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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마켓,
마이크로트렌드를입다 -





초대의 글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여러분

2017년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번 한국의류산업학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패션마켓, 마이크로트렌드를 입다”

라는 대 주제 하에 패선 시장의 극세분화된 마이크로 트렌드를 감지하고 이를 통한 맞춤형 제품

개발과 마케팅 및 유통 역량을 키워 패션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특별강연과 전문가발표를 기획하였습니다. 오전 특별강연으로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패

션 비즈니스”이란 주제로 트렌드랩 김소희 대표의 통찰력있는 트렌드 조망에 이어 “커머스의 새

로운 생존수단, 동영상”이란 주제로 SK 경영경제연구소 조영신 박사의 새로운 형식의 고객 접점

인 V-Commerce의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마이

크로 라이프스타일 리테일”이란 주제로 라이프스타일센터 벨라시타를 기획하신 박병철 이사의 강연

과 “패션디자이너, 마이크로 감성크리에이터”란 주제로 최근 지속적인 해외컬렉션 참가로 글로벌 브

랜드로 도약하는 Lie의 이청청 디자이너를 모셔 보다 심도 있는 전문가 발표를 통하여 마이크로 트

렌드 시대에 패션산업의 다각화와 대응전략에 대하여 집중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도 학술 논문 발표를 통하여 회원들 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대표를 배출하는 

제6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컨테스트 작품전 및 디지털 패션작품 초대전을 통하여 창의적 감성을 

공유하며, 다양한 업계의 전시부스참여를 통하여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 간의 발전적인 교류의 자

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발표 논문과 초대전 작품 중 우수한 논문과 작품을 시

상할 예정에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학회에서 제공하는 참가기념품과 경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보람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사단법인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장 최 경 미

2017년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오 경 화





2017 한국의류산업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정

“패션마켓, 마이크로 트렌드를 입다”

       일시: 2017년 11월 18일 (토) 09:00~17:00

       장소: 서울대학교 83동 멀티미디어 강의동

일  시 발 표  및  내 용 장소 및 사회

09:00~

10:00

등록 및 교재배부
포스터 계시

장소: 3층 로비

장소: 4,5층 로비

10:00~

16:00

제6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 컨테스트 출품작 전시
2017년 추계“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전시

장소: 2층 로비

10:00~

10:20

개회사                    
국민의례
학회장인사: 최경미 회장(동서울대)

시상 : 우수기업상: 유스하이텍   

학술상: 고은주 교수(연세대)       

신진학술상: 정희경 교수(부산대)

우수 사독상: 전은경 교수(울산대)

사회: 오경화 부회장(중앙대)

장소: 305호

10:20~

11:10

기조강연 1
   발표주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패션 비즈니스

발 표 자: 김소희 대표 (김소희 트렌드랩) 

좌장: 추호정 교수(서울대)

토론: 김성민 교수(서울대)

장소: 305호

11:10~

12:00

기조강연 2
   발표주제: 커머스의 새로운 생존수단, 동영상

발 표 자: 조영신 박사 (SK 경영경제연구소)

좌장: 채진미 수석부회장(한성대)

토론: 이진화 교수(부산대)

장소: 305호

12:00~

13:30

중식 장소: 소담마루

이사회의 장소: 305호

13:30~

14:10

특별강연 1 (패션마케팅)
   발표주제: 마이크로 라이프스타일 리테일

발 표 자: 박병철이사 (요진개발)  

좌장: 노정심 교수(상명대) 

토론: 김문영 교수(계명대)

장소: 305호

 14:10~

14:50

특별강연 2 (패션디자인)
   발표주제: 패션디자이너, 마이크로 감성 크리에이터

발 표 자: 이청청디자이너 (Lie)  

좌장: 김영삼 교수(중앙대) 

토론: 임은혁 교수(성균관대)

장소: 305호

 14:50~

15:00
휴식

 15:00~

16:00

분야별 구두발표

의복생산설계
장소: 305호

의복과학
장소: 501호

패션마케팅
장소: 502호

패션디자인
장소: 402호

16:00~

16:20
연구논문(포스터) 발표

좌장: 홍경화 교수(공주대)

이선희 교수(동아대)

장소: 4,5층 로비

16:20~

16:30
제 6회 코리아 디지털 패션 콘테스트 시상식

사회: 박순지 교수(영남대)

장소: 305호

16:30~

17:00

총회 
   우수 포스터상 및 디지털 패션우수작품상 시상

리셉션 및 폐회사  경품 추첨

사회: 김혜림 교수(숙명여대)

윤혜준 박사(생기원)

장소: 305호





연구논문 발표(구두)

시간
의복설계생산분야(장소: 305호)

좌장: 김희숙(안동대)
토론: 최영림(대구대)

이현영(군산대)
송화경(경희대)
이정임(배재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15
3차원 바디스캐너를 이용한 한국인과 미국인 20대 남성의 
신체불만족과 의복선호에 관한 연구 

김태훈, Helmut H. Hergeth

(North Carolina State Univ.)

15:15~15:30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캐주얼웨어 패턴 설계
이재향, 양정은, 박광애, 전가연 

(대구가톨릭대)

15:30~15:45 현대 철릭 원피스 패턴 개발 연구  하지현, 김희은 (경북대)

15:45~16:00 일본 고령 여성의 재킷 착용에 따른 의복압 분석 오희경 (숭실대)

시간
의복과학분야(장소: 501호)

좌장: 배현숙(창원대)
토론: 홍경화(공주대)

지주원(기전대)
이승신(연세대)
배지현(한양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15 소목색소의 추출조건에 따른 염색직물의 표면색 변화  이지연, 장정대 (부산대)

15:15~15:30 레이스형 3D 텍스타일의 물성평가
강민영, 이선희 

((주)텍스타일러, 동아대)

15:30~15:45 페놀계 천연염색물에 효소 매염공정 도입 효과 이혜빈, 송지은, 김혜림 (숙명여대)

15:45~16:00
기능성 첨가제가 웻수트용 발포소재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은영, 임성욱, 엄찬웅, 김금서, 
박경순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주)신양케미칼, (주)텍스밀)

시간
패션마케팅(장소: 502호)

좌장: 김용주(한성대)
토론: 박민정(이화여대)

김현숙(배재대)
오현정(광주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15 패션렌탈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태도 연구 곽유진 추호정 (서울대)

15:15~15:30 스마트밴드의 디자인 평가가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재정, 이은정 (국민대)

15:30~15:45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연구
이승민, 박현희

(한국폴리텍대, 경북대)

시간
패션디자인(장소: 402호)

좌장: 홍미정(계명대)
토론: 전재훈(서울대)

김민경(장안대)
김미현(중앙대)
정미진(숭의여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15 K-Fashion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전략 연구 전향란 (호원대)

15:15~15:30
텍스타일, 의류 매핑 앱(APP) 및 웹(Web)기술의 상호연계를 통한 
인터넷 기반 모바일용 스마트 의류기획 시스템

류성훈, 최영석, 최경미, 
안재상, 윤혜준 ((주)영우씨엔아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5:30~15:45 앵크루와야블(Incroyable)에서 나타난 하위문화적 특성 신파람, 이효진 (전북대)

15:45~16:00
18세기 서양복 텍스타일에 표현된 로코코 시누아즈리(Rococo 
Chinoiserie)

김가현, 이효진 (전북대)



연구논문 발표(포스터)

※ 학술대회 당일 09:00~10:00 사이 포스터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발표시간에 발표자는 해당 포스터 앞에서  

   질문에 응해야 합니다. 

    좌장: 홍경화 교수(공주대), 이선희 교수(동아대)

    장소: 4, 5층 로비

▣ 디자인 분야 (P1 ~ P24)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 현대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유희성에 관한 연구 
조수연, 김영삼

(중앙대)

P2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곰(Bear) 이미지 연구
최현미, 염혜정

(전북대)

P3 플리스 소재를 적용한 패밀리 미들웨어 캠핑룩 및 캠핑 침장 용품 개발
조은정, 정삼호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P4 아이돌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컨셉별 패션스타일 연구
윤현지, 권미정

(부산대)

P5 접촉식과 비접촉식 심박 센싱 스마트 피트니스웨어 디자인 기획 방향 연구
박서연, 김신혜, 이주현

(연세대)

P6 현대패션에 나타난 젯셋룩의 조형성 연구
박연재, 권미정

(부산대)

P7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프린세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이홍주, 권미정

(부산대)

P8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김세나, 오경화

(중앙대)

P9 패션디자이너 역량모델링을 위한 탐색적 연구
장남경

(한세대)

P10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특성에 관한 연구
이현지, 이경희

(부산대)

P11 패션하우스 뮤지엄(fashion house museum)에 관한연구
정정희, 임은혁

(성균관대)

P12
효과적인 필라테스 트레이닝 목적의 호흡 모니터링 의류 디자인 제안 및 

기획

양혁주, 전동진, 이주현

(연세대)

P13 중국 장족(티베트 족)민족복식의 색채특성 연구
왕종, 나영주

(인하대)

P14 색동의 기원과 상징성에 대한 고찰 
김지수, 나영주

(인하대)

P15
항산화물질을 적용한 마이크로앤캡슐레이션을 통해 수면중 인체내외 

노화지연 건강 고기능성 프리미엄 침구류개발

정삼호, 권선영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P16 한국적 명품특피 장어가죽의 디자인 고도화 연구

김문정, 고은희, 김미지, 

정희윤, 정희정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에이치와이인터내셔널)

P17 우편 주문 카탈로그에 나타난 1910년대 미국 영아복 연구
김혜경

(원광대)



▣ 마케팅 분야 (P25 ~ P46)

P18 근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패션제품 텍스타일디자인 적용사례 연구

김선림, 한미경, 주태진

(앙디올트랜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19 흑해지역 스키타이인 웃옷의 소고 
장영수

(경주대)

P20 이종 섬유소재 복합을 활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안지원, 박창숙, 윤혜준, 안재상

(창우섬유(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21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출토 발형 양식 연구
라선정

(공주대)

P22 중국 한복(漢服)을 응용한 잠옷 디자인 개발 
추설, 김차현

(경희대)

P23 디자인 인지 과정을 확인하는 시선추적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이신영

(동아대)

P24 골퍼의 부상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골프 수행 능력을 지원하는 스마트의류
김신혜, 이주현

(연세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25 국내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웨트슈트(wet suit)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김지우, 김영삼

(중앙대)

P26
태양열 스마트 의류에 대한 한국 소비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김효진, 전동진, 반현성, 이주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세대)

P27
경험적 소비가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만족이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및 브랜드 선호도가 재방문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강지영, 정성지

(동덕여대)

P28 조선시대 초상화에 표현된 눈썹의 인상학적 연구
이현옥, 구양숙

(경북대)

P29 신체만족도에 따른 남성맞춤정장 구매의도
권윤지, 구양숙

(경북대)

P30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컬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정혜정, 오경화

(중앙대)

P31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패션 인스타그램의 게시물과 댓글 분석 
서주연, 박민정

(이화여대)

P32 청소년소비자들의 불안과 과시소비에 관한연구
서혜영, 이진화

(부산대)

P33 온라인 편집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 및 선호 연구
이수민, 구영석

(부산대)

P34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이 20∼30대 중국 남성의 외모관리 필요성과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미숙

(공주대)

P35 코스메틱 마스크 팩과 소재에 관한 소비자 인지 및 선호 분석
한솔, 구영석

(부산대)

P36 남성 소비자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의복 및 화장품 구매행동 연구
이미숙

(공주대)

P37 신흥 패션 잡지의 타깃과 컨셉 설정 변화 연구
김태현, 김형숙, 이진화

(부산대)

P38
모바일 패션쇼핑앱 몰입과 구매만족도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와 간편결제의 

영향

홍금희

(신라대)



▣ 의복과학 분야 (P47 ~ P75)

P39
생체신호센싱 스마트웨어 구매의도에 소비자 혁신성과 지각된 위험이 미치는 

영향 연구

김효진, 이주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세대)

P40 외모관리동기가 의복행동과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인숙

(신한대)

P41
스포츠 브랜드 개성，브랜드 개성-자아 이미지 일치성，브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이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Li siyi, 박민정

(이화여대)

P42 한류 화장품 광고모델의 특성이 브랜드 개성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왕뢰, 이진화

(부산대)

P43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적합성이 만족 및 학습전이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현희, 이승민

(경북대, 한국폴리텍대)

P44 모바일 브라우징과 패션제품 충동구매 간의 인과적 관계분석 
박은주

(동아대)

P45 대학생의 추구혜택에 따른 운동화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조아름, 박미령

(목포대)

P46 중국 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김호용, 류현, 최준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47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core/sheath형 복합나노섬유의 티트리 오일 방출거동 

및 항균성능 

권세윤, 이승신

(연세대)

P48 천연 계피오일을 함유한 복합나노섬유의 제조 
정윤원, 양혁주, 이승신

(연세대)

P49 착용성 평가와 FGI를 통한 컴프레션웨어의 성능 분석 

최계연, 김춘정, 조자영, 이소정

(의류정보기술연구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0 핀터레스트에 나타난 레이스 제품 동향 분석
강민영, 이선희

((주)텍스타일러, 동아대)

P51 투써머 포멀웨어용 개발원단의 색차에 관한 연구
차가영, 사아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2 레이스형 3D 텍스타일의 디자인 개발
강민영, 이선희

((주)텍스타일러, 동아대)

P53 스마트 슬릿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러프 모델 유동해석에 관한 연구
김상구, 김민성, 유신정

(경희대)

P54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의 주관적 감각평가 비교 연구
이은진, 유승연, 강진균

(ECO융합섬유연구원)

P55 여름철 소방관의 서열부담 경감을 위한 음수냉각조끼 개발 및 착용 성능 평가
김도형, 이효현, 이주영

(서울대)

P56 천연 신소재 열전도율 비교 연구
이은진, 유승연, 강진균

(ECO융합섬유연구원)

P57 피트니스 컴프레션웨어에 대한 기술동향 분석
김동미, 전은진, 유희천, 김희은

(경북대, 포항공대)

P58 여성소비자들의 세탁관련 개념에 대한 인식
주정아, 정혜정, 김민지, 이종석

(전주대, 중앙대, LG전자)

P59
길이 변화 감지를 위한 전도사 기반의 니트로프타입 스트레쳐블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

김성률, 김윤영, 유재흥, 이강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소프트로닉스, 한국기계연구원)



▣ 의복설계생산 분야 (P76 ~ P102)

P60 트라이앵글 테스트를 이용한 두께 감별 전문 패널의 선정
김소영

(충남대)

P61 키토산과 탄닌 처리에 의한 황련 염색직물의 매염효과
류수진, 배현숙

(창원대)

P62 드라이 수트용 투습방수 직물의 기능성 및 물성

정재훈, 김현아, 구혜린, 

서기오, 두해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브리즈텍스)

P63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시니어용 바디쉐이퍼의 보정기능성 평가
이희란, 김소영

(충남대)

P64 아기 띠 종류 및 착용방법에 따른 자세안정성 평가
이희란, 홍경화

(충남대, 공주대)

P65
고령자 근효율 향상을 위한 밀착형 피트니스 압박웨어 시장조사 및 

동작특성 조사

전은진, 김동미, 유희천, 김희은

(포항공대, 경북대)

P66 디자인 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작업복의 온열생리반응 비교
김성숙, 김희은

(경북대)

P67 FGI와 착용성 평가를 통한 래시가드의 제품 분석

김춘정, 최계연, 조자영, 이소정

(의류정보기술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68 천연황색염재와 락(Lac)의 복합염색성
배상경

(수원대)

P69
실 단면형상과 니트 구조 인자가 흡한속건 소재의 수분 이동 특성과 의류 

외관 특성에 미치는 영향

김현아, 구혜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70 스포츠 양말용 한지 폴리에스터 복합사 개발
김소연, 백상민, 김다영, 노정심

(상명대)

P71 DLP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류소재 개발
김슬기, 김혜림

(숙명여대)

P72
친환경 고기능성 발포소재 개발을 위한 시판 웻수트(wet suit) 소재의 

물성 연구 

상정선, 박순지, 오경화

(중앙대, 영남대)

P73
발포제 종류에 따른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계 

발포고무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상정선, 오경화

(중앙대)

P74
커버링 방적기술(Core/Siro - Fil Spinning)을 활용한 고감성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

안지원, 박창숙, 안재상, 윤혜준

(창우섬유(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75 의복형 디바이스를 위한 비신축성 섬유의 최적 성능 분석 
오희경, 김주용

(숭실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76 고령자 남자의 측면체형 연구
류영실, 최경미, 오순

(가천대, 동서울대)

P77 시판 누드브라에 대한 착용평가
이현영

(군산대)

P78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 현황 조사 및 개발 방향 제안 연구
김혜숙, 구다솜, 남윤자, 김선영

(서울대)

P79 하지 활동 시 사용되는 주동근 분석을 통한 컴프레션 레그기어 설계 제언 
사아나, 김윤영, 김대석, 김성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80
천연염색의복을 활용한 여성갱년기증후군에 대한 친환경기능성 효능분석 및 

산업화방안

김희숙, 구진숙, 서태순

(안동대)

P81 중국배자에 관한 연구
김희숙, 왕이

(안동대)

P82 3D 프린팅 의복을 위한 CAD 소프트웨어 개발
김응태, 김성민

(서울대)

P83
디지털 인체 모델링과 3D 어패럴 캐드에서 구현된 가상 인체모델 

비교분석과 발전방향 제시

강영훈, 김민석, 남윤자

(서울대)

P84 중년남성의 드레스셔츠 착용실태와 맞음새 분석
안동주, 이정임

(배재대)

P85 상주명주의 산업화를 위한 생산현황분석
김희숙, 임형규

(안동대)

P86 한국군 남자의 전투복 치수 미스매칭에 관한 연구
전정일, 최경미, 김인화

(이패션테크, 동서울대)

P87 한국 청소년기 여성의 브래지어 치수 분포 
최영림

(대구대)

P88 국내 대학생의 의생활과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연구
이정은, 도월희

(전남대)

P89 인조 네일 팁 제품 개발을 위한 여대생의 손톱 형태 분석
김남순, 최진, 도월희

(전남대)

P90 해양 레저스포츠 의류설계를 위한 소재 및 봉제방법 조사
정은영, 오경화, 박순지

(영남대, 중앙대)

P91 Virtual Fitting Program을 활용한 남성복 팬츠패턴 비교분석 연구
신경희, 서추연

(동아대)

P92 블라우스의 패턴 구성요소 트렌드 고찰
이명희

(부경대)

P93 KS 규격의 키 기준에 따른 한국 성인 여성의 체형연구 
오지영

(목포대)

P94 3D 프린터를 이용한 착탈의 셔츠칼라 프로토타입 연구
이진희, 김윤희

(원광대)

P95
산모와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캥커루케어용 패션제품 실태 

조사

윤혜준, 한설아, 안재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디자이너인더스트리)

P96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산전 후용 임산부복 실태조사

한설아, 윤혜준, 안재상

((주)디자이너인더스트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97 국내 의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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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바디 스캐너를 이용한 한국인과 미국인 20대 남성의 
신체 불만족과 의복선호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첫째, 20대 남성의 신체 사이즈와 신체 불만족 간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고, 둘째, 한국인과 미국인 20대 남성의 신체 사이즈와 신체 불만족 간의 상관관계의 

차이를 규명하며, 셋째, 20대 남성의 신체 불만족이 그들의 의복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것이다. 미국 노스케롤라이나 거주 중인 한국인 20대 남성 50명과 백인 미국인 20대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년간 실험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낮은 Body Mass Index(BMI), Waist to Hip Ratio(WHR), Waist to Chest Ratio 

(WCR), Waist to Shoulder Ratio(WSR), 체중, 어깨너비, 둘레 치수를 가진 피험자들은 외모 평가, 

외모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신체 부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고 높은 BMI, WHR, 

큰 어깨너비, 상완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를 가진 피험자들은 과체중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경향

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20대 백인 남성 피험자들이 20대 한국 남성 피험자들에 비해 높은 

외모 평가와 신체 부위 만족도, 낮은 과체중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어 신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신체 불만족이 의복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다. 높은 

외모 평가와 외모 오리엔테이션을 보인 피험자들은 타이트한 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고 높은 

신체 부위 만족도를 보인 피험자들은 타이트한 수트를 선호하고 의복에 투자하는 비용이 높은 경

향이 있었다. 높은 과체중 우려를 보인 피험자들은 밝은 색의 캐쥬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

며 외모 평가가 낮고 과체중 우려가 높은 피험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의복을 구입하게 되는 빈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오리엔테이션이 높은 피험자들은 패션 유행을 따르거나 연예인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키높이 깔창 혹은 신발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3D 바디 스캔을 통해 단 1초 만에 얻은 신체 치수로부터 신체 불만족을 예

측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패션 산업이 20대 남성의 신체 불만족과 

의복 선호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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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향, 양정은, 

박광애*, 전가연
대구가톨릭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캐주얼웨어 패턴 설계

1. 서론

휠체어 사용자들은 하지마비, 절단 등의 장애로 장시간 휠체어에 앉은 자세로 생활하게 됨으

로써 체형변화가 많이 발생되어 기성복 착용시 치수적합성이 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성복 

상의 제작 시 가슴둘레를 반영한 비례식을 적용하여 목둘레, 겨드랑둘레, 어깨길이가 설정되는데

(Patternmaking for Ready-to-wear, 2001), 휠체어 사용자는 반복적인 상체위주의 활동으로 목둘

레, 위팔둘레, 어깨가쪽사이길이 등 상반신 신체항목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하게 되

어(Park, 2009) 가슴둘레 치수로 기성복 상의를 구입할 경우 목둘레나 어깨부위 등이 작기 때문

에 자신의 본래치수보다 항상 큰 사이즈의 의복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하의의 경우 휠체어에 앉은 자세로 활동 시 무릎 부위가 당겨 밑단이 올라감으로써 바지길이

가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앞밑위는 뭉치고, 뒷밑위는 짧아서 엉덩이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해 

속옷이 노출되어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2010; Pack & Sung, 2011; Pack & Sung, 

2005; Park, 2009; Park and Kwon). 

현재 국내 캐주얼웨어 시장 규모는 약 14조에 이르는데 반해(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2016),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의류브랜드는 전무한 상태이며(Lee, 2014), 휠체어 장

애인 의복개발을 위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음에도 아직 국내의 의류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Park et al.(2014)은 휠체어 사용자들의 장애원인, 장애연수, 재활정도 등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의 체형 분류와 사이즈 체계를 정립하여 대량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장애인 의류산업 상용화를 위해 휠체어 장애인용 고감성, 

고기능성 캐주얼웨어 프로토타입 패턴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휠체어 사용자용 캐주얼웨어 프로토타입 패턴 설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휠체어 사용자의 의복착용 특성 및 디자인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요조

사를 수행하였다. 휠체어 사용자 남성 111명, 여성 55명을 대상으로 의복 관심도, 의복구매스타

일, 기성복 일반적인 불편사항, 의복 사이즈 불편부위, 의복선호도, 인구통계학에 대하여 조사, 기

술통계분석(SPSS ver.25)하였다. 둘째, 휠체어 사용자 인체치수의 선행연구(2005; Park, 2014; 

Park et al.)를 기반으로 캐주얼웨어용 사이즈를 설정하였고, 셋째, 휠체어 사용자의 앉은자세 특

성과 인체치수를 반영하여 상의, 하의 연구패턴을 설계하였다. 넷째,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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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 및 평가를 기반으로 연구패턴을 수정 보완하여 최종 프로토타입 패턴을 완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휠체어 사용자의 의복 수요조사 결과 

본 연구는 사회활동 및 휠체어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휠체어 사용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응답자의 연령은 20대 4%, 30대 13%, 40대 31%, 50대 43%, 

60대 이상 8%이고, 장애유형은 척수장애가 69%로 가장 많았고, 소아마비 18%, 절단장애 6%, 뇌

병변장애, 기타장애 각각 4%였다(Table 1). 

Table 1. 응답자의 일반 정보

(n=166)

구분 n(%) Total(%) 구분 n(%) Total(%)

연령

60세 이상 14(8)

166(100) 장애유형

소아마비 30(18)

166(100)

50~59세 71(43) 뇌병변장애 6(4)

40~49세 51(31) 절단장애 10(6)

30~39세 21(13) 척수장애 114(69)

30세 미만 6(4)
그 외 6(4)

미응답자 3(2)

휠체어 사용자의 의복 착용특성 및 선호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한 결과 휠체어 사용자는 

장애부위를 보완해 주는 의복의 기능(3.9)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유행(2.6), 

브랜드(3.4), 가격 보다는 자신의 개성(3.8)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캐주

얼웨어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조사는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을 순서대로 3개 선택하게 하였고, 이

를 점수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트렌디 캐주얼이 여성에게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남녀 모두에게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인 베이직 캐주얼 스

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Table 2. 선호 캐주얼 스타일

(n=166)

구분
빈도(n) 환산점수

1순위 2순위 3순위 Total 1순위(3점) 2순위(2점) 3순위(1점) Total

남성

아웃도어 캐주얼 27 12 20 59 81 24 20 125

골프웨어 캐주얼 8 16 14 38 24 32 14 70

피트니스 캐주얼 16 25 13 54 48 50 13 111

베이직 캐주얼 25 26 18 69 75 52 18 145

정통 캐쥬얼 8 18 23 49 24 36 23 83

트렌디한 캐쥬얼 21 8 13 42 63 16 13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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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호하는 상의는 남녀 모두 티셔츠류(30.0%)를 선호하였으며, 하의는 남성의 경우 특히 

면바지(27.2%)를 가장 선호했고, 여성의 경우 트레이닝바지(29.5%), 면바지(26.3%), 청바지

(26.3%) 순으로 선호했다. 허리벨트는 부분 혹은 전체적으로 고무밴드(47.2%)형을 가장 선호하였

다. 바지통은 연령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20~30대는 일자형(48.4%)을 선호하였고, 40대 

이후는 여유가 있는 바지통(47.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기성복의 사이즈 적절성에 대하여 매우작다(1점), 작다(2점), 적당하다(3

점), 크다(4점), 매우 크다(5점)로 평가한 결과, 상의의 경우 목둘레, 어깨부위, 겨드랑 부위가 전

반적으로 작아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하의의 경우 특히 밑위길이와 바지길이 짧아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Table 3. 사이즈 적절성

(n=166)

상의 하의 

구분 평균 표준편차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목둘레 2.78 0.64 허리둘레 2.92 0.70

어깨부위 2.84 0.60 밑위길이 2.51 0.74

겨드랑부위 2.74 0.65 엉덩이품 2.87 0.69

가슴 품 2.85 0.64 바지길이 2.55 0.92

앞길이 3.10 0.68 바지통 2.77 0.80

뒤길이 3.06 0.74 무릎 2.75 0.80

　 　 　 오금부위 2.71 0.69

2) 휠체어 사용자 대상 캐주얼웨어 사이즈 설정 및 연구 패턴 설계 

Size Korea([SK], 2005)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의복의 치수 규격 설정 시 피트성이 필요한 의복

과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복으로 구별하여 상의용, 하의용 규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

의 수요조사에서 휠체어 장애인은 피트 한 의복 보다는 여유 있는 캐주얼웨어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트성이 필요하지 않은 의복 규격으로 캐주얼웨어 사이즈를 

설정하였다. 휠체어 장애인 인체치수 관련 선행연구(2005; Park, 2014; Park et al.)를 토대로 남

자 캐주얼웨어 상의는 가슴둘레를 기본 신체 부위로 하여 90~115cm를 5cm 간격으로 6개의 사이

즈를 설정하였고, 하의는 허리둘레를 기본 신체부위로 80~110cm를 5cm 간격으로 설정하여 7개 

사이즈를 설정하였다. 하의의 경우 허리밴드를 전체, 또는 일부분 고무밴드를 사용함으로써 착용

여성

아웃도어 캐주얼 14 5 2 21 42 10 2 54

골프웨어 캐주얼 6 4 5 15 18 8 5 31

피트니스 캐주얼 6 13 10 29 18 26 10 54

베이직 캐주얼 11 13 7 31 33 26 7 66

정통 캐쥬얼 7 11 13 31 21 22 13 56

트렌디한 캐쥬얼 15 7 11 33 45 14 1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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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리함과 동시에 사이즈 커버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여자 캐주얼웨어 상의는 가슴둘레를 기본 

신체 부위로 하여 80~105cm를 5cm 간격으로 6개의 사이즈를 설정하였고, 하의는 허리둘레를 기

본 신체부위로 65~85cm를 5cm 간격으로 설정하여 5개 사이즈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

한 휠체어 장애인용 여성, 남성 캐주얼 사이즈 체계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휠체어 사용자 하의 기준신체치수 및 참고치수 

(inch/cm)

Size

(inch)

기준신체치수(cm) 참고치수(cm)

허리둘레 허리둘레범위
엉덩이

둘레

넙다리

둘레
무릎둘레 무릎길이

다리

가쪽길이

다리

안길이

남성

S 31/32 80 75.1~80 90.0 38.5 35.8 55.6 100.2 73.4 

M 33/34 85 80.1~85 94.0 41.2 37.2 56.2 100.5 71.9 

L 35/36 90 85.1~90 98.0 43.0 38.1 56.1 101.1 72.0 

XL 37/38 95 90.1~95 102.0 45.0 39.3 56.1 100.9 71.8 

XXL 39/40 100 95.1~100 106.0 48.0 40.3 56.0 102.4 72.1 

XXXL 40/41 105 100.1~105 110.0 48.6 42.5 56.8 104.6 72.3 

XXXXL 42/43 110 105.1~110 110.0 49.0 41.0 56.1 103.4 70.4 

Size

(inch)

기준신체치수(cm) 참고치수(cm)

허리둘레 허리둘레범위
엉덩이

둘레

넙다리

둘레
무릎둘레

종아리

최소둘레
무릎길이

다리가쪽

길이

여성

XS 25/26 65 60.1~65 86 42 33 19 58 94 

S 27/28 70 65.1~70 90 43 33 19.5 56 92 

M 29/30 75 70.1~75 94 44 33 20 54 90 

L 31/32 80 75.1~80 98 45 34 20.5 54 90

XL 33/34 85 80.1~85 102 46 34 21 54 90 

본 연구는 휠체어 사용자용 연구원형을 설계하기 위한 비교원형으로 다양한 체형의 조건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된 독일 뮐러식 패턴 설계방법을 선정하였고, 상의는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티셔츠 패턴, 하의는 면바지 패턴을 연구패턴으로 설계하였다. 상의 남성용은 가슴둘레 

100cm, 여성용은 가슴둘레 95cm를 기본 인체치수로 정하였고, 하의 남성용은 허리둘레 85cm, 여

성용은 허리둘레 75cm를 기준 인체치수로 정하였고, 참고치수(Table 4, 5)와 앉은 자세 특성을 

적용하여 연구패턴을 설계하였다(Fig. 1).

Fig. 1. 비교패턴 vs. 연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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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패턴 수정 보완

연구 패턴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피팅 평가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여 최종 프로토타입 

패턴을 설계하였다(Fig.2). 피팅 결과, 상의의 연구패턴에서 상지동작의 편안함을 위해 기성복보다 

진동깊이는 3cm, 소매통은 4cm 여유량을 추가하였는데, 심미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진동깊

이는 2cm 줄였고, 소매통은 3cm 줄였다. 피팅 시 앞기장이 짧은 것을 선호하지 않아 연구패턴보

다 2.5cm 길게 수정하였다. 하의의 경우, 무릎다트를 간격을 5cm에서 7cm로 수정하였고, 오금부

위의 제거분량을 4cm에서 3cm 로 수정하였고, 앞중심길이는 4cm 추가로 제거하여 남성은 앞밑

위길이가 21cm, 여성은 19cm 되도록 수정하여 심미성과 착용감을 개선하였다. 앉은 자세에서 주

머니 사용이 용의하도록 주머니입구 위치를 연구패턴보다 아래로 내려 수정하였다. 또한 착탈의 

편의성을 위해 지퍼가 샅까지 열리도록 지퍼 끝 위치를 수정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캐주얼웨어 디자인 및 프로토타입 패턴 개발을 통하여 기존

의 기성복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심미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의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프로토타입 패턴으로 제작한 의복은 상의의 경우 기존 기성복과 비교하여 앞은 짧고, 뒤는 

길게 설계하여 앉은 자세에서 맞음새를 향상시켰고, 휠체어 사용자의 인체치수를 적용함으로써 

목둘레와 겨드랑둘레, 위팔둘레의 착용감이 개선되었다. 하의의 경우 휠체어에 장시간 착석할 경

우 바지 기장이 당겨 올라가는 현상을 개선하였고, 앞밑위와 오금 부위의 원단 뭉침이 줄어들었

으며, 뒷밑위가 길어짐에 따라 엉덩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 추후 휠체어 사용

자를 위한 맞춤형 주문생산과 대량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패턴의 착의평가를 토대로 착용

성을 검증할 예정이며, 본 연구결과는 장애인 의류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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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현, 김희은
경북대

현대 철릭 원피스 패턴 개발 연구

전통 의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복에 대한 심미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

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복을 직접 만들어 착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들 사이에서도 한복 입기 열풍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의 전통 의복 중에서 철릭은 조선시대에는 

남성의 의복이었지만 현대에는 여성의 철릭 원피스로 재탄생하여 젊은 여성에게 많은 사랑을 받

고 있다. 철릭 원피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한복관련 브랜드에서는 매 시즌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철릭 원피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패턴관련 판매 업체에서는 DIY패턴으로 제작한 

철릭 원피스 패턴을 판매하고 있다. 학계에서의 철릭관련 연구들은 장인우(1997)의 철릭 착용역

할에 따른 명칭과 유형 변화에 대한 연구, 조민숙(2011)과 김지혜(2007)의 철릭을 디자인 개발에 

활용한 연구, 서지혜, 안명숙(2001)의 출토 철릭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 여

성들을 위한 철릭 원피스 패턴 개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중

에서 유통되고 있는 철릭 원피스 패턴을 분석한 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일상복으로서 현

대 철릭 원피스 패턴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대 철릭 원피스 패턴 개발을 위해 블로그 혹은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거나 학원이나 공방 등의 교육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6종의 철릭 원피스 패턴을 수집하였다. 

이를 평가의복으로 제작하고 소매 구성형태에 따라 A(평면구성) 상용 패턴 그룹과 B(입체구성) 

상용 패턴 그룹으로 분류하여 외관 평가(33 항목), 동작성 평가(7 동작), 부위별 여유분 평가(11 

부위) 등의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 평가를 위한 평가자는 14인, 동작성 평가와 부위별 여

유분 평가를 위한 피험자는 6인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그룹별로 좋은 평가를 

받은 패턴 1종씩을 선정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2종의 연구패턴(A연구패턴, B연구패턴)으로 개

발한 후 평가의복으로 제작하였다. 상용 철릭 원피스 패턴의 착의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착의 

평가를 실시한 후 상용 패턴과 연구 패턴의 착의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외관평가에서 연구패턴은 A, B그룹 모두에서 상용 패턴보다 외관이 유의하게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작성 평가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연구패턴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A연구패턴

은 7개 동작 중 2개, B연구 패턴은 7개 동작 모두에서 유의차가 나타나 착용자에게 동작하기 편

한 패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위별 여유분 평가에서 A, B 연구 패턴은 11개 부위에

서 모두 상용 패턴보다 여유분이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 패턴은 상용 패턴보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상용 패턴의 수정과 보완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한복의 대중화·산업화를 위해 현대화된 전통 의복 패턴 개발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의 전통 의복 패턴이 국내외로 널리 보급되길 바라며 우리 

한복에 관심이 많은 세계인들에게도 널리 전파되어 한복의 세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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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경
숭실대

일본 고령 여성의 재킷 착용에 따른 의복압 분석

일본은 2005년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20% 이상의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오늘날 고령 

여성의 경우 30%를 넘었으며 2016년 여성의 평균 수명이 87.14세로 세계 최고이다. 이러한 급진

적인 고령화 현상과 함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하여 심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실버 의류 산업이 개

발되고 있다. 의복은 정신적 만족감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고 고령 여성의 체형 변화에 적합한 

의복은 쾌적함은 물론 동작에 대한 안전적 기능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 11∼12월 동안 동경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 여성 18분을 

대상으로 3가지 종류의 재킷을 본인이 평소 입는 사이즈로 착용 후 의복압을 계측하였다. 재킷 

착용 후 동작은 3가지의 상태로 1)서 있는 평범한 자세로써 양팔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리고 있

는 동작(Stand)과, 2)식탁 위에서 식사나, 책상 위에서 책을 읽는 자세로써 양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린 동작(Front fold), 3)전철에서 손잡이를 들고 있는 자세로써 양팔을 위

로 올리고 있는 동작(Up)으로 하였다. 의복압을 계측한 신체의 부위는 ①뒷목점(BNP), ②옆목점

(SNP), ③어깨점(SP), ④전액점(FAP), ⑤후액점(BAP), 팔뚝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⑥앞면(FUA)과 

⑦뒷면(BUA), ⑧팔꿈치(EL), ⑨유두점(BP), ⑩견갑골의 가장 튀어나온 윗부분(SU), ⑪등의 가장 

돌출점(B凸)으로 각각 11 부위를 계측하였다. 

계측 결과 3가지 동작에 있어 견갑골의 가장 튀어나온 윗부분을 제외한 모든 동작에서 의복압

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신체 부위 중 가장 의복압이 높은 부위는 양팔을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린 동작의 팔뚝의 가장 두꺼운 부분의 앞면(Mean=17.14mmHg)이었

다. 이후 2mmHg의 이상의 압력을 받은 부위는 다음과 같다. 양팔을 위로 올렸을 때의 앞 팔뚝

(Mean=11.21mmHg), 양팔을 앞으로 내밀며 구부렸을 때의 팔꿈치(Mean=9.17mmHg)와 전액점

(Mean=7.37mmHg), 어깨점(Mean=4.60mmHg), 등의 가장 돌출점(Mean=4.20mmHg), 양팔을 위로 

올렸을 때의 전액점(Mean=2.90 mmHg), 팔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린 동작에서의 유두점

(Mean=2.36 mmHg)과 견갑골의 가장 튀어 나온 윗부분(Mean=2.27 mmHg)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

로 고령 여성이 재킷을 착용하여 동작을 할 때 가장 많은 의복압이 나타난 부위는 앞 팔뚝 부분이

었으며 특히 앞으로의 동작을 할 때 가장 많은 부위에서 의복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

후 젊을 때보다 쇠약해지신 고령여성분들이 동작에 따라 의복압이 발생하더라도 크게 부담을 느끼

지 않는 범위의 의복압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능 평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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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장정대
부산대

소목색소의 추출조건에 따른 염색직물의 표면색변화

소목의 색소 주성분은 Brazilin이라는 색소로 공기 또는 빛에 의하여 산화되면 적색의 Brazilein

으로 되기 때문에 적색 또는 홍색으로 염색된다. 소목은 Benzopyrane계 색소로 Brazilin은 구조

적으로 전형적인 매염염료에 속하기 때문에 금속염의 적용으로 배위결합을 형성하여 섬유상에 고

착된다. 일반적으로 소목의 명반매염의 결과 [Al(brazilein)2]
+의 착체를 형성하여, 염료와 염료, 염

료와 섬유사이에 배위결합에 의한 결합력을 크게 하므로 염착성이 증가되고, 견고하게 고착되어 

견뢰도 향상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소목색소는 각종 금속이온과 반응하여 다양한 색조의 배위결

합물을 만든다. 천연염료들은 다색성 염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출방법이 변화되면 염액에 

포함되는 성분이 다르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 인하여 염료의 추출방법을 달리하는 연구자마

다 염색물에서 색상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추출의 조건에서 오는 염색의 결과에

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소목은 물에 난용성이지만 전통적으로 물 추출에 의한 염

색을 행하여왔다. 또한 소목은 본질적으로 산화에 의해 브레질린이 브레질레인으로 변화하는 과

정이 필수적이므로 산화의 효과와 함께 산, 알칼리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알칼리 추출과 중성

추출, 산성추출에 대한 소목염색에서의 색상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소목의 염색에서 

밝은 적색염색이 가능한 추출방법을 찾기 위하여, 알칼리, 중성, 산성역의 추출조건을 만들어 추

출된 염료액의 색상을 검토하고, 이를 명반 선매염 처리한 견직물에 염색하여 직물의 색상변화를 

고찰하여 소목의 적색염료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물 추출방법에 대한 기초 연구를 하였다. 

추출조건에 따른 소목색소 수용액의 색상변화는 pH4, 5, 6, 7, 8까지 500nm의 흡광도가 커서 

적색기미가 많이 보이며, pH7의 경우는 매우 강하여 어둡게 보인다. pH9, 10에서는 400nm 흡광

도의 노랑기미가 강하게 작용하지만 500nm흡광도도 농도가 커서 매우 어둡게 보였다.

소목색소의 추출조건에 따른 색의 선명도에 미치는 염색온도의 영향은 산성역 pH4, 5, 6에서

는 C의 값이 크고, 다음 중성역 pH7에서 낮아지며, 알칼리 영역 pH8, 9, 10으로 갈수록 작아진

다. 이는 산성역에서 탁하지 않는 선명한 적색을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중성에서는 중간, 알칼

리 영역에서는 선명하지 않는 탁한 적색으로 나타남을 설명하고 있다. 온도의 영향에서 본다면, 

염색온도가 높아질수록 채도의 값이 작아졌고, 특히 60℃이후 80℃ 경우, 20℃에 비해 많이 감소

하였다. 따라서 소목색소의 선명한 적색을 얻기 위해서는 산성영역에서의 추출과 저온 또는 60℃

미만의 온도에서 염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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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영*, 이선희
㈜텍스타일러*, 동앙대

레이스형 3D 텍스타일의 물성평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3D 프린팅 기술이 주목 받게 되면서 제조 기술이 변화하고 있으며, 

3D 프린팅 기술은 노즐 온도(℃), 출력 속도(㎜/s), 채우기(%) 등의 조건으로 기본 적인 출력물의 

물성을 제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섬유패션산업에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된 사례는 시제품 형태

의 제조가 대부분이며, 텍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텍스타일 중 레이스는 실의 꼬

임이나 엮음 또는 편성으로 짜여 성글고 구멍이 있는 얇은 장식용 편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기술과 레이스를 결합한 레이스형 3D 텍스타일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레이스형 3D 텍스타

일의 문양 반복 횟수와 두께를 제어하여 얻어진 3D 텍스타일을 레이스 복합 직물 형태로 하여 

이에 대한 물성평가를 실시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시료는 TPU계 필라멘트를 사용하였고, FDM 3D 프린터(Finebot FB-9600, TPC 

mechtronix)를 노즐 온도 230℃, 출력 속도 50㎜/s, 채우기 100%, 출력 사이즈 150㎜×150㎜×1㎜

의 조건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때 문양 반복 횟수를 제어하여 각 조건별로 출력하였다. 두께는 두

께 측정기( CD-20CPX, Mitutoyo corp., Japan)로 측정하였고, 필름접착기(GHQ-320PR3, ㈜GMP)

와 0.2㎜, 0.4㎜의 알루미늄 판을 사용하여 속도 260㎜/m, 온도 175℃, 반복 횟수 3회로 두께를 

제어하였다. 얻어진 출력물에 폴리에스테르 100%의 보일 직물을 3M 강력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

용하여 레이스 복합직물을 얻었으며, 필름 접착기를 이용하여 속도 260㎜/m로 압착하였다. 외관

평가는 직물현미경(NT 100, Nextec, Korea)을 이용하였다. 인장강도는 인장시험기(AGS-500D au-

tograph, Shimazu, Japan)를 이용하여 측정 속도 100%/min, 클램프 사이의 거리는 50㎜로 측정

하였으며, 최대하중[kgf], 항복하중[kgf], 최대 신장율[%]을 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양 반복 횟수에 따른 원시료의 두께는 약 1.09∼1.13㎜로 학인 되

었고, 원시료와 두께 제어 공정 후 시료의 두께 감소율은 0.2㎜의 공정의 경우 약 7.21∼11.93%, 

0.4㎜ 공정의 경우 약 9.91% ∼13.76%로 확인되었다. 최대 하중은 두께가 얇아질수록 커지는 경

향이 나타났고, 항복 하중은 원시료 보다 두께 제어 공정 후에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최대 신장율의 경우 원시료 보다 두께 제어 공정 후에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2017년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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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빈*, 송지은, 김혜림
숙명여대

페놀계 천연염색물에 효소 매염공정 도입 효과

천연염색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 및 광물 등으로부터 색소를 얻고 이것을 이용한 염색

법으로서 인체에 무해하고 염색공정이 환경 친화적이다. 천연염색의 장점은 염료의 종류 및 추출

방법에 따라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이 가능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

나 천연염료는 섬유와 결합력이 낮아 염색된 피염물의 견뢰도가 낮고 색상의 재현성이 떨어진다

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천연염색 공정에서 매염제는 색상의 다양성, 섬유와 염료간의 염착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천연염색 연구에 보고되는 매염법은 Al, Cu, Fe등의 수용성 금속염을 

사용하는 합성매염법과 천연매염제를 이용한 매염법이 있다. 합성매염제는 높은 색상 재현성과 

사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지속가능한 염색 공정 수립으로서 합성매염제를 천연매염제로 대

체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소를 이용한 천연매염법을 연구하기 위해 라카아제를 천연매염제로 

사용하여 견직물의 염색성을 평가하였다. 라카아제(EC.1.10.3.2)는 폴리페놀계 산화환원 효소로서 

페놀계 수산기가 풍부한 천연염료와 반응하면 염료의 분자 중합을 촉매시킴으로써 피염물의 염료 

흡착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다. 염재는 페놀함유량이 높은 녹차를 선정하였고, 라카아제를 매

염제로 사용시 염색성을 비교·평가하였다. 라카아제를 이용한 매염시 최적 매염조건을 평가하기 

위해 매염순서, 라카아제 농도, 온도, pH, 매염 시간을 변화시켜 견직물을 염색하였다. 염색 후 

분광측색계(CM-2500d, Spectra Magic NX, Korea)를 사용하여 견직물의 K/S값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라카아제 매염 처리된 녹차염색 견직물의 K/S값은 미처리 시료에 비해 3배 향상되

었고, 매염순서에 따른 K/S값은 라카아제 후매염시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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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첨가제가 웻수트용 발포소재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 서론

최근 들어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윈드서핑, 다이빙 등에 필요한 

장비, 의류 등에 대한 시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반인들

의 해양 안전사고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되고 있는 장비 및 의류의 기능성을 

보강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이버용 수트 소재는 바닷물에 장시

간 노출시 물리적 특성의 저하로 인한 성능 저하 발생 우려가 있고 수심에 따라 급격한 수온 변

화로 인한 저체온증 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염수에서의 내수성과 보온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웻수트용 발포소재의 내구성 개선을 위하여 기능성 첨가제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발포소재의 물리적 특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2. 연구방법

기재 폴리머인 고무는 폴리클로로프렌고무(CR, Denka)를 사용하였고 기능성 첨가제는 카본블

랙, 실리카, 탈크 등을 종류별로 적용하였다. 기능성 첨가제의 함량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발포거

동 및 물리적인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동일한 밀도의 샘플로 염수에 침지하여 체적변화율을 

측정하였으며 각 배합별로 두께에 따른 보온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폴리클로로프렌고무 기재의 웻수트용 발포소재의 내구성 개선을 위하여 기능성 첨가제를 다양

하게 적용한 결과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인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염수에 대한 내수

성도 첨가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배합별 두께에 따른 보온성 측정 결과 첨가제 종

류 및 두께에 따라 보온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결론 및 고찰

해양용 웻수트 소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능성 첨가제를 적용하여 발포소재를 성형하여 

염수조건에서의 내수성 및 두께별 보온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기능성 첨가제의 종류 및 두께

에 따른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웻수트의 설계시 제품의 기능성 

보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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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유진, 추호정
서울대

패션렌탈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태도 연구

소유하지 않는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집, 차량, 생활제품, 미디

어 등 분야를 막론하고 그 범위를 넓혀 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의 변화와 맞닿아 

있는 현상이다. 과잉생산의 시대 속에서 방치된 상당수의 재화,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실

업과 소비위축, 소유에 따른 제반비용(AS 및 제품관리)의 부담을 지닌 노령가구와 1인가구의 급

증은 합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에서 나아가 유휴 자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공유경제 

서비스로 이어지게 되었다. 패션산업에서 이러한 공유의 개념은 중고품 거래 및 렌탈업 등으로 

기존에도 존재했으나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기술과 접목되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그 동안 소규모 형태였던 의류렌탈 서비스에 대기업이 가세하게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출

시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롯데 백화점의 ‘살롱 드 샬롯(Salon de Charlotte)’과 

SK의 ‘프로젝트 앤(PROJECT ANNE)’을 들 수 있다. 의류 대여 산업이 주목 받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관련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거나 선행연구의 시점이 다소 오래 된 상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패션렌탈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렌탈서비스의 이용현황을 살펴보고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속성과 소비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패션렌탈서비스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마케팅 전략에 이

론적인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패션렌탈서비스의 속성이 공유경제 서비스와 패션제품쇼핑 두 

측면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다양성, 경제성, 친환경

성, 쾌락성으로 서비스 속성을 도출하였다. 소비자 개인이 지닌 특성은 새로운 서비스 수용과 관

련된 혁신성과 쇼핑과 관련된 물질주의와 과시적 소비성향을 도출하였다. 패션렌탈서비스의 주 

이용고객인 20-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상의 서비스 체험을 포함한 온라인 설문지법을 사용하

였고 이 중 303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렌탈서비스의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속성과 소비자 특성을 확인한 

결과, 과시적 소비성향만이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주의와 혁신성

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렌탈서비스가 지닌 네 가지 속성은 모두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성, 쾌락성, 다양성, 친환경성 순으로 영향력이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소비자 개인의 특성보다는 서비스가 지니는 속성이 태도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하였다.

둘째, 소비자 특성만을 분리하여 이들이 패션렌탈서비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구

체적으로 과시적 소비성향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혁신성이 제한적인 수준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물질주의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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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패션렌탈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지닌 신뢰도의 조절효과를 밝혔다. 신뢰도는 패션렌

탈서비스의 속성 중 쾌락성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의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서비

스에 대한 신뢰가 이용 시 즐거움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여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서비스 속성과 소비자 특성이 패션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관련분야의 연구범위를 확장하고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태도를 실증

적으로 살펴본 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패션렌탈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인식을 살펴보고, 소

비자가 지각한 서비스 속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서비스 신뢰도가 지니는 역할을 증명

함으로써 실무적 시사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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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은정
국민대

스마트밴드의 디자인 평가가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전 세계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혹은 스마트패션 시장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 세부적 시장 동향은 초기에 비해 많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무엇보다 스마트패

션 시장이 점차 대중화 다각화 되면서, 제품적인 요소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흥미로 구매하던 초기 확산기가 지나면서 대중적인 확산

을 위해 스마트패션 제품 또한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과 함께 매력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기

존 스마트패션 제품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평가 및 구매의도를 

신기술의 수용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었으나, 스마트패션 제품의 디자인적 요소 혹은 디자인에 대

한 소비자 평가가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패션시

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피트니스 손목밴드의 디자인 평가가 그 구매의도 및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스마트패션 제품은 기능성을 탑재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패션 제품으로서 소비자들의 제품 

디자인 평가는 그 제품의 기능성 및 가치 그리고 결과적으로 제품 수용 및 구매 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제품에 대한 주관적 가치로 구매의 

가장 중요한 동인이다(Sweeneya &, Geoffrey, 2001). 지각된 가치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자신이 

지불하는 가격에 대해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기업의 제품에서 얻어지는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데 이는 다양한 감정적 주관적 상황적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

의 디자인 품질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갖는 호감과 긍정적 감정을 상승시키고 그 결과 소비자

가 지각하는 주관적인 제품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의 구매 의도를 높

일 것이다. 또한 소비자 관여는 소비자의 개인적 제품 관여도에 따라 디자인 평가가 제품의 지각

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에 중요한 조절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 다음

과 같은 가설이 수립되었다:

H1: 스마트밴드의 디자인 평가는 제품의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스마트밴드의 지각된 가치는 제품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소비자 관여는 스마트밴드의 디자인 평가가 제품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

과를 가질 것이다. 

본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설문지법이 사용되었으며 총 150명의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53%는 여성이고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5.3세였다. 가설검증

을 위한 다단계회귀분석 결과 응답자의 스마트패션 제품에 대한 디자인 품질 평가는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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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1: β=.49, t=10.35, p < 

.001). 이로써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지각된 가치는 소비자의 스마트밴드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다 (H2: β=.51, t=11.78,p < .001). 따라서 가설 2는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단

계회귀분석 결과 응답자들의 관여수준에 따라 디자인 품질 평가가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H3: β=-.34, t=9.35, p < .01). 따라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본 연구 결과 스마트밴드 제품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는 제품의 가치 평가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고 이는 소비자의 관여수준에 따라서 달라져 관여가 높은 사람

들일수록 제품의 디자인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제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적인 응답자 수를 고려했을 때 이후 더 많은 응답자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추가적 검증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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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연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모든 면에서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

식과 정보를 습득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재직자들의 경우 입사하기 전 학교에서 배

운 지식만으로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직장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직자 평생교육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재직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인적

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차원에서도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많은 지

원을 하고 있다. 특히 재직자들을 위한 패션교육의 경우 패션관련 중소기업의 자체 개발 프로그

램,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패션기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패션전문학원 및 직업훈련학교 등에

서 개설한 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처

럼 다양한 경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직자 대상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떠한 동기요인이 교육훈련 만족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패션기업의 재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동기, 만족, 

성과, 자기효능감, 직무열의의 요인구조를 알아본다. 둘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패

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이 패션

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패

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다섯째, 패션교

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열의(활력, 헌

신, 몰입)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교육훈

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

는 선행연구(고유리, 2015; 김애련, 2004; 박미희, 2010; 이종환, 김성환, 2015; 진혜원, 2013; 조

윤성, 2013; Schaufeli et al., 2006)에서 사용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

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

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12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

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은 남자가 16%, 여자가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위는 사원이 67.9%, 주임이 9.4%, 

대리가 10.4%, 과장이 7.1%, 과장이상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내 교육훈련 프

로그램 참여횟수는 1회가 47.6%, 2회가 18.4%, 3회가 16.5%, 4회가 7.5%, 5회가 9.9% 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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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동

기는 조직지원동기, 목적지향동기, 학습지향동기의 세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패션교육훈련 프로

그램 만족,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 자기효능감은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직무열의는 활

력, 헌신, 몰입의 세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교육훈련 프

로그램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지향동기는 패션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581, t=10.483, 

p>.05) 조직지원동기와 목적지향동기는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β조직지원동기=.121, t=1.813, p>.05; β목적지향동기=.024, t=.356, p>.05). 이는 재직

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기가 패션과 관련된 새로

운 지식이나 기술 획득을 원하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학습지향 동기임을 의미한다. 둘째, 패션교

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은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524, t=8.923, p<.001). 이는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패션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참

여동기가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학습지향동기가 패션교육훈련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23, p<.01). 다섯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동기

가 패션교육훈련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열의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활력차원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활력이 높을수록 

목적지향동기가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50, 

p<.01). 

본 연구결과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만족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한 

참여동기적 접근과 개인특성 변수의 활용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해

는 효과적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미래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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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란
호원대

K-Fashion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전략 연구:
호원대학교 지방대학특성화사업을 중심으로

1. 서론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의 양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대학교육에서도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전략을 중요시 하고 있

다. 즉 미래사회에는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요구되고 있다.

2014년 교육부는 세계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질적 수준 제고 전략을 위해 

‘소수의 강한 대학 육성’에서 ‘다수의 강한 대학 육성’으로 변화될 필요로 2014년 교육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방대학을 지역 창조경제 조성의 주인공으로 육성 지원하기위해 

‘CK-Ⅰ(university for Creative Korea)라고 사업명을 정하고, 학부교육 내실화 및 다양한 학문분야 

활성화를 통해 지방대학이 창의적 역량있는 인재 육성에 기여토록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

전략을 도모 하도록 하였다. 특성화 사업의 추진전략은 개별 대학이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추진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대학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K-Fashion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Glocal K-Fashion 리더를 양성하여 K-Fashion의 실용화 및 글로컬

화를 이루어내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 본론 

K-Fashion이란 한국의 전통섬유소재와 한국적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ICT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한국패션문화를 창출하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이는 천연, 전통, 

기능, 첨단, 감성, 디자인 등 제 요인이 융합되어 지구촌으로 확장되는 한국패션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한국패션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K-Textile, K-Design, K-Product, K-Commerce, 

ICT Fashion 등 5개 분야의 특성화를 추진하였다. 실행전략은 한지사를 이용한 어패럴 신소재 개

발, K-Design은 한국전통문화 어패럴디자인, ICT 융합 K-Fashion 디자인, 실용화 제품 개발 및 

생산 등으로 정하였다.

핵심목표는 지역산업체와의 상생, K-Fashion 전략기지 구축, 한류패션섬유메카 등 3개부문으로 

크게 구분하고 한지사직물, 지역문화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전북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전통문화, 

한스타일 문화 재해석, K-Fashion 문화의 글로컬화, ICT 융합, K-Fahsion 시장창출, K-Fahsion 전

문가 양성 등의 키워드를 정하였다. 핵심 전략으로는 크게 취업역량강화, 학습역량강화, K-Fashion 

교육강화, 학생창업교육강화 등 4개 부문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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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소재인 한지를 이용하여 한지사 직물을 개발하고, 지역전통한지산업의 매출 돌파구를 

모색하고, 한스타일 문화를 재해석하여 현대적 디자인 개발을 하여 지역문화의 K-Fashion 개발 

및 글로컬 확산 전략기지화를 만들어 한류산업의 발상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디자인과 

ICT와 현대적 요소를 융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K-Fashion 제품을 개발하여 K-Fashion 시장개척

을 한다. K-Design 및 K-Product 모듈을 개발하고 개발제품의 상품화를 통해 전북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창출을 하고자 한다. 

Golcal + Local 이미지 기반으로 가장 한국적인 제품이 가장 세계적인 디자인으로 부각될 수 

있는 창의인재를 양성하여 문화산업의 미래형 성장동력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창의인재양성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은 크게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

다. 교과 및 비교과프로그램을 피드백하고 환류함으로서 창의적인 K-Fashion 제품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 K-Fashion 교육프로그램, 1팀(학생)1사(예술가)1

교수 가족맺기, 지역문화융합 K-Fashion show, 지역산업체와의 협업(팀티칭), 지역사회 K-Fashion 

전문가와의 협업기반 사업추진, 현장실무전문가 특강, 산업체현장실습, 창업멘토링, 산업체 견학, 

창업지원, 진로개발특강, K-Fashion 제품평가 등이다. 실무중심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산업

체와의 현장실습교육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창의교육의 질을 높였다. 

교과과정은 SWAT 분석을 통하여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공역량과 

직무들을 분석하여 실무중심형 특성화 교과목을 도출하였다.

실습기자재 및 ICT 융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비하고, Glocal Design Lab실을 확충하여 

K-Fashion 제품의 실용화와 상품화 디자인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였다.

학생들의 창의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K-Fashion 실용화지원센터, K-Fashion Studio 

등)하고 활성화 하여 운영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한국적인 특징을 가진 K-Fashion의 실용화 상품화를 위해 창의 전문성을 가진 Glocal Leader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전략은 한국적인 소재인 한지를 이용한 한지사 직물개발을 기반으로 하여 한

스타일 문화를 재해석하여 현대적인 디자인 개발을 하고, 한국문화전통에 ICT 기술과 현대적인 요

소를 융합한 신개념의 한국패션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전략을 세웠다.

교육을 통한 창의인력 교육전략으로 전통문화의 잠재력, 현대적 감각이 접목된 대중적 디자인

으로의 재탄생 가능성, 지역문화의 세계적 문화로의 발돋움 가능성, 전통문화의 대중적 친근성 확

대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으며, K-Fashion 제품개발로 신규 시장창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지역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디자인 감각을 현실화 시킬 수 있고, 취‧창업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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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연계하여 학생들의 취‧창업촉진 등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여 지역산업체의 

신규아이템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제공, 산업체 매출확대 및 블루오션 시장개척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한류문화국제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이상적인 시장으로 떠오른 K-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여 지역의 차세대트렌드를 선도할 한류패션교육메카가 될 수 있도록 기틀

을 세우고자 한다. 아직 K-Fashion 전문양성 교육기관이 없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특성화

된 K-Fashion 전문인력 양성을 하여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한 인력을 양성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래서 K-패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K-Fashion을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플랫폼이 

되어 한국적문화를 탑재한 새로운 마케팅기법이 도입되는 K-Fashion 산업을 열어가고자 한다. 

제언으로는 한국적디자인으로 세계를 주도할 만한 제품과 인력이 양성 될 수 있도록 계속 노

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지속적인 창의적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교육을 위한 많은 재원 

요구되고,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방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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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 의류 매핑 앱(APP) 및 웹(Web) 기술의 상호연계를 
통한 인터넷 기반 모바일용 스마트 의류기획 시스템 

1. 서론 

국내 패션산업은 외국 SPA 브랜드에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국내 브랜드에서도 SPA 브랜드를 

다수 런칭 하여 고객의 니즈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다. 마케팅분야에 있

어서는 온라인 마켓에서의 의류 판매가 빠른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기존 오프라인 브랜드 기업

들도 온라인 마켓을 확장하면서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

적인 정보를 접하게 되는 소비자들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으로 전환되어 의류 기업

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소비자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류 기업들은 고객

의 니즈를 충족할 빠른 기획/생산에 대응하는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

는 다양한 인터넷 기술들을 활용하여 기획과 마케팅을 충족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은 인터넷을 활용한 섬유, 의류기업의 빠른 기획과 마케팅에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의류기획 시스템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일반 소비자에게 체계화된 여성 의류의 분류와 온

라인 의류기획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의류 컨텐츠 연구 개발을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및 개발과정

온라인 의류 기획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섬유/의류 기획용 디자인 CAD 시스템내에

서 주로 활용하는 기술들을 분석하여 온라인 기술(DPing APP)로 개발하였으며, 주요 기술로는 원

단의 매핑 기술 및 텍스타일의 리핏 기술, 그리고 매핑을 위한 그리드 기술을 개발하였다. 원단의 

매핑 기술에서는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서버에서 시뮬레이션 알고리즘을 모듈

화 하여 스마트폰에서 매핑에 대한 명령이 수행될 경우, 웹 서버에서 매핑 알고리즘이 원단 매핑 

후 결과물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도록 진행되었다. 텍스타일 기술 중 리핏 기술은, 기존의 디자인 

캐드에서는 리핏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Auto Repeat"을 창작의 도구로 사용하였지만, 온라인 시

스템에서는 만들어진 리핏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추출된 리핏 이미지를 저장, 

매핑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매핑을 위해서는 제공되는 의류 컨텐츠에 그리드

(Grid) 작업이 되어 있어 원단이미지 매핑시 그리드에 따라 이미지가 반복 적용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그리드를 별도로 추출하여 촬영된 사람의 체형에 대입후 매핑에 활용하도록 개발되었다. 

DPing 앱에서 제공되는 의류 컨텐츠는 약 160여 종 이상이 있으며, 여성복의 경우, 한국생산

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여성 대표 의류를 캐주얼 13개, 정장 4개로 분류하여 의류를 직접 제작 및 

촬영하여 매핑용 컨텐츠를 제작하였으며, 기타 의류 외에 인테리어분야의 컨텐츠도 제작하여 다

양한 제품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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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국내 패션시장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여성복 구매품목과 소

비자 태도분석 등을 통해 의류 콘텐츠 개발을 위한 품목분류, 품목별 샘플 의류의 개수, 그리고 

각 품목별 세부 디자인 선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 여성복 구매 품목 분석

   - 여성복의 경우 블라우스나 셔츠의 구매 비중이 20%로 가장 높음

   - 치마나 바지정장이 16%, 바지가 14%, 원피스가 9%, 코트류가 7%, 자켓, 치마, 가디건니

트류가 5-6%내외로 나타남

   - 계절적인 영향으로는 가을겨울에는 정장, 코트류, 자켓, 가디건니트, 바지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봄여름에는 블라우스나 셔츠, 원피스, 치마류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모바일 맵핑 소프트웨어 제작을 위한 샘플 의류 분류

   - 여성복 품목 선정

     : 여성복에서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의 비중대로 품목별 샘플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선

정하였다.

품목
블라우스/ 

셔츠

치마/ 

바지정장
바지 원피스 코트 자켓 치마

가디건 / 

니트
합계

샘플수 24 14 10 10 8 8 8 8 90

3. 결과 및 고찰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DPing 앱은 iOS,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있

으며, 관련 학과 학생들 및 일반인들은 iOS의 “앱스토어” 및 Android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DPing 앱에서는 160여종 이상의 의류, 인테리어 컨텐츠에 제공되는 원단 

이미지를 매핑해볼 수도 있으며, 직접 원단 사진을 촬영하여 리핏을 추출한 후 리핏 이미지를 의

류 컨텐츠에 매핑하여 최종 완제품을 기획해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매핑한 결과물을 “이미

지 검색” 기능을 통해 유사 제품들을 검색하여 디자인 기획시 디자인 소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메모” 기능과 “공유”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만든 완제품 이미지를 SNS(카카오톡, 이메일, 

Facebook등) 통해 생산처 및 타인과 공유할 수도 있다. 

<그림 1> DPing 앱의 리핏 추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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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Ping 앱의 메모 및 공유기능

 

<그림 3> DPing 앱의 의류 컨텐츠, 원단 매핑

<그림 4> WebTex3D의 온라인 의류 매핑 프로세스

4. 결론

이러한 스마트폰용 의류, 섬유 기획용 APP은 의류 기획시 빠른 완제품 기획을 가능하게 만들

며, 특히 섬유 생산, 판매 기업들에게는 자사의 최신 제품들을 바이어에게 원단 스와치 뿐만 아니

라 의류 완제품을 샘플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지로 사전에 보여줄 수 있어 기술적 한계와 비용 

절감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로 자사만의 전용 의류제품(상품)들을 소비자들

에게 홍보하거나, 기획/품평용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홈페이지 형태의 Web solution인 WebTex3D와 

연계되어 브랜드의 제품만으로 구성하여 홈페이지내에서 Customizing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이 가

능하고, 또한 DPing APP 내에서도 브랜드 전용의 제품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이 가능하다. 즉, 온라

인을 통한 맞춤의류, SPA용 디자인 기획, 온라인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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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파람*, 이효진
전북대

앵크루와야블(Incroyable)에서 나타난 하위문화적 특성

의복은 사회적 용도와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화적 기호이다. 문화는 특정 집단들이 집

단의 삶을 의미 있는 모양이나 형태로 실현시키거나 객관화시키는 실천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사회적으로 주어진 의복이 표현하는 의미는 특정 집단에 의해 사회적으로 수정되고 재구성 될 수 

있다. 이처럼 문화는 사회집단들이 독특한 삶의 패턴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그들의 사회적 및 물

직적 경험들에 표현양식을 부여하는 층위이며 하위문화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정식화된 특유한 

역사적 조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앵크루와야블(Incroyable)은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몰

락한 구귀족들과 젊은 댄디(Dandy)무리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당시의 부르주아 이미지를 추

구하던 남성 복장과는 다른 외관의 복식을 의도적으로 착용하였으므로 특정 집단에서 주류문화를 

거부하는 하위문화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앵크루와야블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프랑

스 혁명으로 인하여 나타난 정치적인 상징의 관점에서 앵크루와야블을 다룬 연구(문혜경ㆍ은영자, 

1991; 이미숙ㆍ조규화, 1999)와 이유경(2004)의 프랑스 혁명 이후 공포에 대한 반동작용으로서 나

타난 앵크루와야블을 다룬 연구가 있다. 그러나 총재정부시대 앵크루와야블의 패션이 가지는 역

사적인 특징과 그 내면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패션사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앵크루와야블 현상의 외적인 복식형태만이 아닌 그 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앵

크루와야블에서 나타난 하위문화적 특성을 도출 및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로 국

내외 서적 및 연구논문을 토대로 하여 실증적 자료로써 국내외 자료사진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앵크루와야블이 나타난 프랑스 총재정부 시대(1795~1799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보았다.

1794년 공포정치가 끝난 후, 프랑스는 혁명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일상의 즐거움을 추

구하고자 하였으며 자유에 대한 도취가 만연한 사회적 상황 분위기는 특히 자기표현으로써 의복

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때에 남성적 산물로 등장한 것이 이색적이고 대담한 모습의 앵크루와

야블(Incroyable)이다. 당시 일반적인 앵크루와야블 복장의 경우 헐렁한 바지 위에 긴 자락이 달

린 프록코트를 입었으며, 꼭 끼는 퀼로트(culotte)를 입고 상의의 아주 넓은 라펠(lapel)과 아랫입

술을 덮을 정도로 크라바트를 높이 달았다. 또 금귀걸이로 치장된 그들의 귀는 길게 늘어뜨린 머

리타래 위로 살짝 튀어나와 있었으며 다른 땋은 머리는 빗과 함께 등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넓은 창이 달린 모자를 착용하였으며 옹이투성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 이러한 앵크루와야블

의 모습은 당시 지배문화였던 부르조아들의 패션 변화에 따르지 않고 구귀족의 패션을 과장된 형

태로 착장함으로써 능동적 체제저항의 모습을 보였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연구의 결과 앵크루와야블의 외적요소에 나타난 하위문화적 특성은 영국의 댄디즘으로부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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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스타일을 변형하여 가시적인 측면에서 그들만의 고유한 스타일

을 확립함으로써 주류문화와 차별성을 가진 것이다. 앵크루와야블의 내적요소에 나타난 하위문화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저항적 특징을 가지는 반문화운동으로 능동적 저항의 문화이

다. 둘째, 구귀족과 젊은 댄디 그룹에 의해 수용되었으며 이는 계층문화 및 세대문화의 혼용을 

뜻한다. 셋째,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기존 체제와는 상이한 계몽문화 및 계급변화에 뒤이어 공

포정치시대의 불안에 저항하며 나타난 앙시앵레짐(ancien régime) 체제로서의 회복을 패션을 통

해 의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그들만의 가치임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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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 이효진
전북대

18세기 서양복 텍스타일에 표현된 로코코 시누아즈리
(Rococo Chinoiserie)

17세기 초 영국이 유럽 및 극동 지역과의 무역 촉진을 위해 동인도회사를 설립한 기점으로 유

럽인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양의 문물을 접하게 되면서 중국 미술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이 시대 로코코예술양식과 동양을 대표하는 중국에 대한 환상과 열정이 결합

하여 결과적으로 동서양 모두에게 이국적인 스타일인 ‘로코코 시누아즈리(Rococo Chinoiserie)’가 

탄생하게 되었다. 시누아즈리(chinoiserie)는 프랑스어로 중국을 의미하는 시누와즈(chinois)에서 

유래된 용어로 중국적 모티브가 지배적인 유럽 미술의 한 유형이다. 이는 18세기에 그 범위가 시

공간적으로 확장되어 동양의 여러 문화권을 포괄한 이국 취향이 당시 유럽의 미의식, 시대정신과 

결합하여 환상적으로 창조되었으며 로코코예술양식과 어우러져 낭만적이고 유연하며 신비로운 분

위기의 스타일이 새롭게 탄생한 것으로 이를 ‘로코코 시누아즈리’ 라 명명할 수 있다. 이는 서양

의 관점으로 동양을 연구하는 오리엔탈리즘 중에서 차이니즘(Chinism) 즉 중국풍에 포함되는 개

념이다. 로코코시대 디자이너들은 자유로운 곡선의 움직임, 비대칭적인 시누아즈리에 열광했으며, 

특히 이를 직물의 텍스타일로 표현했고 이것이 복식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로코코시대 복식의 장

식적인 면에 풍부함을 더하는데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특히 로코코 시누아즈

리가 표현된 서양복 텍스타일을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로코코 시누아즈리의 문양의 특징과 미학

적 가치를 밝히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로는 특히 텍스타일에 로코코시누아즈

리가 다양하게 표현되었던 여성의 로브, 남성의 웨이스트코트를 중심으로 실증적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 실존 유물 복식이나 회화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의 박물관 사이트와 18세기 패

션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시누아즈리 텍스타일에 대해 분석했다.

로코코 시누아즈리의 텍스타일에는 주로 중국인들의 생활모습, 인물, 풍경, 중국의 대표적 건

축물인 파고다 등이 주된 모티브로 활용되어 불규칙적이고 자유로운 곡선이 표현된 화려한 색상

의 로코코시누아즈리 텍스타일이 다양하게 디자인되었다. 유럽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문양으로 꽃문양, 새문양, 파고다문양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꽃문양은 오랜 시간동안 동, 서

양의 복식에 널리 사용된 문양이지만, 로코코 시누아즈리의 꽃잎 표현에서는 이전 유럽 복식에 

나타나지 않던 그라데이션 색구성과 매우 사실적인 표현을 볼 수 있으며 율동적인 패턴의 전개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새문양은 유럽에서는 중국의 상징성은 사라지고 그 형태를 상세한 묘사

와 함께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파고다 문양은 18세기 유럽 복식에 본격적으로 나타

난 것으로 그 양식이 매우 중국적인 것이지만 상상력을 더한 낭만적인 텍스타일로 변형되었다.

서양복 텍스타일에 표현된 로코코 시누아즈리 특성은 중국의 상징성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중

국 문양의 형태와 색 구성, 자수기법에 영향을 받아 로코코 스타일과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비대

칭적이며 비규칙적인 조형성을 가지며 사실적 표현과 함께 나선형의 유연하고 생동감 있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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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로코코 시누아즈리 스타일의 문양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로코코 시대를 비롯한 근대시대의 예술에 있어 시누아즈리는 회화, 건축과 가구, 도자기, 공예

품 등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오늘날까지 시누아즈리가 동양풍 복식의 실루엣, 직물의 문양, 색

상과의 조화 등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고 있음을 패션트렌드에서 읽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어 시누아즈리의 예술성과 미학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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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김영삼
중앙대

현대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유희성에 관한 연구:
모스키노 컬렉션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의 특성에는 본연의 삶에서 재미를 추구하는 유희적 특성이 존재한다. 아주 오래전

에는 놀이문화를 통하여 유희를 하였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TV, 인터넷 스마트폰, SNS와 같은 대

중매체를 통한 유희적 패션으로 개인의 뚜렷한 정체성과 개성을 드러내고 정신적인 유희를 찾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패션의 개념은 과거에는 단지 신체 일부를 가리는 용도로 인지되었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패션은 각자의 뚜렷한 정체성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자 그 안에서 정신적인 

유희를 찾을 수도 있는 중요한 매체가 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의류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유희와 

패션을 연관 짓는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브랜드 모스키노는 전체적 의상에 위트와 유머러스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유희의 대

표적인 브랜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스키노 컬렉션의 유희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전문서적과 인터넷 자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유희의 개념 정의와 현대 패션에 공

통적으로 나타나는 유희성에 관한 사례들을 연구 하였으며, 연구범위는 유머와 스타일에 있어 매

우 독보적인 디자이너 제레미 스캇이 모스키노에서 처음 그의 컬렉션을 선보였던 2014 F/W 시즌

에서 2017 F/W 시즌까지로 한정하였다. 인터넷 자료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디자이너 제레미 스캇

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브랜드 모스키노 컬렉션에 나타난 유희성을 분석하기 위해 패션 정보 사

이트인 보그를 통해 이미지 자료를 수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모스키노 컬렉션 이미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희성을 나타내는 표현기법

에는 그라피티, 패러디, 데포르마시옹과 콜라주, 팝아트, 트롱프뢰유, 데페이즈망 기법이 나타났

다. 그라피티의 표현기법은 옷 안에 기호와 낙서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났으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표현들이 많이 출현하였다. 패러디 기법은 주로 모방과 풍자를 통하여 사회의 부

조리한 면을 가볍게 조소하고 재치 있게 재해석하였다.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은 주로 옷의 디

자인적 요소들과 실루엣을 변형시켜 시각적인 흥미를 느끼게 해주었으며 콜라주의 표현기법은 다

양하고 이질적인 오브제를 가위로 오려 붙여 유희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팝아트의 표현기법

은 대중적인 이미지를 옷에 프린팅하는 동시에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점을 풍

자하여 드러내기도 하였다. 트롱프뢰유의 표현기법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오브제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시각적인 착시를 불러일으켰으며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은 오브제가 쓰이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기이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본래 오브제의 용도에 관한 고정관념을 

깬 엉뚱한 발상의 전환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이 밖에도 두 가지 이상의 표현기법들이 동시에 나

타나기도 하였으며, 이는 보다 개성이 강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끌고 현

실성이 떨어지는 비현실적인 느낌의 디자인으로 간접적인 일탈을 느끼게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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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 브랜드 모스키노 컬렉션에서 나타난 유희성의 특성에는 주목성, 모방성, 왜

곡성과 창조성, 대중성, 환상성, 의외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그라피티의 표현기법에서는 채도가 

높은 색을 통해 보는 이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주목성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패러디의 표현기법에

서는 특정한 이미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보는 이들에게 순간적으로 특정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모

방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데포르마시옹의 표현기법에서는 옷의 실루엣을 과장, 축소, 비대칭의 방

법으로 왜곡하는 왜곡성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콜라주의 표현기법에서는 매우 다양한 오브제 및 

디자인적 요소들을 가위로 오려 붙여 새로운 옷으로 재해석되는 창조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팝아

트의 표현기법에서는 대중적 이미지를 그대로 차용하여 친근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대중성의 

특성이 나타났으며, 트롱프뢰유의 표현기법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

여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시각적인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환상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데페이즈망

의 표현기법에서는 오브제들의 용도의 전환과 엉뚱한 위치로 배치시켜 기이한 느낌을 주는 의외

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모스키노 컬렉션에 나타나는 유희성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미래 패션업계에 유희성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의의를 찾고자하며 현재 여러 

브랜드에서 유희적 디자인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유희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

를 기대하는 바이다.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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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미, 염혜정
전북대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곰(Bear) 이미지 연구 

패션은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는 모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양식문화이며 의사소통의 

표현 수단이다. 현대 패션은 개인의 기호를 뛰어넘는 취사선택의 동기가 다양해졌으며 그 형태와 

이미지 또한 더욱 다양해졌다. 최근 패션을 비롯한 예술, 디자인 분야에서는 실험적이고 창의적

인 디자인 요소로 동물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곰 이미지는 관습적인 형태를 벗

어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동물 캐릭터로서 곰은 긍정적인 특성과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친근한 이미지, 자연스러운 이

미지로 주목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하며 이러한 특성과 이미지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상징ㆍ기호 가치에 더 많이 주목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미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동물 캐릭터 중 곰

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이미지의 특성을 살펴보고, 최근 패션에서 표현된 곰 이미지 디자인들을 수

집하여 그 특성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를 통해 특정 동물 이미지를 활용한 

창의적 디자인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곰과 관련한 이론서, 패션관련 서적, 인터넷 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

찰과 해외 패션전문잡지 등을 통한 시각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2010년 이후 패션 컬렉션 뉴

욕, 파리, 런던 컬렉션에서 발표된 디자이너 작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컬렉션에 등장하는 

곰 이미지의 실루엣, 소재, 프린트 및 장식을 포함한 디자인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곰 이미지는 과거 유머러스하고 귀여운 이미지에서 최근

에는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으로 희소성의 가치, 럭셔리한 느낌으로 재해석되면서 감성적 아이콘

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곰 이미지가 패션 디자인에 활용되어 왔는

데 그 특성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락적 이미지로서, 동물의 친근함과 유머러스한 

재미로 현대인들의 키덜트(Kidult) 감성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둘째, 앤드로지너스 이미지로서, 부

드러운 남성성과 강하고 거친 여성성을 곰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셋째, 사실적 이미지로서, 퍼, 

프린팅과 같은 사실적인 곰 이미지로 동물과 환경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였다. 넷째, 모방적 이미

지로서, 영화나 동화 등의 캐릭터로 알려진 곰의 친숙한 이미지를 모방하는 것인데, 주로 패션 

광고나 프로젝트 상의 협업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곰 이미지는 다양한 표현 기법이 있으며, 창의적이고 실험적

인 디자인의 영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패션계에서 동물이미

지를 활용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패션을 포함한 확장된 디자인 영역

에서도 발상기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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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정삼호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플리스 소재를 적용한 패밀리 미들웨어 캠핑룩 및 캠핑침장 
용품 개발 

1. 서론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삶의 질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주말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레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 시간 단축과 소득의 증가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고 

현재를 즐기며 소비에 집중하는 욜로(YOLO) 라이프가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여가 활동

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가 시간의 활용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

다. 이러한 여가 형태의 변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캠핑아웃도어진흥원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캠핑을 즐기는 인구는 대략 500

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던 캠핑시장은 2008년도 

200억 원에서 2014년도 약 6,000억 원 시장으로 6년 새 30배나 급성장했다. 이처럼 캠핑이 여가

문화를 주도하는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캠핑용품과 캠핑의류 등 연계 상품들이 잇달아 출시

되고 있고, 소비시장의 범위 또한 넓어지면서 캠핑 활동의 성격에 맞는 복장과 기능의 용품을 개

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중인 캠핑의류 및 침장 용품들은 대부분 고가

의 수입브랜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컬러 및 문양이 제한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 제품들만 

판매되고 있으므로 수입 대체 및 국내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과 기술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제품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캠핑은 산과 바다 등 야외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여가 문화로 특히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멀티플레이어 제품을 요구

하고 있다. 플리스는 가벼우면서도 양모와 같은 고감성 감촉과 우수한 보온성능, 다른 아우터와 

레이어드 연출이 가능한 실용성을 갖춘 소재로 일교차가 큰 야외 활동시 활용도가 높아 캠핑의류 

및 침장용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이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캠핑룩 및 캠핑침장 용품 트렌드 분석 및 제품 구매행동, 선호도 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플리스 소재를 적용한 패밀리 미들웨어 캠핑룩 및 

캠핑침장 용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으로는 소비자 선호도 및 매출 순위를 통해 선정된 국내ㆍ외 캠

핑룩 및 침장 용품 10개 브랜드의 제품 조사 및 트렌드 정보 사이트 분석을 통한 시장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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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플리스 소재를 적용한 패밀리 미들웨어 캠핑룩 및 캠핑침장 용품 개발을 위해 서울, 경기도, 

지방대도시에 거주하는 패밀리 캠핑 경험이 있는 20-60대 이상의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 18일부터 2017년 8월 27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1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무응답 설문지

와 불성실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한 9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플리스 소재를 적용한 패밀리 미들웨어 캠핑룩 및 캠핑침장 용품 개발을 위한 제품 분석 및 

트렌드 정보사이트 분석을 통한 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캠핑룩 경향은 

‘고프코어(Gorpcore)’ 즉 못생긴 옷들이 유행하고 있다. ‘고프(Gorp)’는 캠핑이나 트레킹용 아웃도

어 의류를 지칭하는 단어로 ‘고프코어’는 캠핑과 아웃도어에 못생긴 옷들이 유행하고 있다는 말로 

‘파타고니아’의 플리스 소재 레트로 X나 ‘유니클로’의 후리스, ‘노스페이스’나 ‘아크테릭스’의 윈드 

브레이커 등의 못생기면서도 스타일리쉬한 리얼 캠핑의류들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아

웃도어의 기능과 야외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매칭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선호하는 캠핑 족들을 겨냥해 계절과 상관없이 다

양한 상황과 조건에서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 다기능성을 지닌 미들웨어 재킷과 아이템 전환(판쵸

-담요, 코트-침낭)을 통해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트랜스포머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캠핑 룩 

및 캠핑침장 용품 소재로는 수분에 강하고 물세탁이 가능하면서 보온성, 경량성, 실용성을 갖춘 

플리스 소재가 재킷 및 베스트, 티셔츠, 담요, 블랑켓, 체어 커버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감성캠핑 

열풍으로 획일적인 캠핑 스타일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모던해진 디자인 제품들이 선보여졌다. 패

밀리 캠핑룩은 디자인 보다는 같은 계열 혹은 비슷한 계열의 색상과 톤으로 통일한 제품들과 동

일한 프린트 또는 문양으로 통일한 제품들이 많았다. 

온라인 캠핑 동호회와 경기도 근처 캠핑장 두 곳의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캠핑 시 주로 함께 가는 대상은 가족/배우자(50%)가 가장 많았고, 응답자들 중 가족캠핑 경

험이 있는 응답자는 87.5%로 나타났다. 1년에 캠핑 가는 횟수는 1회(43.8%)가 가장 높았으며, 평

균 숙박 기간은 1박 2일(56.3%)로 ‘스트레스 해소/휴식/힐링’(43.8%)과 ‘가족화합’(43.8%)을 목적으

로 캠핑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캠핑 침장 용품 소지 개수는 1개 이하(50%), 2-3개 이하

(43.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선호하는 캠핑 시즌은 가을시즌(50%)으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

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전 준비된 글램핑(56.3%)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

리 미들웨어 캠핑룩 및 침장 용품 구매행동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2.5%가 가족 캠핑을 목적

으로 캠핑의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51.3%가 캠핑침장 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캠핑의류 구매 횟수는 2-3회(73.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캠핑의류의 평균 지출 비용

은 5만원 이상-10만원 이하(50%), 캠핑침장 용품은 5만원 이상-15만원 미만(56.3%)인 것으로 나

타났다. 캠핑의류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품질(50%), 디자인(37.5%), 색상(12.5%)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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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캠핑 시 의류 아이템으로는 재킷(42.7%)을, 침장 용품으로는 침낭(27.1%)을 주

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리스 소재를 활용한 캠핑의류 또는 침장 용품 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3%가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구

매 아이템은 재킷(57.7%), 침낭(23.1%), 담요(15.4%), 멀티스카프(3.8%)순으로 나타났다. 플리스 

소재를 적용한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로는 보온의 기능성(68.8%)과 가벼운 중량(25%)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 캠핑 시 선호하는 캠핑 의류 색상은 블루계열(31.3%)과 블랙(25%)으로 나타났으며 

문양은 단색인 솔리드(53.1%)를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노르딕(17.7%) 문양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캠핑 시 선호하는 캠핑침장 용품 색상은 블루계열(36.5%)과 그레이(19.8%)순으로 

나타났으며, 문양은 북유럽풍(46.1%)과 기하학(18.8%) 순으로 나타났다. 

캠핑룩 및 침장 용품 브랜드의 제품 분석과 트렌드 경향,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 니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패션성과 기능성, 활용성을 고려한 패밀리 미들웨어 캠핑룩 및 트렌스포머블 침

장 용품의 텍스타일(6건) 및 디자인개발(6건)을 진행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캠핑룩 및 침장 용품의 제품 분석과 트렌드 조사,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니

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패밀리 캠핑룩용 플리스 소재의 미들웨어와 캠핑 침장 용품의 디자인 및 

텍스타일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 다기능성과 동시에 트

렌디한 패션성, 실용성, 활동성을 가미한 패밀리 미들웨어 캠핑룩 및 캠핑 침장 용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세분화ㆍ차별화된 요구에 대응함으로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캠핑 의류 및 침장 용품의 

내수 개발로 수입의존도를 낮춰 수출 활성화를 겨냥 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으며, 감성캠핑 열풍

으로 남들과 차별화된 이미지와 개성을 표출하려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고가의 수입제품 

위주의 캠핑제품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캠핑 제품의 진화를 선도하는 디자인 기반의 제

품 개발로 패션의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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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권미정
부산대

아이돌 뮤직비디오에 나타난 컨셉별 패션스타일 연구

1. 서론

1990년대 말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본격적으로 등장한 아이돌 그룹(Idol group)은 2017년

인 지금, 대중문화를 이끄는 선두주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k-pop 열풍을 이끌어 내고 있는 

주역이다. 최근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Billboard Music Awards의 ‘Top Social Artist’ 부

문에서 수상할 정도로 한국 아이돌의 위력은 전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이돌 그룹이란 주로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가장 높은 인기를 얻는 연예인을 말한다. 연령대는 10대 초중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다양하나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포진해 있다. 아이돌 그룹은 대중음악에서 

뿐만 아니라 패션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2000년대 후반, 전국에 컬러 스키니 진 

열풍을 일으켰던 아이돌 그룹인 <소녀시대>, 2013년에 과거 유행했던 테니스 스커트를 다시 부활

시킨 걸 그룹 <에프엑스>, 한국의 대표적인 패션 아이콘인 <빅뱅>의 지드래곤이 유행시킨 반스 

스니커즈 등 아이돌 그룹은 대중 패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돌 패션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아이돌 뮤직비디오를 분석하며 다룬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아이돌 그룹

의 다양한 이미지 컨셉 유형을 분석하고 둘째, 유형별 패션스타일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남녀 아이돌을 선별하여 대중들에게 환호 받는 아이돌

들은 어떤 컨셉과 패션 유형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실제적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녀 아이돌 그룹 각각 3팀씩을 선정하여, 그 그룹들의 

가장 최근의 뮤직비디오 3편에 나타난 컨셉과 패션스타일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의 선정 기준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한국

기업평판연구소의 브랜드 빅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된 ‘아이돌 그룹 브랜드 평판’에서 1,2,3

위에 이름을 가장 많이 올린 그룹들로 선정 하였다. 남자 그룹의 경우, 2017년 1월에서 2017년 8

월 동안 <방탄소년단>이 가장 빈번히 이름을 올렸으며, 그 다음으로 <엑소(EXO)>, <세븐틴> 순

으로 나타나 이들을 최종 3그룹으로 선정하였다. 걸그룹의 경우, 남자 그룹과 같은 시기 동안 

<트와이스>가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으며, <레드벨벳>, <블랙핑크> 순으로 나타나 이들을 최종 

3그룹으로 선정하였다.

패션 분석의 기본 자료는 한 아이돌 그룹 당 가장 최근에 나온 뮤직비디오 3편씩을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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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였으며, 분석한 모든 뮤직비디오는 2016년 4월에서 2017년 8월 사이에 발표되었다. 남

자 그룹의 경우 <방탄소년단>의 타이틀곡 ‘봄날’, ‘피땀눈물’, ‘불타오르네’, <엑소>의 타이틀곡 

‘KOKOBOP’, ‘POWER’, ‘MONSTER’, <세븐틴>의 타이틀곡 ‘울고 싶지 않아’, ‘붐붐’, ‘예쁘다’의 총 

9개의 뮤직비디오를 분석하였다. 여자그룹의 경우 <트와이스>의 타이틀곡 ‘SIGNAL’, ‘KNOCK 

KNOCK’, ‘TT’, <레드벨벳>의 타이틀곡 ‘빨간 맛’, ‘ROOKIE’, ‘러시안 룰렛’, <블랙핑크>의 타이틀곡 

‘마지막처럼’, ‘불장난’, ‘붐바야’의 총 9개의 뮤직비디오를 분석하였다. 

한 편당 4분 정도인 총 18편의 뮤직비디오에서 앨범 자켓과 타이틀곡의 컨셉이 가장 잘 드러

난 장면 3컷씩을 전문가 3인의 일치된 의견을 통해 선정하여, 총 54장의 사진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남자 그룹들은 공통적으로 매 앨범마다 확연히 다른 컨셉과 패션스타일이 나타났다. 특히, 포

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하나의 뮤직비디오 안에서도 적어도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컨셉과 스타

일이 선보여졌다. 여자 그룹들은 남자 그룹에 비해 앨범 컨셉별 패션스타일의 변화 보다는 그룹 

본래의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 주로 나타났다. 

남자 아이돌 3그룹에서 공통적으로 경쾌한 컨셉이 가장 많이 보였으며, 경쾌한 컨셉엔 주로 

캐쥬얼 스타일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혹적이고 섹슈얼한 컨셉이 많이 보였으며, 고혹적인 

컨셉엔 클래식한 정장 스타일이 주로 매치되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인 쓸쓸한 감정선의 컨셉

에는 일상의 감정을 나타내는 만큼 데일리한 캐쥬얼 룩이 많이 선보여졌다.

<방탄소년단>의 타이틀곡 ‘봄날’에서는 쓸쓸한 컨셉, 타이틀곡 ‘피땀눈물’에서는 신비로운 컨셉, 

타이틀곡 ‘불타오르네’에서는 경쾌하고 강렬한 컨셉 등 뮤직비디오마다 컨셉이 확연히 달랐으나, 

타이틀곡 ‘봄날’과 ‘불타오르네’에서 후드 티셔츠나 청바지 등 데일리한 캐쥬얼 룩 스타일이 공통

적으로 선보여졌다. <엑소> 역시 타이틀곡 ‘KOKOBOP’에서는 몽환적인 컨셉, 타이틀곡 ‘POWER’

에서는 미래지향적이며 경쾌한 컨셉, 타이틀곡 ‘MONSTER’에서는 남성적인 컨셉 등 뮤직비디오마

다 확연히 다른 컨셉을 보였다. 공통적으로 섹슈얼하고 몽환적인 컨셉을 선보인 타이틀곡 

‘KOKOBOP’과 ‘MONSTER’ 중, 타이틀곡 ‘KOKOBOP’에서는 세미 정장풍의 클래식 룩, 타이틀곡 

‘MONSTER’에서는 전통적인 정장풍의 클래식 룩이 선보여 지는 등 서로 다른 느낌의 클래식 룩이 

선보여졌다. <세븐틴> 또한 타이틀곡 ‘울고 싶지 않아’에서는 황량하고 쓸쓸한 컨셉, 타이틀곡 ‘붐

붐’에서는 스포티하고 에너제틱한 컨셉, 타이틀곡 ‘예쁘다’에서는 경쾌한 컨셉 등 확연히 다른 컨

셉을 선보였으며, 주로 경쾌하고 청량한 컨셉이 많이 보였다. 또한 세븐틴의 3가지 뮤직비디오 

전체에서 스트릿 캐쥬얼 룩이 공통적으로 선보여졌다. 

여자 아이돌 3그룹에게 공통적으로 경쾌하고 상큼한 컨셉이 가장 많이 보였으며, 모든 여자 

그룹이 적어도 한번 이상은 스쿨 룩 스타일을 공통적으로 선보였다. 그 다음으로 엉뚱 발랄한 컨

셉이 많이 보였으며, 주로 키치룩이 매치되었다.

<트와이스>의 타이틀곡 ‘SIGNAL’에서는 경쾌하며 미래지향적인 컨셉, 타이틀곡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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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에서는 따뜻하고 포근한 컨셉, 타이틀곡 ‘TT’에서는 신비스러운 컨셉 등 뮤직비디오마다 

컨셉은 모두 달랐으나 걸리쉬 스타일은 모든 뮤직비디오에서 볼 수 있었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퓨처리즘 스타일이나, 동화적인 코스튬 룩 같은 도전적인 컨셉과 스타일이 선보여졌다는 점에서 

다른 걸 그룹과 차별성이 있었다. <레드벨벳>은 상큼 발랄한 그룹 이미지에 맞게 타이틀곡 ‘빨간 

맛’에서는 상큼하고 통통 튀는 컨셉, 타이틀곡 ‘ROOKIE’에서는 키치하고 경쾌한 컨셉, 타이틀곡 

‘러시안룰렛’에서는 사랑스럽고 걸리쉬한 컨셉 등 비슷한 컨셉들이 선보여졌으며, 주로 스쿨 룩 

스타일을 많이 선보였다. 타이틀곡 ‘ROOKIE’에서는 키치한 코스튬 룩을 선보여 재기발랄하고 경

쾌한 뮤직비디오 컨셉을 잘 표현했다. <블랙핑크>는 럭셔리하고 팬시한 그룹 이미지에 맞게 타이

틀곡 ‘마지막처럼’에서는 경쾌하고 화려한 컨셉, 타이틀곡 ‘불장난’에서는 웅장한 컨셉, 타이틀곡 

‘붐바야’에서는 경쾌한 걸 크러쉬 컨셉이 선보여졌다. 3개의 뮤직비디오 전체에서 다양한 액세서

리를 많이 활용한 화려한 스쿨 룩 스타일이 선보여졌으며, 알렉산더 맥퀸이나 구찌 등의 컬렉션 

의상들을 많이 활용했다.

공통적으로 남녀 아이돌 그룹 모두에게서 경쾌한 컨셉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같은 경쾌한 

컨셉 아래 남자그룹은 캐쥬얼 룩, 여자 그룹은 스쿨 룩을 주로 매치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최근 가장 핫한 남녀 아이돌 그룹의 컨셉과 패션 스타일의 트렌드를 살펴 본 결과, 평상시 데

일리 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캐쥬얼 패션들이 뮤직비디오 의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으며, 특정 그룹이 하나의 컨셉만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앨범이 발매 될 

때마다 겹치지 않는 다양한 컨셉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남자 아이돌 그룹에서 앨범 컨셉별 패션의 다양성이 두드러진 반면, 여

자 아이돌 그룹에서는 남자 아이돌 그룹에 비해 앨범 컨셉별 패션 변화보다는 그룹 본래의 이미

지에 맞는 패션을 주로 선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아이돌 패션은 점점 우리의 일상 속에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해외 아이돌들에 비해 우

리나라에서는 보이 그룹은 남성적 이미지, 걸 그룹은 여성적 이미지를 보여야 한다는 성역할 고

정화가 여실히 드러남이 보였다. 또한 아이돌 그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주요 소비자인 청소

년층이 주요 타겟이니만큼 걸그룹 패션에서 스쿨 룩이 자주 선보여졌는데,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여자 아이돌의 잦은 교복 착용은 여성을 마냥 어리고 수동적이며 보호해줘야만 하는 이미지로 고

정시켜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아이돌 패션 문화를 위해서는 

새롭고 다양한 시각에서 고객지향적인 컨셉과 패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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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김신혜, 이주현
연세대

접촉식과 비접촉식 심박 센싱 스마트 피트니스웨어 디자인 기획 
방향 연구

최근 현대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비쿼

터스 환경을 바탕으로 U-healthcare 시대를 살고 있다(Oh and Choi., 2013). 또한 운동 활동과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모든 생체신호 데이터를 정량적 수치로 기록하여 평상시 삶 속에서 건강

을 관리하는 ‘Quantified-Self 2.0’ 트렌드의 확산은 U-healthcare 시스템의 성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Bae and Choi., 2009). 그 중에서도 U-healthcare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기

술은 섬유와 생체신호 수집의 기술이 융합된 심박 신호 센싱의 기술이다. 심박 모니터링의 기술

은 심혈관 질환 환자를 위한 의료용 기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인체부위와 전극이 접촉된 상태에서

만 도출이 가능한 접촉식 심박센싱 기술을 거쳐 최근에는 도출을 위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구속적인 비접촉식 심박센싱 방식까지 개발된 추세이다(Koo et al., 2017). 이러한 심박 센싱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의복 형태의 

심박 센싱 스마트웨어의 생산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접촉식과 비접촉, 2 종류의 심박 센싱의 기술적 요건에 대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심박센싱 기능의 스마트 피트니스웨어의 구체적 구현 방향과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위는 지금까지 개발된 접촉식과 비접촉식 심박센싱 

스마트 피트니스웨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장활동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피트니스웨어로 한

정하였고, 그에 관련된 의복의 유형은 상의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그 결과, 접촉식 심박센싱의 센서는 임상용 흉부유도 전극의 위치 V1~V6 중에서 V3, V4위치

에 접촉되게 부착되어야 하며, 기기모듈은 의복의 착용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가슴선 아래 정중

앙에 위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비접촉식 심박센싱의 센서는 가슴 둘레선상 앞 중심선에서 

옆선 쪽으로 3cm 수평 이동한 OP의 위치에 부착이 되어야 하며, 기기모듈은 세로 방향으로 위치

해야 한다. 또한 의복의 소재에서도 접촉식 심박센싱은 밀착 및 압박에 유리하도록 적절한 신축

성이 있는 원단을 사용해야 하며, 비접촉식 심박센싱은 직물 전극의 안정적인 지지를 위해 신축

성이 없는 면소재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oo et al., 2015). 이를 토대로 임피던스(impe- 

dence)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심박센싱용 스마트 피트니스웨어를 각 센싱 방식에 따라 2종류의 상

의 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접촉식 심박센싱 스마트 피트니스웨어는 도출에 유리하게 가슴 밑 선에 

강한 압박을 줄 수 있는 E-밴드가 삽입된 브라렛(bralette)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비접촉식 심박

센싱 스마트 피트니스웨어는 센서부위는 신축성이 적은 면소재로 안감을 넣어 디자인하고 흔들림

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디수트(bodysuit)형태로 기획하였다. 또한 기존의 심박센싱 의류와 차별성

을 두기 위하여 접촉식과 비접촉식 심박센싱 스마트 피트니스웨어 모두에 인체구조에 따른 바디

맵핑(Body mapping)시스템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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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각 센싱 방식에 따라 임피던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의 디자인으로 접촉식 심

박센싱 스마트 피트니스웨어(좌)와 비접촉식 심박센싱 스마트 피트니스웨어(우)의 도식화이다. 

<그림 1> 접촉식 스마트 피트니스웨어 상의(좌) / 비접촉식 스마트 피트니스웨어 상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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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재, 권미정
부산대

현대패션에 나타난 젯셋룩의 조형성 연구

1. 서론

최근 들어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여행을 즐기는 여행족들을 흔히 접할 수 있게 되었

고 특히 최근에는 국내여행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욱 더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비행기나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다니며 삶을 즐기는 부자들을 뜻하는 젯셋족이 출현하게 되

었다(한국섬유신문, 2017.06.19). 젯셋족은 2006년부터 등장하여 서서히 인기를 끌었고, 2015년부

터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다. 그 결과, 젯셋족들이 입는 젯셋룩이 트렌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최근 3년동안 레트로한 느낌의 젯셋룩을 연출한 

미우미우 2017 S/S, 항공사를 컨셉으로 한 샤넬 2016 S/S, 마이클코어스의 2015 S/S ‘젯셋 6 슈즈 

컬렉션’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는 젯셋족에게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아이템들을 선보였다. 하지

만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젯셋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젯셋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젯셋룩의 조형성을 분석하여 의류산업에 활용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범위는 젯셋룩이 활발하게 선보여진 최근 3년으로 선정하였으며, 세계 4대 S/S 컬렉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젯셋룩 패션의 기준은 한국섬유신문에 근거하여 의복스타일 6개(롱 원피스, 

점프수트, 오프숄더드레스, 수영복, 와이드팬츠, 로브), 색상 5개(화이트, 블루, 그린, 레드, 옐로

우), 소재 3개(쉬폰, 실크, 데님), 패턴 5개(스트라이프, 플라워, 트로피컬, 체크, 에스닉), 스타일

링 3개(공항패션, 리조트웨어, 비치웨어), 액세서리 3개(모자, 선글라스, 스카프)로 선정하였다. 연

구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패션관련 단행본, 인터넷 포

털 사이트, 패션신문을 통해 연구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보그런웨이(http://runway.vogue.co.kr/)

를 통해 디자인 전공자 3인의 공통된 의견을 기준으로 최근 3년 S/S 컬렉션 중 젯셋룩이 잘 드

러나는 컬렉션 201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젯셋룩의 조형적 특성은 의복스타일, 색상, 소재, 패턴, 스타일링, 액세서리로 분석해보았다.

먼저, 의복스타일은 움직이기 편한 와이드한 실루엣의 롱 원피스, 활동성이 높은 점프수트, 어

깨를 드러내 시원한 느낌을 주는 오프숄더 드레스, 비치웨어로 꼭 필요한 다양한 컬러의 수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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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기 편한 와이드 팬츠, 멋스럽게 걸칠 수 있는 로브 등이 있다. 색상은 깔끔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와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을 주는 블루,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그린,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레드와 옐로우 등의 원색계열이 많이 사용되었다. 소재는 통기성이 좋고 시원해 보이는 쉬

폰이 많이 사용되었고, 바디실루엣을 우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실크도 많이 선보여졌다. 또한 활

동적인 느낌을 주는 데님도 소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패턴은 주로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스트

라이프 패턴과 체크패턴이 많이 사용되었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플라워 패턴, 여름과 잘 어울리는 

트로피컬 패턴, 그리고 자연과 잘 어울리는 에스닉한 패턴도 많이 사용되었다. 스타일링은 주로 

공항에서 입을 수 있는 공항패션과 리조트에서 멋스럽게 즐길 수 있는 리조트웨어, 그리고 수영

할 때 필수인 비치웨어 패션이 제일 많았다. 액세서리는 햇빛을 가려주는 모자와 선글라스, 그리

고 밋밋한 목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스카프가 많이 사용되었다.

젯셋룩을 많이 선보이는 컬렉션을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끌로에, 스티븐알란, 레베카밍코프, 

폴앤조, 매튜윌리암슨, 마라호프만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끌로에는 화이트, 옐로우 컬러가 눈

에 띄고 데님소재의 점프수트와 하늘하늘한 쉬폰 롱드레스가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다. 레베카밍

코프는 화이트, 블루, 그린컬러의 원피스와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와 스커트가 눈에 띈다. 마라

호프만은 트로피컬패턴과 더불어 다양한 패턴이 프린팅된 맥시드레스가 주를 이룬다. 2016년에는 

샤넬, 발렌시아가, 랄프로렌, 프라발구룽, 토리버치, 비오네, 스텔라매카트니, 타미힐피거 등이 있

다. 샤넬은 항공사를 컨셉으로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캐리어, 선글라스 등의 패션아이템이 

다른 컬렉션에 비해 눈에 띈다. 또한 랄프로렌은 화이트, 블루, 레드 컬러의 롱 원피스가 많았고, 

스트라이프 패턴의 롱드레스와 화이트컬러의 와이드팬츠가 눈에 띄었다. 토리버치 또한 화이트, 

블루, 옐로우, 레드 등의 컬러의 에스닉한 패턴의 롱 원피스가 주를 이룬다. 스텔라매카트니는 체

크패턴과 다양한 원색이 사용되었고 타미힐피거는 에스닉한 패턴과 컬러감, 수영복이 눈에 띈다. 

올해 2017년에는 에트로, 막스마라, 폴앤조, 미쏘니, 끌로에, 미우미우 등이 있는데 그 중 막스마

라는 트로피컬 패턴과 선글라스, 선 캡이 돋보인다. 끌로에는 플라워패턴과 쉬폰소재의 롱드레스

가 사용되었고, 미우미우 컬렉션은 컬러풀한 패턴과 비키니, 그리고 수영모에서 영감을 얻은 듯한 

헤어코사지가 돋보인다. 이렇게 3년간의 컬렉션을 살펴본 결과 와이드한 실루엣의 롱 원피스와 

플라워패턴이 돋보이는 끌로에, 블루, 레드, 옐로우 컬러의 플라워 패턴이 돋보이는 마이클코어스, 

스트라이프, 플라워 패턴의 스커트와 팬츠를 사용한 막스마라, 화려한 패턴과 컬러감의 롱 원피스

가 돋보이는 미쏘니 등에서 젯셋족의 패션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젯셋룩의 조형미에는 활동미, 럭셔리함, 여유미가 나타났다. 우선 활동미은 기본적으로 여행하

기에 편해야하기 때문에 쉬폰같은 가벼운 소재를 주로 사용하고 롱 원피스, 와이드팬츠 같은 와

이드한 실루엣의 아이템을 통해서 움직이기 편한 활동성을 추구한다. 또한 실크소재의 롱 원피스

나 세련된 디자인의 맥시드레스 등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럭셔리함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젯셋

족들은 여행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여유미가 나타나고 있다. 젯셋족들은 

입기 어렵고 복잡한 디자인의 의복보다는 간편하게 착용 할 수 있고 심플한 실루엣의 의복을 선

호한다. 이렇게 젯셋룩은 활동하기 편하면서도 여유미가 느껴지는 실루엣과 럭셔리한 디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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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결론

해외여행이 점차 대중화되어 해외여행을 즐기는 젯셋족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시 편한 옷만

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편하면서도 럭셔리함을 잃지 않는 자신만의 젯셋룩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들은 여행을 그저 관광의 목적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패션 브랜드에서도 이러한 젯셋족들을 겨냥하여 밝은 컬러감과 

화려한 패턴 등을 사용한 스타일리쉬하면서도 럭셔리한 디자인들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롱 원피

스, 와이드 팬츠 등 젯셋룩은 여행뿐만 아니라 평소 일상에서도 쉽고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어 

일상복으로도 많이 활용되며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꾸준히 지속되는 여행이라는 트렌드와 

함께 젯셋룩은 앞으로 한층 더 다양하게 발전하고 대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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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주, 권미정
부산대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타난 프린세스 스타일의 미적 특성

1. 서론

디즈니(Disney)는 1920년대부터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다. 디즈니 스튜디오는 

2017년 지금까지 98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흥행시켰다.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중 특

히 프린세스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은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디즈니 프린세스는 세계

적인 패션 디자이너의 영감이 되어 패션 컬렉션 발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즈니 

프린세스 스타일은 여성들의 로망과 환상으로 존재한다. 이에 힘입어 디즈니는 11명의 공식 프린

세스를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개별 상품 군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디즈니 장편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의상분석과 디즈니 공주 이미지 분석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졌

으나, 디즈니 프린세스 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즈니의 공식 

프린세스로 선정된 11명의 공주들을 등장 시기에 따라 나누어 프린세스 패션의 조형성을 분석하

고, 이에 따른 각 스타일의 미적 특성을 비교ㆍ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은 국내의 단행본 및 전문서적 등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실증

적 연구는 월트 디즈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프린세스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디즈니 

프린세스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전에 등장하여 ‘디즈니 프린세스’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

는 오리지널 프린세스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뉴 웨이브 프린세스로 나누어진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디즈니 프린세스 공식 사이트(http://princess.disney.com/)를 바탕으로 1937년부터 2012년

까지 제작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 오리지널 프린세스 6편 <백설공주, 1937>, <신데렐라, 1950>, 

<잠자는 숲속의 공주, 1959>, <인어공주, 1989>, <미녀와 야수, 1991>, <알라딘, 1992>과 뉴 웨

이브 프린세스 5편 <포카혼타스, 1995>, <뮬란, 1998>, <공주와 개구리, 2009>, <라푼젤, 2010>, 

<메리다와 마법의 숲, 2012>의 총 11편을 선정하였다. 디즈니 프린세스 스타일의 의상 분석은 애

니메이션 내에서 프린세스가 주로 입고 나오는 의상의 스타일, 색상, 문양, 디테일과 트리밍을 포

함하는 조형적 요소로 세분하여 DVD 캡쳐 화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6명의 오리지널 프린세스인 백설공주,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 오로라, 인어공주의 주

인공인 에리얼, 미녀와 야수의 벨, 알라딘의 자스민 공주는 A-Line, 엠파이어, 투피스, 비키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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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하고 심플한 스타일로 나타났다. 색상은 비비드한 노랑, 파랑, 분홍, 하늘 등이 표현되었으며, 

심플한 민무늬가 많았다. 어깨와 허리부분에 퍼프 디테일과 속치마에 레이스를 사용하였다. 액세

서리로는 머리띠와 목걸이를 많이 착용하여 우아하고 로맨틱한 공주풍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백설공주>에서는 붉은색이 캐릭터의 상징이 되어 퍼프와 리본 머리띠로 나타났고 <신

데렐라>에서는 드레스의 풍성한 볼륨감과 반짝거리는 소재 표현이 두드러졌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의 오로라공주는 전체적으로 뾰족한 느낌의 디자인이 사용되었고 <인어공주>의 에리얼은 

유일하게 수영복 디자인을 착용하였다. <미녀와 야수>의 벨은 광택 있는 노란색 파티용 드레스를 

입었고 <알라딘>의 자스민은 최초로 투피스 형태의 바지를 착용한 점이 특징이다.

5명의 뉴 웨이프 프린세스인 포카혼타스, 뮬란, 공주와 개구리의 티아나 공주, 라푼젤, 메리다

와 마법의 숲의 메리다는 전체적으로 자유롭고 실용적인 일상복 스타일이 주로 나타났다. A-Line, 

엠파이어 스타일뿐만 아니라 길이가 자유로운 원피스 디자인이 나타났으며 우아하고 로맨틱한 기

본의 프린세스 이미지에 짙은 베이지나 짙은 녹색등의 파격을 더하는 색채가 사용되었다. 와선문

양이나 스크롤 문양 등이 주로 많이 사용되었고 디테일이나 트리밍에는 테슬, 러플 등이 나타났

다. 소재는 광택소재나 벨벳소재를 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포카혼타스>는 역대 디즈니 프린세스 중 가장 짧은 미디길이의 원피스를 착용하

였으며 <뮬란>은 중국의 전통복식을 착장한 것이 특징이었다. <공주와 개구리>의 티아나는 등을 

노출하는 파티용 드레스를 입었고 <라푼젤>에서는 발목까지 오는 원피스에 스크롤 문양이 나타났

다. <메리다의 마법의 숲>의 메리다는 프린세스 중 유일하게 ‘남자’나 ‘왕자’의 등장이 없는 영화

로 짙은 색상이 사용되었고, 활동성이 두드러지는 드레스를 착용하여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오리지널 프린세스 스타일과 뉴 웨이브 프린세스의 스타일은 모두 허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여성의 굴곡미를 살리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그리

고 모두 ‘공주’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광택이나 반짝거리는 소재를 사용했음을 애니메이션 상으

로 표현한 것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오리지널 프린세스는 ‘공주’라는 전통적 굴레 안에서 의상이 

유지되는 반면, 뉴 웨이브 프린세스 스타일은 변해가는 세상에 발맞추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

유롭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색채인데, 오리지널 프

린세스 스타일에서는 비비드한 색채를 주로 보인 반면 뉴 웨이브 프린세스는 채도가 낮은 색상을 

사용하여 스타일의 다양성을 꾀하고 있었다.

오리지널 프린세스 스타일과 뉴 웨이브 프린세스 스타일의 미적특성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오

리지널 프린세스는 오래 전부터 만들어진 동화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공주’의 품위를 표현하는 우

아미를 강조하였으며 오랜 시간동안 만들어진 ‘여성스러움’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어울리는 청순미

가 나타났다. 반면 뉴 웨이브 프린세스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의 발전과 여성지위의 향상

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아의 실현을 중시하여 파격미가 나타났다. 그들은 더 이상 사회가 정

해놓은 ‘여성스러움’에 갇히지 않은 활동미를 보여주었으며, 인종과 성격을 다양하게 등장시켜 기

존의 프린세스 이미지와 달리 각자의 개성을 추구하는 차이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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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디즈니 프린세스는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를 거듭하고 새로운 시도

를 해왔다. 이는 프린세스 스타일에도 반영되어 프린세스의 성격에 따라 의복의 색상이나 형태, 

장식 등 조형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프린세스 스타일의 미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디즈니에서는 1995년을 기점으로 청순하고 우아한 ‘공주’다운 ‘공주’를 강조했던 이전과 

개성을 인정하고, 사회적 통념을 깨는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모습의 이후로 변화의 흐름이 두드러

졌다.

본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디즈니 프린세스 스타일의 기초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

였다. 여전히 디즈니 프린세스는 세월이 흘러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고 어른들에겐 향수를 

자극한다. 이에 영향을 받아 디즈니 프린세스 스타일은 수십 년이 지나도 패션 컬렉션의 테마가 

되어 재해석되고 관련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현재는 영상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애니메이션이 실

사화 영화로 제작됨에 따라 프린세스 스타일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미

루어볼 때, 디즈니 프린세스 스타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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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나, 오경화*
중앙대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지속된 경기불황, 정치적 혼란, 자연 재해와 환경오염 등 우울하고 침체된 현실 속에 지친 현

대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

들어내고 있으며, 소비자의 니즈를 토대로 패션 사진작가들은 자신만의 에디토리얼 작품으로 패

션 사진에 변화를 주고 있다. 작가의 다양한 촬영 장치 특성을 이용해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화면

을 구성하는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은 상업사진이라는 한계를 뛰어 넘어 작가가 사진을 통해 전달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또한 초현실주의 패션 사진은 이색적인 이미지로 소비자가 사진

에 빠져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을 이용한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은 단순한 제품 정보 제공 뿐 아니라 보는 이들에게 현실세계를 넘어선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에 나타난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

을 유형별로 나누고 그러한 특성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범위는 최근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2010년∼2017년 패션 전문지에 소개된 패션 사진으로 

시기를 제한하여 사례를 수집하였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초현실주의 개

념과 초현실주의 표현 기법을 고찰하고,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의 특징과 초현실주의 기법을 차용

한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을 찾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초현실주의 예술 양식이 

에디토리얼 패션사진을 통해 소비자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소통되는지 연구함에 있다. 연구 결과 

첫째, 2010년∼2017년에는 애니 레보비츠, 피터 리프만, 데이비드 라샤펠, 팀 워커, 메트 알라스, 

마르커스 피곳, 데이비드 린치 등의 패션 사진작가들이 몽클레어, 겐조, 멀버리, 크리스찬 르부탱, 

알렉산더 맥퀸, 디젤, 스텔라 맥카트니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함께 초현실주의 양식을 기반으

로 한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 작업을 진행하였다. 둘째, 초현실주의 패션 사진에 사용된 표현기법

으로는 미술기법을 차용한 포토콜라주, 데페이즈망, 모방과 오마주 등이 나타났다. 셋째, 에디토

리얼 패션 사진에 나타나는 초현실주의 표현 특성은 시공간초월, 확대 및 축소, 신체의 왜곡, 동

물과의 만남, 포토 콜라주, 모방과 오마주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넷째, 이상의 초현

실주의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에서는 신화 및 동화 이미지를 통한 은유적 판타지, 시공을 초월한 

낯설음, B급문화의 유희, 시대적 메시지 등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초현실주의 에디토리얼 패션 사진은 소비자에게 패션브랜드와 패션 사진작

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은유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의미

를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NRF-2017R1A2B4005315)으로 수행된 연구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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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경
한세대

패션디자이너 역량모델링을 위한 탐색적 연구

1. 서론

영국 옥스포드대의 프레이와 오스본 교수는 기계로 인한 자동화와 IT,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내에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위협받는 직업, 정해진 틀 벗어라 

(2015, August 4). 미국의 경우 현재의 대학생은 대학 졸업 후 4~5회에 걸쳐 직업이 변경될 것이

라고 한다. 또한 조직의 구조도 수평적이고 탄력적으로 변화하면서 기능중심의 직무는 역할중심

의 직무로 변모하고 있다.(Bail & Song, 2014) 

역량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직무에서 효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을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내적특

성이다. 교육은 학생이 학문, 직업, 생활의 영역에서 부딪히게 될 과업과 역할을 능숙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제반 능력을 쌓아 나가는 것을 돕는 일이다. 따라서 현실 세계가 요구하는 과업을 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량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역량 기반 교육(competency-based edu-

cation, CB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ung, 2007).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은 급변하는 사회

가 요구하는 교육체제를 갖춰 개인을 성장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대학 교육에서는 인문 교양 교육을 통한 지적 탐구 및 인성 교육과 함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

여 이후 직업 세계를 준비하는 기초 교육과, 나아가 전문 직업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토대를 제

공하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Lee & Han, 2015). 

패션디자인은 의식주와 직결되어 있고 대학교육이 팽창하던 시기인 1980~1990년대에 우리나

라 섬유, 의류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설치하였다. 2017년 

대학알리미(2017)를 보면 전국 189개 4년제 대학 중 81개 대학교에서 137개 전문대학 중 27개 

대학에서 패션디자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사이버대학과 전문 학원, 그리고 해외 

유학까지 포함한다면 한 해에 배출되는 패션디자인 전문 인력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하지만 해외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와 글로벌 SPA브랜드의 확장으로 디자이너가 필요

한 내셔널브랜드는 매우 위축된 상태이므로 패션디자이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또한 컴

퓨터 활용의 증가, 패션 정보의 빠른 분석 및 확산, 사용자 중심의 소비문화 등으로 인해 패션디

자인 프로세스와 디자이너의 과업과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대학에서도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과과정을 개선하거나 교과목의 커리큘럼을 변경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이

론적 실용적 검토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패션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여 역량모델링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역량 기반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을 재설계하고 교육의 결과를 

진단할 수 있는 역량 기반 교육 혁신의 흐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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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선정한 이유는 (1)관련 선행연구

가 거의 전무하여 탐색연구가 필요하고, (2)업무 경험을 통해 얻은 직무와 역량에 대한 정보는 

정량적인 수치보다는 정성적인 자료가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자는 패

션디자이너의 직무에 정통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국내 패션제조기업의 디자인실장 이상으로 선정기준을 설정하

였다. 패션제조기업은 내셔널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이상과 디자이너 브랜드를 모두를 

포함하였다. 

의도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 중 눈덩이 샘플링(snowball sampling)으로 모집한 10

명의 대상자와 1:1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질문은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는데, 중요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질적연

구의 특성 상 연구대상자의 응답내용에 따라 새로운 질문이 추가되거나 생략되기도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모든 자료는 연구책임자가 녹음하고, 문서화 하였다. line-by-line analy-

sis 방법을 통해 키워드를 도출하고 유사한 키워드를 묶는 범주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축된 역량모

델링은 패션디자인 전공 교수 5인과 교육학 전공 전문가 3인의 자문을 통해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패션디자이너 역량

조정 역량 리서치 역량 자기이해 및 계발 역량

지식

전공 전문 지식 트렌드, 디자인, 패턴, 소재, 마켓, 역사, 사회, 문화예술 등에 대한 지식

전공 문제해결 지식 문제의 조기 발견 및 해결방안 마련 및 대처

전공 기능 지식 컴퓨터 그래픽, 드로잉 

기술

창의 미적&상업적 감각, 고감도의 창의력 발산, 직관

분석 논리성과 합리적 분석, 체계적 자료 관리

통합 지식의 결합 및 적용, 외국어 활용

커뮤니케이션 전문용어 이해, 발표 및 대화 스킬

태도

관심 남과 다른 생각, 호기심, 넓고 깊은 경험

즐거움 열정적, 적극적 실천

성실성 의지와 인내심

노력 직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분석

<Fig 1> Fashion design competenc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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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조정 역량, 리서치 역량, 자기이해 및 계발 역량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역량들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 

복합적이며 다차원적인 개념인데, 이는 Fig 1.과 같다.

조정역량은 창의성이 중시 되는 패션디자인의 감성적 본질과 함께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마켓

과 생산, 유통 프로세스 안에서 논리적인 포인트를 분석하여 통합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역량

을 의미한다. 리서치 역량은 다양한 자극들을 의미 있는 영감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료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서칭하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자기이해 및 계발 역량은 다양한 분

야 중에 나의 역량에 적합한 분야를 찾고 단계별로 본인의 커리어를 발전시켜 개인과 조직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이다. 

이러한 역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요인들도 도출하였다. 흥미 있는 결과는 태도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는 점인데,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지식과 기술의 정도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성공적인 패션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여 역량모델링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패션디자이너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은 조정 역량, 리서치 역량, 자기이

해 및 계발 역량으로 규명하였으며, 이를 위한 지식, 기술, 태도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식이나 기술뿐 아니라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영향을 

주는 태도들이 복합적인 패션디자이너 역량으로 개념화되어 역량 기반 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

으로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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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지*, 이경희
부산대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특성에 관한 연구

1. 서론 

오늘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싱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러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진화하는 디자인을 필요로 한다. 1인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과 더불어 패션 잡지는 여가 시간을 즐기는 중요한 도구로써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패션 잡지는 현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 및 패션트렌드를 반영하며 대중과 패션 사이의 매

개 역할을 수행하는 실용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 할 수 있다(김선영, 2013). 또한, 잡지 표지디

자인은 독자들과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으로 편집물의 첫 인상이며 전체 이미지를 대변하는 것으

로써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표지디자인에 잡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송민정ㆍ변상경, 2015).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패션잡지표지는 감성과 가치

뿐 아니라 독자와의 소통의 시너지를 가미하는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패션잡지의 얼굴인 

패션잡지표지는 고급 감성의 패러다임 속에 다양한 새로운 감성과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패션잡지표지에는 감성적인 내면을 패션으로 승화하는 모델뿐만 아니라 표지일러스트를 통해 패

션잡지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있다. 패션잡지표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잡지이미지(전가경, 2017; 조유경, 2016; 송민정ㆍ변상경, 2015), 시각적 표현요소(문경나, 2016; 

박지현ㆍ김인성, 2015; 최재균, 2013), 패션잡지표지색채(이나현ㆍ신혜영, 2016; 김선영, 2007), 패

션잡지표지이미지(권지안ㆍ임은혁, 2015; 김은정ㆍ곽태기, 2012)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잡지표지디자인에 표현된 감성과 가치를 조형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패션잡지표지디자

인에 담긴 시대적 감성과 가치를 조형적 특성과 트렌드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새로운 패션 잡지 

표지 디자인 기획 및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패션잡지표지에 나타

난 표지디자인의 특성을 알아본다. 셋째,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 트렌드를 알아본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여성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과 표지디자인의 특성 그리고 패션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간의 국내 라이선스 매거진인 엘르 코리아, 보그 코

리아, 더블유 코리아에 나타난 패션잡지표지의 사진 216장을 모아진, CEO international, 구글이미지 

등에서 수집하여 SPSS 23 통계기법의 빈도분석, 백분율, 차이검정(χ2-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문헌(이경희ㆍ이은령, 2017; 이경희ㆍ김윤경ㆍ김애경, 2012)을 참고로 하여 잡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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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별, 계절별, 패션특성, 표지특성으로 구성하였다. 패션특성의 경우 의복특성과 연출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의복은 색상, 형태, 재질, 패션이미지, 코디네이션으로, 연출특성은 악세서리 수, 메이

크업 색채, 메이크업 이미지, 헤어색채, 헤어스타일, 모델이미지로 나누었다. 표지특성은 타이포그

래피 색채, 일러스트레이션 색채, 배경 색채, 배경 색채 배색 수, 배경 색채 배색 기법으로, 색채 

외에서는 일러스트글자 레이아웃, 모델 사진 유형으로 살펴보았다.

3. 결과 및 고찰

1)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의 조형적 특성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의 전반적인 조형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복 색

상의 색은 무채색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색상 톤은 Shade, 색상 배색은 톤온톤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실루엣은 사각형이 가장 많았고, 의복 무늬는 민무늬가 가장 많았다. 의복 재질의 특성은 

하드, 의복 재질의 조합은 동일한 재질의 조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메이크업 색채는 난색계열, 

메이크업 이미지는 밝은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다. 헤어 색채는 밝은 브라운, 헤어스타일은 시크

가 높게 나타났다. 모델이미지는 매니시, 모델사진유형은 전신사진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악

세서리는 1가지를 착장한 표지가 가장 많았고, 패션이미지는 아방가르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디네이션은 피스코디네이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엘르, 보그, 더블유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의복의 패션특성을 잡지별로 살펴본 결과 색(X2=5.9, P=.051), 실루엣(X2=17.9, P=.022), 재질특성

(X2=18.9, P=.015), 패션이미지(X2=62.8, P=.000), 코디네이션(X2=52.9, P=.000), <표 7>에서 악세

서리(X2=56.3, P=.045), 메이크업 색상(X2=32.6, P=.003)과 메이크업 톤(X2=15.5, P=.017), 헤어스

타일(X2=28.1, P=.002), 모델이미지(X2=58.3, P=.000)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엘르는 유채색, X자형 실루엣, 하드 재질, 엘레강스 이미지, 피스 코

디네이션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보그는 무채색, 사각형 실루엣, 하드 재질, 모던 이미

지,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더블유는 유채색, 사각형 실루엣, 

하드 재질, 아방가르드 이미지, 피스 코디네이션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엘르는 1

가지 악세사리 착용, 난색계열의 메이크업 색채, 밝은 이미지의 메이크업, 로맨틱한 헤어스타일, 

페미닌한 모델이미지가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보그는 1가지 악세사리 착용, 난색계열의 

메이크업 색채, 어두운 이미지의 메이크업, 시크한 헤어스타일, 매니시한 모델이미지가 많이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더블유는 1가지 악세사리 착용, 난색계열의 메이크업 색채, 어두운 이미지의 

메이크업, 시크한 헤어스타일, 아방가르드한 모델이미지가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엘르 잡지표지의 경우, X자형 실루엣, 엘레강스 이미지 등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른 브랜드 잡지들에 비해 여성스러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그 잡

지표지의 경우, 120여년 전통을 지닌 가장 권위 있는 패션매거진인 만큼, 시크하고 매니시하며 

모던한 감성을 많이 표현함을 알 수 있다. 더블유 잡지표지는 창의적인 비주얼로 차별화되는 하

이패션 매거진을 지향하기 위하여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를 의복과 모델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표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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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표지디자인의 특성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전반적인 표지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지특성

에서 타이포그래피색상은 난색계열,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색상은 무채색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표

지 배경 색상은 무채색계열, 표지 배경 배색 수는 1가지, 배경 배색 기법은 해당 없음이 28.2%, 

그라데이션 2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지 일러스트 글자레이아웃은 왼쪽, 모델사진유형은 

전신사진이 많이 나타났다. 엘르, 보그, 더블유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잡지유형별 표지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잡지배경 배색 수(X2=32.7, P=.008), 배경 배색기법(X2=68.1, P=.000), 타이포그래피

색상(X2=39.3, P=.045), 배경색상(X2=44.3, P=.003), 모델사진유형(X2=11.5, P=.021)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엘르는 1가지 잡지 배경 배

색 수, 배경 배색 기법은 없음, 타이포그래피 색상은 무채색계열, 모델 사진 유형은 전신사진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보그는 1가지 잡지 배경 배색 수, 배경 배색 기법은 톤온톤, 난색

계열의 타이포그래피 색상, 모델 사진 유형은 전신사진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더블유는 

2가지 잡지 배경 배색 수, 배경 배색 기법은 그라데이션, 난색 계열의 타이포그래피 색상, 모델 

사진 유형은 전신사진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엘르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광고를 지향하는 것에 비해 잡지 배경 배색 수와 배경 배색 

기법은 다양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보그는 창의적인 비주얼과 유니크함을 추구하는 만큼 팽창

색인 난색계열의 타이포그래피, 배경 배색 기법은 톤온톤 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이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블유는 배경 색과 배경 배색기법은 그라데이션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최대 판형과 고품질의 용지에 담아낸 혁신적인 

비주얼을 통해 가장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패션 매거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트렌드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트렌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시

즌의 트렌드 차이를 살펴본 결과 패션특성 중 코디네이션에서 미미하게나마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다. 그 결과 S/S 시즌과 F/W 시즌 모두 피스 코디네이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년도의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트렌

드를 살펴본 결과 패션특성에서는 실루엣, 표지특성에서는 일러스트 글자레이아웃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그 결과 패션 특성 중 실루엣의 트렌드가 사각형에서 X자형으로, X자형에서 사

각형으로, 사각형에서 기타(혼합형과 타원형)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지 특성 중 

일러스트 레이아웃의 트렌드는 2014년을 제외하고 왼쪽에 배치하는 경우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

었다.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계절의 트렌드를 살펴본 결과 패션이미지(X2=99.7, P=.042)와 코디

네이션(X2=124.2, P=.001), 타이포그래피 색상(X2=175.3, P=.034)과 모델사진 유형(X2=34.3, P= 

.046)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패션이미지는 봄에는 아방가르드, 모던 순으로, 여름에는 아

방가르드, 액티브 순으로, 가을에는 아방가르드, 엘레강스 순으로, 겨울에는 아방가르드, 페미닌 

순으로 많이 나타나며 모든 계절에 공통적으로 아방가르드 패션이미지가 독보적으로 우위를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디네이션도 시즌과 동일하게 사계절 모두 피스 코디네이션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이포그래피색상은 봄에 난색계열, 여름에 무채색계열, 가을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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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겨울에는 난색계열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모델사진유형은 봄, 여름, 겨울에는 전

신사진, 가을에만 상반신 사진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즌의 트렌드에서 피스 코디네이션과 크로스오버 코디네이션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독자들에게 패션잡지표지를 통해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루

엣이 X자형에서 사각형, 혼합형과 타원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통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형태의 

복합적인 트렌드를 구성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첫째,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엘르는 여성

스럽고 엘레강스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보그는 모던하고 시크하며 매니시한 특성을, 더블유

는 아방가르드한 특성이 두드러졌다. 

둘째,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표지디자인의 특성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더블유는 가장 

다양한 색감을 사용하여 독창적인 이미지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 엘르와 보그는 비교적 단조로운 

배경 색과 배경 배색 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던하고 심플한 현대적 감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패션잡지표지에 나타난 패션 트렌드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루엣에서 X자형, 

사각형, 기타(혼합형과 타원형)으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브랜드 모두 독자에

게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피스 코디네이션을 가장 많이 활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세 잡지 브랜드 모두 아방가르드 패션이미지가 사계절 내내 독보적 우위를 차지함으로

써, 독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강력한 첫인상과 유혹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려하는 패션잡지표

지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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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희, 임은혁
성균관대

패션하우스 뮤지엄(fashion house museum)에 관한 연구: 
럭셔리 패션브랜드를 중심으로

현대소비사회에서 인간은 소비 공간에서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만족을 기대한다. 이성보다는 감

성을 중시하고 상품의 기능이나 효율보다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가 소비행위의 전 과정에서 

감성적 경험에 주목하며 소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경험이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브랜드 이미지형성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증대괴고 있다. 최근 

소비자와 브랜드는 대등하게 감정을 주고받는 파트너의 관계로 변화되었으며 특히 럭셔리 패션브

랜드에서 새로운 소비문화와 마케팅 영역의 창출을 위해 패션하우스 뮤지엄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브랜드공간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트 뮤지엄을 포함하

는 럭셔리 패션브랜드 산하의 패션하우스 뮤지엄 현황과 역할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통해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히스토리를 온ㆍ오프라인의 뮤지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이해

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개념 및 유형을 위한 사

적 고찰은 문헌연구를 통해, 럭셔리 패션브랜드의 패션하우스 뮤지엄 현황과 역할의 고찰은 관련

된 패션 디자인, 복식사, 복식미학, 문화 관련 서적을 통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전시도록, 전시작

품, 기사, 전시관람 등의 사례연구를 통해 수행한다. 연구의 범위는 시카르(2003)의 럭셔리 유형 

분류에 기초하여 프랑스의 고전적 럭셔리 브랜드(18세기에서 19세기)부터, 근대적 럭셔리 브랜드

(20세기초반), 그리고 현대적 럭셔리 브랜드(20세기 후반)까지로 하였다.

럭셔리 패션브랜드에서 운영하는 아트 뮤지엄으로는 현대예술을 장려하는 최초의 재단인 까르

띠에 재단 뮤지엄이 있었고 패션하우스 뮤지엄으로는 에르메스 뮤지엄, 루이비통 재단 뮤지엄, 발

렌시아가 뮤지엄, 이브생로랑 뮤지엄, 구찌 뮤지엄, 디올 뮤지엄, 프라다 재단 미술관, 페라가모 

뮤지엄, 아르마니 뮤지엄, 등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발렌티노는 온라인 아카이빙을 활용한 가상 뮤

지엄을 개설하였다.

브랜드 이미지형성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으로서의 럭셔리 패션하우스 뮤지엄의 역할을 

고찰한 결과, 자료수집 및 연구를 통해 패션업계 종사자(디자이너) 및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하

는 역할, 공간적 환경으로서의 체험마케팅 수단으로서의 브랜드차별화, 패션 기업이나 디자이너 

등의 발신자가 패션의 메시지중심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창시자 및 디자이너전시

로 인한 브랜드홍보역할, 스토리텔링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브랜드의 디자인 아카이빙 및 브랜드 

히스토리 구축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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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주, 전동진, 이주현
연세대

효과적인 필라테스 트레이닝 목적의 호흡 모니터링 의류 디자인 
제안 및 기획: 횡경막 호흡에 따른 흉곽 부피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인은 양질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노동시간 외에 가치 있는 여가활동에 큰 비중을 두

고 있다. 개인의 건강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는 적극적인 레저활동 및 스

포츠 활동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각 스포츠웨어 브랜드들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성 스포츠웨어의 개발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운동 시에 변화하는 생체신

호를 모니터링하여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스마트의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운동 종목마다 주로 사용되는 동작과 부위가 

상이하고, 요구되는 생체신호의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각 운동 종목에 특화된 스마트의류의 개발

이 필요한 실정이다. 필라테스는 조셉 필라테스가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국내에는 

2000년 이후부터 소개되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로, 통계청 국민 여가활동조사 보고서

(2008)에 따르면 필라테스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으로 기제 될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필라테스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양한 기구를 사용하며, 흉곽을 크게 팽창, 수축하는 횡격막 호흡

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복된 동작을 통해 고유의 호흡 패턴과 운동 동작을 접목하여 통증 없

이 근육을 강화하여 운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필라테스의 호흡측정에 특화된 호흡 모니

터링 의류가 개발된다면, 필라테스 운동 참여자의 운동 효과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라테스 호흡에 특화된 호흡 모니터링 스마트의류의 디자인을 제안하

고, 호흡과 큰 연관이 있는 특정 스포츠에 특화된 스마트의류의 기초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필라테스 호흡 모니터링 의류를 개발하기 위한 횡격막 호흡 시, 흉곽 둘레 변화범위를 확인하

기 위해 필라테스 경력 1년 이내의 20대 후반 여성 3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

과, 실제로 흡기와 호기의 흉곽 둘레의 차이가 일반인의 약 2배에서 3배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스트레인 게이지 방식으로는 필라테스의 큰 범위의 호흡 측정하는 

것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흉곽을 중심으로 한 호흡 모니터링을 위해 흉곽 전면부에 기존의 

길이 방향으로 만 신장하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호흡 모니터링의류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 

방향으로 모두 팽창하는 면 저항 개념의 압전 고분자 센서를 팽창하는 흉곽 부위에 패턴화하여 

바디 컴프레션 형태 스포츠웨어의 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스트레인 게이지보다 큰 감도 

범위에서 호흡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감도를 설정하여, 필라테스 호흡 간 변화하는 흉곽의 부

피 차이 범위에 특화된 감도를 지닌 압전 고분자 센서를 적용한 스마트의류의 디자인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필라테스 동작과 대응하는 흉곽 호흡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필라테스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논문은 2017년도 BK21플러스 사업(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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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종, 나영주
인하대

중국 장족(티베트 족)민족복식의 색채특성 연구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각 민족별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티베트고원(靑藏高原), 쓰촨성(四川省), 윈난성(雲南省), 현재의 중국 서

장자치구(中國西藏自治區)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티베트족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독특한 자연환경과 광범위한 인구분포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티베트족의 민속

복식색채를 분석함에 있어 문헌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문헌고찰을 

통해서 티베트족의 문화를 이해하고, 색채 사용의 특성에 따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실증

적 연구는 티베트족 복식의 사진을 활용하여 색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색채분석으로는 구글 

Art&Design 사이트의 검색과 청해장문화박물관, 티베트전통복식 사진-서장장족복식 책에 소개된 

사진자료 총 85개를 사용하여 복식에 사용된 색상-색조(Hue-Tone)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hue-tone 색채 분석표로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로서 많은 색 중에서 빨강, 노랑, 초록, 남색 계열

은 다른 색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색조는 V색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흰색, 검정색의 무채색도 많이 응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장족 종교와 상관

이 있고 종교가 사용하는 유채색, 무채색의 비율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복식도 이런 종교적 특

성을 나타낸다. 홍색은 불을 대표하는 색이며, 동시에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티베트 지

역에서 홍색을 생각하면 당연히 가사(승려복)를 떠올린다. 남색은 티베트지역에서 가장 익숙한데 

남색은 장남(藏藍), 또는 장청(藏靑)이라고 부르는 색이다. 남색은 푸른 하늘과 호수의 색채로 신

비함과 높고 먼 고원을 나타낸다. 녹색은 장족 색채 중에서 가장 평민의 색채로서 초원의 색으로 

생기와 활력을 의미한다. 녹색은 대중에게 더 가까운 색이고, 생활과 넓은 유목지역에서 더 친숙

한 색이다. 금과 은은 부귀와 장중함 위엄의 대표색이고, 장족복식은 가산(집 재산)을 머리장식이

나 옷의 장식물로 지녀서 능력을 나타내며, 재물을 입는 것으로 표현된다. 백색은 길하고 상서로

움을 상징함으로서 장족복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색채 중의 하나이다. 장족은 황색과 흑색을 

지역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데, 황색은 대지의 기본색으로서 광명과 희망, 풍년과 부귀를 

의미하는 상징색으로 생각하거나 불교의 석가모니의 뜻과 불교의 자비를 대표한다. 장족사람들의 

생활에서 개념이 가장 복잡한데, 흑색은 사천성에서는 지위가 높은 남자가 착용하며 땅, 대지를 

의미하고, 티베트에서는 노동자가 착용하는 색으로서, 흑색은 매우 복잡한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장족사람들과 검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유목민의 집에 사용된 검정 텐트, 티베트식 건축물

의 창문의 검정 테두리, 농촌지역 남녀들이 작용하는 검정색 야크 털로 만든 복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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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나영주
인하대

색동의 기원과 상징성에 대한 고찰: 우리 주변의 색동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는 고조선시대부터 색을 일찍이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특히 백색, 검정색, 붉은색으로 

무늬를 다채롭게 사용하여왔고, 이는 발전하여 색동, 우리의 보물이 되었다. 수많은 고구려 고분

벽화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해신, 달신의 다채로운 색상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비늘로 덮인 몸

통은 5색의 색동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원나라에서 한때 유행하였던 고려양식을 보면 상 

하의를 보색 대비로 배치하여 색을 조형적으로 활용하는 전통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색동 

연구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 국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고대의 색동 연구는 희박한 형편이며 

또 한국의 색동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고찰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대에 쓰인 색동의 자취를 찾아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 색동과 의복을 고대사회에서 사용한 예시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색동에 대

한 이해를 넓히고 고유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선행논문 및 단행본, 학술지등의 문헌자료, 

박물관 자료, 신문, 인터넷 검색 등을 이용하였다. 또 토기, 금속, 문학,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헌이나 고증,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또한 우리 한복의 원형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조선족 자료를 검색하여 색동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색동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탐색을 보면, 색동은 기쁨, 경사, 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

다. 색상의 리듬감을 통해 한국인의 기쁨, 경쾌함과 조화로움의 미의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조선시대 남녀 머리에 꽃가지를 하나씩 꼽은 평생도 민화를 많이 볼 수 있으며 회갑연이나 

어르신 잔치 장면에 등장하는 후손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꽃가지를 한두 가닥씩 꽂고 있으며 개인

별 주안상에도 꽃병이 하나씩 놓여있다. 한국의 민족은 관모를 쓰는 예절이 바른 민족인데 높은 

지위나 장군의 경우에는 특별히 화려한 관모를 착용하였다. 두 번째로 색동은 융합, 조화, 평등을 

의미한다. 신채호 등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작성한 단군 고조선의 영역 지도에 잘 나타나 있는데, 

부족의 영역이 각 색상으로 표시되었다. 호랑이와 곰 위에 새가 날개를 펴고 화합시키고 있는 고

조선 청동장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색동은 신성, 하늘에 속함, 신비스런 새 를 상징

한다. 새는 다채로운 색상이 특징인데, 봉황 새와 청룡의 몸통과 다리 등 몸통을 따라서 색동이 

그려져 있는 고분벽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 바람 또는 밭이랑을 상징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는 바람과 구름 문양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색동은 우리 선조들이 숭상하던 바람과 비를 상징한

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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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호, 권선영*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항산화물질을 적용한 마이크로앤캡슐레이션을 통해 수면 중 
인체 내ㆍ외 노화 지연 건강 고기능성 프리미엄 침구류 개발

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을 지양하려는 슬로우 라이프와 미니멀 라이프가 

리빙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컬러와 

소재, 아이템 구성 및 코디 방향으로 리빙 제품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침체에 빠

진 패션 업계가 위기 의 탈출구로 요즘 뜨는 리빙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최근 패션업체들이 속

속 리빙 제품 업종에 진출 해 홈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지갑을 열며 괄목할만한 성과

를 내고 있다. 한국수면산업협회는 2015년 기준 국내 수면산업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었을 것으

로 추정, 세계수면학회는 2015년 기준 미국 과 일본의 슬리포노믹스 (sleep+economics =>sleepo-

nomics) 시장 규모가 각각 20조원과 6조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수면시장의 더 많은 발전을 예

상하고 있다. 불면증이 수면장애라는 엄연한 질환으로 자리잡으 면서 웰 슬리핑(Well Sleeping)상

품을 파는 시장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수면 산업 시장에서 

수면장애클리닉이나 수면환경 컨설팅을 비롯한 수면 안대, 베게, 보디 필로우, 수면상태 측정기기, 

아로마 향초 등 숙면 아이템들이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침구류에 접목된 국내기술 개발현황은, 오염을 줄이고 집먼지 진드기 및 기타 알레르겐

을 차단하는 침구류, 은나노 및 이산화티탄을 함유한 항균성 침구류, 아로마테라피 캡슐향이 발향

되는 침구류,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천연 옥수수 섬유를 이용한 침구류, 나노은이 첨가된 항균코팅

처리로 인체세포의 활성화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실내 정화효과 기능을 함유한 침구류, 

항균캡슐 분말을 이용하여 항균 및 소취 기능을 제공하는 침구류가 있으며 국외로는, 항균기능 

침구류와 아로마요법용 침구세트가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수면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도 불구하고 디자인적 감성만을 강조하고있을 뿐, 항균 기능 외 기능면에서의 다양성이 매우 부

족함. 따라서, 안락한 수면환경을 제공하고 기능성ㆍ감성 침구류 디자인까지 갖춘 건강 기능성 

침구류제품을 개발했을 시 국내외 시장선점이 매우 유망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본 기술개발을 통해 쾌적한 수면환경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락한 수면환경을 

제공하고 소재 부문의 고급화와 내구성,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기능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성

이 접목된 프리미엄 건강 기능성 침구류 제품을 개발 했을 시, 국내외 기존 유통망을 통해 내수

는 물론 브랜드 파워구축 후 수입브랜드 대체가능하며 나아가 수출시장에서의 선점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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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으로는 국내ㆍ외 문헌과 학술지, 논문, 인터넷 사이트, 선행연구 

등을 통한 문헌조사와 사례연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국내ㆍ외 

주요 소비자의 구매 패턴 및 트렌드 정보 사이트 분석을 통한 시장 동향 분석, 침구류 제품 분석 

및 기능성 침구류 디자인 요소별 특징을 분석하여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항산화물질을 적용한 마이크로앤캡슐레이션을 통해 수면 중 인체 내ㆍ외 노화 지연 건강 고기

능성 침구류 소재를 활용한 침구류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침구류 제품 실

태와 구매행동, 침구 제품의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수요조사를 통하여 20-50대 침구류 구매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선정

하였는데, 자료의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9월 4일

부터 9월 8일까지 5일에 걸쳐 총 120부를 배포하고 회수 불가능한 20부를 제외한 10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침구류의 구매이유로는 계절의 변화, 유행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유행상품일수록 소재의 질과 

디자인적인 요소의 개발로 가격경쟁보다 제품의 퀼리티를 부여하여 매출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침구류 세트 구매가격대는 <20-40만원 미만>, <40-60만원 미만>이 많았다. 침

구브랜드에서는 소재의 질을 높여 선호하는 가격대의 침구를 출시하여야한다. 침구 세트제품 구

입시 선호하는 디자인 실루엣으로 이불 실루엣과 침대 커버실루엣으로 심플박스형의 답변이 많았

다.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침구 제품 구입시 계절별 선호하는 패턴디

자인으로는 계절의 상관없이 플라워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였다. 그다음으로 무늬가없는 패턴디자

인을 선호하였다.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의 패턴디자인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을 느꼈다. 침

구제품 구입시 계절별로 선호하는 소재는 봄/가을에는 고급면(60수이상), 여름에는 마, 겨울에는 

폴리 극세사를 선호하였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하게 피부의 터치감을 1차적으로 느

끼게 해주는 소재를 선호하였다. 침구제품 구입시 계절별로 선호하는 컬러는 봄/가을, 여름에는 

화이트계열, 겨울에는 레드계열의 컬러를 선호하였다. 겨울에는 시각적으로 따스한 컬러를 선호하

는 것으로 나왔다. 침구제품 구입시 선호하는 직품패턴은 자수문양, 프린트문양, 자카드문양, 기

타순으로 선호하였다. 20-30대에서는 프린트 문양을 선호하였고, 40-50대의 경우 자수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상품기획시 연령대에 맞는 스타일 선정에 참고하여 디자인하여야 할 것 같다.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 니즈 분석 결과를 통해 기능성을 가미한 가정용 침구류 세트 슈퍼싱

글, 퀸, 킹사이즈 침대시트, 이불커버, 베게, 매트리스커버 5세트의 아이템을 개발하였다. 



153포스터발표: 패션디자인 _____

4. 결론

항산화물질을 적용한 마이크로앤캡슐레이션을 통해 수면 중 인체 내ㆍ외 노화 지연 건강 고기

능성 침구류 소재를 활용한 침구류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 세

계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을 지양하려는 슬로우 라이프와 미니멀 라이프가 리빙 트렌

드로 급부상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컬러와 소재, 아이

템구성및 코디 방향으로 리빙 제품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한국수면산업협회는 2015년 기준 국

내 수면산업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며 수면시장의 더 많은 발전을 예상하고있다.

기능성 침구제품 전문 브랜드들은 최근 고가의 라인을 선보이는가 하면, 이집트산 면화 100% 

코튼 새틴 원단으로 침구세트가 50~200만원대, 최근 2000만원이 넘는 제품이 팔려 화제가 됐던 

이태리 고급 침구 <프레떼>,힐튼 호텔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크라운 구스> 침구제품이 100

만원까지 호가하는것으로 볼때, 프리미엄 침구제품들의 국ㆍ내외 수요 시장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침구류에 접목된 국내기술 개발현황은, 오염을 줄이고 집먼지 진드기 및 기타 알레르겐

을 차단하는 침구류, 은나노 및 이산화티탄을 함유한 항균성 침구류, 아로마테라피 캡슐향이 발향

되는 침구류,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천연 옥수수 섬유를 이용한 침구류, 나노은이 첨가된 항균코팅

처리로 인체세포의 활성화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실내 정화효과 기능을 함유한 침구류, 

항균캡슐 분말을 이용하여 항균 및 소취 기능을 제공하는 침구류가 있으며 국외로는, 항균기능 

침구류와 아로마요법용 침구세트가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수면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적 감성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항균 기능 외 기능면에서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함. 따라서, 안락한 수면환경을 제공하고 기능성ㆍ감성 침구류 디자인까지 갖춘 건강 기능성 

침구류제품을 개발했을 시 국내외 시장선점이 매우 유망할 것이다. 

항산화 효과 기능 지속성이 향상된 기능성 페브릭 제품개발, 숙면, 경량성, 쾌적성을 수반한 

기능성 페브릭 개발, 구체적인 물질의 임상효과로 항상화성 평가 기대을 통해 쾌적한 수면환경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안락한 수면환경을 제공하고 소재 부문의 고급화와 내구성, 안락함

을 줄 수 있는 기능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패션성이 접목된 프리미엄 건강 기능성 침구류 제품을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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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명품특피 장어가죽의 디자인 고도화 연구: B+프리미엄 
제품군 적용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

Abstract

현대의 소비패턴은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가성비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가격’을 낮

추는 것이 아닌 ‘성능’을 높이는 방식의 시각이 등장하였다. 이는 과시적 소비가 아닌 자신만의 

취향이 담긴 소비를 하는 새로운 소비트렌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트렌드에 맞

춰 전통적 럭셔리 제품과는 다르게 명품에 버금가는 제품을 만들고, 프리미엄과 가치를 더한 B+

프리미엄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장어가죽은 가죽자체의 독특한 프리미엄과 동시에 여러개의 가죽을 이어 붙여 같은 디자인이

라도 가죽 고유의 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소재로 자신만의 취향이 담긴 소비를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에 적합하다. 또한 70년대 우리나라 10대 수출유망상품, 80년대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효자상품이였으며, 세계 유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장 한국적인 것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찾고, 우리의 전통 소재와 기술을 되살린다는 의미도 있는 최적의 소재로 손꼽

힌다. 그동안 장어가죽은 기념품 수준의 저가제품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일부 명품 브랜드

에서 뱀피나 악어피처럼 특피로 대우하며 고가의 가방으로 판매하는 등 세계적으로 한국산 장어

가죽의 디자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장어가죽 가공 기술은 폭이 좁은 장어가죽을 100

장정도 일일이 이어 붙여 3m2크기의 패널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가죽이 마르면 말려있고 얇

고 찢어지기 쉽기 때문에 경력이 3~4년 이상된 장인의 섬세한 손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100% 장어가죽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소재의 특성을 강조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생활용품 등 대중

적인 라이프스타일 소재로 적용하기에는 경제성면에서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장어가죽의 소재 특성을 기반으로 기능성, 경제성, 심미성, 독창성에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시각적 모티브와 텍스처를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켜 현대 소비자의 라이

프스타일에 적합한 디자인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 시대의 가볍고 스포티하고 캐주얼해지는 

경향에 맞춰 매끈한 표면을 가지면서 부드러운 광택과 단순 반복적 패턴을 적용하고, 글로벌화를 

위한 에스닉 소재군의 여러나라 민속풍을 믹스하면서 러스틱함을 가미하여 장어가죽에 어울리는 

텍스타일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티스틱한 감각을 더하거나 그라피티 요소를 가져온 ①에

스닉 패턴, 글로벌한 감각의 아프리카 모티브, 스트리트에서의 그래피티에서 영감을 받은 경쾌한 

감각의 ②올드 힢니스(Old Hiness), 사실적인 포토이미지와 자연을 모티브로한 ③에디티드 네이

쳐의 패턴트렌드를 참고하여 메인 디자인 컨셉을 ‘African influences’, ‘Africa Twist’로 선정하였

다. 이렇게 개발된 디자인은 라이프스타일 제품군에 적합한 고도화 작업을 통해 시그니처 디자인

을 도출하고, 기능적, 실용적 가치를 더한 B+프리미엄 디자인 전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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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를 통하여 장어가죽이라는 특별한 가죽과 다양한 패턴 적용, 표면가공 기술을 융합한 

텍스타일을 개발하고,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군 속 감각적이되 합리적이며 신선한 

가치를 부여하는 B+ 프리미엄 생활아이템의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생산기간 단축을 통

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빠른 접근 및 대처가 가능하고 생산원가의 감축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에

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한국적으로 특화된 디자인 제품의 역량을 알리고 세계 명품특피 중 

하나로서 장어가죽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에 의해 지원받았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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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원광대

우편 주문 카탈로그에 나타난 1910년대 미국 영아복 연구

1. 서론

20세기 초 미국 아동복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이 시대 서양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양 아동복의 역사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인복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한 편이다. 아동복에 관한 연구는 주로 디자인과 마케팅 분야에서 수행되었으며, 그나

마 서양 이동복의 역사를 다루는 연구는 2차 자료를 이용하는 문헌연구를 시도한 것이 대부분으

로 20세기 초 서양 아동복에 관하여 1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편 주문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1910년대 미국 영아복에 관하여 실증

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미국에서 1910년대에 출간된 mail-order catalog인 

Sears, Roebuck catalogs에 실린 layette에 포함된 영아복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Layette은 출산

준비물이 모음으로 출생부터 생후 6개월 정도의 신생아를 위한 다양한 의복과 물건을 포함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이용한 Sears, Roebuck catalog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mail-order 

catalog로 ready-made 아동복의 가격과 상품 그림과 설명을 다루고 있다. 1910년대 전체 기간 동

안 지속적으로 또 다량으로 연구의 1차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 시기의 아동복에 관한 연구자료를 

얻기 위한 매우 적합한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총 10

년 동안 출간된 총 16권의 Sears, Roebuck catalogs에 실린 영아복 상품의 illustration과 상품설명

을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layette에 포함된 의복 item의 종류와 각 

item별 design detail, fabric, color, 가격에 관한 특성과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3. 연구결과

Layette의 구성은 1910년 spring부터 1919년 fall 사이에 연도와 시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

으나, 전 기간 동안 총 22가지부터 27가지의 item 종류가 포함되었고, 전체 item의 수는 44 

pieces부터 69 pieces로 이루어졌다. Layette의 가격은 낮게는 $9.98부터 $24.95까지 있어서, lay-

ette에 포함된 item의 수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가 제공되었다. Layette에 포함된 27가지의 item은 

robe, dress, slip, skirt, underskirt, undershirt, coat, wrapper, shawl, sacque, bootees, bib, 

band, diaper, diaper cover or diaper pants, rubber sheet, sleeping bag, blanket, veil, stock-

ing, safety pin, basket, sandal, towel, wash cloth, powder, book으로 구성되었다. 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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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ss, slip, skirt, wrapper, shawl, sacque, bootees, bibs, bands, diapers, diaper cover or pants, 

safety pin, powder, book을 포함하는 14가지 아이템은 1910년대 전 기간 동안 출현하였다. 

Robe는 화려하게 장식된 lawn 소재의 긴 드레스로 1910년 Spring catalog에만 보이고 그 이

후부터는 포함되지 않아서, "long dress"로 대체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영아의 세례복으로 주

로 사용되었던(Rose, 1989, p. 107) robe는 레이스, 러플, 자수 등의 화려한 장식이 특징이다. 

Long dress에 비해 길이가 짧은 dress도 1910년대 초반에는 자수로 yoke, 소매, 목부분을 장식한 

lawn, batiste 소재가, 1910년대 후반에는 nainsook 소재가 주로 사용되었다. 1910년대 초에는 

cambric 소재의 slip이 포함되었고, 1910년 중반부터는 “tucked yoke" 또는 ”lace trimmed" 장식

을 가진 “white bishop-style nainsook" 소재로 된 slip이 나타났다. Skirt는 “sleeveless bodice에 

주름잡은 스커트가 붙어있는 옷으로 muslin, cambric, flannelette, 또는 wool flannel로 제작되었

다. Underskirt는 cotton소재인 nainsook과 flannelette이 주로 보였지만 fall catalog에는 cotton과 

wool이 3:1의 비율로 섞인 혼방직물도 이용되었고 hemline에는 lace, 자수, ruffle 등의 장식이 첨

가되었다. 

1910년대 초기에는 겉옷으로 coat가 포함되었으나, 전 기간 동안 wrapper, shawl, sacque이 나

타났으며, 소재로는 flannelette, wool flannel, cashmere와 다양한 비율의 cashmere/cotton blend, 

wool/cotton blend가 사용되었다. "Hand-knitted wool bootees" 또는 “mercerized bootees"가 전 

기간 동안 출현하였다. Stocking은 겨울에만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all wool" 또는 “very fine 

wool cashmere"가 이용되었다. Bib에는 rubber, cotton, silk의 3가지 종류가 있어서 집에서 실용

적으로 사용하는 cotton과 rubber bib과 lace로 장식이 된 silk damask 소재의 외출용이 포함되었

다. Band는 "abdominal binder"라 불리는(Hardy, 1944, p. 3) 복부에 두르는 천으로 주로 wool 

flannel 또는 wool/cotton blend 소재로 되어 있었다. Diaper는 12개를 한 묶음으로 하여 포함되

었는데 "cotton birdseye cloth"를 이용하였다. Rubber 소재는 bib, diaper pants, rubber sheet이 

이용되었고, diaper cover에는 "rubber coated" cambric 또는 nainsook 소재가 쓰여졌다. 

영아복의 길이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서 신생아 신장의 2-3 배정도 되는 긴 길이의 robe, 

long dress, long skirt가 있고, 그 보다 짧지만 몸전체를 길게 덮는 dress와 skirt가 포함되었다. 

영아복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였으며(Martin, 1978, p. 5), 여아와 남아 모두에게 dress와 skirt

가 사용되었다. Layette에 속한 모든 의복과 아이템은 흰색 또는 "cream white"를 사용하고 있었

으며, 유채색의 사용은 겉옷에 "colored thread"를 이용한 가장자리 장식에 사용된 예에서만 나타

났다. 20세기 초 영아복에 흰색만을 사용하는 전통은 영아의 순결한 이미지의 상징이며(Harris, 

1999, p.24) 반복 세탁시 흰색이 갖는 실용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우편주문 카탈로그에 나타난 layette 분석을 통해 1910년대에 사용된 영아복의 종류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시기의 영아복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item, 형태와 소재가 사용

된 것으로 나타나 남아에게도 robe, dress, skirt가 이용되었다. 의복에 의한 성의 구별보다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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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Robe, dress, skirt의 

길이가 신체의 길이보다 훨씬 길게 제작하여 입히는 전통이 나타났으며 이는 아기의 신체를 속박

하지 않고 여유있게 가려주는 효과와 더불어 일어나 걷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급속도로 성장하는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1910년대의 영아복에는 흰색만 사용되어 성별

을 구분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영아의 순결한 이미지의 표현과 세탁 관리가 용

이한 면에서의 실용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Robe, dress, skirt, wrapper, sacque, 심지

어는 겉에서 잘 보이지 않는 underskirt의 단에도 다양하고 화려한 장식이 적용된 것은 아기의 

자연스러운 동작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하는 점이 더 

중요하게 작용되었던 결과로 보인다. 소재에 있어서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면직물와 모직물, 니

트 등이 사용되었으며, 복종과 용도에 따라 직물의 섬세함에 차이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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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패션제품 텍스타일디자인 적용사례 
연구: 대구근대골목투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1. 서론

문화 관련 산업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지금은 문화경쟁시대이다. 디자인이 곧 문화가 되는 

시대이고 좋은 문화 콘텐츠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Story in Jung-gu'(임외숙 외, 

2013)에 따르면 “대구 중구는 대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변천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원도심

이다. 선조 34년(1610년)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후 410여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근대에는 1907

년 김광제, 서상돈 선생을 중심으로 국권을 되찾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이고, 1919년 

3.1 만세 운동길을 따라 독립 운동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다. 또 이상화, 이인성, 박태준, 서상돈 

등 걸출한 근대 역사 인물들이 많이 배출했다. 또한 동산선교사 주택, 3.1 만세운동길, 계산성당, 

이상화ㆍ서상돈 고택, 약령시, 진골목 등 이어지는 근대골목은 근대역사와 문화의 보고이기도 하

다.”라며 대구근대골목투어 콘텐츠의 역사적인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좋은 디자인 브

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이 시대에 대구근대골목투어 문화콘텐츠를 중심

으로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함께 새롭게 재구성되어 고부가가치화로 전환되는 텍스타일 디자인 개

발의 사례를 제안함으로써 섬유ㆍ패션ㆍ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패션제품 텍스타일 디자인개발의 활용 원형을 선정하기 위해 대구근대골목투어 콘

텐츠 중 제 2코스인 근대문화골목의 문화유산자료를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조사하였으며, 그 중 

대표 콘텐츠를 선정하여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 작업은 Adobe 

Photoshop 및 Illustrator프로그램을 활용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3. 결과 및 고찰

대구는 전통도시로서 도시중심부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로서 발달하였다. 1906년 일본

인들에 의해 성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후 읍성 내에 있던 관아 건축이 파괴되고 그 자리에 대

구부청, 경북도청, 경찰서등의 행정기관들이 자리 잡게 되며 또 다른 형태의 공공기관과 상업 시

설이 들어서게 된다. 이로써 전통도시로서의 대구가 유지해오던 공간형태는 시내 중심가를 시작

으로 서양고정양식의 건축물이 들어서고 읍성 밖 남쪽에서부터 대구의 모습이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윤철재, 2013년)고 한다. 대구의 근대골목투어는 총 5개의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제2코

스는 근대문화발자취를 주제로 한 골목투어로 다음과 같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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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구근대골목 투어 2코스

 

대구의 몽마르트르 언덕이라 불리는 동산 청라언덕은 가곡 "동무생각"에 나오는 언덕이기도 

하다. 청라언덕에 있는 선교사 스윗즈 주택(대구 유형문화재 제24호), 챔니스 주택(대구 유형문화

재 제25호), 블레어 주택(대구 유형문화재 제 26호) 은 대구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선교활동

을 한 미국인들이 사용하였던 건물들로 현재까지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으로도 귀중

한 건축물로 평가 받고 있다. 청라언덕, 선교사 주택, 챔니스 주택 등의 이미지를 콜라쥬기법을 

활용하여 재구성하여 흑백의 컬러와 포인트 컬러로 대비된 텍스타일과 선교사 주택의 이미지 레

이어를 겹겹이 겹쳐 작업이 된 텍스타일을 함께 제안한다(그림 2).

<그림 2> RE-WORKED COLLAGE

계산성당은 서울과 평양에 이어 세 번째로 세워진 고딕양식의 성당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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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제일교회 역시 근대고딕양식이 잘 나타난 건축물

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제일교회와 계산성당은 이미지를 과거의 흑백사진처럼 작업하여 경쾌하

고 현대적인 타이포그래피와 감각적인 도트 문양과 조화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텍스

타일 이미지로 제안한다(그림 3).

<그림 3> TYPOGRAPHY PLAY

1919년 3월 8일 서울에서 시작된 3.1 만세운동이 대구에서도 일어나면서 대구 3.1 만세운동은 

기미독립선언문에 선언한 민족대표 33인 중 대구 출신이었던 이갑성을 비롯해 대구지역 기독교계

의 중심에 있었던 이만집, 김태련 목사, 백남채, 김영서, 이재인등 교사들이 주도했다. 특히 계성

학교, 신명학교, 대구고보, 성경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3ㆍ1 만세운동

길은 이미지를 펜으로 그린 듯한 라인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하나의 텍스타일 완성하여 제안한다

(그림 4).

<그림 4> LINE DRAWING

 

대구근대골목투어 코스별 명칭을 영문으로 레터링 작업하여 패턴화하거나 도트문양과 함께 제

안함으로써 유니크함을 강조하여 제안한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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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LOGO MANIA

4. 결론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근대골목투어 콘텐츠를 여러 가지 컨셉의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제안하

기 위하여 문화유산 텍스타일 소스를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재해석ㆍ재구성ㆍ재배치함으로써 현

대화시켰다. 좋은 디자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안목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다

문화적으로 변해가고 있기에 우리의 문화유산은 시대흐름에 맞는 섬유ㆍ패션ㆍ문화상품 개발로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콘텐츠로 접목되는 텍스타일 패턴은 변형가능성과 다양함이 

크며, 패턴의 상징성 또한 잘 활용된다면 텍스타일 디자인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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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경주대

흑해지역 스키타이인 웃옷의 소고: 에레미타쥬 박물관 유물을 
중심으로

1. 서론 

스키타이 복식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유물에 묘사된 형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스키타이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남겨놓은 문헌이 없고 관계문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스키타이인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그의 저술 <역사>에서 서술해 놓은 

것이 유일한데 여기에도 복식에 대한 언급은 극히 부분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타이 복식 연

구는 실증적 자료로 인정받는 그리스 화병에 묘사된 스키타이인의 모습이나, 스키타이 쿠르간에

서 발굴된 유물 또 스키타이인이 묘사된 페르시아 부조 등에 묘사된 스키타이인의 형상에 의존하

고 있다. 

스키타이 복식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스키타이 복식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

계에서 스키타이 유물이 가장 많이 보관되어 있는 러시아의 에레미타쥬 박물관을 방문하여 유물

을 관찰하던 중에 스키타이인 웃옷 등 뒤에 장식물(모자 혹은 칼라?)이 달려있음을 관찰하게 되

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의 스키타이 복식의 분석에서 간과했던 부분이다. 

국내에서 스키타이 복식은 한국고대 복식의 원류라는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 

관점은 복식학계에서 연구를 통해 충분하게 입증되어지지 않았지만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정

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흑해지역 스키타이인들의 웃옷 등 뒤에 장식물이 달려있

다면 이 장식물이 모자인지 칼라인지 아니면 단순한 장식물인지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

이지만 이는 스키타이 웃옷의 유형이 한국 고대 복식의 유형과는 다른 형임을 증명하는 요소라고 

사료된다. 이 연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에레미타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흑해 지역 스

키타이 유물 중 스키타이인들이 묘사되어 있는 유물 5점을 분석하였다. 이 유물 5점은 현존하는 

흑해지역 스키타이인이 묘사된 유물 7점 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물이므로 이 유물의 분

석은 전체 흑해 지역 스키타이인들의 복식의 형태로 보아도 타당성있는 분석으로 생각된다. 

2. 연구방법 및 목적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유물 분석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위하여 관계문헌을 수집

하여 분석하였고 유물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 에레미타쥬 박물관을 답사하여 그곳에 소장된 흑

해지역 스키타이인의 유물을 촬영한 사진과 에레미타쥬 박물관에서 직접 찍은 유물 사진을 수집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국내 스키타이의 복식 연구에서 간과했었던 부분을 추가하며 지

금까지의 연구를 수정하거나 보충하여 국내 스키타이 복식 연구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나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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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고대 복식과의 관계연구를 위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3. 결과 및 고찰

1) 유물에 묘사된 스키타이인의 사회 계층의 분류와 그들이 착용한 웃옷의 형태 

흑해 지역 스키타이인 유물에는 스키타이인들의 전설과 영웅담이 주로 묘사되어있어 그 이야

기에 따라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의 사회적 신분이 구별된다. 앞에서 설명한 5개의 유물에 묘사된 

스키타이인들의 사회적 신분은 솔로카(Solokha) 빗(그림 1)에 묘사된 스키타이왕(Octamasades), 

그의 형제(Scylas), 스키타이왕 옥타마사데스의 군인((Oricus), 솔로카(Solokha)그릇(그림 2)의 사냥

하는 젊은 청년, 쿨 오바(Kul-Oba)의 목걸이(그림 3)에 묘사된 스키타이 족장, 체르톰릭(Cher- 

tomlyk) 암포라(Amphora)(그림 4)에 묘사된 생업에 종사하는 평민, 차스테(Chastye) 그릇(그림 5)

의 족장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전개형 웃옷을 착용하고 있으

며 소매는 착수이다. 여밈은 대부분 앞 중앙에서 좌임으로 여며지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여며지는 

형태도 있다. 웃옷의 앞 여밈선과 밑단 소매 등에는 선이 붙어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솔로카 빗 솔로카 그릇 쿨 오바의 목걸이 체르톰릭 암포라 차스테 그릇

 

2) 스키타이인 웃옷 등 뒤에 달려있는 장식물 분석

(1) 등 뒤 장식물이 있는 웃옷을 착용한 스키타이인 

등 뒤 장식물이 달려있는 웃옷을 착용한 스키타이인은 솔로카 빗의 젊은 군인(그림 6), 솔로

카 그릇의 사냥하는 젊은 청년(그림 7), 체르톰릭 암포라에 묘사된 평민(그림 8) 등으로 주로 스

키타이인들 중 지배계층이 아닌 평민 계층들이 착용한 웃옷에서 확실하게 관찰되고 있다. 쿨 오

바의 목걸이에 묘사된 스키타이 족장에서는 앞 여밈 장식선의 연결된 선이 등 뒤로 넘어가게 묘

사되어 있는데 이를 장식선에 장식물이 붙어있는 선의 묘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는 스키타이 

지배계층에서도 등 뒤에 장식물이 붙어있는 웃옷을 착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다. 그 외 쿨 오바 그릇의 왕족(그림 9), 차스테 그릇의 족장(그림 10) 등 스키타이 지배계층의 

묘사에서는 목 뒤로 내려뜨려진 머리 때문에 장식물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의 설명을 

<표 1>에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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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

솔로카 빗의 젊은 

군인

솔로카 그릇의 

사냥하는 청년

쿨 오바의 

목걸이의 족장

체르톰릭 암포라의 

평민

차스테 그릇의 

족장

 

<표 1> 흑해 지역 스키타이인 웃옷의 분석 

유물 편년의 시기
유물에 묘사된 

스키타이인 사회계층
웃옷의 여밈형태 웃옷 뒤 장식물의 유ㆍ무 

솔로카 빗 BC 4세기 초

왕 갑옷 x

왕족 갑옷 x

젊은 군인 좌임(가운데 여밈) o

솔로카 그릇 BC 4세기 초 젊은 청년 좌임(가운데 여밈) o

쿨 오바 금목걸이 BC 4세기 초
스키타이종족의 

지배자(족장)
좌임

?

(머리 뒤로 가려져 확실하지 않으나 

묘사된 선의 연결은 모자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쿨 오바 그릇 BC 4세기 중 왕족 좌임(가운데 여밈) ? 머리에 가려서 안 나타남

체르톰릭 암포라 BC 4세기 평민 좌임(가운데 여밈) o

차스테 그릇 BC 4세기 왕(족장) 좌임(가운데 여밈) ? 머리에 가려져 정확하지 않음

(2) 등 뒤 장식물의 형태와 그 정체성에 대한 추론 

스키타이 웃옷 등 뒤에 달려있는 장식물은 두께와 부피가 있는 작은 삼각형 모양으로 부피와 

묘사된 기법에서 일반 천보다는 털이나 혹은 니트로 만들어 양쪽 앞여밈의 어깨 윗부분과 웃옷 

목 뒷부분에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장식물이 모자인지 혹은 칼라인지 아니면 단순한 장식

물인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모자로 보는 경우 추운 지방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

단으로 후드 모자를 붙였을 가능성은 있어보이나 크기가 작다는 점에서 모자라고 단정하기가 어

렵다. 그러나 이 유물이 조각이나 그릇에 부조로 만든 표현물이기 때문에 그 묘사에서 실제적 크

기보다 작게 묘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 이 장식물은 모자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 장식물이 니트나 털로 만들어졌다면 재료의 신장력 때문에 크기가 

실제 머리의 크기보다 작더라도 모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칼라로 보는 경우 크기에서는 설득력이 있으나 왜 모양이 삼각형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장식물로 볼 경우에도 의문점이 있다. 첫째, 왜 등 뒤에 장식물을 달았는

가에 대한 의문이고, 둘째, 왜 장식물의 모양이 삼각형 모양인가이다. 고대 사회에서 장식물은 보

통 계급의 표시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표현하는 표현물이며 주로 사회적 신분이 높은 계층의 전유

물이다. 그런데 이 장식물이 달려있는 웃옷을 착용한 스키타이인들은 평민의 스키타이인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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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층이 높은 족장이나 왕들에서는 등 뒤 장식물의 확실한 모습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따라

서 이를 등 뒤에 붙힌 장식물로 간주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를 모자 혹은 칼라로 보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4. 결론 

에레미타쥬 박물관에 보관된 흑해 지역 스키타이인들의 모습이 묘사된 유물에는 지배계층과 

평민 등 스키타이인들의 모든 계층이 묘사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웃옷의 형태는 전개형 좌임이었

고 옷의 끝단, 앞여밈과 소매에 장식선이 붙어있는 것이 공통적이었다. 특이한 것은 몇몇 스키타

이인들의 웃옷 등 뒤에 삼각형 모양의 부피있는 장식물이 관찰된 것이다. 이 장식물은 앞여밈의 

장식선 어깨에 붙여져서 목 뒷부분에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형태와 부피감등을 

고려하면 후드나 칼라로 생각되나 이는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었다. 이 장식

물의 분석은 스키타이 유형이 한국 고대 복식의 원류라고 통용되고 있는 관점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나 지금까지 스키타이 복식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이었기 때

문에 스키타이 복식의 유형 연구를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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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1), 박창숙1), 

윤혜준2), 안재상2)

1)창우섬유(주), 2)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종 섬유소재 복합을 활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1. 서론

의류용 복합소재의 개발은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되는 제품개

발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의류용 소재업계에서는 원사, 편직, 가공업체들이 독

자적인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기술의 융복합에 어려움이 있다. 니트는 초기 원사의 다양한 

재질감 표현, 편직 과정에서의 가공 및 구조 변경, 색상 등에 변화를 줌으로써 확장된 디자인의 

가능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소재의 특성과 복합방법, 가공방법에 따라 최종 제품에서 

발현되는 특성의 변화가 심하여 소재업계의 개발비 부담과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업계의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니트와 편직기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기본 지식을 활용한 봉제 및 

패턴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편직방법의 장점을 이해하고 봉제 및 패턴의 연구를 통

하여 최종 디자인 제안까지 다양한 방법을 중심으로 니트 디자인을 제작하여 고부가가치로서의 

니트웨어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편직방법에 사용된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편직된 제품의 봉제테스트와 패턴 테스트

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하였다. 편직에 사용된 환편기의 종류와 편직방법시 사용되는 가공법을 

연구조사와 현장조사, 실무 전문가의 검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편직방법으로 제직된 소

재 10종에 따라 조건별 봉제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특히 심퍼커(seam punker) 현상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적절한 기기적 인자 설정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드레이핑을 통한 신축 

변화량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인간과 자연, 윤리의식을 중심의 콘셉을 중심으로 형태안정성과 핸

드필이 우수한 니트웨어 디자인 10종을 개발, Likert 척도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3. 본론

방적사와 필라멘트 사는 의류용 소재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혼방사와 같이 소재의 복

합에 의한 방적사 및 단일소재의 필라멘트 사는 고감성, 고기능성을 갖는 의류용 소재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실무 담장자의의 감수를 통해 편직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면 방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섬유로 구성된 로빙(Roving)과 장섬유(Filament)

를 복합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정방기를 활용하여 개발된 방적사로 소재를 복합하여 편직하였

다. 섬유소재의 복합은 방적공정에서 이종의 섬유소재를 복합한 혼방과 사가공 공정에서 방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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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필라멘트 사의 복합, 이종의 필라멘트 사의 복합 등의 방법들을 기준으로 특히 편직공정에서 

2종 이상의 원사를 활용하여 교편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섬유소재의 복합을 통해 편직된 원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니트원단은 특성에 따라 인체친화적 봉제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특히 심퍼커는 

재봉선에 따라 주름이 발생하는 것으로 니트원단과 같은 밀도가 높고 얇고 부드러운 옷감은 퍼커

링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심퍼커 테스트 환경 조건은 실험 2차 테스트, 14℃; 19℃습도: 

50-60%, 60-70%, 70-80%로 조정하였다. 봉제 조건은 신장회복률이 좋고 재봉시 덜 늘어나는 개

발 원단은 봉제속도 1,800 R.P.M 노루발압력 3kgf, 실 장력 100:100gf, 톱니 높이는 0.6~0.8로 설

정하고, 신장회복률이 덜 좋은 개발 원단은 봉제속도 1,600 R.P.M 노루발압력 3kgf, 실 장력 

100:100gf, 톱니 높이는 0.8~1.0로 설정하고, 땀수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2.0, 3.0, 5.0mm로 

설정하였다. 땀수는 2mm의 경우가 심퍼커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땀수 

고정시 경사 방향 봉제성이 위사 방향 봉제성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소한의 텐션

으로 봉제를 진행하고 아래 텐션 역시 풀어준 경우 퍼켜링이 현저히 줄어 들었다. 밀로에 의한 

밀림현상은 바이러스 방향과 낮은 스티치 밀도로 조절할 수 있다. 얇은 니트 제품은 공기 중의 

습도 60-70%인 곳에서 봉제시 편환이 변하지 않고 외관 형태 보존율도 우수하게 나타났다. 

니트 원단의 길이와 폭 방향 신축 변화량을 분석한 결과 앞판과 뒷판의 길이 변화를 비교했을 

때 앞판의 변화량이 더 많고, 원단의 무게에 의한 중력으로 아래로 갈수록 변화량이 확대되는 점

을 고려하여 투명 엘라스틱 밴드를 사용하여 늘어짐을 방지하고, 봉제법에서 체인봉제법을 이용

하여 늘어짐을 교정하였다. 

편직방법, 봉제 및 신축성 테스트 등을 거쳐 [아름다운생각] 콘셉트로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

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윤리의식을 중요시하는 삶을 품고 덜 풍요로운 삶이 주는 더 큰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며, 자발적 미니멀리스트로 살기라는 주제하에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특히 체형커버

가 가능한 디자인과 패턴, 그레이딩 개발에 중점을 두어 언발란스나 다른 두 원단의 믹스매치 및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10종의 디자인 제품은 전문가 평가단의 디자

인 만족도 및 맞음새 착용감, 상품성 관능평가를 실시, Likert척도 결과 2.5 이하인 아이템만을 

선별 총 3점(가디건 1, 원피스 9, 티셔츠 10)을 평가대상으로 분석하였다(표 1). 분석결과 원단 

자체의 무게감과 디자인 길이로 인한 불편감 외에 창용감, 스트레치, 경량감, 두께감, 기각적 요

철, 신축성, 짜임의 굴곡, 드레이프성, 늘어짐, 쾌적함, 터치감 등의 평가 항목 등에서 전반적 안

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디자인과 착용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자연친화적인 텍스

쳐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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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니트 디자인 개발

아이템 도식화 사진 아이템 도식화 사진

1 2

가디건 가디건

3 4

티셔츠 볼레로

5 6

팬츠 팬츠

7 8

셔츠 원피스

9 10

원피스 티셔츠

4. 결론

이 연구는 니트와 편직 시스템의 구조적 이해와 이를 통한 봉제 및 패턴의 특성을 분석하여 

니트웨어의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섬유소재의 복합 방적 공정은 2종 이상의 원사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섬유소재의 편직을 통해 다양한 텍스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니트 원단은 원단의 밀

도, 드레이프, 계수, 신장회복률 등의 물성과 앞/뒤판의 변화량을 확인하고 회귀식의 변화량을 계

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최적의 디자인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니트 원

단의 밀림현상을 다양한 시험분석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봉제 조건별 

환경설정과 기기적 인자 설정을 통해 디자인의 물리적 외형의 변화를 최소화 하거나 미적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형태안정성과 핸드필이 우수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

킬 수 있는 니트웨어를 디자인 할 수 있다. 편직과 봉제 및 패턴 과정의 분석적, 실질적 접근을 

통해 니트웨어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패션시스템의 과정적, 실무적 접근을 

통해 적용, 활용, 확대 가능한 니트 디자인을 위한 실증적 연구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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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정
공주대

공주 수촌리고분군 출토 발형 양식 연구

공주 수촌리고분군은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시대 유적이다. 

4~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백제 한성기의 무덤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3년ㆍ2011년ㆍ2012년에 문

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금동관모, 금동식리 등 금동제 유물과 다량의 토기, 장신구들이 확인되었

다. 풍부한 출토유물의 발견으로 백제사의 각 분야 연구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귀

중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피장자의 머리 부분에 머리장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식구슬을 다량 발견되었다.

2003년에 수촌리 고분 2호 토광묘와 2011년 수촌리 고분 8호 수혈식석곽묘에서 구슬장식이 

발견되었고, 2012년 발굴한 수촌리고분군Ⅱ에서는 완형에 가까운 구슬장식이 확인되었다. 대부분 

머리를 묶거나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확인된 구슬 장식의 스타일은 모두 다른 형태를 보

이고 있어 백제시대의 발형 양식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하겠다. 

머리장식은 2・11・17・18호 토광묘와 8호 석곽묘에서 발견되었다. 2호 토광묘 머리 부분에

서 작은 붉은색 구슬이 다량 발견되었는데 불투명하며 두께와 형태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납

작한 형태를 보인다. 다량의 구슬이 흩어져 발견되어 어떠한 모습으로 장식하였는지 확인되지 않

는다. 11호 토광묘에서는 적색구슬들이 3~4열의 띠를 이루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 쌍의 

금제이식 중 동쪽에 위치한 이식 주변에 청색 계열의 구슬이 1~2열 확인되었다. 17호 토광묘에서

는 청록색의 관옥 1쌍을 비롯한 구슬들이 출토되었다. 원형으로 된 주황색, 적색, 청색계열의 구

슬과 함께 금박계열의 구슬이 1~2열을 이루어 2종의 뭉치가 관옥이 위치한 위쪽으로 각각 배치

되었다. 18호 토광묘에서는 미색ㆍ노란색ㆍ청색ㆍ녹색 등 여러 색상의 구슬들이 1~2열을 이루는 

형태로 출토되었다. 8호 석곽묘에서는 수많은 양의 구슬이 여러 종류로 머리띠 모양의 형태를 보

이고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머리장식이 발견되어 발형 양식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장식 방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구슬을 한 줄로 돌려 장식한 피장자의 두피나 머리카락 등이 산화되어 

사라지고 나면 구슬장식은 1~2열의 배열을 나타내게 되고, 두 줄로 돌린 장식구슬은 3~4열의 배

열을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발견된 1~2열의 구슬 배열은 한 줄로 돌리고, 3~4열의 구슬 배열은 

두 줄로 돌려 장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머리장식으로 보이는 장식구슬은 민머리나 머리카락에 직접 구슬로 장식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하지만 머리둘레나 머리카락이 아닌 모자에 장식하고 이를 머리에 썼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1~2열 배열을 보이는 구슬장식은 머리둘레나 머리카락 또는 모자에 한 번 돌리거나 묶

어 장식하였을 것이다. 3~4열 배열의 구슬장식은 모자나 머리둘레를 따라 두 번 돌려 장식하는 

방법과 한 줄로 된 구슬을 가지고 교차로 엮어 머리카락에 머리끈으로 감싸 묶는 것과 같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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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장식하였을 것이다. 이때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는 방법은 한 줄로 된 구슬장식을 한 방향

으로 두 번 회전하여 묶거나 밴드와 같은 형태의 구슬장식을 교차로 틀어 두 개의 고리를 만든 

후 머리카락을 묶는 등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17호분과 11호분에서 이식 주변으로 장식된 구슬이 발견되었는데 구슬이 양쪽에 모두 장

식되어 있다. 양계형의 머리장식으로 추정되는데, 문헌 기록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있어 주목

된다.

周書의 “在室者編髮盤於首後垂日道爲飾出嫁者乃分爲兩道焉”과 北史의 “女辯髮垂後己出嫁則

分爲兩道盤於頭上” 로 미루어 수촌리 유적에서 발견된 피장자의 양계형 머리장식은 기혼자로 확

인된다. 문헌 기록에서와 같이 한 가닥으로 땋은 경우에는 내려 묶고, 두 가닥으로 한 경우에는 

올려 얹어 장식하였다면 발견된 장식 머리는 양쪽으로 나누어 머리를 묶거나 땋은 후 똬리를 틀

어 양쪽 귀 뒤쪽에 얹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사용한 구슬 장식은 얹은머리를 고정하기 위함과 

동시에 장식의 목적으로 함께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2ㆍ11ㆍ17호분 등의 이마 쪽에 다량의 구슬장식이 확인되는 모습은 머리를 둘러 장식하였을 

가능성과 모자를 둘러 장식하고 이를 머리에 썼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11호분의 머리의 

지름 정도의 구슬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렬로 배열된 경우, 이는 이마 둘레를 감싸 장식하였거나 

모자 밑단을 둘러 장식하였다고 여겨진다. 또한 2호분에 나타난 형식처럼 형태 및 수량 등이 정

형화되지 않고 흐트러져 있는 상태로 장식 구슬이 발견된 경우는 직물로 만든 모자에 구슬장식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머리의 발형에 구슬을 일렬로 둘러 장식하는 방법 외의 고정방법

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정형성이 없이 산만하게 흐트러진 구슬 장식

은 직물로 만든 모자에 장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7호분의 일렬로 3~4열의 구슬장식이 배열되고 그 주변에 청색이나 청녹색 계열의 구슬

장식이 확인되는 경우 일렬로 배열된 구슬 중간이나 주변에 장식한 것으로 보인다. 머리에 직접 

둘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모자에 장식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상으로 머리장식으로 확인된 발형 양식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발양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군데의 장식부위(모자, 머리카락, 민머리) × 2가지의 구슬 배열(1열, 2열) × 3가지의 

묶는 방법(머리카락을 한 방향으로 1회 또는 2회 회전, 밴드 모양의 구슬장식을 교차로 틀어 감

싸 묶는 방법) × 혼인유무에 따른 머리 장식 3가지(한 가닥으로 땋은 미혼자, 두 가닥으로 묶어 

얹은 기혼자) = 54종으로 백제시대의 다양한 발양이 확인되었다. 특히 구슬 장식을 가지고 다양

한 헤어스타일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이와 어울릴만한 의복스타일 역시 다양하게 존재하였음을 

추측케 한다. 백제시대에는 다양한 형태로 머리 스타일을 연출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며 다양한 발

형 양식에 어울리는 의복 역시 다양한 스타일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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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설*, 김차현
경희대

중국 한복(漢服)을 응용한 잠옷 디자인 개발

전통 복식은 민족 별로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대를 걸쳐 내려온 그 민족의 정신적 유대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오천년

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국으로써 전통 복식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한족(漢族)과 

55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복식은 한족의 한복(漢服)으로 중국 

고유의 독특한 미의식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큰 공헌을 하여왔다. 중국 한복은 역사와 관련

된 드라마와 영화, 문화행사, 패션쇼 등 여러 통로를 통하여 각국에 소개됨으로써 글로벌화 되었

다. 최근 현대적으로 개량된 중국 한복을 착용한 극중 인물들이 등장하는 중국 드라마 '랑야방: 

권력의 기록(瑯琊榜, 2015)'은 중국 외 한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데 이어속편 '랑야방: 지

풍기장림(琅琊榜之风起长林)'이 2017년 현재 방송할 예정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와호

장룡(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2000)', '영웅: 천하의 시작(Hero, 2002)'에서도 중국 한복

(漢服)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그 외에 매년 개최하고 있는 ‘서울ㆍ중국의 날’에서 소개되는 

중국 전통 한복은 한국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중국 외 패션쇼에서도 

최근 몇 년간 중국 한복의 요소를 적용한 디자인이 점차 증가되어 많은 글로벌 패션 피플들 역

시 중국 한복(漢服)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넘어서 이를 응용한 의상을 착용하며 트렌드로 받아드

리고 있다. 중국 한복에서 영감을 얻은 최근 컬렉션은 Act n°1의 2018 S/S 컬렉션, Heaven Gaia

의 2017 S/S 컬렉션, Gucci 의 2017 S/S 컬렉션, Prada의 2017 S/S 컬렉션, Armani privé의 2017 

S/S와 2015 S/S 컬렉션 등으로 중국 한복의 디자인 요소와 디테일을 활용하였는데 특히 전통 자

수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현대에 들어 전통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은 전통 문화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계승, 보존, 승화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 복식에 대한 관

심도도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한족(漢族)의 전통 복식에 대한 연구 역시 다각도로 이루어지

고 있다. 한족(漢族) 전통 복식에 대한 연구에는 Bao, H. M. (2010)의 한민족의 복식 문화 부흥

에 대한 연구, 주가이, 하승연(2015)의 현대 여성복에 나타난 중국 명, 청 시대 전통복의 디자인 

특성 등이 있다. 중국 한복을 응용한 현대 패션 스타일을 제시한 선행연구에는 반홍우, 김지영

(2010)의 중국 현대 패션으로 표현한 화복(華服)에 관한 연구, 임진(2016)의 중국 시대극 영화의

상으로 표현하였던 미적 특징을 활용한 한푸(漢服) 스타일의 현대 패션 디자인 연구 등이 있다. 

한족(漢族)의 전통 복식에 대한 연구는 현대 패션 스타일의 변화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식의 특징, 변화 등을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영감을 떠올리도록 하여 현대 

패션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복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디자인적 특징을 일상생활 의복에 적용시켜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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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중 바쁜 현대인의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라운지 웨어 중 잠옷에 중점을 두었다. 잠옷은 하루 

최소 1/3의 시간을 잠자는 시간에 착용하는 옷으로 생활에 중요한 의복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

니라 최근 파자마룩이 유행할 정도로 잠옷 이미지의 의복은 일반 생활에도 착용할 정도로 패션화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전통적인 한복(漢服)에 대한 고찰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복의 특징을 

이용한 중국 한복 스타일의 현대 패션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중국 한복을 응용한 잠옷 디자인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복식 문화 미의식의 요구를 만족 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 한복

문화 이념을 현대 복식 디자인에 불어넣음으로 해서 새로운 패션 디자인 이념을 제시하여 중국 

한복과 현대 복식을 융합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중국 한복(漢服)의 역사 및 디자인 특징, 현대 패션에 나타난 중국 한복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 한복(漢服)에 관련된 문헌, 선행연구, 웹 사이트 등을 통하여 자료 분석과 

사례 분석을 하였으며 Adobe Illustrator CS6와 Adobe Photoshop CC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하였

다. 연구의 범위는 중국 하상주(夏商周) 시대부터 명나라까지의 중국 한복(漢服)의 역사와 한복

(漢服)의 형태, 색상, 소재와 문양 등의 특징에 대해 재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나라, 송나

라와 명나라의 3 나라별 중국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테마 별로 3벌씩 총 9벌의 잠옷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디자인 개발 테마 1에서는 당나라의 유군과 심의의 디테일을 활용하여 여성스럽고 

섹시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첫 번째 디자인에서는 당나라의 유(상의)과 군(치마)을 결합시켜 원

피스 형태로 디자인하였으며 군 부분은 짧고 긴 2겹으로 실크에 올간자를 결합시키고 치마 가장

자리에 부분적으로 레이스로 장식하여 섹시함을 강조 시켰다. 두 번째 디자인은 한복의 우임을 

적용하고 깃에 전통 문양의 멀티 칼라 브레이드 장식을 가미하였다. 세 번째 디자인은 곡거심의

의 섶을 몸에 휘감았을 때의 디테일을 적용하여 레이어드 된 원피스 형태의 디자인을 제시하였

다. 디자인 개발 테마 2에서는 송나라의 대금 실루엣과 전통문양을 응용하여 섹시하면서도 자연

스럽고 편안한 이미지의 로브와 슬립 스타일을 디자인하였다. 첫 번째 벨 슬리브 원피스 디자인

은 시스루한 솔리드 쉬폰에 부분적으로 전통문양을 프린트하여 보일 듯 말 듯한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두 번째 디자인은 한복의 우임을 응용하여 한 세트로 매치하여 착용 가능한 슬립과 

로브이며 세 번째 디자인은 대금형식을 응용한 투피스 슬립과 가운으로 가벼운 외출로도 가능하

게 디자인하였다. 디자인 개발 테마 3에서는 명나라의 주요 칼라 골드와 플리츠 스커트의 디테일

을 활용하여 고급스러운 이미지의 원피스와 파자마를 디자인하였다. 첫 번째 디자인은 홀터 네크

라인에 명나라의 밴드칼라를 변형시킨 우아한 이미지를 살린 드레스이다. 두 번째 디자인은 칼라

의 여밈에 매듭단추로 장식하였으며 세 번째 디자인은 시스루한 상의와 와이드한 플리츠 7부 팬

츠로 매치시켜 편안함과 섹시함이 공존하게 하였다. 이 테마의 잠옷들은 파자마 룩 트렌드를 고

려하여 잠옷, 간의복으로 입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근거리 외출 시에도 입을 수 있게 디자인 되

었다. 

이상에서 얻은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한복(漢服)은 한족의 전통 복식으로 내의, 중의, 대의 3겹으로 구성되며 상의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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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심의로 분류된다. 중국 한복(漢服)은 시대별로 그 특징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평면으로 재

단되는 오른쪽 여밈의 서플리스 네크라인(Surplice Neckline)의 형태적 특징을 가지며 중국 고대 

황, 청, 적, 백, 흑의 오색의 주 칼라와 면, 마, 상, 단의 소재에 동물문양, 식물문양, 기하학문양, 

길상문양 등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잠옷은 밤에 착용하는 의복으로 사적인 프라이버시로 여겨져 유행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수면할 때만 착용하는 단순하고 편안하며 안락한 정통적인 잠옷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

양한 이미지의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으며 잠옷을 입고 외출할 정도의 파자마룩이 유행선상에 있

을 정도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셋째, 각 시대별 중국 한복(漢服)의 특징을 응용한 잠옷 디자인은 전통과 현대미의 결합으로 

전통 문화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하고 현대 패션에서 요구되는 예술적인 고부가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다. 

이상 현대의 패션에 중국 한복(漢服)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독특한 효과와 예술성을 

드높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다양한 패션이나 문화 상품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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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
동아대

디자인 인지 과정을 확인하는 시선추적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패션 이미지의 전략적 연출 방법 제안을 목적으로 디자인 인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선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패션 모델의 외적 특성 경향이 디자인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다. 일정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패션쇼에서 모델의 외적 통일성 외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모델의 외적 통일성 정도에 따라 모델과 디자인을 인지하는 시간 비율 및 시선 활동

이 다를 것이라는 논제를 바탕으로 관찰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실험 자극물 

선정 및 이미지 편집에 있어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를 통해 2014년 S/S Paris 컬렉션 중 모델의 외적

통일성 및 디자인의 시각적 단순성이 높게 나타난 ISSEY MIYAKE 컬렉션, 모델의 외적통일성이 낮으

면서 디자인의 시각적 복잡성이 높게 나타난 JEAN-PAUL GAULTIER 컬렉션을 자극 그룹으로 선정하

였다. 자극 이미지는 포토샵을 통해 배경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었으며, 의복 부분과 모델 부분을 분리, 

교합을 통해 총 4개 그룹, 160컷으로 편집, 합성되었다. 실험 이미지들은 1컷 단위 슬라이드 형식으

로 배열되어 그룹별 연구대상자에게 노트북 화면으로 제공되었다. 노트북 화면에 제공된 이미지를 감

상하는 동안 연구대상자의 시선 활동은 시선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관찰된다. 시선추적 프로그램 개발

에 있어 본 연구자는 시각 센서를 활용한 IT 개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시선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으며, ‘Tobii EyeX’ 장치 및 개발된 프로그램에 의해 연구대상자의 시선 움직임을 기록하는 데이터

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노트북을 통한 이미지 응시 과정에서 시선 활동은 ‘Tobii EyeX’ 장치에 의해 

감지되며, 모델의 신체 부위에 근거, 전체 응시 지점을 3등분하여 각 부위에 머무르는 시선 활동(위

치, 시간 등)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시선 활동 경로, 

활발함 정도, 응시 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 유형의 

통일성이 높을수록, 디자인의 단순성이 강할수록 감상 시간은 다소 짧아지고, 모델 유형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디자인의 복잡성이 강할수록 감상 시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시선 활동이 일부 활발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응시 지점 역시 이미지 그룹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제 

패션 이미지 연출에 적용함에 있어 모델의 통일성과 다양성 및 디자인의 단순ㆍ복잡성에 따라 감상 

시간이 달라지므로, 모델의 선정은 디자인의 특성 및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시 말해 디자인 감상에 관찰자들을 집중시키고자 한다면 모델의 통일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디자

인이 단순하여 관찰자들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도하고 싶다면 모델의 다양성을 높여야 하는 것으

로 제안될 수 있다. 둘째, 시선추적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패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되는 ‘인지’ 과정을 관찰하는 프로그램 개발은 패션산업 및 학술연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후속연구를 통해 시선추적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자인 감성에 따른 인지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며, 이러한 연구는 감상자의 정보 

인지, 처리 과정을 다루는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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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혜*, 이주현
연세대

골퍼의 부상을 방지하여 지속가능한 골프 수행 능력을 지원하는 
스마트의류

골프는 스코틀랜드에서 왕족을 위한 게임이었지만,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세계적인 대중화가 

되고 국내에선 라이프 스타일 문화 강조에 따른 여가시간을 활용한 취미활동으로 참여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스크린 골프 시장의 참여 기회의 독려와 젊은 층의 

증가 및 노령화 시대에 노인들에게 국가적으로 장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 스포츠에 부상은 

다른 스포츠에 비해 발생률이 높지는 않으나. 한번 발생한 골프 운동의 부상은 운동선수들까지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운동정지를 야기하는 골프 부상은 결국 증

가하는 골프 운동 참여자 증가에 가속도가 붙은 발생률을 예고하고 한다. 전문의들은 평상시 골

프 활동에 대한 자가 확인으로 꾸준한 관리를 통해 골프 스포츠 부상을 예방과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를 위해 골프웨어를 개발하고 골퍼가 스스로 자가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침체된 패션산업의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골프웨어의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단계는 <그림 1>과 같이 1차와 2차, 3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다. 보조 데이터가 1차 2차 단계로 먼저 수집된다. 이 데이터 수집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

서 책, 저널, 잡지, 신문 기사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읽음으로써 수행되는 부분이다. 그런 다

음 2차 데이터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근거와 의미가 있는 자료를 얻는 부분이다. 마

지막 3차 데이터 수집은 1차와 2차의 보조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된 논문들과 그에 

따른 통계적 자료들을 추리는 과정이며 스마트골프웨어의 부상방지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 그러므로 스마트골프웨어 디자인의 제안 작업은 1차와 2차, 3차의 데이터의 근거로 

수행이 된다. 

<그림 1> 스마트골프웨어 디자인 프로젝트 1차와 2차, 3차의 데이터 수집과 디자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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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 연구에 대한 목적은 골퍼들이 지속가능한 운동활동이 되도록 자가 모니터링이 되

는 스마트 의류의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골퍼들의 운동정지를 초래하는 

부상들이 어떠한 원인과 종류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적용한 모니터

링이 가능하도록 모듈 시스템 과정을 설정한 스마트골프웨어의 디자인의 제안하는 것이다. 참고

한 선행연구와 여러 통계자료들은 골프의 부상은 대다수는 외상이나 괴상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

닌, 오히려 남용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 조직 손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되는 결과로 발생

을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다양한 부상 중 어깨 부상이 골프운동의 지속적인 활동을 주

로 단절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지속가능한 운동을 지향하는 스마트골프웨어의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다. 골프 운동으로 인한 어깨부상은 주로 회전근개 파열로 인하다는 선행

연구를 통해 스마트골프웨어는 회전근개 파열을 방지하고자 삼각근을 모니터링을 하는 근전도 모

듈로 <그림 2>와 같이 구성이 되어있다. <그림 3>와 같이 스마트골프웨어의 모니터링의 원리는 

부상의 발생률을 야기하는 정도의 근육 피로도를 평가하는 시간 및 주파수 영역의 모듈 분석 결

과로 사용자에게 부상에 대한 위험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림4>는 골프의 부상을 방지

하는 근전도 모듈을 장착한 스마트골프웨어의 디자인 도식화이다. 

<그림 2> 스마트골프웨어 근전도 모듈 및 구성

<그림 3> 스마트골프웨어의 모니터링의 분석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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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마트골프웨어의 디자인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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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김영삼
중앙대

국내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웨트슈트(wet suit)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오늘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가 생활에 대한 요구 수준 향상은 고급 스

포츠로 인식되었던 수상스포츠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심리적 접근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낳았

으며 2016년도에는 서핑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거진이 국내 최초로 창간되었고, 최근 국내 스포츠 

의류 분야에서 래시가드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등 수상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스포츠웨어 및 용품에 대한 수요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수상 스포츠 활동 시 착

용하는 아이템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래시가드에 이어, 체온 조절과 신체보호 효과가 보다 

뛰어난 수상슈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지며 수상슈트 중에서 전

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양한 수상스포츠 종목에서 보편적으로 착용하기에 적합한 웨트슈

트는 수상슈트에 대한 내수시장 확대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상스포츠 활동을 영위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요인과 구매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라이프스타일이 웨트슈트 구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소비 주체가 추구하는 실재적인 라이프스타일의 경향을 파악하

여 수상스포츠웨어 마켓의 확장과 더불어 유효수요 창출 및 증대를 위한 소비자 분석의 기초자료

를 제시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수상스포츠 활동 유경험자이면서 동시에 웨트슈트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국

내 거주 남ㆍ녀 2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측정 도구는 수상스

포츠 및 수상스포츠웨어, 라이프스타일, 제품 구매와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인구 통계

적 정보 9문항,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27문항, 제품 구매 시의 정보원, 구입 경로, 제품 선택 기준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제품 구매 행동 관련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빈도 분석, 요인 분석, 신뢰도검증, 상관분석, 회귀분석, t-검

정 과정을 실행하여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상스포츠 활동 및 웨트슈트 착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라이프스타일은 총 6가지 요인으로 

도출할 수 있었으며 분석된 요인은 각각 ‘인간관계 중시’, ‘성취지향’, ‘유행ㆍ외모 중시’, ‘가족중

심’, ‘여가활동 추구’, ‘경제성 추구’으로 명명하였다. 웨트슈트의 제품 구매 행동 관련 문항 중, 제

품 구매 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정보원의 빈도 분석 결과 동호회, 지인 27.7%, 인터넷을 통한 

브랜드 사이트 검색 25.4%, 인터넷 등을 통한 타인의 착용 후기 19.2%, 책ㆍ신문ㆍ잡지기사 등

의 정보 탐색 11.3%, 수상스포츠 전문가 6.1%, 매장 방문 3.3%, 자신의 착용 경험 2.8%, 판매 

사원 0.9% 순으로 결과가 산출되었다. 또한, 제품 구매 행동 문항 중, 제품 구입 경로에 대한 질

문에서는 인터넷이 53.1%로 과반수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웨트슈트 판매 전문샵 

20.2%, 백화점 10.8%, 동호회 또는 교육기관을 통한 구매 8.0%, 할인 매장 6.6%, 카다로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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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기타 0.5%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 행동에 대한 문항에서 웨트슈트 선택 기준에 대한 요인

은 ‘착용적합’, ‘상품정보’, ‘디자인’, ‘평판’ 의 4가지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제품 선택 기준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다중 회귀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인간관계 중시, 성취지향, 유행ㆍ외모 중시, 여가활동 추구, 경제성 추구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제품 선택 기준 요인의 착용적합 요인에, 유행ㆍ외모 중시, 경제성 추구 라이프스타일 요

인은 제품 선택 기준 요인 중 상품정보 요인으로, 성취지향, 유행ㆍ외모 중시, 여가활동 추구 라

이프스타일 요인은 제품 선택 기준 요인에서 디자인 요인에, 인간관계 중시, 유행ㆍ외모 중시, 여

가활동 추구, 경제성 추구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제품 선택 기준 요인 중 평판 요인에 각각 통계

적 유의수준 하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웨트슈트 구매 행동에 관한 분석은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수상스포츠웨어 분야에서 오늘날 점차 세분화되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

영하고, 이를 통한 제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패션 산업에서의 실무적 기초자료로써 활

용되어 국내 스포츠웨어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성과는 201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7R1A2B40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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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전동진1), 반현성1), 이주현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연세대 태양열 스마트 의류에 대한 한국 소비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스마트 의류의 개발과 상업화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반응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 증가에 따라 태양열 스마트 의류에 대한 수요

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는 패션 산업의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태양열 스

마트 의류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자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 수용 모델(TAM)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의류, 특히 태양열 스마트 의류에 대

한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한국 소비자 남ㆍ여 20~30대이고, 측정 변수는 Perceived Compatibility, Perceived Comfort, 

Perceived Aesthetic,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Performance Risk, 

Environmental Concern, Attitude, Purchase Intention 총 9개이다. 측정 방법은 무작위 15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통해 태양열 스마트 의류 자극물을 이용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 결과를 SPSS와 AMO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의류 분야에 새로운 기술 채택을 설명하는 기술 수용 모델을 검증하고 여러 가지 차원의 스마트 

의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공급자들에게는 의류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FEA(기능, 표현

력 및 미학) 소비자 요구를 상호 연결하는 양립적이고 미학적으로 매력적인 디자인 기능을 제공

하여 기술적 관심사에서 사용자 중심의 개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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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정성지 
동덕여대

경험적 소비가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 만족이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및 브랜드 선호도가 재방문의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패션브랜드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1. 서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도 매우 다차원적으로 변하고 있다. 현대 소비자들은 직

접적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생한 소비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을 인

지하고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단순한 물리적인 소비를 넘어선 경험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변화는 리테일 공간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 하나가 리테일 스토

어의 한 형태인 ‘팝업 스토어(Pop-up Store)’이다. 팝업 스토어는 기업의 브랜드 확장에 대한 손

실을 감소시키고, 시장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패션 기업에서 활

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소비 경험에 관한 연구는 근래에 들어 국내에서 레스토랑 및 호

텔, 여행 분야에서 경험재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시작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뿐더러 패션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경험에 관한 연구는 전무

한 실정이다. 패션브랜드 팝업스토어를 대상으로 경험적 소비가치가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려고 한다. 또한, 만족이 브랜드선호도에 미치는 영향과 브랜드 선호도가 재방문의도 및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각 브랜드에게 마케팅 전략적인 관점의 올바른 팝업스토어 

활용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20-40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30명의 배부된 

설문지중 106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표

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

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적 소비가치도 문항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항들에 대한 하위

차원은 유희적 가치, 효용적 가치, 심미적 가치, 상징적 가치, 사회적 가치, 혁신적 가치 총 6개

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구성 요인들의 총 설명력은 76.152%로 나타났다. 

둘째, 6개의 소비가치 중 효용적 가치, 상징적 가치, 혁신적 가치가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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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만족이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이 높을수록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브랜드 선호도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수록 재방문의도와 구매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6개의 소비가치 중 효용적 가치, 상징적 가치, 혁신적 가치가 높을수록 만족도 높은 것

으로 분석 되었다. 효용적 가치, 상징적 가치, 혁신적 가치가 높을수록 팝업스토어 이용 경험 시 

만족감이 높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인 소비를 넘어선 경험적인 소비를 추구

하는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용적인 가치는 소비자의 만족에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소비자들의 만족이 높을수록 브랜드 선호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팝업스토어 

이용 경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

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브랜드 선호도가 높을수록 재방문의도 및 구매의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

비자들이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일수록 구매하고픈 욕구와 다시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험적 소비가치 중에서 효용적 소비가치, 상징적 소비가치, 혁신적 소비가치가 높

을수록 소비자들이 높은 만족을 느끼고 이는 곧 브랜드 선호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랜

드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팝업스토어를 진행한 브랜드의 재방문 및 구매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는 곧 소비자들의 경험적 소비가치가 브랜드들의 팝업스토어 마케팅 진행 

시 선호도와 구매의도,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들

은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 및 가치 파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팝업스

토어 작업 및 활동을 확대하고 활성화 시키며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팝업스토어 마케팅 

방안을 연구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는 응답자의 20대 비율이 높음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점을 지닌다. 또한 최근에는 만족에 대하며 인지적 측면과 동시에 감정적 측면이 포함되어 넓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는 만큼 소비가치가 감정과 인지적 만족에 분리되어 미치

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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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옥, 구양숙
경북대

조선시대 초상화에 표현된 눈썹의 인상학적 연구

초상화(肖像畵)는 특정한 인물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인물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회화가 가장 활발하게 제작되고 많은 작품을 남긴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대상인물

의 솜털과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재현을 중요시하였고, 인물의 외모만이 

아니라 성격, 인품, 학식 등 내면적 정신세계까지 생생하게 묘사하고자 한 것으로 단순한 예술작

품이 아닌 대상인물 그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다. 얼굴은 인물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신체부위

로 그 사람의 인격, 문화 환경, 사회적 지위 등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상 

인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와 더불어 그 사람이 지닌 심성, 성품 등 내면적 표현을 통해 전체적인 

인상이 표현되어야 했다. 따라서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는 먼저 인상학을 배워 회화적 요소로 적

용하였다고 한다(김선영, 2006).

인상학이란 인간의 상을 관찰하여 인간을 판단하는 학문으로 동서양을 불문하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연구되어 온 과학적인 학문이다. 이는 외형적 생김새를 통해 인물의 성격, 체질, 운명 등 

피상적인 느낌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것으로, 내면적 심리상태는 대부분 얼굴표정으로 표현

되므로 얼굴분석은 대상인물을 분석한다고 할 수 있다(이종관, 2002). 얼굴은 구성부위별로 인상

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눈썹은 그 사람의 지능, 의지, 능력을 나타내며, 그 사람의 

총명함과 어리석음을 알 수 있다(김광일, 2008). 눈썹은 길이와 두께, 방향, 숱의 많고 적음, 눈썹 

털의 부드러운 정도, 눈썹 모양의 각도, 길이의 길고 짧음, 색상의 짙고 옅음 등에 따라 얼굴 전

체의 이미지와 성격을 표현하며, 얼굴의 감정과 표정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인상형성에 큰 영향

을 미친다(허준 외, 2005). 

본 연구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초상화 중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사회적, 역사적, 환경적 배경에 

대한 인물의 문헌 고찰이 충분한 인물을 대상으로 눈썹형태를 분석하여 인상학적 의미의 눈썹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양 인상학에서는 눈썹의 유형에 따라 성격과 기질, 인상학적 특징

을 1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김성헌, 2002) 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 된 조선시대 사대부들 

눈썹의 인상학적 분석 방법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눈썹 유형 18가지 중 10가지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인상학적 의

미를 살펴보면 사대부들의 인품과, 사상, 기질 등이 눈썹에 표현되어 있는 인상학적 의미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의 인상은 그가 살아온 삶의 흔

적이 신체 부위에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특히 눈썹은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

는데 큰 역할을 한다. 조선시대 초상화는 대상인물의 외면과 내면의 세계를 정직하게 묘사하고자 

하였으므로 대상인물에 대한 정신과 성품이 눈썹형태에 그대로 전해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지닌 기질적 특성과 눈썹의 인상학적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유

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 시대 사대부들의 얼굴에서 보여 지는 한국인의 기질과 

정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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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지, 구양숙
경북대

신체만족도에 따른 남성맞춤정장 구매의도

자신의 외모관리를 즐기는 남성 소비자들인 ‘그루밍족’의 증가로 인해 소비성향이 점차 개인

화, 고급화 되면서 ‘맞춤형소비’가 트렌드다. ‘맞춤형소비’는 개별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상품을 주

문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량고객맞춤(Mass Customization)으로 특히, 남성 정장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정장은 남성의 의복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맞음새(착용감)가 중

요한 구입결정 요인이 된다. 맞음새가 뛰어난 정장은 체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개인이 인지

하는 신체적 자아와 이상적인 신체상에서 느껴지는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

성복은 대량으로 생산되어 외모와 신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 개개인의 맞음새를 충족시키

기 어려우며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몸에 잘 맞으며 원하는 디자인

으로 제작이 가능한 맞춤정장이 주목받고 있다. 남성맞춤정장 시장은 제작방식에 따라 비스포크

(bespoke) 전문 브랜드와 MTM(Made to Measure)생산 전문 브랜드 두 분류로 나뉘며 일부 기성

정장 브랜드에서는 고급화를 지향하기 위해 일부 고객들에게 비스포크 제작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합리적인 제작기간과 가격을 이점으로 하는 MTM생산 전문 브랜드들은 체인점의 형태로 

점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맞춤정장의 구매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신체적 자아개념인 신체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체만족도가 남성맞춤

정장의 구매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구글(Google Form)의 모바일, 웹페이지용 전자 설문지를 이용하

였다. 정장의 구매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초년생과 결혼적령기의 20~30대 남성 41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38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자료의 분석

은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 선형 회귀분석 등의 통계적인 

기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측정문항들의 요인분석 결과 신체만족도는 신체적 특성에 따라 하반신만족도, 상

반신만족도, 신체비율만족도, 얼굴비율만족도의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맞춤정장 구매의도

는 1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신체만족도가 남성맞춤정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

과, 신체만족 요인 중 ‘하반신만족도’, ‘상반신만족도’는 맞춤정장 구매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나

타났으며, ‘신체비율만족도’는 부(-)의 방향으로 맞춤정장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얼굴비율만족도’는 맞춤정장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신체만족도에 따른 맞춤정장 구매의도에 대한 연구는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남성맞춤

정장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목표고객 선정과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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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정, 오경화*
중앙대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컬러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컬러는 인간의 오감 중 시각으로 제일 먼저 인지되며 컬러가 지닌 연상과 상징의 도구를 통해 

인지하는 순간부터 적절한 컬러사용에 의해 상품선택 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의 제

품구매 이유에 가장 직접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다양성을 중시하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적극적

인 현대인들이 개인의 취향과 이미지에 맞는 컬러를 활용하여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 패션에서 컬러의 비중은 매우 크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패션상품 선택을 유도하고 구매

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표 컬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소비

자들은 최근 SNS를 통해 구매 전 정보를 탐색하고 그들의 언어로 특정제품이나 서비스들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으며 기업은 SNS에서 얻어진 방대한 양의 자료인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

객니즈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셜

빅데이터(트위터, 블로그)를 수집하여 주요 대표컬러 14가지와 관련된 제품, 속성, 여가, 인물, 장

소, 심리 등을 조사, 각 컬러들의 연관어 맵을 구성하고 컬러별 소비자들의 긍부정 여론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빨강”의 중요 연관어로 원피스, 립스틱, 니트, 가방, 팔찌, 예쁜, 밝은, 강렬한, 맑

은, 선명한, 귀여운, 화려한, 따뜻한, 촌스러운, 조잡한 등이 많이 탐색되었다. “주황”을 검색해 보았

을 때, 신발, 립스틱, 원피스, 가디건, 형광, 다양한, 밝은, 긍정적, 재미있는, 우울한, 부담스러운 등

이 탐색되었으며 “노랑”은 리본, 가방, 티셔츠, 블라우스, 니트, 레깅스, 밝은, 좋은, 대세, 상큼한, 

포근한, 행복한, 산뜻한, 촌스러운, 무서운 등이 언급되었다. “초록”은 우산, 조끼, 빨강, 예쁜, 아름

다운, 밝은, 행복한, 초라한, 어려운 등이, “파랑”은 원피스, 가디건, 스커트, 청바지, 여름, 밝은, 시

원한, 답답한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보라”는 가디건, 리본, 코트, 밝은, 예쁜, 촌스러운 등이, “검

정”은 원피스, 스커트, 니트, 스키니, 코트, 블라우스, 레깅스, 가디건, 좋은, 잘 어울리는, 예쁜, 부

드러운, 깔끔한, 세련된, 날씬한, 밋밋한 등이 탐색되었다. “하양”은 팔찌, 스키니, 남방, 이쁜, 고급

스러운, 사랑스러운, 탁월 등이, “회색”은 니트, 원피스, 가디건, 레깅스, 코트, 나이키, 뉴발란스,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세련된, 칙칙한 등이 탐색되었다. “갈색”은 아이라이너, 섀도우, 마스카라, 정

장, 조화, 코트, 가방, 등산, 밝은, 자연스러운, 클래식한 등이, “자주”는 립스틱, 코트, 원피스, 다양

한, 밝은, 화려한 등이, “남색”은 니트, 원피스, 코트, 가디건, 셔츠, 폴로, 깔끔한, 이쁜, 회색, 세련

된, 매력적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연두색”은 티셔츠, 한복, 파우치, 목도리, 베네통, 상큼한, 깔끔

한 등이, “청록색”은 리본, 가방, 원피스, 변신, 예쁜, 밝은, 답답한, 귀여운 등이 자주 언급되었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수많은 피드백을 직접 청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소셜빅데이터를 통해 주요 

컬러들의 연관어와 긍부정 여론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패션 브랜드들의 상품

기획과 매장 디스플레이 및 판매를 위한 스타일링 제안 전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Corresponding author; Kyung Wha Oh, kwhaoh@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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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연*, 박민정
이화여대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패션 인스타그램의 게시물과 댓글 분석: 
이용과 충족 이론의 관점에서

최근 마케팅 활동에 있어 온라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이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일부 경영자들은 

본인 스스로를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하는 ‘퍼스널 브랜드’를 전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Mcnally & 

Speak, 2003).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이미지 기반의 SNS로 최근 그 전개가 활발한 인스타그램

(Instagram)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인스타그램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쇼핑몰 운

영자들을 최고경영자로 간주하여 “인스타스타”라는 개념으로 지칭하였다. 소비자의 능동성이 강조

되고 있는 최근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의 이용 동기를 이용과 충족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선

행 연구들이 있으며(정호균, 2015; 최민욱, 2007), 정지연과 박노일(2012)의 연구에서는 대중이 최

고 경영자에 대해 호의적인 관계성을 인식할수록 해당 기업의 평판 평가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SNS에 노출되어 있는 사용자들은 SNS의 유저이자 잠재적 

소비자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Katz et al.(1973)의 이용과 충족 이론의 관점에서 인스

타스타 계정의 게시물과 댓글 정보 특성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범주화

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팔로우하는 소비자들의 이용 동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데이터는 여성복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팔로워 2만명 이상의 인스타스타 8명의 

계정에서 2017년 4월 한달 간 업로드된 댓글을 무작위 추출하였고, 총 3,907개의 댓글을 수집하

였다.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R(version 3.4.0)을 사용하였으며, 비정형 데이터인 댓글을 형

태소 분석과 어간ㆍ어미 처리, 불용어를 제거하는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 정형화한 후 키워드 분

석과 LDA 토픽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분석 단계에서는 이슈ㆍ토픽을 발견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와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토픽 분석의 k수를 3으로 설정

한 후, 토픽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토픽 분석 결과는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토픽1은 ‘아이템 정보 관련 토픽’, 토픽

2는 ‘구매 관련 토픽’, 토픽3은 ‘감성 관련 토픽’으로 명명하였다. 토픽1 ‘아이템 관련 토픽’은 

34.6%의 비중으로 상위 단어 중 ‘모자’, ‘사진’, ‘원피스’, ‘가격’, ‘신발’, ‘티셔츠’ 등의 단어들이 나

타났고, 토픽2 ‘구매 관련 토픽’은 32.8%의 비중으로 상위 단어 중 ‘가격’, ‘주문’, ‘좋다’, ‘사고싶

다’, ‘재입고’, ‘얼마에요’, ‘공구’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으며, 토픽3 ‘감성 관련 토픽’은 32.6%의 비

중으로 ‘예쁘다’, ‘감사하다’, ‘어디에요’, ‘맛있다’, ‘좋아요’, ‘여신’, ‘멋져요’, ‘궁금하다’, ‘귀엽다’ 등의 

단어들이 나타났다. 토픽1의 ‘모자’라는 단어는 1번 토픽에 속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다른 토픽에는 속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격’ 단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핵심 

단어 상위 30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이템 정보 토픽1에서는 다섯번째로, 구매 토픽2에서

는 첫번째, 감성 토픽3에서는 열네번째 상위 단어로 보여졌으며, 구매 관련 토픽인 토픽2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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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단어 문서에서의 중요도보다 각 토픽별 단어 집단을 분할

하였을 때 각 단어가 갖는 중요도가 다름을 나타내며, ‘가격’ 단어는 구매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나 아이템 정보, 감성 표현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토픽의 분석 결과별로 ‘가격’ 단어가 항상 상위 키워드로 나타난 것을 보아 소비자들이 경

제적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예쁘다’, ‘감사하다’ 등의 감성 

단어들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통’, ‘맛있다’, ‘안녕’, ‘운동’ 등 일상 공유와 안부를 주

고받는 단어들의 비중은 감성 단어들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매 의도와 소통ㆍ감성 

관련 단어들이 함께 출현하였고, 이는 제품 정보 제공의 광고는 SNS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효과

를 준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상이했으나, 직접적인 광고 게시물이 아닌 소통을 기반으로 한 마

케팅 전략은 인스타그램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감대 형성과 친밀함을 유도함으로써 더 긍정적 효

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인스타스타의 계정을 통해 가격과 

상품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한편, 일상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며 친밀함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이어,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이용과 충족 이론에 입각하여 소비자로써 자신을 드

러내고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플랫폼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스타그램의 댓글은 직접적이면서도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소비

자 리뷰이자 트렌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한 소비자 트렌드 분석에 대해 지속

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존 SNS 연구들에 비해 연구가 

다소 부족한 실정인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대다수의 SNS 관련 연구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에 반해 쇼핑몰 운영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의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패션 산업군에 적용한 연구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것에서 학문적 의

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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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영, 이진화
부산대

청소년소비자들의 불안과 과시소비에 관한연구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전망,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실제 자아와의 차

이, 사회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다양해짐에 따른 확실한 규범적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자기결정

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심리적 발

달로 인한 불균형을 경험하면서, 정서적 불안을 느끼게 된다. 

프로이드(1926)는 사람들은 정신 내적 갈등이나 외적인 환경적 요구와의 갈등에 직면하여 불

안이 일어날 때 자아가 불안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안연구에서 언급한 자아방어기

제를 사용한다(계은주, 2001 재인용)고 하였는데, 청소년들은 자아정체감이 미성숙하고, 사회적으

로는 물질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는 방어기제의 하나로 소비를 통

해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하려하고, 유행이나 고가의 물건 구입 등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행동, 즉 과시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불안과 과시소비에 관해 연구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도 함께 고려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청소년들의 불안 수준과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청소년들의 과시소비 수준과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들의 불안과 과시소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200부씩, 총 400부의 설문지를 배부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본인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배부된 400부 

중 400부 모두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완전한 7부를 제외하고 중학생 197부 고등학생 196부, 

총 393부를 분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23.0을 이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 불안수준, 과시수준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구하였으며,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징과 불안수준, 과시수준 정도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one 

way ANOVA, 사후 검정은 Duncan test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설문지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의 환자안전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불안 수준은 성별, 운동빈도, 가족관계, 경제적 생활수준, 학업성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불안은 총 6개 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불안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운동을 학교수업 외에 하는 학생보다 하지 않

는 청소년의 경우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생활주준이 상위인 경우 불안이 낮게 나

타났다. 학업성적은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불안은 생애불안, 평판불안, 공황불안, 시험불안, 학교공포불안, 소외불안 으로 6가지 요인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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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그중에서 생애불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소외불안, 평판불안, 시

험불안, 공황불안, 학교공포불안 순으로 타나났다.

둘째, 청소년들의 과시소비수준을 살펴본 결과 학교유형, 용돈액수, 문화활동 빈도, SNS활동시

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과시소비 유형은 유명상표 과시소비, 유행 및 타인지향 과

시소비, 양적지향과시소비, 수입 및 고가품선호 과시소비로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을 

보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과시소비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용돈이 많을수록 과시소비 수준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화활동을 하지않는 학생 보다는 하는 경우, 그리고 SNS활

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는 하는 경우 과시소비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가지 과시소비 

하위유형 중에 유명상표선호 과시소비가 높게 나타났으며, 유행 및 타인지향 과시소비가 그 뒤를 

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양적지향 과시소비, 마지막으로 수입 및 고가성품선호 과시소비 순서였다. 

셋째, 불안이 과시소비 하위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전체불안과 과시소비의 

관계에서는 불안이 모든 과시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의 하위유형에 따른 과

시소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는, 유명상표선호 과시소비에는 시험불안과 학교공포불안이 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공황불안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및 고가품선호 과시

소비에서는 시험불안 평판불안 학교공포불안이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행 및 타인지향 과시소비에서는 시험불안과 학교공포불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마

지막으로 양적지향에서는 시험불안과 학교공포불안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불안, 특히 시험불안과 학교공포불안이 높고, SNS활동을 하루 1시간 이상 많이 

하는 경우,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월 용돈액수가 많은 경우,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에 청소년들은 과시소비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청소년들의 불안은 과시소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들은 불안을 다루기 위한 방어기제의 하나로 과시소비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청소년기는 사회화의 결정적 시기이며, 청소년기의 올바르지 못한 소비생활은 성인생활에 까

지 연장되며 확장되는 경향(편세린, 1997)이 있으며, 현대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지속적

인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재량에 따

라 물건을 살 수 있는 용돈의 액수가 커지고, 용돈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아 졌기(김홍복, 2001) 때문에, 청소년기의 올바른 소비생활에 관한 교육과 소비생활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소비생활 교육과 더불어 과시소비에 영향을 주는 불안의 원인을 파악하

여 청소년들의 불안을 완화시키거나 해소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청

소년소비자들의 불안과 과시소비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소비자들의 불안과 과시소비생활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어, 바람직한 소비생활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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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구영석
부산대

온라인 편집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 및 선호 연구: 20대 
소비자를 중심으로

1. 서론

인터넷의 발달로 현대인의 삶은 매우 편리해졌고, 이에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의 이용이 활발해짐으로써 패션산업계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

다. 그중에서도 온라인 편집샵이라는 새로운 쇼핑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온라인 편집샵은 

현대인들의 소비패턴이 기존의 전형적인 소비에서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고려하는 가치 중심의 소

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내 온라인 편집샵이 급성장

하고 있고 이용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에 관한 선례 연구는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에 대

한 포괄적인 범위의 연구에서 그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편집샵에 대한 20대 소비자들

의 인지 및 선호도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① 온라인 쇼핑 이용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② 온라인 편집샵 인지 및 선호에 대해 알아본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20대를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2017년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응답자 수는 303명이며, 인

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여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공통문항으로 22문항, 온라인 편집샵 이용경

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16문항,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2문항으로 총 40문항이었다. 

설문지 분석에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χ2검증, t-검정등이 이용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편집샵이라는 최근의 온라인 쇼핑 변화추세에 입각하여 주요 온라인 쇼

핑 이용자인 2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편집샵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 및 선호도를 살펴보고자 하

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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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서 개인 쇼핑몰이 남자와 여자 응답

자들 모두 각각 37명 (33%), 131명 (68.6%)으로 1순위로 꼽혔지만, 그 다음으로 온라인 편집샵이 

각각 남자 응답자들의 31.3%인 35명, 여자 응답자들의 10.5%인 20명의 응답자들의 수로 2순위로 

나타났다. 이 문항으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편집샵이라는 새로운 쇼핑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편집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303명 중 67%인 202명이 있다고 대답한 한편,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33%인 101명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용 경험이 있는 20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편집샵 이용에 관

한 인지 및 선호도에 대하여 세부적인 문항들을 설문하고 분석하였다.

<표 1>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형태 

쇼핑몰 형태
전체

개인 쇼핑몰 오픈 마켓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백화점 몰 온라인 편집샵 기타

남
응답자 수 37 13 16 6 35 5 112

비율 33% 11.6% 14.3% 5.4% 31.3% 4.5% 100%

여
응답자 수 131 15 14 5 20 6 191

비율 68.6% 7.9% 7.3% 2.6% 10.5% 3.1% 100%

둘째, 온라인 편집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체 응답자 수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2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 다양한 상품 구성(17.1%), 저렴한 가격 (13.9%), 

보장되는 품질(12%)등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림 1> 온라인 편집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온라인 편집샵에 많은 국내 신진 디자이너들의 브랜드들이 입점해있는 상황과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결합되어 ‘브랜드 인지도‘가 온라인 편집샵 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개인 쇼핑몰에 파는 보세 상품들과는 달리 온라인 편집샵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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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는 품질 역시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온라인 편집샵

은 의류뿐만 아니라 리빙 용품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다

양한 상품 구성 역시 소비자들이 온라인 편집샵을 이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성별에 따른 온라인 편집샵 이용에 대한 만족도 (개별 항목에 대한 만족도)

남성 여성 t-value

가격 3.58 3.33 2.243

품질 3.62 3.67 -0.542

배송 3.75 3.64 1.101

상담 3.55 3.41 1.328*

교환 및 환불 3.49 3.45 0.448**

결제 서비스 3.77 3.77 -0.003

고객 서비스 3.66 3.57 0.976

상품 종합 3.63 3.69 -0.651*

서비스 종합 3.69 3.62 0.717

편집샵 구성 3.75 3.68 0.719

마지막으로, 온라인 편집샵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들에서는 결제 서비스에 대한 만

족도가 5점 척도에서 남, 여 모두 3.7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교환 및 환불에 대한 만족

도가 각각 3.49, 3.4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다양해지고 간소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으로 구매한 만큼 교환 및 환

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20대 소비자들은 새로운 쇼핑 매체인 온라인 편집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온

라인 편집샵을 이용하는 요인으로는 브랜드 인지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따라서 더욱 치열해지

는 국내 온라인 편집샵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온라인 편집샵과는 차별화된 브

랜드 입점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다양한 상품 구성과 소비자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장되는 품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교

환 및 환불에 관해서 보완한다면 온라인 편집샵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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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공주대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이 20∼30대 중국 남성의 외모관리 
필요성과 수행의도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외모지상주의(Lookism)란 외모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개인 간의 우열과 

성패를 가름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현상을 말한다. 외모지상주의의 영향으로 최

근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외모가 중요한 사회적 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남성의 외모관

심과 외모관리행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남성의 패션, 화장품 등의 외모관련 산업이 높

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과 외모지향성은 이러한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을 

측정하기 위한 유용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활성화로 생활수준과 라이프스타일에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외모지상주의 현상이 중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남성 외모관련 

시장이 최근 빠르게 성장할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남성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중국의 20∼30대에 해당하는 빠링허우와 지우링허우 세대는 

미래의 중국 소비시장을 이끌 중요한 소비자로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20∼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외모지상주의가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방법이며, 설문지는 외모지향성과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 측정문항, 외모관

리행동 문항과 피험자의 인구통게학적 특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을 알아보

기 위해서는 선행연구(김완석 외, 2010; Cash et al., 1990)를 토대로 타당성이 검증된 외모의 사

회적 유용성 척도와 외모지향성 척도를 선정하였고, 남성의 외모관리행동 측정문항으로는 선행연

구(김창현, 2011; 박수경, 2015; 우수진, 최근희, 2011) 등을 토대로 외모관리의 필요성, 외모관리

행동 수행의도, 외모관리비용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은 중국 길림성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남성으로 피험자는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었다. 설문조사는 2016. 11. 6∼11 .30까지 실시되었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

외하고 총 400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분석방법으로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 23.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분석, 교차분석, 다중응답분석, 군집분석, 일원변량분석(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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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20∼30대 남성의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을 조

사한 결과, 이들은 외모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비교적 높

게 인지하고 있었으나, 외모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기울이며 외모를 가꾸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적극적인 경향성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외모지상주의를 토대로 중국 남성 소비자를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

국의 20∼30대 남성은 외모지상주의 수준이 높은 '외모 고관여 집단',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은 높

게 인지하나 외모지향성은 비교적 낮은 ‘외모 유용성 집단',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은 중간 수준이

나 외모지향성이 높은 '외모 지향성 집단', 외모지상주의 수준이 낮은 '외모 저관여 집단'의 네 집

단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소비자유형별 외모관리행동을 알아본 결과, 외모 고관여집단은 다

른 집단에 비해 패션, 헤어, 피부, 메이크업, 체형 및 성형 등의 모든 외모관리항목에서 외모관리

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피부, 성형, 체형관리에

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넷째, 외모지상주의에 따른 소비자유형별 피부와 체형 및 성형관리에 대한 수행의도를 조사한 

결과, 피부관리의 경우, 기초화장품 및 세안용 제품의 사용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팩, 각질제거, 

마사지, 기능성 화장품사용, 전문피부관리실 이용 등의 관리행동에서는 외모 고관여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수행의도를 보였다. 체형관리의 경우에서도 운동과 일상적인 다이

어트에서는 소비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키높이 신발, 전문체형관리실 이용 등의 관리행동

에서는 외모 고관여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행의도를 보였다. 한편, 성형관리에 대한 

수행의도는 모든 집단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중요한 소비자집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20∼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외모지상

주의가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결과, 중국의 20∼

30대 남성은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에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외모의 사회적 유

용성은 비교적 높게 인식하는 반면 외모에 몰두하는 외모지향성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에 의해 분류된 소비자집단은 외모관리의 필요성과 수행의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여, 외모지상주의 가치관은 중국 남성의 외모관리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효과적인 시장세분화 변수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중

국의 20∼30대 남성을 목표시장으로 하는 외모관련 업체에서는 중국 남성의 외모에 대한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세분시장의 특징에 부합하는 마케팅전략과 상품기획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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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구영석
부산대

코스메틱 마스크 팩과 소재에 관한 소비자 인지 및 선호 분석: 
코스메틱 텍스타일 소재의 사용자 실태 분석

1. 서론

경제 발전으로 사회가 점점 풍족해짐에 따라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피부 관

리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일반 스킨케어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에 비해 

마스크 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스크 팩 시장의 남녀 20~50대 사용자들 대상으로 마스크 팩의 소재별 선호도를 

살피고, ‘시트형 마스크 팩’의 시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소

비자들의 구매와 선택에 도움을 주고, 관련 업계에 시트형 마스크 팩에 대한 선호도 자료를 제공

함으로서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① 마스크 팩 사용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② 마스크 팩 구매 시 시트에 대한 인지 및 선호에 대해 알아본다. 

2)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전국 20-50대 256명을 대상으로 배포하였고 2017년 6월 28일

부터 8월 1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남녀의 비율은 4:6 정도였고, 

연령은 20대, 50대, 40대, 30대 순으로 많았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마스크 팩 구매경험ㆍ사용빈도ㆍ주요목적ㆍ고려사항ㆍ기대가격 등을 포

한함 사용실태에 대한 내용과 마스크 팩용 시트 소재에 대한 인지 및 선호를 조사하여 생산 측

면에서 더욱 향상된 마스크 팩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 되었고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설문 응답자들 중 ‘순면시트’를 사용해본 경험을 가진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는 ‘겔 시트’가 많았다. 또한 마스크 팩을 1년에 5회 미만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주일에1개‘, ‘한 달에 1개’ 라고 응답한 사람이 그 뒤를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



200 _____ 패션마켓, 마이크로트렌드를 입다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마스크 팩을 1달에 1번 이상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 전체 마스크 팩 사용목적

마스크 팩 사용목적으로는 ‘보습’이 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휴식’, 

‘미백’, ‘주름‘,’기타‘ 순으로 많이 선택되었다.’주름‘이나 ’미백‘ 같은 물리적 성능보다 휴식에 목적을 

둔 응답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마스크 팩을 하는 동안의 정서적 휴식도 마스크 팩 사용의 

큰 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용제품이 단순한 화장용 목적이 아닌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활용한 제품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팩 구매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응답자들의 절반이상이 ‘성능’을 뽑았다. 그에 

이어 ‘원료’, ‘브랜드’, ‘가격’이 순서대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아 무엇보다 성능을 

가장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많고 원료와 브랜드를 신경 쓰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스크 팩이 가져야할 코스메틱 기본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소재의 다양성과 

브랜드 가치의 향상이 마스크 팩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마스크 팩 기대 가격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은 ‘3천원 미만’으로, 전체

의 55%가 이 항목을 선택하였다. 이를 보아 많은 소비자들은 부담 없는 가격에 마스크 팩을 사

용하고자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만족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스크 팩 제

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격과 성능이 최적화된 제품을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마스크 팩에 사용되는 시트 소재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소비자들은 마스크팩 시트를 선택

할 때 기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스크 팩을 구매 시 ‘성능’을 가장 

고려하는 항목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같이 마스크 팩의 성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트 소재도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비자들은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스크 팩 시트에 사용되는 텍스타

일 소재들은 마스크 팩의 코스메틱 성분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는 중요한 

소재로서 코스메틱 효능뿐만 아니라 피부의 접촉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기능성 

마스크 팩 시트소재의 개발은 앞으로도 제품의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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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체 응답자 마스크 팩 시트에 대한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여성 남성 t-value

순면 종합만족도 3.64 3.64 -0.05

　 착용감 3.48 3.64 -1.59

　 터치감 3.32 3.57 -2.46

　 편리성 3.8 3.71 0.74

　 효능 3.44 3.42 0.21

겔 종합만족도 4.02 3.97 0.31

　 재구매 3.5 3.39 0.87

　 착용감 4.07 3.92 0.99

　 터치감 3.98 4.1 -0.85

　 편리성 3.67 3.62 0.3

　 효능 3.79 3.76 0.22

천연 종합만족도 4 3.63 1.24

　 재구매 3.75 3.68 0.38

　 착용감 3.71 3.82 -0.36

　 터치감 3.5 3.61 -0.33

　 편리성 4 3.59 1.24

　 효능 3.82 3.81 0.03

　 재구매 3.8 3.47 0.81

<표 1> 성별에 따른 응답자 마스크 팩 시트에 대한 만족도 (개별항목에 대한 만족도)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이 많이 사용해본 시트의 종류 중 겔 시트의 만족도가 다른 두 시트에 비

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스크 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앞선 결과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성능과 시트의 기능성 면에서 겔시트가 현재 

소비자에게 가장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시트의 종류를 다양

화하고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서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2 _____ 패션마켓, 마이크로트렌드를 입다

4. 결론

마스크 팩은 단순한 코스메틱 용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앞선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심리

적 정신적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개발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취향과 감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실버세대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연령대의 취향 분석 및 남성 소비자의 미용에 대한 관심증

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시트의 개발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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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공주대

남성 소비자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의복 및 화장품 
구매행동 연구: 2030대와 4050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외모관리가 성공을 위한 초석 또는 성공을 대변하는 키워드로 사용되면서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 있어서도 외모의 중요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남

성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외모관련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2030대의 젊은 남성이 외모관련 산업의 주요 소비자였으나, 최근 

남성 패션시장은 2030대 중심의 시장구조에서 벗어나 경제력을 갖춘 4050대의 중년 남성들이 의

복 및 화장품 등의 외모관련 산업에서 새로운 핵심 소비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남성 외모에 대한 연구는 주로 20∼30대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므로 40∼50대 중년 남성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2030대와 4050대의 차이를 파악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와 4050대의 연령집단에 따라 성인 남성의 외모에 대한 사

회문화적 태도, 의복 및 화장품 구매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는 서울과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성 660명이 편의표집방법에 의해 선정되

었으며,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방법이었다. 설문지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의복 구매행동, 

화장품 구매행동과 피험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측정문항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5점의 리커트형 척도

로 제시되었다. 의복과 화장품 구매행동 측정문항으로는 구매동기, 제품선택기준. 구매정보원, 구

매장소, 구매비용, 구매동행인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선다형식으로 제시되었다. 설문조

사는 2015. 9. 6∼18일에 실시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648부가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자료분석방법으로는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t-test, 다중응답분석, 교차분석이 

사용되었다. 

3. 연구결과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남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의 구성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모 중요성 인식, 날씬함 중요성 인식, 내면화의 

3차원이 도출되었으며. 세 요인 모두 중간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성인 남성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

화적인 가치관에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030대와 4050대의 외모에 



204 _____ 패션마켓, 마이크로트렌드를 입다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2030대가 4050대보다 외모중요성과 내면화에서 더 

높은 수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내면화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 남성의 의복구매행동을 2030대와 4050대를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의

복구매동기의 경우, 2030대는 유행트렌드, 스트레스/기분전환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동기를 중시

하는 반면 4050대는 계절이나 체형변화와 같은 실용적 동기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선

택기준에서도 2030대는 디자인, 브랜드, 유행, 가격 등 다양한 선택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반

면, 4050대는 품질을 매우 중시하고, 세탁관리, 용도의 다양성과 같은 실용적인 기준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구매정보원에서 2030대는 인터넷과 패션잡지를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향

이 높은 반면, 4050대는 매장 디스플레이, 본인의 구매경험, 판매원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경향

이 높았다. 구매장소에서는 2030대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4050대는 패션아울렛, 대리점, 대형마트, TV홈쇼핑을 통해 구매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 쇼핑빈도에서도 2030대는 한 달에 1번 이상 쇼핑하는 빈도가 높은 반면, 4050대는 한 계

절에 1번 이하로 쇼핑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동행인에서 2030대는 주로 친구, 

동료와 쇼핑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반면 4050대는 가족과 함께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구매비용에서는 연령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성인 남성의 화장품 구매행동을 2030대와 4050대를 비교하여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사용해본 화장품 종류에서는 2030대가 다양한 화장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4050대는 자외선 

차단제와 바디로션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장소에서는 2030대는 인터넷, 백화

점, 단독 브랜드 매장을 선호하는 반면, 4050대는 대형마트, 화장품 전문매장, TV홈쇼핑을 선호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구매정보원에서 2030대는 인터넷, 친구나 가족, 패션잡지를, 4050대는 판매

원, TV, 매장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매동기에서 2030대는 

피부문제 개선을 위해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반면, 4050대는 피부보호, 자기만족,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매동행인에서는 2030대는 본인이 혼자 

구매하거나 친구, 동료와 함께 구매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4050대는 가족과 함께 구매하는 경향

이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화장품 선택기준과 구입비용에서는 연령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결론

본 연구는 2030대와 4050대 성인 남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의복 및 화장품 구매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 성인 남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의복 및 화장품 구매행동은 연령집단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 

남성을 표적시장으로 하는 의복 및 화장품업체에서는 2030대와 4050대의 심리적, 신체적 특성과 

함께 이들의 외모에 대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연령집단에 따른 구매행동의 차이를 

토대로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령집단에 따른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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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30대를 표적시장으로 하는 의류업체에서는 디자인, 맞음새, 가격을 고려한 패션제품을 개

발하여 인터넷이나 패션잡지를 통해 사회심리적 구매동기를 자극하는 광고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매장 디스플레이, 홈페이지 디자인이나 상품을 자주 교체하여 신선

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VMD를 기획하고 동행인과의 동반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판매전략

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매장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

로 판단된다. 화장품업체의 경우는 피부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과 남성 전용 색조화

장품의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판매전

략 수립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4050대는 체형변화를 커버할 수 있는 

품질과 실용성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여 패션아울렛이나 브랜드 대리점,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인터넷과 매장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품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화장품의 경우는 품질과 피부적합성을 고려하며 

피부보호를 위한 기초화장품, 자외선차단제, 클린징제품, 바디로션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위주

로 개발하고, 인터넷과 매장 디스플레이나 판매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구입하

기 편리한 대형마트나 화장품 전문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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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김형숙, 이진화
부산대

신흥 패션 잡지의 타깃과 컨셉 설정 변화 연구

잡지는 현존하는 시대의 문화나 사회상, 트렌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커뮤니케이션의 한 

분야로 타깃이 매우 세분화 되어있고, 독자층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는 기존의 패션 잡지 시장이 포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흥 패션 잡지가 새롭게 등장하

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렇듯 신흥 패션 잡지가 기존의 포화된 잡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치밀하게 분석하여 설정한 타깃과 

그 타깃의 니즈에 맞는 컨셉 설정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발간된 신흥 패션 잡지를 조사/분류하고 신흥 패션 잡지의 타깃과 컨셉 설정의 변화 양상

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기존 패션 잡지와의 차별성을 파악하고 신흥 패션 잡지의 추세와 변화 흐름

을 통해 향후 잡지 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592 중 패션 잡지 리스트 248종, 한국잡지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기간행물 83종을 일정 기준에 따

라 신흥 패션 잡지로 분류하고, 신흥 패션 잡지의 SNS와 공식 홈페이지, 편집장 인터뷰 등을 검토

하여 연구목적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신흥 패션 

잡지 타깃에 있어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AIO 분석을 통해 살펴 

본 신흥 패션 잡지 컨셉의 공통점으로 ‘창의성’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신흥 패션 잡지 컨셉 특성으

로 ‘내용의 확장성’이 나타났다. 이는 기존 패션 잡지가 담아내는 라이프스타일을 넘어서 삶의 모든 

활동, 의견, 관심들까지 하나의 패션으로 풀어내고자 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신흥 패션 잡

지의 독자에 대한 접근방식과 활용도가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

흥 패션 잡지는 독특한 시각효과와 내용의 신선함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켜 자발적 검색이나 서

점 방문을 유도하고 있었고, 잡지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독자의 라이프 타일을 표현하는 인테리어 

도구로써 활용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차별적인 특성들이 

포화된 패션 잡지 시장에서도 신흥 패션 잡지가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유지되는 경쟁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신흥 패션 잡지의 차별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고, 포화된 잡지시장에서의 신흥 잡지 등장에 대한 궁금증 또한 해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패션업계에서는 신흥 패션 잡지의 변화흐름과 특성을 잘 파악하고, 목적성을 갖고 적

재적소에 잘 활용하여 좋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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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희
신라대

모바일 패션쇼핑앱 몰입과 구매만족도에 대한 개인화 서비스와 
간편결제의 영향 

모바일 웹 환경의 발전으로 기업은 언제 어디서나 자사의 모바일 웹 페이지 상에서 실시간 고

객과의 정보교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객 맞춤화된 상품과 컨텐츠 및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개인선호에 더욱 적합한 혜택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화 서비스는 기존의 누구에게나 똑같

은 정적인 정보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특성에 따라 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 CMC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 기업과 브랜드의 충성도롤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패

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같은 모바일쇼핑의 급성장에는 모바일 간편결제라는 결제의 간

소화도 크게 기여를 하였다. Go and Han(2016)은 연구결과 모바일 간편결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모바일 앱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수익을 창조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몰입은 관계마케

팅의 중요한 핵심변수이다. 모바일앱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그 중

에서 고객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는 물론 위치기반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웹의 장점을 살린 가격

촉진 전략이나 간편결제 등은 적극적인 고객 관계유지의 방법이 된다. 특히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전략은 모바일앱 몰입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모바일쇼핑앱 몰입과 구매만족도에 대한 개인화서비스와 간편결제의 영향을 

알아보고, 아울러 소비자의 가격민감도 정도가 이들 변수들의 영향에 어떤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최근 2개월 이내에 모바일 쇼핑을 통해 

패션제품(잡화 포함) 구매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총 324매가 수집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패션쇼핑의 몰입에 개인화서비스와 모바일 간편결제가 모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구매만족도에는 몰입, 모바일 간편결제, 개인화서비스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2. 가격민감도는 모바일 간편결제 변수의 모바일앱 몰입에 대한 영향력에서만 정적인 조절효

과를 나타내었다. 즉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의 경우에 모바일 간편결제로 인해 모바일

앱 몰입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저 가격민감성 집단에서는 개인화서비스만 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구매만족도에도 몰입과 

간편결제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고 가격민감성 집단에서는 몰입에 개인화서비스와 간편

결제 모두 영향을 미쳤고 구매만족도에도 몰입, 개인화서비스, 간편결제가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고 가격민감도 집단이 저 가격민감도 집단보다 개인화서비스와 간편결제를 더 높이 

평가하였고, 모바일앱 몰입과 구매만족도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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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and Park(2007)은 제품구매시 가격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낮은 가격을 찾고자 

노력하는 소비자들은 이성적으로 제품을 평가하기에 상대적으로 인터넷쇼핑 플로우에 빠질 가능

성이 낮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보다 나은 가격을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

는 가격민감도 소비자가 간편한 모바일 간편결제로 인해 모바일앱 몰입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바일패션쇼핑 마케터는 개인의 구매패턴에 맞추어 선호 가격조건에 맞는 상

품을 제시하고 위치기반서비스 등을 활용한다면 가격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의 모바일앱 몰입과 구

매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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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신호센싱 스마트웨어 구매의도에 소비자 혁신성과 지각된 
위험이 미치는 영향 연구

많은 기업이 스마트웨어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관심

은 아직 미미하다. 소비자들은 많은 기업이 시도하는 웨어러블 제품 및 서비스에 호기심을 보이

기는 하지만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소비자들이 스마트웨어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효용을 느끼고 구매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스마트웨어에 노출되었을 때 구매의도를 느낄만한 요인이 무엇

인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의 혁신성과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대할 때 지각하는 

위험이 모두 다르고 이러한 요인이 스마트웨어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스마트웨어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한다

면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속성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성향과 지각에 따라 동일한 스마트웨어를 접하더라도 제품 속성에서 느끼는 편익이 다를 것이고 

이는 제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무작위 한국 소

비자 20ㆍ30대 150명이며, 측정 변수는 소비자 혁신성, 지각된 위험, 스마트웨어 제품속성, 구매

의도 총 4개이다. 측정 방법은 생체신호센싱 스마트웨어 자극물을 보여주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본 논문은 생체신호센싱 스마트웨어를 개발할 시에 집중해야 할 제품속성에 대한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고, 마케팅을 할 때 소비자 성향 및 지각에 따라 타겟층을 정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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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신한대

외모관리동기가 의복행동과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는 아름다운 외모, 성적매력, 건강함과 유머, 옷, 헤어스타일, 향수를 표현한 사회적 

표현력,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요소가 결합된 매력자본이 강력한 경제자본으로 인식되면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능력이나 개인적 성품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사

회가 되어가고 있다(Kim, 2016). 남녀 모두에게 ‘외모 프리미엄’이 있으며, 외모는 돈이며 실력으

로써, 개인이 외모에 투자하는 것은 자신의 발달을 위해 매우 타당한 선택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외모관리를 위한 행동은 개개인마다 사회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

치는 사회생활의 필수적인 소비행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과거 타인에게 자신을 인식시키기 위

한 매개체로서 외모를 사용했다면 현재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이상적인 외모

를 갖기 위한 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Kaiser(1990)은 외모가 개인의 우열과 성패를 가린다고 

믿어서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개인이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관리하는 내면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외향적 모습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과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여 외적인 모습을 관리한다(Cash, 1985)

는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

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됨에 따라서 외모

관리행동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 낸다고 볼 수 있다. 

자기만족도는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인생목표

나 욕구달성에 대한 외모, 생활, 경제, 대인관계에 관련한 개인의 주관적 만족감으로 볼 수 있으

며, 자기만족도를 매일의 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

와 책임감을 느끼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

을 겪지 않고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Park & Park, 2011). 자기만

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나, 외모관리동기가 자기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분류하여 그 차이를 규명한 연구는 미미하다. 

본 연구는 외모관리행동에 있어서도 외모인식과 외모관리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외모관

리에 대한 내면의식을 파악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외모관리동기에 따라 자기만족도가 

다를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규명할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다. 외모관리동기가 의복이 외모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만족도의 경제만족도, 대인관계

만족도,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수도권, 대구 및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474부가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

항들은 외모관리동기와 의복행동으로 구성하였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수정ㆍ보완하였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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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관리동기의 문항은 Ha(2009)의 문항을 사용하여 유행중시동기 6문항, 자기개발 동기 5문항, 개

성표현 동기 5문항, 성적매력표현 동기 6문항 등 총22문항을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의

복행동에 관한 문항은 Lee and Yoo(2011)와 Lee(2008)가 사용한 4문항으로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기만족도의 문항은 Park and Park(2011)의 문항을 사용하여 경제만족도 4문항, 대

인관계 만족도 3문항, 외모만족도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

기 위해서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월평균 지출액을 묻는 문항이 첨가되었다. 통계분석으

로는 SPSS 23.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모관리동기의 차원은 외모중시유행, 자기개발, 성적 매력표현의 3가지 요인으로 나타

났으며, 외모관리동기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Cronbach의 α값을 산출한 결과 0.81 이

상으로 비교적 내적 일치도가 높았다. 외모관리동기의 3가지 변인의 평균점수를 구한 결과, 자기

개발 요인의 평균값이 4.22로 가장 높았으며 성적매력표현, 외모중시유행 동기 순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 중에서 자기개발 요인은 자기관리를 목표로 외모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기가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im, 2017). 이는 현대사회 현상 속에서 사회성을 추구하며 자신감

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개발목적을 위한 자기개발요인이 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언급한 

결과(Ha, 2009)를 지지한다. 성적매력요인은 한 개인의 성적매력은 여성상/남성상의 이미지를 통

하여 타인의 관심을 유도함에 의해 사회적 평가의 기초로 사용되는 사회적인 단서임을 보인 결과

를 지지한다(Ha, 2009). 외모중시유행 동기 요인에 있어서는 Kaiser(1990)가 외모관리가 다른 사

람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한 것같이, 시대의 변천에 따

라 미의 기준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유행의 흐름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appearance management motives 

Factor/Item
Factor1

loading

Factor2

loading

Factor3

loading

Factor 1: Emphasis on trendy physical appearance

   I want to follow the currently popular appearance or style. 0.83 0.19 0.15

   I manage my appearance to follow the currently popular trend. 0.80 0.25 0.07

   I am interested in the appearance and style of famous people shown in 

various mass media.
0.77 0.10 0.31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ir appearance depending on the currently 

popular trend. 
0.61 0.24 0.25

Factor 2: Self-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ir appearance in order to give a favorable impression. 0.17 0.80 0.21

   People should invest in managing their physical appearance in order to 

achieve social success.
0.31 0.72 0.08

   Men and women with better looks are more likely to achieve social success. 0.30 0.69 0.18

   It is important to manage their appearance for the sake of their positive image. 0.13 0.66 0.41

   If other conditions are equal, people with better looks will have an advantage 

in getting a job.
-0.02 0.51 0.44

Factor 3: Sexual appealing

   I want to buy clothes to make myself look feminine/masculine. 0.25 0.08 0.80

   It is fun to make a sexy appearance through managing appearance. 0.21 0.31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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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자기만족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자기만족

도 하위요인의 요인적재량은 경제만족도 0.79-0.58, 관계만족도 0.71-0.69, 외모만족도 0.79-0.61

으로 나타났고, Cronbach's α 값은 0.80-0.64로 나타나 자기만족도 역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검증되었다(Kim, 2016).

<Table 2> Factor analysis of life satisfaction

Factor/Item Factor loading
Mean

(Cronbach's α)

Factor 1: Economic satisfaction

   I am better than others in finance. 0.79
3.56

(0.80)
   I am satisfied with daily living expenses. 0.77

   I am satisfied with monthly income. 0.75

   I am satisfied with monthly expenditure. 0.59

Factor 2: Relation satisfaction

   I have good relation with neighbors. 0.71 4.28

(0.62)   I have good relation with family. 0.70

   I have very good life conditions. 0.69

Factor 3: Appearance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my appearance. 0.79 4.00

(0.64)   I try a new career. 0.73

   I maintain a balanced body shape. 0.61

둘째, 외모관리동기가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외모중시유행과 성적매력표현 

동기가 의복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외모중시유행동기가 높은 사람은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복행

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 됨을 보여준다. 

셋째, 외모관리동기가 자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만족도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그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외모관리동기 요인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에 따르면(표 3), 자기만족도의 경제만족도에는 외모중시유행 동기는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개발 동기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매력표현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중시유행 동기가 높을수록, 

   The feminine/masculine appearance gives a favorable impression to people of 

different sex.
0.10 0.43 0.62 

   I’m interested in feminine/masculine fashion style. 0.50 0.12 0.58

   It’s important to manage appearance for myself to be feminine/masculine. 0.35 0.39 0.56

Eigenvalue 3.02 2.92 2.71

Cumulative variance % 21.60 42.48 61.82

Cronbach's α 0.83 0.81 0.82

Mean 3.43 4.22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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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동기가 낮을수록 자기만족도의 경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만족도의 대인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기개발 동기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모중시유행 동기와 성적매력표현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만족도의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외모중시유행 동기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 동기와 성적매력표현 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준화된 β값을 비교해보면, 외모중시유행 동기가 경제만족도와 외모만족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개발 동기는 경제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

계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매력표현 동기는 자기만족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려고 노력하

며, 아름다운 외모를 가짐으로 자기 스스로도 만족을 느끼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사회생활

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만족을 느끼게 됨을 보인다. 

<Table 3> Effects of appearance management motives on clothing management and self satisfactions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tandardized β t value R2 F value

clothing 

management

Emphasis on trendy physical appearance 0.57 13.95***

0.52 174.54*Self-development 0.06 1.43

Sexual appealing 0.18  4.27***

Economic 

satisfaction

Emphasis on trendy physical appearance 0.30 5.20***

0.05 9.53  Self-development -0.13 -2.18*

Sexual appealing -0.09 -1.31

Relation 

satisfaction

Emphasis on trendy physical appearance -0.06 -1.03

0.02 2.95*Self-development 0.11 1.77*

Sexual appealing 0.07 0.98

Appearance 

satisfaction

Emphasis on trendy physical appearance 0.22 3.79***
0.04 7.84***

Self-development -0.07 1.12

Sexual appealing -0.07 -1.10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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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일, 박민정
이화여대

스포츠 브랜드 개성, 브랜드 개성-자아 이미지 일치성, 브랜드 

인지도와 지각된 품질이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최근 중국에서는 문화산업의 발달과 피트니스 열풍으로 스포츠 브랜드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은 스포츠 브랜드의 선

택에 있어 보다 신중해졌으며 스포츠의 전문성과 이미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들은 자사의 스포츠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여 글로벌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이미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마켓

에서 높은 구매력을 보이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선호 스포츠 브랜드 개성, 자아 이미지 

일치성, 브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브랜드 태도 간의 영향관계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인구통계학적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스포츠 브랜드 개성, 브랜드 개성과 소비

자 자아 이미지 일치성, 브랜드 인지도, 지각된 품질,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SPSS 21.0을 통해 검증하였다. 중국 소비자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인구통계

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은 21.15%(22명), 여성은 78.85%(82명)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

율보다 높았다. 주로 20대~30대 미만의 중국 남녀가 68.2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학력

의 경우 대학졸업생이 36.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학생이 47.12%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월 평균소득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48.08%로 많이 나타났다. 선호하는 스

포츠 브랜드를 조사해본 결과, 국외 스포츠 브랜드 13개가 국내 스포츠 브랜드 5개보다 중국시장

에서 큰 높은 선호 비중을 나타냈다. 국외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중국 소비자들은 나이키(Nike)

와 아디다스(Adidas)를 가장 좋아하였고, 중국의 국내 스포츠 브랜드 중에서 李宁 LI-NING을 가

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20대~30대의 젊은 소비자층의 경우 중국의 

국내 스포츠 브랜드보다 해외 스포츠 브랜드를 많이 선호하며, 특히 나이키(Nike)와 아디다스

(Adidas)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브랜드 개성요인이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 본 결과, 진실함과 세련됨 요인이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이며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제적 자아 이미지의 일치성이 브랜드태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개성과 자아 이미지의 일치성이 브랜드 태도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랜드 태도가 구매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이어서 브랜드 개성과 자아 이미지의 일치성이 구매의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강력한 이미지를 가진 스포츠 브랜드를 전개함에 있어, 중국 소비자들의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차별적인 브랜드 개성을 구축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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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뢰, 이진화
부산대

한류 화장품 광고모델의 특성이 브랜드 개성과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과 소비수준이 향상되고, 미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함에 

따라 중국 화장품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류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커서 지난해 

중국으로 한국 화장품을 수출한 액수가 총 1조8000억 원(15.7027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3년 사이 수출액이 5배로 늘어난 것이다(중국 산업정보망2017).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내 

한류를 이용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통 소비자들이 쉽게 접하고 기업의 

이미지의 제고를 통하여 시장우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광고기법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

한 현대 광고행태는 모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더욱 커지게 만들고 있다(김성덕, 윤명길, 김기

수, 2012). 브랜드마다 광고모델들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또한 브랜드들이 광고모델의 특성으로 브랜드로서의 개성을 부각시키며 이

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민경인, 2006).

이와 같은 광고모델의 특성에서 브랜드 개성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볼 때, 광고모델과 브

랜드 개성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광고모델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만 이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

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브랜드의 개성적 요인과 광고모델특성, 브랜드 태도 등과의 관계에 대

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광고모델과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브랜드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광고모델 특성과 브랜드 개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광고모델 특성이 브

랜드 개성을 통해 브랜드 태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브

랜드의 광고모델 특성과 브랜드 개성을 살펴봄으로써 광고모델의 어떠한 특성들로 브랜드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개성, 브랜드 태도의 관계를 고찰한다.

중국 포털사이트(360 검색)의 검색어 순위와 한류 화장품 브랜드의 판매량에 따라 고가브랜드 

집단 중에는 설화수와 후, 중저가브랜드 집단 중에는 라네즈와 더페이스샵을 선정하였다. 이 4가

지 브랜드의 광고를 본 경험이 있는 중국 10~40대 여성소비자 412명을 대상으로 2017년 8월10일

부터 8월3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고가브랜드의 광고를 본 소비자는 

208명이었고, 중저가브랜드의 광고를 본 소비자는 204명이었다. 이중에서도 각 브랜드에 대해 불

성실하게 대답한 응답자를 고가브랜드에서 8명과 중저가브랜드에서 4명을 제외시켜 고가브랜드 

200명, 중저가브랜드 20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SPSS23.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주

요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 요인분석, 대응표본 t검정, 회귀분석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개성과 화장품 광고모델의 특성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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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브랜드 개성은 심미성, 안전성/전문성, 세련됨, 친환경성, 젊음으로 나타

났다. 화장품 광고모델의 특성은 신뢰성, 유명도, 매력성, 전문성, 유사성, 호감성, 친밀성으로 나

타났다. 

둘째, 고가/중저가 브랜드 집단별로 브랜드 개성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고가브랜드의 

세련됨과 친환경성이 높이 측정되었으며 중저가브랜드의 젊음이 높이 측정되었다. 심미성과 안전

성/전문성에서는 비교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브랜드 집단별로 광고모델의 특성요인의 차이

를 분석한 결과는 유명도, 유사성, 호감성, 친밀성에서 고가브랜드가 중저가브랜드에 비해 평균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뢰성, 매력성, 전문성에서는 비교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화장품 광고모델의 특성 요인이 브랜드 개성에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결과는 광고모델의 

특성들에서 유명도, 매력성, 유사성, 친밀성은 심미성 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

고모델의 특성들에서 신뢰성, 유명도, 전문성, 친밀성은 브랜드의 안전성/전문성 개성요인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모델의 특성들에서 매력성, 호감성, 친밀성은 세련됨 개성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모델의 특성들에서 유사성과 친밀성은 브랜드의 친환경성 개

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모델의 특성들에서 매력성, 유사성, 친밀성은 젊음 

개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브랜드 개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브랜드의 심미성, 안전성/전

문성, 세련됨이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성과 젊음이 브

랜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섯째, 화장품 광고모델의 특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광고모델의 

유명도와 유사성이 브랜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모델의 특성이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브랜드 개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광고모델의 특성 중에서 

유명도와 유사성 요인의 직접적인 영향이 사라지고, 브랜드 개성중 세련됨 개성이 브랜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은 광고모델의 특성요인은 브랜드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브랜드 개성요

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랜드 개성요인은 광고모델의 특성

과 브랜드 태도의 관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비자들은 광고모델의 특성적 요소들을 브랜드 개성으로 인지하게 되고 이는 브랜드 태도

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광고모델에 어떠한 특성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느

냐에 따라 브랜드 개성이 달라지며 그것이 또한 그 개성을 인식하는 소비자들의 브랜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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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적합성이 만족 및 학습전이성과에 
미치는 영향

급변하는 패션산업환경 속에서 재직자들이 조직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지

속적인 학습과 교육훈련이라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에 패션관련 중소기업, 패션관련학

과가 개설된 대학 및 패션학원, 직업훈련학교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재직근로자들의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은 학습자가 단순히 해당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에서 배운 내용을 현업에 적용할 때에 비로소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학습한 것을 현업에 적용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학습

전이성과는 교육훈련 효과성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몇몇 연구

자들(유성희, 2012: 장선혜, 2017: 이희옥ㆍ정동섭, 2012)이 학습전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 힘써왔으나 연구대상이 카지노 종사자, 부산과 경남지역 중소기업 종사자, 콜센터 종

사자들로써 학습전이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연구자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 연구결과를 일반

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이 교육훈련만족도와 학습전이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교육훈련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요인으로 교수자질이나 보상지향

성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패션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는 학습전이성과

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 만족, 전이성

과, 교수자질, 보상지향성의 요인구조를 알아본다. 둘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적합성이 패션교육

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이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전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적합성이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수자질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다섯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적합성이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상지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본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교육훈

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

는 선행연구(권미분, 2011; 김신영, 2009; 장선혜, 2017; 오선희, 2010; 유성희, 2013; 이원석, 

2012; 이종환ㆍ김성환, 2015; Alliger, 1997)에서 사용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문항을 본 연

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항목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

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7)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05부의 설문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으며,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

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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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적합성

은 직무적합성, 내용적합성, 환경적합성의 세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

족,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학습전이성과, 교수자질, 그리고 보상지향성은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

다. 둘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적합성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적합성, 내용적합성, 환경적합성은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직무적합성=.293, t=4.960, p<.001, β내용적합성

=.247, t=3.846, p<.001; β환경적합성=.381, t=6.321, p<.001). 이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교육훈

련 프로그램 만족을 높이기 위해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직무적합성, 내용적합성, 환경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만족은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학습전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2, t=3.392, 

p<.01). 이는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학습전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적합성이 패션교육훈

련 프로그램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수자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수자질이 부족할수록 내용적합성이 패션교육훈련 만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602, p<.001), 교수자질이 높을수록 환경적합성이 패션교육훈련 만족

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856, p<.01). 다섯째,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적합성이 패션교육훈련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상지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상지향성이 낮을수록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직무적합성이 만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92, p<.05).

본 연구결과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만족 및 학습전이성과를 높이

기 위한 프로그램 적합성 측면의 접근과 교수인력활용 및 보상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이

해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해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패션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향후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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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동아대

모바일 브라우징과 패션제품 충동구매 간의 인과적 관계분석

국내 모바일 쇼핑시장은 2016년 전체 온라인 시장의 53.5%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41.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의류/잡화를 포함하는 패션시장은 모바일 

시장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2017). 온라인 시장 규모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바일 시장은 사용이 편리하며 높은 할인율과 SNS 기반의 사회적 상호작용 등

의 영향으로 자극에 의한 충동구매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소비자는 모바일 쇼핑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를 접하면서 순간적으로 충동구매를 하기도 하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모바일 시장 

이용자의 49%가 충동구매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시장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하는 패션제품의 모바일 충동구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패션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 충동구매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성향은 오프라인 점포

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 점포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자들

은 구매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브라우징을 많이 할수록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충동적인 구매압박감이나 구매충동을 더 많이 느끼면서 충동구매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패션제품을 구매할 때 브라우징이 충동구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는 모바일을 통해 패션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206명의 여자대학

생을 대상으로 수집하였으며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

형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모바일 쇼핑에서 브라우징 활동은 패션지향적인 충동구매와 순수 충동구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동적인 구매 압박감은 증가하였으며 증

가한 충동적인 구매압박감은 패션지향적인 충동구매와 순수 충동구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패션지향적인 충동구매에 대한 구매압박감이 순수 충동구매에 대한 구매압박감보다 더 크

게 나타났다. 즉, 소비자가 모바일 쇼핑과정에서 브라우징을 많이 할수록 충동적인 구매압박감을 

많이 느꼈으며 충동적인 구매압박감을 많이 느낄수록 새로운 스타일이나 최신 유행의 패션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아무 생각없이 충동적으로 패션제품을 구매하는 순수

충동구매 경향도 높게 나타났다. 충동적인 구매압박감에 의해 이루어지는 충동구매는 순수하게 

내적인 자극에 의해 이루어지는 충동구매보다 패션지향적인 충동구매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을 일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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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박미령
국립목포대

대학생의 추구혜택에 따른 운동화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1. 서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2016년 3월~2016년 8월) 전체 신발 시장 규모인 

2조 9998억 원 중 운동화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는 1조 6364억 원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 규모는 50.6%성장했으나 운동화 시장규모는 같은 기간 122.7% 성장해 큰 폭으

로 상회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운동화시장의 상승의 요인은 2015년부터 유행하였던 노멀

(normal)과 하드코어(hardcore)의 합성어로 평범함을 추구하는 놈코어(normcore) 트렌드의 기능성

에 활동성을 가미한 애슬레저(athleisure) 트렌드의 유행을 기반으로 상승하였다. 애슬레저

(athleisure)트렌드는 애슬레틱(athleisure)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에서도 착용이 가능

한 스포티브(sportive) 웨어를 일컫는다. 애슬레저(athleisure)트렌드는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개

성을 표현하면서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로 변화하였고 구두보다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추구혜택

에 따른 운동화의 구매행동을 알아보고 운동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 수집

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추구혜택에 따른 운동화구매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

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 소비자들의 추구혜택의 차원을 밝힌다.

둘째, 추구혜택에 따라서 소비자를 유형화한다.

셋째, 추구혜택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 운동화 구매행동(정보원활용, 상품선택기준, 구매 장소)

의 차이를 밝힌다.

본 연구는 서울ㆍ경기, 광주광역시,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40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기술통계, Duncantest, χ2 test를 실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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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생의 추구혜택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성추구, 유행추구, 패션과시추구, 경제성

추구, 유명상표추구의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추구혜택에 따른 소비자를 유형화하였는데 집단 1은 ‘유행성추구’와 ‘경제성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유행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93명(47.3%)이었다. 집단2는 ‘패션과시추구’, ‘경제

성추구’, ‘유명상표추구’가 높게 나타나 ‘브랜드과시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61명(15%)이었다. 집단 

3은 ‘개성추구’와 ‘경제성추구’가 높게 나타나 ‘개성추구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74명(18.1%)이었다. 

집단4는 ‘개성추구’, ‘유행추구’, ‘패션과시추구’, ‘경제성추구’, ‘유명상표추구’ 추구혜택의 평균이 모

두 낮아 어떤 추구혜택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집단이므로 ‘무관심집단’이라 명명하였으며 

80명(19.6%)이었다.

셋째, 소비자 집단에 따른 정보원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유행추구집

단에서는 ‘과거의 구매경험’을 제외한 모든 정보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과시집

단은 ‘TV,잡지 등 광고를 보고’와 ‘유명연예인을 보고’가 높게 나왔다. 개성추구집단은 ‘가족이나 

친구의 구매경험을 통해’가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른 정보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무관심 집단은 정보원활용에서 매장 판매원의 권유가 높게 나왔다.

넷째, 소비자 집단에 따른 상품 선택기준의 차이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유

행추구집단은 ‘무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브랜드 과시집단은 ‘소재의 종류와 질’이 높게 나타

났다. 개성추구집단과 무관심추구집단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소비자 집단에 따른 운동화 구매 장소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χ2=30.492, P<.01). 전체적으로 브랜드 대리점이 44.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인터넷쇼핑몰(27.0%), 상설할인매장(13.7%), 백화점(8.6%) 순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여 보면 추구집단에 따라 운동화 구매행동은 다르게 나타

나고 있었다. 소비자에 따른 세분화된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소비자의 구매 

성향 및 행동을 반영한 마케팅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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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

중국 패션의류전시회 및 패션시장의 변화에 관한 연구

1. 서론

글로벌 패션 전시회는 전 세계 바이어가 전시회에 참가하는 패션 브랜드와 소통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 최근 유통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신진 디자이너에 대한 마

켓 수요가 급상승하면서 패션산업에서 디자이너 브랜드들의 수출 판로개척에 가장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글로벌 패션 전시회 참가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패션 브랜드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한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전시회 참가는 증가

되는 추세이다. 그 중 가장 급격한 시장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은 상하이 홍교 무역구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장을 설립하면서 자국의 막강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패션시장 또한 새로운 글

로벌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와 소득증가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소비대국으로 부상하여 한국 중소기

업 수출의 22.9%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수출시장이자 전자상거래 수출의 42.2%를 차

지하는 최대 규모의 온라인 수출시장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여러 가지 형

태로 중국의 패션 전시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지자체 또는 유관단체 등

을 통해 한국 패션브랜드가 중국시장에 성공적인 시장안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시행

하고 있다. 중국 패션시장은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3개 지역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소비시장

으로 그 중 온라인 쇼핑으로만 발생하는 소비 중 상하이가 174억 2천만위안(한화 3조 7백억)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해지역의 패션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 1인당 매일 약 3회 이상 인

터넷 쇼핑을 하고 주요 소비자층은 20대 초반이 27%, 20대 후반이 30%, 30~40대가 16%를 차지

했으며 소비자들의 월소득은 한화 350만원 이하 6%, 200만원 이하 21%, 140만원 이하 38%, 70

만원 이하 35%로 나타나 소득의 구분없이 소비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 패션시장의 큰 변화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패션시장이 라이프 스타일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으로 편집숍 형태의 유통망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로드

숍, 백화점, 대형 쇼핑몰 형태의 유통망은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 온ㆍ오프라인으로 보다 다양해지

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니즈,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온라인 시장의 급증 이 반영된 결과로 

이러한 변화는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글로벌 패션 중심지로 조명받고 있는 중국 상하이 패션시장의 변화를 상하이 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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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쇼룸 중심의 전시회로 자리매김한 모드 상하이를 분석하여 한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중국시장 진출 방향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상하이 쇼룸 분석 

글로벌 디자이너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바이어들이 수주하는 쇼룸 비즈니스를 통한 성

장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국 패션시장은 규모와 물량으로 성장해 온 패러다임이 한계점에 도달하

여 디자이너 레이블 중심의 쇼룸 비즈니스가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자국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육

성하여 글로벌 패션시장에서도 이머징 마켓으로 각광받고 있다. 쇼룸은 컨셉이 맞는 다양한 브랜

드를 모아 쇼룸 특유의 독특한 분위기와 제품이 어우러져 패션 디자이너들의 아이덴티티를 명확

하게 보여주는 공간인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하는 소비자와 바이어들의 놀이터로 급부

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쇼룸 자체적으로 바이어를 초청하는 행사가 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보와 마케팅까지 쇼룸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하여 글로벌 홀세일러

(Wholesaler)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이어와 브랜드, 소비자의 상호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는 

유통 플랫폼으로서 쇼룸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현재 상하이에는 패션부터 라이프 

스타일까지 편집샵 개념의 쇼룸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상하이에 쇼룸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패션 비즈니스 전시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더욱 발전

하여 쇼룸 단위의 전시회까지 진행되고 있다.

<표 1> 중국 상하이 쇼룸 현황

쇼룸명 설립년도 브랜드 구성 

BLOOMING 2016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한국, 미국, 호주, 이탈리아 브랜드로 구성 

CLFA 2016 세계 유명 브랜드와 중국의 쇼룸을 결합한 플랫폼 

EMPRESS GROUP 2016 영국, 프랑스, 미국, 대만, 홍콩 등 브랜드로 구성

I SAY 2016 중국 브랜드가 주를 이룸

IGFD Showroom SH 2016 이탈리아 브랜드 위주로 의류, 액세서리, 주얼리로 구성 

INCUBE STUDIO 2016 한국 및 중국 브랜드의 여성의류 및 패션잡화류

MANGANO SHOWROOM 2016 이탈리아 브랜드가 주를 이룸

SJGZ SHOWROOM 2016 동남아시아, 미국, 호주, 이탈리아 브랜드로 구성 

原译 YIVVAN Showroom 2016 중국 브랜드가 주를 이룸

FASHION ZISHI 2016 중국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 위주(한국 D.GROUND 4개사 구성) 

MOMIC 2015 소비자, 디자이너, 제작자가 비즈니스를 함께 하는 플랫폼 액세서리 

TN Showroom 2015 100여명의 중국 및 해외 신진 디자이너와 10여명의 예술작가로 구성

灯塔Showroom 2014 중국과 홍콩 10개의 브랜드로 구성

MI SHOWROOM 2014 이태리 브랜드 중심으로 유럽브랜드 중심

VDS Showroom 2014 이태리 브랜드와 중국 브랜드가 8:2로 구성 

VTOV SHOWROOM 2014 유럽과 중국의 600개 브랜드 참여 

WH Showroom 2014 유럽과 미국 브랜드 위주이나 일부 중국, 한국 브랜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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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드상하이 분석 

모드상하이는 상하이 패션위크 기간에 열리는 패션 비즈니스 전시회 중 하나로 2014년도까지

는 일반 패션 전시회와 같이 개별 브랜드들이 참가하여 바이어와 수주상담을 진행하던 전시회였

다. 2015년부터 모드 상하이 전시회 주최사는 중국 패션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개별 패션 브

랜드가 참가하던 비즈니스 전시회 형태에서 쇼룸 비즈니스 전시회로 전환하여 새로운 쇼룸 전문 

전시회로 변모하였고 그 성과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대되고 있다. 

패션 전시회는 참가 브랜드가 바이어를 만나 계약을 성사하는 것이 기본이나 개별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와 상품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후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문 운영사인 쇼룸을 통해 자사의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하고 체계적인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브랜

드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 전시회의 경우, 기본적으로 압도적인 규모의 장소와 물량으로 

전시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방문하는 바이어와 참관객에 따라 결정되므

로 이러한 규모와 물량은 세일즈 확률을 오히려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어 전시회 선호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패션 브랜드와 바이어 간 실질적인 계약 성사를 위해 

전문 세일즈가 가능한 쇼룸을 통해 수주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모드 상하이는 쇼룸 전시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표 2> MODE SHANGHAI 전시회에 참가쇼룸 및 참가브랜드 현황

SoMi Showroom 2013 40여명의 영국 디자이너의 브랜드로 구성, 여성복 중심

尚街LoftShowroom 2012 중국 브랜드로 구성. 여성복, 아동복, 액세서리 위주

TUDOO 2011 호주, 유럽, 터키, 중국 브랜드로 라이프 스타일 상품까지 구성 

X showroom 2011 유럽 브랜드 70% 정도로 나머지 30%는 한국과 홍콩 브랜드로 구성 

ALTER SHOWROOM 2010 유럽 브랜드 중심이나 일부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도 구성 

DFO 2010 60개국 이상 브랜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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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패션위크 기간에 개최되는 모드 상하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쇼룸 전시회로서 개별 패션 

브랜드는 참가가 불가하고 쇼룸만 참가가 가능하며 SS/FW 시즌별 4일간 진행된다. 2015년 상반

기에 9개 쇼룸에서 200여개의 브랜드로 시작하여 그 해 하반기에는 22개 쇼룸의 400여개 브랜드 

참가로 200% 이상 늘어났으며 2016년 전시회는 25개 쇼룸, 2017년 전시회는 36개 쇼룸 참가로 

일일 방문 바이어 수만 1,500명이 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 쇼룸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중국을 비롯한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등 유명 쇼룸을 유

치하여 참여 브랜드와 바이어 간 수주성과 계약 달성률이 전시 만족도를 상향시켰다. 전시 품목

은 여성복, 남성복, 액세서리와 함께 라이프 스타일 제품까지 영역을 확장시키고 부대행사로 글로

벌 포럼과 세미나를 비롯하여 현 패션산업의 주요 이슈인 빅 데이터의 활용사례를 다양한 프로그

램으로 제안하여 단순 비즈니스 쇼룸 전시회가 아닌 패션산업의 핵심 트렌드를 공유하는 장으로

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주요 방문 바이어로는 뉴욕/밀라노/파리 등 해외 컬렉션의 바이어

를 비롯하여 백화점, 대리상, 제조사, 트리뷰터, 언론매체 등이 주를 이룬다. 참가 브랜드의 만족

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이 지속적인 전시회 참여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진성 바이

어의 방문으로 전시기간 내 수주계약 성사율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림 1> MODE SHANGHAI 전시회에 참가한 바이어 현황

 

<그림 2> MODE SHANGHAI 전시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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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중국의 패션시장은 지난 10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며 글로벌 패션시장의 니즈에도 

적합한 시장으로 발전하여 중국 패션시장의 중심인 상하이가 글로벌 패션시장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소득 향상과 함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수준 또한 높이지고 있으므로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먼저 중국 패션 비즈니스 시스템의 변화에 보다 빠른 전략

을 수립하여 브랜드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쇼룸 비즈니스가 리테일 시대의 새로운 성장 모델인만큼 

쇼룸 비즈니스는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 글로벌 바이어를 대상으로 홀세일을 진행하고 중

국 패션 유통시장에 풍부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새로운 패션 유통의 플랫폼으로 인식되고 있으

므로 한국 브랜드의 중국시장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글로벌 패션시장은 패스트 패션에서 울트라 패스트 패션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으

며 시장 수요를 반영한 발빠른 제품기획과 마케팅 접전으로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

장 변화에 맞추어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리테일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패션 전시산업, 다양

한 유통전략, 브랜드 홍보 등을 체계적인 시스템의 쇼룸을 통해 중국시장에 접근한다면 보다 경

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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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윤, 이승신
연세대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core/sheath형 복합나노섬유의 티트리 
오일 방출거동 및 항균성능

최근 생활 속 독성 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면서 인체친화적인 천연 재료에 대한 관

심과 니즈(needs)가 증가하고 있다. 섬유/의류 분야에서도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안전한 섬유제품

개발이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합성 기능성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인체친화적이고 안전한 천연 

추출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티트리 오일은 티트리(Melaleuca alternifolia)로부터 

추출한 정유(精油)로, 항균, 항염 성능 및 여드름 염증 완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iordani et al.,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체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메디컬 나노텍스타일을 

개발하고자,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core/sheath형 복합나노섬유를 제조하고 core/sheath형 복합섬

유 내에 봉입된 티트리 오일의 방출거동 및 복합나노섬유의 항균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선행연구(Kwon & Lee, 2016)에서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core/sheath형 나노섬유를 에멀젼 전

기방사법(emulsion electrospinning)을 활용하여 제조하였고 섬유의 sheath로는 의학적 용도로의 

사용이 허가되고 생분해성 고분자로 알려진 poly(vinyl alcohol)(PVA)을 선택하였다. 티트리 오일

을 함유한 복합나노섬유는 PVA 14 wt%, 티트리 오일 5 wt%, 계면활성제(Tween 80) 1 wt%로 

구성된 에멀젼 용액을 전기방사하여 제조하였다. PVA는 수용성 고분자로, 습윤 상태에서 복합나

노섬유의 내수성을 개선하기 위해 155-170°C의 온도에서 1-12분간 열처리를 실시하여 상기 조건

의 복합나노섬유에 내수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열처리 조건을 규명하였다. 복합나노섬유 내에 위치

한 티트리 오일의, 시간에 따른 방출거동을 분석하는 것은 복합나노섬유를 실제 메디컬 텍스타일

에 적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티트리 오일이 core/sheath형 복합나노섬유 내에 봉입된 상태

에서 적정 기간 동안 방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티트리 오일의 방출거동을 섬유 방사 시점을 기

준으로 1, 2, 3, 7, 10, 14일 경과 후 정성‧정량 분석하였다. 방출거동 분석은 열탈착식 가스크로

마토질량분석기 (TDS-GD-MSD)를 이용하여 체온과 동일한 온도인 36°C에서 티트리 오일의 방출

성분 및 방출량을 측정하였다. 티트리 오일을 함유한 복합나노섬유의 항균성능을 알아보고자, 황

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프로피오니박테륨 아크네(Propionibacterium acnes)에 대

해 항균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열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복합나노섬유는 물에 침지했을 때 섬유

의 형태가 알아볼 수 없게 변형되었다. 이에, 습윤 상태에서 복합나노섬유의 내수성을 개선하고

자 다양한 시간과 온도에서 열처리를 실시한 결과, 170°C에서 1분 이상 열처리를 실시한 복합나

노섬유의 경우 수분에 의한 섬유의 형태변화가 없어 수분에 대한 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Core/sheath형 복합나노섬유 내에 봉입된 티트리 오일의 방출 거동을 복합나노섬유의 방사 시점

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고찰한 결과, 티트리 오일의 주요 구성성분인 Terpinen 4-ol, γ-terpinene, 

Terpinolene의 방출량은 방사 후 1-3일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고, 3일부터 점차 감소하여 1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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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1일의 검출량과 비슷한 양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복합나노섬유 내에 위

치한 티트리 오일의 구성 물질이 방사 후 14일까지 지속적으로 방출됨을 알 수 있다. 열처리를 

실시한 복합나노섬유에 대해 항균성능을 평가한 결과, 황색포도상구균과 프로피오니박테륨 아크네

에 대해 정량‧ 정성적으로 우수한 항균성능을 나타냈다. 이는 core/sheath형 복합나노섬유 내부에 

봉입된 티트리 오일이 방출되어 우수한 항균성능을 발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인체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천연 추출물 티트리 오일과 PVA를 사용하여 제조한 

core/sheath형 복합나노섬유가 향후 메디컬 나노텍스타일 및 항균 나노섬유제품으로 활용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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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원, 양혁주, 이승신
연세대

천연 계피오일을 함유한 복합나노섬유의 제조

최근 서구화된 주거환경의 변화로 실내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노출이 증가하면서 천식, 

아토피 등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Yoo et al., 2011). 특히 집먼지 진드기의 배설물

과 사체는 환경성 질환을 발생시키는 항원으로 작용하며, benzyl benzoate와 dibutyl phthalate 

(DBP) 등과 같은 살충제 내의 화학성분은 집먼지 진드기를 퇴치하는 데에 효과적이지만 지속적

으로 진드기에 노출시킬 때 내성이 생길 수 있고,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u et al., 2012). 따라서 인체와 환경에 무해하며 환경성 질환을 막기 위한 친환경 

홈 텍스타일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천연추출물인 계피오일은 동남아시아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계피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 주성분인 cinnamaldehyde 성분은 항균성, 항염성, 방취성, 방충성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집먼지 진드기 퇴치에 효과적이다(Haddi et al., 2015). Nam & 

Lee(2013)는 진드기 기피효과가 있는 향나무 추출물로 직물을 염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별

도의 염색공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멀젼 전기방사(Emulsion electrospinning)는 수상층과 유상층

이 분산된 에멀젼 용액을 단일노즐을 이용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core/sheath형 이중 구조를 가진 

나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노섬유의 core 부분에 기능성 물질을 봉입할 경우 기능

성 물질을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먼지 진드기 기피

를 위한 홈 텍스타일 개발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 천연 계피오일을 함유한 core/sheath 형태의 

poly(vinyl alcohol)(PVA) 복합나노섬유를 제조하고자 한다.

에멀젼 용액을 제조하기 위해 유상층으로는 천연 계피오일을 사용하였고 수상층으로는 수용성 

고분자 PVA를 사용하였으며, 두 상의 계면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 계면활성제를 첨가하였다. 천연 

계피오일 3.57-5wt%, PVA 10-14wt%, 계면활성제 0.71-1wt% 농도 범위 내에서 에멀젼을 제조하

고, 다양한 전기방사 공정조건 하에서 전기방사하였다. 

core/sheath형 복합나노섬유의 전기방사 조건을 규명하고자 주사전자현미경(FE-SEM)을 통해 

섬유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 계피오일 4.29wt%, PVA 12wt%, 계면활성제 0.86wt% 농도 조건에서 

에멀젼 용액을 전기방사 하였을 때 205-355nm 직경을 가진 비교적 안정적이고 균일한 형태의 복

합나노섬유를 제조할 수 있었다. PVA 농도를 기준으로 10-11wt%일 때, 용액의 점도(viscosity)가 

낮아 비드가 많이 형성되어 섬유 형상이 불안정하였지만, 12wt%농도에서 bead 형성이 줄어들면

서 균일한 직경의 안정된 섬유가 제조되었다. 반면 PVA 농도를 13-14wt%로 증가시키면 점도가 

높아져 방사구가 자주 막히는 현상이 발생하여 방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공정조건 

하에서 전기방사를 실시한 결과, 용액 공급 속도 0.5ml/hr, 니들게이지 23, 전압 25kV, 방사구와 

콜렉터 간 거리는 20cm로 최적 전기방사 조건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복합나노섬

유 내 계피오일의 분포 양상 및 구조를 고찰하고 복합나노섬유의 진드기 기피성 평가를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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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먼지 진드기 기피를 위한 홈 텍스타일에의 활용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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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계연*, 김춘정*, 

조자영1), 이소정1)

*의류정보기술연구소, 
1)한국패션산업연구원 착용성 평가와 FGI를 통한 컴프레션웨어의 성능 분석

1. 서론

최근 스포츠웨어와 라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형 스포츠웨어 시장의 확대로 관

련 스포츠 용품 및 의류에 관한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15). 이 중, 컴프레션웨

어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밀착되어 착용감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고 인체의 근육 움직임을 고려

하여 설계된 절개선을 응용하여 디자인 되며, 초경량성 고어텍스, 파워스트레치 소재, 그리고 공

기 투과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거나, 냉감효과를 얻을 수 있

고, 신축성이 높아 근육의 탄력성 향상이 가능하다(Kim, 2012). 또한 컴프레션웨어는 운동 중 근

육 지지를 통한 운동효과 증가, 부상방지, 그리고 운동 지속시간 연장과 최대 산소섭취량과 같은 

유산소 수행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Choi, 2017), 근육과 건을 적절히 압박하여 근육과 건의 작

용을 도와주고 나아가 관절을 안정시킴으로써 근 기능 향상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Koo, 

2011). 컴프레션웨어의 상의는 식서 방향을 중심으로, 하의는 식서 방향은 물론 푸서 방향과 바

이어스 방향으로 재단되며, 신체 근육 형성에 따라 입체패턴을 적용해 각 운동에 맞도록 최소의 

에너지로 최고의 운동효과를 낼 수 있으며, 각 절개선은 근육과 관절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계되

어 동작 기능성을 향상시킨다(Lee et al., 2014; Lee, 2015). 이러한 추세로, 일반 소비자들의 관

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기능성제품 브랜드는 물론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들까지 기능

성 컴프레션웨어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시장이 팽창하고 대중화 되고 있다. 실재로 일반 소

비자들의 경우, 스포츠 활동성(70.6%), 상해방지(6.2%), 심리적요소(4.6%), 소재기능성(3.8%)이 우

수하기 때문에 컴프레션웨어를 착용하나, 개선점으로는 고가의 가격(47.0%), 착탈 시 불편(20.0%), 

활동 시 불편(6.8%)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산업연구원의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으로 개발된 컴프레션웨어

(FG크리에이티브)를 대상으로 FIG 및 착용성 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착용성

능을 분석함으로써, 개발제품의 효용성 및 시장성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의 성공적 시장진입과 동종 제품군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과제명:글로벌 패션산업 선도를 위한 프리미엄 레저웨어 

육성사업, 과제번호: R0002935)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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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1) 피험자

본 연구의 피험자는 레저활동을 즐기거나 컴프레션 의류를 착용한 경험이 있거나, 향후 구매 

계획이 있는 잠재 소비자들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현재 대학에서 운동을 전공하는 4명

의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2) 평가

평가는 2017년 5월 23일에 실시되었다. 피험자의 개별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문헌과 사전

조사를 통해 추출된 감성어휘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FG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컴프레션웨어(Polyester/Spandex, 87/13%, Fig.1)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여 컴프레션웨어의 품질평가 시 주요 고려 사항 및 요건을 도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디

자인, 소재, 디테일, 선호도, 그리고 시장에서의 구매의사 등에 대해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컴프레션웨어에 대한 착용성능을 평가하여 제품의 기능성, 쾌적성, 운동성, 전반적 착용 만

족도, 그리고 착용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세 개의 평

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제품의 개선점, 효용성, 그리고 향후 시장성 등을 분석

하였다.

<Fig. 1> Compression wear used in the study by FGcreative

3) 실험 환경

FGI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평가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데이터 수집을 위한 녹화를 실시하였다. 착용성 

평가는 온도 21±1℃, 습도 60±5RH%로 봄, 가을철의 일반 표준 환경으로 조성된 쾌적한 실내 환

경에서 진행되었다. 운동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운동 프로토콜을 구성하고, Likert 7점 척도

로 이루어진 평가 설문과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음,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총 43분이 소요되

었으며, 운동의 프로토콜은 적응구간에서 평가복을 입고 잠시 대기한 후, 몸풀기 3분, 스트레치동

작(3wraps) 5분, 그리고 서킷트레이닝의 루틴(routine)으로 구성된 본운동(crunch (15회) → 

dumbbell curl(15회) → mountain climber(15회) → leg raise(15회) → lunge(15회) → burp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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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5회))의 루틴으로 5wrap을 30분간 실시한 후, 5분간 휴식하도록 했다. 각 반복구간(wrap)은 

휴식없이 진행되었다. 

4) 데이터 분석

개인성향에 따른 컴프레션웨어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분류가 아닌 개인성향별

로 FGI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착용성 평가를 통해 수집된 4명의 데이터는 SPSS 통계 

패키지 (버전 23.0)의 비모수 통계기법 중, Wilcoxson 부호순위검정 및 Friedman 순위검정, 그리

고 기술분석 중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1) 소비자 성향평가

4명의 피험자들의 개인성향을 분석한 결과, 관계나 유행을 추구하기 보다는 실용성을 우선순

위에 두는 실용추구형, 합리적 소비를 하면서도 유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합리적유행추구형, 유

행보다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적보수지향형,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보적 구매

행태를 보인 관계적진보지향형 등으로 4명의 피험자들은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피험자들은 개인성향에 관계없이 모두 운동에 관심이 많았으며 여가시간에는 수영을 

즐기거나 인터넷을 통해 운동정보를 얻고 운동을 따라하며 자기관리를 하고 있었다.

2) FGI

컴프레션웨어에 대한 FGI 결과는 디자인, 신축성, 운동기능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

만, 운동시 땀 배출을 더 신속히 해줄 수 있는 소재나 패턴의 다양성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또한 

몸에 밀착감이 높은 의류의 특성 상, 제시된 컴프레션웨어만 착용한 채 운동을 하는 것은 타인의 

이목이 매우 신경 쓰이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색상이나 패턴의 하의(저지)와 함께 착

용한다면, 더 적극적 구매로 이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하의와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의류를 함께 개발하는 것도 대중화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3) 착용성 평가

컴프레션웨어에 대한 착용성을 평가 한 결과, 운동 중 인체 밀착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운동 종료 후 탈의 시에는 발생된 땀으로 탈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지지효과

는 모든 인체부위에서 근육지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품에 대한 평가 요소별 평

가 결과, 전반적 만족도, 색상, 소재, 디자인, 품질, 신축성, 착용감 요소는 모두 6점 이상으로 만

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사이즈와 기능성, 탈의 편리성 요소는 5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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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평가 대상이었던 컴프레션웨어(FGcreative)는 전반적으로 디자인이나 색상에서 만족도가 높았

으며 운동 시 근육지지도가 우수하여 구매의사에 긍정적이었다. 성별, 나이와 같은 인구 통계학

적 변인, 경제력, 사회적 인지도와 같은 사회 경제학적 변인 등과 같은 기존의 타깃시장 세분화 

요소가 아닌 개인성향별로 소비자를 세분화함으로써, 소비자 구매 행동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가

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향후 브랜드 확장에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GI분석을 통해 도출된 잠재소비자의 의견, 착용성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발제품의 개선 사항을 

제품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하

였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 시 잠재 소비자군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이

를 제품개발에 활용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시장성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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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영, 이선희* 
㈜텍스타일러, *동아대

핀터레스트에 나타난 레이스 제품 동향 분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핀터레스트(pinterest.com)는 격자형 사용 인터페이스를 통해 주제별 

보드에 콘텐츠를 ‘핀(pin)’하는 방식으로 플롯폼이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 웹 카탈로그 서비스로 

주 이용자는 20대 여성이며 다양한 제품군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으며, 가장 인기있는 카테고리는 

패션, 음식, 홈데코 순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핀터레스트는 이미지를 보며 직관적으로 감성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이미지 클릭 시 해당사이트로 이동하면서 제품의 구매로 이어질 수 있어 기

업의 새로운 유통채널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레이스(Lace)는 실이 엉키고 맺히면서 표면에 그물모양의 구멍과 눈을 만드는 다양한 비

침무늬의 장식성이 표현되는 오픈워크(opnework) 직물을 의미한다. 레이스의 제작방법에 따라 

수공예 레이스(hand lace)와 기계 레이스(machine lace)로 구분할 수 있다. 수공예 레이스는 제작

기법에 따라 니들포인트 레이스(needle point lace), 보빈 레이스(bobbin lace), 크로셰 레이스

(crochet lace) 및 마크라메 레이스(maclame lace)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에 레이스 의류는 투시

성에 의한 투명효과, 중첩석에 의한 공간효과, 텍스터에 의한 굴곡효과 및 노출성에 의한 관능효

과 등의 미적효과로 인해 고부가 가치성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

이스소재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현대의 레이스 제품동향을 분석하고자 하며, 주로 이

미지기반 패션 제품 홍보사이트인 핀터레스트에 ‘lace’로 검색하되는 이미지를 수집하고, 제품별 

단어로 구분하여 레이스가 적용된 제품의 동향을 이미지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핀터레스트 사이트에서 ‘lace’로 검색시 나타나는 연관검색어 80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한 후 각각

의 제품이미지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Fig. 1). Fig. 2는 레이스제품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다. 

주로 란제리, 웨딩드레스, 악세사리, 가방,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나타났다. 

<Fig. 1> List of search word related ‘LACE’ in 

the pinterest.com. 

     
<Fig. 2> Lace product images 

in the pinterest.com.

* 본 연구는 2017년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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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영*ㆍ사아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투써머 포멀웨어용 개발원단의 색차에 관한 연구

전세계적으로 온난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도 2050년 경에는 봄과 여름이 한달 정도 길

어지고 겨울은 한달 가량 짧아지는 투써머(Two-summer) 기후권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현재 투써머 시즌을 겨냥한 제품들은 아웃도어ㆍ애슬레저 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성 위주의 제품들로 심미성이 부족하다. 패션산업 분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복 시장의 투써머 시즌 제품들은 매우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매우 단순한 디자인으로 

여성복 주 소비층인 하이커리어 여성 고객층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천연‧재생원사인 큐프라, 뱀부 마이크로 및 텐셀 소재와 자카드 이중직 제직기술을 

이용하여 통기성과 비침방지성이 동시에 구현될 수 있는 투써머 포멀웨어용 원단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 이중직 원단의 비침성이 우수함을 입증하고자 실험편과 대조편의 색차값(ΔΕ)을 

비교 측정하였다.

실험편은 큐프라 75d×텐셀폴리혼방사(폴리50:텐셀50)의 연보라색 이중직 빗살무늬 자카드 원

단이며, 대조편은 실험편과 동일한 염료와 원사를 사용한 이중직 기하학 무늬 자카드 원단이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한국 폴리텍대학교 섬유패션캠퍼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DATACOLOR 

400 Family 기종을 대여 후 사용하였으며, 실험편과 대조편에 각각 동일한 블랙 컬러 원단을 대

고 5회씩 측정하였다. 

정확한 비침성 측정을 위하여 색차 측정 데이터 중 기준대비 시험물의 색차인 CMC DE 값을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1회차 ΔΕ=1.43, 2회차 ΔΕ=1.47, 3회차 ΔΕ=1.45, 4회차 ΔΕ=1.47, 5회차 

ΔΕ=1.37로 평균 ΔΕ=1.44이다. 이는 CMC DE의 규정치인 ΔΕ=1.5 이하를 충족하는 수치로 개발 

원단의 균제도와 비침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편과 동일한 컬러의 평직 대조편을 사용하여 비침성을 비교하여 보다 정

확하고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 본 발표내용은 중소기업부 첫걸음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C0445317)의 결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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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스형 3D 텍스타일의 디자인 개발

3D프린팅 기술은 3차원 모델링을 통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제조업의 일부로 각광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눈결정과 별에서 가져온 모티브를 활용하여 레이

스형 3D 텍스타일의 디자인을 개발하여 의류제품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눈결정과 별을 컨셉으로 12가지의 모티브 디자인을 개발하고, 모티브를 결합하여 

레이스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레이스 디자인은 Adobe Illustrator CC 2016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svg 파일형식으로 저장하였으며, Autodesk 123design 프로그램을 통해 3차원으로 모델링 

후 .stl 파일형식으로 저장하였다. 3D 프린팅을 위해 Cura 14.01 프로그램에서 .gcode 파일로 변

환하였다. 레이스형 3D 텍스타일은 FDM 3D 프린터(Finebot FB-9600, TPC mechtronix)로 노즐 

온도 230℃, 출력 속도 50㎜/s의 조건에서 출력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12가지의 모티브 디자인 중 4가지의 모티브와 이를 결합

한 레이스형 3D 텍스타일 모델링 및 출력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 본 연구는 2017년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선도대학 창업아이템 사업화사업”의 지원에 의한 것임 

Design 01∼04 Lace 01

3D 

modeling

Size(㎜) 100*100*1 150*100*1

3D 

textiles

Size(㎜) 100*100*1 150*100*1

<Table 1> Development of 3D modeling and 3D tex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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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슬릿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러프 모델 유동해석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의복 내 온습도 조절을 위한 착용자 제어형 스마트 슬릿을 통한 가변 통기성

(versatile ventilation) 지능형 섬유제품의 개발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인 양방향 작동 

액추에이터의 개발에 이어, 액추에이터의 적절한 적용위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액추에이터는 손의 자유도가 낮고, 주행 시 입고 벗기가 어려운 자전거 윈드브레이커에 적용

하여 필요에 따라 스위치를 통한 통풍구 개폐가 가능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며, 정면에서 유동이 

유입되는 인렛(inlet)과 후면의 유동이 배출되는 아웃렛(outlet)의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여 모델의 

개폐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마트 슬릿의 유효성을 검증했다.

시뮬레이션 자료로서 먼저 인체 측정 자료로부터 대략적인 형태의 모델을 제작하기 위한 3D 모

델 해석을 Rhinoceros5를 통해 실행했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6차 한국인 신체 측정값 중 30대 남

성의 자료를 토대로 인체 모델링파일로부터 러프모델 모델링을 위한 자료를 추출했다. 팔은 자전거 

핸들 그립을 위해 앞쪽으로 내밀게 되므로 의복이 신체에 달라붙어 유동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제

외하고, 토르소의 양 어깨 사이의 거리와 동일 높이의 가슴과 등 사이의 깊이, 30대 남성의 평균 

치수에 해당하는 M-L사이즈 윈드브레이커의 햄라인을 고려하여 허리둘레와 깊이를 추출했다. 두 번

째로 윈드브레이커와 신체사이의 공간을 측정하기 위해 롤러 트레이너 위에서 윈드브레이커를 입고

자전거를 주행하는 포지션의 운전자를 전면, 측면, 후면을 다수의 포인트로 나누어 스탠드 캘리퍼

와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 내부공간의 깊이를 5번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산출했다.

측정값을 토대로 가운데가 빈 비정방형 원기둥을 모델링 했다. 개발한 액추에이터가 적용될 

앞쪽의 통풍구는 윈드브레이커 지퍼의 영양을 적게 받고, 신체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수 있

는 겨드랑이 아래부터 옆구리에 이르는 가장자리에 위치하도록 하며, 이는 유동해석에서 목 부분

의 유격을 의미하는 개방구와 함께 Inlet으로 정의하였다. 등 부분의 통풍구는 자전거의류의 특징 

중 하나인 져지의 백포켓을 이용함과 동시에 통풍을 위한 직사각형 벤트가 허리의 백포켓의 높이

에 위치하여 유동의 Outlet으로 정의하였다.

다중물리 해석 프로그램인 COMSOL을 이용하여 상기 러프모델의 유동해석을 진행한 결과, 통

풍구 개방 모델의 유동이 폐쇄 모델보다 고르게 분포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유속이 

0.1m/s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인체 모델에 의복을 입혀 실험을 진행할 경우 본 예

비실험 모델의 상단 개방구와 달리 목 뒤쪽은 폐쇄되며, 목 앞쪽으로 2~3cm 정도의 작은 유격만

이 존재하게 되므로 통풍구 폐쇄, 개방에 따른 유동분포의 차이가 더욱 크게 확인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243포스터발표: 의복과학 _____

이은진, 유승연, 강진균
ECO융합섬유연구원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의 주관적 감각평가 비교 연구

의복의 감성요소 및 의복과 생리요소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섬유의 안정적인 제품공급과 대량생

산, 소비자는 제품품질에 대한 신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의 소재별 인체착의평가시험을 진행하는 동시에 주관적 감각평가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주관적 감각평가는 인체와 의복사이의 의복 내 기후조건이 덥다, 상쾌하다, 

축축하다 등의 온열감과 습윤감에 깊이 관계하며 착의 시 쾌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운동경력이 없고 심장 등 병력이 없는 건강한 20~30대 여성 2명으

로 평균 나이 26.5세, 평균 신장 165cm, 평균 체중 50kg, 평균 체표면적 1.49m²의 금연자로 전

일부터 커피와 알코올 섭취를 금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험자들의 생체리듬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시간대에 인체착의평가시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의복의 형태는 95size 상

의였고 조직은 평직이었다. 소재는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로 숯섬유, 대나무섬유, 인견섬유, 옥수

수섬유, 텐셀섬유, 닥섬유, 마섬유, 면섬유, 화지섬유, 폴리에스터로 총 10종이다. 피험자들은 실

험 중 동일한 소재 및 형태로 된 하의를 착의하였고 신발은 편한 운동화를 착용시켰다. 실험환경

은 실험온도 25℃, 실험습도 50%R.H, 기류 0.01m/s 이하의 항온항습기가 작동되는 의복 기후실

에서 진행하였다. 피험자들은 제시된 의복을 착용한 후, 측정항목에 따라 센서를 부착하였고 실

험은 안정기(10분), 운동기(20분), 회복기(10분)로 총 40분간 진행하였다. 안정과 회복은 의좌식 

자세로 운동은 4km/h의 속도로 트레이드밀에서 실시하였다. 실험하는 동시에 주관적 감각평가가 

진행되었는데 온열감 9단계, 습윤감 7단계, 쾌적감 4단계를 5분 간격으로 측정하였고 온열감(9단

계)에는 1.매우 춥다, 2.춥다, 3.서늘하다, 4.약간 서늘하다, 5.적당하다, 6.약간 따뜻하다, 7.따뜻

하다, 8.덥다, 9.매우 덥다 의 척도로 진행되었고, 습윤감(7단계)에는 1.매우 건조하다, 2.건조하

다, 3.약간 건조하다, 4.적당하다, 5.약간 습하다, 6.습하다, 7.매우 습하다 의 척도로 진행되었고, 

쾌적감(4단계)에는 1.매우 불쾌하다, 2.불쾌하다, 3.약간 불편하다, 4.쾌적하다 의 척도로 진행되

었다. 실험의 측정시간은 일정한 시간대에 진행하였고 실험에 사용된 의복은 1벌 당 5회씩 반복

실험 하였다.

실험결과 온열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화지섬유로 평균 온열감 5(적당하다)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옥수수섬유로 평균 온열감 3(서늘하다)으로 나타났다. 

습윤감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대나무섬유로 평균 습윤감 5(약간 습하다)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화지섬유로 평균 습윤감 2(건조하다)이 나타났다. 쾌적감은 모든 

섬유에서 동일하게 평균 4(쾌적하다)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의 소

재별 주관적 감각평가 및 각 주기에 따른 주관적 감각평가는 안정기, 운동기, 회복기 동안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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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소방관의 서열부담 경감을 위한 음수냉각조끼 개발 및 
착용 성능 평가: 한국의류산업학회

소방용 개인보호구는 소방헬멧, 방화두건, 개인용 산소호흡기, 방화복, 장갑 그리고 안전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출동 및 화재진압 시 항시 착용되는 보호구로서 환경온과 더불어 고열의 작

업환경에 노출되어 탈진 및 생리적 부담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소방관의 서열부

담 경감 및 작업능률의 향상을 위한 보조 착용 수단으로서 음용 가능한 냉각조끼를 개발하였고 

인체착용 시 이의 생리주관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음수냉각조끼는 총 800ml 음용이 가능한 물주

머니 4팩을 가슴과 등에 2개씩 배치하였으며 4팩을 동시에 음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인체

착용평가는 성인 남성 8명 (나이 23 ± 2.5 세, 키 171.9 ± 3.9cm, 체중 68.3 ± 7.6kg, 체표면적 

1.8 ± 0.1m2)이 참여하였고, 인공기후실 30oC, 50%RH의 환경온에서 총 4가지 실험조건 (대조군

[CON], 음수 조건[DO], 냉각 조건[CO], 냉각과 음수조건[CD]) 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조건은 안정

기 10분, 5.5km/h 빠른 트레드밀 걷기 30분 그리고 회복기 20분 프로토콜로 진행되었다. 실험 

결과, 직장온의 경우 운동기마지막 5분에서 네 조건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DO조건, CO조건 

그리고 CD조건에서 낮은 직장온을 보였다. 평균피부온의 경우 안정기, 회복기 마지막 5분에서 네 

조건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CD 조건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평균 1.5 ± 0.2oC 유의하

게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P<0.05). 심박수의 경우 회복기에 CON조건에서 가장 높고 CD조건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혈압은 CON조건에서 유일하게 140mmHg 

이상 값을 보여주었다. 생리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PSI(Physiological Strain Index)의 경우 휴

식기에 CON조건과 CD조건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총발한량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지만, 갈증감의 경우 DO조건에서는 평균 ‘No thirsty’, CD조건에서는 평균 ‘A little 

thirsty’로 응답하는 등 차이를 보여주었다. 부위별로 응답하게 한 한서감의 경우, 대부분이 덥다고 

응답한 반면 가슴 부위 CD조건에서만 Neutral과 Slightly cool 사이로 응답하였다. 요약하면, 가슴

과 등 부위 피부냉각 뿐만 아니라, 음용 추가 효과는 심부온을 크게 낮추진 않았지만 피부 부위

별 및 주관적 감각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특히 기존의 냉각만 가능한 조끼에 음용이 가능

한 기능을 추가하여 차별화한 음수냉각조끼는 피험자의 갈증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PSI(Physiological Strain Index)와 심박수에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차후 개선사항을 더하여 

개인 보조적 보호장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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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신소재 열전도율 비교 연구: 천연섬유를 중심으로

최근 의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 및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능성, 쾌적

성, 건강지향성 의류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량생산을 위

해서는 제품 품질에 대한 신뢰와 소비자에게 의류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

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천연 섬유소재별 열전도율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실험환경은 실험온도 25±2℃, 습도 50% R.H, 기류 0.01 m/s이하의 항온항습기가 작동되는 

의복 기후실에서 실험기기 KES-FR-07 Finger Robot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방법은 실험할 

기후 조건으로 원단을 2시간 이상 컨디셔닝하고 실험기기의 온도와 환경온도의 격차가 10℃이상 

발생하게하기 위하여 실험기기의 온도를 35±2℃로 설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소재는 면섬유, 숯

섬유, 대나무섬유, 인견섬유, 옥수수섬유, 텐셀섬유, 닥섬유, 마섬유, 화지섬유, 리사이클섬유 등 

천연섬유로서 총 10종이었다. 실험기기를 이용하여 원단에 냉온감성 센서를 접촉시킨 순간의 열

이동속도를 5회씩 측정하였고 측정값의 평균치를 분석하였다. 

실험산출의 원리는 아래 표와 같다.

K = WㆍD / AㆍΔT (W/cmㆍ℃)

K = thermal conductivity (W/cmㆍ℃)

W = heat flow loss (W)

D = thickness

A = area of test heat plate (c㎡)

ΔT = temperature difference of sample (℃)

실험결과 의복의 순간 열전도율은 면섬유 > 옥수수섬유 > 숯섬유 > 인견섬유 > 대나무섬유 > 

텐셀섬유 > 리사이클섬유 > 닥섬유 > 마섬유 > 화지섬유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섬유는 0.208로 

가장 높았고 화지섬유는 0.133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 면섬유가 가장 체열을 빨리 전

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복의 두께에 따라 열전도율에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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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미1), 전은진2), 

유희천2), 김희은1)

1)경북대, 2)포항공대
피트니스 컴프레션웨어에 대한 기술동향 분석

건강과 운동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양한 스

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스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웨어 관련 시장도 전

문화ㆍ세분화되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포츠웨어가 출시되고 있다. 이전의 스포츠 웨어가 단순

히 땀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흡한속건 관련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의 기능성 스포츠 

웨어는 흡한속건 성능은 물론이고 자외선 차단, 부상방지, 근육압박 및 근육고정 효과 등으로 기

능이 다양해졌다. 그중에서도 특정 부위에 압력을 가해 근육을 압박하고 고정하여 운동기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진 기능성 스포츠웨어인 컴프레션 웨어(compression wear)는 치료용 또는 

운동선수용에 국한되어 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피트니스 컴프레션 웨어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피트니스 컴프레션 웨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

라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킨 피트니스 

컴프레션 웨어가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피트니스 관련 컴프레션 웨어의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허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일본, 미국에 출원된 컴프레션 웨어의 기술개발 동향 분석을 위해 특허정보검색 사이

트인 윕스(www.wipson.com)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17년 7월 31일 이전

의 것을 대상으로 특허를 검색하였다. 특허 검색 시에는 컴프레션 웨어와 관련된 키워드인 컴프

레션, 압박, 피트니스, compression, fitness, 웨어, 의복, 의료, wear, garment 등의 단어를 조합

하였다. 검색된 자료 중 피트니스 컴프레션 웨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특허는 필터링하여 

제외하였다.

피트니스 컴프레션 웨어 특허 조사 방법은 4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단계별로 정리하여보

면, 1단계에서는 피트니스 컴프레션 웨어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여 총 2081건의 특허가 검색되었

으며, 여기에는 특허 출원, 등록, 거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2단계에서는 그중에서 등록 

상태인 특허 601건을 필터링하였다. 3단계에서는 운동을 목적으로 개발된 피트니스 컴프레션 웨

어 관련 특허 27건 선정하여 관련 정도에 따라 상, 중, 하로 분류하였다.

선별된 27건의 특허는 착용목적, 착용범위, 착용대상 등을 위주로 내용을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피트니스 컴프레션 웨어의 착용목적은 강도 높은 운동을 위해 개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가

벼운 운동을 위한 일상용도 찾아볼 수 있었다. 착용범위는 전신, 상의, 하의, 기타(팔, 다리 등)로 

분류되었으며, 상의와 하의에 착용하도록 개발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착용대상은 남녀공용

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정겸용 피트니

스 컴프레션 웨어도 개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신체 조건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세분화된 피트니스 컴프레션 웨어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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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아*, 정혜정1), 

김민지2), 이종석2) 

*전주대, 1)중앙대, 2)LG전자 여성소비자들의 세탁관련 개념에 대한 인식: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1. 서론

현재 의류 신소재 및 가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었고, 경제, 기술, 생활 패

턴의 변화는 소비자의 의생활 및 의복 관리 방식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

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첨단의 가정용 의류관리 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게 하였으며(Chun & 

Park, 2011), 최근에는 스팀과 물리적 동작 등을 활용한 고급 의류용 관리기가 개발되었다(“이제

는 필수가전”, 2017). 이러한 기기의 성능은 세탁의 사전적 의미인 ‘주로 기계를 이용하여 더러운 

옷이나 피륙 따위를 빠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2017)의 정의와 연관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소비

자의 인식과의 유사성과 차별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족하여, 이러한 기술과 성능의 영역을 

세탁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의류소비자들의 세탁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향후 개발되는 신규 

기술과 성능들을 세탁 개념과 연관시켜 표현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세

탁의 개념과 함께 이와 연관되는 오염 및 드라이클리닝과 관련된 어휘 등도 분석하여, 세탁의 개

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인 전형적 사례 선

택(Goetz & LeCompte, 1984)으로 연구대상을 모집하였으며, 조사방법은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활용하였다. 25∼54세의 15명 여성소비자를 4집단으로 나누어 FGI을 실시한 후, 얻어진 

정성 자료는 전문 스크립터에 의해 문서화한 후 다음과 같이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1) 각 그룹별로 문서화된 내용을 연구문제와 주제에 따라 분리하고 재정리한다.

2) FGI의 내용 중 언급 빈도가 높은 단어 위주로 키워드를 도출한다.

3) 각 주제별로 연관 키워드의 언급 빈도를 KrKwic 소프트웨어의 KrWords 프로그램을 실행

하여 추출하고, 이를 Krtitle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분석이 가능한 행렬자료로 변환한 후 

UCINET6를 이용하여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Kim, 2007). 의미네트워크분석의 시

각화를 위해서는 NetDraw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분석을 통해 중요단어와 관련된 단어들

의 네트워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밀도와 경로거리를 살펴보았으며 각 노드 즉 단어 간 

중심에서 근접한 정도를 평가하는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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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세탁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10개의 어휘는 깨끗, 오염, 드라이클리닝, 느낌, 미세

먼지, 상쾌함, 형태, 깔끔, 손빨래, 집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구김, 기계, 때, 뽀송뽀송, 새옷같은, 

세제, 세탁소, 손, 향, 겉모습 등의 단어들이 주요 단어로 파악되었다. 연결망의 평균 경로길이는 

2.200이며 밀도는 0.220이었다.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결과 평균 연결정도 중심성은 0.1555로 나

타났다. 드라이클리닝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된 10개의 어휘로는 맡기다, 때, 계절, 변형, 냄

새, 처음, 고가 옷, 구김, 돈, 색 등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 소재, 옷, 자켓, 형태, 스웨터, 얇아지

다, 코트, 향, 고급소재, 곰팡이, 교복, 남편 등의 단어들이 있었다. 연결망의 평균 경로길이는 

1.9이며 밀도는 0.337이었다.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결과 평균 연결정도 중심성은 0.0884로 나타

났다. 오염 관련 의미네트워크분석 결과, 오염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10개의 어휘는 

때, 속옷, 구김, 냄새, 수건, 양말, 육안, 음식점, 땀, 음식물로 나타났다. 그 외 흐느적, 빠지다, 

남자아이, 맡기다, 미세먼지, 빨다, 착용, 체취, 형태, 기름, 드라이클리닝, 변형, 분비물, 생활오염 

등 오염과 관련된 단어들로 추출되었다. 연결망의 평균 경로길이는 2.4이며 밀도는 0.140이었다.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결과 평균 연결정도 중심성은 0.1265로 나타났다.

4. 결론

사전적 세탁의 정의 이외에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는 세탁의 실제적 개념을 분석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의류 관리기의 성능과 효과에 대해 소비자 인식에 기초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세탁’ 및 

연관 단어인 ‘오염’ 및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의미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세탁은 세

제와 물이라는 세탁의 도구 및 방법의 개념보다는 ‘깨끗’, ‘느낌’, ‘상쾌함’, 및 ‘형태’ 등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성능과 효과 개념에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도 ‘오염’, ‘미세먼지’와 같

은 대상 물질에 대한 연관이 높았고,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기계 세탁과 상반되는 ‘드라이클

리닝’, ‘손빨래’ 등의 개념도 근접한 연결을 나타내었다. 드라이클리닝의 개념은 ‘맡기다’의 어휘와 

같이 가정이 아닌 전문점에 의뢰하는 행태와 ‘계절’, ‘처음’, ‘고가’ 및 ‘돈’과 관련된 의류 자체 이

외의 외재적 속성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세탁의 개념은 의류나 피복에 묻어

있던 오염원에 제거되어 나타나는 현상적 개념과 연관이 높고 드라이클리닝은 가정이나 손수 직

접의 개념보다 전문점에 맡겨서하는 행태, 특별한 관리가 원인 등 의류와 오염이라는 세탁의 내

재적 속성보다는 외재적 속성과의 연관이 높은 개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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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프트로닉스, 3)한국기계연구원

길이변화 감지를 위한 전도사 기반의 니트로프타입 
스트레쳐블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

다양한 센서를 의복에 집적하는 기술은 웨어러블 컴퓨터의 구현이 가능하고 근거리 통신기능

이 적용된 스마트기기와의 연동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 부품인 기존의 센서는 딱딱하고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높은 내구성을 요하는 의복에 적용하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도사(Silver Plated Yarn)를 사용한 니트로프(Knit Rope)를 통하여 유연성과 

내구성을 높인 고성능 스트레쳐블센서(Stretchable Sensor)의 개발기술을 소개한다.

  

(a)니트로프 구조 (b)스트레쳐블센서 (c)측정 모습

<그림 1> 스트레쳐블센서 (a) 구조, (b) 사진, (c) 측정모습

그림 1에서 니트로프의 3차원 구조와 제작된 스트레쳐블센서의 사진을 나타내었다. 스트레쳐

블센서가 높은 전도성을 갖게 되면 저항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구동회로에 높은 전류가 흐르게 

되어 발열이 발생하므로 최소 수kΩ 수준으로 개발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저항이 높은 전도

사를 사용하였다. 제작된 센서는 10cm의 길이에 저항이 10.92kΩ이었다.

<표 1> 개발된 스트레쳐블센서의 신장율에 따른 저항 측정결과

단위길이 : 10cm

신장율(%) 0 % 10 % 20 % 30% 40 % 50 %

저항 (kΩ) 10.92 14.98 20.05 25.63 30.55 35.13

제안된 스트레쳐블센서의 신장율에 따른 저항의 측정 결과를 표1에 나타내었다. 단위길이에서 

10% 신장될 때 마다 저항은 약 5kΩ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50% 신장되었을 때 저항은 

35.13kΩ이었다. 제안된 센서는 신장율에 따라 저항의 변화가 선형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 본 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2017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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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충남대

트라이앵글 테스트를 이용한 두께 감별 전문 패널의 선정

새로운 제품 개발 시 소비자 평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보통 전반적인 선호도 조사는 전문

적이지 않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지만 전문 패널을 이용하면 소비자 선호도 조

사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저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때 평가

하고자 하는 제품의 감성에 부합되는 감각이 예민한 전문 패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지원자

를 대상으로 한 스크리닝이 필요하다. 전문 패널의 선정과 훈련을 위한 방법으로는 듀오 트리오 

테스트나 트라이앵글 테스트 등이 사용되어 왔다. 듀오 트리오 테스트는 두 가지 샘플 중 레퍼런

스와 같거나 다른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고 정답률은 50%이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트라이

앵글 테스트로써 패널리스트는 세 개의 샘플 중 다른 것 한 개를 감별해내야 하며 정답률은 33%

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께에 민감한 전문 패널을 선정하기 위하여 포스트-잍의 두께차이 감별을 

트라이앵글 테스트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남성 16인 여성 28인 총 44

인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포스트-잍은 3M사의 제품이며 크기는 가로51mm, 세로 76mm 이었고,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한 장의 두께는 평균 0.095mm 이었다. 실험은 포스트-잍 10장을 

기준으로 하여 1장(0.095mm), 2장(0.190mm), 3장(0.285mm), 4장(0.380mm)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하였다. 각 단계에서의 자극은 ABB, BAA, AAB, BBA, ABA, BAB의 순서로 배치하였

으며, 자극의 제시 순서는 랜덤하게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포스트-잍 한 장 차이와 두 장 차이에

서 남성과 여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p<.01),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두께차이를 감별하는데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자극탐지 백분율 50% 수준에서의 차이역은 남성이 약 0.13mm이었으며 

여성은 약 61% 이상이 1장차이(0.095mm)를 감별할 수 있었다. 여성의 차이역을 알아보기 위하

여 여성피험자 10명을 대상으로 2차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포스트-잍 14장을 기준으로 실험을 실

시하였다. 2차 실험 결과 약 63% 피험자가 4장차이(0.380mm)를 인지하였으며, 자극탐지 백분율 

50% 수준에서의 14장을 기준으로 두께를 증가시켰을 때 여성의 두께 차이역은 약 0.11mm로 남

성보다 작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두께의 차이를 좀 더 민감하게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 그룹이나 남성 그룹 내에서도 개인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 패

널 선정 시의 스크리닝 과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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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진*, 배현숙
창원대

키토산과 탄닌 처리에 의한 황련 염색직물의 매염효과

황련(Coptis Chinensis Franch)은 베르베린(berberine)이라는 색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염기

성 천연염료이다. 황련은 색소함량이 크고, protoberberine, aporphine, furoquinoline, canthi-

none, indolopyridoquinazoline 등의 알칼로이드라는 생리활성 성분은 포함하고 있으나, 다른 황

색계 염료에 비해 고가이므로 베르베린 색소를 지닌 황백으로 대체되어 황련에 대한 연구가 부족

한 실정이다. 특히 염기성 염료인 황련은 면직물에의 고착이 어려워 양모직물에 비해 염색성이 

좋지 못해 염색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매염제가 환경오염 및 인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사용을 줄이고 염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인체친화성이 높은 키토산으로 전처리하고 염료의 고착을 위한 탄닌산을 사용하여 황련 

염색직물의 매염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황련 염색 시 금속 매염을 통해 다색성 염료로

서의 염색 효과와 기능성을 고찰하여 황련 염색직물의 고부가 가치 패션소재로의 활용에 기여하

고자 한다. 

본 연구는 키토산 처리, 탄닌산 처리, 매염, 염색 순으로 진행되었다. 분자량 3.0×10⁶의 키토

산과 분자량 1701.23의 고분자량 탄닌산을 사용하여 처리하였고, 매염은 AlK(SO)₂, (CH₃COO)₂Cu

ㆍH₂O, FeSO₄ㆍ7H₂O, SnCl₂를 각각 사용하였으며, 액비 50:1로 50℃에서 30분간 선매염으로 처

리 후 수세하여 자연 건조하였다. 염색은 액비 50:1로 황련염색 최적 조건인 80℃에서 90분간 처

리하고 수세 후 자연 건조하는 방법으로 2회 반복 염색하였다. 키토산, 탄닌 처리된 황련염색직

물의 향상된 염색성을 관찰하고, 항균성은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에 대한 정균율로, 소취성은 

암모니아 가스검지관법을 통해 기능성을 측정하였다. 염색포의 염색 견뢰도는 세탁견뢰도는 KS 

K ISO 105-C06:2014 A2S호((40 ± 2) ℃, 30분, 땀 견뢰도는 KS K ISO 105-E04:2013 ((37 ± 2) 

℃, 4시간, 마찰견뢰도는 KS K 0650:2011 크로크미터법으로 측정하였다.

키토산, 탄닌 처리를 통해 황련 염색직물의 K/S값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염착량

의 증가로 기능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유추되어진다. 키토산, 탄닌 처리된 황련 염색직물의 

소취성은 면의 경우, 90%이상으로 소취성능이 있다고 확인되었고, 양모직물의 경우 99%이상의 

훌륭한 소취성능을 보였으며, 항균성은 면, 양모염색직물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 두 균주

에 대해 정균율이 99.9%로 뛰어난 항균성이 확인되었다. 매염처리 시 색상은 알루미늄, 주석, 구

리 매염은 YR계열을 나타내었고, 철 매염에서 a＊값, b＊값이 감소하여 Green, Blue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색성 염료로서의 염색효과를 보였다. 매염 처리에 의해 일반적으로 K/S값이 증

가하였고, 알루미늄, 주석 매염의 경우, K/S값 변화가 적었으며, 철 매염의 경우 K/S값이 현저하

게 증가해 면직물의 염색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철매염시 직물의 K/S값은 크게 증가하였으

나 견뢰도가 좋지 못하였으며, 철 매염을 제외한 매염에서는 매염유무와 매염제 종류에 따라 2 

Grade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면직물의 건조 시 마찰견뢰도는 4-5등급으로 매우 우수

하였고, 변퇴색에 있어 땀견뢰도는 면과 양모 직물 모두 4 또는 4-5등급으로 우수한 편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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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 
1)(주)브리즈텍스 드라이 수트용 투습방수 직물의 기능성 및 물성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용 드라이 수트(Dry suit)로 사용되는 기존 butyl rubber소재가 전량 수입

에 의존한다는 점과 착용시에 무겁다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일론66 직물에 다공성 습식, 건

식 코팅필름 총 2-layer로 라미네이팅(laminating)하여 낮은 통기성과 내수압을 보완하고, 가벼우

며,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고투습 방수소재를 개발하였다. 나일론 66직물의 밀도와 조직을 변

화시켜 총 3가지 시료를 만들었고, 이들의 기본 역학적 특성과 내수압, 투습도, 해수견뢰도 그리

고 보온성을 측정하여 해양용 수트 소재로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방법

1) 시료특성

시료는 밀도와 조직을 변화시켜 총 3가지를 준비하였으며, 습식, 건식 코팅필름으로 3가지 시

료에 동일하게 라미네이팅 하였다. Table 1에 이들 소재 상세스펙을 나타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laminated waterproof breathable fabrics

Specimens
Yarn Weight

(g/sqm)

Density

(ends/picks)

Thickness

(mm)
Structure Color

warp weft

DS_1 N70D(FD) N115D(FD)ATY 125.7 160*192 0.25 Rib Violet

DS_2 N70D(FD) N150D(FD)ATY 165.5 145*90 0.33 Twill Indian red

DS_3 N70D(FD) N160D(FD)ATY 137.3 136*68 0.26 Plain Khaki green

2) 물성실험

인장강도는 ISO 13934-1, 인열강도는 ISO 13937-2에 의해 측정하여 역학적 특성을 알아보았

고, 내수압은 ISO 0811의 저수압법, 투습도는 JIS L 1099 B-1 아세트산 칼륨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해수견뢰도는 KS K ISO 105-02의해 측정하여 염분에 대한 색의 저항성을 실험하여 바닷물

에 대한 견뢰도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원단자체의 보온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보온성(clo)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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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Table 2에 개발시료 3가지의 실험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드라이 수트는 수트 내부로 물이 유

입되지 않으면서 착용자의 쾌적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내수압과 투습도가 가장 중요한 물성 

중 하나이다. 내수압은 3가지 시료 모두 10,000mmH20이상의 고내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DS_2가 

16,291mmH20로 3가지 시료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나, 투습성은 DS_1가 

5,343g/m2/24h으로 가장 높은 값임을 확인하였다. 인장강도와 인열강도는 중량이 큰 트윌(Twill)

조직의 DS_2가 모두 우수한 값을 보였고, 중량이 가장 낮은 립(Rib)조직의 DS_1이 가장 저조한 

값을 나타내었다. 해수견뢰도는 모두 4-5급으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보온성 Clo는 3가지 시

료 모두 비슷한 값으로 직물의 밀도나 조직변화에 따른 보온성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laminated waterproof breathable fabrics

Specimens

Hydrostatic 

pressure

(mmH20)

Water vapour 

permeability

(g/m2/24h)

Tensile strength

(N)

Tearing strength

(N)
Color fastness to 

sea water

(grade)

Clo

warp weft warp weft

DS_1 13,366 5,343 652.7 364.8 18.6 12.5 4-5 0.18

DS_2 16,291 4,680 839.5 855.3 61.7 55.9 4-5 0.17

DS_3 13,332 2,847 688.2 652.9 21.4 27 4-5 0.16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밀도와 조직이 다른 3가지 직물시료에 동일한 조건으로 라미네이팅 처리한 시

료를 제작하여 기본적인 역학특성과 투습방수 기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내수압과 투습도를 측정하

였고, 해수견뢰도와 보온성을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트윌조직의 DS_2가 내수압과 투습도가 높아 기능성이 좋고, 역학적 특성이 전체적으로 모두 

우수하나, 중량이 가장 높은 단점이 있다. 반면에 립조직의 DS_1의 내수압은 DS_2보다 낮은 값

을 보이지만 투습도는 더 우수하고 3가지 개발시료 중 가장 가벼웠고, 플레인(Plain)조직의 DS_3

는 상대적으로 트윌조직의 DS_2와 립조직의 DS_1보다 낮은 물성 값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해수견뢰도는 모두 우수한 값을 나타냈고, 보온성은 시료간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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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란, 김소영*
충남대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한 시니어용 바디쉐이퍼의 보정기능성 평가

최근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가상착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착장된 의복과 인체의 3차원 데이

터를 중첩하여 단면을 관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대부분 여유분이 많은 의복

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인체를 축소 보정하는 의복에 대해 실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바디쉐이퍼와 같은 보정속옷의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부위별 둘

레를 측정하거나 외관을 관찰하는 방법, 모아레를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역시 보정된 부위나 보정된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최근 동작용이성과 보정기능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바디쉐이퍼(Body 

shaper) 착용시 부위별 보정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비접촉식 3차원 촬영과 촬영된 

3차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바디쉐이퍼의 보정기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보

정기능성의 객관적인 평가 뿐 아니라 추후 보정속옷의 가상착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바디쉐이퍼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 인체를 보정

해 주는 정도가 다른 2종을 선정하였다. 연구는 평소 액티브한 운동을 즐겨하는 신체 건강한 피

험자 5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사이즈코리아 50대 평균치수인 

키 154.7±5.2cm, 몸무게 58.8±7.6kg, 가슴둘레 92.8±6.8cm, 허리둘레 82.5±7.6cm, 엉덩이둘레 

92.9±5.2cm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3차원 스캔 장비는 VIVID 910 스캐너를 사용하였

으며, 측정된 스캔 데이터의 조합 및 분석은 Geomagic Design X program을 사용하였다. 연구대

상자들은 실험복(누드, 바디쉐이퍼 A, 바디쉐이퍼 B)으로 탈의한 후 여섯 방향에서 3차원 스캔을 

하였으며, 측정된 3차원 스캔 데이터를 각각 하나의 바디모델로 조합하였다(인체형상 3종: 누드, 

바디쉐이퍼 A, 바디쉐이퍼 B). 바디쉐이퍼의 보정기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Mesh deviation tool을 

사용하여 누드 & 바디쉐이퍼 A, 누드 & 바디쉐이퍼 B를 각각 중첩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누

드에 비해 바디쉐이퍼 착용시 보정된 정도를 부위별로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보정

부위와 보정정도가 다른 2종의 바디쉐이퍼를 비교해본 결과, 보정정도가 큰 바디쉐이퍼 B가 바디

쉐이퍼 A보다 보정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복부에서의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복

부부분에서의 보정된 치수를 측정하기 위해 배꼽허리둘레 수준의 단면형상을 관찰하였으며, 관찰

결과 바디쉐이퍼 A는 배꼽허리너비가 누드대비 평균 2.4cm 줄어든 반면, 바디쉐이퍼 B는 배꼽허

리너비가 누드대비 평균 5.0cm 감소하였다. 또한 배꼽허리둘레 역시 바디쉐이퍼 A를 착용하였을 

때 평균 6.4cm가 감소하였으며, 바디쉐이퍼 B를 착용하였을 때에는 누드대비 평균 11.1cm가 감

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바디쉐이퍼와 같이 인체를 보정하여 실제치수보다 작게 해주는 

의복을 착용할 경우 외관평가나 실측치 외에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중첩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부

위별 보정기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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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란, 홍경화*
충남대, *공주대

아기 띠 종류 및 착용방법에 따른 자세안정성 평가

젊은 세대는 취업난 등 다양한 사회적 압박으로 결혼 연령 늦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

해 자녀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경제 악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으로 매

출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 및 출산율 감소, 경제위축에도 불구하고 유아용품 매출은 꾸준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자녀수가 적어지면서 내 아이를 위한 제품은 좀 더 좋은 것을 

구매하려는 심리 때문으로 전체적인 소비를 줄이더라도 아이를 위한 지출은 줄이지 않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육아용품이 계속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아기를 배려

하려는 노력이 들어가 있다. 최근 개발된 아기 띠 역시 아기가 장시간 아기 띠에 앉아있어도 고

관절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기 띠가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아기 띠는 약 3~8 

kg 이상에 해당하는 아기를 육아기간동안 업거나 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아기뿐 아니라 착용

자도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제품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품형태 및 착용방법이 착용자

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나 아기 띠 착용시 자세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기 띠 종류 및 착용방법에 따른 

몸의 압력중심(COP, Center of pressure)을 측정하고 이를 주관적 안정감 및 착용감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편하면서도 안정감을 주는 아기 띠 형태 및 착용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변인

은 아기 띠 종류 3종(X-type, H-type, H-hip type)과 착용방법 2종(느슨하게 착용, 밀착하게 착

용)으로 하였으며, 자세안정성 평가는 체압 측정기(X-sensor LX100)를 사용하여 족압의 COP를 통

해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정감과 부위별 착용쾌적감은 11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연구 결

과 아기 띠를 느슨하게 착용할 경우 밀착되게 착용하는 것 보다 서있을 때나 움직일 때 중심유

지가 좋지 않았으며, 활동용이성 역시 좋지 않게 평가되었다. 아기 띠 종류에 따른 자세안정성

(COP 변화)을 살펴본 결과, H-type 아기 띠가 H-hip type 보다 더 많이 좌우방향으로 움직인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X-type 아기 띠의 COP 변

화율은 H-hip type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주관적인 평가에서는 X-type 아기 띠가 H-hip type보다 

중심유지나 활동용이성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X-type 아기 띠의 형태가 인체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X 형태인 반면, H-hip type 아기 띠는 hip seat가 복부에 위치하도록 허리띠

로 고정한 후 일자형 끈으로 어깨에 지탱하는 형태로 부피가 더 클 뿐 아니라 인체에 밀착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에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hip seat가 

없는 H-type이 H-hip type에 비해 좌우로 더 많이 변화되었으나, 주관적인 활동용이성에서는 

H-type이 더 좋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측정이 간단한 족압의 COP변화율로 

개인별 적정 아기 띠 형태와 착용방법을 제안해주는 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연구는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입니다

(NRF-2016R1A1A3A0491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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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공대, 2)경북대 고령자 근효율 향상을 위한 밀착형 피트니스 압박웨어 시장조사 
및 동작특성 조사 

1. 서론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이며, 2050년 고령 

인구비율은 34.4%로 OECD 국가중에서 최고 수준에 이를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의 속도와 

더불어 노인성 만성질환의 증가와 노인 의료비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33.3%(15조 3천768억원)으로 전년 노인진료비(14조 1천350억원) 대비 

8.8% 증가, 2002년부터 16.9%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고령자들은 신체적으로 운동기능 저하, 신장 축소, 관절운동 영역 축소, 체온조절 기능 저하, 

배설 기능이 저하되고 순발력, 반응속도, 운동조절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고령자들

은 일상생활에서 근활성도와 운동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트니스 활동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

어 근육활성을 도울수 있는 피트니스용 압박웨어의 착용이 필요하다.

피트니스 압박웨어는 근육을 적절한 압력으로 압박하고 근육 활동 방향을 기반으로 절개선이 

삽입됨으로써 착용시 보조 근육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근육을 고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고령자

를 대상으로 한 피트니스용 압박웨어의 착용은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근활성도를 향상시키고 동

작시 유연성을 개선함으로써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운동효과를 증대시켜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시장조사(브랜드, 

치수, 소재, 패턴)와 고령자 피트니스 동작특성(유연성, 근력, 균형)을 조사를 통하여 동적운동 상

황과 일상생활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근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피트니스용 압박웨어 설계를 위

한 기반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 국외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령자 근효율 향상을 위한 밀착형 피

트니스 압박웨어의 시장조사 및 피트니스 동작특성을 조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는 국내 문헌 

26건, 국외문헌 12건을 조사하였으며, 인터넷 검색은 피트니스 웨어 브랜드 및 고령자 운동관련 

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다.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으로 파악된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시장조사 

내용은 국내ㆍ국외 브랜드, 치수, 소재, 패턴 정보로 분류하였으며, 동작특성 조사 내용은 유연성 

동작, 근력 동작, 균형 동작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피트니스 웨어 시장조사

고령자 근효율 향상을 위한 밀착형 피트니스 압박웨어 관련 문헌조사 결과에서 가장 선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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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스 압박웨어는 나이키(42.7%), 아디다스(32.2%), 언더아머(9.2%), 데상트(4.1%), 스킨(2.4%), 

컴프레스 포트(1.1%), 에너스킨(0.3%), 슈퍼퓨처링(1.1%), 스켈리토(0.3%) 순으로 조사되었다(김미라, 

2016). 본 연구에서는 선호되는 것으로 파악된 브랜드 9개를 대상으로 디자인, 치수, 소재, 패턴을 

분석하였다. 피트니스 웨어의 디자인과 패턴은 인체 근육특성과 테이핑 기법을 활용한 것과 근육 활

성 정도와 인체 부위별에 따른 단계적 압박 소재를 적용하는 디자인 위주였으며, 패턴은 근육특성에 

따라 절개선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치수는 남성의 경우 상의에서는 가슴둘레, 화장, 

하의에서는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여성의 경우 상의에서는 가슴둘레, 소매길이, 하의에서는 허리둘

레, 엉덩이 둘레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재는 Polyester, Spandex(Elastane), 

Polyamid, polyurethane, Nylon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기능성 소재로는 clima-warm/cool, dry fit, 

Dry zone, Dry-mesh, Gore-tex, Stretch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피트니스 동작특성 조사

고령자 피트니스 동작특성 조사 결과 미국노화 연구소에서 권장하고 있는 운동(Exercise: A 

guide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인 유연성 10개 동작(목, 어깨, 상박, 손목, 엉덩이, 허

벅지 앞, 허벅지 뒤 2개, 종아리, 발목), 근력 10개 동작(팔벌리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위쪽 팔들기, 

팔운동, 무릎구부리기, 허벅지 구부리기, 어깨운동, 무릎펴기, 다리뒤로 올리기, 다리옆으로 벌리기), 

균형 6개 동작(발뒤꿈치 들기, 무릎굽히기, 엉덩이 구부리기, 엉덩이 펴기, 다리옆으로 벌리기, 발꿈

치 발끝대고 걷기)을 파악하였다. 피트니스 웨어 설계에 중요한 근력에 관련된 인체 부위별 10개 

동작에 대한 주동근육과 동작특성을 조사하였다. 근력에 관련된 10개 동작에 대한 주동근육중삼각

근, 복직극, 상완이두근, 상완삼두근, 대퇴이두근, 대퇴직근, 삼각근 등 7개로 파악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국내, 국외 문헌조사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령자 근효율 향상을 위한 밀착형 피트

니스 압박웨어의 시장조사 및 피트니스 동작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외 피트니스 압박웨어 시

장조사를 통해 브랜드, 디자인, 치수, 소재,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고령자 피트니스 동작특성을 조사

하여 유연성, 근력, 균형에 관련된 피트니스 동작을 확인하였으며, 동작별 7개의 주동근육을 파악하

였다. 근활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피트니스 압박웨어는 장기적으로 근기능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고령자들의 낙상을 방지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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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 김희은
경북대

디자인 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작업복의 온열생리반응 비교 

근무환경의 쾌적성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짐에 따라 작업복에 대한 요구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작업 특성에 따라 작업복의 기능성도 상징성ㆍ심미성과 함께 중요시 되고 있다. 건

설현장은 사망재해 발생빈도 1위인 곳으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작업복의 기능

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작업장 중의 하나이다. 건설현장 근로자는 야외에서의 지속적인 신체

노출, 반복적인 육체노동, 관절 움직임이나 신체동작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한다. 작

업자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적 불쾌감, 습윤감, 마찰감, 국부압박감 등과 같은 생리적 불쾌

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반응들은 피로감 증가, 노동능률 저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착용되는 기존 작업복과 디자인이 변화된 작업복 착용의 온열생

리반응 비교분석을 통하여 작업복 개발 및 착용현장의 적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복으로 사용된 의복은 건설현장에서 착용되는 기존 작업복(C 작업복)과 기능성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디자인을 변화한 작업복(P 작업복)이다. P 작업복은 기능성 향상을 위해 여유량과 

길이를 달리하였으며 무와 슬릿을 추가하여 통기성을 좋게 디자인되었다. 실험은 인공기후실(2

6℃, 상대습도 60%)에서 휴식기, 운동기, 회복기를 반복하는 운동을 수행하였으며 직장온, 피부

온, 의복내 기후, 발한량을 측정하였다. 

P 작업복 착용 시의 직장온은 전체적으로 C 작업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다. 대퇴 피부온에서도 

P 작업복이 유의하게 낮아 두 작업복간의 패턴개선의 차가 가장 명확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대퇴 부위의 의복내 기후는 실험 전 구간에 걸쳐 P 작업복이 유의하게 낮은 온도를 유지하였다. 

발한량은 C 작업복이 P 작업복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C 작업복 착용시의 심부온이 높았기 때문

에 피험자의 열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율성 체온조절 메카니즘이 작동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P 작업복은 C 작업복과 동일한 소재로 여유분이 많으며 겨드랑이의 망소재로 된 무와 바

지 옆솔기의 지퍼 트임 등 온열생리적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적 요소가 존재하여 두 

작업복간 직장온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체온상승이 우려되는 작업 시에 직장온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

한 결과이므로 P 작업복의 슬릿을 통한 적극적인 벤틸레이션은 작업과 작업사이의 휴식 시에 작

업자의 생리적 기능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메쉬 소재를 활용한 

겨드랑이의 무와 함께 통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슬릿은 고가의 운

동복 및 등산복에 이미 도입되어 활용, 판매되고 있으나 온열생리반응에 대한 유효성을 수용하여 

작업복에도 적극적으로 도입,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자의 직장온 상승이 불가피하므로 작업자가 열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작업복을 디자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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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패션산업연구원 FGI와 착용성 평가를 통한 래시가드의 제품 분석

1. 서론

래시가드란 자외선 차단과 체온을 보호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춘 수상 스포츠용 운동 셔츠의 

일종으로, 스판덱스와 나일론 또는 폴리에스터로 제작된다(Wikipedia). 래시가드는 주로 서핑, 스

쿠버다이빙, 스노클링 등과 같은 수상 스포츠에 사용되는데, 다른 의류에 비해 다양한 기능성과 

내구성을 요하며 운동에 따라 인체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신축성이 요구된다(Yun, 2010). 래

쉬가드는 수상 스포츠 마니아들과 전문가들이 주로 착용하던 것으로, 몸매 보정은 물론 자외선 

차단과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성이 더해져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근래 들어 서핑이나 웨이크보드 등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래쉬가드의 

인기 요인이다(Fashion Insight, 2014). 또한 야외 수영장, 워터파크 등에서의 대중아이템으로 발

달하면서 래시가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분화된 

래시가드에 대한 제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생산, 유통되는 래시가드 수영복 제품들을 살

펴보면 외국 제품들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지니고 있으며, 유통되는 가격도 라이센스 브랜드와 

해외 직수입 브랜드에 비해 국내 브랜드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브랜드 개발을 위해 경쟁력 있는 디자인, 기능, 소재 개발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소비자의 특성이나 감성을 파악하는 방법 중 Focus Group Interview(FGI)는 정성적 조사방법

으로 정량적 조사에 앞서 탐색조사로 이용되며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 소비자 제품 구매 및 사

용실태에 대한 이해, 제품 사용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Jung, 2004). 또한 의류를 출

시하기에 앞서 개발된 의류제품에 대한 착용성을 평가함으로써, 개선점을 찾고 타겟 소비자층에 

대한 착용 쾌적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

국패션산업연구원의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지원으로 개발된 래시가드를 대상으로 FGI와 착의평가를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성능, 디자인, 소재 특성 등을 파악하여 제품개발에 반영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피험자

래시가드의 감성평가 및 착용성 평가를 위해 피험자는 패션을 전공하며 해양스포츠를 즐기거

나 다양한 아웃도어 레포츠에 관심이 있는 20대 여대생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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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GI 및 착용성 평가 

래시가드에 대한 FGI 및 착용성 평가는 2017년 5월 24일에 실시되었다. FGI는 자유롭게 의견

을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인터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뷰

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평가 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데이터 수집을 위한 녹화를 실시하였다. 착

용성 평가는 polyester 100%로 미디움 사이즈로 제작된 래시가드를 착용하고 표준환경하에서 수

상스포츠용에 준하는 동작과 운동강도로 구성된 평가 프로토콜에 의해 실시되었다. 착용성 평가 

설문지는 래시가드 착용 직후, 스트레치 후, 운동 후 의복치수적합도, 압박감, 의복 기능성, 그리

고 전반적 만족감과 쾌적성에 대해 리커트 7점 척도를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3) 데이터 분석

FGI를 통해 녹화된 인터뷰 내용은 박사급 전문가 두 명이 각각 녹취 자료를 정리하여 대조한 

후 취합하였다. 수집된 녹음 내용 중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나거나 단답식의 대답 등 성의 없는 

결과가 나온 응답은 제외하고 녹음 내용을 기록하였다. 착용성 평가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SPSS 통계패키지(ver. 23.0)를 사용하여 Wilcoxson 부호순위검정과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되

었다. 

3. 결과 및 고찰

1) 래시가드에 대한 FGI

(1) 래시가드 선택기준

“전 브랜드는 잘 안 보거든요. 나도 약간 디자인을 보는데 1년에 한 번씩 갈만한... 한번 사치 

쓰지 뭐...하는 이런 느낌이라 그때그때 한번 입을 때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걸 고르는 것 

같아요.” 

“나는 흡습속건을 안보는 게 래시가드를 입는게 물에 들어간다는 소리라서 어차피 젖고 나오

면 반드시 씻어야 해서 흡수속건은 잘 안보고 거의 자외선차단... 나는 래시가드를 입는 이유는 

몸매도 몸매지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라서 자외선차단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아예 무난한 거….”

래시가드를 선택 시 트렌디한 디자인이나 무난한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수상 레저웨어

의 특성상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는 것을 선호하였다. 

(2) 래시가드 구입경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비키니보다는 약간 디자이너가 따로 하는 래시가드만 취급하는 브랜

드에 있는게 예쁘고 더 트렌디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이 더 트렌디… 페이스북보다 더 걸러진 

느낌…” 

“사기 전에 이것도 어차피 약간 돈을 들이는 거니까 보는 건 백화점에 가서도 보고 베럴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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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름이 되면 래시가드 없던 브랜드도 백화점에 들어와서 갖다 놓으니까 그것도 다 보는데 결

국 사는 거는 디자인을 보고 더 예쁜 인터넷에서 사는 것이 나아요” 

여성 피험자들은 제품 구매 시 백화점보다는 인터넷을 선호하였으며 제품정보는 페이스북보다

는 인스타그램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3) 래시가드 불편사항

“인터넷 쇼핑을 좋아해서 그런데 보면 래시가드나 비키니가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서 래시가

드를 샀는데 일단 싸니까 불편하다고 하기보다 약간 뻑뻑…”

“기장이 너무 짧게 나오더라구요 짧으니까 뱃살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너무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착용감이 좋고 착 붙는 느낌으로 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화이트나 이런 것들은 비치게 돼요. 가끔가다 과한 애들이 있어서 안에 브

라탑을 입거나 한다고 해도 좀 민망한 감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래시가드의 불편사항으로는 인터넷으로 구매 시 신축성 확인불가, 신축성 부족, 짧은 길이, 비

침성 등으로 나타났다. 

2) 래시가드에 대한 착용성 평가 

(1) 래시가드의 치수 적합도

래시가드 착용 후, 스트레치 동작 후, 그리고 운동 후 목둘레와 품에 대해 각각의 치수 적합

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Wilcoxon 부호순위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전반적으로 목둘레선 높이가 스트레치 동작 후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였

다. 앞품, 뒤품의 경우는 모두 치수가 적합하다고 하였으나 스트레치 동작 후 적합도가 약간 낮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착용 후 운동 전에는 보통의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운동 후에는 대부분의 피험자가 해당부위의 여

유분에 대해 6점 이상으로 래시가드의 여유분이 매우 적당하다고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피험자는 

겨드랑이, 팔뚝, 소매통의 여유분은 적당하다고 평가하였다.

(2) 래시가드의 운동전후 만족도 및 구매의도

래시가드의 착용만족도와 착용쾌적성은 비교적 우수했으며, 대부분 구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에 대한 평가 요소별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색상, 소재, 디자인, 품질, 신축

성, 착용감 요소는 모두 6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사이즈와 기능성, 탈의 편리성 

요소는 5점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구매의

사도 4.75로 추후 구매의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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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래시가드에 대한 기타 의견

전체적으로 겨드랑이부분 봉제선이 조금 불편했으며, 뱃살 커버를 위해 허리 밴딩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목이 좀 끼어 불편했고, 하의는 너무 짧아서 다리 안쪽

으로 파고드는 느낌이라 신경 쓰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결론

여성용 래시가드의 제품 평가를 위해 20대 패션전공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FGI와 착용성 평가

를 실시하였다. 래시가드 구매 시, 취향에 따라 트렌디한 디자인이나 무난한 디자인을 선호하였

으며 수상 레저웨어라는 특성상 자외선 차단 기능을 중요시하였다. 트렌디한 디자인인 록시나 오

프라인에서도 구매가 용이한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를 선호하였다. 또한 백

화점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구매하였으며, 제품에 대한 정보는 페이스북 

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이용하였다. 또한 기존 래시가드는 신축성 부족, 짧은 길이, 그리고 속

옷의 비침 등이 불편사항으로 나타났다.

래시가드에 대한 착용성 평가에서 색상, 소재, 디자인, 품질, 신축성, 착용감 요소는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사이즈와 기능성, 탈의 편리성 요소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소재의 

두께와 상의의 길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목둘레 부분의 높이 및 하의의 길이 

조정이 요구되었다. 또한 디자인 및 컬러는 동양적 패턴디자인을 적용하더라도 트렌드를 접목한 

패턴 디자인 및 컬러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추후 개선 사항으로는 수상스포츠만을 위

한 의류가 아닌, 운동복이나 일상생활용 스포츠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디자인의 다양화가 요구

되며 또한 노출이 많은 의류의 특성상, 체형보정이 가능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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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경
수원대

천연 황색염재와 락(Lac)의 복합염색성: 치자, 황백, 울금과 
락을 중심으로

1. 서론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염색물의 사용과 함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다양한 색

상과 염착성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두 종류 이상의 

염재들을 이용하는 복합염색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복합염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

면, 복합염색시 어떤 염재로 먼저 염색하느냐에 따른 염착성의 차이(Bai, 2017)를 연구하였고, 쪽, 

치자, 울금으로 복합염색한 후 혼합색의 적정 염색조건dml 조사(Jung & Sul, 2002), 섬유소직물

에 쪽, 황백, 소목으로 복합염색하여 염색성과 물리적 특성의 변화(Kim & Kim, 2016), 양모직물

에서의 치자와 소목의 복합염색 조건(Sung, 2004)등 연구 논문들이 다수 있었다. 기존의 복합염

색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 보면 한가지 염재로 염색한 후 다른 염재로 반복하여 염색하는 방법

들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염색 방법을 달리 하여 황색 염재와 홍색 염재를 섞어 간색인 YR계열의 

색이 발현될 수 있는 염색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천연염색은 면, 견, 모직물, 한지등의 

섬유소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양한 가죽종류에서는 실시된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다. 따라

서 소가죽을 시험포로 하고 황색 염재들 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치자, 황백, 울금과 색소가 풍

부하고 염색 방법이 간단한 락의 복합염색을 통해서 YR계열 색상의 발현 조건들을 연구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황색염재는 치자, 황백, 울금(한약재 시장)을 선택하여 홍색 염재인 락(아츠 앤 

크래프트)과 섞어 복합 염색을 실시하였으며 염재들은 분말로 시판중인 제품을 사용하였다. 시험

포는 천연 식물성 태닝(미모사 추출물)으로 처리하고 0.1mm로 피할한 미가공 소가죽(성안상사)을 

사용하였다. 총 염재 농도는 50%(o.w.f. 이하 생략)로 하고 황색 염재+락의 비율을 5%+45%로 

시작하여 5%씩 가감하여 마지막이 45%+5%가 되도록 조제하였다. 치자+락, 황백+락, 울금+락으

로 조제한 후 염색 조건은 염색온도 40℃, 염색시간 30분, 욕비 50:1로 실시하였다. 최대 염착성

과 황색-홍색의 간색인 YR계열의 색 발현을 알아 보기 위해서 염착성은 Kubelka- Munk에 의한 

K/S값을 측정하였으며, 표면색의 변화는 Munsell 표색계의 H(Hue), V(Value), C(Chroma)로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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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치자와 락의 복합염색

치자+락의 염재량을 5+45%로 시작하여 5%씩 조절하여 45%+5%까지의 염액에서 염색한 후 염

착성과 먼셀표색계에 의한 표면색 색상, 명도 및 채도의 변화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K/S값은 

락의 농도가 45%에서 25%로 줄면서 감소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락의 농도가 25% 이하로 줄면서 

같이 감소하였다. 치자가 5% 들어가면 염착성이 떨어지다가 치자의 함량이 서서히 높아지면서 

치자와 락이 반씩 섞였을 때 전후로 염착성이 평형을 찾았다. 이는 치자가 들어가면서 염착자리

를 놓고 락과 경쟁을 하다가 서로의 농도가 평형에 도달하자 염색계가 안정을 찾으며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치자농도가 증가하면서 락이 차지하고 있었던 염착성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염착성은 감소하였으나, 치자 50%로 단일 염색했을 때 보다는 높았다. 먼셀표색계에서

의 색상의 변화는 A-0에서 A-5까지는 R을 나타냈고, 치자 농도가 반을 넘었을 때부터 YR로 변했

다. 명도는 치자의 농도와 함께 다소 증가하여 밝아졌으며, 채도는 치자가 많이 섞일수록 감소하

여 순도가 떨어졌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서 치자와 락의 혼합염색에서는 치자의 농도가 락의 농도보다 많은 조건

에서는 YR로 발색되며, 가장 높은 염착성과 5YR에 가까운 조건은 치자+락=40+10의 비율에서 찾

을 수 있었다.

Table 1. K/S value and H(V/C) on the cow leather according to the rates of Gardenia and Lac 

Dye rates(A*)  K/S H V C

A-0 4.5 7.84R 5.57 10.02

A-1 2.3 7.74R 6.18 9.10

A-2 2.4 8.24R 5.93 8.65

A-3 3.1 8.25R 5.94 8.68

A-4 3.2 8.93R 6.05 8.80

A-5 3.3 9.39R 6.26 7.52

A-6 2.3 0.14YR 6.44 7.46

A-7 2.2 0.99YR 6.51 7.34

A-8 2.1 2.87YR 6.74 6.80

A-9 1.9 5.96YR 7.19 6.52

A-10 1.4 1.32Y 8.21 7.25

A*=Gardenia+Lac, 0=Lac 50%, 1=5+45(%, o.w.f), 2=10+40, 3=15+35, 4=20+30, 5=25+25, 6=30+20, 7=35+15, 8=40+10, 

9=45+5, 10=Gardenia 50%. 

2) 황백과 락의 복합염색

황백과 락의 복합염색(Table 2.)에서는 황백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K/S값이 감소하여 황백

이 가장 많이 들어간 B-9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색상에서는 황백 농도가 30%를 넘어

가는 B-6부터 YR이 발현되었으며, 명도는 황백의 농도가 클수록 밝아졌고, 채도는 황백의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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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낮아졌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황백과 락의 복합염색에서 YR계열의 색을 발현하려면 염착성, 명도 및 

채도를 고려할 때 황백 30-35%와 락 15-20%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2. K/S value and H(V/C) on the cow leather according to the rates of Phellodendron and Lac 

Dye rates  K/S H V C

B-0 4.5 7.84R 5.57 10.02

B-1 3.8 7.70R 5.68 9.09

B-2 3.7 7.61R 5.64 8.77

B-3 3.3 8.23R 5.97 8.62

B-4 3.2 7.98R 5.82 8.74

B-5 2.6 8.89R 6.06 8.29

B-6 2.1 2.27YR 6.26 7.76

B-7 2.1 2.70YR 6.56 7.04

B-8 1.6 4.38YR 6.99 5.99

B-9 1.6 7.36YR 7.26 5.70

B-10 2.2 5.27Y 8.08 7.24

B*=Phellodendron+Lac, 0=Lac 50%, 1=5+45(%, o.w.f), 2=10+40, 3=15+35, 4=20+30, 5=25+25, 6=30+20, 7=35+15, 

8=40+10, 9=45+5, 10= Phellodendron 50%. 

3) 울금와 락의 복합염색

울금과 락의 복합염색(Table 3.)에서 앞서 두 실험과 비교해 보면 K/S가 높았으며 YR계열의 

색상들도 여러 조건에서 나타났다. 울금 25%와 락 25%를 혼합했을 때 염착성이 제일 높았으며, 

채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울금 30%와 락 20% 혼합상태에서도 비교적 높은 염착성과 채도가 

나타나므로 이 조건들에서 반복염색을 하면 높은 염착성과 YR간색을 얻을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이상의 실험들을 통해서 치자, 황백, 울금과 락을 각각 혼합하여 소가죽에 염색했을 때 YR간

색계열의 색상을 발현하기 위한 적합한 조건들은 각 염재들마다 존재하였으며 그 중 가장 좋은 

조건들은 울금과 락을 섞었을 때 많이 나타났다. 황백을 섞었을 때 가장 낮은 효과가 나타났으

며, 치자에서는 황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울금이 락과의 염색에서 상승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황색 염재인 치자, 황백, 울금와 홍색 염재인 락을 섞어 간색인 YR계열의 색이 

발현될 수 있는 염색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치자와 락의 혼합염색에서는 가장 높은 염착성과 5YR에 가까운 조건은 치자+락=40+10%의 비

율에서 찾을 수 있었다. 황백과 락의 복합염색에서 염착성, 명도 및 채도를 고려할 때 황백 30- 

35%와 락 15-20%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건이었다. 울금과 락의 혼합염색에서는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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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5-30%와 락 25-20%를 혼합했을 때 염착성이 제일 높았으며, 채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조건들에서 반복염색을 하면 높은 염착성과 YR간색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조건들은 울금과 

락을 섞었을 때였으며, 황백을 섞었을 때 가장 낮은 효과가 나타났고, 치자에서는 황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Table 3. K/S value and H(V/C) on the cow leather according to the rates of Curcumin and Lac 

Dye rates  K/S H V C

C-0 4.5 7.84R 5.57 10.02

C-1 4.3 9.95R 5.79 9.87

C-2 4.9 0.53YR 5.76 10.23

C-3 4.8 9.87R 5.71 10.10

C-4 5.7 2.47YR 5.92 9.97

C-5 8.6 2.28YR 5.65 10.96

C-6 6.2 3.86YR 6.17 10.17

C-7 4.5 4.71YR 6.52 9.37

C-8 4.1 8.44YR 7.21 9.15

C-9 3.9 1.57Y 7.73 9.00

C-10 2.0 1.57Y 7.73 9.00

C*=Curcumin+Lac, 1=5+45(%, o.w.f), 2=10+40, 3=15+35, 4=20+30, 5=25+25, 6=30+20, 7=35+15, 8=40+10, 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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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구혜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실 단면형상과 니트 구조 인자가 흡한속건 소재의 수분 이동 
특성과 의류 외관 특성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현재까지 직‧편물의 흡한속건성에 관한 연구는 섬유소재의 종류, 실과 직물의 구조인자 및 기

공도 그리고 직물의 가공방법 등에 따른 수분의 이동과 의류의 쾌적 특성과의 상관성이 체계적으

로 수행되어 왔다(Das & Alagirusamy, 2010; Fan & Hunter, 2009; Patnaik et al., 2006; Song, 

2011).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는 소재로 사용된 시료가 천연소재인 면, 모섬유와 화섬소재

인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을 사용한 혼방 직‧편물 위주의 연구이며 고기능성 흡한속건 소재에 대

한 흡한속건성을 비교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시판

되고 있는 국내 3대 화섬 메이커의 흡한속건 소재와 해외의 흡한속건 소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13종의 스포츠 의류용 니트 소재의 흡한속건성을 분석하고 단면형상과 니트 구조 인자가 니트 소

재의 흡습과 건조특성에 관한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실험

1)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국내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흡한속건 소재 3종과 이들을 비교하기 

위해 듀폰(Dupont)에서 생산되고 있는 쿨맥스(coolmax)를 사용하여 시판되고 있는 흡한속건 니

트 소재 13종을 준비하였다. 이들 시료의 특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Specifications of knitted fabric specimens.

Specimen no.

Yarn linear density (d) Density (/in)

Pattern Material
Face Back

Face Back

Course Wale Course Wale

1 330 241 68 45 32 56 Interlock Coolon

2 552 - 54 67 - - Plain Coolon

3 457 - 78 168 - - Plain Coolon

4 457 - 231 207 - - Plain Coolon

5 284 355 40 56 85 96 Interlock Coolever

6 214 - 282 102 - - Plain Coolever

7 313 355 60 72 86 36 Interlock Coolever

8 469 - 120 72 - - Plain Aerocool

9 391 278 70 44 32 64 Interlock Aerocool

10 393 300 89 54 48 48 Interlock Aero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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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의 구조 파라메타

Stitch density(s)를 courses per inch(cpi)와 wales per inch(wpi)의 곱으로 계산하였으며 직물

의 커버팩터(cover factor)에 해당되는 인자로서 tightness factor(K)를 K= /l로 계산하였다. 

Table 2에 13가지 시료의 구조 파라메타를 나타내었다.

<Table 2> Structural parameters of the knitted fabric specimens.

Speci

men 

no.

Yarn 

count 

(tex)

Density (1cm)
Tightness 

factor (K)

Stitch 

density (S)

Thick

ness 

(mm)

Weight 

(mg/cm)

Absorption 

(mm/

10min)

Drying 

time 

(min)

Drying 

rate 

(g/min)
F B

F B

C W C W

1 36.7 26.8 6.8 4.5 3.2 5.6 34.2(22.8) 30.6(17.9) 1.69 13.23 40 150 0.288

2 61.3 - 5.4 6.7 - - 47.4 36.2 1.21 15.34 186 75 0.215

3 50.8 - 7.8 16.8 - - 87.7 131.0 1.31 16.37 233 70 0.299

4 50.8 - 23.1 20.7 - - 156.1 478.2 1.13 15.76 139 45 0.121

5 31.6 39.4 4.0 5.6 8.5 9.6 27.0(56.8) 22.4(81.6) 1.67 14.82 238 123 0.316

6 23.8 - 28.2 10.2 - - 93.7 287.6 2.09 18.41 137 132 0.299

7 34.8 39.4 6.0 7.2 8.6 3.6 38.9(38.3) 43.2(31.0) 1.86 18.66 131 122 0.276

8 52.1 - 12.0 7.2 - - 69.3 86.4 1.63 15.09 291 137 0.284

9 43.4 30.9 7.0 4.4 3.2 6.4 37.6(26.7) 30.8(20.5) 1.91 18.24 66 135 0.300

10 43.7 33.3 8.9 5.4 4.8 4.8 47.3(27.7) 48.1(23.0) 1.82 14.88 285 130 0.263

11 33.3 33.3 11.7 19.2 11.7 19.2 89.1(89.1) 224.6(224,6) 1.90 25.97 257 205 0.303

12 34.2 48.2 12.6 13.8 17.7 13.8 77.2(109.3) 173.9(244.3) 2.17 15.43 244 157 0.298

13 40.0 30.2 17.1 11.7 17.1 11.7 91.0(79.2) 200.1(200.1) 1.58 10.63 275 112 0.241

note : F : face, C : course, B : back, W : wale

3) 흡한속건성 측정

흡수성은 바이렉(bireck)방법(KSK 0815)으로 실시하였으며 20cm×2.5cm 스트립을 준비하여 

시료의 한쪽 끝단을 27±2℃의 증류수 수조에 넣은 후 10분 후의 흡수된 길이(mm)를 측정하였

다. 건조성은 KSK 0815A법에 의해 실시하여 건조율을 시간과 무게로 측정하였다. 

4) 역학물성 측정

착용성능 및 외관특성과 상관성이 있는 니트소재의 역학특성을 측정 하기위해 KES-FB와 FAST 

system을 사용하여 니트의 인장, 굽힘, 전단, 그리고 압축특성을 측정하였다. 이들 역학량에서 의

류 외관 특성(formability)으로 산출하였다. 

11 300 300 117 192 117 192 Interlock Aerocool

12 308 434 126 138 177 138 Interlock Coolmax

13 360(273) 272 171 117 171 117 Tuck Cool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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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퍼커링(seam puckering)측정

심퍼커링 정도의 측정은 KD 04 system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3cm × 10cm 시료를 측정기

기의 스캐너 위에 올려서 20초 동안 스캐닝후 3D 이미지로 시뮬레이션 후 KSK 0118에 의해 등

급을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수분 이동 특성

Fig. 1은 13종 시료의 코스(course)와 웨일(wale)방향의 흡수성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Coolon 

(no.1-4), Coolever(no.5-7), Aerocool(no.8-11) 그리고 Coolmax(no.12-13)등 4가지 시료그룹에서 

Aerocool과 Coolmax시료군이 Coolon과 Coolever시료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흡수성을 보였다. 

Fig. 3에 이들 4가지 니트 소재군의 구성섬유의 단면형상을 보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4가

지 소재 모두 이형단면사로서 이들 단면형상에 따른 흡수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Wicking height of the knitted fabric 

specimens.

<Fig. 2> Absorption vs tightness factor&stitch 

density.

(a) Coolon (b) Coolever

(d) Aerocool (c) Coolmax

<Fig. 3> SEM images of yarn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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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3가지 니트 시료의 실의 번수와 코스, 웨일 방향의 밀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들 

실과 밀도의 효과를 normalize시킨 파라메타인 타이트네스(tightness factor(K))와 스티치 밀도

(stitch density(S))에 대한 흡수성을 Fig. 2에 도시하였다.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소재의 타이트

네스와 스티치 밀도가 초기에 증가할 때 흡수성은 증가하며 critical point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내어, 우수한 흡수성을 갖는 적정밀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Fig. 4는 13가지 시료의 

건조율(drying rate)을 도시한 것이다.

Fig. 4(a)와 (b)는 완전 건조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잔존 수분 무게를 시료 별로 도시한 것

이다. 흡수성이 우수한 시료였던 coolmax 제품이 건조성은 나쁜 결과를 보이며 반대로 흡수성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인 coolon 제품들의 건조시간이 낮은 값을 보여 다른 제품에 비해 건조특성

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a) (b)

<Fig. 4> Drying rate of knitted fabric specimens.

2) 의류 외관 특성과 심퍼커링 특성

역학량과의 회귀분석 결과 의류 외관 특성이 높은 값을 보이는 시료들은 굽힘강성과 신축특성

이 높은 값을 보였으며, 결정계수(R2)가 0.94의 높은 값을 보였다. 이들 심퍼커링에 영향을 미치

는 니트 구조 인자와 역학량의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퍼커링에는 편

물의 굽힘강성이 영향을 미치며, 결정계수는 0.69의 값을 보였다.

4. 결론

실 단면과 니트 구조 인자가 다른 4가지 그룹의 흡한속건 소재의 수분 이동 특성과 의류 외

관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비원형 단면을 가진 흡한속건 소재의 흡수성은 실단면 형상보다 니트의 구조가 더 큰 영향

을 미치며 니트의 타이트네스와 스티치 밀도가 증가할수록 흡수성이 증가하다가 과다한 밀

도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건조특성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2) 흡한속건 소재의 의류 외관 특성은 천의 굽힘특성과 인장특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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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커링과 같은 외관특성도 천의 굽힘특성이 다른 역학 특성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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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백상민, 

김다영, 노정심*
상명대 스포츠 양말용 한지 폴리에스터 복합사 개발: 한지-폴리에스터 

커버링복합사 디자인 및 인장강도 평가

한지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통적인 종이로, 가늘고 긴 섬유의 

형태로 잘라진 테이프 형상의 한지사는 새로운 형태의 셀룰로오스 필라멘트 섬유의 감성과 함께 

한지가 가진 우수한 기능성으로 새로운 패션 패러다임을 개척할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한지사

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면섬유에 비해 3~4배의 흡습성과 2배 이상의 건조성을 나타내며 항

균소취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지의 기능을 일상생활보다 훨

씬 높은 수준의 수분조절 성능이 요구되는 스포츠용 양말에 적용하기 위해서 스포츠 양말용 한지 

폴리에스터 복합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용 양말은 스포츠를 하면서 생성되는 

많은 땀을 빨리 흡수하고 건조해야 하며 신발과 발 사이에서 발생하는 큰 마찰을 견뎌낼 수 있어

야 하므로 기존의 면소재 양말보다 흡습성과 강력이 더 좋은 소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한지사

는 면사보다 흡습성과 건조성이 훨씬 좋지만 실의 인장 강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한지사 단독으

로는 편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한지사가 편직이 가능한 인장강력을 갖추고, 더 나아가 편직된 

원단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장강력이 증가된 한지와 폴리에스터의 복합사를 개발하였다. 

테이프상의 한지사와 폴리에스터사는 실의 굵기와 인장특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합연

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합연사를 구성하는 두 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불량률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5mm 폭의 한지사와 70데니어 폴리에스터 흡한속

건사를 복합하기 위해 커버링 복합의 방식을 이용하였다. 폴리에스터사를 심사로 하고 한지사를 

효과사로 사용하여 커버링 복합할 경우, 한지사의 인장강력이 매우 약하여 복합사가공이 불가능함

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한지사를 심사로 하고 폴리에스터사를 효과사로 사용하여 커버링 복합

사를 설계하였다. 심사로 테이프상 한지사와 튜브상으로 가공한 한지사를 사용하였고,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 폴리에스터 효과사의 TM 조건을 달리하여 총 6개의 복합사 시료를 제작하였다. 인장

강도 실험 결과, 튜브상으로 가공한 한지사를 심사로 사용한 경우가 인장강도가 더 높았고, 더 매

끈한 외관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가 개발한 한지-폴리에스터 복합사 구조는 궁극적으로는 한지사

를 이용한 다양한 직물과 편물 패션소재의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2017년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SM-URP)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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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김혜림
숙명여대

DLP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의류소재 개발

3D프린팅은 3차원 설계 데이터(Computer-aided Design)를 바탕으로 소재를 적층(Layer-by-lay-

er)하여 3차원 제품을 제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전까지의 제조기술은 재료를 기계적 가공을 

통해 자르거나 깎아내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절삭가공(Subtractive Manufacturing)형식이었으나, 3D

프린팅 기술은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형식을 사용하므로 제조 공정 간소화, 생산 비용 

절감, 복잡한 형태의 제품 제작, 다품종 소량 생산, 소비자 맞춤형 제작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장치, 의료, 자동차사업, 산업용 기계 등의 산업 분야에서 3D프린팅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패션 산업에서의 3D 프린팅 기술은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적용 속도가 늦다. 선행 연구에서는 

용융 적층 모델링(FDM) 및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SLS)의 3D 프린팅 기법과 PLA, TPU, 

Nylon Powder, Glass Powder 등의 재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제조된 제품의 연구 결과 적층하

는 방식과 재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인장강도와 유연성이 낮고, 저해상도와 고비용이라는 단점

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패션산업에서 적용되지 않은 DLP(Digital Light 

Processing) 3D프린팅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DLP는 액체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조형하고자하

는 모양의 빛을 디지털 프로젝터에 마스크 단위로 투사하여 적층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DLP 방식을 이용한 의류소재(Fabric)를 출력하기 위하여 Rhino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모델링을 통해 의류소재를 구성하는 단위체 디자인 및 크기, XYZ 단위체 간의 거리 등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Z축 방향으로 곡률을 높게 모델링할수록 의류소재

의 두께가 두껍고 해상도가 높았으며, 유기적인 구조일수록 인장강도와 유연성이 증가하였다. 



274 _____ 패션마켓, 마이크로트렌드를 입다

상정선*, 박순지1), 오경화*
*중앙대, 1)영남대

친환경 고기능성 발포소재 개발을 위한 시판 웻수트(wet suit) 
소재의 물성 연구

1. 서론

해양레포츠 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최근 건강ㆍ레져스포츠 활동에 대

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관련 스포츠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해양레포츠용 

의류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해양레포츠용 의류는 무엇보다도 극한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고충격흡수와 같은 고기능성이 요구되는데, 최근 

다이빙 웻수트(wet suit)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네오프렌은 Chloroprene계 합성고무로 기계

적 강도뿐만 아니라 내후성, 내열성 등이 우수하여 산업용 소재로도 다양하게 활용되어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로 국내외적으

로 이의 해결을 위한 친환경 대체소재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Ethylenepropylene계 

고무인 EPDM은 네오프렌과 비슷한 물성을 가지면서도 내오존성, 내열성, 전기절연성 등이 탁월

하여 전기나 건축, 자동차관련 산업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최근 사탕수수에서 추출된 에틸렌

을 원료로 생산된 바이오기반 EPDM의 개발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자원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네오프렌의 환경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

환경 고기능성 발포소재의 개발을 위해 시판 중인 네오프렌의 물성 및 내염수성을 평가한 후, 바

이오매스 기반 EPMD을 이용하여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최적의 발포조건을 찾기 위해 

가교시스템별로 발포체를 성형하여 물리적 특성과 내염수성을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국내 시판중인 다이빙 웻수트(wet suit)용 네오프렌소재 중 5종(외국산 2종, 국내산 3종)의 샘플을 

입수하여 물성과 내염수성을 측정하였다. 샘플의 두께는 5.76mm∼6.71mm로 최대한 비슷한 두께의 

샘플을 선택하였다. 비중은 네오프렌 양쪽에 합포되어 있는 저지원단 제거 후 측정하였으며 나머지 

물성은 원단부착상태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치를 바탕으로 발포실험의 비중 범위를 정한 후 기재 

polymer로 Bio-EPDM의 한 종류인 L사의 Keltan Eco 6950을 사용하여 유기과산화물(DCP: Dicumyl 

peroxide)과 황(sulfur)가교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다. 발포제는 비교적 분해온도가 낮고 내오염

성이 웃수하여 Chloroprene계 고무 발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K사의 4,4'-oxidibenzenesulfonyl hy-

drazide(OBSH)를 사용하였다. 배합 시 발포제의 첨가량은 각각 5g, 6g, 7g으로 달리하였으며 그 밖

의 기본 첨가제의 양은 동일하게 넣어 가교시스템별 3개씩 총 6개의 컴파운드를 만든 후 동일조건으

1)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NRF-2017R1A2B4005315)으로 수행된 연구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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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압ㆍ발포하여 발포체를 성형한 다음 기본적 물성과 내염수성을 평가ㆍ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국내 시판중인 네오프렌소재의 물성비교에서는 비중은 전반적으로 0.15∼0.25 범위 내에 있었

으며, 비중이 클수록 열수축률을 제외한 나머지 물성 즉, 경도, 인장강도, 신장률, 반발탄성 등은 

대체로 우수하게 나왔다. 염수에 발포체를 동일 조건으로 침지하여 침지 전과 후의 물성변화를 

비교한 내염수성 평가에서는 침지 후 모든 샘플의 체적이 감소하였으며 경도, 인장강도, 신장률, 

반발탄성의 증감을 보였는데, 비중에 관계없이 외국산 제품의 변화율이 국내산 제품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어 우수한 내염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적인 Bio-EPDM을 이용하여 가교

시스템별로 동일 조건으로 가압ㆍ발포하여 성형한 발포체의 물리적 특성비교에서는 항목별로 다

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네오프렌소재와 Bio-EPDM 소재가 비슷한 물성을 가지고 있었다. 

Bio-EPDM 소재의 가교시스템별 비교에서는 황가교 시스템의 물성이 다소 우수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인장강도, 인열강도, 열수축률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압축변형률과 반발탄성은 근소하게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반면, 경도와 신장률은 유기과산화물 가교시스템 쪽이 다소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물성실험 결과치에서 가교시스템별로 비슷한 비중을 보였던 발포체를 1종류씩을 

선정하여 내염수성 평가를 한 결과에서는 변화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기과산화물 가교시스템이 

우수한 내염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염수에 침지 후 기존 네오프렌소재와는 반대

로 Bio-EPDM 소재의 체적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컴파운드 배합 시 첨가물의 종류 및 조성의 차

이로 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의 환경보호를 위한 바이오매스 기반 고기능성 발포소재의 개발을 위해 

최적의 발포방법을 찾기 위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 시판중인 네오프렌소재의 물성비교

와 함께 바이오 EPDM을 이용하여 가교시스템별로 발포제의 비율을 달리하여 발포소재를 제조하

였다. 실험결과, 일반적으로 네오프렌은 cell 내부의 잔류응력을 최소화하여 형태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발포방법이 요구되는데 반해 바이오 EPDM을 이용한 발포실험에는 direct발포만으로

도 기존 네오프렌과 비슷한 물성을 보여 우수한 가공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교시스템과 

컴파운드에 첨가되는 발포제 비율에 따라 생성되는 발포소재의 비중은 상이하였으며 물성과 내염

수성 역시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무화합물의 점도와 Ethylene 및 ENB 함량, 발포제 및 

첨가제의 종류 등도 발포소재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해양용 발포소재의 개발을 위한 최적의 발포방법 및 

조건에 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인해 국내 원천기술력을 확보하여 국

내 스포츠의류산업 및 친환경 산업의 세계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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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선, 오경화*
중앙대

발포제 종류에 따른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계 발포고무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1. 서론

최근 들어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 생활 증가로 인하여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윈드서핑, 다이빙 등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스포츠용 장비 및 의류 등

에 대한 신규 수요가 생기면서 관련 산업의 소재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

이버용 웻수트(wet suit) 소재는 착용의 편의성과 디자인 등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용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고탄성 및 충격흡수성능이 필수적으

로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웻수트용 발포소재인 네오

프렌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양한 고기능성 소재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EPDM을 기재로 하여 웻수트용 발포소재를 

성형하고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내구성 개선을 비롯한 성능향상을 위한 최적의 컴파운드 

브렌딩과 발포기술 개발을 위하여 발포제의 종류별로 발포소재를 성형하여 물리적 특성 및 내수

성 등을 비교하였다. 

2. 연구방법

바이오매스 기반의 EPDM 고무는 L사의 Keltan Eco 6950(Ethylene content: 48wt%, ENB con-

tent: 9wt%)을 사용하였고 가교는 황(sulfur)가교 및 유기과산화물(DCP: Dicumyl peroxide)가교 두 

가지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발포제 종류에 따른 발포고무의 물리적 특성과 내수성을 비교 평가하

기 위해 3종류(유기화학 발포제 2종, 물리발포제 1종)의 발포제를 사용하였는데, 유기화학 발포제

는 K사의의 Azodicarbonamide(ADCA, Trade name: Cellcom JTR)와 4,4'-oxidibenzenesulfonyl hy-

drazide(OBSH, Trade name: Cellcom OBSH)를 사용하였고 물리발포제인 캡슐발포제는 M사의 

MSH-550(Tstart:120~130℃, Tmax:170~180℃)를 사용하였다. 상기와 같은 조성물로 구성된 컴파운

드를 동일한 성형조건으로 가압ㆍ발포하여 발포시트를 제조하였고 기계적인 특성과 염수 농도에 

따른 내수성을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가교시스템에 따른 EPDM계 발포소재의 물리적인 특성은 황가교된 경우가 유기과산물로 가교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NRF-2017R1A2B4005315)으로 수행된 연구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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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보다 다소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내수성의 경우는 유기과산화물 가교된 경우의 체적변화

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포제의 종류에 따른 물리적인 특성을 비교한 결

과 OBSH계 발포제를 적용한 경우가 물리적인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침지 조건

(염수 농도 및 침지 시간)에 따른 체적변화율은 가교시스템 및 발포제 종류에 따라 상이한 거동

을 나타내었다.

4. 결론 및 고찰

기존 다이버용 웻수트 소재인 네오프렌을 대체하기 위하여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매스 기반의 

EPDM계 고무를 기재로 발포소재를 제조하여 물리적 특성과 내수성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가

교시스템 및 발포제의 종류에 따라 웻수트용 발포소재의 비중을 비롯한 물리적인 특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내수성 시험 결과도 마찬가지로 가교 및 발포제에 따라 상이한 거동을 나타내었다. 결

국 발포소재의 물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컴파운드 배합비율, 성형조건, 비중, cell의 

균일성 등으로 기제polymer와 각종 첨가제의 적절한 배합으로 발포 시의 발포속도와 가교속도 

간에 balance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다각도의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친환

경이면서 고성능을 가진 폼형성을 위한 발포기술 및 실용적 탄성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의류제품의 

전개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국내 스포츠관련 의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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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 박창숙*, 

안재상1), 윤혜준1)

*창우섬유(주), 1)한국생산기술연구원 커버링 방적기술(Core/Siro-fil Spinning)을 활용한 고감성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

1. 서론

현재 국내의 섬유ㆍ패션산업은 가격경쟁력 하락과 제품개발 능력의 한계, 제품의 국제 인지도 

부족 등으로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감성과 기능성을 갖는 의류용 차별화 소재 

및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의류용 소재는 대표적으로 단섬유(Staple Fiber)를 사용하여 방적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방적사(Spun Yarn)와 유기 고분자 물질을 건식(dry), 습식(wet), 그리고 용

융(melt spinning) 방사하여 생산되는 필라멘트사(Filament Yarn)로 구분할 수 있다. 

방적사와 필라멘트사는 의류용 소재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혼방사와 같이 소재의 복

합에 의한 방적사 및 단일소재의 필라멘트사는 다양한 고감성, 고기능성을 갖는 의류용 소재개발

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커버링 방적기술(Core/Siro-fil Spinning)은 복합하는 사종이 제한적이

며, 필라멘트사(Filament Yarn)와의 복합시 균일한 품질유지와 다양한 공정조건을 부여할 수 없어 

사종개발에 한계 등으로 특수 목적의 직물용에 국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 커버링 방적기술(Core/Siro-fil Spinning)을 보완하여, 다양한 장섬유의 복합이 

가능하고 장섬유의 종류에 따라 공급 장력을 균일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품질의 니트

용 커버링 방적사를 이용한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섬유 방적 시스템과 방직 시스템의 결합을 실무, 생산적 관점에서 실험 분석하였으

며, 섬유 분야의 융합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법적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면방적

시스템을 적용하여 단섬유로 구성된 로빙(Roving)과 장섬유(Filament)를 복합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정방기를 활용하여 장ㆍ단 복합 방적사를 개발하였다. 개발에 활용된 단섬유(Staple Fiber)

는 흡습성이 우수한 면과 레이온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장섬유(Filament Yarn)는 폴리에스터 

(Polyester)와 나일론(Nylon) 필라멘트 사를 사용하였다(표 1). 커버링 방적사는 단섬유의 인체친

화적인 특성과 장섬유의 감성적인 효과 부여 및 원사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Spring/Summer 시즌 소재에 적합한 방적공정 조건을 적용하여 원사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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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커버링 방적사에 사용된 장섬유 사 (Filament Yarn)

구 분 번수/가닥수 특 징

Polyester

Normal 75d/36f - 일반 폴리에스터 DTY 원사

LUMU 80d/12f
- 폴리에스터 평편사

- 광택효과 부여

LUMT 80d/12f

- 불규칙 연신사

- 원단의 후가공시 원사의 불규칙한 수축으로 

 외관효과 부여

Nylon Normal 70d/24f - 일반 나일론 DTY 원사

개발된 장ㆍ단 복합 방적사와 함께 교편직에 활용되어 감성적 효과, 특히 촉감과 외관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가공사를 이용하여 면과 레이온 소재를 기반으로 쿨 터치(Cool Touch) 및 형

태안정성이 우수한 복합소재를 편직, 가공하여 품질특성을 검증, 평가하였다.

3. 연구결과 

면 방적시스템을 활용하여 커버링 방적기술을 통해 필라멘트 사(Filament Yarn)를 단섬유로 

구성된 로빙(Roving)과 복합할 수 있고, 공급되는 각각의 원사장력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고품질의 다양한 다중 복합방적사 4종을 개발하였다. 단섬유(StapleFiber)는 인체친화 소재인 면과 

레이온 소재, 장섬유(Filament)는 3종의 폴리에스터 필라멘트 사를 사용하였다. 또한 신축성 향상

을 위해 단섬유와 2종의 장섬유(폴리에스터 사, 스판덱스 사)를 복합한 다중 복합사를 개발하였

다. 850(TPM) 이상의 높은 연수(꼬임)로 S/S 시즌용 소재의 특성인 까슬거리고 차가운 느낌을 표

현하였다(표 2).

<표 2> S/S시즌용 커버링 방적사 소재기획

구 분 사 종 소재 기획방향 및 효과

S/S

1 SIF Rayon/Poly(LUMU) 
- 폴리에스터 평편사 사용

- 고광택, Drape성, 항 필링성 향상

2 SIF Cotton(CM)/Poly(LUMT) 
- 폴리에스터 부분 이수축사 사용

- 표면 질감 효과(Embossing), 마 터치

3 SIF Cotton(CM)/Poly(DTY)/Rayon 
- 일반 폴리에스터 사용

- 항 필링성, 강신도, Evenness 향상

4 SIF Cotton(CM)/Poly(LUMT)/SPAN 
- 장섬유로 폴리에스터 부분 이수축사와 스판덱스 사 사용

- 신축성, 항 필링성, 형태안정성 향상

연구 수행을 위해 편직한 5종의 복합소재 니트 원단은 품질특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 3의 항

목을 중심으로 시험 평가하였다. 신장회복률, 사행도, 필링성능, 세탁 치수변화율, 땀, 마찰 등에

서 정량적 목표치 이상(한국의류시험 연구원의 정량적 목표값)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원사 개

발시 방적공정에서 커버링 방적기술에 의해 복합된 장섬유사 (Polyester, Nylon)가 원단의 형태안

정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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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개발된 커버링 방적기술은 다양한 사종의 다중 복합방적사, 사종별 균일한 급사

장력조절 가능,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 커버링 방적기술이 특수 목적의 

직물용 원사 용도에 제한되어 있는 점에 비해 고감성/고기능성 직/편물용 원사까지 확대할 수 있

었다.

<표 3> S/S 소재기획 및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결과
신장회복률

(%) 사행도

(%)

필링성

(급)

세탁 

치수변화

율(%)

땀 마찰

소재기획 웨일 코스 웨일 코스 산성
알카

리성
건조 습윤

구분 소재기획 방향 및 효과 85↑ 5↓ 3↑ 8↓ 3↑ 3↑

SIF CM/LUMT(30/2) + 

SP40

항필링성을 높임 내추럴 

터치감과 베이직한 외관
95.0 97.0 0.5 4 -1.0 -2.0 4-5 4-5 4-5 4-5

SIF Rayon/LUMU(30/2) 

+ SP40

항필링성을 높임 내추럴 

터치감과 베이직한 외관
96.0 97.5 0.5 4 -2.0 -2.0 4-5 4-5 4-5 4-5

SIF CM/LUMT(30/1) + 

TTD 카바링 + PCJN30 

+ SP20

표면에 슬럽효과

터치감과 고급스러운 외관
96.5 97.5 0.7 4 -2.0 -3.5 4-5 4-5 4-5 4-5

SIF Rayon/LUMU(30/1) 

+ TTD 카바링 + 

PCJN30 + SP20

표면에 슬럽효과

터치감과 고급스러운 외관
95.0 97.5 0.5 4 -1.5 -1.5 4-5 4-5 4-5 4-5

SIF Rayon/LUMU(30/1) 

+ AIR(40/75) + PCJN30 

+ SP20

표면에 슬럽효과

터치감과 고급스러운 외관
95.0 94.9 1.7 3-4 -2.0 -1.5 4-5 4-5 4-5 4-5

 

4. 결론

이 연구는 고품질의 소재개발을 목적으로 장ㆍ단 복합 방적기술과 사가공기술, 편직기술을 접

목한 고감성/고기능성 니트 소재 및 제품을 개발, 시험 분석하였다. 기존 커버링 방적기술이 특수 

목적의 직물용 원사 용도에 제한되어 있는 점에 비해 연구를 위해 개발된 커버링 방적기술은 고

감성/고기능성 직/편물용 원사까지 확대 생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원사 합연, 합사의 결합으로 감

성적, 기능적 효과도 표현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섬유 방적 시스템과 방직 시스템의 결합을 실

무, 생산적 관점에서 실험 분석하였으며, 섬유 분야의 융합적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양한 방법적 

시스템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는 필라멘트사와 면방적 시스템의 유기적 결합과 시

도로 국내 섬유업계의 방직 및 방적 시스템과 방법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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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경, 김주용
숭실대

의복형 디바이스를 위한 비신축성 섬유의 최적 성능 분석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와 패션의 결합은 오늘날 4차 혁명의 핵

심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물리적으로 딱딱한 ICT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유연하고 인장성이 있는 

섬유 의복에 직접적으로 부착하기 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봉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몸의 

일부처럼 거부감 없이 신체에 착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전류

의 흐름이 일정한 비신축성 도전사를 이용하여 활발한 인체적 동작에도 적합한 전기적 특성이 적

용되는 지그재그의 봉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같은 범위 내의 지그재그 폭에 따른 길이와 밀도에 

따른 전기적 저항의 변화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지그재그 재봉 기계를 

사용하여 한쪽 실에만 비신축성 도전사를 이용하여 각각 4mm, 5mm, 6mm, 8mm 폭의 봉제를 

10cm 폭 내에서 각각 34개의 지그재그로 봉제하였다. 각각의 4가지의 지그재그 봉제 샘플을 똑

같이 5개씩 만들어 이를 모두 멀티미터로 저항값을 계측한 후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고 나머지 3

개의 샘플의 평균값을 내었다. 그 결과 각각 지그재그로 봉제 된 비신축성 도전사의 전체 길이는 

136cm, 180cm, 204cm, 260cm 이었고 저항 값은 98.75Ω, 134.54Ω, 155.34Ω, 165.24Ω로 지그

재그 폭에 따라 증가하는 전체 비신축성 도전사의 총 길이에 정의 비례하여 저항값 또한 증가하

였다(그림1). 한편, 값은 8m의 폭의 봉제를 각각 20, 30, 40, 50, 60, 120개의 지그재그로 봉제한 

결과 봉제 길이는 각각 170cm, 260cm, 304cm, 410cm, 496cm, 965cm로 늘어났으며 저항값 또한 

145.11Ω, 165.24Ω, 220.21Ω, 195.62Ω, 339.66Ω, 384.91Ω로 늘어 났으나, 봉제된 길이에 대하

여 정비례 하지는 않았다(그림2). 그러므로 도전사의 봉제된 길이뿐만 아니라 밀도 또한 저항값

에 관계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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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 of measuring resistance(Ω) 

value at each zigzag sewing width 

(4Cm, 5Cm, 6Cm, 8Cm) in 10cm scl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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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measuring resistance(Ω) value at 

20, 30, 40, 50, 60 pitchs zigzag sewing 8cm 

width in 10cm scl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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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실*, 최경미, 오순* 
*가천대, 동서울대

고령자 남자의 측면체형 연구: 70세~85세 3D인체형상을 
중심으로

1. 서론

일반적으로 노년층은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근육 및 골격의 약화, 호르몬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신의 체형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척추에 압박을 받게 되어 허리가 굽고, 흉추와 경추의 

만곡이 심해지면서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가 되며(김예슬, 2015). 다리가 휘어지는 등의 하

지 변형으로 이어져 무릎이 굽어지게 되어 전체적으로 측면자세가 변화된다. 의류설계생산분야에

서 노년 여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70세 이상의 고령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에서는 70세~85세 고령자 남성을 대상으로 측면체형을 판단하는 기준점을 인체의 체

형부위의 변곡의 위치에서 골격과 관련된 기준점을 선정하여 각도값을 가지고 측면체형을 판단하

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측정에 사용된 기준점은 고령자 3D 인체형상 측정조사 개발 사업(국가기술표준원, 2015)에서 

표시된 해부학적 기준점인 인체의 골격을 기준으로 부착한 귀구슬점, 목뒤점, 목앞점, 어깨가쪽점, 

허리앞점, 위앞엉덩뼈가시점, 무릎뼈가운데점, 종아리아래점의 8개 기준점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기준점의 위치 표시가 없는 등돌출점은 YZ평면상 오른쪽의 견갑골 부근의 가장 뒤쪽으로 돌출된 

위치에, 허리만곡점은 뒤허리의 중앙 가장 앞으로 들어간 위치에 Geomagic Design X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각도 측정은 특징점 두 점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A형각도), 특징점 세 점사이의 각도(B형각

도)로 분류하였으며, 측면각도는 3차원 인체형상의 오른쪽 측면(YZ평면)에서 좌표값을 사용하여 

각도를 측정하였다. 좌표값에 의한 각도의 측정은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고령자 남성의 측면체형의 특징을 파악하고 체형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측면체형의 특징을 파

악할 수 있는 42개의 각도 항목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면체형 구성 요인을 추출하였

다. 측면체형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6가지 측면체형요인의 항목을 사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측면각도에 의한 요인분석결과 총 6개의 측면체형을 구성하는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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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4)∠허리만곡점무릎뼈가운데점종아리최소점, (B15)∠무릎뼈가운데점종아리최소점허리만곡점, 

(B13)∠무릎뼈가운데점허리만곡점종아리최소점, (A14)무릎뼈가운데점과 종아리최소점의 경사각, 

(A11)허리만곡점과 무릎뼈가운데점의 경사각, (A13)위앞엉덩뼈가시점과 무릎뼈가운데점의 경사각

의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반신에 있어서 허리만곡점, 무릎뼈가운데점, 종아리최소점, 

위앞엉덩뼈가시점간의 무릎의 구부림과 관련있는 것으로 ‘무릎 굽음’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1

의 고유값은 5.462이며, 전체 분산의 21.847%를 설명하는 가장 큰 측면체형요인이다. 요인2는 

(B07)∠목뒤점등돌출점허리만곡점, (B08)∠등돌출점목뒤점허리만곡점, (B20)∠목앞점등돌출점허리

만곡점, (B09)∠등돌출점허리만곡점목뒤점, (B17)∠귀구슬점등돌출점위앞엉덩뼈가시점 의 5개 항

목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목뒤점, 등돌출점, 허리만곡점, 목앞점, 귀구슬점, 위앞엉덩뼈가시점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상반신 등의 굽은 정도와 관련된 것으로 ‘등 굽음’ 요인이라 명명하였

다. 요인2의 고유값은 4.606이며, 전체 분산의 18.422%를 설명하는 측면체형요인이다. 요인3는 

(A07)목뒤점과 허리만곡점의 경사각, (A21)목앞점과 허리만곡점의 경사각, (A06)등돌출점과 허리

만곡점의 경사각, (A16)등돌출점과 위앞엉덩뼈가시점의 경사각, (A18)목앞점과 등돌출점의 경사각

의 5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목앞점, 허리앞점, 목뒤점, 허리만곡점, 등돌출점간의 상반신의 

기울기와 관련있는 것으로 ‘상반신의 기울기’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3의 고유값은 3.999이며, 

전체 분산의 15.995%을 설명하는 측면체형요인이다. 요인4는 (B12)∠무릎뼈가운데점위앞엉덩뼈가

시점허리만곡점, (A10)허리만곡점과 위앞엉덩뼈가시점의 경사각, (B11)∠위앞엉덩뼈가시점허리만

곡점무릎뼈가운데점, (A08)허리만곡점과 허리앞점의 경사각의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위

앞엉덩뼈가시점, 허리만곡점, 무릎뼈가운데점허리앞점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골반의 들림과 

관련된 항목으로 ‘골반들림’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4의 고유값은 3.780이며, 전체분산의 15.120%

를 설명하는 측면체형요인이다. 요인5는 (B06)∠목뒤점목앞점어깨가쪽점, (B05)∠목앞점어깨가쪽

점목뒤점, (A03)목앞점과 어깨가쪽점의 경사각 의 3개 항목으로 이들은 어깨가쪽점과 관련되어 

목뒤점, 목앞점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어깨형태’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5의 고유값은 

3.022 이며, 전체 분산의 12.088%를 설명하는 측면체형요인이다. 요인6은 (B21)∠허리앞점목앞점

허리만곡점, (B22)∠허리앞점목뒤점허리만곡점의 2개 항목으로 허리앞점, 목앞점, 목뒤점, 허리만

곡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상반신기울기와 관계된 배돌출위치 항목으로 ‘배돌출위치’ 요

인이라 명명하였다. 요인6의 고유값은 2.152이며, 전체분산의 8.610%를 설명하는 측면체형 요인

이다. 

이양경, 이정임(2008)의 60세 이상 노년여성의 측면체형 변형연구에서 주요 신체부위의 앞뒤 

두께합과 두께차, 무릎각 등을 통해 측면체형 변형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무릎 굽음’, ‘등 굽음’, ‘허리 굽음’, ‘등 굽음이나 무릎 굽음으로 인한 전신 휜 자세’, ‘비만’의 체형 

변형 특징을 갖는다고 하였다. 신체적 노화 현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무릎 

굽음이나, 등 굽음, 허리 굽음, 비만 등은 본 측면체형요소와 일치하여 고령자의 측면체형 요인이 

명확히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자 남성의 측면체형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서 추출된 6가지 측면체형요인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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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사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3차원 인체형상의 측면체형을 관찰하여 요인별 특

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6개의 군집으로 측면체형 유형을 분류하였다. 유형1은 ‘솟은앞어깨 무릎

굽은 숙인체형’ 이라 명명하였다. 유형1은 전체의 1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젖힌 어깨 보통체형’ 이라 명명하였다. 유형2는 전체의 23.2%를 차지하는 가장 많은 분포율

을 갖는 체형으로 나타났다. 유형3은 ‘등굽은 젖힌어깨 휜체형’ 이라 명명하였다. 유형3은 전체의 

14.1% 분포율을 갖는 체형으로 나타났다. 유형4는 ‘처진젖힌어깨 젖힌 체형’ 이라 명명하였다. 유

형4는 전체의 11.2%의 분포율을 갖는 체형이다. 유형5는 ‘솟은앞어깨 등굽은 휜체형’ 이라 명명하

였다. 유형5는 전체의 19.4%를 차지하였다. 유형6은 ‘앞어깨 숙인체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6은 

전체의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고령자 측면체형요인은 무릎굽음, 등굽음, 상반신기울기, 골반들림, 어깨형태, 배돌출위치의 6

개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군집분석한 결과 측면체형 유형1은 솟은앞어깨 무릎굽은 숙인체

형(10.5%), 유형2는 젖힌어깨 보통체형(23.2%), 유형3은 등굽은 젖힌어깨 휜체형(14.1%), 유형4는 

처진젖힌어깨 젖힌체형(11.2%), 유형5는 솟은앞어깨 등굽은 휜체형(19.4%), 유형6은 앞어깨 숙인

체형(21.7%)으로 분류되었다. 

대부분의 시각적 분류에 의한 측면체형은 바른체형, 젖힌체형, 숙인체형, 휜체형으로 분류된다.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체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

준이 없고, 인체의 체형이 각기 공통적이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어서 하나의 체형으로 명

확하게 분류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측면 체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체형을 분류하

는 것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시각적인 판단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예슬 (2015). 세라밴드 요가운동이 노인의 자율신경계와 자세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가기술표준원 (2015). 고령자 3D 인체형상 측정조사 개발 사업. 충북.

이양경, 이정임 (2008). 노년여성의 측면체형 유형화 -측면 자세와 비만도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 학회지, 8(2), 1-22.



288 _____ 패션마켓, 마이크로트렌드를 입다

이현영
군산대

시판 누드브라에 대한 착용평가: 70A 사이즈를 중심으로

1. 서론 

시중에 흔히 ‘누드브라’ 또는 ‘누브라’라고 불리는 브래지어는 브래지어 컵과 두 컵을 연결하는 

버클로만 이루어져, 상체 노출이 많은 의상을 착용 시 브래지어 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할 때 

주로 착용한다. 누드브라는 일반적으로 말랑말랑한 실리콘이나 폴리우레탄 폼이 사용되며, 컵 안

쪽에 접착성이 비교적 높은 실리콘을 이용하여 유방에 접착될 수 있도록 제작되며 세정(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누드브라는 전문 브랜드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매장에서도 쉽게 여러 디자인

의 제품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품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관련 연구도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누드브라는 의복의 노출 비율이 커

지는 여름철에 많이 사용되므로 여름철에 장시간 착용했을 때의 사용성과 착용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판 누브라에 대한 다소 더운 환경에서의 장시간 착용 평가

를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4종의 시판 누드브라를 대상으로 70A 사이즈의 20대 여성 2명(평균 가슴둘레 

81.0cm, 평균 밑가슴둘레 71.0cm)을 대상으로 다소 고온다습한 환경(25±1℃, 64±5%RH)에서 장

시간(5시간)의 착용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판 누드브라는 백화점에 전문 브랜드 제품을 위주로 소

재와 형태가 다른 4종을 선택하였는데, 말랑한 실리콘 재질의 3/4컵 누드브라(A)와 폴리우레탄 

소재의 풀컵 누드브라(B), 그리고 폴리우레탄 소재의 3/4컵 누드브라 2종(C, D)이 포함되었다. 이

중 누드브라 C와 D는 안쪽 유두 부분이 천이 닿도록 접착 실리콘 부분에 직경 2cm 가량의 구멍

이 있었다. 그리고 D는 컵 전반에 작은 구멍들이 많이 나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누드브라들은 대

부분 A, B, C 등의 컵 사이즈로만 판매되고 있어 A컵 제품들로만 구매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은 4일 동안 같은 시간대에 수행되었다. 2명의 피험자가 다른 순서로 정해진 브래지어를 동

시에 착용하고 설문을 1차적으로 작성하고, 5시간 동안 위의 환경에서 격렬하지 않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한 후에 2차 설문을 작성하였다. 실험용 누드브라는 실험 후 전용세정오일 및 중성세

제로 세정한 후 충분히 건조하여 재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기존 착용 경험 등에 대한 질문 7개

와 착용직후나 장시간 착용 후의 착용감이나 착용외관, 피트성, 그리고 사용성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질문 49개가 포함되었고, 문항들은 9점 척도 응답문항과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결과는 SPSS를 이용하여 평균분석과 Friedman 분석(α=.05)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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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실험 전 사전 설문에서 피험자들은 누드브라 사용경험은 거의 없지만 끈이 없어 편할 것같아 

착용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피험자들은 누드브라의 접촉느낌에 대해 실리콘 재질의 A

를 가장 선호하였고, 착용감과 두께 및 볼륨이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풀컵 누드브라 

B에 대해서는 컵이 가장 크고, 과장된 느낌이어서 착용시 외관은 가장 만족스럽지만 착용감과 접촉

느낌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고, 실제 중량이 무거운 A보다도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누드 브라 C는 가장 컵의 사이즈도 적절하고 가볍다는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너무 

얇고 볼륨감도 없어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D의 경우 유방의 형태와 가장 잘 맞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착용감이나 외관 등에서도 양호한 평가를 받아 가장 만족스러운 누드브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유방형태에 적합하면서 가볍고 적절한 두께 및 볼륨감을 갖는 누드브라가 가장 

선호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장시간 착용 전후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각각의 누드브라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와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주관식 문항으

로 질문한 결과 A에 대해서는 착용감은 좋고 접촉느낌은 좋지만 가슴이 쳐져 보이고 접착력이 

나쁘다는 평가가 있었다. B에 대해서는 외관은 좋지만 컵 모양이 유방형태와 맞지 않는다고 하였

다. C는 볼륨이 빈약해 보이고, D는 맞음새와 실루엣이 자연스러운 점은 좋지만 컵 사이의 간격

이 너무 넓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첫 번째 실험에서는 모

두들 각자 착용한 누드브라의 접착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업체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세정

하고 충분히 건조하여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실험부터는 누드브라들의 

접착력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마지막 실험에서는 착용 실험 중에도 누드브라가 접착되지 않고 자

주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다행인 점은 장시간 다소 더운 

환경에서 착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부트러블에 대한 호소는 거의 없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좋은 누드브라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유방의 형태에 잘 맞는 형태로 적절한 수준

의 두께와 볼륨감을 부여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접근을 통

한 제품 설계가 필요하였다. 촉감은 실리콘 브라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자체 무게로 인해 접착

성이 가장 좋지 못했다. 그리고 시판 누드브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여러 번 

착용에도 접착이 장시간 유지될 수 있는 접착력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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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의 기술 현황 조사 및 개발 방향 제안 연구 

1. 서론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멀지 않은 미래 산업 전반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허영 외, 2016).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화제 중 하나인 로봇 기술은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M. Ford, 2015; Tratica, 2016). 로봇은 휴머노이드형 로봇과 엔드이펙

터형이 주로 개발되다가 최근에 지능형 로봇과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한정수, 2012; 허근섭, 이춘영, 2015; 산업통상자원부, 2017). 

웨어러블 로봇은 인간의 운동을 보조해주는 외골격 로봇 시스템으로(장재호, 송우근, 2016), 

인간이 착용하여 성능을 발휘하므로 착용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능성 의류로 볼 

수 있다. 착용성은 주요 성능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웨어러블 로봇 연

구는 사용자 관점의 착용성이 고려되지 못한 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의 특허 출원 및 개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 현황을 알아보고,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 사례에서 착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웨어러블 로

봇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착용성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1) 특허 수집

각 국가별로 발행된 특허의 모든 IPC를 수록하여 폭넓은 기술 분야를 커버하는데 가장 적합한 

특허 DB라고 판단되는 NDSL을 이용하여 웨어러블 로봇 관련 검색어로 1990년대 이후 출원된 웨

어러블 로봇 관련 특허 데이터 총 356개를 수집하였다. 

(2) 개발 사례 수집

최근의 기술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0년 이후 게재된 국내외 연구논문 및 기관 보고서, 

기사 총 162개를 통해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 사례 자료를 수집하였다.

2) 분석 방법

(1) 특허를 통한 개발 동향 분석

수집된 특허 데이터에 대하여 연도별 특허출원 추이, IPC 산업분류별 특허 출원 비중,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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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특허활동지수(AI)를 빈도분석 그래프로 구성하여 특허출원 동향을 분석하였다.

(2) 사례를 통한 개발 동향 분석

2000년 이후 국내외에서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74개를 대상으로 사용용도와 착용부위, 소재에 

따라 분류하여 개발 동향을 분석하였다.

(3) 웨어러블 로봇의 착용성의 과제와 착용성 개선 방향 제안

선행 연구를 참고하고 구성된 사용성 및 착용성 평가 범주 후보 12개를 제시하여 의류학과 

석사 이상 전문가 집단 7명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로봇의 착용성 조건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

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도출된 웨어러블 로봇의 착용성 조건을 기준으로 개발 사례에 나타나고 

있는 착용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착용성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특허를 통한 개발 동향 분석 결과

특허 자료의 분석 결과, 연도별 특허 출원 수는 2001년부터 14개로 증가폭이 늘기 시작하였으

며 2010년대부터 급속도로 증가하여 연도마다 출원수가 40개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6개 분야로 분류된 IPC 산업분류별 특허 출원 비중은 가장 많이 출원된 분야는 '근력 지원'에 

해당하는 B섹션으로 50%로 나타났으며, '재활 치료'에 해당하는 A61H(22%), '제어ㆍ프로그래밍'에 

해당하는 G섹션(16%) 순으로 나타났다. 웨어러블 로봇의 특허 출원 동향은 근력 지원과 재활 치

료 분야가 주를 이루며 이를 제어하고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

로 파악되었다. 일상 생활 보조와 엔진ㆍ기계장치 관련 특허 출원 활동은 각각 6%, 3%를 차지하

여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의 국가별 6개 기술분야 특허활동지수(A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근력 

지원 관련 특허 출원수가 가장 많지만 AI 분석 결과, 재활 치료(1.33)와 엔진ㆍ기계장치(1.24) 분

야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근력 지원 관련 특허 출원수가 가장 많지만 제어ㆍ프로그

래밍 분야의 AI(2.06)가 2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일상 생활 보조 분야의 AI(1.47)가 1 이상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일본은 재활 치료(1.33)와 일상 생활 보조(1.33) 분야에서 AI가 1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웨어러블 로봇의 사용 용도인 근력 지원, 재활 치료, 일상 생활 보

조에 특허활동이 활발한 반면 미국은 웨어러블 로봇의 제어와 프로그래밍관련 특허활동에 더 집

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사례를 통한 개발 동향 분석 결과

개발된 웨어러블 로봇 개발 사례에 나타난 사용용도는 군용, 재난구조용, 산업작업용, 재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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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용, 생활보조용으로 크게 5개 용도로 분류할 수 있었다. 사용용도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웨어

러블 로봇을 재활치료용으로 개발된 사례가 70.3%로 나타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용

(10.8%), 산업작업용(9.5%), 생활보조용(8.1%), 재난구조용(1.4%)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보조용과 

산업 작업용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개발 사례가 많지 않아 다양한 용도를 

위한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이 요구된다. 

착용부위는 전진, 상지, 하지, 손, 발목 및 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착용부위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하지 보조 로봇의 개발 사계가 43.5%로 나타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지

(17.6%), 발목 및 발(27.0%), 전신(10.8%,) 손(2.7%) 순으로 나타나, 보행 능력 향상을 위한 하지 

보조 로봇읙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강체 소재의 개발 사례가 93.2%로 나타나 연체 소재(6.8%)를 적

용한 로봇의 개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체 소재는 큰 지지력의 장점이 있으나 착용성의 

문제로 인해 유연한 소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체 소재에 대한 개발이 시도되고 있는 실

정이다. 강체와 연체 소재는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각각의 소재에 대

한 특수성에 적합한 로봇의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주요 성능 향상을 위한 신기술 제안 위주

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착용하였을 때나 조작, 사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3) 웨어러블 로봇의 착용성의 과제와 착용성 개선 방향 제안

전문가 심층 면접 결과, 웨어러블 로봇의 착용성 조건은 3개 범주 즉, 인체 적합성, 사용 편의

성, 심미성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도출된 세부 조건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인체 적합성 범주에는 형태 및 치수 적합성, 동작 적합성, 구성 적합성, 생리 적합성이 포함되

었다.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은 의류와 유사하게 인체의 유기적 복곡면 형태를 반영하는 것을 기

초로, 타겟 착용자의 체형 및 사이즈를 분석하여 로봇과 인체 간 여유분을 적합하게 설정함으로

써 형태 및 치수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착용자 신체의 관절 위치, 범위와 일치시켜 착용

자의 동작에 따른 형태변화 및 체표면 길이변화가 로봇의 움직임에 적용되어야 하며, 동작 변화

에 따른 센서 작용 및 위치가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검증하여 동작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량

과 크기 물성에 의한 신체 부담, 소재 물성에 의한 압박감이나 마찰작용, 구동원리와 구성물 간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구성물 배치에 따른 기기 고정 방식의 힘 분산, 레이어드 의복

과 로봇 간의 여유분을 고려하여 구성 적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소재에 의한 흡습, 환기구에 

의한 통기, 소재 물성이나 동력원, 사용 환경에 의한 온도의 영향도 고려하여 생리 적합성을 확

보해야 한다. 

사용 편의성 범주에는 조작 용이성, 접근성, 세척 용이성, 착탈의 용이성이 포함되었다. 로봇 

조작의 적응에 용이한 사용 방법과 절차의 고안이 필요하고, 접힘ㆍ분리가 가능하거나 간소화되고 

감량화하여 운반이 쉽고 휴대가 간편하여 사용을 위한 물리적 접근이 쉬워야 한다. 웨어러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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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회성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척 용이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수술용이나 재난구조용 로봇과 

같이 특수한 사용 상황에 대한 세척 용이성은 좀 더 까다롭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 밖에 성능 만

족, 안전성, 사후 서비스 용이성 및 보상이 후보로 제시되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심미성 범주에는 외관 만족이 포함되었다. 착용 상황과 착용자의 선호에 적합하고 능률을 높

일 수 있는 색상, 형태, 재질이 제안될 때 착용자의 외관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거동불편자

의 생활 보조용의 경우 가시성에 의한 시선주목이 심리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시성을 

줄이는 디자인의 제안이 필요하다.

4. 결론 

현재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주요 성능 향상에 중심을 둔 기술 제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무한한 적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므

로, 주요 성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타 분야와의 융합적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웨어

러블 로봇은 최근 연체 소재 로봇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의류학 분야와의 융합적 연구의 접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웨어러블 로봇은 구동원리, 적용 상황, 소재에서 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기능성 의류와의 공통성을 접목시키면서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자는 웨어러블 로봇의 목적이 최신의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또는 단순 성능 향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보조가 절실한 상황의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인간을 위한 목적이 진정한 로봇의 가치라는 점을 인지하여 착용상의 문제까지 세심

히 고려한 웨어러블 로봇의 개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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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나, 김윤영, 

김대석, 김성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하지 활동 시 사용되는 주동근 분석을 통한 컴프레션 레그기어 

설계 제언: 테이핑 기법 적용을 중심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은 크게 안정화 기능의 역할을 하는 심층근과 직접적인 운동 기능의 

역할을 하는 표층근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심층근의 등척성, 근

지구력을 향상 시킨 후 표층근의 운동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근의 충

분한 발달을 가정 하에 테이핑 기법으로 제어 가능한 범위인 표층근의 움직임 및 형태를 알아보

고, 효과적인 테이핑 기법을 제시함으로써 테이핑 기법과 유사한 형태의 이형편물 조직이 적용된 

컴프레션 레그기어 설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효과적인 주동근 분석을 위해 테이핑 라인으로 제어 가능한 범위인 위해 대퇴부, 하퇴부, 발등, 

발바닥의 표층근의 구성과 형태, 대퇴부와 하퇴부의 연결부인 무릎과 하퇴부와 발의 연결부인 발

목의 움직임과 관련있는 근육을 분석하였다. 대퇴부 전면의 표층근은 넙다리근막긴장근(대퇴근막

장근, Tensor fasciae latae), 긴모음근(장내전근, Adductor longus), 넙다리빗근(봉공근, Sartorius), 

가쪽넓은근(대퇴사두근-외측광근, Vastus lateralis), 안쪽넓은근(대퇴사두근-내측광근, Vastus me-

dialis), 넙다리곧은근(대퇴사두근-대퇴직근, Rectus femoris)으로 구성되며, 대퇴부 전면 근육의 대

부분은 무릎 뼈 및 관절을 지나는 뼈에 붙게 되는데, 동작 시 무릎의 원활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무릎으로 이어지는 근육(대퇴사두근, 넙다리빗근, 넙다리근막긴장근)의 건 주변을 안정적으로 지

지해주면 탈구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 무릎이 접힌 상태에서 펴는 동작을 할 때 주로 대퇴

부 전면 근육의 대퇴사두근, 넙다리빗근, 넙다리근막긴장근이 움직인다. 대퇴부 후면의 표층근은 

엉덩정강근막띠(장경인대, Iliotibial tract), 넙다리두갈래근 긴갈래(대퇴이두근-긴쪽, Biceps femo-

ris-long head), 넙다리두갈래근 짦은갈래(대퇴이두근-짧은쪽, Biceps femoris-short head), 반막근

(반건상근, Semimembranosus), 반힘줄근(반막상근, Semitendinosus), 두덩정강근(박근, Gracilis)으

로 구성되며, 대퇴부 후면 근육 중에서도 대퇴이두근(넙다리두갈래근 간갈래, 넙다리두갈래근 짧

은갈래)의 건 주변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면 무릎을 굽히는 동작 시 시 탈구나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다. 하퇴부 전면 및 측면의 표층근은 앞정강근(전경골근, Tibialis anterior), 긴종아리근(장비골

근, Peroneus longus), 긴발가락폄근(장지신근, Extensor digitorum longus), 짧은종아리근(단비골

근, Peroneus longus)으로 구성되며, 하퇴부 전면 근육 중 발목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근육은 

앞정강근, 긴종아리근, 짧은종아리근으로 발목을 들어올릴 때는 앞정강근, 발목을 바깥쪽으로 꺾을 

대는 긴종아리근과 짧은 종아리근이 움직여 해당 근육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어야 안정감 있는 동작

을 수행 할 수 있다. 하퇴부 후면의 표층근은 장딴지근 가쪽갈래(비복근 가쪽, Gastrocnemius lat-

eral head), 장딴지근 안쪽갈래(비복근 안쪽, Gastrocnemius medial head), 가자미근(아킬레스건, 

Soleus)으로 구성되며, 하퇴부 후면 근육 중 발목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근육은 장딴지근, 가자

미근, 뒤정강근으로 발목을 숙일 때는 장딴지근과 가자미근, 발목을 안쪽으로 꺾을 대는 뒤정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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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움직여 해당 근육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어야 안정감 있는 동작을 수행 할 수 있다. 하퇴부 근

육은 대부분 건의 끝이 발바닥 까지 이어져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이핑 시 하퇴부 뿐만 

아니라 발바닥의 건까지 연속적으로 잡아주어야 테이핑 효과를 볼 수 있다. 발등의 표층근은 짧은

엄지폄근(단무지신근, Extensor hallucis brevis), 긴엄지폄근(장무지신근Extensor hallucis longus), 

짧은발가락폄근(단지신근, Extensor digitorum brevis), 긴발가락폄근(장지신근, Extensor digitorum 

longus)으로 구성되며, 긴엄지폄근과 긴발가락폄근의 경우 하퇴부에서 건이 시작해 발로 내려오는 

근육으로, 하퇴부와 함께 테이핑을 해주는 것이 근육의 움직임에 도움을 준다. 발은 특히 근육과 

뼈를 보호하고 있는 근막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근막을 강화하는 것 또한 운동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발바닥의 표층근은 엄지벌림근(무지외전근, Abductor hallucis), 짧은발가락굽힘근(단지굴근

Flexor digitorum brevis), 새끼벌림근(소지외전근, Abductor digiti minimi)으로 구성된다. 

주동근 분석을 반영한 컴프레션 레그기어 설계를 위한 발-발목 테이핑 설계는 족저궁(종족궁과 

횡족궁)을 감싸고 있는 근막을 최대한 지지하며 보강할 수 있도록 발바닥 중앙 및 양 측면에 테이

핑 설계했으며, 이는 발바닥의 표층근인 엄지벌림근, 짧은발가락굽힌근, 새끼벌림근도 동시에 지지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적으로 발가락 방향이 편안할수록 동작 시 효율적이기 때

문에 발가락을 제외한 발등 부분의 표층근 횡방향으로 테이핑하여 짧은엄지폄근, 긴발가락폄근힘줄, 

짧은발가락폄근힘줄, 긴엄지폄근의 표층근을 한꺼번에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 뒤꿈치는 뒤꿈

치 뼈를 둘러싸고 있는 지방층이 존재하는데, 발바닥에서 발뒤꿈치, 아킬레스 건으로 이어지는 부

위를 테이핑하여 지방조직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어 땅과 접촉 시 완충과 안정을 도모하였다. 발목 

부위는 특히 띠 형태의 근막이 다수 존재하여, 크기가 큰 근막 형태를 따라 발목부위를 테이핑 해

주어 발목의 움직임을 보강하였으며, 발목과 하퇴부의 움직임에 관련있는 아킬레스건을 횡방향으로 

잡아주어 보강하였다. 발-하퇴부로 이어지는 테이핑 구조 설계는 위에서 설명한 ‘발-발목 테이핑’을 

바탕으로, 발 뒤꿈치부터 하퇴부 2/3 지점인 장딴지근이 갈라지는 지점을 테이핑 한 후 장딴지근 

가쪽갈래, 장딴지근 안쪽 갈래의 방향으로 테이핑하여 지지하였다. 또한 발목의 움직임과 관련 있

는 앞정강근, 긴종아리근, 짧은 종아리근을 보강하기 위해 해당 근육의 건의 시작점(넙다리뼈 부근)

에서 건의 끝점(발등과 발바닥)까지 테이핑하여 지지하였다. 발-하퇴부-대퇴부로 이어지는 테이핑 

구조 설계는 위에서 설명한 ‘발-하퇴부 테이핑’을 바탕으로, 대퇴부 전면과 후면의 표층근 시작점과 

끝점을 따라 테이핑을 해주었다. 특히 대퇴부의 넙다리두갈래근과 하퇴부의 장딴지근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근막적으로는 무릎 관절 뒷부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릎을 핀 상태에

서는 서로 간 하나로 작용하지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는 서로 떨어지게 되어 두 근육이 손목을 

맞잡은 것처럼 함께 기능을 하게되어 연결되었을 때의 근 보강을 위해 테이핑으로 지지해주었다. 

또한 무릎 주위에 있는 대퇴부와 하퇴부를 연결하는 많은 표층근의 건을 테이핑 해줌으로 무릎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해주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실제 컴프레션 레그기어를 제작하여, 착용 

시 의복압 및 선수의 경기력 향상 정도가 정량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며, 추후 하지 활동이 활발한 

스포츠군 및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한 제품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본 연구는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과제번호: 100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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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구진숙*, 서태순 
안동대

천연염색의복을 활용한 여성갱년기증후군에 대한 친환경기능성 
효능분석 및 산업화방안

현대 사회에서 섬유에 사용되고 있는 합성염료는 가격, 견뢰도, 생산 등 여러 장점들을 가지

고 있지만 인체 유해성과 독성에 대한 염려 및 염색과정에서 생기는 폐수와 폐기물에 의한 환경

오염 유발 등으로 합성염료 및 염색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성이 

높은 천연염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ㆍ식물 및 광물로부터 염료 색소를 얻어 섬유에 색을 입히

는 것으로서 합성섬유가 표현하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색상을 나타낼 수 있고, 인체에 대한 각종 

유해성과 수질오염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방 재료이기도 한 염료식물은 쪽, 홍화, 치

자, 소목, 오배자, 울금 등 매우 다양하며, 식물의 잎, 꽃, 뿌리, 줄기, 열매 등을 추출하여 염색재

료로 사용한다. 천연염색은 색소의 분리 정제가 어려워 재현성이 낮고, 색의 선명성 및 염색 견

뢰도가 낮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 매염재를 사용한다. 천연염료 재료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염료식물은 생리활성이나 약리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약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기능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갖춘 천연염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갱년기증후군은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 난소기능의 쇠퇴로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프로게스테론도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내분비적인 변화로서 심리적, 신체적 변화 증상이 복

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갱년기 증후군으로 인하여 여성의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이에 따라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갱년기는 개인차가 있는데 대체로 여성은 45세~55세

가 되면서 여성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난소기능의 저하는 노화뿐만 아니라 가족력, 흡연, 불규칙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항암 치료,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을 때 더 악화될 수 있다.

여러 식물성 성분의 약재들이 대체의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천연염색제품의 친환경기능성이 

다양하게 인식되면서부터 한방식품은 물론 한방의약품, 한방화장품 그리고 천연염색 등의 약리, 

화학적 새로운 소재분야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기능성 웰빙제품 개발방

안으로서 오미자, 쪽 등의 다양한 천연염료에 관해 연구되고 있으며, 이 식물들의 추출물의 인체

에 대한 약리적 영향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호도를 높이고 생분해성이 뛰

어난 셀룰로오스 섬유로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의 친환경성 제품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친화적이고 생리적 기능과 약리적 기능을 가진 천연염색의 재료인 

쪽과 오미자를 인견에 염색하여 여성갱년기증후군에 대한 친환경 기능성효능을 확인하고 갱년기

여성의 기능성의복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쪽은 성질이 차며 해독의 효능을 가지며, 

오미자는 성질이 온화하며 항균, 항염증, 항산화, 면역력 증진 및 발한억제작용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염색을 이용한 의복착용이 여성의 갱년기증상호전에 유효할 것으로 예측되어 

실험을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기간은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의 기간 중에 만 44세부터 57세 사이의 여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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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는 3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로 하여금 4주간 저녁 9시

부터 아침 7시까지 실험의복을 착용하게끔 권유하였다. 그리고 착용 시작시점부터 kupperman’s 

index를 체크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재평가하도록 하였다. 기초설문조사 및 체성분검

사는 실험시작 시 1회 행하였다. Kupperman’s index는 폐경기 여성의 심신건강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만든 자기기입식 문진 양식이며, 1952년 Estradiol implants에 대한 연구에서 Kupperman

이 11개의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으로 index를 만들고 각 문항의 점수의 합계와 갱년기 장애의 

정도 및 특징을 파악한 것에 기원하였다. 현재까지 갱년기 증후군을 진단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기준이다. 갱년기 지수표 결과를 각각의 점수별로 채점하여 합산한 결과에 따라서, 

20점 이하는 경증, 20점~40점은 중등도, 40점~60점은 중증, 그리고 60점 이상의 경우는 갱년기 

증후군의 위급증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상자 30명 나이의 평균은 만 49.8세였고 최소연령은 만 44세, 최고연령은 만 57세였다. 직

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24명(80%)였다. 스트레스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21명(70%)이 있다고 답하

였다. 평균체중 62.31kg, BMI 24.61(kg/m2)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약간의 비만상태였으며, 체지방

률 32.16%, 복부지방률 0.874%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대사량 1274 kcal로 낮게 나타났으며, 근

육조절 0.58kg, 지방조절 –7.8kg인 상태였다. 신장은 자동신장계로 측정하였으며 체지방 측정기

의 생물학적 전기저항 측정법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및 체지방률, 복부지방

률, 기초대사량을 측정하였다. 

실험복제작은 실내복 형태의 인견원피스로 하였으며 상의부분은 쪽으로, 하의부분은 오미자로 

염색을 하였다. 실험복의 역할은, 쪽을 이용하여 가슴에 울화를 제하고자 하였으며 오미자의 작

용으로서 항우울작용, 발한억제, 면역력 증진을 도모자하고 하였다. 상하의 배합으로 전체적인 색

상이 산뜻하면서도 은은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실험복은 시판직물인 인견(100yard. 신한섬유. 

경북영천소재)을 사용하여 생활복 형태의 원피스로 30piece 제작하였다. 염색에 사용된 약재는 

1peace 당 쪽가루(하늘타리. 강화도) 30g, 오미자 (문경재배,나눔제약) 600g이 사용되었다. 쪽가

루 30g을 증류수 20리터에 ph11.5∼12 맞추어 색을 환원하였으며 염액 안에서 3~5분간 염색하였

다. 오미자 염액은 오미자600g을 증류수 12리터에 24시간 침지한 후 100도에서 끓여 중불에서 

30분간 추출하였다. 추출된 염액을 50~60도로 유지하여 30분간 침염한 후 수세하여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 원단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염색원단을 재단과 봉제과정을 거쳐 실험복을 제

작하였다. 

4주간 실험복을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증상의 변화를 자율 기술하였을 때 열감감소, 수면호전이 

각각 9명으로 나타났고 심리적 안정 7명, 기타 부인과 변화를 3명이 경험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기

타 3명은 증상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하였다. 신체적 변화의 정도를 VAS Scale로 표현하였을 

때 평균 5.4점을 기록하였다. 쪽염색에 의한 신체적 청량감을 VAS Scale로 표현하였을 때 평균 

5.16이 나왔으며 오미자 염색의 수렴정도를 VAS Scale로 표현하였을 때 평균 4.53으로 나타났다. 

천연염색의 의류를 구매하고자 할 경우 그 원인을 물어보았을 때 건강을 이유로 답한 경우가 18

명으로 나타났으며 편안하다는 이유가 10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증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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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주 경증 13.3%, 중등도 40%, 중증 33.3%, 위급증 13.3%로 나타났으며 마지막 넷째 주 실험을 

마치는 시점에서는 경증 50%, 중등도 33.3%, 중증 6.7%, 위급증 10%로 나타났다. 의류착용기간 

4주 동안 대상자의 자각증상을 kupperman`s index로서 평가하였을 때 평균값이 첫째 주 39.63, 

둘째 주 33.17, 셋째 주 24.03, 넷째 주 23.60으로 나타났으며 첫째 주에서 넷째 주까지 지속적으

로 감소하였다.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의 감소수치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제작에 따른 대상자의 수가 한정적이어서 실험의 한계가 있었지만 향후 천연염색의 인체

에 대한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속인 연구가 시행되어 실험적 결과가 입증이 된다면 여성갱년

기 증후군에 대한 천연재료의 친환경 기능성을 활용한 실험적 천연염색의복의 개발 및 산업화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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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왕이
안동대

중국배자에 관한 연구

중국의 “한복(漢服)”이란 주로 삼황오제(三皇五帝)부터 명나라말기 17세기 중엽까지 수천 년 

동안 한족(漢族)이 입던 전통복식을 말하며 이들 모두를 한복(漢服, 한푸)이라 칭한다. 한복(漢服)

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옷깃을 우측으로 여미고 소매가 넓고 길며 단추 대신에 매듭끈을 묶는다

는 점이다. 이러한 漢服의 특징은 韓服이나 일본 등 동양의 전통의복과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다국의 현대인이 선호하는 의복설계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태와 구조에 따라 漢服은 아래 몇 가지로 나뉜다. ① "의상제“: 위에는 옷 아래는 치마, 즉, 

상하로 분리된 투피스형. 상의하상(上衣下裳), ② "심의제”: 위와 아래가 이어진 옷, 곡거(曲裾)와 

직거(直裾), ③ "유군제“: 짧은 윗옷, 상유하군(上襦下裙), ④ "고첩제: 짧은 윗옷과 긴바지, 즉, 상

의하고(上衣下褲), “의(衣)”란 일반적으로 소매가 큰 웃옷을 말하며,‘상裳)’이란 고대에 치마를 가리

키던 말이다. 이 중에서 의상과 심의는 예복으로 사용되었고 유군은 주로 여장이였으며 고첩은 일

상복장이었다. 심의는 가장 광범위하게 응용된 양식으로서 고관귀족들은 평상복으로 사용했고 일

반 백성들은 예복으로 사용했다. 한푸의 일종인 배자（褙子)는 반비（半臂)에서에서 외투로 변천

되었으며 당나라에서 시작되어 송나라와 원나라에서 유행했다 .뒤목의 깃은 바르게 솟아 있는 형

태이며 소매의 형태는 다양하다. 길이는 무릎 정도의 원피스형이다. 양쪽 옆이 모두 트여 있어서 

서민들이 일상복으로 선호하였다. 긴소매 배자는 뒤목깃에서부터 하단까지 징식문이 있고, 짧은 

배자는 소매입구와 뒤목깃에서부터 가슴부분까지 장식문이 있다. 등 뒤에는 끈이 있으나 묶지 않

고 장식용으로 사용하였다. 수당시대에는 귀족과 평민의 구분 없이 남녀가 공동으로 착용한 평상

복이었으며 특히 여성이 즐겨 착용한 외투형이었다. 배자는 단독으로 입지 않고 안에 유군이나 적

삼을 반드시 착용했다. 송나라의 배자는 담백한 은회색 계열을 사용했고 문화가 융성한 당나라에

서는 화려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서 의복의 시대상을 반영했다. 역사적인 발전과정 중에 한푸는 인

(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이란 도덕적인 내포와 순선순미(純善純美)한 중국 전통복식 예

술의 중요한 상징을 충분히 표출해 보였다. 한복은 태도와 행동이 함축적이고 단정하며 내면의 아

름다움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한푸의 역사적 배경은 韓服과도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

각되어 앞으로 비교연구를 통하여 동양전통복식의 흐름과 글로벌화의가능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제품의 현대화와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한 디자인개발을 통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배자의 고유한 형태와 색상을 그대로 재현한 후 소비

자로부터 현대화와 세계화의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①소비자만족도조사에는 중국인 관광객 10명, 

한국인 관광객 10명이 각각 직접설문방법으로 참가하였다. ②중국배자는 한국의 소비자들로부터 

한국의 두루마기와 비슷한 유형으로 인식됨으로서 韓服형태와도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 ③한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이 선호하는 축제의상을 개발함으로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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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중국의 소비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④중국고유의 의복에 

대한 디자인개발과 활용을 통하여 패션문화교류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⑤전통복식에 대한 연구

와 현대적 활용을 통하여 양극의 문화관광상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⑥패션

의 글로벌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서 양국의 소비자만족도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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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김성민
서울대

3D 프린팅 의복을 위한 CAD 소프트웨어 개발

3D 프린팅 기술은 제작 대상이 물체가 아닌 디지털 파일이 되는 디지털 제조 시대로의 제조

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도 디지털 데이터로 디

자인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 파일만 있다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패션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여 3D 프린터를 이용한 패션 디자인 및 패션 제품 

제조 연구도 다양한 방법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최근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착용

감, 유연성, 마모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한 예로 디자인 스

튜디오인 Nervous System에서 제작한 Kinematics Dress는 수천 개의 삼각형 모듈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인체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듯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신체의 움직임에 맞춰 변형이 

되어 제품에 동작성을 부여해 준다. 분할된 모듈을 조립해서 만드는 디자인은 모듈 조합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패션 디자이너들이 일반적인 3D 모델

링 툴을 이용해서 의복 패턴들에 부합되는 모듈들을 디자인하고, 3D 형태로 모델링하는 기술을 

익히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모델링을 했다고 해도 이것을 3D 프린터의 출력물 크기 

제한에 맞게 분할하는 작업 또한 매우 번거롭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D 의복 패턴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와 사이

즈의 3D 모듈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3D 프린터의 출력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분할해주는 3D 

패턴 모듈 설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D 패턴 입력, 3D 모델링, 3D 프린팅 데이터 생성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디

자이너는 DXF 등의 패턴 파일을 불러와서 원하는 형태와 크기의 모듈로 나누어 모델링 할 수 

있다. 모듈의 형태는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할 수 있으며 모듈 내부의 디자인을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다. 모델링이 완료되면 각각의 모듈을 연결하는데 필요한 연결점 들을 추가한 뒤 3D 프

린터의 출력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분할하여 출력용 파일(STL)이나 레이저 커팅기 등을 위한 파

일(DXF) 등으로 저장할 수 있다. 

모듈의 디자인은 평면적인 것으로부터 입체적인 것까지 확장이 가능하며 의복 패턴을 기반으

로 하므로 다양한 패션 제품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소셜 제조업’의 기반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논문은 0000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RF-2016R1A5A193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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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ㆍ김민석ㆍ남윤자
서울대

디지털 인체 모델링과 3D 어패럴 캐드에서 구현된 가상 
인체모델 비교분석과 발전방향 제시

현재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인체(Digital Human)의 활용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 마찬가지로 의류 산업 분야에서

도 디지털 인체의 중요도와 활용 가치의 상승으로 디지털 인체가 점점 발전되고 있으나, 디지털 

인체 모델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의류 산업 분야의 가상 인체 모델은 단순한 가시적 모델로써 가상의류를 입혀보거나 의복압, 수

축도 등 간단한 수준의 실험과 평가만 가능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 산업과 타 산업 분

야의 디지털 인체 모델을 분석한 뒤 의류 산업 분야 디지털 인체 모델에 적용할 점과 발전 방향

을 찾아보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세부사항이 다른 타 산업 분야의 3가지 디지털 인체 모델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체 모델링의 발전 및 특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제품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기 위한 3D CAD 시스템의 일부로 존재했으나 점차 인간의 비중을 둔 디지털 인체 모델

링 분야로 독립되어 발전했다.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체 치수

의 디지털 인체 모델을 제공하며, 해부학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인간을 구현하였다. 또한, 인간의 

골격 구조와 운동학을 기반으로 사실적인 움직임을 구현하였으며, 조인트의 토크와 관절각도 및 

각속도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충돌 감지, 도달 범위, 자세 예측, 동작 예측 등의 다양한 인체공

학적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아울러, 발전된 디지털 인체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경우 심박 수, 산

소 소비, 체온 등의 다양한 생리적 지표를 획득 가능하다.

의류 산업 분야의 대표적 3D 패션 어패럴 캐드 프로그램 3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의류 산업 

분야의 가상 인체 모델은 3D 패션 어패럴 캐드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 마네킹 같은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의복의 전반적인 실루엣, 드레이프성, 의복압과 변형률 등을 단순한 분석 도구로 활

용되고 있으며, 마네킹의 신체 사이즈 조절, 가상 패션쇼를 위한 모델의 다양한 자세와 움직임의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 가시적 모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림 1> 디지털 휴먼 모델링의 발전 과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BK21 플러스 의류ㆍ패션전문 인재 양성팀(22B2013000004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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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휴먼 모델링의 발전과 전망을 넓은 범위에서 조망한 Yu et al.(2015)의 연구에서는 위

의 <그림 1>처럼 가시적 인간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성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인체 모델

이 발전함을 주장했다. 위의 분류를 적용하면, 현재 3D 패션 어패럴 캐드에서 사용되는 가상 인

체 모델의 경우 단순히 디스플레이만 가능한 가시적 인간의 형태이거나, 워킹 등의 특정 움직임

이 가능한 신체적 특성 중 일부의 기계적 성질만 반영된 형태로 가시적 인간에서 약간 발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타 산업 분야의 디지털 인체 모델링의 경우 육체적 인간 특성에 심박 수, 산

소 소비, 체온 등의 일부 생리적 지표 획득 가능한 형태로 육체적 인간에서 생리적 인간으로 발

전 중인 단계에 속해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의류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상 인체 모델의 경우 패턴 개발 및 수정에 편의를 주기 

위해 3D 패션 어패럴 캐드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 마네킹 역할을 수행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

다. 그러나 의류 산업 분야에서도 의복과 인간의 상호작용 측면이 계속해서 중요시되고 있다. 인

간공학 측면에서의 맞음새 평가, 동적거동 평가, ROM 평가, 생리학 측면에서의 인간의 생리적, 

주관적 반응 등을 평가하는 인체실험 등의 다양한 연구를 위해 직접 실험을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정량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실험은 위험성을 내

포하고 있다. 따라서 의류학 분야에서도 직접 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디지털 인체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며, 육체적 인간을 넘어서 생리적 특성까지도 획득할 수 있는 생리적 인간의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류 산업 분야의 가상 인체 모델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타 산업 

분야에서의 디지털 인체 모델링에 대해 알아보았다. 타 산업 분야 역시 의류 산업 분야와 마찬가

지로 인체 모델의 발전은 각 제품의 CAD 시스템의 일부로서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사람과 제품

의 상호작용을 디지털 세계에서 구현하고자 개발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러나 사람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점차 인간 자체의 초점을 맞추어 개발되면서 디지털 인체 모델링이라는 분야로 독

립되었으며, 현재는 디지털 인체 모델링은 인간의 일부 생리적 특성을 구현한 생리적 가상 인간

의 형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의류 산업 분야에서의 가상 인체 모델은 아직까지도 3D 패션 

어패럴 캐드 프로그램의 일부로 존재하며, 단지 옷이 착용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에 중점을 둔 가

시적 인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의류 산업 분야 역시 점점 더 인체와 의복 간의 상호작용

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류학에서도 다양한 관계 및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진

행하는데 있어 직접 실험에 비용과 실험, 통제 등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따라서 의류 산

업 분야에서도 타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직접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생리적 인간 개발이 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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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남성의 드레스셔츠 착용실태와 맞음새 분석: 기성복과 맞춤 
드레스셔츠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드레스 셔츠를 착용하는 중년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성복 드레스셔츠와 

맞춤 드레스셔츠에 대한 착용실태와 맞음새를 비교 조사하고, 키에 따른 착용실태 및 맞음새를 

비교함으로써 중년 남성을 위한 드레스셔츠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다. 40세 이상 54세의이하의 직장 남성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첫째, 드레스셔

츠 일반 구매 행동을 조사하였고, 둘째, 기성복과 맞춤 드레스셔츠의 착용실태 및 맞음새에 대해 

조사하였다. 맞춤 드레스셔츠에 대한 조사는 전체 연구 대상자 중 맞춤 드레스셔츠 구매 경험조

사 문항에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115명에 대해 이루어졌다. 셋째, 온라인 맞춤 드레스셔츠의 

착용실태 및 맞음새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키에 따라 조사 내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키를 KS K 0050 성인 남성복의 치수(2009)에 제시된 키 구분에 따라 

R(157≤x＜170)과 T(170≤x＜182)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고 키 집단 별 유의차를 분석하였다. 

SPSS Statistic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총 48개 조사 문

항에 대해 교차분석과 χ2 검증,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드레스 셔츠를 착용하는 중년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드레스셔츠 일반 구매 행동에 대

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들은 평소에 유행/패션에 대해 ‘보통’ 이상의 관심을 나타내며, 

R집단이 T집단보다 더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착용하는 드레스셔츠는 ‘슬림핏’ 드

레스셔츠이며, 주로 구매하는 사이즈는 ‘100’이고 자신의 사이즈를 캐주얼 호칭으로 인지하고 있

다. 일주일 평균 ‘5회 이상’ 착용하고 1년 평균 ‘4∼6벌’의 드레스셔츠를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구매 선택기준으로 T집단은 ‘디자인/소재’를 R집단은 ‘사이즈(맞음새’)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사

이즈 선택 부위로는 ‘전체적인 여유’와 ‘목둘레’를 선택 하였고, 이는 중년남성 직장인들이 업무복

장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슬림핏 드레스셔츠를 매일 장시간 착용하는 비율이 높아 전체적인 

여유와 목둘레의 맞음새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드레스셔츠 사이즈 선택 시 키로 인

한 제한 받은 경험과 체형으로 인해 제한 받은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R집단에서는 두 문항 모

두 T집단에 비해 키와 체형 때문에 사이즈 선택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사이즈 구분 시 키와 체형 반영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두 문항 모두 ‘필요하다’는 비율

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성복과 맞춤 드레스셔츠 착용실태 및 맞음새 분석에 대해 비교 조사한 결과, 1벌 평

균 구매 가격 ‘4∼7만원 미만’의 드레스셔츠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성복은 ‘할인매장/아울

렛’에서 ‘알고 있던 사이즈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고, 맞춤은 ‘예복전문점/양복점’에서 ‘직원이 신

체 사이즈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선택 구매 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이즈 만족도는 기성복과 맞춤 

드레스셔츠 모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R집단은 기성복 구매 가격보다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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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가격이 더 높고 기성복 사이즈 맞음새 만족도가 ‘보통’과 ‘만족하지 않다 ’의 응답 비율이 높

은 반면, T집단은 기성복과 맞춤 드레스셔츠의 구매 가격이 동일하였으며 기성복 사이즈 맞음새 

만족도가 ‘보통’과 ‘만족 한다’ 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R집단이 T집단에 비해 기성

복 드레스셔츠의 사이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맞음새 불만족 부위는 기성복 

드레스셔츠의 경우 ‘목둘레’와 ‘소매/화장 길이’이며, 맞춤의 경우 불만족 부위가 ‘없다’와 ‘전체적인 

여유’에 대한 비율이 높고, 수선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기성복 드레스셔츠의 경우 R집단이 T집단

보다 수선 경험에 대해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R집단이 T집단에 비해 사이즈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난 것과 연관이 있으며, 이에 따라 R집단이 T집단보다 적극적으로 사이즈 맞음새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맞춤의 경우 사이즈를 직접 측정하였음에도 ‘전체적인 

여유’, ‘소매/화장 길이’, ‘목둘레’ 등의 불만족 부위가 조사 되었다. 중년 남성 직장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맞춤 드레스셔츠를 구매한 경험이 있고, 그 중 48.7%가 재 구매 할 의사가 있었으며 재 

구매 이유로는 ‘내가 원하는 맞음새(핏)를 갖기 위해서’라는 결과가 나왔다. 맞춤 구매 경험이 없

는 이유로는 ‘구매 장소 또는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 맞춤 드레스셔츠 구매 경험 여부와 이유, 사이즈 만족도, 구매 시 불만족 사항과 

재 구매 의사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R집단이 T집단보다 구매 경험이 더 많았다.맞춤 드레

스셔츠의 구매 경험에서 R집단이 T집단보다 구매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R집단이 기성복 드레

스셔츠의 불편한 맞음새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온

라인 맞춤 구매를 안 한 이유로는 온라인 맞춤에 대해 전혀 모른다 〉완성도를 믿을 수 없어서 

〉주문 입력 방법이 어렵다 〉제작 기간이 길어서 〉주문 후 취소 및 반품이 어려워서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즈 불만족 부위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목둘레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구매 시 불만

족 사항으로는 디자인/소재 불만족〉사이즈 측정 방법이 번거롭다〉사이즈 맞음새 불만족〉봉제 

상태/품질 불만족〉제작 기간이 길다〉사이즈/디자인/소재에 관한 설명부족〉가격 순으로 응답 결

과가 나타났다. 과반 수 이상의 온라인 맞춤 구매자가 재 구매 의사를 선택 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맞음새(핏)를 갖기 위해서’와 ‘접근성용이(구매 장소/시간)’을 선택하였다. 

성인 남성의 정장 차림에 반드시 필요한 드레스셔츠의 맞음새는 다른 의류에 비해 매우 중요

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대 중년남성의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높아지는 유행/

패션에 대한 관심도에 비해 기성복 드레스셔츠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 사항들은 크게 개선되고 있

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맞음새 불만족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 드레스

셔츠를 구매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불만족 사항이 발생하고 있었다. 드레스 셔츠의 맞음새 불

만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드레스셔츠 업체에서 다양한 체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이즈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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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임형규
안동대

상주명주의 산업화를 위한 생산현황분석

상주명주는 1910년경 상주 누에고치의 공동판매를 시작으로 1960년대까지 생산량이 지속적으

로 성장하였고, 1974년에 누에고치를 109만kg 공판함으로써 생산량 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

다. 그러나, 1975년에는 2위, 1976년에는 4위, 1977년도에는 7위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1970년

대 후반부터는 급격히 줄어들어 1900년대에 들어서는 역사적인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하락하

였다. 그러나 최근 함창명주박물관, 상주 함창명주테마공원,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잠사곤충사

업장 등 잠업관련 시설을 개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제직 및 디자인 기술개

발을 통하여 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산업화로 명주산업클러스터를 통한 특성화가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주지역 내 명주생산업체 대표 15명을 대상으로 지역명주산업화방안에 

관한 직접설문을 통해 특산화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지역친환경직물자원의 특산화에 의한 지역홍보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설문내용은, ①명주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②상주명주의 장점 

③우수제품개발을 위한 천연염료 개발방안, ④산업화를 위한 발전방안 등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상주지역 명주 관련 샌산량 150,000필, 연매출 1,50억원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러나 누에고치의 생산감소, 다양한 합성섬유소재개발에 의한 가격경쟁력 약화, 한정

된 제품군 등의 문제점이 있다. ②함창명주직물에 사용되는 생사는 실의 굵기가 굵으며, 꼬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실의 부피감이 풍부하고, 촉감이 좋다. 명주는 천연 단백질 친환경 소재로서 

천연섬유 중에서 유일한 장섬유로 섬유길이가 800~1,500mm 정도이므로 다양한 제품전개가 가능

하며, 자연순화형 소재이다. ③우수한 흡습성과 보온성, 강도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염색성이 좋

아 화려한 색감의 표현이 가능하고 고급패션 제품으로의 전개가 가능하다. 또한 그린섬유의 세계

적 추세와 함께 인체친화형제품에 대한 수요증가 및 선진국의 환경규제강화 및 에코라벨인증확산

(발암성 물질규제) 등에 대비한 최적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④웰빙제품개발방안으로서, 탄닌성

분을 활용한 다양한 문양의 복합염이 가능하고 탈취성, 항균기능, 탈색견뢰도가 우수한 특성을 살

려 감물, 쪽 등 다양한 천연염료개발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 식물들의 추출물의 인체에 대한 약리

적 영향과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호도를 높이고 생분해성이 뛰어난 천연섬

유 중 유일한 단백질 섬유로서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의 친환경성 제품개발 및 가격경쟁

력을 위한 다양한 제품군 개발이 요구된다. ⑤향후 상주명주산업은 지역친환경산업과 디자인산업

과 관광산업의 다각적인 융합에 의해 우수제품 기술개발, 국내외 네트워킹, 전문인력양성, 우수기

업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수디자인제품 상설작품전시, 특히 안동포, 풍기인견과 같은 

경북북부권의 친환경직물과의 융ㆍ복합화 및 인프라 집적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주명주산업은 

경북북부권 친환경전통직물의 융합적 밸트화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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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⑥상주명주의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등록과 같은 지역특산품의 지적재산권화를 추진하

여 전통성, 지역성과 희소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화와 친환경섬유생산의 최적

지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경북북부지역의 고기능성ㆍ고감성 친환경섬유의 신산업 메카로 발돋움 

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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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패션테크

한국군 남자의 전투복 치수 미스매칭에 관한 연구

현재 한국군 전투복 치수규격은 한국군 인체치수 정보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생산량도 전

투복 치수규격의 구간별 인체치수 분포를 기반으로 예측하고, 보급도 3차원 스캐너로 측정된 한

국군의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치수 구간의 전투복을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급을 

위해 생산되는 전투복은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치수규격에 준한다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군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실제 보급 시 한국군의 인체치수와 보급치수 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한국군도 본인의 인체치수와 다른 치수의 전투복을 착용하는 등 계

획된 생산치수와 실제 착용치수 간 차이로 인해 보급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한국군의 전투복 치수 선택 시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전투복 치수 선택에 따른 생산치수의 비적중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군 454명(2015년 제7차 한국인인체치수 조사와 인체치수정보의 활용 및 보급

사업 남군 327명, 2015년 동계 및 하계 전투복 성능개량(품질개선) 사업의 동계운용평가 127명)

의 인체치수 및 전투복 착용치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인체치수 분포와 조사 대

상자가 착용하고 있는 전투복 치수의 분포를 치수별로 계산하여 일치율을 비교하였다. 이때 상의 

치수 분포율 계산은 전투복 상의 치수규격의 기본 신체치수 항목인 가슴둘레와 키를 이용하여 교

차분석하여 산출하였으며 하의 치수 분포율 계산은 전투복 하의 치수규격의 기본 신체치수 항목

인 배꼽수준허리둘레와 키를 이용하여 교차분석하여 산출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 

PASWStatistics.18을 사용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두 그룹이 키, 가슴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모두 유의수준 0.01 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30세 미만, 30세 이상, 30대 미만과 30대 이상 

전체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30세 미만은 상의 43.9%, 하의 33.4%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세 이상은 상의 37.9%, 하의 50.7%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그

룹에서는 상의 35.4%, 하의 36.8%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30대 미만이 30대 이

상보다 본인의 인체치수(가슴둘레)와 다른 전투복 상의 치수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의는 배꼽수준허리둘레가 30대 미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30세 이상이 전투복 하의를 선택함

에 있어 본인의 인체치수(배꼽수준허리둘레)와 다른 전투복 하의 치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한국군 남자의 인체치수와 전투복 착용치수 간 높은 치수 불일치율을 보임

에 따라 전투복 생산 및 보급 효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자관리 측면에서 생산과 보급 간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에 맞는 전투복 치수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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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율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재고를 줄여 보급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생산치수와 보급치수간의 적중률을 떨어뜨리는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사이즈코리아. http://sizekorea.ats.go.kr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1). 차세대국방섬유 기술개발 협력사업 보고서. 

한현숙, 한현정, 조자영, 정기효, 김범준, 고준석, 박창규 (2016). 한국 남자 군인 방한복의 신 치수체계 개발. 한국의류학회지, 40(5), 

* 본 논문은 2015년도 국방부의 연구개발용역(과제명: 동계 및 하계 전투복 성능개량(품질개선)의 지원에 의한 결과임



310 _____ 패션마켓, 마이크로트렌드를 입다

최영림
대구대

한국 청소년기 여성의 브래지어 치수 분포

청소년기는 모든 신체부위의 성장이 활발하여 사춘기로 이행되며 2차 성징이 나타나 아동의 

체형에서 성인체형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이다. 청소년 여학생의 경우 11∼13세를 전후한 연

령에서 성장률은 급격히 증가하며, 13세에서는 성장 양상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고 초경을 전후해

서 체형변화가 다양해지며 15세 이후부터는 성장이 서서히 둔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

년기에는 급격한 체형 변화를 이루며 성장에 있어서 개인차가 크므로 세분화된 치수체계와 체형 

분류가 중요하다. 청소년 의복 중에서 특히 브래지어는 인체에 밀접한 파운데이션으로, 성장기 

여성의 건강과 균형적인 성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의복이다. 그러나 브래지어 착용 시 자

신의 가슴에 밀착되지 않는 컵과 언더와이어의 압박은 착용의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 발육을 방해

하고 인체 균형을 저해하므로 성장 수준에 적합한 브래지어 착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치수

체계와 제품 구성의 불만족으로 인하여 기능성 브래지어를 소비하는 10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방암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방암의 발생에 있어 청소

년기의 식이 및 운동습관, 잘못된 브래지어 착용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철

사가 든 와이어 브래지어로 인한 가슴 압박이 가슴에 통증을 초래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발육속도가 빨라지면서 적합한 사이즈의 청소년용 브래지어를 찾지 못

한 소비자들은 성인용 브래지어를 착용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

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크며 심리적 안정이 요구되므로 신체에 적합한 브래지어 착용이 매우 중

요하므로 청소년기 체형에 적합한 브래지어 사이즈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래지어 치수 체계를 기반으로 청소년기 여성의 치수 분포를 분석하여 

현행 브래지어 치수의 커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브래지어 사이즈 시스템을 제

안하고자 한다.

청소년기 여성의 브래지어 치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6차 사이즈코리아 인체측정데이터의 

11~18세 여성의 인체측정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한다. 시판 브래지어 브랜드들의 제품 사이즈를 

기준으로 밑가슴둘레와 컵사이즈를 산출하고 교차분석을 통하여 사이즈 구간별 출현율을 분석하

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연령별 다빈도구간, 청소년기 여성의 브래지어 사이즈 분포, 성장에 따른 

가슴부위 사이즈 특성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슴부위 성장 과정에 따른 적절한 브래지어 사이즈를 제시하고 올바른 

브래지어 착용 습관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1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2015R1D1A1A0106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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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도월희*
전남대

국내 대학생의 의생활과 의복구매행동에 대한 연구

의복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복을 통한 의사 표현과 전달은 타인의 평가 및 

판단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고, 정서적,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청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생활과 의복구매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의복 구매 경향을 예측한 의복의 기획 및 의복 제작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6월∼10월이다. 설

문문항은 일반적인 사항, 소유 아이템 수량, 의생활 형태 관련 문항, 의복 구매 행동에 관한 문항

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종 61부를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의생활에 따른 의복구매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의생활 항목을 개성/유행성

요인, 감성/심미적요인, 실용성/물질요인의 3가지로 나누어 요인분석 하였고, 이를 통해 군집분석

을 실시하여 실용적 물질추구형, 보수적 실리추구형, 개성적 감각추구형, 보수적 자아충실형의 4

집단이 도출되었다. 의복구매태도의 항목은 브랜드요인, 가격요인, 구매요인의 3가지로 나누어 요

인분석 하였고, 이를 통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보수 절약형, 적극적 구매형, 브랜드 지향형

의 3집단이 도출되었다. 의생활과 의복구매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개성적 감각추구형

이 브랜드 지향형 구매태도에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개성적이고 감각적인 패션을 추구할수록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구매특성을 보였다. 의생활에 따른 의복구매행동을 살펴본 결과, 의복 미

착용 이유로는 유행>코디네이트>충동구매 순으로 응답했고, 견고성에 대해 집단간 유의차를 보였

다. 의복구매 동기에서는 코디네이트>유행>착용목적 순으로 나타나, 의복의 미착용 이유와 구매 

동기에 연관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의복 구매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는 디자인>색상 

및 무늬>가격>편안함>실용성 요인 순으로 집단간 유의차가 나타난 반면, 유행요인은 집단간 유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응답자들은 학교생활 이외에 동아리 및 동호회 활동을 통한 

친목활동을 가장 많이 하였고,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등의 경제활동>취업준비활동 순으로 응답하

였다. 한 달 평균 의복 지출비는 5만원 이상∼15만원 미만, 의복 구매 횟수는 1개월에 1∼2회, 

의복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의복 구매 방식은 

대부분의 응답자가 온라인ㆍ오프라인 양쪽 다 이용하고 있었고, 의복 구매 장소는 보세가게 및 

멀티샵>SPA매장>백화점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소유 의복 아이템에 대한 조사 결과, 코트, 

재킷, 점퍼 등의 아우터와 티셔츠, 블라우스, 맨투맨, 후드티셔츠, 청바지, 팬츠정장 등의 미들웨

어에서 계절별 차이가 나타났고, 봄에는 재킷, 블라우스, 후드티셔츠와 팬츠정장, 여름에는 티셔

츠, 가을에는 재킷, 후드티셔츠와 청바지, 겨울에는 코트, 점퍼, 맨투맨과 후드티셔츠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소비자의 의복구매 특성을 파악하여 집단 특성에 맞는 의류제품 기

획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7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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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순, 최진*, 도월희
전남대

인조 네일 팁 제품 개발을 위한 여대생의 손톱 형태 분석

한국의 패션, 뷰티 트렌드가 아시아 여성들의 유행과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며 K-뷰티 열풍 또

한 거세졌다(네일아트전망, 2017). 또한 최근에는 IT기술과 뷰티 서비스를 접목한 기술의 개발로 

네일 산업의 전망은 더욱더 밝아질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시

판되고 있는 네일 제품 대부분이 수입품이며 국내 생산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An & Kim, 2017). 최근 셀프 네일이 유행하고 있어 인조 네일 팁의 사용이 늘

고 있으나 국내외 제품 브랜드 마다 각기 다른 사이즈와 다양한 손톱 사이즈의 제품 구성으로 

제품 구매 시 사용하지 않는 인조 네일 팁도 손실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적합

성을 높일 수 있는 인조 네일 팁 개발을 위해 미적 욕구와 유행에 민감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손

톱의 형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측정대상은 여대생 100명으로 측정기간은 2017년 9월 28일부

터 10월 19일까지였다. 측정방법은 선행연구(Yeo et al., 2017)를 참고로 길이 4항목, 너비 4항목, 

곡면길이 3항목, 각도 3항목의 총 14항목을 각 손톱마다 계측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사진촬영에 의

한 간접측정으로 사진의 분석은 AutoCAD 2018 program을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3.0 

Ver.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

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대생의 손톱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계측치의 기술통계 후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 결

과 손톱정면의 수직, 수평길이와 손가락 끝에서 측정된 손톱윗면의 수평, 수직길이는 엄지가 가장 

길고 검지, 중지, 약지가 중간 길이, 소지가 가장 짧게 나타나 검지, 중지, 약지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손톱의 바깥 호를 이루는 각도는 중지가 가장 크게 나타나 차이를 보

였다. 손톱측면의 중심 호의 길이를 살펴보면 엄지가 가장 길고 검지와 중지, 약지, 깨끼 순으로 

나타나 손톱의 굽은 정도는 검지와 중지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수직길이에서는 중지와 약지가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었다. 손톱의 윗면에서 본 각도를 살펴보면 엄지, 검지, 중지가 낮은 각도로 

납작한 형태를 띄는 반면 약지, 소지 순으로 윗면에서의 곡률이 나타나 소지의 손톱이 가장 곡면

의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손가락별로 형태 분석을 위한 군집분석 후 분산분석을 실시

한 결과, 엄지손톱은 곡률이 있는 라운드 유형(57.1%)과 납작한 스퀘어오버 유형(42.9%)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검지손톱은 곡률이 있고 짧은 타원 유형(26.8%)과 라운드 유형(42.9%), 

길고 납작한 타원 유형(30.4%)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라운드 유형이 가장 많은 유형으

로 나타났다. 중지는 1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약지는 곡률이 있고 짧은 라운드 유형

(25.0%), 곡률이 있고 긴 타원 유형(37.5%), 납작하고 긴 타원 유형(3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

다. 손가락별 형태를 비교한 결과에서 검지와 약지가 비슷한 형태를 보였으나 세부 유형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지는 라운드 유형(57.1%)과 아몬드 유형(42.9%)의 2가지 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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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라운드 유형이 더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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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1)중앙대

해양 레저스포츠 의류설계를 위한 소재 및 봉제방법 조사 

최근 바다나 강을 배경으로 하는 해양 레포츠가 부각되면서 여가활동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양 레저스포츠는 전문성을 요하는 여가활동으로 동호인 약 30만명 정도가 라이센스를 소

지하고 있으며, 그 수가 급증,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관련 의류 제조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을 토대로 한 웨트수트 소재 및 봉제방법 조사를 통

하여 해양 레포츠 의류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해양 레저용 수트 소재로는 물에 젖었을 때 체온저하를 위한 단열성 확보를 위해 폼소재를 주

로 사용하고 있으며, 폼은 고분자를 발포시켜 경량성, 단열성, 흡음성, 충격흡수성을 향상시킨 소

재로 보고되고 있다(Han et al, 2015). 시중에 판매되는 소재는 일반적으로 네오프렌이 사용되어

지며, 석유계 기반 재료이면서 할로겐화 물질로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아웃도어 업체인 파타고니아는 이를 식물성 소재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Ahn, 2016). 

따라서 친환경 기능성 소재에 대한 국내 개발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지속가능한 자원소스를 이

용한 폼 소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인 해양레저용 수트는 인체에 밀착되도록 여러 조각으로 재단된 네오프렌을 봉제하여 

만들어지며, 수중에서 체온을 유지하는 성능이 설계 시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계절에 따라 수온의 변화가 생기게 되며 소재의 두께도 달라져 보통 2~3mm의 웨트슈트는 더운 

계절, 3~5mm 겨울철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ng of watersports, 2017). 그러나 움직임이 

적고 열 손실이 많아 체온 유지가 필요한 몸통과 운동량이 많은 팔과 다리의 두께를 달리하여 

운동범위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인체밀착형 의복으로 소재의 패턴 축소율 및 제품 개발을 

위한 사이즈 체계를 조사하고 인체의 특정 부위의 움직임에 따른 피부 변화 중심의 연구가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제품의 봉제기법을 조사한 결과, 플랫록 스티칭(Flatlock stitch-

ing), 블라인드 스티칭(Blind stitching), 오버록 스티칭(Overlock stitching)으로 3가지가 있으나 판

매 제품에서는 일반적으로 오버록 스티칭(Overlock stitching)을 사용하고 있으며 봉제 및 실링에 

관련 연구는 무봉제나 초음파봉제, 심실링 및 오드람프 봉제 등 다양한 봉제 기법이 적용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재 개발과 연계하여 의류를 제작하고 고기능성 소재에 적합하며 

실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봉제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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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Fitting Program을 활용한 남성복 팬츠패턴 비교분석 
연구 

남성복에 관한 연구는 여성복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남성복 관련 연구 중에서도 

상의 의복 연구에 비해 하의 의복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남성복 

관련 패션산업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남성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패션관련 교육커리큘럼에서도 남성복 관련 교과목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남성복 관련 교재도 많이 출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남

성복 팬츠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2000년 이후 출판된 교재 중, 주로 대학에서 활용하

고 있는 남성복 패턴교재를 중심으로 팬츠패턴을 비교분석하고, CAD프로그램과 Virtual Fitting 프

로그램을 활용한 가상착장평가를 통해 팬츠의 적합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교재선정은 2000년 이후, 출판된 남성복 패턴 교재를 중심으로 주로 대학에서 사

용하고 있는 교재 5권을 선정하고 각 교재에 제시된 팬츠 슬로퍼를 제도하여 패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도시 사용된 치수는 각 교재에서 제시된 기본 사이즈로 제도하였으며 각 패턴별 

제도방식, 제도시 필요치수, 패턴 실측 및 패턴 중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가상착장평가를 위한 팬츠 패턴제도는 패턴캐드 프로그램(PAD system)으로 제도하고 이

를 *.dxf 파일로 변환시켜 CLO enterprise 프로그램에서 착장시켰다. 착장시 아바타 사이즈는 제7

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보고서(이하, SIZE KOREA 2015)에 제시된 20-24세 남성치수를 기준으로 

사이징하였다. 가상착장평가는 변형율과 투명도를 통한 공극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여유량을 평가

하였다. 

제도를 위해 제시된 각 교재별 필요치수항목을 비교해 보면 허리둘레는 82∼84㎝로 각 패턴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엉덩이둘레는 A,D,E패턴은 96㎝, B패턴 105㎝, C패턴은 100㎝로 교재마다 

제시된 치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에 필요한 밑위길이는 A패턴은 

H/4+3cm, C패턴은 키/7.5+1cm의 계산식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패턴들은 고정값을 사용하였다. 

제도에 사용한 밑위길이의 치수 범위는 23.5∼28㎝로, 그 차이가 컸으며 D패턴이 가장 긴 밑위길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지길이는 105∼110㎝로 제시되었으나 C패턴은 키

/7.5×4.5+1cm의 수식을 사용하였다. 밑아래길이는 77∼83㎝로 밑위길이가 가장 길었던 D패턴의 

밑아래길이가 가장 짧았고 바지단 둘레는 42∼50㎝로 각 패턴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패턴별 제도방법을 비교해 보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모든 패턴에서 W/4, H/4의 분

수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밑위길이의 치수설정은, A,B패턴은 H/4의 분수식, C패턴은 키의 분수식, 

그리고 D,E패턴은 고정값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앞샅폭의 경우, A,B,D패턴은 

H/16의 분수식, C패턴은 H/10의 분수식, E패턴은 H/20의 분수식에 상수값을 더하여 사용하고 있

고, 뒤샅폭의 경우, A,D패턴은 H/16의 분수식, B패턴은 H/8의 분수식, C패턴은 H/6의 분수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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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값을 더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성복의 경우, 시접을 포함하여 제도

한 다음, 가장자리에서 시접만큼 들어와 봉제하도록 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재에서는 B,C패턴만 시접포함된 패턴으로 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제도후 시접분량만큼 완성선을 이동시켜 완성된 패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패턴의 중합도는 각각 앞뒤 패턴 중심선과 밑위선을 기준으로 중합하였으며 제도치수에서와 

같이 D패턴의 밑위길이가 가장 길고, 밑아래가 가장 짧았으며 뒤밑위 경사기울기는 A패턴이 가

장 작고 C패턴이 가장 컸으며 샅점내림분량은 C패턴이 가장 크고, 바지단둘레는 E패턴이 가장 

작고 C패턴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변형율과 투명도에 의한 가상착의평가 결과, A패턴은 샅부위의 여유분이 많아 뒤샅폭과 밑위

길이의 조절이 요구되며, B패턴은 엉덩이둘레에 여유분이 많고 옆선의 곡선이 부자연스러운 것으

로 나타났다. C패턴은 바지길이가 가장 짧고 허리에서 배부분에 걸쳐 변형율이 높았으며 옆선의 

곡선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밑위길이가 짧아 샅부위의 공극량이 가장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D패턴은 밑위길이가 길어 샅부위에 공극량이 많고 전체적으로 치수가 커서 루즈 

핏 형태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변형율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패턴은 다른 패턴에 비

해 슬림핏의 형태를 보였으며, 앞샅폭과 뒤샅폭의 배분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샅부위의 공극량도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E패턴이 가장 슬림한 핏을 보인 반면, D패턴이 가장 루즈한 핏을 보

였으며, 그 외 패턴들은 중간정도의 핏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E패턴은 젊은 층에게, D패턴은 

중년층에게 적합한 패턴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패턴의 치수차이가 가상착장형태에 반영되는 정도를 분석한 것으로 가상착장만으로

도 팬츠의 핏 구분이 가능하며 패턴의 치수차이가 가상착장형태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존 교재 패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착장평가를 통한 20대 남성

에 적합한 패턴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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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부경대

블라우스의 패턴 구성요소 트렌드 고찰: 2017 S/S 시즌을 
중심으로

블라우스는 가벼운 소재로 만든 여성용 상의로 몸판, 소매, 칼라 등으로 구성된다. 블라우스의 

구성요소는 디자인에 따라 그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7 S/S 시즌의 블라우스 

디자인에 나타난 패턴 구성요소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은 2016 베스트 브랜드 가운데 여성 

커리어와 캐릭터 & 컨템 부문에서 상위를 차지한 브랜드(goodandstock, 2016) 가운데 홈페이지 공

식온라인쇼핑몰이 구축된 브랜드의 블라우스 아이템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은 2017년 

4월~5월에 걸쳐 웹페이지에 수록된 블라우스 디자인을 대상으로 전체 또는 부분 확대 사진과 디자

인 설명을 캡처하였다. 연구대상은 색상을 제외한 상품명이 서로 다른 192개 블라우스로 하였으며, 

그 디자인은 여성 커리어 부문의 브랜드 상품 81개와 캐릭터 & 컨템 부문의 브랜드 상품 111개로 

구성되었다. 연구방법은 문헌(Lim, 2003, Lee & etc., 2013)에 기초하여 블라우스의 패턴 구성요소

를 몸판, 소매, 칼라로 나누어 각 부위별 세부 구성요소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칼라는 

먼저 칼라유무에 따라 칼라리스형과 칼라형으로 분류하고 네크라인 디자인과 칼라디자인에 대한 체

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소매는 어깨선 형태, 소매형태, 소매디자인, 소매길이, 소매부리처리를 패

턴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몸판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여밈과 

트임을 중심으로 여밈 형태, 트임 위치, 트임처리, 여밈 부속품에 대한 세분류로 작성하였다. 각 부

위별 세부 구성요소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빈도분석한 결과, 칼라유무에 따라 칼라리스형 45.8%, 칼

라형 54.2%로 나타났으며, 칼라리스형의 네크라인디자인은 라운드 69.3%, 보트 18.2%로 나타났으

며, 칼라형의 디자인은 셔츠칼라 33.7%, 스탠드칼라 32.7%, 스탠드+장식부가형 9.6%, 인셋밴드 

8.7%, 러플칼라 8.7%로 나타났다. 어깨선 형태는 셋인슬리브가 달린 넌 드롭형이 52.1%, 소매와 

몸판이 연결되는 소매와 몸판의 어깨선이 연장된 셋인슬리브가 달린 드롭형은 47.9%로 나타났다. 

소매디자인은 베이직형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숍, 퍼프, 랜턴, 벨이 드롭형과 넌드롭형으로 나타났다. 

소매길이는 긴소매 53.1%, 7부소매 15.1%, 반소매 13%, 짧은소매 7.3%, 캡소매 6.3%, 민소매 

5.2%로 나타났다. 소매부리처리는 커프스형 55.2%, 단형 37%, 장식형 7.8%로 나타났다. 몸판 여밈 

형태는 전체 트임 30.2%, 부분 트임 63.5%로 나타났으며, 트임위치는 앞 42.2%, 뒤 48.4%로 나타

났다. 트임처리는 히든형과 솔기형이 각각 26%, 제원단형 17.7%, 슬릿형 15.1%로 나타났다. 여밈

부속품은 단추 47.9%, 지퍼 26.6%, 스냅 9.9%, 끈 또는 리본 3.1%로 나타났다. 블라우스의 패턴 

구성요소간의 상관분석결과, 여밈부속품은 여밈형태, 트임위치, 트임처리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

하였다. 칼라유무와 칼라유형은 몸판의 여밈과 트임의 구성 요소간에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으며, 소매디자인은 소매길이와 소매부리처리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칼라유형은 소

매부리처리와 몸판의 여밈과 트임의 구성 요소간에도 유의한 상과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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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목포대

KS 규격의 키 기준에 따른 한국 성인 여성의 체형연구

1. 서론

1979년 제1차부터 2015년 제7차 한국인인체치수조사까지 결과에 따르면 35년간 한국인의 체

형은 키는 커지고 다리길이도 길어지는 등 서구형 체형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복부비만의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는 여성의 경우 17세~49세에 거쳐 2.2cm~5.6cm 증가하여 복부비만이 광범위한 연

령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체형 특징을 표현하는데 있어 키와 비만도는 

시각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체형 특징이지만, 비만도에 비해 키에 따른 체형 연구나 패턴개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신장이 커짐에 따라 의류 산업에서도 키에 따

른 체형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의류 사이즈 체계 및 패턴 개발 관련 연구 또한 필요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키에 초점을 두고, 서구화 되어가는 국내 성인 여성의 키에 따른 체형특징과 

신체 프로포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들의 체형특징과 신체 프로포션을 작은 키, 

보통 키, 키 큰 여성과 비교함으로써 키에 따른 기성복 맞음새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치

수 규격과 패턴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

다. 첫째, 18~59세 한국 성인 여성의 직접측정치를 이용하여 연령별 키 분포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인체 지수치를 이용하여 키 집단에 따른 형태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키 집단에 

따른 신체 치수 크기와 체형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의 대상은 18~59세의 성인여성이며, 측정자료는 제7차 사이즈코리아(KATS, 2015) 자료 중 

18세 이상 59세 이하의 여성 2,502명의 직접측정 자료를 사용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고 각 연령

대별 키, 비만도, 드롭과 하드롭, 젖가슴둘레 분포를 분석하였다. 키 집단의 체형 특징을 파악하

기 위해 신체치수 및 키에 대한 지수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 및 Duncan test를 통

해 분석하였다. 키 집단은 KS 성인 여성복의 치수규격에 제시된 키 구분에 따라 작은 키(155cm 

미만), 보통 키(155cm 이상 165cm 미만), 큰 키(165cm 이상)로 구분하였다. 체형 특징 파악과 

의복설계에 관련된 항목으로 높이 8항목, 둘레 13항목, 너비와 두께 10항목, 길이 17항목, 기타 6

항목 총 54항목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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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연령대별 키 분포

18~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키 분포를 분석하였다. 연령별 최다빈도 구간 중 19세의 

155구간에서 4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20대의 160구간에서 37.0%로 높이 나타났다. 18세, 19

세, 20대, 30대는 155~160구간에서 63% 이상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165구간에서는 10% 이

상의 분포를 보였다. 반면 40대와 50대는 150~155구간에서 64% 이상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으며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와 달리 145구간에서 16.2%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연령이 낮을수록 

보통 키와 큰 키 구간, 연령이 증가 할수록 작은 키 구간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연령별 비만도와 키 집단 분포

1단계비만에서 35.8%의 최다빈도를 나타낸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에서는 표준체중에서 

최다빈도를 나타냈으며 그중 19세가 61.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20대에서 비만도가 낮

은 경향을 보이며 3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만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령층이 낮게 분포되어 있는 보통 키와 큰 키 집단의 비만도는 표준체중에서 55% 이상의 경향

을 보이고 연령층이 높이 분포한 작은 키 집단의 비만도는 높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연령별 드롭과 키 집단 분포 

드롭은 엉덩이둘레와 가슴둘레 측정치의 차이로 KS K0051(2009)의 상의용 체형 구분은 드롭

이 9~21cm인 경우 A체형, 3~9인 경우 N체형, -14~3인 경우 H체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8세, 19

세, 20대의 최다빈도 구간은 A체형으로 46% 이상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30대는 N체형에서 

46.4%, 40대는 N체형과 H체형에서 42.1%, 50대는 H체형에서 70.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

다. 연령이 낮을수록 가슴이 작고 엉덩이가 큰 A체형으로 나타나 큰 키 집단에 분포가 높은 것

을 알 수 있으며 30대 이후 연령이 증가 할수록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작은 H체형으로 나타나 

작은 키 집단에 분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연령별 하드롭과 키 집단 분포 

하드롭은 엉덩이 둘레와 허리둘레 측정치의 차이로 KS K0051(2009)의 하의용 체형 구분은 드

롭이 -4~14cm인 경우 허리가 굵은 체형, 14~22cm인 경우 보통체형, 22~38cm인 경우 허리가 가

는 체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18세, 19세 20대의 경우 허리가 가는 체형과 보통체형 구간에서 

93% 이상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30대의 최다빈도 구간은 보통체형에 58%, 40대는 46.9%, 50

대는 허리가 굵은 체형에서 71.5%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따라서 큰 키 집단에 허리가 가는 

체형이 많이 분포하고 작은 키 집단에 허리가 굵은 체형 분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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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령별 젖가슴둘레 구간과 키 집단 분포 

연구대상 중 5% 이상의 분포를 나타낸 젖가슴둘레 구간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18세와 

19세는 76~94구간, 20대는 76~91구간, 30대는 79~94구간, 82~100구간, 50대는 82~106구간으로 

넓은 분포를 나타냈다. 최다빈도 구간은 18세에서 30대까지 82구간에서 19.7%이상의 분포를 나

타냈으며 40대는 91구간에서 18.1%, 50대는 94구간에서 18.7%를 나타냈다. 30대 이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젖가슴둘레 구간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키 집단에서 젖가슴둘레 구간의 최다

빈도 구간은 모두 82구간에서 17%이상을 나타냈으며 5%이상의 분포를 나타낸 구간은 작은 키 

집단은 76~106구간, 보통 키 집단은 76~94구간, 큰 키 집단은 79~106구간으로 나타나 작은 키와 

큰 키 집단의 젖가슴둘레 구간이 넓게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 키에 따른 체형특징

18~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작은키, 보통 키, 큰 키로 구분하고, 키 집단에 따라 신체치수 및 

키에 대한 지수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모든 높이 항목에서 큰 키 집단이 가장 크고 작은 키 집단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높이 항목

의 키에 대한 지수치도 큰 키 집단이 가장 크고 작은 키 집단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키에 

대한 높이 비율이 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둘레항목은 하반신 부위인 엉덩이, 넙다리, 무릎, 발목최대둘레에서 큰 키 집단이 가장 크고 

작은 키 집단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젖가슴, 젖가슴아래, 겨드랑, 위팔, 손목둘레에서는 보통 

키 집단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허리둘레에서는 작은 키 집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젖가슴, 젖

가슴아래, 위팔둘레에서는 작은 키와 큰 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레항목의 키에 

대한 지수치를 비교한 결과 작은 키 집단이 가장 크고 큰 키 집단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키가 작아질수록 키에 대한 둘레비율이 큰 키 집단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젖가슴과 허리둘

레 차, 엉덩이와 허리둘레 차, 엉덩이와 젖가슴둘레 차는 모두 큰 키 집단이 가장 크고 작은 키 

집단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키 집단 드롭과 하드롭 분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큰 키 집단

은 허리 가늘고 엉덩이 큰 체형으로 허리에서 엉덩이의 굴곡이 큰 반면 작은 키 집단은 굴곡이 

작은 체형임을 알 수 있다. 

너비항목은 어깨, 가슴, 엉덩이너비에서 큰 키 집단이 가장 크고 작은 키 집단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젖가슴너비는 보통 키 집단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허리너비는 보통 키 집단이 가장 

작고 큰 키와 작은 키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너비항목의 키에 대한 지수치는 작은 키 

집단이 가장 크고 큰 키 집단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둘레항목과 마찬가지로 키가 작아질

수록 키에 대한 둘레비율이 큰 키 집단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두께항목은 엉덩이두께에서 큰 키 집단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모두 작은 키 집단이 가장 크고 

보통 키와 큰 키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께항목의 키에 대한 지수치는 작은 키 집단

이 가장 크고 큰 키 집단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둘레와 너비항목과 마찬가지로 키가 작

아질수록 키에 대한 둘레비율이 큰 키 집단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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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항목은 젖꼭지사이수평과 목옆젖꼭지길이 항목에서 보통 키 집단이 가장 작고 큰 키와 작

은 키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큰 키 집단이 가장 크고 작은 키 집단

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길이항목의 키에 대한 지수치는 엉덩이수직길이/키, 총길이/키, 엉덩이옆

길이/키는 큰 키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작은 키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높이항목에서와 같은 결과이며 따라서 키가 작아질수록 큰 키 집단에 비해 키에 대한 다리

길이 비율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어깨경사각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몸무

게는 큰 키 집단의 평균이 가장 크고 작은 키 집단이 가장 작았으나 BMI지수는 작은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보통 키와 큰 키 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각 집단의 나이에 대

한 평균도 작은 키 집단에서 가장 크고 큰 키 집단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4. 결론

18~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키 분포를 파악하고 키 집단의 체형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보통 키와 큰 키 집단에 분포하며 비만도가 낮고 가슴이 작으며 엉덩이가 큰 A

체형과 허리가 가는 체형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작은 키 집단에 분포하며 비만

도가 높고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작은 H체형과 허리가 굵은 체형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

와 마찬가지로 작은키, 보통 키, 큰 키 집단에 따라 신체치수 및 키에 대한 지수치에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작은 키 집단은 비만도에 영향을 받는 둘레와 두께항목에서 크게 나타

났으며 키에 대한 높이 비율은 작고 나머지 항목의 비율은 커서 굴곡이 작은 체형임을 알 수 있

다. 연령이 낮을수록 큰 키 집단 분포가 높아 허리는 가늘고 엉덩이는 크며 높이 비율이 큰 체형

임을 알 수 있다. 30대 이후 비만도의 영향을 받아 체형의 변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며 같은 키 

집단에서도 체형 특징이 비슷한 연령별로 분류하여 신체치수와 비율을 반영한 치수 규격과 패턴 

개발이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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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

3D 프린터를 이용한 착탈의 셔츠칼라 프로토타입 연구

1. 서론

최근의 생산 경향이 매스커스터마니제이션(mass customization)의 형태로 소비자의 취향에 맞

게 맞춤형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생산 방식은 3D 프린팅이 갖고 있는 개성을 추구하고 원하

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여 패션의 특성에 적합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패션분야

에서 기술, 소재, 구현방법의 3D 프린팅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im, 

2016). 3D 프린팅 기법으로 이미지의 정확한 표현은 가능하나 소재가 딱딱하고 몸에 감기는 부

드러움은 구사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어(Song & Geum, 2016) 3D 프린팅을 전체적으로 사용하

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2015 F/W 샤넬 꾸뛰르 패션쇼에서는 3D 프린팅기술과 

장인의 정교한 자수나 비즈를 이용한 투위드 수트를 선보였다. 현재까지 3D 프린팅이 가장 활발

히 이용되고 있는 패션관련 분야는 액세서리(Kim & Choi, 2016)였지만 최근에는 의상 전체의 착

용형 형태도 개발이(Chun, 2017)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급형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장식적인 셔츠칼라가 아닌 옷의 일부로서의 착탈의 셔츠칼라(collar)를 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타입을 제안해 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기본 셔츠 블라우스 제작을 위하여 대학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참고로 캐쥬얼 셔츠 패

턴을 이용하여 20수 광목으로 기본 셔츠를 제작하였다. 연구를 위한 칼라 제작을 위하여 스탠드

분을 제외한 윗칼라분을 스탠드에 연결하는 방식을 구현하기위해 윗 칼라의 패턴을 이용하였다. 

국내 3D 프린터 전문 업체인 Rokit사의 프린터와 유연성이 우수한 Skin flex 소재를 사용하여 

0.5mm, 1mm, 2mm, 3mm의 두께에 대해 기본 모델링이 되지않은 무지 형태의 심플링을 의뢰하

고 두께를 정하였으며, 두께를 정한 후에는 모델링을 통해 무늬와 착탈의 방식을 정하도록 하였

다. 또한 제작된 칼라의 형태를 셔츠칼라 블라우스에 적용하여 착탈의의 유용도와 실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칼라형태의 무지형태로 두께를 결정하기위해 0.5mm, 1mm, 2mm, 3mm의 두께에 대해 결과

물을 표 1과 같이 살펴본 결과 0.5.mm의 경우는 너무 얇아 찢어져서 실용성이 낮았으며, 그 중 

1mm가 가장 유연성도 좋고 실용성면에서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1mm로 결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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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선행연구(Chun, 2017)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모델링의 경우 Auto desk 사의 

Fusion 360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3차원모델링을 거쳐 G코딩으로 변환하였으며, G코딩 변환 소

프트 웨어로는 New Creator K를 사용하였고 프린팅에는 Rokit Edison multi PRO를 사용하여 출

력하였다. 출력 후에는 후처리 과정을 통하여 마무리를 하여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칼

라에 사용할 모델링은 3가지 형태로 플랫한 솔리드 형태와 두께에 변화를 준 원 모양의 패턴, 무

지위에 원모양을 얹은 형태로 하여 샘플을 출력하였다. 착탈의 방식에 있어서는 재봉틀을 이용하

여 봉제 작업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석을 이용한 착탈의 방식을 적용하여 3D프린팅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출력하여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Table 1> 샘플 두께별 출력물 비교

두께

패턴
3mm 2mm 1mm

무 지

원모양

최종적으로 두께는 1mm로 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착탈의를 위해 사용된 자석의 지름은 1cm, 

두께는 1mm를 사용하였다. 착탈의 방법은 셔츠 칼라의 밴드안에 자석을 고정하여 윗칼라에 자석

을 고정하여 떼었다 붙였다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칼라 폭이 4.5cm 였으며 그

대로 제작한 결과 헝겊보다는 유연성이 작아 밴드에 고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잘 고정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시 칼라 패턴을 수정하였으며, 폭은 3cm, 3.5cm로 칼라 외곽선도 조금 넓혀서 

자연스럽게 신체에 놓여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Table 2> 최종 셔츠 윗칼라의 원모양 출력물 비교(두께 : 1mm)

무지 원모양 무지+원모양

4. 결론

본 연구는 보급형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장식적인 셔츠칼라가 아닌 옷의 일부로서의 착탈의 

셔츠칼라(collar)를 제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하고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타

입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으며 제작된 3가지 형태의 칼라 연출을 통해 실용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자하였다. 셔츠칼라의 밴드와 윗칼라의 구성을 밴드 안에 자석을 넣어 윗칼라를 자유롭게 착탈의 

하여 패션 연출을 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칼라 패턴 제작으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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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착용이 불가하여 패턴의 수정 및 고정을 위한 자석의 위치도 수정하였다. 3D프린터를 이

용하여 출력할 수 있는 소재가 아직 직물과 같은 물성을 갖지 못하므로 패턴의 수정 및 다양한 

후처리 방법이 개발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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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디자이너인더스트리* 산모와 신생아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캥커루케어용 
패션제품 실태조사

1. 서론

우리나라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숙아 출생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캥거루케어란 캥거

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어 키우는 것처럼 엄마와 아기가 최대한 밀착함으로써 저체중아의 체온

을 조절하고 모유수유를 촉진시키며 애착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 미숙아 

케어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캥거루케어는 미숙아 뿐 아니라 일반 영아들에게도 정서안정, 성

장발달에 도움을 주며 모유수유의 성공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캥거루케어가 가능한 의류나 슬립밸트가 출산준비 필수용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캥거루케어용 패션제품은 모두 북미 제품으로 동양인 체형을 반영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으며, 

국내 관련 브랜드 역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관련 제품 개발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40대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기의 정서안정과 부모의 활동편

의성에 도움을 주는 동양인 체형을 반영한 skin to skin 캥거루케어(Kangaroo Care)용 패션제품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캥거루케어 패션제품의 필요성과 개발시 구매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맘클래스’에 참석한 

임산부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

외 캥거루케어 패션제품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캥거루케어 패션제품 실태조사

캥거루케어 패션제품을 조사한 결과 유럽과 미주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어 있지

만 아시아 지역에는 일반적인 캐리어를 제외하고는 skin-to-skin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제품은 크게 skin-to-skin, 슬링스타일, 캐리어 스타일로 구분되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

고자 하는 skin-to-skin은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링스타일과 캐리어 스

타일은 옷 위에 착용하는 것으로 큰 띠를 사용하여 둘러매는 스타일과 옷에 지퍼를 부착하여 개

폐함으로써 아기를 엄마의 가슴에 넣을 수 있는 스타일, 아기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달린 패

딩 스타일 등 다양한 디자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외출시 아기를 안고 다닐 수 있는 캐리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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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부각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캥거루케어 패션제품과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조사되어 동양인 체형을 반영한 skin-to-skin 캥거루케어 패션제품이 개발된다면 사업화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임산부 대상 설문조사

임산부 인체측정 시 캥거루케어 패션제품 개발과 임산부복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일반현황, 캥거루케어 패션제품의 구매실태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249명의 설문지조사 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연령대는 20대가 16.7%, 30대가 80%, 40대 이상이 3.3.%로 30대 임산부가 많았으며, 30대 중

에서도 30대 초반이 58.5%, 30대 후반이 21.5%로 나타났다. 임신 개월 수는 9개월이 19.7%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의 임산부가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Table 1> Number of pregnant women per age group

Age group N %

20~29 41 16.7

30~34 144 58.5

35~39 53 21.5

40~ 8 3.3

Total 246 100.0
 

캥거루케어 패션제품을 개발 한다면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2%로 대부분을 차지

하여, 캥거루케어 패션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캥거루케어 패션제품 착용 희망 시기는 

6개월까지 착용하겠다는 경우가 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개월까지 착용하겠다는 응답자가 

40%로 나타났는데 캥거루케어 패션제품 개발 시 유아의 키와 몸무게의 변화량을 고려하여 개발

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캥거루케어 패션제품 희망 가격대는 4만원이 66%로 가장 많아 대부분 

부담 없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원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캥거루케어 패션제품 구매 시 중요한 요소로는 디자인, 다양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으로 ‘중요하다’로 응답하여 제품개발에 신중함을 가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 안전감

이 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캥거루케어 패션제품의 경우 임부복과 달리 디자인과 

다양성의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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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mportant factors when purchasing kangaroo care products

factor M

safety 4.58

feeling of wearing 4.47

fabric 4.37

price 4.01

design 3.80

activity 4.38

diversity 3.66

practicality 4.37

hygiene 4.51

4. 결론

20~40대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기의 정서안정과 부모의 활동편의성에 도움을 주는 동양인 체

형을 반영한 skin to skin 캥거루케어 패션제품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산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캥거루케어 패션제품을 개발 한다면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가 92%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캥거루케어 패션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제품이 개

발되었을 경우 안전성과 착용감, 소재, 활동성, 위생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따라 미숙

아 뿐 아니라 일반 영아들의 정서안정, 성장발달, 모유수유 촉진, 부모의 활동 편의성에 도움을 

주는 캥거루케어 패션제품 개발을 위해 동양인의 체형을 반영한 인체공학적 패턴설계와 체형보완

을 위한 부위별 이형조직 설계, 동작편의성 증진을 위한 조직 개발, 강도와 탄성회복률이 우수한 

편직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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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아*, 윤혜준, 안재상
*(주)디자이너인더스트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산전・후용 임산부복 실태조사

1. 서론

중국에서 발표된 2012~2016년 중국 임산부복 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망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은 1%로 1,300만~1,400만 명에 달하며, 2018년 까지 임산부복 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예

측하였다. 특히 2013년 말부터 시행된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완화로 약 200만 명의 추가 출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중국 인구는 14억 1,0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산율 

증대에 따른 임산부 관련 제품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따뚜즈징지1)를 비롯

한 국내 임산부들은 과거에 비해 임신한 배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임신 중에도 아름답고 세련

돼 보이기를 희망하고 출산 후에도 착용 가능한,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임산부복을 원하고 있으며, 

주로 해외 SPA 브랜드의 MATERNITY LINE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

역에서 임산부를 위한, 해외 SPA 브랜드의 심플하면서 패셔너블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아시아 지역의 임산부 체형을 반영하고 산전, 산후에도 착용가능하며 디자인

성이 우수한 임산부용 패션제품 개발로 국내는 물론이고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임산부 관련 시장

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방법

산전・후용 임산부복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시 구매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맘클래스’에 참

석한 임산부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내외 임산부복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임산부복 실태조사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ㆍ사망통계' 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전

년(1.205명)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합계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를 의미하므로 우리나라 임산부 역시 43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준으로 포르투칼(1.23명), 홍콩(1.23명)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며 

해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임산부 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지만 현대 소비자들은 저마다 

1) 따뚜즈징지(大肚子經濟, Pregnancy-oriented economy)란 큰 배(임산부를 뜻함) 경제란 의미로, 임산부의 소비파워가 

막강해짐에 따라 생겨난 신조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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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을 중시하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임신 기간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 중 컬러나 

스타일은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복 생산 시 컬러의 매치나 스타일의 개성

화는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라도 할 수 있다. 경쟁이 더욱 격렬해진 시장에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니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지위와 

다양한 문화배경을 갖춘 소비자들의 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기존 임산부복은 임신 5개월부터 10개월까지만 착용 가능한 옷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대부분 

산후 1년이 되면 예전의 몸매로 돌아오기 때문에 출산 후에도 착용 가능한,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임산부복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임산부복 디자인의 특징은 대부분 허리선이 없으며 몸에 

밀착되니 않는 편안한 스타일로 실루엣의 큰 변화가 없고 대부분 무채색 계역의 컬러톤으로 임신

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 보다 돌출된 복부를 가리기 위한 홈웨어 스타일이다. 그러나 현재 젊은 

임산부들은 복부의 돌출을 감추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편하고, 패셔너블한 스타일의 임

산부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출산 후에도 착용이 가능하며 출산전ㆍ

후의 체형 변화를 자연스럽게 커버하면서 컬러, 소재, 텍스타일 디자인, 실루엣, 길이 등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글로벌 SPA브랜드들이 임산부복 시장 대열에 합류하면서 임산부복들이 유행에 민감해지

기 시작하였으나 국내 임산부복 브랜드의 디자인은 사이즈가 큰 홈웨어와 같이 예전의 고리타분

한 디자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Korean fashion brand maternity line and Global SPA brand maternity line

2) 임산부복 관련 설문조사

임산부 2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산부복 구매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현황

연령대는 20대가 16.7%, 30대가 80%, 40대 이상이 3.3.%로 30대 임산부가 많았으며, 30대 중

에서도 30대 초반이 58.5%, 30대 후반이 21.5%로 나타났다. 임신 개월 수는 9개월이 19.7%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의 임산부가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 임산부복 구매 실태

임산부복 구매 시기는 4개월부터 구매한다는 응답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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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33.1%로 많았다. 임산부복 구매 선호 아이템은 원피스가 3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레깅스가 25.4%, 티셔츠가 18.4%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배 둘레가 커지면서 일반 

바지의 허리부분이 불편하므로 원피스를 선호하고, 신축성이 좋은 레깅스와 함께 코디가 용이한 

길이가 긴 티셔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1> Preferred fashion item

　 N %

suit 5 0.8

one-piece 234 36.5

skirt 23 3.6

pants 73 11.4

leggings 163 25.4

jumper suit 5 0.8

blouse 8 1.2

T-shirts 118 18.4

outer 3 0.5

etc 9 1.4

Total 641 100.0

현재 판매되고 있는 국내 임산부복의 구매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3.1

점 ‘보통’으로 나타났다. 상품의 다양성이 2.53점으로 가장 낮으며, 다음으로 가격, 유행성이 2.77

점, 디자인이 2.85점, 몸매보완성이 2.9점으로 나타나다양한 디자인의 세련된 임산부복 개발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Purchase satisfaction level

factor M

color 3.34

fabric 3.31

size 3.23

quality 3.14

price 2.77

fashion 2.77

design 2.85

comfort 3.65

activity 3.66

fitting 2.90

diversity 2.53

Total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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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2013년 말부터 시행된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완화로 약 200만 명의 추가 출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중국 인구는 14억 1,0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산율 증대에 따른 

임산부 관련 제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주류 임산부인 1980년 이후 출생자인 80후 

세대는 가격보다 가치를 중시하고 과소비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다. 국내 임산부 역시 국내 브랜드보다는 패셔너블한 디자인의 해외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으므

로 국내와 중국 임산부복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임신 중에도 아름답고 세련돼 보일수 있는, 출산 

후에도 입을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 임부 및 산후여성 체형 분석을 통한 인체공학적 패턴 설계, 

친환경 원사를 이용한 편직 및 피부배김현상 최소화를 위한 심리스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디자인

의 임산부복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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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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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한 생산관리 시스템 개발

1. 서론

국내 의류/패션산업은 전문화와 세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웃소싱 및 업체 간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의류의 기획 및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업의 특성 상 협력업체간

의 빠른 의사전달과 결정, 그리고 기획/생산/판매가 요구된다. 특히 생산 부문은 국내의 경우 중

소 봉제업체에서 봉제 전/본/후 공정의 다단공정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어 지고 있으며, 기술인력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다. 현재 국내 봉제업계는 기술 인력의 고령화, 전문 인력의 부족, 그리고 

수입의류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IoT와 ICT를 활용하여 양방향 실시

간 통신이 가능한 자동 재봉기 및 스마트 모듈과 체계적인 생산 및 공정관리를 위한 생산/공정관

리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 및 개발 방법

Smart Factory 생산관리시스템 Work Flow분석 및 생산실적 집계/모니터링 개발을 통해 제산

업의 스마트 공장 생산관리 시스템 Work Flow 분석 및 요구사항 도출하고자 한다, 재봉기 

Smart Digital Module과 데이터 인터페이스 규약 및 테이터 연계 개발을 통해 인터페이스정의서 

및 규약 정의 및 개발, 연계된 생산데이터 조회와 재봉기 및 전자패턴재봉기계에서 실시간 생산

량 자동 집계/모니터링 개발을 하고자 한다.

<Work Flow 및 재봉기 생산데이터 연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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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Work Flow 및 재봉기 생산데이터를 통해 의류 생산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류 생산 공정

별 관리요소를 추출하고, 생산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의류 생산 공정별 콘텐츠를 개발 하였다. 

자산관리 아이템 D/B 구축과 봉제공정의 주요 봉제기기 및 부품관련 D/B 구축 및 봉제공정의 

부자재 관련 D/B 구축을 할 수 있었다. 봉제공정 분석을 통한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요소를 추

출하여 작업 및 봉제기별 공정변수 추출(스티치 종류, 급사장력, 봉사소요량 등) 과 봉제 공정관

리 및 품질관리를 위한 주요 인자추출을 하였다.

4. 결론

Smart Factory 생산관리시스템 Work Flow분석 및 생산실적 집계/모니터링 개발을 통해 봉제 

공장의 생산량의 흐름을 중앙에서 관리 할 수 있으며, 공정별 생산공정 분석을 통해 생산 프로세

스의 병목현상을 미리 예방하고 생산 스케쥴을 관리 할 수 있으며, 더 나가가서는 공정의 단순화

를 위한 공종 전용기 도입도 생산 현장의 생산량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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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연*, 박진희, 남윤자
서울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정면 및 측면 자세 분석: 고령자와 20대 
비교를 중심으로

1. 서론 

전통적으로 인체측정학에서는 인체가 좌우 대칭하다는 가정 하에 우측을 기준으로 측정이 이

루어져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류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의복의 패턴설계 및 다양한 보

조기구 설계 시 인체 오른쪽의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좌우를 대칭하게 설계해왔다. 그러나 인

체는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해부학적 비대칭(anatomical asymmetry)과 근골격계 변형으로 인한 

기능적 비대칭(functional asymmetry)이 나타나며, 반복적으로 한쪽 인체가 더 많이 사용됨으로써 

좌우 비대칭적인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노년기 이전의 성인과 비교할 때 

자세에서 나타나는 변형 및 개인차가 매우 크며, 손실된 근골격계 요소로 인해 변형된 자세 유형

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자세의 변형이 적은 연령대로 여겨지는 20대와의 비

교를 통해, 고령자의 인체 정면ㆍ측면에서의 자세 변형 양상과 정면에서의 좌우 비대칭 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 6차 Size Korea 인체치수조사보급사업(2010)'의 20-29세 남성 226명과 여성 203

명, ’고령자 3D인체형상측정조사 개발사업(2014)‘의 70~85세 남성 436명, 여성 444명의 3D 인체 

스캔 형상을 이용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

으며, 측정 프로그램 ’Posture Evaluator'를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본 측정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상에서 형상을 불러와 머리마루점, 목앞점, 배꼽점, 샅점, 귀구슬점, 측면어깨1/2점, 측면무릎1/2점

을 설정하면 12항목이 자동 측정되도록 설계되었다. 측정 시 정면은 항목 이름에서 먼저 제시된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후 제시된 수직선의 위치가 형상의 좌우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할 경우 +, 

오른쪽으로 위치할 경우 -로 표기하였으며, 측면은 인체의 먼저 제시된 수직선을 기준으로 이후 

제시된 수직선의 위치가 형상의 전방쪽에 위치할 경우+, 후방쪽에 위치할 경우-로 표기하여 인체 

축 간 거리의 방향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령그룹 별 성별에 따른 정ㆍ측면 자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5세 간격으로 연령 그룹

을 분할한 뒤(20-24/25-29/70-74/75-79/80-85), 각 연령그룹 별로 성별에 따라 기준선 간 거리 값

에 대한 일원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자세의 기운 방향보다 자세의 기운 정

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각 측정 항목의 절대 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항목

별 분포와 자세 기울어짐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20대 남성, 20대 여성, 고령자 남성,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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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남성, 여성 모두에서 연령그룹에 따른 정ㆍ측면 자세를 분석하기 위하여, 측정항목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앞서 분할한 연령그룹에 따른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면자세에서의 인체의 좌ㆍ우 기울어짐과 측면자세에서의 숙여짐ㆍ젖혀짐 간의 관계성을 알

아보기 위해, 20대 남성, 20대 여성, 고령여성, 고령남성 그룹으로 묶어 각 그룹 내에서 정ㆍ측면 

수직선 거리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Pearson 상관계수 0.7이상, 유의수준 p<.01

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다. 

항목 측정방법

정

면

머리마루점-목앞점 수직선 거리
정면에서 머리마루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목앞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머리마루점-배꼽점 수직선 거리
정면에서 머리마루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배꼽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머리마루점-샅점 수직선 거리
정면에서 머리마루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샅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목앞점-배꼽점 수직선 거리
정면에서 목앞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배꼽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목앞점-샅점 수직선 거리
정면에서 목앞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샅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배꼽점-샅점 수직선 거리
정면에서 배꼽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샅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측

면 

머리마루점-어깨점 수직선 거리
측면에서 머리마루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어깨관절1/2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머리마루점-무릎점 수직선 거리
측면에서 머리마루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무릎1/2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귀구슬점-어깨점 수직선 거리
측면에서 귀구슬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어깨관절1/2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귀구슬점-무릎점 수직선 거리
측면에서 귀구슬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무릎1/2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어깨점-무릎점 수직선 거리
측면에서 어깨관절1/2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과 무릎1/2점을 

기준으로 바닥면에 내린 수직선 간의 거리 

<표 1>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3. 결과 및 고찰

1) 연령그룹 별 성별에 따른 정ㆍ측면 자세의 차이

측면항목인 ‘머리마루점-어깨점 수직선 거리’와 ‘귀구슬점-어깨점 수직선 거리’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머리마루점-어깨점 수직선 거리’와 ‘귀구슬점-어

깨점 수직선 거리’는 20-24세, 25-29세 연령 그룹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으

며, 남성에서 더 큰 값을 보였다. 이 두 항목은 목의 기운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으로써 이를 통

해 20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측면에서 목이 기운 정도가 큼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측면체형 

분류에서 귀구슬점에서 내린 수직선이 어깨관절의 중심을 지나가는 경우를 표준체형으로 하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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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원 외., 2002), 이 경우 ‘귀구슬점-어깨점 수직선 거리’가 0에 가까워야 하나, 20대 남성평균 

40.67mm, 여성평균 22.11mm의 값을 보였으며, 20대 남성의 97.8%, 여성의 93.6%가 음수 값을 

보여 이를 통해 20대 남녀 모두 표준체형보다 목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별 분포와 자세 기울어짐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20대 남성, 20대 여성, 고령자 남성, 

고령자 여성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면의 머리마루점, 목앞점, 배꼽

점, 샅점이 일직선상에 있으며 각 정면 측정항목의 값이 0인 경우를 바른 자세라고 가정하고 분

석한 결과, 정면의 모든 측정항목에서 나이 그룹, 성별과 관계없이 0 또는 0에 가깝게 정점을 그

리는 정규분포를 나타내었으며, 고령자가 20대에 비하여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정면 자세의 좌, 우 치우침의 개인차가 고령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측면의 경우, 정면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관계없이 고령자가 20대에 비하여 넓은 분포를 보이며 

측면에서의 자세가 고령자에게서 개인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정

면과 달리 측면은 정규분포의 정점이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귀구슬점이 어깨

관절 1/2점보다 몸의 전방 쪽에 위치하는 것으로써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고개가 앞으로 숙여

진 자세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령그룹에 따른 정ㆍ측면 자세의 차이

남성을 5개 연령그룹(20-24/25-29/70-74/75-79/80-85)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F값이 유의하며

(p<.001) 사후분석(scheffe)시 분류되는 그룹이 경향성을 보이는 항목은 정면에서는 ‘머리마루점-

목앞점 수직선 거리’, ‘머리마루점-배꼽점 수직선 거리’, ‘머리마루점-샅점 수직선 거리’, ‘목앞점-샅

점 수직선 거리’, ‘배꼽점-샅점 수직선 거리’로 나타났으며, 20대 초반(20-24)과 후반(25-29)에 비하

여 70대 초반(70-74), 70대 후반(75-59), 80대 초반(80-85)이 유의하게 큰 수직선 간 거리를 나타

내었다. 측면에서는 ‘귀구슬점-어깨점 수직선 거리’, ‘귀구슬점-무릎점 수직선 거리’가 연령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두 항목 모두 20대 후반, 70대 초반,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비하

여 20대 초반에서 큰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정면에서 자세가 옆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은 20대남

성에 비하여 고령남성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으며, 측면에서는 20대초반 남성의 목 자세 변형

이 타 연령대보다 큼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방식으로 여성을 분석 한 결과, 정면에서는 전체 항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측면

에서는 ‘어깨점-무릎점 수직선 거리’ 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여성에서도 남성

에서와 같이 정면에서 자세가 기울어지는 경향이 20대여성에 비하여 고령여성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성에서 목의 기운 경향이 20대 초반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어깨점-무릎점 수직선 거리’가 남성에서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여성에서는 20대초반, 20대후반, 70대초반 과 비교하여 70

대후반, 80대초반에서 그 값이 크게 나타나 노화에 따른 무릎 굽은 현상이 여성에서 더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면자세에서, 샅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내려 다른 기준점에서 내린 수직선과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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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연령별 그룹이 명확하게 나뉘고 F값이 크게 나타나 부위별 자세의 기울어

짐이 아닌 전반적인 인체 정면 자세의 기울어짐을 평가할 때 샅점을 기준으로 한 수직선을 사용

하는 것이 유용성을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정면자세와 측면자세의 관계성 분석 

정면자세에서의 인체의 좌ㆍ우 기울어짐과 측면자세에서의 숙여짐ㆍ젖혀짐 간의 관계성을 분

석한 결과, r=.7이상의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은 정면에서는 ‘머리마루점-배꼽점 수직선거리’와 ‘머

리마루점-샅점 수직선 거리’, 측면에서는 ‘머리마루점-어깨점 수직선 거리’와 ‘귀구슬점-어깨점 수직

선 거리’, ‘머리마루점-무릎점 수직선 거리’와 ‘귀구슬점-무릎점 수직선 거리’였으며, 네 그룹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상체의 기울어짐이 배꼽점 아래 부위보다 위 부위에서 일어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머리마루점과 귀구슬점 사이에는 관절이 없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그룹에서 정면 측정항목과 측면 측정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

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정면의 자세 틀어짐과 측면에서의 자세 틀어짐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

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좌우 대칭 여부와 측면에서의 자세 변형은 경향성을 보이기보다는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인체의 정면ㆍ측면 자세 판정에 사용되는 기준점에서 내린 수직선 간 거리를 이용

하여 20대와 고령자의 인체 정면, 측면에서의 자세 치우침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는 추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및 의류 패턴 제작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며, 고령자 3D형상 자동측정 알고리즘 개발 시 필요한 측정점 설정의 통계적 

범위 및 회귀식을 구성하는데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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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1), 홍유화1), 양향옥1), 남윤자1)2), 

박대근3), 조규진4), 김선영1)

서울대 의류학과1), 생활과학연구소2), 
SRRC3), 서울대 공과대학4) 상지보조기구부착 의복 개발 프로세스 연구

산업의 세분화, 매뉴얼화에 의한 영향으로 동일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과정이 늘어남에 

따라 1996년 이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질환의 예방목적으로 보조도구

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인체의 물리적 움직임을 보조해줌으로서 근골격근에 미치는 힘을 분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보조도구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의복화과정이 

필요하다. 특수 목적을 가진 의복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개발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과정에서 소비자 및 의복의 요구 성능의 정확한 분석

과 이를 토대로 제품 설계를 하는 과정을 통해 생산비용절감과 의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지보조기구와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인체공학적이고 심미성이 높은 디

자인의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비자 요구 성능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수립

하여 진행하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디자인 프로세스 모형을 사전조사 및 분석을 통한 문제 인식, 디자인 방향설

정, 디자인 제시, 의복의 평가, 이를 통한 디자인의 수정 및 보완, 생산의 6단계로 설정되었다. 첫 

번째로 문제인식 단계에서 상지보조기구의 성능 및 역할을 분석하고 착용대상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착용자의 요구 성능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상지보조기구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개발된 기구를 사용하였다. 피험자는 복강경수술을 실시하는 의사로서 5인의 심층면접과 1인의 수

술과정 관찰을 통해 의복의 요구 성능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로 두 번째 단계인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였고 세 번째로,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실험복 1을 시중에서 판매하는 의복에 기기를 설치한 후, 의복으로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다.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3번째 단계인 디자인의 제시 과정으로 돌아가서 실험복 2에 

관한 디자인 개발과정을 반복하였다. 실험복 2는 Stretch Fabrics Pattern Making (Keith 

Richardson, Fairchild Books. The U.K.)에서 제시하는 신축성원단의 제도법과 Julie Ltd. (Canada)

의 Skate Clothes Pattern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Yuka apparel CAD system으로 설계한 후 CLO 

3D프로그램에 로딩, 3차원 시뮬레이션하여, 의복의 맞음새, 공극량, 의복압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심층면접을 통해 피험자군은 앉거나 선 자세로 수술을 진행하며 신체 전체의 움직

임이 없이 주로 상체와 팔의 움직임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시간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 허리, 

목, 어깨 등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용자 요구성능은 심미성, 기능성 및 활용

성, 관리편의성의 세 가지로 분류되었다. 심미성은 단순하지만 다른 의사와는 차별성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원했으며, 기능성 및 활용성의 요구성능은, 신속한 착탈의가 용이한 형태여야 하며, 신

체활동 및 자세의 제한이 없어야 하고 의복이 가벼워야 하며 땀으로 인한 불쾌감을 느낄 수 없

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편의성은 잦은 고압, 고열세척 및 강한 약품 세정에 견딜 수 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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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내구성이 요구되었다. 실험복 1은 기구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주요목적으로 기성제

품에 상지보조기구를 부착하여 기능성을 실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나, 의복으로서의 요구

성능의 실현은 낮았다. 실험복2는 실험복 1의 피복인간공학적 관점에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

작되었다. 대상 피험자가 실험복 1의 착용한 후 도출된 수정사항을 바탕으로 실험복 2의 디자인 

방향이 설정되었고, 디자인 설계를 하였다. 디자인은 올인원 형태로 착탈의가 편하게 설계되었으

며, 상지보조기구의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성 루프가 외부로 돌출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CLO 3D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 의복의 맞음새 및 공극량, 의복압을 평가하였다. 

맞음새의 경우 신축성이 없는 루프가 지나가는 부분과 하의 밑단부분에서 지나치게 타이트하다고 

판명되었으며, 공극량의 경우는 어깨(134.05%), 전완(121.05%), 허벅지(117.8%)에서 기준치수인 

120%보다도 크게 나오거나 비슷하게 나와, 의복의 여유량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복압의 경우, 전완(70Kpa), 허벅지(59.06Kpa), 어깨점(34.04Kpa), 엉덩이 돌출점 (33.93Kpa)

에서 의복압의 기준 범위가 0에서 100Kpa이란 점을 감안하여도,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극량과 의복압이 높게 나오는 부분은 의복으로서 불편함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턴

의 수정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설정된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실제제작 전 3차원 시뮬레이션 및 평가를 통해 패

턴제도법의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제작 및 평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

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 다음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의복의 실제 제작 및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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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남ㆍ북 지역과 한국 30대 성인 여성의 체형 비교연구

1. 서론

최근 한류 스타일이 중국에서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석혜정, 2006). 한국 패션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끊임

없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으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패션 브랜드에 대한 중국 소비자들의 반

응을 살펴보면 디자인 만족도는 높지만 맞음새와 여유량에 대해서는 높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

다(석혜정, 2006). 따라서 한국 패션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국 

여성의 체형 특성 및 치수 특성을 파악하여 현지화(Localization) 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YongMin. Li, 2015).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의 비교 연구들은 비교적 데이터 획득이 용이한 소비자 만족도, 인지도 

등 마케팅 분야의 연구가 많았으며, 인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체형 비교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의 체형 연구는 인구가 많은 북경과 상하이 거주 20대 여성을 연구 대상

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 고유의 지역적 체형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외래 인구의 유입이 적은 남ㆍ북 지역의 도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여성은 성장기가 지난 후 30대에 출산 등으로 급격한 체형 변화를 겪게 되며(박수향, 2004), 

이러한 체형의 변화는 기성복 맞음새 불만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남ㆍ북 지역의 30대 성인 여성과 한국의 30대 성인 여성의 체형을 

비교ㆍ분석하여, 중국과 한국 여성의 체형적 특성 및 차이점을 밝히고 한국 의류 기업이 중국 시

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30~39세 성인 여성으로 중국 남부지역 창사(ChangSha), 헝양(HengYang), 구이린

(GuiLin) 200명, 중국 북부지역 지닌(JiNing), 씽태(XingTai), 신향(XinXiang) 200명과 한국 202명

으로 총 602명이다. 분석에 사용된 치수는 높이항목 5개, 너비항목 4개, 두께항목 3개, 길이항목 

3개, 둘레항목 4개, 몸무게의 총 20개의 측정 치수와 BMI, WHR, 드롭치, 편평율, 각 측정치와 

키의 비례치 등 계산항목 26개로 총 46항목이다. 

데이터 분석에는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일원분산분석(ANOVA)과 교차분석, 

빈도분석 실시하여 중국 남ㆍ북 지역과 한국 성인 여성의 체형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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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연구결과 중국 남ㆍ북 지역과 한국 30대 성인 여성의 모든 측정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한국 여성은 중국 여성보다 키가 크고, 엉덩이높이, 허리높이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둘레와 

두께항목은 중국 북부지역 여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중국 남부지역 여성은 한국 여성과 비슷

한 체형이지만 한국 여성의 둘레와 두께항목이 가장 작게 나타나 가장 슬림한 체형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계산항목의 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여성의 BMI, 젖가슴편평율, 허

리편평율은 중국 남부지역의 여성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한국여성의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드롭치가 가장 크게 분석되었다. 한국 여성의 엉덩이높이/키 치수치과 허리높이/키 

치수치는 중국여성보다 높게 나타나서 한국 여성의 하반신이 더 긴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 

KS K 0051:2009에서 드롭치(엉덩이둘레과 가슴둘레의 차)에 의하여 제시하고 있는 상의용 체형분

류를 적용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드롭치 14~3(-1)의 H체형이 52.3%, 드롭치 

3~9(6)의 N체형이 38%, 드롭치 9~21(12)의 A체형이 9.7%의 분포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는 N체

형이 4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H체형 28.7%, A체형 21.8%의 체형 분포를 보여서 중

국과 한국 여성의 드롭에 의한 체형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 남ㆍ북 지역의 30대 성인 여성 체형을 분석하고, 중국 남ㆍ북 지역과 한

국 여성의 체형 차이를 파악하여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의류 기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의류 기업의 패턴 설계 및 사

이즈 체계 설정 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교대상인 중국의 

지역을 더 확대해서 중국의 행정구역인 6구역으로 나누어 데이터를 획득함으로써 비교지역을 중

국 동ㆍ북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의류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세분화된 현지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중

국 6개 지역에 따른 체형 차이 및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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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서울대, 3)인하공대 남성용 런닝 컴프레션웨어의 유산소성 수행능력 검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적인 컴프레션웨어는 만성혈관질환환자의 혈류개선을 위해 개발된 의료용 의복이다(Porter 

et al., 1995; Raju et al., 2007). 런닝에 사용된 컴프레션웨어는 초기에는 단순한 밀착의복으로 

낮은 공기저항계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Brownlie et al., 1987)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인체에 압박을 가해 의료용 압박의복과 같은 혈류개선효과를 얻거나 소재의 탄성을 이용해 근육

의 수축력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신 컴프레션웨어의 착용이 유산소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혈류 개선을 위한 하지부의 점진적인 압박(graduated compression), 근육의 Stretch- 

Shortening Cycle(SSC) 강화를 위한 탄성 밴드 프린팅을 실시한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사이의 유산소성 수행능력과 3km 트랙 런닝 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런닝 동호회 활동중인 20대 남성 20명으로, 10명은 전신 컴프레션웨어를 

착용하였고 다른 10명은 압박이 가해지지 않는 반팔, 반바지 운동복을 착용하였다. 실험실 내에

서 부르스 프로토콜(bruce protocol)을 사용한 트레드밀(treadmill) 실험을 통해 최대산소섭취량, 

운동지속시간, 안정시심박수, 최대심박수, 무산소성역치를 측정하였으며 야외 런닝 트렉에서 3km 

런닝을 실시하여 기록을 비교하였다. 통계적 유의차는 t-검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부르스 프로토콜(bruce protocol)을 사용한 트레드밀(treadmill) 실험 결과 최대산소섭취량, 운

동지속시간, 무산소성역치의 세 항목 모두에서 컴프레션웨어 착용집단의 측정치가 더 높아 통제

집단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t-검정에서도 유의차가 발생하였다. 안정시심박수와 최

대심박수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았다.

3km 런닝에서는 컴프레션웨어 착용집단이 평균 897.30±156.90초, 통제집단 평균이 917.90± 

152.94초로 컴프레션웨어 착용집단의 런닝시간이 더 짧았으며 t-검정 결과 통계적인 유의차가 발

생하여 기록 단축이 확인되었다.

컴프레션웨어는 운동으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근육의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을 향상시키는 효과

로 인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Troynikov et al., 2010; Troynikov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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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젖산회복률에도 도움을 주므로(Rimaud et al., 2007) 본 실험의 런닝 운동 시의 유산소성수

행능력에서도 이러한 컴프레션웨어의 착용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컴프레션웨어를 착용하는 것이 유산소성 수행능력의 향상을 가져와 런

닝 운동 시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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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속싸개용 원단의 기능성 가공 적용 연구

전 세계 유아동 용품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로 2007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이 55%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아용품 시장의 고급화, 차별화, 경제적 소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유아용 아이템

의 융합, 다기능 탑재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육아에 있어 부모들이 야간에 

잠을 못 자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1). 이는, 신생아가 자다가 팔다리를 뻗치는 

모로반사에 따라 스스로 잠을 깨는 특이현상과 성인과 달리 체온조절체계가 미숙하여 체온 조절

에 어려움이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Kim et al. 2011). 이에, 야간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체온유지를 위한 의복에 적용되어지는 가공 물질인 상전이물질(PCM, 

Phase Change Materials), 즉 온도 변화에 따라 상변화를 일으켜 열흡수나 열방출로 인체에 냉각 

및 보온 효과를 부여하는 물질의 적용으로 온열생리적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Kim et al, 200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온열생리적 특성에 따라 0~12개월 유아의 필수품인 속싸개 제품

에 적용할 수 있는 체온조절 기능성 원단 가공 방법을 연구하고자 적절한 PCM 가공 물질과 가

공 농도, 조건을 실험을 통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0~12개월 유아의 온열생리적 특성의 경우 Park(2000)의 연구와 Lee(2014)의 참고문

헌을 통하여 유아는 27~32℃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인체의 무해하다고 검증된 32℃에서 발

현하는 노나데칸 PCM 가공물질을 선정하였다. 원단 가공을 위한 연구의 실험 과정은 PCM(non-

adecane) 가공제의 농도를 각각 5%, 10%, 15%, 20%, 30% 농도에 대하여 Padding 바인더 5%를 

교반하여 사용하였으며 Pad-Dry-Cure과정으로 160℃에 2분간 Curing 하여 제조하여 시차주사열량

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Perkin Elmer :DSC)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료의 내세탁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탁조건은 가정용 드럼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40℃, 25분) 헹굼으로 하여 1, 3, 

5, 10회 반복 세탁하였으며 직물의 내세탁성을 주사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로 관찰하였다. PCM원단의 DSC 분석 결과 PCM 5%는 1.511J/g, 10%는 2.864 J/g, 15%는 

5.003J/g, 20%는 7.368J/g, 30%는 11.73J/g의 값을 나타내어 온도 조젤 기능이 발현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로써, 국내 0~12개월 유아용 속싸개 의류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체온유지 기능성 소

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관련 제품에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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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위 원: 김민균(유스하이텍), 김성민(서울대), 김영삼(중앙대), 김차현(경희대), 

김혜림(숙명여대), 나영주(인하대), 노정심(상명대), 도월희(전남대), 박민정(이화여대), 

박순지(영남대), 박창규(건국대), 양정은(대구카톨릭대), 윤혜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선희(동아대), 이주영(서울대), 이진화(부산대), 이효진(전북대), 임은혁(성균관대), 

임호선(숙명여대), 주정아(전주대), 홍경화(공주대)

(가나다 순)

▣ 구두 발표자 유의사항

(1) 발표자 및 시간을 확인해 주십시오.
(2) 발표 시작 20분 전까지 발표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3) 발표시간은 12분, 토의 3분입니다.
(4) 시간 내 발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5) 타종은 발표 종료 2분전에 한번, 종료시간에 2번, 토의 종료시간에 3번 울립니다.
(6) 빔프로젝터 사용하는 발표자는 각 발표장에서 노트북과의 호환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 발표자 유의사항

(1) 포스터의 크기는 80cm (가로) x 120cm (세로)입니다.
(2) 상부 20cm에는 제목, 발표자, 소속을 기재해 주십시오.
(3) 발표시간은 16:00~16:20입니다.
(4) 발표자는 9시부터 10시까지 지정된 패널에 포스터를 게시해 주시고 16:00부터 자신의 포스터 앞에 대기하여 

설명, 토론하여 주십시오.
(5) 포스터 발표시간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포스터는 우수논문 발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 투고 시 1인 사독 

면제 혜택이 없습니다.

▣ 디지털 패션 작품 참가자 유의사항

(1) 본 초대전에 출품을 위해서는 학회 참가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작가가 여러 명인 경우, 최소 1인은 
참가비를 내셔야 합니다. 학회 참가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도록 및 출품확인서 발송이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전시물(A2 사이즈, 420 x 595 mm)은 학회에서 출력해 놓을 예정이오니, 학회에 참석하는 출품자는 
오전 11시 30분까지 도록 2권을 수령하시고, 본인이 직접 지정 패널에 전시물을 게시하셔야 합니다.

(3) 전시물은 전시 이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시가 끝난 시각 이후에는 반출하셔도 
됩니다.

(4) 우수작품상 시상은 우수논문 및 작품상 시상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며, 불참석자는 수상자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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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마켓,
마이크로트렌드를입다 -


	빈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