬러의 경우,남성은 베이지색 등의 자연스러운 색과 연두/녹색 등 자연 인 색,무채색,차가

운색,따뜻한 색 순으로 나타났으며,여성은 베이지색 등 자연스러운 색,연두/녹색 등 자연

인 색,무채색, 스텔,따뜻한 색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늬의 경우,남성은 민무늬,자연 식물무늬,기하학 무늬 순으로,여성은 자연 식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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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민무늬,기하학 무늬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경우,남녀 모두 면/마 등 천연 소재를 가장 선호하고,다음으로 건강소재를 선호하

다.다음 순 로 남성은 유기농 소재,재활용/재생소재, 리 편하고 렴한 합성 섬유 순으로,

여성은 리 편하고 렴한 합성 섬유,유기농 소재,재활용/재생 소재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형태의 경우,남성은 형태면에서는 칼라형을,맞음새 면에서는 여유형을,여성은 형태면에서는

라운드넥을,맞음새 면에서는 슬림형을 약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에코티셔츠 보유 여부에 따른 에코티셔츠 소비 행동

에코티셔츠 보유 황으로는,남녀 모두 보유하지 않은 응답자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에코티

셔츠에 한 향후 구매 의향은 남녀 모두 보통 수 이상으로 나타났다.에코티셔츠 보유자들

이 비보유자들에 비해 향후 구매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코티셔츠 비보유자들이 에코티셔츠를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남성은 실용성 문제가,여성은

가격 불만이 가장 컸다.그러나,에코티셔츠의 보 율이 아직 매우 낮다보니,비구매 사유에

해 단 는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에코티셔츠 보유자들의 구매 이유로는,남성은 실용성,옷감/소재,편안함,건강기능성 등의 순

으로,여성은 옷감/소재,편안함,건강기능성,세탁 리 편의성 등의 순이었다.남녀 모두 실용

이유로 에코티셔츠를 구매하며,미 사유는 주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다.

4.결론

신 노년층 소비자를 상으로 한 에코티셔츠 개발 방향은,신 노년층 소비자들이 티셔츠 구매시

일반 으로 시하는 속성이자 에코티셔츠에 한 정 평가 요인인 실용 측면이 핵심 속성

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착용 용도에 따른 선호 경향을 반 하되,착용 용도의 다용도

성 등 실용성을 시하는 소비자 성향을 반 하여,여행용과 모임용으로 두루 착용 가능한 핵심

이미지 추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구체 인 이미지로는 에코 디자인에 고 활동 인 감각이

목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즉,에코티셔츠 개발시 디자인상의 차별 뿐 아니라 상용화 제품으로서의 실용 속성들에

한 소비자 니즈 반 이 충실히 되어야 한다.에코티셔츠에 한 가격 부담 경감이나 해당 연령층

소비자들이 재 착용하고 있는 스타일에 한 면 한 분석을 통해 그와 조화되는 디자인 개발

역시 비구매자들의 비구매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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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복관여와 유행선도력이 의류구매 의존성에 미치는 향

근

안동 학교 의류학과

패션분야에서 소비의 주체가 차 분명해지고 있다.구매자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

아동복,교복 등의 구매에서 아이들의 결정권이 높아지고,상 으로 쇼핑에서 주도 이지 못했

던 남성 소비자들이 쇼핑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이처럼 남성 소비자,

연령 소비자들이 본인의 선택에 따른 쇼핑을 하지 못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쇼핑정보가 충분해지고 쇼핑환경이 다변화한 시 에서 단지

인구통계 인 특성에 따라서 구매의 주체성 여부를 살펴보는 은 차 한계 을 노출하고 있

다. 한 패션사회심리 분야에서는 외향 성격의 소비자가 개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유행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 여,유행선도력

과 같은 패션과 련된 소비자의 사회심리 특성을 통하여 패션상품의 구매에서 타인에 한 의

존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2011년 12월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 학교에서 남,녀 학생들을

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 고,불완 하거나 하지 않은 설문지 일부를 제외한

427부의 설문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 다.SPSS 19.0 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회귀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 고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의복 여는 4가지 차원으로 밝 졌고,이를 각각 의복흥미,유행흥미,의복상징, 험지각

으로 명명하 다.유행선도력은 2가지 차원으로 밝 졌으며,이를 패션정보력,자신감으로 명명하

다.둘째,유행선도력 수 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패션정보력과 자신감의 상,하 수

을 통해 총 4개의 집단으로 소비자들을 구분할 수 있었고,패션정보 선도집단,패션정보 제공집단,

패션정보 독립집단,패션정보 추종집단으로 각각 명명하 다.셋째,의복 여 해 유행선도력으로

분류한 4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의복 여의 하 차원에 하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패션정보 선도 집단의 경우 의복흥미,유행흥미,의복상징에서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

은 수 으로 나타났고,패션정보 제공집단의 경우 유행흥미에서 높은 수 을 보 다.패션정보 독

립집단의 경우,의복상징성에 해서는 패션정보 추종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 을 보 고,패

션정보 추종집단과 마찬가지로 험지각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넷째,의복구매

의존성에 의복 여와 유행선도력이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의복흥미,의복상징을 높게 지각

할수록 의복구매 의존성은 낮게 나타났고, 험지각,자신감의 수 이 높을수록 의복구매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개 자신감이 높을수록 의복구매 의존성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개방

이고 극 인 성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의견에 한 수용도가 높다는 측면이 본 연구에

서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소비자들이 의복구매에서의 주체성을 찾고,좀 더 극

인 쇼핑에 나설 수 있도록 돕기 해서 패션기업들은 보다 극 인 고나 DIY 참여 캠페인 등

을 통해 소비자들이 의복에 한 더 많은 심을 갖고,의복의 도구 기능이나 상징 기능을 이

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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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무늬를 갖는 의복 패턴의 최적 배치

화상분석 및 3D 시뮬레이션

고은정1)·김성민2)·박창규3)·고 석3)

1)건국 학교 아이패션의류기술센터

2) 남 학교 고분자섬유시스템공학과

3)건국 학교 섬유공학과

1.서론

최근에 들어 기술의 발달과 경제 발 문화 수 의 향상으로 인해 의류 산업의 형태가 기성

복 주의 량 생산체제에서 개인 맞춤형 생산 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각 개인

의 개성이 요시되는 사회가 되면서 패션에 한 소비자의 인식도 바 어 패션산업의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취향의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 필요성이 증

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 해서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패션산업에서도 차 컴퓨터의

응용 분야가 증가하고 있으며,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자상거래,가상쇼핑몰에서 의류의 구매 추

세가 본격화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이 분야에는 더 많은 발 이 기 된다.[1,2].

의복을 제조하는 데에는 기획,도식화 디자인,패턴 설계,재단, 제 등의 여러 공정이 필요하

다.그 의복 패턴을 원단 상에 배치하는 마킹(marking)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 공정은 사람이

하는 경우 패턴의 개수가 많아지고 원단이 커질수록 매우 복잡해지고 원단의 고 화 추세에 따라

체 생산원가에 상당히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요한 공정이기 때문에 자동화 연구의 창기

부터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 온 분야이다.특히 복잡한 무늬를 갖는 원단의 경우 수작업으로 의복

의 디자인에 맞게 무늬를 맞춘 다음 이에 알맞게 패턴을 무늬가 있는 원단 상에 낭비를 최소화하

면서 배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3,4].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한 무늬의 원단을 이용한 의복 제작에 있어 필수 인 무늬 맞춤

패턴 마킹 공정의 자동화 기법을 개발하고자 하 다.

2.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말하는 직물의 반복단 는 무늬가 있는 직물에서 무늬가 반복되는 단 를 말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Houghtransform 방법을 통하여 반복단 를 구하 다 [5].본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해 graylevelprofile분석을 도입하 다.이 게 얻어진 반복단 의 이미지와,

반복단 의 실제 크기 정보는 드 이 시뮬 이션 텍스쳐 매핑에 사용된다.일단 텍스쳐를 의

복 패턴에 용한 다음 사용자는 화식 인터페이스를 써서 텍스쳐 이미지의 원 을 이동시키거

나 텍스쳐 이미지를 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복 형상에 맞게 텍스쳐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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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쳐 매핑 수정이 완료된 의복데이터를 구성하는 평면 패턴은 마커 제작용 데이터로 장

할 수 있다.만약 한 벌의 옷에 여러 개의 텍스쳐맵,즉 여러 종류의 원단이 쓰인 경우에는 맵의

개수만큼의 마커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가 생성된다.마커 제작용 데이터에는 원단에 용될 직물

반복단 이미지,반복단 의 실제크기,텍스쳐 맵의 원 의 이동량인 오 셋 회 각도,그리고

맵이 용될 패턴의 외곽선 좌표 등등이 장된다.

패턴 배치 공정의 효율은 패턴의 배치 순서 패턴의 배치 방향 등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갖는 패턴의 배치순서와 배치방법을 최 화시킬 수 있는 일반 규칙을 찾기

란 단히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 최 해를 얻으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직물 무늬를 고려하여 마커를 만드는 것이 목 이었으므로 복잡한 탐색 알고리즘을

생략하고 단순히 큰 패턴부터 작은 패턴순서로 배치하는 알고리즘 만을 용한 마커 제작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의복 패턴이 배치될 직물은 1mm단 로 분할된 가상 메모리 공간으로 설정

하 으며 패턴이 배치된 부분의 값은 1,빈 공간은 0의 값을 갖도록 하 다.이때 원단의 크기는

폭만 지정할 수 있게 하 으며 원단의 길이는 패턴 배치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게 하 다.

한 연속식 재단이 아닌 경우에 응할 수 있도록 동시 재단 가능한 최 직물 크기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이 범 안에서만 마커를 만들 수 있게 하 다.

각각의 의복 패턴 역시 1mm 간격으로 샘 링하여 rasterization하 으며,패턴의 모든 부분이

직물상의 0인 부분에 놓여질 수 있는 치에만 패턴을 배치할 수 있게 하 다.텍스쳐 이미지를

회 한 경우에는 해당 패턴을 미리 알맞게 회 한 다음 배치하도록 하여 텍스쳐의 이동과 회 에

맞는 최 치에 패턴이 놓일 수 있게 하 다.

Figure1.Schematicdiagram ofpatternlocationalgorithm

패턴은 큰 패턴에서 작은 패턴 순서로 배치되었으며 패턴 배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먼

첫 번째 패턴을 직물의 왼쪽 구석에 배치한다.다음 두 번째 패턴부터는 직물의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방향으로 이동해가면서 기존에 놓여진 패턴과 겹치지 않으면서 직물상에 놓여질 수

있는 치를 찾았다.이때 각각의 치에서 패턴의 효율을 계산하여,이것이 최 가 되는 치를

패턴의 최종 치로 하 다.여기서 패턴의 효율이란 그림에 보인 것과 같이 배치된 패턴의 면

의 합을 그들을 둘러싸는 최소의 직물 면 으로 나 것으로,낭비되는 원단이 없는 경우 효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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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 된다. 한 90도씩 회 이 가능한 패턴이 있는 경우 해당 패턴들을 랜덤하게 회 시킨 뒤

배치하 으며,경우에는 일정 반복수를 정해 복수의 마커를 만든 다음 최 효율을 갖는 마커를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3.결과 고찰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무늬를 가지는 직물을 촬 하 다.직물의 반복단 를 검색하고 반

복단 를 이용해서 직물을 재구성한 는 왼쪽 그림에 보여지고 검색된 반복단 를 이용해 셔츠

나 바지등의 의복에 텍스쳐를 매핑한 결과는 오른쪽 그림에 보인 바와 같다.

Figure2.Examplesofdetectedrepeatunits Figure3.Interactiveadjustmentofgarmenttexture

무늬가 있는 패턴이 배치되는 그림(b)의 경우 빈틈없이 패턴이 배치되는 그림(a)에 비해 무늬가

없는 패턴은 배치된 패턴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무늬를 맞추기 해 필요

한 것으로,이런 것으로 볼 때 수작업으로 마킹하는 경우 무늬 맞춤을 고려해서 배치하는 것이 매

우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Figure4.Examplesofmarker

(a)Fabricwithoutpattern (b)FabricwithPattern

4.결론

본 논문에서는 복잡한 무늬를 갖는 원단으로 구성되는 의복 제작에 있어서 무늬 맞춤 마킹

을 자동화하는 데 필요한 소 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하 다.이를 해 디지털 카메라로 획득한 직

물 이미지로부터 직물 반복단 이미지를 검색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 다.그리고 3차원 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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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 이션과 화식 텍스쳐 매핑을 사용해서 복잡한 무늬를 갖는 원단을 써서 의복을 디자인

하는 공정을 쉽게 하고자 하 다.그리고 자동 마킹 시스템을 개발하여 복잡한 무늬의 원단 상의

한 치에 패턴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 다.향후 주문형 의복 제작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이 시스템을 퉁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직물 패턴에 련된 의사소통과 거래서비스의 수 을 직

물 원단 선택으로부터 완성 의복의 디자인으로까지 그 범 를 넓힐 수 있을 것이며,고객에게 폭

넓은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신뢰감을 심어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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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사병을 대상으로 한 

전투복 직물 마찰음의 가청거리 평가

이규린·이지 ·진은정·김민지·조길수

연세 학교 의류환경학과

1.서론

투복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은 장에서 의 감시 시스템에 의해 목표물로 탐지될 수 있

는 험을 갖고 있어 군인의 생명을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1].요즈음과 같이 투복 직물

의 다양화와 기능성 부여 등으로 인해 마찰음이 차 커지는 추세인 을 감안할 때, 투복 직

물에 청각 장 성능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청각 장 성능을 정량화한 개념에는 총음압과 가청거리가 있다 [2].총음압은 직물이 마찰할

때 발생하는 소리의 음압 벨이며,가청거리는 직물의 마찰에 의해 발생된 소리가 인간의 귀에

도달할 수 있는 최 거리를 의미한다.그러나 총음압과 가청 거리를 다룬 선행 연구들 [2],[3]에서

는 가청거리 도출에 있어 소리의 거리감쇠 공식을 사용하거나,이를 기반으로 한 회귀식을 이용했

기 때문에 실제 가청거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복 직물의 역학 특성,총음압을 측정하고, 역 사병을 상으로 field

test를 실시하여 가청 거리를 직 측정하 다. 한 측정한 총음압 가청거리와 역학 특성 간의

계를 각각 분석하여,최종 으로 청각 장 성능 구 을 한 총음압 가청거리 측 모델

을 제시하 다.

2.연구 방법

1)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구형 얼룩무늬 투복 직물 3종과 신형 디지털무늬 투복 직물 3종

이다.사용된 총 6종 시료의 기본특성은 Table1과 같다.

Specimen
Fiber

composition
Yarn
type

Fabric
construction

Density
(w xf/inch)

T
(mm)

W
(g/m²)

W-S 65/35P*/R* Staple Ripstop 92X92 0.34 193

W-W 65/35 P/C* Staple Twill 83X83 0.41 243

W-WR 80/20P/R Staple Plain 125X125 0.34 183

D-F 68/32P/C Staple Ripstop 100X100 0.36 226

D-SW 75/25 P/R Staple Twill 75X75 0.40 238

D-FR 50/50AD*/FR* Staple Ripstop 67X67 0.37 215

Table1.Characteristicsof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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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물의 역학 특성 측정

KES-FBsystem(Kawabata,1980)을 사용하여 직물의 인장,굽힘, 단,압축,표면 특성,두께

무게에 한 17개의 역학 특성치를 측정하 다.

3)직물 마찰음 녹음 총음압 계산

무향실(backgroundnoise20dB)에서 직물소리 발생 장치인 SimulatorforFrictionalSoundof

Fabrics(Patent,No.10-2008-0105524)를 이용하여 은 남성이 걸을 때(0.6m/s),가볍게 뛸 때

(1.0m/s),달릴 때(1.8m/s)의 속도로 직물을 왕복 마찰시켰으며,발생된 소리는 고성능 마이크로폰

(Type7698,B&K)을 이용하여 녹음하 다.

시료의 녹음된 마찰음은 SoundQualityProgram(ver.3.2,B&K)을 이용하여 wavefile로 환

하고,0～20,000Hz의 주 수 범 에서 FFT(FastFourierTransformation)분석으로 얻은 스펙트럼

에 기 하여,총음압(SPL)을 계산하 다.

4)가청거리 측정

가청 거리의 측정은 청력에 이상이 없는 20 역 사병 30명을 상으로,불완 확률화 블록

계획법에 의해 이루어졌다.세 가지 마찰 속도에 따른 총 18개의 투복 직물 마찰음의 wavefile

을 난수표에 의하여 무작 로 배열시켜,한 실험 참가자가 서로 다른 6개의 마찰음을 듣고 가청거

리를 평가하도록 하 다.각 시료의 가청거리는 서로 다른 실험 참가자 10명에 의해 평가되도록

설계되었다.

측정은 맑은 날 오후(기온 7±3℃,습도 40%미만,풍속 3-5m/s)에 경기도 연천군에 치한 비

군훈련소에서 진행되었으며,마찰음은 데시벨 측정기로 각 시료 별,속도 별 음압 벨을 맞추어

wavefile의 형태로 휴 용 스피커로 재생되었다.실험의 체 과정을 Fig.1에 나타내었다.

Fig.1.Flow ChartforMeasuringAudibleDistanceofSpecimen

5)통계 분석

SPSS통계 패키지(Ver.18)를 사용하여 상 계분석(Pearson’scorrelation)과 단계 다 선형

회귀분석(stepwisemultiplelinearregression)을 실시하 다.

3.결과 고찰

1) 투복 직물의 역학 특성

Fig.2는 6종 시료의 역학 특성을 나타낸다.W-WR 시료는 인장(RT:71.02%),굽힘(B:

0.588gfcm/cm2), 단(G :10.38gfcm/cm2,2HG:13.13gf/cm)특성에서 최 값을 나타냈다.W-S시료

는 표면 특성(MMD:0.029,SMD:4.13μm)에서 최 값을 보 으며,D-UDT 시료는 시료 가장

큰 두께와 무게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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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MechanicalPropertiesofSpecimen

2) 투복 직물의 총음압과 가청거리

투복 직물의 총음압 계산값은 64.7～77.9dB범 의 분포를 보 으며,fieldtest에서 군인들을

상으로 측정해서 얻은 가청거리는 2.0～33.3m의 범 의 값을 가졌다(Table2).마찰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총음압 값이 커졌으며,가청거리 한 증가하 는데,이는 투복의 청각 장 성

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Specimens
SoundPressureLevel(dB)(n=3) Audibledistance(m)(n=10)

walking jogging running walking jogging running

W-S 64.73 70.77 74.07 2.05 4.56 5.86

W-W 66.13 70.90 73.17 3.01 6.26 8.04

W-WR 70.13 74.97 77.93 13.23 22.07 33.26

D-F 66.53 69.70 71.27 3.18 5.10 6.83

D-UDT 65.20 69.70 74.27 3.93 12.20 16.60

D-FR 65.20 69.80 71.30 3.06 5.38 7.64

Table2.SPLandADofSpecimensatEachFrictionalSpeed

3)총음압,가청거리와 역학 특성 간의 상 계

총음압은 WT(인장에 지),MIU(평균 마찰계수)와는 부 상 계를 보 으며,RC(압축 질

리언스)와는 정 상 계를 보 다(Table3).가청 거리 역시 MIU와는 부 상 계,RC와는

정 상 계를 나타냈다.한편,물리 소리 크기인 총음압과 실제 군인들이 듣고 평가한 가청

거리는 0.931의 매우 높은 상 계수를 보 다.

SPL AD

WT(tensileenergy) -.825* -.580

MIU(coefficientoffriction) -.895* -.812*

RC(compressionalresilience) .937** .828*

SPL 1 .931**

*:<.05,**<.01

Table3.CorrelationCoefficientsamongMechanicalPropertiesandSPL,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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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총음압,가청거리 측 모델

Table4는 총음압을 종속 변수로,역학 특성을 독립변수들로 하여 단계 다 선형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이에 따라 총음압 측 모델은 SPL=56.176+0.235RC 로 도출되었으며,모델에 사용

된 계수와 상수는 p<.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B Adj. β t Sig.
CollinearityStatistics

Tolerance VIF

(constant)

RC

56.176

.235
.848 .937

21.158

5.367

.000

.006
1.000 1.00

DependentVariables:SPL

Table4.RegressionModelsforSPLbyMechanicalProperties

가청거리를 종속변수로,역학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여 도출된 모델들 ,가 높으며

다 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최 의 모델을 Table5에 제시하 다.이에 따라 가청거리 측 모델

은 AD=-2.084+0.699RC-126.556LC 로 분석되었으며,각 계수들은 p<.01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B Adj. β t Sig.
CollinearityStatistics

Tolerance VIF

(constant)

RC

LC

-2.084

.699

-126.556

.942 .785

-.530

-.233

7.257

-4.896

.031

.005

.016

.993

.993

1.007

1.007

DependentVariables:AD

Table5.RegressionModelsforADbyMechanicalProperties

4.결론

총음압과 가청거리는 마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여,청각 장 성능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역학 특성 WT,MIU,RC는 총음압,가청거리와 높은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총음압,가청거리 측 모델은 청각 장 성능을 갖추기 한 투복 직

물 개발의 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측 모델을 기반으로

청각 장 성능 구 을 한 구체 인 역학 특성치 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No.2011-00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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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ho,S.(2011).MinimizingFrictionalSoundandPredictingAuditorySensibilityofLaminated

VaporPermeableWaterRepellentFabrics,UnpublishedDissertation,YonseiUniversity,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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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초와 오베자로 염색한 면직물의 다기능성

홍경화

공주 학교 의류상품학과

천연염색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작물들 가운데 약리작용이 있어 약재로도 사용되고 있는 자

와 오베자로 면직물을 염색하고 이 염색된 직물의 항균성과 항산화성을 조사하 다.자 는 지치

라고도 하는데 뿌리에서 보라색 색소를 얻을 수 있고 한 갖가지 항균,항염,항암 효과로 오랫

동안 약재로 사용되어온 작물이다.오베자는 붉나무 잎에서 기생하는 작은 벌 들의 집으로 이 벌

집 속에는 죽은 진드기와 진드기 배설물들이 얽 있으며 떫은맛을 내는 탄닌성분이 들어있어

한방에서는 지 작용이나 종양 억제,종기 피부염,가려움증,피부습진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천연재료를 셀룰로스 섬유인 면직물에 용하기 해

면직물에 양이온화제를 선처리 하고 오베자와 자 에서 추출한 염액으로 양이온이 도입된 면직물

을 염색하 다.연구결과 양이온화제 처리는 면직물의 천연염색성을 뚜렷하게 향상시켰으며,이

게 양이온화제를 처리한 면직물에 자 와 오베자를 함께 염색하 을 때 항균성과 항산화성이 우

수하게 나타났다.

Reduction % of

S.aureus

Reduction % of

K.pneumonia

처리하지 않은 면직물 - -

(a) 83.0 24.6

(b) 99.8 97.2

(c) 99.7 99.2

(d) 99.9 99.9

항균성(표)과 항산화성(그림):(a)양이온화제 처리한 면직물,(b)자 염색한 면직물,

(c)오베자 염색한 면직물,(d)오베자+자 염색한 면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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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직물의 대전방지가공

안 무

한성 학교 의류패션산업 공

1.서론

일반 으로 폴리우 탄의 경화 시스템은 희석된 유기용제의 증발에 따라 경화가 이루어져 유기

용제의 높은 가격에서 오는 경제 인 단 과 용제 사용에 따른 기오염의 유발 작업 조건의

악화,화재발생의 험 등의 원인이 되어왔다.이에 유기용제 사용에 따른 단 을 보완하고 기

를 오염시키지 않는 수계고분자를 사용하기 한 노력으로 물을 용매로 사용할 수 있는 emulsion,

water-soluble,colloid-dispersion등의 수계 수지를 리 응용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구체 혼

합법과 화유화법을 이용하여 폴리우 탄 분산입자를 제조하 다.첫번째 단계로서 환상지방족

isocyanate인 IPDI(isophoronediisocyanate)와 poly(ethylene-adipate)glycol을 반응시켜 우 탄

을 형성하 고,여기에 친수성기로 DMPA(dimethylpropanoicacid)를 도입하여 구체를 제조하

다.두번째 단계로 제조한 구체를 아민으로 화시켜 폴리우 탄 분산입자를 제조하 다.

한 제조된 폴리우 탄(PU)을 방지제로서 의류에 용하 는데 이러한 이온성 폴리우 탄을

섬유표면에 부착,가교불용화시켰다.

2.연구방법

재료:폴리우 탄 구체를 합성하기 해 사용된 polyisocyanate는 IPDI를 사용하 고 폴리올

은 분자량이 각각 600,1000,1500,2000,3000인 poly(ethylene-adipate)glycol과 polyoxyethylene

glycol polyoxypropyleneglycol을 사용하 다.친수성기 도입을 해 DMPA를 사용하 다.

한 화반응에는 diamine triamine계를 사용하 다.

합성방법:폴리우 탄 구체를 합성하기 하여 온도계,질소가스 주입 ,환류 냉각기,교반장

치 진공펌 가 구비된 반응기를 비하고 polyesterpolyol/polyetherpolyol과 DMPA를 투입하고

질소가스 주입과 함께 교반하면서 온도를 승온시켜 용융시킨 다음 IPDI를 가하여 혼합한 후 서

서히 승온하여 반응시켜 말단 isocyanate기를 갖는 구체를 제조하 다.그 다음 구체가 담겨

있는 반응조를 냉각하면서 도 조정제를 투입하고 화제인 아민을 넣어 화시키고 chain

extender를 투입하여 감압하에서 도조정제를 제거하여 폴리우 탄 분산액을 얻었다.

수분산성 폴리우 탄 합성확인:수분산성 폴리우 탄을 제조한 후에 우 탄결합을 정성 으로

확인하기 해서 FT-IR(BOMEN사 MS-505)을 이용하 다.각 spectrum의 resolution은 4cm-1이

고,scanning은 10회로 하여 transmittancemode를 찰하 다.

방지가공: 방지가공은 wetpick-up80%가 되도록 방지제를 농도별로 직물에 패딩하

다.Mathis사(Swiss)의 실험실용 padder를 사용하여 패딩하 고,조건은 1.6kg/cm2,속도는 2m/min

이었다.건조는 110℃,2분,열처리는 180℃,1분간 실시하 다.tenter는 labotex사(Taiwan)의 실험

실용 mini-tenter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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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성의 평가는 KSK 0555의 B법(마찰 압측정법)에 의해 측정하 고 내구 제 성 평가를

한 세탁은 KSK0432법에 의해 실행했다.

3.결과 고찰

방지성능:폴리에스터와 같은 소수성 합성섬유는 10ohm m 정도의 큰 비용 항을 갖는

연체로서 직물로서 착용시 쉽게 정 기를 발생시킨다.이러한 정 기는 하의 분산속도를 증가

시키거나 정 기 발생을 제거함으로서 제어할 수 있다.물은 비교 높은 도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 은 양이 섬유에 흡착되어도 하게 섬유의 도성이 커지게 된다.따라서 물이

나 용해된 이온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흡수성 화합물을 섬유표면에 부착시켜 주면 방지제로

작용하게 된다.특히 이온성 정 기 방지제를 섬유표면에 부착,가교 불용화시키면 내구 인 제

성을 갖게 된다.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한 내구성 방지제는 주로 이온성 는 흡습성 능기를 가지는 화

합물로서 가교결합에 의하여 섬유표면에 고분자 망상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방지 가공된 직물의 제 성을 알아보기 하여 마찰 압을 측정하 다. 방지가공된

직물의 마찰 압의 측정결과이다.일반 으로 2kV의 마찰 압을 가질 때 제 성이 있다고 하며,

1kV이하이면 우수한 제 성을 갖는다고 한다.미처리 폴리에스터 직물의 마찰 압이 11-14kV

사이의 값을 갖는데 30g/l농도로 처리한 직물의 경우에도 세탁이 의 마찰 압은 1kV이하로 우

수한 방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탁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직물의 마찰 압이 증가하여 10회

세탁 후에도 2kV로 제 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결론

수분산성 폴리우 탄 입자의 FTIR 스펙트럼분석결과 폴리우 탄이 제 로 합성되었음을 확인

하 다.합성한 폴리우 탄 방지제로 처리한 폴리에스터 직물은 농도로 처리할 때보다 고농

도로 처리할 때 더 좋은 제 성을 가졌으며 10회 세탁 시까지 좋은 제 성을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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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아동복 매장의 디스플레이 계획에 관한 연구

이은경

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즈니스학과

Ⅰ.서론

패션업체들은 고객의 새로운 소비패턴 변화에 응하기 하여 매환경 이미지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매장 컨셉에 맞는 감각 인 디스 이로 고객의 주목을 끌고 흥미를 갖게

하고 고객을 감동시키고자 한다.최근 아동복 구입시 고 랜드를 선호하는 신세 주부가 늘면

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새로운 개념의 아동복 매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아동복은

신체 ,감각 ,지 발달 등의 특성을 고려해 만들어지고,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

에 이를 효과 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매우 특색있는 매장 디스 이를 해야 한다.그러나 지

까지 아동복 매장의 디스 이는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인복의 축소 과 같은 방

식으로 진행되어왔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 매장의 디스 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새로운 변화에 응하고 아동복의 특성을 살리면서 타 매장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별 기본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이는 아동복 매장에서 랜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상품을 고 스럽

게 보이도록 하여 매로 이어지게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Ⅱ.연구방법

아동복과 디스 이에 한 개념,역할과 필요성,구성요소 등은 선행연구,단행본을 통해 이론

고찰을 한다.실증 연구는 갤러리아,신세계,롯데, 백화 입 아동복 랜드인 빈폴키

즈,랄 로 칠드런,BB키즈,라라키즈,미키마우스 등의 매장 촬 사진 50 과 인터넷 사진자료

65 총 115 을 수집하 다.이를 랜드 아이덴티티,공간구성,색채,조명,집기구성 등으로 나

어 분석한 후 이것을 토 로 새로운 디스 이 계획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결과 고찰

기존 아동복 매장을 5가지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후 문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한 결과

를 가지고 새로운 디스 이 계획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랜드 아이텐티티 계획

디스 이 계획에 있어서 요한 결정은 디자인 심으로 할 것인가? 랜드 이미지 심으로

할 것인가?이다.최근 아동복 매장의 주 고객인 신세 주부의 경우 랜드 충성도가 높아서 인

지도가 높은 고 랜드를 반복 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랜드 이미지 심으로 디스 이 계획

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설정된 랜드 이미지는 이미지 조정,이미지 통합,실제 표 등 디

스 이 과정에서 개념 지침으로 정해야 한다.즉 매장의 분산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

합해서 하나의 컨셉으로 통일시켜 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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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간구성계획

매장의 치와 특성,규모와 기능에 합한 공간구성계획은 원활한 동선,효율 인 매장,쾌 한

공간 등을 만들 수 있다.기존의 아동복 매장 분석결과 공간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부

분 아동복만의 차별화된 공간구성을 이루지 못한 이 문제 으로 악되었다.특히 상품진열 물

량이 매장면 에 비해 많기 때문에 고객을 한 공간은 배려하고 있지 않았다.따라서 이미

지 연출공간과 휴식 서비스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고객의 쇼핑환경이 일반 패션매장과

비교해 차이 을 찾아볼 수 없었다.이를 개선하기 해서는 시즌별 상품 출고량 조 ,가변 이

고 심 한 공간구성,휴식공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단되었다.

3.색채계획

매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 에 들어오는 것은 색채라 할 수 있다.아동복 매장 역시 색채

의 향이 매우 크다.특히 아동복은 무채색보다는 부분 유채색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에서도 페일톤,다크톤 등 보다는 비비드톤을 사용하는 비 이 높기 때문에 아무런 규칙이나 계획

없이 디스 이를 하면 시각 인 이미지가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매장 체의 이미지를

일 성있게 연출하기 해서는 상품의 색차를 조 하고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분류하고 진열해야

한다. 한 아동복 자체가 다양한 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천정,벽,바닥,집기 등의 색을 신 하

게 선택함으로써 상품을 더욱 돋보이게 해야 한다.

4.조명계획

아동복 매장에서 효과 인 매장환경을 계획하려면 우선 으로 질 으로 우수한 조명원과 조명

기구에 한 선택이 필요하다.직 은 명암의 경계가 확실하고 색채표 이 분명하나 반사되어

을 자극하고,간 은 부드럽고 비춰지는 상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아

동복을 밝고 경쾌하게 보이도록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아동복 매장의 조명 계획 시에는 아동복만

의 밝음,경쾌함,생동감 등을 잘 표 하면서 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한편 상품 특성에 따른

조명방법,조도의 배분, 부심 방지, 리의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5.집기구성 계획

집기는 매장 구성시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한 연출의 기본이 됨은 물론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요한 역할을 한다.집기와 매장,집기와 상품과의 계에서

진열상품의 규격,진열방법,진열 치 등을 아동복의 특성과 쇼핑하는 고객의 특성에 맞게 검토해

야 한다.즉 아동과 부모가 함께 흥미를 갖고 상품을 살펴보고 한 에 악할 수 있도록 집기의

높낮이 등을 조 해야 하며,슬리 아웃 진열방식의 집기보다는 페이스 아웃시킬 수 있는 집기를

활용하여 토탈코디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아동복 매장의 가장 요한 컨셉은 생동감이라

할 수 있다.생동감있는 매장연출을 해 가능한 자주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해 기본 인

집기배치의 변화가 쉽도록 모듈화도 고려해야 한다.

Ⅳ.결론

아동복매장의 새로운 디스 이 계획에 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아동복 매장은 매장의 분산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컨셉으로 통일시켜 랜

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것이 요하다.공간계획은 휴식공간,시즌별 상품 출고량 조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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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심 한 공간구성 등이 필요하다.색채계획은 상품의 색차를 조 하고 일정한 규칙을 정해서

분류하고 진열해야 한다. 한 천정,벽,바닥,집기 등의 색을 신 하게 선택함으로써 상품을 더

욱 돋보이게 해야 한다.조명은 상품 특성에 따른 조명방법,조도의 배분, 부심 방지, 리의 경

제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집기구성은 높낮이 등을 조 할 수 있어야 하며,페이스 아웃시킬 수

있는 집기를 활용하여 토탈코디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하고,변화가 쉽도록 모듈화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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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오브제 표현에 의한 패션디스플레이 디자인 연구

이은경

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즈니스학과

Ⅰ.서론

패션매장은 새로운 라이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패턴을 가진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창조 감성과 감각 인 아이디어를 갖춘 매장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즉 미학 가치와

문화 인 요소까지 필요로 하는 고감도,고 취향의 고객들에게 감성 디자인과 감성 마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매환경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이를 실 하기 해서

최근 패션디스 이 디자인은 확장된 개념 속에서 3차원 오 제 표 을 통하여 고객의 각과

감각을 감동시키는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오 제 표 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마 속에서 인간

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로 긴 한 연 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시 변화에

응하여 매환경에서 보다 효율 인 상품 이미지 연출에 의한 시각 정보 달을 하여 오

제 표 에 의한 새로운 연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디스 이 디자인의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오 제 표 과 디스 이의 개념,특성,구성요소,역할 등은 국내외 서 과 선행연구,인터넷

자료 검색 등을 통해 이론 고찰을 한다.이를 토 로 오 제 표 기법에 의한 디스 이 디자

인을 분석,상호연 성을 찾아내기 하여 갤러리아,롯데,신세계백화 의 매장 촬 사진 36 과

인터넷 사진자료 64 총 100 을 수집하 다.이를 5가지로 분류하여 어떤 방법으로 오 제 요

소를 수용하 는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오 제 표 에 의한 디스 이 계획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Ⅲ.결과 고찰

기존 패션매장의 디스 이를 5가지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후 문제 ,개선방안 등을 모

색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운 오 제 표 의 디스 이 계획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환경에 한 메세지 달

SPA 랜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앞으로의 패션산업은 새로운 창조라는 개념보다는 지구에 쓰

기를 만들어주는 산업이라는 개념 쪽으로 바 고 있다.기름,물 등 패션산업에 으로 필요

한 자원도 고갈되어가고 있는 실에서 패션산업이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고객에게 심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폐품 등을 오 제화하여 재창조된 신선한 이미지를 디스

이 디자인에 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폐품을 활용한 오 제들은 아슬아슬하게 조합되어 우연성

을 자유롭게 보이게 하며 새로 태어난 그 자체로서 존재가치를 갖음으로써 어떤 것보다 고객에

게 강한 호기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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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수 술과의 콜 보래이션

고감도의 고객을 타켓으로 하는 패션매장의 경우 각 분야의 순수 아티스트와의 콜 보래이션으

로 시 의 첨단을 가는 이미지를 고객들에게 어필해야 한다.패션디스 이 디자인은 순수 술

의 향을 받음으로써 표 의 다양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디자인 역의 확 ,조형 술로의 확장

을 이룰 수 있다.고객들과의 교감을 통한 술의 확산으로 술의 화,보편화의 경향을 추구

할 수 있다는 것이다.즉 순수 미술을 심으로 한 표 특성은 디스 이 디자인에서 구매공

간을 시각 으로 표 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조형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본래 목

을 달성하면서도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3.일상 이미지의 상징 표

3차원 인 오 제 표 의 다양한 가능성을 살려서 일상 인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은 고객 지

향 인 미를 추구하려는 디스 이 디자인의 목 과 일치한다.디스 이 디자인의 목 은 상품

을 돋보이게 하고 상품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메시지를 달하여 매로 연결시키는 것이다.디스

이 디자인은 시 상황과 술로서의 표 력과 일치할 때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

다.따라서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상 이미지의 상징 표 은 디스 이 디자인과 정

서 으로 일치하여 살아있는 등가로써 용될 수 있다.이는 신상품이나 코디네이션 상품을 알려

주고자 할 때 사용하면 아주 효과 이다.

4.키네틱 기법 활용

키네틱 기법이란 다양한 에 지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창조하는 것으로 자연 인 에 지나 인공

인 에 지를 이용하여 물체가 움직이는 모양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다.즉

선이 움직이면서 면이 되고 면이 움직이면서 공간을 창조하며 이 공간이 움직임으로써 살아있는

것과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이러한 키네틱 기법이 디스 이 디자인에 새로운 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움직이는 것은 정지되어있는 것보다 확실히 주목성이 강하고 고객으로 하여 감

동과 생동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이다.특히 아웃도어 매장,스포츠웨어 매

장,아동복 매장 등에서 활용하면 아주 효과 이다.

5.즐거운 이미지 창조

새로운 라이 스타일을 갖고 있는 고객들은 쇼핑도 일종의 여가생활로 여기고 있다.때문에 매

장의 디스 이 디자인을 통하여 고객은 스스로 매장을 찾아오는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즐거운 이미지 창조는 인기 있는 매장을 만들기 한 요한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이를 실 하

기 해서 오 제 표 으로 만들어진 즐거움이 고객의 기분을 고조되게 하여 상품의 구입동기를

자극하는 것이다.즉 오 제 기이성,창조성,리듬성 등의 디스 이 스토리가 화젯거리로 떠오

르면서 디스 이 디자인이 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Ⅳ.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디스 이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용할 수 있는 오 제 표 5가지는

환경에 한 메시지 달,순수 술과의 콜 보래이션,일상 이미지의 상징 표 ,키네틱 기법

의 활용,즐거운 이미지 창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이와 같이 미래 지향 이고 확장된 개념

속에서의 오 제 표 은 새로운 라이 스타일을 하고 있는 고감도 고 취향의 고객들의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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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심을 이끌어내 매효율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 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 미 가치

와 문화 요소까지 요구하는 고객의 구매행동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환경을 오 제 표 으로

확 시켜 다양한 패션디스 이 디자인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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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남녀 애완견 의상의 패턴과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이주은

배화여자 학교 의상디자인과

Ⅰ.서론

인간이 애완견을 기르기 시작한 역사는 선사시 로 거슬러 올라간다.애완견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상호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의 훌륭한 가족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맹인안내견,인

명구조견,마약탐지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21세기에 어들어서는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독신가구나 무자녀자구,노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외감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애완견이 각 을 받으면서 애완견 보

유 가구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애견 련 산업도 매년 꾸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애견 련 시장의 규모는 2010년 말 기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최근에는 오

라인뿐 아니라 온라인까지 역을 넓 애견시장의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이와 같은 애견

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애견 의류 용품 시장의 규모 역시 폭발 으로 증가하여 2010년 기

5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애견의류 시장은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애완견의 신체 특성을 고려한

의상디자인의 개발이 부족하며 애견의류의 패턴 역시 애견들의 신체치수를 토 로 계량화된 체계

인 패턴의 개발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애완견의 의상과 련된 연구가 본격 으로 이루어진 것은 2000년 이후로서 애견의

상의 원형개발(김정민,박선경,2010;정화숙,문명옥,2006)과 디자인개발(박선 ,양숙향,2003;박

혜진,2005),애견의류 구매실태(김정숙 외,2007)에 한 연구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양 으로 미미

한 실정이며,특히 애견의류업체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애견의상패턴과 이를 활용한 실용

인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견의 신체치수를 기 으로 애견업체에서 간편하게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애견의류 패턴을 개발하고 활용도가 높은 애견의상의 아이템을 심으로 개발한 실용 인

디자인을 제안하여 애견의류 제작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애완견 의상의 패턴과 디자인개발을 하여 선행 논문과 국내 최 포털사이트인 네이얄 선연

결된 애완견 의상 문 쇼핑몰에서 시 되는 상품 분석을 토 로 애완견 의상의 종류와 아이템

사이즈체계를 분석하 으며,애완견 의상의 원형개발에 한 선행 논문의 연구결과를 수정 보

완하고 실험원형에 한 착의 평가를 거처 본 연구에 사용될 상의와 소매 기본패턴을 제작하 다.

그리고 상용상황과 애완견의 성별을 고려하여 실용 인 애완견 의상 패턴과 디자인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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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논의

애완견의 체형은 사람과 다르므로 애완견의 몸에 잘 맞고 편안한 옷을 만들기 해서는 애완견

의 체형을 고려한 패턴이 만들어져야 한다.애완견은 네발로 직립하기 때문에 등 쪽의 가슴둘 와

암홀길이가 배 쪽의 가슴둘 와 암홀길이보다 길며,배 쪽 보다는 등 쪽의 보이는 부분이 많기 때

문에 애완견 의상의 경우 등 쪽에 디자인 포인트를 두는 경우가 많다.

애완견 의상의 기본패턴 제작을 하여 애완견 의상 원형개발에 한 국내 연구 체계 인

연구방법을 통해 계량화된 원형을 제시한 정화숙과 문명옥(2006),김정민과 박선경(2010)의 원형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실험원형을 제작하여 3차에 걸친 착의평가와 수정작업을 거쳐 본 연구

에 사용될 기본패턴을 제작하 다.본 연구의 기본패턴은 애완견의 신체 특징을 최 한 고려하

으며,가슴둘 를 기 으로 각 부 의 수치를 계량화하여 애완견의 사이즈에 따라 업체에서 편

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네이버에 연결된 애견의류 문 쇼핑몰 비교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있는 10개의 쇼핑몰을

상으로 아이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애견의상은 10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이 인

기 아이템은 티셔츠,원피스,아우터(코트/재킷/ 퍼)이며,올인원과 특별한 날에 입는 스페셜 의상

(한복,드 스/턱시도,코스튬 등)이 그 뒤를 이었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와 애완견

의상을 용도에 따라 평상복,외출복, 티의상으로 나 박선 과 양숙향(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애견의상을 착용상황에 따라 평상복,외출복,스페셜 의상으로 나 고,인기 애견의류아이템인 티

셔츠,원피스,아우터(코트/ 퍼),스페셜 의상(드 스/턱시도)을 심으로 남녀 애완견 의상으로

합한 6개의 아이템에 한 패턴과 디자인을 개발하 다.구체 으로 개발된 디자인은〈그림 1〉

과 같다.

평상복 외출복 스페셜의상

여

아

용

원피스 코트 웨딩드 스

남

아

용

티셔츠 후드 퍼 턱시도

〈그림 1〉착용상황과 성별을 고려한 애완견 의상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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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본 연구에서는 애견의류 시장의 성장과 함께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애완견 의상 제작업체에서

실용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애완견 의상 패턴을 개발하고 인기 아이템을 심으로 애완견의 성별

과 착용상황을 고려한 애완견 의상 디자인을 제안하 다.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아직까지는 양

인 성장에 비해 체계 인 연구나 개발이 부족하며 신선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애

완견 의상 제작업체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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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진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 진재킷 ․진팬츠를 중심으로 -

진 박‧이경희

부산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진패션은 패션트 드와 함께 개성을 시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21세기 유행의 한 축

이다.2012년 런던 올림픽에 맞춰 어반 스포티 캐주얼룩이 빅 트 드로 떠오르면서 웨어러블한 진

팬츠가 주목받고 있다.최근 진패션의 경향을 살펴보면 진팬츠라는 한정 아이템에서 셔츠,코트,

가방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도 선보여지고 있는 만큼 진패션의 역도 확 되고 있다.매년 수 억

벌이 만들어지는 거 산업이기도 한 진은 다양한 가공법과 재질감으로 캐주얼뿐만 아니라 섹시

한 스타일까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최근에는 소재,워싱,디테일의 특성을 살려 더욱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되고 진 아이템은 어떤 스타일에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메인 아이템이 되었고 21세기의 데님 의상은 더 이상 작업복이나 안티 패션 는 단순한 캐주얼

의상이 아닌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소령,200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진 아이템의 조형 특성에 한 연구를 하

고자 한다.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ㆍ패션컬 션에 나타난 진재킷의 조형 특성을 알아본다.

ㆍ패션컬 션에 나타난 진팬츠의 조형 특성을 알아본다.

ㆍ패션컬 션에 나타난 진패션의 조형 특성을 성별 비교한다.

Ⅱ.연구방법

패션컬 션에 나타난 진패션 조형 특성을 분석하기 해 사용된 자료 수집은 패션 컬 션

련 정보 사이트(www.style.com,www.vogue.com)에서 2007년 S/S시즌에서 2011년 F/W시즌까지

의 최근 5년 나타난 진패션 사진 695장을 상으로 하 다.진패션의 조형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선해연구(배정례,2006;이경희,이은령,2008)를 바탕으로 진패션 조형 특성 분석기 을 구

성하 다.자료분석 방법은 내용분석과 통계 분석(SPAW Statistics18)을 활용한 빈도분석,백분

율,교차분석, -test을 실시하 다.

Ⅲ.결과 고찰

1.진재킷의 조형 특성

남성 진재킷에 한 분석 결과 배틀(11.9%),스포츠(7.0%),셔츠(6.3%),테일러드(6.3%)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실루엣은 사각형(31.5%),삼각형(3.5%),X자형(2.1%)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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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단(17.4%),장(7%)의 순으로 나타났다.칼라는 컨버터블(19.6%)테일러드(4.9%),셔츠

(4.2%)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깨선은 완만 간(26.8%),각진 간(26.2%),각진 높은(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소매는 셋인(23.1%),셔츠(14%)만 나타났다.여 양식은 싱 (35.0%),더

블(1.4%),없음(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추개수는 5개 이상(12.6%),5개(7.7%),단추 없음

(7.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장식 포켓은 패치(18.9%),셋인(13.3%),없음(4.9%)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표 기법은 없음(30%),워싱(10.0%),복합(3.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출기법에서는

이어드(15.4%),연출기법 없음(14.7%),액세서리(5.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색상은 PB(26.6%),

복합(2.8%),Y,B,BK의 순으로 나타났고 색조는 어두운톤(13.3%),수수한톤(6.3%),화려한톤

(4.9%),복합 톤의 순으로 나타났다.재질특성은 동일(33.6%),이질(2.1%)유사(1.4%)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무늬는 없음(32.9%),기하학 (2.8%),양식 ,추상 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진재킷에 한 분석 결과 테일러드(20.3%),셔츠(11.2%),배틀(8.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은 사각형(30.1%),X자형(23.1%),삼각형(3.5%)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길이는 (30.1%),단

(23.8%),장(2.1%)의 순으로 나타났다.칼라 종류는 컨버터블(21%),없음(11.9%),셔츠(9.8%)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깨선은 각진 간(47.5%),원만 간(42.7%),완만 높은(18.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소매는 셋인(41.3%),셔츠(11.9%),래 런(2.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여 양식은 싱

(55.2%),더블(4.9%),없음(2.8%)의 순으로 나타났다.단추개수를 살펴보면 단추 없음(14.7%),5

개(14.0%),5개 이상(14.0%)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포켓은 없음(28.7%),셋인(18.2%),패치(16.1%)

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기법은 표 기법 없음(35.7%),워싱(13.3%),패치워크(5.6%)의 순으로 나

타났으며 연출기법은 연출기법 없음(32.9%), 이어드(21.7%),액세서리(4.2%)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색상은 PB(53.1%),복합(4.2%),B(2.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색조는 어두운톤(20.3%),수수

한톤(15.4%),밝은톤(10.5%)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진재킷의 재질특성은 동일(52.4%),이질

(5.6%),유사(4.9%)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늬는 없음(56.6%),기하학 (2.8%),양식 (2.1%)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2.진팬츠의 조형 특성

남성 진팬츠를 살펴본 결과 스트 이트(26%),테이퍼드(18.1%),쇼츠(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은 컴포트(26.5%),슬림(12.7%),와이드(9.6%)의 순으로 나타났고 길이는 롱(40.8%),버뮤다

(3.2%),앵클(2.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성 진 팬츠의 표 기법은 표 기법 없음(20.2%)워싱

(17.5%),복합(6.1%)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출기법은 없음(25.5%)액세서리(12.4%),롤업(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성 진팬츠의 색상은 PB(36.4%),복합(3.4%),BK(2.9%)의 순으로 나타났

으며 색조는 어두운톤(14.3%),복합톤(8.2%),수수한톤(7.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재질특성은

동일(48.6%),유사(1.0%),이질(0.2%)의 순으로 나타났고 무늬는 무늬 없음(45.9%), 추상 (1.8%),

기하학 (1.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진팬츠의 종류는 테이퍼드(21.7%),쇼츠(10.9%),스트 이트(7.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루엣은 슬림(20.4%),컴포트(131.6),와이드(10.3%)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길이는 롱(22.8%),

앵클(13.0%),쇼트(6.1%)의 순으로 타났다.표 기법은 표 기법 없음(19.9%)워싱(15.6%),복합

(6.7%),패치워크(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출기법은 연출기법 없음(26.8%) 액세서리

(12.5%),롤업(8%)의 순으로 나타났다.색상은 PB(39%),복합(4.2%),B(2.4%)등의 순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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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색조는 어두운톤(11.5%),화려한톤(9.5%),수수한톤(8.7%)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재질특성은

동일 재질(47.0%)유사조합(2.2%),이질조합(1.0%)의 순으로 나타났다.무늬는 무늬 없음(44.0%),

추상 (2.7%),양식 (1.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여성복과 남성복의 조형 특성 비교

패션컬 션에 나타난 진패션의 조형 특성을 성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진재킷에 있어서 남성은 사각형 실루엣과 배틀 재킷이 많이 나타났고 여성은 X자형 실루엣과

테일러더 재킷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디테일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은 칼라 없는 경우가 남성보다

많이 나타났고 소매,여 양식 한 남성 진재킷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여성 진재킷의 단추 개

수는 1개나 단추 없는 경우가 상 으로 많이 나타났다.남성 진재킷은 반 으로 장식 포켓

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진재킷은 성별과 계없이 50% 이상이 표 기법은 사용하지 않았으

며 여성 진재킷은 워싱,패치워크 표 기법이 상 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색조를

분석 한 결과는 여성은 밝은톤,수수한톤 상 으로 많이 나타났다.

진팬츠에 있어서 남성 진팬츠는 스트 이트가 주로 나타났으며 여성 진팬츠는 테이퍼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종류의 팬츠도 다양하게 나타났다.여성 진팬츠는 남성 진팬츠보다 스키니,

슬림 실루엣 상 으로 많이 나타났다.길이는 여성 진팬츠의 경우 롱 뿐만 아니라 다른 길이도

다양하게 나타났다.표 기법은 성별과 계없이 50% 이상 표 기법을 사용하 으며 여성 진팬츠

는 워싱,패치워크,복합 등의 기법이 상 으로 많이 나타났다.연출기법은 성별과 계 없이

50% 이상 연출기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진팬츠는 롤업이 상 으로 많이

나타났다.색조는 남성 진팬츠는 어두운톤이 상 으로 많이 나타났고 여성 진팬츠는 밝은톤,화

려한톤,수수한톤,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재질은 남성 진팬츠는 동일 재질이 많이 나타났고

여성 진팬츠는 남성보다 다양한 재질 조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결론

패션 컬 션에 나타난 진재킷은 부분 표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각형 실루엣, 당한

길이,원만한 어깨선,싱 여 ,5개 이상의 단추,장식 포켓,BP색상,어두운톤,동일 재질,무

늬 없음, 이어드 연출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진팬츠는 부분 표 기법

을 사용하고 다양한 실루엣,연출기법,색조의 특성이 있었다.진의 색상,무늬,재질 조합,표 기

법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BP색상,동일 재질,무늬 없음,워싱기법은 진팬츠의 고유한 특성

이라고 말할 수 있다.진 소재는 워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색상 복합된 색조가 많이 나타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이와 같이 남․여별 진패션을 비교한 결과 남성 진패션은 여성 진패션 보

다 패션의 향을 게 받으면서 활동성이 높고 실용 인 디자인이 주로 나타났으며 여성 진패션

은 남성 이고 단순한 디자인에서부터 여성 인 디자인 요소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패션의 트 드를 측하고 남성 진패션과 여성 진패션의 디자인 요소들을 활용하면 개

성있는 스타일과 다양한 이미지 연출에 효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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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

현대 패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

함연자

동의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서론

2010년 미국 체 인구에서 라틴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16.3%로 백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

을 차지한다. 라질 출신의 슈퍼모델 지젤 번천(GiselleBündchen)은 건강미 넘치는 몸매를 앞

세워 세계 명성을 얻고 있고,멕시코의 (ponchos)와 치아 스(Chiapas)에서 만들어진 수공

가방이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야와 잉카 등의 고 문명으로부터 아르

헨티나의 탱고 드 스 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패션의 주요한 감의 원천으로 사용되

고 있다.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은 패션 트 드의 키워드로 컬 션의 주제로서

패션 과 술에 빈번이 등장하는 용어이기도 한데,라틴 아메리칸 패션에 한 선행 연구는

부분 에스닉 패션의 일부로서 다루거나, 는 연구의 상이 일부에 한정 되었으므로,본 연구

에서도 보다 포 인 근으로 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의 유형을 악하고 다양한 의미로 활

용되는 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의 정확한 개념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 내용은 첫째,라틴 아메리칸 스타일의 개념과 라틴 아메리칸 스타일의 형성과

련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역사 배경을 고찰한다.둘째,패션 련 서 과 패션 문 기

사에서 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을 표 하는 내용을 악하여 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의 유

형을 분류하고,디자이 의 컬 션을 심으로 사례를 찾아 패션에 나타난 유형별 조형 특

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이론 배경

2.1.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의 개념

라틴 아메리카란 명칭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언어인 스페인어,포르투칼어, 랑스어 등의 로망

스어군을 사용하는 지역에 한 총칭으로 지리 으로는 남북아메리카 륙 북아메리카의 멕시

코에서 남아메리카의 칠 에 이르는 지역과 카리 해상의 서인도제도를 포함한다.라틴 아메리카

는 매우 다양한 생태계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이러한 자연 환경의 상이성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개된 다양한 문화 발 양태의 배경이 된다. 한 라틴 아메리카를 구성하는 인종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며,이 역시 이 지역 문화의 다양성의 배경이 된다.라틴 아메리카를 타 지역과 구분

하는 일반 공통 은 과거에 라틴민족 국가의 지배를 받아 언어 뿐 아니라 문화 으로도 라틴

인 통의 배경을 지닌다는 이다.라틴 아메리칸의 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로망스어군

을 사용하는 라틴계 유럽인의 후손으로 로마 카톨릭교를 믿으며,풍속 습 등에 많은 공통성

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는 범 한 인종 혼 로 형성된 혼 족 그 혼 로 인하여

생활 속에 침투한 많은 인디오 ․니그로 인 요소도 개 공통 으로 지니고 있다.복식에서도

식민 통치 이 고 문명 가운데 발 하 던 복식과 라틴 민족의 식민 통치 이후 유입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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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들이 혼용을 이루어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다.(오은경,2011)본 연구

에서는 패션에 나타난 유형 맥락 흐름을 살펴 볼 때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역사 배

경과 련된다고 단되는 공통 인 형식 통일성을 갖는 것을 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로 정

의하고 유형 분화에 따른 각 유형의 특성을 악하고자 한다.

2.2.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의 사회․역사 형성 배경

라틴 아메리칸 륙에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의 흐름을 크게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M.

Yoshio,2003)첫째,아시아에서 건 간 민족이 정착해 살며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별다른 향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고유의 문화를 창조한 시 로 앙 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에서 페루의 잉

카 문명에 이르는 고 문명을 창조하며 살았다.둘째,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상륙한 이

래,아메리카 륙의 부분이 스페인과 포르투칼의 지배하에 들어가 그들의 강한 향 아래 라틴

아메리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스페인 포르투칼 양국은 경제 으로도 다른 나라를 배제한

채 아메리카 식민지와의 교역을 독 하려 했다.이 체제는 19세기 까지 약 300년간 지속되었다.

셋째,17세기 이후 카리 해를 심으로 침입하여 스페인,포르투칼 양국의 독 체제를 붕괴시키

려 했던 유럽 열강,특히 국을 배경으로 라틴아메리카 각지에서 독립국이 수립된 19세기 부터

재까지의 시 로,이는 크게 나 어 국의 경제 지배력이 강했던 19세기 부터 1차 세계

까지와,그 후 미국의 향이 결정 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 시 로 구별할 수 있다.이러한 역

사 맥락 속에서 원주민 사회의 통은 외부 사회로부터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 특정하여 결

정화되거나 괴되었고,많은 경우에는 변형․융합을 이루어 복잡한 양상의 사회․문화 모습들

로 실 되었다.기존의 문화 통 아래 다양한 인종간의 혼합,신 륙의 효율 식민 지배를

한 제도 장치,독립 후 정치․경제 발 과정 등이 역사 맥락에서 상호 결합되면서 형성된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다양한 인종과 그들 각각의 고유 문화 간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통과

새로운 것의 융합과 변형을 이루어 복잡한 양상의 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의 탄생 배경이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3. 패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의 유형

본 장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를 반 하는 패션 스타일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

는가를 객 으로 악하기 하여「New YorkTimes」에서 ‘라틴 아메리칸 패션’을 포함하는 기

사의 내용을 분석하고,패션 련 서 과 디자이 컬 션에서 같은 유형의 사례를 악하여

구체 인 조형 특성을 악하고자 하 다.

3.1.인디오 스타일

인디오 스타일은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인 인디오들의 고 문명을 감으로 하여 라틴 아메

리카 지역의 민속 의상과 텍스타일을 으로 응용한 룩이라 할 수 있다.인디오 스타일은

1910년 이후 과거 마야 문명과 잉카 문명의 심지 던 과테말라,볼리바아,페루,에콰도르,멕시

코 등의 통 의상과 텍스타일이 객 등을 통하여 되었다.인디오들의 통 직물 디자인은

고 신앙과 련된 나무,새,짐승,인물 주 의 동식물,기하학 문양 등이 다채로운 색상으

로 복잡하게 문양화 되어 표 된다.특히,번개를 나타내는 지그 재그 무늬,독수리,마야의 우주

론과 련되는 다이아몬드 무늬,콩,옥수수,꽃 등을 의미하는 식물 모티 와 박쥐,벌,거미,원

숭이 등의 동물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매우 도식화되어 표 된다(유태순,2006).원주민들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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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상은 부족에 따라 상이하나 문명이 발달한 지역의 기후가 열 혹은 아열 의 고산지 가 되어

서 낮에는 해가 내려쪼여 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심한 계로,보온을 해 솜

로(sombrero),페도라(fedora)와 같은 형태의 모자를 즐겨 쓰고,블라우스와 헐 한 통치마 ,튜

닉 그리고 쵸형 상의를 덧입는다.많은 경우에 고 문명을 상징하는 문양이 정교한 수 는

린지로 장식되며,나무, ,동,은, 등으로 만들어진 스틱형 핀이 옷을 고정하기 해 사용되기

도 한다.

3.2.이베리안 스타일

이베리안 스타일은 스페인의 향을 받은 여성 이고 낭만 인 스타일이다.라틴 아메리카는 별

칭 ‘이베로 아메리카’라고도 불릴 만큼 오랜 식민 지배 기간 동안 스페인 문화의 향을 압도 으

로 받았다.특히,아르헨티나, 라과이,우루과이 등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도 다수의

유럽 이민을 받아들여 재도 남유럽 인 생활을 특징으로 한다.이베리아 문화,즉 ‘스페인 풍’이

라는 말은 낭만 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데,부채, , 라 고 드 스, 이스 등의 요소들로 나

타나며,스페인 정복 이후 여성복의 가장 큰 변화는 블라우스와 풍성한 스커트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스커트는 보통 풍성하고 다양한 길이와 색상의 것을 입는데 안에 몇 개의 페티코트를 입

는다(곽미선,1992).한편, 원으로 펼쳐진 활한 들 에 세워진 카우보이들의 나라 아르헨티

나 남성들의 특징 복장인 가우 (gauchos)작업복은 식민 기 스페인 출신의 이슬람교를 믿는

모로인들의 후 들로부터 된 것으로 짙은 수염,어깨 길이의 검은 머리카락,검은색의 헐 한

가우 바지에 두꺼운 가죽 를 특징으로 한다.

3.3.트로피칼 스타일

트로피칼 스타일은 열 의 카리 해 주변 라질 연안을 연상시키는 열 의 태양 아래 검게

그을린 건강한 신체를 강조하고,남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크고 화려한 열 식물 문양 등을

사용하여 표 하는 담한 룩이다.원시와 가 공존하는 나라 라질과 카리 해 주변국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 리카의 향을 많이 받아 다양한 니그로계 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흑인

특유의 낙천 성격,춤,음악 등이 많이 스며들어 있다.1950년 에 등장하기 시작한 “코 카나바

삶(Copacabanawayoflife)”이라는 구호와 함께 세계의 미디어는 라질의 향락 인 해변 문

화를 소개하기 시작했고,화려한 색상의 얇은 스트랩이 달린 상의,가슴이 노출되도록 열려진 블

라우스,바람에 살랑거리는 집시 스커트,그리고 머리를 감싸는 실크 스카 등은 라질 해변의

패션으로 리 알려졌다.해변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종류의 미인 회들을 계기로 35-23-35인치

사이즈의 커다란 가슴과 힙을 특징으로 하는 신체의 형태가 라질 미인의 형으로 고되었고

‘라질리안 왁스’를 유행시킨 비키니는 라질 역에 걸쳐 향을 끼진 표 패션 아이템이

되었다(N.Villaca,2005).

3.4. 로(cholo)스타일

로는 스페인계와 인디오의 혼 을 가리키는 말로, 에는 주로 수입이 낮은 멕시코계 미국

인들의 하 문화와 그들의 옷 입는 방식을 의미하여 사용된다. 매체를 통하여 은이들 사이

의 하 문화인 ‘로우라이더(lowrider)’,‘힙 합(hiphop)’,특히 히스패닉 갱 문화와 자주 련되어

사용되지만,1960년 민족의 힘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자 심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 다.

로의 형 인 패션 스타일은 헐 한 카키 팬츠 는 반바지에 무릎길이의 흰색 양말,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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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비터(wifebeater)”라 불리는 흰색 티셔츠,그리고 이드 는 란넬 셔츠,후드 티 등으

로 정리 될 수 있다.셔츠와 팬츠를 풀 먹이거나 다림질하여 빳빳하게 하여 입는 것으로 유명한데

종종 리터리 스타일의 군용 벨트를 매기도 하고,짧게 깍은 머리에 헤어네트나 반다나(bandana)

를 착용하기도 한다.좀 더 세련된 룩을 원하는 로는 주트(zoot)수트를 연상시키는 정장에 드

스 셔츠,멜빵,페도라를 착용하고 로의 이미지를 표 하기 해 헤어네트나 반다나를 착용한다.

4.결론

본 연구는 라틴 아메리칸 패션 스타일의 정확한 개념을 구축하고 유형에 따른 조형 특성을

악하고자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실행되었다.패션 련 기사와 문헌에 한 고찰

결과 패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칸 문화를 표 하는 패션 유형은 인디오 스타일,이베리안

스타일,트로피칼 스타일,그리고 로 스타일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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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Maximalism)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지 ․노윤선

동서 학교 패션디자인 공

1.서론

패션은 새로운 가치 과 미의식으로 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맥시멀리즘(maximalism)은

왜곡성,변형성,과장성 등의 요소를 혼합하여 복잡함을 매치시키는 방법으로 오늘날 미니멀리즘

패션과 조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극단의 추구경향이다.패션에서 과도함으로 표 되는 맥시멀리

즘은 인 조형성과 독창 인 디자인으로 보다 격 인 것을 선호하는 시 요구에 부응

하며 차별화된 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수많은 변화와 다양한 감성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패

션계에 맥시멀리즘 시도는 기발함과 독특함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무한

한 감을 제공한다.특히,디자이 알 산더 맥퀸(Alexandermcqueen,1969～2010)의 극 이고

술가 작품세계는 천재성을 인정받아,매 컬 션 마다 호평을 받았으며,그의 도 이고 격

인 표 방식은 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 인 것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경향

을 조형 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은 남과 다른 것,나만의 것을 요구하는 패션계의 흐름과

함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는 패션계의 반항아로 거침없는 아이디어와 완벽한 테일러링으

로 창의성과 실력을 겸비한 디자이 으며,스스로 “나는 극단 인 것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비

상한 아이디어와 상식을 뛰어넘는 표 력으로 격 이고 도 인 시도를 끊임없이 하 다.패션

에 한 자유로운 개념과 상상력을 실 으로 옮길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디자이 인 만큼 그의 컬

션에서 과도함과 극단을 추구하는 맥시멀리즘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 은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목시키고 도 인 작품세계를 선보인 알 산더 맥

퀸의 작품을 바탕으로 패션에 표 된 맥시멀리즘의 조형 특성을 연구하여 격 이고 시

각 인 자극만을 요구하는 패션계에 일침을 가하며,알 산더 맥퀸 사후에 그의 작품을 살펴 으

로써 패션계에 그가 남긴 업 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격 인 퍼포먼스와 극단 디자인으로 많은 감을 주었던 알 산더 맥퀸 컬

션을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을 심으로 분석하여 그의 디자인감각과 표 방법을 통하여 맥시멀

리즘의 무한한 표 역을 확인하고 기존의 경향을 탈피한 형식의 기발하고 독창 인 아이디어를

확인하여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패션계에 창의 인 디자인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연구 내용 방법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맥시멀리즘의 개념에 하여 알아본다.

둘째,선행연구를 통하여 패션에 표 된 맥시멀리즘의 미 가치를 고찰하여 조형 특성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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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알아본다.

셋째,알 산더 맥퀸 컬 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을 분석한다.

넷째, 와 같은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 낸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외 련 문헌 선행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문헌연구를 하 으며,조

형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알 산더 맥퀸의 최근 5년간(2005년 S/S～2010년 S/S)의 여성 컬

션 자료를 패션 문 인터넷 사이트(www.style.com)를 이용하여 수집,분석하 다.

3.결과 고찰

알 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미 가치를 조형 특성으로 고찰한 결과 확 성,

장식성,환상성,유희성,퓨 성,그로테스크성으로 나타났다.

첫째,알 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조형 특성은 확 성이 가장 표 인 것으

로 나타났다.형태에서 실루엣을 과장되게 하거나 거 한 실루엣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인

인 형태의 극도로 과장된 실루엣으로 확 성을 표 하 다.이는 조형 으로 거 한 형태와 강

렬한 색상 비,소재들의 복잡한 매치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장식성은 의복의 한 디테일을 장식 자체로 사용하거나,장식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거 한

볼륨감으로 나타났으며,과장되고 풍성함을 강조하는 장식의 과장성을 정교하고 완벽한 테크닉으

로 표 하 다.역사 인 양식의 실루엣에 사치스럽고 로맨틱한 장식,많은 시간이 투자된 수공

장식은 고 스러운 소재의 과다 사용으로 화려함의 극치로 표 되었다.

셋째,환상성은 비실재 이거나 디자이 의 상상력으로 극 화된 이미지를 표 하여 실세계에

서는 보지 못한 실 인 이미지로 표 되었다.극단 이고,과장된 실루엣,컴퓨터 그래픽 색

상,독특한 재질 등이 결합하여 다른 세계의 생명체처럼 보이거나,미래 이고 술 인 분 기로

나타났다.

넷째,유희성은 고정된 미의 개념을 벗어나 디자이 의 내면세계를 표 한 것으로 유희 인 것

까지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자유로움을 추구하며,새로운 미의식의 표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장된 형태나 왜곡된 이미지로 표 되었으며,키치 인 색상,이질 이고 비정상 인 오

제로 표 되었다.

다섯째,퓨 성은 다양성과 혼합성이 혼재된 양식으로 다양한 색상 패턴의 혼합,이질 인

소재들의 매치,시 의 혼합 등으로 극도로 복잡하게 섞여 표 되었다.이러한 퓨 성은 조화로움

보다는 극단의 혼합으로 일탈 인 미를 보여 다.

여섯째,그로테스크성은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표 되어 비인간 인 사회에 한 디자이 의

내면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근원으로 충격 이거나 격 인 모습으로 새로운 미의 방향을 제시하

다.어둠을 나타내는 악마 인 모티 의 연출로 반인간 인 형태로 표 되었으며,검정,빨강 등

의 을 주는 색상과 각종 조류나 동물 소재로 오감을 나타냈다.

4.결론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패션계에 맥시멀리즘은 무한한 상상력을 실 시켜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 원칙에 기 를 두고 있는 맥시멀리즘은 창의 인 발상

과 독창 인 작품세계를 지니고 있는 디자이 알 산더 맥퀸의 요한 표 방법으로 그의 작품

을 통하여 맥시멀리즘의 조형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알 산더 맥퀸의 작품



- 134 -

세계는 그의 내면을 표 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어 격 이고 충격 인 작품들을 과장된 양식으로

선보 다. 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의외성과 과감함으로 기존의 틀을 깬 맥시멀리즘 작품들

은 상상이상의 작품들로 오늘날 세계 으로 주목받는 디자이 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는

획일화된 패션계에 맥시멀리즘을 통한 내면세계의 표출,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표 ,이미지의 구

체화,과감한 퍼포먼스 등을 통하여 일반 인 미를 탈피하고 패션을 술 가치로 승화시켜 새로

운 장르의 미를 개척하고자 하 다.극단의 아이디어 표 으로 주목받은 알 산더 맥퀸은 맥시멀

리즘 경향의 표 인 디자이 로,사후에도 그가 남긴 자유로운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는 패

션계에 무한한 가능성과 창작가능성을 제공하여 지속 인 패션발 의 원천이 되고 무한한 감의

원동력이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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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

복합패션이미지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지연‧이경희

부산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패션은 다양한 문화가 서로 제한 없이 활발히 결합하고 복합됨으로써 다양한 지역과 시

가 서로 공존하는 패션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이는 21세기의 다양성을 시하는 태도와 가치의

변화, 충의 경향을 반 한 것으로써 시간과 공간을 월하는 다양한 문화의 양식들이 공존하고

복합되는 과정을 통해 다감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과거와 미래,동양과 서양,남성과 여

성,연령이나 인종 그리고 실과 가상(cyber)세계에 이르기까지 각 특성들이 그 경계를 넘나들면

서 복합되어 표 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김지연․이경희,2004)즉,21세기 패션은 다

양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반 되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얻어진 디자인 감의 근원들을 여러 양식

으로 혼합하고 결합시킨 복합패션이미지로 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션환경은 다양한 욕구를 추구하고 고감성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창조 인

디자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합요소들을 통해 나타나는 복합패션이미지의 조형 특

성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복합패션이미지의 다양한 복합요소

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조형 특성을 알아 으로써 창조 인 감성디자인 개발의 기 자료로 제

공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복합패션이미지의 개념을 포스트모더니즘 시 의 특징과 련하여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하 고 복합패션이미지의 복합요소를 추출하 다.복합패션이미지의 조

형 특성을 알아보기 해 복합패션이미지가 본격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인 1995년 S/S～

2004년 F/W까지 10년간의 컬 션 사진 에서 복합양상을 뚜렷이 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자

5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340장을 수집하여 조형 특성을 분석하 다.조형 특성

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내용분석과 빈도분석을 하 으며 조형성에 한 통계분석을 통해 복합요소

와 조형성과의 연 성을 분석하 다.

Ⅲ.결과 고찰

패션에 나타난 복합패션이미지는 하나의 의상에 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가 공존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와

충주의를 모두 표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복합’이라는 용어의 의미와 일치하게 ‘두 가지 이상의’

것 즉 다원주의 특성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즉 충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복합패션이미지의 복합요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각 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에서 분

류한 구체 범주를 바탕으로 성성,계층성,지역성,역사성의 문화 특성의 범주로 추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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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특징 요소들이 통합된 인간 심의 개성을 시하게 됨으로써 양쪽 성의 이미지

를 하나의 상에 함께 복합시킨 이미지로 성의 특성에 의한 성성의 문화범주로 남성/여성으로

표되었고 고 스럽고 정돈되어 세련된 상 문화와 평범하고 무질서하며 스럽기까지 한 하 문

화를 하나의 상에 복합시킨 이미지로 계층을 심으로 하는 특성에 의한 계층성의 문화범주로

분류하여 부/빈곤,TPO의 괴로써 상/하 문화로 표되었으며 서구문화권의 이미지와 비서구문

화권의 이색 인 이미지를 복합시킨 이미지로 지역 특성에 의한 지역성의 문화범주로 분류하여

지역/세계로 표되었고 지나간 시 의 패션을 에 맞추어 수정하고 재배치하여 이미 익숙한

것을 차용하여 인 이미지와 과거의 이미지를 하나의 상에 복합시킨 이미지로 역사 특

성에 의한 역사성의 문화범주로 분류하여 과거/ 로 표되었다.이처럼 복합패션이미지는

패션에서 하나의 이미지 속에 여러 문화 요소가 병존하면서 각각의 이미지가 복합되어 창출되

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으며 복합되는 요소의 특성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개념의 범주가 복합되

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복합패션이미지의 조형 특성을 문화범주에 따라 살펴보면 성성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H와 힘

과 부피감을 가지는 V실루엣,무채색과 유채색,블랙&화이트의 조배색,블루, 라운,카키 계열

의 색상,울 트 드,데님,가죽의 딱딱한 재질,무지,식물의 사실 ,양식 무늬,스트라이 ,

릴,슬릿,에뽈렛,바인딩,자수의 디테일,재킷과 스커트,넥타이, 모의 코디네이션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층성에 있어서 자유로운 활동성과 여유의 boxy와 fitted실루엣,유채색 간의 밝고 선

명한 톤과 무채색의 조배색,부드러운 재질과 딱딱한 재질의 복합,반짝이는 재질과 비치는 재

질의 복합,무지,자연물의 사실,양식 무늬,기하학 무늬,지퍼,컷워크,올풀기,시퀸,셔어링 트

리 ,티,셔츠와 스커트,재킷과 스커트 조합,모자 목걸이 등의 장신구,장갑,스카 코디네이션

이 나타났다.지역성에 있어서 지역의 특징을 반 한 boxy,fitted,기타의 실루엣,선명한 톤,

드, 라운,무채색의 조배색,지역 통 실크의 은은한 택 재질과 가죽이나 면,마와 같은 딱

딱한 재질의 복합,딱딱한 재질과 비치는 재질의 복합,꽃,용,호랑이, 황 등 사실 무늬, 통

의상의 특징 인 디테일,원피스,블라우스와 스커트의 조합,장신구 코디네이션이 나타났다.역사

성에 있어서 로맨티시즘의 X,과거복식을 반 하는 A실루엣,블랙&화이트,무채색과 유채색의

조배색,블루,바이올렛, 라운 계열의 유사배색,골드,실버,데님,면의 딱딱한 재질,부드러운 재

질과 비치는 재질의 복합,스테인드 라스,십자가,식물의 양식 무늬,다양한 디테일의 복합장

식,블라우스와 팬츠 조합,복합 액세서리 코디네이션이 나타났다.

Ⅳ.결론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패션에 한 욕구는 다양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패션이미

지의 창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는 복합패션이미지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

고 있다.이 연구는 복합패션이미지의 조형 특성에 한 연구로써 복합패션이미지의 복합요소를

추출하고 조형 특성을 분석하여 이들의 연 성을 통해 창조 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복합패션이미지를 이루는 문화범주의 특성에 따라 문화범주와 결합하는

조형성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복합패션이미지의 디자인 개발 시에 문화범주에

따라 련성이 큰 조형성을 우선 으로 고려함으로써 효과 인 복합패션이미지의 디자인에 도움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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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

골드시니어의 소비트렌드에 나타난 패션스타일 비교분석

- 한 · 중 · 일을 중심으로 -

김새 ‧이은숙

울산 학교 의류학 공

Ⅰ.서론

최근 시니어 세 은퇴했지만 재력을 갖춘 50 이상의 소비자 집단을 일컫는 골드시니어

세 가 주요 소비집단으로 부상하 다.골드시니어 세 는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통

인 실버세 와는 다르게 자신들만의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며,자기 심 이고 감각지향 인 소

비패턴을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주택,의료,여행, 융 분야 등에서 골드시니어 마켓에 한 인

식이 높아지고 있다.트 드에 민감한 패션업계 한 시니어 시장을 개척하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제일모직의 ‘르베이지(LEBEIGE)’,더 베이직 하우스의 ‘디아체(DIACE)’,형지어패럴의 ‘라젤

로(LAGELLO)’등이 시니어를 상으로 런칭된 랜드이다.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과 국도 마찬가지이다.특히 일본은 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약 23%이며,

1980년 부터 시니어 산업이 발 하여 재 시니어마켓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이다. 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인구수가 많은 국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수가 2020년

에는 2억 4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국,일본의 골드시니어 소비트 드의 특징과 패션스타일을 비교·분

석하고자 한다.골드시니어의 패션스타일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시니어 패션산업의 주소를 알아보

고 향후 골드시니어의 패션디자인 개발시 기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Ⅱ.연구방법

연구의 방법은 이론 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 다.이론 연구는 련 선행연구,문헌,

신문기사 등을 통해 한· ·일 세 국가의 시니어 산업과 골드시니어의 특성을 비교분석하 다.실

증 연구를 해 신문기사,패션 련 잡지,패션 정보 사이트를 심으로 국내외 시니어 패션

랜드를 조사한 후 국가별 세 개의 랜드를 선정하 다.자료 수집은 패션 랜드 홈페이지,인터

넷 쇼핑몰,패션 련 잡지 등 인터넷 사이트를 심으로 수집하 다.수집한 사진자료의 기간은

골드시니어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한 2011년 S/S부터 2012년 F/W까지로 하 다.연구의 분석

방법은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Ⅲ.결과 고찰

1.한· ·일 골드시니어의 특성

한· ·일 골드시니어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한국의 골드시니어는 계획 인

노후 비로 든든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으며,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소비층으로 부상하 다.건강에

높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스포츠 용품,식품,생활·건강용품에 한 구매가 높은 것으로 나



- 139 -

타났다. 한 골드시니어는 성취감을 요시하고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의

골드시니어는 속한 노령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은 층보다 수입이 지만 부양가족 수가 어

소비 여력이 은 세 보다 30%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식,교양,오락 등 선택성 지출이

은 세 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다.일반 으로 국의 골드시니어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뉴스도

보고 채 ,쇼핑 등 인터넷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의 골드시니어는 상

품 구매시 상품의 실용성과 품질,경제성 착용감 등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러나 국은 아직 골드시니어 뿐 아니라 실버세 를 상으로 한 패션 랜드가 드물어 외국의 명

품 랜드나 은 세 의 랜드 의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제

일 심한 국가이며,10년 후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상되고 있다.일본의 실버세 는 국민의 개인자산 에서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정

도로 경제력을 지닌 소비집단이다.그 에서도 골드시니어는 취미와 여행 등의 개인 기호를 

한 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자신의 미용에도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일본의 골드시니어들은 부분 평균 수명이 길어질 것으로 상하여 미래에 한 불안으로 소비

는 활발하지 못한 것이 특징이며,신 한 구매 습 을 지니고 있다. 한 일본의 골드시니어들은

‘디지털 실버세 '라 일컬을 만큼 기기에 능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2.한· ·일 골드시니어의 패션스타일

한· ·일 골드시니어의 패션스타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 골드시니어의 패션스타일을

살펴본 결과,트 드를 반 한 은 감각의 캐주얼하면서도 여성 이고 세련된 이미지가 많았다.

데이룩은 비즈니스 우먼 룩을 지향하며,믹스 앤 매치가 가능한 실용 이고 스타일리시한 단품

주로 상품이 구성되고 있었다. 한 반 으로 모든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한 여유분량과

충분한 길이 등 모든 연령층이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는 단순한 디자인이 많았다.한국 골드시니

어의 패션스타일은 흐르는 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실루엣,무채색을 는 단순한 색채,럭셔리한

소재 등찠별화된 가공법 등드 이 와 이스 등 여성스러운 디테일의 조화가 특징이다. 국 골드시

니어의 패션스타일은 한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은 과감한 린트와 강렬한 컬러의 믹스매치

으로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등최근 심 한 디자인의 유럽과 미국 스타일을 로호하는 것으로 바

었다. 국 골드시니어의 패션스타일은 자연스럽고 여유있는 실루엣이 두드러진 가운데 슬림 실루

엣 한 듯 자,편안한 실루엣이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실루엣이 강세임을 알 수 있었다.길이에

있어서는 길이가 길거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색채는 무채색을 는 단순나타났다.소재는 이

태리, 랑스,일본 등에서 수입한 고 천연 원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딩,퍼, 이스

등의 고 스러운 디테일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국 골드시니어의 패션스타일은 고 스러운 디자

인과 소재가 특징이다.일본 골드시니어의 패션스타일은 한정된 색상으로 그 안에서 조화 으이루

고자럭셔리으며,특히 정장스타일의 의복이 많았다.일본은 루즈하면서도 평면 재단에 의한 직선

많은 실루엣이 주로 많이 나타났다. 한 여러 형태로 연출이 가능한 비구조 형태,독특한 컷

등 일본 특유의 형태미 으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이러한 형태 것으은 단순하고 미니멀한 스

타일 는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로 나타난다.색채는 검정색을 는 단순무채색이 부분이며,믹

스앤매치 스타일로 다양한 색상이 나타자연도 이다.일무늬와 디테일에서는 기하학일무늬방가르디자장

식 등 일본시니어 여성들에게 친근한 일본 통복식의 요소가 디자인에 응용되어 나타난 것이 특

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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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한· ·일 골드시니어의 패션스타일은 반 으로 은 감각의 트 디한 디자인,여유있는 루즈

한 실루엣,무채색의 색채,고 소재로 개되고 있다.특히 한국은 모든 연령층과 모든 체형이

착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은 격한 도시화를 겪으며 한국

의 골드시니어 특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 골드시니어의 패션스타일은 심 한 디자인,고

소재의 유럽과 미국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이 특징이다.일본 골드시니어는 신 한 구매습 으로

인하여 패션에 있어서도 한정된 색상,정장스타일 등이 주로 나타났다.특히 일본은 특유의 형태

미를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며, 통복식의 요소도 디자인에 응용되었음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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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한 여성 화이트셔츠 디자인 특성분석

임지 *‧김민채

경상 학교 의류학과

시 정신과 라이 스타일의 끊임없는 발 은 패션디자인의 다양화에 많은 향을 미쳤다.특히

클래식 패션은 과거의 단순하고 실용성을 시하는 형태에서 새로운 요소들을 목시킨 형

태로 재구성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에서도 화이트셔츠는 남녀노소 구나 착용가능하고 기본

으로 활용도가 높아 지속해서 다양한 디자인 개가 기 되는 아이템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기

본 화이트셔츠로부터 개된 다채로운 화이트셔츠 디자인을 패션디자인 발상법인 체크리스트법으

로 다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하며 이로써 화이트셔츠의 디자인 특성에 한 흐름과 향후 디자

인 개를 한 체크리스트법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목 이 있다.

자료 수집은 2009년 F/W에서 2012년 S/S까지 여성복 컬 션 스타일닷컴(www.style.com)에

업로드 된 화이트셔츠 정면사진 그리고 화이트셔츠만을 착용한 사진을 선정하 다.화이트셔츠 선

택 기 은 화이트 컬러이면서 셔츠의 기본 구성요소인 칼라(넥밴드), 라켓,슬리 ,커 스,포

켓, 단의 형태가 2가지 이상이 부합되는 경우로 제한하 으며 최종 82장의 사진 자료가 사용되

었다.

화이트셔츠에 나타난 체크리스트법은 변경형,확 형, 환형,제거형,부가형으로 나타났다.변

경형은 의복에서 상식화되어 있는 형태나 디테일의 치,색채,재질감 등을 변경시켜 디자인하는

방법으로서 화이트셔츠에 나타난 변경형은 소매의 변경, 라켓의 변경, 론트 피스의 변경 등이

나타났다.확 형은 기존의 상식 인 의복의 형태나 디테일을 크게,길게,강하게 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으로서 화이트셔츠에 나타난 확 형은 칼라의 확 ,소매의 확 , 린트 피스와 백피스를 모

두 지칭하는 패 의 확 가 나타났다. 환형은 기존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쓰인다거나 혹은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의복에 용시켜보는 방법으로 화이트셔츠에 나타난 환형은 드 스로

아이템이 환된 형태가 나타났고,제거형으로는 소매의 제거,패 의 제거가 나타났다.장식이나

디자인의 일부분을 제거함으로써 간결함과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제거형은 소매의

제거,패 의 제거가 나타났다.부가형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더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화이트 셔

츠에 나타난 부가형으로는 칼라의 부가,패 의 부가,소매가 부가된 형태가 나타났다.

체크리스트법을 통해 살펴본 화이트셔츠 디자인은 구조 디테일의 변경과 아이템 환을 통해

고정 형태의 탈피화라는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칼라,소매,패 등의 부가와 확 를 통해

형태의 과장과 왜곡을,구조 디테일의 제거를 통해 형태의 단순화라는 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디자인 발상법인 체크리스트법을 활용하여 여성복 컬 션에 나타난 화이트

셔츠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 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속 으로 화이트 셔츠 디자인

을 효과 으로 진행시키기 한 세부 디자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화

이트셔츠 뿐만 아니라 패션디자인 반의 흐름과 특성을 분석하는데 세부 자료로써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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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한국과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의 의복행동과 선호도 비교

이 주

경성 학교 의상학과

1.서론

노년층의 양 ,질 변화로 노년기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사회활동이나 사회 계에

한 응이나 자아 개념의 재확립 등과 같은 극 인 자기 이미지 유지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노인복의 요성이 커지고 있다.지 까지의 노인복 연구들은 실질 인 노인 체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70세 이상의 연구 보다는 55세 이상과 60 이상을 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70 이

상만을 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그러므로 년기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70세 이상 노

인여성들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지식경제부 보고서(2010)에 의하면 미국 경제는

2010년에 들어서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2020년에는 미국이 국을 앞질러 제 1소비시장 규

모를 유지할 것으로 측하고 있다.그러므로 국내 업체들의 미국 소비자들에 한 다각 인 연구

가 필요한 시 이다.선진국의 경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층을 상으로 한 여러 분야의

실버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의류 산업에서도 노년층을 하나의 소비 상으로 상품기획 마

략을 개발하고 있다(서 희,정삼호,2008).그러므로 세계의 고령화추세와 로벌화 되

어 가는 세계시장에 응하기 해서는 제 1의 소비시장인 미국 노인여성의 의복행동과 의복 선

호도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뿐만 아니라 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한

국의 노인복 시장을 측하기 해서 한국과 미국 노인여성들의 의복행동과 의복 선호도에 한

다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체형과 심리 인 면에서 년

여성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한국과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을 상으로 여가활동,의복행

동과 의복선호도를 비교 연구하여 로벌화 되어가는 패션 산업의 노인복 시장에 맞는 디자인

마 략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한국과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의 여가활동과 의복행동,의복 선호도를 비교하기 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자료수집은 뉴욕,로드아일랜드,보스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미국 노인여성과

부산과 경남에 거주하는 노인여성을 상으로 2009년 9월에서 10월에 실시하 으며,본 연구에서

는 미국은 106부,한국은 235부가 사용되었다.분석방법은 spsswin17.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3.결과 고찰

두 나라간의 여가활동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주로 사회활동에 참여

하는 집단 여가활동의 비 이 높은 반면 미국은 자기의 취미에 따라 개인 인 여가활동을 즐기

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배우자의 사망과 자녀의 출가 등으로 시간 여유가 많이 생기는

70세 이상의 한국 노인여성들이 노년기를 생산 이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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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되고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구매행동에서 의복 구매정보원은 한국 노인여성은 친구와 텔 비 의 비율이 높았고 미국

노인여성들은 잡지와 텔 비 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의복 선택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편안한

의복을 선호하며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이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에 비해 의복의 구매

시 미 기 을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이 미국의 노인여성에 비

해 유행에 한 심이 높고,두 나라 모두 반 이상이 유행을 따른다고 답하여 노인들이 은이들

못지않게 유행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한국의 노인여성들은 유행을 따르는 정도가 노인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겉옷은 한국은 퍼를 가장 많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의 노인여성은

퍼 착용비율이 2.9%에 불과하 으며 재킷의 착용률이 65.6%를 나타내어서 한국 노인여성들은

미국 노인여성들에 비해 캐주얼한 형태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상의는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

성들은 티셔츠를 가장 많이 착용하며 다음으로 블라우스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스

웨터의 착용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셔츠로 나타났다.한국에서 가장 높은 착용률을 보인 티셔

츠의 착용비율은 미국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 결과를 통해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

이 미국의 노인여성들에 비해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하의는 한국과 미국의 70

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바지의 착용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으며 미국은 청바지의 착용비율이 한

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스커트는 미국에 비해 한국의 착용비율이 조 높게 나타났다.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팬티외의 속옷 구매율이 아주 낮게 나타났지만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

성들도 팬티 구매율이 가장 높았으나 래지어와 잠옷의 구매비율이 한국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

나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든 의복 아이템에서 선호하는 이미지에서 두 나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은 이미지의 재킷형태를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고 이미지의 재

킷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매력 인 이미지의 재킷을 선호하 으며,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은 이미지는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반면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고 인

이미지는 한국에서는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한국에 비해 미국 여성들은 재킷선호 이미

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의 의복이미지 선호도는 의복아이템에 계

없이 은 이미지와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선호도에 집 되어있다.이와 같은 상은 나이가 들수

록 어 보이는 패션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패션 련 제품의 구매에서 인지된

연령의 요성이 커지고 있으며(홍경희,이윤정;2010)의복에 한 심과 자신의 실제 연령보다

어 보이기 해 노력하며 은이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연소화(down-aging)욕구를 충족시키

려는 상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아이템에 따라 선호이

미지에 차이를 나타냈으며 선호이미지가 한국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났다.한국의 노인여성들은

게 보이기를 원하는 반면 미국의 노인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다라 다양한 자신의 이미지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재킷의 선호스타일은 한국과 미국 모두 테일러드 재킷을 가장 선호하며 한

국은 짧은 길이 재킷과 사 리재킷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미국은 테일러드 재킷 다음으로 카

디건 재킷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재킷의 선호형태는 미국도 테일러드 재킷과 카디건 재킷에

선호도가 집 되어 있으나 한국의 노인여성은 미국의 노인여성들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재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지의 선호도는 재킷과 달리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의 바지 선

호도가 캐주얼바지,정장 바지에 집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의 노인여성들은 한국 노인 여성들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바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차 음을 추구하는 건강한 노인

비율의 증가,정장 스타일에 한 의식 변화,의복의 캐주얼화 등의 향으로 한국 노인들의 청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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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착용 비율은 차 늘어날 것으로 상된다.스커트는 두 나라간의 선호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아이템으로 한국은 어스커트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국은 H라인 스커트와

A라인 스커트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미국에서 선호도가 높

게 나타난 H라인 스커트에 한 선호도가 아주 낮게 나타났고 주름 스커트는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에 비해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러므로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은 타이트한 스커트 형태 보다는 여유가 있는 스커트 형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원피스는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셔츠원피스를,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A라

인 원피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4.결론

1)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다양한 취미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개인 여가활동을 즐기

는 반면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클럽활동이나 사교 스 등 집단 여가활동의 비 이 높

아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의복구매 시 인 정보의 비 이 높은 반면 미국은 매체를 통

한 정보수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복구매 모두 편안함을 가장 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편안함 다음으로 한국은 미 인 면,미국은 맞음새를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에 비해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이 미 인 면을 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한국과 미국의 70세 이

상 노인여성들은 유행에 심이 높으며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유행경

향에 한 정보제공 유행을 반 한 노인복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한국의 70세 이상

노인 여성들은 미국에 비해 캐주얼한 의복착용 비율이 높으며 속옷과 액세서리 구매는 미국의 70

세 이상 노인여성들이 한국의 노인여성들에 비해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의복 아이템에 따라 선호하는 이미지에서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아이템에 계없이

선호하는 이미지가 은 이미지와 여성스러운 이미지에 집 되어있어 연소화에 한 욕구가 감함

을 알 수 있다.그러나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아이템에 따라 선호하는 이미지가 다양하

게 나타났으며 한 이미지에 집 되어있지 않아 자신의 의복의 아이템과 개성에 따라 다양한 이미

지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선호하는 스타일은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들은 미국에 비해 다양

한 스타일을 선호하나 바지는 미국이 더 다양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선호스타일

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스커트는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 여성들은 A라인과 H의 타이트한 형

태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의 노인여성들은 어와 리츠처럼 단 부 가 여유가 있는 스타일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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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러시아자수의 특징

러시아의 교회자수

김의숙‧조한열

용인송담 학교 섬유패션디자인과

Ⅰ.서론

서양 자수의 기원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고 이집트의 18 왕조 투탕카멘의 고분에서 자수가

발견되었고 BC(4-7)코 트 시 의 직물에서도 자수의 유물이 남아있어 자수의 역사를 뒷받침

하고 있다.이러한 유럽의 자수 기술은 비잔틴 제국으로 수되어 동양의 향을 받아 더욱 발

하 고 수도원을 심으로 장식의 한 장르로써 뚜렷이 자리 잡았다.동양의 자수는 페르시아에서

처음 시작되어 이란, 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통해 일본으로 되었고 실크로드,불교문화와

함께 발 하 다.그 로 여성에 의한 수불(繡佛)이 성행하 음이 존하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이와 같이 자수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동서양의 세계 각지에서 존재했고 까지 이르는

미(美)를 표 하는 표 장식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서양의 자수와 같이 러시아에서도 슬라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 어진 9세기 이 부터

자수가 존재함을 알리는 유물과, 9세기 이후 비잔틴 는 서양의 향을 받으면서 다종다양한

자수가 활한 러시아의 여러 지방으로 퍼져나갔음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러시아는 근년 경제 부흥과 함께 함락후의 콘스탄티노 을 이을「제 3의 로마」로서 그리스도

교의 지 와 자랑스러움을 되찾으려 노력해온 결과,구체제 하에서 박물 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되

어진 풍화된 교회건물이 활성화되었고,지방의 크고 작은 교회와 수도원이 재건축 되고 있다.이

에 따라 아이콘화와 벽화는 물론 자수로 장식된 제사(祭祀)도구의 수요도 함께 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시 배경과 함께 재조명되는 교회 자수에 해 고찰하

고자 한다.

Ⅱ.본론

러시아 자수는 크게 다신교에 뿌리를 두고 발달한 농민 자수와 종교색이 짙은 장엄한 교회자

수,마지막으로 자연을 모티 로 섬세한 사계를 세련되게 표 한 도시 자수로 나 어진다.그

러시아의 교회 자수는 4세기말부터 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 을 심으로 발 하 고

(金)자수라고도 불린다. 은 오래 부터 귀한 것으로 여겨 부와 귀족계 의 상징으로 사용하 고,

그 자체를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미(美)와 종교 으로 많이 사용

되었다.그 로 왕실의 복식이나 불상,「아이콘」등을 들 수 있다.러시아 자수도「아이콘(icon)」

자수로서 시작되었고 이것은 견실과 ,은으로만 사용되어 교회의 모자이크나,「 스코화

(Frescopainting)」로 표 되어 신을 숭배하는 목 으로 행하 다.러시아의 자수의 두드러지는

특징은,러시아「아이콘」의 특징을 그 로 물려받은 이다.비잔틴의「아이콘」자수는 무섭고 비

통한 표정을 하고 있는 반면,러시아의 것은 온화하고 숙고한 감정과 조화되는 매력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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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은을 많이 사용한 비잔틴과는 다르게, 색도 많은 종류를 만들어 내어 은은함을 풍

기게 하는 표 을 선호했다. 을 최소한으로 억제한 투명하며 밝은 스텔조의 색을 선호한 것은

15～16세기의 러시아「아이콘」의 특징이기도 하다.러시아의 자수로 그린「아이콘화」는 세계의

자수 에서도 단연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미(美)라는 평가를 받았다.한편,「아이콘」자수를 이어

「장식교회자수」가 발 하는데.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정신 심벌을 나타내기 해 ,견,비즈,

진주,보석 등의 소재를 더해 입체 으로 천을 장식한 자수이다.특히 진주는 러시아에서는 10세

기 이 부터 남쪽의 페르시아,인도,네덜란드에서 들어와 자수에 많이 사용 되었다.진주의 부

드러운 색은 호화로운 이나 밝은 견을 침정(沈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즐겨 사용된 것으

로 여겨진다.15세기에는 북 러시아의 진주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러시아산 진주는 작고 투명하며

매끄러운 것으로 그 섬세함과 겸허함을 러시아인들은 좋아했다. 란(卵)을 숭배하는 러시아인들

에게는 조개가 연어의 란(卵)이라고 믿어 왔기 때문에 진주는 크게 인기가 있었다.동시에 풍부

한 물을 표 하기 해 강(川)의 진주가 마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듯이 매달려 있는 물(冠物)

이 많았다.

재에도 러시아의 자수는 트베리주의 트르죠크 마을에서 공장 생산이 되고,오늘날 수제(手

製)의 자수는 몇 군데의 수도원과 문자수가(家)밖에 만들지 않아 상당한 고가로 구나가 동

경하는 고 의 사치품이 되었다.트르죠크의 자수는 러시아의 표시인 푸시킨을 비롯해 톨스토

이,희극작가 오스트로후스키도 극찬 하 다고 한다.실제 자수는 10세기말의 그리스도교 개종

이 부터 불가리아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해졌다.우라지르공(公)이 그 장엄함에 감탄해 정교회를

선택한 것은 ,은,견을 풍족하게 사용한 두껍고 화려한 자수가 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11세

기 키에 ·루시 시 의 자수 술은 가장 높게 평가 되었고 키에 의 안도 이 수도원에 자수

학교가 설립될 정도 다.12세기경의 축제라 하면 황 의 문에서부터 마리아 수도원에 이르는 넓

은 거리 양측에 장식된 자수 작들의 존재를 감상하는 것이었다.1453년,콘스탄티노 의 함락

이라는 참사를 겪으면서 비잔틴 제국 최후의 계승자인 소피아 오로크와 결혼한 이완 3세

는 모스크바를「제3의 로마」로 생각하고 비잔틴 통을 계승하는데 여기에서 러시아의 자수의

정통성은 찾아 볼 수 있다.이 게 비잔틴에서 발 한 자수는 실비아,불가리아,몰다비아에서

꽃을 피었고 러시아에서 결실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러시아에서 발 하 다.

16세기에 들어와 이완 황제는 도덕서『가정훈(家庭訓)』에 바느질을 잘하는 부인이 좋은 부인이라

하여 모든 왕비을 비롯해 왕녀,공비,공녀,그리고 상가(商家)의 여성들까지 교회에 자수를 받치

면서 자수는 취미가 아닌 의무로써 특권 있는 사회 활동이 되었다. 건제도의 부유층은 부

공방이나 자수 방을 비해 솔선수범하여 여주인들이 그것들을 리 운 하게 되었다.이때는

「아이콘 」자수가 주류 고 그 에서도 유명한 공방은 이완3세,와시리3세,이완황제의 부인들

의 공방이다.그 외에도 고도노 공방 스타리즈카야공방 등이 유명하다.공방은 50명이상의 자수

가가 모여 그림,문양,각각의 역할 부담 하며 집단 작업을 하 으며, 경쟁구도에서 자수의 기

술은 더욱 발 되었고 특이한 재료나 고가의 보석,진주가 사용되었다.이처럼 차 러시아의 주

류 던「아이콘」자수로부터 멀어지면서 인간상(相)은 거의 사라지고 신 기하학,식물의 모티

의 호화롭고 장식 인 것들로 바 었다.이 게 17세기 러시아 세의「아이콘」자수의 시 는 막

을 내리고 18세기에는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벨벳직물을 이용하기 시작해 의 이스가 사용되었

고 19세기에는 비즈,커 스,스팽 이 유행하고,군복에서까지 자수를 볼 수 있었다.이처럼 자수

는 교회나 궁정 생활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일상생활까지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조끼,

외투는 물론 모자,리본,스카 ,머리의 두건까지도 으로 화려하게 자수를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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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수의 표트르 제의

의상 (18세기 )
[그림 1]아이콘자수의 원

[그림 3] 14세기말 아이콘자수 [그림 4]교회장식자수의 형의

두건과 진주장식

Ⅲ.결론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인들의 섬세한 미 감각과 종교에 한 뜨거운 정열을 느낄 수 있는 러

시아의 교회자수의 특징인 자수를 고찰하 다. 자수는 아이콘 자수와 장식교회 자수로 발달하

고,아이콘 자수에서는 신을 숭배하는 목 으로 견실과 ,은으로만 사용되어 교회의 모자이크

나,「 스코화(Frescopainting)」로 표 되었다. ,러시아「아이콘」의 특징을 그 로 물려받아

온화하고 숙고한 얼굴상과 을 최소한으로 억제한 투명하며 밝은 스텔조의 색을 선호했다. ,

장식교회자수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정신 심벌을 나타내기 해 ,견,비즈,진주,보석 등의 소

재를 사용하여 입체 으로 호화롭게 천을 장식하 고,특히 진주는 10세기 이 부터 자수에 사용

되었고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소재이다.

이와 같은 자수는 왕정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으며 수도원과 발 을 도모했고,모든 러시아인들

의 종교 특권을 가지는 사회 활동이었다. 차 인물상에서 자연의 모티 로 변하면서 일상생

활에 한 자수로 발 하 고 다종다양한 기술과 독특한 색 쓰임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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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패션액세서리브랜드의 심볼디자인 특성연구

신혜경

동서 학교 패션디자인학 공

Ⅰ.서론

패션액세서리는 개성 이고 패션지향 인 표 문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

며 랜드 가치 창출을 한 마 략의 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다.패션 상품에서

랜드를 타인에게 가장 가시 인 형태로 보여주는 한 요소가 랜드의 로고와 심볼이다.로고는

랜드 구성요소의 하나로 워드마크(wordmark)와 심볼(symbol)로 별할 수 있는데 워드마크는

랜드명을 독특한 서체로 디자인하여 나타낸 것이고 심볼은 디자인된 상징물로 구체화하여 표

한 것이다.로고는 그 랜드를 특성화하는 추상 이미지를 가진 형태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에게 그 랜드가 추구하는 추상 인 컨셉 뿐만 아니라 이미지까지 달한다 즉 로고는 소비자들

에게 단순한 씨나 그림이 아닌 하나의 ‘이미지’를 달하는 것이다.이러한 랜드 로고는 해당

기업과 제품에 맞는 의미를 내포하고 상징을 반 하여 제작되는 경우가 부분으로 기업과 제품

에 한 이미지형성에 매우 요하다. 한 소비자에게도 랜드 로고는 직 으로 인식하면서

해당 랜드에 한 정보를 얻는 하나의 요한 요소로 기업들이 추구하는 감성 마 의 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이러한 랜드 로고에 해서 패션 랜드를 심으로 디자인개발 랜

드 특성별 로고의 요소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오늘날 국내 패션액세서리 산업은 과거 안정

인 기성세 의 소비에서 트랜드를 반 한 실용 디자인개발을 통해 착용자의 아름다움과 개성

표 의 수단으로 생활의 욕구와 장식 요소를 창출하고 있으며, 은층의 구매력 강화를 통한

랜드 선호의 소비 형태와 개성 이고 패션지향 인 표 문화의 흐름을 배경으로 최근에 기업화

된 랜드 제품의 출 명품 랜드의 확 등으로 인하여 액세서리의 랜드화가 확산되고 있

으므로 기업 차원의 랜드 이미지 강화를 한 마 다양한 비지니스 략의 수립이 필요

하다.

Ⅱ.이론 배경

1.로고디자인과 캐릭터 심볼의 구성요소

2.패션 액세서리 산업의 특성

3. 랜드 로고와 감성이미지

Ⅲ.연구방법 차

패션 액세서리 산업이 활성화되는 시장 상황에서 랜드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표 욕구 가치 변화를 반 하는 주얼리액세서리 랜드들은 차별화된 랜

드이미지를 소비자에게 달하고자 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주얼리 랜드의 커뮤니 이션 강

화를 해 주얼리 랜드 심볼디자인에 사용된 구성요소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효과 인 랜드 이



- 150 -

미지를 구축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이를 해 패션 랜드 연감 국내백화 과 쇼

핑몰에 입 되어 유통되고 있는 패션 주얼리 랜드 44개를 수집하여 각 랜드의 심볼로고를 분석

상으로 랜드 컨셉과 로고 구성요소를 형태 서체,색상등의 구성요소 특성을 분석하 다.연구의

진행 차는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논문 분석을 통해 주얼리 랜드의 특성을 분류하여 해당 랜드의

컨셉을 분석하고,각 랜드 심볼로고의 디자인 구성요소의 특성을 악하 다.그리고 심볼디자인

의 유형, 랜드 컨셉과 서체와의 련성,색상 랜드 명에 사용된 언어의 특성을 분석하 다.이

를 통해 패션액세서리 랜드 이미지 강화를 한 디자인 비즈니스 략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고객 가치 증 를 한 랜딩의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Ⅳ.연구결과 고찰

1.패션액세서리 랜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심볼은 랜드를 표하는 구체 인 상을 상징화

한 기업의 심벌,마스코트를 심볼로 활용한 경우로 동물(강아지,곰,백조,물고기 등)을 심볼화한

디자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의 하트,왕 (Tiara),엽 등이 사용되고 있다.색상은 블랙, 드,

실버,오 지,블루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물,바다등의 이미지를 연상하는 블루칼라

의 톤에 따른 색상구성이 심을 이루고 있었다.이러한 심볼은 구체 인 상을 상징화한 캐릭터

를 사용하므로 심상성이 높아 고객과의 상호작용 심상(Interactiveimagery)이 가능하여 랜드

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정 인 태도를 이끌어내기가 용이하나 이미지가 고정화되어 변화

에 부합하기 어려운 문제 도 있다.한편 백화 에 입 되어 있는 국내 고유 디자인 랜드의 경

우 랜드를 상징하는 구상형 심볼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런칭 시기가 짧고 고유의 상품

디자인 개발에 치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랜드 네임이나 고유 상품 디자인과 연계한 심볼 개발

에 한 향후 보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2.패션 액세서리 랜드 컨셉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여성성,럭셔리,엘 강스,고 스러

움등으로 여성미를 강조하는 장식 의미의 컨셉이 가장 많았으며,그외 고품격,트 디,로맨틱,

가치있는 등의 용어도 많이 사용되었다.이는 패션에서 액세서리는 장식 기능이 우선 으

로 모던하며 쉬크한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랜드 상징의 디자인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어 합

리 으로 실용 인 컨셉과 우아함,섹시함등의 이미지를 같이 표 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3.패션액세서리 랜드의 로고유형에서 구상형 심볼은 기업이나 단체의 사업 내용을 표 할

수 있는 구체 인 상을 상징화하는 심볼로 조사 된 것으로 심상성이 높아 상호작용 심상이

가능하여 랜드명을 표 하는 로고가 해당 상의 표 이고 구체 인 모습이기 때문에 소비자

에게 바로 이미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구상형의 경우 구체 인 상은 반지등의 액세서리의

표상징을 이용하거나 하트,왕 (Tiara)캐릭터 애완 동물(강아지,곰,백조,물고기 등)을 심

볼화한 디자인이 많았다.색상에 있어서는 세련미,합리성등을 추구하는 랜드의 경우 black/grey

계열의 색상 사용이 많았으며 여성 이고 매력 인,큐트한 이미지의 랜드에서는 pink/red계열

을 사용하여 구체 인 상을 상징화한 색상을 사용하므로 심상성을 통해 랜드의 인지도 강화

소비자의 정 인 태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패션액세서리 랜드의 심볼이미지는 형태,색채, 캐릭터등의 시각 특성에 의해 형성되어

랜드 컨셉 특징을 상징하는 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따라서 향후 트랜드를 반

한 감각,강한 호소력있는 독창 인 디자인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고 랜드

이미지 상승을 통한 기업 고객 가치를 증 시키는 가치 실 의 디자인 표 과 마 략의

다양한 방안을 발 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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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3

뉴욕 컬렉션에 나타난 안나 수이 패션과 

메이크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 2012년 S/S를 중심으로 -

고아라‧이해

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Ⅰ.서론

뉴욕컬 션은 패션문화나 술성 보다는 마 측면의 유통 비즈니스가 발달한 컬 션으로

1993년 창설된 쎄 스 온 씩스 (7thonSixth)에서 주 하여 세계 인 미디어나 바이어들에게 미국

디자이 들의 컬 션을 제공하는 발 을 마련해주고 있다.뉴욕컬 션의 디자인은 신 이거나

트 드를 제안하는 측면보다는 상품으로서 패션을 제안하는 다소 인 컬 션이다(이선주,

2008).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활동성을 강조한 뉴욕 컬 션의 표 인 디자이 안나 수

이는 건설 공학도인 아버지와 미술을 공을 한 어머니 사이에서 아버지로부터 비즈니즈에 한

감각을,어머니로부터 술 기질을 물려받으며 1955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드에서 국계　

미국인으로 태어났다.4살 때부터 이미 디자이 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이야기하 던 그녀는 라이

매거진에서 두 소녀가 뉴욕에 있는 Parsons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

차드 버튼이 살고 있는 리로 옮겨 그들만의 부틱을 오 하 다는 기사를 하고 슨스 디자

인 스쿨에 진학하는 꿈을 가졌으며 실제로 슨스 디자인 스쿨에 진학하 다.졸업 후 여성스포츠

웨어 제조회사인 시뮬턴스에 근무,그 이후 다양한 것을 배우기 해 이직하 다.

1980년 여섯벌의 라이크라 스포츠웨어를 가지고 부티크쇼에 참가하여 메이시 백화 의 러 콜

을 받으며 백화 고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뉴욕 타임즈의 고에 실린 그녀는 그 고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그것을 계기로 1981년 자신의 다락방 같은 아 트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 으며

작업실을 넓 갔고 그리고 10년 후인 1991년 뉴욕에서 첫 번째 컬 션을 개최하여 지미핸드릭스

등의 의상의 향을 받은 rock&rollstyle을 제시하여 국제 으로 갑자기 많은 언론의 심을 받게

되었다.그리고 그녀는 많은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그 최종 으로 Isetan이라는 회사를 선택하

다.Isetan은 아시아에서의 안나 수이의 컬 션을 매우 유명하게 만들어 주었고 일본에 독립된

안나 수이 부틱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해주었다.코스메틱을 포함하여 12가지의 라이센스를 획득하

음은 물론 독일 회사인 Wella( P&G)과 향수개발을 하게 되어 그것이 그녀의 랜드를 로

벌 랜드로 자리 잡게 하 다. 1991년 뉴욕에서 첫 번째 컬 션을 열었던 그녀는 그 후로도 꾸

히 뉴욕컬 션에 작품을 발표하 고,지 도 패션과 메이크업 아이템이 세계여성들에게 사랑받

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랜드의 아이템을 분석 하여 앞으로 새로운 스타

일의 패션과 메이크업의 기 가 되고자 2012년 S/S뉴욕컬 션에 나타난 안나 수이의 패션디자인

과 메이크업의 조형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본 연구는 선행 연구 문헌 자료들과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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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인 안나 수이 공식 홈페이지 http://annasui.com 등을 통해 뉴욕 컬 션의 특징과 안나 수이에

한 이론 배경을 고찰하 고,컬 션 자료는 컬 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www.style.com의

56개의 작품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Ⅱ.2012뉴욕 컬 션에 나타난 안나 수이 패션과 메이크업 디자인

빨간 머리 카 엘슨이 황새 깃털 조끼와 타이트한 드 스에 터번을 두르고 나오자,안나 수이

무 는 세 장난기 가득한 트로 무드가 흘 다.그녀는 70년 삽화가 안토니오 로페즈가 아름

다운 아가씨들(도나 조던,제인 포스,제리 홀,그 이스 존스)과 함께 뉴욕에서 리로 건 간 시

을 회상했다.빈티지 룩과 스 뮤직을 좋아했던 그들은 리지엔들의 심을 한 몸에 받았다.

수이는 리에 처음 갔을 때 들 던 그들의 아지트 ‘클럽 Sept’을 떠올렸다.40년 풍의 타이트한

드 스,번쩍거리는 스펙테이터 펌 스와 발랄한 양말,빈티지스팽클 재킷,디스코풍의 액세서리,

그리고 방 한 린트 아카이 에서 꺼내온 란한 무늬 등등.한마디로 40년 리의 고 화려

한 클러버들이 즐겨 입었을 법한 옷들의 21세기 버 !“난 유행을 따라 옷을 만들지 않는다.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뿐.”그녀의 말 로 수이는(www.style.com)2012년 S/S컬 션 역시 자

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했고 이러한 배경을 토 로 디자인 요소인 실루엣,색상,소재(패턴),악세서

리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이와 함께 메이크업 디자인을 분석하 다.

1.실루엣

체 으로 래머러스한 룩이며 원피스,바지,블라우스,스커트,자켓으로 구성되어있다.원피

스는 아우어 래스 실루엣 원피스로 허리는 꼭 맞게 하고 어깨를 강조하고 하의를 부풀린 실루엣

의 원피스,랩 스커트 형식의 긴 원피스, 체 으로 흘러내리는 느낌이지만 허리는 강조하고 치

마는 어드한 원피스와 헴 라인에 삼각형의 조각을 붙여 스커트 끝이 어 지게하고 길이는

짧게하여 귀여우면서 섹시한 느낌의 원피스 롱 원피스,H라인 원피스,A라인 원피스 등 다양

한 실루엣의 원피스를 선보 으며 릴을 단 블라우스에 흘러내리는 듯 한 긴 바지,짧은 반바지

여러 가지 라인의 스커트를 매치시켜 체 으로 섹시한 느낌의 실루엣을 완성시켰다.

2.색상

색채에 한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 이며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는

요한 요소로 소비자의 의복 선택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며(이해 외,2003)디자이 의 창의

성향을 한 에 알아볼 수 있는 자극물이기에 패션에서 많은 디자이 들이 그들만의 컬러

이미지를 추구한다.

특히 안나 수이는 보라색을 심으로 한 원색 이미지를 추구하는 디자이 로서 그녀만의 독

특한 컬러 추구 경향을 보여 왔다(변미연 외,2007).안나 수이는 변함없이 이번 컬 션에서도 신

비스런 느낌의 보라색을 심으로 도시 이면서 시크한 검정색,강렬하면서도 화려한 빨강색,순

결한 느낌의 하얀색을 심으로 디자인 하 고,안나 수이만의 패턴에는 빨강, 랑,노랑,검정을

사용하 다.

3.소재와 패턴

쉬폰을 주 소재로 하여 여성스러우면서도 섹시한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체크,하트,별,꽃,나

비,리본,주사 무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패턴을 선보 다. 세계 으로 사랑받는 체크패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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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느낌을 달리한 단순한 체크 문양을 사용하기도 하 고 주사 의 여섯가지 문양을 흰색과

검정을 사용하여 다른 느낌으로 디자인하여 반복 으로 배열한 체크패턴을 디자인하 으며,네모

칸 안의 별 문양을 반복하여 디자인한 체크패턴,네모칸 안에 별과 하트 그리고 동그라미를 반복

하여 체크무늬 패턴을 디자인 하 다.

원피스 치마 끝단으로 갈수록 커지는 사랑스러운 하트무늬 패턴,여성스러운 느낌으로

에 잘 어울리는 계 감을 살린 라워패턴은 검은색 원피스에 단순하게 큰 꽃문양을 배열한 패턴,

단순하게 디자인한 작은 꽃무늬를 여러 가지 색상을 사용하여 반복 으로 배열한 패턴,디테일하

게 묘사한 꽃무늬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여러 가지 패턴,보라색과 검은색 바탕에 꽃잎과 꽃을 하

얀색으로 반복한 패턴을 디자인하 다.

한 칫솔을 반복 으로 배열해서 디자인한 재미있는 패턴이 선보이기도 하 으며 검은색의 짧

은 스트라이 와 노랑,빨강, 랑색의 꽃을 사용하여 디자인한 자칫 잘못 보면 엄마 옷을 입고

나온듯한 느낌의 복고 인 안나 수이 패턴이 등장하 다.그 외에도 니트와 퍼 소재가 사용되었다.

4.악세서리

안나 수이가 잘 사용하는 소녀 인 하트,나비,별 모양의 패턴이 들어간 스타킹을 선보 다.

하트무늬를 다리 선에 일자로 배열하여 다리가 길어 보이는 패턴의 스타킹을 디자인하 고 각

기 다른 디자인의 나비패턴의 스타킹을 디자인하 다.그리고 센들 안에 귀여운 패턴의 발목 스타

킹을 신어 연출하 다.

신발은 반짝이는 소재와 고 스러운 뱀피 느낌의 소재를 사용하 다.이번 시즌에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스트라이 를 웨지힐 굽에 넣었으며,스타일리쉬하게 웨지힐 굽의 스트라이 를 반짝이게

디자인 하 고,패 릭 자수가 들어간 웨지힐과 귀여운 앵두가 달린 웨지힐 샌들이 등장하기도 하

다.

과장된 느낌의 꽃 모양의 원색 펜던트 목걸이와 팔지,주사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가 길을

끌었으며 그 외에도 하트 모양,별 모양의 펜던트를 사용한 큼직한 악세서리가 포인트로 의상과

조화를 이루었다.

머리에는 터번을 두르기도 하고,커다란 코사지,베일,과장된 듯 한 커다란 챙 모자의 매치로

우아한 룩을 완성시켰다.

5.메이크업

2012S/S안나 수이 컬 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징은 커버력 있으면서도 밝고 부드러운 네

추럴한 피부톤에 코와 턱 이마에 하이라이트를 주었으며 특히 코와 턱에 택의 느낌을 더해 주

었다. 체 인 색상은 정렬 인 빨간색과 오 지로 통일해 자칫하면 스럽기 쉬운 같은 톤으로

립,치크,아이쉐도우를 매력 으로 잘 표 하 다.

썹의 색상은 모델 각자의 헤어컬러에 맞추었고 형태는 상승형의 각진 모양으로 두께감 있게

그렸다.

립은 정렬 인 드 컬러를 선명하게 표 하고 형태는 모델의 느낌에 따라 인커 와 아웃커

로 각각 그려주었고 립의 산을 살리는 형태로 립 한 도톰하게 표 하 다.

치크는 오 지 색상으로 립과 같은 드톤으로 통일하 으며 형태는 아이쉐도우와 이어지는 느

낌으로 자놀이를 거처 를 감싸주는 느낌의 형태이다.

아이메이크업은 앞머리와 언더라인 막부분 상커 라인에 펄이 들어간 화이트 색상의



- 155 -

아이쉐도우로 매를 시원하게 강조하고 체 으로 빨간색의 쉐도우를 치크와 같은 느낌으로 그

라데이션 해주었으며 풍성한 속 썹으로 언더 속 썹 까지 마스카라를 해주어 깊이 감 있는 매

를 연출하 다.

Ⅲ.결론

뉴욕 컬 션에서 발표한 안나 수이 작품 에서 56작품을 분석하 다.작품에 사용된 색상은 변

함없이 안나 수이의 표 인 색상인 검정,빨강,보라색,하얀색 주 고,소재로는 쉬폰을 주

소재로 체크패턴,하트무늬 패턴, 라워 패턴을 사용하 다.형태로는 여러 가지 실루엣의 원피스

드 이퍼리 한 느낌의 긴 바지 와 귀여운 느낌의 짧은 반바지,하늘하늘한 느낌의 블라우스 등

여러 가지 아이템이 등장 했다.메이크업의 특징은 강렬한 드톤의 통일로 세련되고 매력 인 여

성을 완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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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4

아플리케자수 기법을 활용한 한국적 디자인 개발

김문 1)‧박 희1)‧여은아1)‧이응석2)

1)계명 학교 패션마 학과

2)(주)청운통상

최근 로벌 경기침체 이후 세계 패션시장은 차츰 회복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유럽 등지의

주요 바이어들의 경우 새로운 소재 는 독특한 제품에 한 심은 여 한 것독특한보고되고 있다.

디자인 모방 는 기존 소재한 잃용한 제품 개발은 날특한경쟁이 치열해져가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기에 독특한 디자인,새로운 후가공 처리기술,친환경 소재 등을 잃용한 신제품 개발

등독특한경쟁우 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시장에는 다양한 시도가 잃루어지고 있으며 많

은 기법들 특히 아 리 자수방법을 이용한 한국 디자인 개발이 한 라고 볼 수 있다.

아 리 자수 의류란 통상 으로 완성된 의류의 특정부 에 다양한 모양으로 단한 조각천을

덧 다음 테두리를 따라 자수형태로 박음질한 것이다.이러한 작업을 할 때에는 의류를 먼 제

조한 다음 의류의 필요한 부 에 원하는 모양으로 아 리 자수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 표 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완성된 의류에 아 리 자수를 한 조각천을 하나하나 박음질하여야 하

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며,그에 따라 제조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그러므

로 의류( ,자켓, 퍼,바지,스커트 등)에 표 하고자 하는 다양한 모티 로 아 리 디자인된

단 형을 이용,일 으로 단하여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아 리 를 비하고,아 리 를

의류제조용 원단의 정확한 치에 정렬한 다음 컴퓨터 자수기를 이용하여 아 리 를 원단 상에

오버록 자수형태로 박음질하고,아 리 가 자수형태로 박음질된 원단을 재단하되 자수형태로 박

음질된 아 리 가 의류의 원하는 치에 표 될 수 있게 재단하고 제하여 원하는 디자인의 의

류를 제조하게 되며,필요한 경우 주머니나 칼라 등과 같은 치에 포인트를 주고자 할 경우,재

단된 소재에 별도로 아 리 를 자수형태로 박음질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한국 통문양을 이용한 아 리 자수 기법을 용한 제품 개발을 목 으로 의류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 통문양에 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 리 자수기법을

용할 수 있는 한국 문양을 선별하여 이를 의복에 실제로 응용해 으로써 한국 디자인을 개

발하고자 하 다.본 연구에서는 첫째,한국 통문양의 종류 특징을 분석하고,둘째,분석한

통문양의 화를 한 디자인 변형 작업을 진행하며,셋째,이 앞서 설명한 아 리 자수

기법을 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별하여 이를 이용한 아 리 자수 디자인 모티 를 개발하

다.이 과정을 통하여 100개의 선별된 한국 통문양을 단순화하여 정형화된 형태의 한국 디자

인 모티 로 정리되었으며 이를 정리하여 한국 모티 정리집을 제작하 다.이 30개의 한국

모티 디자인을 선별하여 가죽,쉬폰,면혼방 등의 의류용 소재에 합한 아 리 자수 디자

인을 시범 제작하 으며,이를 이용한 의류 샘 을 제작하 다.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한국 통문

양을 의복,특히 아 리 자수를 활용한 의복에 활용 가능한 모티 로 단순화하는 일련의 로세

스를 정리함으로서 다른 아 리 자수기법이나 다른 문양활용 기법에 용 가능한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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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회에 나타난 중첩적 이미지와 현대의상

김정아‧손 미

조선 학교 디자인학부

Ⅰ.서론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가는 인들의 감성을 만족시키기 해 술분야는 한 가지 요소가 아

닌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을 융합 발 시키는 다원화를 꾀하고 패션에서도 과거의

논리와 인식구조를 괴한 디자인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다원화를 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여러 디자이 들은 통 인 복식구성 개념을 괴한 다양한 디자인을 해

첩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첩은 회화에 기 가 되어 등장하게 되었고,건축에서 다양하게 나타

나고 있다.형태의 겹쳐짐을 의미하는 첩은 회화에서는 주로 평면 인 개념으로 소재나,채색,

재료의 첩을 의미하며,이로 인하여 2차원 인 평면에 다층 구조가 나타난다. 한 오 제의

부착에 의한 부조 첩개념도 나타난다.건축에서의 첩은 공간의 겹침으로 설명되고 있다.즉

회화는 첩을 평면에서 시작하여 공간개념으로 확 해 나가고 있으며,건축은 첩의 기본개념을

공간으로 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에서도 사그라다 리아 교회의 내외장식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첩의 이미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첩의 미 특성이 패션에 어떻게 표 되었는지

그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표 기법에 따른 조형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이론 근거를 해서 선행연구 문헌, 문자료,인터넷 자료를 이용하 으며,실

증 연구를 해 첩의 표 효과가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패션 문잡지를 선정하고 그에 나타난

디자이 들의 작품사진을 분석하고자 한다.

Ⅲ.결과 고찰

1.사그라다 리아 교회

에스 냐의 세계 인 건축가 가우디(AntonioGaudiyCornet)가 설계하고,직 건축 감독을 맡

았다.그의 나이 서른 살 때인 1882년 3월 19일 공사를 시작해 1926년 6월 죽을 때까지 교회의 일

부만 완성하 다.나머지 부분은 재까지도 계속 작업 에 있고,교회 체가 완성되기까지 어

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건축양식은 입체기하학에 바탕을 둔 네오고딕식이다.원래는 가우디의 스승이 건축을 맡았으나,

1883년부터 가우디가 맡으면서 계획이 완 히 바 었다. 체가 완성될 경우 교회의 규모는 가로

면서0m,세로 60m이며, 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앙 돔의 높이는 170m 정도이다.

구조는 크게 3개의 사드로 이루어져 있다.가우디가 죽을 때까지 완성된 사드는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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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을 경축하는 탄생의 사드뿐이다.이 사드는 가우디가 직 감독하여 완성한 것이다.나머

지 두 개의 사드는 수난과 의 사드이다.수난의 사드는 1976년에 완성되었고, 의

사드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다.

3개의 사드에는 각각 4개의 첨탑이 세워져 총 12개의 탑이 세워지는데,각각의 탑은 12명의

사도를 상징한다.모두 100m가 넘는다. 앙 돔 외에 성모마리아를 상징하는 높이 140m의 첨

탑도 세워진다.

재료는 석재인데,가우디가 죽은 뒤 1952년까지는 작업이 단되었다.1953년부터 건축을 재개

하 으나,돌이 부족하여 그 뒤에는 석재 신 인조 석재와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다.탑의 모양

은 옥수수처럼 생겼고,내부의 둥근 천장은 나무처럼 생긴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천장은 별을 닮

은 기하학 무늬로 가득 차 있다.

건축에 필요한 자 은 후원자들의 기부 만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진행 속도에 한계가 있어 언

제 완성될지는 알 수 없다.가우디 건축의 백미(白眉)로 꼽히며,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

물이다.

2. 첩의 개념 특성

사 의미의 첩은 여러 층이 겹쳐있는 형태를 뜻한다.회화 의미로는 꼴라주, 피에 꼴

,앗 블라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이는 인식 상들이 동시에 이 구조를 지닌 상으로 나

타나고 서로의 의미가 혼합되거나 첩되어 이미지 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한 건축에서는 동시성,침투성,다층,투명성, 합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다시

말해 첩은 형태의 겹쳐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형태가 다른 형태 에 겹쳐질 때 두 형태

사이에는 후 계가 생기게 된다.이러한 계는 공간이 존재할 때 생기는 것으로 첩은 공간을

제로 하는 개념이다. 첩은 표 의 깊이를 가리키며 공간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회화,건축에 많이 등장한 첩은 반복에 의한 겹쳐짐으로 발생하게 되며 반복에 의한 겹쳐진

형태의 첩은 새로운 공간이 발생하게 된다.이로 인해 겹침에 의한 집단성,단순반복에 의한 반

복성,방향성에 의한 연속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이는 첩의 효과를 극 화하여 표 할 수

있는 미 특성이다.

3.사그라다 리아 교회에 나타나는 첩의 이미지

1)집단성

집단성은 첩의 특성 집단성이 강화되는 특성에서 유추된 개념으로서 2가지 이상의 모양이

여러겹으로 겹쳐져 나타난 형태로 큰 것과 작은 것을 첩시켰을 때,큰 것보다 작은 것의 리듬감

이 더 빠르다는 느낌을 다.사그라다 리아 교회의 정면에 치한 수난의 사드에서 보여지

는 기둥부터 이어지는 상단부에서 여러겹으로 겹쳐진 형태를 볼 수 있다(그림 1).

2)반복성

반복성은 하나의 동일한 모양으로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규칙 으로 배열되어 나타난 형태로

수직이나 수평으로 움직임의 크기가 무 작으면 자극으로서의 효과가 떨어져서 오히려 바탕으로

보이게 될 수 있다.사그라다 리아 교회는 여러개의 우뚝 솟은 탑이 있는데,탑에는 규칙 으

로 배열되어 창문처럼 보여지는 공간이 반복 으로 나타난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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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속성

연속성은 선이나 가장자리의 형상이 변화하거나 는 하나의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

는 것을 뜻한다.연속성은 방향의 변화와 치의 변화를 사용하여 연속된 운동감을 나타낼 수 있

다.사그라다 리아 교회의 내부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나선형의 계단에서 연속 인 특징이 나

타난다(그림 3).

4. 패션에 나타난 첩의 이미지

회화,건축에 등장하여 다양하게 표 된 첩이 패션에 향을 미치게 되어 나타나게 된

첩은 의복의 일정한 부분을 집단 으로 첩시켜 커다란 부피감을 형성하게 된다. 한 반복에 의

한 겹쳐짐으로 발생하게 되고,겹쳐진 부분은 시각 인 연속 특징을 부여한다.

1)집단성

첩에 의한 집단 표 은 동일한 의복 자체나 의복의 일정한 부분을 집단 으로 첩시키는

것을 말한다.이런 집단 표 은 겹쳐짐을 이용하여 복식에서 장식 아름다움을 더해 의복의 가

치와 개성을 높여 다.이를 표 하기 해 칼라,소매 등의 부분 첩과 원피스나 스커트 체에

걸쳐 첩함으로서 면 이 확 되고 입체감을 부여하여 집단 특성이 표 되어 진다.

알 산더 맥퀸은 드 스의 스커트 부분과 등 부분에 첩된 소재를 연결하여 집단 특징을 나

타내었다(그림 4).후세인 살랴얀은 릴 패턴을 드 스 체에 집단으로 첩시킴으로서 입체

인 효과를 극 화하 다(그림 5).에니카 스물로비츠는 칼라 부분을 여러겹으로 겹침으로서 첩

의 집단 특성을 나타내었다(그림 6).

2)반복성

첩의 반복은 체 으로 동등한 비 을 갖게 되며 부분들의 계보다는 체 인 조직을 강

조하게 된다.동일한 형태의 반복은 더욱더 시각 특성을 강조하게 한다.즉,통일된 패턴에서 그

형태를 더 강하게 만든다.

알.티는 니트의 이넥 부분을 동등한 비 으로 반복함으로서 조형미를 나타내었다(그림 7.)실

베인 실바인은 포켓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하여 첩의 반복 특성을 표 하 다(그림 8).로버

트 게리 리엄스는 드 스 상의의 장식부분과 스커트를 동등한 비 으로 반복함으로서 첩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다(그림 9).

3)연속성

첩에 의한 연속성은 방향성이 있는 배치로 자동 운동 인 착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동

일한 형태를 반복 으로 겹침으로서 방향성에 의한 움직임의 표 효과를 나타내었고,시각 변

화를 가진 반복으로 리듬감과 방향성을 표 할 수 있다.

알 산더 맥퀸은 드 스에 릴을 사용하여 첩시킴으로서 조형 인 시각 효과를 극 화하

여 표 하 다(그림 10).코스타스 머쿠디스는 넓은 릴패턴의 소재를 첩시켜 방향성이 있는

연속성을 나타내었다(그림 11).크리스챤 디오르는 칼라부분을 첩하여 역동 인 유선형의 형태

로 경사성에 의한 움직임과 방향성을 나타내었다(그림 12).

Ⅳ.결론

본 연구를 통해 첩 기법은 그 용범 나 변형 방식이 범 하고,시지각 특성으로 인해

건축과 패션디자인의 구상의 폭을 다양한 각도로 넓힐 수 있는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앞으로

첩을 이루는 구성요소에 따른 심도 있는 연구를 한다면 건축과 패션에서의 첩의 개념을 더욱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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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6

백제 지역문화기반의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Ⅰ

- 공주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

김혜경‧ 희

원 학교 패션디자인‧산업 공

Ⅰ.서론

21세기의 핵심 키워드는 ‘문화’라고 할 수 있다.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의 독특한 문화 정체성

을 유지하거나 재창조하여 자국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나 지역 간 경계의 구별이 모호해져가는 로벌 시 에는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이러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 략의 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백제 문화권은 풍부한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다른 시 의 문화자원에 비해 상 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개발 역시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최근 들어 백제 문화권에서 다양

한 유물이 출토되면서 백제 유물의 문화 가치에 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백제 문화권의 지역문화자원인 출토 유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의 특성을 반 하여 백제 문화권만의 차별화된 독특함을 나타낼 수 있는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

발을 통해 지역 홍보 축제 문화상품 지원 등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Ⅱ.연구내용 방법

본 연구에서는 백제문화권 에서 웅진 시기의 도읍지인 공주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차별화된 독특함을 연출시킬 수 있는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을 하

고자 하 다.이를 해 무령왕릉 출토 유물 에서 조형성이 뛰어난 왕 제 식,왕비 제 식

그리고 제 뒤꽂이를 디자인 개발의 소재로 활용하 다.

연구 방법은 컴퓨터 그래픽 로그램인 AdobeIllustratorCS3와 AdobePhotoshopCS3를 이용

하여 출토 유물을 모티 화 하고 패턴으로 개하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스카 ,넥타이에

용을 하 다.모티 에 한 기본 인 색상은 공주시의 이미지와의 통일성 부여를 해 공주시

의 랜드 마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CMYK를 그 로 용한 colorway를 하 다.그 결과 넥타이

6건,스카 6건 총 12건의 디자인을 개발하 다.

Ⅲ.이론 배경

1.지역문화자원의 개념과 특징

지역 문화자원의 개념을 살펴보기 해서는 지역,문화,자원 각각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각

용어의 합성 개념으로 지역 문화에서 지역은 공간 개념을 의미하는데,어떤 공통 특성이 있거

나 넓은 지역 활동과 련된 내용으로 연결된 지리 으로 연속된 공간의 범 를 말한다.문화에

한 정의 의미는 다양한데,일반 으로 문화란 사회구성원들이 집단 으로 공유하고 오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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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 이루어 놓은 사회생황양식 체를 의미한다고 하겠다.그러므로 지역문

화란 공통 인 요소로 연계된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 체라고 할 수 있다.문화자원은 “보존·발

굴·활용의 측면에서 문화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유·무형의 여러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지

역에 용되는 문화자원이란 “국토의 부분공간단 안에서 구조 으로 독자성과 응집력을 지닌 지

리,역사,경제,사회,정치,문화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내의 자원”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한

지역 안에서의 자원은 그것이 인 으로 형성이 된 것이나 자연발생 으로 형성이 된 것이나 유

형 인 것과 무형 인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 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지역문

화에 활용되는 문화자원을 유형문화자원과 무형문화자원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유형문화자

원에는 역사문화자원,문화시설자원,인공경 자원 등이 있고 특정 무형문화자원에는 유명인물과

련된 인 문화자원과 연극,음악,공 기술 등의 무형문화재,축제, 시,공연,문화행사 등을 포

함하는 문화 로그램인 비인 문화자원이 있다.

2.무령왕릉과 출토 유물

충청남도 공주시 성동(구 명칭.송산리)에 치한 무령왕릉은 1971년 송산리 5호분·6호분의 작

업 에 발견되었다.고분의 축조연 와 피장자가 분명하며 도굴의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어 삼국시 고분 연구에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분 내부에는 왕과 왕비를 합장했

는데 왕이 동쪽,왕비가 서쪽에 놓 고 머리 방향은 입구 쪽인 남쪽을 향하고 있다.왕과 왕비 모

두 옻칠된 목 에 각기 안치되어 있었는데 목 표면은 꽃 모양의 ·은제 장식으로 꾸몄다.발견

된 장신구로서는 왕의 것으로 제 장식,심엽형 귀걸이,뒤꽂이,은제 허리띠[銙帶], 동 신발

등이 있으며 그밖에 각종 ·은제 장식이나 구슬이 발견되었다.왕비의 것으로는 역시 제 장

식과 귀걸이,목걸이, ·은제의 팔 외에도 많은 수의 장식이 발견되었다. 한 철모·손칼 등의

무기류,거울·용기·숟갈·다리미 등의 청동제품,청자·백자 등의 자기류,목제품 등 다양한 유물들이

부장되어 있었다.무령왕을 출토 유물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Table1>과 같다.

<Table1>무령왕릉 출토 유물

왕 제 식
왕비

제 식

왕비

제귀걸이
제 뒤꽂이

왕

제귀걸이

왕비

은제팔
청동거울

국보제154호 국보제155호 국보제157호 국보제159호 국보제156호 국보제160호 국보제161호

Ⅳ.결과 논의

1.디자인 모티 개발

기본 모티 개발에 있어서는 백제문화권 에서 웅진시 의 수도인 공주시를 표할 수 있는

지역문화자원인 무령왕릉의 출토 유물 에서 왕 제 식과 왕비 제 식, 제 뒤꽂이를 이용

하 으며 이들 유물의 기본 형태를 그래픽 인 이미지로 환하여 새로운 조형 이미지의 기본

모티 3개를 설정하 다.각각의 기본 모티 에서 특징 인 디자인 요소가 보이는 부분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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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해서 두 개의 모티 로 확장을 했으며,확장된 각각의 모티 에 해 색상을 용하 다.

확장된 모티 에 한 색상 용은 공주시 이미지와의 통일성을 강조하기 해 공주시 랜드 마

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CMYK를 사용하 다.색상이 용된 모티 는 모티 의 재배치와 각 모티

의 조합을 통해 8개의 응용 패턴으로 개하 다.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Table2>와 같다.

<Table2>패턴 개

기본모티 기본모티 색상 확장모티 색상 용 패턴 개1 패턴 개2

1-1

C:100+M57+K:40 M;70+Y:68/C:80+M:19

1-2

M:24+Y:90 M:24+Y:94/C:80+M:19

2-1

C:85+M:19 C:65+M:80/C:85+M19

2-2

M:70+Y:68 C65+M80/C:100+M:57+K40

3-1

C:50+Y:100 M:70+Y:68/C:50+Y:100

3-2

M:24+Y:94 C:85+M:19/M:24+Y94

2.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1)넥타이 디자인

넥타이 디자인은 <Table3>과 같이 확장 모티 에 색상을 용하여 반복,회 ,halfdrop,45°

회 등을 용시킴으로써 패턴 개 1을 만들어서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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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패턴 용 넥타이 디자인

1-1 1-2 2-1 2-2 3-1 3-3

2)스카 디자인

스카 디자인은 <Table4>과 같이 기본모티 와 확장모티 를 올오버(allover)패턴 개방식

을 활용하여 패턴 개2를 만든 후,사각 스카 형태에 디자인 배열을 통해 독특한 세련미와 한국

인 이미지를 갖도록 디자인 개발하 다.

<Table4>패턴 용 스카 디자인

1-1 1-2 2-1 2-2 3-1 3-3

Ⅴ.결론

21세기는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한 략 차원으로서 지역문화자원을 기반으로 문화

상품 개발이 극 으로 필요한 시 이다.이러한 시 에서 한국을 표하는 문화자원으로 새롭게

각 을 받고 있는 백제문화권의 출토 유물을 활용한 패션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은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백제문화권 에서 웅진 시 의 도읍지인 공주 지역의 무령왕릉의 출토 유물을 활용

해서 백제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문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패션문화상품인 넥타이와 스카 ,

티셔츠 디자인을 개발하 다.

무령왕릉 출토 유물 에서 왕 제 식과 왕비 제 식, 제 뒤꽂이를 이용하 으며 이들 기

본 모티 3개를 설정하고,특징 인 디자인 요소가 보이는 이미지 확장 색상 용을 통해 12

개의 패턴을 개하여 넥타이,스카 ,티셔츠에 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패턴디자인은 다양한 응용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상품으로 용시킬 수 있도

록 활용도를 높 다.본 연구결과를 기 로 하여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패션문화상품 개발이 국가

와 지역의 문화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을 갖출 수 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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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

디지털 환경 특성을 반 한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 연구

정삼호1)‧이혜주1)‧장윤선2)

1)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앙 학교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

Ⅰ.서론

21세기에 들어 오늘날의 사회는 변하는 과학기술의 향을 받으며 사회·문화 으로 변화의 소

용돌이 속에 있게 되었다.인류는 변화를 통해 발 해 왔고 그 변화를 이끄는 기반이 되었던 것은

과학기술이었다고 볼 수 있다.인류역사의 시작과 함께 축 되어 온 과학기술은 에 오면서 정

보기술(IT),나노기술(NT),생명공학기술(BT),환경 기술(ET),우주 기술(ST),문화 콘텐츠기술

(CT)등 모든 기술이 기하 수 인 속도로 인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디지털 기술의

속한 발 은 단지 산업 기술 역 외에 사회,문화 역에도 향을 미치며 기존의 사회 구조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향 가운데 있는 환경을 디지털 환경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선용의 발달로 아웃도어 시장 환경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으며,

를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들은 디지털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다양한 첨단 정보 통신 기

기를 자유롭게 일상 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환경 시 가운데 있다.지 까지의 아웃도어 재킷은

사용 특성상 단순히 기능 인 측면을 강조하여 디자인 되어 졌다면,앞으로의 디자인은 디지털 환

경 특성을 분석하여 기술과 감성의 통섭하에 다양한 디자인의 변화가 요구 되어 진다.

따라서,본 연구에서는 최근 아웃도어 활동의 가속화로 인해 다양한 감성의 소비층이 생기고,

그동안 편안한 스타일의 몇 가지 기능성만 갖추던 아웃도어 재킷을 상으로 디지털 환경 특성을

반 한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선행연구를 통해 디지털 환경 시 에 한 이해 디지털 환경 시 의 소비자에 해 분속해

본다. 한 디지털화로 인해 나타나는 디지털 환경 시 의 특성을 분석하여 디자인에 반 하도록

한다.

디지털 의류란 일반 의류에 첨단 기술이 목된 의류1)이기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는 첨단 기

술 련 분야 디자인 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업이 요구된다.따라서 본 연구의 상이 되는

디지털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 개발을 해서는 이들의 의견을 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이공계 련 분야,디자인 련 분야 그리고 일반사무직 련 분야의 소비자 집단으로

나 어 각 집단에 따른 일반 아웃도어 재킷 착용실태와 디지털 의류에 한 착용실태 선호도

를 설문지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한 디지털 아웃도어 재킷에 한 감성요소를 추출하여,

디지털 선호 특성 감성 측면을 반 한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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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고찰

1.디지털 환경 시

디지털(Digital)이란 사 의미로는 ‘손가락의,손가락이 있는,숫자를 사용하는’등의 의미를

지니며,‘DigitusFinger'(손가락을 곱다,계수화하다) 는 ’di(twice)+git(get)-(두개를 얻다)’라

는 어원에서 출발하여 손가락의 폭으로 길이 혹은 단 를 측정하거나 숫자를 꼽아서 계수화 한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는 문자나 소리,동 상,이미지 등의 각종 정보의 달 방식이 아날로

그(analog),즉 아톰(stom)에서 ‘0’과 ‘1’의 두자리 단 를 이용하여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디

지털이다.2)

디지털 환경 시 패러다임의 가장 큰 핵심은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화’와 ‘사이버 스페이스

(CyberSpace)’라 할 수 있는데,이로 인해 물리 ,시간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 창출응 해 발 해 나가게 되었다.3)

21세기 디지털 기술의 속한 발 은 단지 산업 기술 역 외에 사회,문화 역에도 향을

미치며 기존의 사회 구조 환경에 변화를 주고 있다.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향 가운데 있는

환경을 디지털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2.디지털 환경 시 소비자 특성

포스트 디지털 세 ,디지털 네이티 ,디지컬 노마드,얼이 어답터들은 디지털 환경 시 에 등

장하거나 새롭게 두되는 소비자들이다.소비자들을 분류하는 기 은 마다 다르고 그 구성원들

의 성격 역시 차별 으로 정의 할 수 없으나,디지털 환경 시 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이기에 그들

간의 유사한 특성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디지털 환경 시 에 등장한 포스트 디지털 세 ,디지털 네이티 ,디지컬 노마드,얼이 어답터

등 각각의 소비자 특성을 ‘키워드’하여 공통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신성,유희성,자기표 ,

계지향,즉시성이라는 특성이 도출 되었다.

소비자 특성의 신뢰성분석을 하여 각 특성당 5개의 문항,총 25문항을 작성하여 요인분석 부

하량 값이 0.5이하인 문항을 제거하고 총 변량 58.03%로 요인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화 분석 과정을 통해 정 기 에 부합되는 변수들을 심으로 다항목 척도

간의 신뢰성을 크론바하 알 계수에 의해 분석하여, 신성은 0.901,유희성은 0.886,자기표 은

0.806, 계지향은 0.833,즉시성은 0.853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0.6이상의 신뢰계수를 충족

하여 측정변수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3.디지털 환경 특성

디지털화로 인해 나타나는 외재 특성들은 융합성,가변성 ,가상성,유목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

며,이러한 특성이 반 되어 실제 으로 사용된 목 을 분석하여 보면 보호성,유희성,생활의 편

리성이라는 내재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아웃도어 재킷의 착용실태,디지털 의류의 착용실태 선호도 분석

본 연구는 아웃도어 재킷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 ,30 ,40 성인 남녀를 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설문조사는 비조사와 본 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 으며, 비조사는

2012년 3월 5일에서 3월 9일 사이에 아웃도어 의류 실무자와 문가 그룹150명을 상으로 실시

하 다 비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다음 본 조사를 실시하 고,본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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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재킷 구매 특성 빈도(%)

아웃도어 의류 구매 아이템
재킷

(방풍,바람막이)
646(34)

아웃도어 재킷 구매 빈도 년 1회 255(34)

아웃도어 재킷 구매시

평균 지출 비용
10만원～20만원 313(41.7)

아웃도어 재킷 구매 장소
백화 187(24.9)

문 리 187(24.9)

아웃도어 재킷 구매 정보원
인터넷 정보나

고
247(32.9)

아웃도어 재킷의 일상복화 그 다 523(69.7)

2012년 3월 26일부터 4월 2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기 에 의뢰하여 진행하 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설문지로 재 작성한 후에 성별과 연령의 비 을 고려하여 편의 표본 추출방

식에 의해 응답자를 편의 표집 하 으며,서울과 경기도,지방 도시에 거주하는 20 ,30 ,40

일반사무직 련 분야,이공계 련 분야,디자인 련 분야의 소비자를 상으로 실시하 다.설문

시작 부분에 최근 1년간 아웃도어 재킷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의하여 구입경험이 없을 경

우 설문을 단하도록 하 고,아웃도어 의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총 750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본 연구를 해 수집 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18.0 로그램을 이용하 다.인구 통계 특

성과 아웃도어 재킷 구매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고,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

기 하여 요인분석과 신뢰성분석을 실시하 으며,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아노바분석,t-test,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 다.

1)아웃도어 재킷의 착용실태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은 인구 통계 특성,아웃도어 재킷 구매 특성,구매 시 고려사항,구매

후 만족도에 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 구 통 계 특 성

구 분 빈도 (%) 구 분 빈도 (%)

연령

20 250(33.3)

직업

일반사무분야 262(34.9)

30 250(33.3) 이공계 련분야 247(32.9)

40 250(33.3) 디자인 련분야 241(32.1)

성별
남성 394(52.5)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 12(1.6)

여성 356(47.5) 100만원∼300만원 미만 174(23.2)

결혼여부
미혼 377(50.3) 300만원∼500만원 미만 260(34.7)

기혼 373(49.7) 500만원∼700만원 미만 196(26.1)

학력

고졸이하 40(18.7) 700만원이상 108(14.4)

학 재학 87(11.3)

거주지

서울 362(48.3)

학 졸 494(62.3) 경기도 139(18.5)

학원 재학 이상 129(7.7) 지방 도시 249(33.2)

아웃도어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 디자인(42.0%),

가격(20.4%),기능성(14.7%)으로 나타났으며,구

매 후 만족도는 5 첨도 분석결과 디자인,색

상,활동성 착용감은 3.81, 감 재질은

3.72,사이즈 패턴은 3.71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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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지털 의류의 착용실태 선호도 분석

구분 %
남녀(%) 연령(%) 직업군(%)

남 여 20 30 40
일반

사무분야

이공계

련분야

디자인

려분야

인지도 알고 있다 55.5 51.8 59.6 49.2 54.7 63.1 61.3 54.7 49.2

인지 아이템

오락 기능 내재 18.9 19.5 18.5 20.9 17.9 12.0 19.9 20.7 16.8

심리 보호 18.3 16.6 19.7 20.9 17.9 12.0 20.7 16.3 17.9

환경으로부터 보호 17.9 15.7 19.7 12.8 17.4 20.4 18.5 16.3 18.5

건강보호 16.2 20.9 12.1 12.8 12.8 20.2 13.7 19.1 15.9

가상 실 11.7 9.9 13.3 18.7 18.4 16.0 12.4 10.8 2.0

정보원 인터넷 정보나 고 49.9 44.1 35.7 50.4 46.8 59.1 43.3 58.2 46.5

구매 경험 아니다 91.7 91.6 91.9 94.0 88.0 93.2 90.5 93.1 91.7

구매 아이템

환경으로부터 보호 38.8 39.4 34.0 55.6 25.0 39.3 25.6 43.8 48.1

건강보호 22.5 21.2 20.8 5.6 7.5 50.0 16.3 25.0 25.9

오락 기능 내재 12.5 27.3 1.9 16.7 10.0 10.7 11.6 25.0 3.7

심리 보호 10 3.0 13.2 22.2 10.0 0 9.3 6.3 11.1

구매 장소

매장에서 직 62.9 78.8 44.8 80.0 70.0 35.3 72.0 76.5 40.0

인터넷 쇼핑 19.4 21.2 17.2 20.0 30.0 0.0 16.0 17.6 25.0

동호회 직거래 17.7 0.0 37.9 0.0 0.0 64.7 12.0 5.9 35.0

구매 의도 보통이상 84.5 80.4 89.0 82.8 83.2 87.6 87.5 80.6 85.4

디지털 아웃도어

재킷 선호도

환경으로부터 보호 20.7 16.7 32.2 21.6 19.3 28.8 14.8 28.1 31.6

오락 기능 내재 15.7 25.9 11.4 20.3 17.8 17.8 21.4 20.1 14.1

험으로부터 보호 14.8 16.7 18.3 7.2 33.2 12.3 27.1 12.6 11.7

건강보호 13.6 19.6 12.6 14.5 14.4 19.2 17.0 18.1 13.1

5.디지털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

디지털 아웃도어 재킷 선호도 분석 결과 디지털 아웃도어 재킷 구매의도가 여자가 남자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연령별로는 40 ,30 ,20 순으로 나타났다.디지털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 특성

으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오락 기능 내재, 험으로부터의 보호,건강보호를 반 한 재킷을 선

호하 다.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30～40 반의 여성 아웃도어 재킷을 디자인 하 다.

도식화 디자인 특징
디지털 환경 특성

외재 내재

I

-자외선 차단 소재

-맥박측정 센서

-항균 소취 기능

-GPS내장

-LED장착

-우천시 어깨의 후드가 방수

모자로 변형

-융합성

-가변성

-유목성

-환경으로부터 보호

-건강 보호

- 험으로부터 보호

II

<Innerwear>

-세트 의류

(인어웨어에 내재된 심 도

체온 측정센서를 모니터

링하는 시스템을 갖춘 재킷)

-재킷의 선에 지퍼를 이용하

여 재킷 한 벌로 슬림 라인과

박스 라인의 실루엣을 동시에

연출

-소매부분에 교통카드칩

(RFID)을 넣어 편리성 향상

-어깨 라인에 이어폰 구멍을

설치

-융합성

-가변성

-유목성

-건강보호

-오락 기능내재

<Ja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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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 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융합성,가변성,가상성,유목성등의 외재 특

성과 실제 인 사용 측면에서 본 내재 측성을 보호성,유희성,생활의 편리성으로 분석하 다.

보호성은 체온,심박수, 박등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모니터링하는 신체보호,오존층의 괴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 치확인 조난시 구조 활동을 도와주는등 험으로부터 안 을 지

켜주는 특성,환경의 변화와 낯선 시선에 한 두려움으로부터 심리 안정감을 수 있는 심리

보호를 나타낸다.유희성은 인간의 감성에 반응하여 감성을 달하는 특성과 MP3,핸드폰과

같은 오락 기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의복에 재미와 커뮤니 이션 기능을 제공하는 오락 기능

효과를 반 한 것을 말한다.생활의 편리성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공간이 이동되더라도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가시 으로 직 확인할 수 없지만 가상의 실에서 실 되는 가

상 실성을 포함한다.

디지털 환경 시 소비자의 특성은 신성,유희성,자기표 , 계지향,즉시성으로 분석되었고,

디지털 환경특성을 반 한 아웃도어 재킷을 디자인하기 하여 20～40 남,여를 상으로 디지

털 환경에 많이 노출된 이공계 련 분야의 종사자들과 디자인 련 종사자들의 디지털 의류 디

자인 선호도를 설문지 조사를 통해 분석하 다.디지털 의류는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부분 구매 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구매의사에 해서는 구매하고 싶다는 응답이

80%이상 나타나 디지털 의류 디자인 개발 상품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선호하는 디지털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 특성으로 환경으로부터 보호, 험으로부터의 보호,신

체 보호등 반 으로 보호 측면을 가장 성호 하 으며,아울러 오락 기능이 내재된 것을 선

호하 다.남성들은 오락 기능이 내재된 디자인을,여성은 환경으로부터 보호되는 특성을 선호

하 다.이는 남성은 오락 인 면을 해,여성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기 해 의류를 착용하고

싶은 심리를 표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은 20 는 오락 환경으로 부터의 보호 특성을

선호하 고,30 는 험으로부터 보호 특성을,40 는 환경으로부터 보호 특성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일반 사무직은 험으로부터 보호,이공계 련직과 디자인 련직은 모두 환경으로

부터의 보호 특성을 선호 하 다.

조사 결과를 토 로 30～40 반의 여성을 타켓으로 하는 디지털 환경 특성이 반 된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하여 시제품을 제작 하 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의 라이 스타일은 변하고 있으며,디자인의 근 방식도 아날로

그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근하여 디자인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인들의 소득수

의 향상과 여가선용의 발달로 아웃도어 시장 환경은 나날이 성장하고,하이테크 환경에 노출되어

져 있는 가운데 디지털 테크놀러지와 소비자 감성에 충족한 아웃도어 재킷 의류를 개발함으로써

의류생활의 발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을 이끌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1)김지은,디지털 의류 기술 개발 동향, 자통신동향분석,제5호,2009,pp.20-21.

2)이성우,0/1의 세계에서 시란 무엇인가,서울:고려 학교 출 부,2007,p.13.

3)호윤종,디지털 시 의 감성 표 에 한 연구,조형 술학 연구,2005,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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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

전통 길상문양과 이지케어 실크소재를 이용한 고감성 의류개발

정삼호1)‧문선정1)‧장 미2)‧조은정1)

1)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주) 리엔메지스

한국 이미지를 이용한 패션디자인제품은 세계화,국제화 시 의 도래로 소비 상을 내국인뿐

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고려해야하는 로벌 마인드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최근 한류 상에 편승

하여 패션디자인제품 한 한류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고유한 문양을

연구하고 재 디자인하여 다양한 패션디자인제품에 응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상되고 있다.

한 1990년 이후 국제화와 유통시장 개방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세계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있

는 한국 이미지의 상품개발에 심을 갖게 되었고,디자인 차별화 방법으로 우리 고유의 통

이고 한국 인 디자인 개발에 집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 한국 고유의

디자인이 세계에 정상에 서기 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으로 한국 디자인에 한 투자와 소비

자 스스로 한국 디자인과 미술,문화에 한 심과 자 심이 필요할 것이다.

에 있어 ‘한국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가진 고유의 문화나 역사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옛것을 형식 으로 재 하거나 모방하여 무조건 으로 디자인에 수

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요구와 결합하여 우리 생활방식과 가치 을 디자인에 표 함으로서

고유하고 독창 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세계 인 패션 상품으로 리 알려진 국의

타탄체크 머 러와 스커트,버버리의 트 치코트, 랑스의 샤넬,이탈리아의 베네통,미국의 랄

로 ,일본의 이세이 미야 등이 자국의 형 인 패션상품 이거나 랜드인 것을 볼 때 한국

이미지의 패션제품 개발의 요성과 필요성은 실하다.

세계 으로 성공한 디자이 들의 작품은 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정서가 내

재된 모티 를 사용하 다. 한 디자이 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자국의 문화를 창의 으로 상

품 개발에 용하고 있다.한국 디자이 제품의 화, 로벌화를 해서는 한국 통문화의

고유성을 소비자와 세계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재구성하고 변화시켜 새로운 제품으로 창조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로벌 시장으로 특히 국시장에 수용될 수 있는 한국 이미지를

목한 패션디자인제품을 개발하기 하여 한국 이미지 통문양인 길상문양을 감각으로

재해석하여 텍스타일 패턴디자인 개발과 이를 바탕으로 트 드에 목시킨 디자인의 패션

디자인제품을 개발하여 통의류가 아닌 고감성이 목된 고부가가치 패션의류상품을 개

발하고자 하 다.

개발제품의 디자인 컨셉은 Luxury& Modern감각의 캐릭터 캐주얼 테마로 베이직 스타일과

차별화된 상품구성으로 트 디한 감성의 라이 스타일을 추구하는 30～40 패션리더를 한

2013년 S/S테마로 기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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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개발에 사용된 소재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에서 축 해온 DTP 린 기술,암모니아 가공기

술과 (주)유니콘의 물세탁이 가능한 Silk 는 Silk교직물에 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지

어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WashableSilk소재를 용하 다.

제품개발에 용된 문양은 통 길상문양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심미성을 붓터치 기법을 사

용하여 자연스러운 텍스타일로 개발하 다.길상문양의 기본 요소를 다양하게 발췌하여 길상문양

이 의미하는 바에 따라 천체,자연 상,길상벽사,다산기자,수복장수,공명출세,부귀부여,부부화

합,가내평안 등으로 구분하 다. 한 길상 문양에 채택된 인물문,동물문,식물문,산수문,문자

문,기물문의 요소를 발췌하여 오방색(흑색,황색, 색,청색,백색)과 2012년 컬러 트 드 색채를

조화롭게 기획하여 통과 요소가 부여된 고유의 아이텐티티를 가진 길상문양으로 총 20개

의 문양을 개발하여 이지 어 실크소재에 DTP로 린 하 다.

개발된 문양의 아이템에 따른 합한 디자인을 선택하기 해 디자인 소재 문가 집단의

선호도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10가지 길상문양을 선택하 다.각 아이템별로 최종 선정된 10가지

문양의 디자인 맵핑 작업을 통해 소비자 평가를 실시하 다.소비자 평가는 2012년 3월 26일-30일

까지 국 북경에서 열린 PIC에 참가하여 국 여성 소비자들에게 개발된 통문양의 아이템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 다.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 하여 여성복 원피스,블라우스,베스트 등 3가

지 아이템으로 총 6pieces의 시제품을 개발하 다.

통 길상문양은 독창 인 우리의 디자인으로 이지 어가 가능한 WashableSilk에 목하여 디

자인의 차별성과 취 의 편리성으로 국내 뿐 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인정받

을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디자인 차별화에 한 소비자의 요구는 선진국에서 보여 문화 산업,

혹은 패션 제품 디자인 개발로 구체화 되면서 21세기는 고유문화가 새로운 형태의 재화로 창출될

것이며,패션제품은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 이미지 홍보의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어서 앞

으로 더욱 요하게 용될 것이다.

한국 디자이 들이 세계 패션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한국 이미지의 패션 디자인이 세계시장

에서 사용되는 패션 트 드,혹은 세계 랜드로 유통되는 경우는 다른 동양권에 비해 극히 드

물며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 패션 디자인이 세계 패션시장의 공감 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고 한국 이미지의 통문양을 활용한 디자인 제품을 개발하여

한국 이미지 부각시킬 수 있으며 의류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상품에도 활용 가능할 것

이다.

한 세계 으로 패션시장 환경이 기능 주의 소비에서 감성 주의 소비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독창 인 문화를 활용한 인 패션디자인제품을 개발함으로써,한국 섬유산업의 매출

증 와 국가이미지의 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한국 이미지를 목한 패션디

자인제품 개발은 한류의 시 지 효과가 기 됨과 동시에 기존의 의류제품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이

개발됨으로써 로벌 경쟁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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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

파워밴드를 적용한 인체역학적 기능 향상

사이클웨어 디자인 연구

정삼호1)‧한남기2)

1)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앙 학교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

최근 로벌 의류패션산업의 화두는 친환경,고기능성으로 집약되고 있다.매년 증가하고 있는

환경재앙으로 국가별로 탄소, 공해 정책을 확 시행하고 소비자들도 로하스 트 드와 지구환

경에 한 높은 가치 을 바탕으로 인간과 환경에 친화 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다.특히 고유가와 건강을 시하는 소비트랜드는 1인1스포츠의 사회 분 기로 확산되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ㆍ스포츠로서 사이클 인구의 변이 확 되어 가는 추세이다.이는 장비

강습에 한 기비용이 비교 렴하며, 문 인 기술 습득 없이도 동호회 심으로 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련 용품의 시장이 차 확 될 것으로 망되어 지고 있다.그러나

국내의 실정은 자 거, 용신발,헬멧,부품장비 등 하드웨어산업의 발 에 비교하여 사이클웨어

는 일부 아웃도어 랜드의 기획품목으로 제안될 부품 로벌 유명 랜드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세계 인 아웃도어 제품군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사이클웨어 체 시장의 8.5%로 비교

높은 비 푄목으지하고 있음에도 멧,사이클 인구의 증가안될비 문 랜드는 미비한 실정이다.멧

,소비자들의 구매가 높은 수입 사이클웨어의 경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드는,치수

동작 합성의 불만이 높아 국내 소비자를 고려한 사이클웨어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김

은경,2010). 재 국내 사이클 황은 문 선수 뿐 아니라 동호회를 심으로 국제 아마추어 경기

가 개최되고 소비자의 사이클웨어 수요는 로드사이클,트라이애슬론,MTB 등 분야별로 문화,

기능화,고 화를 지향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워밴드를 용한 인체역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이클웨어의 디자인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며,수입에 의존해 오

던 사이클웨어를 체하고 고기능성․하이패션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동 산업분야의 성장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내 사이클러들은 주행시 80%이상이 사이클웨어를 착용하며,착용 제품으

로는 패드가 부착된 바지와,Zipup셔츠 는 재킷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식경제부,

2011).착용사유로는 착도가 높아 항이 낮으며,팬츠의 경우 안장통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구매시 고려 사항은 기능성,디자인,착용감, 랜드,가격 순으로 나타나 기능성을 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요구 기능성으로 신축성,쾌 성,내구성,수납용이성 등이 높게 나타났

다.최근 아디다스의 테크핏,리복의 이지톤,스 리도의 스 이더웹,스킨스 등 근육과 인 를 지

탱해주어 근육의 활성도를 높이는 퍼포먼스웨어가 로선수, 문 사이클러를 심으로 착용되어

지고 있다.이는 사이클이 스피드를 요하는 기록운동으로 근력과 근지구력 등 인체역학 기능의

발 을 요구하며,특히 등,팔,어깨,다리 근육은 사이클 시 많이 사용되는 부 로 많은 스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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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게 되어 기록향상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ShannonSovndal,2009).기존 개발된 제

품의 메커니즘은 고신축성 베이스 소재에 운동시 활용도가 높은 근육의 치를 악하고 고모

듈러스(modulus)밴드를 부착함으로 근육을 압박하여 근육의 활성도를 높이는 원리이다.그러나

일반 인 퍼포먼스 웨어는 사이클 주행자세를 고려하지 않아 상의의 경우 짧은 뒷길이,하의의 경

우 쇼츠는 말려 올라가는 상,안장통 문제 등 합하지 않은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어 인체역학

기능을 향상하고 이러한 문제 을 개선한 문 사이클웨어의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워밴드를 용한 인체역학 기능 향상 사이클웨어 디자인에 한 실증

연구로서 첫째, 워밴드를 부착하기 한 사이클시 활용도가 높은 근육의 치와 기 을 마련

하고 이를 활용하여 웰딩기법을 용한 사이클웨어 디자인을 개발한다.둘째, 모듈러스 테스트를

통하여 합한 TPU Film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개발 디자인의 시제품을 제작한다.셋째,개발

시제품을 일반 사이클웨어와 비교실험을 실시한다.젖산분석기(LactateTesting),체성분분석기,폐

활량 측정기,근 도 검사기를 사용하여 젖산 분석에 따른 피로도 유․무산소 워 등 인체역

학 기능을 검증한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워밴드 용한 사이클웨어 디자인 개발을 하여 사이클링 시 사용되는 등,어깨,팔,

다리 등의 인체 해부학상의 근․골격의 기 을 마련하고 이를 용하여 인 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 다.설정된 가이드 라인을 심으로 개선을 사용하여 남성용 사이클웨어를 각각 상의와

하의 1개씩 총 2개의 아이템을 디자인하 다.각 아이템은 상의의 경우 5부 소매길이,라운드네크

라인,굴신체형 시 착용감이 우수하도록 뒷길이를 길게 설계하 다.하의의 경우,5부 길이로 허리

는 고무밴드 삽입하고 허벅지부 에 실리콘밴드 부착하 다.

둘째,시제품 제작은 사이즈코리아의 국내 20 남성 표 사이즈를 용하고 근․골격의 기

을 설정한 인 에 드 이핑과, 랫패턴을 병행하여 패턴을 제작하 다.사용 원단은 이형단면 기

능성 공사를 사용한 고신축 경편직물(신장력 12N 이상)을 베이스원단으로 사용하고 워밴드는

인장강도 15MPa,신율 300% 수 의 70% 모듈러스의 TPUFilm을 상의는 9N(0.15mm)제품을 하

의는 8N(0.11mm)제품을 사용하 다. 워밴드 부착시 웰딩기법을 활용하여 HeatPress온도 170℃,

착시간 30 ,압력조건 5kg으로 박리가 최소화되는 착조건을 설정하 다. 워밴드가 부착된

각 패 은 사이클웨어의 높은 착도로 의복의 시 에 의한 압박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무시

제법인 오드람 를 사용하 다.

셋째,개발된 디자인의 성능평가를 하여 국내 20 남성 표 체형의 사이클러를 20명 선정하

여 시 되고 있는 일반 사이클웨어와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젖산분석을 통한 체내 피

로도 측정 결과는 평균 5% 감소하 고,에 지 사분석을 통한 운동능력 측정 결과는 평균 10%

향상되었으며,유·무산소 워능력은 평균 10%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워밴드를 용한 사이클웨어 시제품은 기존의 일반 사이클웨어에 비교하여 주행시 에

지 사,운동능력,유·무산소 워 등이 향상되며 젓산분석 결과 피로도를 낮추어 주므로 인체

역학 기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워밴드 용시 상의와 하의의 근

력과 용 부 에 따라 모듈러스의 차이를 두어야 착용이나 역학 기능 발 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메커니즘을 용한 의복의 디자인은 사이클 뿐 아니라 근력과 근지구력을

요하는 퍼포먼스웨어에 용하여 문 의복 개발시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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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

사이클웨어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정삼호1)‧장윤선2)

1)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앙 학교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

사회 으로 주 5일제 근무의 확 와 국민소득 증가에 의해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여행, ,취

미활동 등에 한 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이에 따라 섬유산업 분야 스포츠· 웨어 산업

이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다.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고유가가 장기 으로 지속되고,친환경의식

확산에 따라 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사이클(자 거)정책 발표,4 강 사이클 길 개통 등으

로 인하여 국내 사이클 인구가 5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사이클 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추

세이다.

이 듯 사이클 산업 활성화에 따라 사이클웨어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재 국내에서 매되

고 있는 사이클웨어의 경우 부분이 수입제품으로 가격이 고가이며,컬러나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트 디한 컬러와 텍스타일을 반 한 사이클웨어

디자인 설계가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웨어의 활성화를 하여 2012년 S/S시즌 트 드 컬러,텍스타일

을 조사하고,20～50 사이클 동호인들을 상으로 컬러,텍스타일,디자인 등의 선호도 사이

클웨어 착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 이면서도 패션성이 우수한 사이클웨어 제품 개발을

통해 사이클웨어 디자인의 기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사이클웨어의 국내 시장 황을 살펴보면 사이클웨어의 수요가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

모는 매우 세하며,사이클웨어 뿐만 아니라 헬멧,장갑,가방 등의 사이클 용품도 부분 수입제

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의 경우 가격 비 소재,성능,디자인 등

사이클웨어의 품질이 수입제품에 비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트 드를 반 한 사이클웨어 디자인 개발을 해 2012년 S/S시즌 트 드 컬러와 텍스타일 동향

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컬러는 강렬하고 선명한 비비드(Vivid)와 신비함과 순수함을 나타

내는 스텔(Pastel)컬러이며,특히 비비드 컬러 에는 오 지, 드, 로우가 스텔 컬러로는

연분홍,연보라,연하늘 컬러가 주를 이루고 있다.텍스타일은 라워 패턴의 자연물과 도트,체크,

스트라이 의 기하물,로고나 이니셜 등의 상징물,추상 모티 를 표 한 추상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이클웨어의 컬러,텍스타일,디자인 등의 선호도 조사와 사이클웨어 착용 실태조사를 해 설

문지를 구성한 후 20～50 사이클 동호인 100명을 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이클웨어의 메인 컬러 가장 선호하는 컬러계열은 블랙계열(83%),블루계열(9%), 드계열

(5%),그린계열(3%)순으로 나타났으며,포인트(배색)컬러계열로는 그린계열(30%), 드계열

(28%),오 지계열(19%),화이트계열(10%), 로우계열(7%),블루계열(6%)순으로 나타났다.텍스

타일 컬러계열 가장 선호하는 계열은 그린계열(26%), 드계열(22%),오 지계열(15%), 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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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13%), 스텔 계열(10%),화이트계열(9%),블루계열(5%)순으로 나타났다.사이클웨어에

용할 텍스타일 패턴 가장 선호하는 패턴은 기하물(40%),추상물(29%),자연물(23%),상징물

(8%)순으로 나타났다.

계 별 사이클웨어의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상의의 경우 여름에는 앞지퍼

개형 반소매 티셔츠(43%),반소매 티셔츠(40%),민소매 티셔츠(11%),긴소매 티셔츠(6%)순으로

나타났고, ·가을에는 긴소매 티셔츠(46%),앞지퍼 개형 긴소매 티셔츠(42%),반소매 티셔츠

(10%),민소매 티셔츠(2%)순으로 나타났다.하의의 경우 여름에는 팬츠(61%),롱 팬츠(28%),

빕 (BibShot)팬츠(10%),빕 롱스(BibLongs)팬츠(1%)순으로 나타났고, ·가을에는 롱 팬츠

(55%),빕 롱스 팬츠(31%),빕 팬츠(9%), 팬츠(5%)순으로 나타났다.겨울에는 상의의 경우

앞지퍼 개형 긴소매 퍼(44%),앞지퍼 개형 긴소매 티셔츠(30%),긴소매 티셔츠(26%)순으

로 나타났고,하의의 경우 빕 롱스 팬츠(48%),롱 팬츠(45%),빕 팬츠(5%), 팬츠(2%)순으

로 나타났다.

사이클웨어 디자인 개발을 한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주 5일제 근무의 확 와 국민소득 증

가에 의해 스포츠· 산업이 지속 으로 성장하고 있으며,그 에서도 고유가와 친환경의식 확

산으로 인하여 사이클 산업의 규모가 성장 하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사이클웨어 제품 개발이 요

구되어 지고 있으나 재까지 시 에서 매되고 있는 사이클웨어는 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사이클웨어 디자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의 성향을 악하고,기능 이면서도 패션

성이 우수한 사이클웨어 패션제품이 개발되면 산업 으로 경제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스포츠·

웨어 심의 미래 패션 디자인 방향까지도 제시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사이클웨어의 개발이 단순히 소재와 기능 인 디자인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감

성까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패션제품으로의 환을 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1.이유진․서미아(2008).사이클 웨어의 생산 황 착용 실태 조사 연구:사이클 웨어 20～35세

남성 착용자를 상으로.복식문화연구,16(1),58-69.

2.이유진․서미아(2008).사이클 웨어의 만족도에 한 연구.복식문화연구,16(2),219-234.

3.조진희(2009).국내 의류소재에 나타난 시 별 텍스타일디자인 유형 비교 분석.덕성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



- 177 -

P21

가변성 있는 웨딩드레스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소 ‧정삼호‧문선정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웨딩드 스는 드 스를 입는 본인의 미 태도 뿐 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결혼에 한 념과

미 가치 이 반 될 수 밖에 없다.그러므로 웨딩드 스는 시 에 따라 변천되는 다양한 실루엣

이 패션산업과 함께 발달하고 있다.웨딩드 스는 패션상품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도입된

시기에 비하여 그 업계의 발달 과정은 다른 의류업종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최근 불경기의 향으로 변화한 웨딩드 스 업체들은 소비자의 구매패턴에 맞춰

략 인 시장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웨딩드 스 시장은 웨딩드 스 여가 부분인 작은 규모의 개인 샵들에 의해 운

되어지고 있으며 샵의 인지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재 웨딩드 스는 여와 매로 나뉘

어 유통되고 있고, 여는 일반 여와 맞춤 여로 구분된다.맞춤복 주의 소규모 부띠끄 형태

의 업체들 간의 차별화가 없어 한 마 략을 통한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실정

이다.

21세기 패션에서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변성 있는 디자인은 패션 디자이 들도 근

본 인 책으로서 하나의 복식이 여러 가지 용도로 변형됨으로써 자원 약과 폐기물의 감소효과

를 수 있는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 게 변화하고 있는 디자인의 개념을 웨딩드 스에

용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웨딩드 스 소

비자들은 여 히 명품 랜드를 선호하지만 고가의 제품 구매는 망설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

한 디자인의 변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을 확보하기 해 보다 실용 인 웨딩드 스 개발을

한 연구가 필요하다.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심 하고 내추럴한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으며 과장되

지 않은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장식을 최 한 제하고 자연에서 감을 얻은 드 스가 많이 선보

이고 있다. 한 웨딩드 스의 코디네이션에 의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웨딩드 스의 선호도가

높고 기존의 복고풍,로맨틱한 스타일과 함께 내추럴 한 스타일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성

있는 디자인 변화에 맞춰 실용성까지 보탬이 된 웨딩드 스의 디자인을 하여 가변성 있는 제품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국내 웨딩드 스의 조형 특성을 살펴보고,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웨딩드 스의 디자인 변화를 분석해 으로써 웨딩드 스 산업에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한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패션업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가변성의 개

념을 웨딩드 스에도 목시켜 소비자들이 원하는 웨딩드 스 디자인 개발과 웨딩드 스 련 업

계에 새로운 디자인 발상에 도움이 되는 기 자료 제공을 목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목 에 따라 변형할 수 있고 원형으로 회복되는 복식을 가변성이라

정의하고 가변의 디자인의 경향을 Muti-Funtional 인 일반 인 특성을 참조하여 하나의 드 스

디자인에 탈부착하거나 변형을 통해 총 6가지 스타일이 제안될 수 있도록 웨딩드 스 제품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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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 다.

국내·외 웨딩드 스 디자인 분석을 통해 웨딩드 스 트 드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목 시켜 다

양한 코디네이션을 하여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드 스 시안을 제안하기 해 기본 스타일로 머

메이드 실루엣을 정하고 디테일을 변형하거나 탈부착하는 가변 요소를 용하여 총 6가지 웨딩

드 스를 실물 제작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웨딩드 스를 입은 상태로 기해야하거나 이동해야 될 경우에 움직임을 조 이나마 편안

히 해주고 한 드 스 품의 향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지친 신부의 피곤함을 덜어 수

있도록 드 스 단은 기계주름을 잡은 쉬폰 소재의 디테일을 탈부착을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둘째,소매의 탈부착을 가능하게 만든 웨딩드 스로 드 스 착용 시 활동성을 필요로 할 때에는

소매를 붙여 신경쓰이는 팔 부분을 감싸주어 안정감을 수 있으며 웨딩촬 시 혹은 결혼식,피

로연 등에서는 트 드에 맞게 튜 탑으로 다른 드 스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하 다.

셋째,탈부착이 가능한 허리끈 디테일을 탈부착하여 허리선을 강조해 주는 디자인을 제시하

다.다양한 색과 소재의 허리끈은 코디네이션에 따른 분 기 변화가 가능하며 색상 뿐만아니라 소

재도 실크, 이스 등을 사용하여 웨딩드 스 착용 시 자기 개성에 맞게 선택 할 수 있고 웨딩 촬

이나 결혼식 등 때와 장소에 맞춰 연출이 가능하도록 제작하 다.

넷째,웨딩드 스 뒷면에 쉬폰 소재를 이용하여 등부터 길게 늘어뜨린 트 인을 제작하 다.

에서 부터 턱을 잡거나 혹은 셔링으로 디테일을 강조하여 신부의 뒤태를 아름답게 살려 수 있

는 디자인이다.

다섯째,탈부착이 가능한 홀터 넥 스타일의 웨딩드 스를 제작하 다.홀터 넥의 디자인을 여러

가지로 하여 이미지와 분 기에 따라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 다.세부 디테일은 가슴선 로 목

까지 체를 이스로 덮고 스탠드칼라를 약간 높여 어깨선을 드러내 섹시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스타일의 홀터 넥과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로 웨딩드 스의 가슴선 양 끝 쪽으로 길게

늘어뜨릴 수 있는 원단을 연결시켜 목 뒤에서 묶는 디자인으로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

다.

여섯째, 단을 여러 겹의 부드러운 쉬폰 소재로 장식한 디자인으로 여성스러움을 한층 더 강조

시켜주는 웨딩드 스를 제작하 다.디자인의 특징은 쉬폰 소재로 되어있는 단을 로 들어 올

려 고정시켜 수 있도록 하여,긴 웨딩드 스의 단을 로 들어 올려주면 짧은 미니 웨딩드

스로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단은 쉬폰 소재를 풍성하게 연출하여 짧은 길이에 맞게 더 귀여운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패션의 새로운 트 드의 하나인 가변성의 개념을 웨딩드 스에 목시켜 제품개발까

지 용해 으로써 변화해가는 웨딩드 스 디자인을 다양한 소재와 디테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디자인 개발하 다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가변성 있는 디자인으로 실

용 웨딩드 스 개발을 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며 한 의류학 분야에서도 웨딩드 스에

한 체계 인 학문의 자료가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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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2

남성패션과 인체에 나타난 성의 상품화 현상

박숙

경성 학교 의상학과

1.서론

모던 시 의 통과 규범을 해체하거나 변화시키면서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는 남자,

권력을 가진 자,교육을 받은 자 등으로 변되는 엘리트계층에 의해 지배되던 사회를 사회 약

자 던 이 통제할 수 있는 시 로 열어주었다.이와 함께 역사 으로 지배계 이었던 남성과

피지배계 으로 억압받아온 여성의 신분격차를 좁 주었다.그 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에

한 통 사고와 념은 21세기 들어오면서 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남성에게 보여지고 선택

되어지던 존재로서의 여성이 독립 이고 주체 으로 변화하면서 과거 남성들이 여성을 상 로

렸던 성 인 욕구와 호기심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충족시키고자 한다.과거에는 부분의 고

나 홍보에서 선정 인 성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여성의 인체나 패션을 주로 이용하 으

나 이제는 남성의 패션과 인체를 이용한 성의 상품화 상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남성을 성의 상품화 도구로 락시킨 원인를 규명할 수 있는

남성의 정체성 변화에 해 고찰해보고 둘째,남성의 인체를 활용한 성의 상품화 상을 고,

TV드라마,공연 역으로 분류해 사례를 살펴보고 셋째,남성패션에 나타난 성의 상품화 상을

성 호기심을 자극하는 의복디자인을 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연구에 활용된 참고자료는 새로운 남성상에 한 서

과 논문,남성성의 상품화를 알아보기 하여 패션잡지,컬 션지,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그리

고 선정 패션 디자인 방법에 한 디자인이론 서 련 논문들을 참고하 다.본 논문에

사용된 모든 자료의 시기는 2000년부터 2011년 말까지로 한정하 다.

3.결과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남성상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먼 가부장제도하의 권

주의 남성상에 기 한 마 맨은 여성해방운동과 여성지 향상에 따른 가족부양의무에서 해방됨

에 따라 통 남성상에 억압되어있던 연약함과 여성성을 표출시키면서 메트로섹슈얼로 변화되

었다.하지만 자기 심 이고 정서 으로 미성숙하다는 비난을 받았던 메트로섹슈얼은 감성 이고

민한 여성 자질과 강인한 남성 자질을 건 한 방식으로 혼합한 새로운 남성상인 버섹슈

얼로 변화한다.남성성의 기를 극복하고 평등주의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낸 새로운 남

성다움-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움-하지만 마 의 것이 아닌 새로운 남성의 정체성을 만들었다.이 시

가 요구하는 남성의 매력은 강하고 거친 남성의 특성과 부드럽고 연약한 여성을 특성을 모두

갖춘 남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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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남성 인체를 활용한 성의 상품화 상을 살펴보면 과거의 선정 고는 부분 입은 남

자(들)와 벗은 여자가 부분이었다면 21세기는 식스팩을 가진 근육질 남성의 벗은 몸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소비자를 유혹하여 매출을 증 시키고 있다.TV드라마에서는 근육질몸매를 가진 남

자연 인의 샤워신이나 땀에 젖은 몸으로 운동하는 장면을 드라마의 반부에 보여 으로써 여성

시청자들을 자극하여 고수익과 직 연 성이 있는 시청률을 높이는데 남성의 인체를 사용한다.

남자 가수들의 공연에서도 노출과 착이 심한 무 복과 상의탈의로 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티켓 매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남성인체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남성패션에서는 속옷으로 사용되던 민소매 셔츠의 겉옷화,깊게 인 V-neckline,그리고

앞여 을 깊게 오 한 셔츠 등에서 나타나는 인체 노출 경향, 몸이 비치는 매쉬 소재,시-스루

소재,그리고 비닐같은 non-fabric의 부분 인 사용으로 나타나는 비침 경향,근육질 몸매를 잘 드

러내는 타이트한 티셔츠,인체의 곡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니트 의류,몸매를 잘 드러내는 타이

트한 수트 재킷,스키니 팬츠,그리고 타이트한 반바지에 나타난 바디 컨셔스 경향에서 성의 상

품화 상을 찾아볼 수 있다.

4.결론 제언

21세기 남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과 스타일을 표 하는 것을 과거 남성 심 사회가

그들에게 부여했던 책임과 의무 그리고 남성만의 특권을 리고 따르는 것 보다 더 시한다.이

제 남자들도 자신의 감정을 충실하게 표 하면서 성 인 욕구를 시각 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외모가 능력이 된 재를 살아가는 남성들은 호감가는 인상으로 면 에서 높은 수를 받고,이성

에게 어필하기 해 몸을 만들고 치장을 한다.그리고 이러한 매력 인 남성들을 이용하여 고주

들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해 남성의 인체를 다양하게 이용하여 성의 상품화 상을 확산시

키고 있다.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성 으로 이해하고 합리 으로 단하고 선택하게 하기보다

는 소비자들의 감성 측면을 자극시켜 상품의 선호도를 높이게 하는 감정 소구로서 과거 여성

을 이용했던 것처럼 남성을 이용하는 것이다.그러나 고나 홍보에 있어서 성표 의 사용정도는

매출증 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과도한 성 표 은 오히려 상품이나 기

의 이미지에 역효과를 수 있다.따라서 제작자나 기업주는 그것을 달하는 매체에서 자율성

을 가지고 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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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검진복 디자인 개발

정삼호1)‧이선화2)

1)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앙 학교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

1.서론

최근 들어 병원을 심으로 한 의료산업의 경쟁양상도 기업에 못지않게 속도로 변화하고 있

다.특히 의료 환경은 고령사회,의료수요의 다양화 그리고 질병구조의 변천 같은 구조 요인에

크게 향을 받아 변하고 있어 의료 기 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는 성인병의 증가,노령인구의 증가,경제사정의 호 ,매스컴 등을 통한 건

강에 한 홍보의 증가 등의 이유로 건강에 한 반 인 심이 높아져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에

한 심을 기울이게 되었고,병원들은 경 여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다각화의 일환으로 종합

검진을 도입하 다(정 경,2008).검진센터는 건강검진이라는 기본 인 목 외에 수검자의 다양

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이용자 심의 마 략으로 변화하면서

기능 이면서 심미성을 지닌 검진복 공 을 시도하고 있다.

재 검진복은 국내에서는 의료용 의류 문 업체의 부재로 병원에 한 문 인 지식을 갖춘

업체에서 기획,생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니폼의 개념으로 제작되고 있다.검진복의

다양한 제품 설계와 꾸 한 연구로 디자인,소재특성,사용실태와 용가능 분야를 조사하여 문

인 의료용 의복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병 방과 건강증진에 한 심으로 종합건강검진에 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 에서 건강검진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심미 인 디자인의 검진복을 제시하기 해

먼 , 재 건강검진센터에서 사용되는 검진복의 공 실태와 불편한 과 개선해야 할 을 조사

하고 검진복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여 건강검진센터에서 착용 가능한 검진복의 디자인 설계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검진복을 제작하고,최종 시제품

평가를 통해 환자복과 차별화된 검진복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목 이 있다.

2.환자복의 특성 실태

환자복은 환자역할을 받아들이고,새로운 병원규범을 내재화하는 사회화 과정의 도구로서 작용

하며, 한 병원의 상징성을 띈 환자복은 환자가 직 착용을 하기에 병원과의 일차 인 이

된다.결국 환자복은 환자와 병원이란 조직을 사회․심리 으로 연결시켜주는 도구이며,상처부

와 정도에 련하여 기능성을 가져야하고 생 이고 실용 인 직물을 사용해야한다(이선화,

2012).환자복은 병원에서 일반인과 구별하기 쉽고 생 인 리를 해 입기 시작하 으나 신체

의 동작이 자유롭지 못하고 심리 변화가 극심한 환자들의 특성으로 환자복 디자인에서는 특별

한 사항들이 요구된다(박상희,2004).환자복에 요구되는 특성은 첫째,형태 인 구성요소를 고려

하여 입고 벗기가 쉬워야 하며 둘째,심미성 측면에서의 환자복의 디자인은 외 만족감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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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장성란,박세원,2010).셋째,환자복을 리하는 병원의 리측면에서 제조단가,구입

가격 등과 같은 경제 인 부분도 충족되어야 한다.

환자복은 의료용 의류 문업체의 부재로 고도의 기능성을 요하는 병원에 한 문 인 지식

을 갖춘 업체에서 기획․생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니폼의 개념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생산업체에서 일정한 규격과 디자인으로 개발되어 의료시설에 공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과거

의 환자복이 가지는 단순한 병원 내 유니폼의 기능에서 재의 환자복과 환자복에 한 만족 정

도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여러 병원에서 환자복의 변

화를 시도하고 있다.정인희 외(2010)는 남녀 사이즈 구분이 있는 디자인의 제작 필요성과 치료부

에 따른 기능 디자인,소재,원부자재의 개발로 환자의 심리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디

자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 다.

3.연구방법

검진복의 사례분석을 한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 인 사항 5문항, 재 착용하고 있는 검진복에

한 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기존 검진복 디자인 특징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상하분리형

검진복 16개의 도식화를 제시하여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조사는 2011년 10월 10일

부터 10월 21일까지 서울 경기도 지역 내 건강검진센터 12곳에서 이루어졌으며,총 158부의 설

문지를 조사․분석하 다.

4.결과 고찰

설문조사 결과,검진복은 상하분리형으로 생 이며 동작시 편리하며 환자복과 구별되는 다양

한 심미 디자인을 요구하 다.설문과 함께 제시한 검진복 디자인 도식화 선호도가 높은 상

하분리형 디자인 5개의 디자인을 선정하 으며,제작 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수

정․보완하여 총 5벌의 검진복을 제작하 다.

검진복 디자인의 고려사항은 검진과목의 특성을 반 한 개선된 디자인과 심미성과 동작성을 반

한 디자인으로 검진복에 한 개선 을 악하 다. 한 피부에 직 으로 닿는 검진복이라

생문제를 고려한 소재선택에 요성을 인식하 다.

실제 검진복의 불편사항을 자유기술하게 한 결과 총 92명의 환자가 응답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이 맨살에 닿아 생상 꺼림칙하다(35%),검진 시 검진 부 이외의 신체부 가 드러나

불편하다(31%),이동시 신체 부 가 드러날 수 있어 불편하다(18%),소재가 뻣뻣하여 불편하다

(13%),기타(3%)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분 디자인과 소재에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검진복 불편사항(자율기술)

항 목 비율(%)

맨살에 닿아 생상 꺼림칙하다 35

검진시 검진부 이외의 신체부 가 드러나 불편하다 31

이동시 신체부 가 드러나 불편하다 18

소재가 뻣뻣해 불편하다 13

기 타 3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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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복의 외형 디자인에 한 선호도 조사 결과로는 기존 검진복의 편안함 여부와 불편한 부

분,칼라 목선 모양,소매길이,여 ,주머니의 치 개수,상의 길이,실루엣 등에 해 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검진복의 시제품을 개발하 다.최종 시제품의 평가를 해 최근 2년 내

에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여 건강검진 경험이 있는 25명의 성인남녀를 상으로 2012년 2월 13일

앙 학교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의 세미나실에서 외 평가를 실시하여 개발된 제품의 신

뢰도를 높 다.

5.결론

본 연구는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하여 검진을 받는 성인남녀에게 보다 편리하고 합리 이며 심미

인 디자인의 검진복을 제시하고자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이선화,2012,정인희 외,2010,

진기남 외,2010,류미애 외,2004)를 참고하여 조사 분석,디자인방향 설정,디자인 제시,시제

품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검진복 디자인을 진행하 다.

과거 건강검진센터는 치료 기술이나 서비스 등 리의 요성에 치 했었던 반면,검진 시 착용

하는 검진복에 한 요성은 간과했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근래에는 검진복이 커뮤니 이션으

로서 감성 수검자의 자 심을 높여주는 서비스 에서 인식되는 등 병원의 새로운 상징 가

치 창출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한 검진복에 한 이용자들의 요구만족은 건강검진센터의

확실한 경쟁 이 요인이 될 수 있다.의료기 들이 수요자 심으로 경 패러다임이 변해가는

실을 고려할 때,검진의 효율을 높이고 병원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검진복 변화가 요구된다.

검진복의 편의성과 기능성뿐만 아니라 의료복의 통 유니폼에서 탈피하여 수검자의 내 만족

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검진복이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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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4

안전장치를 부착한 인체공학적 사이클용 백팩 개발

정삼호1)‧이선화2)

1)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앙 학교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

1.서론

소득수 의 향상,근로시간의 단축 등에 따른 여가시간의 확 는 수요 확 , 패턴의

새로운 변화 유발 등 산업 환경이 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노동시간의 감소와 주 5일 근무제가

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되어 여가 활동에 한 참여욕구와 기회가 증가되고

있고,웰빙 문화 확산과 함께 건강 리에 한 심 고조로 이어져 인구의 증가를 유발시켰

다(이혜륜,2011).그러나 스포츠․ 용품의 련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속한

시장 확장으로 인한 국산품의 시장 선 실패가 원인이며,해외 고 랜드의 시장 유를 통한

소비자의 랜드 충성도 고착에 따른 국산제품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스포츠가 생활화되면서 액티 스포츠 웨어에 미 인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패션 스포츠 웨어

로 역을 넓힘은 물론,의류뿐 아니라 가방 용품 역으로 심이 확 되며,최근에는 스

포츠 용품에 패션성을 부여한 아이템을 도입하거나 특징 인 디자인 요소로 기능성을 구 하

고,이미지를 활용한 스포츠 용 가방이 부각되고 있다.이러한 변화에 따라 스포츠․ 용품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니즈 분석과 시장 유율에 심 을 기울이고 있으며,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이옥란,2007).

그러나 국내 스포츠․ 용품 기업의 세성으로 인한 기술개발 아이디어의 상용화된 제품

화에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제품 설계와 꾸 한 연구로 디자인,소재특성,사용실태와 용가능

분야를 조사하여 문 인 스포츠 용품의 개발이 필요하다.이에 스포츠 시 백팩 착용자의

안 을 확보하는 기능과 인체공학 임 개발로 백팩의 편안한 착용감과 패션성을 가미한 다

기능성 스포츠 용 백팩에 한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백팩의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 이드 시킨 사이클을 탈 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허리를 보호해주는 기능 요소를 추가한 백팩을 개발하기 해 안 장치인 로텍터를 활용하여

백팩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인체공학 인 패턴 설계와 디자인 요소를 추가하여 편안

함과 아름다움에 안 성까지 보장되는 안 장치 부착 사이클용 백팩을 개발하고자 한다.

2.백팩의 특성 실태

백팩은 물건을 휴 하거나 운반하기 한 도구로써 소재,형태,용도,가격에 따라 품질,디자인

등이 다양하며(강서 ,2011),색채는 인간의 심리와도 매우 한 계를 맺고 있으며 소비자의

연령과 취향에 알맞게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 색의 형태,문양과 반 인 디자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색의 선별에 유의하여야 한다(김혜숙,1992).

최근 백팩의 트 드는 ‘은 여성을 해 보다 패셔 블하게’와 ‘보다 편하게 인체공학 으로’이

다.노스페이스는 화사한 색감과 꽃 린트,스 소재를 활용하여 편리성을 강조하 으며, 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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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낭끈을 네온 계열 색깔로 처리하 으며,등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리 스 등

개발로 착감이 뛰어나다.라푸마는 체형에 맞춰 밴드 넓이를 이고 유선형으로 제작하 다.미

국 랜드 아메리백은 가방이 몸에 감기며 가방의 무게가 으며 체에 고루 분산돼 어깨와 척추가

받는 부담을 덜어주는 디자인을 제작하 고,노스페이스는 등 이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디자인

되고,힙벨트가 장착돼 백팩의 무게가 어깨에만 걸리지 않고 분산되게 디자인하 다.블랙야크는

듀오백코리아의 인체공학 등 시스템을 도입하여 2개의 등 패드가 배낭의 무게를 어깨,허리,

등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기능성 디자인하 다(조선일보윮하 고,노스페 로스펙스에서는 척추의 올바

배형태덜어주지하도록 도와주고 허리를 바르게 펴주는 인체공학 아동용 가방과 쿠션형 몰드를

개발하여 가방이 허리부분에 착되었을 때 허리를 보호해주고 바른 자세로 곧게 펴주는 기능을

가진 백팩을 개발하 다(일간경기 디자인&스타일,2011).

3.연구방법

국내․외 백팩 문 랜드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체공학 인 임과 기능 디자인 요소를 추

가한 백팩을 조사하 다.안 장치 부착 인체공학 사이클용 백팩의 사례분석을 하여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 인 사항 5문항,사이클용 백팩에 한 2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기존 실태조사를 통

한 백팩 디자인 특징을 바탕으로 안 장치 부착 사이클용 백팩 15개의 도식화를 제시하여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 다.설문조사는 2011년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울 잠실 한강둔치에서

사이클용 백팩을 착용한 사이클러를 심으로 이루어졌으며,총 187부의 설문지를 조사․분석하 다.

4.결과 고찰

설문조사 결과,사이클용 백팩에 하여 내구성이 강하고,가벼우며 땀 흡수가 용이한 패턴설계와

다양한 심미 디자인을 요구하 다.설문과 함께 제시한 사이클용 백팩의 디자인 도식화 선호도

가 높은 5건의 디자인을 선정하 으며,제작 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수정․보완하여

총 5건의 백팩을 제작하 다.

안 장치가 부착된 사이클용 백팩 디자인의 고려사항은 사이클을 탈 때 움직임을 반 한 인체공

학 디자인과 심미성과 편안함을 반 한 디자인으로 백팩에 한 개선 을 악하 다. 한 사고

시 충격을 흡수하고 등 임의 통기성을 고려한 소재선택에 요성을 인식하 다.

실제 백팩의 불편사항을 자유기술하게 한 결과 총 102명이 응답한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이 등

임의 구조가 통기성이 떨어짐(35%),등 임의 소재가 땀 흡수력이 떨어짐(30%),백팩의 착

용감이 불편함(21%),백팩 디자인이 떨어짐(11%),기타(3%)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분 등 임의

디자인과 소재에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사이클용 백팩의 불편사항(자율기술)

항 목 비율(%)

등 임의 구조가 통기성이 떨어짐 35

등 임의 소재가 땀 흡수력이 떨어짐 30

백팩의 착용감이 불편함 21

백팩 디자인이 떨어짐 11

기타 3

합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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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용 백팩의 외형 디자인에 한 선호도 조사 결과로는 주머니의 치 개수,용량, 량,

착용감,소재,색상,여 방법 등에 해 조사한 결과와 안 장치 부착 사이클용 백팩의 고려사항에

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안 장치 부착 사이클용 백팩의 시제품을 개발하 다.최종 시제

품의 평가를 해 사이클 동호회에서 피험자 15명을 모집하여 2012년 3월 3일부터 17일까지 모니터

링을 실시하 으며,2012년 3월 23일 앙 학교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의 세미나실에서 산학

섬유패션 문가 바이어 8명을 상으로 외 평가를 실시하여 개발된 제품의 신뢰도를 높 다.

5.결론

본 연구는 사이클을 탈 때 백팩을 이용하는 성인남녀에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척추를 보호해주

는 기능 요소를 추가하여 보다 안 하며,편리하며 심미 인 디자인의 백팩을 제시하고자 기존 선

행연구들의 연구결과(박혜 ,2009,이경아,2009,고경희,2008,김혜숙,1992)를 참고하여 조사

분석,디자인 방향 설정,디자인 제시,시제품 평가에 이르는 일견의 과정을 거쳐 백팩 디자인을 진

행하 다. 한 백팩에 부착되는 로텍터는 비 물산(주)에서 개발된 제품을 사용하 으며 재 유

럽 CE인증허가 이다.

국내 스포츠 용품 산업은 신소재 개발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여 왔으나,일부 고가의 스

포츠 용품의 경우 외국산 경기용품 용품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며,이는 제품의 실

용 가치보다 외국 유명 랜드에 한 선수층 일반수요자의 과도한 선호도가 주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이에 품질향상과 사용재료의 다양화로 인한 제품 차별화,디자인,제품 경량화,기능

성 제품과 스포츠․ 품목의 용 백팩의 연구개발은 국내 스포츠 산업의 랜드 이미지 향상

경쟁력 향상에 매우 효과 일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인체공학 패턴,신소재 디자인으로 기능성을 구 하는 안 장치 부착 사이클용 백팩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두 되며, 문스포츠 마니아를 한 특화된 스포츠 용 백팩 제품이 연

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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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

경극 <패왕별희>에 나타난 주인공 의상 연구

성범가‧권미정‧서미화

부산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경극은 총 인 연기 술로 청조 건륭제 55년(1750년)에 베이징에서 공연된 새로운 곡조인 '

피황극(皮簧劇)‘에서 시작된 희극(戱劇,opera)으로 북경(北京)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경극(京劇)

이라고 한다.경극은 세계 으로 높은 찬사를 받고 있는데 경극이 사람들에게 남긴 인상은 가사나

독백이나 몸놀림 뿐 만 아니라 인물이 극 에서 입는 오색이 롱한 의상,정 하고 아름다운 액

세서리,다채로운 메이크업 등이 큰 역할을 한다.특히 극 역할의 특징을 살리기 해 만들어진

분 기와 비 ,성격이 잘 드러나게 하기 해서 다양한 의상이 발달하 는데,경극의상은 역

미술가,자수공 가의 설계, 한 유명한 연기자의 개 을 통해 차츰 완성되었다.

경극의 종류는 1000여종이 있으며 이 <패왕별희(覇王別姬)>는 국의 표 인 경극 하나

로 국내에도 첸 카이거 감독의 화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경극 <패왕별희>는 패왕 항우의

용맹성과 그의 애첩 우희와의 애 한 사랑을 그린 국의 고 경극으로 내용의 이해가 쉬우며

인물의 성격이 의상을 통해 잘 드러난다.지 까지 경극의상에 한 연구는 몇 편 있으나 <패왕

별희>만을 심도 깊게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극 <패왕별희>에 나타난 주인공 의상을 심으로 조형성을 살펴보고

자 하며 이는 경극에 한 심의 증 와 이론 인 기 자료로서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과 범

연구 방법은 국과 한국의 문헌, 상,선행연구논문,사이트자료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상자

료는 국에서 공연된 <패왕별희> 4작품,즉 <북경 화극원,주연:양소루,매란방,1922>,<호엄

회 ,주연:진 걸,왕염,2008>,<상해희극학원상희극원,주연:해 로,고홍매,2010>,<매란방 극

원,주연:양 ,리성소,2011>에서 선정하 다.연구 범 로는 경극에 나타난 인물을 심으로 얼

굴분장을 제외한 의상과 머리장식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결과 고찰

1.패왕 의상

1)황망(黄蟒):황망(黄蟒)은 도포형(道袍形)의 망포(蟒袍) 의 하나로 경극에서는 황제나 재

상,황후,비빈공주 는 여자 장군이나 귀족부인이 입는 복으로 배역에 따라서 남자가 입는 망,

여자가 입는 망,나이든 귀부인 입는 망 등으로 나뉜다.이 황색으로 된 망을 황망이라고 하며

패왕이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망(蟒)은 길이가 발끝까지 닿으며 통이 넓으며 허리선 아래로

부터 트임이 있다.깃은 둥 며(圓領)소매가 넓고 소매 끝에는 수수(水袖)라고 하는 흰 명주 소

재의 덧소매를 붙이는데 이는 그것이 움직일 때 모습이 물결 무늬와 같다는 데서 유래했다.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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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옷 체에 행용문(行龍紋)이 많이 새겨져 있으며 옷자락 부분에는 도모양의 문양인 해수

문(海水紋)이 나타나 있다.색상은 황색을 기 로 하여 색과 은색,붉은색 자수로 화려한 왕의

엄을 나타내었다.허리에는 붉은 색의 동 모양(通寶紋)의 자수가 놓인 검은색 옥 (玉帶)를 착

용한다.머리 장식으로는 주인공인 항우 용의 흑부자회(黑夫子盔)인 패회(霸盔)가 있다.패회(霸

盔)라는 머리장식은 패권을 부르짖는 인물이 쓰는 것으로 앞 모양이 뒷부분 보다 크다(大额子前

扇).한가운데와 좌우 양 가에는 용수철로 이은 용(金龍),사자(雄狮),그리고 해면(海綿)으로 만

든 구(球)모양의 장식이 있으며 체는 팔각(八角)연잎식의 넓은 차양으로 되어 있고 패회(霸盔)의

양쪽 끝에는 노란색의 긴 술장식이 있다. 패회의 뒷부분에는 허리까지 오는 망토형의 천과 앞

부분으로 늘어뜨리는 옷고름 모양의 띠를 덧붙이는데,뒷부분의 검은색 견소재 망토에는 색 자

수의 행용문(行龍紋)을 사용하고 앞부분으로 내려오는 흰 띠에는 붉은 색의 사조용문(四爪龍紋)을

사용한다.패왕의 수염은 만염(滿髥)1)으로 신분이 높고 성격이 강한 것을 나타내며 주로 우모(牛

毛)가 쓰인다.

2)패왕연고 (覇王軟靠):고(靠)는 국 경극 의상의 문용어로 제 으로 보면 갑옷과 비

슷하다.상의와 하의가 연결된 심의(深衣)형태로 상(裳)의 윗부분에는 많은 주름이 있으며 길이가

길고 단령(團領)의 둥근 옷깃에 소매입구가 좁다.옷이 앞뒤로도 나뉘어져 허리 뒤쪽 양 에 두

개의 끈을 달아 앞쪽 허리를 휘감는 것이 특징이다.그리고 다리 바깥 부분을 가려서 보호하는

고퇴(靠腿)가 있다.고(靠)의 허리 부분에는 당(前裆)2)을 겹쳐 입는데 당의 하단에는 황색 망

자세(网子穗)3)가 달려 있다.문양은 주로 물고기 비늘 모양이나 정자(丁字)모양이며 당(前裆)에

장식된 용희주(雙龍戱珠)，운문(云紋), 문(波紋)이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요하다.색채

는 신분을 나타내는 검은색과 노란색이 주로 쓰이며 빨간색도 부분 으로 쓰인다.머리 장식은 황

망(黄蟒)에서와 동일하다.

3)패왕경고 (覇王硬靠):경고(硬靠)의상은 연고(軟靠)와 다름이 없으나 차이 은 패왕연고

(覇王軟靠)에 고기(靠旗)4)를 꽃아 완 무장하여 임 태세를 갖춘 상태의 복식

이다.

Fig.1.황망 Fig.2.황망 Fig.3.황망(뒤) Fig.4.패왕연고 Fig.5.패왕경고

2.우희 의상

1)여풍두 (女風斗蓬):두 (斗蓬)은 이 (cape)를 뜻하며 여풍두 (女風斗蓬)은 여성용

이 이다.소매가 없고 어깨에 걸치는 의상으로 두 의 자락은 크고 넓으며 길이는 지면까지 닿

1)경극은 남자 역할의 생(生),폭력 인 악한 역할의 정(淨),여자 역할의 단(旦),감 역할의 축(丑)의 네 개의 배역이

있는데,역할에 따라 수염의 길이와 폭,색 등이 달라지는데,만염(滿髥)은 생(生),정(淨),축(丑)모두 사용하고,수염

이 길고 숱이 많은 것을 뜻하며 나이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2)고(靠)의 허리에 다는 앞치마

3) 당(前裆)의 아랫단에 달린 술장식

4)깃발 모양의 무기를 등 뒤에 꽂아 장식으로 경극에서 배우가 무섭고 어려운 동작을 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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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옷깃은 소수령(小竖領)의 폭이 좁고 빳빳한 스탠드깃이다.원래 두 (斗蓬)에는 문양과 자수

도안이 사용되지 않지만 여풍두 (女風斗蓬)에서는 화려한 문양의 자수가 사용되었다.그 문양으

로는 사계의 화 (花草)와 두루미가 주로 쓰인다.색상은 비가 선명한 황색과 랑색을 주로

하고 안감에는 주로 연한 란색의 안배색을 하고 꽃 문양 등의 자수를 사용한다.머리장식으로는

여의 (如意冠)5)을 쓰는데, (冠)의 에 족두리와 같은 받침이 있고 받침 에 앞은 낮고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세 층의 여의편(如意片)이 있다.여의 (如意冠)은 스팽 과 비즈 자수을 많

이 사용하며 그 주변에 구슬을 꿰어 장식한다.

2)황피(黃帔):피(帔)는 명 귀족 부녀자의 복에서 유래한 경극의상의 문용어로 황피

(黃帔)는 신분이 높은 여성들의 평상복 외투이다. 체 으로 보면 무릎 정도 길이의 통형이며

단 부분에 트임이 있으며 합임(合袵)6)과 수수(水袖)가 특징이다.황 색의 반짝이는 추단(縐緞)

소재가 사용되며 양어깨와 소매,배 앙,앞단의 양 에는 단학(團鶴)도안의 자수가 놓인다.합

임의 깃 양쪽 가에는 흰 색 바탕의 트리 장식이 있다.황피의 안에는 화 (花草)단(端)장식의

창의(氅衣)를 입는다.

3)어린갑(魚鱗甲):어린갑(魚鱗甲)이란 물고기 비늘무늬의 갑옷으로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다.

상의는 소수령(小竖領)의 짧은 솜옷으로 부피감을 주며 어깨 부 에 운견(雲肩)7)장식을 한다.견

소재의 황색 상의가 많고 소매 부분에는 주로 꽃문양의 자수를 사용하며 운견에는 붉은 색 술장

식을 한다.하의는 창의(氅衣)와 그 에 덧입는 앞뒤 좌우 4장의 당편(裆片)으로 구성되는데,창

의(氅衣)는 발등 길이의 흰 색 치마로 단(端)에는 꽃문양의 자수 장식이 있고 당편(裆片)은 빨간색

혹은 황색의 견소재 장식 치마로 실로 된 물고기 비늘 모양의 도안이 있으며 특별히 당(前裆)

에는 호랑이머리의 도안이 추가된다.머리장식은 여의 (如意冠)으로 여풍두 (女風斗蓬)착용시와

동일하다.

Fig.6.여풍두 Fig.7.여풍두 Fig.8.황피 Fig.9.어린갑 Fig.10.운견

3.한신 의상

1)장식두 (長式斗蓬): 이 (cape)형의 외투로 여풍두 (女風斗蓬)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여풍두 의 길이가 바닥까지 닿는데 비하여 장식두 은 보통 4자(尺)로 발등 길이이다.두 (斗

蓬)의 단(端)끝에만 색 자수가 있고 체 인 문양이나 도안은 없다.색상은 주로 빨강색과 황

색이 사용되는데 한신 의상에서는 빨강색만 착용되었다.여풍두 (女風斗蓬)과 마찬가지로 안감에

는 주로 연한 란색의 안배색을 하는데 자수 장식은 없다.

2)룡마괘(龍馬 ):마괘(馬 )는 남성들이 착용하는 허리 길이의 외투로 의(箭衣)8)와 함께

5)여의 (如意冠)이란 여의(如意)형태의 이라는 뜻으로 한국의 비녀와 비슷한 모양의 장식물이다.

6)웃옷의 두 섶이 겹치지 않고 가슴 앙에서 두 옷자락을 채우게 되어 있는 스타일.

7)어깨걸이 형태의 장식 의상이다.운견은 다채로운 실장식으로 표 하여 어린갑(魚鱗甲)에서 운견(雲肩)은 물고기 비

늘처럼 번쩍번쩍 빛난다.일반 으로 황족 귀부인이나 신혼부부 등이 많이 사용한다.

8)청 의 만주 사람들이 사냥할 때 활을 쏠 때(射箭)입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둥 깃(圓領)의 통형 복이다.길이는

발등정도이며 상의부분은 착되고 허리부분은 좁으며 하의부분은 앞뒤 앙,양 가에 트임이 있어 활동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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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왕의상 우희의상 한신의상

종류

황망(黄蟒)

패왕연고 (覇王软靠)

패왕경고 (覇王硬靠)

여풍두 (女風斗蓬)

황피(黃帔)

어린갑(魚鱗甲)

룡마괘 (龍馬 )

장식두 (長式斗蓬)

색상 황색,검은색 황색, 랑색 빨강색

형태 도포형,심의형 이 형,통형,상하분리형 이 형,통형

소재 견 견 견

문양

행용문(行龍紋)

용희주(雙龍戱珠)

운문(云紋), 문(波紋).

화 (花草),

단화(團花),단학(團鶴),

어린문(魚鱗紋)

단룡문(团龍紋)

해수문(海水紋)

머리장식 패회(霸盔) 여의 (如意冠) 수회(帥盔)

착용한다.둥 깃(圓領)이고 가슴 앙에서 두 옷자락을 채우게 되어 있는 합임(合袵)형으로 길이

는 2자(尺)이며 소맷부리는 넓게 퍼지는 형태이다.황색 견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어깨에는 단룡

문(團龍紋)으로, 단에는 해수문(海水紋)장식을 하며 소매단은 란색의 만수(挽袖)9)를 덧붙인

다. 의(箭衣)는 빨강색 견 소재가 많이 쓰이며 마과와 마찬가지로 단룡문(團龍紋)과 해수문(海水

紋)으로 장식한다.머리장식으로는 수회(帅盔)를 쓰는데 앞 모양이 뒷부분 보다 크고(大额子前扇)

형태는 종형(鐘形)이며 진주와 비즈,붉은색 털 장식을 단다.수회(帅盔)의 양쪽 끝에는 노란색의

긴 술장식이 있다.다음 Table1.은 주인공 의상의 조형성을 정리한 것이다.

Fig.11.장식두 Fig.12.룡마괘 Fig.13.수회

<Table1>패왕별희 주인공 의상의 조형성

Ⅳ.결론

본 연구는 경극 패왕별희의 주인공 세 명의 의상의 조형성을 살펴본 것이다.

첫째,패왕의상에는 황망,패왕연고,패왕경고가 있었으며 색상은 황색과 검은색,소재는 견소재,

행용문, 용희주,운문, 문이 나타났으며 패회라는 머리장식을 쓴다.

둘째,우희의상의 종류에는 여풍두 ,황피,어린갑이 나타났고 이에는 황색과 랑색,견소재에

화 ,단화,단학,어린문이 사용되었고 여의 을 썼다.

셋째,한신의상으로는 장식두 ,룡마괘가 있었고 빨간색 견소재에 단룡문,해수문이 보이고 있었

다.머리장식으로는 수회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네 가지 공연의 경극 의상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극에서 주인공의

역할과 성격을 표 하는데 의상이 매우 요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9)소매단을 장식하는 토시(커 스)의 일종으로 두 장의 커 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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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모바일 인터넷 친숙도, 모바일 쇼핑 신뢰도와

모바일 패션쇼핑의 위험지각 및 구매의도와의 관계

유혜경1)‧고선 2)‧이슬이3)‧최인혜4)

1)인천 학교 패션산업학과

2)인천 학교 생활과학연구소

3)(주)패션그룹형지

4)(주)신원

Ⅰ.연구목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확 되고 있다.우리나라 주요 인터넷 쇼

핑업체들이 이 새로운 시장에 경쟁 으로 뛰어들고 있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가세하면서 모바일

쇼핑시장은 잠재력 있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친숙도와

모바일 쇼핑 신뢰도에 따라 모바일 패션 험지각이 달라지는지 분석하고, 한 모바일 패션 험

지각과 모바일 패션 구매의도와의 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 모바일 패션 쇼핑의 험지각은 이은경(2007)의 연구에서 사

용된 척도를 사용하 고,모바일 인터넷서비스 친숙도는 장성호(2004)의 연구에서,그리고 모바일

쇼핑 신뢰도는 최헌(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 다.그리고 구매의도는 홍병숙,이은

진과 마효 (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 20～30 남녀를 상으로 2011년 4월 16일부터 5월 11일 기간 동안 설

문지를 배부하여 총 436부를 회수하 다.이 16부를 제외한 420부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20.0AMOS20.0 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확인 요인분석,구조

방정식 모형분석으로 분석되었다.

Ⅲ.연구결과 결론

모바일 인터넷 친숙도는 패션 모바일 쇼핑의 경제 험,제품 험, 라이버시 험,사회

험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모바일 쇼핑 신뢰도는 패션 모바일 쇼핑의 4가

지 험지각 모두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바일 쇼핑을 신뢰할수록 모바일 패션

쇼핑의 험을 더 크게 지각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이 모바일 쇼핑과 모바일 패

션 쇼핑을 구별하여 지각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그러나 모바일 인터넷에 친숙할수록 패션

모바일 쇼핑의 험을 덜 지각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모바일 패션 쇼핑의 시장가능성을 짐작해보

게 한다.인터넷 패션 쇼핑에 익숙한 소비자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험지각을

덜하게 되고 모바일 쇼핑시장으로 옮겨올 것을 상해 볼 수 있다.

패션 모바일 쇼핑의 험지각은 구매의도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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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각, 라이버시 험지각이 구매의도에 유의한 부 향을 나타냈다.소비자는 모바일 패션

쇼핑과 련하여 제품품질이나 서비스,개인정보유출 등을 우려하고 이러한 우려가 구매의도에 부

향을 미치는 만큼 패션 모바일 쇼핑몰 업체는 이러한 에 유의하여 소비자의 험지각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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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

AHP 기법을 이용한 소비자의 Fashion Retailing Store 

선택속성 순위와 Repositioning에 관한 연구

이진화‧박진제

부산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본 연구에서는 의류 구매 소비자가 의류 구매 시 다양한 선택 안 신 하게 고려하는 의류

매 을 심으로 소비자들의 의류 매 선택속성에 해 근하고자 한다.의류 매 을 선택

하는 기 은 다속성 기 이며,다기 간에 서로 상 를 고려하는 보상 의사결정 모형으로 설명

될 수 있기 때문에 1970년 반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 의사결정방법(AHP:Analytic

HierarchyProcess)을 용하여 의류 매 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우선 으로 고려하는 평가요소들

의 상 인 가 치와 우선순 를 알아보고자 하며,평가 안인 각 의류 매 간의 상 비교를

통하여 우선순 가 치와 평가를 통한 도출된 값을 속성만족도- 요도 모델을 이용한 식에

용하여 얻게 된 값으로 Biplot분석을 실시하여 PositioningMap을 작성하기로 한다.

분석된 PositioningMap을 이용하여 각 평가 안 의류 매 의 순 와 좌표 값이 결정되어지면,

가장 시장경쟁력이 높은 업태를 상으로 벤치마킹하여 아울렛 을 Repositioning함으로써 변하

는 경 환경에 응하는 의류 매 업태의 향후 새로운 마 략을 수립하는 데 을 두어야

할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설정된 연구모형의 분석을 해 ExpertChoice사의 소 트웨어인 ExpertChoice2000 로그램

을 사용하 으며,SPSS사의 SPSSforWindows19.0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인구통계 분석,

PositioningMap,RepositioningMap을 작성하 다.

Ⅱ.연구분석의 결과

1.AHP분석의 결과

평가 안 의류 매 에 한 상 요도와 우선순 를 살펴보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

이 평가 안 의류 매 의 반 인 가 치 우선순 는 백화 (.352)→ 아울렛 (.176)→ 인터넷

쇼핑몰(.171)→ 랜드 의류 매 (.162)→ 할인 (.139)의 순으로 1강 3 1약으로 나타났다.이

가장 높은 반 평가 안의 가 치가 도출된 것은 이미지 요인 평가 역의 ‘랜드 이미지’

평가요소 ‘백화 (.0555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장 낮게 평가되었던 것은 서비스품질 요인

평가 역의 ‘상품포장이 좋다’평가요소 ‘인터넷쇼핑몰(.00166)’로 나타났다.

부분의 의류쇼핑 소비자들은 의류쇼핑 시 백화 을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 수 있으며 나머지 의류 매 에 해서는 상 으로 비 이 낮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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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평가 안 의류 매 에 한 상 요도와 우선순 결과

평가 역 평가요소
평가 안 의류 매 별 반 가 치

백화 랜드 할인 아울렛 인터넷쇼핑몰

제품

요인

구색의 다양성 0.00932 0.00572 0.00675 0.00840 0.00790

가격의 성 0.02783 0.01701 0.01724 0.02534 0.02020

신상품의 신속한 구비 0.01347 0.00877 0.00552 0.00550 0.01272

개성과 스타일 0.02739 0.02730 0.01563 0.01739 0.02722

제품 요인 가 치 합 0.07801 0.05880 0.04514 0.05663 0.06804

제품 요인 우선순 1 3 5 4 2

서비스

품질 요인

신속한 응답성 0.02212 0.01230 0.00959 0.01169 0.00961

매원 친 성 0.02552 0.00833 0.00581 0.00659 0.00531

A/S와 반품용이 0.04711 0.00909 0.01146 0.01286 0.00898

상품포장 좋다 0.01080 0.00339 0.00204 0.00267 0.00166

서비스품질 요인 가 치 합 0.10555 0.03311 0.02890 0.03381 0.02556

서비스품질 요인 우선순 1 3 4 2 5

구매

진

요인

근성 좋다 0.00704 0.00509 0.00344 0.00443 0.00781

다양한 가격할인 0.00885 0.01255 0.02052 0.02303 0.02872

쿠폰/경품/이벤트 0.00777 0.00492 0.00761 0.00743 0.01040

효과 인 고 0.00850 0.00306 0.00368 0.00401 0.00460

구매 진 요인 가 치 합 0.03216 0.02562 0.03525 0.03890 0.05153

구매 진 요인 우선순 4 5 3 2 1

이미지

요인

포 이미지 0.04211 0.00854 0.00751 0.01169 0.00688

랜드 이미지 0.05554 0.01950 0.01037 0.02201 0.01068

반 이미지 0.02499 0.00865 0.00528 0.00684 0.00407

포 친 감 0.01337 0.00729 0.00690 0.00640 0.00455

이미지 요인가 치 합 0.13601 0.04398 0.03006 0.04694 0.02618

이미지 요인 우선순 1 3 4 2 5

평가 안 평가요소 체 가 치 합 0.35173 0.16151 0.13935 0.17628 0.17131

평가 안 평가요소 체 우선순 1 4 5 2 3

의류 매 이용자들은 랜드 이미지에 해 백화 에서 매되는 랜드 이미지(.05554)를 가

두 랜드의류 매 에서 매되는 랜드 이미지(.01950)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 다.

<표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측정을 이용한 평가 안 의류 매 의 16개 평가요소 항목

들의 요도에서 ‘백화 ’은 13개의 평가요소 항목 구매 진의 평가 역을 제외한 각 평가 역

에서 반 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1 를 하 으며,‘인터넷쇼핑몰’은 ‘근성이 좋다’와 ‘다양한

가격할인’그리고 ‘쿠폰/경품/이벤트’등 3개의 평가요소 항목에서 1 를 하여 상 으로 다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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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매 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렛 ’과 ‘할인 ’은 체 평가요소 항목에서 1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울렛 ’은 제

품 요인 평가 역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역에서 ‘백화 ’다음으로 소비자에게 강한 포선택 속

성의 우선순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으며,‘구색의 다양성’,‘가격의 성’,‘다양한 가격

할인’,‘포 이미지’,‘랜드 이미지’등의 평가요소 측정항목에서 경쟁우 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그리고 ‘할인 ’은 체 평가 안의 평가요소에서 가장 낮은 5 로 평가되었으나 ‘다양한

가격할인’,‘A/S와 반품용이’등의 측정 평가요소에서는 상 으로 높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의류 매 PositioningMap과 RepositioningMap의 분석 결과

각 평가 역과 평가요소 그리고 평가 안에 한 소비자의 의류 매 선택속성에 해 실시한

평가와 평가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각 의류 매 업태의 경쟁우 의 시각화를 한

PositioningMap과 RepositioningMap작성을 해 SPSS 로그램을 이용하여 Biplot분석을 실

시하 으며,PositioningMap의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이를 이용한 아울렛 의 시장경쟁우 를 하여 가장 시장경쟁력이 높은 백화 의 경쟁우 요

인 값을 벤치마킹한 RepositioningMap은 <그림 2>와 같다.그리고 이들 평가 안을 측정하기

한 측정항목으로는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으며,<그림 1>과 <그림 2>에 평가요소로 나타나

있다.

idealpoint

<그림 1>의류 매 의 포지셔닝 맵

<표 2>포지셔닝 맵 작성을 한 평가요인의 속성

1.구색의다양성 2.가격의 성 3.신상품의신속한구비 4.개성과스타일

5.신속한응답성 6. 매원친 성 7.A/S와반품용이 8.상품포장이좋다

9. 근성이좋다 10.다양한가격할인 11.쿠폰/경품/이벤트 12.효과 인 고

13. 포이미지 14. 랜드이미지 15. 반 이미지 16. 포친 감



- 197 -

이때 본 연구를 한 16개의 측정평가 요소를 부 벤치마킹 한 것이 아니라 <그림 2>에 나타

난 것과 같이 백화 의 포지션을 잘 나타내고 있는 속성(6,7,8,13,14)만을 벤치마킹하여도 <그

림 2>와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아울렛 의 성공 인 벤치마킹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다양한 가격할인’의 속성 벡터가 가장 길다.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의 지각된 업

태간 차별화는 ‘다양한 가격할인’인지 아닌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개성과 스

타일’,‘신속한 응답성’,‘근성이 좋다’등을 이상 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림 2>의류 매 의 리포지셔닝 맵

<표 3>아울렛의 리포지셔닝에 따른 유율의 변화

의류 매 업태 재 유율 리포지셔닝 후 유율 증감

백화 31.51% 28.75% -2.76%

랜드 16.78% 15.31% -1.47%

할인 14.61% 13.33% -1.28%

아울렛 18.13% 25.31% 7.18%

인터넷쇼핑몰 18.97% 17.31%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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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8

블로그의 패션제품구전 정보의 신뢰도에 향 미치는 요인 

김슬아‧홍 희

신라 학교 의류학과

인터넷은 이제 일상화된 정보탐색의 수단이다.소비자들은 패션 제품 구매 다양한 온라인 매

체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구매실패를 이고자 한다.그러나 소비자들은 최근 증하는 정보의 홍

수 속에서 정보에 한 신뢰를 잘 갖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특히 워 블로거들과 기업과의 담합

과 같은 부정 인 실태가 드러나면서 더욱 그러한 실정이다.특히 패션 제품 같은 경우는 온라인

에서의 정보가 더욱 과장될 수 있다.

이은 과 이태민(2005)의 연구에서는 구 정보의 특성이 신뢰에 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정

보의 생생함,정보의 동의성,커뮤니티 상호작용, 근성,유연성을 제시하 고,손진아와 이은

(2007)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의 구 정보 특성을 구 정보의 방향성과 동의성의 2가지차원으

로 설명하 다.홍희숙 외(2010)의 의류상품 구매후기 신뢰도 형성에 한 질 연구에서는 구매

후기에 동의하는 댓 의 수가 높은 경우,의류상품의 구매과정에 한 느낌과 표 이 구체 으로

표 되었을 경우,의류상품에 해 정 인 측면과 부정 인 측면을 동시에 함께 제시되었을 경

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해당 블로그의 패션정보의 동의

성,생생함,객 성은 블로그의 신뢰도에 향을 미치고 상호작용과 몰입을 거쳐 구매의도에 향

을 미칠 것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블로그의 패션제품정보의 신뢰형성에 향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이들 변수들이 구 효과에 어떻게 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자료 수

집은 최근 3개월 이내 패션 블로그 정보를 통해 패션제품(잡화포함)을 구매한 20~40 남녀를

심으로 오 라인 상에서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이루어졌다. 치 못한 응답을 제외한 총 213부가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정보의 동의성,정보의 생생함,정보의 객 성이 높을수록 정보에 한 신뢰도가 높았다.

2.정보의 신뢰성은 상호작용과 몰입을 거쳐 구매의도에 향을 미쳤다.

따라서 블로그 정보의 동의성,정보의 생생함,정보의 객 성이 높을수록 높은 신뢰성을 형성하

지만 상호작용성이 조 변수로 정보에 한 몰입에 향을 미쳐 구매의도가 높아졌으므로 블로

그의 개방 인 상호작용성이 정보신뢰에 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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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9

패션 소비자의 환경의식이 제품태도, 소비자의식 및 친환경 

인조피혁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

오경화1)‧박성희2)‧나윤규2)

1) 앙 학교 가정학과

2)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환경문제의 해결을 해서는 소비자의 의식이나 생활양식,행동의 변화가 요하다.특히 환경

에 한 심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환경 의식 행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으며(이상 ,

2003),제품의 구매,사용 처리에 있어 높은 수 의 친환경 소비행동을 추구한다(윤성욱,2006).

한 환경문제에 한 지식과 태도가 개인의 일상에서의 친환경 인 행동을 이끄는 주된 요인이며

(Cottrell,2003),소비자노력의 효과성에 한 인식은 환경에 한 심을 증진시키고,결국 환경

의식 소비행동을 이끈다(이종호,노정구,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소비자의 환경의식행동(재활용 의식,자원 약의식,시민활동가의식)을

친환경 제품태도와 소비자 선호도의 선행변수로 선정하여 향 계를 악하고,친환경 제품태도,

소비자 선호도 인조피 구매의도 간의 계를 악하고자 한다. 한 환경의식행동과 친환경

제품태도 소비자 선호도간의 계에서 소비자 환경효과성 지각과 환경문제 심각성 지각의 조

효과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환경의식과 친환경행동의 계연구를 통하여 인조피 구매행동

의 마 략의 수립하고,소비자가 지각하는 친환경요소를 악하여 이를 통한 마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 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패션소비자의 환경의식행동,소비자환경 효과성지각,환경문제의 심각성 지각,친환경제품

태도,소비자 선호도 친환경인조피 구매의도에 하여 알아본다.

둘째,패션소비자의 환경의식 행동과 친환경 제품 태도 소비자 선호도와의 계를 밝힌다.

셋째,패션소비자의 환경의식행동과 제품태도,소비자 선호도 계에서 소비자환경효과성지각과

환경문제심각성지각의 조 효과를 알아본다.

넷째,패션소비자의 친환경제품태도와 소비자 선호도가 친환경 인조피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측정도구의 성을 밝히기 한 비조사를 거

친 후,본 조사를 실시하 고 조사기간은 2012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 까지 인조피 을 1회 이

상 구매한 패션 소비자를 분석 상으로 편의표집방식을 이용하 다. 이 결측값이 없는 426명

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 으며,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SPSSVer.18.0,AMOSVer.18.0통계패키

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신뢰도,타당도,상 계,측정모형 분석,경로분석을 수행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패션소비자의 환경의식행동은 재활용의식,자원 약의식,시민활동가 의식으로 분류되었으

며,친환경제품태도와 소비자 선호 인조피 구매의도는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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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패션소비자의 환경의식의 재활용의식,자원 약의식,시민활동가의식 요인 모두 친환경제

품 태도의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으며,소비자 선호도에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패션소비자의 환경의식행동과 제품태도,소비자 선호도 계에서 소비자환경효과성지각과

환경문제심각성지각의 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 환경 효과성 지각은 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환경문제 심각성지각이 조 효과를 나타냈다.

넷째,패션소비자의 친환경제품태도와 소비자 선호도가 친환경 인조피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인조피 제품의 개발과 함께 제품을 생산,유통,소비,

폐기 등 과정에 걸쳐 발생되는 에 지의 소비,재활용도,오염도 폐기문제 등의 환경에

한 확 된 개념을 악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패션마 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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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0

의류쇼핑 웹사이트 전환비용이 웹브라우저의 

사이트 유지에 미치는 향

김은 1)‧박은주2)

1)충북 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2)동아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최근 다양한 채 을 통한 자상거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웹 라우징 동기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라우징동안 클릭스트림을 통해 다른 사이트로 이동이 빈

번해지고 있다.따라서 온라인 마 터들은 라우징하는 소비자들로 하여 다른 사이트로 환하

는데 드는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신규고객을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의 고객을 유지하기 한

략에 더욱 심이 집 되고 있다.본 연구는 온라인 의류쇼핑을 심으로 웹사이트 환비용의 차

원을 밝히고,웹 라우징 동기요인과 환비용과의 계검증을 통한 웹사이트 환비용이 웹 라

우 의 사이트 유지에 미치는 향을 밝히고자 구조 인과모델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을 해 문헌고찰과 비조사를 통해 질문지가 개발되었으며,응답자는 의

복구매를 해 평소 자주 방문하는 쇼핑 웹사이트 1개를 개한 후 응답한 웹사이트에 해 라

우징 동기 (14항목), 환비용(11항목), 사이트 유지의도 (1문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모든

항목은 5 척도(1= 그 지 않다,5=매우 그 다)로 측정되었다.표본은 쇼핑 웹사이트에서 패

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40 남녀소비자로 서울,부산, 구, 주, 역시에 거주

하는 총 299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조사 상자는 여성이 (n=297,29.5%)남성(n=202,40.5%)

보다 약간 많은 분포를 보이며,연령은 20-49세의 범 로 평균연령은 31.14이었다.자료분석을

해 SPSS12.0에 의한 기술통계,탐색 요인분석과 LISREL8.8을 통해 측정모델과 구조모델 분

석하 다.

먼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의류쇼핑을 한 동기 에서 웹 라우징은 쾌락 라우징,

정보 라우징,여가 라우징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체분산의 69.37%를 설명하고 있다.

한,웹 라우 가 인식한 웹사이트 환비용은 투자비용,탐색비용,혜택손실비용의 3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체분산의 63.39%를 설명하고 있다.추출된 웹 라우징 3개 요인과 환비용 3개

요인을 포함한 측정모델에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반 으로 모델 합도는 수용

할 만한 범 에 있었다 (χ2=686.01,df=232,p<.001;GFI=.90,AGFI=.87,RMSEA=.06).요인부하량

의 범 는 .54-.91로 모두 유의하 으며((p<.001),각 요인의 신뢰도는 .72-.90의 범 에 있어 측정

모델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합한 범 에 있음을 확인하 다.

구조모델은 3개의 웹 라우징 요인을 내생변수(ξ1-ξ3)로,웹사이트 환비용 3개요인 (η1-η3)과

사이트 유지의도 (η4)를 외생변수로 구조 계모델을 추정한 결과 웹 라우징은 웹사이트

환비용에 부분 으로 유의한 계를 보이며, 환비용 요인은 사이트 유지의도에 유의한 계가

나타났다(χ2=786.21,df=254,p<.001;GFI=.89,AGFI=.86,RMSEA=.06).구체 으로 살펴보면,

정보 라우징은 단지 탐색비용(γ22 =.28,p<.001)에만 유의한 향을 미치는 반면,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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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징은 혜택손실비용에 가장 큰 향을 주며 (γ33=.28,p<.001),그 다음은 투자비용 (γ13=.61,

p<.001),탐색비용(γ23 =.37,p<.001)에 향을 주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정보 동기가 높은

웹 라우 일수록 다른 웹사이트로 환하는데 탐색비용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여가 동기가 높은 웹 라우 는 반 으로 웹사이트 환비용을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웹사이트로 환할 경우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실비용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러나 이러한 웹사이트 환비용 단지 탐색비용만이 웹 라우 의 사이트

유지의도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β42=.39,p<.001).이는 새로운 쇼핑 웹사이트를 찾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의 탐색비용을 높게 인식할수록 재 이용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유지하려는 경향임을

보이고 있다.웹 라우징과의 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탐색비용은 정보 는 여가

동기가 높은 웹 라우 가 다른 새로운 웹사이트로 환하지 않도록 하는데 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그러나 쾌락 라우징은 웹사이트 환비용과 사이트 유지의도에

유의한 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기분 환,다양성 추구,자극추구 등의 동기가 높은 쾌락

라우 는 한 사이트에 충성하기보다는 다양한 웹사이트로 환할 확률이 높음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웹 라우징은 지속 정보탐색의 한 형태로서 의류쇼핑 웹사이트

환비용과 계되어 웹 라우 를 고객으로써 유지,확보하기 한 마 시사 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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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1

스포츠의류 시장에 관련한 연구동향 분석

박민지1)‧김문 2)

1)계명 학교 섬유패션학과

2)계명 학교 패션마 학과

스포츠 의류 시장의 아웃도어는 패션시장에서 캐시카우라 불리며 2010년의 연간 매출이 2009년

비 700억 원 상승한 수치인 5,200억 원으로 사상 최 치를 돌 하 다.2 로 코오롱 스포츠는

2009년 비 30% 신장한 4,200억 원을 기록하 다.3 인 K2는 매출이 3,100억 원으로 신장률은

2009년 비 40%라는 상승세를 보 다(패션채 ,201렲 신장최근 들어 아웃도어 상품의 폭발 인 약

진은 아웃도어 의류가 더 이상 등산복이 아닌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일상복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 기능성에 패션성이 가미된 제품군의 확 로 아웃도어와 캐주얼 시장

의 경계도 율 200무 뜸 겈고 있으며 이에 조닝에 괴가지 일어나고 있는 상이다.아웃도

어 의류 시장의 매출이 신장하며 소비자군도 확 되어 여성과 아동용 등의 역이 확장되고 있으

며 아웃도어 의류 시장은 시장과 매출에서의 성장을 보여주0무 뜸 겈고에 기존의 패션업체들은

아웃도어 의류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콘셉트의 랜드를 런칭하며 아웃도어 의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연구 상 논문은 문학술지 87편,학 논문 19편으로 게재된 논문 연구

내용상 의류학문 분야에 부합되지 않는 문학술지 7편을 제외한 총 99편의 문학술지 학

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 2000년 이후 연구되어진 스포츠의류에 련한 연구는 의상사회심리 소비자

행동 분야의 연구가 총 48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패션마

분야 연구가 총 16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패션디자인 분야와 의류소재 분야 연구는 12편씩으

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복식사 ·복식미학 분야 연구는 1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연구되어진 스포츠의류에 련한 연구동향은 주로 의상사회심리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패션디자인 분야와 의류소재 분야가 그 다음으로 많이 연구

되어진 것으로 보인다.의상사회심리 소비자 행동 분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이유는 패션디자

인 분야와 의류소재 분야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실질 인 소비시장에서 소비자가 직

느끼는 사회 인 심리분야와 소비자들의 행동분야에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시장과 매출의 규모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스포츠의류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에

응하기 하여서는 학계에서 스포츠의 다양한 기능성 소재 기능성 디자인 등의 분야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 추후 경쟁 인 스포츠의류 시장에서 확 된 시장 상황에서의 시장세

분화에 한 연구 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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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2

의복추구혜택이 명품과 친환경 패션상품 구매에 미치는 향

근

안동 학교 의류학과

SPA,명품,아웃도어 등의 패션시장들이 한국패션산업 성장의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실은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패션상품을 통해서 각각 충족시키고자 하는 심리 인 욕구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패션상품의 특성상 물리 인 속성의 차이보다는 추상 이고 본질 인 속성에서

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 패션상품에서 얻고자 하는 심리 혜택이 다양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게 소비자가 의복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심리 혜택을 의복추구혜택으

로 규정하고,여러 개의 패션세분시장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시 에서 표 인 성장시장인 명

품에 한 구매와 향후 성장시장으로 상할 수 있는 친환경 패션상품의 구매에 한 의복추구혜

택의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구,경북에서 20 학생을 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

고,불완 하거나 하지 않은 설문지 일부를 제외한 163부의 설문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

다.SPSS19.0 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회귀분석,분산분석 등을 실시하 고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의복추구혜택은 6가지 차원으로 밝 졌고,이를 각각 매력 추구,상징성 추구,독특성 추

구,유행 추구,편의성 추구,경제성 추구로 명명하 다.둘째,의복추구혜택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

화한 결과,크게 4개 집단으로 나타났고,이들을 각각 유행 추구집단,상징성 추구 집단,종합혜택

추구집단,실용성 추구집단으로 명명하 다.셋째,이들 집단에서 명품 구매의도,재활용 의류상품

구매의도,친환경의복 구매의도를 비교한 결과,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먼 유행 추구집

단과 상징성 추구집단이 상 으로 높은 명품구매의도를 나타냈다.명품은 그 자체로 유행과

랜드 가치를 변하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서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 다.재활용

의류상품에 해서는 상징성 추구집단이 유의하게 낮은 구매의도를 보 다. 실 으로 재활용품

의 경우, 랜드 가치가 낮은 가 상품이 많기 때문에 랜드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 가치에

무 심한 집단에서 낮은 구매의도를 나타내었다.한편,친환경의복에 해서는 종합 혜택 추구집

단과 실용성 추구집단이 보다 높은 구매의도를 보 다.넷째,명품구매에 한 의복추구혜택의

향을 분석한 결과,매력,상징성,유행을 추구할수록 명품구매에 해 호의 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가 명품의 화의 향으로 독특성,경제성 등은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생각하 다.마지막으로 친환경 인 의복 구매에 한 의복추구혜택의 향을 살펴본 결과,편

의성,경제성을 추구할수록 구매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친환경의복이 매력 이거

나 유행을 변하지도 않고, 한 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입기에 실용 이고 가격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리고 재활용 의류구

매에 한 의복추구혜택의 향에서는 상징성 추구(-),편의성 추구(+)가 각각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서,재활용 의류상품에 해 특별한 사회심리 가치를 추구하지 않으나 실용 인 측면

에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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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3

한국적 이미지를 접목한 여성복 브랜딩연구

김문 1)‧박 희1)‧여은아1)‧이응석2)

1)계명 학교 패션마 학과

2)(주)청운통상

최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의 상은 차 문화선진국으로 발 하고 있으며

이는 몇 년 부터 이어져온 ‘한류’의 향으로 볼 수 있다.동남아시아 동 지역에서 방 된

한국의 드라마와 유투 를 통한 뮤직비디오의 확산은 해외 소비자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한국

상품에 한 호기심을 증 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이러한 환경에서 한국 이미지를 목한 여

성복 랜드 개발 연구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다수의 소기업들에게 랜드 개발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한 랜드 개발 과정을 진행하는 것

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유럽의 시장 소비자 특성에 하여 조사,분석한다.

연구문제 2.유럽 시장에서의 한국 이미지에 한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연구문제 3.이런 자료를 토 로 한국 이미지의 여성복 랜드를 시범 으로 개발한다.

유럽시장에서의 한국이미지는 북한과 정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미지의 동양 나라로 인식되어

있으며,한국 문화에 한 심은 호기심의 수 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그러나 최근 아이돌

그룹의 ‘한류’열풍에 힘입어 국과 일본과 유사하나 독특한 개별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인

식되고 있으며,한 을 그림으로 인식하여 그래픽으로 활용된 가방이나 캐릭터 상품,뿌까 캐릭터

등이 유럽시장에서 수용되고 있다.특히 최근의 K-Pop열풍으로 인해 리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격히 늘어났으며,K-Pop아이돌이나 드라마의 패션을 따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 소비자를 목표시장으로 정하고 한국 컬러,폰트,심볼을 사용하여

한국 여성복 랜드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해 ‘Sillis’라는 랜드를 개발하 다.문헌 연구와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랜드 아이덴티티 개발,메인 컬러 설정,이미지맵 제작,바이어 상담용 카

달로그 개발,VMD시안 개발, 시기획,홍보용 패키지 개발을 진행하 으며 각 단계별 산출물은

문가 분석 수정,소비자 집단 조사 등을 통하여 완성되었다.하나의 랜드에 한 사례 개

발을 하 으나 일련의 랜드 개발 로세스를 매뉴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서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소규모 의류 기업들이 이를 참고하여 새로운 랜드 개발을 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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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4

 고등학생들의 소비자성향에 따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화장품 구매행동에 관한연구

박은주‧김지은

동아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Ⅰ.서론

최근에 인터넷 유통경로가 성장하면서 무한한 잠재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온라인 비즈니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비용을 감할 수 있어 효율 인 마 략과 새로운 유통업체의 환

경을 변화시키고 있다.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사용 소비자들이 다양한 인터넷 쇼핑몰로 인해

환비용의 부담이나 구속력을 느끼지 않고 쉽게 다른 쇼핑몰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근래 헤어스타일,액서사리,메이컵 등 체 인 조화가 시되는 토탈 패션화 경향으로 화장품

은 여성의 외모에 한 리 변화 욕구를 충족시켜 수 있는 요한 도구로 등장하 다.화

장품은 다른 소비상품과는 달리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상을 넘어 인간의 외모 의식에 한 심리

인 변화를 부여하는 패션 상품으로의 특성을 지니며 피부보호의 기 인 역할 뿐 아니라 자신

의 미와 개성을 살리고 자기과시 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화장품에 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화장품 인터넷쇼핑몰의 성장은 화장품 시장의 유통구조의 변화를 가져왔고 인터넷 시장의 경

쟁이 심화되면서 기업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의 창출과 더불어 기존고객들과의 장기 인 계유

지가 요한 문제로 두되었다.화장품 련 선행 연구들에서는 국내 화장품 유통실태와 시장 환

경 변화에 따른 응 방안,화장품 유통경로에 한 연구,국내화장품의 유통 경로에 따른 소비자

특성, 포이미지와 유통에 한 연구,천연 화장품 회사의 인터넷소비자 특성 연구,화장품 온라

인구 이 소비자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이 조사되었을 뿐 화장품 온라인쇼핑몰

이용 소비자들이 다시 방문하도록 유도하거나 소비자 성향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미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에 심이 많은 고등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쇼핑몰특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만족하며 구매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차

본 자료는 2011년 6월에서 7월까지 부산시와 창원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200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질문지 인터넷 구매가 없거나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총 143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화장품구매를 해 인터넷 종합몰을 이용했던 소

비자들은 65(5%5.)명이었고 인터넷 문몰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64(44.8%)명이었다.1월 이내에

일반 쇼핑몰 이용 횟수는 2회～3회(37.8%)가 가장 많았고 1회(29.4),3회-5회(12.6%)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인터넷 이용시간은 1시간미만(55.9%),1시간～3시간미만(31.5%)이 부분이었으며,1개월

동안 인터넷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한 총 액은 1만원이상～3만원미만(33.6%),3만원이상～5만원

미만(33.1%)로 나타났고,한 달 용돈은 10만원미만(62.9%),10만원이상-20만원미만(19.9%),20만원

이상(7%)순으로 나타났다.주로 구매하는 화장품은 기 화장품(56.6%),색조화장품(18.9%),기능성

화장품(15.4%)순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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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인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되었다.소비자성향(나윤규,2006;박은주,강은미,2005)의 15문항,인터넷 쇼

핑몰특성(박은주․강은미,2005; 김미 ,2005;박철,2004)23문항,만족도(Szymansky& Hise,

2000;심 화, 2000)6문항,재방문의도(Szymansky& Hise,2000;심 화,2000)5문항을 사용하

여 최근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구매 한 경험을 토 로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나는.....”을 심으로 ‘ 그 지 않다’에 1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5 리커트척도를

사용하 다.자료 분석 방법은 SPSSWIN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요인분석,회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하 다.

Ⅲ.연구결과 고찰

분석결과 소비자성향은 물질주의 추구성향,유명 랜드 추구성향,유행제품 추구성향의 3요인으

로 나타났고,쇼핑몰 특성은 활동,고객서비스,사이트이미지,제품정보,구매방식의 5요인으로

나타났다.

물질주의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쇼핑몰 특성 에서 제품정보에만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명 랜드 추구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쇼핑몰의 체 인 이미지에 만족하여 구 하고 재방

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제품 추구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은 활동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하 고 구 을 통

해 재방문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Ⅳ.결론

화장품 쇼핑몰의 운 자들은 물질주의 추구성향을 소비자들을 해 제품에 한 종류나 커테고

리 등을 세분하고 제품에 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유명 랜드

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해 홈페이지의 이미지,분 기,로딩속도를 자주 업데이트해주면서 만

족함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재방문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유행제품 추구성향을 가진 소비

자를 해 이벤트나 마일리지를 통해 만족감을 높여 계속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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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5

패션 판매원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

- 감정적 갈등 및 유대감 형성과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향 -

김 숙

배재 학교 의류패션학과

I.서론

최근 국내 패션유통은 로벌 랜드를 상으로 치열한 고객확보 경쟁의 양상을 띠고 있다.이

게 심화된 경쟁 환경에서는 신규고객의 확보보다 기존 고객의 유지가 비용이나 수익측면에서

보다 유리함에 따라 고객 매 략 서비스 차별화의 략 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서비스 에서 고객과의 효율 인 커뮤니 이션은 친 감과 유 감을 형성하며 이는 단기 인

매출증 와 더불어 장기 인 단골고객 확보로 이어진다(조원섭,구정 ,2009). 고객 매원의

진정성 있는 언어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정 감정을 형성하나 반 로 부정 인 커뮤니

이션은 고객과 매원 모두로부터 감정 인 갈등을 래하고 향후의 계지속에 부정 인 향을

것이다(윤민희 외,2010;Campbelletal.,2006).그런데 이러한 매원의 비언어 커뮤니 이

션의 효과는 메시지의 맥락,내용 수여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Cesario& Higgins,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 포 매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요소가 구매결정에 미치는 즉각

인 효과와 더불어 고객의 감정 갈등 유 감 형성을 통해 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장기 인

효과를 연령별,성별 고객특성에 따라 밝히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만 20세 이상의 소비자를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는데,최근 특정 패션매장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매원과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지각,감정 갈등 유 감과 계지속의도

를 측정하 고 제품구매여부도 측정하 다.표본의 분포는 20 가 108명(33.1%),30 가 108명

(33.1%),40 가 34명(10.4%),50 가 37명(11.3%),60 이상이 39명(12.0%)로 구성되었다.성별은

남자가 155명(47.5%),여자가 171명(52.5%)로 구성되었다.설문응답은 SPSS18.0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회귀분석,로짓분석 등을 하 다.

Ⅲ.결과 고찰

고객이 지각하는 매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요인 분석한 결과 정 표 ,의사언어,

외모의 세 요인으로 밝 졌으며 이들 요인은 체 분산의 63.6%를 설명하 고 각 구성문항의 요

인부하량은 모두 0.5이상을 만족시켰다.

매원의 감정 갈등과 유 감에 향을 주는 비언어 커뮤니 이션의 효과를 밝히고 이들이

계지속의도에 미치는 향을 밝히기 해 회귀분석을 하 다.그 결과 비언어 커뮤니 이션

정 표 ,의사언어,매력 외모는 모두 유 감에 정 인 향을 주었다.반면 매원의

정 표 이 감정 갈등의 감소에는 정 인 향을 반면 매력 인 외모는 오히려 감정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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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크게 했다. 한 고객의 유 감과 감정 갈등은 계지속의도에 각각 정 ,부정 향을 주

었다.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보다 세분화된 고객을 분석하기 하여 성별 연령별로 집단을 나

어 분석하 다.성별 분석결과 매원의 매력 인 외모는 남성 고객의 유 감이나 감정 갈등

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은 반면 여성고객은 감정 갈등을 증가시켰다.

연령별 분석 결과 20 고객에게 매원의 정 표 과 한 의사언어는 감정 갈등과 유

감 형성에 유의한 향을 주었으며,매력 외모는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 한 감정 갈

등과 유 감은 계지속의도에 각각 부 ,정 향을 주었는데 매원의 매력 외모는 갈등이

나 유 감 형성에는 향을 주지 않고 계지속의도에는 직 으로 정 인 향을 주었다.이로

부터 20 소비자에게 매원의 매력 인 외모는 포이미지를 직 으로 형성하고 고객충성

재방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30 고객에게 매원의 정 표 은 감정 갈등을 감소시키고 유 감을 형성하는데

정 인 향을 주었으며 계지속의도에 직 인 향을 주었다.한편 매력 외모는 30 소비

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정 갈등을 증가시켰으며 유 감 형성에는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

한 의사언어는 감정 갈등에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으나 유 감 형성에 정 인 향을 주었

다. 한 감정 갈등은 계지속의도에 부 인 향을 반면 유 감은 향을 주지 않아,30

소비자와의 계형성 통한 충성고객 확보를 해서는 매원과의 감정 갈등을 이고 갈등을

히 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0 이상의 고객은 30 고객과 마찬가지로 매원의 정 표 이 감정 갈등의 감소와 유

감 형성에 향을 주었고 의사언어는 유 감 형성에 정 향을 반면 매력 외모는 오히

려 갈등을 증가시켰다. 한 유 감만이 계지속의도에 유의한 향을 주어 40 이상의 년고

객과는 친 한 계를 형성하는 것이 요함을 알 수 있다.

매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이 실제 구매에 미치는 직 인 효과를 분석하기 해 로짓분

석을 하 다.그 결과 고객의 제품구매 확률에 향을 변수는 정 표 과 의사언어 으며

매력 외모는 유의한 향을 주지 않았다.즉 매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을 통한 표 과 의

사언어가 고객에게 정 으로 지각될수록 고객의 제품 구매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한

유 감이 높고 감정 갈등이 을수록 구매확률이 높아졌다.

Ⅳ.결론

본 연구 결과 매원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은 매시 에서 구매에 직 인 향을 뿐

아니라 장기 인 계형성을 통해 충성고객의 확보에 유의미한 향을 을 알 수 있었다. 매원

의 비언어 커뮤니 이션 효과는 성별,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고객에게 매원의 매력

외모는 유 감을 증가시키며 동시에 감정 갈등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매력 외모의 이

효과를 볼 수 있었다.한편 연령별로 20 고객에게는 매원의 매력 외모가 계지속의도

에 정 향을 주었으며 30 이상에서는 유 감이나 계지속의도에 향을 주지 않고 감정

갈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만 작용하 다.이로부터 20 에게 매력 인 매원은 살아있는 마니

킹으로서의 모델역할을 하는 반면 30 이상에게는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하여 불쾌감,분노,

축감과 같은 감정 갈등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따라서 랜드의 타겟 연령층에 따라 매

원의 연령 외모를 고려한 인사배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매원 비언어 커뮤니 이션의 즉각 효과와 장기 효과가 각각 다르게 나

타났는데,즉각 인 구매확률에는 매원의 매력 외모가 향을 주지 않았다.따라서 단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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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증 를 해서는 매원의 외모보다 태도 매능력이 요함을 알 수 있다.그러나 장기 인

계형성을 해서는 매원의 정 표 ,의사언어 매력 외모가 모두 유 감 증가가 모두

요하다.이때 매력 외모는 유 감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갈등도 증가시키는 이 인 역할을

하 다.따라서 매력 인 매원의 배치가 무조건 매출증 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앞에서 보

았듯이 랜드와 타겟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장기 인 기업 성패에 요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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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

자아 이미지가 구두 브랜드 구매 의도에 미치는 향

김보경‧박은주

동아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패션 제품은 높은 상징성과 랜드 이미지 특성이 강한 제품이라는 에서 소비자가 랜드를

통해 자기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표 인 제품 군이다.소비자들의 패션제품 구매 행동은 자

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족시키기 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나 특정 랜드에 더 충성하기도 하는데 패션제품 구두제

품은 의류제품만큼이나 랜드에 한 신뢰도나 충성도가 강하게 반 된다.

본 연구의 목 은 소비자 개인의 자아 이미지가 구두 랜드에 한 구매의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해,자아이미지,구두 랜드에 한 신뢰도, 랜드 충성도,그리고 구두

랜드의 구매의도 간의 인과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에게는 자사 랜드

의 높은 인지도와 이미지를 유지, 리하고 소비자들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올바른 마

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조를 제공해 것 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 으며 부산에 거주하는 여자 학생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18.0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신뢰도 검

정,빈도 분석,요인분석,T-검정,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응답자 부분이(36%)세 달에 1번 정도 구두 구매를 하 으며,일회 평균구매가격은

5만원 미만~10만원 이하(48%)로 나타났으며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은 인터넷(52%)으로 나타났다.

둘째,자아 이미지의 모든 속성이 구두 랜드 신뢰도와 충성도에 직 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두 랜드에 한 신뢰가 높을수록 랜드 충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자아 이미지의 모든 속성은 구두 랜드 구매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랜드 신뢰도와 충성도는 구두 랜드 구매 의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두 랜드에 한 신뢰도와 충성도는 고객이 구두 랜드를 재 구매 하는 데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마 실무자에게 소비자들의 이미지가 구두 랜드에 한 신뢰,충성

도 그리고 구매 의도에 한 소비자행동의 체계를 이해하고 마 략을 수립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서 제한된 수의 여 상 만을 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지역 제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이미지 속성이 12개의 항목으로 자

아이미지 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모형

에 구매와 연 된 소비자특성,상황변수,시장특성들을 추가하여 연구하여 소비자 이미지가 구두

랜드 구매의도에 미치는 향에 한 실무 이고 학술 인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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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

과시소비성향 유형별 뷰티관여도와 자기만족도와의 연관성

박 주‧박숙

경성 학교 의상학과

1.서론

외모지상주의는 아름다운 용모가 개인 간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요한 기 이 되도록

만들었다. 여성들은 자신에게 당당하고 타인에게 인정받기 한 아름다운 얼굴과 몸매를 만들

기 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특히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한국인의 정서가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를 부추겨 경기불황이 장기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뷰티 련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계발은 확산되고 있다.이런 사회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심리는 과시소비를 부축일 수 있으며 자

기만족도와 깊은 연 성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소비자들을 상으로 세분화된 소비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첫째,

과시소비성향 집단을 유형화하여 뷰티 여도와 자기만족도의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고 둘째,과시

소비성향 유형에 따른 뷰티 여도가 자기만족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이용하 으며 연구 상은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20-50 성인 여성으로

하 다.설문지는 총 580부를 배부하여 성실히 답변된 540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분석은

SPSS12.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신뢰도분석,다 회귀분석,군집분석,일원배치분

산분석,사후검정으로 Duncan’st-test를 하 다.

3.결과 고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여성들의 과시소비성향은 개성추구지향, 랜드지향,고가

격지향,유행추구지향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고,이 요인을 기 으로 과시소비성향 집단을 유

형화한 결과 극 과시소비형,소극 과시소비형,동조 과시소비형,개성추구 알뜰소비형 집

단으로 분류되었다.

둘째,뷰티 여도의 하 차원은 피부 리,헤어연출,메이크업연출,몸매 리의 4개 요인으로,자

기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외모만족도,경제만족도, 인 계만족도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셋째,과시소비성향 유형별 뷰티 여도와 자기만족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피

부 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자기만족도에서는 외모만족도 요인에서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극 과시소비형의 외모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넷째,과시소비성향 유형별 뷰티 여도가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극 과시

소비형집단은 자기만족도의 모든 요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극

과시소비형집단의 피부 리는 경제만족과 인 계만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조

과시소비형집단은 메이크업연출이 생활만족에,몸매 리는 외모만족도에,피부 리는 경제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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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인 계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성추구 알뜰소비형집단의 몸매 리는

생활만족도,경제만족도 그리고 인 계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결론

극 과시소비형집단은 자신의 외모에 심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 여러 부 에 하여

비 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런 심리 불만족에 의해 다양한 역에서 과시소비를 극

으로 행하고 있는 집단으로 이상 인 체형이나 외모를 보완하고 자신의 성 매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서비스 등을 그들의 욕구와 자기만족에 상응 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야 할 것이다.동조 과시소비형집단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해 유행하는 메이크업,피부 리 그

리고 몸매 리에 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런 집단을 해 최근 트 디한 아이템이나 유

명 연 인이 사용하는 새로운 제품에 한 정보를 지속 으로 제공하기 한 매 진 략의

개발이 요구된다.소극 과시소비형집단과 개성추구 알뜰소비형집단은 본인이 처해있는 상황과

조건에 맞게 자기 제를 잘 하며 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일상에서 기본 인 뷰티 리 차

원에 속하는 집단으로 경제 이고 효율 인 가의 제품 서비스의 창출도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가 각 업체 랜드의 타깃 소비자의 특성에 합한 제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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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8

20-30대 중국 여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F/W 웨딩드레스 

디자인 및 소재 선호도 비교분석

김칠순

경희 학교 의류디자인학과

오민,김정숙(2011)은 치 오의 변천과정과 조형 특성을 고찰하고 이 결과를 토 로 치 오를

응용한 웨딩드 스 3벌을 제시하 다.그러나 국의 서양식 웨딩드 스의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

았음을 확인하 다.그러므로 최근 서양식 문화가 보 되면서 확산되는 서양식 웨딩드 스의 디자

인 선호도에 한 소비자에 한 기 정보가 반드시 우선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

서는 국 럭셔리 시장을 겨냥한 웨딩드 스 디자인 개발을 하여 국여성들이 원하는 웨딩드

스 소재와 디자인에 하여 인구통계 인 변인에 따라서 비교분석하고자 하 다.설문지 법을

사용하여 20-30 상해와 그 근교도시에 거주하는 국 여성으로 상으로 편의추출 샘 링 방법

을 사용하여 상해,우시,항주,췐장 지역에서 일 일 면 에 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SPSS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신뢰성이 있는 설문지 478부에 하여 빈도 분석,카이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화이트 드 스의 실루엣은 직업과 유의수 0.05에서 연 성이 있음을 확인하 고,

체 으로 볼 가운(ballgown)실루엣이 가장 선호되었다.머메이드(mermaid)와 쉬스(sheath)실루

엣은 가장 선호도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 다.화이트 드 스와 컬러드 스의 치마의 뒤 길이는 주

거 형태와 유의한 연 성을 보 으며 화이트 드 스의 뒷길이(Train)는 허리에서 274.32cm 이상인

캐드랄(Cathedral)스타일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한 베일의 길이도 주거형태에 따라서

유의한 연 성을 나타내었다.화이트 드 스의 색상선호도는 연령 변인과 연 성이 있었는데

20-29세는 오 화이트,30-39세는 화이트 색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체 비율을 보면

52.1%로 화이트 색상이 세를 나타냈다.컬러드 스의 색상 선호도에 있어서는 연령 변인과 연

성이 있었으며 빨강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소재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주거의 형태와

연령 변인에 따라서 유의한 연 성을 나타내었는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소재는 51.9%로 고 스럽

고 새로운 벨벳이라고 응답하 으며 그 다음이 택이 잇는 새틴,오간자 순으로 선호도가 있었고

문양이 있는 로 이드는 7.2%로 순 가 낮았다.소재의 선호 문양은 인구 통계 변인에 따른

연 성은 없었으나 체 으로 비율을 보면 모란꽃 큰 꽃무늬 순으로 나타났다.

에서 언 한 것처럼 국 여성의 디자인 선호도는 인구통계학 변인과 연 성이 있으며 벨

벳 소재에 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 벨벳 드 스 개발에 한 정 인 결과를 얻었다.이런 기

정보는 디자인 개발에 매우 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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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

19세기 후기 파리 야회복에 나타난 특징

이경희

오공과 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Ⅰ.서론

나폴 옹3세의 치세(1852-1870)인 제2제정하의 랑스는 무도회의 황 시 다.무도회는 정치

수단으로도 이용되었고,귀족 뿐만아니라,일반인들에게도 사교의 장이었다.제2제정하의 궁정

의 일상은 티의 연속이었고,야회에 출석한 유제니황비와 부인들은 로 데콜테로 장식하도록 지

시되었다. 의작법은 엄격하여 야회의 종류,여성의 연령(소녀,성인여성,40 이후의 나이든 여

성),그리고 장소라는 3가지 요소에 의해 의장이 선택되었다.엄 한 의장의 규칙이 있는 궁정의

야회를 제외하고,오페라좌와 무도회,극장과 야회,가정내의 티로 별할 수 있었다.외국의

국빈을 맞는 무도회와 만찬회가 이어지고,궁정의 기호는 재빨리 사회 체에 해졌다.궁정의장

은 권력의 상징으로 트 인을 길게 끈 망토를 1853년 유행 드 스에 착장했다.드 스는 데콜테

되고 웨이스트는 가늘게,크리놀린의 둥근 실루엣에 릴과 작은 소매로 장식되었다.트 인은 드

스와 같은 천으로 만들어져 150㎝나 끄는 긴 단이 되었다.유제니황후는 리의 쿠튀르에 호화

스런 이미지를 주었는데,1860년 이후 월트가 그녀의 야회용 드 스를 만드는 속 디자이 가 된

다.본 연구에서는 리 오트쿠튀르의 원천이라고 할 19세기 랑스,즉 나폴 옹3세 치하의 랑

스 리에서의 야회복의 특징을 고찰해 보았다.

Ⅱ.본론

1.실루엣의 진화

제2제정하의 데이드 스와 이 닝드 스는 유사 이 많았다.크게 3기로 나 어 제1기는 1860년

까지로 스커트의 둥 음에 특징이 있다.제2기는 1860-1867년으로 앞부분은 평평하고,후부가 돌

출한 새로운 형의 크리놀린이 등장한다.제3기는 1869년 이후로 스커트의 볼륨을 뒤로 모은 밧슬

이 나타난다.

2.바디스가 바 는 드 스

몸의 노출 정도에 따라 여성은 자신이 참가하는 사교계를 나타내었다.야회가 성 하면 할수록

몸을 노출하는 정도가 커졌다.왕정복고시 에는 낮에는 피부를 감추고 밤에는 피부를 노출하는

것이 습 화 되었는데,제2제정이 되자 이것이 정 에 달했다.제2제정 시 의 데콜테는 18세기

로코코와 같은 정도로 깊었는데,이것이 사회 지 의 표 이었다. 한 한 벌의 스커트를 다른

바디스와 조합하는 것이 가능하 고,상황에 따라 나 어 사용하 다.일반 으로 한 장의 스커트

에 두세 벌의 바디스가 있었고,4장의 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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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회용 드 스의 장식

1860년 이후 월트의 향으로 야회용 드 스에 장식이 많아진다.이 장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우선 비슷한 혹은 다른 모티 의 겹침을 들 수 있다.천에 의한 장식 가장 표 인

것이 이요네이다.이것은 러 한 개더를 만들어 천에 볼륨을 주는 기법으로,이를 해 가볍고

투명한 천이 필요했다.기계 으로 량생산이 가능한 튤은 이것에 잘 맞았다.리 과 바이어스는

기하학 인 특징의 장식을 만들어내고,효과 인 색의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내었다.1861년 이후

궁정에서의 장례에 흑과 백의 의복이 규정된 일이 있어 검은 리 의 수요가 상당히 커졌다.꽃과

잎,과실 등이 모티 가 된 자연풍 장식은 그 풍요로움에 의해 무도회용 드 스의 요한 장식품

이 되었다.한편, 이스는 오랫동안 부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를 물려 사용되었고,결혼식의 축

하품이나 치장에 사용되었다.그러나 이스 제조에 기계화가 도입되자,큰 변화가 나타났다.가장

평가가 높았던 것은 아랑손 이스이고,샨티 이스는 황비의 애용으로 크게 발 하 다. 이스

는 데이드 스에도 사용되었다.

[그림 1] 리의 살롱,1866 [그림 2]무도회의 치장,1857 [그림 3]야회용 드 스,1865

4.포멀드 스

1873년이 되자 새로운 개념이 생겨났다. 재의 우리들이 볼 때에 포멀드 스의 개념이다.소매

가 긴 드 스는 주간용의 고상한 의식에는 물론이고,연극,혹은 만찬회에도 착용되었다.제2제정

하에서는 한 장의 스커트에 트에종류의 바디스가 붙는 일이 많았으나눬 한 습 끴눬 르게 나타났다.

즉눬 바디스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거기에 여러에 트에요소를 덧붙이는 것이다.포멀드 스는 기

와 계가 깊어,크리스마스 직 에는 포멀드 스의 착용이 요구되었다.그리 포사순 의 시기가

쳐포사순 의 드 스 착용법지는게재하 다.이러한 드 스는 기품과 간소함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갖추었고,컬러는 블랙이 많았고,검은 비즈로 장식되었고, 개는 데콜테 되었다.

5.나체와 데콜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콜테가 야회의 요성을 반 한다는 원칙은 차 약해졌다.1885년에는

여러 가지 타입의 데콜테의 등장을 볼 수 있었다.야회용 드 스와 무도회용 드 스의 데콜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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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자형,둥근 것,하트형,사다리꼴 등 다양했다.그 깊이도 착장자의 어깨 피부의 1/4,피부 1/2,

피부 체 등의 표 이 나타났다.1880년 의 창작 에 그리스풍의 바디스가 있다.이것은 삼각

형으로 열려지고,등도 열려져 있었다. 통 인 데콜테와 다른 타입의 개방 인 의장도 나타났다.

그 두드러짐에 나체와 에로티시즘이 결합하게 되었다.1880년에는 어깨끈으로 불린 스트랩이 출

하여,바디스 상부와 연결되었다.가슴높이에 튤과 이스, 릴이 달려있어 스트랩으로 팔을 완

히 노출하지는 않았다.

6.장갑과 쵸커

야회용 드 스에는 장갑과 쵸커의 두 가지 액세서리는 필수로 주간에 노출한 것을 밤에 가리거나,

몸의 일부를 돋보이도록 강조하는 역할을 맡았다.제2제정하의 장갑은 짧은 편이었으나,1881년이

되자 트 슬리 와 노슬리 의 드 스에 이용하는 팔꿈치까지 오는 긴 장갑이 유행했다.이러한

긴 장갑은 야회용과 디 용 의장과 함께 흔히 사용되었다.『루 드 라 모드』지에 의하면 소매의

길이에 따라 장갑의 길이도 결정된다. 장갑 에 스렛을 착용하는 일도 있었다.이리하여

장갑은 늘 타인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하 다.1870년에 나타난 쵸커는 1900년이 되어도 여 히

유행하 다.이 목장식은 모든 여성이 낮에도 밤에도 목에 꼭 붙이고 있는 메다이욘을 지탱하는

작은 벨벳의 띠 역할을 하 다.1894년에는 러시아풍의 모드로「짜르의 목걸이」로 블리었다.이

목장식은 18세기 로코코의 여성들이 목에 매었던 리본의 회고취미일 뿐 만 아니라 착장 자체가

즐거움이기도 하 다.

[그림 4]두 장의 바디스,1890 [그림 5]무도회(엘리제궁) [그림 6]루 드 라 모드,1884

7.큐와 트 인

야회용 드 스와 주간용 드 스에 차이를 주기 하여 트 인이 흔히 사용되었다.「큐」와「트

인」이라는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큐」는 스커트의 일부이고,소 스커트의 실루엣을

형태짓는 것이다.1869년부터 1875년 사이에는 모든 드 스에 큐가 달려있었다. 야회용과 주간

용 드 스에 차이를 주기 하여 때로는 더욱 큐를 길게 할 필요가 있었다.한편,「트 인」은 스

커트의 에 붙이는 것으로, 부분 착탈이 가능했다.1875년부터 1880년경에 걸쳐 스커트로부터

차 큐가 사라지고,트 인이 나타난다.1880년에는 큐도 트 인도 없는 둥근 드 스가 기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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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러나 1881년 이후는 밧슬에 한 기호가 커져 야회용 드 스에 다시 트 인이 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트 인의 길이는 보통 140㎝ 정도 다.

8.패 릭

1865년경에는 견의 페티코트를 튤의 스커트로 덮고,새틴과 벨벳과 이스로 장식을 더하여 뒤

에 콘트라스트를 만들었다.그러나 1880년 이후에는 다양한 패 릭을 사용함으로 야회복의 독창성

이 생겨났고,패 릭 자체가 요한 장식성을 가지게 되었다.1884년『루 드 라 모드』지에 게재

된 월트 디자인의 드 스가 좋은 인데,자수된 튜닉 아래에 벨벳과 새틴의 2장의 스커트가 교차

한다.트 인에는 큰 리본이 장식되었다.

[그림 7]망토 드 크루(궁정의상),1896 [그림 8]무도회용 드 스,1895

Ⅲ.결론

나폴 옹3세의 제2제정하에서는 패션 리더로서 유명한 유제니황후와 오트쿠튀르의 창시자로 불

리우는 황비의 속 디자이 월트의 활약에 의해 화려한 야회복들이 나타났다.이러한 야회복들

은 19세기라는 시 의 특징을 나타냄과 더불어 까지도 지속되는 리 오트쿠튀르의 기 를

이룬다.황실의 만찬에서는 출석 부인들 모두 로 데콜테로 장식되었다.궁정의장은 권력을 상징

하므로 트 인은 길게 끌었다.드 스의 라인은 크리놀린에서 밧슬로 옮겨가고,스커트에 여러 장

의 바디스가 비되고,큐와 트 인을 사용하여 장 한 느낌이 된다.1885년부터 1890년경까지는

볼륨보다도 몸의 라인과 실루엣에 심이 옮겨져 장식도 이 흐름에 맞추어 평평하 고,수년간 의

장이 부자연스러웠다.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은 여러가지 패 릭을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를 들

면 바디스는 실크,트 인은 로,측면은 라워 린트의 실크, 이스 장식 등으로 6-7종류의 서

로 다른 패 릭으로 만들어진 드 스가 나타났다. 이스 제작이 기계화되면서 이스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패 릭으로 취 되었다.1875년 월트가 만든 진주의 자수는 이 시 에 유행이 되

었고,1900년까지 유행이 지속되었다.진주는 가슴,네크라인,튤의 소매를 장식하 는데,1890년

이후 온갖 의장에 이용되었다.1890년 이래 주간용 의장은 간략화 되는 한편,야회용 드 스는 장

하게 되었다.가슴이 강조되었고,끈과 리본,루슈, 리츠, 이스의 릴 등이 발달했다. 량감

있는 꽃과 큰 장미가 무도회용 드 스를 장식했다.그리고 패 릭에는 자수가 실시되었고,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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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사,진주,스팡 등 장식끈 종류가 더해졌다.19세기 리에서는 이처럼 인간의 창의구

이 드 스에 집 되었고 화려를 극한 장식이 등장하 는데,이것이야말로 까지 지속되는 리

오트쿠튀르의 특징이 되었다.

참 고 문 헌

1.南靜,パリ․モ-ドの200年,文化出版局(1991).

2.京都 美術館學藝課,絢爛たる夜 服の世界,京都 美術館(1994).

3.深井晃子,世界服飾史,美術出版社(2005).

4.THEMETROPOLOTANMUSEUM OFART,HAUTECOUTURE,MMA/ABRAMS(1996).



- 222 -

P40

안경의 발전과 디자인의 변천

이경희

오공과 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Ⅰ.서론

안경은 본래,시력과 을 보호하기 한 도구로 고안되었으나, 에는 요한 패션아이템의

하나가 되어 매 시즌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랜드화 되고 있다.고 에도 문자를 확 하기 한

즈가 고안되었고,의료의 목 으로 태양열을 모으기 한 볼록 즈도 사용되었다.그러나

의 안경과 같은 시력보강과 보호를 한 안경의 발명은 13세기의 유럽에서 다.이후, 세가 되

어 와 같은 안경의 원형이 형성되었고,시 가 지남에 따라 안경의 즈와 임에 발 을

거듭하게 된다.실용성 일면이었던 안경은 18세기 이후,장식성이 더해져 디자인화 된다.20세기에

들어오자 안경은 패션상품의 요한 아이템의 하나가 되는데,패션으로서의 안경이 가장 화려한

변화를 보 던 것은 1960년 이다.20세기의 안경은 시력보강은 물론 패션의 요한 아이템의 하

나로서 재질과 디자인에 다양한 변화를 보이며 21세기인 재에 이르 다.본 연구에서는 패션아

이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연구가 진 되지 못했던 안경을 주제로 그 기원과 발 디자인의

변천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Ⅱ.본론

1.안경의 발

옛날에도 시력을 보완하는 즈라는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로마의 철학자 세네카(Seneca,

BC.5-AD.65)는 로마의 도서 에서 수구의를 통해 문자를 확 함으로 책을 읽었다고 한다. 존하

는 최고의 즈는 고 앗시리아의 니느웨의 유 으로부터 발굴된 것이다.이것은 연마된 수정제

의 볼록 즈로 그 직경은 38㎝, 거리는 114㎝의 것이었다.용도는 태양열을 모으기 해서 이

용된 것으로 생각된다.이 즈를 이용하여 열을 모아,양피지에 구멍을 뚫거나,의사가 환자의 상

처를 소독하 다고 한다.로마 황제 네로는 서커스를 볼 때에 에머랄드 즈를 통해 보는 습 이

있었다고 한다.왜냐하면 그린은 에 편안함을 주고,에머랄드의 특별한 커트는 시력을 보강시켜

주기 때문이었다.이러한 황제의 습 은 모방되었고,네로의 안경은 안경의 역사 속에는 컬러 즈

를 낀 선 라스라는 형태로 계승되었다.11세기 아라비아인 과학자 알 하젠(al-Hazen,996-1038)

이 쓴『시각론』이라는 책에서는 이미 볼록 즈가 기술되어 있었는데,이것은 1266년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수도원에서 읽 졌다고 한다.그러나 알 하젠의 즈는 그 두께가 반경보다 두꺼우므로,

자를 읽기 해서는 당하지 않았다.1268년 국의 철학자 로 베이콘(RogerBacon)은 독서

시 볼록 즈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았으므로, 13세기 에 즈가 제작되었던 것으로 유추된다.

술을 통하여 안경의 발명을 1280년경의 이탈리아나 서유럽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안경의

에는 도미니시안 수도회의 수사들의 공이 컸다.이를 증명하는 1252년 토마스 다 모데나에 의한

로벤자 주교의 안경 쓴 상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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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에 한 가장 확실한 자료는 안경을 그린 그림일 것인데,이것이 우

고네의 추기경 휴 오 산 쉘의 상화이다.이 상화는 1352년에 그려진 것으로,그가 안경을

쓴 것은 존경의 표시 다.그러한 행은 그 후 수세기에 걸쳐 행해졌는데,특히 종교화에서는 성

자들이 흔히 안경을 쓰거나,아니면 그것을 손에 들어 를 나타내었던 것이다.이처럼 기의

안경은 손에 들던가,조심스 코에 얹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상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

을 가깝게 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 던 것이다.안경 제작자 조합은 상당히 일 결성되

었는데,이들은 1465년에는 루이11세의 직인 열병식에 참가하여,방물상인과 실내장식 상인의 무

리와 함께 행진하 다고 한다.안경 제작자들은 1507년에 조합을 이루게 되어,규약을 만들기까지

는 각자 자유롭게 거래를 행하 다.

1500년 요하네스 러(JohannesKepler)는 이 있는 즈의 기 를 마련하여 안경의 발

에 큰 공헌을 했다. 러는 안구의 움직임에 의한 부수효과를 없애기 해 즈를 만곡시켰다.

이 볼록하게 커 진 즈를 그는「메니스쿠스(meniscus)」라고 불 는데 보다 넓은 시각을 확보할

수 있었다.16세기가 되자 안경은 동 에 새겨질 정도로 요성을 갖게 되었다.16세기는 안경의

역사상 가장 의미깊은 시 로,이 세기 에 근시용의 오목 즈가 개발되었다.교황 오10세는

심한 근시 는데,수렵 시에는 오목 즈의 안경을 끼고 갔다고 한다.이때까지 즈라고 하면 둥

근 형태로 정해져 있었다.그러나 1510년경의 것이라는 계란형 즈는 근시용 즈인데,먼 것을

확실히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형태 다.먼 곳은 크고 둥근 즈로는 보기 어려웠기 때

문이다.

17세기에는 안경 발 사상, 임과 즈의 두 가지 면에서 정교한 발 을 볼 수 있게 직인의

기술이 발 되었다.질이 높은 고 안경과 더불어, 량소비를 한 염가의 안경도 제작되었다.

17세기에는「퍼스펙티 라스」가 고안되었다.17세기 기에는 원형 즈에 경량의 스틸 임

의「올드 라스」라고 할 안경이 사용되었다.안경이 아직 고가 을 때에는 학자들이 안경을 썼으

므로,안경은 일종의 스테이터스 심볼이 되었다.따라서 안경은 경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손

에 들어가게 되었다.이후,염가의 안경이 속히 보 되자,부자와 사교계 사람들은 한층 고가의

안경재료와 세련된 기교를 추구하게 되었다.

18세기에는 안경의 발 사상 한 진보가 다수 나타났는데,그 에 가장 에 띈 것은 안경

을 안정시키는 실용 수단의 진보 다.18세기에는 안경을 귀에 고정하는 템 (안경다리)이 개발

되었다.이것은 1727년부터 1730년 사이에 런던의 안경상 에드워드 스칼렛(EdwardScarlet)이라는

인물에 의해 완성되어,개량된 것으로 안경을 얼굴에 견고히 고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다.18세

기에는 국인이「 로스펙트 라스」라고 부른 소형 망원경을 랑스인은「로르그네트(lorgnette)」라

고 불 는데,사교계의 남녀 사이에 액세서리로 크게 유행하 다.루이15세 시 에는 이 로스펙

트 라스가 우아한 장식을 한 상자에 넣어졌는데,당시의 공 품 유물로 남아있는 것도 있다.18세

기에는 원근을 아우르는 이 즈가 개발되었는데,미국의 통령인 벤자민 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이 즈 안경을 쓴 첫 번째 명인이었다.

19세기가 되자 장식을 한 고가의 안경 유행은 끝나고, 어도 남성들은 실용 인 안경을 쓰게

되었다.사교계의 여성들이 사람들 앞에서 안경을 쓴 모습은 아직 없었지만,멋쟁이 남자들의

향이 사라지자,「롤니에트」를 사용하는 남성의 모습도 한 보이지 않게 되었다.그리고 이어서

그 타 안으로서 코안경이 남녀 모두에게 사용되게 되었다.안경 즈에서의 2 이나 3

이라는 용어는 1827년 3 특허를 취득한 존 아이작 호킨즈에 의해 런던에서 소개되었다.

1892년에는 독일,스 스, 랑스의 의사와 안경회사가 실용 인 콘택트 즈의 개발에 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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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얼마 지나지 않아 문 인 제작업체를 통해 제작되게 되었다.

20세기의 안경은 과거 6세기에 걸친 진보의 역사를 훨씬 넘는 발 을 나타냈다.이 ,그리

고 사 이라는 것 까지 완성되어,콘텍트 즈의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서 기존 즈의 불편

함을 다.조지 그루박사는『리테러리 다이제스트』지에 온갖 안경에 하여 경고를 하 는데,

그가 비난하는 안경은 템 이 없는 안경,즉 코안경이었다.안경에 귀 뒤로 걸치는 템 이 없으면

즈의 학 심 이 에 정확히 맞도록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1934년에는 아메리카합 국에만 안과의가 1만명,검안사가 2만 2천명이 있어,연간 1억 달러의

이 안경 때문에 사용되었다.물론,이 안경 임의 원인을 만든 디자이 들은 그것을 한층 매

력있는 것으로,기술자들은 그것을 한층 실용 인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이 게

안경 임의 구조상의 개량과 더불어,이 즈가 기술 으로 개선되었고,삼 즈도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이것은 콘택트 즈의 완성이라고 하는 에서 큰 진보를 보 다.『비즈니

, 크』지는 콘택트 즈는 여 히 실험단계이고,삼 즈가 그 당시 신기술의 하나 던 것

을 보도하 다.이 3 즈는 1936년경부터 사용되었다.

1964년에『타임』지는 600만명의 아메리카인이 안경을 쓰고,그 의 65%는 여성이라고 보고하

다. 이 나쁜 사람들 부분은 유행의 안경 임을 사용함에 비해,여 히 즈는 있던 것을

사용하 다.뉴욕의 극히 보통의 안경 에는 약 113종의 임이 진열되어 있었다.이러한 것들

어느 것도 마음에 들지않는 사람들에게는 콘택트 즈가 해답을 주었다.1962년의『홀리데이』

지의 보고에 의하면 400만인(그 부분은 40세 이하)이나 되는 사람들이 콘택트 즈를 끼어,과거

6년간 380만인이나 증가를 나타내었다고 한다.과거 700년 사이에 무겁고 딱딱하고 보잘 것 없는

즈의 안경으로부터,작고 깃털처럼 가볍고 안구 에 떠있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그

리고 의상과 그때 그때의 기분에 맞추어 의 색이 변하기까지 하는 콘텍트 즈로 발 이 진행하

다.

21세기인 의 안경은 차 디자인이 다양해지고, 임이 경량화 되어갔다.시력보완을

한 안경은 물론 자외선을 차단하기 한 선 라스도 패션아이템이 되어,매 시즌 의복이나 핸드

백,구두와 함께 트 드가 나타난다. 즈의 크기,형태,컬러, 릿지,템 등 디테일의 디자인에

트 드가 반 된다.패션 코디네이트에서는 엘 강트,시크,아방가르드와 같은 패션 이미지와 연

계되어,패션 이미지를 연출하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최근에는 아이웨어(eyewear)로 불리우

며 인기 디자이 의 랜드 상품이 주목되고 있다. 한,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안경을 만들어내

려는 디자인의 다양한 시도가 나타난다.즉,나사가 없는 안경,귀에 걸치지 않고 머리에 걸거나

코에 부착하는 안경, 즈를 교환하거나 템 을 교체하는 안경,아트의 상으로서의 안경 등 착

장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안경들이 등장하고 있다.

2.안경 디자인의 변천

자를 확 해 보기 한 즈로 시작된 안경에 디자인개념이 결합된 것은 근세의 일이다.안경

형태의 변화는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나타났는데 즈에 끈을 연결하여 귀에 거는 형태 다.코

에서 밸런스를 잡고 코 에 얹 있을 수 있도록 유연함을 가진 안경이 나타난 것은 훨씬 후의

일이다.이후에도 안경을 제 로 고정시키려는 노력은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다.사보나로라라는

노인은 안경을 고정시키기 해 안경을 훅(hook)으로 모자에 고정시켰다고 한다.그리고 15세기

말이 되자 안경을 이마 에 고정시키는데,일반 으로 수직의 연결 다리 선을 사용하 다.

기의 안경 임은 놋이나 철제 고,이후에 뿔(角), , ,니 ,은 등이 사용되게 되었고,



- 225 -

15세기에는 가죽제도 나타났다.1326년 당시, 국 사교의 재산목록 에는 도 을 한 은테안경

이 포함되어 있었다.한편,안경에는 이스가 필요했는데,안경이 가치있는 재산이 되자,그 이

스도 왕왕 술작품이 되었다.그러한 이스는 보통 나무와 속과 상아로 만들어졌고 우아한 장

식이 행해졌다.귀 한 안경은 사자,일각수, 는 기묘한 괴물 등의 그로테스크한 마스크가 그려

진 이스에 수납된 것이 많았다. ,시 가 내려오면서 기품있는 당 문양이나 성서의 한 장면,

혹은 종교 인 상징과 같은 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이스가 나온다. 이스는 가죽

이나,뿔,혹은 종이 등으로 만들어졌다.안경 이스는 씨를 잘 보이게 하는 기능상,책의 표지

에 붙여진 것이 많았다.140333기록에 의하면 루고뉴 후작은 안경을 보호하기 해 도 을

한 은3 으로 만든 이스를 책의 표지에 붙 다고 한다.그리고 때로 안경 이스를 벨트에

매달기도 하 다.

안경 제작자들은 아직 안경의 임인 테는 여러 종류를 갖추지 못했다.골제의 안경 임은

1582년에는 랑스에서, 1585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이미 사용되었다.그러나 16세기 의 독일

에서는 즈를 부착하는 재료로서 골제 신에 뿔이 사용되게 되었고, 안경 제작자를 그린 아

만의 목 화에서 보는 것처럼,가죽제 테가 흔히 사용되었다.

안경의 사용도가 높아짐에 따라,그것을 얼굴에 고정시키기 한 실제 방법을 찾는 것이 선

무 다. 기의 것으로 상시 착용하기에 합한 것이라고 하면 머리에 매어 고정시키는 방법이었

다.튼튼한 한 장의 가죽 는 가죽 끈이 달린 뿔테에 즈를 박아넣은 것은 머리에 맬 수가 있었

다.이러한 방법이 진 된 것은 세기 말이 되어,끈으로 귀에 묶는 방법이었다.1581년의 상화에

는 끈을 둥 게 하여 코안경을 귀에 건 그림이 있다.18세기에는 베니스와 랑스 궁정을 심으

로 안경에 패션성을 부여하게 되었다.이제까지의 안경은 패션으로서가 아니라 실용 일면 뿐이었

다.그때까지 장식 인 스타일리쉬한 안경은 비하되었으나,비난하던 쪽이 도리어 팬시한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다.19세기 기에는「로르네트」,즉 소형「스 이안경」이 변함없이 유행하 다.

안경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이래, 리 일반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디자이 들

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실용성에 장식성을 더하려는 디자이 들의 노력은 안경 임에 어울

리는 라스틱 소재의 개발에 의해 크게 도움받았다.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당 에는 극단 으로 진기한 것도 통용되었으나,이윽고 안경은 어떠한 시 에도 무리없

이 쓰게 되었다.

20세기 의 안경은 반안경,설교안경,목사안경 등으로 불리우며,상당히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1920년 에는 거 한 원형안경도 코안경도 변함없이 사용되었고,그 스타일면에서의 개발도 계속

되었다.안경 임의 디자이 가 유행 경향에 주목하고,그의 디자인을 당시의 유행에 목시키

려고 했던 것은 1940년 이후의 일이었다.이러한 상은 독일과 아메리카합 국에서는 거의 같

은 시기에 일어났다고 생각된다.안경이라는 것을 단순히 수용 인 것이 아니고 패셔 블한 것으

로 만들려는 생각은 1964년 11월에 아메리카에서「아메리카 유행안경 그룹」을 결성하기에 이르

다.이 조직의 주요한 목 의 하나는 아메리카에서 디자인된 안경 임을 패션 액세서리처럼 만

들려는 것이었다.1966년 까지 안경은 유행의 극한에 이른 것 처럼 보 다. 형의 정방형,장방

형,팔각형 난형, 무늬 들어간 것,무지 등이 나타났다.이후,20세기 말을 지나 21세기인

의 안경은 차 디자인과 재질이 다양해지고, 임이 경량화 되어간다.

Ⅲ.결론

세계 최고의 즈는 고 니느웨의 유 으로부터 발굴되었는데,이를 통해 기원 에도 문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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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하거나 의료용의 즈가 고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녹주석 즈로부터 베지클(bézicles) 이라

는 안경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타났는데,시력보강과 보호를 한 안경은 13세기 말의 이탈리아나

서유럽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된다.원시용의 볼록 즈는 세에 제작되었고,16세기 에는 근

시용 오목 즈도 개발되었다.1507년에 안경제작자 조합이 결성될 정도로 안경이 리 보 되었

다.17세기에는「퍼스펙티 라스」가 고안되었고,안경의 매는 속도로 발 하 다.18세기에

는 안경을 코 에 얹기 한 수단과 장치가 많이 탄생하 는데, 를 제외하면 가장 크리에이

티 하고 분방한 디자인의 임이 만들어졌다.19세기가 되자 장식을 한 고가의 안경 유행은 끝

나고,남성들은 실용 인 안경을 쓰게 되었다. 기의 안경 임은 놋이나 철제 고,그 후 뿔,

, ,은,니 ,가죽까지 나타났다.20세기에는 안경의 활용이 커지면서 유행이 나타났다.1910년

에는 옥스포드안경이 개발되었고,1920년 에는 도 의 안경이 유행하 다.1940년 이후에는

패션산업의 유행이 안경유행에도 반 되었고,1950년 에는 안경패션쇼가 개최되었다.1964년에는

아메리카 유행안경 그룹이 결성되었다.21세기인 재에는 즈의 크기,형태,컬러, 릿지,템

등의 디테일에 디자인 트 드가 반 된다.패션 코디네이트의 장에서는 엘 강트,시크,아방가르

드와 같은 패션 이미지와 연계되어,패션 이미지를 연출하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최근에는 아

이웨어(eyewear)로 불리우며 인기 디자이 의 랜드 상품이 주목되고 있다.안경 임의 소재

도 통 인 뿔,별갑, ,백 ,나무,셀룰로이드,스테인 스스틸 외에 아세테이트,알루미늄,티

타늄,마그네슘,탄소섬유 등이 사용되고 있다.시력보완을 한 안경과 더불어 자외선을 차단하기

한 선 라스도 패션아이템이 되어,매 시즌 의복이나 핸드백,구두와 함께 트 드가 나타난다.

한,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소재와 형태의 안경을 만들어내려는 디자인의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

나사가 없는 안경,귀에 걸치지 않고 머리에 걸거나 코에 부착하는 안경, 즈를 교환하거나 템 을

교체하는 안경,아트의 상으로서의 안경 등 착장자의 개성을 나타내는 안경들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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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1

패션광고에 나타난 패션스타일의 알레고리 연구

김향자‧권미정

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인들의 무경계와 탈장르 성격의 라이 스타일과 정서를 표 함에 있어 패션이 지니는 상

징성은 내재된 욕구와 사회 문화 상황을 반 하는 기호로 작용한다. 패션은 진보된 테크놀

러지와 다양한 미디어의 발달로 사회문화 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패션 고는 소비자

에게 패션상품을 시각 으로 매력있게 달하는 역할을 통해 랜드의 이미지와 시 문화양상

을 담아내는 표 도구로 작용한다.21세기의 패션 고는 포스트모던 인 다의 해석체로 작용하

며 이는 알 고리 충동과도 개연성이 높다.알 고리는 ‘다르게 말하기’라는 의미의 그리스 동사

‘allegorein’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주로 추상 사유나 개념을 구체 으로 표 할 때 사용되며 포스

트모던시 의 사회 문화 맥락과 결부되어 다의 의미와 기호를 해석하는 방법이자 기법이며

태도를 의미한다.B.C60년경부터 사용되었으며 그리스 철학과 신학에 기원을 둔 알 고리는 그리

스 로마시 의 확장기를 거쳐 세와 독일고 주의에서 20세기 까지의 평가하락을 겪은 후 발

터 벤야민에 의해 역사와 철학을 인식하는 요한 개념으로 재정립되었다.폴 드만은 벤야민의 이

론을 기 로 텍스트의 수사성을 해체론 으로 재구성하 으며 크 이그 오웬스는 술에 있

어 분열된 주체와 심의 해체에 해 포스트모던 징후를 악하고 이를 알 고리를 통해 분석

하고 비평하는 방법론으로 발 시켰다.패션 고의 미학 의 선행연구는 양숙희(2010)와 윤

(2009),박미주(2009)등 다수 있으며 포스트모던 ’몸‘에 해 염혜수(2011)의 연구가 있다.그

러나 패션과 패션 고에 있어서의 다의 해석을 뒷받침할만한 이론인 알 고리에 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편 ,해체주의 특성을 지닌 포스트모던 패션 고는 알 고리의 충

동 성격과의 연 성을 보여 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지니며 패션 고의 알 고리 해

석을 통한 사회문화 패션기호의 내재 상징과 미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학제 기여와 선도문

화 인 패션산업의 발 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2.연구방법 내용

연구방법은 해석학 연구방법으로서 조형 특성에 따른 함축 메시지를 다루었으며 미학 ,

철학 에서 내용분석을 하 다.본 연구의 심이론인 크 이그 오웬스의 알 고리 이론은

미학사,철학사 련 서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통해 고찰하 으며 사례연구로는 2000년 이

후 발표된 패션잡지에 게재된 명품 내셔 랜드 고와 국내외 패션 랜드의 TV 고와 자사

홈페이지,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추출된 고자료를 심으로 분석하 다.

연구내용은 첫째,패션 고의 포스트모던 의의를 악하고 알 고리와의 연 성을 고찰하여

패션의 사회문화 의미를 악한다.둘째,패션 고에서 크 이그오웬스의 알 고리이론이

용된 조형 특성을 악하고 셋째,미 가치와 내재 특성에 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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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패션 고에 나타난 패션스타일의 알 고리 표 에 한 미 가치와 내재 특성은 다음과 같

다.첫째,차용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다‘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패션에서 차용

은 모방과 인용의 체 의미로서의 보충물인 동시에 재탄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하나의 패션

고 이미지는 차용의 알 고리 과정을 거쳐 새롭게 재탄생된 것을 의미한다.스타일의 왜곡과 변

형,과장을 통한 패러디와 유희성을 지닌 키치 이미지로 문화의 일탈 소비를 과시 으로

표 하 다.둘째,장소특수성은 시공간을 해체하는 유 의 특수성을 의미하며 고작품의 출생당

시와 진행,소멸에 이르는 과정이 알 고리 충동으로 남겨진다.주변 환경이나 상황과의 물

리 계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패션 고에서는 장소와 시간의 해체와 괴를 통

해 불확정 일탈과 불연속,해체주의 패션스타일을 표 하 다.이는 인들의 무경계와 탈

장르 라이 스타일과 내재 일탈의식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셋째,축 의 략은 유기

연속체로서 시간과 공간을 구체 으로 표 하고 시각 조각들로 해독되어져야 한다.패션에

있어 축 은 색상,소재,스타일,이미지,아이템 간의 병렬과 의 략을 통해 표 되어지며

반복되고 첩된 패션스타일의 시각 표 성을 강조한 것으로 패션상품과 랜드이미지를 강화

하기 함이며 편화된 이미지들의 수평,수직 인 단순반복과 복제는 실과 허구의 다양한 요

소들의 혼재성을 보여 다.넷째,장르간의 혼합은 패션과 술,첨단의 테크놀러지를 목하여 비

실 가상의 세계 을 표 함으로써 탈 심 이고 하이퍼리얼의 휴머니티를 지향하고 있다.이

상에서와 같이 재성을 드러내는 패션 고에 나타난 패션스타일의 표 성은 상호 결합되는 방식

에 있어 정형 이고 구조 인 것이 아닌 해체되고 괴되어 다른 형태로 재탄생하게 되는 불

확정 ,탈 심 맥락을 지닌 다원 텍스트성을 뜻하며 이는 문화상품소비에 있어 정보

제공자인 패션 고가 사회문화 가치 을 폭넓게 수용하고 개개인의 내 욕구를 표 하는 통합

인 개의 장으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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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2

 수의(襚衣)의 시대별 품목과 변화양상

이수혜‧이자연

신라 학교 패션산업학부

1.서론

우리 민족문화(民族文化)의 근간(根幹)은 혼상제(冠婚喪祭)를 심으로 형성되어왔고 그 으

뜸은 상례문화라 할 수 있으며 이 상례문화에 있어서 가장 요한 것은 고인과 생을 함께 할

수의(襚衣)이다.

수의는 사자(死 )를 한 옷으로 습의(襲衣)와 염의(殮衣)로 구분되며 이 습의는 시신에게

입히는 것이고,염의는 시신을 싸는 것이지만 재는 습의와 염의를 모두 포 하여 수의로 통칭되

고 있다.수의는 죽음이라는 슬 의미를 가지는 최후의 복임과 동시에 내세 생으로의 출발을

의미하므로 매우 경건한의미를 지니고 있다.따라서 수의(襚衣)는 생 의 복(禮服)과 같은 길복

(吉服)으로서 가장 성장(盛裝)해 왔고,유 자(儒冠 )의 경우는 공복(公服)을 사용하 으며,일반

인들도 혼례(婚禮)때는 사 부(士大夫)와 같이 공복을 사용하 다. 한,혼례 때 입던 복을 수

의로 사용하기도 하고,혼례복과 비슷하게 만들기도 하 다.이처럼 수의는 시 에 따라 그 품목

의 명칭 종류가 조 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 문헌(文獻)과 문헌

을 심으로 품목별(品目別)종류를 살펴보고 재 실제로 상거래 되고 있는 품목을 살펴 그 변화

를 알아보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수의 품목을 조사하기 하여 조선시 문헌으로『國朝五禮 』,『喪禮備要』,『家

禮輯覽』,『家禮源流』,『常變通攷』,『家禮增解』,『四禮便覽』,『正文公愼終 』,『忠文公愼終 』,『朝鮮

裁縫全書』를 살펴보았으며, 의 서로는『 新 家庭寶鑑』,『알기쉬운 冠婚喪祭』,『 혼상제백

과』,『 통 혼상제』,『 혼상제가정의례백과』,『 혼상제』,『 혼상제와 그 뿌리』,『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혼상제』,『수의 만들기』를 심으로 수의품목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았으며, 행

수의 매자들이 매하고 있는 수의 품목을 함께 조사하 다.

3.결과 고찰

조선시 문헌에 나타난 남자 수의 품목을 살펴보면,

두식류에는 폭건․수 ․망건․멱목․충이․엄․이를,표의(表衣)로는 흑단령(黑團領)․심의(深衣)․

답호․첩리․자의․ 치막을 착용 하 다. 고리는 한삼․단삼․포오를,바지로는 고(袴)․단고․

다임을, (帶)로는 ․ ․요 (腰帶)․조 (條帶)를,수의(手衣)로는 악수(幄手)를,족의(足衣)

로는 말(襪)․이(履)를 착용하 다.

문헌에 나타난 남자수의의 품목을 살펴보면,두식류에는 복건(幞巾)․폭건(幅巾)․망건(網巾)

․면모․명목(暝目)․충이(充耳)․두건(頭巾)․엄(掩)․두(頭)를, 표의로는 도포․심의․창의․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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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주의․학창의․ 치막․두루마기를, 고리로는 단삼(單衫)․속 삼․유(襦)․속 고리를,바

지로는 바지․고(袴)․고의․속고의․동고(同袴)․단고(單袴)를 착용하 다. (帶)로는 ․도포

띠․요 ․조 ․허리띠를,수의(手衣)로는 악수(幄手)를,족의(足衣)로는 말(襪)․버선․이(履)․신

을 착용하 다.

행 매상들이 매하고 있는 남자수의의 품목을 살펴보면

두식류에는 복건․면모․멱목․모자․턱받이․입덮개․면막스를,표의에는 도포와 겹두루마기

를, 고리에는 겹 고리․속 고리․속 삼을 사용하고 있다.바지로는 겹바지․속바지․ 님을,

(帶)로는 도포끈․허리끈․허리띠를,수의(手衣)로는 악수․손싸개를,족의(足衣)로는 버선과 신

을 사용하고 있다.

조선시 에 나타난 여자 수의 품목을 살펴보면

두식류에는 엄(掩)․충이(充耳)․리(纚)․여모(女帽)를,표의로는 심의(深衣)․원삼(圓衫)․장오자

(長襖子)․녹의(綠衣)․당의(唐衣)․상두의를, 고리는 포오(袍襖)․삼자(衫子)․단삼(單衫)․회장

고리․분홍 고리를 착용하 다.치마는 紅裳･靑裳 즉,홍치마 남치마와 단상을,바지로는 당고

(當 )․단고(單袴)․ 고(廣袴)․고(袴)․단속곳․바지를, 로는 (大帶)․ (帶)․원삼띠를,

수의(手衣)로는 악수(幄手),족의(足衣)로는 채혜(彩鞋)․리(履)․말(襪)․버선․신을 착용하 다.

문헌에 나타난 여자수의 품목을 보면

두식류에는 복건(幅巾)․복두․명목(幎目)․충이(充耳)․여모(女帽)․과두(裹頭)․ 두․두 ․두건

․귀막이․비녀를,표의로는 원삼(圓衫)․당의․두루마기를, 고리는 삼회장 고리․단삼(單衫)․

속 고리․속 삼․의(衣)․ 고리(赤古里)․ 삼(的衫)․황 삼․綠 삼․ 고리(赤古里)를 착용하

으며,치마는 청치마․홍치마․모홍상․속치마․홍상(紅裳)･청상(靑裳)를,바지는 단속곳․홑바

지․후 바지․곁바지․겉바지를, 는 원삼띠․ ․띠․큰허리띠․조 ․요 를,수의(手衣)로

는 악수(幄手),족의(足衣)로는 리․말․버선․습이․신을 착용하 다.

행 매상들이 매하고 있는 여자수의의 품목을 살펴보면

두식류에는 족두리․면모․면포․면보․멱․멱목․모자․턱받이․턱받침․입덮개․면막스를,표의

로는 원삼을, 고리로는 겹 고리․ 고리․속 고리․속 삼을,치마는 겹치마․치마․속치마를,

바지는 겹바지․속바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로는 원삼띠․원삼끈을,수의(手衣)로는 악수․손싸

개를,족의(足衣)로는 버선과 신을 사용하고 있다.

4.결론 고찰

조선시 문헌․ 문헌․ 행 매상들을 심으로 수의 품목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남자 두식류(頭飾類)를 살펴보면 수 (首冠)․망건(網巾)․폭건(幅巾)․엄(掩)을 사용하고 그 에

멱목(幎目)을 하 으며,심의를 입을 때는 반드시 복건을 함께 쓴다고 하 다. 문헌에서는 폭

건과 망건이 주로 사용되었고 2000년 가 되면서는 두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하지만 행

매되는 수의의 두식류에는 복건이나 모자 한 종류만이 나타나며,멱목(幎目)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꾸 히 사용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행 수의에서 턱받이가 새로이 추가된 과

충이(充耳)가 에서는 사라져 버렸다는 은 특이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상의류에는 유교를 시했던 선조들이 를 갖출 때 겉 옷으로 입던 표의(表衣)로는 조선시 에

심의(深衣),첩리(帖裏),창의, 치막(中致莫),답호(褡複) 문헌에 도포(道袍),두루마기[周衣],

창의,겹옷,학창의, 치막이었다가 시 에서는 두루마기와 로 정착된 듯하다.

고리 변화를 살펴보면 조선시 문헌에 나타난 솜을 두어 빈 포오(袍襖)와 한삼(汗衫)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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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속 고리가 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가장 변화가 없는 습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의류에는 고(袴),단고(單袴)가 있다.고(袴)는 남자는 하의로 겉에 입는 옷이며 단고(單袴)는

바지 속에 입는 속옷으로 홑바지를 말한다.여자는 내의로 치마 속에 입으며,속속곳,바지, 른

바지,등으로 남자의 바지와는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재 수의에 사용되는 바지는 겉바지와

속바지를 하나의 말기에 붙여 제작되고 있다.

바지를 살펴보면 고(袴)와 단고(單袴)에서 재는 바지와 속바지로 고리와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바지의 님은 출토 복식에는 보이고 있으나 조선시 문헌에는 보이지 않

으며, 문헌부터 지 까지의 님은 필수한 습구로 보인다.늑백(勒帛)으로 불리어졌던 행 은

꾸 히 사용되어 왔으며 재에 와서는 사용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나타나고 있다.

수의에 사용되는 소품으로는 제일 겉에 독립 으로 사용하는 (大帶)와 허리끈인 소 ( 帶)

가 있으며,그 외 손/발 싸개류인 늑백(勒帛),말(襪),악수(幄手),토수(吐手),채혜(彩鞋),리(履)

등이 있으며, (帶)는 유(襦),군(裙),포(袍)의 로 허리나 가슴에 둘러 의복(衣服)을 여미는 복

식(服飾)으로 평상복(平常服)을 입을 때 착용하는 (帶)와 복(官服)을 입을 때 착용하는 (帶)

로 분류된다.수의에 사용되는 (帶)는 품계에 따라 다른 재료의 를 착용하여 신분을 표시하기

한 수단으로 착용하 으며 엄을 갖추는 과 로 를 착용하 기 때문에 극진한 (禮)의 표

시이기도 하다.따라서 신분에 따라 입는 표의(表衣)에 따라 (帶)의 종류가 달랐으나 문헌에

서는 ,소 ,요 ,조 그리고 허리띠의 명칭으로 나타나는데 이 한 신분(身分)에 따른 표

의의 사용에 (準)하여 선택되어짐을 짐작할 수 있다. 재에는 도포끈과 허리끈으로 통일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의(手衣)는 사자의 손을 싸는 것으로 악수(幄手)라고 한다.족의(足衣)는 사자의 발을 싸는 것

으로 행의 버선과 같은 말(襪)과 습신(襲신)인 리(履)가 있다.악수는 손싸개로 쓰이기는 하지만

조선시 문헌에 나타나 있던 것이 재에도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다.신은 실제로 신는 것이 아

니고 보공품(補空品)으로 넣어두었기 때문에 재 수의 품목에서는 거의 빠져 있다.

여자의 수의는 남자의 수의와 기본구성이 같고 표의류와 고리류,치마류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두식류(頭飾衣)를 살펴보면 엄(掩),엄두(掩頭),복건 는 여모를 사용하고 있다.머리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신분이나 형편에 따라 선택을 하여 사용하고 그 에 멱목을 사용하여 왔

다.엄,엄두,복건이 재에는 복건으로 통일된듯하지만 실제로 매되는 모양은 복건의 형태를

한 두건이다.복건을 한 후에 멱목으로 얼굴을 가리고 충이로 귀를 막았으나 지 은 충이는 없어

지고 과거에는 없는 턱받침이 추가되어 사용되고 있다.여자의 표의는 조선시 에 심의(深衣),장

오자,답호,녹의,당의가 보이나 원삼을 가장 두루 사용하 으며, 문헌에서와 행 매자들에

서도 원삼으로 통일되어 정착되었다.이는 원삼이 조선시 에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여자의 복

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고리를 살펴보면 조선시 에는 포오(袍襖),삼자(衫子)가 보이고,

문헌과 행 매자들은 고리와 속 고리로 많은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다만 행 수

의의 고리는 겹 고리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 이는 더 많은 정성과 격식을 차린 듯하다.

여자의 치마와 속바지도 많은 변화가 없으며 행 수의도 속치마와 겉치마가 동시에 착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자의 (帶)는 ㆍ ㆍ원삼띠는 표의의 종류에 따라 조 ㆍ요 는 치마

나 바지에 따라 착용되었다. 행 수의는 치마와 바지에 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는 표의로

원삼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삼띠만 남아있다.여자의 수의(手衣)와 족의(足衣)는 남자 수의 품목

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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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3

기후에 향을 받은 민족의상

극한기후지역과 열 혹서기후지역을 심으로

최효승1)‧손 미2)

1)조선 학교 패션디자인 공

2)조선 학교 디자인학부

Ⅰ.서론

로부터 인간은 털로 덮여있는 동물에 비해 신체 보호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기후와 외부 험

요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해 의상을 착용하 다.즉,의상을 착용함으로써 극한기후 지역에서

는 공기의 흐름을 막아 보온의 효과를 높여 주었고 반면 덥고 건조한 열 혹서기후지역에서는 태

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주었다.의상은 이러한 기후환경과 외부 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목 으로 착용되기 시작하 으며 각 나라마다 기후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상에

합한 디자인,재료,입는 방식 한 다르게 나타났다.이는 곧 다양한 기후에 응할 수 있는 의상

이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환경문제가 이슈 되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의상과 소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변덕스러운 기후에 응할 수 있는 의상 개발이 요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후를 바탕으로 지형․사회․문화․ 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소수민족의상에

해 알아보고 앞으로 기후에 따른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을 측해 본다.

Ⅱ.연구방법

본 연구는 우선 이론 배경으로 기후에 해 알아보고 기후에 향을 받은 민족의상들을 살펴

보았으며 그 에서도 특히 극한기후지역과 열 혹서기후지역의 민족의상을 심으로 기후․지

형․사회․문화 상이 의상에 어떻게 반 되었는지에 해 분석하 다.연구방법으로는 각종

문헌자료 신문기사,웹사이트 등을 활용하 다.

Ⅲ.결과 고찰

1.기후

기후란 특정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기 상으로 이는 시간 ,공간 으로 일반화 된

것을 말하며,출 확률이 높거나 평균 으로 나타나는 기의 종합상태를 말한다.즉,기후는 지구

상의 특정한 공간에서 매년 시간에 따라 되풀이되는 가장 뚜렷한 기 상이 분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한 장소에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기후

는 각종 요소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기후요소로는 기온․습도․강수량․바람․증발량․일사․

일조․자외선의 세기 등이 있다.이처럼 기후는 여러 가지의 기후 요소들의 결합에 따라 각 지역

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기후 요소들이 다양한 결합에 따라 기후의 형태가 정해진다.기후요

소에 의한 기후는 여러 가지 지리 원인에 의해 향을 받고 있으며 이와 같이 기후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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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치는 요인을 기후인자라고 한다. 표 인 기후인자로는 도,고도,수륙분포,해발,지형,해류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기후 인자는 기 순환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열 다우기후,건조기후,온

기후,냉 기후,한 기후, 륙서안기후, 륙동안기후가 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의 기후

인자만이 특별히 강하게 작용하여 특수기후가 나타나기도 한다.

2.기후에 향을 받은 민족의상

민족의상은 일정한 민족이 공통 으로 착용하는 통복장으로 기후와 더불어 토지의 풍토,자원

그리고 생활 습에 따라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물론 민족의상이 처음부터 정돈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며 신체를 보호하기 해 필요부분을 덮고 장식하면서 문화와 함께 그 형태를

바꿔가며 발 해왔다.즉 자연의 변화에 의한 기후환경에 응하기 해 민족의상 한 발 되고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후에 향을 받은 민족의상에서 열 다우기후의 의상은 기온과 습도가 높기 때문에 더 를

피하기 해 개방 인 의상을 착용하며 건조기후의 의상은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으며 강한 햇빛

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해 온몸을 감싸는 형태의 의상을 착용한다.온 기후와 냉 기후의 의상

은 기온,습도가 하게 나타나며 사계 에 따른 다양한 의상이 착용된다.한 기후의 의상은

추 를 피하기 해 두꺼운 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의상을 착용한다. 륙서안기후와 륙동안기후

의 의상 한 계 에 따라 착용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극한기후지역과 열 혹서기후지역의 의상은 기후의 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의상으로 생명

의 유지와 직 으로 연결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한기후지역의 민족의상과 열 혹서지역

의 의상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3.극한기후지역의 민족의상

1)네네츠족의 민족의상

러시아 시베리아 북서쪽 교목이 분포하지 않는 툰드라 지역에 살고 있는 네네츠족 원주민은 1년

8개월이 하 6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기후에서 살아가고 있는 종족으로 통 으로 순록 유

목업에 종사하고 있다.따라서 순록과 함께 생활하는 네네츠족은 이끼를 식료로 하는 순록의 고기

를 주식으로 하며,순록의 모피는 옷,츔(집)의 덮개,이불 등 방한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혹심한

추 와 ,얼음 속에서 살아가는 네네츠족의 통의상으로는 부드러운 순록의 털가죽을 안쪽에

덧 어 만든 ‘말리차’가 있는데,털가죽을 안쪽에 덧 이유는 살갗을 보호하고 체온을 오랜 시간

동안 유지시키기 해서 으며 목 뒤쪽에는 후드를,소매 끝단에는 벙어리장갑을 부착시켜 활동성

을 높이는 동시에 보온성까지도 높여주었다.이는 혹독한 추 속에서 살아남기 한 지혜가 담겨

져 있으며 네네츠족은 극한의 땅에서 살아남기 한 방한수단의 풍습을 승하여 생활하고 유일

한 순록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다.네네츠족의 장화는 순록의 털을 두 겹으로 겹쳐 가죽 띠로 고정

시켜 신는다.

2)에스키모의 민족의상

북아메리카 북동부 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치하고 있는 그린란드의 에스키모인들은 세계에

서 가장 북쪽에 살고 있는 종족으로 그들은 1년 4개월 동안 태양이 지평선 로 떠오르지 않는

빙설기후에서 살아가고 있다.그린란드의 에스키모들은 해안에서 바다표범,고래,해마 등의 바다

동물을 주로 사냥하여 살아가는 종족으로 그 가장 많이 사냥하는 동물은 바다표범이다.바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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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통해 생활하는 에스키모 인들은 로부터 바다표범의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등 고기는 식

량으로,바다표범의 가죽으로는 옷과 소형의 가죽배인 카약을 만들어 사용하 다.에스키모들의

의상은 상․하로 구분되며 그들은 북극여우나 곰의 모피로 만든 후드가 달린 상의에 바지를 입고

방한장화를 신는다.여우모피로 만든 상의는 털을 바깥쪽으로 입어 이나 얼음이 붙지 않도록 하

는 효과와 동시에 장식 인 요소를 추가하 다.바지는 털 있는 쪽을 안쪽으로 하고 가죽 면을 바

깥쪽으로 해 입음으로써 방한효과를 높여주었으며,더불어 방한장화바닥면에는 바다표범의 가죽을

써 물이 세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방수효과까지도 높여주었다.

4.열 혹서기후지역의 민족의상

1)힘바족의 민족의상

아 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열 륙으로 도상 한 기후가 존재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아 리카 남서부, 서양 연안에 치한 나라,나미비아 북부 카오코랜드에서 살아가

는 힘바족은 해안에 사막이 해 있는 지역으로 그들은 해안사막기후에서 살아가고 있다.해안사

막기후는 바다에 직 하여 내리는 비의 양은 으나 안개와 습도가 많고 기후가 높게 나타나

는 곳으로 이곳에 살아가는 힘바족은 상의를 입지 않으며 염소가죽으로 만든 스커트만을 입는 것

이 특징이다.붉은 부족이라 불리는 힘바족의 여인들은 ‘오카’라는 붉은색 흙을 온몸에 칠하 는

데,이는 붉은 돌가루에 버터와 허 를 섞어 만든 진흙으로 몸과 머리에 바름으로써 사막의 뜨겁

고 강한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맨몸에 한 의와 존경을 의미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목과 허리,발목에는 속이나 동물의 ,가죽 장신구를 착용한다.

2)투아 그족의 민족의상

아 리카 북구에 있는 세계 최 의 사막인 사하라사막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는 투아 그족이

있다.이곳의 기후는 1년의 강우량이 250mm 이하로 지구상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곳으로 활한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있다.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투아 그족의 남성은 길이가 길고 폭이 넓

은 ‘간두라’상의에 바지통이 넓은 하의를 입고 에 두루마기와 같은 옷을 하나 더 걸치며 얼굴

체를 감싸는 ‘터번’이라 불리는 무려 4m나 되는 베일을 쓴다.‘터번’은 혹독한 사막의 기후와 해

충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철 한 계 사회로 나 어진 투아 그족의 귀족은

랑색,서민은 흰색의 옷을 입는데 ‘푸른 유목민’이라 불릴 만큼 그 모습이 매우 인상 이다.

이와 같이,아 리카라는 하나의 륙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로 인해 각 지역의 의복

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습도의 차이로 인해 몸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종족이 있는 반면에 신

을 감싸 으로써 땀의 증발을 억제하는 의상을 입는 종족이 있었다.

Ⅳ.결론

의 연구를 통해 극한기후지역이라는 공통된 기후 특성 속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문

화․사회 인 상에 따라 의복의 재료와 옷의 착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을 알 수 있었고

아 리카라는 하나의 륙 안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로 인해 각 지역의 의복 한 다양하

게 나타났으며,습도의 차이로 인해 몸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민족이 있는 반면에 신을 감싸 으

로써 땀의 증발을 억제하는 의상을 입는 민족이 있었다.즉 극한 기후지역의 민족의상은 추 를

이기고 습기를 막기 해 합리 인 방한․방습 수단을 용하고 있었으며,열 혹서지역의 민족의

상은 혹독한 더 와 사막기후에 응하기 해 의복의 형태가 기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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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복형태는 기후와 지형․사회․문화․ 습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생존을 한 기

술과 통문화가 결합된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다.최근 환경문제가 이슈 되면서 많은 업체에서는

기후에 따른 특수소재개발에 따른 연구가 확산되어가고 있다.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연구가 바

탕이 되어 미래 일상에서 유용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의류를 디자인 하는데 본 논문이 도움이 되

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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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

 현대 미술이 응용된 아트 메이크업의 표현 특성 연구

김민정‧임지

경상 학교 의류학과

다양한 문화와 가치 이 공존하는 경향은 정보를 달하는 커뮤니 이션에 있어서도 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존의 감성과 기술 요소들을 자유롭게 변형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아를 표 하는 방향으로 아트 메이크업이 진화되고 있다. 술분야에 있어서도 색채와

형태를 해방시켜 신 인 표 의 자유로 새로운 변모를 가져와 순수 미술에 많은 향을 미쳤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메이크업이 동시 의 다른 술문화와 공존하며 발 하고 있음을

제로 미술사조의 향을 받은 아트 메이크업을 형태,색채,질감의 조형 측면에서 분석하

고자 하며,이로써 메이크업 창작 역의 확 를 모색하고 창조 인 아트 메이크업의 발 에 기여

하는 것에 목 이 있다.

연구방법은 이론 고찰로서 미술의 특징을 악하고자 미술 문서 과 선행논문을 참고

로 20세기 미술 작가의 작품에 있어서 색채배색과 회화기법에 독창성 있는 10가지 미술 사조

를 선정하 다.각 미술사조별 표 인 2∼3명의 작가의 작품 선행논문과 국내외 서 ,인터

넷 사이트의 노출빈도가 높다고 단된 작품으로 선정 하 다.다음 실증 고찰로서 아트 메이크

업에 나타난 표 특성을 분석하고자 www.style.co.kr에 업로드 된 사진으로 2000년부터 2011년까

지의 오띄꾸띄르 컬 션에서 술 으로 표 된 사진을 수집하 으며,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빈도

가 높고 미술사조와 부합정도가 가장 높다고 단된 사진 자료를 포함시켰다.

미술이 응용된 아트 메이크업의 표 특성을 분석하기 해 미술 사조를 정리한 결

과 야수주의,입체주의,표 주의,미래주의,다다이즘, 실주의,액션페인 ,팝아트,옵아트,미

니멀아트의 10가지가 선정되었다.이러한 미술사조가 나타난 아트 메이크업의 표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야수주의의 향을 받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은 강렬한 원색의 사용,색채를 통해 작가

의 감정을 표출,비자연 인 원색사용과 굵고 담한 선으로 표 하고 극도의 단순화와 담한 변

형,평면 인 질감으로 매트함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둘째,입체주의의 향을 받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은 원근법의 무시,평면 표 ,직선의 도입,면 분할,형태의 재구성을 실행하고

재료는 물감을 비롯한 오 제를 사용하여 조형효과로 ‘피에 꼴 ’,‘꼴라주’,‘오 제’방법을 도입

하여 사용되었다.셋째,표 주의의 향을 받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은 단순화된 힘 있는 선이

나 요약된 강한 형태,강렬한 색채,더 얇고 일정하며 속도감 있는 선으로 표 한 것과 완만한 윤

곽선,얼굴의 기본 인 형태의 왜곡 등을 표 하 다.넷째,미래주의의 향을 받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은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비 칭 인 나선형을 통해 표 하 고 원추형의 효과로 역동

으로 표 한 것을 알 수 있었다.다섯째,다다이즘의 향을 받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은 조형

술의 반항운동,기존의 철학,도덕,미학을 부정한 자유분방한 오 제,앗상블라주,포토몽타주 등

으로 새로운 시각효과를 노리는 방법을 이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여섯째, 실주의 향을 받



- 238 -

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조형성은 치를 변경하거나 조화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었던

요소들의 결합하 으며 인체의 특정 부 를 강조하거나 표 함으로써 기발한 이미지로 표출되었

다.일곱 번째,팝아트를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의 조형성은 일상생활을 디자인에 응용하거나 유머,

재치 등을 재구성하여 표 되었으며 풍자 인 이미지를 메이크업 요소에 도입시키는 등 아이디어

인 측면에서 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여덟 번째,옵아트의 향을 받아 응용한 아트 메

이크업은 반복,크기의 변화,색조 비,원근법상의 착시 등을 단순한 기하학 인 형태로 나타내었

으며 특히 시각 인 환상을 메이크업으로 표 함을 알 수 있었다.아홉 번째,액션 페인 의 향

을 받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은 비정형 이고 우연 인 형태,즉흥 표 등의 개성 인 표 이

뿌리거나 떨어뜨림으로 의도하지 않은 듯한 우연성의 효과를 표 함을 알 수 있었다.열 번째,미

니멀 아트의 향을 받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에서는 칭 인 구조의 사용,장식성의 배제 등의

특징으로 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아트 메이크업은 미술사조의 조형요소인 형태 색채와 재료에 한 계를 갖고

공통된 기법을 보이며 기존의 정형화된 메이크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형 인 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 특성을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본 연구는 아트 메이크업의 술 인

표 방법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며,창의 인 발상을 이끌어 내어 아트 메이크업의

역 확 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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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5

K-Pop 남성그룹의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황희종‧정성혜

인하 학교 의류디자인학과

1.서론

신 은 K-Pop의 문화정치학에서‘K-Pop이란 한국의 음악 산업을 통해 생산되고 일본을 비롯

한 (동)아시아 권역에서 소비되는 음악 그와 연 된 문화를 포 으로 지칭하는 국제

고유명사가 되었다. 한 K-Pop은 한국(산) 음악이 이제 더 이상 국내 음악’(domestic

popularmusic)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함축하는 용어이다‘라고 하 다.

21세기는 문화의 향력과 효과가 차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매체에 나타

난 이미지와 유명인들의 취향과 가치 의 권 자이자 새로운 동일시의 모델로 만들고 있다

(Kellner,1997). 매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아시아,유럽의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K-Pop 가수들의 이미지가 패션의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향력이 크므로 K-Pop 가수들

의 패션스타일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나 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2년간 부상한 K-Pop아이돌 열 한개 그룹을 선정하여 그 그룹들의

HairstyleForm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이 연구를 통해 이들의 이미지가 국내외 청소년들의 헤어

패션에 미친 향력이 어느 정도이며 그에 따른 헤어 련 산업의 방향에 도움을 주리라 본다.

2.연구방법

상 그룹 선별 기 으로 일본 는 미국에 이블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과 일본에 소속사가

있는 그룹으로 한정하 다.UKISS그룹은 일본 소속사가 있으나 2011년에 기존멤버가 탈퇴되고

새 멤버가 추가되어 시 별로 비교가 안 되는 조건으로 제외하 다.TVXQ 그룹은 2010년에 5명

의 멤버에서 3명의 멤버가 탈퇴하 기 때문에,2011년 이후부터 2명의 멤버로만 활동하므로 2명만

의 인원으로 연구로 제한하 다.INFINITE그룹의 데뷔연도가 2010년이므로 2010년 이후로 연구

기간을 국한하 다.자료의 수집은 포털 사이트에서 2AM(4명),2PM(6명),FTISLAND(5명),

TVXQ(2명),BEAST(6명),BIGBANG(5명),SHINee(5명),Super Junior(10명),CNBLUE(4명),

MBLAQ(5명)그리고 INFINITE(7명)등 열 하나의 남성 그룹을 상으로,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03월 31일 기간에 각 그룹별로 검색되는 뉴스기사,이미지 자료 그리고 앨범사진 활동

동 상으로 헤어스타일 이미지 분석의 자료로 한정하 다.시 별(2010,2011,2012년도)각 그룹

별로 검색된 이미지 자료를 10장씩 총 330장을 선별 한 후 시 별 각 그룹별 표 이미지 자료를

2장씩 총 66장을 재 선별하 다.본 연구에서는 Imaii(일본 헤어디자이 )의 ImageCompose

System의 HairstyleForm를 이용하여 각 그룹들의 구성원들의 Hairstyleform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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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mageComposeSystem의 HairstyleForm

ImageComposeSystem에서는 주요 HairstyleForm을 FourForm Zone존으로 구분하 고 이

존은 Hairstyle의 고유한 형태 특징을 가지고 있다.각 Form Zone에 부합되는 Hairstyle형태

가 마름모꼴형로 표 되어 있는데,SharpTaste와 ConservativeTaste 간에 치한 마름모꼴<1

번형>의 형태 특징은 웨이트의 치가 약간 낮고,ConservativeTaste와 SoftTaste 간에

치한 마름모꼴<2번형>은 상하좌우에 균형이 잡 있다.SoftTaste와 ModeTaste은 담하게 가

로로 확 된 마름모꼴<3번형>을,ModeTaste와 SharpTaste는 세로로 길고 웨이트의 치가 높

은 마름모꼴<4번형>의 특징을 갖는다.

4.시 별(2010,2011,2012)11K-Pop남성그룹 HairstyleForm Zone분석

시 별로 HairForm Zone을 살펴보면,2AM의 경우,2010년도 4번형에는 구성원 3명이 그리고

2번형에는 구성원 1명이 해당되는 반면 2011년도과 2012년도에는 구성원 4명 모두 4번형에 해당

된다.2PM의 경우,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구성원 6명 모두가 4번형에 속하는 반면 2012년도에

는 구성원 1명이 3번형에 해당되며 나머지 5명은 4번형에 해당된다.FTISLAND의 경우,2009년도

에는 2번형에는 구성원 1명이,3번형에는 구성원 1명이 그리고 4번형에는 구성원 3명이 해당되며

2011년도에는 1번형에는 구성원 1명이,4번형에는 구성원 4명이 구성되는 반면 2012년도에는 구성

원 5명 원이 4번형에 해당된다.TVXQ의 경우,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구성원 2명 모두 4번

형에 해당되는 반면 2012년도에는 구성원 한명은 2번형 그리고 다른 한명은 4번형에 해당된다.

BEAST의 경우,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구성원 6명 원이 4번형에 해당되는 반면 2012년도에

는 구성원 4명이 4번형 그리고 구성원 2명은 2번형에 해당된다.B된다.B된의 경우,2010년,2011

년와 2012년도에 구성원 5명 원이 4번형에 속한다.S경우,2의 경우,2010년도에는 구성원 1명이

2번형,다른 구성원 1명이 3번형에 그리고 나머지 4명의 구성원이 4번형에 속하는 반면 2011년도

에는 구성원 3명이 2번형 그리고 구성원 3명이 4번형에 해당한다.2012년도는 2011년도와 동일하

다.S011년와 2012년의 경우,2010년도에는 구성원 1명이 2번형,다른 구성원 1명이 3번형에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 8명이 4번형에 해당되는 반면 2011년도에는 구성원 2명이 2번형 그리고 나머지 구

성원 8명은 4번형에 속한다.2012년도에는 구성원 1명이 1번형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 9명은 4번형

에 속한다.5명 원이의 경우,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구성원 1명이 2번형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

3명은 4번형에 속하는 반면 2012년도에는 구성원 4명 원에 4번형에 해당된다.속한다.의 경우,

2010년도에는 구성원 4명 원이 4번형에 해당되는 반면 2011년도에는 구성원 1명이 2번형 그리

고 구성원 3명은 4번형에 속한다.2012년도는 2010년과 동일하다.INFINITE의 경우,2010년,2011

년 그리고 2012년 모두 구성원 7명 원이 4번형에 해당된다.2010년도에는 4번형에 속하는

그룹별 구성원의 수는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번형(5명),3번형(4명)으로 었다.이

시 에는 1번형은 한명도 없음을 알 수 있었다.2011년도에는 4번형에 속하는 구성원수는 52명으

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번형에 구성원이 7명이 다.이 시 에는 1번형과 3번형은 한명도 없

음을 알수 있었다.이 시 의 가장 큰 특징은 2010년과 2012년도에 각각 3번형에 4명 그리고 1명

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반면 2011년도에는 한명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다.2012년도에는

4번형에 속하는 구성원의 수는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번형(5명)과 3번형(1명)그리고

1번형(0명)으로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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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Zone Period BEAST(6) BIGBANG(5) SHINee(5) SuperJunior(10)

2010

2011

2012

2010 Ki-Bum Kyu-Hyun

2011
Min-Ho,Tae-Min,

Ki-Bum

HEECHUL,

SHINDONG

2012
AngHyun-Seung,

SonDong-Woon
Ki-Bum EUNHYUK

2010 Min-Ho SHINDONG

2011

2012 Min-Ho

Form Zone Period 2AM(4) 2PM(6) FTISLAND(5) TVXQ(2)

2010

2011

2012

2010 JungJin-Woon SongSeung-Hyun

2011

2012 Chang-Min

2010 Joon-Soo LeeHong-Gi

2011

2012

2010

JoKwon.,

LeeChang-Min,

Lim Seul-Ong

Joon-Soo,

Nichkhun,

Taek-Yeon,

Woo-Yeong,

Joon-Ho,

Chan-Seong

ChoiJong-Hoon,

LeeJae-Jin,

ChoiMin-Hwan

Yoon-Ho,

Chang-Min

2011
JungJin-Woon,

JoKwon,LeeChang

-Min,LimSeul-Ong

Joon-Soo,

Nichkhun,

Taek-Yeon,

Woo-Yeong,

Joon-Ho,

Chan-Seong

ChoiJong-Hoon,

LeeJae-Jin,

ChoiMin-Hwan

Yoon-Ho,

Chang-Min

2012

JungJin-Woon,
JoKwon,
LeeChang-Min,
Lim Seul-Ong

Nichkhun,

Taek-Yeon,

Woo-Yeong,

Joon-Ho,

Chan-Seong

ChoiJong-Hoon,

LeeJae-Jin,

ChoiMin-Hwan,

LeeHong-Gi,

Yoon-Ho

2010년,2011년 그리고 2012년도 체의 시각에서 살펴볼 때,웨이트의 치가 낮은 안정감(원

랭스와 로우<사이드>그라쥬에이션과 같은 헤어 디자인 구조 그래픽)이 있는 특징을 갖는 1번형

마름모꼴은 그룹의 멤버 한명도 하지 않았다.상하좌우에 균형이 잡힌 온화감(라운드 그라데

이션과 패 이어)이 있는 특징을 갖는 2번형은 그룹 구성원 17명이 하고 있었고 담하게

가로로 확 하여 화려감(세임 이어)이 있는 특징을 갖는 3번형은 5명이 하고 있었다.세로로 길

고 웨이트의 치가 높은 기복감(박스 이어와 그라데이션 보 )이 있는 특징을 갖는 4번형은

155명이 하고 있었다. 다른 특징으로는,다른 그룹들과 달리 BIGBANG과 INFINITE구성원

체가 4번형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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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YoonDu-Jun,

AngHyun-Seung,

YongJoon-Hyung,

YangYo-Seob,

LeeKi-Kwang,

SonDong-Woon

G-Dragon,

tower,sun,

DAE,thevictory

Key,

Onew,Tae-Min

LEETEUK,

HEECHUL,YESUNG,

SUNGMIN,EUNHYUK,

DONGHAE,SIWON,

RYOWOOK

2011

YoonDu-Jun,

AngHyun-Seung,

YongJoon-Hyung,

YangYo-Seob,

LeeKi-Kwang,

SonDong-Woon

G-Dragon,tower,

sun,DAE,

thevictory
Key,Onew

Kyu-Hyun,

EETEUK, YESUNG,

SUNGMIN,EUNHYUK,

DONGHAE,SIWON,

RYOWOOK

2012

YoonDu-Jun,

YongJoon-Hyung,

YangYo-Seob,

LeeKi-Kwang

G-Dragon,tower,

sun,DAE,

thevictory

Tae-Min,

Key,Onew

HEECHUL,SHINDONG

Kyu-Hyun,EETEUK,

YESUNG,SUNGMIN,,

DONGHAE,

SIWON,RYOWOOK

Form Zone Period CNBLUE(4) MBLAQ(5) INFINITE(7)

2010

2011

2012

2010 LeeJong-Hyun

2011 LeeJung-Shin CHEON DUNG

2012

2010

2011

2012

2010

KangMin-Hyuk,

JungYong-Hwa,

LeeJung-Shin

SEUNGHO,G.O,

JOON,MIR

CHEON DUNG,

SeongGyu,DongWoo,WooHyun,Hoya,

SungYeol,L,SungJong

2011
LeeJong-Hyun,

KangMin-Hyuk,

JungYong-Hwa

SEUNGHO,

G.O,JOON,MIR

SeongGyu,DongWoo,WooHyun,

Hoya,SungYeol,L,SungJong

2012

KangMin-Hyuk,

JungYong-Hwa,

LeeJung-Shin,

LeeJong-Hyun

SEUNGHO,G.O,

JOON,MIR,

CHEON DUNG

SeongGyu,DongWoo,

WooHyun,Hoya,SungYeol,L,Sung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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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선호도는 4번형,2번형,3번형 그리고 1번형 순서로,존별 년도에 따른 선호도에서는 변화가 없

었다.단지 개별 존별에서 변화을 볼 수 있는데, 2번형 존은 2010년 5명에서 2011년에는 8명으로

선호도가 약간 높아졌고 2012년에는 5명으로 2010년도와 같았다.3번형 존은 2010년 3명에서 2011

년에는 0명으로 선호도가 낮아졌고 2012년에는 2명으로 약간 높아졌다.

K-Pop남성 그룹들의 Hairstyle은 한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향력은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의의가 있으며 한 헤어 련 산업의 방향에 도움을 주리라 본다.Hairstyle형을 포 해서 세부

인 hair-texture 헤어 색상에 토 로 한 K-POP남성그룹의 Hairstyle이미지 분석 연구

그리고 한류의 세계화의 측면에서 K-Pop남성 그룹 가수와 일본 유럽 등 남성 그룹 가수 헤

어스타일 비교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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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6

컴퓨터 자동자수기의 장력 특성에 관한 연구(2)

- 자수기의 운전 인자가 운전장력에 미치는 향 -

김시은‧이춘길

KINGPRIZE

1.서론

본 연구는 컴퓨터 자동 자수기의 장력 특성에 한 두 번째 연구로서 앞의 논문(김시은 외,

2012)에선 자수기의 자수 공정에서 통사장력과 운 장력을 실험 으로 찰하고 통사장력,윗실종

류 장력 치에 따른 운 장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앞의 논문에서 언 한 장력인자를 포함한 다양한 장력인자 -통사장력,윗실종류

장력 치,바늘크기,원단종류, 실종류 -들에 한 운 장력의 향정도를 알아보고 이의 통계

처리를 통한 자수기 운 장력 측의 모델 제시 이의 실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2.실험

1)시료

실험에 사용된 공 시료는 윗실 7종,바늘 7종,원단 6종 이용하여 각각의 조건에 따라 실험하

다.실험에 사용된 각 시료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늘:굵기별로 7종 -7J,9J,10J,11J,12J14J,16J-를 사용하 으며 특성은 Table2.과 같다.

실:범용 으로 쓰이는 폴리에스터 방 사,60수 2합을 사용하 다.

직물:면직물 6종 -캔버스,옥스퍼드,20수,40수,60수,80수 평직-을 사용하 으며 특성은 Table

3.과 같다.그리고 옥스퍼드 이상의 고번수 직물 자수시는 원단의 구김을 방지하기 해 부직포

형태의 보강포 (두께 0.3mm)를 사용하 다. 부분의 실험은 20수 옥스퍼드에 보강포를 용하 다.

윗실:비스코스 이욘 4종 (VR50,75,120,150den),나일론,폴리에스터,메탈사 각 1종 (N120,

P120,M220den)을 사용하 다.(물성은 앞의 논문 참조)

2)장력의 조

윗실 장력 치:실장력 조 장치를 손으로 돌려가면서 조 하 다.

실 장력조 : 실 보빈 이스의 고정나사를 드라이버를 돌려가면서 조 하 다.

3)실험방법

윗실장력 측정 :자수 의 윗실의 장력으로서 측정방법은 자수 에 실안내( )과 바늘 사이에서

의 장력을 장력계 -TENSITRON,INC.의 tensionmeterHANDY-TENS(200cN)-를 사용하여

0.1cN단 의 장력을 측정하 다.

실장력 측정 :보빈 이스에서 실을 손으로 서서히 당기면서 (약 4m/min)HANDY-TENS를

사용하여 0.1cN단 의 장력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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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1)윗실종류,장력 치에 따른 운 장력 변화

운 장력은 VR150<VR50,VR75<P120,VRP120<N120순으로 높아짐을 알수 있다.

<Table1>윗실종류별 장력 치별 운 장력

구분 Ta Tb Tc Td 평균 평균 비

VR50 12.2 13.4 19.0 27.0 17.9 0.2

VR75 10.0 12.8 20.3 27.3 17.6 -0.2

VR120 12.3 15.1 22.4 28.5 19.6 1.9

VR150 11.1 13.4 15.6 21.0 15.3 -2.5

P120 12.7 14.8 21.3 26.3 18.8 1.0

N120 14.9 17.3 21.2 31.4 21.2 3.5

평균 11.1 13.1 19.6 27.1 17.7 　

평균 비 -6.6 -4.7 1.9 9.4 　 　

이를 장력 치별,윗실종류별 운 장력 향을 구분하여 알아보았다.검증을 통해 VR120,N120

은 유의차 있게 평균 비 유의차 있게 동일조건에서 다른 사종 비 장력이 각각 1.9,3.5cN높

았으며,VR150은 평균장력 비 유의차 있게 2.5cN낮았다.

<Fig.1>장력 치에 따른 운 장력 변화 (윗실종류별)

다음은 윗실종류 별 평균장력 비 해당 장력 치의 운 장력 향은 Fig.2.와 같다.모든 장력

치에서 유의차 있게 평균장력 비 차이가 있었으며 Ta,Tb는 평균 비 6.6,4.7cN 낮게,Tc,

Td는 1.9,9.4cN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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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윗실종류 별 바늘종류에 따른 운 장력 변화

2)바늘종류에 따른 운 장력의 변화

<Fig.3>윗실종류별 평균 장력 비 해당 바늘에서의 장력차이

Fig.3.은 윗실종류별 평균 장력 비 해당 바늘에서의 장력차이를 나타낸다.J10,J11은 유의차

있게 평균장력 비 각각 1.2,0.9cN높으며,J7,J9는 각각 1.4,1.2cN낮음을 알 수 있다.J12,J14

는 평균 비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유의차 있는 수 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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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장력 따른 운 장력의 변화

실장력 21,31cN에서는 기 실장력(15cN) 비 윗실 운 장력이 유의차 있게 각각 2.0cN,

3.0cN높아짐을 알 수 있다.운 장력이 실장력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바늘땀 형성 시 실

장력 만큼 윗실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Fig.4>기 실장력(15cN)하 장력 치별 평균 비 실장력의 운 장력 향

4.결론 - 운 인자가 운 장력에 미치는 향 합산을 통한 운 장력의 통계 측

운 장력의 측은 앞에서 알아본 각 운 인자의 향의 합산을 통해 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

각된다. 를 들어 사용 윗실 120,바늘 J10,장력 치 Tc, 실장력 21cN의 경우 운 장력 측치

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할수 있다.계산된 값 26.3은 실측치 26.8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장력 측치 =평균장력(17.7cN)+윗실종류 (3.5)+바늘(1.2)+장력 치(1.9)+ 실장력(2)

=26.3

*본 논문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차세 융복합 싱크로나이징 자수 제시스템 개발’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으며,지식경제부와 계 당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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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7

컴퓨터 자동자수기의 장력 특성에 관한 연구(1)

- 자수기의 통사장력과 윗실장력의 연관성 -

김시은‧이춘길

KINGPRIZE

1.서론

본 연구는 컴퓨터 자동 자수기의 장력 특성에 한 것으로 먼 자수기의 통사장력과 윗실의

운 장력의 연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윗실의 운 장력은 자수의 질에 요한 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일반 으로 자수 후 자수 면의 2/3정도의 실,1/3정도의 윗실을 볼 수 있다면 장력

조정은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장력이 지나치게 약하면 윗실이 느슨하여 루즈 루 가 되어 자수

를 망치게 되고 실엉김 상이나 실 끊어짐 상도 발생하게 된다. 한 장력이 지나치게 강하면

실의 상부 돌출뿐만 아니라 바늘 손과 실이 끊어지는 형상도 수반하게 된다.(썬스타,2009)

따라서 자수에 있어 운 장력의 정한 리는 자수 품질 유지에 있어 매우 요하다.

자수기의 운 장력에 미치는 인자로는 윗실의 종류,윗실의 통사장력 (윗실이 자수기의 윗실 경로

를 통과하여 바늘 구멍 에 이르 을 때의 장력,손으로 서서히 당기면서 (약 4m/min)장력계로

측정), 실장력,바늘의 크기,장력조 기의 치,원단의 두께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수기의 자수 공정에서 통사장력과 운 장력을 실험 으로 찰하고 통사장력,

윗실종류 장력 치,바늘크기에 따른 운 장력의 변화를 분석하여 장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2.실험

1)시료

실험에 사용된 공 시료는 윗실 7종,바늘 7종,원단 6종 이용하여 각각의 조건에 따라 실험하

다.실험에 사용된 각 시료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늘:굵기별로 7종 -7J,9J,10J,11J,12J14J,16J-를 사용하 으며 특성은 Table2.과 같다.

실:범용 으로 쓰이는 폴리에스터 방 사,60수 2합을 사용하 다.

직물:면직물 6종 -캔버스,옥스퍼드,20수,40수,60수,80수 평직-을 사용하 으며 특성은 Table3.

과 같다.그리고 옥스퍼드 이상의 고번수 직물 자수시는 원단의 구김을 방지하기 해 부직포 형

태의 보강포 (두께 0.3mm)를 사용하 다. 부분의 실험은 20수 옥스퍼드에 보강포를 용하 다.

윗실:비스코스 이욘 4종 (VR50,75,120,150den),나일론,폴리에스터,메탈사 각 1종 (N120,

P120,M220den)을 사용하 으며 물성은 Table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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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사용 윗실의 종류 물성

윗실 종류
섬도
(den)/2p

인장강력
(gf)

인장신도
(%)

30gf
인장에 지(J)

꼬임수
(t/m)

굵기
(μm)

VR50 53.0 240.5 20.9 21.0 804.5 85

VR75 77.2 380.0 18.6 13.0 592.4 100

VR120 124.8 632.9 20.5 14.0 563.4 125

VR150 150.2 478.0 17.8 12.0 373.9 135

N120 120.6 1179.5 25.6 10.0 550.9 115

P120 128.2 1122.0 32.9 11.0 525.7 125

NSM220 240.5 892.7 49.2 30.0 1134.4 160

2)윗실 장력 치

실장력 조 장치를 손으로 돌려가면서 조 하 다.

3)실험방법

윗실장력 측정 :자수 의 윗실의 장력으로서 측정방법은 자수 에 실안내( )과 바늘 사이에서

의 장력을 장력계 -TENSITRON,INC.의 tensionmeterHANDY-TENS(200cN)-를 사용하여

0.1cN단 의 장력을 측정하 다.

통사장력 측정 :윗실이 자수기의 윗실경로를 통과하여 바늘 구멍 입구에 이르 을 때의 장력으로

서,손으로 서서히 당기면서 (약 4m/min)장력을 측정하 다.

3.결과 고찰

1)윗실 종류에 따른 통사장력의 변화

<Fig.1>윗실 장력 치별 윗실종류에 따른 통사장력

통사장력은 VR50,75,120,M220<VR150<P120<N120순으로 높아진다.

Nylon이 다른 소재에 비해 통사장력이 특이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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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윗실 종류에 따른 운 장력의 변화

운 장력은 VR150<VR50,VR75<P120,VRP120<N120순으로 높아진다.

Nylon이 다른 소재에 비해 운 정력이 특이하게 높은 것은 통사장력과도 일치한다.그VR150은

통사장력이 높았음에도 운 장력은 가장 낮았다.

<Fig.2>윗실 장력 치별 윗실종류에 따른 운 장력

4)통사장력과 운 장력간의 상 성

다음 Fig.3.은 상기의 윗실종류별 장력 치에 따른 통사장력과 운 장력간의 계를 하나의 그

래 에 나타내보았다.상 계수가 0.717로 상 성이 있긴 하나 높지는 않았다.

<Fig.3>통사장력과 운 장력간의 계

다음은 이들 상 성을 장력 치와 윗실종류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먼 윗실종류에 따른 통사장력과 운 장력의 상 성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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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윗실종류에 따른 통사장력과 운 장력의 상 성

다음은 동일 윗실종류에 있어 장력 치 변화에 따른 통사장력 상승은 운 장력을 90% 이상의

상 성으로 비례함을 알 수 있다.

<Fig.5>윗실종류별 장력 치에 따른 통사장력과 운 장력과의 상 성

4.결론

1)통사장력은 VR50,75,120,M220<VR150<P120<N120순으로 높아진다.Nylon이 다른

소재에 비해 통사정력이 특하게 높았다.

2)운 장력은 VR150<VR50,VR75<P120,VRP120<N120순으로 높아지며 윗실종류에

따른 통사장력과 자수 운 장력 간 연 성은 볼 수 었었다.다만 N120의 경우 통사장력 운

정력 공히 높았다.

3)동일 실종류에 있어 장력 치가 증가하면 통사장력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운 장력은

비례한다.

4)윗실종류에 따른 통사장력과 운 장력간에 연 성이 은 것은 통사장력이 단순히 바늘까지

의 윗실경로를 조용하게 지나가는데 걸리는 장력인데 반해 운 장력은 자수시 바늘침 운동에

한 윗실의 응정도에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차세 융복합 싱크로나이징 자수 제시스템 개발 의 일환으

로 연구되었으며,지식경제부와 계 당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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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8

환경대응형 Warm-biz 가공원단 기술 개발

백승호1)‧김 희1)‧임호용1)‧이춘길2)

1)(주)앤디아이

2)KINGPRIZE

1.서론

최근에 와서 극심한 한 등 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사태가 속출하면서,고갈자원인 석유 동

과 함께 세계 인 에 지 약이 가장 큰 심사로 두되고 있다.특히 극심한 한 가 휘몰아

치는 동 기에,경제 으로 슬기롭게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Warm-biz소재의 개발이 실히 필

요한 시 이다.이는 범국가 인 에 지 약정책에도 극 호응할 뿐만 아니라,겨울철 한 에

응하기 한 좀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로서,실질 으로 착용 시 지속 으로 보온성이

유지될 수 있는 Warm-biz의류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Warm-biz는 2005년경부터 일본 환경성 등 공공기 을 심으로 고유가에 한 비책의 일환

으로 여름철 Cool-biz와 함께 시작된 겨울철 에 지 약 캠페인이었는데,우리가 일상생활 에

서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낮추고,따뜻한 옷을 입도록 하여 난방비를 약하자는 것이 주된 목

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응형 Warm-biz가공 원단으로서 경량 보온성 유지를 해 1.5D이하 15

～20%이상의 공사를 사용하여 경량성을 높이고,보온성 원사에 의한 2～3 구조의 직물을 제

직하 다. 염색가공 후 Back-Side를 기모해 으로써 조직 내에 공극을 최 한 많게 하여 주

어,dead-air의 함유량을 가능한 많게 하여,따뜻한 공기의 도, 류,복사에 의한 열 이동을 최

소화 하여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그리고 축열 발열소재인 ZrC함유원사에 의한 보온

성을 더 좋게 하 으며,2 직 앙부의 벌집모양의 공극과 기모한 공극에 상변이물질(PCM:

PhaseChangematerial)을 물리 으로 어 넣어 기후환경의 변화에 응,온도조 기능을 부여

하 다.

PCM 물질의 세탁 내구성 향상과 내측 감을 좋게 하고 보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해

도 고 착형 Polyurethane수지에 의하여 PCM이 함유된 2 환편직물을 합포하 다.

<Fig.1>Warm-biz경량 보온성 가공원단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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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

1)시험원단

<표 1>ThephysicalpropertiesofPET

경사 사
도

폭 량 조직
경

Poly150/144

+PU40

P150/144+PU40

P120/136SDDTY

P75/72(ZrC)SDDTY

P130/144SDDTY

84 120 63/65 267.3g/m2 평 2 직

2)시험 조건

상기 표 1의 시료에 표면부분에 발수성 불소발수제에 의한 편면발수 처리하 다.

발수처리 후 아래 표 2의 조건으로 고농도의 상변이물질(PCM :PhaseChangematerial)을 직물

의 이면에 공극을 형성한 후 이 부분에 Binder와 함께 물리 으로 어 넣어,PCM의 함량을 높

여주고,세탁내구성 향상을 해 PolyurethaneFilm을 형성해 주었다.피부와의 면인 이면의

감개선과 보온성 향상을 해 약 170g/yd의 Pola-Fleece를 Bonding하 다.

<표 2>PCM Treatment

PCM 처리방법 PCM처리후 도 고 착성 PU에 의한 Bonding

PCM 증 에 의한 이면 도포방법

물(상온수):50g

증 제 :2g

PCM :30g

Binder :15g

가교제 :1g

의약품을 잘 mixing한 후

0.5～1mm Knife에 의한 도포 후 건조

(150℃x1분)

Polyurethane-100g

용제 - 20g

가교제 - 15g

진제 - 2g

의 약품을 잘 mixing 한 후 DotRoll에 의한

Bonding 건조(DryerCylinder130℃x1분,피착물:

Pola-Fleece170g/yd)

3.결과 고찰

PCM 부착 분포 형태

<Fig.2>PCM 부착 분포형태



- 254 -

<Fig.3>PCM에 의한 흡열 발열 Graph.

(-2.83℃/+3.64℃)

(20℃±2℃,65±2% RH)

<Fig.4>PCM에 의한 흡열 발열 Graph.

(-1.58℃/+2.72℃)

(20℃±2℃,65±2% RH)

4.결론

PCM 용액의 농도(20% 이하:Pickup50~60%)에서는 간단히 직물의 dipping처리에 의해서

백화 상이 없어서 가능하나,이 경우 PCM의 함유량이 어서 흡열 발열성이 미약하다.

그래서 직물의 표면에 백화 상 없이 PCM의 고기능성을 발 하기 해서는 직물의 이면에 공

극을 형성하고,이 부분에 고농도의 PCM을 Binder와 함께 물리 으로 이겨 넣어 PCM의 함유량

을 높 주고,세탁내구성 향상을 해 PolyurethaneFilm을 형성해주고,피부와의 면인 이면

의 감개선과 보온성 향상을 해 약170g/yd의 Pola-Fleece를 Bonding하여 으로써 경량 보

온성이 탁월한 품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소기업 기술 신개발사업 미래선도과제인 “환경 응형 Warm biz Coolbiz가

공원단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되었으며, 소기업청과 계당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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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9

감물을 주염재로 한 흑색염 소재개발

김미자‧장정

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사회인은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smart하고 fast에 익숙한 사회로 풍요로운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으나 생태환경의 문제가 사회 으로 확산되면서 친환경 이고 ,고기능,고감성,자연스런

색상 등의 장 이 부각된 천연염색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다.É부각즐기이고 자기 몸을 장식하

고 아름다움부각느끼는각즐거움과 함께 건강을 생각하는 색에 한 욕구가 심리 균형을 가지기

한 인간의 본능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천연염색에 한 심은 당연하리라 생각되어 진다.

재의 천연염색은 합성염료를 체할 만큼의 색상농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Hill(1997)은

‘천연염료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재의 천연염료산업,천연염료의 생산 시장,염색 공정

기술,염색물의 안 성 인체 합성 등에 해 검토하고,천연염료가 합성염료 제를 체하

는 것은 아니지만 천연염색의 상당 부분이 경제 으로도 장 을 가지며,천염염료의 색상이 충분

히 다양하며,21세기 환경문제까지 고려하면 천연염색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상한다고

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생산에 합한 천연염료를 선정하여 생산에서부터 염색까지 기술개

발에 노력하면 통염색의 차원을 넘어 합성염료의 부분 인 체까지 발 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상된다(임용진,2005).

무채색으로서 회색 흑색은 정 인 이미지와 더불어 이성 이고 겸손하며 엄을 나타내는

색으로 에 들어서는 인간의 내면 의지를 표출하는 의미 있는 색채로서 미의식을 논할 만큼

가치 있는 색으로 부각되어지고 있으나 재,천연염료에 의한 회색,흑색에 한 연구는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특히 흑색은 가장 어두운 색으로 이론 으로 모든 빛을 흡수

하는 색이다.따라서 순수한 흑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여 가시 선 장의 역(380nm～780nm)

에서의 반사율이 0여야 하지만 이의 실 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개 흑색으로 보이더라도

650nm이상의 장 장 의 역에서 반사량이 증가하는 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로부터 탄닌계열(오배자,녹차,밤나무,감,신나무,오리나무 등)의 염재를 흑색과 회색의 염

색에 사용하여 왔다.탄닌산은 철염과 결합하여 탄닌철로 되고 흑색으로 발색한다.그러나 단일

염재로는 자 빛 는 녹색기미 등의 다른 빛이 도는 흑색이 얻어져 외국에서는 코치닐이나 로그

우드로 하염하는 경우도 있다.일본에서는 견으로 깊은 흑색을 얻기 하여 염료농도를 통상보다

높여 고농도염욕에서 염색하고 반복염색을 행하며 청색이나 홍색을 하염하기도 한다.이론 으로

삼원색을 복합하면 흑색이 얻어질 수 있으나 천연염료로 깊은 흑색을 얻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합탄닌계열의 감물을 이용하여 감염색 직물의 독특한 태를 가지고 있

으면서 순수한 흑색을 발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감성 인 고부가가치의 천연염색의 흑색염 소재

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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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험재료

2.1시료

시 에서 구입한 100% 이온을 구입하여 정련,표백하여 사용하 다.

2.2염재

감즙은 2011년 8월 순에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수확한 감을 기계로 갈아 즙을 짠 후 온에

보 하여 둔 것을 사용하 다.먹물은 부 상사에서 생산한 묵향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오배자

는 국산으로 천 하명식품에서 구입한 분말을 사용하 다.

2.3염액추출

감물은 증류수와 혼합하여 염액으로 20%,40%,60%,80%,100% 농도로 만들었다.

먹물은 100℃에서 한 번 끓여 기름막을 제거 하여 염액으로 사용하 다.오배자는 시료 량의

100%에 30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100℃에서 60분간 가열하여 2회 반복 추출한 염액을 사용하 다.

2.4염색방법

감염색은 직물을 감추출물 원액에 액비 1:40에서 10분간 통방식으로 손으로 주물러 염색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로 짠 후 처리액이 고르게 분포하도록 두드려 햇빛에 자연 건조시켰다.먹물은

욕비 1:30(o·w·f),온도 90℃에서 60분 염색한 후 수세하여 자연건조 하 다.오배자는 액비

1:50(o·w·f)으로 90℃에서 60분간 염색 한 후 수세하여 자연 건조 하 다.

2.5매염

매염제는 황산철(FeSO₄·7H2O,1 시약)을 증류수에 용해하여 0.5%수용액으로 제조하여 사용

하 다.

매염은 욕비 1:100,온도 60℃에서 30분 하 다.

2.6표면색 색차 측정

염색된 시료의 색을 측정하기 하여 SpectrophotometerCM-508i(Minolta,Co.,Ltd,Japan)를

이용하여 명도지수 L*,색좌표 지수 a*,b*의 값을 측정하고 표면색 색차를 구하 다.

2.7염착량(K/S)측정

K/S값은 염색포의 400㎚에서 700㎚까지의 범 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최 흡수 장인 400㎚

에서 측정된 값을 Kubelka-Munk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K/S값을 평가하 다.

3.결과 고찰

3.1감염색의 농도에 따른 염색특성

감물의 농도를 20%,40%,60%,80%,100%의 농도로 5시간 일 건조 시킨 후 황산철 (FeSO₄·7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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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염농도를 1%,3%,5%(o.w.f)로 해서 매염했을 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K/S값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감물 100%로 염색 후 황산철5%의 농도로 매염 시에 L*값이 히 감소하 다.

3.2감염색의 발색횟수에 따른 염색특성

감물 농도 100%로 하여 1회 염색 시 1일 일 건조 10시간,오 9시,오후 2시 2회 습윤의 조

건으로 1일,1회,2회,3회로 발색 횟수를 달리 하여 후매염 하 다.3회 발색시 황산철로 매염 시

에 L
*
값이 가장 낮았으며 5%의 매염 농도일 때의 K/S값이 가장 높았으나 육안으로 구별은 뚜렷

하지 않았다.

3.3감과 먹의 복합염색에 따른 염색특성

농도,발색횟수를 달리하여 감염색을 한 후 매염과 먹염색의 순서를 바꾸어 가며 염색을 하

다.감물 100%농도로 감발색 3회,매염 5%,먹염색의 순서에서 K/S값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한 1일 발색조건이 1회,2회 발색한 감염색의 조건보다 염색성이 더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감염색 후 매염,먹염색의 순서로 염색을 하는 것이 염색성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3.4감과 오배자의 복합염색에 따른 염색특성

감염색을 농도,발색 횟수를 달리한 후 오배자로 염색을 하 다.의 순서를 바꾸어 가며 염색을

하 다.감물 농도 100%에서 1일 발색,1회 발색 후 오배자 염색에서의 K/S값의 차이는 미미하

다.감물 농도100%로 3회 발색,오배자 염색 후 매염 5%농도로 복합 염색시 염색성의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4.결론

4.1감염색 한 후 염색한 직물이 감염색을 하지 않고 염색한 직물보다 염착량이 더 많았으며 감

물 농도 100% 원액으로 염색한 직물이 가장 염색성이 좋게 나타났다.

4.2감물의 농도가 높고 발색 횟수가 많을수록 탄닌 함량의 차로 매염제(황산철,FeSO₄)와의 결

합도가 향상되어 명도과 채도가 낮아져 흑색에 가까움을 알 수 있었다.

4.3감염색 시 감물 농도 100%,매염 농도 5%일 때 표면색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4.4감염색 후 먹와 오배자의 복합염색 시 오배자보다는 먹이 흑색을 발 하는데 더욱 좋은 염

재임을 알 수 있었다.

4.5감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감의 탄닌과 먹의 결합력이 좋아져서 우수한 염색성을 나타냈으며

감의 매염으로 인한 색상 변화도 더하여 흑색에 가장 가까운 색을 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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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0

Color Values of Silk Fabrics Dyed with Bamboo Extracts

SangYoolKim

Dept.ofClothing& Textiles,MokpoNationalUniversity,Mokpo,Korea

Introduction

Naturaldyeshavebeeninuseforthousandsofyears.However,duetolimitationsintheir

harvest,high requirementformanpower,andcomplicatedextraction anddyeing processes,

theirusehasbeenonadeclineeversincetheinventionofchemicaldyesafterthe19th

century.Butwiththerecentriseinimportanceofnatureandtheenvironment,interestsinto

themoreenvironmentfriendlyplantdyeshavealsobeenontheriseandcoupledwithhigher

living standardsandconsequenttendenciestopreferhighaddedvalueproductalternatives

such as unique,healthy and eco‐friendly products,the trend is setfor healthy and

environmentfriendly,naturaldyes.

NativetotheHanam regionofChina,thebambooisasubtropicalplantthatexistsas

approximately 3,200 species mostly spread around the southeast Asia including Korea.

AlthoughbamboogroovesinKoreareachfarwestastheTae‐ahnpeninsula,Chungcheongnam

‐doandasfareastasGoseong‐gun,Gangwon‐do,theirmainplaceoforiginistheHonam

andYeongnam regions.Therearearound70speciesgrownwildinKoreawiththemost

prominentspeciesbeingthePhllostachysbambusoides,Phyllostachysnigravar.henonis,Sasa

coreana,SasaborealisandPhyllostachyspubescens.Theyaredistributedoverapproximately

5,360haoflandwitheachPhllostachysbambusoides,Phyllostachysnigravar.henonisand

Phyllostachyspubescensoccupying2,996ha,2,294haand70harespectively.

Bamboos have been used in various ways since ancienttimes in bamboo works,as

constructiontimber,pulpandfarm timber.However,followingindustrialization,theiruseshave

been on adeclinewith thepopularization ofplasticsand compositesmaterials.Asfood,

bambooshoots,fruitsandextractshavebeenconsumedbypeopleandasenvironmentand

healthproducts,theircoalandextractshavebeenused.

Therefore,thecurrentstudy,usingtheextractfrom Phyllostachysnigravar.henonisStraf,

therepresentativebamboospeciesofKorea,studied: thesurfacecolordependingoncolorant

concentration,dyeingtemperature,dyeingtimeanddyebathpH;thechangeinthesurface

colorduetodifferenttypeofmordant,mordantconcentration and mordantmethod when

dyeingsilkfabrics.Inaddition,thisstudyalsoinvestigatedthefeasibilityofPhyllostachys

nigravar.henonisStrafasanaturald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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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Materials

A scoured and bleached 100% silk was used fordyeing.Thinly sliced leaves from

Phyllostachysnigravar.henonisStarf(aka.Somdae)originatingfrom Damyang,Korea,was

usedasthedyeingingredient.

Preparationofcolorants

Somdaecolorantswereextractedfrom itsdriedleavesfrom a2hrlongshakingbathina

1:50liquortodistilledwatersolutionwithaconstanttemperatureat80℃.Theextractswere

filteredandconcentratedwitharotaryevaporator,andfreeze‐driedat40℃ toobtaintheir

colorantpowder.Thiscolorantpowderwasusedfordyeingwithoutfurtherpurification.

ThepHvalueoftheaqueouscolorantextractwas6.0.Yieldwasabout17%.

Dyeing

ThepowderedSomdaecolorantswereused.UsinganIRdyeingmachine(DL‐1001,Daelim

StarletCo.Ltd.Korea)todyeat1:100bathratio,thecolorantconcentrationwasalteredfrom

0.5%～3.5% (o.w.b),dyeingtemperaturefrom 30℃～90℃,dyeingtimefrom 20~120min,from

pH3～pH11.

Mordanting

WithAl,Cu,andFe,3typesofmordant,mordantliquidsof1%~5% (o.w.f)concentrations

wereprepared foreach.Thebath ratio wasadjusted at1:100 and thesilk fabricwas

immersedwhenthetemperatureofthemordantliquidreached30℃.Then,maintainingthe

temperatureat40℃,for20min–usingtheIRdyeingmachinepre‐ andpost‐mordanted.

RESULT AND DISCUSSION

Table1showsthechangeinthesurfacecolorasaresultofthecolorantconcentration

when dyed with the Somdae colorantatpH3,80℃ and for 80min.As the colorant

concentrationincreased,theL*valuedecreasedwiththeincreaseoftotalK/S,andthuscolor

darkened.Inaddition,thea
*
value,asthecolorantconcentrationincreased,graduallyincreased

to show signs ofred while the b
*
value also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colorant

concentrationtoshow yellowishtendencies.Asthecolorantconcentrationincreased,thecolor

changedfrom yellow‐greentoyellow‐red(9.42Y～4.45Y).

Table2showsthechangeinthesurfacecolorasdyeing temperatureisincreased.As

dyeingtemperatureincreased,theL
*
valuegraduallydecreased,darkeningthecolorwhilea

*

andb
*
valuesincreased,showingsignsofintensifyingredandyellow.Thisindicatesthatthe

shadeofsilkfabricsdyedathightemperatureshavemoreredandyellow thanthosedyedat

lowertemperatures.Thecolorchangedfrom yellow‐greentoyellow‐red(8.06Y ~4.11Y)as

thedyeingtemperatureincreased,whilethechromaalsoshowedtendenciesforincreaseasthe

temperaturerose.

Table3displaysthechangeinthesurfacecolorfordifferentdurationsofdye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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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thecolorantconcentrationwasat2.5% (o.w.b.),dyeingtemperatureat80℃ andpH at

3.86.78at20minand56.87at80min,theL*valuedecreased,darkeningthecolor,asthe

dyeingtimeincreased.Meanwhile,a*andb*valuesshowedincreaseasdyeingtimeincreased,

intensifyingsignsofredandyellow.Inaddition,becausetheincreaseinb*valuewasmuch

largerthanthea*valueincrease,theyellow shadeintensitygotstrongerinthefabricthatas

dyeingtimepassedthecolorprogressedfrom yellow‐greentoyellow‐red(8.45Y～4.90Y)to

show tendenciesforfurthersaturationwiththeincreaseintheV‐valueandtheC‐value.

Table1.EffectofcolorantconcentrationonL*,a*,b*andH,V/Cvaluesofthedyedsilkfabrics

Colorant Conceration

(%, o.w.b.)

0.5 88.32 -3.28 21.93 9.42Y 8.56/4.02

1.0 79.60 -2.03 29.11 7.53Y 7.94/4.95

1.5 71.51 -1.33 32.88 6.76Y 6.99/5.14

2.0 65.15 0.04 38.76 5.59Y 6.70/5.60

2.5 56.87 0.98 42.41 4.94Y 5.52/5.87

3.0 52.52 1.32 43.20 4.72Y 5.34/5.96

3.5 49.02 1.64 44.35 4.45Y 5.25/6.02

b* H V/CL* a*

Table2.EffectofdyeingtemperatureonL*,a*,b*andH,V/Cvaluesofthedyedsilkfabrics

Temerature

(℃)

30 84.77 -2.79 25.58 8.06Y 8.35/4.47

40 82.91 -2.48 27.35 7.83Y 8.07/4.70

50 77.78 -1.74 29.98 7.13Y 7.63/4.99

60 69.44 -1.20 34.97 5.97Y 6.76/5.51

70 62.99 0.32 39.53 5.46Y 6.13/5.68

80 56.87 0.98 42.41 4.94Y 5.52/5.87

90 48.85 1.76 45.57 4.11Y 5.17/6.12

HL* a* b* V/C

Table3.EffectofdyeingtimeonL
*
,a
*
,b

*
andH,V/Cvaluesofthedyedsilkfabrics

Time

(min)

20 86.78 -2.97 22.43 8.45Y 8.39/4.03

40 82.69 -2.28 28.40 7.74Y 7.97/4.74

60 69.69 -1.27 33.21 6.47Y 6.81/5.34

80 56.87 0.98 42.41 4.94Y 5.52/5.87

100 57.55 0.92 41.47 5.16Y 5.73/5.73

120 55.10 1.22 43.03 4.90Y 5.36/5.95

L* a* b* H V/C



- 263 -

Conclusions

As Somdae leafcolorantconcentration increased,silk fabric’s red and yellow shades

intensified.Anddyeingtemperatureincreased,silkfabricshowedtendenciesforcolortransition

from yellow‐greentoyellow‐red.Asdyeingtimewasincreased,yellow shadeofthefabric

intensified,andasthepH wasincreased,thecolorgotincreasinglybrighterwithintensifying

greenandblueshades.

ThecolorshowedtypeYforAlandFeandGYforCu,regardlessoftreatment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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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1

당뇨환자의 양말에 대한 태도 및 교육실태

강미정1)‧권 아2)

1)신라 학교 디지털패션센터

2)신라 학교 패션산업학부

본 연구에서는 당뇨환자들의 당뇨교육과 당뇨양발 리 교육의 황을 악하고 당뇨환자들의

당뇨양말에 한 선호도와 요구성능을 조사하여 당뇨환자들이 선호하는 여름용 당뇨양말 개발에

반 하 다.

개발된 당뇨양말은 여름용 당뇨양말에 요구되는 복합성능을 부여하기 해 은나노 함유 폴리에

스테르를 면과 혼방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며 발가락과 양말바닥 소재는 충격보호를 해 루 (

일)조직으로 두껍게 제작하고,발등은 여름철 통기성이 좋은 메쉬소재,양말목은 반종아리 길이로

써 압박을 최소화하기 해 얇고 신축성이 좋아 압박되지 않는 싱 지 소재로 제작하 다.제작

한 당뇨양말의 쾌 기능에 련된 착용감을 확인하기 해서 당뇨환자를 상으로 착용실험을

실시했다.

당뇨발교육 실태조사는 2011년 6월동안 종합병원 당뇨교실에 참가한 당뇨환자 60명을 상으로

조사되었고 설문지 문항은 당뇨환자의 당뇨발 리 교육 황 양말교육 실태를 악하기 한

문항,당뇨양말에 한 선호도와 지식을 알아보기 한 문항,당뇨양말의 요구성능에 한 문항,

개발한 당뇨양말의 착용감 평가에 한 문항,당뇨병 환자들의 건강 리에 한 문항,인구통계

문항으로 구성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당뇨환자의 37.7%는 당뇨교육에서 당뇨 발 리 교육을 받은 이 있으며 58.6%는 당뇨발 리

교육을 받은 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 당뇨양말 리에 한 교육은 89.7%가 받은 이

없다고 응답하 으나 발 리 교육에 한 요성 인식은 매우 높아 당뇨양말 교육에 한 필요성

이 매우 높게 요구되었다.

2.당뇨환자들은 당뇨발 리가 요한 이유에 해 발씻기(22.1%),당뇨발의 발생기 (20.5%),알

맞은 신발(19.7%),알맞은 양말(16.4%),발맛사지(14.8%),발운동과 앉는자세(6.6%)의 순으로 나타

났으며 양말 리교육에서 양말조임성(25.9%)과 항균성(24.1%) 발충격방지(13.8%),섬유혼용율

(12.1%)등을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당뇨환자들의 여름용 당뇨양말에 한 선호도는 면100%를 가장 선호하 으며 흰색의 무솔기일

반양말 형태를 선호하 으며,선호하는 여름용 당뇨양말길이는 반종아리 길이(50.0%)와 발목길이

(39.7%)가 많았으며 상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10.3%로 나타났으며 양말길이가 액순환(53.4%)

에 향을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말두께는 두꺼운 것을 선호하 고 바닥소재는 루 일 조직을 선호하 으며 액순환과 충격

보호성이 있는 양말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당뇨환자는 당뇨양말의 항균성과 소취성,착용감에 해 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남

성이 여성보다 당뇨양말의 발목조임방지성과 미끄럼방지성,항균성,소취성,오염방지성,착용감

등에 하여 요도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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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2

 고성능 자카드 제품에 대한 연구

안 무1)‧권윤정2)

1)한성 학교 의류패션산업 공

2)건국 학교 섬유공학과

I.서론

본 연구의 기술개발 목표는 일본의 고부가가치 여성용 블라우스 이 직 자카드 직물을 개발

하는 것으로,핵심기술로는 고발색 원사를 이용한 가연기술 T/M공정을 용하여 최종제품의

드 이 성을 부여하고,이 직(겉면과 뒷면의 실이나 짜임새가 다른 천)자카드직기 기술을 응용

하기 하여 이 직 자카드 제직에 필요한 설비 시스템을 개조함으로서 이 직 자카드 기술을 개

발하는 것이다. 한 제직된 원단을 이용하여 URAGIRI형태로 제작하고, 비,정련,알칼리 감량

기술을 용하고,염색 특수가공 처리함으로서 최종제품의 고발색성과 우수한 드 이 성,후

가공에서 린트 시 천연의 색상이 발 될 수 있는 2 자카드 모양의 형태를 구 하는 차세

고발색 이 직 자카드 직물 개발하는 것이다.

사가공 기술에 한 핵심기술 내용은 알칼리 감량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원사를 제어할 수

있고,특히 감량 후 감이 균일하게 발 됨으로서 감이 양호하며,염색 후 염색성이 고발색이

되도록 소재구성 경‧ 사의 직물설계를 구상하고,선진국의 디자인을 응용하여 신 디자인 기술

을 개발한다.

가연기술을 용하여 직물의 감과 드 이 성을 향상시키기 하여 벌키성과 T/M을 하

게 구상하여 새로운 소재원사를 발굴하며,폴리에스터 원사의 특성상 Touch개선을 한 부분 감

량기술을 용함.본 기술은 원단의 도,조직의 변형과 T/M의 최 화로서 우수한 드 이 성의

감 발 기술을 개발한다.

직물설계 핵심기술로서 2 빔 장치를 설계하여 하나의 빔은 연사를 하고 다른 한 빔은 라이

트사를 싸이징하여 자카드 모티 에 Sizing원사를 돌출시켜 자카드 직물의 차별화와 독창성을 강

조한 이 직 제직형태의 변형 기술을 개발한다.

2 직 기술에 한 소재원사 선정으로 바닥부분은 Highmulti고 도 직물로 제직하고,디자인

부분은 자카드로 제직함에 있어 하나의 모티 를 제직하고, 다른 모티 로 옮겨질 때,이 직

이 되므로 디자인 간격을 길게 바늘과 함께 핑하게 되며,제직 후 자카드 디자인이 없는 부분에

는 실만 달리는 상이 되는데,이것을 나이 로 잘라내게 되면 포일(Foilprint)보다 고감성 자카

드 아이템이 형성되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한다.

개개인의 독창 인 입체문양을 디자인하고,자카드 디자인 이 직 커 샤링기술,생산효율

증 를 한 URAGIRI기술과 직물설계를 이용한 볼륨감과 신축성을 지니고 우수한 인열강도를

지니는 직물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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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실험

원사의 사가공 기술로서 가장 요한 것은 연사 꼬임이 균일하게 되면서 감이 동일한 느낌을

부여될 수 있는 특징을 부여하기 해서는 인터 이스 사가공 기술이 으로 필요하기 때문

에 이에 한 조건별 인터 이스 개수를 설정하여 최 의 조건을 선정하 다.그리고 사가공 기술

로서는 원사 상태에서 SDY를 제조한 후 사가공 기계를 이용하여 인터 이스 개수를 조건별로 테

스트하여 최 의 조건을 선정하 다.

필라멘트 사용 직 정경기는 정경크릴에 정리한 700～1,500개의 사패키지에서 꺼낸 경사를 소

정의 피치로 배열하고 시트상으로 하여 정경 빔에 감는 기계로 주로 필라멘트 사용 정경가호기(빔

투 빔식 와핑가호)의 공정으로 사용하 다. 슬래셔가호 무가호사의 빔 재 권취기계의

공정으로서도 사용하 다.

[그림]필라멘트 사용 직 정경기

①크릴 ②텐션 콤펜세터 ③스톱모션 ④정 기 제거장치 ⑤백리드

⑥가이드로울러 ⑦모우 발견기 ⑧애 트 오일링장치 ⑨터치로울러

⑩업 로울러 ⑪ 론트 콤 ⑫메져링 로울러 ⑬정경 빔 Ⓨ경사시트

필라멘트 사용 직 정경기는 그림과 같이 텐션 콘펜세터,스톱모션,빔 되감기장치(업 로울러)를

시작으로 빔 권취량의 경도를 폭 방향으로 균일하면서 정하게 제어하기 한 터치 로울러,

필라멘트사 특유의 정 기 제거장치나 모우발견기 등의 여러 장치들로 갖추었다. 무 가호 제직

용의 직 정경기에는 에 터 오일링장치 등도 갖추었다.필라멘트 사용 크릴은 균일한 실 장력을

시하여 일반 으로 내취식의 회 식 크릴을 사용하 다.정경 빔의 랜지 직경은 920mm에서

1,000mm까지 사용하 다.

알칼리 감량은 4가지 조건으로 테스트 한 결과 감량 무게와 감량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감

량률을 평가하 으며,조건은 100℃,NaOH6%로 측정하 음.

Ⅲ.결과 고찰

사가공 기술에서 경사용으로는 정경 비 시 작업성 양호 최 의 감을 부여하기 해서

인터 이스 개수에 따른 T/M별 조건을 변경하여 드 이 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터 이스 개

수가 70개일 때 1600T/M이 드 이 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 기 은 각 샘

2kg씩 연사하여 소형 편기로 편성하여 손으로 감평가하 다. 사용으로는 최 의 감을 부여

하기 해서 인터 이스 개수에 따른 T/M별 조건을 변경하여 반발탄력성 감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터 이스 개수가 60개일 때 1600T/M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사공정에서 연사기의 꼬임수를 조 시 정상 인 스핀들 회 수는 8,000이하가 되면 꼬임 상

태는 불량하고,필라멘트 꼬임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한 17,000이상 시에는 꼬임상태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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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나,필라멘트 꼬임상태는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 조건은 8,000～17,000사이의 RPM

이 가장 합하 다.UpTwist의 RPM이 10,000이하가 되면 꼬임 상태는 양호하나,필라멘트 꼬

임상태는 불량하게 되고,12,000이상 시에는 꼬임상태는 불량하고,필라멘트 꼬임상태는 양호하

다.최 의 조건은 10,000～12,000사이의 RPM이 가장 합하 다.DownTwist의 RPM이 8,000

이하가 되면 꼬임 상태는 불량하며,필라멘트 꼬임상태는 양호하게 되고,11,000이상 시에는 꼬임

상태는 양호하나,필라멘트 꼬임상태는 불량하 다.최 의 조건은 8,000～11,000사이의 RPM이

가장 합하 다.

지연각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스트로보스코 를 사용하여 평가하 는데 지연각도가 25도 이

하에는 해사성과 권자상태가 불량하고,35도 이상일 때는 해사성과 권자상태가 보통이었다.그러

나 30도에서는 해사성과 권자상태가 양호함으로서 셋 시에 꼬임수의 고착이 균일하게 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경사로 사용되는 원사로 TB75/36연사 조건별 테스트에서 셋 과 셋 후의 물성(강력,신도)

이 최 조건은 2300TM으로 열 거동의 안정성이 우수하 다. 사로 사용되는 원사로 SD 75/36

연사 조건별 테스트에서 셋 과 셋 후의 물성(강력,신도)이 최 조건은 2300TM으로 열 거

동의 안정성이 우수하 다.

기존 직기를 사용 시에는 직단 수와 직기 Stop이 발생되어 원단 제직 후 문제 이 발생되었으

나,이를 개선하기 하여 선 조치 기술개발로 직기개조 후 기술을 용하 으나,직기 개조 보

다 개선이 미미하여 최 조건인 직기개조 장치 시 베어링을 3개로 부착 시 직단 수와 직기 Stop

수가 없고,원단 품질향상 시킬 수 있는 송출장력과 권취 장력이 1.0g/N의 균일한 장력으로

인하여 상기의 문제 내용들을 개선할 수 있었다.기존 직기 사용 시 빔 상단과 하단의 길이가

10cm 이상이 되면 직단 수와 직기 Stop수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제품 품질에 문제 이 많았으나,

본 기술을 통하여 빔 상단과 하단의 길이가 4cm 간격으로 빔을 설계하여 장착하 을 때 해사장력

이 균일하면서 직단 수와 직기 Stop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연구성과 기술개발을 성공하 다.본

기술을 용하여 재 양산화하여 매하고 있다.

직물설계 제직기술에서 2 빔 송출조건 3(상하 빔간격 4cm)은 장력을 3g～7g까지 부여했을 때

5g일 때가 가장 제직성과 원단결 이 없는 것으로 최 의 조건을 선정하 다.경사 도를 4조건

(152T,168T,196T,212T)으로 경사빔을 제작하여 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 도는 URAGIRI

직물의 특성상 72T가 안정 이고,72T이하일 경우 올 림 상이 일어났고 72T이상일 경우는 경

제성이 하됨으로 정 도를 72T로 선정하 다.

염가공기술에서 제직후 연사직물은 pre-setting이 선행되어야하며 overfeed는 +1상태가 정

하며 과 시 후드감은 높아지나 본연의 개발상품의 성격인 샤이닝한 감성이 하됨을 알 수 있었

다.경사가 사이징물일 경우 pre-set공정은 정련후가 정한데 그 원인으로는 선행 pre-set경우

size가 섬유에 경화되어 hard-touch로 이어지로 이호발공정의 시간si깺어지로 약품의 과량투입으

로 이루어지는 등 완벽하게 호발si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가공 후 쵸크마크 불량으로 이어졌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측하여 연사조건으로 제직 설계하 다.연속 CPB 정련처리에

있어 고 도 직물의 정련호발마크 불량일반 기계에서의 조건하고는 달리,정련 약제의 혼합률과 맹

의 압력이 매우 요한 바 맹 압력은 1.4kg/㎠ 가 정하 으며,1.4kg/㎠ 이상일 경우 약제 혼

합률의 농도의 증강방법이 가능하기는 하나,균일한 처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부분 으

로 정련불량으로 인한 염반 상이나 mist 상이 발생하 다.

처리 온도 60도～98도까지 4조건으로 테스트 한 결과 수축율은 2～5%까지 발생하는데 90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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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에서 수축율이 8% 시 원단 감 드 이 성이 우수한 것으로 최 조건을 선정하 다.

알칼리 감량 4조건 처리 후 감량률이 90분 시 가장 양호한 감을 부여하면서 드 이 성이 발

되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건을 기 로 하여 메인생산에서는 NaOH 8%로 25분 처

리 시 양산화 조건을 결정하여 최 조건으로 선정하 다.

Ⅳ.결론

일반 폴리에스터 원사의 특성성 터치 개선을 한 감량가공을 실시하나 본 개발하고자하는 고

성능 Deepcolor자카드 제품은 원단 특성상 얇은 원단이라 원단의 도 조직에 따라 다양하

며,특히 T/M에 따라 다양한 터치가 발 되고,이를 한 핵심기술로서는 T/M기술, 비,제직,

사가공,염색,가공공정에 따라 제품의 품질에 많은 향을 수 있었다. 한,경사가 이 빔이

라 하나의 빔은 연사를 하고 하나의 빔은 SemiDull사(Sizing)를 해서 자카드 모티 에 Bright사

(연사)의 을 구 해서 체 인 원단의 모티 만 강조 할 수 있는 원단으로서의 개발이었다.

2 직 자카드 직물의 특징이 감과 반발탄력성,비침성을 보유한 제품으로 블라우스,드 스에

서 탈피한 신용도의 의류용 소재로 변신이 가능하다.즉,꼬임과 가연기술을 통한 드 이 성과

우수한 반발탄력성, 감 등을 지속 으로 유지하여 2 직 자카드 직물을 이용하여 인테리어와 홈

패션용으로 제품의 용과 의류용에서 기술개발을 응용하여 산업용 원단으로도 용도 개가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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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3

사지부에서의 의복기후변동

김양원

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Ⅰ.서론

인체는 의복과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의복과 인체사이에 독특한

미세 기후를 형성하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특히 사지부는 심부체온을 일정하게 유지

하는데 있어 열보유와 열방산을 조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즉 이러한 역할은,환경온도

에 따라 류의 양을 조 하여 인체내의 심부와 외곽(CoreandShell)의 비율을 변화시키는 작용

을 한다(Raman& Roberts,1989).이러한 액의 조 성 이동은 신체의 구간부 표면에서 말단부

에서 크다는 것을 입증하 다.

의복기후는 인체의 생리 인 반응과 한 계를 가지며 체온조 에 있어 매우 요한 인자

이다.보통 의복내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하게 느끼고,의복내온도가 내려가면 춥게 느끼는 등 의복

기후는 주 감각과도 한 계를 가지고 있다(박 희와 최정화,2008).그동안 의복기후에

한 연구는 김양원(2002),김소 (2005)등 다각 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지 까지의 연구는

주로 가슴과 등부 에서 의복기후를 측정한 것이 부분이다,인체의 사지부 인 팔과 다리는 인

체 체표면 의 ---%를 차지하고 있고,인체 사지부에서의 의 수축과 이완이 환경변화에 맞춰

수시로 이 지고 있음을 볼때 의복기후도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지부에서 의복기후를 악하

는 것은 건강의 측면에서 매우 요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인체의 사지부인 팔부 와 다리에

서 의복기후를 악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1.피험자 실험조건

실험은 6명의 건강한 20 남자 (23.2±1.5세,174.8±2.8cm,63.4±6.8kg)를 상으로 환경온도 22.5℃,

습도 55±10%,기류 0.3m/sec이하의 인공기후실에서 수행하 다.실험조건은 피험자가 실험의복을

착용하고 쾌 (약간 따뜻하다～약간 서늘하다)라고 답한 환경조건으로 하 다.피험자들은 1시

간동안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간단한 독서를 하도록 했으며,2분마다 측정했다.

2.실험의복

100% 면으로 된 긴팔과 긴바지의 속내의를 착용하 고,개인의 체격조건이 다르므로 각 개인의

체격에 맞도록 의복을 선택하게 하 다.

3.측정방법

① 측정기기 측정 부

의복기후는 ThermoRecorderTR-72S(일본 T&D Co.製)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측정부 는

<그림 1>과 같다.



- 270 -

② 측정순서

피험자가 실험실에 도착하여 30분간 안정을 취하고,인체에 각 부 별 계측 을 설정하고,각 부

별로 분할선을 체표에 표시하고 실험복으로 갈아입었다.의복기후 측정용 센서를 붙이고 각각 센

서의 기기를 setting한 다음 30분간 다시 안정을 취한 후 의복기후를 2분마다 1시간동안 측정하 다.

<그림 1>사지부에서의 의복기후 측정부

Ⅲ.연구결과

22.5℃환경에서 측정한 사지부에서의 의복기후의 반응결과는 <그림 1>,<그림 2>와 같다.

1.의복내온도

의복내온도는 퇴부 에서는 31.39～33.93℃,하퇴부 에서의 30.02～31.52℃,상완부 31.58～

33.23℃, 완부 31.61～32.37℃의 분포를 보 다.의복내온도의 변동폭은 퇴부에서 0.5～1.7℃,

하퇴부에서 0.6～3.1℃,상완부 0.43～1.0℃, 완부 0.55～1.28℃ 다.의복내온도는 상완부 에서

가장 높았고,다음은 퇴, 완,하퇴부의 순으로 높았다.의복내온도의 변동폭은 하퇴부 에서

가장 컸으며 상완부 에서의 의복내온도 변동폭이 가장 었다.이로볼때 의복내온도는 피부온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인체의 구간부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았고,구간부에서 멀어질수록 의복내온

도는 낮았다.그러나 의복기후의 변동폭은 팔부 가 다리부 보다는 었다.본 연구는 실험의복

을 입고 피험자가 쾌 하다고 느끼는 환경온도에서 실험을 했으므로 피부 에서 수축과 이완에

의해 체온조 을 하는 역이라고 생각되며,Hirata등(1989)은 아래팔이나 종아리에서의 열손실은

손이나 발을 통과하는 류량에 향을 받는다고 하 고,30℃환경에서 다리로부터의 열손실 증가

의 67%가 발에서 환류하는 정맥 에 향을 받는다고 하 다.의복내온도는 피부온과 련이 깊

으므로 Hirata(1989)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의 환경조건에서는 열손실이 상지부보다는

하지부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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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퇴와 하퇴에서의 부 별 의복내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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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복내습도

사지부에서 의복내습도는 <그림 2>와 같다. 퇴부는 39.90～49.65%,하퇴부는 41.0～45.41%,

상완 39.28～42.52%, 완 40.27～43.56% 다.의복내습도는 부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내습도의 변동폭은 모든 부 에서 1.40～5.97% 다.의복내습도는 모든부 가 표 의복기후인

40～60%이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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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의복내습도의 부 별 변화

Ⅳ.결론

건강의 에서 인체의 사지부인 팔부 와 다리에서 의복기후를 건강한 남자 6명을 상으로

측정한 결과 의복내온도는 상완부 에서 가장 높았고,다음은 퇴, 완,하퇴부의 순으로 높았

다.의복내온도의 변동폭은 하퇴부 에서 가장 컸으며 상완부 에서의 의복내온도 변동폭이 가장

었다.이로 볼 때 의복내온도는 피부온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인체의 구간부에 가까울수록 온도

가 높았고,구간부에서 멀어질수록 의복내온도는 낮았다.의복내습도는 모든 부 에서 39～50%정

도 고,표 의복기후 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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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4

감즙 분말염료의 발색특성

장정 ‧강태연

부산 학교 의류학과

감물의 특성은 1)기능성(항균성,항알 르기성,소취성,자외선 차단성)을 가지고,2)매염제로

서의 감탄닌은 직물 처리제의 역할로 복합염색을 통한 색상다양화를 이루어 낸다.3)타 염료와의

복합으로 견뢰도 향상에 기여하고,4)유연함에서 뻣뻣한 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물성으로 다

양한 감성 추구가 가능하여 다양한 감의 직물 생산이 가능하다.5)표면코 성능이 있고,6)냉감

소재 특성 등 천연염료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염재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

다.이와 같이 한가지의 염재(감물)가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다.따라서 이의 활용은 천연염료

체에 미치는 향은 지 하다 할 수 있다.이 게 비 이 큰 감물의 분말화는 산업화의 과정에

서 필수 으로 요구되는 재 성을 확보하는데 필수 이다.이에 감즙의 분말화를 시도하고 분말염

료와 일반 감물염료를 발색 특성을 비교하여 분말염료의 실용성을 연구를 하 다.

직물 시료는 시 면직물을 정련 표백하여 사용하 으며,분말제조는 감 1000g에 물2000g을 넣

고 실온에서 5시간 교반 추출하 고 이때의 pH는 4.5 다.이를 100mesh채로 추출된 액과 원료

를 분리한 후 물로 원료를 수세하 다.추출된 액을 규조토 여과를 실시하여 투명한 액을 획득하

다.당분해효소를 이용하여 효소분해를 -50℃,4시간 실시하 고,감압 농축하여 멤 인(분자

량 5,000)을 통과시켜 당 성분을 제거한 후 다시 감압 농축하여 덱스트린을 고형분 비 동량을

투입한 후 동결건조하여 분말 80g을 얻었고 탄닌 함량 7%이었다.이 과정에서 가성소다를 이용하

여 pH9.0으로 조정하여 90℃에서 60분간 는 소정의 시간 열처리하여 타닌의 분화(탄닌의 알

칼리 변환)를 유도하여 4종의 분말염료를 얻었다.총 탄닌 함량분석은 FolinDenis법을 따라서 실

시하 다.청도 감물의 탄닌 농도 약 1%를 조구로 삼아 분말염료의 1%농도의 염액을 만들고 5분

동안 염색하고,픽업율 120%로 하여 건조하 다.발색되는 정도를 색차계 Spectrophotometer

CM-508i(Minolta,co.,Lid,Japan)를 이용하여 L*,a*,b*의 값으로부터 표면색,색차,K/S를 조사

하고 발색성을 평가하 다.발색 방법은 40시간 자외선 조사와 열발색 방법을 사용하 다.

모든 분말시료는 일반 분말염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과 같이 용해성이 부족하 고,감물이 가

지고 있는 공통 제한 인 경화된 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용해성 문제는 염료를 알코올로 미리

습윤하여 온수(50～60℃)에 용해하여 염색하는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발색 시 경화

되는 감의 문제는 감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 문제이나 감물을 알칼리 변환시킴으로써 감이

부드럽고 깊은 색감의 발색을 얻을 수 있었다.

분말 시료 2와 5가 일반 감물에 비하여 발색성이 좋았고 알칼리의 향이 있었던 시료 3과 시

료 4도 기 발색을 쉽게 할 수 있는 공 문양 작업에 유리하 다.

시료 3과 4는 다른 시료에 비하여 염색직물의 감이 상 으로 뻣뻣한 감이 었다.날염성

평가 결과 분말시료는 쉽게 농도 조 과 좋은 발색성과 날염성이 발휘되었고,다양한 문양의

술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감즙의 분말화는 발색성이 일반감물과 차

이가 없고 오히려 농도조 이 용이하고,보 성,유통성,재 성이 확보되어 일반 공방이나 기업에

서 량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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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55

 감물염색 면직물의 물에 의한 발색

장정 ‧김옥수

부산 학교 의류학과

감물의 발색은 통 으로 감물을 직물에 흡착시킨 다음 일 에서 건조하고,수분을 주어가면서

일 에서 7～10일간 발색하는 방법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일 에 의한 발색은 좋은 날씨

가 필요하고 한 발색시킬 공간이 요구되어 산업화 시 의 량생산에는 시간 ,공간 (장소 )

인 제한을 받는 것이 문제이다.이를 극복하기 하여 감물의 발색이 산화발색이라는데 착안하여

산화를 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자외선,산소,열,수분,조제 등을 하게 부여하

여 발색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앞의 문제 을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즉 감물의 인공

에 의한 발색,열발색,알칼리 발색에 한 기 연구들이 행하여져 왔다.이의 결과로서 인

에 의한 발색은 효율 인 측면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단되고 일 발색의 경향과 차이

가 기 때문에 주로 연구의 측면에서 활용할 가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열발색에 의

한 발색은 매우 효율 이어서 산업 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알칼리에 의한 발색도 산업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본 연구에서는 다른 발색의 한 방법으로 물의 용존

산소를 활용한 발색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먼 직육면체의 통의 변

에 20W수 물펌 를 설치하고 역시 바닥 가까이에 시료를 세 하여 물을 10L를 채워서 수 펌

가 작동될 때 수류가 형성되어,장치 내부에서 물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 으며,수조

내의 물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장치를 제작하 다.면직물을 장 발효감물을 이용하여 1,2,3회

반복염색하고 건조한 다음 시료로 제공하 고 이를 제작한 물발색 실험조에 설치한 다음 물의 온도를

변화시키고, 정지 된 물과 순환되는 물의 향을 받아 발색되는 정도를 색차계 Spectrophotometer

CM-508i(Minolta,co.,Lid,Japan)를 이용하여 L*,a*,b*의 값으로 부터 표면색의 경향을 악하

고 최 흡수 장 의 반사율로부터 K/S를 산출하여 발색의 정도를 검토하 다. 자외선에 의한

발색의 정도를 조구로 삼아 발색의 경향을 비교하 다.

발색의 정도는 체 으로 정지된 물에서보다 순환되는 물에서의 발색의 정도가 크게 나타났고,

순환되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발색의 정도가 빠른 시간 내에 크게 나타났다. 반복염색회수가

증가하여 감물의 높은 농도가 흡착된 직물일수록 물발색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경향은 일반 감

물발색에서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자외선에 의한 발색과 비교하여 a*,b*값에서 물발색의

경우가 둘 다 작은 값으로 나와 상 으로 많이 어두운 톤으로 발색되는 경향을 보 다.자외선

40시간조사의 발색과 K/S값으로 3회 반복염색직물의 경우를 비교하 을 때 상온 정지 물에서는

72시간 이상,순환물속에서는 36시간 정도에서 거의 같은 수 으로 발색되어 상외로 상온의 순

환시킨 물속에서의 발색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결과를 얻었다. 60℃의 순환 물에서는 12시간 발

색에서 L값이 36.24,80℃의 순환 물에서는 12시간 발색에서 L값이 30.53으로 내려가 40시간 자외

선 조사의 L값이 37.21인 것과 비교하면 단축된 시간에서 발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이러한 결과는 물의 온도와 용존산소의 작용으로 발색이 이루어진다고 단하고 있으

며,산업 으로도 상온으로 순환시킨 물의 용 정도로도 충분히 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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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벽을 이용한 날염 연구

송유선‧송화순

숙명여자 학교 의류학과

천연염재를 이용한 날염은 천연염색 특유의 자연스러운 색상발 과 환경친화성 등의 장 뿐 아

니라 다양한 무늬를 부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이와 련하여 소목,코치닐,정향,괴화,

치자,울 등을 이용한 날염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천연염재의 침염에 련된 연구와

비교하여 날염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본 연구의 목 은 황벽을 이용한 날염의 염

색성을 확인하고 매염제에 의한 색상변화와 견뢰도를 검토하여 천연염재를 이용한 날염의 실용화

를 한 과학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황벽은 식물 염료 유일한 염기성 염료로 berberine을 함유하고 있으며 살균작용을 지니고 있

다.무매염으로 염색이 가능하나 매염시키는 것이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동물성 섬유에

는 염색이 잘 되나 식물성 섬유에는 염색이 잘 안되는 단 이 있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견직물과 염색성의 향상을 해 머서화 면직물을 사용하여 호료

의 종류(카르복시메틸 셀룰로오스(이하 CMC),메이 로검,인달카)와 호료의 농도(1,3,5,7,

9%(w/w))를 변화시켜 날염호의 최 농도를 설정하 다.둘째,염액의 농도(5,15,25,35,

45%(w/w))변화에 따른 K/S값을 측정하여 염액의 최 농도를 설정하 다.셋째,최 날염조건

에서 견직물과 머서화 면직물에 황벽 날염 시 매염제로 Al3%(w/w),Cu2%(w/w),염화제일철과

염화제이철의 화합물(이하 FFC)3%(w/w)를 사용하여 동시매염으로 행하 으며,매염제 종류에

따른 L,a
*
,b

*
값 H,V,C값을 측정하여 매염이 날염색상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넷째,

날염 후 염색견뢰도를 측정하여 비교,검토하 다.

이상의 연구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황벽을 이용한 날염 시 호료의 최 농도는 CMC 3%(w/w),메이 로 검 7%(w/w),인달카

9%(w/w)로 도는 14500～19000cps범 이며,염액의 농도는 25%에서 가장 높은 K/S값을 나타

냈다.

무매염 시 CMC는 메이 로검과 인달카와 비교하여 높은 K/S값과 L값을 나타냈으나,매염제

첨가 시 침 물이 생성되어 동시매염에 부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메이 로검은 인달카보다 K/S

값은 높으며 L값은 높아 좀 더 밝은 색조를 나타내었다.호료의 종류에 상 없이 무매염시

yellowish로 나타났으며 Al,Cu매염에 의해 a
*
값이 증가하여 redish한 색조로,FFC매염시 b

*
값

이 감소하여 bluish한 색조로 변화하 다.

세탁견뢰도 결과 견직물의 변퇴는 무매염과 매염 모두 5 으로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오염은

3～4 으로 나타났다.머서화 면직물의 변퇴는 무매염시 1 에서 매염처리에 의해 2～3 으로 다

소 향상되었으며 오염은 매염처리와 상 없이 3～4 으로 나타났다.드라이클리닝 견뢰도는 견직

물과 머서화 면직물 모두 4～5 으로 우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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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파 분석을 통한 노년기 여성의 의복 착용 쾌적성 평가 

방하연‧김희은

경북 학교 의류학과

최근 고령인구가 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노년층 집단에 주목하고 있다.그러

나 의류업계는 아직도 은 층에 집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노년층의 특성을 잘 반 한 의복 개

발이 필요하다. 재 실버의류시장에서는 노년기 여성의 체형 변화를 구체 으로 용한 의복은

찾아보기 힘들며, 부분 은 여성들의 의복에서 그 이딩하여 제작되거나 복부비만과 등굽어짐

상에 을 맞춘 정도가 부분이다.따라서 노년기 여성의 신체에 기성복이 잘 맞지 않게 되

어 여러 가지 문제 을 래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체형에 맞지 않는 의복 착용으로 인한 신체

스트 스를 객 ,비침습 방법인 뇌 검사를 통해 분석하여 착용 쾌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피험자는 65세 이상 노년기 여성 7명으로,활동 시 착용한 의복의 향을 알아보기 해 오 9시

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controlwear 는 prototypewear을 착용하 으며,오후 9시부터 30분간

뇌 측정을 실시하 다.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일상생활과 유사한 활동을 하도록 하 고,실험복

종류에 따른 2회의 실험 모두 환경과 활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실험복은 기성

복 치수를 용하여 제작한 controlwear와 본 연구에서 활동성과 착용감 향상을 해 가슴둘 와

암홀, 길이와 엉덩이둘 에 여유량을 더 부여하여 제작한 prototypewear로 구성되어있으며,

복종은 선행연구를 토 로 노년기 여성이 불편함을 비교 많이 느끼는 재킷,블라우스,팬츠로

선정하 다.뇌 의 측정은 PolyG-I(LAXTHA Inc.,Korea)를 이용하 으며,10-20국제 표

극 부착법을 참고하여 알 의 분석에 용이한 두정부와 후두부를 심으로 8채 을 부착하고 참

조 극은 우측 귓불 뒤, 지 극은 좌측 귓불 뒤에 부착하여 측정하 다.측정된 데이터는 4Hz이

하,50Hz이상의 형을 여과하여 제거한 후,FastFourierTransform(FFT)를 이용하여 각 주 수

역 별로 워 스펙트럼화하여 α 에 한 β 의 비율과 체 주 수 역 에 해 α 가 차지

하고 있는 비율인 α 의 상 워 값을 분석하 다.

controlwear착용 시에 α 에 한 β 의 비율이 prototypewear착용 시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정신 으로 긴장이나 불안,스트 스 상태임을 알 수 있었으며, 한 α 의 상 워 값이

prototypewear착용 시보다 더 낮게 나타나 정신 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을 통해 노년기 여성의 신체 변화가 반 된 의복을 착용한다면 불편함과 스트 스가 완

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더 나아가 노년기 여성의 신체 변화를 용한 패턴 개발과 활용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의류학 분야에서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뇌 분석을 이용하여 노년기 체형을 고려한

여유량 조 의복 착용으로 인한 스트 스 정도를 평가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고,앞으로 다양

한 의복의 쾌 성 연구에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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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크 직물의 감성 특성과 수축에 관한 연구

이정숙1)‧박가름‧남정란‧최 민2)‧박혜용2)‧이득희2)

1)경상 학교 의류학과

2)LG 자 세탁기사업부

최근 소비자의 경제 생활 문화 환경과 의식수 의 향상으로 오염된 의류를 깨끗하게 세탁해

서 착용하는데 주된 목 이 있는 기존 세탁기의 용도와는 다른 차원으로,입고 벗어놓은 평상시의

의류를 세탁하기 이 에 항상 쾌 하고 손쉽게 리할 수 있고 감성 인 만족도를 일정 수 이

상으로 요구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아울러 물세탁 같은 기존의 처리 과정으로 번거롭게

손질 할 필요 없이 가볍게 처리가 가능한 편리성을 추구하려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개발한 스타일러(Styler,LG 자)는 이런 소비자의 니즈를 반 하여 세계에서 최 로 한국

에서 개발된 새로운 개념의 의류 리기라고 할 수 있다.기존 세탁기를 사용해온 소비자에게 새로

운 가 제품으로,스타일러는 가벼운 스 처리와 비교 온의 건조기능을 통해 의류의 살균과

소취 그리고 구김제거 기능성을 갖고 있다.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따른

코스별 응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날이 갈수록 다양한 의류 소재를 사용하고 재 시 복합 인 구성이 많은 패션의류를 처

리하기 해서는 의류소재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스타일러 사용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실크는 천연 단백질 섬유로 울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으나 실크의 우아한 택과 부드러운

감 등은 타 섬유 소재가 지닐 수 없는 장 을 갖고 있으며 좀 더 세심한 리가 필요한 섬유이

다.실크로 만든 의류는 세척 시 드라이클리닝 문 에 맡겨서 세탁하는 과정이 의류 리 면에

서 상 으로 번거롭고 경제 측면에서 비용이 다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실크는

세계에서 오래 부터 애용되고 있는 최고 감성 소재에 속하므로 패션트 드 면에서 실크의 감

성을 추구하려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최근에는 실크 100%만이 아니라 타 섬유와 혼방하여 가격을 낮추거나 실과 조직을 변화시

켜 의류 패션의 용도를 넓히기도 하며,넥타이나 스카 같은 패션잡화로서 폭넓게 선호되어 일반

인에게 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크 소재의 특성을 기 로 하여 스타일러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하

여 스 처리에 의한 온습도 향에 따른 외 감성 특성 변화와 직물의 수축률을 으로

검토하고자 하 다.

실험 시 시료 직물은 평직,능직,주자직을 포함하여 상용되는 직물을 선택하 으며 스 처리시

간에 따른 경 사별 직물의 수축률을 산출하 다.선염 후염직물을 상으로 직물의 색상 변화

와 택 변화를 검토하 다.실크의류로 남녀 별 상의를 선정하여 반복 실험을 하 으며,여성용

스카 와 남성용 넥타이를 상으로 반복 처리에 의한 반 인 감성 변화 수축률을 검토하

다.실험 결과 실크 섬유의 기본 특성과 직물의 염․가공 재 공정을 비롯한 의류 제조 과정

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크의류용 스타일러 코스를 개발한다면 실크 의류 리에 스타일러를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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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af/Starch 복합재 물성에 미치는 첨가제의 효과

송경헌‧유재 ․선하

배재 학교 의류패션학과

나 섬유는 가격이 매우 렴하고 생육기간이 짧으며,높은 생산성,내병충해성,기후와 토양에

한 범 한 응성 등의 경제 강 을 지녀 최근 바이오복합재의 보강섬유(filler)로서 높은 심

의 상이 되고 있다. 나 섬유를 보강섬유로 이용한 복합재 연구는 매트릭스로서 Polypropylene

(PP)나 Polyester,PLA 등을 사용한 연구가 부분이다.그러나,PP나 Polyester는 자연분해가 되

지 않아 환경에 문제가 되며 PLA는 분해성이 높은 반면 가격이 매우 비싼 단 이 있다.최근

세계 으로 환경문제에 한 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면서,이와 더불어 친환경 소재에 한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복합재료 분야도 이에 응하여 비 석유 천연자원을 원료로 하고 폐

기 시 완 한 생분해 특성을 갖도록 하는 생분해성 복합재료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생분해 가능한 바이오복합재의 연구 개발은 자동차를 비롯한 산업용자재뿐 아니라 실내 건

축용 마감재를 비롯하여 에어콘이나 냉장고 마감재,핸드폰 하우징,의자,화분 등 일반 합성고분

자소재를 체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matrix로서 천연고분자인 분을 사용하고 filler로서

나 섬유를 사용하여 양쪽 성분 모두 생분해 가능한 바이오복합재를 개발함에 있어 Matrix로 사

용한 분에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하여 분을 개질시킴으로써 첨가제 종류에 따른 복합재의 물

성특성에 해 연구 검토하 다.

나 섬유는 국내에서 재배된 나 섬유를 사용하 으며, 분은 SolubleStarch(1 시약,mp

256-258℃,YAKURI PURECHEMICALCO.,LTD/KYOTOJANPAN)을 그 로 사용하 다.

은 2%의 NaOH용액으로 하여 나 섬유의 비셀룰로스성분을 제거시켰으며 분 첨가제로

서 PVA(Polyvinylalcohol),PEG(Polyethyleneglycol),G(glycerol)과 같은 다양한 첨가제를 첨가

하 다.약 35℃에서 24시간 건조시킨 prepreg를 Hotpress를 이용하여 온도 120℃,시간 30분,압력

3,000PSI의 molding조건에서 열처리하여 복합재를 완성하 다.복합재의 물성특성은 UTM(Instron

CorporationSeriesIX Automated)을 사용하여 인장강도와 굴곡강도,인장탄성률,굴곡탄성률을

측정하 다.

실험결과 Glycerol을 첨가제로 사용하 을 경우 복합재의 인장강도와 신도가 가장 우수하 으며

그 다음으로 PVA,PEG의 순으로 나타났다.반면에 굴곡강도와 탄성률은 PVA가 가장 좋게 나타

났다.첨가제로 첨가된 G이 분의 유동성을 향상시킨 때문으로 사료된다.이와 함께 주사형 자

미경(SEM,ABT-32,Topconco,Japan)을 사용하여 단면특성 섬유와 매트릭스 간의 착

특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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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0

 3D 가상봉제 시스템에 의한 밀리터리 문양을 활용한 

아웃도어웨어 외관평가

이지은‧권 아

신라 학교 의류학과

최근 가상 제에 한 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가상 제는 샘 제작과정의 시뮬 이션을

통해 효율 으로 나타낼 수 있다.의류업체에서 디자인 변경과 다양한 원단 용,의상 기획

디자인 단계에서 시각화하여 샘 제작과정을 단축시켜 제작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업

체 간의 커뮤니 이션을 온라인으로 체함으로써 샘 배송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는 장

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은 감성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리

터리 문양을 활용한 아웃도어 재킷 개발을 하여 SizeKorea20 표 체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상 인체모델을 만들고 가상 착장 로그램의 활용하여 가상 착장한 모습을 평가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리터리 3가지 문양을 활용한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 효과를 검토하고자 가상착

장 로그램인 CLO 3D를 이용하여 가상 인체모델을 만들었고 가상 제 시뮬 이션을 하 다.

3D 가상 제 시뮬 이션을 한 아웃도어 재킷에 한 외 을 평가하기 하여 2011년 12월 동안

26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본 연구에 사용한 외 평가에 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도월희,

2008;도월희,박 정,2010;손부 ,2008;최진희,2011)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문항으로 리커트형 5 척도를 이용하 다.수집된 자료는 SPSSWin19.0 로그램을 이용

하여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가상 인체모델이 착장한 아웃도어 재킷과 실제로 제작한 재킷을 비교한 결과,소재와 부자재의

표 과 맞음새에서 차이를 보 다.가상 인체모델이 착장한 경우,고어텍스 소재의 이미지와 부자

재가 분명하게 표 되지 않았다.가상 착장한 경우,고어텍스가 아닌 폴리에스터 소재 하나를

선택한 다음 시뮬 이션하여 소재의 표 이 어려웠다.외 평가를 살펴보면,가상 착장한 경우

안쪽에 다른 의복을 입지 않아 가슴부 와 허리부 ,엉덩이 부 에 다소 여유량이 많아 보 으

나,응답자 부분이 보통이다고 응답하 다.그러나 짧은 시간에 가격부담 없이 소비자가 요구하

는 디자인 요소를 반 한 아웃도어 재킷을 가상으로 제작할 수 있었으며,2D패턴을 손쉽게 변형

한 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신속하게 시뮬 이션할 수 있는 장 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와 같이

3D가상 착장 시스템을 통하여 아웃도어 재킷에 한 가상착장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소재 표

에 한계가 있었지만 가상 인체모델을 쉽게 제작할 수 있어 소비자의 체형에 생산단계 의 아웃

도어 재킷의 외 평가를 할 수 있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은 감성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아웃도어 재킷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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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1

조선소 유해작업환경 대응을 위한 도장 작업복의 최적화 설계

배 숙‧김민

창원 학교 의류학과

1.서론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하여 유해인자의 종류나 노출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심각하여

제조업 산재율이 가장 높은 산업이므로 작업자들의 신체보호는 일반 작업복만으로는 불가능하

다. 한 작업특성상 심각한 재해가 유발되고 생명까지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므로 산업안

측면에서 실제로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산업용 보호복이 실히 필요하다.선박 건조작업 필수

공정인 도장작업은 실내,실외 선체 등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선체 안과 블록 안은 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도장 작업장의 작업환경은 고농도의 유기용제와 미세한 분진 등에 노출되므로

신체 피해가 매우 심각한 공정이다.특히 MSDS에 기록된 유기용제를 보면 toluene,xylene,

methylalcohol,isopropylalcohol,methylisobutylketone,methylethylketone등이 주를 이루는

데 이러한 유기용제는 피부, 막,호흡기 자극, 추신경장해와 같은 독성을 유발한다.

도장 작업자들이 착용하는 도장복은 일회용 소모품으로서 가격이 아주 렴하므로 기능성 소재

사용은 거의 불가능하며,도장복만으로는 신체보호가 불완 하고 유해작업환경에 처하기 어려워

한 안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하지만 도장 작업자는 력업체나 하청업체 소속이 부분이

므로 경제 인 이유로 인하여 안 보호구조차 제 로 착용하지 않으므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조선

업 도장 작업장에서 유해환경물질에 한 노출 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따라서 열악한 작업

조건 작업환경, 험설비에 한 안 장치 미비,무질서한 작업공정,원청/하청 방식의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진 조선업의 작업공정 도장 작업장의 작업환경을 살펴보고,유해작업환경 응을

한 도장 작업복의 최 화 설계를 시도하 다.

2.연구방법

조선업 도장 작업자들의 작업환경 작업특성과 장 상황에 한 정확한 조사를 해 조선소를

장방문하여 도장 작업자들을 상으로 일 일 심층 면 조사(face-to-facestructuredinterview

survey)를 실시하 다.기존 도장복에 한 문제 평가를 토 로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보다 성능

이 개선된 도장복용 소재를 시직하 고,소재에 한 성능평가는 액체방어력,공기투과도,내수도,

투습도, 성 등을 실시하 으며,소재 종류에 따른 도장복의 착용감과 종합 쾌 감을 비교하

기 하여 장테스트를 실시하 다.

3.결과 고찰

도장 작업장의 작업환경은 반 으로 열악하 으며,특히 유기용제,유해화합물, 속 분진,

고온·고열,흄 등의 유해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도장 작업 피부 손상이 가장 많았으며,팔,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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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손,얼굴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한편,기존 도장복의 착의성능 만족도는 부분 낮은 편이

었으며,특히 땀흡수성과 땀투과성이 가장 불만이었고 신체보호성,활동성,피복성 순으로 만족도

가 낮았다.더구나 이를 보완할 호흡보호구 등의 안 장비 착용도 미흡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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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장복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나일론으로 시직한 직물의 투습방수가공을 1회(시료

A)한 것과 2회(시료 B)코 하여 이들 소재의 표면을 SEM으로 비교한 결과 2회 코 한 직물의

기공이 확실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ig.3>.도장복의 소재 성능 가장 요한 액체방어력

은 체 으로 시료 B소재가 우수하 다. 한 도료나 신 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톨루엔은 장

기간 노출되면 피부 건조는 물론 피부염과 함께 불안,불면,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시료 B소재가 톨루엔에 한 방어력이 우수하 으며 내수성과 투습도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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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Physicalpropertiesofthepaintingclothingmaterials

Materials

Properties
SampleA SampleB

Resistancetopenetration

byliquidchemicals(%)

Water

Methanol

Gasoline

Acetone

Toluene

MIBK

N-butanol

Xylene

Thinner

Ethylbenzene

95.2

95.5

87.0

74.9

90.1

91.5

92.5

91.5

90.5

95.2

96.8

97.2

89.3

79.3

96.6

95.7

96.7

95.2

96.5

96.0

Airpermeability(cm3/cm2/s) 0.03 0.03

Waterresistance(kg/cm2) 0.4 8.5

Watervapourpermeability(g/m2/h) 42 78

경제성을 고려하면서 시직한 실험 도장복 소재는 액체방어력과 인장강도 인열강도가 우수하

으며,기존 도장복에 비해 공기투과도와 투습도가 향상되었다.그리고 도장복의 착용감과 작업

공정에 따라 느끼는 종합 쾌 감을 살펴보면,압박감은 크지 않으나 운동기능성이 좋지 않았으

며,땀 흡수성과 땀 투과성의 불만으로 생리 쾌 감이 가장 좋지 않았다.소재 종류와 계없이

느끼는 착용감은 운동 쾌 감>감각 쾌 감>생리 쾌 감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

으며,기존 도장복에 비해 착용감 종합 쾌 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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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2

열처리 온도에 따른 나일론 4의 구조와 물성

이선희1)‧조 혹2)

1)동아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부산 학교 유기소재시스템공학과

1.서론

최근 섬유원사회사에서는 환경친화 인 바이오매스 재료를 개발하여 석유자원을 체할 수 있

는 소재개발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토 이의 경우 폴리에스테를 합성원료를 바이오매스 재

료에서 추출하여 용하는 사례를 보고하고 있고, 한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를 심으

로 바이오매스 기반 나일론 4에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이는 소재 제조공정상 탄소 친환

경 트 드에 힘입어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은 2-피롤리돈(pyrrolidone)을 이용하여 합하는 연구가

다시 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1].

이에 본 연구자들은 나일론 4공 합물 소재를 섬유화하는 것을 목 으로 하여,나일론 4공

합물 소재를 필름[1-2] 섬유[3]로 성형하여 연신 열처리 공정에 따른 구조와 물성분석 등

련 기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일론 4를 각 온도별로 열처리하여 의한 구조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일론 4를 캐스 법으로 필름을 제조하 고,얻어진 나일론 4필름을 50,

75,100,125 150도에서 각각 열처리 하여 나일론 4필름의 구조 물성을 결정구조,열 성

질,동 탄성 거동 수분율 등을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나일론 4는 국내 K사에서 제공한 것을 사용하 다.나일론 4칩을 10% 농

도로 포름산에 용해하 고,필름 캐스 법으로 두께 0.1mm의 평 상 필름으로 제조하여,실온 20℃

의 조건에서 하루동안 자연 건조를 행하 다.이 후 필름을 열처리에 사용되기 까지 25℃,10%

의 조건의 습 진공 데시게이터에 보 하 다.제조한 나일론 4필름을 온도 조 이 가능한 실리

콘 오일 배스에서 50,75,100,125 150℃의 온도에서 10분간 열처리를 행하 다.이때 시료는

폭 5㎜,길이 10㎜로 하 으며,분석에 이용하기 까지 실온에서 습 진공 데시게이터 조건으로

보 하 다.얻어진 필름의 구조해석을 해 X-선 회 분석(D/max-Ⅲ-A형,Rigaku.Ltd),DSC

분석(DDD220C,Seiko),동 탄성 분석(DDV-Ⅱ-C,ToyoBaldwin) 수분율(KSK 0220)등

을 규격에 하여 측정하 다.

3.결과 고찰

Fig.1은 50,75,100,125,150℃의 조건에서 열처리한 나일론 4필름의 도선 방향의 X선 회

강도분포곡선을 나타낸 것이다.각 필름의 회 피크는 2θ 가 20.2° 24°에서 분리되어 나타

나고 있으며,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회 피크는 커지고 있다.즉 열처리에 의한 결정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Fig.2는 각 온도 조건에서 열처리한 나일론 4필름의 DSCtherm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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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WAXDprofilesof

nylon4filmswith

variousannealing

temperatures.

을 나타낸 것이다.나일론 4필름의 경우 260.2℃에서 용융피크

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270℃이후 분해곡선이 나타나고 있다.

나일론 4필름의 열처리온도가 증가할수록 용융피크온도는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3은 열처리별 나일론 4필름

의 tanδ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미처리 필름의 경우 30.7℃

77.5℃에서 tanδ 피크가 나타나고 있다.열처리 온도가 75℃인

경우 9.8℃ 87.1℃에서 tanδ 피크가 나타고 있으며,열처리

온도가 100℃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tan δ 주분산 피크의

크기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것은 열처리에

의한 결정화로 인해 나일론 4필름내 둘 이상의 비결정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ig.2]DSCthermogramsofnylon
4filmswithvariousannealing
temperatures.

[Fig.3]Tanδ ofnylon4filmswith
variousannealing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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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3

저온융착사 함유 팬시얀복합사를 이용한 직물의 

열처리 특성 및 염색성

성우경

경일 학교 자연계열자율 공학과

Ⅰ.서론

폴리에스테르(PET)섬유는 기계 ,열 ,내약품성 등이 우수하여 합성섬유의 주류를 이루어 왔

다.최근에는 PET 섬유에 코 가공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되는 기능성을 부여하기도 한

다.창가리개용 원단은 PVA 는 PU을 사용하여 한 stiffness를 부여하기 하여 coating처

리를 한다.이 경우 coating처리로 인하여 원단의 독특한 태는 coating성분에 의하여 매몰되어

라스틱과 같은 딱딱하고 차거운 느낌을 갖게 되는 결 을 수반한다.그 뿐만 아니라 코 제품은

피부질환,환경 문제 등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코 공정의 안으로 온융착사(low meltingyarn)가 사용된 제직물 는 편직물에 일

정 이상의 열을 가하면 sheath부가 용융하여 표면이 경화되어 빳빳한 터치감이 나타난다.low

meltingpointPET를 가지는 온융착사는 low meltingpoint가 sheath를 이루고일반 PET가 core

를 이루고 있는 sheath-coretype을 취한다.이러한 온융착사의 특징을 이용하여 창가리개용

는 인테리어 제품 등에 코 가공을 체하는 소재로써 이용이 확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섬유제품에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해 직물표면의 특성화를 부여하기 하여, 온융

착사가 함유된 직물을 사용하여 열처리에 따라 차별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 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열처리에 따른 직물의 물성의 변화 염색성 등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로써 심사는 수축 폴리에스테르,효과사는 하이멀티 폴리에스테르,압

사는 온융착사로 구성된 펜시얀 복합사를 그리고 경사로써는 sheath-coretype의 온융착사 폴

리에스테르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된 직물에 한 열처리 특성 염색성을 검토하 다.

Ⅱ.연구방법

온융착사가 함유된 직물은 평직으로 경사는 sheath-coretype의 온융착사 PET 150D, 사

는 팬시얀으로서 심사 폴리에스테르150D,효과사 폴리에스테르100D3합,압사 온융착사 150D로

구성되어 있다.직물의 열융착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열처리온도 140～210℃ 범 에서 handy

pin기구를 사용하여 장력을 상태에서 1분동안 건열처리를 하 다.직물의 치수안정성은 열수

(100℃) pH 4.5,상온에서 2℃/min의 승온속도로 130℃까지 올린 후 이의 온도에서 60분간 처

리한 후,경, 사방향의 수축율로써 측정하 다.원사 직물표면의 열융착특성은 미경기능과

함께 화상분석이 가능한 VideoMicroscope(IT Plus,PlusWinCo)을 사용하여 찰하 다. 온

융착사 함유 펜시얀 직물의 염색은 분산염료 3종(C.I.Dispersered60,yellow54,blue56)을 사용

하여 상법에 따라 염색을 하 으며,염료농도의 변화 열처리의 유,무에 따른 염착거동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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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염색물의 염착거동은 CCM(DatacolorSpectraflashSF600)을 이용하여,360nm～700nm의

역범 에서 원 D65,10°조건으로 10nm의 장간격으로 측정하여 분 반사율곡선으로 평가하

다.

Ⅲ.결과 고찰

1. 온융착사 경사 온융착사 함유 팬시얀복합사 사

Fig.1은 미경기능과 함께 화상분석이 가능한 VideoMicroscope(IT Plus,PlusWinCo)을

사용하여 경사로써 사용된 sheath-coretype의 온융착사 폴리에스테르사와 사로써 사용된

온융착사 함유된 팬시얀복합사를 일부 풀었을 때의 표면상태를 나타낸 것이다.일반 으로 팬시얀

은 장식실,의장실 등으로 불리어지는 데,심사,효과사,압사 등 세 올로 구성되며,이들 구성성분

의 차별화에 따라 직물표면은 다양한 태와 표면특성을 갖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심사(①)로서

low shrinkagePET,효과사(②)로서 highmultiyarnPET,압사(③)로서 sheath-coretype의 LM

사가 용되었다.

①②

③

(A) (B)

[Fig.1]Surfacephotographofwarp(A)andweft(B)offabricsbyusing

compositefancyyarncontaininglow meltingPETFibers.

2.열융착성

Fig.2는 각각 경사, 사 이들을 사용하여 제직된 직물을 열처리(190℃×1min)후의 표면형

상을 나타낸 것으로 열융착에 의한 경화성이 부여됨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Fig.2]Surfacephotographofwarp(A)andweft(B)andfabric(C)byusingcomposite

fancyyarncontaininglow meltingPETFibersafterheattreating(190℃×1min.).

3.치수안정성

Fig.3은 열처리 유(190℃×60 ),무에 따른 비수(100℃)의 처리시간에 한 치수안정성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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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열처리한 시료는 수축율이 일어나지 않은 반면 열처리 하지 않은 미처리의 시료

는 1시간 처리시 경, 사방향으로 각각 9.5%,11.0%의 수축율을 나타내었다.Fig.4는 열처리 조

건을 달리한 시료를 상온에서 2℃/min의 승온속도로 130℃까지 올린 후 이의 온도에서 60분간 처

리했을 때의 치수안정성을 경, 사방향의 수축율을 나타낸 것으로 열처리온도가 높을수록 수축율

은 하하 다.

4.염색성

Fig.5,6,7은 열처리 유(190℃×60 ),무에 따라서 분산염료 3종(C.I.Disperse red 60,

yellow54,blue56)을 사용하여 상법에 따라 염색을 하 을 때 염착성의 차이를 분 반사율곡선으로

검토하 다.Fig.5,6,7에 따르면 열처리한 시료가 열처리 하지 않은 시료에 비하여 체 으로

분 반사율곡선이 장에 걸쳐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염착강도가 미소하게 감소하 다.

[Fig.3]Relationship between treating time

athotwater(100℃)and shrinkage

ofnone& preheattreating(190℃

×60sec)fabrics.

[Fig.4]Relationshipbetweenheattreating

temperatureandshrinkageofpre

heattreating fabrics atdyeing

temperature(130℃).

[Fig.5]Effectofconcentrationofdyeon

thereflectanceofnone& preheat

treating(190℃×60sec)fabricsdyed

withC.I.DisperseRed60.

[Fig.6]Effectofconcentrationofdyeon

the reflectance ofnone & pre

heattreating(190℃×60sec)fabrics

dyedwithC.I.DisperseYellow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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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Effectofconcentrationofdyeon

the reflectance of none & pre

heattreating(190℃×60sec)fabrics

dyedwithC.I.DisperseBlue54.

Ⅳ.결론

경사는 sheath-coretype의 온융착사(LM), 사는 팬시얀으로서 심사 폴리에스테르,효과사

폴리에스테르,압사 온융착사로 구성된 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된 직물에 해 열처리 유

(190℃×60 ),무에 따른 비수(100℃)의 처리시간에 한 치수안정성은 열처리한 시료는 수축율이

일어나지 않은 반면 열처리 하지 않은 미처리의 시료는 1시간 처리시 경, 사방향으로 각각

9.5%,11%정도의 수축율을 나타내었다.열처리 조건을 달리한 시료를 상온에서 2℃/min의 승온속

도로 130℃까지 올린 후 이의 온도에서 60분간 처리했을 때의 치수안정성은 열처리온도가 높을수

록 경, 사 방향으로의 수축율은 하하 다.

열처리 유(190℃×60 ),무에 따라서 분산염료 3종(C.I.DisperseRed60,Yellow54,Blue56)을

사용하여 상법에 따라 염색을 하 을 때 염색 열처리한 시료가 열처리 하지 않은 시료에 비하

여 체 으로 분 반사율곡선이 장에 걸쳐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염착강도가 미소하

게 감소하 다.

참 고 문 헌

1.Lee,J.E.,& Kim.H.J(2005).Synthesisandpropertiesofwaterdispersionpolyuretane

containingfluotine,J.PolymersocietyofKorea,29(2),172-176.

2.A.K.Sen(2001).CoatedTextiles.TechnomicPublishingCompany:Lancaster,pp.75-103.

3.Ji,M.K.,&,Lee,S.H(2009).DyeingofThermalBondingFabricsbyusing-Low-melting-point

BicomponentFilamentYayn-HeadTie-.J.Kor.Soc.Cloth.Ind.11(4),661-666.



- 290 -

P64

단백질처리제가 섬유의 물성변화에 미치는 향

권윤정1)‧강상모2)‧안 무3)

1)건국 학교 섬유공학과

2)건국 학교 미생물공학과

3)한성 학교 의류패션산업 공

1.서론

최근 지구의 환경에 한 인식이 높아져 여러 분야에서 효율 이고 친환경 인 방법들이 모색

되고 있다.섬유의 염색과 세척공정에서도 여러 가지 친환경 인 공정들이 논의되고 있다.그

의 하나가 효소를 이용하여 섬유를 가공하여 염색하거나 세정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동물에

서 추출한 효소는 분자 내 결합력의 응용으로 화학결합을 생성하거나 부수 인 활동을 한다.

Bacillussp.가 분비하는 protease는 다양한 기질에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며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고, 을 용해하는 성질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양모섬유는 화학 으로 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다.피질부는 균일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화학약품에 한 반응성이 큰 오르토층과 반응성이 약한 라층의 두 성분구조로 되어 양털

섬유가 곱실거리는 원인이 된다.품질은 크림 ,굵기,길이,탄력성, 택,빛깔 등에 의해 결정된

다.양모는 라틴 단백질의 열린 구조 때문에 염료의 흡착이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 으로 섬유는 산이나 알칼리로 처리하는데,산,알칼리에 의한 단백질계 섬유의 정련은 처리

조건이 까다롭고,섬유의 부분 괴 등이 나타나며 뛰어난 섬유의 품질개선을 해서는 한계가 있

다고 생각된다.

섬유의 개질과 가공효과에 한 연구는 많이 되었지만 로테아제를 처리한 양모에 한 연구는 그

리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는 protease로 단백질계 섬유인 양모섬유에 처리하여 섬유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

다.단백질계 섬유를 효소처리를 함으로서 단백질 오구를 제거하여 개선된 품질의 섬유를 얻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섬유에 어떠한 물성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강신도 세척성

등을 비교,분석하 다.

2.실험

1)시험포 시약

시험에 사용한 시험포는 염색 견뢰도 시험용 직물(KSK 0905)을 사용하 다.단백질 처리제로

는 알카리 로테아제를 사용하 으며,그 외의 시약은 특 시약을 사용하 다.

2)실험방법

오구포를 시험포를 신선한 우 에 침지시켜 1분간 균일하게 침투시켜 자연건조한 것을 사용하

다. 한 우 오구포를 올 인에 침 시켜 단백질과 지질의 혼합오구포를 만든 다음 자연건조한

후 오 에서 열처리하여 오구포를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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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척방법은 각 오구포를 세액에 넣고 세척시와 같은 조건에서 5분간 헹군 후 자연건조 하 다.

직물의 인장 강도 실험 방법

인장강도는 인장강도 시험기(Instron,modelno.4468)를 사용하여 KSK 0520에 규정된 시험법

을 이용하 다.

3)세척률 평가

색차계(Color-Eye3100,MacbethInc)를 사용하 고 세척률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하 다.

세척률(%)=(Rw -Rs)/(Ro-Rs)X100

여기서,Ro:원포의 표면반사율

Rs:오염포의 표면반사율

Rw :세척포의 표면반사율

3.결과 고찰

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능도 뛰어나므로 양모에 처리하여 오구를 제거하 다.효소처리를 한

양모를 찰한 결과 양모 시료에 단백질과 지질의 오구가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다.효소를

시간별로 처리한 후 각 시료를 학 미경으로 찰한 결과,반응시간 증가에 따라 오구의 양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Protease처리 후 양모시료의 인장강도 변화

단백질처리효소로 양모를 반응시킨 결과,양모의 경우 인장강도의 변화는 미미하 다.양모를

구성하는 α- 라틴은 α-나선구조이며,α- 라틴과 2차 구조가 다른 β- 라틴은 지구조이다.이

러한 양모의 구조는 α-β 이는 가역 이어서 β- 라틴은 인장력을 제거하면 로 수축하여

α- 라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인장강도에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2)단백질 오구의 세척성

세척액에 첨가한 단백질처리제의 농도가 단백질 오구포의 세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단백질처리제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정 농도까지는 세척률이 격이 증가하나 그 이상의 농

도에서는 세척률의 증가가 둔화되어 완만한 곡선을 이루었다.이는 단백질 처리제가 오염제거에

요한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단된다. 한 섬유별 세척률을 비교할 때 천연섬유가 합성섬유의

직물보다 세척률이 낮게 나타났다.

세척액에 첨가한 단백질 처리제가 지질의 오구의 세척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세척률

을 알아본 결과,단백질 처리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척성이 증가하 으나 일정 농도이상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 역시 단백질 처리제에 의해 오구가 가수분해되어 탈락

되는 상으로 생각된다.

4.결론

단백질처리제로 양모를 처리하여 강신도와 세척성 등의 변화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양모는 표면에 붙어있던 단백질 성분의 오구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스 일이 일부에

서 제거되어 매끄럽게 된 표면을 찰 할 수 있었다.인장강도는 효소처리한 시험군과 조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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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거의 차이가 없어,효소에 의한 인장강도의 변화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단백질

처리제의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양모의 표면의 오구가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지질오구의

제거도 동반되었다. 한 처리한 농도를 증가할 경우 일정 농도까지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세척률

도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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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5

미세공간형성물에 의한 염액폐수의 정화에 관한 연구

권윤정1)‧안 무2)

1)건국 학교 섬유공학과

2)한성 학교 의류패션산업 공

1.서론

오랫동안 성장 주의 산업정책에 의해 환경에 한 문제는 소외되었다.그러나 최근 시민들이

환경에 한 문제에 을 돌리게 되어,시민의 환경개선과 생활의 질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

다.그 에서도 각종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의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섬유공업에서는

염색폐수의 정화가 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하천의 주요 오염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오염물 의 하나가 염색폐수다.염색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는 염료,

호제,계면활성제를 비롯해 많은 물질들이 섞여 있다.특히 염료는 염색폐수에서 가장 쉽게 에

띄는 주요 구성 물질이다.실제 염색폐수의 경우 농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가시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색소로 인해 외 상 심각한 심리 향을 주고 하천에 배출될 경우 확산이 심하여 일 을

흡수하고 미생물에 의한 자연정화작용을 방해하여 하천의 오염도를 증가시킨다. 한 염색공업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용수 소비형의 산업이다.염색용수의 수질은 제품의 질에 큰 향을 미치므로

용수의 재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사용한 물은 정화처리를 한 후에 하천이나 강을 통해 배출

되고 있다.따라서 염색폐수의 경우 요 구성물인 잔류염료는 외 은 물론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공업용수의 약을 해서도 염색폐수의 정화는 염색공업에서는 단히 요한 공정이다.

염색폐수의 처리방법은 크게 물리 방법과 화학 방법으로 나 수 있다.물리 처리방법으

로는 스크린을 이용한 방법과 침 는 여과하거나 흡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흡착에 의한

처리는 화학 ,생물학 으로 처리되지 않는 낮은 농도의 유해물질을 고체표면에 흡착시켜 처리하

는 것으로 일반 으로 활성탄이나 제올라이트 등을 사용하고 있다.사용하고 있는 염료 직 염

료는 특히 쉽게 염료를 구할 수 있고 용매로 물을 사용하고 있어 염색공장에서 는 일반 염색에

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본 연구는 염색폐수의 처리과정 1차 처리에 해당되는 흡착의 과정에서

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에 미세공간이 많이 형성되는 흡착체를 이용하여 흡착능력을 실험한 것

이다.염색폐수의 정화능력은 자외선‐가시선 분 도계를 이용해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분

석하 다.

2.실험

2.1.시료

염료는 시 의 직 염료를 선택하여 실험했다.폐수처리용 시료로는 일정크기의 고운 흙과 실리

카겔 그리고 다공성 구형토기를 이용했다.시료로서의 흙은 화단의 흙에서 식물을 제거하고 채취

하여 고운 체로 잘 걸러낸 뒤 다량의 물을 넣어 에 뜨는 상층부의 유기물과 불순물을 없앤 후

80℃에서 5시간 동안 건조한 흙을 사용하 다.실리카겔은 화학제품의 시 품을 사용하 고,세

라믹은 직경 5mm의 세라믹 비드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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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인공 염료폐수의 조제와 pH변화

물 1000ml에 염료 20mg을 첨가하여 20℃에서 5분간 진탕하여 인공 염색폐수를 만들었다.

한 pH변화에 의한 염료의 흡착성을 실험하기 해 1N의 HCl과 NaOH를 사용하여 pH를 4에서

11까지 변화시켜 20℃에서 1분간 진탕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최 흡수 장에서의 흡 도의 변화

를 측정하 다.

2.3.분석방법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만든 인공 염색폐수 20mL를 작은 유리병에 넣고 여기에 흙,실리카겔,

그리고 세라믹 비드를 각각 2g씩 집어넣고 20℃에서 1분간 진탕하고 실온에서 24시간 는 72시

간을 방치한 후 상등액의 흡 도를 측정하여 그 최 흡수 장에서의 흡 도를 구하 다.흡 도의

측정은 가시 자외선 분 도계(Heliosα,Unicam)를 이용하여 측정했다.

3.결과 고찰

인공염색폐수의 정화정도를 알기 해 직 염료의 흡 도를 구하 고,흡착체에 따른 흡 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해 미세공간 형성체인 흙과 세라믹 비드 그리고 실리카겔을 시간 별로 흡착

처리하 을 때의 인공염색폐수의 흡 도를 구하 다.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에 해 고운 흙은

실리카 겔이나 세라믹 비드에 비해 강한 흡 도의 하를 가져왔다.직 염료는 시간의 경과에 따

라 완 흡착에 의한 강한 흡 도의 하를 볼 수 있다.이런 흡 도 하의 경향은 세라믹 비드

나 실리카겔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세라믹 비드나 실리카겔로 직 염료액을 24시간 처리하 을

때,흡착에 의한 침 효과로 낮은 흡 도를 나타냈다.이는 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에 해 고운

흙이 강한 흡 효과를 갖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염료가 흡착체에 의해 흡착되는 것은 염료와 흡착체의 표면에서의 흡착작용이나 표

면의 하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직 염료에 비해 강한 이온성을 띄는 산성염료나 반응

성 염료보다 직 염료의 흡 도 하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따라서 직 염료액의 흡착체에 의한

흡 도의 변화는 표면의 하에 의한 요인보다는 무기물질 표면의 흡착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

다. 한 흙이 다른 무기 흡착체에 비해 더욱 강한 흡착력을 보이는 것은 흙의 입자가 다른 흡착

체에 비해 가장 작아 흡착에 필요한 표면 을 상 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흡착시간에 의한 흡 도의 변화를 알아 보기 해 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를 각각 72시간씩 처리

하 을 때의 흡 도의 변화를 알아보았다.염료는 체 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흡 도가 낮아

지는 경향을 보인다.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에 해 고운 흙으로는 24시간 처리하는 것으로 거

의 모든 염료 입자를 흡착 침 하 고,세라믹 비드나 실리카겔에서는 흙에 비해 약간 낮은 흡착

력을 나타냈다.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를 세라믹 비드나 실리카겔로 72시간 처리한 경우의 낮은

흡 도를 보여 많은 흡착침 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직 염료를 세라믹 비드로 72시간 처리

하 을 때 흡 도가 낮게 나타나 거의 완 한 흡착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고,세라믹 비드는 시

간이 경과할수록 많은 양의 직 염료를 흡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의

pH변화에 의한 흡착 향을 알아보기 해 pH를 4에서 7까지 변화하 을 때,직 염료의 흡 도는

1.83에서 1.87로 나타나 실험한 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는 pH와 상 계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4.결론

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를 만들어 미세공간 형성물질의 정화능력을 측정하기 해 고운 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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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겔 그리고 다공성의 세라믹 비드를 이용하여 폐수를 정화하고 자외선‐가시선 분 도계

로 흡 도를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에 해 미세공간 형성물질은 강한 흡착력과 정화능력이 있다. 한 선

정한 직 염료의 인공염색폐수에 한 고운 흙과 실리카겔,그리고 세라믹 비드의 흡착능력을 비

교하 을 때,일반 으로 고운 흙이 실리카겔이나 세라믹 비드에 비해 흡착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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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6

의류섬유 아이템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모색

나 주‧한동일

인하 학교 의류디자인학 공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나,지구 환경의 변화,생태 환경의 괴,환경호르몬의 배

출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인체건강 문제가 도출되었다.즉 일상 생활이 편리해지고

정보화, 로벌화로 경제 ,문화 수 이 향상됨에 따라 인간의 삶은 이제 단순한 생존을 한 것이 아닌

건강하게 사는 질 인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기와 물,토지의 오염을 막기 한 Green운동이나 재의

화두인 지속가능성 등은 결국은 자기 자신과 후손의 건강에 한 심과 연결되어 있다.건강에 한 심

증 는 여러 학문 분야에도 반 되어 ‘건강’은 활발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는데,우리의 최인 환경(the

nearestenvironment)인 의복도 건강을 한 요한 분야이며 자원 소비 생활과도 하다.따라서 소비자

들은 환경에 한 심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가치에 한 지혜로운 소비’에 을 두게 되었다.짧은 시

간,수많은 변화 속에 ‘진정한 가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환경 친화 인 제품을 추구하게 되어 로하스(LOHAS,

LifestyleofHealthandSustainabiluity)를 제창하 다(Go.J.W.etal,2010).지속가능성이란 미래 세 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존하면서 세 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다.환경,경제,사회 양

상의 연속성에 련된 체계 개념으로서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지구 체에 이

르는 환경 요소들을 즉 생태의 작용,기능,생물 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 문명과

인간 활동,즉 사회를 구성하는 수단이다 (각종 사 ,2011).

보통 의류는 체 제품 수명 20회 정도 세탁되고 건조되는데, 부분의 환경 향은 직물의 생성,가

공,생산 단계나 마지막 폐기 단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탁 단계에 기인한다.폴리에스터 블라우스는 세탁

과 건조시 처음 제품을 만드는 단계보다 6배 많은 에 지가 사용된다.즉 블라우스 세탁횟수를 반만 여도

기오염과 고형폐기물 생산 감소와 유사한 효과를 내며 체 에 지 소비를 거의 50% 정도 감할 수 있으

므로 자주 입고 세탁이 빈번한 속옷은 1종류의 합섬으로,폴리 로필 과 같은 렴하므로 용융 소독,재

활용이 가능하도록 1회용품 의복으로 생산하도록 한다.

폴리에스테르 외의류는 DesignForRecycle,DesignForDisassembly를 이용하도록 한다.애 에 재활용

을 한 목 으로 제품 생산시부터 해체가 용이하거나 해체가 불필요하게 기획하는 것으로서 주로 생산 항목

검색과 분리가 쉬운 제품,순수재료 사용 등이다.혼방보다는 1종의 섬유 텍스타일제품,재단,부식,본딩기술

들은 재 사를 쓰지않는 제 합기술이며 제품수명 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품의 빠른 분해를 돕는다.

100% 폴리에스테르를 재료 팔 트로서 원단이외의 부자재,즉 지퍼,스냅,여 부속,라벨,실,스토퍼,단추

등을 모두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면 속이나 다른 재활용 물질들을 따로 분류할 필요도 없다.

과거에는 옷 가격에 비해 인건비가 낮아서 옷을 수선해서 재사용하 으나 재에는 량생산에 의해 공

이 넘쳐나고 옷 가격에 비해 인건비가 고가이며, 소비주의가 팽배하고 소유가 개인 추구 행복이라는

개념이 지배하고 있다. 90%에 해당되는 지구상의 제품이 생산되어서 사용되고 폐기되기까지는 평균 3달

이 채 안 걸린다고 한다.조각 천 수집가 재생 털실제조업자들은 수백년 동안 섬유를 재생하고 재사용해왔으

며 개인들도 여러 세 를 이어 집안에서 쓰는 천과 의복들을 재사용하고,고치고,수선해 왔다. 편성물은

실을 다시 풀어서 새로운 스웨터를 짜는 데 용이하다.텍스타일 재료비와 의복이 노동력에 비해 비 기 때문

에 직물은 정성스 리되고 수리되었다.가정에서는 닳은 칼라와 커 스 교체방법,바지와 재킷을 깁는 방

법,구멍난 부분 짜깁기 기술,낡은 커텐은 학생복으로 낡은 침 시트는 먼지털이개로 재사용되었다.따라서

양모 코트나 양복류는 쉽게 재염색되는 흰색이나 밝은색의 텍스타일로 생산하도록 하며 입고나서 지겨워지면



297

디테일이나 스타일링 고치기,형태 변형,장식,오버 린 ,해체,재 구성,재 재단 등과 같은 수많은 기법들

을 사용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수선하도록 한다.이를 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수도 있고 부속품,액세서리를

끼워 매하는 아이디어도 가능할 것이다.즉 심리 으로 헐어져 더 이상 수명이 연장되지 못하는 옷에 새로

운 가치와 삶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고의류를 단 하나뿐인 자기만의 패션제품으로 변형시키는 재작업,재구

조화 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수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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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7

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물의 염색특성

- 면직물에 대한 염색성 -

남기연‧이정순

충남 학교 의류학과

1.서론

사회는 친환경 웰빙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물질의 실용화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염색에 한 연구와 친인 인 염료 소재 개발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향나무(JuniperuschinenesisLinne.)는 목부를 향목,백단,백 ,심재를 자단향이라

하며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상록수이다.향나무는 향기가 나는 나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향기는 매우 맑은 향기여서 민간 한의학에서 다양한 증상의 약재와 향재로 쓰이고 있

다. 로부터 해충이 꼬이지 않고 공기를 청정하게 하므로 시골의 우물가에는 개 향나무를 심었고,

향나무 목재로 만든 가구는 향기가 좋은 것은 물론 조직이 치 하고 결이 곧고 윤이 나며,향이 나는

물질이 몸에 좋다고 하여 더욱 인기가 있었고,향나무 상자나 궤짝에 귀 한 서류나 책,옷을 보 하

면 벌 가 생기지 않았다. 한,향나무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부정을 씻어주는 정화기

능을 가진 신비의 나무라 하 고,발향제로 부인들의 속옷 에 늘어뜨리는 장신구에 사용되었다.향

료,고 조각재,가구재 등으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자연건강요법으로 신선한 공기와 나무

가 내뿜는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흡입하여 심신의 스트 스를 해소하는 향나무 체험 삼림욕 등이 알

려져 있다.피톤치드,테르펜 등의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밝 지면서 향나무 심재 추

출물에 한 의약계,피부미용계,웰빙 인테리어 소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폴 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심재의 폴리페놀 화합 심재항염,항암,항균,항

알러지,노화방지 심장질환 등을 방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범 한 약리학에 활성을 나타내어

식품,의약품,화장품,향료등 다양한 분야에 활신선한 있다.약리실험에서 독성을 어 주는 해독작

용,이뇨작용,살균작용이 밝 졌으며 종기,습진두드러기,부스럼,상처 등 피부병 치폌놀 효과가 있

고 한의학에서는 구토와 설사,감기, 염,배뇨장애,세균성 질환 등에도 향나무를 달여서 복용한

다.향나무에 한 연구로는 성분분석과 생리활성 등에 한 의약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항산화,항균활성 등 약리작용에 연구가 최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측백나무 속에 속하는 나무들은 부분 정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향나무를 비롯한

수종을 이용한 직물에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나 최근에는 측백나무 수종의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나무심재 천

연염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메탄올을 추출용매로 하여 면직물에 한 염색성을 살펴보았다.

2.연구방법

2.1시료 시약

실험에 사용된 향나무 심재는 공 품 제작과정에 생기는 톱밥을 사용하여 메탄올 추출을 하

으며 직물시료는 100% 면직물을 정련하여 사용하 다.매염제로는 Cu,Fe,Sn매염제를 사용하

고 pH조 시약으로는 Aceticacid,NaOH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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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염 료

메탄올을 이용하여 염료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향나무 톱밥 500g이 충분히 잠길 만큼 분량의

메탄올 100%를 넣어 상온에서 48시간 추출,여과하여 같은 방법으로 3회 반복 추출한 후 합한 추

출액을 감압여과 농축하여 진공건조기로 건조하여 사용하 다.

2.3염 색

면직물에 한 향나무심재의 메탄올 추출물에 한 염색성을 살펴보기 해 염색 매염 욕비

를 1:50으로 하여,60℃에서 30분간 염색하 으며 염액은 에탄올 20%에 염료를 용해시킨 후 증류

수 80% 혼합한 용액을 염액으로 하여 염색하 다.염료농도,염액온도,염색시간,염욕의 pH,매염

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염색하 으며 염료농도는 0.1%,0.5%,1%,2%,3%,5% 염액의 온도는

20℃,40℃,60℃,80℃ 염색시간은 10분,20분,30분,50분,70분,100분,염욕의 pH는 3,5,6.5,8,

10,매염제는 Cu,Fe,Sn매염제를 이용하여 0.1%,0.3%,0.5% 농도로 하여 후매염을 실시하 다.

2.4측 색

염색시료의 염착량과 색 측정을 해 원 D65, 측시야 10o에서 Colorreader(JS-555,C.T.S

Corp.,Japan)를 사용하여 흡수 장 400nm에서 피염물의 표면반사율을 구하여 Kubellka-Munk식

에 의하여 K/S값을 산출하여 염색포의 염착 량으로 하여 평가하 으며,Munsell의 H V/C,CIE

L*a*b*를 측정하 다.

3.결과 고찰

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 염색 직물의 색상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모두 연한 분홍색에서 진한

분홍,자색 등 색계열의 다양한 색상을 나타냈으며 표면색을 측정한 Huevalue를 살펴보면 Y,

YR계열의 다양한 값을 나타냈다.색소의 농도가 면직물의 염착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농도

의 증가에 따라 염착량은 계속 증가하 으며 0.1%농도에서 K/S값이 0.6435이었으며 3%농도에서

는 3.716으로 나타났다.그러나 3%,5%에서는 염착량의 수치는 높게 나왔으나 염료의 량에 비해

염료를 용해시키는 에탄올의 양이 어 균일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염색 시간의 증가에 따른 염

챡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0분 염색 시 염색포 표면의 K/S값이 1.391,50분 염색 시 K/S값이

1.699,100분 염색 시 2.156으로 나타나 염색시간의 변화에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염색 온도의 증가에 따른 염챡량은 20℃에서의 K/S값이 1.201,80℃에서 K/S값이 1.802로 염착량

이 미미한 증가치를 나타내어 온도에 따른 염착량의 변화가 매우 낮은 경향을 보 다.pH의 변화

에 따른 염챡량을 살펴보면 pH8까지 염착량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pH10에서 격히 감소하 다.

매염제의 종류에 따른 염색포의 표면색상 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리 매염포의 Huevalue는

3Y 내외로 황갈색을 나타났으며 철 매염포의 H Value는 1GY 내외의 값으로 어두운 녹색기미

를 띄는 색을 나타냈고 주석 매염포의 색상은 5Y내외의 색상으로 황색기미가 강한 색상을 나타

냈다.구리,철 매염포는 매염제의 농도가 색상 변화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철매염 시에는 매염농도가 증가할수록 색상이 짙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과 같이 향나무

심재는 추출용매 별로 다른 색상을 발 하고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

는 다색성 염료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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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면직물에 한 염색성을 살펴본 결과 무매염포는 다양한

농도의 색계열의 R,RY계열의 색상을 나타냈으며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발 하

다.따라서 향나무 심재 추출물을 이용한 다색성 염료로서의 활용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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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8

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물의 염색특성

- 견직물에 대한 염색성 -

남기연‧이정순

충남 학교 의류학과

1.서론

최근 쾌 하고 생 인 고기능성 섬유제품을 선호하며 미생물의 번식억제와 생 인 항균․

항 알러지․소취․태․보습․방향 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천연염색과 천연염료에 한 심이

증가되면서 다양한 천연추출물을 이용한 염료와 염색방법이 개발되고 있다.세계 으로 치유효과

가 탁월한 치료제들 에는 식물에서 추출된 약재들이 많으며 의약품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수많

은 염원과 신화 상징 인 의미와 함께 인류의 종교의식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로부터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물을 민간약재로 리 이용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민간약재로 이용되어 왔다.인체건강이나 피부미용,부패 미생물에 한 항균제,항암제,

항산화제,피부 미백제 노화방지제,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의 기능성 소재에 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측백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들의 피톤치드,테르펜 등의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밝 지면서 편백의 정유 등 향나무와 같은 과에 속하는 나무들의 추출물에 한 의약계,

피부미용계,웰빙 인테리어 소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환경,스트 스,

기후변화,서구화된 생활습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알 르기성 질환 아토피

피부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항균성과 항산화성이 있는 천연 추출물과 아토피 피부염에

한 In-vivo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편백과 같은 과에 속하며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나무로 알려진 향나무는 산림욕 효과와 함께

항균 기능성으로 진드기퇴치,향균,탈취기능 등이 이미 알려져 있다.의복은 제 2의 피부라고도

하며 인체와 환경의 간에 치하여 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향을 완화시키는 의복의 소재는 그

기본 인 기능 뿐 아니라 건강의 유지 증진과 쾌 한 생활에도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의 소재는 심리 ,보호 기능 등 기본 기능에서 벗어나 기능성 소재개발을 한

연구가 계속 발 하고 있으며 천연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한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그러나 아직도 향나무 추출성분을 이용한 천연염색 직물의 기능성과 이를 실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실질 인 연구가 미비하여 그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 본 연구를 통

하여 향나무심재 메탄올 추출물의 견직물에 한 염색특성을 살펴보았다.

2.연구방법

2.1시료 시약

실험에 사용된 염재인 향나무 심재는 시 공 조각품 제작과정에서 생기는 톱밥을 사용하여

메탄올 추출을 하 으며 직물시료는 100% 견직물을 정련하여 사용하 다.매염제로는 Cu,Fe,Sn

매염재를 사용하 고 pH조 시약으로는 Aceticacid,NaOH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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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염 료

염료추출 방법으로는 향나무 톱밥 500g이 충분히 잠길 만큼의 메탄올 100%에 48시간 상온 추

출 후 여과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 반복 추출한 용액을 감압여과 농축시켜 진공건조기로 건

조,분말화하여 염료로 사용하 다.

2.3염 색

향나무심재의 메탄올 추출물의 견직물에 한 염색성을 살펴보기 해 염색 매염 조건은 욕

비1:50으로 60℃에서 30분간 염색하 으며 염색은 에탄올 20%에 염료를 용해시킨 후 증류수 80%

혼합한 용액을 염액으로 하여 염색하 다.염료 농도,염액온도,염색시간,염욕의 pH,메염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염색하 으며 염료농도는 0.1%,0.5%,1%,2%,3%,5% 염액의 온도는 20℃,

40℃,60℃,80℃염색시간은 10분,20분,30분,50분,70분,100분,염욕의 pH는 3,5,6.5,8,10매염

제로는 Cu,Fe,Sn를 이용하여 0.1%,0.3% 0.5% 농도로 후 매염을 실시하 다.

2.4측 색

염색시료의 염착량과 색 측정을 해 원 D65, 측시야 10o에서 Colorreader(JS-555,C.T.S

Corp.,Japan)를 사용하여 흡수 장 400nm에서 피염물의 표면반사율을 구하여 Kubellka-Munk식

에 의하여 K/S값을 산출하여 염색포의 염착량으로 하여 평가하 으며,Munsell의 H V/C,CIE

L*a*b*를 측정하 다.

3.결과 고찰

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 염색 직물의 색상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모두 연한 분홍색에서 진한

분홍,자색 등 뚜렷한 색계열의 다양한 색상을 나타냈으며 표면색을 측정한 Huevalue를 살펴

보면 Y,YR계열의 다양한 값을 나타냈다.색소의 농도가 견직물의 염착량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면 농도의 증가에 따라 염착량은 매우 증가하 으며 0.1%농도에서 K/S값이 2.302이었으며 3%

농도에서는 11.009으로 나타났다.그러나 3%,5%에서는 염착량의 수치는 높게 나왔으나 염료의

량에 비해 염료를 용해시키는 에탄올의 양이 어 균일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염색 시간의 증가

에 따른 염챡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10분 염색 시 염색포 표면의 K/S값이 3.589,50분 염색 시

K/S값이 5.255,100분 염색 시 8.323으로 나타나 염색시간의 변화에 큰 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염색 온도의 증가에 따른 염챡량은 20℃에서의 K/S값이 의 변03,80℃에서 K/S값이 윷 848로 염

착량이 큰 증가치를 나타내어 온도에 따른 염착량의 변화가 매우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pH의 변

화에 따른 염챡량을 살펴보면 pH 6.5까지 염착량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pH 8에서 감소하 으며

pH 10에서는 K/S값이 pH 8보다 2이상 격히 감소하 다.매염제의 종류에 따른 염색포의 표면

색상 한 다양하게 나타났다.구리,철 매염포의 색상을 살펴본 결과 매염제의 농도가 색상 변화

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철매염 시에는 매염농도가 증가할수록 색상이 짙

어지는 수치로 나타났으나 0.1% 매염농도에서도 짙은 카키색을 나타내고 0.5%매염제의 농도와 콘

색상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따라서 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에 한 염색

성이 우수하며 매염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색성 염료로 확인 되었다.

4.결론

이상과 같이 향나무 심재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의 염색성을 살펴본 결과 염색포의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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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뚜렷한 색으로 나타났으며 농도별로 다양한 R계열의 값을 보 고 매염제에 따라 다양한

색상을 나타내는 다색성 염료로 확인되었으며 견직물에 한 염색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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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9

가면극 ‘소라별 이야기’ 의 무대의상 연구

- 보가티료프(P. G. Bogatyryov)의 이론을  중심으로 -

김장 ‧김 삼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가면극은 제례(制禮), 는 이니에이션(initiation)의 의례 등과 같은 토템신앙과 함께 해왔으며,

이탈리아의 코메디아 델라르테,일본의 노(能)등 확립된 극의 장르로서 계승되고 있다. 한,

1997년 로드웨이에서 연을 시작한 뮤지컬 ‘라이언 킹’도 가면을 활용한 표 인 공연이라고

할 수 있으며,다양한 장르에서 가면극은 창조 인 술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본 연구와

련된 최근 선행연구에 해 살펴보면 가면극과 무 의상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가면극의 특성에 따라 그에 합한 무 의상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2회 유네스코․국제극 술 회(ITI)세계연극 학연맹 공식참가작인 창작가면

연극 ‘소라별 이야기’를 상으로 가면극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해 고찰해보고, 가면극의 특성

에 입각하여 무 의상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가면극에 한 이론 고찰로써 문헌 연구를 통하여 가면극에 하여 고찰하고,

두 번째,러시아의 학자 보가티료 (P.G.Bogatyryov)가 제시한 연극에서 가면의 역할에 따라 무

의상 디자인 도출의 기 을 마련하 다.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직 참여한 ‘소라별 이야기’공연

의 무 의상디자인을 디자인 도출 기 인 모호성(模糊性),유희성(遊戱性),가장성(假裝性)에 입각

하여 고찰하 다.

모호성은 여러 뜻이 뒤섞여 있어 정확하게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기 어렵다는 의미로써 ‘소라별

이야기’의 무 의상은 인물별 시 의상의 혼용 의상 소재와 색채의 비를 통하여 여러 가

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요소의 결합에 의한 환상 인 표 효과를 나타내었다.

동수,땜방, 장은 여러 한복의 시 별 의상을 혼용하고 자연의 색상을 연하게 염색하여 디자

인하 으며,소라와 창석의 경우 흰색블라우스와 연분홍색 원피스,창석은 체크무늬의 바지와 붉

은색계열의 체크무늬 셔츠,베 모를 착용시켜 무 에서 의상을 통하여 체 으로 시 모

호성을 나타냄으로써 무 에서 상상 속의 환상 인 분 기를 표출하 다.

유희성은 비일상 인 존재를 출 시킴으로써 오락과 카타르시스의 기능을 갖는다는 의미로써

똥개역할의 무 의상을 개의 발자국이 힌 한복의 바지와 털조끼,털토시를 매치하여 인간과 동

물의 간단계인 반인반수의 이미지를 의상을 통하여 표출함으로써 유희성을 나타내었다.

가장성은 얼굴이나 몸차림 따 를 알아보지 못하게 바꾸어 꾸민다는 의미로써 땜방, 장,창석

의 배역이 물의 요정의 역할을 함으로써,흰색가면의 환과 본래 배역의 의상 에 흰색 슈

트를 착용시켜 원래 배역의상의 은폐를 통하여 상상속의 극장면 속에 다른 시․공간의 극구조

에 한 변환을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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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무 의상은 극 배역을 시각화하는 역할 이외에도 공연의 특징에 따라 그 이상의

의미를 무 에서 표출해야한다.다양한 장르에서 실험 인 창작공연이 기획되어짐에 따라 무

의상 한 그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표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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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0

한국여성의 체형에 대한 감성 연구 

김애경1)‧임지 2)

1)동명 학교 뷰티 어학과

2) 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Ⅰ.서론

체형은 외모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 지속 이고 구체 인 심의 상이 되어왔다(김덕하,김

경화,2010).특히 20 여성은 외모에 심이 높아 자신의 체형에 많은 심을 가지며,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 인 체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른 연령 에 비해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신체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박우미,2000;박재경 외,2010).

외모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 으로 용하며, 인 계에도 큰 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여성의

체형에 한 감성 연구와 이러한 체형 감성으로부터 도출된 결과를 의복을 비롯하여 자동차,가

구,신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며,다양한 체형 감성특성은 out-size제품의 생산설계에

기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즈코리아(산업자원부 기술표 원,2010)에

서 분류한 한국 여성의 체형에 하여 20 여성이 타인의 체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한 감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설문조사는 2012년 3월2일-2012년 3월 30일에 걸쳐 20 여성 91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체

형 사진 자극물은 사이즈 코리아(산업자원부 기술표 원,2010)에서 제시한 한국 20 여성의 체

형 5유형을 기 자료로 Clo3D 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바타로 제작하여 사용하 다.설문지는 선

행연구(김애경,2002;김애경,2010;이 이,2004)를 바탕으로 작성한 22개의 감성 형용사를 사용

하여 7 양극 척도로 작성하 다.각 체형의 특징으로 A 타입 체형은 표 체형과 비교해 보면

몸통이 가늘며 보통 비의 매우 처진 어깨,긴 팔,큰 머리,짧은 엉덩이길이,긴 지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B타입은 표 체형에 비해 몸통이 굵으며 팔과 총길이가 긴 특징이 있으나 어깨

비와 엉덩이길이는 보통이고,C타입은 표 체형과 같은 굵기의 몸통,매우 넓은 어깨,짧은 팔의

특징이 있으며 엉덩이길이는 보통이며,D 타입은 가는 몸통,매우 좁고 추켜진 어깨,짧은 팔,약

간 긴 엉덩이길이와 약간 짧은 지체가 특징이며,E타입은 표 체형이며,어깨폭과 엉덩이 폭이

비슷하며,약간 마른형태이다.자료분석은 SPSS20.0program을 사용하여 신뢰도,요인분석,분산

분석 등을 사용하 다.

Ⅲ.결과 고찰

1.한국여성 체형에 한 감성의 특성

한국여성체형에 한 감성 평가 어휘에 한 신뢰도는 Cronbach́s알 값이 0.92로 나타나 내

일 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각 감성 평가 어휘에 한 특성을 살펴보면,강렬한(무난한)은 B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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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가장 강하게 인지하고,고 스러운(고 스럽지 않은)은 표 체형을 고 스럽게 B타입을 고

스럽지 않게 인지하고, 은(나이든)은 E타입을 은 모습으로 C타입을 나이든 것으로,단정

한(단정하지 않은)은 E타입을 단정하게 B타입을 단정하지 않은 모습으로,매력있는(매력없는)은

E타입을 매력있게 B타입을 매력없는 모습으로,보기좋은(보기싫은)은 E타입을 보기 좋게 B타

입을 보기싫은 모습으로,세련된( 스러운)은 E타입을 세련되게 B타입을 스러운 모습으로,우

아한(천박한)은 E타입을 우아하게 인지하며,B타입 한 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 체 으

로 천박하게 보이는 체형은 없음을 알 수 있다.자연스러운(어색한)은 E타입을 가장 자연스럽게

인지하고,특이한(평범한)은 B타입을 아주 특이하게 A 타입을 평범한 모습으로,화려한(수수한)

은 E타입을 가장 화려하게 A 타입을 가장 수수한 것으로,좋아하는(싫어하는)은 E타입을 가장

좋아하며 B타입을 가장 싫어하는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당당한( 축된)은 E타입을 당

당하게 인지하며, 체 으로 수 차이가 어 축되게 보이는 체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유쾌한(불쾌한)은 E타입을 유쾌하게 보이며,다른 체형 한 수 차이가 어 불쾌하게

보이는 체형으로,활동 인(정 인)은 E타입을 가장 활동 으로 인지 하며,다른 체형과의 수

차이가 어 정 으로 보이는 체형은 없는 것으로,산뜻한(칙칙한)은 E타입은 산뜻하게 B타입을

칙칙한 모습으로,멋있는(멋없는)은 E타입을 멋있게 B타입을 멋없는 모습으로,날씬한(뚱뚱한)은

E타입을 날씬하게 B타입을 뚱뚱한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으며,C타입과 수 차이가 극히 어

C타입 한 뚱뚱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원한(답답한)은 E타입을 시원하게 C

타입을 답답하게 인지하고,품 있는(품 없는)은 E타입을 가장 품 있게 인지하지만 다른 체형

들은 수 차이가 어 품 없게 인지하는 체형으로,건강한(허약한)은 반 으로 높은 수로

나타나 허약하게 보이는 체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므로 20 가 선호하는 체형은 E타입이

며,좋아하는 감성 형용사에서도 E타입이 높은 수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의 체형 미의 기

이 E타입임을 알 수 있다.

2.한국여성 체형에 한 감성의 구성 요인

한국여성체형에 한 감성의 구성 요인을 알아보기 해 요인 분석한 결과,3개의 요인으로 제1요

인은 45.03%,제2요인은 10.05%,제 3요인은 9.99%으로 총 설명율은 65.08%으로 나타났다.제1요

인은 날씬한-뚱뚱한,보기좋은-보기싫은,세련된- 스러운,멋있는-멋없는, 은-나이든,가벼운-

무거운,좋아하는-싫어하는,산뜻한-칙칙한,시원한-답답한,고 스러운-고 스럽지않은,매력있는

-매력없는,유쾌한-불쾌한,우아한-천박한,품 있는-품 없는,단정한-단정하지않은,당당한- 축

된,활동 인-정 인 등으로 나타나 매력성 요인으로,제 2요인은 건강한-허약한,자연스러운-어색

한 등으로 나타나 매력성요인으로,제 3요인은 특이한-평범한,강렬한-무난한,화려한-수수한 등으

로 나타나 특이성요인으로 명명하 다.요인 수가 높을 수록 매력성요인에서 날씬하고 보기좋으

며,세련된 것으로 20 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고,활동성요인에서는 건강하고 자

연스러운 것으로 지각되어지고,특이성요인에서는 독특하고 강렬한 감성으로 지각되어 짐을 의미

한다.그러므로 20 의 감성이 체형에 미치는 향은 주로 매력성요인에 의하여 단되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한국여성 체형의 유형에 따른 감성 차이

분산분석 결과 한국여성 체형의 각 유형에 한 감성 평가는 모든 감성 어휘에서 유의 인 차

이가 나타났다.각 유형별 특징과 평균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 타입에서는 날씬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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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은,시원한,당당한.건강한,유쾌한,자연스러운,수수한,평범한 등은

4 이상의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A 타입은 날씬하며, 고 당당하며 건강하게 보이는 반면 수

수하고 평범한 체형으로 인지하고 있다.B타입에서는 건강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음

으로 4 이상인 어휘는 강렬한,특이한,뚱뚱한,고 스럽지 않은,나이든, 스러운,매력없는,보

기싫은,싫어하는,멋없는 등으로 나타났다.B타입은 건강하게 보이는 반면에 20 여성에게는

스러우며 매력없는 체형으로 강렬한 이미지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D타입에서는 건강한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 4 이상인 어휘는 자연스러운,수수한,유쾌한,당당한 등

으로 나타났다.D 타입은 건강하게 보이며,당당한 이미지가 있으며 수수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체형이다.E타입에서는 날씬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으로 5 이상인 어휘는 은,보

기좋은,좋아하는,당당한,자연스러운,산뜻한,세련된,활동 인,매력있는,시원한,멋있는,유쾌

한,단정한,건강한 등으로 나타났다. 체 으로 모든 어휘에서 높은 수를 나타낸 체형은 날씬

하며 매력 있으며 보기좋고 좋아하는 체형으로 나타났다.C타입에서는 나이든이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그 다음으로 4 이상인 어휘는 건강한,강렬한,뚱뚱한,자연스러운,멋없는,천박한,매력

없는 스러운,수수한,당당하지 않은,산뜻하지 않은,싫어하는,답답한 등으로 나타났다.따라서

C타입은 나이들어 보이며, 스럽고 답답한 체형으로 싫어하는 체형임을 알 수 있다.

Ⅳ.결론

한국여성체형에 나타난 감성 어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20 가 선호하는 체형은 E타입이며,

보기 좋은 체형 한 E타입으로 나타났다.보기 싫으며,선호하지 않는 체형은 몸통이 굵은 체형

인 B 타입으로 나타나 20 여성이 E타입을 매력 으로 느낌을 알 수 있으며,한국여성체형에

한 감성의 구성 요인으로는 매력성요인,활동성요인,특이성요인으로 나타났으며,그 에서도

매력성요인이 감성을 평가하는 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유형별 특징으로는 A 타입은 날씬하고,

고 당당하며,B타입은 건강하고 강렬한 이미지로,D타입은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보이며,E타

입은 날씬하고 매력 있으며,C타입은 나이들어 보이고,답답한 체형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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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맞춤을 위한 야구복 하의의 생산시스템설계에 관한연구

황 정1)‧ 정일1)‧최경미2)‧박용수3)

1)(주)핏앤바디

2)동서울 학교 패션디자인과

3)(주)아니옴니

야구는 인들이 가장 즐기는 스포츠의 하나로,야구연합회에 등록되어있는 회원 수는 87,500명

에 이르고 있으며(국민생활체육 국야구연합회,2010), · ·고· 학 소속야구단과 사회인 야구단

까지 포함하면,향후 야구복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측된다.

야구복은 별로 다양한 디자인을 선수 개개인의 체형에 맞도록 개인이나 별 단체 주문에 의

해 생산되는 방식으로 개별 맞춤복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개별 맞춤복은 소량 주문에 의

해 생산되어져 생산성이 낮고 생산원가가 높아,제품 경쟁력과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

이 있다. 한 야구복은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는 기능성 운동복으로 다양한 특수 재 기와 컴퓨터

자수기를 사용하는 등 고가의 생산설비가 필요하다.국내의 야구복 생산은 주로 소업체들이 분

업에 의한 생산으로 이루어져,생산설비 투자가 어렵고 생산기간이 길며 기술력의 차이로 인하여

제품의 생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력의 차이를 최소화 하고 효율 인 생산이 가능한 표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개별

맞춤 시스템과 량생산 시스템의 단 을 보완하고 장 을 융합한 량맞춤에 합한 새로운 생

산시스템에 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효율 인 야구복 하의 생산시스템을 설계하기 하여,소품종 량생산에 합한

직렬라인시스템(StraightLine System)과 다품종소량생산에 합한 싱크로나이즈 라인시스템

(SynchronizedlineSystem),소량생산이나 샘 단 생산에 합한 페어시스템(Pairsystem)의

장 과 단 을 비교분석하여,디자인은 다양하나 표 화된 생산공정에 의해 생산 가능한 야구복

하의를 심으로 표 화 공정을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혼합형 생산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생산공정분석을 해 개별생산을 하고 있는 공장2곳(공장A,다품종 소량생산을 주로 하는 공장,

공장B,샘 생산을 주로 하는 공장)과 JUKI에서 제시하는 소품종 량생산의 공정을 기 으로 표

시간,기기,작업인원 등을 비교분석하여 량맞춤에 합한 혼합형 야구복 하의 표 생산공정

을 개발하 다.

그 결과, 량맞춤생산에 의한 야구복 하의 기본디자인의 생산공정은 총 55개의 공정으로 구성

되었으며,이를 생산특성에 의한 3개의 유니트와 라인공정을 혼합하여 표 생산 공정을 개발하

여, 량맞춤생산에 합한 혼합형 유니트생산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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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Size여성의 맞음새 향상을 위한 하반신 체형 특성 연구

윤혜 ‧안재상‧윤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

Ⅰ.서론

의식주의 패턴이 변화하면서 세계 으로 비만 인구는 10년 동안 약 1.6배 증가 하 고,선진

국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앞으로 비만 인구는 더욱 속 증가로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체형

이 격히 서구화 되면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큰 옷에 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 Plus-Size의류시장이 의류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매출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비만여성들도 마찬가지나,비만여성들이 옷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며,자신들에게 잘 맞는 의복이 생산되기 원하고,맞음새 한 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특히 슬랙스는 어느 의복보다도 기능성이 실히 요구되는데 착용감에 향을 미치는

부 가 엉덩이, ,허리부 의 순으로 하의류 맞음새에 엉덩이 둘 치수가 요한 요인으로

두되어 체형의 결 을 보완할 수 있는 비만여성에 한 하반신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는 20-60 비만여성의 인체 측정치를 자료화 하여 하반신 체형의 특징을 고찰한 후 슬랙스

구성요인에 따라 성인 비만 여성의 체형과 활동에 합하여 비만여성의 신체 결 을 보완하면

서 외 과 맞음새에 만족을 수 있는 의류개발을 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비만 여성 모집단은 2010년 “SizeKorea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데이터 20-60 의

성인여자 총 2445명 BMI지수 25이상의 도비만의 540명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선정하 다.

인체측정항목은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데이터 하반신 인체계측치 분석과 련 문헌을

통해 BMI,키,몸무게와 둘 항목 9개, 비항목과 두께항목 각 3개,길이항목 5개,높이항목 2개,

기타항목 1개 등 총 26개의 직 측정치를 선정하여 SPSS14.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

계,요인분석,군집분석,분산분석을 실사하여 데이터를 분석하 다.

Ⅲ.연구결과 고찰

비만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인을 악하고 체형분류의 형태인자를 추출하기

해 인자분석을 실시한 결과 몸무게를 제외하고 하반신몸통부 부피 련항목 11항목,하반신다

리부 부피 련항목 6항목,길이 련항목 6항목,하반신 몸통 길이 련항목 4항목으로 비만여성

이 하반신 체형특성을 4개의 요인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BMI25이상의 20-60 비만 성인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분류하기 해 요인분석

을 실시한 결과 하반신몸통부 부피 련항목,하반신다리부피 련항복,길이 련항목,하반신몸통

길이 련항목의 4개의 인자로 도출되었으며,요인분석 결과로 추출된 4개 요인의 인자 수를 이용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인여성 하반신 비만체형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1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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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몸통부 와 다리부 부피가 가장 큰 유형으로 체 으로 가장 비만한 체형으로 길이는

보통으로 22.2% (122명),2유형은 길이부분이 가장 크고 몸통은 왜소하나 다리 부 가 큰 형

인 다리하체 비만체형 39.8%(2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3유형은 하반신굴기에 비해 다리부 는

왜소하며 하반신 길이가 긴 체형으로 27.8%(150명),4유형은 하반신 비만 정도는 보통이나 길이가

가장 짧은 체형9.8%(53명)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는 BMI25이상의 비만 성인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

석함으로써 의류업체에서 비만여성의 의류선택 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지선택의 폭이 넓

어 질 수 있으며,맞음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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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의류산업에서의 체형활용과 과제

신주 1)‧김경선2)‧남윤자3)

1)서울 학교 의류학과

2)서울 학교 의류학과

3)서울 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1.서론

체형 [體型,somatotype]에 한 사 의미는 인체의 모양으로 체격을 외견상의 특징에 의하

여 분류한 유형이다.국어사 에 따르면 체격에 나타나는 특징으로 분류되는 일정한 부류를 말하

며 비만형,척신형(瘠身型)등으로 나뉜다.의류학 내에서의 체형은 구분은 외배엽, 배엽,내배엽

형 등으로 의미는 비슷하지만 표 형이 다르다.의복은 인체 에 입 지는 것이므로 체형에 한

구분은 의류산업이나,연구분야에서는 매우 요하다.이러한 이유로 의류학에서는 체형과 련된

연구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를 들어 체형에 따른 맞음새 연구,체형을 반 한 원형

패턴 개발,체형에 따른 바디 개발 연구,3차원 가상 착의 가상 바디 변형 연구 등의 체형을

반 하기 한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실제 여성과 남성의 인체 데이터를 이용하여 체형의 분포를 알아보고,의류산

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형연구와 체형활용에 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의류학 연구자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2.연구방법

2.1.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인 제5차 SizeKorea(산업자원부 기술표 원,2004)의

여성 985명과 남성 1630명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데이터 분석에는

SPSS12.0이 사용되었으며 3차원형상 데이터 편집에는 ‘RapidForm 2006'(INUSTechnology,Inc

Korea)이 사용되었다.

2.2.체형분포 조사

우리나라 의복치수체계는 1981년에 KS의류치수규격을 만든 이후 1990년도에 수정이 이루어졌다.

1997년에 국민체 조사 결과를 기 로 하여 남성복 치수(KSK 0050)와 여성복 치수(KSK 0051)

가 개정 고시되었고, 재는 의복치수 표 화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 원에서 한국산업표

인 성인 여성복의 치수(KSK0051;2009)를 제시하고 있다.

행 기성복 치수는 1999년부터 사용되어 오는 체계로 제4차 국민표 체 조사의 인체 데이터를

용한 것(산업자원부,2004)으로.2003년에서 2004년에 이루어진 제5차 사이즈 코리아 사업은 한국

인 인체치수데이터를 토 로 의류제품 치수규격을 구축하고자 하 다.기성복 치수는 피트성이 필

요한 의류와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류로 나뉘는데,피트성이 필요한 경우란 신체 치수에 한

의류 치수의 합성이 강조되는 의류로 착용할 수 있는 신체 치수의 범 가 비교 좁은 의류를

말한다.기본 으로 “가슴둘 -엉덩이둘 (체형)-키”의 조합으로 표기하며 피트성이 있는 의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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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슴둘 ,허리둘 , 엉덩이 둘 는 3cm,키는 5cm 간격으로 연속한다.피트성이 없는 의

류의 경우 5cm간격으로 연속하여 치수간 편차가 다르다.이러한 사이즈 편차의 경우 체형의 형태

변화를 반 하지 못한다는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성인 여성복의 치수(KSK0051;2009)에서는 체

형 특성을 반 하고자 하 다.상의용 체형 구분표를 만들어 상의용과 하의용으로 체형을 구분한

것이 그것인데,상의 설계의 경우 드롭(엉덩이둘 와 가슴둘 의 차이)값을 이용하여 구분하 다.

[그림 1]남녀 데이터를 이용한 구분

그림1에서는 남녀 데이터를 연령으로 구분한 후,키와 젖가슴둘 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이어 드

롭치를 사용하여 피험자 분포를 살펴보았다.의복사이즈 구간별 체형 분포 황을 살표 본 결과

키구간과 가슴둘 구간으로 분류한 결과 여성의 경우 키 155cm와 젖가슴둘 82cm의 구간에 가

장 많이 분포하 으며,남성의 경우 키 170cm에 가슴둘 91cm의 구간에 가장 많은 피험자가 분

포하 다.실제 체형 특성을 반 한 드롭치를 이용해 교차분석을 실시하 으며 체형분포도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표1,2).이는 의류산업에서 이러한 체형반 에 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1>여성의 연령 별 체형 분포

나이
체형

18-24 25-34 35-49 50-59

A체형 84(37%) 67(22%) 32(10%) 5(4%)

N체형 125(55%) 164(53%) 148(48%) 34(24%)

H체형 17(85) 76(25%) 132(42%) 101(72%)

<표 2>남성의 연령 별 체형 분포

나이
체형

18-24 25-34 35-49 50-59

BB체형 0(0%) 4(1%) 6(1%) 20(5%)

B체형 3(1%) 19(4%) 86(19%) 143(32%)

A체형 84(22%) 134(30%) 117(49%) 182(41%)

Y체형 299(77%) 290(65%) 145(31%) 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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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선행연구 조사

체형 연구에는 원형 개발을 한 체형연구(남윤자 외1인,김정숙,)원형개발의 일종인 그 이딩을

한 체형연구(심 주 외2인,임지 ,이정임 외1인)와 사이즈 제안을 한 체형연구( 혜정 외 1인,

조진숙 외 1인)등이 있으며,원형 이외의 특정 의복 개발과 련한 체형 연구가 있다(이효진 외

2인,이 민 외 2인).최근에는 인체 형상 데이터를 이용한 3차원 체형 연구(김수아 외1인)가 다각

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인 개발을 한 체형연구(유 외 1인)가 있다.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

에 한 심과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실제 의류업계 내에서는 3차원 인체 형상으로부터 수 데

이터를 직 추출 분석해 내어 산업 제품에 활용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아 외 1인,

2009).

3.결론

실제 한국인 여성과 남성 체형의 분포도를 조사한 결과,체형에 분포가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

르며 드롭에 따른 체형분포 역시 연령 별로 차이를 나타냈다.체형분포를 반 하기 한 의류학

계의 다양한 연구시도와 실제 의류산업 내에서의 이러한 연구결과 반 을 하여 재 이루어지

는 선행연구들을 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류 산업에서 체형반 을 한 노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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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4

 유방유형에 따른 몰드 브래지어의 착용 외관 및 착용감 비교

- 빈약형과 일반형의 비교 -

이

군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국내 20～30 여성들 에 빈약형 유방형의 비율은 20% 이상으로 상당히 높다.빈약 유방

는 납작형 유방은 보통 유두 높이가 3cm 이하(조은정과 손희순,2001)이거나 가슴둘 와 가슴둘

의 편차가 7.5cm이하의 AA컵 이하인 여성으로 정의되고 있다.빈약형 유방 여성들에게 몰드

래지어는 빈약한 유방의 볼륨을 보완하기 한 필수 인 아이템이나 이들을 한 세분화된 제품

개발은 여 히 미비하다.즉,AA컵 사이즈의 몰드 래지어조차도 컵 형태는 이들의 유방형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실이다.때문에 시 몰드 래지어의 맞음새가 빈약 유방 여성들에

게 잘 맞지 않으며,과장되지 않고 흉곽의 형태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몰드 래지어가 요

구되어,이들의 유방형태에 합한 몰드 컵의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이 ,2007;반홍우

등,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약 유방 여성들에게 합한 컵의 형태가 일반 여성들의 것과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한 비교와 특성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되어,빈약 유방 여성들

(70AA,75AA)과 일반 여성들(70A,75A)이 시 몰드 래지어를 착용했을 때의 착용감과 착용외

에 한 비교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 다.특히,몰드 래지어를 착용하 을 때의 주 착용

감과 3차원 착용 외 상에 한 문가 평가를 통해 두 유형에게 합한 몰드 컵 형태의 차이

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 다.

2.연구방법

2.1.실험 래지어 피험자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시 몰드 래지어는 모두 6종으로 Table1과 같다. 래지어는 70A,75AA,

75A 사이즈를 가능한 모두 구매하여 피험자들 각자에게 가장 잘 맞는 사이즈를 착용하도록 하

다.그러나 시 제품들 상당수가 75A부터 출시되는 경우가 부분이어서 이러한 경우 해당

제품에 해서는 AA컵의 여성도 75A컵을 착용하도록 하 다.

피험자로 70A,75A 사이즈이거나 컵 볼륨이 더 작은 12명의 여성들을 상으로 유방의 3차원

상을 촬 하여 분석하 다.실제 가슴둘 와 가슴둘 의 편차 값과 유방 부피간의 상 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분석한 상으로부터 유두높이(여기서는 유두 과 내연

의 Z-displacement값)와 유방부피,부피/유 면 의 비율 값을 측정하여 보다 정 한 사이즈

정을 실시하 다.유두높이는 2.5cm 이하,유방부피는 300cm3이하,부피/유 면 은 2.0미만인

이스들에 해서만 AA컵의 빈약 유방 유형으로 정하 다.그 결과,70AA가 4명,75AA 3명,

70A2명,그리고 75A3명으로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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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3Dimageforwearappearance

evaluationbyprofessionalpanel.

Bras Size
Cup
type

Materialsofmoldform

Moldthickness(mm)
(Pressweight:170g)

Upper
cup

Bust
point

Middle
partof
lowercup

Lower
partof
lowercup

A 75A,70A 3/4 nylon,polyurethane,etc. 2.4 2.4 2.4 2.4

B 75A 3/4 polyamide,elastin 4.5 7.6 10.3 6.0

C 75A 3/4 polyamide,elastin 3.0 2.8 7.2 6.7

D 75A 3/4 polyamide,polyester,elastin 4.3 8.0 11.7 7.0

E 75AA 1/2 polyester,nylon,etc 3.6 3.4 4.5 4.0

F 75A,75AA 1/2 nylon,polyurethane,etc. 2.5 4.0 4.7 4.4

<Table1>Characteristicsoftheexperimentalbrassieres

2.2.주 착용감 평가

6종의 실험 래지어를 라틴스퀘어법에 따라 설계된 실험 순서에 따라 착용시킨 후 ‘컵 실루엣

의 자연스러움’,‘운동 시 컵의 착성’,‘몰드 컵의 답답함’,‘몰드 컵 소재의 편안함’,‘컵 맞음새’,

‘컵 착용감’,‘라 체 편안함’에 해 7 리커

트 척도로 질문하 고,‘래지어 선호 순서’도 평

가하도록 하 다.분석에는 SPSS12.0이 사용되

었으며 ANOVA와 Duncantest,Friedmantest를

수행하 다

2.3.착용외 에 한 문가 평가

한 피험자가 실험 래지어들을 착용한 외 의

비교 평가를 해 정면과 측면의 3D 상을 Fig.

1과 같이 제시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과 ‘아름다

운 실루엣’에 한 순 를 매기도록 하 다. 문

가 패 에는 의류학 공 3학년 이상의 사람들로

모두 21명이 평가에 참여하 다. 평가결과는

Friedman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 다.

3.결과 고찰

3.1.주 착용감 평가 결과

빈약유방 여성들(AA 컵)은 Table2와 같이 컵 소재의 편안함에서 래지어 B가 평균 5.3 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래지어 C가 가장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고 일원분산분석 결과(α=.05)

통계 으로도 유의했다.그러나 반 몰드 컵 착용감에서는 래지어 C가 가장 높은 수를 보

고 그 다음은 래지어 B 다.몰드 컵의 착용감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래지어 F 다.그러나

Duncantest에서는 95% 신뢰수 에서 유의한 문항은 없어 래지어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반면 일반 유방 여성들(A컵)은 Table3과 같이 컵 소재의 편안함에서 래지어 C가 가장

좋았고, 래지어 E가 가장 나쁘다고 평가를 받았다. 래지어의 반 착용감에 해 A컵의

여성들은 래지어 A,C를 가장 선호하 으며 래지어 D와 F를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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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이 두 평가 문항에 해서는 신뢰도 95% 수 에서 통계 으로도 유의했다.

Questions
Experimentalbrassieres Sig.

(α=.05)A B C D E F

naturalnessofthecupsilhouette 5.1 5.1 4.4 4.0 5.0 4.1 0.422

closelyfitduringexcise 5.3 5.6 3.4 4.1 5.3 5.1 0.063

unstuffinessofthemoldcup 5.4 4.1 5.0 4.1 4.6 3.7 0.170

comfortofthecupmaterials 4.7 5.3 3.4 4.6 4.6 3.7 0.026

suitabilityofthecupsizeandshape 4.4 5.0 5.4 4.1 3.9 3.0 0.135

wearsensationatthemoldcup 4.4 5.0 5.4 4.1 3.9 3.0 0.036

overallwearsensationofthemoldbra 4.1 5.0 5.0 4.3 4.1 3.0 0.115

<Table2>Resultsofthewearsensationevaluationforthepoorbreasttype

Questions
Experimentalbrassieres Sig.

(α=.05)A B C D E F

naturalnessofthecupsilhouette 5.2 5.0 5.4 4.6 3.8 4.6 0.246

closelyfitduringexcise 5.8 5.4 5.6 4.4 4.0 5.2 0.145

unstuffinessofthemoldcup 5.8 4.6 6.2 4.4 4.2 4.0 0.054

comfortofthecupmaterials 6.2 5.2 6.4 4.6 4.2 4.6 0.011

suitabilityofthecupsizeandshape 5.4 4.6 6.0 4.8 3.6 5.0 0.282

wearsensationatthemoldcup 6.4 5.4 6.2 4.0 4.6 5.0 0.055

overallwearsensationofthemoldbra 6.0 5.6 6.0 4.4 4.6 4.4 0.042

<Table3>Resultsofthewearsensationevaluationforthenormalbreasttype

3.2.착용 외 평가 결과

착용외 평가는 Table4와 같다.

Experimental
brassieres

Poorbreasttype(Meanrank) Normalbreasttype(Meanrank)

Naturalness Beauty Naturalness Beauty

A 2.9 3.8 2.5 3.1

B 2.4 2.4 2.7 2.6

C 4.3 4.0 3.9 4.0

D 2.6 2.3 3.2 2.5

E 3.9 4.1 4.0 4.4

F 4.8 4.4 4.7 4.4

<Table4>Resultsofthewearappearanceofthemoldbrassieres.

빈약 유방 여성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래지어는 B(평균 2.4 ),D(2.6),A(2.9),

E(3.9),C(4.3),F(4.8)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실루엣의 래지어는 D(2.3),

B(2.4)로 가장 높은 순 를 보 고,그 다음은 래지어 A(3.8),C(4.0),E(4.1),F(4.4)의 순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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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그리고 Friedmantest결과 95% 신뢰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일반 유방

여성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실루엣의 래지어로는 A(2.5)와 B(2.7)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래지어 F(4.7)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통계 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빈약 유방 여성들(70AA,75AA)에 의해 이루어진 주 착용평가에서는 다른 래지

어들에 비해 래지어 A,B,C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문가들에 의한 외 평가에서는 래

지어 B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므로 빈약 유방 여성들에게는 래지어 B가 착용감 측면에서나

외 측면에서 실험 래지어들 가장 합한 형태임이 밝 졌다. 래지어 B는 3/4컵 래지

어로 하컵 부분에 두껍고 부드러운 몰드소재가 용된 래지어로,자연스러운 실루엣 연출에는

3/4컵 래지어가 유리하고 몰드의 맞음새를 해서는 몰드가 다소 두껍고 부드러운 것이 유리함

을 알 수 있다.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일반형 여성들의 평가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있었다.이는

볼륨의 차이가 크지 않은 사이즈들 간의 비교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결론

본 연구에서는 빈약 유방 여성들(70AA,75AA)과 일반 여성들(70A,75A)이 시 몰드 래지어

를 착용했을 때의 착용감과 착용외 에 한 비교 평가를 수행한 결과,빈약 유방 여성들에게는

3/4컵 래지어로 하컵 부분에 두껍고 부드러운 몰드소재가 용된 래지어가 착용감 측면에서나

외 측면에서 실험 래지어들 가장 합한 형태임이 밝 졌다.즉,자연스러운 실루엣 연

출에는 3/4컵 래지어가 유리하고 몰드의 맞음새를 해서는 몰드가 다소 두껍고 부드러운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

연구사업임(2011-00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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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5

 시판 일회용 생리대의 착용실태 조사

이정은1)‧도월희2)

1) 남 학교 의류학과

2) 남 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1.서론

오늘날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고기능 소재를 사용하여 기존의 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시

일회용 생리 는 사용자층이 가임여성 층 체를 상으로 하고 있어 디자인이나 기능성에 있어

서 사용자에 한 요구가 매우 다양하며,이에 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실정

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 일회용 생리 반에 한 착용실태 조사 기존 랜드별 선

호도와 불만족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사용자의 요구를 반 한 일회용 생리 개발에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를 해 주 역시에 거주 인 20 ～40 성인여성을 상으로 시 일회용 생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국내에서 시 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 의 랜드를 악하기 해 3개의

형마트 5개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매되고 있는 업체 랜드의 제품을 사 조사하여,12

개 업체의 19개 랜드 제품을 선정하 다.제품 조사 시기는 2011년 11월이며,설문 기간은 2011

년 11월 15일∼2012년 3월 31일까지이다.설문문항은 인구통계학 문항과 시 일회용 생리 의

반 인 구입 착용 황,구매결정시 고려되어지는 기 ,생리기간,제품의 인지도와 선호도,

불만사항 착용 불만족으로 구성하 다.자료 분석은 SPSS19.0Win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수와 백분율,평균 등의 기술통계와 t-test를 실시하 다.

3.연구결과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학생은 211명,사회인은 76명,주부는 65명,기타 10명이며,미혼

은 242명,기혼은 120명이다.시 일회용 생리 의 구입에 한 문항에서 제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형마트(263명,72.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구입 시기를 살펴보면 필요할 때마다 수시

로 구매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213명(58.8%),일정기간마다 구매한다가 91명(25.1%)으로 나와 생

리기간과 주기에 계없이 보유한 제품을 모두 사용하고 나서 재구매 하는 유형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가장 싸다고 단 될 때라고 응답한 45명(12.4%) 20 가 13명(6.3%),30·40 가 32명

(20.5%)으로 나와 30·40 가 가격에 민감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제품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기

에 해서는 기능성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261명(72.1%)이고,그 다음이 가격 25명(6.9%), 랜

드 25명(6.9%)순 이었다.이런 제품에 한 정보를 얻는 매체로는 주 사람의 의견 127명(35.1%),

텔 비 86명(23.8%),실물샘 74명(20.4%)순으로 나타났다.시 일회용 생리 사용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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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생리기간과 생리기간 사용하는 생리 의 개수를 알아보았는데,생리기간에 해서는

응답자 수의 반 이상인 204명(56.4%)이 5~6일이라고 응답하 으며 이 20 가 127명(61.7%),

30·40 가 77명(49.4%)이었다,생리기간 사용하는 생리 의 개수는 16～20개가 130명(35.9%)으

로 응답자수가 가장 많았다.일일 평균 소비량은 3～4개일 것으로 상되며,실제 설문 응답에서

도 하루에 3～4개를 소비한다가 197명(54.4%),5～6개 소비한다가 135명(37.3%)으로 나와 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특정 랜드의 사용 지속기간에 해 알아 본 결과는 1～3년간 사

용하고 있다가 102명(28.2%),6개월～1년 사용하고 있다가 84명(23.2%),5년 이상 사용하고 있다가

74명(20.4%)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시 되고 있는 시 일회용 생리 12개 업체 19개 랜드 제품의 인지도와 선호도에

해 복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랜드 인지도는 화이트’(344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그

다음으로 ‘스퍼’(338명),‘좋은 느낌’(338명)> ‘바디피트’(301명)> ‘귀애랑’(288명)> ‘지미

인’(287명)> ‘매직스’(284명)>‘한 랑’(114명)순으로 나타났다.사용해 본 이 있는 제품에

한 조사의 결과는 랜드 인지도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화이트(325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좋은

느낌’(293명)> ‘스퍼’(283명)> ‘바디피트’(229명)>‘매직스’(169명)> ‘귀애랑’(164명)이었다.이

최근 사용한 제품에 한 조사의 결과는 ‘좋은 느낌’(154명)과 ‘화이트’(154명)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다음으로 ‘바디피트’(126명)> ‘스퍼’(121명)> ‘귀애랑’(69명)순으로 나타났다.이 조사

의 결과 인지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시 일회용 생리 의

사용 형태에 한 항목에서,주로 사용하는 형태에 날개형 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337명(93.1%)

으로 나타났으며,이 에는 삽입형을 함께 사용하는 응답자 4명과 안용 면 생리 를 사용하는

응답자 3명이 포함되어있다.생리 기간에 따라 사용하는 생리 의 크기에 한 조사에 해서는 1일

째에 20 는 49.0%가 일반 형을,30·40 는 24.4%가 울트라슬림 형을 사용하 으며,2일째에 20

는 41.7%가 일반 형을,19.4%가 일반 형을 사용하 고,30·40 는 32.1%가 울트라슬림 형을

15.4%가 일반 형을 사용하 다.3일째에 20 는 48.5%가 일반 형을,14.6%가 일반 형을 사용

하 고,30·40 는 30.8%가 울트라슬림 형을,16.0%가 일반 형을 사용하 다.4～5일째에 20 는

46.6%가 일반 형을,30·40 는 19.2%가 울트라슬림소형,17.3%가 울트라슬림 형을 사용하 다.

6일째 이후로는 20 30.6%가 팬티라이 를,25.2%가 일반 형을 사용하 고,30·40 는 32.1%가

팬티라이 ,12.8%가 울트라슬림소형을 사용하 다.따라서 응답자들은 평균 으로 날개형 형태의

형 크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착용감에 있어서 신체와 속옷과의 착을 시하

고,움직임으로 인한 림이 고 자체의 움직임이 은 것을 선호한다는 Shinetal.(2007)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그리고 비교 생리 의 양이 많이 분비되는 생리 기와

생리 의 양의 분비가 어드는 생리후기에 사용하는 생리 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부터 생리일에

따라 사용하는 생리 의 크기는 생리기간과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일회용 생리 의 기능 인 면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흡수성이 206명

(56.9%)으로 응답자수가 가장 많았으며,다음이 표면의 감으로 61명(16.9%)이 응답하 다.기능

인 면에서 향을 요시 하는 응답자의 경우는 ‘제품의 향이 생리기간 느껴지는 불쾌한 냄새

를 가려주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으며,가향제품을 사용하는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향은 라벤더

향,쑥 향,한방 향 순으로 나타났다.제품 사용 후 만족도가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에 한 제품

명과 이유를 자율 서술식 응답을 통해 얻었는데,그 결과 만족도가 좋은 제품으로는 ‘좋은 느낌’

84명(23.2)> ‘바디피트’64명(17.7%)> ‘화이트’51명(14.1%)순으로 나타났으며,이유로는 ‘흡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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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흡습성이 좋고,크기가 알맞고 감이 좋아서’라고 하 다.기타 의견으로는 ‘순면느낌이 난다’,

‘피부트러블이 없다’등이 있었다.만족도가 나쁜 제품으로는 ‘화이트’78명(21.5%)>‘스퍼’43명

(11.9%)> ‘지미인’25명(6.9%)> ‘좋은 느낌’25명(6.9%)순으로 나타났으며,이유로는 ‘딱딱하

고 까칠한 감이 좋지 않다’,‘향이 싫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기타 의견으로는 ‘미끌거리고 바

스락거리는 소리가 난다’,‘향이 강하다’등이 있었다.이 결과로부터 소비자들이 생리 를 선택할

때 흡수성,착용감과 같은 기능성을 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가향 제품의

경우는 착용 시 제품 특유의 강한 향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반 로 가

향 제품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은 ‘제품의 향이 생리 의 냄새를 가려주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하

다.제품의 사용 불만족도에 한 결과를 살펴보면 흡수력과 제품의 두께,크기, 착성,가향처

리,포장디자인,폐기방법은 체 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뒤로 샌다’,‘날개 고정

력이 약하다’,‘쾌 성이 부족하다’,‘형태 일그러짐이 있다’.‘착성이 없다’등의 항목에서 불만족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결론

본 연구는 시 일회용 생리 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착용실태를 악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반

한 생리 생산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국내 소비자는 시 일회용 생리 를 주로 형마트에서 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구

매하며,생리기간 사용하는 생리 의 개수는 16～20개로,하루 평균 3～4개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장 요시하는 구매기 은 기능성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시 일회용 생리 12개 업체 19개 랜드 제품의 인지도와 선호도에 해 복응답 방

식으로 조사한 결과, 랜드 인지도와 사용경험이 있는 랜드는 ‘화이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최근 사용제품에 한 조사의 결과에서는 ‘화이트’와 함께 ‘좋은 느낌’이 공동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다.제품 사용 후 만족도가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에 한 제품명과 이유를 자율 서술식 응답을

통해 조사한 결과,사용 후 만족하는 랜드로는 ‘좋은 느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만족도가 나쁜

랜드로는 ‘화이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를 통해서 ‘화이트’의 경우 랜드 인지도가 높은 제

품이고,사용 빈도도 높지만,사용 후 만족도에 있어서는 인지도와 사용도에 비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반면에 ‘좋은 느낌’은 랜드 인지도와 사용경험에 있어서는 ‘화이트’보다 낮지만,최근

들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났고,사용 후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향후 국내

시 일회용 생리 시장에서 유율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상된다.

셋째,일회용 생리 의 소비 형태는 생리기간에 따라 생리 의 형태,크기,두께를 구분하여 사

용하며,날개형의 형크기의 슬림한 두께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가장 요시

하는 기능성은 흡수성이며,다음은 표면 감 과 착용감 순으로 나타났다.시 일회용 생리 의

불만족도 조사에서는 체 으로 만족하고 있으나,‘뒤로 샌다’,‘날개 고정력이 약하다’,‘쾌 성이

부족하다’,‘형태 일그러짐이 있다’,‘착성이 없다’등의 기능성 항목에서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들은 시 일회용 생리 제품의 품질에 해서 체 으로 만족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는 업체의 끊임없이 소비자 조사를 통해 제품의 품질개선을 한 연구

개발에 기인한다고 사료된다.그러나,인체에 직 닿는 제품인 생리 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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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 성과 피부트러블 생리 소재인 화학섬유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한 불안 등은 여 히 나

타나고 있어 이러한 문제 들의 해결을 한 학계와 련 업계의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본 연구는 주지역에 소비자들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연구결과의 확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Jeon,E.K.,& Moon,J.H.(2010).AnExploratoryStudyontheDisposableSanitaryPads

forUser-OrientedProductDesign.JournaloftheKoreanSocietyofClothingand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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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hin,J.H.,& Chung,M.H.,& Park,M.A.(2007).A ComparisonStudyoftheViewsand

ActualUseofWomen'sSanitary ProductsinKoreaandJapan.JournaloftheKorean

societyoflivingenvironmentalsystem,14(2),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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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6

여군 신형 투복 치수체계개발

류 실1)‧최경미2)‧김혜숙3)‧배 윤3)

1)(주)핏앤바디

2)동서울 학교 패션디자인과

3)서울 학교 의류학과

투복은 높은 기능성과 맞음새를 요구하는 고피트성 의류이다. 투복의 치수체계는 2010년 신

형 투복이 개발되면서,새롭게 개정되었으나,이는 남자군인만을 상으로 한 치수체계로,체형과

치수가 다른 여자 군인을 사으로 한 새로운 치수체계가 필요하다. 한 남자군인에 비해 은

인원수의 여자 군인의 치수체계는 보 재고의 효율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이즈로 최 의 맞

음새 효과가 요구된다.

2010년 08월부터 2011년 09월까지 총 567명의 여자 군인을 상으로 둘 항목 17개,높이항목

11개,길이항목 20개,기타 2개,총 50개 항목의 인체치수를 측정하 다.분석방법에는 spss1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 다.

여자 군인의 인체치수를 2010년 SizeKorea측정결과와 비교한 결과,20 여자군인의 경우 젖가

슴둘 를 비롯한 부분의 둘 항목에서도 유의하게 큰 경향을 보 으며 키 한 일반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거의 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30 의 여자군인은 젖가슴둘 를

비롯한 부분의 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배꼽수 허리둘 는 일반인보다

작게 나타났다.키,어깨크기는 일반인보다 크게 나타나 일반인과 비교하여 키는 크나 비만도는

유사하여 배가 나오지 않은 체형으로 분석되었다.분석결과 여자군인은 일반인보다 체격이 크고

비만한 경향을 보여 일반인을 상으로 한 치수체계가 아닌 여자 군인만을 한 새로운 치수체계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군인의 인체치수를 분석한 결과 20 여군보다 30 여군은 상의 둘체치수항목에서 약간

의 차이가 보이나,체형이 거의 유사하여 같은 사이즈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생산효율,보 효율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투복 치수개발을 해 상의 치수 련 18개 항목의 요인분석결과 키와 젖가슴둘 를 기본신체

치수항목으로,하의 치수 련 12개 항목의 요인분석결과 키와 허리둘 를 기본신체치수항목으로

선정하 다. 투복의 사이즈 효율을 높이기 하여 키 항목은 손실함수를 이용하여 고 도 구간

에서는 사이즈 간격을 유지하고 도 구간에서는 사이즈 간격을 넓 은 사이즈로 많은 여군

의 체형을 만족할 수 있도록 3구간으로 구성하 다.젖가슴둘 는 6구간,허리둘 는 9구간으로

하여 상의치수체계는 총 13개 사이즈,하의치수체계는 총 18개 사이즈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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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7

Plus-size 성인여성의 의복패턴 설계를 위한 

상반신 체형 연구

윤지원‧안재상‧윤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의류기술센터

Ⅰ.서론

의 비만 인구는 세계 으로 증하여 사회 인 이슈로 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BMI기 3명 가운데 1명은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등의 체형 변화로 인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복부 지방침착 등으로 인한 복부비만이 많다.복부비만이 심한 경우 엉덩이둘 에 비해 오히

려 배둘 가 큰 체형으로 변형되어 이러한 체형의 경우 패턴 설계에 있어서도 표 체형에 비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그러나 여 히 기성복 시장에서는 비만체형을 한 의류 생산시 단순

히 사이즈를 크게 하여 생산하고 있는 곳이 분분이며 이러한 체형의 특성은 잘 반 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 비만 여성의 상반신 체형을 유형별로 분

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여 알아 으로써 의류생산 시 필요한 정보의 표 화된 기 을 제공

하여 Plus-size여성의 체형 특징이 잘 반 된 의복 설계를 한 데이터를 제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Ⅱ.연구방법

비만 여성 모집단은 2010년 SizeKorea“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데이터 20~69세 성인

여성 2445명 BMI25이상의 비만한 그룹에 속하는 540명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선정하 다.상

반신 체형 분석을 한 측정 항목은 상의류 패턴 설계를 한 항목을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 길

이항목 21항목, 비항목 5항목,두께항목 6항목,둘 항목 10항목,그 외 계산항목으로 엉덩이둘

-허리둘 ,엉덩이둘 -젖가슴둘 ,BMI지수를 포함하여 총 45항목을 선정하 다.자료 분석은

SPSS17.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요인분석,군집분석,일원분산분석,사후 검증으로 던컨테스트를

실시하 다.

Ⅲ.연구결과 고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성인여성 2445명 BMI25이상의 비만여성은 총 540명으로 22.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비만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 는 20 체 4.6%,30 13.8%,40 23.3%,50 40%,60

45.2%로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인구의 비율이 높아졌다.

둘째,체형을 유형화하기 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인자 1은 몸통크기 련 항목,인자 2는

몸통길이 련 항목,인자3은 어깨부 크기 련 항목,인자4는 키,팔부 길이 련 항목,인자5는

엉덩이부 크기 련 항목,인자6은 앞품 련 항목,인자7은 목,겨드랑 련항목으로 인자로 도



- 328 -

출되었다.

셋째,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7개 요인의 인자 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만 여

성의 체형 유형을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각 유형간 모든 측정항목에서 유의수 p<0.001이

하로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형1은 길이가 길고 몸통크기에 비해 앞품과 겨드랑

부 가 큰 체형 특징을 보 으며 120명으로 22.2%의 분포를 보 다.유형2는 203명으로 37.6%를

보여 가장 많은 유형으로 약간 비만한 체형이며,엉덩이와 팔부 는 작은 체형 특징을 보 다.유

형3은 가장 왜소한 그룹으로 어깨 부 는 크고,키에 비해 몸통길이가 짧은 체형으로 166명 총

30.7%,유형4는 가장 비만한 체형이며 키에 비해 몸통 길이가 길며,엉덩이부분이 큰 체형으로 51명

총 9.4%의 분포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비만여성의 체형 분석을 통해 특징을 알아 으로써 의류 업체에서는 Plus-size

의류 패턴 설계시 맞음새 향상을 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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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대 저체중 여성의 체간부 체형분석 및 

상의 치수분포 고찰

임지

학교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과

1.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 분 기는 비만에 한 부정 시각과 함께 날씬하고 마른체형을 가진

여성을 유능함,성공,확실한 자기 통제,성 매력을 가진 여성으로 상징화하고 매체가 이를

강조함으로써 거의 모든 여성이 날씬한 외모를 선호하고 있다(이경혜 외,2003).이에 따라 ‘날씬

한 것이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라는 태도와 가치가 자리잡게 되어 정상체 을 가진 여성의 93.4%

가 자신의 체 을 과체 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실제 22개국 상의 ‘국제건강행태연구(IHBS)’

결과 비만도를 보여주는 체질량지수는 한국 여 생이 가장 낮았지만 체 감량을 시도 인 여성이

77%로 1 를 차지했으며,한국 여 생들이 세계에서 가장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성 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체 화 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만이 사회 인 문제로 두되면서 비만과 련한 ‘빅 사이즈’,‘러스 사이즈’시장의 규모가

차 커지고 있고,비만체형 분석과 기성복 맞음새,비만체형의 패턴에 해서 재까지 많은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그러나 사회 반 인 양극화 상으로 비만이 증가하는 한편 체 도 증가

(조명진,2011)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체 소비자들의 의복제작을 한 치수체계 개

발에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산업자원부 기술표 원,2010)에서는 모든 성인 연령 의 BMI

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며,특히 2·30 여성의 경우 체질량지수 18.5미만인 체 의 비율이 5차

때 159명에서 6차 때 233명으로 늘어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산업자원부 기술표 원,2010)를 기 로 BMI18.5미만의 2·30 체 성인여성의 상반신

기본 부 치수를 고찰하여 치수간격에 따른 치수규격을 설정함으로써 체 여성의 의복 착의

합성을 높이고자 하며 특정 체형과 사이즈 구간에 한 상의 생산량 설계에 기 자료를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 이 있다.

2.연구방법

세계보건기구(WHO)와 한비만학회에서 아시아인들에게 제시한 체질량지수(BMI)기 은 18.5kg/m2

미만을 체 ,18.5～22.9kg/m2를 표 체 ,23～24.9kg/m2를 과체 ,25kg/m2이상을 비만으로 정

의하 다( 한비만학회,2000).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자료(산업자

원부 기술표 원,2010)의 인체계측치 체질량지수 18.5kg/m
2
미만의 2·30 성인여성 233명의

체간부 계측치를 치수규격 설정을 한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성인여성 정장상의 호칭표기법을 참고로 하여 키,젖가슴둘 ,엉덩이둘 의 삼원분류법에 따라

상의 치수규격을 설정하 다.즉, 체 체의 키,젖가슴둘 와 엉덩이둘 평균을 심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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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2를 간으로 하여 최 값과 최소값이 포함되도록 치수간격을 설정하 다.상의 호칭체계

개발을 해 선행연구(한설아 외,2009)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커버율과 커버효율을 구하 다.

커버효율은 커버율(%)을 구간수로 나 것으로 구간수(호칭수)와 커버율을 모두 고려한 개념이다

(이경화,김혜수,2007).치수간격에 따른 빈도분포에서 1～4%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구간을 선

택하여 각각의 빈도별로 커버효율을 구하고 가장 높은 커버율을 나타내는 빈도를 선택하여 치수

규격을 설정하고 참고치수로는 각 구간에 해당되는 허리둘 ,등길이,어깨사이길이,팔길이의 치

수를 제시하 다.

3.결과 고찰

1)KS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 정상장의 호칭은 20개 구간으로 키의 경우 5cm 간격으로

±2.5cm 범 를 커버하며,젖가슴둘 와 엉덩이둘 는 3cm 간격으로 ±1.5cm 범 를 커버한다.치

수간격은 키의 호칭 145～170까지,젖가슴둘 호칭 70～88까지,엉덩이둘 호칭 79～94까지 제

시하고 있다. 체 여성의 평균키 160.5cm가 포함된 160구간에 69명이 분포되어 체의 29.61%

로 가장 높은 커버율을 보 으며 키 165구간은 67명이 분포되어 체의 28.76%를 차지하 다.젖

가슴둘 는 구간 76에 80명(34.33%),구간 79에 69명(29.61%)이 분포되어 호칭 76과 79에 체인

원의 63.94%가 분포되었다.엉덩이둘 는 호칭 85에 87명(37.34%),호칭 88에 73명(31.33%)이 분

포되어 호칭 85와 88에서 체인원의 68.67%를 커버하 다.KS규격의 20개 호칭 체 여성

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은 7개 구간(34명)으로 체 233명 14.59%를 커버하여 커버효율은 2.08%

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KS규격에 따른 호칭구간의 참고부 신체치수 체 의 평균치수와 KS규격의 치수차

를 고찰한 결과 젖가슴둘 와 엉덩이둘 가 같은 호칭구간에서 키에 따라 허리둘 치수에 차이

를 보 다.특히 KS규격의 기본 부 호칭이 모두 커지는 경우 참고부 신체치수도 모두 커졌

으나, 체 의 참고부 치수는 오히려 작아지는 경향을 보 다.

3)젖가슴둘 와 엉덩이둘 ,키의 삼원분류법에 따른 치수간격을 설정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체 의 젖가슴둘 와 엉덩이둘 ,키의 평균 77.28cm,86.50cm,160.50cm와 각각의 표 편차

3.26cm,2.81,5.37cm를 기 으로 치수간격을 설정하 다.이때 평균과 표 편차는 반올림한 값을

사용하여 젖가슴둘 와 엉덩이둘 ,키의 평균 77cm,86cm,160cm를 기 으로 표 편차/2를 용

하여 젖가슴둘 와 엉덩이둘 는 1.5cm,키는 2.5cm를 간으로 하 다.삼원분류법에 의한 빈도

분포 고찰 결과 가슴둘 호칭은 71～80까지,엉덩이둘 호칭은 80~95까지 분포되었다.젖가슴둘

는 구간 74에 53명(22.75%),구간 77에 88명(37.77%),구간 80에 54명(23.18%)이 분포되어 호칭

74,77,80에 체인원의 83.70%가 분포되었다.엉덩이둘 는 호칭 86에 104명이 분포되어 체의

44.64%를 차지하 으며 호칭 89는 체의 25.32%를 차지하여 호칭 86과 89에 체인원의 69.96%

가 분포되었다.

4) 체 의 평균과 표 편차를 용한 치수분포를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높은 커버효율

을 나타낸 3.00%이상의 출 율을 나타내는 구간을 선택하여 치수규격으로 설정하고,각 구간에 해

당되는 허리둘 ,등길이,어깨사이길이,팔길이 치수를 제시하 다.키 155구간에서 74-83-155,

74-86-155,77-86-155,80-86-155의 4개 구간,키 160구간에 74-83-160,74-86-160,77-86-160,

77-89-160,80-89-160의 5개 구간,키 165구간에서 77-86-165,77-89-165,80-86-165,80-89-165,

83-89-165의 5개 구간으로 총 14개 치수규격이 도출되었으며 커버율은 51.9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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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우리나라 2·30 여성 체질량지수 18.5미만인 체 의 비율이 우려할 만큼 높은 실정으로

보고되고 있는 만큼 체 을 한 기성복 치수체계 개발은 의의가 있으며,본 연구 결과는 다양

한 복종에도 폭넓게 활용되어 연령별,체형별 시장의 활성화와 세분화에도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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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장 캠페인을 통해 본 국내 간호사복 형태 및 심볼마크 현황

이미경‧이정란

부산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최근 인간 생활의 수명 연장과 생활의 질 향상은 높은 의료수혜를 해 환자들과 하는 의료

인의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병원복은 문 직업인의 복장으로서 단정하고 활동 이며 환

자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하고 진료 간호활동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복장의

요성이 다른 직종보다 강조된다(강정민,한지수,2007).그 환자와 많은 을 하는 간호사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간호사복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김재숙,이희승,2004).

우리나라의 간호사 복장은 1965년 한 간호 회에서 “간호 복장에 한 규범”을 제정한 이래

그 원형의 틀이 변화하지 않은 채 지속하여 오다가 1980년 후반 H.I.P(HospitalIdentityProgram)

의 목 으로 병원의 상징성을 간호사복에 표 하면서 그 변화가 본격화 되었다.이로 인해 캡 착

용과 머리형,구두,그리고 간호사복의 색상과 디자인 등 많은 부분에서 종래의 간호사 이미지와

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김용덕 2004).

2010년 한간호 회는 국 시도간호사회와 함께 ‘간호사의 자 심 휘장 달기’캠페인을 개

하고 간호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문성과 자 심을 드높임으로써 다양한 직종이 함께 일하는

병원에서 간호 문직 이미지를 차별화시키는 방법으로 2003년 5월 창립 80주년을 기념해 개발된

날개를 편 비둘기 모양의 휘장을 유니폼 가슴 치에 부착하도록 하 다.휘장은 간호사(RN)

간호학생(NS) 용 두 종류이며 RN은 RegisteredNurse,NS는 NursingStudent의 이니셜을 새

겨 사용하고,색상은 간호사용에 컬러 은백색 두 가지를 간호학생용은 컬러 한 가지를 같은 도

안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www.nursenews.co.kr). 한,근래에는 여러 병원에서 각 병원의 상징

성과 소속감을 담은 심미 이면서도 실용 인 의료용 의류에 한 심이 증가하며 차별화된 병

원 이미지 구축과 경쟁력 있는 서비스제공을 해 우수병원에 한 상징 이미지 개발의 략

으로 간호사복의 상징성을 강조하고,심미성,기능성이 향상된 의복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 간호사복의 디자인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의료 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간호사복 개발에 기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1.조사 상 방법

연구 상은 한간호 회의 간호사 정체성을 세우기 한 휘장 달기 캠페인을 통해 2010년 1월

부터 2011년 12월까지 회 홈페이지로 수집된 종합병원과 병원 100곳의 사진 자료 분석이 가

능한 90곳을 선정하 다.연구방법은 지역별로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구분하고,병동 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 복장을 형태 색상,무늬로 분류하여 21개 문항을 분석하 다.병원구분 자료의

검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정보검색서비스와 한병원 회 각 병원 홈페이지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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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일반간호사복 이미지에 나타난 38곳 각 병원의 H.I(HospitalIdentity)즉,심볼 마크,로고

등은 그 사용부 와 형태 특성,조합 형태,색상 등을 분석하 다.

2.자료 분석방법

각 자료는 문항별로 빈도 백분율로 표시하 으며,분석에는 SPSS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하 다.

Ⅲ.연구결과

연구 상은 2012년 재 국 종합병원 321개 64개,병원 1,536개 26개의 총 90곳의 병

원을 상으로 하 으며,지역별로 서울,경기,부산,경남이 50% 이상을 차지하 다.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의 복장 형태는 82%가 구분되는 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그 10%는 같은 복장에

색상과 칼라모양에서 차별을 두고 있었다.

수간호사 재킷의 칼라 형태는 테일러드 칼라(71.9%)와 V형의 카디건 재킷(28.1%)이었다.테일

러드 재킷 속 상의 칼라 형태는 둥근 네크라인(50.9%)과 차이나칼라(10.5%)순이었으며,하의는

바지(54%)와 스커트(46%)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간호사복의 스타일을 살펴보면 하의는 100% 바지를 착용하고 있고,색상은 흰색(75.6%)이

일반 이며,기타 색상으로 베이지,핑크, 란색, 록색,붉은색이었다.상의 색상은 흰색(35.6%),

핑크(20%),스트라이 의 무지개 색상(10%), 란색(8.9%),노란색(7.8%), 록색 계열(6.7%)순으

로 나타났다.흰색(35.6%)상의를 착용하는 간호사복을 살펴보면 병원마크,상의에 무늬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와 추상무늬,꽃무늬, 무늬 순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일반간호사의 상의 체 몸

무늬 형태는 무늬 없음이(47.7%)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무늬(20.5%),병원마크(15.9%),꽃무늬

(6.8%),추상무늬(5.7%)등을 사용하 음을 알 수 있었다. 한,상의 몸 색상과 무늬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흰색(병원 마크),핑크(무늬 없음),무지개 색

상( 무늬)순서로 분석되었다.여 의 형태는 앞 심(71.1%)에 단추를 사용하 으며,랩(20%)형

태의 왼쪽 여 과 앞 심 지퍼(2.2%)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칼라 형태는 차이나칼라

(41.7%),밴드칼라(22.6%),피터팬칼라(13.1%),스태인칼라(9.5%), 칼라(7.2%),기타(5.9%)순으로

나타났다.단추를 사용한 앙 앞 여 에 보인 칼라의 형태는 차이나칼라,피터팬칼라,스태인칼라

등이었으며, 여 에는 밴드칼라, 칼라 순서 다.소매의 구성은 셋인(100%)소매이며,길이는

반소매(94.4%)가 일반 이고,일부 롤 업 기능이 있는 7부 소매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8곳 각 병원의 심볼 마크 사용부 는 왼쪽소매(50%),상의 체(36.8%),상의 왼쪽가슴(13.2%)

순이며 상징마크의 조형 유형은 구상 (44.7%),추상 (42.1%),혼합형(13.2%)으로 구성되었다.

색상은 혼합색(60.5%),단색(39.5%)의 란색, 록색 순으로 표 되었으며,심볼 조합의 형태는

문자+이미지 혼합형(60.5%)이 가장 많았고 캐릭터를 포함한 이미지(36.8%)형태와 이니셜을 포함

한 문자(2.6%)형으로 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이미지형태 십자가를 포함한 비율은

체 31.6%로 분석되었다.

Ⅳ.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90곳의 다양한 간호사복 디자인 황을 분석함으로써 수간호사와 일반간호사가

직 에 따라 구분되는 옷을 착용함을 알 수 있었다.일반간호사는 100% 바지를 입었으며,행정업

무가 많은 수간호사도 기능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바지를 선택 으로 착용 이었다. 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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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옷감형태와 색상을 살펴보면 상,하의 모두 흰색이 가장 높았으나 상의는 50% 이상이

다양한 색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상의 몸 에는 무늬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흰색 상의에

는 병원마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호사복의 착용 실태를 악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

과를 바탕으로 더욱 문화되고 차별화될 간호 장에 문성과 상징성을 강조하고,활동성과 기

능성이 향상된 간호사복을 개발함으로써 실증 인 간호사복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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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0

자전거 의류 생산업체 실태조사

정희경‧이정란

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최근 탄소 녹색 교통수단으로 자 거를 생활화하자는 움직임이 고조되고(국토연구원,2008),4

강 자 거길 개통과 더불어 자 거축 이 국 10개 시․도에서 열리는 등 일상생활 용

도로 자 거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여가 시간의 증가와 건강에 한 의식 제고,교통비 감

등으로 자 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늘었고,자 거동호회를 통한 취미생활로 자 거를 타는 사람

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국내 자 거 동호인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11년 9월 17일부터 한 달간 11번가에서는

자 거 련 의류 매출이 월 비 50% 올랐으며,옥션에서는 자 거 련 의류 매가 33% 증

가했다(“자 거용품”,2011). ,옥션이 ‘올해의 히트상품 10선’을 조사한 결과,자 거 의류는

년 비 35% 증가,7만 건 이상 매되어 8 를 차지했다(신경희,2011).

자 거 타기는 라이딩 시 발목과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고,안장과 어깨에 체 이 고루 분산되

어 신체의 특정 부 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으로서, 차 자 거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윤숙,

1979)임에도 불구하고 재까지 자 거 의류는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아웃도어 의

류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최근에는 문선수를 포함하여 실생활 속에서 자

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 거 의류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자 거 주행

시 쾌 감에 도움을 뿐만 아니라,일상생활용 의류로도 활용이 가능한 기능성 자 거 의류가

개발되고 있다.하지만 자 거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랜드들에 한 정보가 부족하고,생산 실

태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 사회문화 인 트 드로 부각되고

있는 자 거 의류의 랜드별 생산 황을 악하고,각 랜드의 기능성 의류 개발 실태를 악

함으로써 문선수 일반인을 타깃으로 한 신체 합성이 높은 자 거 의류 개발에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재 생산․ 매되고 있는 자 거 의류 생산업체의 특징을 알아보고,

각각의 생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성 자 거의류 개발 실태를 악하고자 하 다.이를

해 국내 자 거 의류 생산 업체 인지도와 매출을 검토하여, 문선수와 동호인을 타깃으로 하

는 내셔 랜드 6개,라이선스 랜드 3개,해외구매 행업체 1개로 총 10개의 자 거 의류

랜드를 조사 상업체로 선정하 다.조사기간은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8주간에 걸쳐 실시되

었으며,생산업체에 한 조사 내용은 자 거 의류 랜드의 생산 유통형태,생산하는 스타일

과 소재 그리고 각 생산업체의 기능성 사용 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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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고찰

자 거 의류 생산업체별 특징 기능성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 국내에서 매되고 있는 내셔 랜드 6개 4개는 아웃도어 의류 시장에서 인지도

가 높은 랜드로,2010년(E사)과 2011년(C사,D사,I사)에 자 거 의류 라인을 런칭하 다.자

거 의류의 기능성 소재 사용 여부에 따라 가격은 10만 원 부터 50만 원 까지 다양하게 나타났

으나,C사는 온라인 아웃도어 랜드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10만 원 미만의 합리 인 가격의

자 거 의류를 생산하고 있었다.내셔 랜드 2개는 온라인 오 라인에서 자 거 의류를

문으로 취 생산하는 업체로,100% 자체기술로 생산하는 H사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

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J사가 있었다.이들은 다양한 제품군과 10만원 미만의 비교 렴한 가격

이 특징이었으나,기 설정 치수의 제시 방법이 달라 구매 시 소비자들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둘째,라이선스 랜드인 A사(일본)와 B사(이탈리아)그리고 F사(미국)는 랜드의 역사가 오래

되어 국내 자 거 동호인과 문선수들에게 인지도가 높았으며,다양한 기능성 소재와 인체공학

인 패턴이 특징이었다.제조사별로 살펴보면,A사는 자체개발한 흡한-속건 소재인 울트라센서

(ultrasensor)라는 소재(이유진,2005)를 사용하고 있었고,B사는 특수 코 공법을 사용하여 100%

방수,방풍 투습 기능을 가진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F사는 스 스 에슐러 원단과 이태리

TMF사의 패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라이선스 랜드의 자 거 의류는 가볍고 얇아서 휴 가 용이

하며,라이딩 자세에 맞춰서 패턴이 설계되어 있어 기능성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뛰어난

기능성만큼 가격 가 높은 것이 소비자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었다.

셋째,해외구매 행업체인 G사는 아웃도어 기능성원단으로 유명한 고어텍스(GORE TEX)에서

만든 자 거 의류 업체로 성능과 디자인이 우수하여 유럽 IF디자인 상을 수상하기도 하 다.인

체해부학 인 3D 재단으로 정확하게 몸에 맞도록 제작되었으며,방풍 포켓 처리가 된 잠 지퍼,

엉덩이를 감싸게 만든 부분,야간 라이딩을 한 반사 테이핑 처리 등 디자인 기능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하지만,국내 소비자들은 해외구매 행을 통해서만 의류를 구입할 수 있어

근성이 어렵고,가격 가 매우 높아 인지도에 비해 실구매자의 수는 비교 었다.

4.결론

재 국내에서 매되고 있는 자 거 의류는 패턴 소재개발 면에서 라이선스 랜드들의 기

술력이 히 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자 거 의류는 일반 아웃도어와 다르게 자 거

를 타는 자세에 맞추어 패턴이 개발되어야 하고,소재 한 방풍,방수,투습 등의 기능이 강조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해외 라이선스 랜드들에 비해 국내 생산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소재개발 패턴설계에 있어서 기술력이 미흡한 실정이며,기능성이 강조된 라이선스

랜드들은 가격이 높아 합리 인 가격의 기능성 자 거 의류를 구입하고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

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 한 기능성 자 거 의

류를 개발하기 해서는 자 거 이용자들의 자 거 의류의 착용실태 불편사항을 악하고,자

거 의류에 필요한 기능을 조사한 후에 라이딩 자세에 맞춘 인체공학 인 패턴 개발과 더불어

착용감과 기능성이 뛰어난 소재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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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1

의상 제작을 위한 한국 전통 담의 형태 요소 표현

문명옥

동의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서론

우리 선조들은 담을 단순히 외부 세계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머무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으

로만 여기지 않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독특하게 꾸미기를 즐겼다. 통 담의 재료들로 의

해 표 된 문양들은 단순한 장식이나 아름다움을 한 것이 아니라 재난으로부터 건물과 인간을

보호받고 복을 구하는 소망과 사상이 담겨져 있었다. 통 담에 나타나는 문양을 응용하여 의상

디자인에 활용한 는 많으나 부분 자수나 린트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형상 인 문양 심으

로 이루어졌다.이러한 형상 문양은 통 담 구성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통 물품에서 공통 으로

보이는 것으로 통 담만의 독특한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통 담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문양 이

외에 돌,기와 등이 있으며 의상을 통한 통 담의 다양한 활용을 하여 이들 요소들을 의

상에 표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의상 제작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장식 은 직물의 표

면을 변형하여 그 느낌을 풍부하게 하는 제 기법으로 다양한 텍스 어를 표 할 수 있으므로

장식 의 기법들을 활용하여 의상 제작을 한 통 담의 형태 요소들을 표 하고자 한다.

2.한국 통 담

담은 일차 으로 역을 한정하고 나와 남을 분리하고 도둑을 막는 등의 공리 목 을 갖는

다.(임석재,2005)우리나라 통 담의 구조는 담의 체 지지부인 기 부,담의 형태를 좌우하는

주 부분으로 재료나 축조 방법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 몸통부,담의 몸통부를 보호하기 해 머

리를 얹은 머리부로 구성된다. 통 담은 지리,지형,기후 등의 자연환경과 그 당시의 인문 배

경 사상에 향을 받아 각 건축물의 용도와 치 공간의 성격에 맞게 축조되어 왔다.담의 소

재와 재료 역시 주변에서 쉽게 구하고 공 할 수 있는 목재,석재,석회,벽돌 등이 담의 재료로

리 이용되고 있었으며 각 지역의 산출 재료는 담의 형태와 의장 효과에 향을 미치며 그 지역

의 향토 성향을 나타낸다.(이윤정,2005)담의 구조와 치장은 쌓는 재료에 따라 산울타리,바자

울,울타리,토담,돌담,벽돌담,복합형,화 담 등의 종류가 있다.주남철(1983)에 의하면 한국

통 담의 디자인은 크게 동일 구성 요소를 반복 으로 구성시킨 것과 무늬로 담을 꾸미는 것으로

나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각각의 가 되는 것을 찾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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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한국 통 담의 디자인

동일 구성 요소의 반복

막돌의 반복 사고석 쌓기
벽돌의

반복 쌓기

돌과 기와

반복 쌓기

돌,짚 과 흙

섞어 쌓기

벽돌,사고석,

환석의

반복 쌓기

출처
(조정 ,2003,

p.62)

낙안읍성

(임석재,2005,

p.19)

종묘 정

(조정 ,2003,

p.32)

자경 외담

(임석재,2005,

p.80,81)

하동 계사

효성각 돌담

(임석재,2005,

p.14,15)

소쇄원 담

(조정 ,2003,

p.9)

낙선재 행랑채

화방담

무늬로 꾸미는 기법

문자무늬 동물무늬 식물무늬
기하학 무늬

(귀갑,완자,아자)

출처

(조정 ,2003,

p.7)

낙선재 후원의

만월문과 꽃담

(조정 ,2003,

p.42)

경복궁 자경

황새

(조정 ,2003,

p.37)

자경

서쪽 담

(조정 ,2003,p.23)

덕수궁 덕흥 의 샛담

3.한국 통 담 형태 요소의 표

한국 통 담을 구성하는 주요 재료로는 자연에서 채취한 돌,돌의 크기와 모양을 인 으로

다듬은 사고석, 토를 구워 만든 돌,기와,진흙,나무,짚 등이 있다. 재 남아 있는 통 담들

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 한 담 디자인의 여러 기법들이 각각 뚜렷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담 안에서 여러 가지 기법과 재료가 혼용될 때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3.1.돌

통 담에 사용된 돌들은 부분 자연 상태의 모양이 지켜졌으나 궁궐 담이나 성벽에 사용한

사고석과 같이 인 인 가공을 가해진 경우도 있었다.자연 상태의 돌만으로 담을 쌓거나 돌과

진흙을 섞어 쌓거나 아래쪽 기단부는 돌로 쌓고 간부분은 기와와 진흙을 섞어 쌓은 담 등이 보

인다.자연 상태의 돌들만으로 담을 쌓은 경우는 다듬지 않은 자연 상태 돌들의 다양한 모양과 담

을 이루기 해 돌들이 서로 맞물려 잘 쌓아 올려 진 자연스러우면서도 변화무 한 모양을 표

하고 있다.돌과 진흙을 섞어 쌓은 담은 돌이 주재료가 되고 돌과 돌 사이를 진흙으로 합하도록

쌓은 담과 돌과 진흙을 섞되 아래쪽에는 돌이 주가 되고 담의 부분으로 갈수록 진흙 속에 돌

이 박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자연 상태 돌의 다양함과 진흙 속에 섞여 있는 돌의 치가

일률 이지 않은 변화를 표 하고 있다.인 인 가공으로 만들어진 돌은 궁궐이나 상류층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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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의 담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직선,십자,아자,만자,뇌자,등의 기하학 무늬로 만들어 통 담

의 다양한 디자인을 표 하 다. 통 담에서 나타나는 돌의 모양은 자연 상태의 돌과 인공 인

가공이 가해진 돌로 나 어서 의상에서 표 할 수 있다.자연 상태의 돌은 모양 자체가 고르지

않고 각각이 다르며 입체 인 모양으로 나타나므로 직물을 자연스럽게 조 하여 여주어 주름

잡아 입체감이 생기도록 하는 개더링과 셔링 등의 제 기법으로 표 할 수 있다.그리고 반듯반

듯한 사고석이나 돌은 규칙 으로 주름 잡는 기법인 리츠,스모킹,턱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2.기와

한옥 지붕의 재료로 단연 으뜸인 기와는 한 개의 기와가 얹고 받는 양기와와 달리 암,수로 기

능이 엄격히 구분되어 기하학 인 선의 아름다움을 연출한다.(윤지혜,2009)기와지붕에서 보이는

암키와 수키와의 첩되고 반복된 패턴은 곡선과 직선이 함께 어울려 율동감을 주고 처마와 연결

된 자연스런 곡선은 한옥의 은은한 완곡면의 아름다움을 주어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한옥의 지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은 담의 지붕에서도 그 로 나타나고 있다.담의

간부분에서의 기와는 쌓아만 두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특성을 활용하여 수평이나 사선으로 계속

쌓은 담이 있으며 진흙 속에 기와를 박아 넣어 선 무늬를 새기거나 길상 문자들과 소박한 꽃문

양으로 새기기도 하 다.기와의 곡선을 이용하여 무늬를 구성할 때는 깨지지 않은 기와와 깨진

기와를 히 이용했다.기와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하여 미 인 결합을 이루게 하고 깨진

기와도 버리지 않고 무늬를 만드는데 히 사용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통 담에

서 나타나는 기와의 모양은 지붕부분의 첩되고 반복되는 완곡면의 패턴,앞으로 돌출하는 입체

감과 담의 간부분에서 기와를 겹쳐 쌓아서 나타나는 첩의 패턴을 의상에서 표 할 수 있으며

풍성함을 표 할 수 있는 러 , 라운스,고젯의 제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2.3.문양

담의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나 아름다움을 한 것이 아니라 주술 으로 인간의 길흉화복을 주

하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건물과 인간을 보호받으려는 소망과 사상이 담겨져 있다.(이윤정,2005)

담의 문양은 사용한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에서 살펴 본 돌이나 사고석,기와에

의한 선무늬,직선무늬,곡선,사선, 선,이외에 만자,귀갑문,뇌문,길상의 의미를 지닌 문자

무늬들이 있다.길상의 의미를 지닌 모란,연꽃,매화와 같은 꽃이나 나무,소나무,석류나무 와

같은 나무 등의 식물문양을 담의 무늬로 하 다.상서로운 동물로 생각하는 사슴이나 길조로 생각

하는 읙나 같은 조류들을 무늬로 하여 장식하 다.(송혜련,2004)그리고 장생불사을 담상하는 10

가지 물상인 해,산,물,돌,구름,솔,학,불로 ,거북,사슴의 십장생 문양도 있다.구체 인 형상

의 문양으로 담에서 보이는 식물무늬,동물무늬,십장생 무늬 등은 형체를 평면 으로 묘사해 내

는 형상무늬 기법과 부조나 투조의 입체 인 기법으로 표 되고 있으므로 담에 나타나는 이들 문

양들을 표 할 때는 직물의 표면을 평면 으로 비거나 입체감이 생기도록 채워 넣는 기법인 코

딩,퀼 ,스터핑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4.결언

통을 화 하는 에서 한국 통 담은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소재이며

통 담을 구성하는 돌,기와,문양 등이 만들어 내는 담의 간부분과 기단부의 표면 효과들은

물론 지붕부분의 완곡면 형상들은 의상에서 입체 이며 풍부한 느낌의 텍스 어를 표 하는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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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훌륭한 요소들이다.이 요소들을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감각에 맞는 개성

있고 표 이 풍부하며 다양한 변화를 보여 수 있는 의상의 제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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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2

해양 레저 활동에 따른 래시가드의 착용실태 연구

이명희

부경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1.서론

한 컨디션 유지와 안 을 해 착용되는 래시가드는 스 덱스와 나일론 는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몸에 꼭 맞게 구성되고,자외선 차단과 흡한 속건 체온조 등의 기능성을 갖춘 스포츠

웨어이다.

해양 활동 시 착용되는 래시가드는 계 과 수온상태에 따라 체온보호와 자외선 차단

활동성이 요시 된다.따라서 래시가드는 원단에 자외선 차단으로 태양보호지수(SPF50+)를 부여

하여 피부를 보호하며,무시 제방식으로 입체 인 개선으로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 신체 컨

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 과격한 활동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비 않도록 제라인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체공학,안정성 착용자의 쾌 성이 고려되어 신체의 굴곡을 따라 팔의 움직임을 최

한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Yun,Lee,2001). 한 스포츠 환경에 맞게 소재구성과 착용

코디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문 인 해양스포츠에 합하게 착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활동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착용스타일과 보유수,착용사이즈와

선택기 에 의거한 착용실태를 악하고,래시가드의 제품 만족도에 하여 해양 활동과 착

의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해양 활동에 따른 래시가드 소비자의 착용실태에 한 기 자료

를 제시하고자 하 다.

2.연구방법

2.1.연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 상자는 국 6개 지역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는 학생,일반인들이었

으며,설문참가자는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 다.자료수집은 선행연구(Yun& Lee,2011)와 같이

2010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행해졌다.연구 상은 설문참가자 래시가드 착용 구매 경험이

있는 성인 남성 105명이었다.

2.2.측정도구 자료분석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연령,참가경력,활동일수,스포츠종목 등의 해양 활동 특성과 래시가

드 스타일 보유수,그리고 래시가드의 착용만족도에 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착용 인 래

시가드에 한 만족도 조사는 색상,소재,사이즈,품질,가격,기능성,디자인의 7개 세부항목에

하여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각 항목은 5 척도를 사용하여 수가 높을수

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 다.

래시가드 스타일 보유수에 한 조사에서는 시 되는 서로 다른 6가지의 래시가드 도식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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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차이가 드러나게 제시하고 각 스타일의 보유수량을 측정하 다.자료 분석을 해서는 SPSS

20.0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빈도분석,교차분석,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 다.

3.연구결과 고찰

3.1.연구 상자의 해양 활동 특성

연구 상자 105명의 연령 는 20 가 36.2%,30 가 34.3%,40 이상이 29.5%를 차지하 고,

참가스포츠 종목수는 1개 종목 44명(41.9%),2개 종목 25명(23.8%),3개 종목 20명(19.0%),4개 종

목 이상 16명 (15.2%)으로 나타났다.참가경력은 3년이하 34.3%,4-7년 26.7%,8년이상 39.0%의

분포로 나타났으며,연간 활동일수는 14일이하 13.3%,15-29일 20.0%,30일이상 66.7%의 분포로

나타났다.그리고 참가스포츠 종목수와 스포츠종목간의 참가자수를 살펴보면,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스포츠종목은 드서핑으로 67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1개 종목 참가자

다수가 드서핑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드서핑 참가자에 한 참가경력 활동일수에 따른 분석결과는 Parketal(2002)연

구의 드서핑 참가자의 참여 형태별 특성에 따르면 참여 기간이 3년 미만 53.7%,3-5년 15.3%,5년

이상 31.0%의 분포로 본 연구결과에 비해 활동 경력이 낮은 집단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10년 의 해양 활동인구의 지속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로 해석되며,참여 회수는 10회 미만

25.1%,10-20회 12.8%,20회이상 62.1%로 본 연구결과의 활동 일수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2.래시가드의 착용실태

3.2.1.래시가드 착용스타일 보유수

소재와 소매길이가 서로 다른 래시가드 스타일의 선호경향을 살펴보면,라이크라-긴소매 보유자

가 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라이크라-반소매와 네오 -긴소매는 각각 43명,41명으로 나타났다.

네오 랜/기모라이크라-긴소매 보유자는 27명,네오 랜-반소매 보유자는 26명이었으며,네오 랜

-민소매 보유자는 13명이었다.

착용하는 래시가드 스타일수는 1개 스타일 42.9%,3개 스타일 24.8%,2개 스타일 19.0%,4개 스

타일이상 13.3%의 분포를 나타내었다.참가스포츠 종목수에 따른 착용스타일은 1개 종목 는 2개

종목의 참가자가 1개의 래시가드 스타일을 보유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3개종목

참가자는 1개 스타일 3개 4개이상의 스타일을 보유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4개 종목

이상의 참가자들은 1개 스타일보다는 2개,3개,4개 이상의 서로 다른 복수의 스타일을 보유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카이제곱값 23.972와 .004의 유의수 으로 유의한 빈도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경력에 따른 래시가드 보유수는 카이제곱값 34.180과 .000의 유의수 으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3년 이하 그룹은 1매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4-7년 그룹은 4-5매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8년이상 그룹은 6매 이상 보유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해양 활동에 따른 래시가드 착용스타일 보유수는 경력 참가스포츠종목수에

따라 그 빈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으며,참가경력이 높을수록 래시가드 체 보유수량이 높게

나타나고,참가스포츠종목이 많을수록 서로 다른 스타일의 래시가드를 보유하는 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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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래시가드 착용치수 선택기

래시가드 착용치수는 XS1명,S6명,M 35명,L18명,XL25명,2XL12명,기타 8명으로 M이

하치수가 40%,L/XL치수가 41%,2XL이상이 19%를 차지하 다.그리고 래시가드 착용치수의 선

택기 은 평상복과 비교해서 같은 치수가 45명,작은 치수가 48명으로 체 의 88.6%가 평상복과

같은 치수 혹은 보다 작은 치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래시가드 착용치수와 선택기

간의 교차분석 결과,카이제곱값 34.607로 유의수 .011로 빈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러한 차이를 살펴보면,착용 치수가 M이하에서는 부분이 래시가드 착용치수는 평상복보다 작은

치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XL이상에서는 평상복과 같거나 더 큰 치수를 선택하는 빈도

가 높게 나타났다.

참가경력에 따른 착용 치수 선택기 간의 교차분석결과,경력과 착용치수 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선택기 간에는 통계 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나

참가경력과 선택기 에 따른 빈도경향을 살펴보면 3년이하 경력에서는 같거나 더 큰 치수를 선택

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4-7년과 8년이상의 경력에서는 더 작은 치수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해양 활동에 참가한 경력이 높을수록 래시가드 착용치수는 보다 타이

드한 쪽을 선호한다 할 수 있겠다.

3.3.래시가드의 착용 만족도

래시가드의 착용 만족도는 색상,소재,사이즈,품질,가격,기능성,디자인의 항목별로 측정되었

으며,착용치수 선택기 의 착용조건에 따른 분석을 하여 착용치수를 M이하,L/XL,2XL/기

타로 3그룹으로 구분하고 선택기 을 같은 치수 는 큰 치수,작은 치수 는 되는 로의 2그룹

으로 구분하여 다른 숶 집단의 착용만족도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살펴보았다.착용 인

래시가드에 한 평균 인 만족도는 색상 3.61±0펴보팴보,소재 3.64±0펴보13,사이즈 3.66±0펴843,품질

3.71±0펴832,가격 3.팰보±0펴814,기능성 3.64±0펴팷보보,디자인 3.69±0펴보25로 보통을 상회하는 만족도를 나

타내었다.평균치의 측면에서 품질의 만족도가 상 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가격에 한 만

족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보통수 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래시가드 착용만족도는 착용치수와 선택기 에 따라 색상,소재,품질,디자인에서 유의 인 차

이가 나타났다.색상에 해서는 L/XL-작은치수그룹이 4.28의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나타났으며,

M이하_작은치수그룹은 3.26의 만족도로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소재에 해서는 L/XL-

작은치수그룹이 4.11의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2XL-같은치수그룹은 2.93으로 보통이하의 만족도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사이즈에 해서는 L/XL-작은치수그룹이 4.06으로 나타났고 2XL-같은치

수와 M이하-같은치수 그룹이 3.36으로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품질에 해서는 L/XL-작은치

수그룹이 4.11의 만족도를 나타내었고,2XL-같은치수그룹이 3.21의 만족도로 유의 인 차이를 나

타내었다.가격에 해서는 2XL-작은치수그룹이 3.60의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M이하-작은치수그

룹은 2.94로 보통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기능성에 해서는 L/XL-작은치수그룹이 4.00의 만

족도를 나타내었고,2XL-작은치수그룹이 3.40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디자인에 해서는 L/XL-

작은치수그룹이 4.22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M이하-작은치수그룹은 3.39의 만족도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보면 L/XL-작은 치수그룹은 가격을 제외한 6개 항목에서 4이상으로 착용

인 래시가드에 만족한다고 평가하 으며,M이하의 치수 는 같은 치수를 선택하는 그룹의 만

족도가 상 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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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론

래시가드 소비자의 착용실태에 한 기 자료를 제고하고자 해양 활동을 하는 성인 남자

105명을 상으로 설문에 의한 자료 수집을 행하고,해양 활동에 따라 소비자를 세분화하여

착용스타일과 보유수,착용사이즈와 선택기 에 의거한 착용실태 래시가드의 착용만족도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해양 활동에 따른 인구통계학 특성을 살펴보면,연구 상자의 연령분포는 20 가 36.2%,

30 가 34.3%,40 이상이 29.5%를 차지하 다.참가경력은 3년이하 34.3%,4-7년 26.7%,8년이

상 39.0%의 분포로 나타났으며,연간 활동일수는 14일이하 13.3%,15-29일 20.0%,30일이상 66.7%

의 분포로 나타났다.참가스포츠 종목수는 1개 종목 44명(41.9%),2개 종목 25명(23.8%),3개 종

목 20명(19.0%),4개 종목 이상 16명 (15.2%)으로 나타났다.

2)해양 활동에 따른 래시가드 착용스타일 보유수는 경력 참가스포츠종목수에 따라

그 빈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으며,참가경력이 높을수록 래시가드 보유수가 높게 나타났고,참

가스포츠종목이 많을수록 서로 다른 스타일의 래시가드를 보유하는 빈도가 높았다.

3)래시가드의 착용치수와 선택기 에 따른 빈도는 유의 인 차이가 있었으며,M 이하 착용자

는 평상복보다 작은 치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XL이상 착용자는 평상복과 같거나 더

큰 치수를 선택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리고 해양 참가경력이 높을수록 래시가드 착용

치수는 보다 타이드한 쪽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 다.

4)래시가드의 착용만족도는 반 으로 ‘보통’수 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그b가운

데 품질에 한 만족도가 상 으로 높았고,가격에 한 만족도는 ‘보통’수 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착용치수와 선택기 으로 구분한 착용만족도는 L/XL-작은 치수그룹이 가격을 제외한 색

상 소재,사이즈,품질,기능성,디자인 항목에서 ‘만족’수 으로 높게 나타났으며,M이하의 치수

는 같거나 큰 치수를 선택하는 그룹의 만족도가 ‘보통’ 는 그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착

용치수와 선택기 에 따른 래시가드 착용만족도는 색상,소재,품질,디자인에서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이상으로 특정한 용도로 착용되는 의복의 실태분석을 연구는 일반 인 인구통계학 특성과 더

불어 그 용도를 이해할 수 있는 세부항목에 따른 분석이 행해짐으로써 소비자 특성을 악하는

자료 축 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한 본 연구에서 착용치수가 M이하인 상자가 40% 수

이고,선택기 도 같거나 큰 치수를 선택하는 비율이 반 수 임을 감안할 때,앞으로 이러한 착

용치수 치수선택에 따른 착용자의 불만족 원인을 악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었으나,신체치

수자료의 한계로 추가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기

를 기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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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chasing Behavior and Satisfaction in Wind-surfing. Korean Journal of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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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가상착의 프로그램의 용어 표준화를 위한 조사연구

- 아바타의 인체 변환 매뉴얼을 중심으로 -

한 정‧ 은경

울산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의류산업의 로벌화에 따른 생산체제의 변화와 제품의 고 화,다품종 소량화 추세에서는 다양

한 샘 제작 달의 신속성이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이다.제품생산 ,패턴제작만으로

컴퓨터상에서 모델링을 실행할 수 있는 가상착의 시스템은 샘 제작에 따른 시간 ,경제 손실

을 여 합리 인 생산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양정은,김숙진.2006).이러한 시 상황에 처하

기 하여 다양한 가상착의 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으며,아바타의 사이즈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

공되고 있어 이들 로그램의 용어 표 화의 검증이 요구된다.인체측정 련 용어는 인류학,의학,

의류학,인간공학 체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데,분야에 따라 용어가 다르고 동일분

야 내에서도 우리말 용어,일본식 용어, 어 용어 등 통일성이 없어(산업자원부 기술표 원.

2004),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에서 인체치수 측정 련 용어의 표 화 작업을 실시하여,체

계 인 기 에 의하여 우리말 용어로 교체하고,그에 응하는 어용어를 ISO방식으로 제시하

다.이와 함께 각 측정항목의 용어 뿐 아니라 측정방법을 정의하여 인체데이터 자료의 표 화를

이루었다.이와 같은 범국가 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 착의 아바타의 인체 변환 매뉴얼의 용어

는 KS규격으로 제시한 표 용어와 일치되지 않거나, 로그램 별로 각 항목의 용어가 동일해도

측정방법 는 측정부 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산업체나 의복구성,인체측정 련 분야의 연구자

사용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는 가상착의 로그램 사용의 증 에 따른 미

래 자상거래와 가상 아바타 체형 련 연구의 활성화를 한 비책으로 3D 가상착의 로그램

의 아바타 체형변환 문 매뉴얼 용어의 분석 표 화 제안에 그 목 을 두고 있다.

Ⅱ.연구 방법

가상착의 연구 의류업체에서의 활용빈도가 높은 3개 3D가상착의 로그램(CLO 3D,DC

suite,OptiTex)을 선정하여, 로그램별 생산업체 계자 인터뷰 tutorialguide,manualbook

검토를 통해 아바타의 체형변환 련 기능에 해 차이 문제 을 조사하 다. 한 로그램

분석을 통해 아바타의 신체구성 매뉴얼의 용어 황을 살펴보고 SizeKorea에서 표 화된 인체치

수 측정 련 용어와 비교분석하여 표 화된 용어의 제안을 시도하 다.

Ⅲ.연구결과

첫째,조사된 3개의 3D가상착의 로그램 모두 의류업체,특히 해외 수출입을 주로 하는 무역

업 련 업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의류의 OEM,해외 거래의 증가에 따른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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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 인체 련 용어 패턴 련 용어 등 가상착의 로그램 매뉴얼의 국제 표 화 작업이 요구

된다. 로그램 모두 아바타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는 인체치수 변환기능이 있으며,2개 로그

램은 인체계측기 을 나타내는 랜드마크를 확인 는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그 한 개 로

그램은 랜드마크의 설정 부 ,용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랜드마크가 인체측정부 를

선정하는 우선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한 확인이 불가능한 로그램도 있어,아바타 사

이징의 정확성을 단하는데 문제시 될 것으로 견된다.

둘째,아바타의 신체 사이즈 변환 매뉴얼은 기 항목과 세부조 항목으로 구분된다.기 항목은

로그램에 따라 각각 8,2,4개 항목으로,이들 항목의 치수를 입할 경우 그 이외의 세부항목이

자동으로 치수가 변화되는 원리이다.제시된 세부항목 역시,사용자의 치수설정에 따라 변환가능

한데 이때 조 가능한 인체치수 항목은 각각 48,20,29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3개 로그램 모

두 기 항목으로 신장과 허리둘 가 포함되었으며,그밖에 가슴둘 ,엉덩이둘 ,허리높이 등이

로그램별로 설정되어 있었다.

셋째, 로그램의 사이징 항목 명칭과 SizeKorea에서 제시한 표 용어를 비교분석한 결과,여

러 항목에서 지정된 계측부 가 KS규격 계측항목과 다르게 나타났으며,용어 역시 표 용어와 불

일치하는 항목이 발견되어 이에 한 수정,보완이 요구되었다. 로그램에서 제시한 랜드마크 항

목 38개 항목은 SizeKorea의 표 용어와 일치되나,16개 항목의 용어는 개정 구용어를 사

용하거나 SizeKorea에서 제시한 표 용어와 일치하지 않아 이 역시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이에

일치하지 않는 용어에 하여 표 용어에 의거,용어 개선안을 제시하 다.

Ⅳ.결론

3D 가상착의 로그램은 의류산업의 로벌화와 함께 특히,해외사업을 담당하는 여러 업체에

서 그 사용이 확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문 인력의 수 을 충족하기 해 학에서의 문 인

력 양성이 요구된다.실제 3D가상착의 로그램에서 다양한 기능,인체체형에 더욱 근 한 아바타

의복재 ,속도향상 등 로그램의 수 은 향상 일로에 있으나 본 연구결과,아직 사용용어가

표 화되지 못하고 로그램마다 상이하여 매뉴얼 용어의 국가 표 화 나아가 국제 표 화 작

업이 시 함을 알 수 있었다.이에 미래가상착의 시스템의 문화와 로벌화를 해 3D가상착의

로그램에서 인체계측매뉴얼과 랜드마크 용어의 표 화를 한 연구는 보다 심층 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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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전투복의 기능성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김경선1)‧남윤자2)

1)서울 학교 의류학과

2)서울 학교 의류학과/생활과학연구소

Ⅰ.서론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 체복무제 등 다양한 국방 안에 한 논

의가 진행되면서 여성인력의 군 입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국방개 307계획」(2010)에

의하면 국방부는 2010년 군의 3.9%(6,162명)에 불과했던 여군규모를 2016년까지 13.2% 수 으로

확 할 계획이다.우수한 여군 인력에 한 심과 함께 군복 개인 장구류에 한 개선 요구가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여군을 상으로 하는 연구는 직무만족,성역할 등에 머물러 있는 상

황이다. 투복은 군인이 투에 참가할 때와 군사에 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때 착용하는 주

요 군 복장으로(Choietal.,2003)단순한 옷의 개념을 넘어서 군인이 착용하는 가장 기본 인

투 장비이다. 재의 여군 투복은 압도 으로 다수인 남군에게 이 맞추어져 있어서 남녀의

璾 ЀᲲ峂나 생애주기에 한 차이가 충분히 고려袽⃗⒬붸히 있다(Kim etal.,2010).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군 투복의 착용에 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착용 황을 악하고 기능성을 평

가하고자 한다. 한 이를 통하여 여군 투복의 불편사항과 문제 을 악하고 개선 을 제시하

여 기능성이 향상된 여군 투복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얼룩무늬 투복에 한 착용 실태를 조사하 다.설문지는

투복에 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토 로 작성하 으며,2012년 4월 6일 육군 제1사단을 방문하여

여군 20명을 인터뷰하고 비조사를 실시한 후,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설문조사는

2012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하 으며,얼룩무늬 투복을 착용하는 역 여군을 상

으로 하 다.회수된 설문지 기입이 미비한 설문지를 제외한 517부를 통계 분석에 사용하 다.

설문의 문항은 여군의 투복 착용 황 련 문항과 착용평가 련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자료

분석은 SPSS12.0을 사용하 으며,기술통계와 빈도분석,교차분석을 사용하여 문항에 한 결과

를 제시하 다.

Ⅲ.결과 고찰

1.착용 황

조사 상자의 연령층은 18세에서 43세까지 분포하 으며,평균연령은 26.4세로 20～24세에 속하

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 다.평균 키는 163.2cm,몸무게는 55.9kg으로 조사되었다.근무

경력은 평균 4.5년이었으며,근무 유형은 간호장교가 부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남군과 차이가



- 349 -

없는 다양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투복의 지 방식을 조사한 결과 신체 사

이즈를 기 으로 지 받은 경우가 67.4%로 가장 많았으며,이 경우 참고가 된 인체 치수는 키,가

슴둘 ,허리둘 다.

2.사용성 평가

반 인 디자인 문양에 한 만족도가 3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아 이에 한 개선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복 사용성 문항 에서 착의방법에 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상의를 하의 속에 넣어 입는 착용법에 한 만족도가 2 이하로 측정되었다. 투복 착탈방식에

한 문항도 모두 낮게 측정되었으며,특히 바지 앞단추 여 이 가장 낮은 수를 나타냈다.바지

끝단의 고무링 착용과 상의 단추 여 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어서 반 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치수 합성 평가

치수 합성 분석 결과 소매길이를 제외한 모든 문항이 3 이상으로 측정되어 반 으로 여군

투복의 여유성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상의와 하의를 비교하면 하의가 반 으로

더 크다고 인지하 으며,특히 하의의 길이는 4 이상으로 평가되어 투복 하의 패턴이 여

군 체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투복의 치수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

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7%가 맞지 않는 부분을 수선한다고 응답하 으며,28.0%가 맞춰 입

는다고 응답하여 인간공학 여군 투복 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동작 합성 평가

동작 합성을 평가한 결과 바로 선 자세를 제외한 모든 자세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상의

는 특히 팔의 움직임과 팔을 들어 올릴 때 겨드랑이 부 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하의는 앉거나 일어서는 동작 시에 길이가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Ⅳ.결론

본 연구는 여군 투복에 한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 을 악하고 기능 으로 우수한 여군

투복을 제작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여군 투복은 여성체형에 합하지 않

게 설계되어 지나치게 여유량이 많고 동작이 구속되며,착탈 방식 착의법에 한 만족도 한

낮아서 반 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복에서 개선되어

야할 가장 요한 성능으로서 활동성(28.5%)과 착탈용이성(26.4%)을 지 하고 있는 도 본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연령에 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확한 인체 측정을 바탕으로 한 신체 사이

즈를 반 하지 않았다는 제한 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 신체 사이즈에 따른 만족도

요구 성능의 차이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본 연구의 결과는 여군 투복의 기능성 개선을 한 기

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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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5

3차원 가상착의시스템을 이용한 

Plus-size 여성 재킷의 시각적 효과

오 순‧이정란

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Plus-size여성은 정상인보다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심리 갈등이 심하며 의복을 통한 체형

의 보완을 요하게 생각한다.Plus-size여성에게 있어서 재킷은 소재,색감,무늬,디자인 등 구

성요소의 변화를 통해 유행과 더불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변화가 가능하며,착용자의 가슴,허리,

엉덩이,팔,허벅지 등의 모든 부 를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하희정,

2009). 의복 구성요소의 한 조합은 착용자의 신체 결함을 보완하거나 매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각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의복의 착시효과를 나타내는 요한 요소로써 린세스 라인은 진동이나 어깨에서 허리 다트를

연결하는 솔기선으로 실루엣 내부에서 공간을 분할하는 특징이 있다. 각도를 가진 두 개의 수

직선으로 구성되어 수직선의 효과에 각도의 효과가 부가되어 체 인 굴곡을 강조하여 체형을

아름다워 보이게 한다(김숙정,2000).특히 각도의 효과를 이용하여 체형을 좁아 보이게 하거나 넓

어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정효과를 얻을 수 있다.이는 다른 연령

에 비해 활동량이 많고 미 인 욕구가 높은 20～30 Plus-size여성에게는 재킷의 린세스 라

인의 치와 허리간격,버튼의 개수 등의 재킷 구성요인을 변화시킴으로써 신체 결함을 보완해

정 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 바디스캔을 통해 20～30 Plus-size여성의 가상모델을 구 하고,

3D가상착의 시스템인 i-Designer 로그램을 이용하여 재킷의 버튼개수와 린세스 라인의 치

허리간격을 디자인 변인으로 설정하고 가상착의 시뮬 이션을 실시하여 Plus-size여성의 체형

보완을 한 재킷의 시각 효과에 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1)디자인 선정

선행연구(김숙정,2000,오 순․이정란,2010)의 결과를 토 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킷의 버

튼 개수, 린세스 라인의 치와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을 디자인 변인으로 정하 다.선정된

디자인은 린세스 라인의 치가 앞품선의 1/2지 (AP1)과 2/3지 (AP2)에서 시작되는 진동 린

세스 라인과 어깨선 1/2지 (SP1)과 2/3지 (SP2)에서 시작되는 어깨 린세스 라인(Shoulder

PrincessLine)으로 나 었다.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은 앞 심선에서 8.5cm(W1),11.5cm(W2)

로 정하고,재킷의 버튼은 허리선에서 2cm 올라간 지 에서 라펠의 꺾임선이 시작되는 원버튼(B1)

과 허리선에서 6.5cm 올라간 지 에서 라펠의 꺾임선이 시작되는 투버튼(B2)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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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상모델 형성 가상착의

가상모델은 sizekorea(2005)의 20～30 여성의 인체치수 데이터로 비만체형을 분류한 다음 평

균치수에 해당하는 1명을 상으로 3D바디 스캔을 실시하 으며,스캔 데이터는 i-Designer 로

그램의 Bodyordertool을 이용하여 3D가상모델로 구 하 다.

가상착의 시뮬 이션을 한 실험복 패턴은 본 연구자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연구패턴을 사용하 으며 디자인 변인이 조합된 총 16종에 하여 가상착의 시뮬 이션을

실시하 다.

3)착의 평가 실험

평가 원은 의복 디자인에 한 반 인 이해와 지식이 풍부하며,시각 단력이 비교 정

확해야 하므로 의류학 공의 학원 재학생 10명을 문 패 단으로 구성하 다.

평가항목은 린세스라인의 치, 린세스라인의 허리간격,버튼 개수 등의 요인별로 조합된

디자인을 동시에 보고 순 를 정하는 다 순 법으로 평가하 다.

4)자료 분석

평가물에 하여 평가항목별로 조합된 디자인에 한 각 항목별 평균순 (M)값 유의도를 구

하고,그 차이 을 비교․분석하 으며 검사자들 상호간의 평가결과에 한 일치도는 Kendall의

일치성계수(W)에 의하여 구하 다.

3.결과 고찰

1) 린세스 라인의 치에 따른 어깨폭의 착시효과

진동 린세스 라인의 경우, 린세스 라인의 치가 진동 1/2지 이며 허리간격이 넓은 원버튼

의 디자인인 어깨가 가장 좁아 보 으며,반면에 허리간격이 좁은 투버튼의 디자인이 어깨가 가장

넓어 보 다.그러나 린세스 라인의 치가 진동 2/3지 일 때는 디자인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지 않았다.어깨 린세스 라인의 경우,진동 린세스 라인과 마찬가지로 린세스 라인의

치가 어깨 1/2지 이며 허리간격이 넓은 원버튼의 디자인이 가장 좁아 보 으며,투버튼의 허리간

격이 좁은 디자인이 어깨가 가장 넓어 보 다.어깨 2/3지 에서는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이

좁은 원버튼의 디자인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 으며,허리간격이 넓고 투버튼의 디자인이 어깨가

가장 넓어 보 다.

따라서 린세스 라인의 치에 계없이 투버튼에 비해 원버튼의 재킷이 어깨가 좁아 보 는

데 이는 최정(1995)의 연구결과 테일러드 칼라일 때,칼라의 깊이가 V자 일수록 목 시선이 아래로

유도되어 어깨가 좁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린세스 라인의 치가 진동 1/2지 과 어

깨 1/2지 은 김숙정(2000)의 연구결과,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이 좁을수록 어깨를 가장 좁아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가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Plus-size여성의 경우 정상체형

의 여성에 비해 몸통의 비가 크므로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이 좁으면 Y자의 라인이 극 화

되어 어깨가 상 으로 넓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2)버튼 개수에 따른 가슴크기의 착시효과

원버튼의 경우, 린세스 라인의 치가 진동이나 어깨의 1/2지 이고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

격이 넓은 디자인이 가슴이 가장 작아 보 으며,반면 린세스 라인의 치가 진동이나 어깨의

2/3지 이고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이 좁은 디자인이 가슴이 커 보 다.그러나 투버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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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린세스 라인에서는 원버튼과 마찬가지로 진동 1/2지 이고 허리간격이 넓은 디자인이 가슴

이 가장 작아보 고, 린세스 라인의 치가 진동 2/3지 이고 허리간격이 좁은 디자인이 가슴이

커보 다.그러나 투버튼의 어깨 린세스 라인에서는 린세스 라인의 치가 어깨 1/2지 이고

허리간격이 좁은 디자인이 가슴이 작아 보 고 린세스 라인의 치가 어깨 2/3지 이고 허리간

격이 넓은 디자인이 가슴이 커 보 다.이는 진동 린세스 라인에서는 버튼의 개수와 계없이

린세스 라인의 치가 높고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이 넓은 디자인이 가슴이 작아 보이는 착

시효과를 나타내었다.어깨 린세스 라인에서는 원버튼의 경우, 린세스 라인의 치가 높고 허

리간격이 넓은 디자인이 가슴이 작아 보 으나 투버튼의 경우에는 린세스 라인의 치가 높고

허리간격이 좁은 디자인이 가슴이 작아 보 다.

3)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에 따른 허리굵기의 착시효과

반 인 디자인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실제착의와 가상착의 간에도 순

차가 크지 않았다.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이 8.5cm일 때 린세스 라인의 치가 진동이나 어

깨의 1/2지 의 원버튼이 허리가 가장 가늘어 보 고 린세스 라인의 치가 진동이나 어깨의

2/3지 의 투버튼이 허리가 굵어 보 다.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이 11.5cm일 때는 린세스 라

인의 치가 진동이나 어깨의 1/2지 의 원버튼이 허리가 가장 가늘어 보 고 린세스 라인의

치가 진동이나 어깨의 2/3지 의 투버튼이 허리가 가장 굵어 보 다.이는 린세스 라인의 허리

치에 계없이 린세스 라인의 치가 높을수록 허리가 가늘어 보이고 린세스 라인의 치

가 낮을수록 허리가 굵어 보임을 나타낸다. 투버튼에 비해 원버튼이 허리가 가늘어 보 다.즉,

린세스 라인의 치가 높을수록 세로선이 강조되어 허리가 가늘어 보이는 착시 상을 일으키

며 가슴부 의 보정과 함께 허리도 가늘게 보이게 하는데 효과 이라 할 수 있다.

4)버튼 개수와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에 따른 체 외 의 착시효과

체 외 의 착시효과는 버튼의 개수와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에 계없이 린세스 라인이

어깨에 치하며 그 치가 높을수록 세로선이 강조되어 체 으로 날씬해 보이고,키가 커 보이

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린세스 라인이 진동에 치하고 그 치가 낮을수록 가로선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 뚱뚱하고 키가 작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이는 류정아(1992)의 연구에서 어깨

다트와 연결된 린세스 라인은 날씬해 보이는 효과와 키가 커 보이는 효과에서 정 인 착시를

보 고,진동다트와 연결된 린세스 라인은 부정 인 착시를 보 다. ,이는 린세스 라인의

허리간격보다 린세스 라인의 치가 더 요한 요인이 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4.결론

Plus-size여성 재킷의 린세스 라인의 착시효과 평가 결과,어깨폭은 린세스 라인의 치가

높고 허리간격이 넓은 원버튼의 재킷이 어깨가 가장 좁아 보 다.가슴크기는 진동 린세스 라인

은 버튼의 개수와 계없이 린세스 라인의 치가 높고 허리간격이 넓은 재킷이 가슴이 작아

보 으나 어깨 린세스 라인은 투버튼의 경우 앞여 이 하나의 선으로 인식되어 린세스 라인

의 치가 높고 허리간격이 좁은 디자인이 가슴이 작아 보 다.허리굵기는 린세스 라인의 허리

간격에 계없이 린세스 라인의 치가 높은 원버튼이 허리가 가장 가늘어 보 다. 체 외 은

린세스 라인이 어깨에 치하며 그 치가 높을수록 세로선이 강조되어 체 으로 날씬해 보

이고 키가 커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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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PA Brands의 의류 사이즈체계 비교

최은희‧김남순‧이정은‧도월희

남 학교 의류학과

1.서론

재 국내 패션시장의 환경은 거 한 자본력과 로벌 워를 바탕으로 한 GlobalSPA Brands

의 국내 시장 진출과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비교 렴하게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경향이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Seo& Lee,2011),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백화 ,가두 ,쇼핑몰을 넘나드

는 유연한 유통 략을 구사하고 있다(Kwon,2005).이와 더불어 SPA Brands에 한 국내 20～

30 은 소비자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연령층이 확 되어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GlobalSPA Brands제품은 세계인을 상으로 기획·제작되므로 사이즈 합성 사

이즈 표기사항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는 부 합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진출한 GlobalSPA Brands의 사이즈 체계를 조사하여 KS규격과 비

교해 으로써,GlobalSPABrands사이즈의 국내 소비자 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 상은 국내에 진출해 있는 GlobalSPA Brands BANANA REPUBLIC,

FOREVER21,GAP,H&M,MANGO,UNIQLO,ZARA 총 7개 랜드이며,제품 매 홈페이지에

제시된 여성복과 남성복의 사이즈 체계를 조사하 다.조사 분석기간은 2012년 2월～3월이었다.

3.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GlobalSPA Brands의 여성복 사이즈 표기형식을 랜드별로 살펴보면,BANANA REPUBLIC은

상하의 모두 Petite,Regular,Tall의 3체형으로 구분하고 있었고,호칭은 숫자형(00,0,2....16),

문자형(XS～KL),혼합형(000P,00P,...,14P)으로 표기하고 있으며,숫자형이나 문자형 호칭에 체

형을 나타내는 P와 T를 같이 혼합하여 표기하는 특징이 있었다.기 치수항목은 상의의 경우

bust,waist,hip,sleeveL.를,하의의 경우는 waist,hip,inseam의 치수를 제시하고 있었다.

FOREVER21은 비교 간단한 사이즈체계로 XS～L로 호칭을 표기하 으며,기 치수항목으로 상

의에 bust,waist,hip,하의에 waist와 hip을 사용하고 있었다.GAP은 국내에 진출한 GlobalSPA

Brands 가장 세분화된 사이즈체계로,의복 아이템별 사이즈표를 제시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GAP역시 BANANA REPUBLIC과 같이 Petite,Regular,Tall로 체형을 구분하 으

며,호칭은 XXS～XXL까지 문자형으로 개되어 있었다.상의의 기 치수항목은 chest,waist이

며,하의는 waist,hip,thigh를 사용하고 있었다.H&M은 문자형(XS～XXXL)과 숫자형(32,34,...,

46)으로 호칭을 표기하 으며,상하의 모두 chest,waist,seat,insideleglength를 기 치수항목으

로 제시하고 있었다.MANGO는 호칭을 문자형(XXS～XL)과 숫자형(32,34,...,46)으로 표기하며,

기 치수항목은 상의와 하의 모두 bust,waist,hips을 사용하 다.일본의 표 인 SPA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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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UNIQLO는 상의와 하의의 호칭표기 방식에 차이를 나타내었는데,상의는 문자형(XS～XL)으로

호칭을 표기하며,하의는 숫자형(22,23,...,28)으로 표기하 다.UNIQLO는 다른 랜드와는 달리

신체치수 stature,bust,waist,hip을 기본 으로 제시하며,상하의 각각 제품별 치수를 표기하

다.상의의 제품치수항목은 totalL.,shoulderL.,bustbreadth,sleeveL.,sleevebreadth,하의의

제품치수항목은 waist,hip,thighbreadth,crotchL.,hem breadth,insidelegL.을 제시하 다.

ZARA는 호칭표기에서 숫자형(01,02,03...,07,34,36,...,46)과 문자형(XXS～XXL)을 사용하며,

bust,waist,hip을 상의,하의 동일하게 기 치수항목으로 제시하 다.

GlobalSPA Brands의 남성복 사이즈 표기형식을 살펴보면,BANANA REPUBLIC은 일반 men

과 men'sbig&tall로 체형을 구분하고 Regular와 Tall로 나 어 사이즈를 개하 다.호칭표기는

상의의 경우 문자형(XS～XXL)과 숫자형(36,38,...,46)을 모두 사용하 으며,기 치수항목으로

waist,chest,neck,sleeve,belt항목을 사용하 다.반면에 하의는 호칭표기를 혼합형(28W,29W,

...,44W,30L,32L,34L)으로 표기하 으며 기 치수항목은 waist와 inseam을 사용하 다.

FOREVER21은 상의는 문자형(S～XL),하의는 혼합형(30(S),32(M),34(L),36(XL))으로 호칭을

표시하 으며,기 치수항목으로 상의는 chest,sleeveL.를,하의는 waist,hip,inseam L.등을 항

목으로 제시하 다.GAP은 상의의 경우 Regular와 Tall로 나 어 Regular는 XS～XXXL까지,

Tall은 M～XXXL로 사이즈 개에 차이를 두었으며 neck,chest,sleeve,below waist,bodyL.등

을 기 치수항목으로 제시하 다.그러나,하의는 체형 구분이 없으며 문자형(XS～XXXL)으로 호

칭을 표기하 고 waist만을 기 치수항목으로 사용하 다.H&M은 체형을 상하의 모두 short,

regular,long으로 다른 랜드에 비해 세분화 되어있었으나 호칭표기의 경우 상의는 문자형(S～

XL)과 숫자형(37/38,39/40,...,45/46)을 병행하여 사용한 반면 하의는 문자형만을 사용하 다.상

하의의 기 치수항목은 chest,waist,seat,insideleglength로 정하여 개하 다.UNIQLO는 상

의호칭을 문자형(XS～XXL)으로,하의호칭을 숫자형(73,76,...,91)으로 제시하 으며,신체치수

stature,chest,waist를 기본 으로 제시하 고 상하의 각각 제품치수를 표기하 다.상의의 는

totalL.,shoulderL.,chestbreadth,sleeveL.,sleevebreadth,하의는 waist,hip,thighbreadth,

crotchL.,hem breadth,insidelegL.로 다른 랜드와 다르게 비항목을 사용하여 세분화된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ZARA는 상하의 모두 숫자형(36,34,...48)과 문자형(S～

XXL)을 병행하여 표기하 고,기 치수항목으로는 상의의 경우 chest,하의의 경우 waist만을 사

용하여 비교 간단한 치수항목을 가지고 있었다.본 연구에서 조사한 GlobalSPA Brands

MANGO는 남성복을 매하지 않아 연구결과에서 제외하고 비교하 다.

GlobalSPA Brands와 KS규격의 여성 상의 사이즈 분포를 비교하기 하여 KS규격에서 제시한

체격 표시 호칭 S,M,L,XL의 기본 신체치수인 가슴둘 와 참고 신체치수인 허리둘 를 Global

SPA Brands와 비교한 결과,3곳 이상의 랜드가 분포한 치수는 가슴둘 84～86㎝,89～91㎝,94

～99㎝,허리둘 63～66㎝,69～71㎝,75～80㎝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로 SPA 랜드 사이

즈는 KSsize호칭 S,M,L일부만 커버하고 호칭 XL의 허리둘 90.6～91.8㎝ 보다 작은 치수(88㎝

미만)에 분포하여 호칭 XL은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GlobalSPA 랜드와

KS규격의 여성 하의 사이즈 분포 한 상의와 동일하게 호칭 XL는 포함하지 못하 다.

GlobalSPA Brands와 KS규격의 남성 상의 사이즈 분포를 비교해 보면,KS규격에서는 기본 신

체치수로 가슴둘 기 체격표시 호칭을 M,L,XL을 사용하고,키 표시 호칭은 R(Regular)과

T(Tall)로 분류하고 있었다.GlobalSPA Brands남성복의 치수를 비교하기 하여 모든 랜드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치수항목인 chest의 사이즈를 조사한 결과,chest86.4～120㎝로 KS규격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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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cm와 차이를 나타내어,GlobalSPA Brands가 KS규격의 최소치수는 포함하지 못하는 반면 최

치수를 넘어선 범 가 넓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GlobalSPA Brands와 KS규격의 남

성 하의 사이즈 분포를 살펴보면,KS규격에서는 기본 신체치수로 허리둘 호칭과 엉덩이둘 호

칭으로 나 어 기 체격표시 호칭을 M,L,XL로 표시하는데,본 연구에서는 GlobalSPA Brands

에서 동일하게 허리둘 를 기 치수항목으로 사용하므로 허리둘 항목을 비교하 다.KS규격과

GlobalSPA 3곳 이상의 랜드가 분포한 치수를 비교한 결과 waist71～104㎝로 KS규격의 70～

99cm와 비교 비슷한 범 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결론

국내 소비자를 한 GlobalSPA Brands의 제품 합성에 하여 알아보기 하여 국내에 진출

한 GlobalSPABrands의 사이즈체계와 KS규격을 비교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GlobalSPA Brands BANANA REPUBLIC과 GAP은 체형을 여성복은 3체형(Petite,

Regular,Tall)으로,남성복은 2체형(Regular,Tall)으로 구분하 으며,H&M은 남성복을 Short,

Regular,Long으로 나 어 표기하는 특징이 있었다.호칭표기 방법은 BANANA REPUBLIC은 숫

자형,문자형,혼합형 모두 사용하 고,FOREVER21과 GAP,UNIQLO는 문자형을 이용하 으며,

H&M과 MANGO,ZARA는 문자형과 숫자형을 같이 표기하 다.기 치수항목은 여성복의 경우

랜드마다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부분의 랜드에서 가슴둘 ,허리둘 ,엉덩이둘 를 기 치

수항목으로 사용하나,GAP과 H&M은 bust 신 chest를 사용하 으며,UNIQLO는 길이항목과

비항목을 포함하 고,ZARA와 MANGO는 상하의 구분없이 같은 항목을 기 치수항목으로 사

용하 다.남성복은 공통 으로 상의는 chest,하의는 waist를 기 치수항목으로 사용하 으며 여

성복과 마찬가지로 UNIQLO는 비항목을 포함하여 세부 인 항목을 용하고 있었다.

GlobalSPA Brands와 KS규격의 가슴둘 와 참고 신체치수인 허리둘 를 비교한 결과,여성복

사이즈에 있어서 KSsize호칭의 XL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국내 XL사이즈에 해당하는 여

성 소비자들의 경우 SPA Brands의 사이즈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남성복에 있어서

공통 기 치수항목인 chest와 waist를 비교해본 결과 chest는 SPABrands가 KS규격의 최소치수는

포함하지 못하는 반면 최 치수를 넘어선 범 가 넓게 설정되어 있으며 waist는 비교 비슷한 범

로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GlobalSPA Brands마다 각 호칭에 한 사이즈의 범

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국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불편함을 래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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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Teen세대 신체계측치의 의복구성학적 접근

이진희1)‧Su-JeongHwangShin2)

1)원 학교 패션디자인산업 공

2)생활자원개발연구소․Dept.ofDesign-ApparelDesign& Manufacturing,TexasTechUniversity

1.서론

신체 인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는 청소년의 경우 타인에 의한 자신의 평가에 민감하게 행동하

는 시기로 의복은 특히 자기표 의 극 인 형태로 매우 심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한 청

소년의 경우 의복 구입에 있어서 래의 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청소년 ․

기에 해당하는 이 연령 의 학생들은 자신의 신체에 해 부분 불만족하고 있으며 그 기 은

신체 크기에 한 인지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이런 불만족을 개선하기 해 이들은 의복에 심

을 갖으며 외모에 한 만족도 향상에 따라 자아존 감,자기효능감이 높아지게 된다.따라서 이

시기의 신체와 의복에 한 만족도는 자아개념 확립, 래집단에의 응,사회 상호 계에 있어

지 한 역할을 하게 된다(박순지,2001). 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SNS등의 사용을

통한 로벌 패션 마켓에 빠르게 근하고 응하는 세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 미국 여학생들의 신체 특성을 악하고 한국의 경우 성장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미국 학생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지를 검토하여 국제

치수 표 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한 의복구성학 필요치수에 한 계측치를

분석해 으로서 앞으로의 로벌 의류산업에서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 상은 미국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만11세에서 만18세의 여자 청소년 110명을

상으로 계측하 으며,계측항목은 키와 몸무게를 제외한 총 34개 항목으로 둘 항목 14개 항목,

길이항목 17개 항목, 비항목 3개 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11.5 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각 항목에 한 기술통계를 구하 으며,일

반 사항에 한 빈도를 사용하 다.

3.결과 고찰

3-1.연구 상자의 일반 사항

연구 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11세에서 18세까지 각 연령별 분포는 표 1에 나타내었다.11세에서

13세까지는 28명이 분포하며,14세에서 16세까지는 58명이 분포하고 17세 이상은 24명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학생에 해당되는 13세에서 15세까지는 49명이 분포하며,고등학생

에 해당하는 16세에서 18세까지는 47명이 분포하여 부분이 13세에서 17세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인종의 분포는 백인이 86명으로 78.2%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히스패닉(hispanic)이

18명으로 16.3%,아시아,흑인,다른 인종들이 6명으로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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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연구 상자의 연령별 분포

빈도,백분율
연령 빈도(명) 백분율(%)

11세 1 .9

12세 12 10.9

13세 15 13.6

14세 15 13.6

15세 19 17.3

16세 24 21.8

17세 21 19.1

18세 3 2.7

계 110 100.0

3-2.의복구성학에서의 기본 신체치수들의 기술통계치

기본 신체치수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본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진동둘 (armscye)의 표 편

차가 16.17로 크게 나타나 개인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 인 것을 알 수 있으며,앞뒤 길

이(CrotchLengthTotal)의 경우도 표 편차가 13.20으로 나타나 개인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소값이 31.1cm에서 94.8cm로 그 차이가 63.7cm로 나타나 바지 제작 시 다양한 길이

설정으로 소비자들의 맞음새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할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한 넙다리최 둘

(ThjghMax)의 경우도 최소값(34.0)과 최 값(85.0)의 차이가 51cm로 나타나 하의의 의복 제작

시 보다 세분화된 치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BMI지수의 경우 평균값이

21.1로 나타나 비교 본연구의 연구 상인 미국의 청소년의 경우는 비만체형이 아닌 정상체형인

것을 알 수 있다.

3-3.신장구간별 신체 치수

신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130cm-140cm구간에 3명,141cm-150cm의 경우 4명,151cm-

160cm의 경우 44명,161cm-170cm이 46명으로 170cm이상이 13명으로 분포하여 130cm에서 150cm

을 한 구간으로 하여 7명이 분포하도록 하 으며 151cm-160cm의 경우를 5cm 간격으로 세분화하

여 신체 특성을 살펴보았으며,161cm-170cm 구간도 5cm간격으로 세분화하여 신체 특성을 살

펴본 결과를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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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기본 신체치수들의 기술통계치

단 :cm,kg

BasicStatistics
Variables Mean S.D. Minimum Maximum

Height(cm) 160.4 8.07 132.1 182.9

Weight(kg) 54.6 11.59 26.5 85.1

bust 87.9 8.68 60.5 111.1

waist 75.2 8.41 58.1 105.2

hips 93.8 9.48 71.7 117.7

NeckBase 36.0 3.57 29.4 52.7

armscye 42.3 16.17 22.8 101.8

ThighMax 58.3 9.78 34.0 85.0

CenterTrunk 135.6 12.69 104.0 175.5

CrotchLength Total 59.2 13.20 31.1 94.8

WaistHeight 98.8 6.74 71.7 115.6

HipsHeight 79.5 8.83 56.4 124.3

CrotchHeight 78.6 8.28 57.8 100.1

KneeHeight 46.5 6.10 34.0 63.6

AnkleHeight 7.2 1.37 0.0 14.8

WaistLength Front 34.7 3.92 18.4 50.9

WaistLength Back 43.5 3.74 34.9 57.4

Across Shoulder 35.1 4.56 21.0 47.6

CrossBack Width 34.2 3.31 22.3 44.0

CrossChest Width 35.7 7.23 18.5 51.4

Shoulder Length 12.1 2.65 4.2 21.0

Arm Length (ShouldertoWrist) 54.2 5.52 36.9 62.9

BustPttoBustPt 17.8 2.82 5.4 29.5

NecktoBustPoint 24.6 3.45 15.0 42.7

ScyeDepth 15.9 1.75 8.9 20.4

BMI{=lb/(in*in)*703} 21.1 3.65 11.9 35.1

신장의 구간별 신체치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신장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치수가 모두 함께 증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부분의 둘 항목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목둘 (neck

base)의 경우 155cm -159cm구간에서는 다소 감소하 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 비(CrossBackWidth),가슴 비(CrossChestWidth)에 있어서도 계속 인 증가가 아닌 증가

를 하다가,다소 감소 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결론

미국에 거주하는 110명의 여학생들에 한 신체 계측치를 통하여 기술통계값을 분석한 결과,진

동둘 (armscye),앞뒤 길이(CrotchLength Total),넙다리최 둘 (ThjghMax)등의 경우

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신체치수 항목임을 알 수 있으며,BMI지수의 경

우 비교 정상 체형의 여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한 성장기의 청소년의 경우 신장의 증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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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모든 신체치수 항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둘 , 비항목에 있어서는 증감을 통해 성

장이 완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HeightRange
Variables

150미만
150.00-
154.99

155.00-
159.99

160.00-
164.99

165.00-
169.99

170이상

Height(cm) 141.6 154.0 157.7 162.0 167.0 172.0

Weight(kg) 35.9 51.0 52.5 55.0 59.8 64.6

bust 76.3 87.8 88.3 88.2 90.6 88.1

waist 65.0 75.7 74.5 75.2 77.0 77.5

hips 79.7 92.2 93.9 93.7 97.2 98.2

NeckBase 33.6 35.8 34.9 35.5 36.7 38.6

armscye 36.7 43.4 38.0 44.3 45.3 40.2

ThighMax 46.9 59.2 59.0 57.1 59.9 61.2

CenterTrunk 119.9 132.1 132.6 136.5 142.5 141.2

CrotchLength Total 52.7 56.2 56.3 59.8 63.0 64.6

WaistHeight 85.7 94.3 97.5 99.9 103.2 106.1

HighHip Height 77.3 85.5 88.4 90.8 94.5 96.9

HipsHeight 67.3 76.8 78.2 79.4 81.7 89.0

CrotchHeight 67.7 75.9 78.4 78.6 81.2 85.0

KneeHeight 40.1 44.1 47.2 47.5 47.7 49.7

AnkleHeight 7.0 7.1 6.6 7.4 7.4 7.9

AcrossShoulder 30.9 34.2 35.0 35.2 35.1 39.4

CrossBack Width 30.0 33.6 34.4 35.0 34.6 35.1

CrossChest Width 29.3 34.5 36.5 37.6 34.5 39.1

Shoulder Length 10.5 11.6 12.2 11.9 12.2 13.9

ArmLength(ShouldertoWrist) 46.4 53.1 53.4 52.9 58.9 55.5

BustPtto BustPt 15.8 17.6 17.8 18.1 18.1 18.4

NecktoBust Point 20.6 23.8 24.7 24.5 25.2 27.5

ScyeDepth 12.2 15.8 16.2 15.8 16.2 16.9

BMI{=lb/(in*in)*703} 17.6 21.5 21.1 20.9 21.4 21.7

<표 3>신장별 신체치수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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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8

저비용 항공사 유니폼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김가 ‧나 신

서울여자 학교 의류학과

항공기의 화 상과 더불어 렴한 요 에 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국내

에서도 2005년 이후 높은 항공기의 가동률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를 통해 렴한 요 으로 고

객에게 어필하는 비용 항공사가 등장하여 기존의 형 항공사와 차별화된 략으로 시장 형성

을 하게 되었다.기내 승객에 한 직 서비스를 담당하는 항공사 승무원은 항공사와 승객의

매개체이자 항공사의 표성을 나타낸다.오늘날 항공사는 항공사의 얼굴,이미지로 작용하는 승

무원을 패셔 블하고 돋보이게 만들어 타 항공사와 차별화되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경쟁력을 강화

한다는 략을 수립하고,승무원 유니폼은 랜딩(branding)효과를 극 화하기 한 마 수단

으로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국내 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경 상의 원가 감이라는 구조를 원

칙으로 유니폼을 통한 랜드 이미지 구축에 미흡한 실정이다.특히, 비용 항공사 승무원 유니

폼은 제한된 공간에서의 동작과 멀티 이어로서의 역할 수행에 효율 인 디자인이 요구되지만,

형 항공사 유니폼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선행연구 역시 형 항공사 주의 디자인

개발 이미지 분석 등으로 국한되어 왔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비용 항공사 승무원의 업

무 환경 특성이 반 됨과 동시에 항공사의 략 이미지를 내포한 유니폼을 개발하는 것으

로,이를 한 기 자료를 제시하여 업무 효율성과 유니폼을 통한 마 효과를 극 화하는데 있

다.이를 해,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비용 항공사 승무원의 업무 환경 업무를 조사하

고,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의 특성을 분석하 다. 한 국내 비용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의 황

을 살펴보기 해 각 항공사 사이트 문헌자료를 통해 표성을 갖는 유니폼 디자인을 비교․

분석하 다.

비용 항공사란 항공사의 경 략과 운송방식 개선을 통한 극 인 비용 감으로 항공요

을 낮춘 항공사로, 비용 항공사 승무원은 기내업무 이외에 공항 탐승수속 카운터 업무,항공기

탑승구 업무,기내 정리정돈 청소 업무,기내 이벤트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짧은 항공기 회 률

과 고 도 좌석배치,법 최소인원의 승무원 탑승으로 인하여 기내 안과 밖에서 단시간 내 집 된

노동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본 연구는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에서 요구되는 특성으

로 선행연구에서 언 된 상징성,기능성,심미성,경제성에 안 성을 추가하 으며,승무원 유니폼

개발을 한 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해각각의 특성을 구체 으로 고찰하 다.즉,항공

사 승무원 유니폼은 항공사의 독자 이념과 개성,경 자의 자세,종사자의 의식을 통일된 형태,

색조,옷차림 등으로 시각화하여 상징성을 나타낸다. 한 기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

하기 때문에 업무 동작과 활동량,기내환경,피복 생학 측면을 고려하여 기능성이 가미된 디

자인과 패턴구성,소재가 요구된다.승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은 유니폼

을 통해 고객의 심을 얻고 홍보의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감각 으로 풀이된 유니폼을 필요로 한다.아름답고 신체에 합한 옷을 착용하면 착용자는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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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감을 갖게 되고,이에 근거한 서비스는 고객으로 하여 정 인 평가로 이어진다.유니

폼에서 경제성이란 디자인 기획·개발에서 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기 한 과정이며 비용항공사의 경우 략 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승무원 유니폼

에서 안 성이란 승객이 지각하는 항공탑승에 한 심리 불안감 등을 해소하여 안 하고 편안

한 여행이 되도록 승객에게 안 에 한 신뢰를 하는 무의식 인 메시지가 유니폼에 반 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안 성을 구축하기 해서는 복잡한 외형 보다는 간결한 라인으로 소재,색상,

문양,심볼 마크,트리 을 나타내며 승객에게 익숙한 소재나 무늬,색상,형태 등을 디자인 요소

에 도입하여 정신 인 안 감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 된다.

CI(corporationidentity)란 기업 로고나 심볼과 같이 시각 인 형태로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으로, 비용 항공사 유니폼 디자인 고찰에 앞서 국내 비용 항공사들이 재 사용하고 있는

CI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스타항공은 명도가 낮은 드를 메인으로 한 이탤릭체의 기업 로고

에 앙에 별 문양을 삽입하여 빠르고 역동 인 느낌의 기업 이미지를 통일감 있게 나타냈다.유

니폼의 경우 그 이를 하이웨이스트 재킷과 스커트에 드를 웨이스트 벨트와 네크 밴드에 사용

하여 역동 이며 진취 인 이미지를 나타냈다.티웨이항공은 기성세 의 틀을 깨면서도 세련되고

합리 인 태도의 고품격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소문자 로고로 시각화하 고 여기에

명도와 채도가 높은 라이트 드와 그린의 보색 비로 경쾌한 느낌을 주어 타 항공사와의 차별

화를 모색하 다.유니폼에서는 드를 재킷과 스카 에 라이트 그린을 스카 가장자리에 사용

하여 CI컬러를 유니폼에 히 반 하 다.제주항공은 제주의 ‘J’와 돌하루방의 웃는 모습을 심

볼에 형상화하여 미래지향 이고 국제 이며 친근한 이미지를 나타냈다. 한 높은 채도의 그 이

를 기업 로고에 사용하여 제주의 특산품인 감귤의 선명한 오 지 컬러와 조화롭게 표 하 다.유

니폼에서는 아이보리 색상의 테일러드 재킷과 스커트로 상·하의를 통일한 다음 CI의 오 지를 스

카 에 사용하여 악센트 효과를 주어 단정하면서 친숙한 이미지를 나타냈다.부산항공은 바다,갈

매기,하늘 총 3가지 요소를 조합한 심볼에 기업 로고를 조합하여 로벌 도약 의지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시각화하 고,색상으로는 선명한 블루를 메인컬러로 부산의 푸른 바다와 드넓은 창공의

이미지를 나타냈다.유니폼에서는 블루를 재킷과 스커트에 사용하고 커 스와 스카 를 서로 다른

블루의 톤온톤 배색으로 통일감 있게 구성하 다.진에어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는 여행자와

항공기의 안 성을 상징하는 좌우 칭 구조의 비행기를 나비모양으로 형상화하 고 나비의 좌·우

에 라이트 블루와 퍼 의 색상 비를 사용하여 고 새로운 감각 인 이미지를 강조하 다.유

니폼의 경우 모자와 셔츠 상단에 로고를 새겨 넣어 CI를 직 으로 나타냈고 CI의 바탕 컬러인

라이트 그린을 모자와 셔츠에 사용하여 자유와 음을 표 하 다.

한국 소비자원의 비용 항공사 기내 승무원 유니폼에 한 만족도 평가는 진에어,제주항공,

이스타항공,부산항공 순으로,각각의 유니폼 디자인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이스타항공은 벨

슬리 가 달린 짧은 길이의 테일러드 칼라 재킷,셔츠 칼라 블라우스,사이드 슬릿을 가미한 하이

웨이스트 세미 타이트 스커트로 길이 변화를 통한 신선한 이미지를 연출하 다.티웨이항공은 언

더 힙 길이의 칼라리스 재킷,라운드 네크라인의 블라우스,세미 타이트 스커트로 심 한 외 을

연출하고 슬릿을 통해 연출한 스카 로 부드러운 여성미를 구축하 다.제주항공의 유니폼은 언더

힙 길이의 더블 스티드 여 테일러드 칼라 재킷에 세미 타이트 스커트나 스트 이트 팬츠를

구성되며 겨울에는 견장 장식이 있는 라운드 네크라인 블라우스를 겨울에는 핀턱 장식에 허리를

벨트로 연출하는 오버 블라우스를 착용한다.재킷의 왼쪽 가슴 상단과 양쪽 하단에는 포켓을 부착

하여 실용성을 높 으며 스카 로 액센트 효과를 나타냈다.언더 힙 길이의 피크트 칼라 재킷,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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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드 칼라 슬리 리스 블라우스,뒷 트임의 세미 타이트 스커트 혹은 스트 이트 팬츠로 구성된

부산항공은 재킷 커 스와 스카 의 배색으로 액센트 효과를 주었다.

차별화된 유니폼 마 에 성공한 진에어를 제외한 4개 비용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아이템

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4개의 항공사 제주항공과 부산항공,이스타항공은 클래식하고

활동 인 테일러드 칼라를 선호하며 티웨이항공은 칼라리스 캐킷으로 모던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재킷 여 은 제주항공,이스타항공,부산항공,티웨이항공이 싱 여 을,제주 항공

은 더블 스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이 3개 항공사는 겉단추로 되어있으며 이스타항공은 속

단추로 단정한 승무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하의는 스커트와 팬츠가 착용되는데 스커트의

경우 4개 항공사 모두 활동성과 심미성을 고려하여 단정한 외 과 더불어 부피감이 은 무릎 길

이의 H라인 세미타이트 스커트가 착용되었으며 활동성을 해 트임을 주었다.블라우스는 항공사

에 따라 롱 슬리 와 슬리 가 착용되었으며 4개 항공사 모두 허리에 다트를 넣어 슬림한 외

을 나타낸다.롱 슬리 의 경우,티웨이항공,제주항공은 라운드 칼라를,이스타항공은 셔츠 칼

라가 사용하 고, 슬리 의 경우,티웨이항공과 부산항공은 라운드 칼라를 이스타항공,제주항

공은 셔츠 칼라를 사용한다.항공사 승무원의 주요 아이템인 스카 는 여성의 부드럽고 세련된 연

출에 있어서 필수 인 패션 소품으로 티웨이항공,제주항공,부산항공은 사각형의 스카 를 다양

한 방법으로 연출하 으며 이스타항공은 스카 신 부피가 작고 형태가 고정되어 착용이 손쉬

운 네크 밴드를 사용하여 타 항공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 다.

이상에서 살펴보듯이,국내 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경 상의 원가 감이라는 구조를 원칙으

로 유니폼을 통한 랜드 이미지 구축에 미흡한 실정이며,제한된 공간에서의 동작과 멀티 이

어로서의 역할 수행을 한 효율성이 반 되지 못한 채 형 항공사 유니폼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니폼을 통한 랜드 이미지 구축 제한된 공간에서의

동작과 멀티 이어로서의 역할 수행을 해 기내 업무의 특수성이 반 된 가 항공사 승무원

의 유니폼 개발에 요한 석이 되리라 사료되며,이를 바탕으로 한 가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 개발을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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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9

의복패턴설계를 위한 인력양성방안

김희숙

안동 학교 의류학과

의상디자인을 비롯한 의류산업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인력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이러한

원인은 의류산업의 특성상 유행에 민감한 의류제품을 정형화할 수 없고 소재의 특성이 다양하여

체계화,표 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의복패턴설계분야는 패턴메이킹 뿐만 아니라 소재,디자

인, 제분야와도 한 연계성을 가져야만 비로소 의류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최

근의 의류학의 교육 황은 주로 패션디자인교육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패턴메이킹이나 제 등

의 기 기술은 소외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패턴메이킹은 패션디자인의 필수요소인 동시에 소비자

의 요구와 직 으로 련된 요한 분야이므로 장기 으로 인력양성을 한 학의 체계 인

로그램 개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의류학 공의 학교육 로그램에 소개된 의복설계방법은

평면구성과 입체구성과 CAD로 별된다.각각의 설계방법에는 장단 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가장

효과 인 방법을 찾아서 교육 로그램을 체계화함으로서 장기 인 인력양성방안을 모색할 수 있

다.이에,본 연구에서는 산업 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의복패턴설계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효

과 인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2011년 3월에서 12월까지 의류학 심화과정 공 학생 45명에 하여 평면구성과

입체구성과 CAD 로그램을 모두 수강한 후 각각의 설계방법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장

단 을 비교하 다.직 설문지법과 3 척도법에 의해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면구성과 입체구성과 CAD 로그램 가장 단시간에 습득하기 수월한 방법은 CAD 로그

램>입체구성> 평면구성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고 의복의 주문생산

체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의류제품의 다앙화,고 화를 하여 바람직한 상이라고 본다.의복

의 주문생산체제를 효율 으로 운 ․ 리하기 해서는 생산시스템의 자동화가 필수 이다.그러

므로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해서는 주문의복생산체제를 수작업에서 자동화로

환하여 체계화,표 화할 필요가 있다.다행히 의복제작의 기본이 되는 의류치수표 화도 어느 정

도 체계화된 단계여서 의류생산체제의 자동화는 가능하다고 본다.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3DCAD

시스템을 용하여 의류상품을 주문생산체제화함으로서 의류제품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에 도

움이 되고 있다.패턴메이킹(patternmaking),그 이딩(grading),마킹(marking)등의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직물의 손실부분을 최소화한 의복설계기법을 개발하여 의복원가 감효과를 기 하며,

CAD System화한 후 소비자의 다양한 체형에도 신속․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욕구를 가진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한 방안의 하나이며,나아가 IT산업과 디자

인산업을 융합한 방법에 의해 상품을 개발하고 의생활의 다양화,고 화에도 기여하려는 목 이

있다.어패럴CAD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의류업체에서는 어패럴CAD시스템화가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 응이 용이하고 의류제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 다.주문생산에 의해

의류제품을 효율 으로 제작하고 리하기 해서는 평면구성의 수작업에서 CAD시스템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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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평면구성과 입체구성과 CAD 로그램 가장 패턴디자인의 창조성이 우수한 방법은 입체구

성>CAD 로그램>평면구성 순으로 나타났다.입체구성은 인 에서 자유롭게 패턴디자인을 구

사할 수 있으므로 주로 복잡하고 다양한 패턴디자인이나 디자인의 응용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 입체구성은 의복소재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며 제나 가 의 수월성에도 도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제작과정을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평면구성과 입체구성과 CAD 로그램 가장 신체 합성이 높은 방법은 평면구성>CAD 로그

램>입체구성 순으로 나타났다.평면구성에 의한 패턴설계방법은 직 인 인체계측치가 사용되며

계산식에 의한 설계방법이므로 신체 합성은 가장 높았으나 시간소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계방법에 비해 다수의 인체계측항목이 사용되어 신속성과 정확성이 감소되는 반면 개인

의 체형 특징을 구체 으로 반 할 수 있는 장 을 가진다.

의복패턴을 설계할 때는 디자인의 유행경향뿐만 아니라 디자인,소재, 제기법 등의 복합 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인체의 곡면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는 인간공학 인 의복설계방법을

시도하며,직물의 손실부분을 최소화한 의복설계기법을 개발하여 의복원가 감효과를 기 하며,

개발된 의류패턴을 인체치수별로 블록화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체형에도 신속․정확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각각의 패턴설계방법에는 각각의 장단 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합한

방법을 선택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소비자의 요구는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여려가지 방법을 통하여 항상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장기 인 인력양성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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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0

스티치 형식에 의한 디지털 전도사의 봉제방법

김구 1)‧이정란2)

1)실버 이(주)스마트신소재기술개발연구소

2)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디지털 의류는 넓은 의미에서 섬유와 IT가 융합된 W.I.E.T.(WearableInteractiveElectronic

Textile)를 지향한다. 기에는 MP3,스노보드 재킷과 같이 의류단계에서 통합이 이 졌지만 단순

히 IT부품을 옷 안으로 넣는 형태는 착용과 사용의 번거로움이 있다.이에 따라 의류의 착용성을

높이기 해 디지털 도사로 직물회로를 구성하고 디지털 기기를 직물에 통합하는 직물기반

SoT(System onTextile)기술의 통합 연구가 필요하다.

디지털 의류의 핵심 기술은 결국 기 도성 섬유 제조가 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게 만

든 실을 ‘디지털 섬유사’라고 한다.디지털 섬유사의 재료는 섬유와 고분자물질, 속섬유 등이

있으나 섬유와 고분자물질을 사용한 디지털 섬유사는 사용성이 낮고 생산단가도 비싸 화에

어려움이 많다.이로 인해 최근에는 속을 가공해 섬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속섬유인 디지털

도사가 각 을 받고 있다.

속섬유인 디지털 도사의 직물기반 SoT기술은 직조하는 방법과 자수나 제하는 방법이 있

다.직조하는 방법은 산업용 제품에 용하고 자수나 제하는 방법은 디지털 의류 제품에 용할

수 있다. 제방법은 스티치형식,즉 KS규격 K 0029(국제규격 ISO 4915:1991)에 의해 100,200,

300,400,500,600분류할 수 있으며 디지털 도사를 이용하여 직물회로를 구성하여 원선,신

호 달선,생체정보센서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디지털 도사를 이용한 직물회로는 디지털 의류 활용 분야 재 가장 실용화 가능성이 높

은 심 도 측정을 한 의료용 의류뿐 아니라, 소형 카메라가 부착된 어린이 범죄 방용 의류,

거동이 불편한 환자 노인을 한 생활안내용 의류에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군사,산업,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 까지는 스마트 의류의 개발자체에 한 심이 집 되었으나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필요

로 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의복으로서의 실용성을 살릴 수 있는 디지털 의류

를 개발하기 해서 본 연구에서는 직물기반 SoT기술인 직물회로의 구성방법을 나타내고 스티치

형식에 의한 디지털 도사의 제방법을 제안한다.

2.연구방법

디지털 도사와 스티치 형식을 선정하고 스티치 형식에 합한 재 틀을 사용하여 직물회로가

가능한지 여부를 실험하 다.연구의 세부방법은 아래와 같다.

(1)디지털 도사

최근 사용되는 디지털 도사는 심Core사에 동사를 꼬아서 감아 만드는데 귄취한 가닥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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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P～30P로 구분되며 유연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라 50[d] 심

사에 50[㎛]동(Cu)사를 권취한 2P,4P,7P,20P,24P,29P를 사용하 다.

(2)스티치형식

스티치형식은 KSK 0029(스티치형식의 분류와 표시기호)와 국제규격 ISO 4915:1991을 참고하여

직물회로에 용 가능한 스티치형식을 선정하 다.

(3) 제방법 실험 비교

선정된 스티치 형식에 따라 디지털 도사에 합하도록 제방법을 실험하고 직물기반 SoT기

술인 직물회로에 용 가능한 제방법을 제안한다.

3.결과 고찰

(1)직물회로를 한 스티치형식 선정

직물회로를 한 스티치형식 선정은 표1과 같으며 아래와 같이 검토할 수 있다.

<표 1>직물회로를 한 스티치형식 선정

유형 스티치형식

100 101
Χ

102
Χ

103
Χ

104
Χ

105
Χ

106
Χ

107
Χ

108
Χ

200

201
Χ

202
Χ

204
Χ

205
Χ

206
Χ

209
○

211
Χ

213
Χ

214
Χ

215
Χ

217
Χ

219
Χ

220
Χ

300

301
○

302
○

303
○

304
○

305
○

306
○

307
○

308
○

309
○

310
○

311
○

312
○

313
○

314
Χ

315
○

316
Χ

317
Χ

318
Χ

319
○

320
Χ

321
○

322
○

323
○

324
○

325
○

326
○

327
○

328
○

329
Χ

351
Χ

400

401
○

402
○

403
○

404
○

405
○

406
○

407
Χ

408
○

409
Χ

410
○

411
○

412
○

413
○

414
○

415
○

416
○

417
○

500

501
Χ

502
○

503
Χ

504
○

505
Χ

506
○

507
○

508
○

509
○

510
Χ

511
Χ

512
○

513
Χ

514
○

521
Χ

522
Χ

600 601
○

602
○

603
○

604
○

605
○

606
○

607
○

608
○

609
○

① 100(101～108)단환 :1개 는 그 이상의 침사로 스티치가 형성되어 디지털 도사가 환

을 이루고 서로 겹침으로 단락 상이 발생할 수 있다.8가지 형식 모두 불가능하다.

② 200(201～220)수 :1가닥 는 여로 가닥의 사로 수 (손바느질)방식으로 서로 얽는 형

태이며 209형식은 디지털 도사의 스티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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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00(301～351)본 :2개 는 그 이상의 실의 그룹으로 스티치가 형성되며 타사 이싱 형

태이며 314,316,317,318,320,329,351를 제외한 나머지 형식은 디지털 도사의 스티치로

가능하다.

④ 400(401～417)이 환 :2개 혹은 그 이상 실의 그룹으로 형성하고 2개 그룹의 실이 루핑

하는 형태로 100단환 과 같은 이유로 도사가 겹치는 407,409를 제외한 모든 형식은 디

지털 도사의 스티치로 가능하다.

⑤ 500(501～522)오버록 스티치 :가장자리 박음질에 쓰이며 바늘 실 한 가닥 는 루퍼실 등

을 포함하여 두가닥 이상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가장자리의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하여

502,504,506,507,508,509,512,514형식은 디지털 도사의 스티치로 가능하다.

⑥ 600(601～609)편평 : 2개 는 그 이상의 실의 그룹으로 형성하고 이들 그룹 의 2개

그룹 실이 천의 앞뒤 양면을 장식하는 형태로 모든 형식은 디지털 도사의 스티치로 가능

하다.

디지털 도사의 스티치 유형 선정결과 100,200형식은 불가능하고(209형식가능),300,400,

500,600형식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디지털 도사의 직물회로 실험 결과

선정된 스티치 형식에 맞는 재 틀을 사용하여 디지털 도사를 실험한 결과이다.300형식은 본

(301)과 지그재그(304),400형식은 2본침(406),500형식은 오버록(504),600형식은 편평 (609)재

틀을 사용하 다.그 결과 아래와 같이 검토할 수 있다.

① 본 (301):윗실(바늘), 실(북)에 가능하 다.

-일부 동선 가닥이 끊어짐,북알에 감아서 사용하므로 감은양의 한계성이 단 이 있다.

② 지그재그(304):본 과 같은 결과 다.

③ 2본침(406):윗실(바늘), 실(루퍼)에 가능하 다.

-일부 동선 가닥이 끊어짐,직선재 만 가능,서로 겹쳐지는 단 이 있다.

④ 오버록(504):윗실(바늘,루퍼), 실(루퍼)에 가능하 다.

-일부 동선 가닥이 끊어짐,칼에 의해 원단이 잘려나가고 가장자리를 커버하는 제기기로 가

징자리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 하다는 단 이 있다.

⑤ 편평 (609):윗실(바늘&루퍼), 실(루퍼)에 가능하 다.

-일부 동선 가닥이 끊어짐,직선재 만 가능,고속사용의 어려움이 단 이다.

4.결론

본 연구의 목 은 디지털 의류에 용시킬 직물기반의 SoT기술개발을 해 스티치 형식에 의한

디지털 도사의 제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디지털 도사의 기 특성,의류로서의 실용성

과 기능성을 살릴 수 있는 의류소재,신축성과 인체의 동작에 응,인간친화 이며 생산공정이

간편한 제방법 구조를 제안 하 다.이를 해 디지털 의류에 맞는 스티치 형식에 따라 디지

털 도사의 제 방법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디지털 도사의 제실험에서 일부 동선이 끊어짐이 나타났고 직선재 ,도 사의 서로 겹침

상,고속사용의 어려움과 북실량의 제한 인 특성이 나타났다.이상의 결과로 디지털 도사의

직물회로 연구가 더욱 필요하며,섬유기반의 SoT기술 실 을 한 디지털 의류에 기능성과 제품

성을 통합시킬 기 연구로 새로운 제방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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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1

7-18세 남성 3D 모델을 위한 인체 사이즈 스펙 개발

최 림

구 학교 패션디자인학과/조형 술연구소

1.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 은 섬유,패션 산업 분야에도 신을 가져와,3차원 기술과 가상공간,가상

실 응용시스템을 활용한 상품 기획과 생산 소비가 가능해지고 있다.특히 가상 착의 기술은 의

류제품의 착용 상태를 제공하여 의류제품의 사이즈 만족도와 제품 생산과정의 신속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국내외에서 Narcis,I-designer,Qualoth,DCsuit,Clo3D 등 다양한 가상착의 기술이

개발되어 의류 산업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범 하게 활용되고 있다.따라서 가상착의 시스템

에서 사용되는 가상 모델의 모델링에 한 연구도 요구되었다.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가상 모델을

사이즈에 따라 변형하는 기법에 한 연구에 집 되어 사이즈호칭에 따른 체형 특성을 반 하기

에는 부족한 실정이다.사이즈호칭이 변화하면 키와 가슴둘 ,허리둘 와 같은 표 치수만 변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 반의 치수가 변화하므로 이에 한 연구가 시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18세 남성 인체의 사이즈 구간을 선정하고 사이즈별 상세 인체 치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러한 상세 치수는 3차원 가상 모델의 사이즈 변형을 한 기본자

료로 활용되어 보다 정확한 가상 모델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2.연구방법

인체의 사이즈 구간과 사이즈별 상세 치수를 제안하기 하여 5차 사이즈코리아 자료 7-18

세 남성의 3차원 측정치를 사용하 다.연령 분류에는 한국산업표 (KS)의복치수규격을 참고

하 다.KS의복치수규격에 따르면 연령을 아동 7-12세와 청소년 12-18세)으로 구분하여 연령이

복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7-12세,13-18세로 분류하여 연령 별 사이즈 스펙을 개발하 다.

3.연구결과

체형을 나타내는 주요 인체 측정항목을 선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아동,청소년의 체형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개발하기 하여 7-18세 남성 674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요인분석 결

과 총 2개 요인이 도출되었고 베리맥스 회 후 2개 요인의 고유치는 모두 1이상이 되었으며 총

설명변량은 89.23%이다.요인1에는 넙다리 간둘 ,허리둘 ,넙다리둘 등 둘 항목과 겨드랑

앞벽사이길이,겨드랑뒤벽사이길이가 포함되어 인체의 굵고 가늠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

되었다.따라서 요인1은 비만요인으로 명명하 다.요인2에는 샆높이,볼기고랑높이,키 등 높이

항목과 어깨가쪽사이길이가 포함되어 인체의 길고 짧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요인2는 키요인으로 명명하 다.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여 체형 특성을 표하는 2가지 요인으로 비만요인과 키요인이 추출되었

으며 비만요인의 표 항목으로 허리둘 ,키요인의 표 항목으로 키를 선정하 다.남자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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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와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에서 제시한 피트성이 필요한 의복의 신체 치수 간격에 따라 허리둘

는 3cm,키는 5cm 간격으로 사이즈 구간을 설정하 다.허리둘 와 키의 사이즈 구간을 교차분

석하여 2%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치수 조합을 다빈도 구간으로 선정하 다.

7-18세 남성 체를 상으로 키와 허리둘 사이즈 구간을 교차분석한다면,연령 에 따른 인

체 비율의 차이가 반 되지 못할 것이다. 한 연령 에 따라 서로 다른 사이즈가 다빈도 구

간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체 연령 를 상으로 교차분석하는 경우 간 범 가 다빈도 구간으

로 나타나 결국 7-12세,13-18세 연령 모두 빈도가 낮은 사이즈가 다빈도 구간으로 선정될 것이

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령 별 체형 특성을 반 한 사이즈 스펙을 개발하고자 연령 별로 구

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7-12세 남성의 키와 허리둘 사이즈 구간을 교차분석에 의하면 125-52,125-55,125-61등 총

17개 사이즈 구간이 2% 이상의 빈도를 보 다.그러나 135-58과 145-58사이즈는 다빈도 구간에

해당되나 140-58사이즈는 다빈도 구간에 해당되지 않아 사이즈 분포가 비연속 으로 나타났다.

13-18세 남성의 키와 허리둘 사이즈 구간을 교차분석에 의하면,160-64,160-67,160-70등 총

18개 사이즈 구간이 2% 이상의 빈도를 보 다.그러나 170-64,170-67,170-70,170-73,170-79

사이즈는 다빈도 구간에 해당되나 170-76과 175-76사이즈는 다빈도 구간에 해당되지 않아 사이

즈 분포가 비연속 으로 나타났다.

4.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7-18세 남성 인체의 사이즈 구간을 선정하고 사이즈별 상세 인체 치수를 개발하

는 것을 목 으로 하 다.31개 인체측정항목에 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체형을 표하는 2개 요

인으로 비만요인과 키요인을 추출하 다.

비만요인의 표항목을 허리둘 ,키요인의 표항목을 키로 선정하여 허리둘 는 3cm,키는

5cm 간격으로 사이즈 구간을 설정하 다.7-12세,13-18세로 연령 를 구분하여 허리둘 와 키의

사이즈 구간을 교차분석하여 다빈도 구간을 추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3D모델 개발을 한 사

이즈구간을 선정하 다.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통하여 사이즈 구간별 상세 치수 스펙을 개발하

다.회귀분석탕으로허리둘 와 키를 독립변수로,인체 참고치수를 종속변수로 투입하 다.결과 으

로 비만요인에 해당하는 인체치수들은 허리둘 의 설명력이 크고,키요인에 해당하는 인체치수들

은 키의 설명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사이즈 구간별 사이즈 스펙을 개발하 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이즈는 상의류와 하의류로 나 어지는 의류제품의 사이즈와는 차이가 있

다.다양한 치수항목을 이용하여 사이즈 구간을 분류한다면 보다 체형 세부 특성을 정확하게 반

하는 사이즈 스펙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런 경우 각 사이즈 셀의 빈도가 낮아 회귀식의 설

명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후속연구가 수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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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2

패션 소재 트렌드 분석에 따른 컬렉션별 수용에 관한 연구

- 2007년 S/S부터 2010년 S/S를 중심으로 -

김순자1)‧윤재심2)

1)상명 학교 의상디자인학과

2)한밭 학교 공업디자인학과

문화와 생활양식이 로벌화 되는 가운데 많은 정보력을 가진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다양한

제품을 원하고 있으며,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빠르게 응해 나가야 하는 패션산업 시장의 발

을 해서는 소재 디자인의 다양화와 고 화,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의류를 비롯한 패션

상품은 유행의 변화가 빠르며,가격보다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이미지 유형에 맞춘 디자인이 요

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과 시장의 수요를 측하고 트 드를 반

하여 소비자의 감성 요구에 시 으로 부응하기 한 보다 체계 인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최근에는 패션 상품의 테마가 스타일과 색채를 거쳐 소재로 이동하고 있으며,기능성,상품

성 등의 증 로 새로운 소재 개발과 선택은 패션 산업에서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그러므

로 패션 상품의 가치는 스타일이나 디자인도 요하지만 소재의 색상,패턴, 감,드 이 ,표면

감 등과 같은 능 인 성질에도 크게 향을 받으며 패션의 이미지 달 매체로써 소재가 차지

하는 비 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패션에서 소재는 새로운 디자인의 요소로써 의상을 만

들기 한 재료만이 아닌 유행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같은 디자인이라도

소재에 따라 아주 다른 느낌이나 이미지가 달되어진다. 로벌화를 통해 해외에서 제안되는 패

션 트 드가 거의 동시에 국내에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패션의 특성

을 고려하여 국외와 국내의 패션 소재 트 드의 수용상황을 동시에 비교,분석하고 소재 동향을

이해하는 것은 소재를 디자인하거나 기획하는데 있어서 요한 일이다.이에 본 연구는 패션 소재

트 드의 실질 인 활용에 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 구체 으로는 소재 트 드 정보회

사의 자료를 통해 소재 트 드의 특성을 분석하고,컬 션별 소재 트 드 수용도를 비교 분석하는

데 그 목 이 있다.연구 방법은 리미에르 비죵(PremiereVision)을 심으로 2007년 S/S부터

2010년 S/S까지의 소재 트 드 자료를 수집,분석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소재 표 은 통

합한 후,빈도수에 따라 선별하여 최종 으로 시즌별 표 인 소재 표 어휘를 추출하 다.추

출된 소재 표 어휘는 견고한 소재, 택소재,재질감 있는 소재,부드러운 소재,가벼운 소재,투

명한 소재 등 총 6가지로 분류하 으며,시즌별 제안된 소재 트 드 특성과 소재 표 어휘 용

빈도수에 맞게 시즌별로 분류하 다. 내용분석법을 통하여 세계 4 컬 션인 리, 라노,런

던,뉴욕의 패션 컬 션과 국내의 서울 컬 션에서의 소재 트 드 수용도를 분석하 으며,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2007년 S/S시즌 패션 소재 트 드를 바탕으로 추출된 트 디한 소재 표 어휘는 부드러운 소

재,견고한 소재, 택 소재 으며,추출된 세 가지 소재 표 어휘 부드러운 소재가 다른 소재

에 비해 각 컬 션에서 높은 용 빈도를 보 다.이는 미니멀리즘의 향으로 섬세한 조직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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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고 부드러운 소재가 로맨틱함을 더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하 기 때문으로 여겨진다.2007,08년

F/W 시즌 트 디한 소재는 견고한 소재, 택 소재,재질감 있는 소재의 세 가지 표 어휘로 추

출할 수 있었으며,그 택 소재의 용 빈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견고한 소재와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이러한 결과는 퓨처리즘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라이 스타일에 맞춰 소

재와 많은 아이템들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2008년

S/S시즌 제안된 소재는 지난 시즌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다만 차이가 있다면 2007S/S의

부드러운 소재가 부드러운 유동성을 심으로 제안되었다면 2008S/S시즌의 부드러운 소재는 거

의 량이 없으면서 유연한 드 이 를 형성할 수 있는 소재로 다르게 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S/S시즌 트 디한 소재는 택 소재,부드러운 소재 두 가지 표 어휘로 추출 되었으며,

라노 컬 션의 경우 택 소재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은 물론 컬 션별로 비교하 을 때

체 용 빈도 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2008있는 9년 F/W 시즌의 트 디한 소재 표 어휘는

견고한 소재, 택 소재,재질감 있는 소재로 추출되었으며,컬 션별로 견고한 소재와 택 소재

의 용 빈도가 비슷가 비나타났지만 택 소재의 경우 소재 트 드에서 보여지는 퓨처리스틱한

감성과 고 스러운 택 소재가 가미되어 귀족 인 스타일 표 을 해 견고한 소재보다 높은 빈

도로 나타났다.2009년 S/S시즌 추출된 트 디한 소재 표 어휘는 가벼운 소재,견고한 소재,재

질감 있는 소재로 나타났 빈도가벼운 소재는 5개 도시의 컬 션에서 가장 컎 션활용된 소재 다.

컬 션별 용 빈도 결과를 보면 이번 시즌 역시 라노 컬 션이 가장 높은 용 빈도로 나타났

는데 이는 이번 시즌 라노 컬 션에서 신보다는 고 스러움, 제라는 틀 쥈 트 여성의 모습

을 아름답게 표 용 빈도해 나타난 시도의 결과200여 진다.2009있는10년 F/W 시즌 부드재질감

있는 소재,견고한 소재 두 가지의 트 디한 소재 표 어휘로 추출할 수 있었으며,두 소재 모두

각 컬 션에서 비슷한 빈도로 용되었다.이러한 결과는 2009있는10년 F/W 시즌 시각 인 장식

효과를 넘 소재 각아서 극할 수 있는 나타이 라노게 강조되면서 움직임을 용이노게 하는 부

드러운 핸들링 뿐 아니10텍스추/S두드러진 소재가 함께션활용되었기 때문이다.20재 표 어휘

시즌 추출된 트 디한 소재 표 어휘는 견고한 소재,부드러운 소재,소재가 함께 으며,추출된

소재 표 어휘에서 알 수 있듯이 20재 표 어휘 시즌 반즌 시각과장되지 않은 외 이 심운

소루었으며,분석 결과 견고한 소재가 가장 높은 용 빈도를 보 다.이는 이번 시즌 패션 트

드의 반 인 경향인 자연이 요한 감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천연소재가 강세를 보이며 나

타난 상이라고 볼 수 있다.2007년 S/S부터 2010년 F/W까지의 반 인 패션 소재 트 드 빈

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 S/S와 2008년 F/W 시즌을 제외하고 라노 컬 션이 트 디한

소재의 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는 리 컬 션의 경우 술 가치나 수공 제작을 하

는 장인정신과 창조 인 디자인이 많았기 때문이다.반면 라노 컬 션의 경우 실제 입을 수 있

는 실용성 있는 의상을 만들어내며 의상의 착용성에 을 두었기 때문에 리 컬 션 뿐 아니

라 다른 컬 션에 비해 트 디한 소재가 높은 용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한 분석하

는데 있어 리, 라노,런던,뉴욕의 4 컬 션에 비해 서울 컬 션의 경우 국내 패션 정보기

에서도 컬 션에 한 정확한 정보나 문 인 자료가 부족하여 서울 컬 션을 내용 분석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디자이 들의 획일 인 디자인 추구는 물론 소재 면에서도 트

드를 반 하기보다는 디자이 의 개성 강한 실루엣을 표 하기 한 재료로 사용된 경우가 많아

반 으로 다른 컬 션에 비해 패션 소재 트 드에 한 용 빈도도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

었다.

패션에서의 소재는 다양한 개발을 통해 패션 디자이 의 창조성을 자극시켜 새로운 상품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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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고 패션 상품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즉 패션 소재는 패션 디자인의

요한 일부분이며 사회 환경과 가치와 함께 변하며, 다양화되고 다양한 개성을 충족시키며

로벌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의 역할과 요성은 사회 환경과 가

치와 함께 변하며, 다양화되고 소비자의 다양한 개성을 충족시키며 로벌한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는 패션 실 속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따라서 본 연구를 토 로 패션 소재를

디자인 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패션 트 드와 더불어 패션 소재에 한 지속 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그러므로 이러한 요성을 인식하여 향후 한국 패션시장을 한 보다 독창

인 소재 디자인을 개발하고 체계 인 근방식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한다면 소재 연구자와 패

션 련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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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3

긍정 및 부정 정서에 대한 심리적 색상과 색조 분석

김애경

동명 학교 뷰티 어학과

Ⅰ.서론

색이 인간의 생물학 ,생리학 으로 미치는 효과는 지 하며,그 효과는 빠르게 규명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다.색은 선택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에 향을 미치며 행동을 지배하며,인간의

삶에 착되어 있는 것(한국색채학회,2002)이 인의 삶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그래서

색을 통한 정서의 표 은 일상생활 뿐 만아니라 더 나아가 교육에도 향을 미친다.정서는 일반

으로 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나뉘어 볼 수 있으며(조은향,2009), 정 정서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한 련(Seligman,2000)이 있고,스트 스 상황에서 극 으로 처하는데 도움이

된다(Folkman& Moskowitz,2000).반면 부정 정서는 시야를 좁게 만들며 이를 바탕으로 공경,

도피 등과 같은 구체 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Fredrickson,1998).이 게 우리의 삶에 향을 미

치는 정서와 색의 계를 살펴 으로써,정서와 색의 연 성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용하여 정

서 순화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연구방법

Diener,Smith와 Fujita(1995)가 개발한 ITAS(IntensityandTimeAffectSurvey)와 문지윤의

선행연구를 토 로 하여 정 정서 어휘 애정,좋아함,열 함,기쁨,축복,자존 등의 어휘와 부정

정서 어휘 공포,근심,슬픔,고통,죄책감,분노 등의 12개 정서 어휘에 하여 느껴지는 심리 으

로 연상되는 색상과 색조를 선택하게 하 다.설문조사는 2011년 11월7일-2011년 11월 25일에 걸

쳐 20 63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색은 산업자원부 기술표 원에서 규격화된 120색을 사용하

으며,색상표기는 Red(R),RedPurple(RP),Yellow Red(YR),Yellow(Y),GreenYellow(GY),

Green(G),BlueGreen(BG),Blue(B),PurpleBlue(PB),Purple(P),Black(Bk),White(W),색조 표

기는 Very Pale(Vp),Pale(P),Bright(B),Vivid(V),Strong(S),Dull(Dl),Deep(Dp),Dark(Dk),

Grayish(Gr),Light(L),LightGrayish(Lgr)로 하 다.

Ⅲ.결과 고찰

1. 정 정서 어휘에 한 색의 특성

정 정서 어휘는 애정,좋아함,열 함,기쁨,축복,자존 등의 어휘에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애정은 색상이 R65%,RP20%,색조는 B48%,V 24%,P11%로 나타났고,좋아함은

색상이 R36%,RP25%,YR10%,Y10%,색조는 P33%,B30%,V 16%,Vp16%로,열 함은

색상이 R43%,YR11%,색조는 V 48%,S30%로,기쁨은 색상이 Y 46%,R13%,YR13%,색

조는 V 48%,B 19%,P19%로,축복은 색상이 Y 25%,GY 17%,W 14%,G 13%,색조는 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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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P22%,B 16%,V 14%로,자존은 색상이 P21%,PB 17%,RP14%,색조는 V 37%,B

14%,P13%로 나타났다.그러므로 애정은 Red계열의 색상이 체의 85%로,B와 V색조가 체의

72%로 명도의 Red계열 색상의 밝고 선명한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좋아함은 Red와 Yellow계열

색상이 체의 81%,P,B색조가 63%로 고명도와 명도의 Red와 Yellow계열 색상의 밝고 화사

한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열 함은 Red계열의 색상이 체의 54%,V와 S색조가 78%로 명도

의 Red계열의 색상의 강렬하고 선명한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기쁨은 Red와 Yellow계열 색상이

체의 69%,V,P,B색조가 86%로 명도와 고명도의 Red와 Yellow계열 색상의 밝고 화사하며,

선명한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축복은 Yellow,Green,White(N9-9.5)계열 색상이 체의 69%,Vp,

P,B,V 색조 90%로 고명도의 Yellow,Green,White(N9-9.5)계열 색상의 흐릿하고 밝은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자존은 색상이 Purple계열의 색상이 체의 52%,V,B,P색조가 64%로 명도

의 Purple계열 색상의 선명하고 밝은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

2.부정 정서 어휘에 한 색의 특성

부정 정서 어휘는 공포,근심,슬픔,고통,죄책감,분노 등의 어휘에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공포는 색상이 Bk41%,PB19%,R11%,색조는 Dk41%,Lgr22%,Gr10%로,근심은

Y 22%,Bk21%,YR16%,색조는 Dk38%,Gr30%,Dp10%로,슬픔은 Bk38%,PB33%,B

13%,색조는 Gr29%,Lgr14%,Dp13%,Dl11%로,고통은 색상이 R19%,P14%,Bk14%,색

조는 Dk30%,S16%,Gr16%로,죄책감은 색상이 Bk27%,Y14%,R10%,색조는 Dk33%,Gr

24%,Dp16%,Dl16%로,분노는 색상이 R67%,RP10%,색조는 S29%,Dk22%,V 19%,Dp

19%로 나타났다.그러므로 공포는 Black(N1.5-3),Purple계열 색상이 60%,Dk,Lgr색조가 체

의 63%로 명도의 Black(N1.5-3),Purple계열 색상의 어두운 흐릿한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근심

은 Yellow,Black(N1.5-7)계열 색상 59%,Dk,Gr색조가 체의 68%로 명도의 Yellow,

Black(N1.5-7)계열 색상의 어두운 회색빛의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슬픔은 Black(N1.5-7),Blue계

열 색상이 84%,Gr,Lgr,Dp,Dl색조가 체의 67%로 명도의 Black(N1.5-7),Blue계열 색상의

흐릿하고 짙은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고통은 Red,Black(N1.5)계열 색상이 체의 47%,Dk,S,

Gr색조가 체의 62%로 명도와 명도의 Red,Black(N1.5)계열 색상의 강하고 어두운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죄책감은 Black(N1.5-5),Yellow계열 색상이 41%,Dk,Gr색조가 체의 57%로

명도의 Black(N1.5-5),Yellow계열 색상의 어두운 색조가 많이 나타났다.분노는 색상이 Red계

열 색상이 77%,S,Dk,V,Dp색조가 체의 89%로 명도와 명도의 Red계열 색상이 많이

나타났다.

Ⅳ.결론

반 으로 Red계열의 색상과 Yellow계열의 색상이 많았으며, 정 정서 어휘는 명도와 고명

도에서 주로 나타났고 Red계열의 색상의 Vivid,Bright,Pale색조가 많이 나타났으며,부정 정서

어휘는 명도가 주로 많으며 Black과 Yellow계열의 색상이 주로 많으며,Dk,Lgr,Gr색조가 많

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378 -

참 고 문 헌

1.문지윤(2010),시설보호 아동의 기질,사회 지지 정 ,부정 정서,고려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조은향(2009),삶의 의미추구와 의미 발견의 계에서 정 부정 정서와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검증,이화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3.한국색채학회(2002),이제는 색이다,도서출 국제.

4.Seligman,M.E.P(2000),PositivePsychology.LawsoflifeSymposiaSeries,2,415-430.

5.Folkman & Moskowitz(2000),Positive affectand the otherside ofcoping.American

Psychologist,55,647-654.

6.Fredrickson(1998),Whatgood arepositiveemotions?Review ofGeneralPsychology,2,

300-319.



- 379 -

P94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의복소비생활1)

김순 ‧손진아‧추호정‧남윤자

서울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인도네시아는 로벌시장에서 섬유 의류제품의 주요 수출국이다.섬유 의류 제품들은 인

도네시아 국가 수출액의 15.1%를 차지하고 있다. 국의 임 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인도네시

아와 다른 ASEAN 국가들은 섬유 의류 회사들에게 더욱 매력 인 제조지역으로써 여겨지고

있다(UN CommodityTradeStatisticsDatabase).220개의 한국 제조업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

해있으며,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벤더들(vendors)에 의해 수출되는 양은 미화 2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총 의류 수출액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다(KITA).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활발하

게 섬유 의류제품 무역을 해오고 있는 이다.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의류제품은 최근 빠

르게 증가하고 있으며,2008년에는 인도네시아 의류 수입액이 해보다 25.4% 성장하 고,2009

년에는 2008년에 비해 2배로 뛰어 미화 57,028,000달러에 달했다(KITA).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2010년 국내에 체류 인 외국인

가운데 인도네시아인은 체 체류 외국인의 2.5%(31,728명)를 차지하며 순 로는 국,미국,베트

남,일본,필리핀,타이에 이어 7 를 차지하고 있다(Koreaimmigration service,ministry of

justice,2011).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인구수로 볼 때 국내에 체류 인 외국인 집단의 상 그룹에

속하지만 정작 많은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인과 그들의 문화에 해서 낯설게 생각한다. 한 인

도네시아는 외국인 체류 비율 상 그룹에 속하는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의 부분이 이슬

람교를 믿는 국가이다.한국사회는 이슬람을 종교로서 받아들인 역사가 없으며 이는 한국인들

로 하여 이슬람 문화를 제 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렵게 만들었다.실제로 국내에 거

주하는 많은 무슬림들은 한국인들과 문화 ,종교 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 이질

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Ahn,2008).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이슬람 문화와 종교에 한 의

올바른 이해가 시 하다고 단된다. 한 지 까지의 인도네시아에 한 연구는 정치와 경제,사

회 등에 한 거시 연구가 부분을 차지하며 생활문화 가운데 의생활을 문 으로 다룬 연구

는 거의 없다.따라서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의생활을 고찰한 본 연구가 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사회

와 문화 반을 이해하는데 조 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Ⅱ.연구방법

1.연구문제

연구문제 1.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신체 만족도(신체만족,외모 리,신체 자신감)에 해 살펴본다.

연구문제 2.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의복에 한 태도(의복의 요성 의복선택기 )을 살펴본다.

연구문제 3.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의복 구매 행동(의복 지출 구매장소)을 살펴본다.

1)이 연구는 서울 학교 생활과학 학 다문화생활교육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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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방법 차

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해 설문지를 이용한 양 연구가 진행되었다.기 조사로 2011년 7월

인도네시아 지 거주 남녀 14명을 상으로 심층면 이 실시되었으며,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

네시아 무슬림 복식에 한 문헌고찰 검증과 함께 설문지 문항들을 구성하 다.완성된 설문지는

2011년 8월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 1명과 한국에 유학 인 인도네시아 여성 2명에게 설문문항의

성을 검증받아 수정 보완하 다.설문지는 인구통계 특성,종교생활,신체만족도 외모

리행동,복식에 한 생각,의복구매행동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선다형과 5 리커트 척

도로 측정하 다.

자료수집은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섬에 거주하는 이슬람 종

교를 가진 인도네시아 인을 상으로 이루어졌다.총 500부의 설문지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

에 배포되었고 이 481부가 회수되었다.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부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제외

한 374부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기술통계분석,t-test,상 계분

석 등에 의해 분석되었다.

Ⅲ.결과 고찰

1.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신체 만족도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신체만족도를 살펴보기 해 신체에 한 만족도와 외모 리행동,신체

자신감을 살펴보았다.

첫째,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외모 리행동에 한 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M=3.75),자

신의 신체에 한 자신감도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M=3.68).특히,57.2% 응답자가 항상 외모

향상을 해 노력한다고 응답하 고,78.6%의 응답자가 차림새가 좋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고

답하 으며,47%의 응답자가 자신의 신체가 매력 이라고 응답하 다.

둘째,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신체만족도에 한 인구통계 변인과 종교성의 향력을 살펴본

결과 키,체 ,허리둘 와 같은 자신의 신체에 한 만족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그리고 미혼에

비해 기혼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교육수 이 높은 집단과 사회경제 수 이 높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종교성은 인도네시아 무슬

림의 신체 만족도에 아무런 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의복에 한 태도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의복에 한 태도를 살펴보기 의복착용 시 요한 과 의복선택기 에

하여 살펴보았다.

첫째,인도네시아 무슬림은 옷을 잘 입는 것에 해 가장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응답자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 것은 매우 많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응답자의 45%가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항상 심있게 살펴본다고 응답

하 고,50%이상의 응답자가 옷에 하여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하 다. 한 이러한 의복 요도

에 한 인구통계 특성과 종교성의 향력을 살펴본 결과,성별,결혼여부,연령,직업여부,사회

경제 수 ,종교성 모두 의복 요성과는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력의 향력만이 유

의하 으며(t=-2.20,p=0.028),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수 을 가진 응답자들이(n=262;M=3.83)

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수 을 가진 응답자들 보다 의복 요성 수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n=111;M=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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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의복선택기 에 하여 살펴본 결과 의복 선택기 가장 요한

기 은 물리 편안함(M=4.61)과 리 용이성(M=4.33),도덕 디자인(M=4.32),심리 편안함

(M=4.09)이4.6, 유명 디자인(M=2.67), 외국 랜드(M=3.04), 주 규범(M=3.06), 동조성

(M=3.07)은 낮은 순 로 나타났다.디자인(M=3.70)과 가격(M=3.89)은 간 정도로 나타났다.다음

으로 의복선택기 에 향을 미치는 인구통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디자인과 물리 편안함,외

국 랜드는 인구통계 변수들 어떤 것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X.09가격은 결혼여부,

사회 경제 수 ,교육에 따라 차이가 있4.6,주 규범은 직업유무와 교육수 편안함

향을 받았고,동조성은 사회경제 수 과 교육수 따라 달라졌다. 한 결혼여부,연령,사회

경제 수 이 도덕 디자인의 요도에 유의한 향력을 가지고 있4.6,연령은 리 용이성

과 심리 편안함에 유의한 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의 종교성과 그들의 의복선택기 과의 계를 살펴보X.6,그 결과 더 종교 인 응답자일수록

의복 선택기 으로써 디자인과 도덕 디자인을 더 요하게 고려함을 알 수 있었다

3.인도네시아 무슬림의 의복구매 행동

인도네시아 무슬름의 의복구매행동을 살펴보기 하여 월평균 피복비와 통복식,무슬림복식,

정장,캐주얼에 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쇼핑장소를 질문하고 분석하 다.

첫째,인도네시아 무슬림이 매달 피복비로 지출하는 비용의 평균은 262만루피 으며,웅답자의

50%이상이 피복비로 10만루피와 50만루피 사이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략 6%의 응답자

들이 매달 500만루피 이상을 피복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둘째,흥미롭게도 통복식과 무슬림 복식을 구매할 때 역시 쇼핑몰,백화 , 랜드샵과 같은

유통업태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장과 캐주얼복 같은 서양복 쇼핑을

해서는 쇼핑몰이 가장 높은 빈도로 이용되는 쇼핑장소임을 알 수 있었으나, 통 인 시장은 서양

복을 구매할 때 조차도 여 히 요한 쇼핑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결론

본 연구는 한국내 인도네시아 다문화 가정에 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한 기 조사로써,인도네

시아 무슬림의 의생활문화 의복소비생활 실태를 살펴보았다.연구결과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외모 리행동에 높은 심을 가지고 있었으며,실제로 의복을 잘 입는 것에 해 매우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특히 교육수 이 높은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에 한 자신감도

컸고,의복에 해 더 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물

리 편안함이나 리 용이성,도덕 디자인,심리 편안함과 같은 기본 이고 실용 인 요소들

을 매우 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유명한 랜드,외국 랜드,주 규범,동조성 등은 낮

은 의복선택기 순 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의복에 한 의식이나

욕구수 이 아직 기본 단계인 것을 의미하며 경제수 의 향상과 함께 의복에 한 욕구도 더욱

복잡해지고 상징 으로 변할 것이라 기 된다.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네시아 무슬림에게 종교가

매우 요함에도 불구하고,종교성이 의복선택에 미치는 향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는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과 다양한 종족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도네시아 인구의 가

장 많은 사람이 살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표할 수 있는 자카르타 섬을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

었다.따라서 실제 국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출신 섬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이

것이 실제 의생활문화와도 계가 있을 수 있다. 한 인도네시아 무슬림은 동의 무슬림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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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차이를 보임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무슬림 다문화 가정을 모두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기 한 기 자료로

본국에 거주하는 무슬림을 상으로 이들의 의생활문화를 살펴보았다는 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 후 연구에서는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가정과 한국내 무슬림 다문화 가정의 의생활 문화에

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내 무슬림 다문화 가정에 한 심도 깊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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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5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특성과 의복무늬의 관계

박인조‧이경희

부산 학교 의류학과

1.서론

최근 사회 문화 으로 출산율 하로 인하여 한 자녀에 한 과보호와 과잉 교육으로 자기 심

성향이 강한 아동들이 늘어남으로써 심리 ,정서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학령기 아동은 불완 한 감정표출,감정의 조 , 인 계기술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심리 상담

치료를 통하여 정 인 자아개념과 인 계를 심어주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아동이 자신의 의복을 선택한다있도것은 자기 자신이 자각하있도자기의 표

이라고 할 수 있으며,개인에 따라 심리 정서 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있도무늬있도다양하며

각도무늬를 통라고개인의 성격이나 정신 상태,욕망 등을 악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의복무늬 활

용은 아동의 자아개념고발달과 형성에 요한 의미를 갖게 댜다양하학문 으로있도선행할 동향에서

2002년 이후 아동에 련된 심리 할 가 활발히안함을 지고 있고 아동의 심리 할 수있도자아

개념과 인 계에 한 미술치료가 부분이었으며 재있도미술,음악,놀이,색채,의복도선호 정

등의 할 들이 보쟤도다양하게안함을 지고 있다양하그러나,심리 인 특성에 따른 아동 성향에 맞있도

의복도무늬와의 계 할 있도미흡한 실정이다양하자아개념이 형성되있도학령기 아동의 시기수있도의복

착용에 만족감을 »지 못하면 사회성고발달에 방해를 받는다(김운진,1999).따라서 의복을 통한 정

서 으로 편안함을 수 있는 무늬,디자인은 요한 의미를 갖게 되며 올바른 자아개념과 심리

으로 안정된 성격 형성에 도움을 수 있는 의복무늬 활용이 필요하다.이 연구의 목 은 학령

기 아동들을 상으로 심리 인 특성인 자아개념, 인 계를 분석하고 의복무늬의 구성요소와의

계를 통해 올바른 자아형성과 인 계 개선에 도움을 주며 정서 ,심리 안정감을 주는데 있다.

2.연구방법

학령기 아동복 에 티셔츠에 나타난 의복무늬를 알아보기 해 인터넷 웹사이트와 백화 의

입 된 키즈 주니어 랜드를 통해 티셔츠에 무늬를 주로 사용하는 13개 랜드를 선정하 다.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아동복 티셔츠 사진 275개를 수집하 으며 참고문헌과 선행연구를 참고

로 분석기 은 무늬종류,무늬배열,색채로 구성하 다.아동의 심리 특성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아개념, 인 계에 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 다.자아개념 설문지는 선행연구

에서(김정규,1992;유 창,1999)20문항과 인 계 설문지는 (문선모,1980;주 남,2006;박수

진,2009,재인용)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자료수집 기간은 부산

시에 거주하는 학령기아동 총 130명을 상으로 2011년 8월16일부터 9월4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112명을 상으로 분석하 다.통계분석 방법은 SPSS18.0에서 심리 특성은 Likert방식의 5

척도,요인분석,상 계,t-test를 실시하 으며,의복무늬 구성요소를 빈도분석,교차분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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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심리 특성과 의복무늬 구성요소와의 계를 분산분석(One-wayANOVA),Scheffe'검

증을 사용하 다.

3.결과 고찰

3.1.학령기 아동의 심리 특성

학령기 아동의 심리 특성을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자아개념 인 계를 분

석하 다.자아개념과 인 계를 살펴보면 자아개념과 인 계의 요인에 하여 주성분법의

Varimax직교회 으로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자아개념은 고유값 1.0이상으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체 변량은 68.01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아개념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α=0.950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 계는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체변량은 62.687%

이며, 인 계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α=0.852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개념 요인 1은 11개로 구성되어 학업 ,정서 자아개념 요인이라 하 고, 체 변량의

31.070%를 차지하 다.신뢰도는α=0.939로 높게 나타났다.자아개념 요인 2는 6개로 구성되어 신

체 자아개념 요인이라고 하 고, 체 변량의 21.176%를 차지하 다.신뢰도는α=0.869로 높게

나타났다.자아개념 요인 3은 3개로 구성되어,사회 자아개념요인이라고 하 고, 체변량의

15.765%를 차지하 다.신뢰도는α=0.876로 높게 나타났다.

인 계 요인 1은 4개로 구성되어 이해성 요인이라고 하 고, 체변량의 21.340%를 차지하

다.신뢰도는α=0.795로 높게 나타났다. 인 계 요인 2는 5개로 구성되어 개방성 요인이라 하

고, 체변량의 16.708%를 차지했다.신뢰도는α=0.761로 높게 나타났다. 인 계 요인 3은 4개로

구성되어 친근감 요인이라고 하 고, 체변량의 14.657%를 차지했다.신뢰도는α=0.621로 높게 나

타났다. 인 계 요인 4는 3개로 구성되어 신뢰감 요인이라 하 고, 체변량의 9.982%를 차지하

다.신뢰도는α=0.506로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심리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해 t-test를 실시하 다.자아개념은

학업 /정서 요인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여자집단 보다 남자집단에서 학업

/정서 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신체 인 요인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자집

단 보다 남자집단에서 신체 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인 계는 요인에서 남,녀 집단 간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학령기 아동에 한 자아개념과 인 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피어슨의 상 계수를 살펴보았다.자아개념은 이해성 요인에서 정 상 계가 유의 인 것으

로 나타났다.학업 /정서 요인은 이해성과 유의 인 정 상 을 나타내고,신체 요인은 이해

성과 친근감에서 유의 인 정 상 을 나타내었으며 사회 요인은 이해성에서 유의 인 정 상

을 나타내었다.

3.2.성별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선호/ 오 무늬특성 차이

학령기 아동의 의복 무늬 종류,배열,색채를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아동이 선호하는 무늬, 오하는 무늬를 분석한 결과는 선호하는 무늬는 별무늬가 나타났고,공간

배열로 성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하는 무늬는 체배열의 꽃무늬를 싫어하고,무

채색을 오한다고 하 다.성별에 따른 선호무늬, 오무늬, 오무늬배열은 유의 인 차이가 나

타났다.선호무늬에서 남자는 별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동물무늬, 무늬,민무늬 순으로

나타나 찰빈도가 기 빈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여자는 체크무늬가 높게 나타났고,꽃무늬,

무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오무늬에서 남자,여자 꽃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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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늬, 무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오무늬배열에서 남자는 체배열과

공간배열이 찰빈도가 기 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여자는 꽃무늬에 일방배열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성별에 따른 선호색채, 오색채는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선호색채에

서 남자는 난색의 노란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무채색의 검정,흰색이 나타났으며,한색의 란

색 순으로 나타나 찰빈도가 기 빈도 보다 더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여자는 성색의 연두,

자주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한색의 란색 등이 부각되어 나타났다. 오색채에서 남자는 성

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한색과 무채색 순으로 나타나 찰빈도가 기 빈도 보다 더 부각되었

다.여자는 무채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한색, 성색이 더 부각되어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의복무늬 특성에서 오무늬에 따른 오색은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유의

인 차이가 나타난 오무늬는 꽃무늬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한색과 성색이 찰빈도가 기 빈

도 보다 높게 나타났다. 무늬에서 한색과 성색이 찰빈도가 기 빈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민무늬, 무늬에서 무채색,난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체크무늬에서 한색이 찰

빈도가 기 빈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동물무늬는 무채색,별무늬는 난색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3.3.학령기 아동의 심리 인 특성과 의복무늬와의 계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과 인 계에 한 의복무늬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일원변량분석

(One-WayANOVA)을 실시하 고,Scheffe검증을 실시하여 구체 으로 의복무늬 구성요소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에 한 요인에서 의복무늬 구성요소는 선호색채, 오무늬배열에서 유

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요인별로 오무늬배열을 살펴보면 학업 /정서 요인에서 오무늬배

열은 일방배열이 학업 /정서 으로 평가되었다.이는 아동들이 꽃무늬에 일방배열을 싫어하는 것

으로 표 하 고,남자는 의복무늬가 체 으로 들어가는 체배열을 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계에 한 요인의 의복무늬 구성요소는 오무늬에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요인별로

살펴보면 이해성 요인은 오무늬에서 동물무늬가 이해성으로 높게 평가되었다.그러므로 다른 사

람들이나 나 자신이 동물무늬가 들어간 티셔츠를 입는 것을 싫어한다. 한 체크무늬,꽃무늬 티

셔츠도 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인별로 선호색채를 살펴보면 학업 /정서 요인에서는 선호

색채인 난색이,학습 태도 정서 으로 안정감을 주어 높게 평가되었다.

4.결론

첫째,학령기 아동의 심리 특성에서 자아개념은 학업 /정서 ,신체 ,사회 3개의 요인에

서 학업 ,정서 요인이, 인 계는 이해성,개방성,친근감,신뢰성 4개의 요인으로 이해성 요

인이 가장 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자아개념과 인 계와의 상 계에서 학업 /정서 ,신체

,사회 요인은 이해성과 친근감에서 유의 인 정 상 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학령기 아동의 심리 특성에서 자아개념인 학업/정서 요인과 인 계에서 이해성요

인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는 정도에서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자아개념

은 학업 /정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여자집단 보다 남자집단에서 학업 /정서

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신체 인 요인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여자집단 보다 남자집

단에서 신체 인 것으로 평가 되었다

둘째,성별에 따른 선호무늬, 오무늬, 오무늬배열,선호색, 오색은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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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남자는 선호무늬에서 별무늬,동물무늬가 나타났고,선호색은 난색의 랑색,검정,흰색을 선

호하 으며, 오무늬에서 꽃무늬의 성색, 체배열을 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자는 선호무

늬에서 체크무늬가 나타났고, 성색의 연두,자주를 선호하 으며, 오무늬에서 꽃무늬의 무채

색,일방배열을 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오무늬에서 오색은 유의 인 차이가 나

타났으며, 오무늬에서 오색을 통해 학령기 아동에게 보여 지는 부정 인 성향을 알 수 있으므

로 이를 의상치료 연구에 활용한다면 효과 일 것이다.

셋째,학령기 아동의 자아개념과 인 계에 한 의복무늬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아개념에서

의 의복무늬는 다수가 선호하는 난색인 란색이 정서 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아

동의 정서안정을 한 학령기 아동복의 의복무늬에 활용한다면 효과 일 것이다.학업 /정서

요인에서 오무늬배열은 꽃무늬에 일방배열을 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무늬배열이 아동의 학

업 태도 분 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 계는 오무늬에서

동물무늬가 이해성요인으로 나타나 다른 사람과의 인 계에 있어서 동물무늬가 부정 인 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이를 통해 심리 인 특성과 의복무늬에도 상 계가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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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6

과시소비성향이 라이프스타일과 청바지 착용태도에 미치는 향

박은희‧구양숙

경북 학교 의류학과

1.연구목

본 연구의 목 은 과시소비성향이 라이 스타일과 청바지 착용태도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자 한다.

2.연구방법 내용

2012년 3월 10일～3월 20일에 걸쳐 구․경북지역에 거주하는 253명의 학생을 상으로 설

문지로 조사하 다.SPSSPC+18.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요인분석,신뢰도 검증,회귀

분석,X2-test,t-test를 실시하 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과시소비성향이 라이 스타일과 청바지 착용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청바지 착용 횟수는 청바지 착용태도와 구매행동에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성별에 따라 청바지 착용태도는 다를 것이다.

넷째,성별에 따른 청바지 착용실태를 악한다.

3.결과 고찰

과시소비성향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과시소비성향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타인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향이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유행을

극 으로 따르기 보다는 자신에게 하게 유행을 수용하는 소비를 하며 외제 랜드를 맹신하

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랜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며,학생의 신분에 맞게 소

비를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라이 스타일에서 보면, 학생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에 여러 정보를 활용하여 가격을 비교한

후 구입하는 경향이 높으며,최신 유행하는 제품을 따라가기 보다는 자신에게 합한가를 고려하

는 경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과시소비성향이 라이 스타일과 청바지 착용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본 결과, 랜드 과시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라이 스타일의 랜드지향,유행지향과 청바지 착용태도의 유행

선도,유행추구,경제성이었고,설명력은 48% 다.체면과시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라

이 스타일의 랜드지향,가격비교,충동구매와 청바지 착용태도의 유행추구 고,설명력은 9%

다.외국 랜드과시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라이 스타일의 가격비교와 청바지 착용태

도의 유행선도 고,설명력은 10% 다.유행과시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라이 스타일

의 유행지향과 청바지 착용태도의 유행추구 고,설명력은 19% 다.

청바지 착용 횟수에 유의 인 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행선도,경제성,구입 벌수 고,설명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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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청바지 구매행동은 일주일에 청바지를 착용하는 횟수,구매 장소 1순 ·2순 ,구입가격,

의복지출 비에 련된 내용으로,남녀에 따라 차이를 보 다.청바지 착용태도의 유행선도,유행추

구,활용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즉 유행선도,활용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

를 나타내었다.반면에 유행추구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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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7

안장통(Saddle sore) 최소화를 위한 

인체공학적 패드를 부착한 사이클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정삼호1)‧강 민2)

1) 앙 학교 패션디자인학과

2) 앙 학교 실버의류실용화기술지원센터

에 지 감의 효과가 있으며 자연친화 인 이동수단인 사이클은 용도로 확 실시,4 강 유

역 자 거길 개통 등과 같은 정책 인 지원과 더불어 가계소득 증가,여가의식의 개선,건강에

한 심고조 등으로 라이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국민스포츠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

도로 사이클 인구가 증하 다.그에 따라 사이클 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사이클 시장은 매년

10～13% 규모의 안정 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사이클웨어,용품 등 고부가가치 시장 확 에 따른

성장성 가속화도 기 된다.

사이클 주행은 장거리의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으로 사이클웨어는 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체운동력에 을 두기 때문에 사이클 팬츠 디자인 개발 시 바지의 폭,

앞·뒤 길이 등 유의할 이 있다.특히 장거리 주행 시 도로상황 안장과의 마찰에 의한 안

장통을 최소화하기 해 회음부와 부 에 패드를 덧 야 하는 것은 사이클 팬츠에 있어서

가장 요한 건이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이클 패드 패드부착 의류 련 개발이 미비하며, 부분 국외의 것을 수입하

는 실정으로 성능과 디자인 면에서 국외 제품보다 뛰어난 국내 싸이클웨어 개발은 시 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 주행 시 마찰로 인한 자극과 좌골의 압박으로 인한 안장통 최소화를

해 인체공학 인 사이클웨어 패드를 용한 활동성,안 성,쾌 성이 우수한 사이클웨어 디자인

시제품제작을 하여 기능성을 요구하는 사이클웨어 성장을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외 사이클웨어 디자인 동향 분석결과 국내는 온라인 주의 유통으로 사이클웨어 문 랜

드가 미비한 실정이며,강한 색상 비의 승화 사를 이용한 디자인과 단순 집업스타일이 부분이

었다.미국의 경우 문 랜드, 문샵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라이트 톤의 컬러 블록킹,배색 트

리 등 컬러 주의 디자인이 개되어 있었고 로드사이클 스타일의 캐주얼화가 이루어져 있었다.

일본은 기능성 소재 주로 개발되어 있었으며,패턴개발에 한 특허가 다수 출원되어있어 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음을 간 으로 알 수 있었다.디자인 인 측면에서는 부자재를 활용한 착·

탈의가 편리한 제품이 선보이고 있었다.독일의 경우 사이클 련 규모 시회가 펼쳐지는 만큼

사이클웨어가 잘 개발되어있다.인체공학 패턴을 용하 으며,심실링,홀가먼트,고주 등 다

양한 기법의 용이 에 뛰었다.

국내·외 사이클웨어 패드 황분석결과 국내는 거의 국외의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 으며,국

외는 충 재,용도,형태 등 다양한 패드가 문 으로 개발되어 있었다.일본의 표 사이클웨어

회사인 펄이즈미(Pearlizumi)사의 3D-Neo패드는 우더 터치의 소재를 피부에 닿는 표면에 사용

해 기존의 패드에 없는 부드러운 감을 주며 패드 체부분이 부드러운 스트 치성을 가지고 있

어 페달링 시 신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한 좌골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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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에는 도와 두께가 다른 2종류의 폼(Form)을 조합해 쿠션성을 향상시켜 사이클 매니아로부

터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미국의 사이클웨어 랜드인 카나리(Canari)는 심리스(Seamless)

몰드 테크놀로지를 용한 패드로 심 한 것이 특징이며,남성의 체형에 착되는 형상과 8mm

두께로 뛰어난 쿠션성을 가지고 있고 피부마찰을 억제하고 이물감을 경감하는 흡한속건 소재를

사용하여 시장내 인지도가 높다.

본 연구는 먼 안장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체공학 남녀 사이클웨어 패드를 개발하고 패

드를 부착한 싸이클웨어 팬츠를 디자인한 후 시제품을 제작하 다.사이클웨어 패드는 착용감을

높이기 하여 좌우 성형물을 각각 제작한 후 간세로부분을 제하고 심실링으로 마감을 한 입

체 인 남녀 패드를 제작하 다.사이클링 시 마찰로 인한 좌골의 압박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인

체 부 에 따른 압력과 량을 고려하여 패드의 도와 두께를 고려한 폼을 조합하여 안장통

방지를 한 입체 인 패드를 개발하 다.

사이클웨어는 남녀 9부,5부,빕 총 6개를 디자인하고 개발된 패드를 부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

다.시제품 제작 시 사용한 원단은 폴리에스터 2층 구조로 원단외층은 폴리에스터 2-way트리

코트,원단내층은 폴리에스터 스 매쉬 원단으로 구성되어 활동조건에 부합하는 신축성,회복성,

흡수성,속건성 등이 부여된 고기능성 원단을 사용하 다.트 드를 반 하여 활동성을 높일 수

있는 인체공학 인 개를 넣은 디자인 패턴을 개했으며,무시 제법인 오드람 를 용

하여 사이클웨어 착용 시 몸에 착되어도 걸리는 것이 없도록 제작하 다.

한 개발된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표 체형의 남녀 모델을 선정 후 착의평가를 진행

하여 안장통 감소,동작 편리성,기능성에 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발 패드의 입체 인 구성으

로 인한 착용감 사이클 페달링 시 동작 편리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안장통 역시 남녀

모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웰빙 트 드의 확산으로 한강둔치 4 강 유역에서 자 거를 타며 여가를 즐기는 사이

클족이 격히 증가하 으며,정부에서도 환경친화 인 자 거 련 정책지원이 많은 시 에서 본

연구는 사이클웨어 팬츠의 주된 기능인 안장통 방지의 핵심인 완충제 역할을 하면서도 패달링 시

다리 움직임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땀 흡수와 통풍기능이 뛰어난 패드를 부착한 싸이클웨

어를 개발하 다.이는 사이클웨어의 동작성,착용감 등을 고려한 인체공학 패턴 설계 복합

기능성 소재를 사용한 기능 인 사이클웨어를 디자인하고 시제품을 제작함으로써 재 사이클웨

어 수입 랜드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에서 앞으로 국외 사이클웨어에 뒤지지 않는 국산 제품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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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8

 러시아의 농민자수

이경희1)‧조한열2)‧김의숙2)

1) 오공과 학교 소재디자인공학과

2)용인송담 학교 섬유패션디자인과

Ⅰ.서론

세계의 많은 자수 ,러시아자수의 특징은 역사 인 깊이,지방색의 풍부함과 같은 다종다양성

에 있다.러시아자수는 근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테크닉이 계속 생겨났다.이런 에서 러시아는

자수왕국이라 할 수 있겠다.러시아자수는 역사 인 흐름에 따라 단계를 나 수 있는데,농민들

에 의한 농민자수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음악에 비유한다면 농민자수는 볼로딘의 오페라

「이리공」이나 림스키 코르사코 의 오페라「백설공주」와 같이 자연을 숭배한 다신교시 의 태

고의 신비에 차있다. 한 러시아자수에는 러시아인 특유의 뜨거운 열정,솔직하고 날카로운 정신

성,섬세한 미 감성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자는 선행연구에서『유럽에서의 자수의 변천』을

고찰해 본 이 있는데,후속연구로서 아직 조명되지 못한 러시아자수,그 에서도 다신교에 근거

한 농민자수의 개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본론

1.벽사(辟邪)와 기도(祈禱)로서의 자수

농민자수는 북러시아 농민사이에서 리 행해졌던「로스피시」와「크 스토」로 불리우는 자수이

다. 존하는 러시아 최고의 자수의 하나에 러시아인과 같은 루트를 가진 슬라 민족인 우크라이

나의 6세기 농민복이 있다고 한다.놀랍게도 이 붉은 자수의 농민복은 20세기 까지 러시아농민

들이 착용한 것과 거의 같았다.즉,옛날의 러시아자수의 통은 20세기까지 그 로 계승된 것이

다.어떻게 이런 오랜 세월 반복하여 붉은 자수가 행해진 것일까. 로부터 러시아자수는「편지」

로 불렸다.신성한 기도와 성심을 다한 신에 한 편지를 신변에 자수로 그린 것이다.우선,죽음

과 병 등의 악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하여,신으로부터 보호받기 한「벽사」로서 자수가 놓여진

것이다. 한,행복․선․수확을 기원하는 신에 한 기도가 자수로서 표 되었다.따라서 러시아

의 붉은 자수는 단순히 화려한 장식으로 끝나지 않는「벽사」와「기도」이고,신앙의 일부분으로서

오랫동안 소 히 여겨져 온 것이다.붉은 자수는 특히 벽사의 효과가 높다고 믿어졌다.

실제,러시아의 농 에서는 모든 가정에서 스스로 마의 백사를 자아,염색하고,포를 짜고,의류

와 침구에 자수를 놓았다.딸들은 7,8세가 되면 가구,테이블 클로스,수건,의장,아동복 등의 결

혼지참품에 자수를 놓고,결혼 비를 시작했다.자수가 능숙한 처녀는 동경의 상이었다.자수작

업은 신성한 행 이며,집단으로 기도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해졌다.결혼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실을 잣는 도구에는 말,태양,종,밭,세계수 등의 신성한 모티 가 그려져,이것으로 자아낸 백사

도 백포도 신성한 벽사의 효과를 발휘하 다.여성의 손도 신성한 것으로 생각되어,백포의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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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 가 아닌 신성한 여성의 손으로 행해졌다.그러나 깃,단,소매통은 막히지 않았으므로,공

기와 함께 여기에서 악이 들어오고 만다.그것을 막기 하여 그 부분에 마력을 가진 자수가 놓여

진 것이다.루바슈카라고 불리우는 남성의 흰 작업복은 보다 신선한 마력효과가 발휘되도록,씨뿌

리기와 수확시 매년 새로운 것을 비한다.부인은 벨트와 리본을 두르고,몸의 안 을 기도했다.

마음을 다한 러시아풍 호신술이라고 하겠다.

한,수건도 벽사의 효과가 높아 많이 만들어져,집의 제단과 창에 걸거나,결혼식,출산,세례,

장례식에 뺄 수 없는 것이었다.결혼식용의 것은 략 폭 36～38㎝,길이 2～4m로 여기에 자수를

메웠다.일 이 신부들은 시 의 친척들에게 건네는 것을 포함하여 30～100매의 소 다양한 수건

을 비하 다고 한다.그 모티 로서 세계수, 지인 어머니, 배에 탄 태양신,새 등이 수놓아

졌다.수건의 양 단에 흔히 이용된 자수 츠베트야나 페 베시는 17세기 경부터 각 지역별로 개성

이 선명하 고,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결혼의상의 마력은 이었다.신부의상은 출산축하로 다시 착용되고,신랑의상

은 세례식에서 아기에게 입 졌다.물론 매장의상으로서도 이용되었다.그러한 결혼의상의 자수는

고,아름답고,행복한 소녀시 와 양친의 결별과 슬픔을 나타내기 한 소박하고 정숙한 물건이

었다.

이처럼 러시아의 농민은 신의 존재를 늘 느끼면서 신성한 자수로 둘러쌓여져 살아갔다.지 도

러시아인은 악마와 마녀와 정령의 존재를 극히 신변 가까이 느끼고 있다.러시아인은 신에 한

외경심,경의,기도의 마음은 그 혹독한 기상조건을 반 하여,강하고,뜨겁고,순수한 러시아 혼의

일부로서 오늘도 계속되고,자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반 되었다고 생각된다.

2.모티 의 의미

농민자수 모티 의 부분은 기하학문양과 식물,동물로 나타났다.거기에는 러시아가 크리스트

교를 수용하기 이 의 자연숭배의 다신교,즉 슬라 신화의 신성한 비 과 법칙이 풍부하게 표

되었다.

① 기하학문양

우선,슬라 신화의 기에 신으로서 숭배된 우주창조의 4요소,즉,불,물,공기, 지가 있다.

열과 빛을 발하고,맑은 힘을 갖고 있던「불」의 신은 십자 혹은 바텐으로 나타난다.생명의 원천

으로서 신 되었던「물」의 신은 도문양이다.「공기」는 재앙과 병을 내뿜는 존재로서 두려워하고

있던 탓인지,자수에는 보이지 않는다.어머니인 축축한「 지」는 사각,삼각,마름모꼴의 밭으로

서 나타나고,내부에 ,격자,십자를 동반하는 일이 있다.

높은 치에 자수된 원,장미장식은「태양」을 나타낸다.동방의 황 으로 빛나는 궁 에 사는

다지보그라는 이름의 태양신은 러시아 민족의 트론으로서 특히 인기가 높고,신 되었다.그 때

문에 다지보그가「 두공작의 의 배」를 타고,사자의 혼을 나른다는 모습이 빈번히 수건에 자수

되었다.수건 등에서 보여지는「별」은 이「태양」이 달과 결혼하여 낳은「별」들로,「질서와 조화의

우주」를 나타낸다.

② 식물

식물 모티 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세계수」일 것이다.이 세계수는 우주수라고도 부르

고,크리스트교 도입 이 으로부터 러시아인이 가졌던 세계 ,우주 을 나타내는 흥미깊은 모티

이다.이 나무는 세계의 심에 서서,천상과 지상을 연결한다.나무는 상의 세계, 간세계,하의



- 393 -

세계라는 3가지 부분으로부터 구성된다.세계수의 정 부분에 우주질서를 지키는 신의와 선조가

사는「상의 세계」가 있고,천정에는 보통 태양인 새가 그려진다.나무의 기부분이「 간세계」로,

거 우주와 자연에 둘러쌓여 우리들 인간세계가 그려졌다.나무뿌리 부분은「하의 세계」로,악마

와 뱀과 비버 등이 살고있다고 하는데,이 부분은 의미가 안좋으므로 자수에서는 생략된다.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에서는 자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면에서 이 세계수와 조우한다. 를 들

면 집이다.집 그 자체는 간세계를 굴뚝은 상의 세계에 연결되는 기를 구 화한 마이크로코스

모스로 생각된다.그 때문에 창과 문은 험한 외계와의 경계이므로, 로부터 벽사의 자수를 놓

은 수건을 걸어 깨끗 하고,몸을 지킨다. 천정과 처마에는 상의 세계의 상징인 태양과,우뢰,

말과 새가 흔히 그려진다.민족의장가 흔이크로코스모스이다.여성용 쓰개는 상의 세계의 새를 상

징하고,스카 에는 밭이 그려져,꽃이 만개한다.실잣는 도구가 참빗 부분이 상의 세계,허리 부

분이 하의 세계에 이어진다.실제로 나무뿌리 부분을 그 로의 형태로 이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한

다.러시아인들은 과연 세계수에 둘러싸여 세계수에 지켜져 생활했다고 한다.

숲은 연산형으로 자수된다.작은 으로 그려진 씨와 열매와 싹은 풍효를 나타낸다.붉은 열매

도 흔히 자수되는데,이 은 여성의 피를 나타내고,생명의 재생과 풍효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한 동시에 남성 인 강함을 나타내는 떡깔나무와 함께 자수되어,강함과 아름다움의 통합을 나타

내는 일도 있다. 포도는 다산을 의미하고, 차 많이 자수되게 되었다.과연 습윤한 물의 에

지,여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백합은 자주 잎과 꽃과 우리의 트리오로 자수되어,탄생과 성장과

생명의 계속을 나타낸다.장미는 범하지않을 수 없는 법칙을 가진 통합우주를 나타낸다. 「별

의 꽃」으로서 체인모양으로 연결되고,재생을 반복하는 원한 태양활동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딸기도 태양을 나타내는 일이 있다.사자에의 추도를 나타낼 때에는 개양귀비의 꽃을 자수한다.

인국 우크라이나자수에서는 이러한 꽃의 모티 의 자수가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개 ․백․

흑의 크로스 스티치로 자수된다.

③ 동물

우선 말은「태양」을 나타낸다.슬라 신화 에서 태양신 다지보그의 마차를 끄는 것으로부터

말은「불」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힘찬 달림으로부터「강과 물의 흐름」을 의미하는 일도 있다.

두마차와 기사의 모티 는「태양과 지의 강한 결합」혹은「 지의 신의 장엄한 행진」을 의미한

다. 양도 마찬가지로「태양」을 나타내고,태양과 하늘의 성스러운 동물의 상징이다. 선을 나타

내는 그 각은 색으로 빛나고,비와 구름을 뚫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하 다.

말과 마찬가지로 흔히 자수되는 것이 새다.슬라 신화에서 새는 선,풍요함,행복의 심볼이다.

특히,백조,거 ,오리 등의 수조는 천지창조의 조수로서 사랑받았다.멋지고 아름다운 수조가 낳

은 최 의 알로부터 세계가 태양이,달이, 지가,신들이 탄생했다고 러시아에서는 말한다.

웅계는 태양,불,빛의 화신으로 부와 번 을 상징한다.지하 깊게 숨겨진 악마의 보석이 있는

곳을 알고 있고, 험을 알리고,악령을 내쫓는 존재이다.공작은 태양에 지를 발하는「화조」로서

고귀한 왕 는 화륜을 머리에 얹고,흔히 결혼식의 수건으로서 자수된다.밤에 우는 휘 람새,

비둘기,웅계,뻐꾸기와 참새가 으로 나뭇가지에 머물러있는 모티 는 새로운 가족을 상징한다.

세계수의 정상에 그려져 확고한 가족의 유 를 상징한다.새의 꼬리부분에는 번 의 상징인「씨」를

그리는 일이 있다. ,세 마리 새는 부모와 딸을 나타낸다.여성의 얼굴과 가슴을 가진 시린,아

르고노스트 등의 괴조는 번식을 나타낸다.

앞발 한 쪽을 든 의 표범과 사자는 그 꼬리가 힘과 번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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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뱀,개구리,쥐,도마뱀,풍뎅이 등은 페른의 조수로서 그려진다.

최후의 요한 모티 는 러시아 여성간에 세계의 주인으로 숭배되는 모코시신으로 물․비․풍

효․가사의 여신 모코시는 키에 의 테옹에서 제사지낸 유일한 여신이었다. 개 긴 손을 태양

을 향하여 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러시아에서는「여성의 손」이 신성시 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손」이야말로 가사와 련된 모든 노동을 행하므로,고마운 여성의 손이 낳는 자수는 과

연「벽사」 다.

[그림 1]기하학문양의 수건 [그림 2]「세계수」의 모티 [그림 3]손을 든 여신 모코시

3.색의 의미

벽사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되는 은 태양,여명,태양을 태우고 달리는 말,결실을 그릴

때에 이용되고, 음이 폭발하는 에 지를 나타낸다.

백은 빛,하늘,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불,행복,부,미를 상징한다.러시아인들에게는 지가 어머

니이면,불은 아버지이므로 존귀한 색이다.동시에 의 색은 사를 나타내므로 딸의 혼 의장에

이용된다. 고 아름다운 소녀시 의 끝과 양친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슬픔을 나타내기 해

서이다.슬픔과 상을 나타낼 때에는 백지에 흑사의 자수를 놓는다.흑은 과 마찬가지로 음의

상징으로서,러시아 남부에서 애호된다. 음을 강조하기 하여,옛날 러시아의 여성은 썹을 숯

으로 그리고 이를 검정으로 염색하 다고 한다. ․은 등의 속은 행복과 성공을 의미한다.러

시아에서는 통 인 포와 사를 식물로 염색하 으므로,그 발색은 연하고,우아하고 부드럽다.

를 들면 사과나무의 잎에서 딸기색을 자작나무가지와 양 껍질에서 황색과 녹색을 추출한다.지

도 교회는 이 로부터의 시피에 근거한 염색법을 장려하고 있어,러시아산의 자수사는 단히

좋은 색으로 마무리 되어있다.

Ⅲ.결론

러시아의 농민자수는 북러시아의 농민사이에서 리 행해졌던「붉은 자수」가 표로,벽사와 기

도의 의미를 나타내었다.농가에서는 마의 백사를 자아,염색하고,포를 짜고,의류와 침구,테이블

클로스,수건,의장,결혼지참품 등에 자수를 놓았다.이런 농민자수 모티 의 부분은 기하학문

양과 신변의 식물과 동물로 나타났다.색은 천연염색을 통한 발색으로 벽사의 효과가 가장 높다고

생각된 이 심이었다.러시아 농민자수의 디자인 특징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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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러시아 농민자수의 디자인 특징

디자인 요소 특징

모티

기하학 십자, 도,사각,삼각,마름모꼴,원,별

식물 세계수,떡깔나무,개양귀비,장미,포도,딸기

동물 말,백조,거 ,오리,닭,뱀,개구리,쥐,도마뱀,풍뎅이,괴조

색 ,흑,백

자수기법 로스피시,크 스토,츠베트나야 페 베시,쇼 피심,

자수용품 의류,침구,테이블클로스,수건,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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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9

대량 맞춤형 디지털 패션 시스템 의류 수요 경향 

-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 기반의 AVATARMADE를 기반으로 -

조하경1)‧박창규‧고 석2)

1)(재)한국섬유소재연구소

2)건국 학교 섬유공학과

1.서론

라이 스타일의 다양화에 따라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화되면서 시장의 수요 특성의 변화를 반

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CAD 등의

테크놀러지의 활용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특성을 반 하는 량 맞춤방식(Masscustomization)을

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해가는 량맞춤생산시 의 의류 산업에 응하기 하여 3차원 바디 스캔,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DID,DTP,맞춤주문형 제품의 량 생산기술 가상 실을 이용한 3차원 가상 쇼핑

등의 디지털 패션 시스템의 요소기술들이 차세 섬유패션 산업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그러나,

디지털 패션 시스템을 통한 의류제품에 한 수요 경향 분석 등의 소비자 니즈에 한 기 연구

는 미비한 상황이다.따라서,본 연구에서는 량 맞춤을 한 디지털 패션 시스템 기반의 의류제

품에 한 기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수요 경향을 분석,제시하고자 하 다.

2.연구 방법

2011년 11월 10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수도권(서울,경기도),충청도 경상도 지역을

심으로 디지털 패션 시스템에 수요가 높을 것으로 상되는 20 ,1000명을 랜덤 표집하여 디지털

패션 시스템에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 다.이 유의미한 설문 결과를 보인 977부를 SPSS

18.0 EXCEL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교차분석 상 계 분석을 실시하 다.디지털 패션 시

스템에 한 수요를 분석하기 하여,응답자들의 성향에 따라 유행선도력이 높은 집단과 유행선

도력이 낮은 집단으로 군집화하여 설문을 진행하 으며,본 연구에 용된 디지털 패션 시스템은

건국 학교 i-FashionBizCenter에서 개발한 AVATARMADE로 한정하 다.

AVATARMADESYSTEM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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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유행선도력

高 집단

유행선도력

低 집단
Total

AVATARMADE의류 선호도 3.52 3.73 3.62

AVATARMADE의류 상 디자인 만족도 3.66 3.75 3.70

3.결과

1) 량 맞춤형 제품 수요 경향

디지털 패션 시스템의 량 맞춤형 제품에 한 선호도 수요도 분석에 한 조사를 해,

량 맞춤형 제품에 한 수요 경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다음과 같은 5개의 항목에 해 응

답자 모두 높은 수를 나타내어 량 맞춤형 의류에 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특히,

유형선도력이 높은 집단이 유행선도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맞춤형 제품에 한 수요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체 집단에서의 분석 결과도 체 항목에 한 높은 수요 경향을 보여 맞춤형 제품

에 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사 항목
유행선도력

高 집단

유행선도력

低 집단
Total

1.개인,소비자의 특성 선호를 반 하는 맞춤

형 상품에 심이 있다.
3.86 3.47 3.66

2.나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주문제작 매에

심이 있다.
3.71 3.05 3.38

3.맞춤형 정보 제공은 제품 선택에 정 인

향을 미친다.
3.94 3.54 3.74

4.고객의 욕구가 다양한 제품분야(의류 식품

등)에서는 맞춤형 상품이 필요하다.
4.09 3.70 3.89

5.맞춤형 상품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잘 충

족시켜 다.
3.99 3.69 3.84

2)디지털 패션 시스템(AVATARMADE)기반 의류제품 선호도 디자인 만족도

AVATARMADE의류의 선호도 디자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선호

도 상 만족도를 보 으며,유행선도력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를 보여 트

드를 따르는 의류에 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3)AVATARMADE 용의류 이미지

량 맞춤형 디지털 패션 시스템인 AVATAMADE 용의류의 이미지는 스포티한,강렬한,캐

주얼한,독특한,세련된 액티 한 이미지로 분석되어 AVATARMADE에 용되는 디지털 텍스

타일 린 의 선명한 색체의 표 과 디지털 패션 시스템의 유행선도 인 이미지로부터 도출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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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VATARMADE 용 합 의류 복종 분석

AVATARMADE 합의류 복종에 한 복수 응답 결과,티셔츠류가 가장 높았으며, 깅스,셔

츠의 순으로 선호 복종이 나타났다.이는 AVATARMADE의류 복종 티셔츠류에 한 구매욕

구가 가장 높으며, 용시 반 되어야 하는 복종으로 도출되었다.

5)AVATARMADE 용의류 상 만족도

DTP 용 AVATARMADE 용 의류가 량생산 경우를 가정 기성복과 비교하 을 때,의류

의 구매의향,매력도,스타일지수 등이 상승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특히 의류의 컬러 무

늬에 한 만족도가 가장 많이 높아졌다.이는 디지털 패션 시스템을 통해 의류를 구입할 때,의

류의 무늬 컬러 부분을 구체 으로 선정,이로 인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4.결론

량 맞춤형 제품에 한 수요를 통해 디지털 패션 시스템 하나인 AVATARMADE의 시장

성을 검토하고,수요를 분석하고자 하 다.이를 해 응답자들을 유행선도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두 집단으로 분류하 으며,유행선도력에 따른 량 맞춤형 디지털 패션 시스템의 수요를 분

석하 다.

1)그 결과,두 집단 모두 맞춤형 제품에 하여 높은 수요도를 보 으며,특히 유행선도력이 높

은 집단에서의 맞춤형 제품에 한 수요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2)AVATARMADE의류의 선호도 디자인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만

족도를 보 으며,AVATARMADE의 근 방법은 유행을 잘 반 하는 의류 용이 요구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3)DTP 용 AVATARMADE 합의류 복종을 분석한 결과는 티셔츠류가 가장 높았으며,

깅스,셔츠의 순으로 복종에 한 선호도가 높게 평가되었다.

4)AVATARMADE 용의류 상 만족도는 체 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AVATARMADE 용 의류에 한 기 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특히,의류의 무늬 컬러

부분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아 디지털 텍스타일 린 용으로 인한 선명한 컬러 무

늬에 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5)AVATARMADE 용 의류의 이미지는 스포티한,강렬한,캐주얼한,독특한,세련된 액티

한 이미지로 분석되어 이미지와 일치하는 의류 컨셉을 갖는 제품에의 용을 통한다면 그 수요

는 높을 것으로 상한다.

본 연구는 량 맞춤화를 한 디지털 패션 시스템의 수요도를 분석하여 의류 기획 용 시

스템 기획에 기반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본 연구에서는 20 만을 심으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 추후 다양한 연령 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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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0

패션 트랜드 정보지에 나타난 니트소재 분석 

- 2002년~2011년을 중심으로 - 

김미진‧박명자

한양 학교 의류학과

Ⅰ.서론

니트소재는 원사에서 바로 제품으로 이어지는 소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물로 만들어지는 제

품에 비해 생산주기가 짧고,새로운 소재의 개발 염색,디자인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니

트소재의 개발에 많은 공정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그러므로 니트의류제품 기획 시 트랜드에

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신속한 응을 요하며(고순 ,박명자,2005),이는 곧 의류업체의 매출에

향을 끼치는 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 니트소재는 원사,편직방법,조직, 도,게이지

패턴 등의 니트의 표면특성에 변화를 수 있는 구성요소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양한 감성을

달할 수 있기 때문에 니트제품의 차별화와 고감도화를 갖는 제품생산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

고 있으므로 니트 고유의 속성을 정확하게 악하여 용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지 까지 니트

소재 트랜드 분석 연구는 주로 해외 패션 트랜드 정보업체,정보지 시를 통한 사진자료를 토

로 분석하고 측하고 있다.특히 니트에 한 트랜드의 정보는 체 패션디자인 일부분을

참고로 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사진자료만으로는 니트소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정확히 악하기 힘들고,더욱이 이를 니트 트랜드 분석에 바로 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순

,2009;고순 ,박명자, 2009;고순 외 2인 2010).때문에 해외 패션 트랜드 정보지에 부착된

실물 니트소재의 구성요소들의 특징을 분석하고(박기윤 외,2006;정승령,2009), 측하는 것이 필

요하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2002-2011년)패션 트랜드 정보지에 부착된 실물 니트

소재의 구성요소를 심으로 연도 시즌별 니트소재를 분석하여 니트 소재 트랜드의 반 인

동향을 살펴 으로써 고부가가치의 니트제품 생산 시 실질 인 기 자료를 제공하고,니트제품 기

획 시 필요한 니트패션의 트랜드의 흐름을 이해하여 단기 인 측을 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연구 방법 차

연구문제로는 패션 트랜드 정보지에 나타난 니트소재의 체 인 동향을 살펴보기 해,패션

트랜드 정보지에 부착된 실물 니트소재를 상으로 심으로 2002년 S/S시즌에서부터 2011년

F/W시즌까지 최근 10년 동안 니트소재의 구성요소(섬유,실,게이지,두께,편성조직,무늬,염색

가공)를 연도 시즌별로 분석하 다.

연구 상은 니트패션 트랜드와 련하여 정기 이고 연속 으로 발간되는 패션정보지를 선택하

고,그 니트시료가 부착되어 있어서 니트소재의 특성을 육안으로 별하기에 합한 ‘Nelly

RodiKnitwear’,‘NellyRodiFabrics’와 ‘PromostylFabrics’을 이용하 다.발간 상황에 따라서

NellyRodiKnitwear정보지의 2002년 S/S시즌-2005년 F/W시즌과 NellyRodiFabrics정보지의

2006년 S/S시즌-2011F/W시즌,그리고 PromostylFabrics정보지의 2002년 S/S시즌-2008년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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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에 부착된 실물 니트시료를 상으로 체 883개의 니트소재를 분석하 다.

연구방법으로는,패션 트랜드 정보지에 나타난 니트소재의 구성요소(섬유,실,게이지,두께,편

성조직,무늬,염색 가공)의 니트시료 분석기 표를 작성하여 분석평가하여 기록하 으며,자료

분석은 SPSS12.0을 사용하 고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고,두께항목

은 집단별 평균분석을 실시하 다.

Ⅲ.결과 논의

첫째,패션 트랜드 정보지에 나타난 연도 시즌별에 따른 니트소재의 출 황을 알아본 결

과,연도별 니트소재의 출 빈도는 2002년,2003년,2004년 순으로 차 증가하 고,2005년에 다

소 감소하 다.그 2004년 니트소재가 23%로 가장 많았다.그러나 2005년부터 니트소재가 조

씩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06년,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 순으로 하게 감소하

다.시즌별 니트 소재의 출 빈도를 살펴보면,S/S시즌의 니트소재는 53.5%,F/W시즌의 니트

소재는 46.5%를 보 다.

둘째,니트소재의 섬유의 구성을 알아본 결과,단독섬유와 혼방섬유의 경우,S/S시즌과 F/W시

즌 모두에서 혼방섬유의 사용이 하게 많았다.그 2003년의 F/W시즌과 S/S시즌에서 가장

많이 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니트소재의 실의 구성을 알아본 결과,일반사와 장식사의 경우,S/S시즌과 F/W시즌 모두

에서 장식사보다 일반사의 사용이 하게 많았다.그 2005년의 S/S시즌과 2003년의 F/W시

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단사와 합연사의 경우,S/S시즌과 F/W시즌 모두에서 단사보다 합

연사의 사용이 많았다.그 2005년의 S/S시즌과 2003년의 F/W시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

로 나타났다.방 사,필라멘트사 혼합사의 경우,S/S시즌에는 필라멘트사의 사용이 많았고,그

2002년과 2003년에 사용빈도가 높았다.반면 F/W시즌에는 방 사의 사용이 높았으며,2004년

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넷째,니트소재의 게이지와 두께의 구성을 알아본 결과,게이지의 경우,S/S시즌은 20G이상의

fineG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특히 2004년에 사용빈도가 높았다. 한 2002년은 12G-18G의 사

용도 높아 비교 얇고 루 도가 촘촘한 니트소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F/W시

즌은 12G-18G를 가장 많이 사용하 고,2003년에 사용빈도가 높았다.따라서 시즌과 상 없이

12G이상의 highG와 fineG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두께의 경우,S/S시즌의 평균두께는

0.86이고,두께의 범 는 0.18-2.14이고,F/W시즌의 평균두께는 1.09,두께의 범 는 0.22-3.35로 나

타났다.

다섯째,니트소재의 편성조직의 구성을 알아본 결과,S/S시즌과 F/W시즌 모두에서 평편조직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그 S/S시즌의 평편조직은 2004년과 2005년에 높은 빈도를 보 고,더불

어 F/W시즌의 평편조직 역시 2004년과 2005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다음으로 고무편조직과

자카드조직 순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고무편조직 엔 하 가디건조직이 많이 사용되었다.

여섯째,니트소재의 무늬의 구성을 알아본 결과,S/S시즌의 경우 무늬를 가장 많이 사용하

고,특히 2002년과 2003년의 사용빈도가 높았다.다음으로 아무런 무늬가 없는 무지의 사용이 높

았으며,2003년에 많이 사용되었다. 한 F/W시즌에는 무지, 무늬 순으로 나타났고,2003년과

2004년에 사용빈도가 높았다.따라서 시즌과 상 없이 니트소재히 2002무늬로는 무늬와 무지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니트소재의 염색 가공의 구성을 알아본 결과,S/S시즌은 무가공이 가장 높은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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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고,2000년 반의 사용빈도가 높았다.다음으로 장식 가공의 자수와 물리화학 가공의 표면

효과 순으로 사용되었다. 한 F/W시즌 역시 무가공이 가장 높은 값을 보 고,2003년과 2004년

에 사용빈도가 높았다.따라서 패션 트랜드 정보지에 나타난 니트소재의 경우,가공하지 않은 무

가공 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Ⅳ.결론

최근 10년간 패션 트랜드 정보지에 나타난 실물 니트소재의 연도별,시즌별 분석 결과,F/W시

즌에 비해 S/S시즌에 니트소재를 더 많이 이용하며,니트소재의 특징은 필라멘트사의 사용이 많

고,20G 이상의 fineG를 많이 사용하며, 무늬를 많이 이용한다.반면 F/W시즌에는 방 사로

12G-18G의 무늬가 없는 무지 니트를 많이 사용한다.이는 니트제품 기획 시 필요한 자료로 이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패션정보지에 부착한 실물 니트소재는 육안으로 니트소재 특징의 분석 평가에 필요한 데 최근

10년간 패션 트랜드 정보지에 나타난 실물 니트소재는 2004년에 최다 출 을 기 으로 계속 감속

하고 있어서 이후 후속 실물 소재분석 연구가 곤란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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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복 능사⦁산업 사문 집

(실  )

곽명숙,박춘화 값26,000원

토탈 미지 매 지 트

오선숙,홍성순,김 란,송유정

  지  스 

(포토샵, 러스트)

안민 값23,000원(cd포함)

 통 는 

 러스트

이유신,이주 ,류혜경 값19,000원

체 (fashion draping)

서완석,강승희 값18,000원

개  가치를 는 크닉

스  미지 컨

김보배 값20,000원

fashion illustration for designers

박진희 값18,000원

재 가공실습 

안 무 값20,000원

(2010  술원  우수 술도 )

개  양복식  현   

김 옥,안수경,조신 값23000원

여 복  
(Basic Sewing for women's clothes)

강숙녀,김경애 값35,000원( 2권)

(2009  술원  우수 술도 )

중 수민 과 복식

소황옥,김양희 값35,000원

fashion sketchbook

이 희 역 값18,000원

재 획   류 재(스 치 )

유재정,김병희 값38,000원

(2010 류재단 역 장도 )

복식미 탐

김 자 값32,000원

(2009  문   우수 술도 )

컬러리스트

한지수 값32,000원(1,2권)

양장 능사 문 집

이의길

 감

이 희 값32,000원

복

조윤수,홍선옥 값32,000원

니트  

이 숙

웨 드 스  닝드 스 실무

강숙녀 외4인 값16,000원

웨 드 스 킹

이병홍 외 4인 값16,000원

패션도식화!

난 컴퓨  그린다

박치수,안민 값13,000원

(2008  문   우수 술도 )

토탈  뷰티

장성은,이종숙 값20,000원

(2008  문   우수 술도 )

남 복 러링

곽연신,김지 ,백운 값23,000원

드시스  활용  킹

이숙녀,정미애 값20,000원

스를  친환경 복

박순자 값23,000원

 마

최채환 값20,000원

여 복  킹 

김경애 값22,000원

 (fashion buying)

류문상 값27,000원

  마

최채환 값12,000원

  복 

김용문 값20,000원

어 럴 크닉

강숙녀,김지민

 art design of nail 

문정은 값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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