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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2015년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추계학술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패션과 IT 

기술 융합”이라는 주제로 11월 7일 대구 DTC 섬유예술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기조강연은 대구경북 디자인센터 원장의 김승찬님께서 “Design Management”라는 주제로 강

연을 할 계획이며, 경북대학교 IT대학 교수인 강순주 교수의 “Body-Area Network 형 생체 신호 

실시간 감시시스템과 기능성 의복 설계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강연이 준비 되었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학술대회 뿐 만 아니라 특히 대구시가 섬유, 패션산업 재도약을 이끌

겠다며 1천130억원을 들여 지난 5월에 개관한 DTC 섬유박물관을 투어할 수 있고, 한불수교 130

주년을 기념해 '장 샤를 드 까스텔바쟉 展- 키치의 미학'이 개최되고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희 한국의류산업학회는 지난 2015년 5월 23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실무와 학문의 영역간 

콜라보레이션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2015년 6월 25일 이태리 피렌체 대학에서의 국제학술대회

에서 37개국 참여하는 타 학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문 교류라는 차원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

쳤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패션과 IT 기술 융합이라는 주제로부터 아트, 패션과 과학의 

접목을 통한 미래 패션의 디렉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기술을 융합하여 디지털 패션시대를 준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논문 투고해주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2015년 추계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많은 조직 위원님 및 임원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후원 업체와 기자재 전시 업체를 컨택

하여 참여를 유도하는데 도움주신 임원진 여러분과 후원해주신 업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2015. 11. 7.

사단법인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김 칠 순



축하의 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장 이의열입니다.

어느덧 쌀쌀한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가는 계절입니다.

섬유 및 패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학계 및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류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저희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열게 되어 그 기쁨이 몇 배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본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의류산업학회 김칠순 회장님

을 비롯한 집행부 및 이사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년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IT와 패션의 융합”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섬유와 패션, 그리고 IT가 융합된 최신 동향을 파악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같은 학술대회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의 발판이 되어 우리나라의 섬유뿐만 아니라 의류 

및 패션산업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5. 11. 7.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장 이 의 열



축하의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장 박동준입니다.

먼저 한국의류산업학회의 추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

며,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패션의류산업은 지난 날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핵심 기간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패션선진국의 SPA브랜드 국내진출, 중국의 저가공세 등으로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한·중 FTA 타결 이후 패션산업은 수혜업종으로써 일각에서는 한류 연계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상반기 메르스 등의 여파로 지금 패션의류산업의 실물경제는 그 어

느때 보다 어려운 실정으로 업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의류산업학회의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됨은 패션의류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산ㆍ학ㆍ연이 연계하여 그 해쳐나갈 방향을 제시하기에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융합이라는 큰 흐름속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전통 패션산업과 ICT융복합 기술의 적용, 문

화 컨텐츠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고품격 문화‧창조산업으로 패션의류산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IT와 패션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패션의류산업

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산ㆍ학ㆍ연 연계의 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가 패션의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국내유일의 대구텍스

타일콤플렉스 섬유박물관에서 개최되어 우리산업의 미래를 토론하는 장으로써 아주 적합하며, 특

별한 의미를 더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류패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

씀을 전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한국의류산업학회장님 이하 임원 및 회원, 그리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참가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015. 11. 7.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장 박 동 준



2015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패션과 IT 기술 융합”

일시 : 2015년 11월 7일 (토)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장소 : DTC섬유박물관(대구)

일  시 발 표  및  내 용 장소 및 사회

09:00~10:00
등록
포스터 게시

장소: 2층로비

10:00~10:20

개회사                    
국민의례
축사: 이의열 회장(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박동준 이사장(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학회장인사: 김칠순 회장(경희대)

사회: 구양숙(경북대)

장소: 세미나Ⅲ

10:20~10:40

우수기업상 시상: 수상자 : 조병하 대표이사(신세계 톰보이)

감사패 시상: 수상자 : 이경진 대표이사(스포사벨라)

수상자 : 도월희 교수(전남대 BK사업단)

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시상
       학술상 수상자 : 오경화 교수(중앙대)

신진학술상 수상자 : 김현아 연구원(한국패션산업연구원)

사회: 구양숙(경북대)

장소: 세미나Ⅲ

10:40~12:00

제1부 특별강연            
주제: Design Management

김승찬 원장(대구경북디자인센터)

제2부 특별강연            
주제: Body-Area Network 형 생체 신호 실시간 감시 

시스템과 기능성 의복 설계의 중요성
강순주 교수(경북대학교 IT대학)

사회: 김혜경(원광대)

장소: 세미나Ⅲ

12:00~12:10 DTC 및 섬유박물관 소개

12:10~14:30

중식 장소: 2층로비

이사회의 장소: 세미나Ⅱ

DTC 및 섬유박물관 관람
까스텔 바작 기획전 관람

14:30~15:30

연구논문(구두) 발표
￭ 의복과학 및 의복설계 생산

좌장: 최경미(동서울대)

장소: 세미나Ⅲ

￭ 패션디자인 및 패션마케팅
좌장: 박광희(계명대)

장소: 세미나Ⅱ

15:30~16:10 연구논문(포스터) 발표 장소: 2층로비

16:10~17:30

총회 
우수논문발표상 시상 
리셉션(*행운권 추첨)

사회: 박순지(영남대)

장소: 세미나Ⅲ



연구논문 발표 (구두)

의복과학 및 의복설계생산(장소: 세미나 Ⅲ)

좌장: 최경미(동서울대)
토론: 전향란(호 원 대)

      이선희(동 아 대)
      전은경(울 산 대)
      최영림(대 구 대)

시간 제목 성명(소속)

14:30~14:45 한국노인 대표 체형에 기반한 hip protector 패턴 분석

전은진 박세권 

유희천 김희은 

(경북대 

공군사관학교 

포항공대)

14:45~15:00 패셔노이드 스마트 의류 패션 제품 개발 사례
김주용

(숭실대)

15:00~15:15 국내외 싸이클 웨어 브랜드의 제품 조사
박현정 도월희 

(전남대)

15:15~15:30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한 휠체어장애인 온라인 남성정장 맞춤시스템 

개발

정민석 양정은 

박광애 유희천

(대구가톨릭대 

포항공대)

패션디자인 및 패션마케팅(장소: 세미나 Ⅱ)

좌장: 박광희(계  명  대)
토론: 이승민(한국폴리텍)
     전대근(안  동  대)
     김정미(부  경  대)

시간 제목 성명(소속)

14:30~14:45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류소비행동과 의사결정스타일 
박은희 구양숙 

(경북대)

14:45~15:00
중국 여성의 패션 명품 복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 70後, 80後, 90後세대를 중심으로 -

리웨이지에 구양숙 

(경북대)

15:00~15:15 축제 의상 디자인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김희숙

(안동대)



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총괄: 이신희 교수(경북대)        장소: 2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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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질문에 응해야 합니다.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 한국 전통 홍색의 고유성 규명을 위한 한ㆍ일 전통 홍색의 비교 연구
이경희

(금오공대)

P2 한국 전통 청색의 고유성 규명을 위한 한ㆍ일 전통 청색의 비교 연구
이경희

(금오공대)

P3 한국 전통 황색의 고유성 규명을 위한 한ㆍ일 전통 황색의 비교 연구
이경희

(금오공대)

P4 모피 패션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황재윤 김정미

(부경대)

P5 ‘신데렐라’ 영화 의상을 응용한 여성복 디자인 개발
신철원 김차현

(경희대)

P6 2000년 이후 북한 여성복식의 스타일 경향 분석
김아원 허정선

(경북대)

P7 몽골 여성들의 화장품 인식과 한류의 영향

유혜경 G. Urantsetseg 

E. Batjargal

(인천대

Monos Cosmetic LLC,)

P8 남성복에 표현된 성적특성 변화에 따른 의복장식과 액세서리 활용에 관한 연구
이정민 박숙현

(경성대)

P9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적용한 점자 티셔츠 디자인 개발
김영순 구영석

(부산대)

P10 2000년대 이후 패션 콜라보레이션 연구사례와 경향 분석
이신영

(동아대)

P11 오트쿠튀르 패션쇼 무대에서의 패션디자이너 의상연출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지우 전여선 김영삼

(중앙대)

P12 대통령 선거 포스터의 정치인 이미지 변화에 대한 연구
김지우 김영삼

(중앙대)

P13 클럽문화에 나타난 남성모델의 패션 스타일 유형 및 특성
김영민 전여선 김영삼 

(중앙대)

P14 20-50대 여성의 침장제품 텍스타일 디자인 선호도 컬러, 톤, 무늬를 중심으로
손다빈 서민녕 구영석 

(부산대)

P15 홈 패션 확장브랜드와 소재 특성 분석: 자라 홈과 에이치앤엠 홈을 중심으로
신연지 구영석

(부산대)

P16 21세기 초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Rib Knit 디자인 분석
김혜경 조은정

(원광대)

P17
Two Different Approaches of Digital Jacquard Weave Pattern Generation to 

Correspond to Multi-coloured Artworks

김건리 김칠순

(경희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8
2010-2015년 샤넬, 루이비통, 발렌티노,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콜렉션에 선보인 

차이나 시크 트렌드 및 디자인 분석

전상 김칠순

(경희대)

P19 알타이 지역 스키타이 파지리크 기사의 복식 분석 
장영수

(경주대)

P20 정장의류소재의 발달과 역사: 근대, 현대
강태호 구영석

(부산대)

P21 북한 의생활 분석
최진오 이예영

(고려대)

P22 신체질량지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다이어트 인식 간의 관계 연구
박광희

(계명대)

P23 물질주의와 성형태도
황연순

(춘해보건대)

P24 20,30대 여성의 파우치에 대한 구매실태 및 선호도
류가언 김영순 구영석

(부산대)

P25
환경친화적 라이프스타일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 

제품선택기준과 태도 

정혜정 김영화 오경화

(중앙대)

P26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 및 일반적 셔츠소재 선호도 분석
이겨레 김영순 구영석

(부산대)

P27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모바일 패션제품 쇼핑 행동에 관한 연구

주태진 한미경 

김수정 윤덕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마크로밀엠브렌인)

P28
아웃도어 브랜드의 VMD가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백화점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김수진 서민녕 구영석

(부산대)

P29 부산대학교 인근의 패션상권 분석
김영현 이진화

(부산대)

P30 소셜커머스 서비스 특성이 패션소비자의 인지적 만족 및 SNS 구전에 미치는 영향
양희순 최영림

(경희대 대구대)

P31
스포츠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변화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Adidas)를 중심으로

박주현 이진화

(부산대)

P32 중장년층의 의류쇼핑 추구혜택에 따른 쇼핑채널 만족도와 인지정도
백나원 구양숙

(경북대)

P33
초록 배색 의류에 대한 국가별 친환경 감성이미지 및 친환경행동의 차이:

영국,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박영희

(경남대)

P34 OECD국가 리콜사례 분석을 통한 신발제품 위험요인분석
김용주

(한성대)

P35 관여와 쇼핑성향에 따른 셔츠구매행동
전대근

(안동대)

P36
어반 아웃도어(Urban outdoor) 제품에 대한 인식과 제품 품질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연구

김희경 김혜란 

전대근 박순지 

(영남대 안동대)

P37 해외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정서와 시니어 패션의 특성과의 관계
최정희 이경희

(부산대)

P38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Fashion Eyewear착용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수연 김지민

(건국대)

P39 패션/뷰티 TV미디어 이용이 미디어 태도에 미치는 영향
박수연 황진숙

(건국대)

P40 친환경 패션 광고 메시지 유형 별 광고 효과: 감성 어휘 메시지를 중심으로
김민영 전은하 고은주

(연세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41 겨울 서퍼를 위한 스마트 웻수트 
정임주 이선희

(동아대)

P42 겨울용 웻수트 개발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강민영 정임주 이선희

(동아대)

P43 작업환경요인을 고려한 조선소 도장 작업복의 개발
배현숙

(창원대)

P44 발광기능성 해양용 라이프 자켓
이소정 강민영 이선희

(동아대)

P45 형광색 승화전사 스포츠 티셔츠 디자인 개발
권영아 곽정은

(신라대)

P46 아웃도어웨어의 차별화 속성과 소비자별 속성 평가에 관한 연구
유화숙

(울산대)

P47 컴프레션 웨어용 고신축 니트원단의 인장특성에 관한 연구
안재상 윤혜준 윤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48
동결건조 분말형 염료를 사용한 천연염색연구: 홍화 분말에 의한 면 및 리오셀 

염색

원아영 김종준

(이화여대)

P49 직업복에 따른 의상소재 및 특성 연구
김도경

(부산대)

P50 감물염색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주태진 김승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1 고감성/친환경 의류용 직물 소재의 MMT 방법에 의한 수분이동 특성

김현아 구혜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영남대)

P52 요트탑승자의 세일링 기어(sailing gear) 사용실태 조사 
권주연 박소연

(울산과기원)

P53 물-에틸알코올 혼합용매에 의한 소목염색
임인숙 장정대

(부산대)

P54 Reseda Luteola L.의 염색 특성에 관한 연구  
안세은 장정대

(부산대)

P55 Wool/Nylon Tra-biz 의류용 직물소재의 열적 쾌적성

김현아 사아나 구혜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영남대)

P56 프로테아제 처리에 의한 우피의 염색성
송지은 김혜림 김수미

(숙명여대)

P57
30대 남성복 슬림 핏 재킷의 버튼 수에 따른 재킷원형 개발 제2보: 

목너비 설정을 중심으로

김명옥

(호원대)

P58 가톨릭 修道服의 衣服構成學 側面에서의 考察: 남자 수도복을 대상으로
김금화

(경희대)

P59
Differences That Matter: Research Trend Analysis Based on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and Textiles and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Siddiqui, Umair Ahmed 

전은경

(울산대)

P60 가죽, 코팅소재 마찰방지용 매트 Attachment 개발
장기환 신지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61 탄성밴드 봉제를 위한 직물 고정기구용 Attachment 개발
장기환 신지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62 여성노인을 위한 낙상충격 보호복 디자인 개발
이진숙 박정현 이정란

(부산대)

P63 패턴디자인에 따른 여자 배자의 선호도
박옥희 이명희

(부경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64 3D 가상 패턴 템플릿 구축을 위한 의복구성 전문서적 내 패턴 분류체계 비교분석
문지현

(부산디자인센터)

P65 피티드 토르소 원형 개발을 위한 20대 남성 체간부 체형 특성 및 유형화
김경아 김명옥

(명지전문대 호원대)

P66 겨울철 교복바지 개발을 위한 패턴비교 연구
김유미 이정란

(부산대)

P67 PLA 이형단면사와 cellulose계 복합화를 통한 모시풍 쿨맵시 의류소재 개발
김시은  하철주 박선미

(㈜ 호진글로벌)

P68 시니어 남성의 선호에 따른 아웃도어재킷 디자인개발
권정호 이정란

(부산대)

P69 국내외 브랜드의 여성 웨트수트 개발실태
구다솜 이정란

(부산대)

P70 내반형 하반신 의복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시판 제품을 중심으로
장지현 이정란

(부산대)

P71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의 제품 패턴 분석
최경미 이정화

(동서울대 배화여자대학교)

P72 인간공학적 설계를 통한 육군 전투복 디자인

최자운 김대석 

서송이 박영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73 국내외 비행복의 디자인과 사이즈 비교

천린 추가용 홍유화 

이아람 남윤자

(서울대)

P74 가방착용습관과 인체비대칭
김재영

(한양대)

P75 머리 관련 연구 동향 분석: 1996년~2015년 국내 학회지를 중심으로
국영지 임호선

(숙명여대)

P76 남성소비자의 체형과 BMI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박선미

(건국대)

P77 스몰웨딩에 대한 인식 및 드레스 설계요소 선호도 조사
이정은 박순지

(영남대)

P78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에 나타난 재킷에 관한 연구
이정은 도월희 이미숙

(전남대)

P79
여대생의 브래지어 제품설계요소 선호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브래지어 제품요소 

평가

전대근 이여울 박순지

(안동대 영남대)

P80 한국 성인여성의 연령대별 체형변화에 대한 연구
김경선 남윤자

(서울대)

P81 3차원 인체형상자료를 이용한 성인 여성의 하반신 유형분류 연구
김민경 남윤자

(서울대)

P82 의복치수와 BMI,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체형관리실태

전대근 이정은 

최효진 박순지

(안동대 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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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포항공과대학교 한국 노인 대표 체형에 기반한 Hip protector 패턴 분석 

Ⅰ. 서론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1년에 최소 한번은 낙상을 경험하고 80세 이상 노인은 

50% 이상이 낙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에 의한 허리 및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환자는 

2013년 기준 154,856명으로 2009년에 비해 40%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골절 환자의 상당수는 1년 이내 사망하고 생존하더라도 운동성을 회복을 위한 장기간 치

료로 인해 개인적 및 국가적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노인의 3D 대표 체형에 

기반한 고관절골절 예방제품(hip protector)의 개발이 필요하다.

고관절 골절 예방제품은 착용자인 한국 노인의 인체치수와 인체특성을 적용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D 스캐닝으로 획득된 착용자의 인체치수와 형상정보는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패턴 설

계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착용자의 3D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된 제품은 동작용이성 

및 사용편리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Size Korea, 2006). 착용 대상자의 3D scan data를 

기반으로 설계된 의복은 동작용이성 및 사용편리성을 향상시킨다(Size Korea, 2006). 따라서, 노

인을 대상으로한 고관절골절 예방제품은 노인의 인체치수와 형상 정보를 적용하여 설계함으로써 

저하된 관절 가동역을 개선하고 동작성을 향상시킬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연구는 한국노인의 

3D 대표 체형을 기반으로 hip protector를 입체패턴 설계방법으로 개발한 후 패턴 분석을 통해 

체형별 사이즈의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한국 노인의 3D 대표 체형은 Size Korea data(2004, n=271명, 여성, 60∼75세)를 분석하여 선

정하였으며, 선정된 대표체형을 RP(Rapid Prototype) 형태로 제작하였다. 대표인체형상의 RP 형

상을 이용하여 hip protector의 입체패턴을 설계하였으며, 평면화를 통해 부위별 치수를 분석 및 

비교하여 대표체형별 패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Hip protector의 입체패턴은 대표체형별로 4개 

사이즈가 설계되었으며, 입체형태로 제작된 패턴을 평면화한 후 패턴 캐드(PAD) 프로그램의 디지

타이저로 입력하여 부위별 치수 계측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clustering method 기반으로 인구 수용비율을 93% 충족하는 4개의 치수체계와 각 

치수체계별 대표체형(small/short, big/short, small/tall, big/tall)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대표체형에 



64 _____ Convergence of Fashion and IT

대한 hip protector의 유관인체변수별 상세치수는 표 1과 같다. 

Table. 1 Hip protector 유관인체변수별 대표체형별 상세치수

엉덩이둘레 small large small large

신장 short short tall tall

ID 166 147 182 173

1. 키 1449.4 1495.9 1547.5 1575.9

2. 허리높이 892.7 923.0 943.0 965.5

3. 배높이 807.7 801.0 829.0 815.0

4. 엉덩이높이 694.3 719.0 721.0 741.0

5. 넙다리높이 736.0 759.0 745.0 799.0

6. 샅높이 672.3 663.0 657.0 701.0

7. 엉덩이수직길이 220.3 260.0 286.0 264.5

8. 윗엉덩이수직길이 198.4 204.0 222.0 224.5

9. 허리-배수직길이 85.0 122.0 114.0 150.5

10. 허리-넙다리수직길이 156.7 164.0 198.0 166.5

11. 허리너비 301.6 317.2 259.0 350.7

12. 배너비 329.4 348.8 308.1 383.5

13. 엉덩이너비 347.8 371.3 335.7 381.9

14. 허리두께 222.8 267.8 220.1 300.0

15. 배두께 231.9 299.9 254.6 310.2

16. 엉덩이두께 211.8 264.4 237.9 251.5

17. 허리둘레 835.0 930.3 753.9 1043.5

18. 배둘레 895.6 1043.3 894.0 1105.5

19. 엉덩이둘레 901.0 1000.9 914.2 1016.5

20. 넙다리둘레 564.4 595.8 507.2 562.4

입체패턴은 인대 형상에 설정한 기초선(앞ㆍ뒤 중심선, 허리둘레선, 배둘레선, 엉덩이둘레선, 

옆선)을 기준으로 패턴을 정렬한 후 부위별 치수와 형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각 부

위별 패턴은 뒤중심(back center), 뒤측면(back side), 앞측면(front side), 앞중심(front center), 패

드(pad)로 분류하였다(Fig. 1.). 분류된 패턴별 기준선의 치수비교 및 분석을 위해 라인별 코딩작

업(w: waist, b: back, c: center 등)을 수행하였으며, Fig 1.은 4개의 치수체계중 small/short 사이

즈의 입체패턴의 치수와 형상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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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p protector 패턴 평면화 및 치수분석의 예(small/short)

Ⅳ.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인의 3D scan data 분석을 통해 93%의 노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4

개의 치수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각 치수체계별 대표체형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대표체형을 

RP형상으로 제작한 후 hip protector의 입체패턴을 설계하고 평면화하여 최종 패턴을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입체패턴의 치수 및 형상의 적합성 분석을 위해서는 추후 각 사이즈별 시제

품을 제작하고 대표인체형상의 치수 범위에 속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제 착용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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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숭실대학교

패셔노이드 스마트 의류 패션 제품 개발 사례

Ⅰ. 연구목적

전도성 섬유 및 패브릭을 이용하여, 압력, 가스, 열 및 습기 등에 반응하는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스마트 슈즈, 글러브, 모터사이클 및 안전ㆍ보호복을 제조한 후, 소비상

황에서의 사용성을 평가

Ⅱ. 연구방법 및 내용

금속 및 카본 분말 (CNT 및 카본 블랙)을 사용하여 유연한 전도성 실 및 패브릭을 제조한 

후, 센싱부와 전극부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컴퓨터 인터페이싱 시스템으로 구성된 텍스타

일 전자 소자를 개발

OP Amp, 트랜지스터 등 소형 전자 소자를 통한 초경량, 저전력 구동 회로 개발

진동을 저감시키고 실시간으로 감지, 측정, 기록이 가능한 스마트 글러브를 개발

보행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블루투스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신발 개발

가스 센서, 온ㆍ습도 센서 및 심박 신호 측정 센서 등을 내장하고 통신 기능을 탑재한 안전ㆍ

보호복 개발

압축 공기의 실시간 제어 분사에 따른 냉각 노즐 시스템 장착 방열복 개발

후방 감지가 가능한 거리 센서 장착 모터 사이클 의류 개발

발광 밴드를 장착한 모터 사이클 장갑 개발

비접촉 온도 측정이 가능한 내열성 아라미드 안전 장갑

Ⅲ. 결과 및 고찰

다양한 제춤의 개발이 가능한 전자 직물, 소프트 스위치 및 스마트 ICT 제품이 개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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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전도성 소재, 전자 직물 및 초경량 저전력 구동 디바이스가 결합된 다양한 스마트 제품이 개

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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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ㆍ도월희*
전남대학교

국내외 싸이클 웨어 브랜드의 제품 조사

최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싸이클이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으

로도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국내 브랜드의 개발과 국외 브랜드의 수입이 활발해지면서싸이클웨

어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싸이클 웨어의 경우 기능성이 많이 요구되는 의복 아이템으로 특히, 

하의에 부착된 싸이클 패드는 싸이클 주행시 엉덩이 배김의 경감 및 서혜부의 피멍을 방지해 주

는 역할을 한다(Choi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싸

이클 웨어 제품의 치수 체계와 하의에 부착된 싸이클 패드를 조사하여 싸이클 웨어의 신체 적합

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기능성 패드의 구조와 개발 현황을 살펴보고자 2015년 02월 02일부터 

09월 03일까지 국내 브랜드 4/5개, 국외 브랜드 5/4개로 총 9개의 브랜드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외 브랜드의 치수체계를 조사 분석한 결과, 국내 브랜드의 

경우, C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녀공용의 치수로 제시하였고, KS규격에 따른 키와 더불어 

체중을 참고 사이즈로 제시함을 알 수 있었다. 이태리 브랜드는 인체 중요 부위를 중심으로 참고 

사이즈를 상세하게 제시하였고, 스위스 브랜드는 상하의를 별도로 각각 1개의 참고 사이즈를 제

시하고 있었으며, 남성용 하의를 제외하고는 사이즈를 구간 설정이 아닌 단독 사이즈로 제시하였

다. 호주 브랜드는 cm와 inch를 함께 사용하였고, 여성용의 경우, 엉덩이 사이즈가 다른 브랜드

에 비해 큰 것으로 보아 서구 체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브랜드는 국내 브랜드와 참

고 사이즈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싸이클 패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 중 자

체적으로 패드를 개발하는 업체도 있었지만, 외국과 기술 제휴 협력을 하거나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녀의 체형을 고려하여 패드가 제작되고 있었지만,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있었으며, 부위에 따라 압축의 정도를 달리 하여 입체적으로 제작하고 있

었다. 또한, 과거의 패드는 안장통 방지 기능을 우선으로 하였지만, 라이딩시 발생하는 열과 땀배

출을 고려하여 다층 구조로 층 마다 다른 소재와 기능을 더하였으며, 현재는 박테리아 서식이나 

땀 냄새를 억제하기 위하여 음이온 처리나 안티 박테리아 기능 및 항균처리에 대한 개발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 더불어, 사타구니 쪽의 피부 쓸림을 방지하여 마찰을 최소화하여 피부와 닿는 느

낌을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하여 원단 두 장을 맞대어 봉제하는 오드람프 기법을 사용하거나 무봉

제의 몰딩 기법을 사용하여 뜯어짐이 없고 밀착력이 좋은 패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국외 브랜드의 수입시 치수체계 기준설정 및 국내 싸이클 웨어의 사이

즈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인 체형에 맞는 기능성 패드가 부착된 싸

이클 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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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석*ㆍ양정은*

박광애1)ㆍ유희천1)

*대구가톨릭대학교
1)포항공과대학교

휴리스틱 기법을 이용한 휠체어장애인 온라인 남성정장 
맞춤시스템 개발

Ⅰ. 서론

휠체어장애인은 마비, 절단, 기형 및 변형, 관절운동장애 등과 같은 지체장애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 정의할 수 있다(정미희, 2003). 우리나라 휠체어장애인 수는 2014년 약 272만 명

으로 2000년 이후 114%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 경제 활동이 가능한 휠체어장애인은 약 30만 명

이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경제 활동이 가능한 휠체어장애인의 경우 공식석상에서의 적절

한 옷차림으로서 일반적으로 착용자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정장(고애란, 이은미, 1994)의 착

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휠체어장애인은 장시간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형이 비장애인과 상이하게 변화되어 기

성 정장의 치수가 맞지 않을 수 있으며(박광애, 권영아, 2008), 기성 정장은 비장애인의 선 자세

를 기준으로 제작되어(Quinn & Chase, 1990), 휠체어장애인이 기성 정장 착용 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휠체어장애인은 이동이 제한되어 기성 정장 구매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 열악함

으로 고가의 맞춤 정장 구매가 힘든 실정이다. 

온라인 정장 맞춤시스템은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서 맞춤 형식으로 정장을 구매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휠체어장애인은 온라인 정장 맞춤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체치수와 선호스타일에 맞추어 정장을 주문할 수 있고(천종숙, 임호선, 2003),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정장을 구매할 수 있다(문상열, 2008).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온라인 정장 

맞춤 시스템은 휠체어 장애인의 의복 구매의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온라인 정장 맞춤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웹상의 인터페이스 개발이 필수적이며, 또한 사용성 

원칙에 의거하여 소수의 전문가들이 그 평가 대상이 되는 웹의 인터페이스가 그 원칙에 부합되는 

정도를 평가 및 문제점을 발견하여 웹 디자인에 반영하는 방법인 휴리스틱평가는 활용이 비교적 

쉽고 저예산으로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있는 효율적인 평가 방법이다(김수연,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남성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정장 맞춤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기존 정장 맞

춤시스템에 대한 휴리스틱 평가를 실시하여 사용상 불편에 따른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

한 맞춤시스템 유저인터페이스(UI)를 설계하고자 한다. 이로써 국내 남성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맞춤정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도모하고 나아가 휠체어장애인 의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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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휠체어장애인 온라인 남성정장 맞춤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1) 검색 사이트 

Google을 통한 비장애인을 위한 정장 맞춤시스템 검색 (2) 휠체어장애인의 쇼핑몰 이용편의를 위

한 세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이트 3개 선정 (3) 정민석(2015)이 개발한 사용성 평가문항으로 3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웹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한 휴리스틱 평가, (4) 휴리스틱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안을 기반으로 시스템 UI 개발의 네 단계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휴리스틱 평가

휴리스틱 평가를 위한 대상사이트를 선정하기 위해 검색 사이트 Google을 통해 검색한 결과 

10개의 쇼핑몰이 비장애인을 위한 정장 맞춤시스템으로 상용화 되어있었다. 이 중 실제 매장에 

방문하여 정장을 맞추기 어려운 휠체어 장애인에게 정장의 스타일과 소재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제품을 구매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바타 시뮬레이션 기능이 필요하며, 비장애인과 달리 

특이체형을 가지고 있는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정장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세부 신체사이즈가 필

요하다. 또한 사이즈를 직접 측정하여 기입하기 위해 이미지형식의 도움말보다는 동영상형식의 

도움말이 이해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쇼

핑몰 형태의 비장애인을 위한 정장 맞춤시스템 3개(‘T’사: Tailor4less, ‘S’사: Suitopia, ‘M’사: 

morganCODA)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3개의 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더불어 평가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평가 결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시스템 개발

본 연구는 1점(매우 나쁘다)부터 7점(매우 좋다)가지의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한 평가지를 토

대로 휴리스틱 평가를 실시한 결과 ‘S’사가 상호작용성, 일관성, 접근성, 정보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전체 항목 평균 5.95(‘T’사: 5.91, ‘M’사: 5.19)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진

행한 휴리스틱 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평가항목 별 개선안과 개선안에 따른 개발사항을 각각 <표 

1>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분 개선안

상호작용성

정장 맞춤 영역에서 스타일, 소재, 사이즈를 한 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어야 한다.

페이지 이동 버튼의 위치와 크기를 일관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장 맞춤 정보에 대한 입체적인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시간으로 가격표시가 되어야 한다.

<표 1> 휴리스틱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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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개발 사항

인
덱
스
 페

이
지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 홈, 회원가입, 로그인/로그아웃, FAQ, 1:1문의의 하이퍼링크 텍스

트를 위치.

맞춤 정장 페이지 이동 버튼: 페이지 색상에 대비하여 눈에 띄는 칼라와 입체적인 느낌

의 디자인의 버튼 위치.

로컬 네비게이션 바: 좌측에는 SUIT, JACKET, PANTS, WEDDING, ACC 등 상품 종류의 

하이퍼링크 텍스트를 위치하였으며 우측에는 장바구니 하이퍼링크 텍스트를 위치.

배너: 쇼핑몰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를 가상으로 만들고 그에 적절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세 가지 종류로 순환시킴.

브랜드/사이트 정보: 가상의 브랜드 ‘Roll Fit’이 추구하는 브랜드 이미지와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배치.

주문방식안내: 단순화된 그래픽을 배치하여 주문 방식 설명.

하단 정보: 홈페이지의 저작권 정보의 텍스트를 위치.

스
타
일
 선

택
 페

이
지

정장 맞춤 페이지 네비게이션 바: 디자인, 소재, 사이즈 순서대로 진행되는 현재 페이지

의 위치를 표시하도록 음영의 처리를 달리하였으며 각각 버튼으로써 페이지이동 역할 설정.

가격: 디자인, 소재 옵션에 따라 실시간 가격변동 표시, 텍스트의 크기를 14포인트로 크

게 설정하여 가독성 높임.

정장 스타일 옵션: 단추 수, 재킷 길이 등 18종의 정장 스타일을 이미지와 그래픽, 텍스

트 적절히 사용하여 이해도 높임.

실시간 시뮬레이션: 옵션의 선택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미지가 변화되어 구매자가 맞춤정

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함. 아바타의 모습은 비장애인과 달리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

분인 휠체어장애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하여 앉아있는 모습으로 디자인. 2D의 이미지보다 

현실감 있는 아바타의 모습을 위하여 3D CLO 프로그램을 활용한 3D 입체 아바타 이미

지를 구현.

소
재
 선

택
 페

이
지

소재 상세 이미지: 선택한 소재의 원본 이미지를 240px * 240px로 크게 보여주어 소재

의 질감과 색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함.

소재 상세 정보: 선택한 소재의 명칭과 색상, 기타설명과 추가금액, 세탁법등을 폰트의 

강약을 주어 가독성을 높임.

소재 섬네일(Thumbnail) 이미지: 마우스 오버시에 소재의 명칭을 출력하여 어떤 소재인

지 사용자가 인식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택한 소재에 체크이미지의 표시를 하여 선택

된 소재라는 것을 인식 할 수 있도록 함.

<표 2> 맞춤시스템 UI 개발 사항

심미성

웹페이지 상 여백의 비율이 적절해야 한다.

클릭 가능/불가능 요소 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텍스트를 다양한 디자인 요소로 표현해야 한다.

정장 스타일 옵션을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접근성

버튼의 사이즈가 커야한다.

신체 치수 입력항목은 적어야 한다.

정장 스타일 선택항목 수는 20개 내외여야 한다.

오류예방성
사용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안내 메시지 기능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진행 오류가 없도록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

정보성

가독성이 높은 폰트를 사용해야 한다.

웹페이지별 적절한 제목을 지정해야 한다.

페이지 안에 맞춤 페이지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텍스트 사이즈가 커야 한다.

일관성
페이지별 레이아웃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

페이지별 디자인요소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배치해야 한다.



73연구논문 발표 구두: 의복과학 및 의복설계생산 _____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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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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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입력 영역: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팔길이, 엉덩이 둘레, 다리 가쪽 길이의 

6가지 항목을 센티미터(cm) 단위로 입력하고 각 항목에 해당하는 동영상 가이드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각 입력란 우측에 동영상 재생 버튼을 위치. 동영상재생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 가운데 동영상이 팝업 되면서 재생되며 각 사이즈 항목은 최대치와 최소치에 

제한을 두고, 숫자를 제외한 텍스트의 입력을 제한하여 입력 오류를 사전에 방지.

사이즈 측정 이미지 가이드: 각 항목에 마우스커서가 오버되면 이미지와 텍스트형태의 

도움말이 각 항목에 맞게 변화되도록 설정.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휠체어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남성정장 맞춤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항목을 이용하여 쇼핑몰 형태의 기존 온라인 남성정장 맞춤시스템에 대한 휴리스틱 평가를 실시

하였다. 또한, 휴리스틱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안을 도출하여 시스템 UI를 개발 하였다. 추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휠체어장애인 온라인 남성정장 맞춤시스템 유저인터페이스에 대해 남성 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효용성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발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제 쇼핑몰 

형태의 휠체어장애인 온라인 남성정장 맞춤시스템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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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ㆍ구양숙
경북대학교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류소비행동과 의사결정스타일

Ⅰ. 연구목적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은 성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의 해체, 탈중심화, 다원주의, 페미니

즘의 등장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과거 남성은 남성스럽게, 여성은 여성

답게 행동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겼지만 현재는 생물학적 성을 구별하여 성역할을 따르기 보다는 

사회적 상황에 적합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Bem(1974)에 

따르면 사회구조는 성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서로 상반된 양극에서 존재하기보다는 남성성, 여성

성이 함께 존재하는 양성공유를 이상적 모델로 보았으며 이들을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미분화

로 세분화하였다. 

의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외면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소비의 일면

을 보여준다. 게다가 현대사회를 소비사회라고 할 만큼 현대인의 삶 속에 소비의 역할은 중요하

다. 소비자로서 다양한 소비를 행하면서 경험을 얻어 지식과 이론이 형성되며 비교적 지속적인 소

비성향을 나타내는 의사결정스타일과 성역할정체감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역할

에 따른 외모에 대한 관심의 표현방법이 다를 것으로 여겨져 의류소비행동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류소비행동과 의사결정스타일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변수 및 심리적변수를 시장세분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

안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조사는 2015년 9월 1일~9월 10일에 걸쳐 대구ㆍ경북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220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이 중 210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00부를 자

료에 사용하였다. SPSS PC+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

도, 요인분석, 신뢰도검증, ANOVA, Duncant test, χ²-test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진경의 한국형 성역할 검사(KSRI: Korean Sex Role Inventory)의 남성성 20

문항과 여성성 20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KSRI(Korean Sex 

Role Inventory) 척도에서 다음의 문항들이 현재의 당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점수로 계산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은 남성성 평균점수

(M=2.65)와 여성성 평균점수(M=2.60)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대학생을 양성성, 남성성, 여

성성, 미분화의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성역할정체감은 개인의 자아 속에 남성적, 여성적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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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된 역할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의류소비행동은 소비자가 의류제품을 획득, 사용, 처분

하는데 수반되는 선택행동이며 의사결정스타일은 의류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결정 지워주는 주

관적 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류소비행동과 의사결정스타일을 알아보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설정한다. 

1. 대학생의 성역할정체감을 분류한다. 

2.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성별, 학년, 전공과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3.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류소비행동과 의사결정스타일의 차이를 알아본다. 

Ⅲ. 결과 및 고찰

성역할정체감은 양성성(34.5%), 미분화(28.0%), 남성성(19.5%), 여성성(18.0%) 순으로 나타났

다. 남성의 경우 양성성 30.0%, 미분화 37.1%, 여성성 20.0%, 남성성 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양성성 36.9%, 남성성 23.1%, 미분화 23.1%, 여성성 16.9% 순으로 나타났다. 성역

할정체감에 따른 학년, 전공에는 관련성이 있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의류소비행동을 요인분석 한 

결과 여가적 쇼핑, 고가격지향, 합리적 가격, 친환경실천행동, 충동구매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

은 62.53%였다. 의사결정스타일을 요인분석 한 결과 신중결정형, 브랜드충성형, 선택혼란형, 타인

반응형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설명력은 62.68%였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류소비행동의 여가적 쇼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

과 양성성과 미분화, 양성성과 남성성, 여성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고 의류소비행동의 환

경실천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성성과 남성성, 양성성과 여성성, 양성성과 미분화에

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의류소비행동의 충동구매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

성성, 여성성, 미분화와 남성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어 남성성 집단은 충동구매를 다른 집

단에 비해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신중결정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과 미분화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

타내었고 의사결정스타일의 브랜드 충성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성성과 미분화에서 집

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의사결정스타일의 선택 혼란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여

성성과 남성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어 여성성 집단은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서 올바른 

선택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여겼으며 남성성 집단은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의 타인반응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양성성과 여성성, 미분화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Ⅳ. 결론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류소비행동과 의사결정스타일을 알아본 결론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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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과거 성역할의 2분법적 분류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강조하였다면 현재는 사회변화에 따라 

성역할이 개인의 성향에 맞게 표현하고 있었다. 즉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대학생들의 성역할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의류전공과 비의류전공에

서 의류전공자는 남성성이 낮은 반면에 비의류전공자는 여성성이 낮게 나타나 의류영역은 섬세하

고 감정이 풍부한 여성적인 성향임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은 학년이 낮을수록 남성성이 높은 반

면에 학년이 높을수록 여성성에서 높게 나타나 과거와 달리 현재 사회는 남성성이 우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의류소비행동과 의사결정스타일 평균에서, 대학생들은 가격이 비싼 의류제품의 품질을 신뢰하

며 또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의류제품을 실천하려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수많은 정보들 

중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대안을 선택하여 구매를 하지만 구매 후 자신의 의사결정이 

옳았는지 확신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정체감에 따른 의류소비행동과의 차이에서 양성성 집단은 의류소비행동에서 높은 관심

을 나타내어 쇼핑이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며 구매시 후회없는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미

분화, 여성성, 남성성 집단은 쇼핑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성성과 여성성

이 높은 집단은 환경을 고려하여 세제를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제품을 재활용하는데 

노력을 적게 하는 반면에 양성성 집단은 환경 친화적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성역할정체

감에 따른 의사결정스타일과의 차이에서 미분화 집단은 쇼핑을 즐겁게 생각하기 보다는 시간낭비

라고 여기며 브랜드 충성도가 낮으며 판매원의 태도가 불만스러워도 표현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

다. 양성성 집단은 의류제품을 구입할 때 미리 목록을 작성하고 꼼꼼히 따져 선택하며 브랜드 충

성도가 높고 매장에서 판매원이 불친절하면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성성 집단은 

제품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구입을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였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

었다. 남성성 집단은 구입하기 전에 미리 목록을 작성하며 다양한 정보를 자기에게 필요한 것으

로 선택하므로 혼란을 덜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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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의 패션 명품 복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 70後, 80後, 90後세대를 중심으로

중국은 개혁 개방 후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중국 내수 시장의 글로벌 시장화가 진행되

어 왔다. 현재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소비문화의 변화

에 따라 상류층을 상징하는 패션 명품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패션 명품을 구매할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의 복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패션 명품의 대중화와 더불

어 중국의 젊은 세대의 패션 명품 복제품에 대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주력소비자인 70後세대, 80後세대, 90後세대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패션 명품 복제품의 구매행동에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중국인의 보편적 정서로 

알려지고 있는 체면민감성과 패션 명품 복제품의 브랜드 인지도가 패션 명품 복제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중국 패션 시장에 난립하는 패션 명품 복제

품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패션 마케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최근 1년 동안 패션 명품 복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중국의 70後, 80

後, 90後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5년 1월 13일부터 18일

까지 최근 1년 동안 명품 복제품 구매한 경험이 있고 중국에 거주하는 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지를 수정ㆍ보완하여 2015년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온라인 설

문 사이트 ‘SO JUMP’(http://www.sojump.com/)에서 대도시급인 일선도시(베이징, 상하이, 광저

우, 선전, 텐진), 이선도시(항저우, 난징, 지난, 칭다오 등)에 거주하는 45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응답 설문지와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313부를 최중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 결과는 SPSS 19.0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빈도분

석, 기술통계량분석, 일원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응답자 중 70後세대 126명(40.3%), 

80後세대 89명(28.9%), 90後세대 98명(31.3%)으로 70後세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 

자영업, 학생 순으로 나타났고 결혼여부는 기혼이 200명(63.9%)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가정

의 월 평균 소득에 관한 조사에서는 5000∼8000위안(900,000∼1,440,000원), 8,000∼10,000위안

(1,440,000∼1,800,000원), 5,000위안(900,000원)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중국 가족 소득 등

급 구분(天涯社区, 2015)에 따르면 연 평균 가계 소득이 12만 위안(21,600,000원)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 중 207명(66.1%)은 월 평균가계 소득이 10,000위안(1,800,000원)이하로 나타났

다. 월 평균 의류 구입비의 경우 1,000위안∼2,000위안(180,000∼360,000원), 1,000위안(180,000원) 

이하, 2,000위안∼3,000위안(360,000∼540,000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70後, 80後, 90後세대 여성의 패션 명품 복제품 구매실태는 다음과 같다. 최근 1년간 

구매한 패션 명품 복제품 품목은 핸드백, 의류, 주얼리, 손목시계, 구두, 선글라스, 일반지갑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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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다났으며, 구매했던 명품 복제품의 브랜드는 Chanel, Hermes, Louis Vuitton, Rolex, Gucci, 

Prada, Cartier의 순으로 중국 여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패션 명품 복제품 품목 및 브랜드를 확

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소비자는 최근 1년간 1회이상의 패션 명품 복제품을 구매했고, 구매시 

본인이나 동성친구의 의견을 주로 참조하여 결정을 하였으며 자아 만족을 위하여 중국 여성의 쇼

핑과정은 쾌락적 소비 형태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 여성 소비자들은 주

로 손쉽게 구매 가능하고 다양한 쇼핑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패션 명품 복

제품을 구매하였고, 패션 명품 복제품을 구매하는 중국 여성 소비자 대부분이 여러개의 패션 명

품 복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션 명품 복제품의 구매행동 중에 구매동기, 선택기준, 정보원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구매

동기에서 과시성, 충동구매 및 유행추구, 개성추구, 경제성, 실용성, 타인영향성의 6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선택기준은 내재적 요인 및 외재적 요인의 2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정보원은 대

중매체 홍보, 타인관찰, 인적정보의 3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세대 집단에 따른 패션 명품 복

제품 구매동기 차이는 “과시성”요인은 70後세대가 , 80後, 90後세대보다 높았으며, 80後세대와 90

後세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구매동기에서 70後세대는 80後세대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90後세대는 70後세대와 80後세대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영향” 구매동기는 70後세대와 90後세대는 80後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後세대와 90後

세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성”, “개성추구”, “쾌락성 및 유행추구”에서

는 세대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집단에 따른 패션 명품 복제품 선

택기준 차이는“외재적” ,“내재적”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70後세대가 80後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90後세대는 70後세대와 80後세대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집단에 따른 패션 

명품 복제품 정보원의 차이는 “인적정보” 요인의 중요도가 70後세대가 80後세대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 90後세대는 70後세대와 80後세대 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70後세대가 패션 명품 복제품 

구매행동의 모든 면에서 80後, 90後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에서 앞으로 중국 사회의 주축

이 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체면민감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자괴감 의식, 타인의식, 사회적 격식 3가지로 분류

되었다. 각 요인은 패션 명품 복제품 구매동기, 선택기준, 정보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패션 명품 복제품에 대한 구매동기가 더 강하고 선택기준과 

정보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랜드 인지도는 패션 명품 복제품 구매동기, 선택기준, 정보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패션 명품 복제품에 대한 구매동기가 더 강하고 

선택기준과 정보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後세대는 구매동기, 선택기준, 정보원의 모든 면에서 80後, 90後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

냈다. 개혁개방 후 중국 시장에 소비 패턴이 계속 변화하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 사회의 주축

인 70後세대는 소비능력의 상승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소비에 대한 강한 욕구

가 있다. 그러나 빈곤한 시대에 태어나서 중국 전통의 보수적 관념으로 절약하는 생활습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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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왔기 때문에 명품 대신 값이 싸고 실용적인 패션 명품 복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다. 90後세대는 전반적으로 70後와 80後세대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

後세대가 부모세대인 70後세대에게 영향을 받아 모든 면에서 70後세대와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90後세대는 80後세대와 같이 “한 가족 한 자녀”ㆍ“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중국 사회 

분위기에서 성장해 와서 소비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이 유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70後세대가 

패션 명품 복제품 구매행동의 모든 면에서 80後, 90後세대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에서 앞으로 

중국 사회의 주축이 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70後세대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정품이 복제품을 대체할 수 없다는 인식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명품 기업이 

고급 맞춤 서비스나 주문 제작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중국 정부가 명품의 부가세를 낮추어 준다

면 70後세대 여성 소비자의 명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판매 행위를 엄중하고 신속하게 징

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제도를 보완한다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패션 명품 복제품을 판매ㆍ구

입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패션 명품 제조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난도를 높힌다

면 복제품이 정품을 따라올 수 없게 만들어서 복제품 소비행동에 대한 심리적 위험을 증가시켜 

소비자의 “미엔즈(面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패션 명품 복제품 소비행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와 명품 브랜드 기업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패션 명품 복

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을 알려주고 올바른 소비관념과 합리적인 소비의식

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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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안동대학교

축제의상 디자인개발에 관한 사례연구

최근 한류 등 국제문화의 교류 및 융합과 더불어 지역전통문화의 활성화와 이를 활용한 창작

공연에 대한 호응이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전통

문화자원에 대한 활용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다양하고 고유한 

유ㆍ무형의 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산업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역축제를 통한 공연, 연극, 전시, 컨

벤션. 박람회, 체험행사, 특산품홍보, 세미나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안동지

역에서는 하회마을의 세계문화유산등재와 더불어 하회탈과 병산탈,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전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자원을 활용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대한민국 글로벌육성축제로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축제의 문화적 이미지 및 공연의 의미전달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축제의상

의 다양한 측면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문화자원과 연계된 

축제문화는 지역의 역사, 문화, 풍토와 밀접하게 결합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상징적 의미와 생

산지의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점이 지역문화를 

활용한 축제문화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축제의상의 활용과 역할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최근의 축제공연문화는 공감을 지향하는 소비자문화와 더불어 주로 지역에 내재된 문

화자원에 대한 스토리텔링기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축제의상디자인개발에 있서도 이 방법이 근간

을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의 이미지전달효과를 높이기 위한 축

제의상을 개발함으로서 지역문화자원을 산업화, 특산화하고자하는 데 있으며 그 분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①연구기간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다. ②‘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4’지역축제의 

다양한 특징과 조건을 충분히 협의한 후 축제의상을 디자인컨설팅하였다. 축제의상착용목적은 각

종 지역상품의 홍보성증가와 관람객의 공연참여를 유도하려는 데 있다. ③개발된 축제의상은 축

제전문가들에 의해 디자인컨설팅의 적합성이 평가된 후 50종류의 시제품이 제작되었다. ④개발된 

의상을 직접 착용하고 축제에 참가한 관람자 250명에 대한 직접설문을 통하여 축제의상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⑤축제에 참여한 외국공연팀의 축제의상을 분석함으로서 국제화와 융합화

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⑥설문의 내용은 축제의상으로서의 타당성 및 창작성, 지역축제에 대한 

이미지 및 의미전달효과, 지역전통문화와의 연관성 및 홍보성, 축제의상디자인의 상품화 및 실용

화가능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축제의상은 전통의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축제의상으로서

의 착용목적이 잘 표현되었다. ②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되어 있어서 남녀노소 착용가능성이 높

다. ③사이즈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착용이 용이하다. ④제작방법이 용이하도록 설

계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발전가능성이 높다. ⑤다양한 소재개발에 의한 장기적인 활용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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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⑥장기적인 발전방안으로서, 수요개척, 인력의 확보와 육성 등의 과제에 대해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이 바람직하며,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인근 또는 해외지역의 경제권ㆍ생활권ㆍ문화

권 등과의 광역연대 및 교류활성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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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홍색의 고유성 규명을 위한 한ㆍ일 전통 홍색의 
비교 연구

Ⅰ. 서론

적(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색 중의 색이었고, 신분이 높은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적색을 염색하는 데에는 진사(辰砂), 꼭두서니(茜), 홍화(紅花), 소목(蘇木) 등을 사용한다. 조선 

시대에는 적 보다는 홍(紅)의 색명을 사용했는데, 홍색계 색 중에서도 다홍(多紅)은 가장 진하고 

아름다운 붉은 색이었다. 이웃 일본에서도 에도 시대의 홍색은 금색이 되기도 하였으므로, 부를 

축적한 상인계급도 기모노의 겉감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아, 안감에 몰래 사용한 사례가 많았

다. 이처럼 홍색은 여성들에게는 동경의 색이었다. 전통색에는 민족 고유의 색채감정이 응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색 중, 가장 대표적인 홍색의 고유성을 유추하기 위하여, 최인국 

일본의 전통 홍색과 비교하였다. 한국의 전통 홍색은 문헌과 조선 시대 말기의 유물 측색을 통하

여 색명과 색조를 조사하였고, 일본의 전통 홍색은 에도 시대의 전통색을 복원한 복원염포(復原

染布의) 측색조사를 통하여 색명과 색조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 전통 홍색의 고유성을 고찰하였다. 

 

Ⅱ. 본론

1. 한ㆍ일 전통 홍색계 색명의 고유성

한국 전통 홍색계 색명은 Table 1과 같이 다양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색조의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홍색계의 농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대(大), 다(多), 심(深)이, 담색을 나타내는 수

식어로는 소(小), 수(水), 천(淺) 등이 나타났다. 농담색의 색조를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명도와 채

도를 합한 의미로 파악되는데, 담(淡), 천(淺), 연(軟), 소(小)는 밝고 연한 색조를 나타내고, 수

(水)는 염료를 물에 풀어 흐리게 염색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담색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鮮), 다(多), 대(大), 심(深)은 선명하고 진한 색조를 나타낸

다. 진(眞)은 순수한 색이든가, 본래의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했다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흑(黑)

은 진하게 염색되어 검게 느껴지는 색조를 나타낸다고 보겠다. 한국 전통색에서 농담색은 주로 3

단계로 표현하였다. 심(深), 천(淺)의 수식어를 붙여 심홍, 홍, 천홍과 같은 3단계의 농담색을 표

현하였다. 이때 심은 명도가 다소 낮고, 채도가 비교적 높은 색채이다. 천은 명도가 높고, 채도가 

낮은 색채이다. 또한, 진분홍, 분홍, 연분홍의 예처럼, 진(眞)ㆍ 연(軟)의 접두어를 붙여 농담의 3

단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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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한국 전통 홍색계 색명의 농담을 나타내는 수식어

분류 수식어

농색(濃色) 대(大), 다(多), 심(深), 진(眞), 선(鮮), 흑(黑)

담색(淡色) 소(小), 수(水), 천(淺), 연(軟), 담(淡)

한편, 에도시대의 농담색의 정도는 보통 명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정량의 용액에 염료를 

어느 정도 넣어 염색하는가에 따라 색의 농담이 나타나는데, 천연염색의 경우에는 염료액에 피염

물을 몇 번이나 반복하여 넣었는가에 따라 색의 농담이 달라진다. 복원염포의 측색치를 보면 농

담색의 색상은 동일색상이나 인접색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식어 ‘박(薄)’이 붙은 색은 기본

색보다 명도가 높아지고 채도가 낮아진 경우이다. 수식어 ‘농(濃)’이 붙은 색은 기본색보다 명도는 

낮아지고. 채도는 높아진 경우이다. 

Table 2. 일본 전통 홍색계 색명의 농담을 나타내는 수식어

분류 수식어 분류 수식어

담색(淡色) 박(薄) 순색(純色) 본(本)

농색(濃色) 심(深), 농(濃) 탁색(濁色) 회(灰), 차(茶)

2. 한ㆍ일 전통 홍색계 색조의 고유성

한ㆍ일 전통 홍색계 염포의 측색치를 계통색명과 톤으로 분류한 것이 Table 3이다. 한국 전통 

홍색은 계통색명으로는 R(50%), pR(29.7%), rO(16.2%)의 순으로 출현하였고, 톤으로는 dp(18%), 

d(14%), m(12%)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일본 전통 홍색은 계통색명으로는 R(38.3%), pR(19.2%), 

PK와 rO(15.1%)의 순으로 출현하였고, 톤으로는 m(18%), d(15%), gy(12%)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한편, 한국 전통 홍색의 v와 s를 합하면 20예(27%)가 출현하고, 일본 전통 홍색의 v와 s를 합하

면 12예(16.4%)가 출현함으로, 조선 시대의 홍색계 유물은 선명하고 강하고 진한 홍색조를 나타

내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회색계열인 gy, dgy, lgy는 한국 전통 홍색은 5예(6.7%)에 

불과한데, 일본 전통 홍색은 18예(24.7%)가 나타나, 일본 전통 홍색에도 에도 시대의 유행색이었

던 무채색 쥐색(鼠色)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한ㆍ일 전통 홍색계 염포의 계통색명과 톤의 출현분포

Korea Japan

pR R rO N sum pR R PK rO rBR N sum

v 4 5 9 5 3 8

s 3 8 11 3 1 4

l 2 2 1 1

p

m 4 7 1 12 3 6 3 1 5 18

d 4 5 5 14 2 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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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한ㆍ일 홍색계 유물과 복원염포의 측색결과를 HV/C의 분포도로 그 출현수를 정리

한 것이다. HV/C의 명도의 분포도를 보면, 한국 전통 홍색은 명도는 저명도가 44예(59.5%), 중명

도가 27(36.5%)예로, 염직유물의 대부분이 저명도와 중명도에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전통 

홍색계의 명도는 저명도가 38예(52.1%), 중명도가 33예(45.2%), 고명도가 1예(1.4%)로, 복원염포

의 대부분이 저명도와 중명도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전통 홍색에 고명도가 출현하지 않

으나 일본의 복원염포에는 고명도가 출현하는 것은, 측색대상이 시간이 지난 염직유물과 염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복원염포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Table 4. 한ㆍ일 전통 홍색계 색조의 HV/C의 출현분포

Korea

C

sum

14/ 2 2

12/ 1 3 2 3 3 5 17

10/ 1 4 5 8 6 24

8/ 4 4 5 13

6/ 1 1 1 1 2 6

4/ 1 1 1 1 4

2/ 1 1 1 3

1/ 1 1

V

8/

6/ 1 1 1 3

4/ 1 1 4 4 8 6 24

2/ 2 2 5 10 9 12 41

1/ 1 1 1 3

H

5RP 10RP 5R 10R

4 5 10 0 15 18 19 0 71

N 3

계 9 10 33 19 71

% 12.6 14.1 46.5 26.8 100

 

Japan

C

sum

14/ 2 2 3 7

12/ 1 3 1 5

10/ 2 2 2 4 10

8/ 2 4 2 8

6/ 2 6 3 5 16

4/ 2 3 3 3 11

2/ 1 2 5 1 9

1/ 2 3 1 6

V

8/ 1 1

6/ 1 5 1 7

4/ 4 7 5 10 26

2/ 5 13 7 9 34

1/ 1 2 1 4

H

5RP 10RP 5R 10R

1 12 0 26 14 19 72

N 1

계 1 12 40 19 72

% 1.4 16.7 55.5 26.4 100

채도의 분포도를 보면 한국의 전통 홍색은 저채도가 8예(10.8%), 중채도가 43예(58.1%), 고채

도가 19예(25.7%)로 염직유물의 대부분이 중채도와 고채도에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전

통 홍색은 저채도가 26예(35.6%), 중채도가 34예(46.6%), 고채도가 12예(16.4%)로 염직유물의 대

부분이 저채도와 중채도에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한국 전통 홍색은 

dp 4 8 6 18 1 3 2 6

gy 4 6 1 1 12

dgy 1 2 3 4 1 1 6

lgy 2 2

N 3 3 3 3

계 22 37 12 3 74 14 28 11 11 6 3 73

% 29.7 50 16.2 4.1 100 19.2 38.3 15.1 15.1 8.2 4.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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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채도의 분포가 크고, 일본 전통 홍색은 저채도의 분포가 압도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전통 홍색은 순색의 비율이 높고, 일본 전통 홍색은 탁색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한 분포 

특징은 에도 시대의 탁색조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이러한 민족색채의 특징은 

현대의 한ㆍ일간의 색채감정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인은 순색기호도가 높고, 일본인은 탁색 기호

도가 높다. 

Ⅲ. 결어

본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의 고귀한 색이었던 홍색의 고유성을 문헌과 염직유물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홍색의 고유성을 추출하기 위하여 인국 일본의 홍색계 복원염포와 

비교하는 교차문화적인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선 시대의 홍색계 색명과 색조의 

고유성을 문헌, 복식유물의 실증적인 측색조사를 통하여 고찰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에도 시대의 

홍색계 색을 복원한 복원염포의 색명과 색조를 측색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 전통 홍색

계는 청색계와 더불어 가장 분화가 큰 색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조선 시대의 홍색계 색명으로 35

색의 색명을 추출하였다. 색명의 특징을 보면, 전통 홍색계의 색명은 기본색명과 기본색명의 조

합,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합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농담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색명 앞에 붙

여 다양한 분화색조를 나타내었다. 농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대(大), 다(多), 심(深), 진(眞), 선

(鮮), 흑(黑) 등을 붙였고, 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소(小), 수(水), 천(淺), 연(軟), 담(淡) 등

을 붙였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 홍색계 색명은 색상의 변화보다는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주어 

3단계의 색조의 분화색을 만들어낸 것으로 사료된다. 색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전통 홍색계 

색조는 염직유물 74점의 HV/C 측색치를 조사한 결과, 계통색명은 R, pR, rO의 순으로 출현하였

고, 톤은 dp, d, m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한편, 다른 색과 섞이지 않은 순색인 오정색(五正色)을 

존중한 한국 전통 홍색의 v와 s를 합하면 27%가 출현하여, 조선 시대의 홍색계 유물에는 선명하

고 강하고 진한 홍색조를 나타내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전통 홍색의 명도는 

저명도가 59.5%, 중명도가 36.5%로, 염직유물의 대부분이 저명도와 중명도에 분포함을 알 수 있

었다. 채도는 중채도가 58.1%, 고채도가 25.7%로 염직유물의 대부분이 중채도와 고채도에 분포함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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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청색의 고유성 규명을 위한 한ㆍ일 전통 청색의 
비교 연구

Ⅰ. 서론 

청색은 자연계의 하늘과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색으로, 색채 기호 조사에서도 가장 기

호도가 높은 색으로 나타난다. CI 컬러나 UI 컬러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청색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지구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색 중, 가장 활

용도가 컸던 청색의 고유성을 유추하기 위하여, 최인국 일본의 전통 청색과 비교하였다. 한국의 

전통 청색은 문헌과 조선 시대 말기의 유물 측색을 통하여 색명과 색조를 조사하였고, 일본의 전

통 청색은 에도 시대의 전통색을 복원한 복원염포(復原染布의) 측색조사를 통하여 색명과 색조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 전통 청색의 고유성을 고찰하였다. 

 

Ⅱ. 본론

1. 한ㆍ일 전통 청색계 색명의 고유성 

한국 전통 홍색계 색명은 Table 1과 같이 다양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색조의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한국 전통색의 색명에는 기본색명 위에 농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붙어 농색(濃

色), 담색(淡色), 명색(明色), 암색(暗色) 등의 색조를 나타내었다. 농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의 종

류를 보면, Table 1과 같이 청색계 색명의 농담의 수식어가 다양하다. 청색계의 농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심(深)과 암(黯)이, 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담(淡), 천(淺), 연(軟)이 나타났다. 

또한,‘천(天)’의 수식어를 붙여 순색을, ‘회(灰)’의 수식어를 붙여 탁색을 나타냈다고 생각된다. 이

러한 농담색의 색조를 나타내는 수식어는, 현대의 색채용어로 비유하자면 명도와 채도, 혹은 명도

와 채도를 합한 톤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천’, ‘연’, ‘담’의 수식어는 기본 색명보

다 밝고 연한 색조를 나타내고, 수식어 중에 ‘심’은 선명하고 진한 색조, ‘암’은 어두운 색조를 가

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접두어 ‘천(天)’은 하늘에 빗대어 맑기를 나타내는 형용사로 사용

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이나 남중에서도 채도가 높은 색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 전통

색은 오정색(五正色)과 오간색(五間色)의 개념을 갖고, 순색인 오정색을 혼색인 오간색보다 중히 

여겼으므로, 전통적으로 탁색인 회색기미의 색은 드물다. 그런 가운데 ‘회(灰)’의 접두어는 회색기

미의 색, 즉, 탁색을 나타내는 드문 예로 보여진다. 한국 전통 청색은 이러한 수식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농담의 단계를 나타내는데, 기본색인 청에 대하여, ‘심청(深靑)’, ‘청’, ‘천청(淺靑)’, 혹은 

‘담청(淡靑)’과 같은 3~4단계의 농담색으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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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한국 전통 청색계 색명의 농담을 나타내는 수식어

분류 수식어 사용색명 분류 수식어 사용색명

농색

(濃色)

심(深) 深靑, 深玉色, 深藍
접두어

천(天) 天靑, 天藍

암(黯) 黯藍 회(灰) 灰靑

담색

(淡色)

천(淺) 淺靑 비유 색조 黃柳靑, 靑柳靑, 灰靑 翠藍, 鴉靑, 玉色

담(淡) 淡靑
복합색명

색명의 

복합
靑碧, 靑玉色, 葡萄靑, 縹濫

연(軟) 軟藍

한편, 복원염포의 측색치를 보면, 에도 시대의 농담색의 색상은 동일색상이나 인접색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식어 ‘백(白)’, ‘수(水)’, ‘박(薄)’이 붙은 색은 기본색보다 명도가 높아지고 채도

가 낮아진 경우이다. 색명 앞에 ‘수’가 붙은 경우는 염료를 물에 희석해서 연하게 염색하는 경우

를 가리키는데, 담색을 나타내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수식어 ‘농(濃)’이 붙은 색은 기

본색보다 명도는 낮아지고. 채도는 높아진 경우이다. 그리고 에도 시대의 유행색인 ‘서색(鼠色)’의 

‘서’가 색명 끝에 붙어있는 색은 회색기미의 색을 가리킨다. 이러한 색조를 나타내는 현대적인 표

현이 ‘그레이쉬(grayish)’인데 에도시대에는 색명 끝에 ‘서’를 붙임으로써, 쥐색, 즉, 회색기미를 구

체적으로 나타내었다. 복원염포의 측색치를 보면 색명 끝에 ‘서’가 붙어있는 경우는 기본색보다 

명도, 채도가 함께 낮아져 어둡고 탁해진 파조색(破調色)을 가리킨다. 그리고 수식어 ‘소(素)’는 다

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소’가 붙은 색의 경우는 다른 색기미를 포함하지 않은 순

수한 본래의 색조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Table 2. 일본 전통 청색계 색명의 농담을 나타내는 수식어

분류 수식어 분류 수식어

담색 백(白), 수(水), 박(薄) 순색 소(素)

농색 심(深), 농(濃) 탁색 서(鼠)

2. 한ㆍ일 전통 청색계 색조의 고유성

한ㆍ일 전통 청색계 염포의 측색치를 계통색명과 톤으로 분류한 것이 Table 3이다. 

Table 3의 한국 전통 청색의 계통색명과 톤의 출현비율을 보면, 한국 전통 청색계는 계통색명

으로는 B(51.1%), V(26.6%), gB와 pB(8.1%), N(6.1%)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일본 전통 청색의 

계통색명과 톤의 출현비율을 보면, 계통색명으로는 B(49.1%), pB(28.2%), N(14.0%), gB(8.8%)의 

순으로 출현하였고, V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볼 때, 한국 전통 청색계에는 자색기미가 섞여 

있으나, 일본 전통 청색계에는 자색기미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에도 시대

의 전통색에 서색계가 많아서인지, 한국보다 무채색계의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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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한ㆍ일 전통 청색계 염포의 계통색명과 톤의 출현분포

tone
Korea Japan

B gB pB V N sum % B gB pB V N sum %

v 0 0 0 0

s 0 0 0 0

l 0 0 2 2 2 6 10.5

p 0 0 6 1 7 12.3

m 3 3 2 8 16.3 9 3 5 17 29.8

d 13 1 1 4 19 38.8 3 3 5.3

dp 2 3 6 11 22.5 1 1 1.8

gy 2 1 3 6.1 6 7 13 22.8

dgy 5 5 10.2 2 2 3.5

N 3 3 6.1 8 8 14.0

계 25 4 4 13 3 49 28 5 16 0 8 57

% 51.1 8.1 8.1 26.6 6.1 100 49.1 8.8 28.1 0 14.0 100

한편, Table 3의 톤의 출현비율을 보면 톤의 출현 비율을 보면, 한국 전통 청색계는 d(38.8%), 

dp(22.5%), m(16.3%), dgy(10.2%), gy(6.1%)의 순으로 출현하였고, 일본 전통 청색계는 m(29.8%), 

gy(22.8%), p(12.3%), l(10.5%), d(5.3%), dp(1.8%)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특기할 점은 l은 한국 

전통 청색계에는 출현하지 않았으나, 일본 전통 청색계에는 10.5%의 출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gy는 한국이 6.1%인데 비해서, 일본은 22.8%라는 높은 출현율을 나타낸다. 이 역시 일본 에도 

시대의 전통색에 서색계가 많이 출현한 영향으로 보인다. N도 한국이 6.1%인데 비해, 일본은 

14.0%로 일본 전통색에 회색기미와 무채색계가 많이 출현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4는 한ㆍ일 청색계 유물과 복원염포의 측색결과를 HV/C의 분포도로 그 출현 분포를 정

리한 것이다. HV/C의 분포도를 보면, 한국 전통 청색계는 명도는 저명도가 48예(98%), 중명도가 

1예(2%), 고명도는 없었다. 일본 전통 청색계는 명도는 저명도가 26예(45.6%), 중명도가 25예

(43.9%), 고명도 6예(10.5%)의 분포였다. 일본 전통 청색계의 유물은 저명도와 중명도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고명도도 출현하는 것에 비해, 한국 전통 청색계의 유물은 거의 전부가 저명도

에 분포하였다. 이러한 출현분포의 차이는 일본의 전통 청색계가 염색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복원염포임에 비해, 한국 전통 청색계는 염색한지 오래된 남염의 유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ㆍ일 전통 청색계의 채도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염직유물은 저채도가 

23예(46.9%), 중채도가 17예(34.7%), 고채도가 9예(18.4%) 출현함에 비해, 일본의 복원염포는 저

채도가 26예(45.6%), 중채도가 29예(50.9%), 고채도가 2예(3.5%)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한국은 저채도-중채도-고채도의 순으로 출현하는데 비해, 일본은 중채도-저채도-고채도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그리고 고채도만의 비율을 보면 한국이 18.4%임에 비해 일본은 3.5%에 불과해, 한국

의 전통색의 채도가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도, 오정색으로 

대표되는 순색을 중시하던 조선 시대와 탁색이 유행색이었던 에도 시대의 색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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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한ㆍ일 전통 청색계 색조의 HV/C의 출현분포

Korea

C

sum

8/ 4 5 9

6/ 5 4 9

4/ 1 2 4 1 8

2/ 1 1 4 8 1 1 16

1/ 3 2 1 1 7

V

6/

4/ 1 1

2/ 4 1 4 2 14 10 2 37

1/ 5 6 11

H

5B 10B 5PB 10PB

계 4 1 5 2 19 16 0 2 49

% 10.2 14.3 71.4 4.1 100

 

Japan

C

sum

8/ 2 2

6/ 1 8 2 1 12

4/ 1 2 1 5 4 4 17

2/ 2 3 4 5 14

1/ 1 7 4 12

V

6/ 2 1 1 1 1 6

4/ 1 2 13 7 2 25

2/ 1 1 7 7 7 23

1/ 2 1 3

H

5B 10B 5PB 10PB

계 2 2 4 0 23 16 10 0 57

% 7.1 7.0 68.4 17.5 100

Ⅲ. 결론

조선 시대의 청색계 색명은 역대 최다 분화색인 35 색에 이르렀고, 조선 시대의 청색계 색명

에는 전 시대에 비해 분화색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분화색은 기본색명에 농담을 나타내는 수

식어가 붙어, 기본색의 색상, 명도, 채도에 단계적인 변화를 준 것이다. 조선 시대의 청색계 색명

에는 수식어 ‘천’, ‘연’, ‘담’을 붙여 담색을 표현하였고, 수식어 ‘심’, ‘암’ 을 붙여 농색을 표현하였

다. 드물지만 탁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회’를 사용하였다. 조선 시대의 복식과 생활용품 등의 

염직유물의 측색을 통해 본 청색계 색조는 색상에서는 Blue와 Purplish Blue, 톤에서는 dull과 

moderate의 출현률이 높았다. 또한 복식유물 측색치의 HV/C의 분포 결과를 보면 명도에서는 저

명도와 중명도의 비율이 높았고 고명도의 비율이 낮았다. 특히, 조선 시대의 복식유물에서는 저

명도의 비율이 9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채도에서는 저채도와 중채도가 81.6%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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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황색의 고유성 규명을 위한 한ㆍ일 전통 황색의 
비교 연구

Ⅰ. 서론 

황색은 태양 광선을 나타낼 뿐 만 아니라, 자연계의 많은 초목과 꽃에서 볼 수 있는 색으로, 

인류에게는 친근한 색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조선 시대(1392~1910) 의 황색(黃色)

은 오정색(五正色)의 하나였다. 우리 조상들은 정색을 간색(間色)보다 소중히 여겼으므로, 적(赤), 

청(靑), 황(黃), 흑(黑), 백(白)으로 이루어지 오정색은 오방색(五方色)이라고도 불리우며 존중되는 

색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 전통 황색의 고유성을 유추하기 위하여, 최인국 일본 에도 

시대(1603~1867)의 전통 황색과 비교해 보았다. 한국의 전통 황색은 문헌과 조선 시대 말기의 유

물 측색을 통하여, 일본의 전통 황색은 문헌과 에도 시대의 전통색을 복원한 복원염포의 측색조

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한국 전통 황색의 고유성을 고

찰하였다.

Ⅱ. 본론

1. 한ㆍ일 전통 황색계 색명의 특성

한국 전통색의 색명에는 기본색명 위에 수식어가 붙어 농담색의 색조를 나타내었다. 황색계의 

농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의 종류를 보면, 농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심(深)’이 붙어 심황(深

黃), 담색을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담(淡)’과 ‘미(微)’가 나타나, 담황(淡黃), 담토황(淡土黃), 미황

(微黃) 등이 나타났다. 밝기인 명도를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명(明)’이 붙어 명황(明黃), 명금(明金) 

등이 나타났고,, 채도를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선(鮮)’, ‘순(純)’, ‘진(眞)’ 등이 붙어, 선황(鮮黃), 순

황(紅黃)과 진황(眞黃) 등이 출현하였다. 

Table 1. 한국 전통 황색계 색명의 구조

구조 황색계 색명 구조 황색계 색명

기본 黃 사물 柳黃, 土黃, 金黃, 松花色, 駝色, 象牙色, 銀杏色, 鵝黃

농담 深黃, 淡黃, 淡土黃, 微黃 오방색 正黃色

명도와 채도 표시 明黃, 明金, 鮮黃, 紅黃, 眞黃 중간 색조 紅黃, 朱黃

일본의 에도 시대에는 ｢48차(茶)100서(鼠)｣라는 말대로 ‘-차’와 ‘-서’가 붙은 색명이 많이 등장

한다. 에도 시대의 유행색인 ‘서색(鼠色)’의 ‘서’가 색명 끝에 붙어있는 색은 회색기미의 색을 가리

킨다. 이러한 색조를 나타내는 현대적인 표현이 ‘그레이쉬(grayish)’인데 에도 시대에는 색명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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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붙임으로써, 쥐색, 즉, 회색기미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색명 끝에 ‘서’가 붙어있는 경우

는 기본색보다 명도, 채도가 함께 낮아져 어둡고 탁해진 파조색(破調色)을 가리킨다.

일본 전통 황색의 경우, 향염(香染), 전차염(煎茶染), 앵염(鶯染), 류염(柳染), 농차염(濃茶染), 

미차염(媚茶染) 등과 같이 접미어에 염이 붙은 색명이 다수 있다. 전술한대로 에도 시대의 색명

을 ｢48茶100鼠｣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듯이, 황색의 경우에도 접미어나 접두어에 차(茶)가 붙은 색

명이 다수 출현한다. 접미어에 ‘-차’가 붙은 색명으로는 ‘남전차(藍殿茶)’, ’황당차(黃唐茶)‘, ‘당차(唐

茶)’ 등, 측색한 복원염포 92예 중 40예(43.5%)가 출현할 정도로 많다. 접두어에 차가 붙은 색명

은 ’차맹황(茶萌黃)‘ 등이 있다. 또한, ｢48茶100鼠｣의 표현처럼, ‘강호서(江戶鼠)’, ’은서(銀鼠)‘, ‘황

금서(黃金鼠)’ 등, 일본 전통 황색에는 ‘-서’가 붙은 색명이 다수 출현한다. 본 조사에서는 측색한 

복원염포 92예 중 8예(8.7%)가 출현하여, 차색 만큼 출현률이 많지는 않았다. 또한, 일본 전통 

황색에는‘호색(狐色)’, ’회색(灰色)‘, ‘해송색(海松色)’ 등, 접미어에 색이 붙은 색명이 출현한다. 본 

조사에서는 복원염포 92예 중, 11예(12%)에 색이 붙어 있었다. 

Table 2. 에도 시대의 황색계 색명의 수식어

수식어 색명 수식어 색명

-염(染) 香染, 煎茶染, 鶯染, 濃茶染 -서(鼠) 江戶鼠, 銀鼠,, 黃金鼠, 玉子鼠

-차(茶)- 藍殿茶, 薄媚茶, 唐茶, 白茶 -색(色) 狐色, 灰色, 海松色, 砂色 

2. 한ㆍ일 전통 황색계 색조의 특성

한ㆍ일 전통 홍색계 염포의 측색치를 계통색명과 톤으로 분류한 것이 Table 3이다. 계통색명

으로는 한국 전통 황색은 Y(48.6%), BR(17.1%), OLBR(14.3%)의 순으로 출현하였고, 일본 전통 

황색은 BR(47.8%), OY(18.5%), OLBR(12.0%) 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이러한 분포를 보면, 한국 

전통 황색은 순색 황색의 출현비율이 높고, 일본의 전통 황색은 에도 시대의 유행색이었던 차색

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Table 3의 톤의 출현분포를 보면, 한국 전통 황색은 

gy(25.7%), l(20%), m(14.3%)의 순으로 출현하였고, 일본 전통 황색은 m(26.1%), l(25%), 

gy(19.6%)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V, s, l을 합하면 한국은 10예(28.6%)가 출현하고, 일본은 29예

(31.5%)가 출현하여, 유사한 출현비율을 나타낸다. 탁색인 gy, dgy, lgy와 무채색의 출현비율은 

한국이 17예(48.6%), 일본이 29예(31.5%)로 조선 시대의 황색계 유물에 탁색계의 비율이 더 높음

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보고, 한국이 일본보다 탁색을 더 선호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오래된 염직유물과 일본의 염색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복원염포의 색조의 차이에서 나타

나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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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한ㆍ일 전통 황색계 염포의 계통색명과 톤의 출현분포

Korea Japan

BR OY Y OLBR N sum BR OY Y OLBR OL N sum

v

s 2 1 3 3 3 6

l 2 5 7 15 2 2 3 1 23

p 2 2

m 1 1 3 5 6 7 1 8 2 24

d 2 1 3 1 6 1 8

dp

gy 9 9 17 1 18

dgy 3 3 3 3

lgy 1 1 2 2

N 4 4 6 6

계 6 3 17 5 4 35 44 17 10 11 4 6 92

% 17.1 8.6 48.6 14.3 11.4 100 47.8 18.5 10.9 12.0 4.3 6.5 100

 

Table 4. 한ㆍ일 전통 황색계 색조의 HV/C의 출현분포

Korea

C

계

10/

8/ 2 1 1 4

6/ 2 2 4

4/ 1 2 2 2 7

2/ 1 10 5 1 17

1/ 2 1 3

V

8/ 2 2

6/ 1 1 10 6 3 21

4/ 3 2 6 1 12

2/

1/

H

5YR 10YR 5Y 10Y

계 3 1 3 0 18 7 3 0 35

% 11.4 8.6 71.4 8.6 100

 

Japan

C

계

10/ 1 1

8/ 1 2 3 1 7

6/ 1 5 7 1 1 15

4/ 2 6 9 2 19

2/ 2 11 12 8 3 36

1/ 10 1 1 2 14

V

8/ 1 4 1 6

6/ 2 13 12 2 3 32

4/ 3 15 16 7 2 43

2/ 1 5 1 2 2 11

1/

H

5YR 10YR 5Y 10Y

계 6 34 33 11 8 92

% 6.5 72.8 20.7 0 100

Table 4는 한ㆍ일 전통 황색의 측색결과를 HV/C의 분포도로 그 출현수를 정리한 것이다. 

HV/C의 분포도를 보면, 명도에서 한국 전통 황색은 저명도가 없고, 중명도가 33예(94.3%), 고명

도는 2예(5.7%)였다. 일본 전통 황색의 저명도는 11예(12%), 중명도가 75예(81.5%), 고명도는 6

예(6.5%)였다. 이를 통해 한ㆍ일 전통 황색은 대부분이 중명도에 분포함을 알 수 있었고, 고명도

의 비율도 유사하였다. 특기할 점은 한국의 전통 황색에 저명도가 출현하지 않은 점인데, 이는 

한국의 황색이 일본에 비해 밝은 명황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의 황색은 

유채색 중 가장 명도가 높은 색상으로 명도 15가 순색인데, 한ㆍ일 모두 명도 12이상의 고명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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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하지 않았다. 이것은 현대의 합성염료와 달리 천연염색으로 발색하였던 전통염색의 경우 색

조가 침착하여 고명도의 출현이 어렵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채도의 분포는 한국의 경우, 저

채도가 20예(57.1%), 중채도가 11예(31.4%), 고채도가 4예(11.4%)로, 유물의 대부분이 저채도와 

중채도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경우, 저채도가 50예(54.3%), 중채도가 34예(37%), 고채도가 

8예(8.7%)로, 역시 복원염포의 대부분이 저채도와 중채도였음을 알 수 있었고, 출현비율도 한국과 

유사하였다. 

Ⅲ. 결론

한국 전통색 황색계는 홍색계나 청색계와 더불어 분화가 큰 색명으로, 본 연구에서는 21색의 

색명을 추출하였다. 전통색 황색계의 색명은 기본색명, 농담을 나타내는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

합, 명도와 채도를 나타내는 수식어와 기본색명의 조합 등으로 구성되었다. 농담을 나타내는 수

식어로는 심(深)과 담(淡)을, 명도와 채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수식어로는 명(明), 선(鮮), 진(眞) 

등을 붙였다. 이처럼 한국 전통 황색은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주어 미묘한 색조의 분화색(分化

色)을 만들어낸 것으로 사료된다. 색조의 특성으로는 한국 전통 황색계 유물 45점의 HV/C 측색

치를 조사해본 결과, 계통색명에서는 Y(48.6%), BR(17.1%), OLBR(14.3%)의 순으로 출현하였고, 

톤의 출현율은 gy(25.7%), l(20%), m(14.3%)의 순으로 출현하였다. 그레이쉬톤의 출현율이 라이

트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은 천연염색의 가라앉은 색조와 더불어 염직유물의 변퇴색과도 관

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 전통 황색계 유물의 측색치를 HV/C의 분포도로 보면, 명

도에서 한국 전통 황색은 저명도가 없고, 중명도가 94.3%, 고명도는 5.7%로, 유물의 대부분이 중

명도였다. 또한, 채도의 분포는 한국의 경우, 저채도가 57.1%, 중채도가 31.4%, 고채도가 11.4%

로 유물의 대부분이 저채도와 중채도였다. 전통 황색의 가라앉은 색조는 천연염색의 침착한 색조

와 더불어, 염색한지 오래된 염직유물의 색조와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한국 전통 색조의 규명은 천연염색의 연구과 병행되어야 분명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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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ㆍ김정미 
부경대학교

모피 패션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고대부터 20세기까지의 모피 복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모피복식에서 나타

난 미적 특성을 추출하여, 이러한 미적 특성들이 최근의 컬렉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조형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피의 개념 및 일

반적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고대부터 20세기까지 모피 복식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고

찰한 후 미적특성을 추출한다. 셋째, 최근 모피 패션에서 나타난 미적특성과 조형적 특성을 분석

한다.

먼저, 모피의 일반적인 개념과 특징,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모피관련 국내ㆍ

외 저서와 선행연구논문, 복식사 관련 저서와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6년간 패션 전문지 컬렉션(collection) 동아 TV를 통해 모

피 패션 사진 자료를 수집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모피복식의 특성은 고대는 이집트의 제사장이나 왕족이 국가적 의식을 치를 

때, 대례복으로서 쉔티 위에 레오파드 모피를 걸쳤는데, 이러한 모피복식에서는 주술성, 권위성이 

드러났다. 중세에는 기독교적 사상, 동방의 영향으로 화려한 소재의 튜닉과 맨틀에 담비, 아민 등

의 고급 모피로 사치스럽게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모피복식에서는 장식성, 사치성이 나타났다. 근

세에는 절대왕정의 확립으로 궁정복식이 유행하여 복식에 고급모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는데, 이

러한 모피 복식에서는 사치성, 장식성과 같은 미적특성이 나타났다. 근대에는 신고전주의, 낭만주

의, 기술의발전과 물질의 풍요 등으로 여전히 모피를 장식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특히 화

이트폭스, 시베리아 울프, 흑담비 등의 고급모피가 많이 사용되어, 사치성과 장식성 등이 나타났

다. 하지만 19세기말 투피스의 등장으로 숏 재킷과 작은 케이프 등의 외투에 겉감으로서 모피가 

사용됨에 따라 모피 복식에서는 기능성과 활동성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에는 기술의 발

전으로 모피가 완전한 겉감의 소재로서 사용되었고, 많은 유명 디자이너들이 모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패션의 소재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최근 컬렉션에서 나타난 모피패션의 미적특성은 우아성, 활동성, 키치 등이다. 우아성은 Michael 

Kors, Louis Vuittion, Marc Jacobs등이 디자인한 원피스 코트ㆍ재킷 등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곡

선적이고 슬림한 실루엣에 부드럽고 섬세한 고급모피를 사용하여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복식미를 

표현하였다. 활동성은, Les Copains, Fendi, Sonia Rykiel등이 발표한 숏 재킷과 베스트 등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슬림하고 피트되는 실루엣에 가벼운 모피를 사용하여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기능적이며 단순한 복식미를 표현했다. 키치는 Schiaparelli, Fendi등이 디자인한 빅숄더재킷ㆍ원

피스코트ㆍ패딩점퍼 등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과장되고 큰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올리브그린ㆍ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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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색상의 모피와 다른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복식미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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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원ㆍ김차현* 
경희대학교

‘신데렐라’ 영화 의상을 응용한 여성복 디자인 개발

사람들은 신선한 이야기가 가져다주는 놀라움과 자극을 좋아한다. 현대에 올수록 사람들은 생

활 속에서 놀라움을 만족시켜줄 만한 자극적 요소를 갈망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

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물에 대한 즐거움을 야기 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

중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매체 중 하나로 영화를 꼽을 수 있다. 근래 실사 영화로까지 제작

되어진 <신데렐라>는 모든 사람의 어린 시절과 함께 했던 동화로 그 스토리는 애니메이션으로, 

또 점차 영화로까지 발전된 대중을 자극할만한 요소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신데렐라> 영화 

의상은 사람들의 생활 속의 심미적 발전과 복고문화에 대해 일종의 회귀와도 같은 작용을 하였으

며, 이와 동시에 모든 매체에서와 같이 사람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직접적인 영상물로 

간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영화는 대중문화매체로서, 영상메시지가 주는 강력한 효과로 사람

들의 주관적 인식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며, 영화 의상은 의복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해 그 시

대 패션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신데렐라> 영화 속 의상이 유행을 형성하게 

해주고 스타일 역시 더욱 새로워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 의상을 기초로 한 의류제품의 

개발은 이미 비교적 성숙한 디자인 영역이다. 영화는 문화와 심미의 전파수단으로, 의상의 스타

일, 색상, 디테일 등의 디자인을 영화 관객에게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관객들은 다시 의류제품 

소비자가 되어 극중 의상을 자신이 입어보고 싶어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의상에 대한 

수요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영화 의상을 응용한 의류제품이 발 빠르게 개발되고 있

으며 한시적인 유행으로 자리 잡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데렐라> 영화 의상의 특징적 요소에서 영감의 근원을 찾고, 이를 현대적으

로 재해석하여 상품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첫째, <신데렐라> 영화 및 극중 의상의 이미지, 디

자인 요소, 디테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고찰 분석하고 둘째, 이에 관련된 디자인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세째, 이를 응용한 여성복 디자인을 제안함으로서 포멀한 여성복의 실질적인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디즈니 실사 영화 <신데렐라>의 의상 감독은 샌디 파웰(Sandy Powell)로 '영 빅토리아(The 

Young Victoria)', '에비에이터(The Aviator)', '세익스피어 인 러브(Shakespeare in Love)'로 아카데

미 3회 수상 경력에 빛나는 고전의상 디자인의 대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녀의 영화 의상은 인

체를 섬세하게 감싸 움직이는 조형예술로서 화면 속에서 풍부한 시각적영상미를 선사한다고 극찬

되고 있다. 샌디 파웰은 원작의 의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장 현대적인 감각의 인물들을 표현

하기를 강조한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의지에 따라 신데렐라와 계모의 캐릭터를 섬세하게 스크린

에 담아내기 위해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여성의상들을 모두 섭렵한 후, 동화 속 캐릭터들이기

에 특정 시대에 구애 받지 않고 신데렐라와 계모의 의상에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은 고전주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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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매력을 담아내었다.

영화 <신데렐라>는 동화의 환상적인 특징에 맞게 신비하고 다채로운 색상과 고전 왕실의 문

화적 정취가 담겨 있는 의상을 사용하고 있다. 신데렐라의 의상은 유럽 바로크 스타일에서 영감

을 얻어 주름, 허리를 조이는 형식 등의 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여 화려한 스타일의 의상으로 구현

해냈다. 색상은 하늘색을 선택하여 그녀의 고상하고 순결하면서 선량하고 순수한 이미지를 표현

하였으며 몸에 딱 맞는 허리를 강조한 디자인, 어깨 부분의 퍼프 장식 그리고 A라인 치마 디자인

은 화려하면서도 신데렐라의 고귀한 기질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반면에 사악한 계모의 의상은 

1940년대의 레트로 스타일로 디자인되었으며 검은색을 주 색조로 사용하여 사악하고 악독한 이미

지로 표현되었다. 극중의 옷깃 디자인이 아름다운 새틴 파티 드레스와 큰 차양이 달린 모자 등의 

액세서리는 모두 계모의 화려하면서도 극악무도한 성격을 잘 표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신데렐

라>의 영화의상은 주름과 무늬, 큐빅 등을 많이 사용하면서 입체적인 디자인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원피스와 A라인 스커트에 자수, 나염 등의 수공예적인 요소로 의상은 매우 

화려하고, 고전적이며, 최신 유행을 가미하고 있어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신데렐라> 영화의상을 분석하고 이를 응용한 디자인을 제시하면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화 의상은 디자인 개성을 드러내는 매체이면서 이미지 디자인의 물질적 형식이기도 하다. 또한 

동시에 시대적 유행의 수요를 영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영화의상은 매우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신데렐라> 영화의상은 유럽의 바로크 스타일을 기초로 한 것

으로 현대의 유행요소를 융합시켜 복고와 유행을 모두 실현시켰다. 현대인들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향에 따라 복고주의적 의상 스타일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유럽의 

바로크 의상 문화는 현재 인문 사조와 의상 문화 예술을 대표하는 전형으로, 주기적으로 유행 요

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응용한 의상 디자인은 다분히 고풍적인 이미지로 보이지만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디자인 할 시 전혀 새롭고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고전

적 의상 스타일은 의상 디자인에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관계로 패션 디자이

너들은 복고 문화적 요소를 디자인에 융합시켜 그 생명력과 심미적 함의를 드러내고 또한 전통과 

시대적 유행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현재 유행하는 의상 문화를 내재시키면서도 전통 의상 문화

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의상 디자인을 창조해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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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원*ㆍ허정선
경북대학교

2000년 이후 북한 여성복식의 스타일 경향 분석

급변하는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무한한 발전과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시공을 초월하여 매우 활발해졌으며,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정보와 의식주의 세세한 부분

까지도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 이후 남북의 사회문화적 다양한 교류

활동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의 해방이후 벌어진 의식주 문화의 차이, 더 세부적으로

는 남북한 패션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정치적 사상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분석한 논문과 다양한 문화교류에 대해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한 민족이

지만 남북의 달라진 의생활 비교분석을 통해 그 특성과 차이점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

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로는 남북간의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북한의 보수적인 문화가 조금씩 개

방되어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북한 여성들의 의생활 모습이 담

긴 북한 잡지 ‘금수강산’과 2014년 미국기자가 찍은 북한 여성들의 사진 자료, 구글 이미지 자료

에서 수집한 북한 스트리트 패션 자료를 분석하였다. 비교적 의상이 선명하게 드러난 200여개의 

사진을 추출하였으며 그 중 정확하게 북한 여성들의 의상 분석이 가능한 145명의 대표사례를 집

중적으로 분석하였다. 

145명의 북한여성들의 의상을 분석해 본 결과 즐겨 입는 의상 스타일의 종류가 다소 포멀한 

정장스타일, 편안한 일상복, 한복으로 대별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정장 스타일과 편안한 일상복 

스타일을 함께 분석했을 때, 아이템 분류로는, 상의 아이템은 T-shirt, Shirts, Jacket, Blouse, 

Coat, Jumper를 볼 수 있었고, Shirts 29명, T-shirt는 20명, Jacket 27명, Jumper 10명, Blouse 5

명, Coat 5명으로 상의 아이템에서는 셔츠와 재킷의 착용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Shirts 아이템에서는 피케 셔츠가 28명으로 가장 즐겨 입는 셔츠임을 알 수 있었고, No collar 셔

츠는 9명으로 V넥 라인이 4명, U넥 라인 5명이었다. 정장 스타일은 skirt 정장이 23명, pants 정

장이 1명이었다. 정장스타일을 입어야 하는 상황이나 행사에는 skirt 정장 스타일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의 상의 의상 컬러들을 살펴보면 블랙, 화이트, 그레이, 브라운, 베이

지, 그린, 블루, 핑크, 레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 컬러들의 빈도수를 보면, 블랙 19명, 화이트 

25명, 그레이 3명, 베이지 7명, 브라운 5명, 그린 3명, 블루 13명, 핑크 13명, 레드 8명이다. 수치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블랙과 화이트 컬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즐겨 입는 컬러가 대부분

이 모노톤임을 알 수 있고, 여성복의 포인트 컬러로는 핑크와 레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의 컬러는 파스텔 톤보다는 원색 톤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여성복의 하의 아이템을 살펴보면 여성성을 대표하는 스커트 착용을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커트의 종류는 플레어스커트, H-line 스커트, 주름스커트가 대부분이었다. H-line 

스커트 48명, 주름스커트 10명, 플레어스커트 8명 순으로 심플한 H-line의 스커트 착용이 가장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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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졌다. 스커트 길이는 무릎길이 37명, 종아리길이 14명, 발목길이 4명, 무릎 위 길이의 미니스

커트 8명으로 조사대상 여성들의 대부분이 무릎길이의 H-line 스커트를 가장 많이 착용했다. 스

커트의 컬러로는 블랙 35명, 네이비 8명, 그레이 5명, 블루 5명, 베이지 4명, 브라운 2명, 핑크 2

명, 그린 1명, 화이트 1명, 레드 1명으로 블랙의 스커트 착용이 두드러졌으며 대부분이 문양을 사

용하지 않았다. 하의 아이템 중 바지는 정장 pants 6명, Wide pants 5명, Short pants 2명으로 

Straight line pants를 가장 많이 착용한 것을 볼 수 있었다. Pants의 컬러로는 블랙 10명, 그레이 

1명, 브라운 1명, 네이비 1명으로 스커트 컬러와 동일하게 하의 아이템의 컬러로 많은 북한 여성

들은 블랙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여성복의 상의 아이템과 하의 아이템 모두에서 

문양을 잘 사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나마 찾아볼 수 있었던 패턴으로는 체크 패턴 8명, 

플라워 패턴 4명, 폴카도트 패턴 2명으로 체크 패턴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문화교류를 통한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한복 착용이 줄어들었지만, 북한에선 아직도 여성

들의 한복차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요한 특별 행사 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한복 착용은 

아직까지 두드러졌다. 북한 여성들의 한복 의상 스타일을 조사해 본 결과, 북한 여성 한복은 저

고리와 치마를 동일한 컬러로 사용한 한복 13명과 그러데이션 한복 8명, 상의 하의 다른 컬러의 

한복 23명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위 같은 컬러로 통일감을 준 한복들은 대부분 원색의 컬러를 사

용하였고, 한복 스타일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저고리와 치마를 다른 컬러로 입은 경우 블랙 

& 화이트 한복이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북한은 흰색 저고리와 검정 치마의 한복을 민족성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아직까지 여기고 있어 북한 여성들이 가장 많이 입는 한복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한복 스타일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컬러로는 레드 7명, 그린 5명, 옐로우 3명, 블루 4명, 

핑크 9명, 화이트 4명, 블랙 2명, 퍼플 1명이 있었다. 주로 원색의 컬러를 많이 사용해 파스텔 톤 

사용이 많은 남한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복에 사용된 표현방법으로는 무문 

17명, 플라워 패턴 10명, 기하학무늬 패턴 3명, 전통문양 패턴 2명, 색동 덧단 3명, 시스루 소재 

사용 4명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 조선여자 옷차림

(금수강산, 2000년 11월호)
 

그림 2. 여성은 나라의 꽃, 

가정의 꽃

(금수강산, 2001년 3월호)

무문의 한복이 가장 많았지만, 점점 화려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플라워 패턴 그다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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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무늬 등의 기하학적인 무늬 패턴을 찾아볼 수 있었고, 한복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한 전통문

양 사용도 볼 수 있었다. 북한은 아직도 여전히 색동을 선호하고 있는 점도 남한의 한복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자료를 토대로 한 북한 여성들의 의상 분석을 해 본 결과 상의는 피케 셔츠를 가장 많이 입

으며 컬러는 화이트, 블랙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활동하기 편한 가벼운 티셔

츠를 착용하였다. 하의는 H-line의 무릎길이 스커트와 팬츠는 기본 스트레이트 Pants가 많았다. 

하의 아이템의 스커트와 팬츠 모두 블랙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눈의 띄게 많이 보

였던 의상은 화이트 또는 블루 피케 셔츠에 블랙의 H-line 스커트로 깔끔함과 잘 정돈된 느낌의 

룩이 가장 즐겨 입는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북한 여성들이 즐겨 입는 의상으로

는 스커트와 블라우스 또는 재킷의 정장 스타일이었고, 컬러도 블랙, 베이지, 브라운, 블루로 제

한적으로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길거리 북한 여성들 모습 

(http://www.newfocus.co.kr/data/photo

s/20120519/art_1336548781.png)

 

그림 4. 정장차림과 

일상복 여성

(http://bbs.ichannela.c

om/udata/fileUpload/2

01508/1438418738.jpg)

 

그림 5. 북한여성들 모습

(http://www.funasia.co/data/file/z

7_01/3530211964_qXUlvZMB_0.

jpg)

북한 여성들의 의상의 대부분은 문양이 없었으며, 극소수의 의상에서 체크 패턴이나 플라워 

패턴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북한 여성들의 한복을 분석해 본 결과 저고리와 치마 다른 컬러의 사

용으로 흰색 저고리 블랙 치마가 대부분이었다. 이 결과는 북한이 흰 저고리와 검정치마의 한복

에 민족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부여하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고리와 치마

를 하나의 컬러로 통일한 한복 또한 많았으며 대부분의 컬러가 선명한 원색의 사용이 많았고, 한

복 의상에는 플라워 자수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기하학적 무늬 또는 전통문양 자수도 많이 나타남

을 볼 수 있었다. 빈도수로 정리해본 연구 결과를 2000년 이후 5년 단위로 나누어 정리를 해보

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이제 막 시작된 문화교류활동이기에 아직까지는 서구의 영향력

을 많이 받지는 못하였고, 일상복 차림에서도 한복 착용의 북한 주민들과 팬츠 착용의 모습을 많

이 볼 수 있었다. 의상의 컬러감도 화려하고 꾸밈이 많이 된 모습보다는 편하고 무난한 일상복 

차림이 여전히 많았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를 정리해보면, 남북 문화교류의 영향으로 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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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팬츠보다는 스커트를 입은 여성들 그리고 컬러감 또한 블랙, 화이

트, 그레이 등의 모노톤에서 그린, 옐로우, 핑크 등을 찾아 볼 수 있었고, 체크 패턴이나 도트 무

늬의 의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1년에서 오늘날 2015년의 모습을 정리해보면, 많이 변화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북한 특유의 화이트 & 블랙의 한복에서 레드, 그린, 핑크 등 화려한 색

감과 플라워 자수, 시스루 한복 스타일의 달라진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며, 일상복 스타일에

서 또한 스커트 착용의 여성들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북한 여성들에게 스커트 착용을 강요

하였다는 김정은의 지시가 가져다 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전 북한 여성들이 착

용했던 기본 H-line 스커트만이 아닌 주름스커트 또는 미니스커트, 플레어스커트가 빈번하게 착용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대표적 걸 그룹인 모란봉 악단의 파격적인 

무대의상이 북한 여성들의 미니스커트, 하이힐 착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를 통해 

2000년 이후 급격하게 의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금씩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서구의 패션 트렌드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남한과는 달

리 민족적 전통을 유지하려는 북한의 여성복 패션이 큰 격차가 있지만, 남북의 사회 문화교류와 

서구의 정보사 유입되기 시작한 최근에는 북한의 일반 여성들이 한복과 정장에서 벗어나 화려한 

스타일의 의상을 즐겨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남북 문화교류의 장이 점점 활성화

되고 빈번해질수록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반인

들도 쉽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패션문화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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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음악 등이 세계적으로 퍼나가며 연예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과 화장법 

등에 아시아 여러 나라 여성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화장품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몽골 여성들은 사회 활동이 증가하며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구매력도 증가하고 있다. 몽골의 화장품 국내생산은 미미하며 

몽골산 화장품은 용기 디자인, 제품의 품질 등 면에서 외국 제품과 경쟁을 못 하고 있어서, 소비

자들은 대부분 수입 제품을 선호한다. 

몽골에서는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현재 몽골에 한국의 화장품 유통업체들이 이미 

들어와 판매 중이다. 몽골과 한국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에서 유행 되는 아이

템이 빠른 시간에 몽골에 유행이 된다. 화장품은 유행 상품으로 제품수명 주기가 짧으며 빠르게 

이루어지며 수요가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시기에 적절한 화장품 수요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류 선호에 따른 몽골 여성들의 한국화장품 평가와 사용정

도를 분석하여, 한국 화장품의 몽골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Ⅱ. 연구 방법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0월 0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거주하는 20대∼40대 여성들로 총 400부를 

회수한 후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하고 33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한

류 저선호 집단과 고선호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 T-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첫째, 한류 선호에 따른 한국 화장품 브랜드 대한 평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화장품의 기

능이 좋다’, ‘화장품 매장의 분위기가 좋다’, ‘화장품 브랜드 명성이 높다’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났으며 ‘가격’,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디자인’, ‘화장품 구색’, ‘구매 혜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

지 않았다. 한류에 관심 많은 여성들은 한국화장품의 기능성, 매장 분위기, 브랜드 명성에서 한국 

화장품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둘째, 한류 저선호 집단과 고선호 집단간의 화장품 종류에 

따른 사용 정도를 분석한 결과, 색조 화장품, 네일 제품, 향수 및 기타의 사용 정도에서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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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났으며 기초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성들은 색조 화장품, 네일제품, 향수 및 기타 화장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한류 고선호 집단과 저선호 집단 간의 화장품 기능성에 대한 수요를 분

석한 결과, 미백 기능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며 항노화, 자외선 차단, 보습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나지 않았다. 한류에 관심이 높은 여성들은 미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대체적으로 몽골 여성들은 한류 선호도를 따라서 한국 화장품 

평가와 화장품 사용, 기능성 수요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류를 좋아하여, 한국 

드라마, 음악, 패션 등에 자주 접하는 몽골 여성들은 한국 화장품을 좋게 인식하고, 색조화장품, 

네일 케어 제품, 향수 및 기타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고, 특히 기능성 중에서는 미백효과에 관심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몽골 여성들이 가장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초제

품, 보습제품의 사용에는 한류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와 기초제품

과 보습제품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한류가 한국산 화

장품 구매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 용기나 포장디자인, 화장품 

구색, 구매 혜택과 같은 측면에서는 한류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은 한국화장품의 해외 진출 전

략에서 현지의 유통 구조, 소비자 특성 등과 같은 현지 상황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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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ㆍ박숙현 
경성대학교

남성복에 표현된 성적특성 변화에 따른 의복장식과 액세서리 
활용에 관한 연구

지식과 정보사회의 여성지위 향상과 경제적 독립은 전통적인 남성의 성역할과 가치관을 변화

시켰다. 보수적이고 강한 남성이미지 속에 억압되었던 여성성과 감수성을 표출시키면서 새로운 

남성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남성상의 변화는 남성의 패션, 헤어, 액세서리 유행 및 활용에

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여성 패션의 장식적 디자인에 사용되던 여성적 디테일이나 트

리밍, 색채, 소재 등이 남성복 디자인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던 액세서

리를 2000년 이후에는 남성들도 대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남성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 및 의식의 발전은 남성 패션 시장 규모의 대형화로 이어졌고, 의

복과 함께 코디네이션 하는 액세서리 시장도 매년 성장하고 있다. 액세서리는 전체적인 옷차림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범한 의복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므로 여성이나 남성 패션에 필수 아이템

이 되었다. 2008년 이후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인하여 여성 소비 시장은 다소 주춤한 반면 남성

을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 패션업계 블루칩으로 부상되었는데 이 중 액세서리에 대한 반응이 가장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어패럴뉴스, 2008).

남성복의 여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로는 메트로섹슈얼과 남성 신체이미지에 관한 연구(김정연, 

제갈미, 이연희, 2010; 윤을요, 2010; 이효진 김현아, 2009)가 있는데 이들 연구는 여성들만의 소

비 형태가 남성들에게도 확대되어가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연구였으며, 남성들의 변화된 의식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복장식 및 액세서리 활용도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1세기 남성복에 나타난 성적특성 변화에 따른 의복장식과 액세서리 활용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패션과 액세서리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자하는 남성 소비자의 스타일링에 도움

을 주고 남성복 시장 세분화와 패션 및 액세서리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2001～2015)까지의 남성패션에 나타난 의복 장식과 액세

서리 활용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남

성복 매거진 GQ(Gentlemen’s Quarterly)를 선정하였다. 연구 자료의 시기적 범위는 GQ가 발행되

기 시작한 2001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로 제한하였다. 이 시기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5년 단위의 세 시기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시즌별 변화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S(2월～7월)와 

F/W(8월～1월)로 구분하였다. 자료 분석은 남성복에 사용된 다양한 디자인 의복장식 중 2000년

대 이후 남성 액세서리와 남성복에 빈번하게 나타난 의복장식을 선정하였다. 장식의 경우 프릴, 

비즈, 끈, 핀턱, 자수, 징과 스터드, 액세서리의 경우 반지, 목걸이, 귀걸이와 피어싱, 팔찌, 브로

치와 코사지, 스카프로 한정하여 시기 및 시즌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21세기 남성 패션에 나타난 의복장식과 액세서리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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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연도별 의복장식과 액세서리 활용도를 비교한 결과, 21세기 초부터 나타난 메트로섹슈얼

의 영향으로 남성의 액세서리 및 의복장식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2010년경 가장 많이 활용

되었고 2010년 이후 여성 및 남성복의 양성화 경향이 확산되면서 액세서리와 의복장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장식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2006～2010년에는 프릴, 비즈와 스팽글, 끈, 

핀턱은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인 반면 2011～2015년에는 자수나 징과 스터드가 가장 많이 활용되

었다. 이는 성별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최근 패션의 경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연도

별 액세서리 활용도를 살펴보면 반지와 목걸이는 메트로섹슈얼 경향이 강했던 2001～2005년에 가

장 많이 활용되었다. 여성적 액세서리로 반지와 목걸이를 많이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코디네이션

에 필요한 팔찌, 벨트, 브로치와 코사지, 스카프는 2006～2010년에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2011년 이후에는 중성적 스타일의 귀걸이와 피어싱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즌별 디자인 장식과 액세서리 활용도를 비교한 결과 장식의 경우 프릴, 비즈와 스팽

글, 끈, 핀턱, 자수는 S/S 시즌의 디자인에 활용도가 높았으나 징과 스터드의 경우 F/W 시즌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징과 스터드가 잘 어울리는 가죽소재가 F/W 시

즌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액세서리의 경우 신체 노출이 많은 의복 유행에 

따라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벨트는 S/S 시즌에 많이 활용되었고 보온의 기능을 가진 스카

프는 F/W 시즌에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남성의 성역할 변화와 메트로섹슈얼 경향으로 인하여 남성복의 여성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여성복에 주로 사용되던 장식과 다양한 액세서리 등이 남성복에 많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경향이 10여년 지속되다가 남녀역할 분담이 모호해지면서 성적양성화 현상이 나타나 남녀

의복에도 특정 성적특질이 명확히 구분되는 스타일보다는 중성적인 스타일의 유행이 지속되어 여

성적 장식이나 페미닌한 액세서리의 착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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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ㆍ구영석*
부산대학교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적용한 점자 티셔츠 디자인 개발

Ⅰ. 서론

부산의 위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애향심을 높이고 세계 도시로 발

전해 나가는 부산의 도시비전을 제시하고자 2003.11.27 도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했다(http:// 

www.busan.go.kr/citybrand). 지정된 부산 대표 브랜드 슬로건 Dynamic Busan은 개방적이며 진

취적인 부산시민의 기질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기차

고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슬로건에 사용된 Dynamic 서체 또한 

자유분방하고 약동하는 부산을 상징하며, 중후하고 정돈된 느낌으로 세계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

시로서 부산에 대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http://www.busan.go.kr/citybrand).

오늘날 티셔츠는 단순한 의류 아이템으로의 역할뿐 아니라 각종 행사의 홍보, 참석자들의 결

속을 다지게 하는 매개체 등의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광 상품, 예술적 표현 

수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그 지역의 이미지 정체성을 알리는 지역 마케팅 효과를 가져다

주는 역할까지 한다. 단순하지만 끊임없이 변화 가능한 티셔츠는 우리의 의생활에서 중요한 아이

템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며, 계절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착용되는 티셔츠는 아웃웨어로 착용될 

만큼 다양한 시각적 표현 방법을 이용하고 있어 착용자의 개성을 나타내주며 단 한 장만으로도 

멋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유행 경향을 

이끌고 있다(한국무역협회, 2003).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배려디자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각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2009

년 누브티스에서 시각장애인용 점자 디자인을 패션에 접목시켜 점자가 들어간 원단을 개발하였

다. 올록볼록한 점자에 천의 종류와 색상 등 기본적인 섬유내용의 스토리를 담아 장애인들이 손

으로 옷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배려디자인이 제안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남

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템인 티셔츠에 부산의 도시 브랜드 다이나믹 

부산을 모티브로 디자인하고 표현방식을 점자를 사용하여 티셔츠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과 활용

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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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개발된 디자인

Detailed design 1 Detailed design 2 Detailed design 3

해운대 이미지 색상 중 주조색과 보조

색을 적용한 디자인으로 개발하였다.

해운대 이미지 색상 중 주조색과 보조

색을 적용하였으며, 점자의 6점 공간

을 정사각 모듈을 사용하여 디자인으

로 개발하였다.

해운대 이미지 색상 중 주조색과 보조

색,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강조색 “빨

강”을 적용하여 사각형 모티브 스트라

이프 디자인으로 개발하였다

2. 조사대상

“다이나믹 부산”을 모티브로 개발된 티셔츠의 상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가 집단 5

명에게 설문지 문안작성에 대한 검증 후 실시하였으며 티셔츠 평가방법의 조사 대상자는 디자인 

전공자 15명, 의류학 전공자 15명, 디자인 및 의류학 전공의 석 박사 15명을 각 집단의 대표로 

추출하여 디자인 전공 집단, 의류학 전공 집단, 전문가 집단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3년 5월 18일 ∼ 2013년 6월 7

일로 개발된 티셔츠 12건의 시제품을 제시하고 각 제품을 설명한 후, 상품성에 대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 총 45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설문지와 제작된 티셔츠 시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패션문화상품 개발 시 필요한 사

항, 패션문화상품으로 티셔츠 개발 시에 필요한 항목, 티셔츠 패션상품 구매행동 평가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티셔츠 디자인 개발에 대한 외재적 평가(7), 내재적 평가(6), 구매의향(1), 구전의도

(1), 선호도(6), 조사자들의 일반적 특성(8)문항으로 구성하여 개발된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설문

문항은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상품의 가격대에 대한 사항은 선행논문(강 민, 2013; 정경희, 

2009; 정지연, 2011)마다 1∼3만 원대로 일치하여 본 설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IBM SPAW statistics 21을 이용하였으며 조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각 집단별 제품평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 사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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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비교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티셔츠를 패션 상품으로 개발할 때의 고려해야 할 사

항들을 고찰하기 위하여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결론 

연구결과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패션 신상품 개발은 여러 문항에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앞으로 지역을 대표할 상품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패션상품 개발에

서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상품의 디자인보다는 그 지역에서만 접할 수 있는 상

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디자인 전공 집단, 의류학 전공 집단, 전문가 집단 모두 패션문화상품 개발에는 전문적

인 인력들의 새로운 디자인의 색상과 더불어 상품의 판로에 대해서도 전문 인력양성과 포장 개선

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상품의 디자인, 독창성, 다양성, 품질개선, 원가개선 및 

가격경쟁력, 쇼핑장소의 다양화와 소비자 인식의 다양화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보다 전문가 집단이 높게 나타내었다. 

둘째,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패션 문화상품개발 요인으로 마케팅, 상품개발, 전문성, 품질개

선, 유행성으로 나타난 것은 품질개선을 통하여 유행성과 전문성을 지닌 상품개발이 필요한 것으

로 보이며, 적극적인 마케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문화상품을 구입할 때는 지역이

미지가 나타날 수 있는 디자인으로써 합목적성을 가져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품의 구매 욕

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심미적인 요인의 제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상품개발의 문항에서는 디자인 전공집단과 전문가 집단이 A집단으로 많이 나타났지만 패

션문화상품 구입 시 선호도에는 의류학 전공이 A집단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공의 특

성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상품에 대한 평가에서 디자인 개발 1은 지역상품성, 디자인 적합성, 편리성, 목적성의 순

서로 나타났으며, 지역 패션상품개발의 의도와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디자

인 1,2,3의 3가지 타입 중에서 디자인 1의 4개의 디자인이 제시된 제품 중에서 부산의 도시브랜

드를 잘 표현한 것으로 티셔츠 디자인 개발로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 

2는 디자인 합목적성, 편리성, 지역상품성의 순서로 평가되었으며 디자인 3에 대한 평가는 지역

상품성, 디자인 적합성, 목적성, 편리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패션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의 도시브랜드

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 지역주민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

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부산을 배려하는 도시로 이미지화하기 위해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입을 

수 있는 티셔츠에 이미지를 부여하고 제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시제품을 다양한 발포날염이 아

닌 핫 픽스의 샘플 작업에 그쳐 다양한 촉각을 섬세하게 표현하지 못한 점과 디자인 개발이 가

능한 소수집단에서 이루어진 평가 결과를 부산 시민들에게 적용시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발된 디자인을 다양한 촉각을 이용하는 발포 날염에 대한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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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집단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선호도 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양한 패

션 문화 상품에 접목시켜 실용화 되도록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연희 (2013). 통합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략을 통한 광역시자치단체 아이덴티티 개선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가람 (2012). 도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한 색채이미지 개선에 관한 연구 : 안산시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동철 (2006).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전략에 따른 패키지디자인 연구 :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패키지디자인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강현 (2009). 문자와 이미지의 복합적 표현방법에 따른 작품제작 연구 : Braille(점자)을 이용한 섬유미술 작품을 중심으로. 상명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5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이신영
동아대학교

2000년대 이후 패션 콜라보레이션 연구사례와 경향 분석

서로 다른 영역의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진행과정을 공유하고, 각 영역 간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상호 소통과 교환을 통한 디자인 전개 과정을 거치는 콜라보레이션은 미래 융합 디자인의 새

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콜라보레이션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해당 

연구들에서 제시된 콜라보레이션 사례에 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콜라보레이션 디자인 

및 연구 영역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국회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싸이트를 이용하여 2014년 10월 27일 기준 학술지논

문과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패션(Fashion)”과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을 키워드로 초록 및 

목차를 포함한 논문검색을 실시하였으며, 중복논문 및 패션 분야외의 논문, 콜라보레이션 사례 미

제시 논문 등을 제외, 최종적으로 학술지논문 78편, 학위논문 106편, 총 18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해당 논문에서 언급된 콜라보레이션 사례에 관한 전수 조사 및 심층 내용 분석, 통계분석을 진행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국내 학술지논문 및 

학위논문은 2005년을 기점으로 연구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이후의 연구가 전체 연구의 

77.7%를 차지하고, 최근 2014년 발표된 연구편수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콜라

보레이션에 관한 학계의 흥미와 관심이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둘째, 논문 한 편당 제시된 패션 관련 콜라보레이션 사례건수는 최소 1건에서 

최대 195건까지 언급되었으며, 184편의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건수는 총 4209건으로 평균 22.875

건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 중 78편의 학술지논문에서 제시된 사례건수는 총 1173건으로 

평균 15.038건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었으며, 106편의 학위논문에서 제시된 사례건수는 총 3036건

으로 평균 28.642건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었다. 이는 분량 제한이 있는 학술지논문에 비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는 학위논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분석 대상 논문들에서 언

급된 콜라보레이션 사례들 중 중복 사례를 제외한 결과, 총 2347건의 콜라보레이션 사례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해당 사례들을 대상으로 콜라보레이션 연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콜라보레이션 사

례는 1908년부터 2013년 사례까지 언급되고 있었으며, 2001년부터 사례가 급증, 2007년 콜라보레

이션 사례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해당 연도에 패션산업에서 콜라보레이션 유행 확산이 가장 강했

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넷째, 콜라보레이션 사례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사례는 루이 비통과 

무라카미 다카시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총 103번 언급되었으며, 특히 루이 비통은 다양한 콜라보레

이션 사례들로 총 349번 언급되어 전체 콜라보레이션 사례 언급 빈도에서 8.29%를 차지, 해당 콜

라보레이션이 산업계의 이슈였을 뿐 아니라 학계의 관심 또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

구자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콜라보레이션 주체에 따른 유형 경향을 분석하고, 각 유형별 콜라

보레이션 효과 및 경쟁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산업에서 

향후 콜라보레이션 경향을 예측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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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ㆍ전여선ㆍ김영삼
중앙대학교

오트쿠튀르 패션쇼 무대에서의 패션디자이너 의상연출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최근 패션영역에서는 단지 패션 브랜드의 자체적 가치뿐만 아니라 칼 라거펠트(Karl Lagerfeld),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등 패션 디자이너 자체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

을 미치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브랜드 홍보의 방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소비자

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패션디자이너의 분위기 및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전제품, 홈패션, 

자동차 등의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친 광고와 홍보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진행된 오트쿠튀르 패션쇼를 중심으로 패션디자이너가 패션쇼 피날레에서 착

용한 의상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여 패션디자이너 의상 연출의 특성을 파악함으

로써, 패션브랜드와 패션디자이너가 서로 상승하는 효과적 이미지 연출에 대한 제안 및 관련 데

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다채로운 산업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패션디자이너의 의상 연출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의상 디자인을 

구성하는 형태, 색상, 소재, 아이템의 각 항목을 각 브랜드와 디자이너 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단계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패션디자이너는 오늘날 패션브랜드의 주요 마케팅 요소 

중 프로모션에 해당되어 홍보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으나 패션의 산업적 측면에

서 마케팅의 주축이 되고 있는 패션디자이너가 패션쇼에서 착용한 의상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마케팅의 방편으로 패션

디자이너의 이미지 연출 및 전략의 설계 등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연구 범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10개의 시즌을 중심으로 진행된 32개의 브랜

드 오트쿠튀르 패션쇼에서 디자이너가 캣워크(catwalk)와 피날레에서 착용한 의상 170벌을 대상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오트쿠튀르는 고품격의 패션 이미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얻은 희소성

과 최고급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하여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

된다는 점에서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 이미지 연출과 오트쿠튀르 패션쇼는 중요한 연관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오트쿠튀르와 디자이너의 의상연출 분석에 관련된 서적, 

인터넷, 선행연구 등의 문헌고찰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패션매거진 보그(vogue)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과 연구 대상 및 범위의 관련 패션쇼 동영상을 연구자가 직접 캡처하여 

시각적 자료로 전환하여 사례 연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각 패션브랜드와 이에 속한 디자이너, 매 시즌별로 의상연출의 변화에 따라 분석

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되었으며, 오트쿠튀르 패션쇼 무대에서 착용한 디자이너의 의상 연출 유

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과시형은 디자이너가 패션 아이콘으로서 모델처럼 의상을 착용하거

나 또는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의상을 착용하고 패션쇼 무대에 직접 참여하는 형

태를 뜻하며 이 유형에 속하는 율리아나 세르젠코(Ulyana Sergeenko), 빅터앤롤프(Viktor&Ro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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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둘째, 개성중시형으로 이는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보다 디자이너 자신의 이미지가 더 

명확히 표현되며 유행에 따르기 보다는 동일한 패션스타일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대표적인 디자

이너로는 칼 라거펠트가 있으며 샤넬(Channel)과 펜디(Fendi)의 브랜드 성격이 다른 서로 다른 

두 브랜드의 패션쇼에서 매 시즌 의상을 통하여 동일한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트렌드 반응 유형으로 이 유형에 속한 디자이너들은 대부분 블랙을 주축으로 한 다크 그

레이, 화이트의 모노톤을 기본으로 하여 브랜드가 선보인 각 시즌의 의상 콘셉트와 어울리는 의

상을 착용한다. 대표적으로 알렉시스 마빌(Alexis Mabille)의 오트쿠튀르 패션쇼 무대에서 디자이

너의 의상은 레이스, 러플 장식, 자수 등을 상의에 활용하여 모델들이 착용한 의상의 테마와 조

화로운 착장을 선보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브랜드 융화형으로 캣워크 무대에서 디자이너는 대중

들에게 인지되어 있는 해당브랜드의 이미지와 비교적 부합하는 의상을 착용함으로서 브랜드와의 

연계성을 표출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르마니 프리베(Armani Privé)의 무대에서 항

상 슈트를 착용하는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아틀리에 베르사체(Atelier Versace)의 

무대에서 화려함, 관능미를 부각시키는 의상을 착장한 도나텔라 베르사체(Donatella Versace)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디자이너 자체이미지 전달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캣

워크에서 디자이너가 착장하는 의상을 연상하면 도출되는 팬츠와 티셔츠를 기본으로 하는 편한 

차림이며 이들은 개성이나 유행, 브랜드와의 연관성에 구애받지 않으나 블랙 색상에 대한 선호도

가 높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오트쿠튀르 패션쇼 무대에서 착용한 패션디자이너의 의상 유형 파악을 통

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시너지 효과를 야기하는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관계를 모색하여 보고 향후 

디자이너를 활용한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 모델 설계 제안에 기여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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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포스터의 정치인 이미지 변화에 대한 연구**1)

현대 사회에서 이미지(Image)는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비언어적 수단이

며, 시각적 이미지는 각종 미디어 매체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마케팅 분야의 전반에 걸쳐 소비자 

설득 전략의 도구로써 다각화되고 있다. 이는 정치 마케팅의 영역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중 매체를 통해 구축된 정치인의 이미지는 유권자 투표 행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정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선거후보자의 외적 이미지는 이미지 메

이킹 전략의 중점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인의 외적 이미지를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는 보다 객관성이 확보되는 대통령 선

거의 포스터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선거 포스터를 구성하는 시각적 표현요소들 중 후보자의 외적

이미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후보자 외적이미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을 분석한 후 그에 따라 각 

시기별 후보자의 이미지 특징과 정치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미지 및 유권자의 선호 이미지 변화 

추이 파악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이미지 전략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선거 출마자들의 효율적인 이미지 전략 수립 및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치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정치 광고와 선거포스터, 정치인 이미지에 관한 일반적 고찰 및 각종 기관의 

문헌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게시한 대

통령 선거 포스터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의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 범위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에서 ‘직접 선거’ 방식이 정착 된 제6공화국 시기의 제13대~제18대 대통령 선거

에서 사용된 49장의 포스터에 나타난 후보자의 사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거 포스터의 후보자 외적이미지를 신체적 표현요소와 비신체적 표현요소로 분류한 후 신체

적 표현요소는 표정, 몸동작으로 비신체적 표현요소는 의상아이템, 의상디테일, 색상의 세부 항목

으로 나누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통령 후보자는 시대의 흐

름에 따라 신체적ㆍ비신체적 표현요소에서 점차적으로 친근함과 친숙함이 강조된 이미지를 추구

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신체적 표현요소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양상에 두

드러지는데, 이는 세분화된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후보자들이 개성과 다양성을 추

구하는 데에 기인하며 이들은 의상아이템과 의상 색상의 사용에 있어 보다 차별화된 분위기를 지

향하고 있다. 둘째,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자들의 이미지는 타 후보자들과 공통적으로 친근한 이

미지 표현이 가능한 의상아이템 선정,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몸동작을 사용하여 전략적 이미

지 연출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는 개성적인 아이템보다는 공식석상

에서 착용하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의상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그 색상을 절제하여 사용하며 대중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19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들이 후보자를 인지함에 있어 얼굴 표정과 편안한 몸동작으로서 익숙함이 각인되도록 함에 차이

점이 있다. 셋째, 앞서 진행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포스터에서 나타난 대통령 당선자의 

외적이미지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로 구현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서 대중이 원하는 대통령 당선

인 후보자의 이미지는 비당선 후보자와 비교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의 폭은 적으며, 과장

된 개성의 발현보다는 친근하고 익숙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하여 후보자의 특성을 드러내되 절충

된 형식으로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치인 외적 이미지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단위

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효과적 이미지 메이킹 전략을 예측ㆍ수립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

둘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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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문화에 나타난 남성모델의 패션 스타일 유형 및 특성

클럽문화는 다양한 음악과 패션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대중문화로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트

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ㆍ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편화되면서 영향력

이 가속화되고 있다. 클럽 패션은 젊은이들의 개성과 자유를 표현하는 공간인 클럽에서 연출되는 

스타일로 일반 대중은 물론 유행을 선도하는 하이패션계에도 클럽 패션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다

양한 패션 스타일들이 이를 통하여 영감을 받아 자유롭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클럽 패션 스타일

이 SNS 등을 통하여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음에 따라, 많은 패션 브랜드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향에 따라 패션분야에서도 클럽 패션의 영

향력을 인식하고, 클럽문화에서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에 대해 분석 및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 영역에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패션모델을 중심으로 클럽문화에 나타난 

패션 스타일 유형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그 경향과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가까운 미

래의 패션 트렌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패션브랜

드들의 의상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클럽문화, 패션 스타일 및 패션모델에 관련한 선행 

연구 논문, 국ㆍ내외 단행본 및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활용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2015년 6월 5일부터 2015년 9월 19일까지 약 3달 간 이상 15회에 걸쳐 연구자 본인이 직

접 촬영한 남성모델의 클럽문화 패션 스타일 이미지사진 총 852장을 통하여 정량적 분석을 통한 

사례분석 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클럽문화에 나타난 남성모델의 패션 스타일 유형은 절충적 패션 

스타일 유형, 노출을 강조한 스타일 유형, 아이템을 활용한 스타일 유형, 레이어링을 활용한 스타

일 유형, 베이직 패션 스타일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의 신체에서 표출하는 남성적 매력을 부각시킨 과시적 성적 매력의 부각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넓은 어깨와 발달된 가슴 그리고 근육질의 팔과 같은 남성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질을 부각

시키거나 노출함으로써 탄력 있는 몸매, 건강 및 성적 매력을 표출하는 남성적인 매력을 발산하

기 위한 과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패션 스타일의 혼합을 통한 절충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캐주얼스타일, 댄디스타일, 힙합스타일, 펑키스타일 또는 하이패션과 스트

리트 스타일 등과 같이 서로 다른 패션 스타일의 상호유기적인 혼합 및 절충을 통해 하나의 새

로운 스타일로 표출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독창적인 자신만의 개성을 표출하기 위한 창조적 

자아 개성의 표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레이어링, 믹스앤매치, 원색의 다양한 컬러 활용, 독특한 

스타일의 아이템 착용 등 다양한 방식과 아이템의 활용을 통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패션 스타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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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하기 위한 착장자의 입는 방식에서의 창조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클럽문화에서 나타난 남성모델의 패션 스타일 유형과 다양한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젊은 남성들 또는 클럽에 관심 있는 일반 대중들의 패션 경향을 파악하고 패션 트렌드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클럽문화 및 남성모델의 패션 스타일에 

대한 다각도의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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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다빈ㆍ서민녕ㆍ구영석*
부산대학교

20-50대 여성의 침장제품 텍스타일 디자인 선호도 컬러, 톤, 
무늬를 중심으로

Ⅰ. 서론 및 연구방법

최근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생활용

품에 관련된 수요는 홈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은 주거생활공간을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맞게 가꾸어나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침장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대-50대 여성의 침장제품 텍스타일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대구 부산 지역에서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9월 6일부터 9월 18일에 걸쳐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5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분

석가능한 250부가 자료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결과 및 고찰

20대-50대 여성의 연령에 따른 침장제품 텍스타일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첫째, 연령별 

침장제품 구매 시 선호하는 컬러는 봄과 여름에는 유의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봄 침장제품 컬

러 선호도는 모든 연령에서 화이트 계열을 가장 선호하고, 여름 침장제품 컬러 선호도에서는 모

든 연령층이 블루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과 겨울 선호 컬러에는 유의차를 보였

고 가을의 선호 컬러에서는 전 연령 모두 브라운 색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0대에서는 레드 계열, 30대에서는 화이트와 골드/실버계열, 40대에서는 골드/실버계열을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별 봄, 여름 침장제품 구매 시 선호하는 색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봄 침장제품 선호 

색조는 20대는 밝은 색조, 수수한 색조, 30대는 수수한 색조, 40대는 밝은 색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이 밝고 수수한 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침

장제품 선호 색조는 모든 연령이 밝은 색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가을

과 겨울 침장 제품 구매 시 선호하는 색조에서는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가을과 겨울 모

두 20대, 30대, 40대는 수수한 색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에 따른 봄과 

여름 침장제품 구매 시 선호하는 무늬는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봄에서는 모든 연령층이 

사실적 무늬를 가장 선호하였고, 여름에는 20대는 양식적 무늬, 무늬가 없는 단색, 기하학적, 30

대는 기하학적 무늬, 양식적 무늬, 사실적 무늬, 40대는 양식적 무늬, 사실적 무늬, 기하학적 무

늬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과 겨울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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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다. 가을 침장제품 선호 무늬는 20대는 무늬가 없는 단색, 30대는 기하학적 무늬를, 

40대는 양식적 무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 침장제품 선호무늬는 20대는 무늬가 

없는 단색, 30대는 기하학적 무늬와 무늬가 없는 단색, 40대는 무늬가 없는 단색을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의 침장제품 텍스타일 디자인 선호도에 부합하는 디자인의 침장제품 출시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 연령에 따라, 계절에 따라 선호하는 침장제

품의 텍스타일 디자인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계절 등의 조건

에 따라 선호되는 텍스타일 디자인이 다르고 그에 맞추어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생길 것

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아직은 디자인의 다양성면에서 미흡한 국내 침장제품 시장이 

소비자의 연령, 침구류 사용 계절과 같은 요인에 따른 제품 디자인의 차별화를 추구할 것을 제안

하며 또한 디자인의 차별화, 다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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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지ㆍ구영석
부산대학교

홈 패션 확장브랜드와 소재 특성 분석
: 자라 홈과 에이치앤엠 홈을 중심으로

Ⅰ. 서론

현대 소비자들은 제품이 아닌 브랜드를 구매하고 있다. 제품의 일차적 속성을 구매를 하기 보

다는 소비자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상징적 의미에 따라 선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

쟁력을 가지기 위해 기업은 브랜드 자산을 활용하고, 또한 그것을 높이는 방법으로 브랜드 확장

을 이용하고 있다.1) 특히 패션 브랜드는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

여, 홈 패션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브랜드의 홈 패션 브랜드로의 확장과 홈패

션 제품의 소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대상

연구 대상은 글로벌 SPA 브랜드 ‘자라’와 ‘에이치앤엠’의 기존 브랜드와 확장된 홈 패션 브랜드

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범위는 홈 패션 브랜드의 주력 제품인 베개 및 이불, 담요, 커튼으로 

한정하였다. 단 샤워커튼은 제외한다. 매거진,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자료와 전문지를 활용하였

다. 또한 소재는 2015년 자라 홈과 에이치앤엠 홈의 공식 홈페이지의 사진 및 설명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홈 패션 확장 브랜드(Zara Home, H&M Home)

브랜드 확장이란 한 제품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기존의 브랜드를 새로운 제품군에 진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장에 신제품을 소개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의 

즉각적인 관심을 끌기 위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2) 프레스티지 패션 제품의 구매뿐만 

아니라 패션 브랜드가 지향하고 제안하는 라이프를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확고하게 

경쟁력을 구축한 세계의 패션 브랜드들은 브랜드 확장과 콜레보레이션을 통해 타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패션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들 패션 브랜

드의 인테리어 분야로의 진출이 인테리어 홈 브랜드로의 확장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3)

1) 이승희, 장윤경 (2007). 패션 브랜드애착이 확장된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1(1), 151~161.

2) 임성경, 유지헌 (2010). 국내 전개 패션 상품의 브랜드 확에 관한 연구 - 메인 브랜드가 세컨드 브랜드에 미치는 영

향 -.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8(3), 58.

3) 이은옥 (2009). 패션브랜드와 확장 인테리어 홈브랜드의 텍스타일디자인 유사 특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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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SPA 브랜드 자라와 에이치앤엠 역시 홈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였으며, 한국에 입점되어 

있다. 자라는 스페인에 본거지를 둔 인디텍스의 대표 브랜드다.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패션 기

업으로 2013년 자라 홈을 설립했다. H&M은 스웨덴에 본거지를 둔 의류 브랜드이다. 2007년 이

후 모노 브랜드 정책을 버리고 멀티 브랜드로 전환했으며 H&M 홈, H&M 스포츠 등 새로운 카

테고리를 추가했다.

두 브랜드 모두 침구용품, 욕실용품, 키친 용품, 데코레이션, 홈웨어 등의 품목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소재와 데코 상품의 제공을 통해 옷을 스타일링하는 것처럼 생활공간을 스타일링 할 수 

있다. 최근 1인 가족의 증가와 함께 홈 패션에 대한 관심 상승으로, 젊은 층에게 합리적인 가격

으로 트렌디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라 홈과 에이치앤엠 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 소재 특성

1) 베게 및 이불

자라 홈의 이불 및 베개의 소재는 주로 면 사용한다. 무채색, 밝은 톤, 수수한 톤의 색상이 

주로 사용되지만 패턴의 색상은 다양하다. 패턴은 보통 전체적으로 배열되지만 가장자리에 포인

트로 배열되기도 한다. 페이즐리 패턴과 플라워 패턴이 대다수이며 동ㆍ식물, 스트라이프, 체크, 

아르누보, 아르데코 등 다양한 패턴이 있다. 표현 양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직조 

과정에서 문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카드, 니트의 짜임 등이 있다. 둘째, 무지 원단 위 가공하는 

것으로 자수, 스티치 및 퀼팅, 프린트 등이 있다. 특히 스티치 및 퀼팅은 폭신폭신한 시각적, 촉

각적 감각을 제공한다. 또한 프릴, 레이스, 프린징 등의 장식이 존재한다. 에이치앤엠 홈의 이불 

및 베개의 주 소재와 색상은 자라 홈과 동일하다. 패턴은 보통 전체적으로 배열되지만 레터링과 

같이 포인트가 되는 것은 공간 배열이 되기도 한다. 동ㆍ식물, 직선 및 도형, 추상적 무늬 등을 

볼 수 있다. 문양은 대부분 프린트로 표현되며 프린징의 장식이 존재한다.

2) 담요

자라 홈의 담요의 소재는 주로 면, 울, 린넨,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 다양하며 계절에 따라 선

택이 가능하다. 무채색, 밝은 톤, 수수한 톤의 색상이 주로 사용되지만 문양의 색상은 다양하다. 

문양은 동ㆍ식물, 스트라이프, 체크, 페이즐리 등 다양하다. 특히 체크무늬는 프린트 한 것과 퍼

의 길이 변화로 표현한 것이 있다. 표현 양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코바늘 질감, 

체크 모양, 꽈배기 모양, 그물 모양 등 다양한 니트의 짜임이 있다. 둘째, 무지 원단 위 가공하는 

것으로 보통 프린트를 한다. 또한 프린징 장식을 많이 볼 수 있으며 프린징 색상만 달리하여 포

인트를 주기도 한다. 에이치앤엠 홈의 담요의 소재는 주로 아크릴을 사용한다, 페이크 퍼로 포근

한 촉감을 주거나 니트를 짤 때 금ㆍ은사를 넣어 광택을 주기도 한다. 무채색 혹은 어두운 톤의 

색상이 주로 사용된다. 대부분 문양이 없으며 니트의 짜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3) 커튼

술대학 섬유미술학과, 10.



126 _____ Convergence of Fashion and IT

자라 홈의 커튼 소재는 주로 면, 린넨, 폴리에스터 등이다. 오간자, 얇은 마 등 슬릭 재질을 

사용하거나 짜임이 성글어 틈 사이로 빛이 통과하는 레이시 재질을 사용하기도 한다. 흰색, 밝은 

톤, 수수한 톤이 주로 사용된다. 동ㆍ식물, 스트라이프, 다마스크 문양 등을 볼 수 있지만 문양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표현 양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직조 과정에서 문양을 내

는 것으로 자카드가 있다. 둘째, 무지 원단 위 가공하는 것으로 프린트와 자수가 있다. 에이치앤

엠 홈의 커튼 소재는 주로 면을 사용하며 무채색이 대다수이다. 문양이 없는 무지이거나 사실적

인 문양이 프린트되기도 한다.

Ⅳ. 결론

기존 브랜드에서 확장된 브랜드는 유사한 브랜드 명을 사용하고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제공한

다. 이와 동시에 패션 브랜드에서 확장된 홈 패션 브랜드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특히 SPA 

브랜드의 확장 브랜드인 자라 홈과 에이치앤엠 홈은 소비자들의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제안한다.

소재 분석 결과, 베게 및 이불과 담요의 소재는 주로 면이며, 이불보다 휴대성이 있는 담요는 

소재가 더욱 다양하여 계절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어느 생활공간에도 잘 어울리는 무채색, 밝

은 톤, 수수한 톤을 많이 사용한다. 문양이 없는 무지 제품이 베이직한 제품으로 가장 많지만 빈

번하게 사용되는 문양은 동ㆍ식물의 사실적ㆍ양식적 문양, 직선 및 도형 혹은 스트라이프와 같은 

기하학적 문양, 페이즐리 문양이다. 표현양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직조 과정에서 

자카드, 니트의 짜임을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무지 원단 위 가공하는 것으로 프린트가 대다수이

고 자수, 스티치 및 퀼팅 등이 있다. 특히 니트의 짜임, 스티치 및 퀼팅 등의 표현양식은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 특성상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을 고려한 것이다.

커튼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베게 및 이불과 담요와 가장 다르다. 피부에 빈번하게 접촉하는 제

품이 아니기에 시각적인 효과를 많이 고려한다. 슬릭 재질 혹은 레이시 재질을 사용하여 빛이 통

과되도록 하며 광택이 나는 소재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색상은 무채색, 밝은 톤, 수수한 톤을 많

이 사용한다. 무지 제품이 베이직한 제품으로 가장 많으며, 사실적ㆍ양식적 문양을 프린트한 것

이 다음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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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ㆍ조은정
원광대학교

21세기 초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Rib Knit 디자인 분석

Ⅰ. 서론

과학과 산업의 고도성장과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로 여가를 즐길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능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캐주얼웨어의 요구가 

증가되었고, 신축성, 유연성 및 보온성 등의 다기능을 가진 니트가 캐주얼웨어나 스포츠 레저용 

의류로 적합하여 급부상하고 있다(Kim, 2003). 매년, 매 시즌 발표되는 컬렉션을 통해 패션트렌

드를 살펴보면 니트웨어를 착용한 스타일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Rib knit는 양면으로 편성되

는 조직으로 바늘 배열에 따라 1×1, 2×1, 2×2, 3×3 등으로 편직 된다. 이 조직의 특징은 코스

(course) 방향으로 신축성이 매우 좋으며 주로 허리, 소매 단에 이용되기도 하고 다양한 복종에 

사용된다. 

니트웨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니트의 역사에 관한 연구(Jun, 2002), 핸드 니트나 

기계편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디자인 개발하는 연구(Kim, 2003)가 있고 니트 마케팅에 관한 연구

(Kim, 2001), 니트기법 특성에 관한 연구(Kwon, 2005), 니트웨어의 디자이너 작품분석 연구(Lee, 

1996) 등이 시도 되었으나 구체적으로 rib knit 디자인의 디자인 요소별 특성을 다룬 실증적인 연

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니트웨어 중에서도 그 출현빈도가 높은 rib knit 작품에 표현된 디자인 특성

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Paris, Milan, New York, London, Madrid, Düsseldorf, Barcelona 등 

세계적인 컬렉션을 중심으로 패션잡지를 이용하여 내용분석법으로 연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니트

웨어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Rib knit의 특성 

Rib knit는 위편(weft knit)의 한 종류로 직물과 같이 편편하게 또는 옷감의 폭을 조절할 수 

있게 횡편기(flat knitting machine)를 사용해서 편직 될 수도 있고, 재봉선이 없는 스타킹처럼 환

편기(circular knitting machine)에 의해서 원통의 편성물로도 생산될 수 있다. 위편의 기본조직으

로는 rib knit 외에도 plain knit와 purl knit가 있으며 고무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rib knit는 겉

코 세로줄과 안코 세로줄을 교대로 짜서 만든 것으로 안팎 외관이 동일한 조직으로 편성속도가 

plain knit에 비해서 다소 느리지만, plain knit와 달리 끝이 말리지 않기 때문에 스웨터 밑단, 소

매 끝, 모자, 장갑의 손목, 양말의 목 등에 주로 이용된다(Kim, 2001). 0×0 rib knit는 앞 바늘과 

뒷 바늘의 바늘을 전부 사용하여 편직물의 앞코를 앞 바늘로, 뒤코를 뒷 바늘로 교대로 편성한 



128 _____ Convergence of Fashion and IT

것이다. 편직물의 표면효과로서는 rib이라고 하기 보다는 앞뒤가 같은 plain knit라는 느낌이 들

고, 스웨터의 몸판에 많고, 고무단 등의 부속에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는다. 많이 사용되는 아이템

의 종류에는 pullover, cardigan이 있다. 1×1 rib knit는 뒷 바늘 및 앞 바늘을 1 바늘씩 교대로 

편직 한 것으로 고무단 등에 사용된다. 2×1 rib knit는 뒷 바늘 및 앞 바늘을 사용하여 편직하게 

되는데 처음 한 코는 앞뒤 바늘을 사용하여 형성하고 두 번째 코는 뒷 바늘로 형성하고 세 번째 

코는 앞 바늘만으로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반복시켜 형성시킨 것이다. 형성된 모양은 앞 바

늘로 2개의 겉뜨기를 편성한 다음에 뒷 바늘로 2개의 안뜨기를 편성한 것이다. 이 편직물의 특징

은 웨일의 방향으로 분명한 이랑이 나타난다. 신축성은 2×2 rib 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고무단

에 많이 사용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0년 SS부터 2005년 FW까지 6년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rib knit의 디

자인 특성분석을 위해 패션잡지 Collezioni와 Collezioni Donna에 나타난 rib knit 작품 총 291건

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여 item, silhouette, detail(neckline, collar, sleeve, pocket), trimming, col-

or 등의 5개의 category를 분석항목으로 정하였다. Milan, Paris, New York, London, Barcelona 

등에서 발표된 Prêt-à-Porter Collection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의 사진은 가능한 정

면을 선택하였으며 시각적인 분석만 실시하였기에 이에 따른 제한이 있음을 밝혀둔다.

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rib knit 작품의 item은 모두 15종류로 pullover 135건(46.4%), cardigan 

58건(19.9%), coat 23건(7.9%), one-piece dress 21건(7.2%), blouse 15건(5.2), sleeveless 11건

(3.8%), cape 7건(2.4%), pullover & skirt 5건(1.7%), vest 4건(1.4%), twin-set 3건(1.0%), cami-

sole 2건(0.7%), cardigan & skirt 2건(0.7%), jacket 2건(0.7%), shirts 2건(0.7%), blouse & skirt 

1건(0.3%)의 빈도순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Table 1>. Pullover, cardigan, twin-set, pullover & 

skirt, cardigan & skirt를 포함하면 거의 70%로 rib knit 디자인은 pullover와 cardigan으로 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아이템인 rib knit pullover는 계절에 관계

없이 빈도가 높았으며 코디용 단품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1). 그 다음으로 높

은 빈도로 나타난 아이템은 전통적인 니트웨어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cardigan이

었다. Zipper를 사용하여 심플한 감각을 표현한 스타일(Fig. 2)과 button을 사용하여 단정하게 또

는 언밸런스한 여밈으로 변화를 시도한 cardigan 스타일 등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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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ib Knit Items

Item Frequency(%)

pullover  135(46.4)

cardigan  58(19.9)

coat  23(7.9)

one-piece dress  21(7.2)

blouse  15(5.2)

sleeveless  11(3.8)

cape  7(2.4)

pullover & skirt  5(1.7)

vest  4(1.4)

twin-set  3(1.0)

camisole  2(0.7)

cardigan & skirt  2(0.7)

jacket  2(0.7)

shirts  2(0.7)

blouse & skirt  1(0.3)

Total 291(100.0)

 

본 연구에서 분석된 rib knit의 silhouette은 모두 10종류로 slim silhouette 147건(50.5%), 

H-line 46건(15.8%), straight 32건(11.0%), fit & tight 25건(8.6%), Y-line 12건(4.1%), trapeze 10

건(3.4%), shift 9건(3.1%), balloon 6건(2.1%), barrel 3건(1.0%), wineglass 1건(0.3%)의 빈도순으

로 나타났다. 20세기 초에 유행하였던 일자형 실루엣의 종류인 slim silhouette, H-line, straight 

silhouette의 빈도가 77%를 차지하여 당시 유행하고 있는 실루엣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rib knit 특유의 신축성을 보여주는 fit & tight silhouette을 포함하여 다양한 실루엣이 rib knit로 

표현되었다. 

분석된 291건의 rib knit 작품의 neckline은 모두 23종류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turtle neckline 73건(32.0%)과 high neckline 38건(16.7%)이 46.7%로 rib knit에 사용된 대표적인 

neckline이라고 할 수 있다. Collar의 형태는 모두 18종류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tri-

angle collar 12건(19.0%), shawl collar 10건(15.9%), bertha collar 6건(9.5%)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하였다. Sleeve는 모두 11종류가 나타났으며 그 중 set-in sleeve가 132건, 45.4%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다. Rib knit 패션에도 우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sleeve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rib knit의 color는 모두 17 ranges와 64가지의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었

다. White의 빈도가 1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color range로는 yellow, red, beige, blue 

range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의 빈도는 white, black, gray를 포함하여 전체의 35.1%를 차지

하였다. 유채색 중에는 yellow와 red의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당시 유행했던 color가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Sonia Rykiel은 (Fig. 3)에서 vivid red color의 모피 장식과 나뭇잎 프린트를 특징

으로 디자인한 one-piece dress를 제안하여 디자이너들이 니트웨어 디자인에 다양한 유채색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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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Fig. 1. Tomas Stefanell

03 FW MILAN p.92

Fig. 2. Miguel Palacio

01 FW MADRID p.313

Fig. 3. Sonia Rykiel 

00 FW PARIS p.309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rib knit 작품의 디자인 특징을 

패션잡지에 실린 패션컬렉션 사진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Rib knit로 된 item은 모두 15가지로 

일반적으로 pullover sweater에 주로 사용되는 니트로 알려져 왔던 rib knit에 대한 통념을 벗어

나 매우 다양한 아이템에 rib knit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빈도가 높은 아이

템은 역시 pullover로 slim silhouette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Rib knit pullover는 상체의 곡선라

인을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단품으로 하의와의 코디네이트로 많이 이용되었다. Rib knit의 활동적

이고 강한 이미지의 조직특성을 살려 casual image를 주로 표현하는 rib knit 아이템은 turtle 

neckline과 triangle collar, set-in sleeve의 detail을 갖는 slim 또는 straight silhouette의 형태로 

FW 시즌에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Color는 white를 중심으로 한 black, gray 등의 무채색이 높

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부터 유행컬러로 무채색이 계속적으로 제안되었고 이러한 영향

이 니트웨어 디자인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유채색으로는 pale beige, beige, pale yel-

low, grayish yellow가 주로 이용되었고 dark red, deep red, vivid red와 같은 강렬한 색상도 보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캐주얼웨어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니트웨어 디자인을 rib knit로 제한하

여 구체적이면서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패션업체의 상품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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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 Ri Kim1)

Chil Soon Kim1)

Kyung Hee University Two Different Approaches of Digital Jacquard Weave Pattern 
Generation to Correspond to Multi-coloured Artworks

Ⅰ. Introduction

Digital technology is intimately involved in Jacquard textile design and its fabrication 

nowadays. As electronic weaving machines are designed in weft-pattering mechanism, they 

are generally settled with a continuous style of the warp. Therefore, colours of an applied 

artwork are reproduced with a small number of filling yarns. Years of textile research in-

troduced numerous approaches to enhance capability towards weave colour expression and 

discovered that a primary group of a colour system have a momentous influence on weave 

colour establishment and its scope enlargement (Kim, 2015). Since colour information that are 

provided under a specific colour system can be used as a standard when aligning weave 

structures. Therefore, in this study, two different methods of weave pattern generation are in-

troduced to correspond to multi-colour artworks.

Ⅱ. Research Method

In modern Jacquard weaving, the weft pattern method is widely adopted for multi-col-

oured woven textiles. Therefore, when digital technology is engaged in the process of weave 

pattern generation, they are designed based on the primary colour classification. By employ-

ing a small group of filling yarns which are pre-coloured in primary colour range, the yarns 

are juxtaposed and designed to enlarge their accessible colour scope.

Firstly, weave pattern can be designed based on the density of ink or pigment that is 

provided for a target colour reproduction (Kendra, 2004). As cyan, magenta, yellow and 

black are grouped as primaries and their requirement are defined by ink percentages gen-

erally ranging from 0 to 100. In this approach, an original artworks are scanned or presented 

in a monitor and an image is converted into an indexed colour format that offers the colour 

scope within 256 colours at its maximum. The number of colours can be controlled and 

managed as far as the employed artwork maintains natural colour tones. The calculated per-

centages of ink or pigment are a significant information to fulfil associated colour regions 

with appropriate amount of filling yarn exhibition.

Secondly, as colours are reproduced by a colour system with its user-defined prim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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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colour management systems have one or more functions to explain their connections 

for reproduction. Currently, the simplest model used to describe the substrates of individual 

images is a “grey-scale” or non-chromatic function (Randall, 2004). Since each primary colours 

can be recognised by filtering or removing a certain primary component from an image 

(Qidwai, 2010), individual colours are identified by primary value from the separation 

process. Once an artwork is separated, each primary layers are attained in greyscale images 

of which values are used as a standard in applying weave structures.

The two different colour managements for the digital weave pattern generation are in-

spected by producing an identical artwork that is design with a wide scope of colour rages 

in seamless shades. By receiving actual woven fabrics, the fabric quality is reviewed and 

studied.

Ⅲ. Results & Discussion

The different approaches to design digital weave pattern are examined by fabricating a 

multi-colour image in woven form. Both of weave patterns are capable of generating quali-

fied gradient colours and presented in lively colour way. When designing weave pattern 

based on the pigment or ink density in an index image form if the colour minimisation is 

inappropriately applied, colour blocking lines would appear on a fabric surface. However, 

employing an original artwork in the index image as a weave pattern, when reduction is ap-

plied, the colour state or condition is instantly identified and confirmed so that assisted to 

preventing a low quality of fabric colours. In contrast, when digital weave patterns are gen-

erated by split primary colours, each greyscale image can be also redefined by reducing a 

greyscale variety. However, as there have been no way to identify the problems, some of 

fabrics are shown colour blocking lines in reproduction of the artwork.

Ⅳ. Conclusion

In modern weaving, Jacquard textile patterns are realised and rendered in a digital space. 

Therefore, in assistance of computerised system such as computer-aid-design (CAD) pro-

grammes and colour systems, varied methods would be approached and proposed to in-

novate woven textile design and its fabrication method. Regarding current technological at-

mosphere, understanding the involvement of digital technology in weaving would be essential 

to devise a nove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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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ㆍ김칠순1)

경희대학교
2010-2015년 샤넬, 루이비통, 발렌티노,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콜렉션에 선보인 차이나 시크 트렌드 및 디자인 분석 

최근에 중국 소비자는 럭셔리 시장에서 중요한 소비층이 되어 많은 서양 디자이너들이 차이나 

시크(China chic) 디자인 요소를 잘 이용함으로써 그들은 중국 시장을 겨냥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는 4개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S/S, F/W 시즌 컬렉션 고찰을 통해 

차이나 시크 트렌드와 중국적 디자인 요소의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양에

서 보는 관점에서 중국풍 차이나 시크의 요소를 고찰하기 위하여 서양에서 탄생한 글로발 브랜드 

중에서 중국인이 선호한다고 판단되어 선정된 샤넬, 루이비통, 발렌티노, 조르지오 아르마니 네 

개 패션 브랜드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션 콜랙션 작품이며, 연구 방법은 문헌적 연구로 

패션전문 사이트로부터 컬렉션 자료 뿐만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전문 서적, 논문자료등을 수집하

였다. 자료분석은 각 브랜드에 나타난 차이나 시크 디자인 요소의 색채, 디자인 디테일, 패턴의 

관점에서 주관적 분석을 진행하여 주어진 기간 동안의 차이나 쉬크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샤넬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매년 차이나 시크 성향이 나타났으며, 2010년 출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루이비통은 2011년 S/S, 2013년 S/S의 컬렉션에서, 발렌티노는 2011

년부터 2015년까지 컬렉션에 차이나 시크 트렌드양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차이나 시크 디자인을 선보였으며 2011년 F/W과 2015년 S/S 는 

중국풍을 주제로 진행하였다. 디자이너 별로 분석한 결과는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가 네 개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 차이나 시크적 디자인 빈도와 출현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차이나 시크 패션 경향은 2011년에 등장한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약세를 보이다가 2015

년 다시 도약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디자인 요소의 색채면 에서는 적색, 흑색, 청색, 자색

이 많이 나타났으며, 디자인 디테일 면에서 전통복식 치파오의 입령 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패턴으로는 식물문양이 가장 자주 나타났고 그중에서 꽃문양, 대나무 문양이 많이 사용되었다. 

샤넬은 주로 색채를 매개로 하여 차이나 시크를 표현하였고, 루이비통은 디자인 디테일을 통해 

차이나 시크 적 요소를 보여주는 반면 발렌티노와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주로 패턴으로서 중국적 

요소를 많이 이용하였다. 이 결과는 글로벌 브랜드 디자이너들이 활용한 차이나 시크 디자인 특

성에 대해 고찰한 결과이다. 그러나 세계 패션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서 향후 서양 디자이너가 인식하는 차이나 시크가 아닌 중국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차이나 시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해본다. 이 결과는 한국 패션브랜드들도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 차

이나 시크를 적용한 상품디자인을 중국소비자를 공략해야 하며, 중국 디자이너들 역시 국제무대

에 진출시 글로발적 차이나 시크 디자인을 개발해야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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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경주대학교

알타이 지역 스키타이 파지리크 기사의 복식 분석 

Ⅰ. 서론

파지리크 고분군은 알타이 지역에 살았던 스키타이 종족의 고분군으로 1947년 러시아의 고고

학자 루덴코(S. I. Rudenko)에 의해 발굴되었다. 기원전 5-3세기로 편년되고 있는 이 고분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어 중앙아시아의 유목문화 연구에 중요한 실증적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파지리크 양탄자에 묘사되어 있는 기사의 형상은 이 지역에 살았던 스키타이 종족의 복식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식의 원형으로 거론되고 있는 스키타이 복식 중 지리적으로 중국 문

화권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중국 문화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파지리크 고분군의 파지리

크 기사 복식을 분석하여 그 복식의 형태가 우리나라 고대 시대 복식의 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

는 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이다. 

Ⅱ.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우리나라 복식의 유형이 스키타이 복식의 유형과 비슷하여 우리나라 복식의 원류가 

유목민족의 복식 유형이라는 종래의 학설을 진단하기 위함이다. 스키타이 복식의 연구는 우리 복

식의 원형을 찾으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학계에서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파지리크 기사의 복식은 훼손이 거의 되지 않고 원형 그대

로 보존되어 있는 실증적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인용은 많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

리나라에서는 확실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 분석의 의미는 크다 하겠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와 아울러 파지리크 고분군의 발굴 자료와 보고서 등을 종합 분석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파지리크 기사는 무릎까지 오는 긴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Sarapis)와 통이 좁은 바지를 착

용하고 있다(그림 1, 2). 

웃옷인 사라피스에는 옷 끝의 선 장식선과 어깨 장식 선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3). 이 장식선

들은 스키타이 웃옷(그림 4)의 일반적 특징이나 이중 어깨 장식선은 비교적 신분이 높은 계급에

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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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깨의 장식선은 의복의 서로 다른 구성도에 따라 나타나는 솔기를 장식한 것으로 러시아

의 고고학자 클록코(Klocko)에 의해 분류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장영수가 ‘스키타이인의 의복 연구

(흑해지역 스키타이인을 중심으로)’에서, 유물에 묘사된 스키타이 인들의 웃옷을 세가지 구성도

(Fig. 1)에 따라 분석하여 이 어깨 장식선을 가진 웃옷은 신분이 높은 스키타이 인들이 착용했음

을 밝혀내었다. 

그러므로 어깨 장식선이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는 웃옷을 착용한 파지리크 기사는 신분이 높은 

스키타이 인임을 알 수 있다. 

(Fig. 1) 스키타이인 웃옷의 세가지 구성도, (Klocko, 1991, p. 105).

바지는 통이 좁으며 바지 끝에는 신발이 붙어 있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를 ‘아낙시리데스

(Anaxyrides)' 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위에 혹은 그 위에’ 라는 뜻을 갖는 ‘ana'와 '신

발의 한 종류’ 라는 뜻을 갖는 ‘-xyris'가 합쳐진 단어에서 유래했다. 이런 형태의 바지는 말 탈 

때 기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바지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형태의 바지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다리우스 왕이 건국 직 후인 기원전 521년에 

강력한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겨놓은 비수툰 부조의 스키타이 왕 스쿤차(그림 5)에서 

관찰되며 또한 비슷한 시기로 편년되는 아파다나 궁 조공도에 묘사된 스키타이인(그림 6, 7)에서

도 관찰된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로 편년된 흑해 북쪽의 내륙 지방인 페레데리지바(Perederiji- 

wa)의 헬멧에 묘사된 스키타이인(그림 8)도 이런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1> 파지리크 기사, 

Preservation of the 

frozen tombs of the Altai 

Mountains, p. 51, Fig. 4.

<그림 2> 상세도, 

Parzinger, 2007, p. 46)

<그림 3> 상세도 <그림 4> 스키타이 

의복의 상세도,(Klocko, 

1991,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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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해보면 이런 형태의 바지는 시기적으로는 기원전 4-6세기에 파지리크 지역인 남 시

베리아, 또 아케메네스 왕조에 묘사된 스키타이 인들이 살았던 아랄해의 중앙아시아 그리고 흑해 

북쪽의 내륙 지방 스키타이인 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지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바지의 형태는 비슷한 시기 흑해 북쪽 지역의 스키타이인들이 착용한 폭이 약간 넓

은 주름 잡힌 형태(그림 4)와는 다른 형태인데 이는 흑해 북쪽 지역의 스키타이 복식이 그리스 

복식의 일반적인 특징인 드레퍼리의 성향을 띠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는 복식의 원형이 

인접문화의 영향으로 형태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5> 비수툰 부조의 스키타이 왕 스쿤차, 연구자 촬영.

<그림 6> 아파다나 궁 조공도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Walser, G.(1966), Taf. 18.

<그림 7> 상세도, Koch(1992), p. 107, Abb. 62.

<그림 8> 페레데리지바(Perederijiwa) 헬멧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바지(Seipel, 2009, p. 162)

Ⅳ. 결론 

앞의 분석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지리크 기사는 무릎까지 오는 긴 튜닉형 저고리 '사라피스'(Sarapis)와 통이 좁은 바지를 착

용하고 있는데 바지 끝에 신발이 붙은 ‘아낙시리데스(Anaxyrides)' 이다.

이런 형태의 복식은 일반적으로 스키타이인들의 복식의 기본 형태라고 일컬어지는 흑해 북쪽 

지역의 스키타이인들의 복식형태와는 같은 유형이나 세부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바지

의 형태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파지리크 기사의 바지는 통이 좁은 형으로 신발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이는 아랄해 지역 스키타이인 또 흑해 북쪽 내륙 지역의 스키타이인 들에서도 관찰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흑해 북쪽 지역 스키타이인들의 바지는 통이 약간 넓어 주름이 잡히는 형태이

다. 이는 이 지역 스키타이인들의 바지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드레퍼리 형으로 변화한 것

으로 복식의 형태가 인접 문화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파지리크 기사의 웃옷은 스키타이 복식의 기본형으로 알려져 있는 흑해 북쪽 지역 의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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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키타이인 웃옷의 형태와 같다. 또한 스키타이인의 웃옷의 특징으로 여겨는 옷 끝의 장식선

과 어깨의 장식선도 관찰되고 있다. 이 중에서 신분이 높은 계층에서 나타나는 어깨의 장식선이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어 파지리크 기사는 신분이 높은 스키타이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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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호ㆍ구영석
부산대학교

정장의류소재의 발달과 역사
: 근대, 현대

Ⅰ. 서론

시대를 막론하고 기술의 발전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생활의 질이나 추구하는 가치와 무

관하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사람들의 감성과 융합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의 

산물을 만들어 낸다. 그로 인해 섬유, 패션산업에서도 시대마다 새로운 섬유기술을 응용한 의류

가 생산되었다.

소비자가 의복에서 느끼는 감성은 여러 가지이고 의복의 기능에 따라 착용 자는 다양한 감성

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감성은 소재와 디자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 소비자의 감성에 

적합한 의복을 만들기 위하여 착용자의 사회적신분이나 라이스스타일을 고려하여 적합한 소재와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현대에는 의복을 일반 소비재가 아닌 또 하나의 개인 취향이 크게 반영된 기호품으로 분류하

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다. 소재는 색상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구성요소 이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선

택에 큰 영향을 준다. 소재의 활용에 따라 의복의 이미지는 컨셉 자체의 변형을 야기하기도 한다.

다양한 의복 제품 중에서 남성정장은 의류 소재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기능과 감성을 제공하

는 아이템으로 날로 진화 하고 있다. 사실 남성 정장은 서구문물 유입과 그 시기를 같이하고 있

지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인식되었다. 우리나

라는 이미 남성 정장에서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서양선진국에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의 질을 

갖춘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그 시대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며 천연섬유, 합

성섬유, 인조섬유 등의 의류 소재가 발전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어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오해순, 2002).

이 연구에서는 각계각층에서 패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패션시대인 요즘 클래식을 넘어 더

욱 더 트렌디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 남성정장의 국내유입 이후 변화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그 

의복의 탄생과 발전과정 및 소재에 대한 발전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논문에 서술된 남성정장의 역사와 정장소재의 특성 그리고 시대별 소재의 발달 역사에 대

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국남성패션문화협회(2013), 고은주(2001). 패션정보산업 등의 선행연구와 

문헌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매일경제 Luxmen 제40호(2014년 01월) 기사, 패

션엔미디어, www.fashionn.com과 같은 매거진과 사전 그리고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해서 설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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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되었다.

Ⅲ. 결과 및 고찰

1. 슈트의 역사와 개념

1) 유럽의 슈트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자국의 기간산업을 패션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놓았다. 그래서 그 후

손들이 오직 선조들의 유산만으로도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유럽의 헤게

모니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화려했던 프랑스식 복장이 잦아들고, 보수적이

고 전통을 중시하는 영국문화가 부상하게 된다(김미영, 1989). 남성복은 영국 런던의 유서 깊은 

맞춤복 거리인 세빌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통을 고집하던 영국인들에 비해 예술에 대

한 감각이 남다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스타일과 멋을 즐기는 이탈리아인들이 남성복의 기초를 

세웠다.

2) 우리나라의 슈트

이탈리아에 비하면 아직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를 갖지 못한 우리에게 나폴리의 슈트 역사가 

시사 하는 바가 아주 크다. 우리나라의 정장의 시작 시점에 대해선 2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우리 땅에 정장을 입고 들어온 때, 정장을 입은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한 문호개방의 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양복을 제도로서 허용한 시기를 언급한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양복의 시작이라고 하

면 보통 제도로서 허용한 1895년을 기준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 의류소재의 개념

의류제품에서 말하는 소재란 옷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직물이나 편물, 부직포 등 모든 

종류의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질감과 성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재의 

질감과 성질은 매우 다차원적인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 의복에 사용되는 소재는 의복의 색채와 

형태를 이루는 매개체이다. 의류에 사용되는 소재는 촉각, 시각, 청각에 의해 지각되고 질감은 이

러한 다차원적 감성에 의해 통합적으로 지각된다. 소재의 질감에 대한 감성은 시각적 요소에 의

해 90%이상 결정되므로 소재의 시각적 이미지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안정원, 2005).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들은 직물의 감각적 성능의 평가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감성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평가였지만 최근에는 직물에 대한 감성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재의 질감을 실제로 만지고 느껴볼 수 있는 촉각에 대한 감성연구

가 주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시각적 감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정장소재

좋은 슈트란 어떤 소재로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하다. 좋은 원단은 좋은 슈트를 만들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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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격과 직결된다. 품위 있는 신사의 옷차림, 진정으로 좋은 슈트의 출발점은 바로 좋은 원단이다. 

원단은 슈트 품질의 반 이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모직이 60여 년간 기술과 

규모 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지금은 2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세계적 모직물업체들과 어깨를 나란

히 하고 있다. 요즘 맞춤양복점에 가면 원단번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지만, 원단번

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만연해 있어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소재의 발달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섬유는 크게 합성섬유와 천연섬유로 나눌 수 있다. 천연섬유는 이

미 4천여 년 동안 합선섬유는 100여 년 동안 사용되고 있다. 천연소재는 인간과의 친화력이 뛰어

나고 쾌적하다. 하지만 수확량이 일정하지 못해 공급을 예측하지 못하고 1인당 섬유소비량을 충

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조섬유의 등장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1) 근대

1970년대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정상의 기술변화나 혁신을 추구하여 물 대신 거품이나 용

매를 사용한 가공 염색 기술이 응용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역점을 두어 제품에 약간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미하였다. 1990년대는 산업화가 최고조

에 이르고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이 가시화된 시기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물질의 양적인 만족보다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였다.

2) 20세기

1900년대 후반은, 개인의 느낌을 중요시하는 흐름과 함께 디지털 혁명과 지식사회의 도래로 

인하여 인류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때부터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의 유기면과 같은 웰

빙 소재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보호기능 뿐만 아니라 환경과 건강까지 생각하는 소재로 발전하

였다. 이로 인해 개인의 감성에 기초한 데이터가 중요시되면서 감성 과학적 접근이 필수적 요소

가 되었다.

3) 21세기

2000년대 이후는 나노테크놀로지가 일반화되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

발 중인 스마트 소재와 인텔리전트 소재 등을 이용한 의복들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소재를 활용한 슈트는 슈트의 디자인적 특징을 보호하면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웨어로서 활동성과 스마트한 기능성이 더해진 신개념 슈트다. 이러한 스마트소재와 기능을 활용

한 비즈니스웨어는 점점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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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의류는 이제 내구 소비재가 아니라 소비자 각각의 기호와 개성에 따라 선택되는 일종의 감성 

기호품이 된 지 오래다. 소재는 제2의 색상이라고 불리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류구매 시, 소

비자에게 소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동일한 디자인의 의복이라도 어떤 소재가 사용되었

는지에 따라 의복의 이미지는 확연히 달라진다.

슈트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는 그 자체로서 최종 제품의 용도와 형태를 결정짓는 경향이 크므

로 의류상품 기획 시 소재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디자인 복제가 매우 쉽고 빠르게 이루

어지는 의류산업의 상황에서 소재는 의류 제품에 고유성과 차별성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패션 아이템 중에서 남성 슈트의 개념을 정리하고 유럽과 우리나

라의 유입 역사를 알아봤으며, 소재의 특성과 시대별 발달 및 역사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서양 패션 강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장의 역사가 짧고, 패션의 전반적인 산업면에서도 그 

역량이 부족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입장이 모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장의 유입 후로 다양

한 역사적 사건들을 겪으며 발달하여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대기업을 중심으

로 한 대량생산 체계의 정장 산업이 정착해 국내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해 받는 감성이 의류제품의 구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패션산

업에서 세계적인 패션브랜드가 없는 우리나라는 정장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에는 아직 부

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 소재의 출현으로 정장과 스마트소재를 결합한 스마트

슈트가 출시되어, 국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으며 앞으로 정장산업에서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

였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기술을 소재와 융합하여 슈트의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하는 것은 앞으로의 의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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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의생활 분석

한국전쟁 이후 오랜 분단은 남북한의 의생활에 많은 차이점을 만들었다. 특히 빠른 변화를 요

하는 패션이라는 분야에서 그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고 북한의 패션

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통일에 앞서 남북한의 이질성을 줄일 수 있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북한 의생활에 관한 이해를 위해 남북한 언론 기사를 찾아 

분석했다.

연구범위는 김정은의 집권이 시작되는 2010년 10월 01일부터 2014년 06월 30일까지로 제한하

였다. 패션, 의생활, 옷차림은 키워드로 나누어 남한의 9개 신문과 북한의 1개 신문 및 소식지 3

개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남한 기사 89개와 북한 신문 및 소식지 기사 205개를 추출하였고, 

추출한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 달라졌다. 김정은은 부족한 정치적 기반을 보안하기 위해 김일성의 이미지를 빌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6.25 전쟁 당시에 착용했던 김일성의 코트, 바지, 머리스타일 등이 이용되었고 이

러한 오래된 스타일은 북한 내부에서 다시 최신 유행으로 분류되어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부인 리설주 또한 김일성 주석의 부인 김정숙과 흡사한 외모로 과거의 

향수와 뛰어난 패션 감각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이미지 정치를 도왔다. 그 결과 리설주는 북한 여

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여성복의 최신 유행에 큰 영향을 주었다. 둘째, 젊은 층의 패션이 짧

은 치마, 하이힐, 청바지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은의 개방화 정책의 영향

에 의한 것으로 김정은 집권과 함께 가속화 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젊은 층의 복식이 다양화

된 변화는 김정일 시대의 민족옷을 강조하고 사회주의생활을 유독 강조하던 때와 대조되는 부분

이다. 이것은 김정은이 이미지 정치를 실시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인민생활에 개방적 태도를 보

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점은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용도로 패션을 이용하여 자신의 

1인 지도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2014년 젊은 층의 패션이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부 패션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민족옷 착용과 사

회주의 생활을 다시 강조하여 선별적 개방화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외부적

으로는 김정은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개방화를 내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선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패션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북한에서 패션이 가지는 영향력이 큼을 확

인하였다. 셋째, 자본주의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 그 예로 한류의 바람으로 인해 소녀시대의 

마린룩, 드라마의 송혜교 스타일 등이 북한 내부에서도 유행하였다. 이는 김일성 시대에 철저하

게 관리되던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에서 공개된 하얀색 제복은 소녀시대

가 착용해 남한에서도 유행하던 마린룩과 흡사한 점을 볼 수 있었다. 시기적으로 소녀시대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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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룩의 등장과 모란봉악단의 제복이 일치하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남한 가수의 복장

을 그대로 차용하기 보다는 사회주의적 성향의 모란봉악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개했다. 이것은 

자본주의 영향을 의식하고 북한 내부에서 사회주의적으로 변형하여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미국을 기피하는 북한의 특성상 미국인을 북한으로 초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NBA 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북한은 대대적으로 보도

하였다. 또한 데니스 로드먼이 자본주의체제에서 생산된 위스키, 와인, 핸드백, 아기옷 등을 김정

은에게 선물했다는 점을 공개하고 데니스 로드먼을 친구로 소개한 점으로 볼 때 북한 내부에서도 

자본주의를 배척하기 보다는 김정은 집권 이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북한의 기사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북한의 패션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변화

되고 있으며 지도자와 그 부인 이외의 인물을 통한 유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별적으

로 개방화를 실시하여 지도자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자유주의를 일부 사

회주의식으로 선별하여 수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북한의 패션은 단순한 옷, 유

행을 넘어 정치적, 사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통일 

후 의생활 교육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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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질량지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및 다이어트 인식 
간의 관계 연구

Ⅰ. 서론

국제화와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풍족한 음식 섭취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과도한 열량을 

섭취하는 반면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체중이 증가하여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Lee, 

2007).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날씬한 몸매가 아름답다는 가치관이 확산되어 마른 

몸매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상적인 외모 기준을 인식하고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이러

한 기준에 자신의 외모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체중조절이 확산되고 있다. Kim and Kim(2010)

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체형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이 클수록 고등학생들

이 다이어트를 실행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 신체질량지수와 같은 신체적 요인,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인 사회적 요인이 다이어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여대생의 다이어트 

행동을 조사한 연구에서 여대생의 94%가 저체중과 정상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54%가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et al., 1996). 이와 같이 젊은 층의 다이어트 행동이 증가하

고 있으며 또한 다이어트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에 본 연구에서

는 다이어트에 관심이 높은 연령대인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신체질량지수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 태도가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편의표집에 의해 대구와 의정부에 거주하는 20대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17일부

터 12월 14일에 걸쳐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여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무성의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25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0.0 version을 사용하였으며 신체

질량지수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다이어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키와 몸무게는 자기 기입 방식으로 측

정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신체질량지수(BMI, ㎏/㎡)를 산출하였고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Heinberg et al.(1995)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로 구성된 10문항을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인식은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의미하고 

내면화는 이러한 기준을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

에 관한 사회 기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 또는 이러한 기준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한다.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은 Kim et al.(2012)가 사용한 7문항을 6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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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점수가 높을수록 마른 몸매의 추구 정도, 다이어트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요구, 다이어트의 필

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55.0%, 여성이 45.0%으로 

남성의 비중이 약간 높았으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8.5%, 전문대생 또는 대학생이 

64.7%, 전문대학 졸업이 12.0%, 대학교 졸업이상이 14.7%로 전문대학교나 대학교의 재학생 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23.7%, 201만원∼300만원 미만이 

15.8%, 301만∼400만원 미만이 17.0%, 401만원∼500만원 미만이 20.6%, 500만원 이상이 22.9%

로 고소득의 비중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Variable/Classification Frequency(%) or Mean

BMI

Underweight 27(10.6)

Standard 145(57.1)

Overweight 82(32.3)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wareness 4.26

Internalization 3.44

Diet awareness 3.52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BMI,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nd diet awareness 

(N=258)

 

조사대상자를 신체질량지수에 따라 마른체형, 정상체형, 비만체형으로 나누어 분류한 결과 

10.6%, 57.1%. 32.3%로 나타나 정상체형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비만체형 그리고 마른체형 순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서 인식은 4.26 그리고 내면화는 3.66으로 외모의 사회

적 기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이를 내면화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은 약간 높게 나타나 마른 몸매를 추구하며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원하고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약간 높다고 볼 수 있다. 

2. 다이어트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신체질량지수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다이어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질량지수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가 다이어트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인 인식과 내면화 3변인이 

다이어트 인식 분산의 56를 설명하였다. 신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외모의 

기준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자신의 평가기준으로 수용하는 정도

가 높을수록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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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 인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이었으며 그 가운데 내면화의 영향도가 가장 높아서 사회적 외모 기준을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수용하는 것이 다이어트 인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중매

체를 통해 이상적인 외모 기준에 많이 노출되는 현대인 특히 젊은 층의 경우 이를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받아들여 그러한 외모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욕구가 커짐으로써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Independent Variables  β standardized β t value

BMI  0.04 0.11 2.42*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wareness 0.29 0.24 4.63***

Internalization 0.64 0.61 11.74***

F value 104.28***

R

 0.56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diet awareness (N=258)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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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연순
춘해보건대학교

물질주의와 성형태도

Ⅰ. 서론

본 연구는 물질주의에 대한 변인들을 밝혀보고 이것과 성형 희망부위와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나아가 물질주의변인들과 그들의 신체편향성과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부산과 울산 소재의 대학교의 여대생으로 하였다. 조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지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물질주의와 관련된 변수(Lee & 

Shin, 2002)는 14개, 희망 성형부위(Kim, 2004)는 14개와 신체편향성(Chung, 2012; Lee, M. S., 

& Song, K. J., 2009; Lee, Y. K. 2005; Yoo & Jung, 2002)은 18개의 문항으로 하여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은 학년과 월평균 용돈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수집은 편의표본추출법으로 2014년 11-12월 사이에 이루어졌고 분석에는 총 239부가 사용되

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은 1

학년이 가장 많았고 41.0%(n=98), 다음은 2학년은 31.0%(n=74), 3학년은 14.6%(n=35), 4학년은 

13.4%(n=32)의 순이었다. 월평균용돈은 10-30만원이 46.0%(n=11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40

만원이 32.6%(n=78), 40-50만원은 10.5%(n= 25), 50만원 이상과 10만원 미만이 각각 5.4%(n=13)

의 순이었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물질주의

물질주의와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14개의 문항에 대해서 Varimax 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6.33%였으며 3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다(Table 1). 

<Table 1> 물질주의 성향 요인

 요인 및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 중

설명비율(%)

신뢰도 

계수

요인1. 소유추구형  

나는 값비싼 집, 자동차, 옷을 소유한 사람을 부러워한다.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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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주의와 희망 성형부위

추구하는 물질주의 성향 요인에 따른 희망성형부위의 영향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전체적으로 회귀식의 설명력은 낮은 편이지만 9개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Table 2). 

 

<Table 2> 물질주의성향과 희망 성형부위 

내가 가지지 못한 물건을 가지면 나의 삶은 더 좋아질 것이다. .778

나의 재산은 내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말해준다. .746 4.837 34.55 .82

나는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635

물질 소유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621

나는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물건을 갖고 싶다. .433

요인2. 행복추구형

나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사는데 돈 쓰는 것을 즐긴다. .836

생활을 하면서 사치품이 많은 것을 좋아한다. .726 1.935 13.82 .77

나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지 못하면 기분이 좋지 않다. .726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나는 큰 기쁨을 누린다. .516

요인3. 생활중심형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주목하지 않는다. .780

더 좋은 물건을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해 지지는 않을 것이다. .772 .1.114 7.96 .69

나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보다 물질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702

 나는 인생을 즐기는데 실제로 필요한 모든 물건을 가지고 있다. .566

종속변수
독립변수

소유추구형 행복추구형 생활중심형

코

BETA -.021 .248 -.150

t값 -.262 3.033** -2.247*

 R²= .058 F값=4.823** 

입술

BETA .091 .082 -.034

t값 1.104 .983 -.504

 R²= .022 F값=1.768 

이마

BETA .106 .107 .012

t값 1.290 1.294 .173

 R²=.038 F값=3.083 

턱

BETA .163 .071 -.186

t값 2.008* .868 -2.790**

R²=.057 F값=4.723**

얼굴윤곽

BETA .091 .120 -.190

t값 1.117 1.471 -2.846**

 R²=.050 F값=4.146** 

치아교정

BETA .052 .049 -.076

t값 .622 .589 -1.121

R²=.010 F값=.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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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1, ***p≤.001

3. 신체편향성 

신체편향성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14개의 문항에 대해서 Varimax 회전을 이용

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1.18%였으며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Table 3). 

<Table 3> 신체편향성 요인 

점, 흉터제거

BETA .071 -.097 -.046

t값 .855 -1.157 -.675

R²=.009 F값=.703 

쌍거풀

BETA .170 .049 -.118

t값 2.079* .600 -1.762

R²=.042 F값=3.412* 

허리, 아랫배 

지방흡입술

BETA .226 .080 -.170

t값 2.828** .994** -2.582

R²=.081 F값=6.890*** 

가슴, 어깨, 팔 

지방흡입술

BETA .271 .080 -.154

t값 3.424*** 1.003 -2.370*

R²=.101 F값=8.825***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지방흡입술

BETA .239 .098 -.253

t값 3.047** 1.237 -3.927***

R²=.114 F값=10.083 

눈썹, 문신

BETA -.022 .306 -.195

t값 -.277 3.824*** -2.990**

R²=.092 F값=7.942*** 

유방축소

BETA .181 .092 -.021

t값 2.242* 1.131 -.315

R²=.059 F값=4.940** 

유방확대

BETA .062 .164 -.092

t값 .757 1.990* -1.374

R²=.040 F값=3.268* 

 요인 및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 중

설명비율(%)

신뢰도

계수

요인1. 매력적인 외모관리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889

건강을 위한 운동이 중요하다. .871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60

건강을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 .846 9.363 52.02 .95

건강을 위한 영양보충이 중요하다. .822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756

몸에 병이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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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질주의와 신체편향성

물질주의 성향과 신체편향성과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

로 회귀식의 설명력은 낮은 편이지만 2개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2). 

 

<Table 4> 물질주의와 신체편향성 

종속변수
독립변수

소유추구형 행복추구형 생활중심형

 매력적인 외모관리

BETA .093 -.120 -.052

t값 1.121 -1.442 -.760

 R²= .013 F값=1.035 

 매력적인 외모소유

BETA .299 -.021 -.191

t값 3.759*** -.266 -2.931**

R²=.091 F값=7.847***

 건강한 외모관리

BETA .299 -.021 -.191

t값 3.759*** -.266 -2.931

 R²=.083 F값=7.087*** 

**p≤0.01, ***p≤.001

Ⅳ.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과 성형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 요인은 소유추구형, 행복추구형, 생활중심형으로 밝혀졌다. 둘째, 물질주

의 성향과 희망성형부위와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물질주의 성향은 코, 턱, 얼굴윤곽, 쌍거풀, 

허리, 아랫배 지방흡입술, 가슴, 어깨, 팔 지방흡입술, 눈썹, 문신, 유방 축소, 확대와 관련이 있었

다. 셋째, 신체편향성 요인은 매력적인 외모관리, 매력적인 외모소유, 건강한 외모관리로 밝혀졌

다. 넷째, 물질주의 성향과 신체편향성과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매력적인 외모소유와 건강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중요하다. .597

요인2. 매력적인 외모소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874

멋진 몸매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849 2.284 12.69 .91

매력적인 외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848

체중유지를 위한 다이어트가 중요하다. .663

요인3. 건강한 외모관리

스태미나 강화를 위한 다이어트가 중요하다. .735

미용에 좋은 음식이 중요하다. .711

감량을 위한 운동이 중요하다. .683 1.165 6.47 .85

외모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 .614

몸매가 망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595

감량된 체중을 위한 영양보충이 중요하다.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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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관리가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이 일반제품 구매가 아닌 의료서비스제품 구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사점을 확인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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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언ㆍ김영순ㆍ구영석
부산대학교

20, 30대 여성의 파우치에 대한 구매실태 및 선호도

Ⅰ. 서론

21세기 들어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개성화됨에 따라 액세서리, 메이

크업, 헤어스타일과 같은 전체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토탈 코디네이션의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방이나 구두 등 패션 액세서리의 산업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

장가도에 있다. 특히, 가방 제품은 소지품을 휴대하기 위한 기능적 관점과 미학적 관점에서 통합

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오늘날 패션의 완성은 액세서리에서 완성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처럼 패션 스타일링에서 가방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소비자의 욕구와 구매양식은 

더욱 다양해졌고, 소비자의 의식구조와 구매행동 양식의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행동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패션상품의 구매에는 제품의 사회 심리적 효용이 기능적 효용성보

다 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방수경, 2008) 패션 액세

서리 중 파우치의 경우, 여대생의 98.2%가 화장품 파우치를 휴대한다고 응답(김예나, 2001) 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패션 액세서리의 중요성이 부각됨 따라 많은 여성이 사용하는 파우치에 대한 현대

적 정의를 내리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가장 파우치 사용의 빈도가 높은 20, 30대 여성소비자 사용

실태와 만족도, 구매실태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예비조사에서 사용연령대, 디자인과 형태, 목적 등에 대하여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김칠순, 이진의 연구와 송지희의 연구에서 구매행동에 대한 문항(13)과 구인숙의 연구에

서 디자인 선호도 문항(6), 그리고, 인구통계변인 5문항 등 총 (5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

은 2015년 8월 7일부터 8월 20일에 걸쳐 온라인과 문화센터, 어학센터 등의 오프라인에서 20∼

30대 여성들에게 동시 실시되었으며 설문지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면대면 방법을 채택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총 302부가 회수되었지만 화장품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과 불성

실한 응답을 제거한 242부가 본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윈도우용 SPSS2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t-검정을 실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55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1) 20∼30대 여성이 선호하는 파우치의 종류와 디자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2) 파우치의 만족도와 불만족 사항 차이를 분석한다.

3) 파우치의 구매 전 고려속성과 구매이유의 차이를 분석한다.

설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30대가 선호하는 파우치의 종류와 디자인에 대하여 알아본다.

선호하는 파우치의 크기는 A4 1/2이하 사이즈가 7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A4이하

(23.1%)가 많았다. A42배사이즈 이하와 A4사이즈 2배 이상의 응답은 1.6%로 선호파우치 크기는 

A4사이즈 이하를 절대적으로 선호하였으며, 파우치 패턴의 경우 무지를 선호하는 경우가 46.3%

로 가장 높았고 캐릭터(19.8%), 기하학(18.6%)순으로 나타났다. 선호소재로는 PVC코팅소재가 

5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면(19.0%), 가죽(16.5%) 순이었다. 파우치를 세탁하지 않고 사용한

다는 응답이 높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화장품이 묻었을 때 간편하게 닦아내기 좋아 PVC소재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파우치의 선호색상은 검정(31.8%), 빨강(15.3%) 순이었고 다른 

색들은 비슷한 수준의 선호도를 보였다. 검정이 다른 색상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은 세탁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짙은 색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선호 패턴에 무지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보아 유행을 타지 않은 심플한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파우치 내 분리 된 수납공간

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고 한 응답이 78.9%로 파우치 내에서도 내용물을 좀 더 찾기 쉽게, 보관

하기 쉽게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잡이 유무에 대해서는 없음을 선호한다는 응

답이 74.0%로 많은 수가 손잡이가 없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파우치의 만족도와 불만족 사항 차이를 분석한다.

파우치에 대한 만족하는 부분으로는 디자인(30.2%), 수납성(21.9%), 크기(12.4%), 경량성

(10.3%), 관리의 용이성(8.7%)순이었으며 불만족 사항은 내용물 보호(20.7%), 수납성(20.2%), 크

기(11.6%), 관리의 용이성(10.7%), 내구성(8.3%)으로 나타났다. 파우치는 디자인과 크기 등을 우

선시하여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파우치 사용 중

에 나타나는 내용물 보호, 수납공간 부족에 따른 수납성, 크기, 관리의 용이성, 내구성에 대한 불

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파우치의 구매 전 고려속성과 구매이유의 차이를 분석한다.

20대의 경우, 구매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과 사용 중인 파우치의 구매이유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우치 속성에 대하여 20대는 수납성(4.28), 디자인(4.19), 크기(4.16)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사용 중인 파우치의 구입이유에 대하여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

답이 4.01로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는 크기가 마음에 들어서 3.97,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3.94 순으로 파우치 속성 중 수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디자인(4.01)-크기

(3.97)-컬러(3.94)-가격(3.81)-수납성(3.74) 순으로 구입이유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구매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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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성, 크기와 같은 기능적 속성들에 대한 응답이 상위에 있었지만 구매이유에서는 디자인과 컬

러와 같은 디자인적 속성의 응답이 높다.

30대는 구매이유에 대한 설문결과 수납공간이 실용적이어서 4.21, 크기가 마음에 들어서 4.16,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4.14로 기능적 속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하게 생각하

는 파우치의 속성은 수납성(4.20), 크기(4.14), 디자인(4.04) 순으로 나타나 구매이유와 고려속성

에 대한 응답이 일치하였다. 20대와 30대가 고려 속성에 대하여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소재부

분에서는 20대는 3.56, 30대는 3.80으로 30대가 소재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의 파우치에 대한 구매 실태 및 선호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이후 파

우치에 대한 디자인 및 기능성 기획 및 연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우치는 A4 1/2 이하 사이즈의 PVC 소재, 무지 패턴, 검정 색상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내부에 수납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유행하는 컬러나 패턴보다 유행을 타지 않는 평소 자신이 선호

하는 컬러나 패턴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둘째, 파우치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 따르면 20-30대 여성들은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기능적 요소에 대해서는 불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과 구매이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기능적 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구매 시에는 디자인

적 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파우치를 선호하며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고 다른 패션아이템 대비 구매 시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적고 비 계획성 구매가 이

루어지고 있었다.

즉, 20-30대 여성은 파우치에 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까지 요구하고 있지만 시중의 제

품들은 이를 충분히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디자이너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의 업무에 적용 가능한 전략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관광기념품으로의 개발, 캐릭터 상품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개

발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 수 있다. 파우치의 경우, 일정선의 가격저항이 있어 일반적인 상품

으로는 일정수준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디자인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내용물 보호, 쉬운 세척 가능한 소재개발과 수납공간의 분리와 같은 기능성에 대한 연

구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Han(2005)의 연구에 따르면 만족도는 재구매 의도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우 제품에 대한 재구매도를 높이고 브랜드에 대한 풍성도를 높일 수 있

으므로, 사용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 개발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화장품 파우치의 구매실태 및 선호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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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대상자를 20-30대 여성과 연구 대상물을 화장품 파우

치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연구에

서는 연령대와 그 종류를 확대하여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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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ㆍ김영화ㆍ오경화*

중앙대학교
환경친화적 라이프스타일 및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 제품선택기준과 태도

경제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이 등장할 

만큼 현대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여 환경친화

적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연을 매개체로 하여 비경쟁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2000년대 이래로 급성장한 아웃도어 패션업계도 

이에 발맞춰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3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아웃도어 업계는 2014년부터 성숙기로 접어들어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고객의 구매유도를 위해 소

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성향에 맞춘 차별화된 제품 및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환경친화적 라이프스타일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친환경 아웃도어 의

류 제품선택기준과 태도의 차이를 조사하여 소비자 지향적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실증적 연구를 위하여 서울 및 경기지역 1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한 후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인터넷 URL을 통해 20대부터 60대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문항은 환경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제품에 대한 태도, 친환

경 아웃도어 의류 제품구매기준,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결과분석을 위하여 SPSS 18.0

의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분석, 독립적 t-test,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친화적 라이프스타일이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등 환경을 고

려한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이 친환경 아웃도어 제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

미한다. 둘째, 성별 및 연령별로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제품 태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

성이 남성보다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높으며, 연령별로는 40,50,60대

가 20,30대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 

제품선택기준을 요인분석한 결과, 품질 및 소재, 관리의 편리성을 중요시 하는 ‘기능성’, 디자인 

및 컬러, 맵시를 중요시 하는 ‘심미성’, 친환경 인증제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하는 ‘지속

가능성’, 브랜드이미지, 인지도 및 유행을 중요시 하는 ‘브랜드ㆍ유행성’, 매장위치 또는 매장의 판

매원의 서비스를 중요시 하는 ‘서비스’ 와 다른 옷과의 조화나, 부속품을 평가하는 ‘조화’로 총 6

개의 하위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넷째, 성별 및 연령별로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 제품선택기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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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60세대가 20,30세대에 비해 ‘기능성’, ‘지속가능성’, ‘서비스’, ‘조화’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환경친화적 라이프스타일이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제품 태도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의식적 소비자일수록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예

측할 수 있다. 또한 연령과 성별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서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 제품태

도 및 제품선택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연령별로 차별화된 제품개발과 마

케팅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친화적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자연 친

화적 이벤트와 홍보 등을 통하여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제품을 소비자에게 제시함으로서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률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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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겨레ㆍ김영순ㆍ구영석
부산대학교

의류소재에 대한 인지도 및 일반적 셔츠소재 선호도 분석

Ⅰ. 서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요구도가 점차로 높아지게 되면

서 의복의 소재,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와 같은 고품질의 요소를 더욱 중요시하게 되었다(최종명, 

2004). 의류는 이제 내구 소비재가 아니라 소비자 각각의 기호와 개성에 따라 선택되는 일종의 

기호품이 된 지 오래다(전혜진, 2006). 최근 소비자의 요구가 개성화, 기능화, 다양화됨에 따라 

패션상품의 차별화 수단으로 실루엣, 색채뿐만이 아니라 소재가 중요시되게 되어 패션업체에서는 

패션 트렌드에 부합되는 소재를 만들거나 소재를 선택하여 패션상품 기획을 하고 있다(이선미, 

한송이, 최종명, 2007). 소비자들도 용도와 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고 패션 트렌드에 부합되는 

소재의 의류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류 소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요구되며, 아울러 의류제

품에서 소재는 스타일이나 색상과 함께 디자인의 주된 구성요소로서 소비자들의 의류제품 구매과

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최종명, 2004). 

셔츠는 일반적으로 양복 속에 받쳐 입거나 겉옷으로 입기도 하는 윗옷을 말하는데(위키백과),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일반적인 셔츠는 남, 여가 함께 입을 수 있는 의복의 종류로, 네크라인에 

칼라가 있고 소매에는 커프스가 달려 있는 앞트임의 상의를 셔츠라고 정의 하였다. 다양한 형태

의 셔츠를 착용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류소재 인지도 및 일반적 셔츠 선호도 연구는 앞

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

산시 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류소재의 인지도 및 일반적 셔츠소재 선호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ㆍ분석하여 현재 대학생들의 셔츠 선택 시 중요시 하는 측면과 선호하는 특성을 

제시하여 대학생을 타겟으로 한 셔츠 상품 기획 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Ⅱ.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 셔츠의 보유현황 및 디자인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2) 대학생의 일반적인 셔츠 소재에 대한 선호도, 인지도를 알아본다.

3) 일반적 셔츠소재에 대한 남, 여 대학생의 인지도와 선호도 차이를 알아본다.

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현재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20대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한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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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였으며, 2015년 9월 23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부산시 소재의 대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152부, 설문지 92부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이선미, 한송이, 최종명, 2010; 김희숙, 나미희, 2002)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으며, 의류 소재에 대한 전반적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천연섬유 12문항과 합성섬유 

11문항, 셔츠의 보유현황과 선호도 13문항, 셔츠 소재의 재질감 선호도 8문항과 셔츠 착용 시 필

요한 기능성 선호도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지도와 선호도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높은 점수가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통계프로그램 SPSS 21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교차분

석, t-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설문은 설문지 92(37.7%)와 인터넷 152(62.3%)을 기초로 하여 조사되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빈도를 살펴보면 남자 대학생 123(50.4%), 여자 대학생 121(49.6%)으로 구성되었으며, 연

령은 23∼24세가 138(56.6%)명, 학년은 4학년이 101(41.4%)명으로 가장 많았다.

1) 셔츠의 보유현황 및 디자인의 특성 선호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드레스셔츠(남성용)는 1개를 보유한 빈도 73(29.9%), 2개를 보유한 빈도 48(19.7%) 순으로 나

타났으며, 남방은 3개 100(41.0%), 2개 49(20.1%), 5개 44(18.0%)의 보유빈도순으로, 폴로셔츠는 

1개 71(29.1%), 2개 66(27.0%), 3개 40(16.4%) 보유빈도순으로, 티셔츠(러닝)의 경우 5개 

98(40.2%), 3개 66(27.0%), 2개 41(16.8%)를 보유한 빈도순으로 나타났고, 블라우스(여성용)의 경

우 1개를 보유한 빈도 30(12.3%)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셔츠 소재의 선호도에서는 셔츠 종류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면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셔츠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문항에서는 디자인이 181(74.2%)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재 15(6.1%), 치수 13(5.3%), 색상 11(4.5%)에 대한 응답이 비슷한 빈도

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선미 외(2007)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의복 구매 시 디자인(43.7%), 가

격(17.2%), 색상(13.8%), 치수(13.1%), 브랜드(7.2%), 소재(5.1%)의 순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

타나 이전보다는 디자인과 소재의 중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대학생들의 일반적 셔츠에 대한 선호도와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질감에 대하여 ‘매끄럽다’, ‘건조하다’, ‘부드럽다’, ‘유연하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났

고, 셔츠 기능성의 선호도에서는 세탁의 용이성, 경량성, 흡습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천연섬유인 면, 마, 견, 모의 소재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면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견은 마와 모, 면 소재보다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선미 외(2007)의 연구와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섬유인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스판텍스 소재의 인지도에서는 합성섬유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많이 접하고 있는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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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 여 대학생들의 셔츠소재에 대한 인지도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지도 4문항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여성의 평균이 높았고 요즘 유행하는 

의복소재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남, 여의 평균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셔츠의 재질감과 

기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의 평균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천연소재에 대한 남, 여 대학생의 인지도 차이에서는 면직물은 세탁에 강하고 위생적이어서 

내의류에 적합하다(2.63***), 면직물은 정전기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3.20**), 마직물은 뻣뻣하고 강

직한 섬유이다(2.90**), 견직물은 드레이프성이 좋다(1.91*), 견직물은 일반적으로 광택이 우수하다

(2.57*), 견직물은 물세탁 시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2.44*), 모직물은 촉감이 따듯하고 보

온성이 좋다(2.21*), 모직물은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다(1.86*)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합성소재에 대한 남, 여 대학생의 인지도 차이에서는 나일론 직물은 흡습성이 나빠서 여름철

에 착용 시 불쾌하다(2.45**). 나일론 직물은 겨울철 정전기가 잘 발생하여 몸에 달라붙는다

(3.43***). 폴리에스테르는 열에 의해 주름을 고정할 수 있다(2.38**). 폴리에스테르는 흡습성이 좋

지 않다(1.83*). 아크릴은 양모대용으로 스웨터에서 많이 사용되는 합성섬유이다(2.03*). 아크릴은 

필링(보플)이 잘 생긴다(2.44**). 스판텍스는 염소계 표백제(락스)에 의해 강도가 저하된다(2.18**)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천연섬유, 합성섬유 모두 남학생의 평균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Ⅳ.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류 소재의 인지도와 일반적인 셔츠의 

선호도를 분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셔츠 아이템의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면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셔츠를 

선택할 때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화이트 셔츠, 체크 셔츠, 데님 셔츠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류소재에 대한 개인적 인지도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의 빈도

가 높았다. 천연섬유는 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합성섬유는 나일론의 인지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셋째, 셔츠 소재의 재질감 선호도는 ‘매끄럽다’, ‘건조하다’, ‘부드럽다’, ‘유연하다’에 대한 선호

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셔츠 기능성의 선호도는 전체적으로 세탁의 용이성에 대한 선호도가 가

장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넷째, 의류 소재의 개인적 인지도에 대한 남녀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이 더 높지만, 천

연섬유와 합성섬유의 인지도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평균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의류 소재에 대한 개인적 인지도가 낮고, 일반적인 셔츠의 선택 

기준에서는 아직 소재보다 디자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대학

생들은 의류 소재에 대한 인지와 선호에 대해 의류 소재에 대한 전문적인 명칭이나 지식보다는 

개인적인 느낌, 경험, 재질감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소재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 남학생의 패션 의류에 대한 관심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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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셔츠 아이템에 한정된 소재 선호도로 대학생들의 전체적인 

의류 소재 선호도라고 보기에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의류 소재에 대한 주관적인 정보 보다 객관적

이고 구체적인 지식, 정보 등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며 다각적인 아이템에 대한 총괄적인 

소재 선호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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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진ㆍ한미경

김수정ㆍ윤덕환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마크로밀엠브레인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모바일 패션제품 쇼핑 행동에 
관한 연구

Ⅰ. 서론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대중화는 기존의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던 소매 

유통방식에서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한 유통채널로 크게 확장시켜 한국 소매유통시장을 견인하며 

소비자의 소비패턴 및 소비문화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AN BAICHENG, 2015).

디지털한국정보통신진흥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80.0%로 보고될 정도로 스마트폰의 확대보급과 활용이 익숙해짐에 따라 모바일 쇼핑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기능이 변하고 있다. 다수의 소비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기 보다는 손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쇼핑을 즐기고 있다(배범일, 2015).

2013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쇼핑경험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모바

일을 활용한 패션제품 쇼핑 및 패션 스타일 정보 탐색 등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모바일 쇼핑 이용실태 및 패션제품에 

대한 모바일 쇼핑 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리서치 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과 함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만 19~59세 성

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목적적 할당표본 추출법(Purposive Quota Sampling)로 2015년 5월 

27일부터 2015년 6월 1일까지 모바일 쇼핑 이용행태 및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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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쇼핑 단계별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용 비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의 이용을 비교 평가한 결과,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쇼핑보다는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에 보다 익숙해져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쇼핑 과정의 3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보탐색’과 ‘구경 및 쇼핑’, ‘결제’ 과정에서 모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채

널의 이용 비중이 높게 조사되었다. 우선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 관련 정보를 찾아보는 

‘정보탐색’의 비중을 보면 오프라인 24.1%, 온라인 75.9%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로 

온라인에서 찾아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을 직접 구경하고, 둘러보는 행

동(오프라인 28.4%, 온라인 71.6%)과 최종적인 결제행위(오프라인 30.1%, 온라인 69.9%)도 약 

3:7의 비중으로 온라인상에서 보다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

<표 2> 쇼핑 단계별 온ㆍ오프라인 이용 비중

2. 온라인 쇼핑 패턴 - PC vs 모바일 이용 비중

온라인쇼핑을 다시 PC와 모바일 플랫폼으로 각각 나눠 살펴본 결과, PC를 활용한 쇼핑이 모

바일 기기를 활용한 쇼핑보다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입하려는 상품과 서비스를 살펴보

는 비중을 보면, PC가 61.1%, 모바일 기기가 38.9%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제 최종 결제 

역시 모바일(35.9%)보다는 PC(64.1%)에서 이뤄지는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젊은 

층일수록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상품을 둘러보고(20대 49%, 30대 42.6%, 40대 36.6%,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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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결제를 하는(20대 42%, 30대 41.5%, 40대 33.6%, 50대 26.3%) 경향이 뚜렷한 특징을 찾

아볼 수 있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모바일 기기에서의 상품 쇼핑(남성 35.1%, 여성 42.7%)

과 제품 구매(남성 33.8%, 여성 37.9%)가 많은 모습을 보였다.

<표 3> PC vs 모바일 이용 비중

3. 온라인 쇼핑 패턴 - PC vs 모바일 이용 의향

PC와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각각의 쇼핑방식을 비교해본 결과 PC는 상품정보의 전달 측면에

서, 모바일기기는 접근성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의향이 있는 쇼핑 플랫폼은 모바일보다는 PC였다. 전체 응답자

의 81.5%가 PC를 이용한 쇼핑 의향을 밝혔으며, 모바일은 72%가 향후 이용의향을 나타냈다. 다

만 여성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바일 쇼핑 이용의향이 매우 높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 PC

를 이용한 쇼핑 의향은 성별(남성 81%, 여성 82%), 연령별(20대 83.6%, 30대 75.6%, 40대 82%, 

50대 84.8%)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데 반해, 모바일 쇼핑 의향은 여성 소비자(남성 67%, 여성 

77%)와 젊은 층(20대 80.4%, 30대 72%, 40대 72%, 50대 63.6%)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표 4> PC vs 모바일 이용 의향

4. 모바일 쇼핑 경험 - 주요 쇼핑 상품 및 구입 상품

소비자들이 평소 모바일을 통해서 자주 찾아보고, 알아보는 상품은 의류(52.3%, 중복응답)였으

며, 패션잡화(49.6%)와 식품/건강관련 제품(40.9%), 생활/주방용품(31.1%), 디지털/가전제품(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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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요 관찰대상이었다. 

실제 모바일 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입해본 경험은 90.3%가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 많이 구입

한 상품도 의류(55.6%, 중복응답)와 패션잡화(45.7%), 식품/건강관련 제품(37.9%), 디지털/가전제

품(28%), 생활/주방용품(26.8%), 뷰티제품(25.7%) 순이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모바일 쇼핑을 

통한 의류(20대 62.8%, 30대 64.4%, 40대 51.2%, 50대 44)%와 패션잡화(20대 57.6%, 30대 

54.4%, 40대 39.2%, 50대 31.6%) 구매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 

<표 5> 모바일 쇼핑 경험 - 구입 상품

5. 모바일 쇼핑 경험 - 비구입 이유

모바일쇼핑에서 최종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는 9.7%로 적으며, 대체로 모바일 화면이 

작아서 보기가 불편하고(56.7%), 비교적 큰 화면에서 다시 확인 후에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았다

(55.7%)는 의견으로 모바일 화면의 크기가 구매 유보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남

<표 6> 비구매자 비중 및 비구입 이유

6. 모바일 쇼핑 관련 인식 평가

모바일쇼핑과 관련한 전반적인 인식결과에서는 소비자의 77.6%가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모바일쇼핑이 알맞은 쇼핑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성(72.2%)보다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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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이 모바일쇼핑을 현대사회에 적합한 쇼핑방식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매우 강하였다. 10명 중 

6명(61.2%)은 향후 모바일쇼핑의 이용이 온라인쇼핑의 이용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

다. 다만 아직까지는 스마트폰보다 PC로 쇼핑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의견이 65.1%에 달했다.

<표 7> 모바일 쇼핑 관련 전반적 인식 평가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PC 기반의 온라인 쇼핑이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모

바일 쇼핑보다는 이용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젊은 층과 여성소비자들을 

중심으로는 모바일쇼핑이 주요한 쇼핑채널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현재 

쇼핑의 중심축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모바일 쇼핑제품의 

절반 이상이 의류와 패션잡화라는 점으로 볼 때, 패션산업에서는 새로운 유통채널인 모바일 쇼핑

의 마케팅 전략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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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브랜드의 VMD가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백화점 쇼윈도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Ⅰ. 서론

최근 포화상태에 이른 아웃도어 시장의 위기는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문제점을 돌아보게 

했고 여러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시각적 연출, 즉 VMD의 중요

성이 어느 때 보다도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매장의 VMD, 특히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 

의류 매장의 여러 형태 중 백화점 매장을 중심으로 VMD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본다. 세부적으로, 

VMD의 구성요소 중 가장 대표적인 쇼윈도 디스플레이에 따른 소비자의 방문의도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VMD의 영향력에 대해 인지하고 아웃도어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아웃도어 브랜드의 VMD에 관한 소비자 인식 연구를 위해 설문지법을 진행하였다. 2015년 9

월 아웃도어 의류의 주 소비층인 30-50대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의 문항은 VMD 샘플

사진 중 선호 문항과 VMD 요소, VMD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총 1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300부를 배포하였으나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한 대상을 제

외한 총 27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21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 교차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첫째, 선호하는 아웃도어 매장 VMD 샘플사진의 빈도를 살펴보면, K2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네파가 24.7%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택한 아웃도어 매장 VMD 샘플사

진에 따른 VMD 요소 선호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스페이스와 네파의 

VMD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소품과 상품의 조화로운 코디연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코오롱과 

K2의 경우 ‘마네킹 포즈와 마네킹 연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블랙야크의 VMD를 가장 선호한

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고르기 쉬운 사이즈, 색상 진열’을 선호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와 같은 결과를 통해 VMD의 요소 중 마네킹 포즈와 마네킹 연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 다

음으로는 소품과 상품의 조화로운 코디연출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 전체 응

답자 중 ‘색채조화’를 선호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5%, ‘상품이 부각되는 조명활용’을 선택한 응답자

는 9%에 불과했다. 따라서 마네킹, 소품을 이용한 상품 연출이 색채, 조명 등의 외적인 요소보다 



170 _____ Convergence of Fashion and IT

소비자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선택한 아웃도어 매장 VMD 샘플사진을 본 후의 방문의도와 구매의도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방문의도가 구매의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쇼윈도 디스플레이는 

소비자들을 방문하게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만 제품구매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선택한 샘플사진과 호감도, 만족도, 신뢰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호감도 평균이 가장 높았고 만족도, 신뢰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쇼윈도 디

스플레이가 호감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최근 아웃도어 매장 방문동기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드러났다. 연

령대로는 30대가 최근 아웃도어 매장 방문동기로 ‘VMD가 마음에 들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

다.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세일기간이라서’가 가장 많았고 ‘VMD가 마음에 들어서’가 그 다음으

로 많았다. 30대, 40대, 50대 중 ‘VMD가 마음에 들어서’를 선택한 응답자의 수는 각각 27명, 23

명, 19명으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VMD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이

슬아, 2006)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성별로는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성이 ‘VMD가 마음에 들어서’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한 경우가 많았고, 남성의 경우 ‘내가 좋아

하는 브랜드이고 항상 그 브랜드 옷을 재구매하는 편이어서’가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세일기간

이서’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이 VMD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충동적으로 매장

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구매하던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방문하거나 세일기간에 점포를 방문하는 등 계획적인 쇼핑형태를 보인다. 남성은 실용적 가치를, 

여성은 쾌락적 가치를 더 크게 지각한다는 선행연구(김현지, 2004)와도 일치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30-50대의 아웃도어 브랜드 VMD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VMD의 요소 중 마

네킹의 포즈와 연출이 방문의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쇼 윈도우 

디스플레이는 구매의도에 비하여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만족도, 신뢰도에 비해 호감

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웃도어 매장 방문동기 분석결과, ‘VMD가 

마음에 들어서’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을 방문한다고 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매장

의 VMD가 마음에 들면 매장에 방문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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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인근의 패션상권 분석

국민소득의 향상이 가져온 여가시간의 증대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웰빙 개념적 

가치관이 사회전반에 대두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

인 수요증대와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증가는 문화콘텐츠가 풍

부한 대학상권의 발달을 가져왔으며 대학가의 입지는 지역사회에 많은 문화적ㆍ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내의 대학상권 중 풍부한 수요층을 보유하며 급부상 하고있는 부산

대학교 인근의 패션 관련 점포의 상권분석을 통해 그 상업지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산대학교 인근의 패션관련 점포의 상권분석을 위해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부산대역까지로 그 

범위를 정하였고 상권의 특징과 위치에 따라 A, B, C 세 개의 상권으로 나누었다. 상권 분석의 

방법으로는 이해하기 쉽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며 위치, 이용시간 등 유연성을 가진 다양

한 항목들을 통해 상업지의 특징을 분석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check list)방법을 선택하였다. 항

목은 정문에서의 거리, 주변 교통시설(지하철, 버스), 주변점포 업종형태, 지형지세 (거리 폭), 점

포평형, 모여 있는 점포 수(패션관련 상점), 주요고객층 연령대, 이용시간, 상권형성에 유리한 점, 

상권형성에 불리한 점으로 정하였다.

A구역은 부산대학교 정문과 인접하여 있는 상권으로 대부분의 고객은 부산대 학생이며 패션상

점 보다는 카페, 음식점, 복사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변 편의시설로

는 NC백화점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은행, 부산대학교 보건소, 평생 교육원이 있고 부산대역으로 

향하는 두 번째 사거리로 가는 길에 국민은행이 위치하고 있다. 점심시간인 오전11시에서 오후2

시 사이가 주 이용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는데, 정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상권을 형성

하고 있으므로 점심시간 이 외에도 공강시간 등 다양한 시간에 소비자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 고객층이 학생이다 보니 그 연령대가 낮으므로 소비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B구역은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약 150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으로 약 4개의 버스정류장

(1008, 49, 51, 80, 16번 등이 정차한다.)이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에서 오는 소비자들의 유

입이 용이하다. 약 4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는 B지역의 주요 업종형태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브랜드 의류점, 미용실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등기소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패션 

아울렛과 약50개 정도의 패션상점이 위치하고 있어 브랜드 의류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하는 상권이다.

C구역은 부산대학교 정문에서 약 320m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으로 지하철과 가까워 지하

철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약 8개의 블록으로 이루어

져 있는 이 상권은 비 브랜드 소형의류점, 카페, 음식점, 주점 등 다양한 업종이 고른 분포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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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있는데, 그중 패션상점은 약 230개 정도로 A, B, C 3개의 구역 중 가장 많은 의류판매점

이 위치하고 있다. C지역은 보행로 주변의 상점가가 로드샵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큰 길가 말고

도 사이사이 골목길에도 많은 수의 패션상점이 위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상권을 분석 해 보았을 때 A구역은 다른 구역에 비해 옷가게가 적은 편이며 주로 

식음료, 복사점등이 그 상권의 주를 이루고 있고 부산대학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상

권이므로 학생들의 유동량이 가장 많은 곳 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C구역은 옷가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대 학생 외에도 인근의 중ㆍ고등학생, 회사원, 거주민 등 다양

한 고객층을 아우르고 있으며 그로인해 옷가게의 컨셉, 타켓 층, 가격대등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중심으로 나있는 상권으로 높은 인구유동량

을 가지고 있으며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인 온천천과 맞닿아있고 3번 출구를 따라 

나있는 길목에 수익형 상가인 네오스퀘어가 들어서므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권이라 할 

수있다. B구역은 A구역과 C구역의 중간정도의 패션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철 1호선 부산대역

과 부산대학교 정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A구역이나 C구역에 비해 적은 유동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A상권에 비해 높은 구매력을 가진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수준이 우수한 편이며 보

세 의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C구역의 패션상권에 비해 B구역의 패션 상권은 브랜드 의류

가 주를 이루고 있다.

원래 부산대학교 인근 상권의 주 고객층은 부산대학교 학생이었으나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되

어 다양한 나이 대,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역에서 온 고객들을 아우르며 다른 부산내의 대학상

권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우수하게 성장하고 있다. 부산 지하철 1호선을 따라 흐르고 있는 온천

천은 버스킹, 프리마켓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통해 문화ㆍ예술적인 복합공간으로 성

장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부산대학교 상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부산대학

교 상권은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꾸준하면서 안정된 상권을 형성 해 나가고 

있으며 ZARA같은 대형 SPA브랜드 건물이 들어서고 NC백화점 부산대점 내의 H&M매장 런칭, 네

오스퀘어의 건축 등 다양한 발전을 통해 보여 줄 앞으로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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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순*ㆍ최영림
*경희대학교
대구대학교 소셜커머스 서비스 특성이 패션소비자의 인지적 만족 및 SNS 

구전에 미치는 영향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가 2014년 50%가 넘는 성장을 이루어 거래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서

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모바일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셜커머스 거래도 함께 

증대되었다. 패션부분은 소셜커머스 배송상품 가운데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제품군 중 하나로 

모바일 쇼핑 주고객층인 20~30대 여성이 즐겨 구매하고 있어 유통채널이 부족했던 패션업계에 

소셜커머스는 새로운 유통채널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의 서비스 특성이 

패션소비자의 인지적 만족 및 SNS 구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소셜커머스에서 패션분

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전략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셜커머스에서 최근 3개월 이내 패션상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20~30대 

남녀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300부가 결과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문항은 

소셜커머스의 서비스 특성(상호관계성, 유희성, 즉시성, 유용성)과 인지적 만족, SNS구전 및 인구

통계학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소셜커머스의 서비스 특성이 인지적 만족과 SNS구전에 미치는 영

향, 인지적 만족이 SNS구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설을 구성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검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295.259, df=137, p=.000, normed =2.155, 

GFI=.912, AGFI=.878, NFI=.937, CFI=.965. RMR=.057, RMSEA=.060로 나타다 비교적 적합한 결

과를 나타냈다. 결과를 살펴보면 상호관계성과 유희성만이 인지적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과 가설 2는 채택되었으며, 가설 3과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즉 소셜커머스

의 상호관계성이 높을수록 유희성이 높을수록 패션소비자의 인지적 만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상호관계성과 즉시성만이 SNS구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5와 

7이 채택되었으며, 가설 6과 가설 8은 기각되었다. 즉 소셜커머스의 상호관계성과 즉시성이 높을

수록 SNS구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만족은 SNS구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9는 채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자

와의 양방향 대화가 쉽고, 응답이 가능하며,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특성인 상호관계성은 SNS

구전에 직접적으로 영향(β=.226)을 미치며, 인지적 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β=.090)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셜커머스에서 흥미롭고 즐거운 정보를 제공하는 특성인 유희성은 

인지적 만족을 통해서만 SNS구전에 유의한 영향(β=.10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셜커머스가 소비자의 요구에 즉각 응답해주는 즉시성은 SNS구전에 직접적인 영향(β=.277)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용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를 토대로 패션소비자의 SNS구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반응

을 보이도록 해야 하며, 즐겁고 흥미로운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74 _____ Convergence of Fashion and IT

박주현ㆍ이진화
부산대학교

스포츠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변화
: 스포츠브랜드 아디다스(Adidas)를 중심으로

현대 2030세대 여성의 ‘생활체육참여율’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바야흐로 운동하는 여성

들의 시대가 찾아왔다. 이처럼 운동을 하는 여성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용품에 대한 

소비도 많아졌고, 여성 스포츠웨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다. 과거에는 땀 흡수성, 통풍, 무게 등 

기능적인 측면에 치중한 스포츠웨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제품

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스포츠웨어’를 넘어 ‘패션 아이템’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흔히 패션 브랜

드 제품들만 선보이던 화보 속에서 이제는 스포츠웨어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즉, 스포츠웨어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패션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력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의 의미를 뛰어넘는 감

각과 개성을 갖춘 제품을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스포츠웨어 브랜드도 일반적인 패션브랜드에 

못지 않게 다양한 업체들과 콜래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많은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콜래보레이션 전략으로 브랜드이미지 상승과 매출증대 효과와 소비자 감성을 충족시키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나타난 다양한 콜래보레이션 

전략에 주목하였고 그 중에서도 현재 콜래보레이션 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스포츠브랜

드 아디다스(Adidas)를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콜래보레이션 전략을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다른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는 콜래보레이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콜래보레이션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 콜래보레이션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태도를 연구하여 콜래

보레이션 전략을 실제 제품에 적용해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에 있어 전략 방향 제시 

의의를 갖고자 한다.

연구범위로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콜래보레이션의 정의 및 유사개념, 유형, 브랜드이미지, 

브랜드 인식을 알아보고, 2015년 현재까지 패션브랜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콜래보레이션의 현황을 

조사해 보았다. 또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패션브랜드에 나타난 콜래보레이션 사례를 조사하

고 분류함에 있어서 패션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 스포츠의류 브랜드의 콜래보레이션, 아디다스

(Adidas)의 콜래보레이션으로 나누었고 각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최근 콜래보레이션이 가장 활성

화 되어있는 아디다스(Adidas)는 동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 이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으로 나

누어 조사하였으며 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 관련서적등의 

문헌조사와 뉴스, 관련 사이트 등 인터넷 자료조사를 통해 각각의 개념과 사례를 분석하여 이미

지자료를 첨부하여 제시하였으며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동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은 브랜드 이

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가설 a와 ‘이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은 브랜드 이미

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가설 b를 설정하고 설문지조사를 토대로 t-test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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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표본은 총 60명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12명(20%), 여성이 48명(80%)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모두 20~29세 대학생이었다. t-test에 근거

하여 검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종업체와 진행한 콜래보레이션의 경우, 콜래보레이션 전 브

랜드 이미지와 콜래보레이션 후 브랜드 이미지의 평균은 <표 1>와 같았다. 또한 동종업체와 진행

한 콜래보레이션의 경우, 콜래보레이션 전 브랜드 이미지와 콜래보레이션 후 브랜드 이미지의 평

균은 <표 2>와 같았다. 

<표 1> 이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 전ㆍ후 브랜드 이미지 평균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전 5.52 30 .87 .16

후 4.43 30 .77 .14

<표 2> 동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 전ㆍ후 브랜드 이미지 평균

 평균 N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전 5.50 30 1.19 .22

후 4.16 30 1.13 .21

이종업체와 진행한 콜래보레이션의 경우, 콜래보레이션 전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보다, 

콜래보레이션 후 제품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가 낮았으며(t=5.87, df=29, sig=.00), 두 유형에 나타

난 브랜드 이미지 차이의 평균은 1.09 으로써 이는 <표 3>와 같다. 또한 동종업체와 진행한 콜

래보레이션의 경우, 콜래보레이션 전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보다, 콜래보레이션 후 제품에 

대해 브랜드 이미지가 낮았으며(t=7.29, df=29, sig=.00), 두 유형에 나타난 브랜드 이미지 차이의 

평균은 1.34 으로써 이는 <표 4>과 같다. 즉, t-test에 근거하여 유의확률은 이종업체와 진행한 콜

래보레이션, 동종업체와 진행한 콜래보레이션 두 사례 모두 값이 .00 으로써 콜래보레이션 전과 

후의 차이가 있음을 입증 하였지만 두 사례 모두 콜래보레이션 전 제품보다 콜래보레이션 후 제

품이 브랜드 이미지가 낮아졌으며, 동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이 이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보다 

콜래보레이션 전에 비해 후 브랜드이미지 값이 더 크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콜래보레이션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가설a

와 ‘이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은 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가설b는 채

택되지 않았다.

<표 3> 이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 전ㆍ후 브랜드 이미지 평균 차이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 - 후 1.09 1.01 .19 .71 1.47 5.87 2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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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동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 전ㆍ후 브랜드 이미지 평균 차이

 

대응차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전 - 후 1.34 1.01 .18 .96 1.72 7.29 29 .00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스포츠브랜드 콜래보레이션이 소비자 브랜드 이미지 인식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종업체, 동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에 따라 변화된 브랜드 이미지

를 ‘강도’, ‘독특성’, ‘호감도’를 통해 측정 하면서 콜래보레이션이 소비자들의 브랜드 이미지 인식

에 어떠한 영향를 미치는지 파악하고 콜래보레이션시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마케팅전략 수립

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케팅 전략으로 

콜래보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 결과의 원인을 조

사대상자들을 통하여 분석 해 보았을 때,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의 사례로 적용된 아디다스

(Adidas)의 경우 콜래보레이션 후의 제품들이 소비자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기존의 아디다

스(Adidas)브랜드 이미지와 차이가 컸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이

라 사료된다. 즉, 아디다스(Adidas)의 경우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대

중적인 이미지로 인식이 되어 있지만 콜래보레이션을 진행 할 경우, 제품에 대중적인 감성이 아

닌 특정 디자이너나 유명인 각자의 개인감성이 부가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둘째, 동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이 이종업체와의 콜래보레이션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같은 계열의 브랜드들과 콜래보레이션을 한다고 해서 

다른 계열에 있는 디자이너나 유명인들과의 콜래보레이션 보다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

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의 원인을 조사대상자들을 통하여 분석 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콜래보레이션 제품을 구매할 때 어떤 브랜드, 디자이너, 유명인과 콜래

보레이션을 했는지 보다는 어떤 디자인이 매력적인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콜래보레이션을 할 경우 모색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브랜드와 콜래보레이션을 할 경우, 자사브랜드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다른 브랜드나 디자이너, 유명인들의 각자 감성을 담아내어 콜래보레이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콜래보레이션을 통하여 기존 브랜드 이미지와 많은 차이의 변화를 주기 보

다는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유지시켜주면서도 소비자들의 개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콜래보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새로운 브랜드와 콜래보레이션 

할 경우, 자사브랜드는 콜래보레이션을 함께 진행한 파트너사가 누군지 알리기 위한 홍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매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의 콜래보

레이션 제품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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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나원ㆍ구양숙
경북대학교

중장년층의 의류쇼핑 추구혜택에 따른 쇼핑채널 만족도와 
인지정도

Ⅰ. 서론

오프라인 위주의 쇼핑행태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스마트폰 이용

자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채널의 쇼핑행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소비자는 오프라인이 아니더라

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다양한 

쇼핑채널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40, 50대 중장년층은 높은 경제력을 갖춘 소비주체로서 소비시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쇼핑채널인 오프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 모바일 쇼핑을 통한 

중장년층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중장년층 소비자에게 맞춘 마케팅 전략이 절실하다. 쇼핑

채널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었으나 젊은 세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중장년층의 쇼핑채

널 이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0-50대 소비자의 의류쇼핑 추구혜

택에 따른 각 쇼핑채널의 만족도를 분석하여 중장년층을 겨냥한 쇼핑채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을 탐색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 소비자들의 추구혜택을 기준으로 하여 각 채널별 인지정도, 만족도 

등을 알아보고 그룹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5월-7월에 걸쳐 이루어 졌으며, 네 

가지 쇼핑채널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4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녀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다. 표본은 편의 추출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450부 중 회수된 420부의 

설문지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를 제외한 366부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

다.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도구로는 추구혜택척도, 쇼핑채널별 만족도척도, 쇼핑채널 인지정도 관

련 문항 및 인구 통계적 변인에 관한 문항 등이 있다.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군집분석, 다변량 분석, 일원변량 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179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연구모형>

Ⅲ. 연구결과

추구혜택 요인은 실용추구, 품질추구, 오락추구, 편의추구 네 가지로 나뉘었으며, 네 가지 요

인에 따라 응답자 366명을 그룹화 하여, 쾌락형 그룹, 실속형 그룹, 보수형 그룹으로 분류 하였

다. 쾌락형 그룹은 쇼핑채널의 오락성과 제품의 품질을 우선시하는 그룹이며 실속형 그룹은 채널

의 실용성과 편리함을 우선시하는 그룹이라 명명하였다. 보수형 그룹은 추구혜택의 모든 항목에

서 다른 그룹들보다 낮은 요인점수를 나타내며 쇼핑채널의 품질과 실용성을 우선시하였다. 

추구혜택 유형에 따라 나뉜 세 그룹별로 쇼핑채널에 대한 인지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쇼핑채널 

인지정도 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 신뢰성, 편의성(경제성), 정보성, 유희성으로 나뉘었다. 그룹별

로 쇼핑채널 인지정도를 비교한 결과, 네 가지 요인 모두 각 그룹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추구혜택 유형에 따른 각 채널별 만족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오프라인 쇼핑의 만족도는 보수

형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 쇼핑 채널의 만족도는 실속형 그룹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모바일 쇼핑과 TV홈쇼핑은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이었으며,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

타낸 그룹은 쾌락형 그룹이었다. 

Ⅳ.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가장 적은 수의 응답자가 속해 있는 보수형 그룹을 제외하면 

쾌락형 소비자와 실속형 소비자는 오프라인 쇼핑보다 인터넷 쇼핑을 더 선호하거나 오프라인 쇼

핑 못지않게 인터넷 쇼핑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중장년층에게 오프라인 쇼핑은 가장 

신뢰가 가는 채널이며, 인터넷 쇼핑은 가장 경제적인 채널로 인지되고 있었다. TV 홈쇼핑은 쾌락

형 그룹과 실속형 그룹에게 오프라인 쇼핑 다음으로 신뢰가 가는 채널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모

바일 채널은 실속형 그룹에게 인터넷 쇼핑 다음으로 경제적인 채널로 인지되고 있었다. 이는 중

장년층의 전통적 상거래 방식이었던 오프라인 쇼핑이 점차 인터넷 쇼핑 채널로 확장되고 있으며 

나아가 TV 홈쇼핑과 모바일 쇼핑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장년층 소비자가 쇼

핑 채널을 선택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뢰성과 경제성은 사실상 오프라인 쇼핑과 인터

넷 쇼핑에 국한된 실정이다. 따라서 TV 홈쇼핑과 모바일 쇼핑이 의류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장년층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마케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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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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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경남대학교

초록 배색 의류에 대한 국가별 친환경 감성이미지 및 
친환경행동의 차이
: 영국, 중국, 한국을 중심으로

건강이나 자연 친화, 에코 등은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가장 잘 반영하는 컬러 중 대표적인 것은 초록색이다. 1990년대 후반 자연주의룩으로 시작된 에

콜로지 트렌드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린 패션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록색

이 의복에 활용되었을 때 초록배색 의복에 대한 친환경 감성이미지에 대한 차이와 친환경행동의 

차이 그리고 친환경 행동에 따른 친환경 감성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시각자료로는 2013년 레디투웨어 패션 쇼에서 나타난 패션 사진 중 초록배색 사진

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써 설문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그린 

컬러동일배색 의복에 대한 감성이미지, 친환경 태도로 구성되며 조사대상은 영국, 중국, 한국인 

중 20대에서 50대까지의 성인 150명을 으로 구성된다. 분석방법은 SPSS 14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ANOVA와 Duncan test 등이다.

연구 결과 국가별 초록 배색 의복에 대한 감성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Britain이 Chinese

와 Korea보다 더 전원적(countrified)이고 eco-friendly하며 healthy한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한국

인과 중국인은 영국인 보다 더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그리고 한국인은 더 

희망적(hopeful)이라고 지각하였다. 한국인과 영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useful하다고 지각하였다. 

안정된(stable)-불안정한(unstable)과 organic-chemical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친환경 행동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제1요인은 의류 및 생활용품

의 재활용 행동, 제 2요인은 일회용품의 구매 행동, 제 3요인은 분리수거에 대한 행동 그리고 제 

4요인은 제품 회사의 윤리성에 대한 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국가별 친환경에 대한 행동 차이 결

과 다음과 같다. 의류 및 생활용품의 재활용에 대한 행동과 일회용품의 구매 행동에 대해 영국인

이 가장 환경 친화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분리수거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3개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품 회사의 윤리성에 대한 행동의 차이 결과 중국인이 가장 환경친환적

인 행동을 보였다. 의류 및 생활용품의 재활용 행동에 따른 초록배색 의복의 친환경감성이미지 

차이 결과 10개의 친환경감성이미지 형용사쌍 중 stable-unstable, healthy-degenerate, organ-

ic-chemical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일회용품의 구매 행동에 따른 초록배색 의복의 친환경 감

성이미지 차이 결과 희망적인(hopeful) -절망적(fearful)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분리수거에 대

한 행동에 따른 친환경 감성이미지의 차이 결과 희망적인(hopeful)-절망적(fearful), 유익한

(useful)-무익한(non-function), 유기농의(organic)-화학적(chemical)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제

품 회사의 윤리성에 대한 행동에 따른 초록 배색 의복의 친환경감성이미지의 차이 결과 eco- 

friendly-anti environmental, hopeful-fearful, useful-non-functional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초록배색 의류에 대한 친환경 감성이미지에 대한 차이와 친환경 행동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182 _____ Convergence of Fashion and IT

살펴본 후 친환경 행동에 따라 친환경 감성이미지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국가별로 초록배색 의류에 대한 친환경 감성이미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친

환경 행동에 따라서도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의류 색채 기획 시 국가별로 감성

이미지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연계시킬 경우에는 

국가별 차이 뿐 아니라 친환경에 대한 행동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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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한성대학교

OECD국가 리콜사례 분석을 통한 신발제품 위험요인분석

의류, 신발, 액세서리를 포함하는 패션제품은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많은 혜택을 제공하지만 동

시에 위험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더욱이 새로운 소재나 새로운 가공기술의 개발로 과거에는 존재

하지 않았던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개방화로 전 세계 국가들

이 지속적으로 FTA체결하고 있고 온라인 유통채널의 발달로 글로벌 생산과 소비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비자는 더 많은 제품 위험성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OECD나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기구

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품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성을 초래하는 제품

에 대하여 신속하게 리콜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유해성을 초래하는 제품에 대하여 신속하게 

리콜 하고 그 정보를 각 국가의 소비자보호기관이나 국제기구를 통해 실시간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가동 중이다. 본 연구는 패션제품 중 신발제품의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

품의 위험성을 파악하고자 OECD국가의 신발류 리콜사례의 제품유형별 위험성요인과 리콜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OECD의 ‘The Global Recalls’ 포털사이트와 유럽기반 글로벌컨설팅기관

인 SGS International의 리콜정보 제공사이트를 통해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실시된 신발류 리콜사례를 수집하여 중복사례를 제외하여 총 165건이 분석되었다. 한국 리콜정보

사이트인 국가기술 표준원의 ‘Safety Korea’에는 신발류의 리콜사례가 단 한건 제공되지 않아 제

외하였다. 

연구결과 스페인과 독일의 리콜비중이 각각 38.8%와 30.3%를 차지했고, 프랑스 9.1%, 헝가리 

6.7%, 미국 4.8%, 그 외 8개 국가가 10.3%를 차지했다. 상품의 소비자유형에 있어서 유아동신발

이 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여성용 30.7%, 남성용 11.0%, 그리고 작업용 안전화가 

20.2%를 차지했다. 품목비교에서는 캐주얼신발이 41.7%로 가장 많았고, 슬리퍼/샌들과 일반 부츠 

및 작업용 안전부츠가 동일하게 24.5% 씩을 차지했다. 성인용 정장신발은 9.2%를 차지했다. 위

험요인은 화학적 물질에 의한 리콜이 72%을 차지해 신발소재인 가죽, 플라스틱, 비닐, 금속 등에 

사용하는 물질이 알레르기, 암,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6가 크로뮴이 전체의 68%나 차지했다. 두 번째 위험요인은 질식으로 

주로 유아동신발에 부착된 장식이나 작은 부품의 고정력이 약해 분리되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경

우이고 또 날카로운 조각이 분리되어 상해를 입히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

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화에서 나타나는 사례들이 7.4%를 차지했고 또 안전화의 바닥과의 마찰에 

의한 불꽃과 화재위험성도 2.3%를 차지했다. 네 번째는 밑창의 접지력이 약하거나 여성 하이힐의 

불안전성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골절상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5%를 차지했다. 리콜유형을 비

교하면 자발적 시장회수/경고 및 자발적 리콜(환불, 교환, 폐기)이 51.3%, 강제적 시장회수/리콜

이 28.3%, 아예 국경진입을 차단하는 주로 스페인에서 시행하는 리콜이 20.4%를 차지했다.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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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산지는 총 25개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7.8%나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직 단 한건도 시행되지 않은 한국 신발소비시장에 위험성요인을 제시하여 안전한 제품

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신발제품이 글로

벌 시장으로 진출할 때 국제표준 안전성의 준수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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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근
안동대학교

관여와 쇼핑성향에 따른 셔츠구매행동

현대사회에서 남성 직장인이 착용하는 정장은 직업, 신분 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예식, 공식적인 행사 등에 있어서 규범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주5일제

의 정착 등과 함께 캐주얼한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의복에 대한 규범은 완화되었고, 상하의 1벌의 

정장이나 정장재킷의 구매와 착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남성정장에서 맞춤에 대한 수요

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정장에서 내의에 해당하는 셔츠에서 맞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으나, 기성셔츠에서 맞춤셔츠로 전환하려는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에 대한 관여와 쇼핑성향 등의 개념을 통해서 남성소

비자를 세분화하고 이들이 보이는 맞춤셔츠 구매행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2011년 5월 15-29일 사이에 서울지역에서 2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완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 일부를 제외한 350부의 

설문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여는 유행관여와 의복관여의 2차원으로 나뉘어졌고, 이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

과, 유행관여와 의복관여 수준이 모두 높은 집단, 유행관여가 높은 집단, 의복관여가 높은 집단과 

같이 3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쇼핑성향은 충동지향, 개성지향, 상표지향, 유행지향, 절약

지향의 5가지 차원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관여를 통한 3집단에서 쇼핑성향의 차이를 비교한 결

과, 유행관여와 의복관여가 모두 집단에서 보다 적극적인 쇼핑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의복관여가 높은 집단에서 더 개성적이고, 절약지향적인 쇼핑성향을 보였는데, 의복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남성소비자들이 보다 독특한 스타일의 의복을 알뜰하게 구매하는 경향

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관여가 맞춤셔츠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

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복관여를 제외한 유행관여가 맞춤셔츠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남성소비자에게 맞춤이라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새

로운 방식의 의복 제작이자 의복구매방식이지만 유행관여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넷째, 쇼핑성향이 맞춤셔츠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동지향과 유행지향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기성셔츠에 비해 가격

은 비싸지만 대중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출현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특성보다

는 체형 등과 같은 이유로 맞춤셔츠를 구입하기 때문에 개성지향, 상표지향, 절약지향 등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맞춤셔츠에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맞춤이라는 행위 자체

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동지향과 유행지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소비자 

특성에 기초하여 광고제작이나 매장대응 등에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한다면, 보다 효율성 높은 커

뮤니케이션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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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경1)ㆍ김혜란1)

전대근2)ㆍ박순지1) 
1)영남대학교ㆍ2)안동대학교 어반 아웃도어(Urban outdoor) 제품에 대한 인식과 제품 품질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연구

현재 아웃도어 시장은 캐주얼 브랜드의 아웃도어화와 해외 브랜드의 국내진출로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Style Log, 2013.10.7.),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여러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아웃도어의 일상화에 대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스페이스에서는 아웃도어 캐쥬얼 

라인인 “화이트 라벨”, 블랙야크에서는 “스포츠블루”라인을 런칭하였고 그 외에도 국내외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기존의 기능성에 심미성을 더한 어반 아웃도어 라인을 확장하고 있다(Ryu, 

2015.9.23.). 새로운 어반 아웃도어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반 아웃도어

시장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어반 아웃도어의 제품개발이나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아웃도에 비해 일상생활에 도입이 가능한 컨셉으로 현재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어반 아웃도어 의복 제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설계요소에 대한 소비자

들의 요구와 만족/불만족을 Kano 이론을 통해 조사하여 제품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어반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대 소비자 156

명을 대상으로 어번 아웃도어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제품 속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

문지는 선행연구(Lee, 2012; Kim외 3인,2007; Kwon외 1인,2004; Cho외1인, 2008; Jeon외 1인, 

2008)를 참고로 하여 아웃도어 태도, 기존 아웃도어와 차별점, 제품이미지, 어번아웃도어 설계요

소의 중요도와 만족/불만족 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도어 활동과 어반 아웃도어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았다. 복수응답을 통해 주요한 아웃도어 활동을 살펴본 결과, 배드민턴, 조깅, 등산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일반적인 캐주얼 의류를 착용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여 

여전히 아웃도어 활동과 일치하는 의류의 구매와 착용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한 어반 아웃도어 제품을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 비율이 높고, 향후 구매의사 또한 더 높게 나타

나서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반 아웃도어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

째, 어반 아웃도어 제품품질의 속성을 살펴보고, Kano이론을 적용하여 품질속성을 확인하였다. 

어반 아웃도어 제품품질의 구성차원은 성능, 적합성, 실용성, 상품성, 상징, 편의성, 대중성 등의 

7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 Kano 이론에 따라서 각 차원의 품질을 살펴본 결과, 성능, 대중성에서

는 일원적, 당연적 품질이, 적합성에서는 매력적, 일원적, 무관심 품질이, 실용성에서는 일원적 품

질이, 상품성에서는 일원적, 당연적 품질이, 상징에서는 일원적, 무관심 품질이, 편의성에서는 무

관심 품질이 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 향상과 불만족 감소를 위해

서는 실용성 차원의 요인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반 아웃도어에서는 관

리나 비용에서의 실용성, 착의와 탈의, 맞음새 등에서의 실용성을 중심으로 제품의 품질요소를 관



187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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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ㆍ이경희
부산대학교

해외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정서와 시니어 패션의 특성과의 
관계

뉴미디어 시대에는 소셜 미디어가 패션이미지를 표현하며 공유되는 매체로서 그 영향력이 증

가하고 있다. 시니어 세대도 블로그나 SNS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독창적인 패션 이미

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젊고 개성 있는 모습의 이들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

러한 해외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시니어의 패션 이미지의 특성을 알아보고 시니어의 정서와의 관

계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는 첫째, 해외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시니어 패션의 

특징을 알아본다. 둘째, 소셜 미디어에 표현된 감정과 시니어패션 특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

다. 셋째, 소셜 미디어에 표현된 심리적 방어기제와 시니어 패션의 특성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자

료 수집은 대표적인 SNS인 Facebook, Instagram와 시니어 대표 패션 블로그 인 Advanced style

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기간은 2012년 10월에서 2015년 9월까지이고 820개의 사진을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은 내용분석 방법으로 자주 등장하는 특징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소셜 미디어에 나타난 

시니어 패션의 특징은 패션 스타일은 자신만의 개성 있는 스타일의 추구가 나타났으며 로맨틱, 

아방가르드, 모던, 트렌디, 레트로, 엘레강스, 스포티, 키덜트 스타일이 나타났다. 독특한 디자인의 

모자, 선글라스, 숄, 가방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였

다. 색채는 블랙과 화이트의 무채색을 비롯하여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고 특히 브라이트와 비비드 

톤의 밝고 선명한 컬러를 선호하며 레드, 마젠타, 오렌지 등의 난색 계열을 선호하였다. 헤어컬러

는 자연스러운 은발이 많았으며 염색을 할 경우 브라이트 톤의 오렌지, 블루 등 인위적인 컬러가 

나타났다. 둘째, 시니어 패션에 나타난 감정은 기쁨, 사랑, 놀라움이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에 나

타난 시니어 패션의 특성과 감정와의 관계에서 패션 스타일 중 엘레강스, 키덜트, 트렌디, 스포티 

스타일은 기쁨을, 로맨틱, 레트로 스타일은 사랑을, 아방가르드 스타일은 놀라움의 감정을 나타냈

다. 셋째, 시니어 패션에 나타난 방어기제는 상징화, 보상, 유머, 퇴행, 승화로 나타났다. 소셜 미

디어에 나타난 시니어 패션의 특성과 방어기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징화는 꽃, 하트, 입술 모

양 등의 패션 아이템으로 아름다움과 여성스러움, 사랑을 표현한 경우이다. 보상은 젊은 시절에 

비해 변함이 없거나 그보다 더 발전한 바디이미지와 트렌디하고 스포티한 패션스타일로 젊음을 

표현한 경우이다. 유머는 컬러나 패션 스타일의 의외성으로 재미와 유희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이며 키덜트 스타일에 나타났다. 퇴행은 유년기(키덜트)나 레트로이미지의 패션으로 표현되었

다. 승화는 우아함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엘레강스 패션에서 표현되었다. 방어기제의 성숙도는 

미성숙한 방어인 퇴행, 신경증적 방어인 상징화가 나타났으며 유머, 승화와 같은 성숙한 방어기제

가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시니어는 패션을 통한 방어기제의 사용으로 기쁨

과 사랑, 놀라움의 긍정적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노년기의 분노, 슬픔, 공포의 부정적인 정서를 무



189연구논문 발표 포스터 _____

의식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외 소셜 미디어에 표현된 시니어의 정서는 

긍정적인 자기이미지 표현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소통과 공감으로 심리 치유적인 의미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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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ㆍ김지민
건국대학교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Fashion Eyewear착용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이웨어(eyewear)는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인 눈에 착용하는 아이템이자 인

상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얼굴과 관련된 것으로(김선영, 2014), 용도와 기능에 따라 세

분화가 이루어지고 패션 상품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정형호, 2005). 현대의 Fashion 

Eyewear는 시력을 보호하는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패션스타일을 보조하는 장식적인 

면을 연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Fashion Eyewear의 착용현황 및 얼굴유형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를 비교분석 하여 외모관리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40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 및 외모관리 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Fashion Eyewear 착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Fashion Eyewear 착용이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방법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신

뢰도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스타일의 요인분석결과 유행지향, 실용지향, 보수지향, 과시지향, 활동지향 총 5개

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외모관리행동 요인분석결과 유행추구, 타인모방추구, 품위관리추구, 건강관리추구로 4개

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셋째, 30-40대 여성의 Fashion Eyewear 착용은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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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뷰티 TV미디어 이용이 미디어 태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매력적인 외모에 대한 사고와 가치관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TV와 같은 미디어는 이상적인 외모의 전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우

리는 아름다운 외모의 기준을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이미지를 받아들여 인지하고 실현의 기준으

로 삼는다(서윤경ㆍ김주덕, 2003). 외모에 대한 정보의 대중화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그 당시의 이

상적인 외모에 대한 기준을 자신의 평가 기준으로 수용하여 이상적인 외모를 만들기 위해 일반적

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외모관리에 미디어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외모

관리에 영향력을 미치는 패션/뷰티 TV미디어에 우연히 노출 된 외모관리를 위한 정보 이용이 관

심이용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소비자의 외모관심 증가와 외모관리 행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우연노출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심이용을 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2) 

이와 같이 소비자가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에 노출된 정보처리를 통하여 자신의 선택에 의해 돌

아올 긍정ㆍ부정의 결과를 고려해서 긍정적 결과는 극대화 시키고, 부정적 결과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결정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Reynolds & Olson, 2001) 패션/뷰티 TV미디어 이용 

소비자가 특정 방송 채널을 시청하는 성향이 있다.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일관되게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은 태도를 의미한다(박지영, 2007). 이러한 태도는 소비자의 행동

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 효과의 결과로서 자주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모와 관련된 패션/뷰티 TV미디어 이용이 미디어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패션/뷰티 TV미디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서울, 경기, 충남에 거주하는 20∼40대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631부의 설문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고,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 태도 요인은 미디어 인식, 미디어 감정, 미디어 행동 3요인으로 외모관리 소비행

동은 연예인모방, 유행지향, 타인의식, 시술관리, 몸매관리 5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패션/뷰티 TV미이어 이용이 미디어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우연노출, 관심이용 모두 미

디어 인식, 미디어 감정, 미디어 행동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우연노출이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는 패션/뷰티 TV 채널이 다양해져 소비자는 우연노출에 대한 자

극을 받을 기회가 많아져 패션/뷰티 TV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미디어 태도가 긍정임을 보여

* 이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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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것이라고 판단되어 진다. 이레 따른 패션/뷰티 관련 업체는 패션/뷰티 TV미디어 이용이 미디

어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품기획과 판매촉진 방안 등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미디어 태고가 외모관리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미디어 인식과 미디어 행동은 연예

인모방, 유행지향, 시술관리, 몸매관리에서 영향이 나타났다. 미디어 감정은 타인의식, 시술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중 시술관리 소비행동은 미디어 태도 즉 미디

어 인식, 미디어 감정, 미디어 행동 모두에서 영향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모관리 행동

은 짧은 시간에 확연히 외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패션/뷰티 TV미디어 이용시 시술관리에 

대한 정보는 미디어 태도 에 있어서 미디어 인식보다 행동과 감정의 영역에서 더 높게 반응함을 

보여주는 검증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소비자들이 시술관리 소비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한

다는 경향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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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패션 광고 메시지 유형 별 광고 효과
: 감성 어휘 메시지를 중심으로

패션 산업은 패스트 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의류 쓰레기를 야기하는 

환경의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90년대 이후 다양한 기업에서 환경적으로 지

속가능한 경영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패션은 디자인 관련 연구를 시작으로 소비자의 소

비행동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친환경 패션과 관련하여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이는 제품 속성 별 선호도를 파악한 연구(나영주, 김효원, 2012; 유지

헌, 김민경, 2012)로 한정되어 소비자의 감성이나 인식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또한, 친

환경 광고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광고 유형에 따라 각자 다른 영향을 보일 수 있는데(이승인, 정

희진, 1998), 친환경 패션 광고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환경 

패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감성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패션 광고 메시지를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

식을 감성 어휘 메시지로 도출하고 이를 유형화하며, 둘째, 친환경 패션 광고 메시지 유형에 따

른 광고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셋째, 친환경 패션 광고 메시지 유형과 광고 효과의 영향관계

에서 친환경 패션에 대한 선호도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있다.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친환경 패션에 대한 감성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트위터의 빅 데이터 

정보의 텍스트 마이닝과 소비자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도출된 유형을 바탕으로 광고 메시지 별 

광고 효과의 차이가 규명되었다. 2015년 10월 1일~ 10일까지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지 법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290부의 응답

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SPSS 21.0을 이용해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일원변량분석

(ANOVA), 회귀분석,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 감성 어휘 유형은 네 가지로 ‘환경성’, ‘진실성’, 

‘지속성’, ‘기능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친환경 패션 광고 메시지 유형에 따라 광고 태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친환경 패션 선호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브랜드 평가 요소 중 지각된 가

치와 브랜드 태도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패션에 대한 소비자 감성 

어휘 메시지를 파악하여 친환경 패션 제품 광고 시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광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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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서퍼를 위한 스마트 웻수트*

With the recent rapid growth in the number of people who enjoy marine leisure activities. 

The marine leisure industry faces good opportunities for development and need to safety 

functional products. We attempt to design and materials analysis of various marine wetsuits 

in the field and development of functional wetsuit with safety for surfer in the previous 

study and we conclude to need safety function and attractive appearance of wetsuits for 

surfers. So, we introduces a “marine smart clothing” which is an integrated circuit technology 

solution and a fashionable design. We explain the design concept, fabric choice, functional 

modules, programming code, and ultimately the prototype garment as follows.3)

Design concept shows the mood board developed for marine smart clothing I “flowering 

surfer’s wetsuit” and the type of fabrics used in the design. The exterior design has been de-

veloped for fashionable surfer’s wetsuit based on active and stylish. The main goal of the de-

sign for wetsuit is to create a smart and safety functional garment for surfing in the winter. 

So, we used to include GPS modules, LED lighting, waterproof EL wire and neopixel LED 

safety lighting. The key pattern is flower and the color palette is mainly black and reddish 

orange. The using neoprene fabric has abrasion resistance, chemical resistance, water resist-

ance, and elasticity. Moreover we are developed digital printed patter neoprene fabrics with 

flower images and using to front of garments. 

We worked to design marine smart clothing I for flowering surfer’s wetsuit. These clothing 

have integrated circuit technology using GPS module, trinket powered-neopixel LED light and 

waterproof EL wire. Integrate sensors into functional wetsuits that support location and light-

ing visible recognition capable in clothing. The further goal is to ensure robustness to the 

highly corrosive wet and salt environment whilst enabling integration of personal safety func-

tion without compromising garment comfort for surfer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EST) (No.NRF-2014R1A1A20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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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용 웻수트 개발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Ⅰ. 서론4)

겨울용 웻수트는 움직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수트 내부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며, 시중에 나와있는 겨울용 웻수트 디자인성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디자인성도 

추가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겨울용 웻수트에 디자인성과 스마트 안전 기능성을 추가하고 색

상, 문양 디테일 별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위치인식기반 안전보호용 스마트 웻수트

를 개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겨울용 웻수트의 선호도 조사는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하는 사람 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겨울용 웻수트는 블랙과 아이보리의 두가지 색상 , 다섯가지 문

양, 다섯가지 디테일로 각각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Adobe IIustrator CS3, Adobe Phtoshop CS3

를 이용해 직접 디자인을 하여 디자인 선호도 조사에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의 디자인 설문조사 결과 객관식 문항 색상에서는 블랙이 82%, 아이보리가 18%로 나타

났다. 문양에서는 예시 4번이 26%, 예시2번이 25%, 예시 3번이 21%, 예시 1번이 18%, 예시 5번이 

10%로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디테일에서는 팔 전체를 강조한 디자인이 29%를 나타내었고, 옆

구리를 강조한 디자인이 28%, 몸판을 강조한 디자인이 17%, 윗가슴을 강조한 디자인과 겨드랑이와 

종아리를 강조한 디자인 각각 13%로 나타났다. 주관식 문항에서는 디자인을 선택한 이유에서 ‘제시

된 예시 중 가장 마음에 든다’가 30%, ‘개성있고 눈에 띈다’가 24%,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가 22%, 

‘색상이 마음에 든다’가 10%, ‘다른 디자인에 비해 심플하다’가 6%로 나타났고, 그 외 ‘바다랑 잘 어

울린다’, ‘계절과 잘 어울린다’가 각각 4%로 나타났다. 제시된 예시 외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디자인 

요소 부문에서는 ‘단색, 민무늬와 같은 심플한 디자인’이 34%, ‘기하학 패턴’이 18%, ‘스트라이프’가 

15%, ‘해양생물 팝아트’가 9%, ‘도트’가 9%, ‘파도’와 ‘보드 패턴’이 각각 6%를 나타내었고, 그 외 ‘태

양’, ‘스티치’등이 3%를 차지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블랙색상에 팔부분이 강조된 디자인과 옆구리

를 강조하여 슬림한 효과를 주는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NRF-2014R1A1

A20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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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숙
창원대학교

작업환경요인을 고려한 조선소 도장 작업복의 개발

작업환경요인은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유발하는 환경요인과 인간공학적 인자인 작업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능률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건강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다. 더욱이 작업장의 규모가 크고 작업공정이 복잡할수록 같은 작업장내에서도 작업환경조건이 

다르며, 유해요인의 종류와 강도가 증가하므로 작업환경에 적합한 공정별 작업복의 착용은 산업

안전과 매우 밀접하다. 

전체 제조업에 비해 2배 이상의 산재율을 보이는 조선소 선박 건조 공정중 도장작업은 주로 

선체와 블록의 실내, 외 등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선체 안과 블록 안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도장 작업장의 작업환경은 고농도의 유기용제와 미세한 분진 등에 노출되므로 신체 피해가 매우 

심각한 공정이다. 그러나 조선소 작업은 복잡한 공정과 거대한 규모로 인하여 공정 특성상 일반 

제조업과 달리 오염 저감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야외 작업이 많으므로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오

염물질이 쉽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도료와 희석제 등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에 의하면 xylene, toluene, ethyl benzene, methyl isobutyl ke-

tone, isopropyl alcohol,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등의 유기용제가 주를 이루는데, 대

부분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여 대기로 확산되는 다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구성되어 있으

며, 피부, 점막, 호흡기 자극, 중추신경장애 같은 독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같이 조선소 도장 

작업자는 열악한 작업환경때문에 하청업체 소속이 많으며, 저렴한 일회용 소모품인 작업복을 착용

하면서 안전보호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작업자의 산업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악하고 유해한 조선소 도장 공정의 작업환경요인을 고려하면서 작업자

들의 착의실태와 착용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성능이 개선된 도장 작업복용 소재를 시직하고 소재

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개발 소재로 제작한 실험복에 대해 field test를 실시하고 착용 

쾌적성을 비교하여 작업자의 산업안전과 생산성의 향상까지 기대할 수 있는 도장 작업복을 개발

하므로써 조선소의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장 작업장은 유기용제, 흄, 유해 화합물등 화학적 유해인자는 물론, 소음, 중금속 등 물리적 

유해인자도 혼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장 공정의 작업자세는 인간공학적 기법인 RURA와 

REVA 평가 결과, 실내나 좁은 공간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무리한 반복동작으로 인해 작업부

하수준이 상당히 높아 계속적인 관찰과 함께 신속한 작업자세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도장 작업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료나 신너에 많이 포함된 톨루엔은 장기간 노출

시 피부자극 뿐만 아니라 두통, 불면, 불안 등의 증상을 유발하므로 액체방어력이 매우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2회 투습방수 코팅하여 시직한 소재의 액체방어력이 우수하였으며, 내수도와 투습도

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도장 작업복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발된 도장 작업복의 

착용감 및 종합적 쾌적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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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ㆍ강민영ㆍ이선희**
동아대학교

발광기능성 해양용 라이프 자켓*

해양용 라이프 자켓 디자인의 필수요소에는 다음 네 가지가 있다. 의복착용에 사용되는 잠금

장치, 수중에서 착용자에 의해 작동가능한 보조잠금장치, 악조건의 해상에서 가시적효과를 위한 

발광기능, 다른 사람의 방수복, 구명동의, 구명뗏목 또는 다른 물체에 매어지거나 고정되어 착용

자가 연결된 사람 또는 물체의 근처에 있도록 하여 구조를 용이하도록 한 줄인 버디라인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능동발광기능 해양용 라이프 자켓 개발에 관한 것이다. 주 소재는 나일론 

방수소재이며, 재귀반사소재, PVC 투명필름, 매쉬, 부력재 등을 사용하였다. 디자인의 기능적인 

요소로 첫 번째는 해수전지를 구성하여, 전지의 센서와 물이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 발광하는 특

성이 있다. 두 번째는 재귀반사소재를 부분적으로 구성하여,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시켜 가시

적 효과를 주는 기능이 있다. 세 번째는 방수기능의 EL 와이어를 구성하여, 투명 PVC필름으로 

와이어를 고정시켜 발광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 호루라기, 다용도 고리, 버디라인을 구성하여, 

위험상황을 알리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체와 연결되어 구조를 용이하도록 하여서 보다 안전한 

해상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5)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NRF-2014R1A1

A20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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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아ㆍ곽정은*
신라대학교

형광색 승화전사 스포츠 티셔츠 디자인 개발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골프, 배드민턴, 등산 등 스포츠 레저 활동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연령층도 확대되면서 다양한 스포츠 레저 의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스

포츠 의류를 비롯한 아웃도어 의류에서 형광색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형광색 DTP 

승화전사를 적용한 스포츠 의류의 디자인 개발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공정 방식으로 형광색 스포

츠 티셔츠 및 등산 티셔츠의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지식집약형 작업방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광색 DTP 승화전사용 패턴을 개발한 다음 이를 골프 티셔츠, 배드민턴 셔츠, 

등산 티셔츠 등 대중화된 스포츠 티셔츠의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를 위해 Adobe Illustrator CS5를 사용하여 골프 티셔츠, 배드민턴 셔츠, 등산 스포츠 티셔츠 

아이템에 각각 적합한 형광색 DTP 승화전사용 패턴을 개발한 다음 각각의 티셔츠 디자인 도식화

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형광색의 승화전사 패턴은 절개 부위의 배색을 형광색 원단 패치의 봉제 없이 

스포츠 티셔츠의 부위에 디자인된 패턴을 적절하게 배치시킬 수가 있었다. 여러 부위에 DTP 형

광색 승화전사 패턴은 형광색의 color way를 편리하게 전개할 수 있었으며, 형광색의 패턴의 크

기를 쉽게 조절함에 따라 완성된 스포츠 티셔츠의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하여 DTP 승화전사 패턴의 적용은 스포츠 및 아웃도어 티셔츠 제품에 대한 소

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양질의 제품을 상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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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숙
울산대학교

아웃도어웨어의 차별화 속성과 소비자별 속성 평가에 관한 연구

Ⅰ. 서론

경쟁전략은 원가우위전략, 차별화전략, 집중전략으로 분류되는데(Proter, 1985) 성숙단계에 접

어든 제품의 경우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아웃도어웨어와 같이 제품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제품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제품차별화 전략이란 타사 제품과 

자사 제품을 구별하는 일체의 행위와 노력을 의미하며 경쟁상의 유리함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Hong, 2012). 기업들은 품질 자체, 장소, 서비스, 이미지 등을 이용해 차별화를 하게 되는데, 최

근에는 이러한 차별화의 방법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아웃도어웨어 시

장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아웃도어웨어의 차별화가 필요하

다면 어떤 속성을 위주로 차별화를 이루어야하는지 또 이러한 속성의 중요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웃도어웨어 구

매 시 중요한 속성 평가를 통해 차별화 속성을 파악하여, 소비자 특성별로 속성에 대한 중요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자료조사는 아웃도어웨어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성인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배포

된 설문지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t-test, Anova,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49.8%, 기혼자는 64.5%였고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까지 고르게 분포하였다. 직업은 회사원이 204명으로 전체 44.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학력

은 대학교졸이 전체의 60.8%로 가장 많았고 총 월수입은 400만원대가 2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과 및 고찰

아웃도어웨어의 차별화를 위한 속성을 파악하고자 아웃도어웨어 구매 시 관련되는 특성들에 

대해 구매 시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를 물어 요인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요인으로 묶여 분류되었

다. 먼저 점포 분위기, 점포의 깨끗한 환경, 점원의 고객에 대한 태도, 상품에 대한 지식 등이 한 

요인으로 묶여 이 요인은 서비스 및 점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은 제품이 갖는 소재

기능성, 재질감, 의복 자체의 맞는 정도 등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속해 있어 품질 



200 _____ Convergence of Fashion and IT

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세 번째 요인은 유행, 최신제품 여부와 브랜드 인지도와 평판 등이 함께 

속해 브랜드와 유행 요인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네 번째 요인은 제품의 디자인(형태와 실루엣)과 

색상, 무늬 등이 함께 묶여 제품의 디자인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위 결과에서 각 요인별 평균

값을 보면 제품의 품질 요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제품 디자인 요인, 서비스와 점포요인, 브랜

드와 유행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별화속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고려되어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중요한 정도 차이를 확인하고자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

다. 그 결과 학력과 총 수입에 따른 차별화 속성의 중요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결혼여부, 연령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점포요인, 제품

의 물리적 특성요인, 브랜드와 유행요인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제품의 디자인 요인에서는 남성

보다 여성이 더 높은 요인점수를 나타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혼여부의 경

우에는 서비스 및 점포요인과 제품의 품질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브랜드와 유행

요인에서는 미혼보다는 기혼의 경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 디자인은 미혼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도 제품의 품질 요인과 제품 디자인 요인에

서 차이가 있어 제품의 품질 요인에서는 30대가 가장 적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20대와 40대가 중

간 50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요인에서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중요

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아웃도어 웨어 시장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차별화속성을 파악

하고 소비자별 속성의 중요도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아웃도어 웨어의 차별화를 위한 속성은 서비

스 및 점포요인, 제품의 품질 요인, 브랜드와 유행 요인, 제품의 디자인 요인이었으며 중요한 순

서는 제품의 품질요인이었고 그 다음이 제품의 디자인요인, 서비스 및 점포요인, 브랜드와 유행요

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중요한 정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학력

과 총 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성별, 결혼여부, 연령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차별화속성의 중요성에 대해 학력과 총수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제품 디자인요인은 여성, 미혼, 20 대인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에 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랜드와 유행요인은 기혼자들에게 중요한 특성이며 제품의 품질 요인은 50대 소비자에

게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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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션 웨어용 고신축 니트원단의 인장특성에 관한 연구*

Ⅰ. 서론6)

컴프레션 웨어(Compression Wear)는 스트레치 소재를 이용하여 신체에 균일한 압력을 가하거

나 신체 부위별로 압박의 강약을 조절한 의류 제품군을 총칭한다. 최근에는 운동 시 신체 부위별

로 압박의 강도를 달리하여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줌으로써 근력향상 및 부상방지의 효과뿐만 아니

라,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극대화시켜 착용자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착용되고 있다. 

스포츠 부문의 컴프레션 웨어는 1996년 케빈 프랭크(미국)가 론칭한 언더아머(UNDER ARMOUR)

를 시작으로 스킨스(SKINS, 호주), 2XU(호주)와 같은 세계적인 컴프레션 웨어 전문업체들을 중심으

로 제품개발 및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고 있

다. 국내 스포츠 인구의 증가에 따라 스포츠용 컴프레션 웨어 시장이 니치마켓으로 부상하고 있으

나, 국내에서는 외국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직수입한 스포츠용 컴프레션 웨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스포츠용 컴프레션 웨어 부문의 기술수준은 아직 초보단계이며, 일부 스포츠 웨어 전문 

브랜드에서 제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연구개발 보다는 외국제품의 모방단계에 머

무르고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외국산 컴프레션 웨어용 니트원단

의 인장거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고부가가치 컴프레션 웨어용 니트원단 

개발에 활용될 계획이다.

Ⅱ. 연구방법

1. 시료

4개사의 외국산 골프용 컴프레션 웨어 상ㆍ하의를 구매하여 소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또

한 국내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8종의 스포츠 의류용 경편 니트소재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외국산 컴프레션 웨어 국내생산 경편원단

NO Sample ID 상/하의 조직 NO Sample ID 상/하의 조직

S01
S01-C3T 상의 경편

경편원단

wc-5820 - 경편

S01-C3P 하의 경편 wc-5819 - 경편

S02
S02-CWT 상의 위편 114(1) - 경편

S02-CWP 하의 경편 115(2) - 경편

S03
S03-MIT 상의 경편 116(3) - 경편

S03-MIP 하의 경편 117(4) - 경편

S05
S05-2XT 상의 위편 118(5) - 경편

S05-2XP 하의 위편 118(6) - 경편

* 본 논문은 2015년도 지식경제부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명: 경기력 향상을 위한 컴프레션 기어용 복

합 기능성 섬유제품 개발)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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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컴프레션 웨어 소재는 5종의 경편소재와 3종의 위편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스포츠 의류용으로 생산된 8종의 경편소재와 함께 원단의 소변형(Small Deformation) 영역의 인

장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2. 실험항목

컴프레션 에어용 소재는 착용시에 부위별로 적절한 압박감을 부여하고 인장변형에 대한 회복

성능이 우수하여야 한다. 현재 컴프레션 웨어용으로 활용되는 소재는 스판덱스사를 활용하여 고

신축성을 부여한 경편과 환편 니트원단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외국산 

컴프레션 웨어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와 국내 소재업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신축 경편원단의 인

장특성을 비교하였다.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하였을시 고신축 니트원단의 인장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소변형 영역에서

의 인장특성을 측정하였다. 인장실험은 KES-FB system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측정시료의 신장률

이 100%미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Max. Load 값이 100gf/cm 될 때까지 정속으로 인장시키는 방

법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앞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니트원단을 인장시켰을 시 그림 1과 같은 결

과치를 얻을 수 있으며, Max. Load에서의 신장률인 EMT값과 원단의 신장에 대한 회복성을 나타

내는 RT값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구  분 설  명

LT 선형도(Linearity)

WT 인장에너지(Tensile Energy)

RT 회복성능(Resilience)

EMT Max. Load시의 신장률

 그림 1. 니트원단의 소변형 인장특성

Ⅲ. 연구결과 및 고찰

외국산 컴프레션 웨어 제품 상ㆍ하의에서 샘플링된 니트원단들은 조직분석 및 의류제작시의 

사용방법등이 고찰되었으며, 원단의 소변형 영역 인장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외국산 컴프레션 웨어 제품의 경우 상의와 하의용 소재를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컴프레션 웨어 제품에서 상의보다는 하의에 사용된 소재가 신장률이 적은 소재가 사용

되었다. 또한 니트원단의 웨일방향과 의류의 길이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제품들이 많았으며, 대부분

의 컴프레션 웨어 제품에서 니트원단의 신장률이 적은 방향을 의류의 길이방향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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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에서와 같이 컴프레션 웨어 니트원단과 국내에서 생산된 경편원단의 EMT값을 비교하였

다. 분석결과 두종류의 시료 모두 특정범위의 신장률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컴프레션 웨어 

니트원단은 코오스 방향에 비해 웨일방향으로 신장률 값의 범위가 넓게 나타났으며, 국내 생산 

경편원단의 경우 코오스 방향으로 넓게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신장에 대한 회복성능을 나타내

는 RT값의 경우 컴프레션 웨어 니트원단들은 대부분 60%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내생산 

경편원단은 50%대의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표 1> 컴프레션 웨어 제품 분석 결과 

NO 상/하의 조직

Tensile

소재방향EMT RT

warp weft warp weft

S01
S01-C3T 경편 87.79 66.90 56.59 37.19 앞면을 표면/옆으로 뉘임

S01-C3P 경편 53.58 84.62 70.37 61.76 앞면을 표면/정방향

S02
S02-CWT 위편 76.23 66.12 68.13 60.99 앞면을 표면/옆으로 뉘임

S02-CWP 경편 64.61 46.51 60.69 58.90 앞면을 표면/옆으로 뉘임

S03
S03-MIT 경편 99.84 157.72 52.72 40.52 앞면을 표면/정방향

S03-MIP 경편 30.40 67.05 67.16 69.47 앞면을 표면/정방향

S05
S05-2XT 위편 47.63 50.61 75.89 72.88 앞면을 표면/정방향

S05-2XP 위편 50.07 60.12 74.78 55.48 앞면을 표면/정방향

(경편)

wc-5820 경편 54.95 92.96 60.80 55.41 -

wc-5819 경편 58.51 103.36 63.23 54.07 -

114(1) 경편 58.12 79.40 51.39 46.03 -

115(2) 경편 62.56 76.57 56.05 50.00 -

116(3) 경편 65.44 94.57 57.53 46.85 -

117(4) 경편 53.73 66.22 59.89 45.97 -

118(5) 경편 45.73 56.51 62.50 55.03 -

118(6) 경편 36.94 87.35 61.48 52.45 -

코오스 방향 신장률(%)

웨
일
 방
향
 신
장
률(%

)

 

그림 2. 컴프레션 웨어 니트원단과 국산 경편원단의 인장특성(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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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내 스포츠산업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컴프레션 웨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외국산 컴프레션 웨어 제품 및 소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소재의 활용방법 및 인장특성

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소재업계 및 스포츠 의류업계의 컴프레션 기어용 소재 및 제품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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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동결건조 분말형 염료를 사용한 천연염색연구 
: 홍화 분말에 의한 면 및 리오셀 염색

Ⅰ. 서론

본 연구는 홍색 홍화 분말을 이용한 면직물 및 리오셀직물 염색에 관한 연구이다. 홍화는 황

색과 홍색의 두 가지 색소를 가지고 있다. 홍화를 사용하여 홍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

색 색소를 제거한 후 홍색을 추출하게 된다. 홍화로부터 홍색 염료를 얻는 과정은 비교적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색상발현의 재현성을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동결건조된 분말상태인 홍

화색소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홍화의 홍색 색소를 동

결건조로 추출하여 만든 분말을 이용하여 매염제의 농도별, 염색횟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

여 홍화 분말타입의 염료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시료 및 시약

시료는 염색용인 흰색의 면직물과 리오셀직물을 15x15cm의 크기로 잘라 사용하였다. 정련에 

사용된 시약으로는 탄산칼륨(K₂CO₃)을 이용하였다. 매염제로는 명반을 사용하였으며 염색을 위해 

동결건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홍화 분말을 사용하였다. 

2. 정련 

면직물과 리오셀직물을 탄산칼륨 1% o.w.f. 수용액을 끓여 30분간 정련하고 물로 세척하였다. 

3. 매염법 

정련된 시료를 염색 전에 선매염 처리하였다. 명반을 사용하여 각각 1%, 2%, 3%, 4% 의 수

용액을 준비하고, 농도별로 면직물과 리오셀직물을 각각 4장 씩 선매염하였다. 매염 방법은 매염

액을 가열시켜 60℃에 도달되면 시료를 투입한 후, 20분 간 매염하였다. 매염이 완료된 후 직물

시료를 물에 헹구고 자연건조 하였다.

 

4. 홍화분말 염액 만들기

동결건조를 통해 얻어진 홍화분말을 염료농도 50% o.w.f., 액비 50:1로 하여 염액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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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화 염색방법

농도 1%, 2%, 3%, 4%로 매염처리 된 면직물과 리오셀직물을 준비한 염액에 담가 40℃를 유

지하며 30분간 염색하였다. 염색 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수세한 후 탈수시켜 자연 건

조하였다. 건조한 후 같은 방법으로 4회 반복 염색을 진행하였다. 

6. 색상측정

염색물의 색상 측정은 SP62 Portable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였다. L*(Whiteness), a* 

(Redness), b*(Yellowness) 3차원 공간 좌표상의 점을 측색하고, 두 색점 사이의 거리를 색차로 

표현하는 ΔE값을 계산하였다. 색상의 측정에서는 동일포에서 서로 다른 지점을 설정하여 5회 측

정, 평균치를 구하였다. (L*₁, a*₁, b*₁)인 기준색과 (L*₂, a*₂, b*₂)인 측정치 간의 색차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ΔE=
 

  
  

   
  

   

7. 자료 분석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통계처리 소프트웨어 SPSS 19를 사용하여 분산 분석을 시행하

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홍화 분말을 이용하여 염색하였으며, 염색 시 매염제의 농도별, 염색 반복횟수에 

따른 변화 비교 분석하였다. 면직물과 리오셀직물의 색차를 비교분석 결과 매염제의 농도가 높을

수록, 염색횟수가 많아질수록 L값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매염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염색 횟수

가 많아질수록 a*r값이 높아지어 붉은 색상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b* 값은 매염제의 농도

가 높을수록, 염색 횟수가 많아질수록 낮아지고 있다. b* 값이 양의 값이면 노란 색상이 강한 것

을 말하는데 이 값이 낮아진 것은 노란 색상이 줄어든 것을 뜻한다. 미염색 원포와 염색된 시료 

사이의 색차(ΔE값)의 경우 매염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염색횟수가 많아질수록 값이 커지고 있다. 

분산분석을 통하여 매염제의 농도와 염색횟수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매염제의 농도보다는 염색횟

수가 색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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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홍화 염색횟수에 대한 ΔE 변화 (농도 1%)

<Fig. 1>의 면직물과 리오셀직물의 염색결과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반복염색 횟수가 증가할 

때 리오셀직물의 염착량 증가(ΔE) 기울기가 면직물에 비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오셀섬유

는 물속에 침지된 상태가 유지되면, 섬유의 지름방향으로 팽윤이 발생하기 쉽다. 염색횟수의 증

가에 대한 염착량 변화의 기울기에서 리오셀섬유가 면섬유에 비해 크게 나타난 것은 리오셀섬유

내의 미세구조가 수팽윤에 의해 변화하고, 이로 인한 염료 수용공간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추

정할 수 있다. 즉 리오셀 미세구조의 변화에 기인한 염착량의 증대로 추정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동결건조로 추출하여 만든 분말을 이용하여 홍화의 홍색 염색을 연구하였다. 면직

물과 리오셀직물을 염색할 때 각각 매염제의 농도를 달리 하였고, 염색의 횟수도 4회까지 하여 

차이를 두었다. 그 결과 면직물과 리오셀직물 두 가지 직물 모두 염색 횟수에 대해서는 유의한 

수준의 ΔE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면직물과 리오셀직물을 비교하였을 경우 염색 횟수를 거듭할수

록 리오셀직물의 염착량 증가효과가 약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리오셀섬유의 수팽

윤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에 수반하는 염료수용공간의 증대, 즉 염착량의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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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부산대학교

직업복에 따른 의상소재 및 특성 연구

Ⅰ. 서론

직업복이란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착용자의 생리쾌적성, 안전성, 위

생성 등을 고려한 의복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직업에 따라 직업복이 가진 심미성, 상징성에 

의해 착용자의 심리적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표현적 도구이다. 

직업복은 직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최적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구성되어야하

고 또 직업 활동 환경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험요인과 인체보호를 위한 필요성능 등이 달라지

므로 직업의 환경에 따라 적절한 구성과 소재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직업복은 직

업복을 착용하는 사람의 연령ㆍ성별ㆍ건강ㆍ활동 등 신체적 특성과 직업복의 착장 특성이 종합적

으로 연결되어(Rosenblad, 1985), 생산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직업복을 알아보고 직업복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인간공학적인 직업복 개발을 위하여 직업에 맞게 활용 가능한 소재의 종류와 기능

에 대해 조사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논문은 패션으로서의 심미적 가치가 있는 사무복과 작업복 노동자 등 각 직업군에 따른 의

상의 특성을 살펴보고 의복의 소재를 파악하려고 한다. 논문 구성을 위하여 기존의 학위 논문들

과 학회지 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하여, 최근 경향을 확보하였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직종별 직업복 종류와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직업복에 활용되는 소재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Ⅲ. 결과 및 고찰

1. 직종별 직업복 특성

1) 대기업ㆍ일반 사무직

기업에 종사하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남성 슈트나 여성 스커트 정장일지라 도 일

단 색상에서 푸른색은 지적이면서도 신중하고 차분한 인상을 준다. 여성의 경우 무난한 스타일의 

3 버튼 싱글 정장이나 심플함을 강조한 깔끔한 정장을 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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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직

많은 외근활동이 주 업무인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갈색색상이 현실적이고 소박하며 사교

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열게 하는 좋은 색이다. 이 경우 넥타이는 잔잔

한 무늬가 골고루 퍼진 무늬나 단색 계열이 무난하고 회색 정장을 입는다면, 같은 연한 회색 셔

츠와 회색 넥타이의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로 상대방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성의 경우 상대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스타일의 베이지색. 회색계열의 정장을 갖추 는 것

이 일반적이다. 액세서리로 포인트 코디를 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3) 방송ㆍ광고 등 전문직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정장, 셔츠와 넥타이 가운데 하나에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다. 주

로 붉은색과 자주색이 이 효과를 줄 수 있는데 감색 정장과 푸른색 셔츠에 자주색 넥타이를 매

는 것처럼 보색 효과를 내는 것이 그 예다. 셔츠는 줄무늬나 잔잔한 체크가 들어간 것을 시도해 

보고, 넥타이는 이 줄무늬와 같은 색의 굵은 줄무늬를 고른다면 클라이언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 브로치나 스카프로 자신을 표현하는 의상 스타일을 갖춘다.

4) CEO, 간부

기업의 CEO나 관리직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슈트를 착용한다. 슈트는 개인의 활동성과 사회격

식에 맞는 의복이여야 하므로 본인의 개성 있는 감각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상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형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활동성과 쾌적성을 고려한 다

양한 소재가 등장하고 있다. 소재의 질감에 있어서는 광택이 나는 솔리드 소재가 두각을 보이고 

있다.

 

2. 직종별 직업복 소재

1) 경영자 등 정장 

기업의 경영자들이 착용하는 정장은 일반적으로 울 실크 등의 원단이 대부분이다. 이 소재는 

실크의 함유가 높을수록 견뢰도가 약하여 잘 미어지고 구김이 많이 가는 편이다. 실크가 40%정

도 들어가면 광택이 많이 나지만 밝은 색의 경우 물 한 방울만 묻어도 얼룩이 생기는 단점은 있

다. 일반적으로 울 실크 등의 원단이 대부분이다. 이 소재는 실크의 함유가 높을수록 견뢰도가 

약하여 잘 미어지고 구김이 많이 가는 편이다.

2) 쿨비즈 룩

cool과 business가 결합된 단어이며 일본 정부에서 주도한 의복 착장 캠페인에서 비롯된 신조

어이다. 즉, 시원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근무 가능한 패션이다.

정장에 많이 사용되는 울은 흡습성이 있어 땀을 빨아들여 외부로 발산시켜 스포츠웨어 로도 

널리 애용되고 있다. 뛰어난 발수성으로 외부의 오염물질을 차단하여 오염을 방지 하고 의복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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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시켜주어 착용감도 우수하다. 최근에는 활동의 효 율성을 증대시키고 최

적의 착용감을 제공하기 위해 신축성 소재를 활용한 정장과 IT기 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정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3) 프리랜서 활동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활동이 많은 사람은 일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슈트보다 는 캐주

얼한 의복을 선택한다. 캐주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청바지이다. 청바지의 소재는 굵은 

무명실로 짠 튼튼한 능직(綾織)의 면직물인 데님이다. 상의로는 니트를 생각할 수 있다. 니트의 

소재는 합성소재와 천연소재를 혼용한 것이다. 혼용율에 따라 보온성에 차이가 있으며, 천연소재

인 울의 혼용율이 높으면 보온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100% 합성소재로 만들어진 니트는 가격측

면에서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풀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4) 운동선수, 등산가, 낚시 등 특수 직업군 

이 직업군의 의복의 소재는 활동성을 고려하여 피부로부터 발생하는 수분을 빨리 흡수 하고 

잘 증발시켜 건조성을 높여주어야 하고, 통풍이 좋아야 하며 신체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편안하여

야 한다(김혜령ㆍ서미아, 2002), 또한 착용 시 피부에 달라붙지 않고 마 찰이 적어 부드럽고 편안

해야 함은 물론 작은 세탁에도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5) 농업인 작업복

이 직업복에도 실용성과 착용성이 우선하는데, 더위 축적, 오염, 동작구속 등의 원인이 생기므

로 소재가 요구하는 기능은 신축성, 방오성, 세탁성, 항취기능이다. 또한 디자인은 투피스형, 원피

스형으로 나눠 허리 부위의 여유분을 충분히 주어 작업 시 팔을 드는 동 작 등으로 인한 직업복

의 구속력을 줄이도록 하였다.

 

3. 직업복에 활용가능한 소재

고감성 소재는 인간의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신 합섬이다. 천연섬유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을 

갖도록 개발한 합성섬유(폴리에스터 중심)이다. 고감성 소재 중에서 촉감소재는 천연섬유가 가진 

좋은 감촉, 자연스러운 느낌 등을 나타내는 새로운 소재로 견섬유와 같은 촉감의 실크라이크( 

silklike)소재이다. 피치스킨 소재는 초극세 섬유에 의해 복숭아 표면처럼 부드러운 잔털을 갖게 

한 섬유로 중공사 소재인데, 합성섬유의 촉감을 개선하여 천연섬유와 같은 촉감을 가지도록 한

다. 뉴실크 소재는 튼튼하고 구김이 가지 않으며 세탁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의 특성에 천연실크

와 같은 촉감을 더하여 광택, 풍부한 드레이프성, 선명한 색상 등의 우아한 감성을 접목시켰다. 

시각 소재로서 섬유 표면에서 빛을 난반사나 굴절시켜 짙은 색을 내는 심색소재와 빛에 의해 발

색 또는 소색하는 화학약품 함유 섬유로 감온변색이 가능하며 카멜레온처럼 주위의 온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포토크로믹 섬유 등이 있다. 반사 성능을 증진시켜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잘 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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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재귀반사 소재등도 활용가능하다. 그 외에도 마찰음을 적게 하여 소음을 감량하는 소재, 

흡습, 흡한성이 있고 투습, 통기성이 좋은 의류소재로 가볍고 보온 단열성을 높인 쾌적성소재, 고

열환경 또는 화재 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난연성 소재,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

소재, 인체에서 발산되는 열을 흡수하여 다시 원적외선으로 방출하거나 태양광을 흡수하여 열에

너지를 전환 축적함으로써 보온성을 향상시킨 축열보온소재, 향균방취 소재는 섬유제품에 균이 

서식을 방지하고 냄새를 방지하는 항균방취 소재 등이 직업복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직업복은 작업 능률향상과 안전에 대한 신체 보호, 소속감, 쾌적성 등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 

적합도, 작업수행도, 보호기능성 등 복합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동시에 충족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직업복에 요구되는 착용목적에는 기능성, 심미성, 상징성이 있으며 직업복을 쾌적하게 착용하

기 위한 기능적 요소에는 직업복 특성, 작업 동작 특성, 작업자 특성, 환경조건이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그 중에서 쾌적한 착용감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안전하며, 

건강장애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직업복의 특성이 중요하며 여기에 절대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이 직업복의 소재이다. 그동안 직업복에 대한 연구는 직업영역에 따른 직업복 착

의실태나 치수체계, 디자인 개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직종에 따른 직업복의 특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다양한 기능성소재를 활용하여 직업복에 대한 최적의 인체활동성을 제

공하고 직업복이 가진 사회적 상징성을 더욱 향상 시킬 수 있는 직업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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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진ㆍ김승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감물염색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Ⅰ. 연구목적

과학 기술발달 및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패션산업에서도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낭비와 환경에 부담을 주는 Fast 패션 제품의 개발이 아

닌 제조과정에서의 자원절약 및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모색하는 움직

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천연염료를 이용한 염색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추세이며, 

특히 일반의류는 물론 이너웨어나 침구류와 같이 생활 전반의 제품에 적용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천연염료를 활용한 염색은 단색성 염료와 매염제의 

종류, 염색 환경의 조절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천연염색, 특히 감물염색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감물염색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감물염색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할 

논문의 수집을 위해 학술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다양하게 보유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를 이

용하여 감물염색, 감염료, 감염색 등을 키워드로 하여 논문을 검색하였고, 학위논문 19편, 전문 

학술지 논문 22편을 분석하였다. 이들 가운데 중복된 내용의 논문, 감염료의 화학적인 분석과 관

련된 논문 30편을 제외한 총 1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감물염색의 특성, 현황, 발전방향 등을 모

색하였다. 또한 청도군에서 주관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천연염색활성화심포지엄의 

강연 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Table 1> 감물염색 관련 논문

저자 및 년도 발행처 논문명 분야

김옥수(2012) 부산대학교 감물염색 직물의 발색에 관한 연구

소재 및 

염색방법

서보은(2012) 부산대학교 감물을 이용한 면직물의 숯 염색

이효정(2012) 부산대학교 감물염료의 스크린 날염 조건에 관한 연구

황소희(2012) 부산대학교 염료화 감물의 염색성

한미란, 이정숙(2010) 한국의류산업학회 감물을 이용한 천연염색과 염직물 특성

허북구, 장홍기, 박윤점, 김태춘, 

김현주, 박용서, 조자용(2008)
생명자원과학연구

유용미생물로 발효시킨 감물이 레이온, 아크릴 

및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염색성에 미치는 영향

엄혜진(2002) 대구카톨릭대학교 감의 다양화 염색기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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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감물염색 방법

감의 탄닌 성분을 자외선을 이용하여 발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감은 만니트, 펙틱, 트리테르페

노이드, 탄닌질(떫은 맛의 요인), 아스코르변산 성분으로 되어있다(서유리, 2010). 특히 감의 성숙도

에 따라 탄닌의 가염성 정도에 큰 변화가 있으며, 탄닌에 의한 직물의 염착도에 영향을 미친다. 

<Table 2> 감물염색과정 

풋감속의 

chlorophyⅡ 

색소 

▶
탄닌성분

생성

▶

proanthocyanidine

▶
햇볕을 밭아 

산화하여 발색분해
산화중합

중합체 

형성

2. 감물염색 제품의 특성

감물염색 제품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Table 3> 감물염색 제품의 특성

장점 단점

ㆍ세탁시 세재를 쓰지 않아도 때가 잘 빠짐

ㆍ통풍이 잘되고 열전도율이 낮아 직사광선에 강함

ㆍ방부작용으로 인해 해충으로부터 보호

ㆍ발색이 자연스럽고 색감이 안정됨

ㆍ땀, 비누세탁 시 흑갈색으로 변색

ㆍ구김이 잘감

ㆍ색상이 다양하지 못함

3. 감물염색 제품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감물염색 제품 중 패션 소품류 제품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성인복, 

인테리어 소품, 침구 등이 주로 유통되고 있다(허북구 외, 2015). 패션 소품은 스카프, 손수건, 넥

타이, 핸드폰 줄ㆍ열쇠고리, 인테리어 소품에서는 다기용품과 수건ㆍ행주 등이 있다. 실제 의류분

야의 활용이 제일 높으나, 의류의 경우 대부분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비교적 온라인 

몰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이는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물염색 제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염색견뢰도가 낮다. 시간의 

장애란, 황경혜, 이영희(2007) 한국생활과학회
감물 및 천연염색 이용한 자연적 이미지의 

골프웨어 디자인 개발
감물염색제품개

발
이은진, 김선경, 조효숙(2007) 복식문화학회 감물염색을 활용한 전통 문화상품의 개발

화경혜, 이영희, 장애란, 임지영, 

김현미, 현명관, 선혜미(2007)
한국생활과학회 감물염색을 이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개발

서유리(2010) 영남대학교
천연감염색과 난연성 소재를 이용한 홈퍼니싱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염색 및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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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일광에의 지속적 노출, 습도의 영향, 땀과의 접촉 등의 이유로 퇴색될 수 있으며, 알칼리성 

세제의 세탁에 따른 색상의 변화가 생기는 등 염색견뢰도가 낮은 문제점을 가진다. 둘째, 색상의 

한계성을 가진다. 패션트렌드와 비조화된 적황색 색소, 동양인의 피부색과 비조화 된 검붉은 칙

칙한 색조가 감물염색 제품의 디자인 다양성과 고급성 저해시킨다. 향후 감물염색 직물의 품질표

준화를 통해 감물염색 제품이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천연염료는 주로 의류분야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편리한 화학염료 사용으로 인해 우

리 삶의 전반적으로 그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친환경, 웰빙 문화와 함께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의류 뿐 아니라 홈패션, 홈인테리어 제품에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어 토탈패션이 주목받고 있는 현재에 적용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단조로운 색상 및 제한적인 소재, 텍스쳐 등의 문제점이 해결해야할 숙제로 보여진다. 

최근 감염색의 갈색과 조화되는 다른 색상의 천연염색 소재(쑥 염색, 소목)를 디테일 배색에 

이용하여 색상한계성 극복이 가능해지고 감염료와 YR수용성 난연제의 복합사용으로 인한 기능성 

친환경 소재개발(예를 들어, 항균성, 난연성능 향상 등) 등의 새로운 시도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

이다(서유리, 2010). 이와 함께 심미성과 실용성을 고려하고 소비자선호도를 반영한 디자인 개발

이 병행된다면 감물염색 제품의 소비는 물론 감물염색 산업 전반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 

초기에 의류제품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패션잡화, 홈패션의 다양한 소품개발, 액세서리제품

(열쇠고리, 헤어밴드 등)의 제품이 다양하게 관련 마켓에서 선보이고 있으며, 그 품질이나 디자인

측면에서도 고급화,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구매자의 선호도, 만족도, 재구매율 등 실질적인 구매행동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를 반영한 감물염색 제품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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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고감성/친환경 의류용 직물 소재의 MMT 방법에 의한 수분이동 
특성

Ⅰ. 서론

최근 다양한 흡한속건 성능의 쾌적 의류 소재들이 사용되면서 이들 소재의 의류소재 적합성 

평가항목으로 수분과 열의 이동특성 중 특히 위킹성(wicking), 웨팅성(wetting) 및 건조성(drying)

이 쾌적성 평가 항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용화된 방법들은 국제규격 인증이 이루

어지지 않아 이들 시험법에 대한 상관성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

류용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는 고감성ㆍ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측정방법에 따른 수분이동 특성을 

분석하여 쾌적한 의류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시료

본 연구를 위해서 준비한 직ㆍ편물 시료는 편성물 두 종류와 직물 여섯 가지를 준비하였다. 

Table 1에 이들 직ㆍ편물 시료의 spec을 나타내었다. 

<Table 1> Details of woven and knitted fabrics specimens

No Material

Yarn number Density(/in) Mass Thickness

remarks
Wp Wf

Wp 

course(/cm)

Wf

wale(/cm)
(g/m2) (mm)

1

2

3

4

5

6

7

8

coolmax®
Dry-zone®

Cotton

Silk

Linen

Pet

Cotton/Nylon

Bamboo

/



60Ne



28Ne



30Ne



/



60Ne



21Ne







2.4

3.2

98

95

70

186

96

150

2.8

3.6

86

46

68

128

130

98

130

140

76

105

95

68

134

120

0.580

0.455

0.255

0.315

0.275

0.180

0.230

0.250

Knit

Knit

Compact yarn

Filament

Ring yarn

DTY

DTY(N)

Filament

2. 물성 측정

1) 포화 흡수율(KSK 0815)

40cm × 40cm 시료 3매를 준비하여 27±2℃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수조에 시료를 넣고 3시간 

이상 침지시켜 충분히 수분이 흡수되게 한 후 수중에서 꺼내어 물방울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 장치에 시료를 걸고 센서에 의한 시료무게를 측정하여 포화수분율을 (1)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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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 (1)

where, Wo = 수분흡수 전 시료무게(g)

W = 수분흡수 후 시료무게(g)

2) 흡수속도(KSK 0815)

Bireck방법이라고 불리는 KSK 0815법에 의해 20cm × 2.5cm 시료를 5매 준비하여 27±2℃ 증

류수가 들어있는 용기의 수면에 한쪽 끝이 닿도록하여 10분경과 후 모세관 현상에 의한 물의 상

승높이(mm)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3) 건조특성

포화흡수율을 측정 후 10분 간격으로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2)식에 의해 계산된 수분률 값

에서 건조속도를 예측하였다. 각 시료에 대해 10분 간격으로 증발된 순수한 수분무게를 측정하여 

수분증발량을 분석, 또한 초기의 포화흡수 된 시료의 무게에서 무게가 50%감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여 이 값을 건조반감기로 하였다. 이들 시료들의 시간변화에 따른 무게는 계측기계

의 센서에서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시료의 무게로부터 계산하였다.



 
× ……… (2)

where, Wi : 10분 간격으로 측정된 시료 무게

4) MMT(Moisture Management testing)실험

인체에서의 땀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기기 내에서 0.15g의 땀액(증류수+NaCl)이 시료의 중

앙부위표면에 자동으로 분사가 되며 흡수된 수분의 양에 따라 센서부에서 전기저항의 변화가 발

생하게 된다. 센서에서 측정된 전기저항치는 측정부와 기록장치로 전달되어 직물의 수분제어 특

성치로 산출된다. 여기서 측정한 수분제어 특성치는 wetting time과 max.wetted radius로서 wet-

ting time은 분사된 물방울이 초기에 흡수되어 시료가 wetting되는 시간으로서 시료의 수평방향의 

흡수성을 나타내며 KSK 0815의 Bireck방법의 수직방향의 위킹 흡수성과 비교된다. 그리고 

max.wetted radius는 초기의 1, 3, 10초 경과 시 최대 wetting 반경을 측정하였으며 이 값이 큰 

값을 가질 때 건조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5) 기공도(porosity) 및 커버팩터 계산

니트 시료에 대한 기공도(porosity, )는 선행연구의 식(Ozkan & Meric, 2015)에 의해 계산하

였다. 직물 시료의 기공도는 선행연구의 식(Zupin et al., 2012)에 의해 계산하였다. 직물과 편물

의 커버팩터는 각각 선행연구(Kim et al., 2014)에 의해 제안된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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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소재에 따른 흡수와 건조 특성 

(a) 흡수성

Table 2는 8가지 소재의 기공도, 커버팩터 등의 구조특성과 포화 흡수율과 wicking data를 나

타낸 것이다.

<Table 2> Absorption and wicking data and fabric structural parameters

NO. Materials
Saturated 

absorption rate(%)

Wicking rate

(mm)

Cover 

factor
Porosity

Thickness

(mm)

Weight

()

Official 

regain(%)

1

2

3

4

5

6

7

8

Ⓡ knitted fabric

 Ⓡ knitted fabric

cotton woven fabric

silk woven fabric

linen woven fabric

PET woven fabric

cotton/nylon woven fabric

bamboo woven fabric

159

121

95

106

83

59

87

64

163.3

142.2

62.4

86.3

70.4

78.6

48.9

80.7

1.238

1.212

0.546

0.246

0.617

0.699

0.726

0.660

0.91

0.86

0.804

0.75

0.77

0.73

0.55

0.68

0.580

0.455

0.255

0.315

0.275

0.180

0.230

0.250

130

140

76

105

95

68

134

120

0.4

0.4

8.5

11.0

12.0

0.4

8.5/4.5

12.0

흡한속건 니트 소재인 쿨맥스와 드라이 존 시료의 포화흡수율이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직물 

시료에서는 PET, 뱀부 필라멘트 직물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땀을 많이 배출하는 운동 

시에는 직물보다 니트류가 포화흡수도가 더 높아 초기흡수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직

물에서는 천연 방적사 직물이 화섬 필라멘트 직물보다 초기흡수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b) 건조성

Fig. 1에 시간변화에 따른 수분 증발량을 환산하여 도시하였다. 흡한속건 소재이면서 니트소재

인 쿨맥스와 드라이 존 소재는 10분간 증발되는 수분량이 초기상태와 140분이 지난 상태에서나 

거의 같은 량인 0.1gr의 값을 유지하고 있으나 직물의 경우는 60분이 지나면서 0.1gr이하의 낮은 

수분증발량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수분흡수도가 니트가 직물보다 큰 것에 기인되며 이

것은 기공도가 높은 것에 기인됨을 알 수 있다. 시료두께가 두꺼우면 시료내의 초기수분흡수량이 

많아져서 건조시간이 반감이 되는 시간이 길어지며 따라서 직물과 편물의 두께를 가능한 얇게 하

면서 흡수성과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고감성 의류용 직ㆍ편물의 소재선택과 설계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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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etting time and Absorption rate according to time.

No Materials
Wetting 

time(sec)

Max.wetted radius(mm) according to time(sec)

1 3 10

1

2

3

4

5

6

7

8

coolmax® knitted fabric

dryzone® kintted fabric

cotton woven fabric

silk woven fabric

linen woven fabric

PET woven fabric

cotton/nylon woven fabric

bamboo woven fabric

27

2

60

62

48

67

29

49

10.3

28.8

10.4

8.3

17.4

20.8

13.7

30.8

13.0

30.8

10.4

8.3

25.0

20.8

20.8

33.3

20.0

-

13.0

12.0

30.4

29.8

30.8

-

Fig. 1. Absorption rate according to time

2. MMT 계측에 의한 흡수와 건조특성 거동

MMT측정법은 기공특성에 따른 직ㆍ편물 및 고분자재료들의 수분관리능력을 평가하기위해 개

발된 시험기기로써, 흡수성과 건조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Table 3에 MMT 실험에 의한 이

들 결과를 나타내었다. 

(a) 흡수성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물방울이 초기에 흡수되는 시간이 드라이 존과 쿨맥스가 가장 짧

으면서 우수한 흡수성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면/나일론 교직물이 직물에서는 가장 흡수시간이 짧

았다. 그리고 직물에서는 린넨과 뱀부 직물이 짧은 흡수시간을 보였으나 면, 실크, PET직물은 완

전흡수시간이 60초 이상으로 낮은 흡수특성을 보였다. 이 결과는 포화흡수율과 위킹방법에 의한 

흡수성과 비교시 니트 시료인 쿨맥스와 드라이 존이 가장 좋은 포화흡수도와 위킹성을 보인 결과

와는 동일한 결과였다. 그러나 직물의 경우 MMT방법에서 우수한 흡수성을 보였던 면/나일론과 

린넨이 포화흡수도와 위킹방법에서는 낮은 흡수성을 보였고 특히 MMT에서 낮은 흡수성을 보였

던 PET,실크 직물의 경우 위킹실험에서는 높은 흡수성을 보이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

러나 두 가지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나쁜 흡수성을 보인 시료는 면직물로 나타났다. MMT방법과 

wicking rate방법은 흡수성 측정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MMT방법은 KSK 0815의 Drop test법과 유

사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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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건조성

니트 소재인 드라이 존이 건조특성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앞서 분석한 수직방향 

수분이동 특성 측정법인 KSK 0815방법에 의한 건조특성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뱀부 직물이 최대흡수반경이 높은 값을 보이므로써 앞서 분석된 KSK 0815방법과는 반대의 결과

를 보였다. 쿨맥스 소재도 최대흡수반경이 드라이 존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므로써 KSK 0815방

법에 의한 건조특성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MMT시험법에 의한 수평방향 수분

이동특성을 나타내는 건조특성 시험법은 수직방향 건조특성 평가방법인 KSK 0815에 의한 건조특

성 시험법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임으로써 소재와 실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서 시험방법에 따

른 흡수성과 건조특성의 결과는 다르게 해석이 됨을 확인하였다. 

Ⅳ. 결론

1) 포화흡수율은 흡한속건니트 시료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직물시료에서는 PET, 뱀부 필

라멘트 직물이 가장 낮은 값을 보이므로서 운동 시 많은 땀을 배출할 때 니트시료의 초기흡수도

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재특성과 함께 두께 증가에 따른 기공도 증가가 중요한 원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2) 수분의 건조특성은 두께와 기공도가 높은 니트소재는 포화흡수율이 높았던 

관계로 140분이 경과하여도 수분이 남아 있었으나 두께가 얇은 PET와 뱀부 필라멘트 직물은 건

조특성이 우수하였다. 그러나 10분간 증발되는 순수한 수분량은 역시 기공도가 높은 흡한속건 니

트소재가 직물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 3) 수분의 수평방향 이동현상을 나타내는 MMT 결과에서도 

흡한속건 니트소재가 우수하므로서 수직방향 위킹특성과 동안한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친수성 

소재인 뱀부, 린넨, 면/나일론 교직물의 흡수시간이 짧고 PET, 실크 필라멘트 직물은 높은 흡수

시간을 보였다. 4) MMT측정법에 의한 수평방향 수분건조특성은 드라이 존 니트시료와 뱀부 직물

이 가장 높은 최대흡수반경을 보임으로써 가장 우수한 건조특성을 보였으나 쿨맥스 소재는 다소 

낮은 건조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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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주연ㆍ박소연**
울산과학기술원

요트탑승자의 세일링 기어(sailing gear) 사용실태 조사*

최근 정부는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 왔고, 많은 지방 자

치기관들은 관광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해양 레저 스포츠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이 

노력으로 한국의 요트 인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매해 요트경기대회 수는 20개까지 증가하여 

아마추어 항해자들은 요트 레이스 경험이 훨씬 용이해졌다. 하지만, 요트를 운항하는 것은 바람 

및 추위와 같은 다양한 환경 조건뿐만 아니라 조종 방법 등의 본질적인 복잡성 때문에 기계적인 

문제, 상해 및 심지어 죽음을 야기하기도 한다. 해사 안전시행계획 2015년 보고서에서 해양사고

는 전년대비 14.5% 줄어, 2011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일반 선박이 가장 취약한 사

고유형인 ‘충돌’이 2014년에 64건이었는데, 2015년에 72건으로 약 10% 정도가 증가하였다. 해양

사고 감소율과 비교하였을 때, 충돌사고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선

의 경우에는 물리적 요인에 기인한 기관 손상 등으로 유발되는 사고보다는 인적요인으로 인한 사

고가 가장 큰 비율로 발생하고 이 사건의 수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개인보호장비’는 

안전한 해양 레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 발생시 탑승자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요트탑승자들의 착용하는 세일링 기어 (sailing gear) 

의 사용패턴 및 구매패턴을 파악하는 것이다.7) 

Paper-based survey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요트경기 및 지역요

트협회 등에서 국내의 보트탑승경험이 있는 1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요트경기 및 요트동호

회를 방문하여 대인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나이는 37(13.4)세이었고, 설문내용

은 각 세일링 기어별 소장 개수, 사용 빈도, 구매빈도, 구매시 고려 사항등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70%이상의 사람들이 소장하는 세일링 기어는 Wind/waterproof 

jacket, 긴소매티셔츠, 모자이었고, 10%이하로 소장하고 있는 장비는 충격조끼와 헬멧이었다. 2. 

사용빈도가 60%이상으로 ‘항상 사용’하는 세일링 기어는 구명조끼/PFD(Personal flotation device), 

긴소매티셔츠, 장갑, 모자, 신발이었고, ‘항상 사용’하는 빈도가 가장 낮은 것은 30%정도로 잠수복

과 반바지였다. 3. ‘자주 또는 항상 사용’하는 비율이 80%이상인 세일링 기어는 긴소매티셔츠, 짧

은소매티셔츠, 모자, 신발, 썬글라스였고, 가장 낮은 비율은 20%미만으로 헬멧이었다. 4. 구매빈

도는 계절에 한번 또는 일년에 1번 구매하는 비율은 긴소매티셔츠 및 반소매티셔츠가 60%이상으

로 가장 많았고, 충격조끼 및 헬멧이 20%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구매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은 세일링 기어는 PFD 및 헬멧이 각각 25%정도이었고 가장 적은 비율은 긴소매티셔츠 

및 장갑으로 10%미만이었다. 5. 세일링 기어 구입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 기능성이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NRF-2013R1A1A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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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로 가장 많았고, 활동성 (21%), 내구성 (17%), 가격 (14%), 디자인 (13%), 사이즈 (5%), 색상 

(3%)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개인보호장비인 구명조끼 및 장갑이 보트탑승시 항상 사용되었다. 자주 또는 항상 사용하는 

긴소매티셔츠 및 짧은소매티셔츠는 다른 아이템에 비하여 구매도 자주하지만 PFD 및 헬멧과 같

은 개인보호장비는 구입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컸다. 반면 장갑은 구입은 하지만 구입 빈도

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기능성, 활동성, 내구성 등의 요트

탑승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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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숙ㆍ장정대
부산대학교

물-에틸알코올 혼합용매에 의한 소목염색

소목은 다색성 염료이다. Benzopyrane계 색소로 색소의 주성분은 목재 속의 적황색 부분에 

Brazilin이라는 적색 색소가 공기 중에 산화되어 Brazilein으로 된다. 섬유와는 별로 친화력이 없

지만 금속을 매개로 배위결합을 형성하여 섬유상에 고착된다.

소목 관련 연구에서 임용진의 연구에 따르면 견의 소목 색소염착은 Brazilin이 극성기를 가진 

분산염료와 같은 역할을 하여 극성 및 이온성 잔기를 많이 가진 실크 펩티드와 상당한 인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온결합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극성을 포함함 광범위한 Van der Waals 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남상우 등은 소방의 색소인 Brazilin을 염료 구조상 -OH기를 지닌 

산성염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성염료 염법에 의한 견 염색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목의 색소가 물에 대한 용해도보다 알코올에 대한 용해도가 크기 때문에 적

어도 용해도 차이에 의한 염색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에틸알코올로 소

목을 추출하고, 추출액에 물을 가하여 물과 알코올의 혼합비를 달리 할 경우, 적정한 비율에 따

라 염착의 정도가 다르게 된다. 혼합용매의 혼합비에 따른 염색결과를 조사하였다.

시판되는 중국산 소목을 구입하여 염액 추출의 효율성을 위해 잘게 분쇄하여 사용하였고, 직물

은 시판 인견과 견직물은 염색견뢰도 시험용 견직물을 사용하였다. 매염제는 AlK(SO4)2 12H2O 

(명반)을 사용하여 3%(owf)농도로 시료를 선매염하였다. 염료추출은 소목 1kg에 에틸알코올 10ℓ

을 부어 144시간 상온 추출하고 이를 거른 후 염색원액으로 하였다. 염색시간은 10분에서 60분까

지 조사하였다. 혼합용매 조성은 알코올과 물의 혼합비를 100:0, 90:10, 80:20, 70:30, 60:40, 

50:50, 40:60, 30:70, 20:80, 10:90의 10단계로 나누었다. 일반적으로 염색에서는 액비를 일정하게 

하여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알코올 추출액을 원액으로 하고, 일정 원액에 대한 물의 비율을 상기

한 바와 같은 비율이 되도록 추가하여 각 시료마다의 염욕의 액비는 다르게 하였다. 액비가 다르

지만 60분까지의 염색에서 대부분 염착량 증가가 미미하게 나타난 예비실험 결과를 감안하였고, 

또한 천연염색 현장의 일반 공방에서 손쉽게 염액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사정을 감안하여 

투입되는 염료의 량은 같지만 물의 첨가로 인한 액비의 변화를 가져 오도록 수정하였다. 염색된 

시료의 표면색과 색차, K/S색을 측정하기 위하여 Spectrophotometer ColorMate(Scinco, Co., Ltd, 

Korea)를 이용하여 명도지수 L*, 색좌표 지수 a*, b* 의 값을 측정하고 이들 값으로부터 색차 ΔE 

값을 구하였다.

소목색소는 물 추출보다 에틸알코올에서 더 많은 양의 색소가 추출되었다. 에틸알코올 100%

의 염욕에서는 물의 혼합시킨 경우보다 상당히 낮은 염착성을 보였다. 견과 레이온의 염착성은 

견이 예상대로 우수하였다. 실온에서의 염착성은 물의 첨가 비율이 낮은 90:10에서도 100:0에 비

해 급격한 염착량이 증가하였고 이후 물의 첨가 비율이 높아질수록 염착성이 증가하여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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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20:80에서 높은 염착성을 보였다. 온도는 40℃에서 염착성이 높았으며, 염색시간은 10분간

의 염색에서 높은 염착량을 보인 후 60분 동안의 염색까지 염착량의 증가는 미미 하였다.

즉, 소목의 물-에틸알코올 혼합용매에서의 염색은 일반 염색과 달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짧

은 시간에 염착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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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은ㆍ장정대 
부산대학교

Reseda Luteola L. 의 염색 특성에 관한 연구

Reseda Luteola L.는 weld라고도 불리우며, 국내에서는 목서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단

년초로 유럽 서부와 남부, 소아시아 지방에서 야생으로 자란다. 에센셜 오일, 향낭, 포프리, 염재 

등으로 활용도가 높고, 특히 황색을 내는 염료로서 활용가치가 높으며 견뢰도가 좋아 19세기 말

까지 유럽 전역에서 재배하였다. 색소성분은 luteolin 과 apigenin이 약 9:1 비율로 섞여있고, 미

량의 chrysoeriol이 함유되어 있다. 최근 천연염료의 가치가 재조명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연구 및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새로운 염재의 국내 도입을 

위하여 본 염재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조 Reseda Luteola L.를 사용하여 

추출 특성과 염색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직물은 평직 면포와 견포를 사용하였으며, 염재는 독일

산으로 건조된 것을 사용하였다. 추출, 염색, 매염에는 shaking water bath(Dongwon Scientific 

Co. Ltd)를 사용하였다. 추출은 증류수를 용매로 하였으며 염재 무게의 50배의 증류수를 첨가하

였다. 온도별 추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30℃,40℃,60℃,80℃,100℃에서 30분간 추출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V-vis 2101 Scanning spectrophotometer, Shimadzu, Japan)로 

최대흡수파장을 확인한 결과 100℃ 에서의 흡수피크가 가장 높았다. 추출 시간별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100℃에서 10분부터 80분간 10분 간격으로 추출한 결과 각 구간에서 거의 동일한 흡

수피크가 관찰되어 10분 내에 추출이 대부분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출 시 PH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증류수를 PH3, PH5, PH7, PH9, PH11로 조정하여 100℃에서 10분간 추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Luteolin은 PH가 높아질수록 색이 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PH의 영향을 상쇄

시키기 위해 각각의 추출액을 PH7 버퍼용액에 희석하여 흡수피크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PH11에서 가장 피크가 높았으나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어 폐수처리 측면을 고려하여 적

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추출에 대한 고찰 결과에 따라 염색 특성을 살펴보았다. 

100℃에서 10분간 추출한 염액으로 매염, 염색온도, 염색시간, 염액의 PH에 따른 염색성을 고찰

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Al이온과의 결합으로 선명한 Yellow를 나타내는 것이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무매염, 선매염, 동시매염, 후매염의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매염제로는 Aluminium potas-

sium sulfate 12-water (AlK(SO4)2ㆍ 12H2O ; Junsei Chemical Co. Ltd)을 사용하였고, 매염의 농

도는 3%(o.w.f), 매염온도 60℃, 욕비는 1:50, 시간은 20분으로 하였다. 견포 면포 모두 무매염포

의 염색성이 현저히 낮았으며 후매염포의 L값이 가장 낮고, dE값이 가장 높아 후매염이 가장 효

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염색 온도별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30℃에서 100℃까지 10℃간격으

로 30분간 염색하고 후매염 처리하였다. 견의 경우 60℃, 면의 경우 70℃에서 K/S값과 dE값이 

정점을 이루고 이후 하강하였다. 염색 시간에 따른 염색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0분 간격으로 90

까지 염색하여 후매염 처리하였다. 면의 경우 모든 시료에서 L값이 80～81대로 균등한 결과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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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K/S값이 2.1～2.4 사이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시료가 특정 피

크 없이 L값이 75대로 동일하고 K/S 값 6.3~7.2사이로 현저한 차이가 없어 10분의 염색 시간으

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염색 시 염욕의 PH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염액을 PH3, PH5, PH7, PH9, PH11로 조정하여 10분간 염색한 결과 면의 경우는 PH3~PH5의 

산성 영역에서 염색이 잘 이루어 졌으며 PH5에서 최대치를 보인 뒤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견의 경우 PH7에서 정점을 보이며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두 직물 모두 알

칼리 영역에서는 미약한 염착성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증류수 추출의 경우 100℃에서 10분간 추출하였을 때 가장 효율적인 추출이 이루어졌으며, 염

색성은 면의 경우 PH5, 70℃의 염액에서 10분간 염색하고, 견의 경우 PH7, 60℃의 염액에서 10

분간 염색하였을 때 최적조건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매염 처리 없이는 염색포의 색상이 현저히 

흐리고, 매염 처리 시 Al이온과 결합하여 농색을 나타내었다. Al 매염의 경우 면, 견 두 섬유 모

두 후매염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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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Nylon Tra-biz 의류용 직물소재의 열적 쾌적성

Ⅰ. 서론

최근 일과 여가생활의 경계가 모호한 크로스라이프를 즐기는 Tra-biz1)용 의류라는 용어가 등

장하면서 경량이면서도 착용쾌적성이 우수한 소재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재 기획 전문가와 협의하여 Tra-biz 의류용에 적합한 nylon 혼합비를 50%로 결정한 후 wool과 

nylon섬유를 50:50으로 혼합하여 wool 100% 소재에 비해 원가는 낮추고, 세탁수축률과 필링성은 

우수하면서 경량/보온성을 유지 할 수 있는 Tra-biz 의류용 직물을 개발하고 의류로 제작하여 열

적쾌적성을 평가하였다. 열적쾌적성 평가는 의류 상태에서 써멀마네킹 실험을 실시하여 보온성 

Clo치와 투습저항치를 각각 측정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wool 100% 직물 의류와 비교하였다. 그리

고 인체착용 실험을 통한 주관적 평가에서 착용감, 심미성, 그리고 운동 기능성 등을 평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시료

1) 실 제조

일본 교와(きようわ)社 방모 방적기를 사용하여 carding, mule spinning 및 winding 공정을 

거쳐 1/18 count 방모사를 제조하였다. 사용한 원료 특성치와 각 공정에서의 공정조건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fibres and yarn specimens

Specimen Fibre length(mm) Fineness(d/µm) Yarn linear density(Nm) Spinning system

Nylon staple fiber 51 2d
1/18 woolen spinning

Wool staple fiber 46~43 19.7~20.5µm

2) 직물제조

벨기에 피카놀社 레피어 직기를 사용하여 wool 100%, wool 50%/Nylon 50%의 68inch 평직 

직물을 2종을 제조하였다. 직물 설계조건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1) Tra-biz : 여행(Travel)과 일(Business)의 합성 표현으로, 최근 여가시간이 늘면서 일과 여가생활의 경계가 허물어진 

트렌드와 감성 중심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마케팅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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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fabrics

Specimen 

No.

Fiber

contents(%)

Fabric thickness

(mm)

Weight

(oz/yd)

Density
Weave Color

(warp/inxweft/in)

1 W50/N50 0.54 9.45 48x38 plain grey

2 W100 0.49 9.37 56x47 plain black 

W: wool, N: nylon

2. 물성 측정

1) 써멀마네킹 실험

15℃내외, 50%의 상대습도 실험 환경의 인공 기후실 내에서 써멀마네킹 장치(MTNW-Huey, 

미국)를 사용하여 KSK ISO 15831:2005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의복은 기본 속옷과 셔

츠 위에 실험용 자켓을 착용시켰다. 

(a)보온성(clo치)

바람이 없고, 기온이 섭씨 21도, 시간당 1평방미터의 발열량이 50kcal 일 때, 마네킨에 착용시

킨 의복의 보온력(clo치)을 측정하였으며 그 값이 높을수록 보온 효과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복의 보온력은 마네킨에 의복 착용시 온도제어 의한 평가를 통해 열저항(Rct) 값을 측정한 

후, 상수 6.45를 곱한 값이며 아래에 열저항과 보온력 수식을 나타내었다.

 

 

Tskin : 마네킨 1부위의 온도(℃)

Tamb : 공기 온도(℃)

Q/A : Heat Flux(W/㎡)

  × 

(b)투습성

마네킨의 의복 착용시 땀과 온도제어에 의한 투습성을 평가하여 Ret(투습저항)값을 측정하였다. 

   



Psat : 마네킨의 표면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압

Pamb: 환경온도에서의 포화수증기압

Tskin: 마네킨 1부위의 온도(℃)

Tamb: 공기 온도(℃)

Q/A : Heat Flux(W/㎡)

Rct : 의복의 보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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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 착용 실험 

피험자는 성인남성 2인이며, 피부온 7부위(이마, 가슴, 아래팔, 손등, 허벅지, 종아리, 발등)와 

직장온을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의복내 미세 온/습도는 가슴과 허벅지에서 인체와 의복 사이

의 데이터를 1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인공 기후실 입실 후 20분 안정, 40분 운동, 20분 휴식으

로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실험하였으며, 운동 속도는 5.5km/h로 빠르게 걷는 속도와 유사

하였다. 착용감, 심미성 및 운동기능성은 5점 likert 척도를 활용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써멀마네킹 측정에 의한 열적 쾌적성

1) 의복의 보온력

Fig.1에 의복의 보온력을 나타내었다. Fig.1에서 볼 수 있듯이 써멀마네킨 실험에서 wool/ny-

lon 혼방직물의 clo치가 wool 100% 직물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보온력이 우수하였으며, 이는 

복합소재의 섬유 표면의 공기의 부착량이 많아 보온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Lee et al., 

1998). 

2) 투습저항

Fig.2에 의복의 투습저항을 나타내었다. Fig.2에서 볼 수 있듯이 투습저항은 wool 100% 직물

이 wool/nylon 혼방 직물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 wool 100% 직물의 투습성이 더 우수하였다. 

이는 wool과 nylon 소재의 수분흡수율과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Kim & Barker, 1993). 

Fig. 1. 보온력 Fig. 2. 투습성

2. 인체 착용 실험에 의한 착용 쾌적성 

인체착용실험을 통한 7군데 피부온 변화중에서 Fig.3은 아래팔 피부온도 변화를 80분 측정시

간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아래팔 부위 피부온은 wool/nylon 혼방직물이 약 1℃정도 

높은 온도를 나타내었으며 Fig. 4, 5, 6에 보인 손등 온도, 발등 온도, 종아리 온도에서도 

wool/nylon 혼방직물이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마온도, 가슴온도, 허벅지온도 등

에서는 온도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Fig. 7에 보인 직장온 변화에서는 wool 100% 직물이 wool/nylon 직물보다 약간 높은 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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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Fig.8에 보인 의복내 온도는 wool 100% 직물이 더 높은 값을 보였으며 Fig.9에 보인 의

복내 습도는 wool 100% 직물이 약 10%정도 낮은 값을 나타내어 투습성, Ret 결과와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 Fig.10, 11, 12의 주관적 평가(착용성)는 wool 100% 직물이 우수하였으나 심미성과 

운동기능성은 wool/nylon 혼방직물에서 더 우수한 평가결과를 나타내어 Tra-biz 의류용 직물로서 

더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 아래팔 피부온 변화 Fig. 4. 손등 피부온 변화

Fig. 5. 발등 피부온 변화 Fig. 6. 종아리 피부온 변화

Fig. 7. 직장온 피부온 변화 Fig. 8. 의복내 온도 변화

Fig. 9. 의복내 습도 변화 Fig. 10. 착용감 변화

Fig. 11. 심미성 변화 Fig. 12. 운동기능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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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보온력은 wool/nylon 혼방직물의 clo치가 1.43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재의 표면특

성과 두께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습성은 wool 100% 직물이 우수하여, 투습성이 

요구되는 아웃도어 웨어 용도의 소재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온 평가에서는 아래팔, 손

등, 발등 및 종아리 온도에서 wool/nylon 혼방소재가 높게 나타나서 체온조절에 불리함을 알 수 

있었다. 의복내 온도는 wool 100% 직물이 우수하여 보온력과는 상이한 결과였으며, 습도는 wool 

100% 직물이 10% 낮은 값을 나타내어 투습성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착용성은 wool 100% 직물

이, 심미성과 운동기능성은 wool/nylon 혼방직물에서 더 우수하게 나타나 Tra-biz용 의류 기획에 

참고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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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테아제 처리에 의한 우피의 염색성

우피는 천연피혁 중 의류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혁으로써 망상층의 두께가 두껍고 단백

질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피의 염색거동은 단백질 섬유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피 염색은 다양한 변인 즉, 가죽의 두께, 전처리 공정(태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특히, 사

용되는 염액의 종류에 따라서 흡착 속도, 균염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죽의 

염색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는 효소 처리, ultra sonification, 탄닌 전처리, 가교제 사용 등이 있

다. 효소 처리법은 우피의 생산 공정 중, soaking, dehairing, degreasing 공정에서 적용되고 있

다. 그러나 우피의 태닝 후처리(post-tanning process)에서 염색성 향상을 위해 효소처리를 적용

하는 연구 보고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지터블 태닝공정을 거친 우피 원피에 효소처리 공정을 도입하여, 효

소처리에 의한 우피의 염색성 향상 및 원피의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판 프로테아제 3종(Protease from pineapple stem 이하 Bromelain, from bacillus lichen-

formis 이하 Alcalase, from A.oryzae 이하 Flavourzyme)으로 우피에 효소 처리 후, 가장 효과적

인 프로테아제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정된 프로테아제의 pH, 온도, 농도, 처리시간 등을 변화시

켜 효소 처리시 염색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염재로서 사용된 가자(terminalia chebula 

retzius) 추출은 증류수 1L에 가자 100g을 사용하여 100℃에서 60분간 추출하였으며, vacuum 

evaporator를 사용하여 100㎖로 농축하였다. 우피의 염색은 액비 1:20, 200%(owf)의 가자 추출액

으로 50℃에서 30분간 염색하였으며 알루미늄 칼륨 황산염(5% owf), 초산구리(3% owf), 황산제

일철(3% owf)을 사용하여 동시매염을 시행하였다. 

실험 결과, 프로테아제 3종 중, 알칼라제로 처리된 우피는 염색 후 가죽의 경화가 발생하였으

며 불균염 현상에 의해 K/S값의 오차가 크게 나타났다. 플라보자임으로 처리된 우피는 염색시 균

염 및 매끈한 표면이 확인되었다. 베지터블 태닝된 우피의 효소 처리는 플라보자임으로 처리하였

으며, 플라보자임 처리에 따른 염색성 확인 결과, 효소 처리 pH, 온도, 농도 및 시간에 따라 염

색성이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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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옥
호원대학교

30대 남성복 슬림 핏 재킷의 버튼 수에 따른 재킷원형 개발 
제2보 
: 목너비 설정을 중심으로

21세기 이후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남성소비자로 인해 남성복 시장은 많은 변화 발전을 하였으

며, 10 여년 전에 등장한 슬림 핏 재킷은 젊은 남성 소비자에 의해 꾸준한 성장을 하였다. 재킷 

패턴 설계는 여유분과 더불어 앞목너비와 뒷목너비를 설정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남성복의 성장으로 인하여 남성복에 관한 연구(Kim & Jo, 2006; Kim & Lee, 2004; Kim, 

Kim, & Park, 2014)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슬림 핏 재킷의 

버튼 수에 따른 재킷원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30대 남성복 슬림 핏 1버튼 재킷에서 부터 4버튼 재킷까지의 재킷 패턴 설

계 시 필요한 적정 앞목너비와 뒷목너비 설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앞목너비 설

정을 달리하여 12벌의 실험복을 제작하였으며 외관평가와 동작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관평가 결과, 1버튼 재킷은 앞목너비가 (뒷목너비/2)+2.4cm 인 실험복이, 2버튼 재킷

과 3버튼 재킷은 앞목너비가 (뒷목너비/2)+1.4cm 인 실험복이, 4버튼 재킷은 앞목너비가 (뒷목너

비/2)+0.4cm 인 실험복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슬림 핏 재킷의 버튼수가 증가하여 

라펠꺾임시작점의 위치가 올라갈수록 앞목너비를 설정할 때 뒷목너비에서 더하여 주는 분량이 

2.4cm에서 0.4cm로 점점 적어지도록 설정하는 것이 재킷의 외관이 우수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동작평가 결과, 1버튼 재킷과 2버튼 재킷은 (뒷목너비/2)+2.4cm 인 실험복이, 3버튼 재

킷은 뒷목너비+1.4cm 인 실험복이, 4버튼 재킷은 뒷목너비+0.4cm 인 실험복이 착용감이 가장 우

수하였다. 동작평가는 동일한 버튼 수의 재킷일 때 가슴둘레여유분이 동일하여 실험복간에 유의

차는 없었지만 재킷의 버튼 수가 많아질수록 앞목너비 설정 시 뒷목너비에서 더하여주는 치수를 

줄여주는 것이 외관평가의 결과와 유사하게 동작평가 결과도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외관평가와 동작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재킷 설계를 위한 적

정 여유분과 목너비 설정은 다음과 같다. 재킷 설계 시 가슴둘레의 여유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서 본 연구에서는 재킷의 버튼 수에 따른 적정 가슴둘레 여유분을 연구한 선행연구인 제1보의 연

구결과를 참조하였다. 1버튼 재킷은 가슴둘레 여유분 7.5cm와 앞목너비는 (뒷목너비/2)+2.4cm 

를, 2버튼 재킷과 3버튼 재킷은 가슴둘레 여유분 10.5cm와 앞목너비는 (뒷목너비/2)+1.4cm 를, 4

버튼 재킷은 가슴둘레 여유분 13.5cm와 앞목너비는 (뒷목너비/2)+0.4cm 로 제안한다.

이상과 같이, 30대 남성 표준체형의 슬림핏 재킷의 버튼 수에 따른 적정 목너비 설정방법을 

알아본 본 연구를 통하여 남성복 재킷의 버튼 수가 달라지면 앞목너비 설정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성복 재킷의 버튼 수에 따른 패턴 설계 시 매우 유용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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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화
경희대학교

가톨릭 修道服의 衣服構成學 側面에서의 考察
: 남자 수도복을 대상으로

Ⅰ. 서론

한국에 가톨릭이 들어 온지는 200년이 넘었으며 문헌상으로는 가톨릭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우

리나라에서는 천주교로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천주교란 명칭은 중국에 전래된 가톨릭이 상제

(上帝)라는 명칭과 구분되어 사용하기 위하여 천주(天主)라는 말이 사용되며 명명 되어진 것이다. 

천주교의 수도회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1888년 사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처음이며 남자 

수도회는 성 베네딕도 회이다. 1909년 독일인 주교가 처음으로 한국에 오면서 교육 사업을 중점

적으로 선교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에는 자선사업, 사회사업, 교육사업 등 다양한 목적과 이념아

래 창설 된 수도회가 다수 한국에 전래되어 존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창설되고 있는 중이다. 수

도복이란 가톨릭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수도자들이 종교적인 수도 형태에 있음을 외적으로 드러

내 보이는 표시로 입는 복식을 말한다. 즉 이 복식을 착용함으로서 수도자임을 나타내는 상징성

과 어느 수도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도 하는 의미 있는 복식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수

도복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여성 수도복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수도복의 토착화를 위

한 연구, 디자인이나 조형미 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는 있으나, 기능성과 상징성에 초점을 맞

추고 남자가 착용하는 남자 수도복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현황이다. 특히 수도복은 수도자

가 된 이후에 착용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면 생전에 착용했던 수도복을 그대로 착용하게 되는 관

례로 매우 의미 있는 복식이다. 따라서 착용 시에는 많은 활동을 해야 되는 기능성을 요구하는 

특수복이기도 하며, 미사에 참여 할 때에는 전례 복으로서의 기능과 심미성과 조형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용도로 착용되고 있는 남자 수도복을 디자인, 패턴, 봉제학적인 측

면에서 본 의복 구성학적인 요인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특수복과 유니폼의 분류에 해당

되는 남자 수도복을 한 예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재 착용중인 남자수도자로부터 착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기존의 상징성을 고유하게 유지하면서 기능성과 쾌적성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고 수도복을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인 보완을 중심으로 제

작 과정을 보고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의의로는 패션에 관련 된 학과에서 기능성과 상징성을 고

려한 의복구성학적인 측면의 수업이 점점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패션, 디자인, 의복구성학측면

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사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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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인간은 시간(Time)과 장소(Place)와 착용목적(Occasion)에 맞게 각각의 옷을 준비하고 개인적

인 생활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창설되고 활동 수도회로 

불리는 K수도회의 남자 수도복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기, 청원기, 수련기. 유기 서원기, 종신서원기로 나누어 단계별로 착용하는 복식도 다르나 수련기

부터 착용하게 되는 남자수도복을 대상으로 제작 및 봉제과정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디자인적인 구분을 위하여 착용 자에 대한 분류, 피복분류에 의한 분류, 착용 층에 의한 분류, 

구성형태에 의한 분류, 생활용도에 따른 분류, 피복형식에 따른 분류, 생산방식에 따른 분류로 구

분시켰다. 패턴제작을 위한 인체 기본치수는 키, 체중, 가슴둘레(CL), 허리둘레(WL), 배 둘레, 엉

덩이둘레(HL),어깨너비, 목둘레(FNP-SNP-BNP), 겨드랑이 앞벽 사이거리(앞품), 겨드랑이 뒤벽 사

이거리(뒤품), 등 길이, 소매둘레길이, 소매길이, 손목둘레길이, 총길이를 계측하였으며 남자수도복 

제작을 위한 원형은 신문화식 남자 원형 패턴의 형식을 이용하였다.

  

<그림 1> 신문화식 패턴을 이용한 원형방법

봉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본 솔기 기법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고 기능성과 상징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부위별로 선별하여 사용 하였다. 특히 수정 보완 시에는 타 수도회보다도 가난하고 소

외 된 사람들을 보살피는 역할이 크고, 활동성이 많은 수도자들이 착용함을 고려하여 상징성보다

는 기능성을 고려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대상인 남자 수도복의 디자인, 패턴, 봉제기법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연구대상인 남자수도복은 착용자의 분류로는 성인 남자 복이며, 피복부위에 의한 분류로는 전

신용 의복이고, 착용자에 의한 분류로는 가장 바깥층에 입는 외층 아웃웨어에 속하며, 구성 형태

에 의한 분류로는 개방형 형태, 인체에 밀착 된 입체적 구성형태, 인체의 체형에 맞게 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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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형 성형의복이다. 생활용도에 의한 분류로는 생활 활동복이면서 의례복이며, 피복형식에 의한 

분류는 일부형식을 하고 있고, 생산방식은 개별 제작방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는 복식이다. 허리

에는 가톨릭 전례 복에 자주 등장하는 허리 단이 있는 디자인이었음이 파악 되었다.

2. 패턴

남자 수도복제작을 위한 인체 기본치수를 파악하였으며, 신 문화식 원형방법을 이용하여 패턴 

제작을 했다. 패턴제작의 중요 요점은 ①상반신 원형제작에 준한 다트를 이동하였으며, 앞판의 

가슴처리 다트는 여유 량으로 그대로 두고 웨스트 다트의 a 다트를 미들 힙까지 연장하여 다트 

량을 정하고 b다트와 d 다트 량을 뒤판의 c다트로 이동하여 다트 량을 조절하였다. ② 상반신원

형을 놓고 앞판을 그렸으며, 총 기장은 앞 중심선에 맞추어 길이를 조정(앞길이 참조)하였고, a 

다트 밑에 있는 하반신의 마주보는 주름 량을 패턴에 그려주었다. ③수도복 밑단의 폭은 15cm로 

하였으며, 앞단은 2cm로 정해서 단추 구멍을 표시해 주었다. 뒤판은 e 다트 위치에 다트 량을 

포함시킨 맞 주름량(좌우8cm)을 패턴에 그려주고 총길이를 앞판길이에 맞춰서 수도복의 밑단의 

폭(15cm)을 정해주었다. 소매는 2면구성의 세트인 슬리브패턴을 그려서 완성하였다. 소매의 커프

스 재단은 소매길이를 2로 나눈 길이에서 4cm를 뺀 길이로 하였고, 칼라의 패턴은 차이나 칼라

의 기본을 이용하여 재단 해 주었다. 허리띠 폭의 완성은 10cm로 하지만 박음질을 위한 두께분 

0.3cm를 더해서 재단하였으며 허리단의 길이는 앞여밈 분의 겹치는 부분 10cm를 길게 하여 패

턴 했다. 

3. 봉제

수도복 제작을 위한 준비물은 원단, 앞판 여밈 분과 허리단의 접착심지, 패턴, 바이어스감, 바

이어스심지(어깨, 목둘레용), 단추를 준비하였다. 제작과정은 패턴, 박음질(본박음질과 가봉을 위

한 박음질), 가봉 후 수정이 없으면 본 박음질로 완성하고, 허리띠를 박아서 완성 했으며, 단추 

구멍과 단추를 단 후 수도복을 제작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제작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서 

완성하였다. 

① 패턴에 맞게 재단(앞판, 뒤판, 소매 및 소매 커프스, 허리띠, 호주머니)을 하였다.

② 실표 뜨기로 주름 및 박음 선을 표시했으며, 특히 맞주름이 있는 부분은 섬세하게 표시하

며 맞주름이 흩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한다.

③ 여밈 분과 허리띠에 접착 심지를 붙이고 박음질 준비를 하였다.

④ 바이어스로 시접 분을 처리하였으며 바이어스는 몸판의 옆선, 어깨, 주머니 한족, 큰소매, 

작은 소매, 커프스 둥근 부분은 한쪽만 바이어스로 처리하였다.

⑤ 박음질을 한다. 박음질 순서는 먼저 뒤판의 등솔을 박아주고 앞판의 다트를 박은 후 바이

어스로 시접을 처리한다. 커프스 둥근 부분은 겉감에서 바이어스가 보이게 상침 박기를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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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머니를 달을 때에는 위쪽 양옆을 오버 룩으로 해놓고 마주보며 한쪽 만 바이어스를 해서 

처리하고 위6cm, 주머니 부분 18cm를 빼고 뒤집어 밑단을 박고 통솔로 박아준다.

⑥ 소매는 바이어스로 시접 처리를 하고 큰소매 작은 소매는 가름솔로 박아준다. 몸판과 이어

줄 때는 암홀 위부분에 홈질로 곡면을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임시 박음질로 박은 후 가봉 

후 본 박음질을 하였다.

⑦ 칼라는 가봉 전에 형태제작을 위한 박음질을 본 박음질로 해놓았으며, 사이즈 조정 부분은 

임시박음질로 박음질 해 놓고 가봉 후 본 박음질을 하였다. 칼라세움의 효과는 빳빳한 접

착심지의 여러 장을 이용하여 다리미로 접착하면서 형태를 만든 후 임시 박음질 후 가봉 

후 본 박음질을 하였다.

⑧ 가봉을 할 때는 총 기장, 품, 어깨, 소매길이, 허리끈길이, 칼라 달림 정도 등을 정확하게 

체크하였다. 허리띠 조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착용감이 편하도록 착용자의 상태를 충

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⑨ 가봉 후 체크 된 곳을 수정 하고, 부분 봉이었던 부분을 본 박음질로 마무리 하였다. 몸판 

뒤 중심과 양옆선의 스냅단추위치를 정하고 맞주름이 있는 위치에 몸판과의 고정을 강조하

기 위해서 세 개의 삼각형 모양으로 표시해서재봉틀로 스티치를 해 주었다.

⑩ 가봉 후 박음질(칼라, 소매, 밑단, 커프스)로 각각 완성하였으며, 밑단은 정확히 총 기장을 

정하고 꺾어 박기를 해서 완성하며, 칼라는 안쪽에서 공 구르기로 완성 박음질을 하였다.

⑪ 허리띠의 길이를 착용상태를 고려하여 정하고, 완성 박음질을 한다. 창구멍이 있는 쪽이 

위로가게 박고 벌크로의 암컷을 허리심지 밑단 안쪽으로 해서 박아주었다.

⑫ 스냅으로 허리띠와 몸판을 이어주도록 고정하고 양 옆선 쪽에는 허리고정을 위하여 고리를 

만들었다. 끝으로 단추를 달아 완성하였다.

⑬ 전체적으로 완성을 위한 다림질을 하여 마무리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은 제작과정을 이용하여 수도복을 완성하였다. 

Ⅳ. 결론

한국 가톨릭 남자수도회 소속인 K 수도회의 남자 수도복을 의복구성학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에 맞는 제작과정과 봉제 기법 등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디자인의 특성은 차이나 칼라로 소매는 

세트인 슬리브에 커버가 있으며, 일 부식 개방형 디자인으로, 인체 성형의 형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솔기는 일반적인 박음질에는 가름솔을 이용하였으며 시접처리는 주머니 위 부분이

외에는 시접을 바이어스로 처리 하였으며, 소매의 시접은 통솔을 사용하였으며, 허리띠의 안쪽 박

기는 가름솔과 누름상침을 박아서 뒤집었으며 칼라의 안쪽은 공 구르기로 마무리 했고, 단추도 

싸개단추로 완성하였으며 전례 복으로서의 상징성을 높여주고자 수정 보완 하였다. 

한 벌의 옷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청빈함의 상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착용되고 있

는 남자 수도복의 디자인, 패턴, 봉제방법을 의복 구성학적인 요인을 분석하여 제작하면서 고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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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특수복과 유니폼의 분류에 해당되는 남자 수도복은 앞으로도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다

수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고, 수도복 자체가 미사 등 전례 복으로 착용할 때에는 심미성 또

한 요구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지속적으로 착용후의 쾌적성과 기능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될 것이며 특수복 제작을 위한 교재

도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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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That Matter 
: Research Trend Analysis Based on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and Textiles and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In strategizing for future research, it is essential to figure out the trends of previous re-

searches and analyze various aspects that influence the trends. However, many student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starting related studies because of lack of research that explored in 

textiles and clothing related fiel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ffer compare-analysis 

on quantitative research trend such as the number of authors, key words, published pages, 

references, detailed areas in two most credible international journal in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and Textiles (SCIE) and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SCI). 

For this research, we analyzed number of authors, authors' countries, key words, pub-

lished pages, references and corresponding authors' countries, specific field of clothing and 

textiles of total 757 articles, including 335 articles i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CTRJ) and 422 articles in International Journal of Clothing and Textiles(IJCT).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Chi Square test, t-test and one-way ANOVA using SPSS Ver. 20.0. 

Chi Square test results illustrat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wo jour-

nals in distribution of specific fields, number of authors, authors’ affiliation; but in the num-

ber of authors’ countrie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journals. The 

detailed fields of articles in two journal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IJCT showed 

higher frequenc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CTRJ distributed more in economics and social 

concerns of business, history of design and educational issues. As a result of t-test between 

CTRJ and IJCT, a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in the number of references, the number in 

CTRJ(mean 40.95) substantially larger than in IJCT (mean 15.02). This appears to be due to 

more use of references in history of design and educational issues area. As the result of 

1-way ANOVA,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number of pages and number of refer-

ences in detailed areas, but in number of key word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ignificance level 0.05, number of published pages and number of references were the least 

in textile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research and were the largest in economics & social 

concern. 

The theme of this research is to offer valid information to researchers studying in Clothing 

and Textiles major, and this research investigated and analyzed primarily quantitative 

information. This information would be helpful to students starting research or educato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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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ars interested in research trends. Also if the qualitative information of each article can 

be analyzed and offered in subsequent addition to this quantitative information, the in-

formation would be much more valu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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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코팅소재 마찰방지용 매트 Attachment 개발

통상 섬유시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성 직물을 개발하여 보급하

고 있다. 최근에는 레저 및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시장의 확대로 인해 발수성 직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발수성 구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발수성 직물은 대부분 제직된 원단의 일면에 수지재가 일체로 코팅된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코팅된 수지재로 인하여 재봉기의 베드의 표면간 마찰이 높아짐에 주름지게 구겨져 심퍼

커링이나 봉탈 현상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봉제과정에 있어 마찰은 제품의 합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류품질의 내ㆍ외적인 영

향을 주는 요인이나 대부분 기능자의 숙달 정도와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제조에 

대한 기술을 특정하지 못하고 기술자의 손 감각에만 의존하고 있어 향후 기술을 전수시키는데 상

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개발은 상기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 

설치된 재봉기에 적용이 가능한 호환성과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탈ㆍ부착

을 유도하는 점착성과 기능성 직물과의 마찰을 감소시켜 원활한 이송을 유도하는 슬립성을 겸비

하는 재봉기용 보조패드를 개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개발은 원단의 일면에 수지재가 코팅된 기능성 직물이 재봉

기의 베드 상에서 원활한 이송을 유도하는 패드에 있어서 상기 베드를 감싸는 크기로 형성되는 

시트와 상기 시트의 저면에 베드로부터 탈ㆍ부착을 유도하는 점착층과 상면에 직물을 원활한 이

송을 유도하는 슬립층 및 상기 재봉기의 노루발과 인접하는 위치에 바늘대가 승하강 운동이 가능

하게 천공된 개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본 개발에 의한 상기 시트는 폴리에스테르 원사의 외면으로 PVC폴리머가 도포된 코팅

사가 평직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개발에 의한 상기 점착층은 시트의 저면으로 실리콘고

무가 0.5～1.5mm의 두께로 코팅하고, 상기 슬립층은 시트의 상면으로 폴리테트라 플루오로에틸

렌이 0.8～1.25mm의 두께로 코팅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PVC폴리머는 내구성, 내수성이 뛰어나

며 습기, 스크래치에 강하여 잘 찢어지지 않고, 무광 PVC코팅으로 빛 반사를 줄여 작업자의 시야

를 방해하지 않는다. 특히 어떠한 소재도 잘 미끄러지게 하여 봉제작업시 가죽, 코팅 소재시 원

활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본 개발은, 전반적인 봉제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공수를 절감함과 함께 불량을 최소

화할 수 있다. 또한 현장의 생산작업 방법과 표준화되어 있는 봉제기계에 적합한 어태치먼트 개

발은 단기적 생산성의 증대와 효율성 개선으로 봉제업체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특히 

마찰력을 감소시켜 소재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이 봉제작업을 할 수 있는 마찰 방지용 매트는 고

부가가치 제품생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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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밴드 봉제를 위한 직물 고정기구용 Attachment 개발

상의 소매부나 하의 허리부 또는 발목부 등과 같이 사용자의 착용상 편의를 위해 신축이 필요

한 부위에 직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고무줄과 같은 탄성밴드가 봉제된다. 

종래 탄성밴드 봉제 작업은 작업자가 일방향으로 탄성밴드를 신장시켜 직물을 펼친 상태에서 

탄성밴드를 봉제함에 따라, 작업이 번거롭고 힘이 들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봉제시 탄성밴드의 인장력이 균일하게 지속되지 못하거나, 탄성밴드가 일측으로 휘어진 

상태에서 종종 봉제되어, 봉제된 탄성밴드가 제대로 신축되지 않거나 외관이 미려하지 못하는 문

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따라서, 본 개발의 목적은 기존 봉제 작업장에서 대규모의 설비나 구조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

한 컴팩트한 구조의 탄성밴드 봉제용 직물고정기구와 이를 이용하여 탄성밴드 봉제시 탄성밴드를 

균일한 인장력으로 신장시키고 목표 위치에 정확하게 봉제할 수 있는 탄성밴드 봉제방법을 제공

하는 데 있다.

상기와 같은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개발에 따른 직물고정기구는 직물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탄성밴드 봉제시 사용되는 직물고정기구로서, 내부 중앙에 양단이 직물에 고정된 

탄성밴드가 배치되는 개구를 개재하여 대향되게 구비되어 일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안착 프레임 

및 상기 안착 프레임의 인접한 양단을 연결하여 직물이 출입되는 출입구를 형성하고, 탄성밴드의 

신장에 따른 길이조정이 가능하도록 상기 안착 프레임의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결합되며, 

탄성밴드에 의해 일방향으로 신장된 직물이 고정수단에 의해 결합되는 고정 프레임을 구비한다.

또한 본 개발에 있어서, 상기 안착 프레임의 표면에 길이표시부와 상기 고정 프레임의 표면에 

요철면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고정수단은 고정 프레임에 구비된 토글클램프 또는 고

정 집게인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본 개발에 따른 탄성밴드 봉제방법은, 일방향으로 신장이 가능하도록 탄성밴드의 양단을 

직물에 고정하는 단계, 대향되게 구비되어 일측방향으로 연장 형성되는 안착 프레임과, 안착 프레

임의 인접한 양단을 연결하는 고정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직물고정기구를 마련하는 단계, 상기 직

물고정기구의 내부 중앙에 형성된 개구에 탄성밴드가 노출되도록 직물을 배치하는 단계, 상기 직

물의 양단을 고정 프레임에 고정하는 단계, 상기 고정 프레임을 안착 프레임을 따라 길이방향으

로 이동하여 상기 직물을 일방향으로 신장시킨 후 고정하는 단계 및 개구에 노출된 상기 탄성밴

드를 봉제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본 개발의 직물고정기구는 미싱과 같은 종래 봉제 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이와 함께 사용할 수 있

어 설치 비용이 절감되고, 부피가 작은 컴팩트한 구조로 이루어져 협소한 작업공간에서도 설치가 가

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공간 이용이 가능하며, 작업성 향상은 물론, 탄성밴드에 균일한 인장력이 가해

짐에 따라 봉제시 탄성밴드가 굴곡없이 평탄하게 배치될 수 있어 안정적인 봉제 작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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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ㆍ박정현ㆍ이정란
부산대학교

여성노인을 위한 낙상충격 보호복 디자인 개발*

Ⅰ. 서론2)

노인의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노후를 젊고 건강하게 보내고자 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

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을 위한 전문 브랜드

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노인을 위한 기능복이나 아웃도어웨어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의 노인 의복 연구는 주로 디자인, 의복 치수 등 노인의 체형변화에 따라 외

형적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한 반면 노인의 생명 또는 삶의 질과 관련되는 보호복에 관한 연

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에 비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의 위험이 더 높은 65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적 특성 및 낙상 현실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충격보호 

기능을 가진 팬츠와 하의속옷의 디자인 선호결과(이진숙 외, 2015)를 바탕으로 노인이 사용하기 

쉬우면서 착용 시 편안한 형태의 낙상충격 보호복 팬츠와 하의속옷을 실물 제작하여 실질적인 충

격 보호의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60, 70대 여성의 감성에 적합한 낙상충격 보호용 팬츠와 하의속옷의 디

자인 선호결과에 따라 노인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성이 좋은 충격 보호복 패턴을 완

성하고, 실물 제작하였다. 

보호위치 선정은 낙상실태 조사결과(박정현, 이정란, 2014; 이진숙 외, 2014)를 바탕으로 2015

년 8월 실험실에서 가상의 낙상상황을 조성하였다. 가로 70cm, 세로 100cm의 잉크스펀지에서 낙

상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형태에 따라 설정된 동작을 예비실험 후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2

명의 피험자가 광목으로 제작된 실험복 팬츠와 신축성 있는 연베이지색 속옷을 착용하고 정면, 

측면, 후면 각각 3번씩 반복적으로 실험하였다. 실험복에 찍혀진 잉크의 면적과 부위, 진한 정도 

등을 팬츠 패턴에 중합하여 보호부위와 면적 등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착의실험과 가상의 낙상실

험을 통해 최종의 보호부위와 면적을 선정하였다. 속옷도 동일한 방법으로 중합하였으며 소재의 

신축율을 고려하여 축소시켜 패턴을 완성하였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3R1A1A205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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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선행연구 결과에서 가장 선호하는 낙상충격 보호 팬츠 디자인은 겨울용으로 일상복 중 가장 

많이 입는 세미 일자형의 캐쥬얼 스타일로 가장 베이직한 디자인이며 신축성이 있어 물세탁이 가

능하고 안쪽에 기모가 있어 보온성을 고려한 기능성 소재로 색상은 검정이다. 기초 원형은 마담

브랜드의 업체패턴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어 업체패턴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 대상에 적합

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팬츠 패턴설계를 위한 인체치수는 허리둘레 82cm, 엉덩이둘레 92cm, 

엉덩이길이 20cm, 밑위길이 26cm, 바지길이 95cm로 설정하였고, 허리선은 앞 허리중심선에서 

2.5cm를 파내고, 3.5cm너비의 곡선벨트로 설계하였다. 허리벨트는 옆쪽에 12cm의 부분 고무밴드 

형태로 옆선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5.5cm, 뒤쪽으로 6.5cm이다. 하의속옷 디자인은 충격보호를 

위한 기능성 속옷으로 일상생활 시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넙다리중간 길이이고, 

신축성 소재로 부드러우면서 보온성과 활동성이 좋은 소재로 색상은 회색이며, 보호부위의 면적

이 중간 정도인 타원형 패드이다. 기초원형은 신축성 원형으로 4가지의 원형 중 가장 활동성이 

좋고 노인 체형에 적합한 knit legging sloper원형을 선정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

였다. 속옷의 패턴설계를 위한 인체치수는 팬츠와 동일하며 속옷길이는 42cm이다. 허리 고무밴드

는 노인의 특성 중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압박감을 주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넓지 않은 고

무밴드로 폭은 2.3cm이다. 

선행연구의 낙상실태 조사결과에서 낙상 시 가장 보호해야 할 부위는 척추의 압박골절을 방지

하기 위한 엉덩이부위와 가장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고관절부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

한 가상의 낙상실험을 통해 보호부위와 면적을 중합한 결과 동일한 부위인 엉덩이부위와 고관절

부위가 가장 많이 중합되었으며, 엉덩이부위 중에서도 특히 꼬리뼈부위가 집중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고관절부위는 측면 중에서도 위쪽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호부위에 

따라 보호패드를 삽입할 수 있도록 팬츠는 2중 안감으로 옆선을 따라서 보호 패드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하여 외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속옷은 옆선에 포켓과 같은 겹침 트임을 만들

어 보호패드를 쉽게 넣고 뺄 수 있도록 하였고 겉감 안쪽에서 겉감과 동일한 소재로 덧대어 봉

제하여 제작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결과에서 선정된 낙상충격보호 팬츠와 하의속옷의 디자인에 따라 노인

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패턴을 완성하고 실물 제작하였다. 보호패드를 삽입하기 위

한 내부 구조는 외관과 활동성을 위해 팬츠는 2중 안감으로, 속옷은 보호부위에 바로 밀착되도록 

패치포켓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하여 여성노인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착용할 수 있으면서 착용 시 

편안한 형태의 낙상충격 보호복을 완성하였다. 후속연구로는 사용자 평가와 물리적 평가를 통해 

착용감과 활동성, 보호부위에 따른 보호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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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희ㆍ이명희*
부경대학교

패턴디자인에 따른 여자 배자의 선호도

Ⅰ. 서론

여자 배자는 곡선 진동으로 구성된 소매 없는 옷으로서 저고리 위에 장식용으로 착용된다. 최

근에는 두루마기를 대신해서 방한용과 장식용으로 코디되고 있으며, 현대 배자 디자인은 배자 길

이와 세부 구조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이 서로 다른 여자 배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현대적인 배자의 패턴디자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실험용 실물 배자는 교육용 6종, 실무용 2종, 연구자의 실험용 2종의 제도방식으로 가슴둘레 

84㎝, 저고리길이 27.5㎝를 적용하여 패턴을 제작한 다음, 실크 100%의 양단 겉감과 주아사 심

감, 그리고 산탄 안감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용 배자디자인은 전통적인 짧은 길이 또는 등길이 수

준의 긴 길이, 한복식 또는 서양복식 진동 설계, 배자형 맛깃 또는 저고리형 맛깃 및 목판깃, 배

자형 여밈 또는 저고리형 여밈을 지닌 것으로 배자길이, 진동, 깃, 여밈 등의 패턴디자인에 차이

가 있었다. 선호도 조사를 위한 시각적 자극물은 20대 한국 여성 표준 치수에 속하는 피험자을 

선정하여 한복 위에 각각의 실험 배자를 입혀 앞면 전신사진을 촬영하여 제작하였다. 설문 내용

과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과 한복 및 배자에 대한 관심도 4문항, 그리고 선호도 1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9월 1일에서 30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는 총 

113명이었다. 통계분석은 다중응답분석과   검증, t-test, F-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숙련 정도별, 결혼 유무별, 그리고 한복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선호하는 디자인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숙련자, 미혼, 관심도가 낮은 집단에서

는 연구자의 실험용 맞깃형을 가장 선호한 데 반해 숙련자, 기혼, 관심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연

구자의 실험용 목판깃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자 착의 이유에 따른 선호 디자

인의 차이는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연구자의 실험용 목판깃형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선호되는 배자 디자인은 전통적인 짧은 길이의 배자 구조가 아닌 등길이 수준의 긴 길이와 

서양복원형의 진동 구조와 저고리와 같은 구조의 맛깃형과 목판깃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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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패턴디자인이 서로 다른 여자 배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 분석 결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배자디

자인은 전통적인 배자와는 다른 구조임을 알 수 있었으며, 앞으로 교육용 배자의 패턴설계에서 

입체적인 패턴디자인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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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현
부산디자인센터

3D 가상 패턴 템플릿 구축을 위한 의복구성 전문서적 내 패턴 
분류체계 비교분석*

가상현실은 멀티미디어 기술을 응용하여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

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15). 가상현실을 가능하게 하

는 프로그램들은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간단히 행하게 하

는데 이로 인해 사용자는 시간적, 금전적 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패션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패션

산업에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디자이너의 창작의도를 3D 가상모델로 표현하기 위해

서는 2D 패턴 구현 및 컴퓨터 봉제 과정 조작 등 의류 제작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반해 관련 실무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D 가상의상 제작 프로그램의 원활

한 사용에 도움이 되는 템플릿 형태의 패턴 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 전문서적에서 

제시하는 패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패턴의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하고자한다. 연구를 위해 인터

넷 포털 사이트에서 패턴, 의복구성 등의 단어로 검색하여 2015년 6월∼9월 판매 중인 여성복 관

련 전문서적 16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적에 제시된 패턴의 정의 및 구분방법을 분석하

고, 기본원형 및 패턴의 종류를 분류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서적에 제

시된 패턴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5권의 서적에서만 패턴의 정의를 “건축의 설계도면과 같은 

개념, 소재를 재단하기 위한 약속된 기호로 제도된 옷본”으로, 패턴의 분류기준을 “구성방법(입체, 

평면), 제작방법(입체, 평면, 카피), 측정항목(장촌, 단촌, 병용), 제작과정의 완성도(기본원형, 1차

패턴, 최종패턴, 산업용패턴), 착용대상, 피복부위, 의복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었다. 7권의 서적에

서는 정의 없이 패턴의 분류 기준만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서적도 있었

다. 둘째, 1권을 제외한 모든 서적에서 기본원형과 variation을 함께 제시하고 있었으며, 9권에 서

적에서는 기본원형과 함께 collar 및 neckline 제도법도 제시하고 있었다. 기본원형은 2개 패턴

(bodice, sleeve), 3개 패턴(bodice, sleeve, skirt), 4개 패턴(bodice/torso, sleeve, skirt, pants), 5

개 패턴(bodice, torso, sleeve, skirt, pants)으로 나누고 있어, 서적마다 분류기준이 다름을 확인

하였다. 셋째, 조사된 서적에 전체 패턴 개수는 199개로 분류기준이 달라 기본원형 및 피복부위

를 기준으로 bodice(51개), torso(16개), sleeve(35개), skirt(42개), pants(26개), collar(16개), neck-

line(13개) 7개의 카테고리로 묶어 패턴 템플릿을 제안하였다. 연구를 통해 현재 판매되는 전문서

적에 제시된 패턴의 정의 및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7개

로 분류된 패턴 템플릿은 전문서적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는 실무자를 통한 2차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3)

* 본 연구는 2015년 한국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R20150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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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아ㆍ김명옥*
명지전문대학
호원대학교* 피티드 토르소 원형 개발을 위한 20대 남성 체간부 체형 특성 

및 유형화

현대 남성들의 패션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 문화의 확

산으로 남성복의 트렌드 변화가 뚜렷해지며 디자인 다양화가 요구되면서 남성복 시장의 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추세이다. 남성복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실루엣이 강조되는 타이트 핏

의 밀착형 의복이며, 타이트 핏의 경우 디자인과 더불어 맞음새 및 착용감이 구매 의사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남성복 원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복에 비하

면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존 남성복 시장은 주로 아이템별 원형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적 측면에 대한 수요와 함께 남성복에 있어서도 타이트 핏의 토르소 원형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의 체형 유형별로 차별화된 피티드 

토르소 원형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써 우선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체간부 체형을 분류한 후 

유형별 체형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제6차 사이즈코리아 직접계측 원데이터를 이용하여 20-29세 성인 남성 842명을 대

상으로 48개 계측항목을 통하여 체형을 유형화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ver.21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20대 성인 남성의 체형특성 요인을 추출한 결과, 수평적 크기 요인, 수직적 길이 요인, 어깨 발

달 요인, 체간부 길이 요인, 둔부 길이 요인, 어깨 기울기 요인으로 총 6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키로 대변되는 수직적 길이 요인보다 수평적 크기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6개 요인의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20대 남성

의 체형 유형은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큰 역삼각체형으로 명명하였고, 큰 키에 

어깨가 넓고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드롭치가 큰 건장한 남성적 체형으로, 길이요인이 둘레요인

보다 우세한 집단이며, 전체 대상자의 27.0%가 속해 있었다. 유형 2는 삼각체형으로 명명하였으

며, 키를 비롯한 길이요인과 어깨 발달 요인은 평균치에 해당되었으나, 두께나 복부측면 형태 및 

비만관련 항목은 우위에 있는 복부비만형 체형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으로, 25.2%의 대상자가 포

함되었다. 유형 3은 작은 역삼각체형으로 명명하였고, 전반적인 항목의 치수가 모두 작아 왜소하

면서도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드롭치는 가장 큰 집단으로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의 특성을 가지는 

유형이며, 전체의 28.6%가 해당되었다. 유형 4는 사각체형으로 명명하였으며, 키는 보통이나 둘

레항목이 가장 큰 집단으로 몸통이 전체적으로 굵고 굴곡 없이 뚱뚱한 전형적 비만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2%의 대상자가 분포한 집단이다. 분류된 4개 유형에 대해 유형별 실루엣과 중합도

를 제작하여 정면과 측면의 체형 형태를 비교하고, 유형간 체형 특성의 차이를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최근 우리나라 20대 성인 남성의 체형 유형은 건장한 근육형 남성 체형인 큰 역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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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부터 키가 작고 마른 작은 역삼각체형, 복부비만이 두드러진 삼각체형, 전반적으로 뚱뚱한 사

각체형으로 분류되며, 작은 역삼각체형부터 사각체형까지 거의 고른 분포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체형 특성을 가지는 20대 성인 남성들이 타이트 핏 디자인의 의복을 착

용할 때 만족감 및 맞음새가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남성복 원형에 의존한 패턴 설

계보다는 체형 유형별로 차별화된 피티드 토르소 원형을 개발하여 패턴 설계 방법을 차별화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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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이정란
부산대학교

겨울철 교복바지 개발을 위한 패턴비교 연구

Ⅰ. 서론

미래사회는 보다 더 많은 정보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초래 할 것

으로 생각되며, 이는 의복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INDAILY.CO.KR, 2013). 특히 급속도

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 인간이 대처해 나가야할 여러 문제점 중에는 의복에 대한 대책

과 개발도 포함되며, 이는 평상복에서보다 오랜 시간 착용하고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복에

서 더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개성이 무시되고 기능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교복을 착용하고 대부분의 시

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겨울철 교복을 대체해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의 종류나 수가 적으며, 여학생들 못지않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실질적으로 

교복 착용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Kim & Lee, 2013; Kim, 201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Kim & Lee, 2013)를 바탕으로 활동성과 겨울철 보온 기능성 면에서 청소년들

의 요구를 반영하고, 겨울철에도 심미적으로 만족하며 착용 할 수 있는 겨울철 교복바지를 개발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바지패턴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겨울철 교복에 적합한 바지패턴을 개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피험자 선정

본 연구 대상은 Size Korea에서 시행한 ‘6차 인체치수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17∼19세 남

자 청소년의 표준형 평균 치수를 정하였으며, 이에 속하는 피험자 2명에 대한 인체 측정은 6차 

인체치수조사 보고서의 측정방법을 기준으로 측정 하였다.

2. 실험복 바지제작

실험복 바지패턴은 2015년도 1월∼2월 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학계와 산업체 패턴으로 사용되

고 있는 7가지의 패턴(A∼G)을 기초로 완성하였으며, 17∼19세 남자 청소년의 평균 치수를 바탕

으로 머슬린으로 바지를 제작하였다.

3. 자료 분석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험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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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분석, 5점 리커트척도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첫째, 7종의 바지패턴을(Choi, 2008; Geum, 2008; Heo et al., 2001; Kim, 2004; Kwak, 2008; 

Nam, 2012; Yu, 2012) 비교분석한 결과, 허리선의 위치는 바닥에서부터 배꼽수준 허리둘레선의 

길이까지를 102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제도법에 따라 벨트를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뉘며, 밑위길이는 B패턴이 26.2cm로 가장 길었다. 앞 허리둘레의 여유분은 A패턴이 2cm로 가

장 많았고, 뒤 허리둘레의 여유분은 C패턴이 0.5cm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 엉덩이둘레

의 여유분은 F 패턴이 2cm, 뒤 엉덩이둘레의 여유분은 G패턴이 4cm로 가장 많았다. 무릎선의 

높이는 D 패턴이 48.9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무릎선의 높이는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

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연구복 패턴 설계 시 신중히 고려

되어야할 것이다. 바지 부리는 요즘 추세에 맞추어 슬림한 핏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자가 일정한 

값으로 설정하여 모든 패턴에 적용 하였다.

둘째, 전문가 평가단이 7가지 바지 패턴에 대한 외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29가지의 문항

에 대해 평가한 결과 외관 평균점수는 3.03 이었다. ‘허리둘레의 여유분이 적당 한가’, ‘배 부분이 

끼거나 군주름이 없이 잘 맞는가’, ‘엉덩이 둘레의 여유분이 적당 한가’, ‘밑위곡선은 당기거나 쳐

지지 않고 잘 맞는가’, ‘측면 옆 솔기선의 위치는 수직인가’, ‘옆선은 앞 뒤 폭을 보기 좋게 나누었

는가’, ‘허리선의 여유분은 적당 한가’, ‘후면 허리둘레의 여유분은 적당 한가’, ‘엉덩이 둘레의 여

유분은 적당한가’, ‘뒤 샅 길이, 밑위곡선이 당기거나 쳐지지 않는가’, ‘뒤 샅 부분의 여유가 적당 

한가’, ‘넙다리둘레가 당김이 없이 적당 한가’, ‘전체적인 외관 맞음새는 좋은가’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A바지 패턴과(3.16), D바지 패턴(3.18)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A바지 패턴은 허리둘레의 여유분, 엉덩이 둘레의 여유분, 엉덩이 옆선의 군주름, 밑위

곡선, 샅 부위의 여유에서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D바지 패턴은 허리둘레의 여유분, 

엉덩이 둘레의 여유분, 배 부분의 군주름, 넙다리 둘레, 전체적인 외관 맞음새에서 3점 이하의 낮

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활동기능성 평가는 두 명의 피험자가 7가지 바지 패턴에 대한 착용 평가를 실시하였으

며, 총 77가지 문항(정자세12문항, 보통 걸을 12문항, 계단 오르기 12문항, 무릎 굽히기 12문항, 

허리 굽히기 12문항, 의자에 앉기 12문항, 1번 동작 추가 항목 5 문항)에 대해 평가한 결과 D바

지 패턴과(3.74), F바지 패턴(3.82)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패턴의 ‘허리가 90°가 되도록 의

자에 깊숙이 앉는 동작’에서 허리둘레의 여유분이 3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보인 것 외에는 두 패

턴에서 모두 전 문항 3점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특성상 의자에 앉아 있

는 시간이 많으므로 F패턴의 ‘허리가 90°가 되도록 의자에 깊숙이 앉는 동작’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은 부분은 수정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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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는 동절기 교복바지의 개선을 위한 연구로, 오랜 시간 교복을 착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바지패턴을 연구하고 개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계와 산업체 패턴으로 사용

되고 있는 7가지의 바지패턴의 착의평가 결과, 외관과 활동성 두 가지를 적절히 만족하는 패턴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실험복 패턴을 수정 보완 하여 유행의 경향에 적합하면서도 활동성과 보

온성에 있어 청소년들이 만족 할 수 있는 교복 바지의 패턴 및 개발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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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은ㆍ하철주ㆍ박선미
주)호진글로벌

PLA 이형단면사와 cellulose계 복합화를 통한 모시풍 쿨맵시 
의류소재 개발*

Ⅰ. 서론4)

합성섬유 중 의류소재로 널리 쓰이는 Polyester와 Nylon, 아크릴은 의류로서의 물리적 물성은 

양호하나 여름철용 소재로서 흡한속건성은 모시 등에 크게 못 미치며, 흡한속건성을 향상 시킨 

Nylon, Polyester 소재가 화섬사에서 개발되어 생산중이나 흡수성은 레이온, 모시에 비해 많이 떨

어진다. 더구나 사용 후 폐기시 생분해가 되지 않음으로 자연 환경을 해친다.

여름 소재로 널리 쓰이는 면섬유의 경우 땀을 흡수 할 경우 신체에 들러붙어 활동에 불편을 

주고 끈적거림과 같은 불편함을 줄 뿐만 아니라 인체 열기로 인하여 활동에 몰입할 수 없게 되

는 문제점이 있다.

여름철용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모시 선호하며 시원하지만 모시 가격이 일반원단(면40수 

기준) 대비 5배 이상의 고가이고, 속건성, 구김성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PLA(옥수수 섬유)는 환경친화, 생분해 소재로서 polyester 보다 수분율이 약간 높은

(0.4~0.6%), 흡한속건성 섬유이다1). PLA를 cellulose와 복합화 할 경우 cellulose계의 우수한 촉감

성, 흡수성과 PLA의 청량, 흡한속건성의 장점을 살린 청량감이 우수한 차별화 쿨맵시 의류소재 

개발 가능하다. 

<Fig. 1> 모시풍 쿨맵시 원리

* 이 논문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중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과제인 “이형단면 PLA와 cellulose계 복합화를 통한 모

시풍 쿨맵시 의류소재 개발”의 일환으로 연구개발 되었으며, 중소기업청과 관계당국에 감사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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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1. 원단 제직

Table 1. 적용 원사 및 직물 조직

경사 위사 경사밀도 위사밀도 폭 중량 조직

PLA 150d/48f BR

(S:Z=2:2=1500T/M)

VF120dSD

(S:Z=2:2=1500T/M)

PLA 150d BR

RSF 30'

N140 DTY

BAMBOO 120d

70 52 60 100g/m2 평직

2. 염색

- 전처리조건: 세정제(sera wash) 5g/l 및 소다회 5g/l 투입후 95℃ 60분 처리.

- 염색 조건

color 3종 (연핑크1010, 핑크1435, 블루4005)

PLA부 염색: 분산염료 + 빙초산 1g/l, 분산제 4% 투입후 온도 105℃ × 40분 염색 (PLA의 낮

은 내열성으로 저온 염색)

Cellulose부 염색: 반응성염료 + 망초 30g/l, 소다회 10g/l 투입 후 온도 60℃ × 60분 염색 한 

다음 소핑(소핑제 0.5g/l 투입).

- 건조: 온도 100℃ × 15m/min (chamber 길이 7m*3단)

- Tentering: 온도120℃ × 20m/min (chamber 길이 20m)

Ⅲ. 결과 및 고찰 

1. 연사 및 제직 결과

전 품목에 걸쳐 제직성은 무난하였다.

2. 염색 결과

1차 110℃로 염색후 색상 및 원단 촉감, 물성 양호하였으나 텐터시 온도가 과도하게 높아(16

0℃) PLA 경화 및 강력 저하(4.2~4.3N) 발생하여 2차 염색시 Tentering 온도 120℃로 하향 조정

한바 물성, 촉감이 양호한 원단을 얻을수 있었다.

3. 물성 분석 결과

- 흡수속도: PLA 100%, 위사에 Nylon 사용한 것은 흡수속도 120초 이상으로 미흡하였으나, 

위사로 Rayon staple 적용한 것은 흡수속도 5초로 양호. 위사로 Rayon, Bamboo 적용한 것은 흡

수속도 25초 내외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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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속도: 건조속도는 대부분 60초 이내로 양호하나, 다만 Rayon 방적사 적용한 것은 수분

흡수량이 많아 건조시간이 90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Table 2> 가공지 물성 분석 결과

위사 촉감

가공지 

밀도(ea/in) 단위중량

(g/m2)

흡수속도

(sec)

건조속도

(분)

공극크기

(μm)

공기투과도

(cm3/cm2/

min)경사 위사

VF120d SD 까실 86 66 116.30 25 50
48.5~

105.7
13,890

PLA150d BR 까실 84 58 121.24 120↑ 40

RSF 30'
약간

부드러움
92 62 139.26 5 90

N140d
약간

매끄러움
86 64 124.33 120↑ 40

Bamboo 120d 까실 84 62 114.00 28 50

 

4. 가공지 사진

PLA/ Rayon PLA/Rayon staple

 모시

<Fig. 2> 가공지 원단 외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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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1) PLA 이형단면사와 Rayon사를 1500t/m 강연후 2:2로 교호로 제직한바 조업성 및 원단 상태

는 무난하였다. 염색후 직물의 외관 및 촉감은 강연으로 인해 모시와 유사하였다.

2) 경사에 PLA, 위사에 Rayon, Bamboo, PLA, Nylon, Rayon stsaple사를 다양하게 적용 해 

본바 위사가 PLA, Nylonr인 경우에는 흡수성이 부족하고(흡수시간120초 이상), Rayon stsaple사 

경우에는 건조가 다소 느린 반면에 위사에 Rayon, Bamboo를 적용한 경우는 빠른 흡수(30초 이

내)와 빠른 건조(90분 이내)로 당초 목표로 한 흡한속건성을 나타냈다.

3) 강연과 경위사의 낮은 밀도로 인해 공극크기가 크고(50~100um) 높은 공기투과도

(10,000cm3/cm2/min 이상)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흡한속건성에 더해 신체 열기와 수분의 신속한 

배출로 우수한 쿨맵시성이 기대된다.

<Table 3> 개발제품의 차별성

 소재

성질
모시 PET 면 PLA

개발품

(PLA/cellulose)

흡수성 o - o △ o

속건성 - o - o o

cool touch o - - o o

soft touch - - o - o

친환경 o - o o o

생분해성 o - o o o

통기성 o - - - o

발한성 o - - - o

항곰팡이성 - ? - o o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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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호ㆍ이정란
부산대학교

시니어 남성의 선호에 따른 아웃도어재킷 디자인개발

Ⅰ. 서론

2000년대 이후, 삶의 질과 건강을 중요시하는 웰빙트렌드의 확산으로 다양한 레져활동이 유행

하고, 이는 아웃도어 의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웃도어 의류시

장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가라앉았다. 올해 아웃도어 의류시장 규모는 2013년 수준인 7조원대로 

전망되고, 이는 2000년대 들어 2012년까지 8배 성장했던 추세에 비하면 시장포화로 정체상태라 

할 수 있다(Kim, 2015). 시장포화는 아웃도어 의류업체들이 시티웨어와 같은 새로운 제품군을 만

드는 계기가 되었다. 

초창기 아웃도어의류의 발전은 주로 전문가를 타깃으로 한 익스트림군이 주도했고 최근 시장

포화와 소비자들이 아웃도어의류를 일상복으로 많이 착용하는 추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군 아웃

도어의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Ku, 2015). 익스트림군 아웃도어 의류의 특징은 전문 산악인을 

위해 만들어져 극한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고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 일상복으로 착용시 불필요한 

기능들이 많다. 또한 이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아웃도어 의류를 일상복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Lee, 2014). 라이프스타일군 아웃도어 의류는 일반적인 아웃도

어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기능성의 소재, 디자인과 색상을 가지고 있

다. 하지만 시니어 남성을 위한 의류개발은 젊은 세대나 시니어 여성을 위한 의류만큼 활발하지 

않은 실정으로 이들의 선호를 반영한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남성의 디자인 선호조사를 바탕으로 아웃도어의류 에 필요한 기

능성소재를 적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착용 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군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을 개

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및 절차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남성들이 선호하는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 및 색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 및 경남지역에서 아웃도어 활동을 즐겨하는 50세 이상

의 남성이다. 조사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11월까지였으며, 총 200부를 배포하여 미회수분과 응

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을 제외한 134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

분석,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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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웃도어의류의 기능성

현재 아웃도어 의류브랜드들이 생산하는 시판 제품의 기능성소재를 조사하고 일상복으로의 활

용 시 필요한 기능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능성 소재를 수집하였다.

 

3. 디자인개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시니어 남성들이 선호하는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 및 색상을 반영한 일상

생활용 아웃도어 재킷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디자인 및 색상 설문결과

시니어 남성을 대상으로한 디자인 및 색상에 관한 설문결과, 칼라모양은 50~54세 구간에서 스

탠드칼라+탈착식후드를 가장 선호하였고 나머지 모든 연령대에서는 스탠드 칼라를 가장 선호하였

으며, 그 외 스탠드칼라+후드 24명(17.9%) 순으로 나타났다. 소매모양은 모든 연령대에서 벨크로

장식이 있는 소매를 총 63명(47%)이 선택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고무밴드+ 벨크로장

식 46명(34.3%), 일반소매 12명(9%)의 순서를 보였다. 포켓은 개수는 3개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

답한 사람이 59명(44%)으로 가장 많았고 4개 41명(30.6%), 5개 23명(16.4%)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색상은 50대와 60대 모두 파란색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70대 이상에서는 녹색이 가

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전체에서는 파란색이 50명(31.3%)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검은색 37명(23.1%), 녹색 26명(16.4%)순으로 나타났다. 

 

2. 아웃도어의류 브랜드의 기능성 소재

설문에 제시된 아웃도어브랜드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재와 소재가 가진 기능성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는 고어텍스(http://www.gore-tex.com)로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 노스

페이스등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윈드스토퍼(http://www.windstopper.com)가 많은 

브랜드에서 사용되었다. 자체적으로 소재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브랜드로는 콜롬비아스포츠웨어, 

콜핑, 밀레 등이 있었다. 각 소재의 기능성은 고어텍스가 발수, 방풍, 방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

고, 윈드스토퍼는 기본적으로 방풍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하는 브랜드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투습성, 보온성을 가지고 있었다. 브랜드 자체적으로 만든 대표적인 소재는 콜롬비아스포츠웨어

(http://www.columbiakorea.co.kr)의 옴니시리즈로 옴니 쉴드는 발수성, 방오성을 가지고 있고, 

옴니위크는 흡습속건, 옴니테크는 방수, 투습의 기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선행연구(Kwon et al, 2015) 설문 문항 중 일상복으로 착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불필요한 기능성을 빼고 합리적인 가격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74명

(55.2%)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없는 고기능성을 제외하고 아웃

도어재킷의 기본적인 기능인 방수, 방풍, 흡습속건을 만족하는 소재를 선정하여 이를 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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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하였다.

 

3. 시니어 남성을 위한 아웃도어재킷 디자인개발

시니어 남성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및 색상의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스탠드 

칼라, 벨크로 소매 그리고 수납이 용이한 3개의 포켓을 바탕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춰 일상생활용 

아웃도어재킷을 디자인하였다. 2015 FW 해외 남성콜렉션(https://www.londoncollections.co.uk, 

https://www.style.co.kr)과 아웃도어브랜드의 콜렉션(https://berghaus.com, https://dhuperforman

ce.com)을 살펴보면 화려한 디자인보다 심플한 라인과 실루엣의 아우터들이 많고 색상과 패턴 

역시 튀지 않는 톤다운된 색상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니어 남성을 위한 일상생활

용 아웃도어재킷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캐주얼한 디자인의 짧은 재킷 3종, 휴대성이 우수한 기능성 트랙재

킷형 3종, 수트와도 어울릴 수 있는 코트형 바람막이 3종으로 총 9종으로 다음과 같다. 

 

➀ 바람막이 재킷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스탠드 칼라, 벨크로 소매 그리고 3개의 포켓을 이용한 기본적인 바람

막이 재킷의 디자인으로 시니어 남성의 체형특성상 굵어보이는 허리 뒷부분에 고무밴드 장식을 

하였다.

 

② 스터디움 점퍼형 바람막이

일반 바람막이 재킷보다 짧은 형태의 스터디움 점퍼 실루엣으로 젊어 보일 수 있게 디자인 하

였다.

 

③ 앞 누빔 경량 재킷

재킷의 앞판을 누빔 처리하고 가벼운 충전재를 사용하여 보온성을 확보하였다. 무난한 색상으

로 다른 아우터를 착용할 때 이너재킷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④ 트랙재킷형 바람막이Ⅰ

가벼운 운동시 착용할 수 있는 트랙재킷형 바람막이로 팔꿈치 패치를 부착하였다. 허리뒷부분

에 포켓백을 만들어 휴대시 재킷을 접어 수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휴대성을 높혔다.

 

⑤ 트랙재킷형 바람막이Ⅱ

트랙재킷형 바람막이Ⅰ보다 슬림한 형태로 마른체형의 시니어를 위한 재킷이다. 

 

⑥ 트랙재킷형 바람막이Ⅲ

칼라, 사이드, 언더슬리브 패턴에 배색을 다르게 적용해 젊어 보이는 감각으로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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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능성 사파리 재킷

허리둘레를 스트링으로 조임이 가능하고 팔꿈치 패치 부착하였다. 고기능성 원단의 사용으로 

가벼운 산행에도 적합한 형태로 디자인하였다.

 

⑧ 트렌치 코트형 바람막이Ⅰ

목을 완전히 감싸는 크기의 와이드 넥 스탠드 칼라와 뒤 허리 고무밴드 장식으로 편안한 착용

감을 고려하였다. 앞여밈은 지퍼위로 원단을 덧대어 바람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게 하였다.

⑨ 트렌치 코트형 바람막이Ⅱ

앞판은 더플코트형으로 앞여밈 선에 맞춰 가슴부위에 포켓이 있어 소지품 수납이 용이하다. 

뒤판 패턴은 센터백을 중심으로 절개가 한번 더 들어가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 싱글벤트

로 활동하기 편하게 디자인 하였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 시니어 남성을 타깃으로 한 일상생활용 아웃도어재킷 디자인을 제시하기 위해 시

니어 남성들이 선호하는 디자인 및 색상을 조사하고 최신트렌드에 따라 재킷을 디자인하였다. 웰

빙트렌드의 등장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활성화에 발 맞춰 시

니어세대를 위한 의류시장 또한 확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활동적으로 변한 

시니어 남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그들의 감성 및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일상생활용 아

웃도어의류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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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다솜ㆍ이정란
부산대학교

국내외 브랜드의 여성 웨트수트 개발실태

Ⅰ. 서론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른 문화 여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바다는 삶의 터전으로서 뿐 아니라 

안락한 휴식처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전국의 해변과 해

수욕장은 도로와 KTX 등 교통망이 확충되어 전국어디나 3시간이면 접근 가능하게 되었으며, 각

종 해양스포츠를 계절에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한국해양

재단, 2010).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레저족이 2만 명에 육박하였는데 이중 서핑에 대한 인기

가 높으며 과감한 스포츠를 즐기는 여성 서퍼들이 늘어남에 따라 매장을 찾는 고객들도 점차 증

가하고 있다(“레저용품”, 2015).

해양스포츠는 물속에서 하는 운동으로 체온의 손실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잠수복을 착용하여 

체온손실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며, 바위지역의 패류와 수중생물의 가시, 촉수 등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몸을 방어하기 위하여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다(곽한병, 2006). 수상레

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잠수복은 웨트수트(Wetsuit)이다. 웨트수트는 

다른 종류의 수트보다 경제적이고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주로 착용된다(김정

미, 2012). 그리고 몸에 꼭 맞게 입으며 물이 약간 스며들면 더 이상의 물의 유입을 막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늦봄에서 가을까지, 겨울에는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여 수심 10m 정

도에서 입는다(박상규, 2007).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웨트수트에 대한 연구는 남성용 스킨스

쿠버복의 생산실태(최진희, 정진아, 2009), 윈드서핑수트의 시각적 이미지(김정미, 2012)에 대한 

연구와 착용실태 및 제품개발을 위한 사이즈 체계 조사(허희진 외,, 2015)로 특히 여성 올인원형 

웨트수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와 국외브랜드에서 개발된 

웨트수트 제품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을 위한 웨트수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 웨트수트 브랜드의 여성용 웨트수트 개발실태 조사를 위해 국내외 해양스포

츠웨어브랜드를 비교하였다. 국내 해양스포츠웨어 브랜드는 국외보다 다양하지 못하여 그 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5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국외브랜드도 이에 맞추어 5개를 선

정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브랜드의 공식홈페이지에서 하였으며, 한국홈페이지가 

있는 국외브랜드의 경우 두 홈페이지에서 모두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여성용 웨트수트를 올

인원형인 긴소매와 긴 바지의 풀수트와 다양한 소매길이와 짧은 바지의 스프링수트에 한정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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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기능적 요소, 가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국외 브랜드

미국브랜드인 O사는 플랫락스티치와 더블수퍼심 기술을 사용하여 봉제하며 이음새가 없는 옆

면 디자인으로 활동성을 높였다. 디자인적 측면으로는 스프링수트보다 풀수트종류가 많았으며 전

체적으로 블랙바탕에 작은 면적의 컬러배색을 사용하고 있었다. 가격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이었

다. 해양스포츠의류회사인 퀵실버의 자매브랜드로 여성전용브랜드로 런칭된 R1사는 글루드 앤 블

라인드 스티치를 사용하며 겨울용 수트에는 열안감을 사용하여 보온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방수

지퍼를 통한 물의 유입을 최소화 하였다. 국외브랜드 중 가장 다양한 형태의 스프링수트를 보유

한 R1사는 여성적이며 밝고 부드러운 컬러배색을 사용하였고 가격대는 12만원에서 29만원 사이

로 형성되어있다. 서핑이 주된 해양스포츠인 호주의 브랜드인 R2사와 B사는 서핑을 위한 웨트수

트를 생산하고 있었다. R2사는 높은 유연성과 신축성, 보온력을 가진 E4 네오프렌원단을 사용하

며 가격은 12만원에서 41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B사는 2mm, 3mm의 비교적 얇은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 많았고 다른 브랜드들과 다르게 화려하며 컬러풀한 프린트를 볼 수 있었다. 가격대는 스

프링수트는 10만원대, 풀수트는 20만원에서 30만원사이로 나타났다. 일본브랜드인 M사는 Apparel 

CAD 프로그램인 AGMS를 다이빙수트만을 위해 특수프로그래밍하며 고객의 신체사이즈를 3차원

정보로 정확히 분석하여 A.C.T(인체공학적 재단 공법)에 의한 첨단수트를 제작하고 있었다. 풀수

트형태의 웨트수트만 있었고 모두 검정색의 등 지퍼 스타일로 디자인의 다양성은 없었으며 원단

과 두께의 선택에 따라 20만원대부터 8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2. 국내 브랜드 

S사는 오픈워터용 웨트수트 생산업체로, 일본 야마모토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무

시접 공법으로 제작하여 목쓸림 방지, 물의 유입을 최소화 하며 Titanium Alpha코팅으로 물의 저

항력을 최소화 시킨 제품이 개발되어 있었다. 제품들은 거의 검정색 풀수트로 단순한 디자인이었

으며 가격대는 30만원에서 60만원이었다. B1사는 다이빙, 낚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CAD시스

템의 투자를 통해 정확한 패턴디자인과 오차없는 사이즈 재단을 하며 국내 브랜드중 유일하게 미

국, 일본 유럽등 15개국 이상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였다. 발열기모보온 소재원단을 사용하며 포

켓이 없는 웨트수트이지만 옵션으로 선택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가격대는 기성수트가 30만원

대, 주문형은 60에서 70만원대 이다. A사는1998년에 설립된 국내 수영수트 브랜드로 주로 국내 

국방부, 해양경찰, 해양소방에 납품하고 있었다. 국내 업체중 가장 많은 수트가 생산되고 있지만 

단조로운 올인원 풀수트의 비중이 크고 컬러와 배색의 사용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기성제품은 10

만원대이며 맞춤제품은 20만원에서 6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브랜드중 가장 컬러풀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웨트수트를 생산하는 B2사는 제품전체에 블라인드 스티치 처리 및 플랫심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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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사용하였으며, 무릎패널에 고무프린팅이 되어 높은 마찰 저항력이 있는 특징이 있었다. 가

슴지퍼가 있는 Fullsuit와 밝은 컬러의 스프링수트 제품들이 있는데 핑크, 블루, 그린 등의 색상을 

사용해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강조 하였다. 가격대는 10만원에서 20만원선이었다. T사는 요가복 

브랜드지만 최근 네오프랜소재를 사용한 6만원대의 수트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사이즈가 두가지

이며 색상과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았다. 

Ⅳ. 결론

웨트수트는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와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여성인구의 증가로 인해 그 수

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브랜드는 여성을 위한 웨트수트 디자인이 국외브

랜드 보다 미흡하고 국외 브랜드의 평균가격대가 10만원에서4 0만원인 것에 비해 국내 브랜드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국내브랜드의 평균 가격대가 높아 국내 여성소비자를 위한 제품개발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가격의 웨트수트 디자인 및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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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현ㆍ이정란
부산대학교 

내반형 하반신 의복설계를 위한 기초조사
: 시판 제품을 중심으로

Ⅰ. 서론

무릎 관절은 보행에 크게 관여하는 관절로 특히 평생 보행을 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꾸준

히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관절이다. 보행의 어려움은 단순히 거동이 어려워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체중이 늘어나고, 체중 증가로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어 통증을 일

으켜 보행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12년 기준 남자 77.95세, 여자 84세로 평균 81.44세로 2015년 현재 

세계 26위에 해당한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

냐’를 고민한다. 80세가 되면 30세에 비해 근육의 30∼40%가 감소하며 특히 하지의 근육 감소가 

심하다. 하지의 근육이 감소하면서 다리가 점점 O모양으로 벌어지는 흔히 ‘O다리’ 라고 불리는 

내반슬은 전체 인구의 15∼20% 정도 차지하고 있다(강승호, 2007). 하지만 최근 무릎 관절로 병

원을 찾는 환자는 노년에 그치지 않고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내반형 하반신은 외

모를 중시하는 20∼30대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 해결해

야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내반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내반슬 교정운동의 효과와 교정법, 정

형학적 수술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의류학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내반형 하반신을 위한 체형 

연구는 정확한 개념정의와 근거자료 및 선행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반

슬을 교정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을 조사함으로 의류학에서 내반형 하반신 체

형을 분류하고 정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ㆍ외에서 현재 시판되고 있는 내반형 하반신 교정 및 예방을 위한 제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 연구논문, 관련 웹 사이트, 내반슬 교정 제품 쇼핑몰 등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하였다. 또한, 관련 분야 특허 출원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등록ㆍ공개된 데이터를 통해 특허 및 실용신안 자료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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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내반형 하반신 교정 및 치료에 관한 선행연구 동향

박희완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내반슬 수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외관상 변형의 

실제 원인과 이에 대한 수술 및 치료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송자 et al.(2009)는 특이한 지병이 없

으며 후천적으로 하지변형이 있는 22세-59세까지의 45명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정체경락마사지

와 운동요법을 실시한 후 Q각과 고관절각, 대퇴경골각의 변화를 분석함으로 정체경락 마사지가 

내반슬 하지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20-30대 내반슬을 가진 성인여성을 대상

으로 지지면에 따른 탄성밴드운동이 슬관절 간격과 족저압 및 통증에 미치는 영향(권소영 et al., 

2013)과 탄성밴드운동과 스트레칭을 이용한 교정프로그램적용이 내반슬 대학생들의 무릎간 간격, 

Q각, 족압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 연구(유병규 & 김은혜, 2015)가 선행되었다. 그러나 내반형 하

반신을 위한 의류학 연구가 부족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내반형 하반신 교정 및 예방용 시판제품

국ㆍ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내반형 하반신 교정 및 예방을 위한 제품을 살펴보면 주로 벌어

지고 휜 다리를 양측에서 압박하여 모아주는 형태로 개발되어있는 실정이다. 바디로직 리포머 타

이즈는 입체 테이핑 3D 토크밴드로 근육과 골격에 힘을 전달하여 골반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감

싸주며 무릎을 보호하고 휜 다리를 보정하며 전체적인 자세와 몸매를 함께 보정한다. 뷰티 레그 

체형기 레그모아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고 간편하게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휴대형 다리 가압 장치

로, 압박 강도를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으며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도 손쉽게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다. ㈜아나렉스피의 오레그 트리오 벨트는 무릎압박감소를 위한 무릎패드와 3종류의 벨

크로타입의 압박 밴드로 허벅지, 무릎, 발목 순으로 고정한다. 중국의 오레그트리오 벨트는 공기

가 주입된 쿠션형으로 공 무릎사이 패드와 2종류의 쿠션형 벨트로 구성되어 양측에서 압박하는 

구조이다. 일본 ㈜니즈 Straight Beauty Leg Socks는 내측과 외측에서 원단조직을 입체조직으로 

변형을 주어 양말 바깥쪽과 안쪽의 압력의 크기를 부위별로 다르도록 설계하여 다리가 안쪽으로 

향하도록 유도한다. 일본 아이디어라이프의 오다리 교정 충격흡수패드는 파일원단, 저반발 우레

탄, 내가중 경사패드, 미끄러짐 방지원단의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끼발까락 쪽이 높고 

엄지발가락 쪽이 낮은 구조로 무릎의 위치를 안쪽으로 교정하도록 하는 패드를 판매하고 있다. 

국내 유아용품 브랜드 ForB의 프리아 아기띠는 아이의 신장사이즈, 몸무게 등 체형에 맞게 등부

터 하체까지 조절이 가능한 맞춤 체형 시스템을 적용하여 성장 단계에 맞게 고관절의 각도를 유

지하고 엉덩이뼈로 전달되는 상체무게의 하중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시기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오다리와 고관절 탈골에 예방하도록 설계되었다. 

3. 내반형 하반신 교정 및 예방을 위한 특허 및 실용신안

내반형 하반신을 교정 및 예방하기 위한 국ㆍ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살펴보면, 교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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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장치와 의복으로 나뉘어 제안되었다.

교정 장치로는 무릎부와 복숭아뼈를 지지하면서 본체에 연결되어 양 다리의 각각 휘어진 부분

을 감싸 힘을 가하여 휘어진 다리를 교정할 수 있는 형태(Korea Patent No. 10-2005-0110567, 

2015), 다리의 장단지 부분을 모아주어 비장성적으로 벌어진 양 무릎을 앉은 상태나 수면상태 등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안되었다(Korea Patent No. 20-0475058, 2014). 그리고 비정상적

인 신체 특정 부위를 효과적으로 압박하고 구조가 간소하고 크기가 작아서 취급 및 보관이 용이

여 혼자서도 간편하고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안되었다(Korea Patent No. 10-2015- 

0109189, 2015).

의복형태로는 바지 안쪽에 부착되어있는 벨크로에 보완물을 부착함으로 휜 다리를 표시나지 

않게 감추어 주는 형태의 휜 다리 보완 바지(Korea Patent No. 20-0365513, 2004), 다리를 나선

형으로 감싸면서 허리 부분까지 이어지는 탄성밴드로 구성되어 탄성 복원력에 의해 발이 내측으

로 몰리는 휜 다리를 교정하는 팬티스타킹이나 레깅스 또는 타이즈 형태의 휜 다리 교정용 하의

가 제안되었다(Korea Patent No. 10-1500297, 2015). 그리고 한 공간에 두 다리가 같이 삽입되어 

탄력적인 원단에 의해 양 다리를 압박하여 서로 밀착되도록 제안된 다리 교정복이 있다(Korea 

Patent No. 10-2015-0109024, 2015).

교정 장치는 무겁고 이동이 쉽지 않으며 휴대성이 낮다. 그리고 사용 시 침대에 누운 자세를 

취하거나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조임 작업 시 혼자 행할 수 없는 결점, 

신체의 양쪽을 강하게 압박한 상태로 장시간 유지해야함으로 조임력에 의한 압박으로 발생하는 

고통을 장기간 참아야하는 결점과 감긴 신체부위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오랜 시간 착용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다.

의복형태는 바지 안쪽에 벨크로 타입으로 보완물을 부착 시 앉았다 일어나기, 걷거나 뛰는 것

과 같은 일상생활에 보완물의 무게와 형태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한다. 다리 교정복은 교정 장치

들에 비해 직물로 된 의복형태라 쉽게 착ㆍ탈의가 가능하며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은 장점이 

있지만 한 공간에 두 다리를 넣어 고정해야하는 점에서 착용 시 이동이 불가하며 수면 시 뒤척

임과 같은 움직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내반형 하반신 교정 및 예방을 위한 시판제품과 출헌된 특허는 대부분 

교정을 위한 장치가 대부분이었으며, 의복형태로 개발된 제품에서 일상생활에서 착용할 수 있는 

바지는 없었다. 내반형 하반신에 대한 선행연구 동향은 내반형 하반신을 교정하기 위한 운동법, 

마사지와 운동법이 내반슬 교정에 미치는 영향, 수술적 치료 등이 대부분이었다. 내반형 하반신

을 가진 소비자를 위한 연구가 없으므로, 선행된 의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체형을 정의하고 의복

을 설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내반형 하반신 체형을 의류학적으로 분석ㆍ분류하고 

정의하여 이를 의복 설계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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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미**ㆍ이정화
**동서울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의 제품 패턴 분석*

컴프레션 기어는 운동 시 근육을 압박하여 근력을 향상 시키고 근육이 안정되도록 잡아주어 

안정된 자세를 유지시켜 착용자의 경기력 향상과 부상방지에 도움을 주는 의류제품을 말한다. 최

근 언더아머(UNDER ARMOUR, 미국), 스킨스(SKINS, 호주), 2XU(호주), C3FIT(일본), CW-X(일

본), 스켈리도(한국)와 같은 컴프레션 기어 전문업체 뿐만 아니라,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스포츠 

종목별 다양한 컴프레션 기어가 개발되고 있다.5) 

인체의 근육은 인체의 움직임에 따라 사용되는 부위가 달라, 운동 종목에 따라 움직임을 제어

하는 근육의 종류가 달라진다. 컴프레션 기어의 착용목적에 맞는 주동근과 협력근의 기능에 따라 

부위별 압박량과 압박 면적을 최적화함으로써 근력향상을 통한 경기력 향상이 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골프에 사용되는 근육을 추출하고 근육별로 

이에 맞는 압박량과 압박면적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골프용으로 개발된 타사의 컴프레션 기어의 패턴 분석을 통해 패턴의 면적과 

패턴 축소율로 압박 정도를 예상하고, 디자인 절개선을 통해 제어근육을 파악하여 골프용에 대한 

제품 패턴의 생산 경향을 파악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에 사용된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는 

총 5개사의 제품으로 골프 전용으로 개발된 제품 위주로 분석하였으며, 1개사의 제품은 다른 종

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된 제품이다.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로 출시된 5개사의 제품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상의 사이즈 스펙의 호칭에 사용된 기본인체치수는 키와 가슴둘레를 사용한 업체가 3개사, 

가슴둘레만 사용하거나 키와 몸무게를 사용한 업체가 각 1개사로 나타났다. 상의 생산사이즈는 4

개 사이즈를 생산하는 업체가 3개사, 신축성이 큰 소재를 사용하는 업체가 3개 사이즈를 생산하

고 7개 사이즈를 생산하는 업체도 1개사 있어 타깃의 체형과 소재의 신축성 정도에 따라 다양하

게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하의 사이즈 스펙의 호칭에 사용된 기본인체치수는 키와 허리둘레를 사용한 업체가 3개사, 

키와 몸무게를 사용한 업체가 2개사로 나타났다. 하의 생산사이즈는 8개를 생산하는 업체가 2개

사, 4개를 생산하는 업체가 2개사, 신축성이 큰 업체는 상의와 같이 3개 사이즈만을 생산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상의 패턴 축소율은 약 94%대가 2개사, 102%가 1개사, 85%가 1개사, 신축성이 큰 소재를 

사용한 업체가 약 56%로 각 업체마다 소재의 신축성에 따라 패턴의 축소율에 차이가 나타났다. 

4. 상의 패턴 축소율은 70~79%대가 4개사 신축성이 큰 소재를 사용한 업체가 약 53%로 4개

* 본 논문은 2015년도 지식경제부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명: 경기력 향상을 위한 컴프레션 기어용 복

합 기능성 섬유제품 개발)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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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상의 보다는 축소율이 크고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는 상의보다 하의가 압박감이 

크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이즈 호칭도 밀착의류이기 때문에 키

와 몸무게와 같이 체표면적과 관계되는 기본항목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골프용 컴프레션 

기어 개발 방향의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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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운*ㆍ김대석

서송이ㆍ박영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인간공학적 설계를 통한 육군 전투복 디자인

본 연구는 인간공학적 설계 디자인이 적용된 육군 전투복 개발에 대한 연구로, 병사들이 훈련

과 전시상태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쾌적한 의복 내 환경 및 사용편의성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투복은 병사들이 매일같이 사용하는 일반군수품으로써, 무기체계를 

다루는 병사들의 사기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주어 군의 전투력 발휘에 직결되는 중요한 품목으로

1), 다양한 장비소재2) 및 디자인3)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 군복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운용되고 있는 해외 전투복 사례를 보면, 러시아의 군복은 겨드랑이와 등판에 망

사처리 된 땀 배출구가 부착되어 더위와 습기의 조절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군은 전투복에 삼각

건 디자인을 적용하여 부상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4) 이에 본 연구는 인간공학적 설계를 

통한 육군 전투복 디자인으로 인체 쾌적성 및 사용편의성이 개선 된 전투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체공학적 설계를 통한 디자인의 첫 번째 목적은 땀 배출구를 발열량이 많은 부위에 적용하

여 전투복을 착용하는 병사에게 쾌적한 의복 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사계절 단일용으로 보급되는 전투복을 사계ㆍ하계로 나누어 개발하였다. 등과 겨드랑이 부분에 

메쉬(mesh, 망사) 원단을 적용하여 내부 기후의 벤틸레이션(ventilation, 환기)을 통해 활동 시 발

생하는 열이 신속히 외부로 배출되어 의복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로 인체의 움직임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착용자에게 사용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전투복은 가슴포켓의 중심축이 수직방향으로 되어 있어 수납 및 이용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슴포켓의 중심축을 사선방향으로 디자인하고, 더 나아가 상단 및 측면 모

두 개폐하여 활용이 가능한 이중포켓 형태로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바짓단에 지퍼를 

달아 군화의 착ㆍ탈이 쉽도록 하였다. 전투복 이외에도 하나의 의복 내에 다양한 편직밀도 조절

을 통해 운동기능성과 통기성을 동시에 갖춘 전투복 이너웨어를 디자인하였다. 압박으로 근육을 

지지하여 피로도 감소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팔꿈치와 무릎부위 등에 고밀도 편직을 

적용하였으며, 통기성을 향상시켜 쾌적성을 부여하기 위해 등과 엉덩이 상단부에 저밀도 편직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쾌적성,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공학적 설계가 적용된 

육군 전투복 디자인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다양한 훈련 및 전투 환경에

서 요구되는 군복의 쾌적성 및 활동 기능성의 극대화를 위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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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비행복의 디자인과 사이즈 비교

비행복은 군인의 특수복 중 하나로, 조종사의 임무와 동작에 최적화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더

불어 전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착용자가 심리적으로 자긍심

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착용하는 비행복은 1950년 

당시 미군의 복제를 모방한 형태로 현재까지 그 디자인 및 치수를 유지하고 있다(공군본부, 

2005). 군복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호력, 위장성, 활동성과 편리성, 장비간의 호환성, 

상징성을 들 수 있는데(권상희&하지수, 2006) 미군의 복제를 모방한 현재 대한민국 조종사의 비

행복은 한국 조종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군의 상징성을 반영하지 않아 군인

으로서의 자긍심을 저하시키고 있다.6)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비행복과 미국, 영국, 벨기에 비행복의 디자인과 사이즈를 비교함

으로써 각 나라별 비행복의 구성적, 기능적 장단점을 파악하여 한국 공군을 대표하는 비행복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외 비행복 비교는 크게 디자인 특징 비교와 사이즈 비교 2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디

자인 특징 비교는 나라별 비행복을 각각 상체, 허리, 하체부위로 영역을 나누어 디자인 요소들을 

비교하며 진행하였다. 비행복 사이즈는 각 나라별 비행복을 평면에 놓고 치수를 측정한 후 (Lee, 

J., & Steen, C.,2012) 총장 길이를 100으로 기준하여 설정하여 다른 부위의 치수를 총장 길이 대

비 비율로 변환하여 비교하였다.

비행복 디자인 특징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영국, 벨기에의 비행복 모두 상하

의가 연결된 커버롤(coverall) 형태로 앞중심 지퍼 여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비행복의 경

우 미국 비행복을 모방한 형태이므로 한ㆍ미국 두 나라의 비행복 디자인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하

였으나 영국과 벨기에의 비행복은 독특한 디자인 특성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상체 부위에서 네 

나라의 비행복 모두 칼라가 있으며 가슴에 포켓이 달린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세부 디자인 

특성은 차이점이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피터팬 칼라로 동일하였으나 영국, 벨기에 비행복은 앞

여밈이 있는 스탠드칼라였다. 한국과 미국 비행복은 어깨 부위에만 사각패치를 덧대었고 벨기에

의 경우 팔꿈치 부위에 패치를 덧대었다. 영국의 경우 양쪽 겨드랑이 부위와 어깨부위를 둥글게 

감싸는 형태로 위빙 테이프 (weaving tape)를 덧대었는데, 이는 아마도 조종사가 해상에 표류되

는 등의 위급 상황 시 어깨부위의 의복을 잡고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 

미, 영국의 가슴 포켓은 여밈이 지퍼로 구성되어 포켓의 입구가 세로, 혹은 사선방향이었으나 벨

기에의 가슴 포켓은 벨크로 여밈을 채택하여 포켓의 입구가 가로방향이었다. 허리 부위의 디자인

*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 (No. S221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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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과 미국, 벨기에는 모두 벨크로 테이프로 동일하지만, 영국은 고무줄을 사용하여 다른 세 

비행복에 비해 차이를 보였다. 커버롤 형태의 의복은 몸 전체를 감싸 화기나 외부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복 내부로의 접근이나 신체일부의 노출이 불편하

여 내부 의복 정리나 용변보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국 비행복의 

경우 엉덩이 부위에 지퍼와 벨크로를 사용한 여밈을 적용하였고 미국 비행복의 경우 엉덩이 높이 

양쪽에 손을 넣었다 뺄 수 있는 벨크로 여밈의 구멍을 적용하였다. 네 나라의 비행복 모두 바지

부리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비행복 사이즈 비교는 연구자가 획득한 각 나라별 비행복의 치수가 상이한 관계로 각 부위별 

치수를 총장길이 대비 비율로 변환하여 진행하였다. 벨기에 비행복이 다른 세 나라에 비해 몸통

길이는 가장 긴 반면, 앞 중심 지퍼 길이와 바지 길이는 가장 짧았다. 영국 비행복은 소매의 인

심길이가 소매산에서 소매 단까지의 길이보다 더 긴 빌트 인 거싯(built-in-gusset)을 적용한 소매

를 사용하여 팔의 움직임이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벨기에 비행복의 소매 인심길이는 

한국보다 짧았지만 소매산 높이는 네 나라 중에서 가장 높아 움직임에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었

다. 영국과 벨기에 비행복의 어깨 너비는 한국의 비행복보다 작지만 목둘레는 한국보다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스탠드칼라 디자인에서 착용자에게 편의성을 주기위해서는 넓은 목둘레가 유리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미국, 벨기에의 소매부리, 허벅지둘레와 무릎둘레는 한국 비행

복에 비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협소한 조종실 내부에서 정밀 기기가 소매부리나 바

지부리 등이 걸리는 오작동 사고율을 저하시키고 지수트(G-suit)를 착용하였을 때 원단 겹침을 최

소화하여 착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국과 벨기에 비행복의 엉덩이 

둘레는 한국 것보다 다소 컸는데, 이것은 비행복이 상하의가 연결된 커버롤 형태이기 때문에 앉

은 자세를 취할 때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조종사 평균 사이즈를 기준으로 각 나라의 비행복을 평가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영국, 

미국, 벨기에 비행복이 무릎둘레, 허벅지둘레, 등길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어깨끝점사이 길이에

서는 한국 것보다 작으면서 엉덩이, 목둘레, 소매 인심 길이 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움직임이 

많은 부위의 여유량을 크게 설정한 것이며, 그 이유는 좁은 조종 공간에서 맞음새를 높이고 더 

편하게 활동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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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착용습관과 인체비대칭

Ⅰ. 서론

인체의 좌우균형이 이루어질 경우 비만치료나 요통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있

다(황상보(2013), 신정애(2013), 서말순(2007)). 인체의 좌우균형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인체계측을 통하여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생활습관 속에서도 간접적으로 쉽게 발견

할 수 있는데 이 중 의복착용 후의 상태변화나 가방착용 후의 상태변화는 그 사례가 된다. 이 연

구는 가방착용 후의 상태변화에 주의를 기울여, 인체가 비대칭인 경우 메는 가방의 착용습관의 

좌우가 다름으로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그 관계를 추적하고자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Ⅱ. 연구방법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자가실험결과가 담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제공에 동의한 경우인 

33명의 설문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세 가지였는데, (1)성별, (2)눈을 감고 30초

간 제자리걷기를 한 결과로 나타나는 6방향(직진, 우측대각향, 좌측대각향, 우향, 좌향, 후향), 메

는 가방을 착용할 경우 평소에 어느 쪽이 편안한지에 대한 문항(좌, 우)이었다. 30초간 제자리걷

기는 골반의 휘돌림(curcumduction)(마라톤온라인, 2011 재인용)으로 알려져있는 측정법의 한 가

지 변형으로서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조사결과, 눈을 감고 30초간 제자리 걷기를 한 결과의 6방향의 빈도는 직진(12, 36.4%), 우측

대각향(9, 27.3%), 좌측대각향(7, 21.2%), 좌향(2, 6.1%), 중앙(2,6.1%), 우향(1, 3.0%)이었고, 메는 

가방을 착용할 경우 평소에 편안한 방향에 대한 응답은 왼쪽(15, 45.5%), 오른쪽(18, 54.5%)으로 

나타났다. 

눈을 감고 30초간 제자리 걷기를 한 결과의 방향과 가방을 착용할 경우 편안한 방향에 대한 

좌우측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6방향의 빈도 중 직진, 중앙을 제외하고, 좌측대각향과 좌향은 

Left로, 우측대각향과 우향은 Right로 이분화하여 검정한 결과 Cohen’s Kappa 값은 0.367로서

(p=.110), 일치도는 minimal 로 분류될 수 있었다. 재확인을 위하여 Left는 1로, Right는 2로 수

치화하여 Spearman 상관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r=0.367(p=0.123)으로서, 눈을 감고 30초간 제자리 

걷기를 한 결과의 방향과 가방을 착용할 경우의 편안한 방향은 상관이 낮고도 유의미하지 않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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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메는 가방을 착용하는 습관의 좌우로는 인체의 좌우불균형의 방향을 

속단할 수 없음을 엿볼 수 있었다. 

Ⅳ. 고찰 

눈을 감고 제자리 걷기를 한 결과방향과 메는 가방의 방향습관은 반드시 유관한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눈감고 제자리 걷기의 결과도 우향이 

총 30.3%(우측대각향 27.3%+우향3.0%)였고 가방을 착용할 경우의 편안한 방향도 우측이 54.5%

로서 두 가지 모두 우향성이 강한 것으로 보아 오른손잡이가 70~90%로 많다고 알려진 인체의 경

향성(Holder, 1997)을 보정해야 할 연구임이 사료된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고찰점을 기초로 하

여 피험자의 수를 늘리고 남녀비율을 맞추고 대상연령을 고르게 분포시킨 후, 거리와 각도도 정

확히 수치화한 연구로 발전시킬 것을 계획한다. 이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진기관에 의뢰한 측정이 

아니어도 일상생활습관을 통해 인체좌우불균형의 정도를 추측할 수 있는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

는 기초연구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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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관련 연구 동향 분석
: 1996년~2015년 국내 학회지를 중심으로

Ⅰ. 서론

머리는 뇌와 중추신경이 연결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 부위로서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신

체적 보호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패션과 레저산업의 발달로 모자나 헬멧 등의 착용이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치수 적합성은 물론 기능적인 요소까지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

다. 점차적으로 머리 및 얼굴 부위에 대한 미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의류

학 및 디자인학 분야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측정 및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Kim, 2005; Kim et 

al., 2005; Kim et al., 2012) 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에서도 얼굴 형태에 관한 연구(Lee et al., 

2000)가 진행되어 왔다. 또한 의류학의 연구 분야별로 연구 동향을 고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의류학 분야 연구(Jung et al., 1991; Kim, 1999; Rha et al., 2000), 의복구성학 분야 연구(Jeong, 

2009; Lee et al., 2001; Choi, 2013), 복식사회/심리학 분야 연구(Lee & Lee, 1996), 복식사, 디자

인 및 미학 분야 연구(Eun & Park, 2006), 발 계측 관련 연구(Jeon & Han, 2008) 등의 국내 학

회지의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의 연구 

분야 중에서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머리 계측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함으로서 향후 머리관

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의류학, 가정학, 인간공학, 의학 등 관련 국내 학회지에 게재된 머리와 관련되

는 얼굴, 머리, 모자 등의 내용을 주제로 한 논문 44편을 분석하였다. 문헌 조사 방법은 KSI한국

학술정보의 국내 학회지를 중심으로 머리, 얼굴, 두부, 모자, 헬멧, 마스크의 용어로 검색을 통하

여 이루어졌다. 문헌 조사로 수집된 논문 자료는 선행 연구(Jeon & Han, 2008; Jeong, 2009; Lee 

et al., 2001)에서 분석한 항목에 근거하여 연도별 학문분야, 학회지별, 연구주제별, 연구대상별로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통계분석 방법은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분석

1. 연도별 학문분야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도를 5년 단위로 구분하여 1연대(1996년~2000년), 2연대(2001년~2005년), 3

연대(2006년~2010년), 4연대(2011년~2015년)로 분류하였으며 학문분야는 의류학, 생활가정학,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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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인간공학, 디자인학, 기타로 분류하였다. 

연도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2연대(2001년~2005년)에 23편(52.8%)으로 머리 관련 연구가 가

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3연대(2006년~2010년)에는 11편(25.0%)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또한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류학 분야에서 21편(47.7%)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가정학 분

야 6편(13.6%), 의학 분야 4편(9.0%), 인간공학 분야 4편(9.0%)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학회지별 분석

의류학 관련 학회지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류학회지 6편(2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로는 복식문화연구 5편(23.8%)과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편(23.8%)으로 많았으며 한국복식학회지 3

편(14.3%), 패션비즈니스 2편(9.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밖의 학회지별에 따른 분포율을 

분석한 결과, 대한시과학회지 4편(1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편

(13.0%)과 한국생활과학학회지 3편(13.0%)으로 많았으며 대한체질인류학회지 2편(8.7%), 디자인 

관련 학회지 2편(8.7%), 한국산업위생학회지 2편(8.7%)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연구주제별 분석

얼굴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는 얼굴(얼굴형태, 얼굴유형분류, 얼굴이미지 유형분류, 얼굴치수) 

연구가 21편(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머리(머리유형분류, 머리치수분석) 연구가 13

편(29.6%), 모자(치수/디자인 선호도, 패턴/디자인 개발) 연구가 6편(13.6%), 기타(헬멧, 마스크) 

연구가 4편(9.0%)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대상별 분석

연구주제 중에서 머리 및 얼굴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에 대한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머리 관련 연구대상 분석에서는 성별로 비교한 결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5편(60%)

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10편(40%)에 비해 많았다. 또한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과, 청년기 

연령대상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기 연령대상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얼굴 관련 연구대상 분석에서는 성별로 비교한 결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3편

(56.1%)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18편(43.9%)에 비해 많았다. 또한 연령대별로 비교한 결

과, 청년기 연령대상이 가장 많았으며 유아동기와 청소년기 연령대상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5. 계측법에 따른 분석

머리 및 얼굴 치수 측정과 모자 패턴개발을 위한 측정 방법을 분석한 결과, 직접계측법이 15

편(34.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스캔 계측법이 9편(20.5%)으로 많았고 직접과 간접계측

법을 함께 이용한 측정방법이 9편(20.5%), 간접계측법이 2편(4.5%)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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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머리 계측 관련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

도별로 살펴보면 2연대(2001년~2005년)에 23편(52.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문분야별로 살펴보

면 의류학 분야에서 21편(47.7%)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주제별로 살펴본 결과, 얼굴(얼굴

형태, 얼굴유형분류, 얼굴이미지 유형분류, 얼굴치수) 연구가 21편(47.7%)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

째, 연구대상별로는 청년기 연령 대상 관한 연구(61%)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

한 계측법에 따른 분석 결과, 직접계측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15편(34.1%)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머리 치수에 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그러나 본 연구는 KSI한국학술정보의 학회지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되지 않는 논문은 제외되어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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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소비자의 체형과 BMI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남성소비자들의 의생활이 발전하면서 정장 부문에서 100% 가까이 도달하였던 기성복 시장은 

점차 맞춤복 시장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특이체형 등을 이유로 일부 남성소비자들이 맞춤복 

시장에 들어왔던 것과 달리 최근 남성소비자들의 경우, 본인의 신체에 더 잘 맞는 의복을 입기 

위하여 맞춤복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기존과 다른 소비자들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절대적인 치수의 개념과 더불어 맞음새에 대한 소비자들의 차이 등을 중심으로 맞

춤복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맞춤셔츠의 경우에는 정장세트 보다 상대적으로 저

렴하고, 신체에 1차적으로 접촉하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맞음새에 더욱 예민하다는 특성을 가진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형과 BMI에 따라 남성소비자를 세분화하고 이들이 보이는 기성셔츠

에 대한 비구매의도와 맞춤셔츠 구매행동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2011년 5월 15일-29일 사이에 서울지역에서 맞춤셔츠를 구매한 경

험이 없는 2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완전하거나 적절하

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220부의 설문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0을 사용하여 빈

도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형을 보통체형, 역삼각형 체형, 배나온 체형으로 구분한 결과, 보통체형이 99명 45%, 

역삼각형 체형이 34명 15.5%, 배나온 체형이 87명 39.5%로 나타났다. 이들은 맞춤셔츠를 구매하

지 않는 이유로 긴 제작기간을 들었고, 보통체형집단이 다른 체형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

준을 보였다. 보통체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즉석에서 자신에게 잘 맞는 셔츠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맞춤셔츠의 긴 제작기간을 불편해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기성셔츠에서의 불편 부

위로는 허리둘레를 들었는데, 보통체형집단이 다른 체형집단 보다 허리둘레가 꽉 조인다고 느꼈

다. 또한 이들 3집단은 맞춤셔츠 구매의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역삼각형 체형이 상

대적으로 높은 구매의도를 보였다. 둘째, BMI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결과 BMI 22.9미만의 보통 

체형(98명, 44.6%), 23-24.9의 과체중 체형(65명, 29.5%), 25이상의 비만 체형(57명, 25.9%)으로 

남성소비자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이들은 맞춤셔츠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로 긴 제작기간, 맞춤은 

구식이라는 선입견을 들었고, 비만체형 집단이 다른 체형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제작기간에 대한 

불만이 없었고, 맞춤에 대해서 낮은 수준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성셔츠에서의 불편 부

위로는 전체적인 여유, 목둘레, 어깨넓이, 겨드랑이 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비만체형 집단이 다른 체형집단에 비해 낮은 불만족을 표현하였다. 비만체형 집단은 

상대적으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낮고, 평소에 신체보다 큰 의상을 착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맞음

새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적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체형과 BMI에 따라서 셔츠의 맞음

새, 불편 등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새로운 맞춤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남성소비자의 신체

적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맞춤셔츠 제작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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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웨딩에 대한 인식 및 드레스 설계요소 선호도 조사

최근 몇몇 연예인으로 시작하여 일반인들에 까지 번지고 있는 “스몰웨딩”은 불필요한 과정을 

줄이고 자신의 개성에 맞게 진행하거나 규모를 축소해 비용을 절약하는 결혼식을 의미한다. 시장

조사 전문기관 ｢트렌드모니터｣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하는 결혼식 형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4%가 ‘경제적’이고 ‘실속’있는 결혼식을 선호했으며, 32.5%는 ‘가까운 지인만 

초대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꼽았다(Kim & Choi, 2015.6.2.) 웨딩관련하여 Park(2007)은 개인적, 

사회적 심리요인들이 웨딩드레스나 웨딩메이크업 등의 소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

였고, Choi(2007)은 정보교류의 신속화로 웨딩문화가 변화하여 그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선호도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나 최근 잇슈가 되고 있는 스몰웨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몰웨딩과 적합한 제품에 대한 인식과 웨딩드레스 제품 설계요소 선호

도에 관해 파악하고자 20대 여성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

(Shin&Kwon, 2002; Jun&Yoo, 2014; Jun&Yoo, 2014; Shin&Sung, 2008)를 참고하여 현 결혼제도

의 적합성(14), 스몰웨딩에 대한 인식(31), 스몰웨딩용 드레스를 비롯한 관련 제품 설계요소(13)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현행 결혼식 제도의 적합성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한 문항 모두 평균값이 2점

대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한 이유로, 안 친한 사람까지 초

대한다(36.5%), 예식 절차가 복잡하다(23.8%), 부모님께 의존한다(33.3%), 남과 너무 똑같다

(49.2%), 너무 틀에 박혀있다(28.6%), 비용이 너무 많다(55.6%) 등이 도출되었다. 스몰웨딩의 장

점으로는 남과 다른 내 스타일 연출과 비용절감이 각각 44.4%로 나타나 가장 큰 매력점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46%가 스몰웨딩이 시의적절하고 곧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고 평가하였으며, 42.9%는 기존 관습과 상호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스몰웨딩의 실현이 불

가하다고 한 이유로는 ‘부모님의 반대(27%)’, ‘이미 지출한 축의금 회수하기 위해(15.9%)’ 등이 나

타났다. 스몰웨딩의 개념으로는 경제성, 다양성, 개성/독특성, 탈관습성, 사회성 요인이 도출되었

다. 응답자의 50%이상이 스몰웨딩에 참석할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은 가족, 지인, 친척, 사진사였

으며, 하객수는 40-50명이 적합하다고 한 응답자(27%)가 가장 많았다. 스몰웨딩에 적합한 식순 

또는 이벤트로는 본식, 사진촬영, 신혼여행이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으며, 예식시간은 25.4%가 

1-2시간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최적 장소는 바다 등 자연공간(46%)이 가장 많았고, 펜션과 레스

토랑(14.3%)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행사 진행상 외부 전문가에게 꼭 의뢰해야하는 항목으로는 

사진촬영, 메이크업, 예복, 하객 음식 등이 도출되었으며, 돈에 구애받지 않고 나만의 스타일로 

준비하고 싶은 항목은 예복(69.8%), 신혼여행(55.6%), 예식장소(49.2%), 사진촬영(44.4%), 메이크

업(4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몰웨딩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나만의 독특함(3.9),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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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반면, 사회적 체면이나 타인의 인정은 2점대로 비교적 중요도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몰웨딩용 드레스 선택요인은 심미성, 관리성, 사회적 수용성, 편안함이 도

출되었고, 스몰웨딩 드레스의 이미지로는 독특하고 개성적인, 고급스럽고 품위있는, 귀엽고 발랄

한, 심플하고 깔끔한, 화려하고 트렌디한, 여성적이고 낭만적인의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선호하는 웨딩드레스 설계요인을 살펴보면, 엠파이어라인(38.1%), 손목길이 장갑(73%), 레이스 

소재(46%), 무채색(88.9%), 가슴밑 허리선(47.6%), 바닥에 끌리는 치마길이(41.3%), 오프숄더

(33.3%), 슬리브리스(61.9%)로 나타났으며, 내츄럴 헤어(74.6%), 어깨와 팔꿈치 길이 베일(2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특화시키고 싶은 것은 예식장소(74.6%), 

드레스(47.6%), 피로연(33.3%), 축의금(15.9%)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예식장소는 바다 등 자연공간, 

드레스는 자신이 디자인하거나 체형에 맞는 스타일, 피로연은 1박을 하는 등 자유롭게 친구들과 

진행하기를 원하며, 축의금은 돈 대신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스몰웨딩의 주요 개념으로는 경제적 절약과 개인의 스타일에 맞는 개성적 결혼식이라는 독특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부각되고 있는 스몰웨딩의 트렌드는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점점 더 자신의 개성에 맞는 결혼식과 관련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

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설계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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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작품에 나타난 재킷에 
관한 연구*

현대 패션에서는 독특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영국 디자이너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

히, 맥퀸은 영국 정통의 테일러링과 날카로운 커팅을 바탕으로 매 시즌 새로운 스타일을 발표해 

세계 패션계에서 주목받았다. 지금까지 맥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컬렉션에 나타난 디자인의 조

형성 및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구성학적 측면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맥퀸의 재킷에 나타난 구성요소를 살

펴봄으로써, 그의 재킷의 전개방식과 재킷의 구성요소의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범위

는 1996년 S/S 부터 2010년 F/W 까지 이며, 매 컬렉션에 등장한 재킷 총 501벌의 사진자료를 

수집하여 실루엣, 재킷 길이, 칼라와 라펠, 소매, 어깨선, 여밈 방법 등의 의복구성요소를 유형별

로 분류하고 재킷의 특성을 살펴보았다.7)

분석 결과, 실루엣은 텐트 실루엣이 27.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재킷 길이는 허리에서 엉덩

이 라인까지 오는 일반적인 길이가 52.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주

로 다뤄졌던 극적이고 해체적인 형태의 복잡한 디자인보다는 라펠 칼라, 타이트 슬리브, 내추럴 

숄더, 버튼식 여밈 등 전체적으로 정통 테일러링에 기초를 둔 요소들의 등장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알렉산더 맥퀸이 테일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기본을 바탕

에 두고 재킷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과장된 아우어 글래스 실루엣, 어

깨를 뒤덮을 정도로 넓은 윙 칼라, 피크드 라펠 칼라, 기모노 슬리브, 벨 슬리브, 크레센트 숄더, 

파고다 숄더 등 극단적인 형태를 강조하는 디테일을 시즌별로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맥퀸 디자

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형 재킷 디자인의 요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그의 

작품세계는 현대의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에 전통과 창작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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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5HR15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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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의 브래지어 제품설계요소 선호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브래지어 제품요소 평가

지속적으로 완만한 성장세에 있던 우리나라 속옷 시장의 규모는 2006년 1조 5137억으로 1조 

5천억대에 진입한 이래 성장과 퇴보를 거듭하면서 2012년에 1조 8100억이 되었고, 2013년에는 1

조 8305억으로 소폭 확대되었다(패션산업연구원 컨소시엄, 2014). 또한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하면

서 속옷시장은 잡화, 캐주얼 시장과 달리 전체 복종별 비중에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

다. 그러나 속옷시장은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유통채널의 다각화,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속옷의 패션화 등의 현상 속에서 2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체된 속옷시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브래지어 제품 설계요소 선호도를 

파악하고 나아가 신체만족도에 따라 브래지어 제품요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보고자 20대 여

성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S.J.Cha & 

H.S.Sohn,2008; S.J.Cha & H.S.Sohn,2010; H.M.Yu,2011)를 참고하여 브래지어 설계 요소별 선호

도(10), 브래지어 설계 요소별 중요도(31), 속옷관여도(14), 브랜드 속옷 구매실태(9)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브래지어 설계요소별 선호도 조사결과, 끈 형태는 스트랩이 없는 것에 비해 U자형을, 끈 소재

는 플래스틱이나 금속에 비해 일반형 스트랩을, 와이어의 형태는 3d와이어나 노와이어 등에 비해 

일반 철심형 와이어를 가장 선호하였다. 컵 형태는 풀컵이나 1/2컵에 비해 3/4컵형을, 컵 사이즈

는 B컵을, 패드 두께는 0.5~1cm미만을, 패드 재질은 솜을, 장식 디테일은 레이스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지에서는 심플한 이미지를, 색상은 검정색을 가장 선호하였다. 기존 

브래지어의 불만족 요소는 어깨끈 흘러내림, 비싼 가격, 보정효과 떨어짐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

매장소는 브랜드 전문매장, 백화점, SPA 브랜드 매장 순으로 나타났다. 구매 주기는 3~6개월이, 

한 벌의 평균 가격대는 3만원대가 가장 많았다. 브래지어의 제품요소에서는 보정효과, 맞음새, 편

안함, 심미성, 내구성, 완성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나, 장식, 날개의 너비, 여밈훅 등에 대한 

요소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만족도를 통해서 집단을 유형화한 결과, 팔부위 불만족 집단, 가슴부위 불만족 집단, 목어

깨 불만족 집단, 신체만족집단의 4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들 집단은 내구성, 심미성, 맞음새, 

편안함과 같은 요소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일부 브래지어의 제품요소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가슴부위 불만족 집단은 날개의 너비, 끈의 형태 및 위치, 여밈훅의 위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

지 않고 패드두께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신체만족집단의 경우에는 보정효과에 대해서 중요성

을 낮게 생각하고 날개의 너비, 끈의 형태 및 위치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

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높을수록 브래지어의 세부적인 제품요소를 중요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속옷의 제품설계요소에 대한 여대생의 선호도는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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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불만족에 따라서 이들의 제품요소에 대한 평가 또한 다르다는 점을 브래지어 설계와 생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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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인여성의 연령대별 체형변화에 대한 연구

Ⅰ. 서론 

인간은 출생과 성장, 노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생 동안 체형의 변화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

한 체형의 변화는 의복 착용 시 불만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통계청

(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전체 인구의 5%가 노

인층에 속하게 되었고, 2000년에는 노인층 인구가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8%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력이 향상된 노인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다른 연령층과 비슷한 의복 가치와 욕구를 보이

고 있다(김정실, 2007). 따라서 노인계층에게도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의복이 필요하

며, 특히 상실된 신체적ㆍ심리적 변화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기에 접어들수록 체형에 적합하고 상

황에 적절한 의복 착용이 중요하다. 하지만 노인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극소수이며, 대

부부분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업체에서 기존 원형의 크기를 줄이거나 길이를 변화시켜서 의복 원

형을 구성하므로(박선미, 2009) 연령별 여성의 체형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연령별 성인 여성의 체형 특성을 고려한 패턴개발 그리고 기성복 치수와 체형에 적합

한 인대개발 등 의복의 맞음새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의복 생산의 기초 자료로서 현재 성인 여성의 연령별 체형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

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 연령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체형의 특징을 파악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체형연구가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의 경우도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한 체형유형화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령증가에 따른 체형변화의 경향과 시점에 대한 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노년

체형의 단편적 치수 파악이 아니라 형상의 변화까지 포함한 체형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3차

원 인체 형상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5 차 인체치수

사업의 직접측정치와 3차원 측정치를 사용하여 연령별 신체의 크기 및 비만도의 변화가 체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령별로 노화의 정도를 반영한 체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령특성을 

반영한 패턴, 인대 제작 및 가상 바디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89세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제5차 한국인 인체체수조사사업

(Size Korea) 데이터의 직접측정치와 3차원 측정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 성인여성의 직접측

정치를 이용하여 노화로 인한 연령별 인체 크기 변화 경향 및 변화의 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

며, 인체 지수치를 이용하여 연령별 형태의 변화 경향 및 변화의 시점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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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전 연령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이계수를 확인한 결과 허리둘레와 허리두께, 허리너비에서 모두 

큰 변이계수 값을 나타내서 연령 증가에 따라 허리부위 변화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증가에 따라 너비보다는 두께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령 증가에 따라 대부분의 높

이항목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키의 감소와 더불어 몸무게의 증가로 인해 BMI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체간부의 둘레항목과 너비항목, 두께항목의 치수가 커지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슴이 처지고 체간부에 비해 사지부가 가늘어졌으며, 목과 

등이 굽고, 어깨가 처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령별 비만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연령과 BMI 집단의 χ2-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연령별 비만 

부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BMI와 주요둘레 항목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령별 

BMI 추이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도가 증가하다가 55~59세에 정점에 오르고 64세 이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BMI가 가장 급격히 증가하는 연령층은 50~54세였다. 연령층은 

BMI 집단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군은 20대가 가장 낮은 빈도

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70대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 비만 부위의 1, 2순위는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로 연령별로 큰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부위별 편평율의 연령별 차이를 고찰한 결과 연령증가와 함께 편평율이 낮아져서 점차로 두껍

고 둥근체형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는 허리부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3차

원 형상을 분석한 결과 연령증가와 함께 복부에 지방침착이 가속화 되었고 이러한 지방침착은 인

체의 앞부분형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령증가와 함께 등부위에 지방이 침착되어 점차 

등이 둥글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0대 이후에는 연령증가와 함께 등이 굽고, 어깨가 쳐

지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다리가 굽고 목이 앞을 향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Ⅳ. 결론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연령별 치수 변화 경향은 한국 성인여성의 연령특성을 반영한 패턴제

작과 온라인 쇼핑을 위한 가상 바디 제작, 인대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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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인체형상자료를 이용한 성인 여성의 하반신 유형분류 
연구

최근 의류패션산업은 3차원 기술에 기반을 둔 고객지향의 생산방식으로 변화되면서 의류제품 

생산과정에서도 고객지향의 생산방식으로 의류산업의 새로운 시장이 제안되고 있다. 그 중 소비

자들의 다양한 개성과 체형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의류 생산방식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자인의 차별화, 체형 적합화 등에 역점을 두고 고객을 집단이 아닌 개인으

로 대응하려는 시스템들이 제안되고 있다. 기성복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인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맞음새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나, 현재의 KS의류치수에는 

인체 치수를 중심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체형 특성을 만족시키는데 한계점이 많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성인 여성의 하반신 유형 분류를 위하여 부위별 형태특성 요인을 분석하여 하반신 유형을 

앞면형태, 허리ㆍ배돌출형태, 엉덩이돌출형태에 대한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제 5차 사이즈코리아 자료 중 18-69세 성인 여성 592인의 3차원 형상자료를 이용

하여 둘레, 두께, 너비, 길이, 높이, 각도 등의 인체치수를 측정하였으며, 하반신의 인체 지수치, 

단면 부위별 거리 지수치를 이용한 하반신 형태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각 형태별로 

군집분석을 하였다. 

성인여성의 하반신 형태분석에 의한 유형분류는 앞면 형태, 허리ㆍ배돌출형태, 엉덩이돌출형태

로 분류되었으며 각 부위별로 체형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다. 하반신 체형의 앞면 유형

(Front Type)은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FT1은 허리너비와 둘레가 가장 큰 유형이다. FT2는 엉덩

이, 샅너비 부위가 허리 너비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이는 유형이다. FT3은 대부분의 항목

이 중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유형이다. FT4는 허리너비와 엉덩이너비차가 큰 유형이다. 하반

신 옆면 유형은 허리ㆍ배돌출유형(Side Front Type) 4가지와 엉덩이돌출유형(Side Back Type) 4

가지로 분류하였다. SFT1은 허리두께와 엉덩이두께를 축으로 했을 때 옆면 전면 실루엣이 밋밋하

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SFT2는 허리와 배돌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마른 체형이지만 배

돌출이 뚜렷이 나타난 유형이다. SFT3의 경우 허리부위에서 가장 돌출된 형태로 상복부가 돌출된 

유형이다. SFT4는 허리와 배두께 모두 큰 경향을 보였지만, 배가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형태로 

복부 비만형으로 나타났다. SBT1은 전체적으로 하반신 옆면의 후면이 큰 형태를 보이면서 배돌

출점뒤두께와 엉덩이돌출점뒤두께 차가 두 번째로 작은형으로 나타났다. SBT2는 허리뒤두께와 엉

덩이뒤두께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유형으로 허리와 엉덩이부위의 실루엣이 가장 명확하였다. 

SBT3은 SBT1과 SBT2의 중간정도의 돌출 형태특성을 보였다. SBT4는 허리와 엉덩이의 뒤두께차

이가 가장 작아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밋밋한 특징을 갖으며, 엉덩이가 처진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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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동대학교ㆍ2)영남대학교
의복치수와 BMI,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체형관리실태

현대 한국사회에서 중년기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종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 신체적ㆍ심리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노화의 진행에 따라 

체형이 바뀌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신체에 대한 자신감이나 만족은 낮아지고, 자신보다는 가정 중

심의 생활에서 생기는 심리적 압박, 사회생활 단절이나 무리한 사회생활로 인한 사회적 자아상실, 

소외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울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여러 연구에서 중년여성을 대상

으로 신체, 자기정체성, 의복행동 등을 다루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신체와 심리를 구분하여 다뤘

을 뿐 중년기에 겪게 되는 신체적ㆍ정신적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관리행동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 관련 요인인 의복치수와 BMI 그리고 심리적 

요인인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중년여성의 신체관리행동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3년 11월 대구와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40-50대 여성을 대상으

로 설문지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불완전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197부의 설문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 회귀분석,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의 겉옷과 속옷 치수 그리고 BMI로 응답자를 유형화한 결과, 치수에 따라 S(n=51), 

M(n=123), L(n=23)과 같이 3집단이, BMI에 따라 보통(n=126), 과체중(n=52), 비만(n=19)과 같이 

3집단이 나타났다. 한편, 우울과 자아존중감 요인을 통해 우울+자존감-집단(n=50), 우울+자존감+

집단(n=51), 우울-자존감+집단(n=52), 우울-자존감-집단(n=44)과 같이 4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

다. 둘째, 신체관리행동은 3개 차원으로 나타났고, 각각 신체성형관리, 인위적 체형관리, 자연적 

체형관리로 명명하였다. 셋째, 의복치수에 따른 3집단에서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행동을 비교한 

결과, 신체만족도에서는 S집단이 유의하게 높았고, 치수가 큰 L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은 인위적 체

형관리행동을 보였다. BMI에 따른 3집단에서 신체만족도와 신체관리행동을 비교한 결과, 신체만

족도에서는 보통 집단이 보다 높은 신체만족도를 보였으나, 신체관리행동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우울과 자존감에 따른 4집단에서는 우울-자존감+집단이 가장 높은 신체만족

도를 보였고, 우울+자존감-집단이 가장 낮은 신체만족도, 가장 높은 성형관리행동과 인위적 체형

관리행동을 보였다. 넷째, 우울, 자존감, 하의치수, BMI 등이 신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결과, 성형관리에는 우울이, 인위적 체형관리에는 우울과 하의사이즈가 각각 유의한 영향을 주

었으나, 자연적 체형관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신체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은 신체

만족과 신체관리행동에 개별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 지방흡입, 보정속옷의 착용 

등과 같은 인위적 체형관리에는 심리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체와 관련된 중년여성의 행동에서는 치수와 같은 신체적 요인과 우

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을 동시에 살펴보고, 제품개발 등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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