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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산업을 중심으로





초대의 글
 

존경하는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새 생명이 시작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을 낭만의 도시 부산에 

위치한 부산대학교에 초대합니다. 

패션산업은 의류를 포함하여 잡화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잡화시장의 매출은 의류

시장 못지않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신발산업은 잡화시장의 핵심영역으로 고령화 시대의 고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부산은 신발산업에 관련된 인력 및 시설 인프라가 집중되

어 있는 지역이므로, 2018 춘계학술대회는 ‘Local to Global: 신발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신

발산업에 대한 집중 조명을 하고자 합니다.

기조 강연으로는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의 김명훈 박사님의 ‘신발산업의 현황과 글로벌 진출’, 

파크랜드제화의 이재철 전무님의 ‘신발산업의 비즈니스와 스마트 생산시스템’을 준비하였고, 한국

신발피혁연구원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신발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을 하는 특별 세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잡화시장에서의 해외 취업진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패션시장의 확장과 해외취

업진출 전략’이라는 특별 포럼을 구성하여 각 업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의 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2018 디지털패션 작품 초대전’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각 분과별 구두발표

와 포스터발표를 통해 약 119편의 최신 연구논문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연구소, 기관,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들과 학술대

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 학, 연, 

관 상호간의 의미있는 교류와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국의류산업학회는 지속적인 패션산업의 발전과 이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학계 뿐 아니

라 관련 업계, 연구소, 기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연구 및 사업을 

모색하며, 회원 여러분들께 보람되고 유익한 소통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 5.

회      장 한성대학교 채 진 미

조직위원장 부산대학교 이 진 화



축사
 

한국의류산업학회가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우리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학회 회원 여러분의 부산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의류산업학회는 1998년 설립된 20년 역사의 전통 있는 학회로 

한국 의류학의 학문발전과 의류 산업의 기술 진보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의류산업은 세계 패션 동향을 선도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첨단 기술과 사회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는 열린 사고를 기반으로 한 융합과 소통 능

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무궁무진한 성장가능성을 가

진 분야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브랜드 ZARA(자라)의 성공이 이를 증명합니다. ZARA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수량을 맞춤 생산하고, 고객에게 가장 빠르게 제품을 공

급하는 ‘소량생산 적기판매(Just in Time)’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빅테이터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작은 제조 공장에서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 88개국에서 2,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패션 글로

벌 브랜드가 되었고, ZARA 창립자인 아만시오 오르테는 세계 10대 부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의류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변화와 개혁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산학연의 발전적 협력을 고

민하고, 의류 산업과 관련 신발 산업의 발전적 연계를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지역은 신발산업의 대표 도시로서 70~80년대 신발 산업의 성장과 수출을 통한 

산업보국(産業報國)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부산시에서 다시 신발산업을 부흥시키고 재도약

하기 위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Local to Global: 신발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통해 세계 속에서 한국



의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좋은 전략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패션

과 신발분야의 전문 인재를 발굴하고 한국의류산업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

니다. 

앞으로도 한국의류산업학회가 우리나라 의류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채진미 한국의류산업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드리며, 학회와 회원 여러분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19.

부산대학교 총장 전 호 환



인사말씀
 

한국의류산업학회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회장, ㈜콜핑 박만영입니다.

2018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의류산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

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개최 된다는 점에서 큰 격려를 보냅니다. 특히, 

행사준비에 애를 써주신 채진미 학회장님과 박승현 한국신발피혁연구원장님, 그리고 실무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부산대학교 이진화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은, ‘상상’을 현실화하려고 온몸을 던진 창조적인 선각자

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상상을 현실로’ 바로 연결시키는 

4차산업혁명의 키(key)를 ‘융합’이라는 화두에서 찾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융합’

에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답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류산업은 지난 60여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섬유소재의 프리미엄화’, 

‘섬유패션제품의 스마트화’, ’섬유패션업계의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해 글로벌 섬유패션 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그 희망의 길을 여는 교두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싱그러운 5월의 향기가 가득한 날에 여러분의 앞날에도 향기가 넘치는 따뜻한 봄날이 되기

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회장 박 만 영



축사
 

오늘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로 이 자리에 모이신 회장님 이하 회원 여러분을 환영

하며 ‘Local to Global: 신발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이곳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세계 신발산업의 중심이었으며 지금도 세계 최고의 신발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

산에서 신발이란 주제를 가지고 학술대회를 개최함을 신발산업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회의 

외연을 확장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ㆍ외 귀빈 여러분 현재의 신발산업은 보다 저가이면서도 가볍고, 기능적인 섬유소재가 전

통적인 가죽소재를 대체하고 있으며 섬유소재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주도형 신발제품들

이 산업을 리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발산업과 같은 패션산업의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더불어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

기 위한 혁신의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 신발산업이 이러한 혁신과 기술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부산에서 열리는 ‘Local to Global: 신발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는 이 지역산업을 위해서도 무척 소중한 내용이면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 우리 신발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의미있는 학술대회를 준비하신 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국의류

산업학회가 관련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더욱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19.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원장 박 승 현





2018 한국의류산업학회 춘계학술대회

“Local to Global: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일시: 2018년 5월 19일 (토)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장소: 부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

일  시 발 표  및  내 용 비  고

제1부
09:30~
12:00

09:00~
10:00 등록 및 교재배부

10:00~
10:25

개회사
국민의례
학회장인사: 채진미(한성대)
축사: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회장
사회: 이진화(부산대)

본관 3F
대회의실

10:25~
10:30

공로상 시상: 최경미 전 한국의류산업회장(동서울대)
사회: 이진화(부산대)

10:30~
11:10

제1부 특별강연
주제: 신발산업의 현황과 글로벌 진출
발표: 김명훈 박사(한국신발피혁연구원)ㆍ토론: 김호정(경성대)

사회: 박창규(건국대)

11:10~
11:50

제2부 특별강연 
주제: 신발산업의 비즈니스와 스마트 생산시스템
발표: 이재철 전무(파크랜드 제화)ㆍ토론: 이정순(충남대)

사회: 이선희(동아대)
12:00~
13:30

중식 
이사회의                                           사회: 노정심(상명대)

NC
6F 반궁

10:00~
16:00

제 4회: SFTI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 
                                     사회: 박순지(영남대) 3F Hall

제 2 부
13:30~
17:30

13:30~
15:00

특별포럼
주제: 한국패션시장의 확장과 해외취업진출 전략
발표: 최유리 대표(RIJI 대표)ㆍ토론: 김칠순(경희대)

김수호(변리사)ㆍ토론: 추호정(서울대)
류문상(호서대)ㆍ토론: 박은경(인천대)

사회: 류문상(호서대)

본관 3F
대회의실

15:00~
16:00

연구논문 구두 발표
제1발표장: 패션디자인             좌장: 함연자(동의대)
제2발표장: 패션마케팅 및 의상심리 좌장: 김문영(계명대)
제3발표장: 의복과학               좌장: 김성민(서울대)

세미나 
301실
304실
306실 

15:00~
16:30

신발산업 특별세션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발산업과 대응방안

발표1: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발산업의 현황
발표: 박창규 교수(건국대)

발표2: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사례
발표: 문광섭 박사(한국신발피혁연구원)

발표3: 3D 기술을 이용한 신발산업 적용 방안
발표: 주경식 본부장(유스하이텍)

사회: 유화숙(울산대)

본관 3F
대회의실

16:00~
16:30

연구논문 포스터 발표 및 심사
총괄: 이명희(부경대) 1F Hall

16:30~
17:30

임시총회
우수논문상 및 디지털패션 우수 작품상 시상

사회: 노정심(상명대) 본관 3F
대회의실경품추첨

폐회사                               
사회: 윤성욱(대한상공회의소)



연구논문 발표(구두)

시간
패션디자인(장소: 301호)

좌장: 함연자(동의대)
토론: 박은경(인천대)

양정희(창원대)
박주희(국민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20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유스컬처에 관한 연구

- 러시아 디자이너 고샤 루브친스키와 티그란 아베티샨을 중심으로

정아름, 전재훈

(서울대)

15:20~15:40 경편직물(더블라셀)의 설계 및 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최영석, 류성훈, 최경미

(영우씨엔아이)

15:40~16:00 이키(粋)를 반영한 고소데(小袖)의 복식미 연구
최무석

(부경대)

시간
패션마케팅 및 의상심리(장소: 304호)

좌장: 김문영(계명대)
토론: 정인희(금오공대)

구양숙(경북대)
박은주(동아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20
패션 비주얼머천다이징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뇌 활성 비교

- 패션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형숙, 이진화

(부산대)

15:20~15:40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이 신뢰와 브랜드 만족을 매개하여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신향수, 이영선

(충남대)

15:40~16:00 해외여행객의 관광쇼핑가치 척도개발과 타당화
허희진, 추호정

(서울대)

시간
의복과학(장소: 306호)

좌장: 김성민(서울대)
토론: 김혜림(숙명여대)

윤혜준(생기원)
노정심(상명대)

제목 성명(소속)

15:00~15:20 상변이물질 적용 온도적응 소재의 성능 평가
최예지, 김은애

(연세대)

15:20~15:40 DLP 3D프린팅의 합성수지 종류에 따른 의류소재 물성
김슬기, 김혜림

(숙명여대)

15:40~16:00
스킨케어 섬유제품의 보습성능 시험법 개발

- Sweating guarded hotplate를 활용한 미세기후 측정방법

구현진, 박귀라, 정예리

(FITI 시험연구원)



연구논문 발표(포스터)

학술대회 당일 오전 9:00~11:00 사이 포스터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고, 발표시간에 발표자는 해당 포스터 앞에서 

질문에 응해야 합니다.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위원장 : 이명희(부경대)

포스터 우수논문발표 심의위원: 디자인- 이상례(동명정보대), 문윤경(성신여대)

마케팅- 김세희(부산경상대), 홍금희(신라대)

의복과학- 김혜림(숙명여대), 유화숙(울산대)

의류설계생산- 조윤주(진주교육대), 김주애(경상대)

장소: 1F Hall

디자인(23편), 마케팅(26편), 의복과학(35편), 의복설계생산(26편)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 DTP를 이용한 입체 문양 구현 가방 디자인 개발
김명옥, 이정순

(충남대)

P2
데님 패션에 나타난 장식적 디자인 경향 분석

- 2014 S/S~2018 F/W 여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이경림, 박숙현

(경성대)

P3 패션 광고에 나타난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
박주하, 전재훈

(서울대)

P4 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연구
이아름, 노윤선

(동서대)

P5 기하학 무늬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양정희

(창원대)

P6 뉴미디어 패러다임에 따른 현대패션의 디지털 특성
김동욱, 권미정

(부산대)

P7 마틴 마르지엘라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 분석
유현정, 김정미

(부경대)

P8
멀티 컨버터블 기능의 퍼포먼스 라인 데일리 이너웨어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조은정, 이윤영, 정삼호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P9 모듈형 텐트의 연결 구조에 관한 연구 

사아나, 김동인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제이디자인웍스)

P10
무봉제 입체 자동차 시트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 시트 구조 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윤영, 김덕래, 문홍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용산)

P11 서양 패션과 중국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연구
강란영, 박주희

(국민대)

P12 스키타이인의 머리모양에 대한 연구
장영수 

(경주대)

P13 영화 <작전명 발키리>에 나타난 나치제복
감동환, 권미정

(부산대) 

P14 자연적 모티브를 활용한 캐주얼 캠핑 텐트용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사아나, 주호동, 이왕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젠텍스)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15 조선시대 노리개를 응용한 스카프 디자인 개발 연구
서민경, 노윤선

(동서대)

P16
패션 유투브에 나타난 밀레니얼의 세대적 특성

- 한국계 미국인 패션 유투버 Jenn Im을 중심으로

박선양, 전재훈

(서울대)

P17 해외 컬렉션에 나타난 고프코어(Gorpcore) 트렌드 분석
이지선, 전재훈

(서울대)

P18 현대 페이크 패션에 나타난 명품가방 패러디 
허은주, 홍미정

(계명대)

P19 현대패션에 차용된 아메리카 미술과 민속복식
유수, 권미정

(부산대)

P20 살롱(salon) 문화에 영향을 받은 여성복식 연구
신파람, 이효진

(전북대)

P21 애니메이션 코스튬 플레이 의상 패턴 연구
김가현, 이효진

(전북대)

P22 중국 20대 여성의 의복 스타일 선호도와 한국 패션브랜드 구매특성
신철원, 김차현

(경희대)

P23
｢밀레나 카노네로｣의 영화의상에 나타난 시대의상의 재해석 연구

- <타이투스>(1999)와 <마리 앙투아네트>(2006)을 중심으로

이지형, 권미정

(부산대)

P24
미아방지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패션제품 개발 

사례에 관한 연구

전민지, 오희선

(부경대)

P25 쇼핑몰 웹사이트 배경색이 패션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이은정

(국민대)

P26
제품 관여도에 따라 뷰티 유튜버 특성이 준사회적 상호작용 및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정작, 박민정

(이화여대)

P27
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의 CSR 기부 참여의도가 소셜 기부 참여 의향과 

기업과의 연결에 미치는 영향 -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이소민, 박민정

(이화여대)

P28
SNS 이용동기와 또래비교가 패션제품 상징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인민감성의 매개효과

손용희, 박민정

(이화여대)

P29
셀피 현상이 외모의 사회비교, 사회문화가치의 내면화, 

외모 존중감, 신체왜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승현, 박민정

(이화여대)

P30 초등학생들의 온·오프라인 화장 정보와 활용에 관한 연구
이호정, 오희선

(부경대)

P31 다이어트 식품의 재구매의도 결정 요인
정수목, 여은아

(계명대)

P32
도덕정체성이 업사이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구매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교연구

여은아

(계명대)

P33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명품브랜드의 SNS마케팅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 2030 소비자를 중심으로

박원창, 구영석

(부산대)

P34
성수 수제화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 수제화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산업 경쟁력 인식 중심으로

차남수, 이윤정

(고려대)

P35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프웨어에 관한 인식 연구
이아름, 이진화

(부산대)

P36

신발산업 인재육성에 대한 사례연구

- 경성대학교 ‘신발산업 Global Business 핵심역량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 

사례를 중심으로

서영순

(경성대)

P37
신발산업 트렌드 현장 분석

-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김승관, 이정국, 정승엽

(경성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38
온라인 추천 상품 제시방법이 웹사이트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상호작용과 구색 다양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하경, 안서원

(서울과학대)

P39 유아의 성장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유아동복 디자인 개발

곽지혜, 김지애, 

응오티마이응옥, 장혜수, 

진자희, 김문영

(계명대)

P40 유아의 성장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유아동복 요구도 조사

김지애, 곽지혜, 

응오티마이응옥, 장혜수, 

진자희, 김문영

(계명대)

P41 인스타그램의 패션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특성에 대한 연구
서예진, 오희선

(부경대)

P42

추천 서비스 개인화 품질과 추천 원천의 유사성이 

온라인 추천 서비스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윤남희, 이하경, 장세윤

(한국패션유통정보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

P43 패션업체의 주가지수와 실물경제(실물시장규모) 및 경제심리지수 간의 관계
권기용, 추호정, 최윤정

(서울대, 목포대)

P44 오픈마켓의 품질요인이 사용자 만족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담소, Tan Xiao, 박민정

(이화여대)

P45 4차 산업혁명시대 의생활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이은희

(원광대)

P46 정보원 이용에 따른 소비자 특성 및 패션 명품 구매의도의 차이
박은주, 강은미

(동아대)

P47 방호복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요구도

정인희, 한재혁, 이상권, 

박현희, 추교진, 김효대

(금오공대, 경북대, 

㈜새날테크텍스)

P48 방호복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현희, 정인희

(경북대, 금오공대)

P49 1인 가구의 홈 스타일링에 대한 인식 및 홈 텍스타일 선호 연구
채민기, 구영석

(부산대)

P50 중ㆍ장년 여성의 하지 부위별 가압 시 혈류량 및 혈류속도에 미치는 효과
김남임, 홍경희

(충남대)

P51
Customization이 가능한 E-Textile Construction Kits의 Glove형 디자인 

개발 Wearable Gaming Input Device로의 적용 연구

편하영, 김준영, 이정현, 박창규

(건국대)

P52 스포츠 웨어용 흡한속건 및 투습방수 소재의 의류외관 특성과 형성성능
김현아, 구혜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3 피트니스웨어 설계를 위한 고령 여성의 체표면 변화 분석
김동미, 전은진, 유희천, 김희은

(경북대, 포항공대)

P54
3D 모션캡쳐를 이용한 인체 체표면 변화 데이터 기반의 액티브 바이크 

웨어 설계에 관한 연구

김민지, 김승희, 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55 3D 프린팅 레이스 복합직물의 역학적 특성 및 세탁성 평가
이선희

(동아대)

P56 Polypropylene 복합방적사의 섬도와 혼용율에 따른 물성

김정화, 김명옥, 우호우, 

진미서, 이정순

(충남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57
Review of Compensatory Fashion-related Consumption and Mental 

Health

Jeong-Ju (Jay) Yoo, 

Seahee Lee

(Departmen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Baylor 

University, USA, Ewha 

Womans University)

P58 녹차 염색 시 라카아제 촉매 활성에 의한 효과
이혜빈, 송지은, 심의진, 김혜림

(숙명여대)

P59
발포제 혼합에 따른 바이오매스 기반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계 발포폼의 물리적 특성

상정선, 박은영, 오경화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중앙대)

P60 소귀나무 수피(양매피)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의 염색성과 기능성
이정은

(부산대)

P61 스노보드 손상 및 보호대 착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희란, 홍경화

(충남대, 공주대)

P62 스마트 의류의 Labeling 표준화를 위한 연구
김선우, 박창규

(건국대)

P63
에어로젤을 활용한 일상복의 개발 동향

- 인터넷 정보를 중심으로

두잉, 김희은

(경북대)

P64
자동차 시트 체압분석을 위한 섬유기반 정전용량 센서 개발 및 자동차 

시트 착좌에 따른 체압변화 측정에 관한 연구

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65
정보과부하와 유사성 회피에 따른 온라인 추천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적합성 지각의 차이

장세윤, 윤남희, 이하경

(한국패션유통정보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

P66
컨조인트 방법을 이용한 패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서의 

최적 서비스 모형에 관한 연구

이혜민, 박창규

(건국대)

P67 탄성회복이 우수한 고무 복합체 특허 분석
정유진, 박차철

(동서대)

P68
트라이애슬론 경기복 개발을 위한 동작별 체표면 변화 고찰

- 사이클 동작 중심으로

김신아, 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69
패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서의 소비자 특성에 따른 셀프디자인 선호 

수준에 관한 연구

이소연, 박창규

(건국대)

P70 황련 염색직물의 기능성 발현을 위한 키토산과 탄닌 처리 효과
류수진, 배현숙

(창원대)

P71 Direct DTP 전처리 공정 조건에 따른 소재별 발색성 및 견뢰도 분석
최진영, 손경태, 최재영

(신풍섬유(주))

P72 Quebracho염색 면직물의 열발색과 화학적 산화
최은영, 장정대

(부산대)

P73 환원당을 이용한 양모의 염색
이지연, 장정대

(부산대)

P74 화학적 산화를 이용한 견직물의 녹차카테킨 염색
이수정, 장정대

(부산대)

P75 새로운 천연염료로서 참죽나무 심재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현유진, 장정대

(부산대)

P76 시판 방호복의 착용감 평가에 관한 연구
권주연, 한재혁, 정인희

(울산과학기술원, 금오공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77

한랭환경에서의 의복착용 시스템 연구

- 0±1℃, 50±5% RH 환경에서의 스포츠레저용 보온소재개발 및 

온열생리반응평가

김태규, 송민규, 이창민, 권오경

(대구예술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B.S.G. 기술연구소)

P78 아로니아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 및 활성 분석

우호우, 김명옥, 진미서, 

김정화, 이정순

(충남대)

P79 캥거루 케어제품 소재 인장특성 개발에 관한 연구 
윤혜준, 안재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80 장·단섬유 다중복합사를 활용한 고기능성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

안지원, 박창숙, 윤혜준, 안재상 

(창우섬유(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P81 아이라이너용 PBT 인조모 및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 

안재상, 윤혜준, 신희영, 손은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영에이치앤비, 부천대)

P82 스마트 의류용 텍스타일 케이블 전송선 개발
노정심, 임효빈

(상명대)

P83 요철구조가 랜덤배열 된 와플직물의 보온성 분석
최재영, 손경태

(신풍섬유(주))

P84

유럽예비표준(CEN) 압박등급 Ⅱ를 만족하는 차등압박형 레그기어 착용이 

근피로 회복에 미치는 영향

- 의복압 및 혈중 젖산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사아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P85
어깨 경사도에 따른 소매 유형별 블라우스의 착의 평가 연구

- 세트인, 래글런, 기모노를 중심으로

신혜미, 이명희

(부경대)

P86 3D 프린팅 패드를 이용한 낙상 보호 팬츠 설계
박정현, 정희경, 이정란

(부산대)

P87 3차원 인체 형상 랜드마크 표준화
김서우, 남윤자

(서울대)

P88 3차원을 활용한 스포츠 브래지어 개발
김소영, 홍경희

(충남대)

P89 CAD/CA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의복제작공정 자동화
강영훈, 강민주, 김성민

(서울대)

P90 경북북부권 친환경 직물의 특성을 활용한 발전방안연구
김희숙, 권미정, 임형규

(안동대, 부산대)

P91 국내 시판 Face Sheet Masks 분석
문지현, 전은경

(울산대)

P92
국내·외 플러스 사이즈 인터넷 쇼핑몰의 여성 치수 분석

- 여성상의 니트웨어를 중심으로

임주연, 김동은

(이화여대)

P93 기능성 스키웨어의 대학생 이용실태
박우제, 구영석

(부산대)

P94 브래지어 탑의 어깨끈 디자인에 따른 의복압과 주관적 선호도 비교 
박소영, 홍경희, 이예진

(충남대)

P95 비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전후의 치수변화 연구
김남순, 신선미, 최진, 도월희

(전남대)

P96 소매 패턴의 각도에 따른 운동기능성과 외관 평가 
박선희, 엄란이, 이예진

(충남대)

P97 스포츠클라이밍 인지도 및 의류 착용실태 조사
문경보, 이정란

(부산대)



순번 제 목 성명(소속)

P98 시니어 남성 기성복 제작용 드레스폼의 피팅 적합성 연구 
도월희, 최은희

(전남대) 

P99
액티브에이징 세대를 위한 뉴시니어 여성 체형 DB구축 및 가상 핏팅을 

통한 3차원 착의평가

김승희, 소근아, 안동현, 

하주영, 박순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와이앤피, 

호신섬유(주), 영남대)

P100 인견의 천연염색을 활용한 친환경 의류제품 개발
김희숙, 구진숙, 서태순

(안동대)

P101 스마트의류기술을 활용한 중국배자의 축제의상 개발
김희숙, 고주영, 송환아, 왕이

(안동대)

P102 컴프레션 이너웨어의 보정효과에 대한 분석

이정은, 신가영, 최세린, 

오민웅, 도월희

(전남대, (주)미즈라인)

P103 타이트핏 여성 스포츠 상의제품 생산현황조사
전미화, 장정아

(부산대)

P104 노년기 여성 모자개발을 위한 머리형태 분류
최경미, 류영실, 전정일, 김인화

(동서울대, 인하공대, 수원대)

P105 성인 여성의 네일 관리와 시판 네일 팁 구매현황 및 만족도 조사
김하은, 박현정, 도월희

(전남대)

P106 한국인 60대 노년 여성의 표준 머리형상을 기초로 한 모자 기준패턴 개발
최경미, 전정일, 류영실, 김인화

(동서울대, 인하공대, 수원대)

P107 스포츠 브래지어의 하변 밴드 설계에 따른 의복압과 주관적 착용감 비교
엄란이, 이희란, 이예진

(충남대)

P108 소형견 의류 사이즈체계 개발

한설아, 이유미

(㈜디자이너인더스트리,

한양여자대학교)

P109 중동 여성복 치수조건표 개발
최주영

(㈜C&BOKO)

P110 40~50대 비만체 중년여성의 체형유형에 따른 상의원형 개발의 연구
김수정

(안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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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유스컬처에 관한 연구:

러시아 디자이너 고샤 루브친스키와 티그란 아베티샨을 
중심으로

1. 서론

과거의 패션계는 특정 패션 강국 디자이너들이 두각을 나타낸 반면, 오늘날의 패션계는 다양

한 국가 출신의 디자이너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패션 트렌드를 이끄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그 주축을 이루어 온 스트리트 패션의 영향에 힘입어, 

이 패션의 주 소비계층인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감성을 잘 표현해낸 러시아 문화권의 디자이너

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90년대의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에서 청년기를 보낸 포스트 페레스트

로이카(Post-perestroika) 세대로서, 그 시대적 감성에서 영감을 받아 그들의 패션 작품에 표현하

고 있다(Lee, 2016). 또한 공산주의의 추억을 바탕으로 하되, 새로운 서양문화의 수용으로 형성된 

그들만의 특수한 미적 정서와 개성을 표현하면서 서구 패션 시장에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Son, 2015). 청소년기에 구소련의 붕괴와 사회적 혼란을 겪으며 자라온 이들은 포스트 소비에트 

문화를 표방하면서 낯설고 이국적인 러시아 감성을 담은 현대 유스컬처(youth culture)를 구축함

으로써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생경한 동구권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어 패션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Cho, 2017). 하지만 러시아 출신 디자이너들이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영역

이 현대 패션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러시아 출신의 고샤 루브

친스키(Gosha Rubchinskiy)와 티그란 아베티샨(Tigran Avetisyan)의 작품을 분석해 봄으로써 그들

의 패션에 나타난 현대 유스컬처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비주류 문화에 머물렀던 

청년 세대의 문화가 주류 문화로 부상하며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고, 비서구권 패션 디자이너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먼저 역사상 나타났던 유스컬처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러시

아 출신 디자이너인 루브친스키와 아베티샨의 사상 및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개인적․민족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두 디자이너의 패션 작품의 사례를 분석하

여 현대 유스컬처의 특성을 도출한 뒤, 기존의 유스컬처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밝혀내

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로 진행한다. 먼저 기존 유스컬처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

경 및 현상과 두 디자이너의 성장배경에 대한 연구를 위해 이와 관련된 전문서적, 학술지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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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 패션매거진 등을 참고하여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루브친스키

와 아베티샨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착장 사례 분석을 통해 현대 유스컬처의 특성을 파악해보고

자 하였다. 패션 작품의 사례는 루브친스키가 파리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인 2015 S/S부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 F/W까지의 총 197착장, 그리고 티그란 아베티샨이 패션계에서 처음 주목을 

받게 된 2012년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of Arts and Design, CSM) 

졸업 패션쇼부터 가장 최근인 2018 F/W까지 발표된 총 98착장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유스컬처란 젊은 세대들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의미한다(“youth culture”, n.d.).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청소년 문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도시화에 따른 복잡한 사회구조 내에서 청소년들

은 소외감, 좌절, 불안 등을 느끼며 지배적 가치로부터 이탈 행동의 양상을 드러내었다(Kim, 

1987).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현상을 패션으로서 표현하며 1940년대의 테디(Teddy), 1950년대의 

모드(Mods), 1960년대의 스킨헤드(Skinheads), 히피(Hippies), 1970∼1980년대의 펑크(Punks), 1990

년대의 힙합(Hiphop) 등의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 역시 사회․문화적 현실에 

대한 자신들만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고, 이러한 유스컬처의 특

성은 현대 패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킹 오브 더 유스(King of the youth)로 불리며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루브친스키는 현대 유스컬처를 주도하는 대표적 패션 디자이너이다(Nam, 2015). 모스크바에서 태

어난 그는 구소련의 해체를 경험하며 혼란스러운 격동기를 보낸 1990년대 포스트 소비에트 키드

로서, 그 시기에 겪었던 러시아 젊은이들의 방황을 담은 옷을 만들고 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의 

자유를 표방하고 자신의 뚜렷한 가치관을 풀어내면서 오늘날의 러시아 유스컬처를 가장 러시아다

운 것들로 보여주는 디자이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ick, 2017). 또 다른 러시아 출신의 디자이

너인 아베티샨 역시 루브친스키와 비슷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같은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랐으

며, 현재 가장 떠오르는 동구권 출신의 디자이너라고 불린다. 

이들 두 디자이너 작품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형태적인 측면에서 루즈핏과 오버사

이즈의 실루엣을 자주 선보였다. 신체에 밀착하지 않고 충분한 여유분을 준 실루엣을 통해 자유

로움과 활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색상은 두 디자이너 모두 무채색 또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컬러에 원색 또는 고채도를 조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여 시각적인 균형과 흥미를 유발하였다. 

소재로는 면, 데님 및 스포츠웨어에서 자주 쓰이는 기능성 소재 등을 사용하여 편안함과 활동적

인 느낌을 주었다. 디테일을 살펴보면 아베티샨의 작품에서 특정 의미를 담은 슬로건이 타이포그

래피로 나타나고, 루브친스키 역시 러시아문자가 프린트된 다양한 아이템들을 선보임으로써 그들

의 디자인에 신선한 감각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나타난 현대 유스컬

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배적인 기성문화에 대한 반항과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으로서 ‘저항성’이 표현되

었다. 아베티샨은 그의 2012년 CSM 졸업 패션쇼에서 ‘NO JOBS’, ‘STOP DREAMS’ 등의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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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로 레터링한 아이템을 선보이면서 청년들이 겪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2017 S/S∼2018 F/W 컬렉션에서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빠르게 변

화하는 패션계에 대한 저항으로써 동일한 스타일로만 구성된 룩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둘째, 기성세대와의 집단적 경계를 형성하여 젊은이들만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표현하기 위한 

‘집단적 동조성’이 나타났다. 루브친스키의 2018 F/W 컬렉션에서는 버버리(Burberry)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프레피룩 스타일의 더플코트와 힙합 장르에서 자주 등장하는 박

시한 핏의 좌우 비대칭 체크무늬 셔츠 등의 아이템을 선보였고, 이외에도 쇼트팬츠, 데님 소재, 

유아적 컬러와 빅 로고 및 프린팅 등을 사용한 아이템 등을 등장시켜 젊은이들의 세대적 정체성

을 나타내었다. 또한 착장 방식에 있어서도 티셔츠, 트레이닝 팬츠, 스니커즈 등의 캐주얼 아이템

과 자켓, 코트 등의 포멀 아이템을 믹스매치한 스타일들을 통해 형식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

는 청년들의 사고방식을 표현하였다. 

셋째, 이러한 집단적 정체성 이외에도 개인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개성의 표출’ 특성도 나타났

다. 이는 YOLO(You Only Live Once) 열풍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젊은이들이 집단의 가치관

보다는 개인적인 지위와 행복에 더욱 집중하는 오늘날의 유스컬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

베티샨의 2015 F/W 컬렉션에서는 반소매의 원피스 또는 쇼트팬츠에 어그부츠를 매치하였고, 루

브친스키의 2018 S/S 컬렉션에는 셔츠에 니트를 레이어드한 상의 또는 퍼 소재의 집업에 쇼트팬

츠를 매치함으로써 계절에 맞지 않는 부조화된 착장 방식을 보였다. 또한 아베티샨의 2015 S/S 

컬렉션에서는 모델이 가방 대신 옷을 담은 반투명 쇼핑백을 손에 들고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제시하였고, 루브친스키의 2016 F/W 컬렉션에서는 티셔츠의 소매, 바지 밑단, 벨트 등

이 이중으로 된 디자인을 선보임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청

년들의 가치관을 나타내었다. 

넷째, 기존의 유스컬처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실용성 및 현실성의 중시’이다. 허례

허식이 제거된 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듯 현재의 청년 세대들은 실용적이며 현실적인 패션을 선

호한다(Kim, 2017). 두 디자이너의 작품에도 이러한 특성들을 볼 수 있는데, 컬렉션 전체에서 트

레이닝복, 트랙수트, 후드티셔츠, 맨투맨 티셔츠, 패딩 점퍼, 아노락, 윈드브레이커, 레인코트 등의 

스포츠웨어가 다수 등장한다. 이는 스포티즘 트렌드의 영향을 받으면서, 의식적으로 잘 차려입기

보다 신경 쓰지 않은 듯한 편안하고 일상적인 옷차림을 선호하는 청년 세대의 현실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다섯째, 기존의 것을 혼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창조해내는 ‘재혼합 문화’의 특성이다. 특히 루

브친스키는 러시아 출신 디자이너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작품에 혼합하여 표현하였는데, 2015 

F/W 컬렉션에서는 러시아 국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2016 F/W∼2018 F/W 컬렉션에서는 러

시아 문자를 사용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는 패션이라는 세계 공통의 양식에 러시아 국가의 상

징적 요소들을 혼합함으로써 디자이너의 민족적 특수성이 가미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낸 것이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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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오늘날 패션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젊은 디자이너 루브친스키와 아베티샨의 

작품의 분석을 통해 그들의 패션 속에 나타난 현대 유스컬처의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디자이너의 작품에는 청년 세대의 자유분방한 감성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시니컬한 감각이 어우러

져 이질감을 배제하면서도 생소함과 희소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미적 특성이 나타났다. 그들의 작

품들 속에는 현대 유스컬처의 범세계적인 보편성과 민족적 특수성이 공존하였는데, 보편적인 특

성으로는 기성문화에 대한 청년들의 반항과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그리고 기성세대와 구분 짓

고 청년 세대의 집단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조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오늘날 개인의 가

치관을 중시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의 특성, 허례허식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중시하는 가치관도 패션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범세계적인 유스컬처의 특성과 더불어 러시아 출신 디자이너만의 특수한 민족적 정체성도 나타났

는데, 국가적 특성을 패션에 재혼합함으로써 동구권 문화의 특색이 가미된 새로운 형식의 현대 

유스컬처가 될 수 있었다. 

이제까지는 서구권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문화가 형성되어 왔던 것에 반하여, 오늘날 동구권이 

새로운 유스컬처의 진원으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 패션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

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비주류 문화가 주류 문화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마치 스트리트 룩이 

작품으로 승화되는 현상과 마찬가지로, 서유럽 이외의 지역이 새로운 패션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유스컬처의 특성을 분석해 

봄으로써 초국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대 패션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물론 패션 시장

의 주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청년 세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역사적으로 청년 세대들이 지배적인 기성문화에 맞서 저항하고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며 창조해온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사회․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었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가진 이질적

인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적극적인 표현 방식은 서브컬처로 분류되던 자신들의 문화를 주류 문화

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더 이상 서브컬처가 아닌 하나의 주요 문화로 바라보는 개방적인 태

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패션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각 분야에서 유스컬처가 미치는 영향력

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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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석, 류성훈, 최경미*
(주)영우씨엔아이

경편직물(더블라셀)의 설계 및 3차원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1. 서론

최근 의류 및 산업용 편직물의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 특히 편직물은 직물과 달리 다양한 재질감을 가진 원사의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편

직 단계에서부터 구조를 변화시키거나 색상을 달리함으로써 디자인에 변화를 줄 수 있어 복잡한 

형태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의 요구

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과 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 즉, 작업시간의 단축, 작업의 

편리성, 작업의 정확성, 품질 관리의 용이함 및 생산성 증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 기

술과 디자인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CAD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3D 편직물 

캐드 프로그램을 활용한 편직물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편직물의 구조등을 입체적으로 확인하여 

기획의 다양상을 꾀하고자 하며, 신규 직원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경편물은 편물의 짜임 그 자체로 원하는 패턴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2차원 CAD 시스템으로 

디자인 한 것과 실제 편직된 후의 편물은 다소 차이가 있다. 시직 시뮬레이터는 실제로 편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실들의 3차원 구조를 표현함으로써 편직하기 전에 완성된 편물의 모양을 컴

퓨터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어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개발은 경편직물(더블라셀)의 2차원적인 설계 및 디자인 기획, 시뮬레이션부터 3차원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로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편직물의 입체적인 편물구조

를 구성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연구개발 되었다. 

2. 연구방법 및 개발과정

본 연구개발은 기존 싱글 경편직용 디자인 CAD 및 해외 유사 캐드(독일의 ProCAD, 중국의 

WK CAD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료조사(논문 등) 및 기술분석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기술/

자료를 토대로 더블라셀의 설계/기술개발이 진행되었다. 

조직 설계 방법에 있어서는, 더블라셀 조직 설계의 경우, 트리코트 조직 설계를 기반으로 

Front 및 Back편직물을 Pile사로 연결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Pile사의 간격은 기계의 가마 

간격과 동일하여 최대 5Cm 이내에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블라셀 설계 알고리즘은 기존 TexTricot 의 설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Yarn 

입력 방법에 대해서는 GPU(Grphic Process Unit) 프로그래밍을 통한 sprite(직사각형 형태의 3D 

mesh) mapping 방법 연구와 Shader를 통한 빛 반사와 질감의 표현에 대한 유연성 연구가 진행

되었다. Pile 조직 및 구현방법은 Front와 Back의 동시 편직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및 Front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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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에 기준 좌표 축 차이에 따른 표현방법 연구가 진행되었다. 

시뮬레이션을 위한 연구개발로서는 CUDA Core를 이용한 formula 알고리즘 연구 및 Compute 

Shader를 이용한 Multi threading(GPU 병렬화 프로그래밍) 분석, 연구, Depth(깊이) 표현 연구 

및 알고리즘을 고안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개발을 통해 경편직물(더블라셀)의 설계 및 시뮬레이션 기술(CAD 프로그램)을 개발하

였으며, 크게 2가지 기술 즉, 더블라셀 디자인 설계방법에 대한 기술 및 더블라셀 시뮬레이션 기

술로 개발되었다. 

디자인 설계방법의 Guide Bar 별 설계 기술에서는 Guide Bar를 Front, Back, Pile로 선택할 

수 있으며, 조직의 자동 반복기술을 개발하였다. 

조직 선택 창 선택 후 메인창

 

※ 더블라셀 프로젝트 지정 시 입력된 값에 의해 Front, Pile, Back Bar를 생성하여 Design 창을 실행한 화면이다.

조직 자동 반복 기술

※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10회 반복시킨 결과이다.

 

조직의 Open, Close, Liner 기술 개발을 통한 디자인 설계환경 구축 및 Guide bar 개수 제한

이 없는 설계기술과 Pile 설계 기술에서는 Pile 바 설계 시 Font와 Back에 동시에 작용할 수 있

는 알고리즘 개발 및 Front와 Back의 동시 작용 좌표 측 변경 기술이 개발되었다. 

Front, Back 입력 및 display 기술j에서는 Font, Back, Pile 설계 창 개발 및 각각의 창을 하나

의 창에서 모두 볼 수 있는 Viewing 기술 개발 및 Guide Bar 별로 설계창이 보여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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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으며, 150 course 이상의 디자인 설계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창의 확대/

축소(10배율) 기술을 개발하였다.

Fornt/Back 입력 및 Display

Tricot Double Raschel

※ 디자인 시 모든 패턴을 함께 볼 수 있는 창이다. Back, Pile Bar 포함하여 View Window를 실행할 시 서로 다른 

면의 정보는 좌표축이 자동 변환되어 표현된다. 

조직데이터 입력 및 조직 설계창에 Graphic 화 기술(알고리즘 개발)로는 각 가이드바별(Front, 

Back) Numeric으로 입력된 조직 데이터를 조직 설계창에서 Graphic화하여 전개되도록 알고리즘 

및 기술이 개발(3가지 모드 제공)되었다.

이미지 설명

mode1

 

● 선택된 Guide Bar의 EL Data를 Course 별로 입력하는 

모드

● 각 Course의 값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 (Course에 

따른 EL Data의 진행 흐름을 한눈에 파악)

● 특정 Guide Bar, 특정 Course의 EL Data 값을 수정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

mode2

 

● EL Data를 연속적으로 열거하여 입력하는 모드

● EL Data가 반복되지 않을 경우 또는 하나의 Guide의 

Bar EL Data를 연속으로 입력해야 할 때 주로 사용

mode3

 

● 반복되는 패턴의 EL Data를 수학 계산식 형태로 

입력하는 모드

경편직 설계를 위해 Guide Bar 타입에 따른 EL Data 재가공 기술 구현하였으며, Numeric 으

로 입력되는 Pile 설계 Data의 Front, Back 자동 연결 기술 개발 및 설계창에 조직도가 Graphic

화 되어 전개되도록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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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 상의 Data Desin 설계창 

변경 전

변경 후

※ Course 정보를 Text 입력을 통해 설정하는 화면이다. 2번째 Pile Bar의 Text 값을 변경하여 Design을 변경하였다. 

 

더블라셀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분야에 있어서는 GPU의 계산 속도와 표현의 유연성을 도입하

기 위한 DirectX Panel 개발이 진행되었다. 

 

※ 더블라셀 시뮬레이션을 위해 DirectX 그래픽언어를 이용한 Panel이다. 패널에 마우스를 클릭할 시 흩어진 도트들이 

마우스 좌표로 모인다. 빠른 반응과 표현의 다양성을 위해 Test하였다. 마우스 반응은 1ms(micro second, 1백반 

분의 1초)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좌표축 변환에 따른 Front/Back 동시표현 알고리즘 개발하였으며, Multi Threading(병렬화 프

로그램)을 이용한 Front/Back/Pile 시뮬레이션 속도 향상을 이루었다. 

Front Front Zoom

Back Back Zoom

※ 자료구조 개선을 통해 앞ㆍ뒷면 함께 표현이 가능하다. 오른쪽에 있는 Front, Back, Pile 버튼 클릭으로 실시간으로 

렌더링 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으며 마우스 휠을 이용하여 Zoom in/out 역시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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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근감 표현을 위한 Depth 수치 관리 자료구조, Depth 수치에 따른 렌더링 객체 크기 조정 

시뮬레이션 및 투영도가 반영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 구현된 Simulation 상 가장 가까운 배율로 확대한 화면이다. 확대ㆍ축소 시 1ms(micro second, 1 / 1,000,000 

초)도 걸리지 않고 렌더링이 가능하다.

※ 핑크색 실을 이용한 앞면 흰색 실을 이용한 뒷면이다. 앞면에 투명도를 조정하여 뒷면 이 투시되어 보이도록 

하였다.

4. 결론

본 기술개발은 주로 의류용보다는 산업용(신발, 가방, 의자등)에 많아 활용되는 더블라셀 원단 

설계용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디자이너(원단설계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기술위주로 

서술하였다. 본 기술개발은 상용화를 위한 필드테스트 및 제품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에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 더블라셀 분야 뿐만이 아닌 라셀 레이스 분야까지 활용 및 설계할 수 있

는 원천기술개발이라 할 수 있다. 경편성물 산업이 기능성 위주의 원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기술개발이 원단 디자인을 더욱 빠르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면 국

내 원단생산기업의 고 기능성, 고 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가능하여 기업의 대외 경쟁력 및 이익을 

향상시키며, 외산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의 기술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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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석 
부경대학교

이키(粋)를 반영한 고소데(小袖)의 복식미 연구

일본은 70년대에 이키(粋)를 바탕으로 쟈포니즘(Japonism)패션을 서구패션에 선보이면서 주목

과 관심을 받았다. 일본의 디자이너들은 서구패션에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였고, 서구의 디자이너

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며 오늘날까지 등장하고 있다. 서구패션에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이키는 

서양문화에 일본 전통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일본문화와 서양문화가 서로 잘 융합 된 사례라 할 

수가 있다. 

이렇듯 본 연구는 서구문화에 영향을 미친 일본 전통 미의식인 이키의 특징을 규명하고 쟈포

니즘 패션의 원류인 고소데(小袖)에 어떠한 특성으로 도출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이

키를 규명하고자하는 이유는 열도인 일본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면서 자국적인 문화로 

승화시켰으나 이키는 에도시대에 등장하는 일본의 독자적인 미의식이며, 한편으로는 서구인들에게 

가장 일본전통문화로서 인지되는 미의식 또한 이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이키가 형성되었던 에도(江戶時代)시대 후기부터 서양문물이 유입되기 전 

메이지시대(明治時代) 전까지 배경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첫째, 이키를 규명하기 위해 전문서적과 국내에서 연구된 문헌을 중심으로 

규명 하였다.

둘째, 사례연구는 에도시대에 후기에 등장하는 고소데와 그 당시 유행의 흐름을 알 수 있었던 

미인화(美人畵)를 중심으로 형태, 문양, 색채 등을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이키는 에도 후기에 등장하는 유곽의 유녀를 중심으로 한 미의식으로 소박한 세련미, 자유로

움, 기질, 태도, 멋들어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이키를 반영한 고소데

를 살펴 본 결과 단순미, 균제미, 입체미, 관능미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키는 단순하고 세련된 미라고 할 수가 있다. 단순한 특성은 이키를 이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단순한 특성은 고소데의 실루엣에서 잘 나타나 있다. 대부분이 직선으로 이루어

져 있는 고소데는 봉제 또한 직선으로 한다. 고소데는 인체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으며 쓸데없는 

장식도 없으며 복식으로 서의 기능적인 부분만 부상된 단순미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이것은 

이키라는 미의식 속에 포함된 형태적(形態的) 이념으로 일본인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키

의 단순, 절제, 소박과 같은 단순한 이념은 서구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의 측면에서 새로운 창작

의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이키의 반영은 점차 서구복식을 단순한 실루엣으로 변

천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에 서구의 복식은 단순함과 절제를 바탕으로 점점 기능적이고 현

대적인 복식을 만들게 되었다. 

둘째, 일본인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키는 태도, 기질, 옷차림이라는 뜻을 가

지고 있다. 미적 이념인 이키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를 고소데를 활용하여 표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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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고소데는 여밈이 있는 카프탄 형태로 착용자의 착장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특

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허리를 경계로 분할선을 위로 잡아 오비로 고정하였고 하반신에

는 단순한 형태의 문양을 가장 밑단에 배치하여 하반신이 길어보이도록 신체의 약점을 보완하였

다<그림 2>. 옷차림 속 미세한 변화는 간결하면서도 균형이 잡히도록 하였다. 이것은 간결한 구

조의 고소데를 오비를 활용한 기하학적인 균제미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고 있다. 간결한 것을 좋

아하는 일본인들은 잘 정돈 된 느낌을 내는 것이 이키의 미학이다. 다시 정리하면 일본의 균제미

는 비례에 대한 존중을 목적으로 이키의 이념인 간결한 옷차림을 고소데와 오비를 활용하여 그들

이 이상향으로 지향하는 비례를 가시적으로 맞추어 균제미를 나타내었다.

  

<그림 1> 단순미 <그림 2> 균제미

http://5orb.net/ukiyoe2/

셋째, 이키는 화려한 색채가 아니라 저채도의 색채와 기하학적인 문양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하

고 평면적인 고소데에 착시효과를 주어 입체미를 주었다. 예를 들어 검정바탕의 고소데에 흰색의 

일직선 문양은 신장이 작은 일본인의 신장을 크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주었으며, 짧은 격자문양은 

착용자의 움직임을 통해 가시적으로 리듬을 타는 것처럼 보였다<그림 3>. 평면적인 고소데에 기

하학적인 문양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의해 소박한 입체미를 주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시보다

는 은근히 표현하여 이키의 미적 감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넷째, 이키에서 관능미는 크게 형태적(形態的) 이키와 상황적(狀況的) 이키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 형태적 이키는 고소데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상체의 깃을 뒤로 넘겨 새하얀 목을 

노출시켜 경박하게 신체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선에서 여성의 관능미를 나타내었다. 동시에 쥐

색, 남색 과 같은 채도가 낮은 색에 깃 사이로 보이는 원색은 요염하면서 세련되어 보였다. 한편 

오비의 변화는 여성의 관능미를 연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폭과 길이의 변화는 분할선을 상

반신으로 올려 묶어서 상체를 강조한 형태로 연출하여 유녀의 성적인 자태를 강조하는데 효과적

인 역할을 하였다<그림 4>. 

둘째, 상황적 이키는 미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미인화 속 여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무표정으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소곳한 모습에서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알 듯 모를 듯 한 표정에서 은근히 관능미를 나타내고 있었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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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키는 일본의 에도 후기에 등장하는 서민적인 미의식이다. 수도의 이전과 지리적 위치, 정권

의 하극상 그리고 메이래키 대화재는 에도 문화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꾸

미지 않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미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키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림 3> 입체미 <그림 4> 관능미<형태적> <그림 5> 관능미<상황적>

http://5orb.net/ukiyoe2/

그러므로 이키는 일본인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슬픔과 애환을 달래고 정신을 승화 시키고자 

하는 정적인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키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민의 미의식으로 단순함 속에서 자기주

장을 하지 않는 세련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오늘날까지 서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키를 통해 일본 고유의 미적 특

성을 정립하고 일본 패션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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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비주얼머천다이징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뇌 활성 비교: 
패션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옴니채널 환경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과 목적 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패션 매

장 구성을 위해 매장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뇌 과학적 방법으로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

다. 패션산업에 있어 매장이라는 공간은 소비자와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패션 비주

얼머천다이징(VM: visual merchandising)을 통해 고객들에게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시각적 정보

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시하고 창출한다. 또한 고객들에게 체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는 매장분위

기 조성으로 기업 이미지 및 매출 효과에 영향을 준다(Jang et al., 2015).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행동을 뇌 과학과 연결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특히 Kim & 

Lee(2017)는 패션 VM 연구에 있어 설문조사나 시장조사와 같은 기존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뇌 과

학적 접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비에 있어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감정적인 이끌림과 진실성

을 기대하고 있으며 심화된 경쟁 속에서 소비자의 기억에 남는 매장구성을 위해서는 목적과 상황

에 맞는 전략적인 패션 VM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패션 VM 유형 분류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마케팅적 관점보다는 결과론적인 심미적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분류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의 감성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패션 VM에 적용하여 

마케팅 관점에서 사실기반형, 수정가공형, 창작형의 3가지 패션 VM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Kim & Lee, 2017).

본 연구에서는 Kim & Lee(2017)가 제안한 스토리텔링 기반 패션 VM의 3가지 유형을 기준으

로 각 유형에 따른 소비자의 뇌 활성을 비교하고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

험에 사용 될 자극물은 현실감 있고 연구의도에 맞는 매장 구현을 위해 실증적인 자료 분석과 

전문가 검증을 거쳐 여성복 가상매장으로 제작하고 TV 스크린을 통해 자극물이 노출되는 동안 

기능적 근적외선분광분석법(fNIRS: functional Near Infrared Spectroscopy)을 통해 피험자의 뇌 

활동을 수집하였다. 실험 참가자는 여성복 매장의 실제 소비자인 20~30대 여성소비자 20명을 대

상으로 하였고, 본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을 거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뇌 측

정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곳인 전전두엽 부분을 16개 채널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측정

하여 뇌 활성 영역을 확인하고 분석하였다. fNIRS 장비를 이용해 측정된 데이터는 MBLL(modified 

Beer-Lambert law)을 사용하여 HbO와 HbR의 농도 변화로 계산되었고, 모델링 한 함수와 각 채널

의 데이터를 t-test를 이용해 통계적 유사성을 계산하였다. t-test는 MATLAB(Natrix Laboratory)에

서 제공되는 robustfit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계산 된 t-value가 1.6 이상일 경

우 해당 채널에서 뇌 반응이 일어났다고 예측 할 수 있다. 뇌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채

널을 ROI(Region of Interest)라고 하며, 각 자극별, 패션 관여도 수준별로 평균을 내어 그래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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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평균, 기울기, 첨도 등)을 파악하여 패션 VM 유형에 따른 구별 척도를 계산하였다. 또한 앞

서 계산 된 t-value를 이용하여 각 유형에 따른 피험자의 전전두엽 피질에서 나타나는 뇌 활성화 

지도를 도식화하여 도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험자 특성에 관계없이 패션 VM 유형(사실기반형, 수정가공형, 창작형)에 따른 뇌 활

성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VM 유형에 따른 뇌 활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작형>사실기반형>수정가공형 순으로 peak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패션 VM 유형 중 

창작형에 대한 뇌 활성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둘째, 패션 VM 유형에 따른 뇌 활성에 있어 소비자 패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 20명을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패션 관여도가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 모두 창작형에 대한 뇌 활성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피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의 뇌 활동 지도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패션 VM 유형에 대한 개별적인 뇌 활성은 패션 관여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패션관여도가 높은 피험자에게서는 창작형에서 뇌 활성이 많이 나타난 반면, 패션관여도가 낮은 

피험자에게서는 사실기반형에서 뇌 활성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패션 VM 유형에 따른 뇌 활성이 

소비자 패션 관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됨을 의미한다.

셋째, 패션 VM 유형에 따른 뇌 활성 영역을 살펴보기 위해 피험자 20명을 패션 관여도 수준

(고/저)에 따라 나누고 공통적으로 활성화 된 채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VM 유형에 따라 공통

적으로 활성화 된 채널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으로 패션 관여도가 높은 집단은 창작형에

서 사실기반형이나 수정가공형과 달리 16개 뇌 채널 중 하단부분, 즉 안와전두피질(orbitofrontal 

cortex) 영역에서 활성화 된 채널이 많음이 확인되었다. 안와전두피질은 전두피질 중 아래쪽에 해

당되는 영역으로 최근 안와전두피질이 감정적 공감과 연관성이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

들이 나오고 있어, 창작형 VM이 감정적 공감과 관련해 안와전두피질 영역이 활성화되었다고 해

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실험을 통해 패션 VM 유형에 따른 뇌 활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소비자의 패션 관

여도 수준에 의해 조절됨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패션 VM 전략 수립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이 판

단할 수 있다는 인식과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로 파악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이어 패션 VM에 뇌 과학적 방법을 적용 한 연구가 지속된다면 실무자나 결정권자 개인

의 성향이 아닌 목적에 맞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패션 VM이 전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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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이 신뢰와 브랜드 만족을 매개하여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색조화장품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마케팅 전략이 더욱 중

요해 지고 있다. 체험마케팅은 소비자에게 경험, 체험을 제공하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으로서

(Schmitt B. H. 1999), 구매에 앞서 제품과 화장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마케팅은 색조화장품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색조화장품은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제품을 체험하고 구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므

로, 빠르게 변화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색조화장품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체험을 통해 브랜드의 장기적인 관계형성에 이르는 경로를 연

구하기 위하여,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의 차원을 조사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이 메이크업 아

티스트 신뢰와 브랜드의 만족을 매개하여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면접에 의한 사전조사와 설문지를 통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서울과 대전에 

거주하는 있는 20대에서 40대까지 메이크업 체험을 받아본 17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집단을 

3-4명씩 구성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양적 연구는 서울시, 세종시, 대전시와 경기도 지역을 중심

으로 20대에서 40대까지 메이크업을 받아 본 여성 4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의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타당도 분석, AMOS 18.0의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체험은 Pine & Gilmore(1999), Schmitt(1999)의 이론과 선행연구 및 사

전조사의 결과를 통해 개념적 구조를 설정하고 질문을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의 차원을 규명한다.

연구문제2 변화욕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3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뢰와 브랜드 만족을 매개하여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1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2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이 브랜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3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뢰가 브랜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3-4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뢰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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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첫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소비자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은 ‘정보 및 관계적 체험’과 ‘감

성적 체험’의 두 요인으로 나뉘어졌으며, 전체 분산의 65.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및 관계적 체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서 메이크업 트렌드와 소비자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배

우는 것과,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는 동안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고객에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감성적 체험은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는 동안 기분전환

이 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 문항내용
요인

적재량

고유치

설명변량

누적변량

신뢰도

정보 및 

관계적

체험

메이크업아티스트가 해준 메이크업을 통해 메이크업 트렌드를 알 수 있었다. .69

2.52

36.01%

36.01%

.81

메이크업아티스트는 메이크업을 해주는 동안 고객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다.
.78

메이크업아티스트가 메이크업을 할 때 개개인의 고객에게 관심을 보였다. .81

메이크업아티스트의 메이크업을 통해 나에게 어울리는 화장법을 알게 되었다. .82

감성적

체험

메이크업아티스트에게 메이크업을 받는 것이 즐거웠다. .83 2.04

29.09%

65.10%

.74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메이크업을 받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 .82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메이크업을 받아서 기분전환이 되었다. .72

둘째, 변화 욕구는 정보 및 관계적 체험, 감성적 체험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메이크업 체험 시 소비자에게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체

험과정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정보 및 관계적 체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뢰 및 브랜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장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만족이 이루어지면 메

이크업 아티스트 신뢰 또한 향상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감성적 체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뢰 및 브랜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과정에서 메이크

업 아티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아티스트 신뢰 뿐 만 아니라, 브랜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다섯째,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뢰는 브랜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이크업 체험과정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브랜드

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신뢰감 있는 외모 

관리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한다.

여섯째,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뢰는 브랜드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

3-5 브랜드 만족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문제4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른 모형의 차이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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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되었다. 그 이유는 화장품의 특성상 피부에 직접 바르고 화장품이 사용자에게 적합할 때 반복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제품을 충분히 사용해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장에 와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통한 단시간의 체험은 브랜드 충성도

에 직접접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한 번의 체험이 아니라 반

복적인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업은 이벤트 등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해야함을 시

사하고 있다.

일곱째, 브랜드 만족은 브랜드 충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을 통해 기대하는 것 보다 경험 후의 지각된 성과가 더 크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태도는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결혼여부에 따라 변화 욕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을 통해 메이크업 아

티스트 신뢰, 브랜드 만족, 브랜드 충성도에 이르는 경로 과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나이와 결혼여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이고 나이가 어릴수록 

정보 및 관계적 체험과 감성적 체험 모두 관련성이 높았고, 연령이 높고 기혼 일수록 정보 및 관

계적 체험에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구특성을 고려한 마케팅을 전략을 제시해야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색조화장품에서 변화 욕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

하였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이 메이크업 아티스트 신뢰 및 브랜드 만족, 브랜드 충성도에 이

르는 경로를 확인하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김난도 외(2017)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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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 변화를 주는 체험을 찾아나서는 사람들은 평소에 해볼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함으로써 즐거

움을 찾는다고 하였다. 소비자에게 한 번의 가치 있는 경험, 즐거웠던 시간, 독특한 체험의 제공

은 브랜드 만족 뿐 만 아니라 브랜드 충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체험의 차원을 규명하고, 일반 판매원과 구분되는 메이크업 전문가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여 실무에서 메

이크업 아티스트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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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진, 추호정
서울대학교

해외여행객의 관광쇼핑가치 척도개발과 타당화

쇼핑은 관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관광객들은 다양한 쇼핑가치를 지각한다. 관광쇼핑

은 일상생활에서의 쇼핑과 다르며, 관광이라는 맥락효과로 인해 쇼핑경험으로부터 추구하는 가치

도 다르다. 관광쇼핑에 있어 패션 관련 제품들은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관광목적지에 

대한 후발효과를 일으키므로 패션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관광쇼핑객

들의 쇼핑가치를 측정하고 있으나, 기존의 일상 쇼핑가치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맥락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해외여행객들이 지각하는 쇼핑가치를 포괄적으로 포

함하는 관광쇼핑가치의 다차원적 구조체계를 확인하고, 이러한 개념들이 반영된 관광쇼핑가치 척

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hurchill(1979)의 척도개발 패러다임을 기준으로 Hinkin 

(1995)과 Tian et al.(2001)의 제안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문헌연구와 심층면담을 병행하여 본 연구

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관광쇼핑가치 척도개발을 위한 이론적 틀을 규명하고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규명한 하위차원을 토대로 관광쇼핑가치 척도 초기문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에서 간과된 

부분과 최근 관광쇼핑 환경변화에 적용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관광쇼핑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코딩과정을 통해 범주화함으로써 관광쇼핑가치의 하위요

인을 도출하였다. 

관광쇼핑가치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2회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문헌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제안한 관광쇼핑가치 척도를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기 위

해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1차 조사를 통해 제안된 여섯 가지 가치는 2

차 조사를 통해 재확인하였다. 각 과정에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장을 제거함으로써 문

항의 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 여섯 가지 관광쇼핑가치 척도 24문항을 도출하였다. 측정문항의 개

념적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토하였으며,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해외여행객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관광 특성에 따른 관광쇼핑가치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광관련 특성에 따른 관광쇼핑가치 인식을 확인하고, 패션과 

관련된 특성에 따른 관광쇼핑객들의 지각 가치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관광쇼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관광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쇼핑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 관광맥락을 반영한 쇼핑가치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관광쇼핑가치의 개념적 구조를 규명하

고, 보다 타당한 측정도구를 제안하기 과학적,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해외여행객은 관광지에서의 쇼핑을 통해 일상의 쇼핑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 따라서 리테일러들은 그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해외여행

객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들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마케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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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기업은 해외여행객들의 구매비중이 높은 패션제품에 대해 그들이 추구하는 관광쇼핑가치를 

파악함으로써 판매촉진에 주력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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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김은애
연세대학교

상변이물질 적용 온도적응 소재의 성능 평가

상변이물질(Phase change material, PCM)이 상을 바꾸면서 주변으로부터 많은 양의 열을 흡수

하거나 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한 능동적인 온도적응 섬유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 의복 적용시 사용되는 PCM의 양은 극히 적은데다가 PCM은 상변이 시에만 성능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어 PCM 적용 온도적응 소재의 성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조건

의 변화에 따른 PCM의 거동을 raw material, 원단, 의복 상태로 각각 관찰하여 PCM 자체의 온

도적응 성능을 확인하고, PCM을 적용한 소재의 온도적응 효과가 실제로 인체에 의해 감지되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PCM 적용 온도적응 소재의 전반적인 성능 평가는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

에서는 의류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옥타데칸과 에이코산을 파우치에 담아 PCM 종류와 무게에 따

른 파우치(raw material)의 거동을 측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마이크로캡슐 PCM을 디지털 텍스타

일 프린팅 가공 처리와 미처리 원단에 대한 온도적응성능을 평가하였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환

경변화와 착용상황을 모사할 수 있는 장치(Human-Clothing-Environment simulator)를 이용하여 

의복 내 미세기후를 측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사용한 원단으로 제작한 의복의 성능을 

인체 인체착용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긴팔 티셔트로 제작된 PCM 처리와 미처리 의복에 대하여 

남성 피험자 8명을 대상으로 피부온습도, 의복 내 미세기후, 주관적 감각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PCM 파우치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흡열과 발열을 통해 온도적응 성능이 발휘됨을 

확인하였고, 많은 양의 PCM을 적용할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PCM 원단과 의복을 

사용한 실험에서는 온도적응 성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않았으며, 저온 노출로 인한 상변이 이

후에는 오히려 PCM을 처리한 원단과 의복의 온도 저하가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다. PCM을 

적용한 섬유제품은 특정 조건에서 온도적응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착용 용도와 환경조건을 고

려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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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김혜림
숙명여자대학교

DLP 3D프린팅의 합성수지 종류에 따른 의류소재 물성

3D프린팅(3D Printing, 이하 3DP)은 3D프린터를 이용한 제조기술로 디지털 설계 데이터

(Computer-aided Design)를 바탕으로 레이어를 연속적으로 적층(Layer-by-layer)하면서 삼차원 제

품을 제조하는 신속 조형 기술(Rapid Prototyping)을 의미한다. 3DP는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형식을 사용하므로 제조 공정 간소화, 생산 비용 절감, 다품종 소량 생산, 소비자 

맞춤형 제작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패션산업에서의 3DP는 타 산업 분야에 비해 

적용 속도가 늦다. 섬유·의류산업의 선행 연구에서는 용융 적층 모델링(FDM) 및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SLS)의 3DP 기법과 플라스틱, 세라믹, PLA, TPU 등의 재료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적

층방법과 재료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인장강도와 유연성이 낮고, 저해상도와 고비용이라는 단점 

등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LP(Digital Light Processing) 3DP 방식과 광경화성 

수지를 재료로 활용하여 인장강도, 신도, 해상도, 유연성, 방추성을 개선한 3DP 의류소재(Fabric) 

개발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DLP는 액체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조형하고자하는 모양의 빛을 

디지털 프로젝터에 마스크 단위로 투사하여 적층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광경화성 수지는 광

개시제, 첨가제, Monomer, Oligomer로 구성되어 있는 액체상태의 합성수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DLP 방식과 광개시제, Acryl Monomer, Acrylated Oligomer로 구성된 광경화성 

액체수지를 이용하여 3DP 의류소재를 출력하였다. 3D-modeling은 Rhino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3DP 의류소재를 구성하는 광경화성 수지의 Acrylated Oligomer 함량(10, 20, 30, 40 %) 변화에 따

른 물성을 방추성, 인장강도, 신도를 측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Acrylate oligomer 함

량이 10%인 조건에서 인장강도와 신도가 가장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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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진*, 박귀라, 정예리
FITI 시험연구원

스킨케어 섬유제품의 보습성능 시험법 개발:
Sweating guarded hotplate를 활용한 미세기후 측정방법

코스메틱 텍스타일은 섬유에 화장품 기능을 복합화한 소재로 화장품(Cosmetic)과 섬유(Textile)

를 결합한 ‘코스메토텍스타일’(Cosmetotextile)이라고도 불린다. 유럽표준화위원회는 “사람의 몸, 

특히 피부로 미용기능의 유효 성분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섬유제품”으로 코스메틱 섬유를 정의

한다(CEN/TR 15917, 2009). 코스메틱 섬유는 제품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럽의 이같은 트렌드가 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돼 

국내에서도 관련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코스메틱 섬유의 유해성 평가, 효능 및 내구

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정 제정이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코스메

틱 섬유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표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스메틱 텍스타일은 기술분류기준(이흥재, 2016)으로 기능성 섬유에 보습력을 표함하고 있는 

섬유, 피부탄력 및 주름 완화의 기능을 가진 섬유, 체중 감량 또는 셀룰라이트 분해하는 기능성 

섬유, 치료 및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되는 기능성 섬유로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상에 보습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코스메틱 텍스타일의 보습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원단의 투습저항(Ret)을 측정할 수 있는 기

존의 Sweating Guarded Hot plate에 5mm 두께의 지그를 제작하여 Hot plate와 원단 사이의 간

격을 5mm 띄움으로써 의복내 공기층을 형성하여 미세기후를 모사한 환경을 제시했다. 투습저항

(Ret)을 분석함과 동시에 지그를 통해 구현된 의복 내 온습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초소형 센서를 

삽입하여 직접적인 의복 내 보습력을 측정했다. 지그는 Sweating Guarded Hot plate의 Hot 

plate에 거치 가능한 사이즈로 제작되었으며, 원단의 쳐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그 사이에 네트를 

설치했다. 시료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자석을 5cm 마다 지그에 부착하여, 시료가 안정적으로 거치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또한, 피부보습측정기(CMLC-TMCL)로 ISO 11092 규격에 제시된 

Cellophane 멤브레인의 수분함유량을 측정한 결과 90~95으로 피부가 보습상태일 때 값인 40~49

보다 2배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ISO 11092 조건에서 셀로판 필름을 대신하여 인간의 피

부와 보습 조건이 유사한 수분함유량이 40~50인 친수무공형 필름을 사용하였다. 본 시험방법은 

ISO TC38(Textiles) WG27(Fabric properties relating to moisture)에 제안되어 현재 제정 전 단계

인 ISO FDIS 21232로 등록되어 있다.

시료를 거치한 상태인 투습저항(Ret)를 측정 후, 친수무공형 필름의 투습저항(Ret0)을 뺀 값인 

Ref를 산출했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수분 조성물이 함유된 시료 1과 흡한속건 시료 2에 대한 

Ref 값은 각각 3.92, 8.80으로 나타나 시료 1의 투습저항이 흡한속건 시료보다 투습저항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수무공형 필름과 시료 사이의 미세기후를 측정한 결과, 수분 조성물이 함

유된 시료 1의 습도가 80.5 %로 흡한속건 시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 조성물이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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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료가 그렇지 않은 시료보다 Ref가 낮고, 미세기후 내의 습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 다른 제품

보다 보습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코스메틱 텍스타일의 보습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법을 검증했다. 보습 기능을 가진 섬유의 경우 이너웨어뿐만 아니라 스킨케어 아웃도어 

제품 개발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시험법 개발 및 시험법의 재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표> 2가지 시료의 투습저항 및 미세기후 내 습도

Sample Fiber composition Ref % RH

1 Polypropylene 42.5 % / modal 57.5 % 3.92 80.5

2 Polyester 37.0 % / Polypropylene 63.0 % 8.80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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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P를 이용한 입체 문양 구현 가방 디자인 개발

사회가 다양화, 개성화됨에 따라 현대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표현과 함께 

타인과 구별되는 가치의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예술기법이 결합한 상품이 제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하학적 

구성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자극이 주된 특징인 옵아트는 개성적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기하학적, 추상적 형태나 패턴을 반복하여 시각적 착각을 불러일으킴으로 평면적인 구

조를 입체적으로 전환해 그 가치를 더해 가고 있다.

의복의 기능성, 상징성, 장식성 역할이 최근에는 모자, 가방, 신발 등의 액세서리에서 두드러

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은 토탈 코디네이션 패션 경향에 따라 의복뿐만 아니라 액세서리의 역

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가방을 비롯한 패션 액세서리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액세서리는 장식성

이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특히 가

방은 현대인에게는 필수 아이템으로 용도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의 가방이 활용되며, 개성 표출이 

용이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텍스타일 프린팅(Digital Textile Printing, DTP)은 일반적인 날염방식에서는 불가능한 사

진적인 이미지나 컴퓨터를 통해 생성된 디지털 합성 이미지도 색상 수에 구애 없이 원단에 출력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 창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TP를 이용하여 입체 문양 구현할 수 있는 가방용 직물 및 이를 활용한 

가방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 자연 및 다양한 이미지를 변형하여 입체문양 구현 텍스타일 패턴을 만들

었으며, 디지털하기 쉽고 다양한 상품으로 응용이 가능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Digital Textile 

Printing, DTP)방법을 이용하여 원단을 제작하였다. 제조된 원단을 기반으로 Illustrator CS5를 이

용하여 형태 및 크기 등에 변화를 주어 이를 활용한 가방디자인을 총 10종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입체 문양은 한 가지 형태의 기본 단위를 디자인 하여 축소 또는 확대함

으로써 가방뿐만 아니라 의류, 홈 텍스타일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기술개발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과제번호:S229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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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님 패션에 나타난 장식적 디자인 경향 분석:
2014 S/S~2018 F/W 여성복 컬렉션을 중심으로

1. 서론

최근 소비자들은 점차 다양하고 개성적인 패션을 요구하게 되면서 패션 기업에서는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무조건적인 유행 스타일 창출을 통해 소비자들의 욕구와 감성을 충족시켜 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세대가 즐기는 데님 패션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특성 

외에도 착용자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좋아 현대 생활에서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이러한 데님 패

션은 매 시즌 아이템의 디자인적 특성이나 경향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특히 차별화되고 개성적인 

디자인을 위해 선택된 장식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더욱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그러

므로 데님 디자인을 위한 장식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는데 기여할 수 있는 데님 패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데님 패션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데님 패션의 스타일 및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최혜숙, 노

윤선, 2009; 이현영, 박혜원, 2011; 김양수, 2011, 진박, 김애경, 이경희, 2012), 데님의 가공, 세탁 

및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서원, 2004; 어미경, 서미아, 2007; 황소연, 정혜원, 2010), 데님 패션의 

패턴에 관한 연구(김경희, 소연정, 2009; 변지현, 2010, 김현아, 천종숙, 2011) 및 데님 패션의 소

비자 특성, 구매행동 및 마케팅과 관련된 연구(박진아, 고은주, 2011; 박은희, 구양숙, 2014) 등이 

있으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패션의 장식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데님 패션에 나타난 장식의 경향을 분석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디

자인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데님 패션 상품 기획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데님 패션 디자인에

서 장식을 새롭게 응용 및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은 2014년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4대 컬렉션(밀라노, 파리, 뉴욕, 런던)에 발

표 된 여성복 패션 컬렉션 중 www.firstview.com에 업로드 된 여성복 블루데님 패션으로 한정하

였으며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평가하기 용이한 정면 사진으로 선정하였다. 장식(디테일, 트리밍)이 

사용된 데님 패션의 선택 기준은 데님 소재로 인식되는 사진 중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데님 또

는 진(jeans)을 생각할 때 대중적으로 떠올려지는 블루 컬러의 데님 패션으로 제한하였고, 선택 

기준에 적합한 1569장의 사진자료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자료수집 시기는 최근 패션의 주기가 5

년 정도로 짧아졌고 최근 데님 패션 유행의 흐름에 따라 2014년 이후로 선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토대로 의복의 구조적 디테일, 장식 디테일 및 트리밍의 



85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종류를 분류한 후 각 유형의 장식이 적용된 데님 패션을 선별하였다. 사진 자료를 검토하여 여러 

가지 장식이 적용된 디자인의 경우 중복 체크 하였다. 사진 자료의 검토는 패션디자인 전공 박사 

5인의 검증을 거쳤으며 SPSS 2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유형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2014 S/S～2018 F/W 여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데님 패션의 장식 경향을 분석한 연

구로 장식의 종류를 구조적 디테일(칼라, 소매, 포켓 등), 장식 디테일 및 트리밍의 세 가지 항목

으로 분류한 후 빈도분석 하여 살펴보았다. 

데님 패션에 나타난 장식의 경향을 살펴보면 2014년도 이후 데님 패션은 디테일이나 트리밍으

로 장식을 하여 디자인을 새롭게 변형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다가 2018년이 되면서 다소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장식은 자수, 아플리케, 버튼, 레이스 등과 같은 트리밍으로 장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프린징, 패치워크, 탑스티칭, 보우 등과 같은 장식 디테일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칼라, 소매, 포켓 등과 같은 구조적인 디테일을 변형하여 새로운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가장 적었다. 데님 패션에 디자인을 추가하기 위해 선택된 구조적 디테일 중 가장 많이 

디자인에 변화를 준 디테일은 포켓이었고, 포켓변형, 소매변형 및 칼라변형 순서로 많이 등장하였

다. 포켓과 칼라에 변화를 주는 디자인은 2016년도에 가장 많이 등장했으며, 소매의 변형 디자인

은 2017년도에 가장 많았다. 데님 디자인에 많이 적용된 장식 디테일은 프린징, 패치워크, 탑스티

칭, 보우, 턱, 개더, 슬릿 순서로 2016년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2014년부터 점차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였다. 트리밍의 경우 자수, 아플리케, 버튼, 레이스, 퍼, 비즈, 와펜 순

서로 많이 사용되었고, 자수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데님 디자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트리

밍 이었다. 아플리케의 경우 2016년도에 많이 사용되었고 2017년에 조금 줄어들었으나 2018년에 

다시 많이 사용하게 된 트리밍이며 리본과 스팽글은 적게 사용되는 트리밍 이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2014년 이후 데님 패션에 적용된 장식적 디자인 경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최근의 

데님 패션은 칼라, 소매, 포켓 등과 같은 구조적 디테일이 변형된 디자인 보다는 장식 디테일 및 

트리밍이 부가된 창의적인 데님 스타일이 많이 창출되었다. 특히 트리밍을 적용시킨 데님 디자인

이 가장 트렌디한 데님 패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데님 패션의 디자인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형

태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의복의 구조적 디테일의 형태와 위치 변형, 장식 디테일 및 트리밍의 형

태, 크기, 소재 및 위치 등을 변형하고 디자인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데님 

패션의 장식적 디자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디테일과 트리밍이 적용된 데님 패션의 디자인 

전개에 필요한 기초 자료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디자인발상법이 적용

된 데님 스타일에 관한 분석 및 패션에 장식을 부가할 수 있는 데님 이외의 다양한 스타일에 관

한 분석도 후속 연구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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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광고에 나타난 인종주의에 대한 연구

1. 서론

2018년 초 세계적인 의류업체인 H&M은 ‘정글에서 가장 멋진 원숭이(Coolest monkey in the jun-

gle)’라고 적힌 티셔츠를 흑인 어린이 모델에 착용시켜 온라인 스토어에 업로드 하였고, 이러한 인종

차별적 문구가 담긴 광고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대의 습격을 받은 바 있다(“H&M in racist”, 2018). 역

사적으로 원숭이라는 단어는 흑인 비하 시에 사용되었던 용어로, 이러한 용어를 상업적 광고에 사용

했다는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인 어린이가 착용한 티셔츠에는 ‘정글

의 생존 전문가(Jungle survival expert)’ 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네티즌들은 

“이것은 바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어필하려는 기업의 은밀한 계획”으로 보았으며, 논란이 거세지자 

H&M은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제품의 전량 폐기 처분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H&M뿐만 아니라 도나 카란(Donna Karan)과 같은 

럭셔리 브랜드 역시 2012 S/S 패션 화보에서 화려하고 잘 갖춰 입는 백인과는 반대로 흑인을 남루한 

차림으로 표현한 인종주의적 광고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거나 상품의 구매 기피 현상에 직면하게 

된 바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들의 광고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나아가 광고

의 취지와 관계없이 소비자의 측면에서 무한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광고라는 마케팅 수단은 섬세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인종주의를 내포한 패션 광고들을 살펴보고 

유형화해봄으로써 브랜드의 광고와 상품 전략 내에서 인종주의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인종주의적 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을 제공하고, 브랜드의 제품 및 광고 기획 시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인종주의와 관련된 문헌연구와 패션 광고를 분석하는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연구대상은 21세기

의 패션 광고 중 인종주의를 직·간접적으로 내포하였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거나 기사화 된 적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TV 광고, SNS 광고, 온라인 잡지의 패션 화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인종주의적 광고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거나 기업의 대응과 관련하여 기사화 된 사례를 중심으

로 뉴스기사를 수집하였으며, 광고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인종주의(人種主義, Racism)는 인종적, 생물학적 특징을 인간 사회의 본성으로 보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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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인간’과 ‘하등인간’이라는 구별로 인종을 나눔으로써 불평등이나 착취, 정복 등을 합리화 하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이는 사람을 여러 인종으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특정 인

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라고 할 수 있다(Dictionary of philosophy compilation 

committee, 1987). 21세기에 나타나는 인종주의적 광고는 과거에 비해 거의 사라지기는 했으나, 

이제는 그 내용이 단순한 신체적 비하를 넘어 더욱 더 광범위해지고 그 표현 역시 더욱 은밀하

게 사람들의 잠재의식에 침투하고 있다. Jung(2013)은 인종차별주의를 다룬 광고 유형을 크게 흑

인을 사회의 하층계급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와 육체적 특성을 비하하는 광고로 나누어 분석하

였으며, 특히 흑인의 피부색이나 외형적 차이를 강조한 인종차별적 광고는 18세기 인종차별적 사

고방식이 만연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인종주의를 패션 광고

에 접목시킨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인종차별적 광고의 두 가지의 유형을 토대로 분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총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종의 계급화가 나타나는 광고로, 흑인을 특정 직업에 한정하여 묘사하거나 사회적 

서열에서 열등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TV나 빈티지 광고를 살펴보면 그 속

의 흑인은 백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 허드렛일을 하는 가정부와 같은 역할로 묘사되

거나, 과거 식민지 시대의 귀족부인들의 시중을 드는 흑인아동 노예를 묘사한 작품을 오마주한 패

션 광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인종을 특정 직업에 제한하여 백인을 향해 흑인아동이 무릎을 꿇거나 

시중을 드는 포즈를 취하여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하고 지배자, 주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두 번째는 특정 인종을 사물이나 배경으로 취급하는 광고로, 특히 패션 화보의 주인공을 부각

시키기 위해 특정 인종을 주인공 주변에 배치함으로써 인물을 소품이나 배경으로 처리하는 사례

가 많이 나타났다. 미국의 명품 브랜드 도나 카란(Donna Karan)과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의 2012 S/S 시즌 광고 캠페인이 그 대표적인 예시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도시적인 

여성과 대비되는 남루한 옷차림의 흑인 남성들이 원경에 배치되어 있거나 어두운 음영처리가 됨

으로 인해 흑인이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배경의 소품처럼 보인다고 일부 네티즌들이 

지적하였다. 이는 도시적인 차림의 백인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흑인들이 무기력한 존재로 표현되

면서 인종 자체를 은연중에 서열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종의 생물학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 광고로, 과거 18세기부터 지속되어온 ‘피부색’

의 차이를 콘셉트로 한 광고이다. 주로 미백과 관련된 화장품이나 비누광고가 대표적인데 이러한 

광고는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종을 표상으로 한 광고로써, 광고 속 흑인

아이의 피부는 더러워 비누로 씻어 없애야하는 존재로, 비누칠을 하여 깨끗해진 ‘흰 피부’는 당시

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2017년 세계적인 비누회사 도브

(Dove)는 흑인 여성이 티셔츠를 벗자 백인 여성으로 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가 인종차별을 연상

시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일부 화장품 기업들은 제품의 미백효과를 소비자에게 극

적으로 전달하거나 강력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써 특정 인종의 피부색을 열등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미리 규정해놓은 흰 피부에 부합하기 위해 자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이는 표면적인 제품의 미백기능을 광고하는 것 외에 흰 피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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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나머지 피부색은 열등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존재로 표현하기에, 인종 간 개인의 생물학적 

차이의 획일화를 부추기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마지막은 다른 인종이나 문화를 희화화하거나 미개한 것으로 묘사하는 광고이다. 인종주의를 

단순히 흑인과 백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서구우월주의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권을 저급하게 해석

한 광고로, 서양에 비해 동양은 열등한 곳, 발전하지 못한 곳, 미개한 곳이라고 여기는 시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의 2016 S/S 화보는 네

티즌들로부터 동양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는데(“The controversy over racial dis-

crimination”, 2016), 화보 속 테이블에 앉아 스파게티를 먹는 모델들 중 백인은 도구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 반면, 동양인은 턱받이를 하고 손으로 스파게티를 집어먹는 모습으로 동양인은 도구

를 이용할 줄 모르는 어리숙한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인 파급력을 지닌 글로벌 패션·뷰티 브랜드들의 광고와 제품을 대상으

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해 그 유형과 소비자들의 반응을 읽어내고

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인종주의가 노골적이고 자극적으로 드러났던 18세기의 광고들에 비해, 현

대의 대부분의 광고는 인종주의의 직접적인 노출 보다는 상품의 효과를 증명과 흥미를 끌기위해 인

종주의를 잘 포장해서 은연중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의 광고 속 인종주의는 과

거부터 지속되어 온 유형과 마찬가지로, 백인의 위계를 가장 높은 것으로 타 인종들은 그 아래 계

급에 위치하도록 표현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다른 인종을 배경이나 사물로 취급하는 광고, 인

종의 생물학적 차이를 바탕으로 한 광고,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미개하고 문명화가 덜 된 것으로 

표현하는 광고로 인종주의가 내포된 광고를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이러

한 인종주의적 메시지들은 아무런 내용상의 설명 없이 시각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소비자

들에게 논란거리의 제공이라는 단기적 노이즈 마케팅이 무방비 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을 향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인종별 신체적 

특성 및 민족 문화적 특성을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에 보다 세심한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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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연구

1. 서론 

산업사회의 발전은 현대인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나 고도의 산업화로 인해 환경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 방안들이 사회전반에 걸쳐 모색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조된 지속가능성(Sustaina- 

bil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21세기의 디자인 키워드로 부각되었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환

경의 지속성과 제품 생산과정에서 윤리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개념으로 디자이너, 기업의 공정

무역,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행복 가치를 문화적, 시간적, 가치관적 관점으로 포괄하고 있다. 따라

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패션 기업 또한 패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활발

한 논의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패션 시장의 규모나 소비자 인식의 측

면에서 아직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타 산업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의 패션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의 지속가

능성에 대한 연구는 경영학, 교육학, 환경공학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패션산업 

분야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례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를 확대시키기 

위해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Framework)를 통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분류, 분석

하고 지속가능성이 본격적으로 대두 되어진 2000년대 이후 패션브랜드의 사례를 통해 총체적인 

개념의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패션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성 개념을 고찰하

여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지속가능성 경영 활동인 트러플 보텀 라인(TBL)을 통해 선행연구를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한다. 셋째,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를 통해 현대 지속

가능 패션 브랜드의 실천 범주를 사례를 분석함으로 결론을 도출해낸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분석을 위하여 국, 내외 학위 논문과 단행본, 학회지, 정기 간행물 등의 선행연

구를 통해 본 연구를 위한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지속가능성이 본격적

으로 대두 되어진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기에 이 시점부터 현재까지를 대

상으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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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지속가능은 1960년대의 히피(Hippie) 문화에서 비롯, 평화를 추구하며 자연으로의 회기를 주

장하며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시한 자유로운 복장을 통해 나아갔다. 1970년 천연섬유와 천연 염료

를 이용한 에콜로지 패션(Ecology fashion)은 생태계를 배려한 패션으로 1980년 말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1990 F/W 밀라노 컬렉션에서 천연모피를 대신하여 인조 모피가 등장하였

고 프라다(Prada)는 가죽 대신 가죽 트렁크를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된 포코노 소재로 제품을 제

작하였다. 21세기에는 웰빙(well-being)과 같은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이 등

장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각종 규제 및 법령 제도화, 인증 표준화 시행으로 공정거래 및 작

업환경 개선과 같은 사회적 측면이 고려되었다. 과거 자연친화적인 삶을 통해 개인의 안전과 행

복을 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000년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초점이 변화하였

다.1) 트러플 보텀 라인(Triple Bottom Line: TBL)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

적 책임성을 지속가능성 추구의 세 가지 기준으로 삼아 기업의 경제적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 활동이다. 1987년 환경과 개발

에 관한 세계위원회(WECD)가 발표, 3P(People, Planet, Profit)라 불리기도 한다.2) 주요 활동 주

체를 기업으로 명시, 환경뿐만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한다. 선행연구 신혜선(2015)의 

TBL유형 분류를 토대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분류하여 [표 1]을 통해 고찰하였다.

TBL(Triple Bottom Line) 연구자

경제적 재활용, 재사용, 업사이클 권정숙(2012), 윤수인(2013)

환경적
자연주의, 친환경 권재희(2011), 김별(2012)

건강적 박수민(2006), 박혜선(2011)

사회적

고유문화적 윤수경(2003), 박준현(2010)

복고주의적 박혜원, 이미숙(2002), 정유경(2003)

슬로우 패션 채혜숙(2009), 노주현(2010)

윤리적 패션 고현진(2010), 유홍식(2010)

유니버셜 디자인 나현신(2007), 문선정(2010)

<표 1> TBL 유형 분류에 따른 지속가능성 관련 선행연구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학문적 연구 방법인 TBL 유형에 따라 분류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 초반부터 연구의 논의가 시작됨을 알 수 있었으며 경제적 지속가능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둔 재활용, 재사용, 업사이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환경적 지속

가능 면을 중점을 둔 연구는 자연주의, 친환경, 건강적 요소로 연구가 나타났다. 지속가능 사회적 

측면은 히피등 사회적 스타일과 내재된 고유문화적, 복고주의적인 레트로(Retro)와 그런지

(Grunge), 슬로우 패션(Slow Fashion), 윤리적 패션,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나누

어 연구가 이루어 졌다. 이는 연구자의 분류 방법에 따라 국한될 수 있다. 

1) 고은주.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 마케팅. 교문사, p.12.

2) 신혜선 (2015). 지속가능성 유형의 패션트렌드 분석과 패션디자인 기획.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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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선행 연구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반으로 기업 활동

을 진행하는 패션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를 아시아, 유럽, 미국으로 분류하여 실천 범주를 초점에 

맞추어 [표 2]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기준 실천 범주 내용
분류

아시아 유럽 미국

환경적

친환경 소재 사용

옥수수전분 원료,

100% 친환경 원료,

100% 친환경 염료,

유기농 면

콘삭스,

아이시클,

티엔이,

오르그닷

H&M,

Kuyichi,

아디다스

나이키, 

리바이스,

 판타고니아

자원

보호

재활용 재활용 소재
슬로우 

바이쌈지
퓨마

재사용 재사용
아름다운 가게, 

에코파티 메아리

프라이탁, 

Globehope

나이키,

이미테이션 오브 

크라이스트

업사이클 리디자인 래코드 프라이탁

전 과정 관리
청정 생산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무인양품

H&M, 

에르메스,

 컨티넨탈 클로딩

리바이스, 

나이키, GAP, 

바나나 

리퍼블릭

기후변화 대응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아디다스

팀버랜드, 

나이키

사회적

인권보호ㆍ공정노동 노동권리 보호 피플트리

사회공헌,

사회적 윤리 실천,

기부 활동

기부, 협동조합 유니클로 피플트리 탐스

경제적

경영 및 기술혁신 신소재 개발 피타고니아, 나이키

기업의 투명성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M&S, 

H&M
나이키

공정무역 공정무역 인증 
피플트리,

막스앤스펜서, 코업
나이키

지역사회 경제 기여

지역 공동체와의 

파트너 십을 통한 지원, 

자립의 기회제

그루 피플트리

문화적

정신적 가치 존중

무분별한 소비를 

유도하지 않는 마케팅, 

재구매 및 재판매 유도, 

평생 보증제

폴햄 파타고니아

상생과 화합,

다문화 인정, 

다양한 인종 존중

지역문화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생
리블랭크

M&S,

베네통

나이키,

룸스테이트

<표 2> 지속가능성 실천범주 및 패션 브랜드

아시아의 경우 북미나 유럽에 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도입이 비교적 늦은 편으로 지속가능성

을 실천하는 패션 브랜드가 한정적이다. 유럽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교육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되고 있다. 또한 다른 국가들보다 그 영역이 넓고 소비자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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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높다. 미국은 환경적, 사회적 인식이 높아 기부와 캠페인을 통한 현실화를 시킨 브랜드가 부

각되고 있었다. 

4. 결론

현대 패션 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화되었지만 제대로 정립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

므로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를 정립하여 현대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의 실천 범주와 사례를 분석함으로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 TBL유형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만족과 

삶의 여유를 추구하며, 시대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발전하는 패션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

를 구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패션의 지속가능성 영역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새

롭게 재정립 할 수 있다. 

둘째, 지속가능의 경제적 요소는 친환경 소재 사용, 자원보호, 재활용, 재사용, 업사이클, 전 

과정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나타내며, 사회적 요소는 인권보호, 공정노동, 사회공헌, 사회적 윤리 

실천, 기부 활동을 포함한다. 경제적 요소는 경영 및 기술혁신, 기업의 투명성, 공정무역, 지역사

회 경제 기여를 함축하며 문화적 요인은 정신적 가치 존중, 상생과 화합, 다문화 인정, 다양한 인

종 존중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성을 실천함으로서 패션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브랜드와 제품의 이미지 차별

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윤 추구를 기반으로 국가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지속가능의 사회 현상은 모든 영역의 범주에 영향을 주며 패션 분야에도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하나의 문화로서 발전하는 패션산업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윤

리적인 경영 관점이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하게 연구되어 지속적인 변주를 보여줄 것으로 예

측된다. 그러나 패션 브랜드 사례의 설정 범위 기준에 대한 한계와 관련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지극히 일부에 국한 될 수 있으나 향후 패션 시장에 차별화와 세

분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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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희
창원대학교

기하학 무늬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1. 서론

최근 패션에서 많이 보여 지고 있는 텍스타일 프린트는 플라워 프린트와 스트라이프, 체크 패

턴과 같은 기하학적 프린트 등이 있다. 그 중 기하학적 무늬는 계절에 관계없이 많은 패션 아이

템들에서 사용되어지며 최근 열린 2018 F/W 헤라 서울 패션 위크에서도 다양한 색감이 가미된 

체크, 기하학 무늬 등의 패턴들이 관객에게 선보여졌다. 

기하학 무늬는 오랜 역사를 지녔으면서도 세련되고 도시적인 감각으로 현대인의 미감에 부합

하여 시즌마다 모양을 바꿔가며 빠짐없이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이다. 또한 기하학적 

패턴은 조형의 요소로서 가장 순수하고 근원적이며, 영원성을 가져 디자인과 예술분야 전반에 걸

쳐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컬러조합이나 모티프(motif)의 배열의 간단한 변형만으로도 

다른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어 트렌드의 반영이 손쉽고, 시각적 전달이 용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타일 프린트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꾸준히 유행하고 있는 기하학 무

늬를 활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스카프, 넥타이 등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들 중에서 기본 

모티프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모티프를 Adobe photoshop CS4를 이용하여 원 리핏 디자인을 하

였으며 원 리핏 디자인을 반복, 회전 등의 방법을 통해 사각 스카프와 트윌리 스카프, 넥타이 등

의 이미지에 프린트를 전개하였다. 컬러는 TEXPRO CAD SYSTEM TEXTILE V 11.1의 TEXTIL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팬톤 컬러의 5도 디자인을 하였으며, 2가지 컬러 웨이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기하학 무늬 중에서 현대패션에서 많이 보여 지며 대중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마름모와 별 

문양을 기본 모티프로 선정하여 결합한 디자인을 하였으며 이를 반복한 뒤 결합한 이미지들 사이

에 별 문양을 추가 삽입하여 원 리핏을 완성하였다. 원 리핏 이미지를 반복 한 뒤 45도 회전하여 

사각 스카프용으로 삽입하고 단색의 보더를 추가하였다. 또한 트윌리 스카프를 위한 디자인으로 

앞 뒤 이미지를 다르게 하기 위해 앞면은 원 리핏 이미지를 반복하고 뒷면은 원 리핏 이미지의 

컬러들을 활용하여 기하학 무늬로 많이 애용되는 스트라이프 문양을 만들어 넣었다. 넥타이는 원 

리핏 이미지를 반복하여 45도 회전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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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 무늬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해 선정된 컬러는 PANTONE 11-4201 TPX, 

PANTONE 16-0945 TPX, PANTONE 19-3952 TPX, PANTONE 19-4005 TPX, PANTONE 19-1317 

TPX이다. 디자인한 원 리핏 이미지와 반복된 텍스타일 이미지는 <표 1>과 같다. 

원리핏 디자인 전개와 반복

➡ ➡ ➡ ➡

컬

러

웨

이

사각 스카프 트윌리 스카프 넥타이

 

 

<표 1> 기하학 무늬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4. 결론

본 연구는 기하학 무늬를 활용하여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스카프와 넥타이

를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기하학 무늬 중 마름모와 별, 스트라이프를 이용한 텍스

타일을 개발하였으며 추후 다른 기하학 무늬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을 추가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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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개발된 디자인은 스카프, 넥타이용으로 디자인 하였으나 나아가 패션직물 원단, 인테리어 

직물(벽지, 커텐 등)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재와 사이즈 등을 구체화시켜 상픔으

로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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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권미정
부산대학교

뉴미디어 패러다임에 따른 현대패션의 디지털 특성

‘0’과 ‘1’로 이루어진 이진법 논리를 사용해서 바이너리의 조합을 만든 후 데이터의 조작과 처

리를 통한 여러 가지 정보를 생산과 유통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디지털 컴퓨터의 등장

으로 다양한 산물들을 모두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은 기존의 신문, 영화, TV와 

같은 전통적인 전달 매체인 미디어에서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였으며 예술뿐만 

아니라 패션 그리고 사회와 인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패션에서의 디지털화는 패션과 디지털의 융합, 스마트의류, 패션쇼의 디지털적용, CAD 패턴제

작,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으로의 마케팅의 변화, 웨어러블 기술의 발달, 3D프린터의 사용 등 많

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뉴미디어 시대에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적극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활용 방법들이 제시되고 그 표현영역을 계속 넓혀갈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뉴미디어 패러다임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패션에서의 디지털 특성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될 디지털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최근 10

년간의 현대패션에서 디지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07년

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세계 4대 컬렉션의 패션쇼 사진과 You Tube와 같은 동영상 공유 서

비스와 웹진(webzine)등의 자료와 잡지, 신문 등에서 약 10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에는 

디지털 패션에서 최신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최종 62개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

성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었던 패션쇼 영상, 신발, 소품 등을 배제하고 패션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디지털 기술적용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미디어 패러다임의 특성은 가상성, 비선형성, 상호작용성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출된 디지털 특성은 상호작용성, 네트워크성, 변형성, 결합성이며 상호작용성은 일대일

의 쌍방향적과 일대다의 다방향적으로 결합성은 물질성과 비물질성으로 나뉘어졌다.

셋째, 연구된 디지털 특성은 1)상호작용성은 메시지 전달자와 수용자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을 지칭하는데 이에는 쌍방향적 상호작용성과 다방향적 상호작용성이 있다. 쌍방향적 상호작용성

은 스마트폰 게임을 하여 점수를 드레스의 앞면에 설치된 LED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로 사용하

여 점수를 보여주기도 하며 센서를 사용하여 햅틱(haptic)기술을 이용하여 피드백을 하여 촉감을 

느끼게도 하고 LED가 반응하게도 한다. 또한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거나 운동 중 데이터를 수집

하여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사용하거나 보여주기도 하는 예를 들 수 있다. 다방향적 상호작용성

에는 특정회사의 초콜릿 바를 카메라로 감지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코트의 뒤쪽 후드가 펼쳐

지기도 하며 LED가 작동하고 음악을 재생하기도 한다. 티셔츠의 앞면에 LED가 소리에 반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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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미리 프로그래밍 된 글자나 그림을 보여주며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햅틱 

진동을 이용하여 포옹한 한 것과 같은 감성을 보내주기도 한다. 또한 드레스에 장식된 나비가 근

접 센서에 반응하여 날갯짓하거나 떨어지기도 하고 음악과 같은 소리에 LED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네트워크성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기, 서로 다른 미디어 기기들 간에 상호 연결이 

가능한 성질이다. 광의로는 상호작용성에 포함되기도 하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는 의복의 센서를 통한 데이터를 

무선랜(Wi-Fi)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기도 하고 전송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햅틱 진동을 사용하여 자세를 교정하도록 유도하기도 하며 이동통신망의 4G로 연결된 의복의 

LED를 사용하여 트위터의 메시지를 보여 주거나 스마트폰 앱을 무선으로 연결된 의복에 디자이

너의 메시지를 보여 주기도 한다. 또한 무선으로 멀리서도 포옹하는 느낌을 보내기 위해 구명조

끼처럼 상의가 부풀어 오르게도 하며 옷 자체에 Wi-Fi 핫스팟 기능을 첨부하여 주위의 모바일 기

기에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 변형성은 모터와 같은 구동 장치의 디지털기술을 사용하

여 원형의 변화를 가져오는 특성이다. 이에는 구동모터의 동력을 이용하여 나일론 매쉬 재질의 

드레스를 미묘하게 움직여 보여주거나 의복의 돌기가 움직이거나 드레스가 펼쳐지기도 하고 액세

서리가 움직이기도 하며 어깨의 거미다리처럼 생긴 장치가 펼쳐져 위협적으로 보이게도 한다. 4) 

결합성은 두 가지 이상의 매체가 결합하는 것으로 물질성의 결합과 비물질성의 결합으로 구분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성 결합의 예로는 패션을 스크린으로 사용하거나 의복에 태양전지를 부

착하여 모바일 장치를 충전하거나 터치센서를 의복에 결합하여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기도 하고 

센서에 반응하여 연기가 뿜어져 나오게 한다. 기존의 패브릭을 대신해 형광성 액체를 주입한 플

라스틱 튜브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자잉크종이를 사용하여 의복에 실시간으로 색상을 바꿔주기도 

하고 영화필름을 의복의 재료로 사용하여 영화의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하며 전압에 따라 투명·

불투명을 조절 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 필름을 사용한 패션으로 친밀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

고 비물질성의 결합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음악을 햅틱 진동으로 피드백 하여 몸으로 음악

을 느끼게 하고 센서를 통한 LED의 제어로 의복에 반짝 거리는 별이나 월트디즈니의 캐릭터 중 

하나를 표현하기도 하고 해파리와 같은 바다 생물의 움직임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뉴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패션에서의 디지털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고, 일상복으로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되며 빠른 시간 안에 일상복에 디지

털화가 상용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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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 김정미
부경대학교

마틴 마르지엘라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 분석 

최근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ㆍ크리스찬 디올(Cristian Dior)ㆍ존 갈리아노(John 

Galliano)ㆍ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등은 예술성과 실용성을 갖춘 패션에 독특한 메이크

업으로 새로운 룩을 선보이면서 컬렉션의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윤정ㆍ전혜정, 2007; 장애란, 

2007; 김현미ㆍ김숙현ㆍ장애란, 2010; 박선희ㆍ임영자, 2011; 서충식, 2017).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7개의 패션관련 학술지를 살펴보면, 메이크업에 대한 논문은 총 86건

인데, 그 중 패션과 메이크업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33건으로, 주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을 분석하거나(김수진ㆍ한명숙, 1999; 방기정ㆍ김경희, 2010; 김현진ㆍ김혜

경, 2011), 예술사조가 패션과 메이크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거나(정현숙ㆍ정희영, 2007; 선정희

ㆍ유태순, 2001; 김지량ㆍ최현숙, 2012), 토털 코디네이션 요소로서 패션과 메이크업의 관계를 분

석하였다(정수진, 2007; 박현주ㆍ박숙현ㆍ이순덕, 2008; 김은실, 2012). 이러한 연구를 통해 메이

크업은 패션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패션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계의 악동’이라 불리며, 전통과 관습을 거부하고 다채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패션을 제안하는 마틴 마르지엘라의 컬렉션을 고찰하고,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과 메

이크업과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행

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연구는 마틴 마르지엘라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패션 관련 서적 및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연구는 2010년 S/S시즌부터 2018년 F/W시즌까지 마틴 마르

지엘라 컬렉션에 나타난 사진을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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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이윤영, 정삼호
(재)한국실버패션디자인연구소

멀티 컨버터블 기능의 퍼포먼스 라인 데일리 이너웨어 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연구

1. 서론

애슬레저를 포함한 멀티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제품들은 기존의 스포츠 브랜드나 아웃도어 브

랜드와는 다르게 패션트렌드와 도심형 스포츠에 적합한 스타일과 디자인으로 패션시장을 공략하

고 있다. 아웃도어(러닝, 싸이클링)운동 및 일상용으로 활용 가능한 멀티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제

품은 기능성과 신축성, 통기성, 가벼운 착용감을 강화하여 요가 외에 사이클링, 러닝 및 전문성을 

높인 스포츠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기준 애슬레저를 비롯한 멀티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제품의 시장 규모는 4,000억 원으로 전체 스포츠 시장 5조 원 규모의 8%를 차지하여 국내 패션 

업계는 멀티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제품의 시장이 전체 스포츠 시장의 30% 수준까지 확대되고, 

2018년까지 2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멀티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운동선수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컴프

레션웨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입는 패션으로 발전하며 애슬레저룩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

았다. 이는 기능성과 패션성뿐만 아니라 목적에 따라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스포츠웨어 제품을 원

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결과로서 운동시 근육의 불필요한 움직임을 잡아주어 피로감을 경감시

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성과 트렌드 컬러나 소재, 디자인의 변화 등을 통한 트렌디한 

제품 개발로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기능성 스포츠웨어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따라서 국내 멀티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신규 잠재시장으로 소비

자 니즈에 부합된 고감성 멀티 스포츠웨어 제품을 개발한다면 국내·외 스포츠웨어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남ㆍ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이나 일상생활 등 다양한 환경에

서 착용이 가능한 내수 및 수출 지향형 멀티 컨버터블 데일리 이너웨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며, 

특히 컴프레션(압박) 기능의 퍼포먼스 라인을 본 연구의 개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멀티 컨버터블 기능의 퍼포먼스 라인 데일리 이너웨어 제품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한 국내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였

고, 컴프레션(압박) 기능의 퍼포먼스 이너웨어 착용실태 및 기존제품 만족도, 디자인 선호도 조사

를 분석하여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선 및 트렌드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아웃도어(러닝, 바

이크)운동 및 일상용으로 활용 가능한 데일리 이너웨어 제품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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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구글 온라인 설문조사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대학 체육학과, 피트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45일이며 총 3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부분적인 무응답 설문지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20

부(남성 14부, 여성6부)를 제외한 360부를 최종분석의 자료에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컴프레션(압박) 기능의 이너웨어를 구입하는 남

성의 평균 연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이며, 평균적으로 착용하는 의복 사이즈는 상ㆍ하의 모두 

L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평균 연령은 20세 이상~30세 미만으로, 평균적으

로 착용하는 의복 사이즈는 상ㆍ하의 모두 M사이즈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프레션(압박) 

이너웨어 사이즈 선택기준은 남성의 경우 일상복과 같거나 일상복보다 작은 사이즈를 주로 선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일상복과 같은 사이즈를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근력을 키우는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주로 하는 남성과 요가를 주로 하는 여성의 운

동 특성과 몸에 밀착되는 의복에 민감한 여성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제품의 구

매 특성을 살펴보면 남여 모두 컴프레션 기능을 인지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구입하는 컴프레션(압박) 이너웨어 브랜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데상트 순으로 주로 해외 

유명 브랜드가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입 품목에 있어서 남성의 경우는 상의와 하의를 고

르게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는 상의보다는 하의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너웨어 제품 구입시 고려사항을 살펴보면 소재의 기능성(흡한속건성, 통기성, 신축성, 경

량성, 내구성)과 디자인, 착용성, 사이즈, 착탈의 편리성, 운동기능성, 가격 등을 남녀 모두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의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흡한속건성과 내구성을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프레션(압박) 기능의 이너웨어 제품 착용 실태 및 기존제품 

만족도를 살펴보면 운동시 착용하는 컴프레션 이너웨어 형태는 남성의 경우 상의만 착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상ㆍ하의 모두 착용하거나 하의만 착용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컴프레션 이너웨어 착용 이유로는 남성은 활동성과 부상방지, 근육 떨림 방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활동성과 디자인, 근육 떨림 방지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ㆍ여 운

동 종류 및 특성 차이에서 나온 결과라 볼 수 있다. 집중적인 압박이 필요한 부위로 남성의 경우 

상의는 가슴부위 근육과 배 부위 근육을 하의는 허벅지, 종아리 부위 근육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상의는 코어 근육, 하의는 남성과 같이 허벅지, 종아리 부위 근육이 높게 나타났다. 

컴프레션 기능의 이너웨어 제품 착용시 불편사항으로 남녀 모두 상의의 경우 활동시 겨드랑이 부

위가 당긴다와 겨드랑이 부위의 솔기가 피부를 자극한다, 앞 팔꿈치 부위의 당김과 주름이 불편

하다, 입고 벗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항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의의 경우는 남녀 모두 허리조임 

부분이 살을 눌러 불편하다와 입고 벗기가 수월하지 않다 라는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컴프레션

(압박) 기능의 이너웨어 디자인 선호도를 살펴보면 남ㆍ여 모두 단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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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색상은 짙은색 밑 무채색을 선호하고 문양 적용 시 선호하는 형태는 남성의 경우 문양이 

없는 무지 형태를 여성의 경우 하의만 부분적으로 문양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남ㆍ여 모두 라운드 넥을 선호하고, 하의 팬츠의 경우 9부(발목)길이를 선

호하는 것으로 소비자 선호도를 알 수 있었다. 도출된 자료와 소비자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제품

보다 디자인과 기능성 부분을 개선한 총 16벌의 스타일을 결과물로서 제안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멀티 컨버터블 퍼포먼스 라인 데일리 이너웨어의 착용실태 및 소비자 조사를 통한 

제품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체 부위별 차등 압박감 부여로 운동기능성 향상 및 최적의 

피팅감을 부여하는 컴프레션 기능의 데일리 이너웨어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

는 소비 트렌드에 대처하기 위해 의류제품을 염색하는 가먼트 다잉 심리스 제품 개발을 통해 트

렌드에 민감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사점과 

스포츠웨어에서 추구하는 본질적인 요소인 기능적 요소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성과 트렌드가 가미된 멀티 컨버터블 데일리 이너웨어의 개발을 통하여 패션의 부

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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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텐트의 연결 구조에 관한 연구

아웃도어의 새로운 트렌드로 캠핑과 같은 가벼운 레저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캠핑의 주요 

장비인 텐트의 기능 및 모양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텐트는 폴대와 천을 구성으로 지

면에 고정시키면서 공간의 너비에 차이를 두는 방식이었다면, 새로운 개념의 텐트는 바닥으로부

터 스며드는 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에 텐트를 띄운 플로팅(Floating)텐트, 텐트를 던지

는 것만으로 펼쳐지는 원터치 팝업(Pop-up)텐트, 스프링에 의해 우산과 같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우산 식 자동 텐트까지 다양한 모양 및 설치 방식의 텐트가 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점 

다양해지는 텐트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쉽고 재미있는 설계를 통해 텐트 설치가 가능한 새로운 개

념의 모듈형 텐트를 제시하고자하며 그 중 텐트 구조로 활용 가능한 모듈 간 연결구조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모듈 간 연결구조 연구 방법은 체결 구조에 대한 조사 후 디자인 전문가 20인을 상대로 체결

구조의 체결력, 사용성, 파트수, 휴대성, 디자인, 빈틈, 생산성, 단가 등을 평가하고, 평가로 선정

된 체결방식을 응용한 3D 가상 모델링 후 최종 모듈 프로토타입 제작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체결 구조에 대한 조사로는 ①모듈 꼭지점의 빈틈을 막아줌과 동시에 결합하는 암수결합구조, 

②꼭지점 결합용 브라켓을 이용하여 꼭지점끼리 결합하는 브라켓결합구조, ③버튼을 눌러 결합할 

수 있는 찰탁식 결합 구조, ④레버를 접고 펴 결합하는 퀵릴리즈레버결합구조, ⑤면과 면 사이를 

고무줄이나 로퍼로 고정하는 모서리결합구조, ⑥플라스틱의 텐션을 이용한 날개형 체결인 락앤락

결합구조, ⑦모서리에 부합을 끼워 밀어 결합하는 구조인 슬라이드결합구조, ⑧원형으로 이루어진 

잠금장치로 열고 닫힘을 손쉽게 조절 할 수 있는 원형슬라이드결합구조, ⑨스크류로 이루어져 있

으며 책상 거치용 스탠드에 적용되는 스크류결합구조, ⑩영구자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전기에

너지 공급을 받지 않아도 안정된 자기장을 발생하여 결합이 유지되는 자석결합구조가 조사되었

다. 이 중 전문가 20인의 평가에 의해 체결력과 사용성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암수결합구조, 브

라켓결합구조, 퀼릴리즈레버결합구조, 락앤락결합구조, 원형슬라이드결합구조, 자석결합구조가 1차 

시안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3D 가상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2차 시안으로는 영구적 결

합의 장점이 있는 자석결합구조와 암수결합구조가 공존하는 방식 최종 채택되었다. 그 구조는 암

(Type A), 수(Type B) 2개의 모듈구조로 구성되어 서로 맞물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맞물리

는 부위의 결합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력이 높은 자석을 모듈 한 개 당 4개를 사용하여 체결하

도록 설계하였다.(Fig 2.의 빨간색 부분) 또한 야외 활동 시 미세먼지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방충

망을 모듈에 삽입하였다. Type A 모듈 40개, Type B 모듈 10개를 사용하여 최종으로 구성된 모

듈형 텐트의 모식도는 Fig 3과 같으며, 실제 모듈 제작을 통한 지면과의 고정력, 풍동 실험을 통

한 내구성 검증 및 우천 시 사용을 위한 레인 타프 등이 추가로 연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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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기본 모듈 암, 수 구조(Type A, Type B) 3D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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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모듈형 텐트 3D 모식도 

본 연구를 통해 라이트 레저용 모듈형 텐트의 연결 구조에 관해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폴대

와 천으로만 구성된 텐트 구조와 차별화된 설치 방식을 제시하여 텐트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서 

느끼는 재미 위주의 새로운 캠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며, 향후 지속적인 내구성 검증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 아웃도어 및 인도어 텐트 시장에서의 경

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과제번호: 10067577).

Fig 2. 암수결합구조와 자석결합구조의 상세 3D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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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김덕래, 문홍권**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주)용산** 

무봉제 입체 자동차 시트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 시트 구조 
디자인에 관한 연구 

1. 서론

현, 자동차시트 봉제업체는 기존 숙련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감소, 신규 인력 확보의 어

려움으로 인해 생산량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임금 상승과 인력난이 심화

되면서 저가 대량 생산 품목은 해외의 인건비가 싼 동남아 및 중국지역으로 생산기지가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 자동차시트 생산공정의 단축 및 소요인력의 절감을 위해 무봉제시트 개발의 필요성을 가

지고 현재 세계적으로 신발 생산공정의 무봉제 (No-sew)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차시트에도 시도하였다. 

무봉제 시트의 기본 개요는 시트 형상에 맞추어 재단된 각 패턴(조각)을 봉제가 아닌 핫멜트

와 디자인(핫멜트) 필름을 이용하여 결합하는 것으로 봉제 공정을 적용하지 않는 시트커버를 적

용할 수 있는 자동차 시트 구조 디자인에 대한 연구이다.

 

2. 연구방법

무봉제 기법으로 제작한 소재의 인장강도를 고려한 패턴의 체결, 무봉제 시트 폼패드 형상 연

구, 시트 커버의 폼패드 고정 방법 도출을 통해 무봉제 시트커버 최적 디자인을 진행하였다.

디자인의 컨셉은 일체형, 모듈형 2종류로 첫 번째 일체형은 기존 공정과는 달리 하나의 피스

로 하나의 시트를 형상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 두 번째 모듈형은 여러 파트로 구성하여 개인의 

체형과 성향에 따라 옵션을 제공할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디자인은 생산 시, 

No-sew기법으로 생산성이 좋으며 작업 난이도 하락으로 숙련공 대체가능할 수 있도록 각 2종류

의 디자인 총 4가지 디자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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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무봉제 기법으로 제작 가능한 2가지 컨셉의 4종의 자동차 시트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아

래와 개발하였다.

많은 피스로 연결된 기존 시트의 패턴에서 벗어나 

하나의 피스로 이루어짐

- Continuous :　바디의 자연스러운 연결로 

우아하고 세련된 형상을 제공

- Comfortable : 새로운 구조와 가공방식으로 

차별화된 편안함과 감성을 제공

- Variable Option : 다양한 패턴이 제공 가능 

하므로 개성을 충족시킬 수 있음

시트를 여러 파트로 구성하여 개인의 체형과 

성향에 따라 다양한 옵션 제공

- Modular : 독립된 파트를 결합하여 하나의 

시트로 구성. 목과 허리의 굴곡, 어깨의 넓이등 

개개인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여 커스터마이징 

- Material : 각 파트별로 상이한 소재를 적용 

부위별로 최적화된 소재(가죽, 우레탄, 라텍스, 

PC 등)를 사용하여 착좌감을 극대화 고객의 

심미적 욕구 충족 가능.

일체형

디자인 A 디자인 B

다양한 소재를 레이어드 하여 시트에 적용 기존 

시트에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패턴 적용

컬러를 그라데이션 하여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음

시트 중간 중간 패턴이 적용된 가죽 재질을 

레이어드 하여 운전 시 사용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지함

헤드레스트와 백을 하나로 잇고, 봉제선을 

제거하여 일체화된 느낌을 극대화

사용자의 몸이 닿는 부분외에는 과감하게 제거하여 

새로운 쉐입을 제공하려 함

모듈형

디자인 C 디자인 D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부드러운 쉐입 

허리와 등받이 부분을 타고 흐르는 엣지를 

사용함으로서 시트 자체에서 느껴지는 안락함을 

강조

아래쪽 프레임에 모듈을 결합 할 수 있는 

구성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

독립된 파트의 결합을 통해 사용자에게 부위별 

맞춤형 착좌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등과 머리를 받혀주는 파트와 허리를 감싸주는 

파트, 힙을 감싸주는 파트로 구성하였으며 시각적 

촉각적으로 새로운 느낌을 주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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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자동차 시트의 안전성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각 디자인을 검토한 결과 B, D의 경우 실제 자동

차 시트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C의 경우 기존 자동차 시트와 비슷하여 과제의 

무봉제 및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어려워 최적의 생산적합 디자인은 A 디자인으로 선정하였다. 

향후 A디자인은 Conceptual과 양산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1. 패턴디테일 수

정 2. 무봉제 공정 강조를 위해 시트의 EDGE를 강조, 3. 엉덩이 등 몸이 닿는 부문은 메쉬소재 

삽입, 4. 무드등을 적용하여 운전자 시야 및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이렇게 개발된 자동차시트 디자인이 실제 자동차 산업에 적용된다면 향후 국내 자동차 

산업에 무봉제 패셔너블 자동차 시트 생산이 가능하며, 기존 공정대비 단축된 생산공정이라 하더

라도 고품격 자동차 시트제작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중국의 가

격 경쟁력과 일본의 품질 경쟁력에 끼어 점차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국내 섬유산업에 성

장 동력이 되리라 기대된다. 

* 본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친환경 발포 미소구와 경량 Air cell 기술 기반 PU원단 적용 무

봉제 입체 시트 개발”(과제번호 : 10070138)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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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란영*, 박주희
국민대학교

서양 패션과 중국 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연구

서양은 기원전 202년부터 중국의 향료, 차, 도자기, 실크를 얻기 위하여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

과의 무역을 해왔으며, 13세기말 탐험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통해 화려하고 신비로

운 동방의 나라, 중국을 체계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중국을 매혹적으로 느끼게 된 서양인들은 

중국 예술 풍에 대한 제한된 인지를 바탕으로 중국 문화를 가미하여 예술창작에 응용하는 것으로 

중국이라는 베일에 싸인 이국에 대한 동경을 표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하

는 18세기 로코코시대에 이르러 문화예술 전반에 전파되었으며, 서양인의 관점에서 본 동양문화

에 대한 재현으로서 ‘시누아즈리(Chinoiserie)’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도자기, 텍스타일, 회화 등 

서양예술에 나타난 중국풍 현상은 이국적 문화로부터 영감을 찾는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구찌(Gucci)의 알렉산드로 미켈레(Alexandro Michele),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등의 현

대패션 디자이너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패션은 급격한 서양화를 이

루었으며 세계무대에서 중국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간단없는 노력을 해왔다. 

2011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중국 배우 판빙빙(范冰冰)은 쉬젠수(许建树)가 디자인한 용포를 입고 

등장했고 2016년 디자이너 구오페이(郭培)가 중국인 최초로 파리 오뜨꾸뛰르 패션쇼에서 ‘왕실’을 

주제로 디자인을 선보인 사례를 비롯하여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본 논문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중국전통문화의 활용을 고찰하고, 서양 디자이너가 구현한 중국

풍이 중국 디자이너의 중국풍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중국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서양문화예술에 나타난 중국풍 현상의 고찰을 위한 문헌연구와 서양

패션과 중국패션에 나타난 중국풍 비교분석을 위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의 범위 및 대상은 

2000 SS부터 2018 FW까지의 컬렉션을 고찰하여 중국풍 디자인을 발표한 디자이너를 도출하여 

사례분석하며, 중국의 사례 또한 글로벌 무대에 진출한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현대패션에서 활용하고 있는 중국전통문화는 전통회화인 산수화(山水畫), 수목화(水墨畫), 수

채화(水彩畫), 인물화(人物畫), 전통의상인 경극의상(京劇服), 중산복(中山裝), 치포오(旗袍), 포복

(袍服), 배두렁이(肚兜), 의지의 상징인 중국군복(軍裝), 전통공예품인 청화백자(青花瓷), 전지공예

(剪紙工藝), 민간길상의 상징인 용(龍), 잉어(鯉魚), 두루미(仙鶴), 봉황(鳳凰)，넝쿨(藤蔓), 매화(梅

花)，구름무늬(雲紋)，수문(水紋), 모란무늬(牡丹花紋)，권곡무늬(卷曲花紋), 건축(建築)의 비첨(飛

檐), 정태루각(亭臺樓閣)，생초(生肖)의 십이지 생초(十二生肖)등으로 나타났다. 

서양 디자이너가 활용한 중국전통문화는 회화, 의상, 군복, 공예, 민간길상, 건축 등으로 나타

났다. 중국 회화는 인물, 산수, 화훼, 동물 등을 주제로 사물의 의경, 선사((神似))를 강조하는데 

서양패션은 그중에 산수화, 수목화, 수채화를 사용하여 문양을 자수 혹은 프린트하거나 투명한 원

단으로 의경을 선사하였다. 전통의상인 경극의상은 문양, 칼라를 현대의상의 문양패턴과 칼라에 



111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활용하였다. 치포우는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현대 의상과 코디하거나 타민족 전통문화와 매치 또

는 하이넥(立領)，매듭단추(盤扣)등 디테일 부분만 응용하여 의외의 효과를 주었다. 중국군복은 

군복의 주색 초록색과 장식 디테일을 의상에 활용하였다. 전통공예품 전지공예는 각도(刻刀)나 가

위로 종이를 잘라서 문양을 만드는데 원단을 잘라 비치게 하거나 독특한 투조(鏤空)형태와 입체

적인 실루엣과 결합하여 이중적인 느낌을 주었다. 청화백자 도자기는 하얀 바탕에 대비된 파란 

문양이 특징인데 전통문양을 매치하여 파란색 무늬를 만들었다. 민간길상은 민간의 평화와 상서

를 상징하는데 용, 두루미, 봉황, 구름무늬, 수문 등을 의상의 원단 프린트나 액세서리에 활용하

였다. 건축의 비첨은 처마 서까래 끝에 부연을 달아 집의 네 귀가 들린 형태인데 의상의 소매부

리, 바지부리, 어깨부분에 조형적으로 응용하였다. 정태루각은 유람이나 관상용 원림(園林)인데 이

것의 건축적 형태는 의상의 헤어액세서리에 활용하였다. 

한편 중국 디자이너가 컬렉션에 반영한 중국전통문화는 회화, 의상, 공예, 민간길상，생초로 

나타났으며 회화는 서양 디자이너의 완만한 문양 배치와 명확한 색상 사용과 달리 군데군데 문양

을 넣어 색의 흐름을 강조하며 회화의 의경을 중요시하였다. 전통의상은 서양 디자이너 보다 중

산복, 치포오, 포복, 배두렁이 더 고찰되었으며 여밈, 칼라 등 디테일은 더 세분화되어 응용하였

다. 또한 서양의 다양한 매치 방식과 달리 단일적인 매치로 럭셔리한 중국풍을 보여주었다. 공예

품 청화백자는 서양디자이너의 동서양 혼합적인 문양사용과 해체적인 배치방식과 달리 전통문양

위주로 인용하였다. 전기 공예는 서양의 입체적 구조형태보다 주록 몸에 밀착시켜 살이 은연히 

내비치는 선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동식물 모티브는 서양디자이너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

고 주로 드레스나 전통의상의 문양에 활용하였다. 십이지 생초는 십이지 열두 동물을 종이로 접

고 초원느낌의 나뭇잎을 장식하여 전통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위의 고찰을 바탕으로 중국 전통문화에 나타난 서양과 중국패션 사례를 각각 분석하고 정리한 

결과 둘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서양디자이너가 중국이라는 타 문화권을 바라보는 시선에

서 생긴 모방과 융합으로 나타난 예술 형식의 차이이다. 또한 고대부터 이어온 이미 성숙된 체계

를 갖춘 서양패션의 중국풍 현상과 패션에 후진국으로 급성장중인 중국의 현대패션 그리고 유구

한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요해의 깊이에도 이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세계 진출을 꿈꾸는 동양디자이너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비교 연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파악하여 동양의 미를 글로벌화 시키는 데 작은 힘을 실어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동양풍 패션의 빠질 수 없는 한 고리인 중국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은 

패션이 세계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하고 글로벌한 이미지로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길에서 

디자인 개발 방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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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타이인의 머리형태에 대한 연구

1. 서론 

고대에서 머리 형태는 종족에 따라 달라지며 종족 안에서도 신분, 계급, 성별에 의해 달라지

는 사회적 산물이므로 머리 형태에 대한 연구는 고대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

다. 머리털의 의미는 많은 고대종족들의 경우 전승되어졌으며 수많은 주술적 의례를 통해 현 세

상과 저세상의 생을 연결하는 의미라는 것이 증빙되었다. 스키타이인들은 머리털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독특한 관습을 통하여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의 머리털을 

조심스레 보존하여 상투제물로 무덤에 수장시키게 했고 또 타인의 머리털을 간직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적들의 두피를 벗겨 차고 다니곤 하였다. 이런 그들의 관습은 저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한다고 믿는 그들의 우주관의 산물이었다. 

남 시베리아 파지리크(Pazyryk) 벽 양탄자에 묘사된 기사의 머리 모양은 고대 실크로드의 무

역도시인 지금의 신장지역의 키질 벽화에 묘사된 토하리아(Tochrian) 귀족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

다. 유럽의 학계에서는 여러 연구의 결과로 파지리크에 살았던 종족들을 토하리아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토하리아인은 고대 후기부터 13세기까지 지금의 아프카니스탄 북쪽지역인 토

하리아 지방에 살았던 종족을 일컫는 말이다. 주로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종족군을 말하는데 일반

적으로 스키타이 종족군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토하리아인들 중 고대 토하리아인은 기원전 2

세기 경 흉노에 쫓겨 박트리아 지방으로 이주하여 박트리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쿠샨왕국을 세웠

던 월지족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지역 벽화에 묘사된 비슷한 머리 모양은 두 지역

의 종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머리 형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종족의 우주

관을 표현했던 인간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스키타이인들의 머리 형태를 분석하여 스키타이

인들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연구를 토대로 주

변의 다른 종족의 머리 형태를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여 스키타이인들의 종족군의 정체를 밝히려

는 연구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유물분석을 병행하였다. 유물 분석을 위한 자료는 연구자가 연구

를 위해 방문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레미타쥐(Eremitage) 박물관에서 직접 촬영한 자료

와 에레미타쥐(Eremitage) 박물관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촬영한 화보들을 수집하였고 또 유럽에서 

전시되었던 전시 카탈로그에서 해당 유물을 선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

크 에레미타쥐(Eremitage) 박물관은 스키타이 유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

으로 이곳에서 수집한 직접자료들은 스키타이 연구에 확실한 실증적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



113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고 있다. 

2. 스키타이인 머리형태의 분류

1) 생머리 

생머리는 머리를 자연스럽게 길러 내려뜨린 모양으로 이마를 가리지 않고 뒤로 젖힌 스타일과 

이마를 가리는 스타일로 구분된다. 이마를 가리지 않고 뒤로 젖힌 스타일의 생머리는 길이가 등 

뒤까지 내려오는 긴 형태와 어깨까지 내려오는 형태 또 단발의 형태 등이 있다. 

왕이나 족장들은 앞 이마를 가리지 않고 뒤로 젖힌 생머리의 이마에 머리띠를 착용하여 신분

을 나타내기도 했고 전사들은 모자나 헬멧을 착용하기도 했다. 기원전 5세기말 4세기 초로 편년

되는 솔로하(Solocha)의 금 빗에 묘사된 전사들에서는 일반 군인은 단발 형태의 생머리(그림 1)를 

하고 있고 그 보다 더 계급이 높은 군인은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그림 2)를 하고 있다. 다른 

유물에 묘사된 전사들에서도 족장들은 긴 머리를 하고 있고 칼이나 창을 들고 직접 싸움을 하는 

전사들은 짧은 단발의 생머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서 머리의 길이가 계급에 따라 달라지

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앞 머리가 이마를 덮는 스타일은 머리 전체가 잘 빗겨져 정돈된 형태이며 이마를 덮는 앞 머

리는 말려들어간 형태로 손질되어 있다. 길이는 긴 형태와 짧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짧은 머

리는 기원전 4세기의 제기(祭器)에 묘사된 나이든 족장들(그림 3)에서 관찰된다. 긴 머리는 각배

를 들며 맹세를 서약하는 의식을 묘사한 기원전 4세기 쿨오바(Kul-Oba)조각(그림 4)에서 관찰되

고 있어 맹세를 서약하는 의식에 참여하는 스키타이인은 족장 등의 지배계급으로 추정되어 지배

계급들의 머리형태로 볼 수 있는데 지배계급이외에 일반 스키타이인인 소 젖을 짜는 젊은 스키타

이인(그림 5)들에서도 맹세 의식에서 관찰된 것과 비슷한 앞 이마를 가린 긴머리 형태가 나타나

고 있어서 이 머리 형태는 신분에 구별없이 또 연령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스타일로 

볼 수 있다. 

2. 땋은 머리

땋은 머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머리 위에서부터 몇 가닥씩 땋아 내려뜨

린 형태이고(그림 6) 다른 하나는 뒷머리가 한 가닥으로 굵게 땋아 내려져 있는 형태(그림 7)이

다. 전자는 기원전 4세기 중반 가슴장식(Pectorale)에서 중앙에 옷을 꿰매는 남자와 또 같은 장식

품에서 암포라(Amphora) 통을 들고 있는 젊은 스키타이인 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중앙에 옷을 

꿰매고 있는 남자는 얼굴형태가 나이가 든 사람으로 생각되며 장식품의 중앙에서 머리띠를 맨 족

장의 파트너로 옷을 손질하고 것으로 추정하여 신분이 꽤 높은 사람으로 보인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머리를 둥글게 말아서 이마 위를 장식한 이마 앞부분의 머리 장식이다. 이 장식은 신분이 

높아 보이는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스키타이인에서 모두 관찰되고 있다. 롤레(Rolle)는 이 머리장

식은 그리스의 머리양식의 모방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서(Rolle, 1991) 스키타이인들에게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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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뒷머리가 한 가닥으로 굵게 땋아 내려져 있는 후자의 형태

는 스키타이인 전사 석상에 묘사되어 있다. 이로써 땋은 머리는 신분에 따라서 그 형태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묶은 머리

묶은 머리는 두 형태가 관찰되는데 하나는 생머리를 정수리 뒤에서 큰 묶음으로 묶은 형태이

고 다른 하나는 생머리나 땋은 머리를 머리의 여러 부위에서 다른 머리가닥으로 묶은 형태이다. 

정수리 뒤에서 큰 묶음으로 묶은 머리는 기원전 4세기 금으로 만든 아플리케 중 활을 쏘는 전사

(그림 8)의 모습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전사들이 움직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머리를 정수리

에서 묶었던 형태로 생각된다. 또한 땋은 머리를 다른 머리가닥으로 묶은 형태는 기원전 4세기로 

편년되는 금팔찌에 묘사된 족장의 모습(그림 9)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지배계급의 또 다른 머리 

형태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스키타이인에게서 묶은 머리는 실용성을 위하여 택했던 머리 형태이

거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스키타이인들의 머리형태는 생머리, 땋은 머리와 묶은 머리 등 3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었으

며 이는 사회적 신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생머리는 주로 전사들에게서 나타나고 있

었는데 길이는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계급이 낮은 전사들은 목 윗부분까지 내려

오는 길이였고 계급이 높은 전사들에서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머리 형태가 관찰되었다. 또

한 족장들은 등 뒤까지 내려오는 머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땋은 머리 형태는 신분이 높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스키타이인에서 관찰되었는데 그 형태의 차이는 없었다. 묶은 머리는 생

머리를 정수리에서 큰 묶음으로 묶은 형태가 전사들에서 관찰되어 이는 싸움에서의 활동을 극대

화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서 나온 머리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형태의 묶은 머리는 땋

은 머리를 다른 머리가닥으로 묶은 형태가 있었는데 이는 지배자에게서 관찰되어 신분을 나타내

기 위한 머리 형태였다고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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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그림

생머리

이마를 덮지않은 

생머리 

단발 생머리

<그림 1>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그림 2>

이마를 덮은 생머리  

<그림 3> <그림 4> <그림5>

땋은머리

머리 위에서부터 몇 가닥씩 땋아 내려뜨린 

땋은 머리

<그림 6>

뒷머리가 한 가닥으로 굵게 땋아 내려져 

있는 땋은 머리
<그림 7>

묶은머리

정수리 뒤에서 큰 묶음으로 묶은 머리

<그림 8>

다른 머리 가닥으로 묶은 머리

<그림 9>

<표 1> 스키타이인들의 머리 형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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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환*, 권미정
부산대학교

영화 <작전명 발키리>에 나타난 나치제복

1. 서론 

복식은 그 시대의 미적 기준을 바탕으로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환경적 요소

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나치 사상에 이용된 나치제복도 시대환경이 만들어 낸 산

물이라 할 수 있다.

나치즘이란 파시즘 가운데에서 가장 반동적이며 가장 야수적인 독일의 파시즘을 말하는데 이 

명칭은 히틀러와 함께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독일을 독재적으로 지배했던 ｢국가사회주의독일노

동자당｣에서 유래한다. 나치들은 의복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무솔리니와 히

틀러는 제복의 매력을 활용하여 결속력을 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1930, 40년대 샤넬, 휴고보스, 

디올, 루이비통의 4개의 세계적인 패션브랜드와 협력하였는데 독일군 스파이였던 샤넬은 1939년부

터 히틀러 체제에 영입되었고 휴고 보스는 1938년부터 나치에 제복과 군복, 작업복을 납품하여 명

성과 부를 축적하였다. 크리스찬 디올은 1939년부터 나치 고관 부인들의 드레스를 만들며 나치제

복에 기여했고 루이비통 역시 1940년 나치에 협력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시켜 나갔다. 나치와 

관련한 제복과 군복들은 오늘날에도 패션에 영감을 불어 넣어 최근 소녀시대 2집에서도 제복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본이나 국내 다른 아이돌들에게도 관심이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렇듯 나치제복이 패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나치

제복을 가장 잘 재현하였다고 알려져 있는 영화 <작전명 발키리>를 선택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등장인물을 세 개의 계급으로 나누어 나치제복을 알아본다. 둘째, 세 개의 

계급별로 나치제복의 장식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그 당시 실제 나치 

제복과 영화 <작전명 발키리>에 나타난 제복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일본과 독일 서적, 패션관련 잡지와 인터넷을 통해 나치제복의 전체적

인 흐름을 이해한 후 실증적으로 2008년 영화 <작전명 발키리>를 통해 제복들의 특징을 세 개의 

계급별로 각각 캡처하여 분석하였다. 세 개의 계급은 각 부대의 장군과 대령을 포함한 장교 그리

고 일반병사로 세분화하여 연구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히틀러 암살에 관한 스토리로 전개되는 영

화이기에 히틀러의 제복 입은 모습이 한 장면 등장하여 히틀러 제복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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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첫째, 최상위 계층인 올브리히트 장군, 프롬 장군 등, 장성들의 상의는 고급 안감을 사용한 장

성용 예복을 착용하였으며, 하사관 및 병사와는 다르게 마크와 훈장이 많았다. 기본적으로 포켓

의 주름이 바깥으로 나와 있었고, 장성끼리의 의복 스타일은 비슷했다. 하의는 장성 이미지에 맞

게 품이 비교적 컸으며, 나이에 따른 여유분을 다소 두었던 것 같다. 하지만 장군 역시도 각이 

잡힌 하의를 연출 하였다. 다음으로 주인공 톰 크루즈가 맡은 배역인 슈타펜버그 대령의 제복을 

살펴보면 상의는 앞 단추가 6개의 더블버튼으로 경사지게 만든 포켓이 허리 좌우측에 달려있는 

오버코트를 착용하였다. 또한 좌측 팔에는 하켄크로이츠 완장이 굳건하게 붙여져 있었다. 하의는 

돋보이는 특징은 없었고, 단정하며 구김하나 없는 군인의 면모를 보여주는 스타일로 나타났다. 

레머 소령은 장교로서 지급품인 M36야전복을 받았지만 자신의 군복을 양복점에서 스스로 맞추어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규격과 달리 소매 부분에 접이식 커프스가 붙어 있었으며, 깃이 높았

고 휘장이 보다 정교하게 가공 되었으며, 벨트를 고정하는 후크가 붙어있지 않았다. 하의에는 당

시 승마용 바지를 착용하는 자가 많았는데, 히틀러의 측근들의 배경으로 만든 영화라 장교 바지 

측면부분에 붉은 라인 2개가 들어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 병사의 상의는 옷깃과 견장부분만 다

크 그레이 컬러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고, 장성과 장교에 비해 화려하지 않았다. 하의는 좌우에 

덮개 없는 포켓, 그리고 엉덩이 오른쪽 부분에 큰 포켓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계급과 상

관없이 방한용의 목적으로 입었던 것이 오버코트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소재와 세부사항은 장

교이상은 맞춤식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옷깃이 커져 얼굴 아랫부

분을 감출 수 있었으며 단추는 6개가 더블형식으로 달렸고 허리 뒷부분에는 2개의 단추로 엮인 

하프 벨트가 달려있다. 

둘째, 장식은 펜던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계급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전 장성 및 이하 계급 모

두 나치 로고 펜던트를 착용했다. 취장(Adler, 독수리 기장)은 나치 독일의 국장(國章)이었다. 군

복의 우측 가슴과 군모의 챙에 이를 붙였고, 특히 우측 취장은 다크 그레이의 천위에 자수로 놓

았다. 장성의 계급장은 이하 계급의 계급장과 차이가 있었다. 장성들은 견장을 금으로 자수 놓았

고 계급을 표시하였다. 이는 타 계급보다 우월함을 드러내는 표상이었다. 대령은 은으로 자수를 

놓았고 기타 병사는 그냥 기본 배경인 민무늬로 되어있었다. 마지막으로 칼라장 역시 계급별로 

차이가 있었다. 장성은 금색 문양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내었고, 그 이외의 계급은 마름모 

형태를 배경으로 한 단순한 줄로 표현되어 있었다.

셋째, 영화 <작전명 발키리>에 나타난 나치 제복과 실제 그 시대의 나치 제복간의 차이를 살

펴보면, 장성은 비교적 복식의 제약을 적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야전통신 장군 에리히 펠기벨은 

다른 장성들과 달리 M36 튜닉을 착용하였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 개인의 선택에 따라 튜닉을 착

용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히틀러 집권 체제 내내 복식이 조금씩 바뀌고 몇 년 단위로 개량

이 되어 군복의 종류와 수가 많아졌고 그에 따라 장성은 입고 싶은 형태의 제복을 착용하였다고 

개량된 제복이 나온다고 앞전 제복은 전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위치에 맞

게 골라 입을 수 있었기에 영화에서도 M36 튜닉 형태부터 M43 튜닉까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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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영화에서는 개인 맞춤 형태로 제복이 제작되어 단추의 개수, 색상, 소재에서 실제 나

치 제복과 차이가 있었다. 반면 대령 및 장교는 장성에 비해 비교적 제약이 있었으며 가장 형식

적이고 표준이 될 수 있는 M43 튜닉을 주로 입었다. 병사는 더더욱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튜닉을 

입었다. 1944년에는 나치 패망이 가까웠을 시기라 재단의 양도 줄어들었고 값싼 소재의 도입으로 

최대한 심플한 형태의 M43튜닉을 입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장성을 제외한 나머지 계급들은 제

약이 많았기에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튜닉으로 통일했으며 장성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었다.

4. 결론

역사적으로 복식은 사회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발전하였다. 나치사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복은 어떠한 단체 혹은 집단이 자신들의 뜻을 내비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활

용 될 수 있다. 실제로 나치제복을 이용해 사상을 통일시켰고 민중을 장악하는 도구로도 사용됨

을 보았다. 영화 <작전명 발키리>는 히틀러의 제복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히틀러의 최측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성 및 장교의 의복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다. 나치제복은 M43 튜닉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지만 특히 장성은 나치제복을 개별 맞춤 제작을 하여 장성들 간에 차이를 두어 

등장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장식은 모든 계급이 공통으로 나치 로고 펜던트를 착용하였으나 

어깨에 차는 계급장은 장성과 이하 계급이 구별 되었다. 상의 칼라의 장식 역시 장성과 이하 계

급은 차별화를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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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모티브를 활용한 캐주얼 캠핑 텐트용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

근래 소비자들의 여가 활동은 전문적인 아웃도어 개념의 활동에서 벗어나 라이딩, 캠핑 및 낚

시와 같은 가벼운 활동을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 중 텐트는 신흥 캠핑족들의 주

요 장비로, 기존의 단조롭고 무난한 색상을 띈 헤비(Heavy)한 텐트보다는 그들 자신만의 감성과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라이트(Light)한 텐트를 선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텍스타일 디

자인이 적용된 텐트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고감성을 요구하는 소비

자의 니즈를 반영한 텍스타일 디자인의 텐트가 다수 출시되었으나, 국내 텐트 제품 개발은 주로 

소재 및 기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텍스타일 디자인 부분의 개발은 미흡하다. 이에 신흥 캠

핑족들의 니즈를 만족 시킬 수 있는 캐주얼 캠핑 텐트용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캠핑 환경과 어우러지는 자연적 모티브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을 개발하여, 캐주얼 캠핑 텐트에 적합한 텍스타일 디자인 및 원단에의 적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발 과정은 1단계로 텍스타일 이미지의 컨셉 모티브 설정, 2단계로 모티브의 패턴화 및 컬러

웨이로 진행하였다. 자연적 모티브 중 캠핑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요소인 나무, 밤하늘(우주천

체), 트로피컬 느낌을 적용한 나뭇잎사귀 및 새를 응용하여 5가지의 텍스타일 디자인을 진행하였

다. 텍스타일 디자인 ①번은 나무결을 그대로 표현한 무늬를 컨셉 모티브로 설정하였으며, 리핏

(Repeat) 패턴 없이 전폭 패턴으로 디자인하여 원하는 원단의 폭만큼 나무의 결 및 색감이 그대

로 표현되도록 패턴화 및 컬러웨이를 진행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 ②번은 우주 천체의 일부인 

행성 및 은하계를 컨셉 모티브로 설정하였으며, ①번 디자인과 같이 리핏 패턴이 없는 전폭 패턴

으로 디자인하여 넓고 깊은 우주의 느낌이 표현되도록 패턴화 및 컬러웨이를 진행하였다. 텍스타

일 디자인 ③번은 열대성 기후 지방의 식물들을 큰 무늬의 대담한 느낌으로 표현한 트로피컬 잎

사귀를 컨셉 모티브로 설정하였으며, 웜톤의 그린계열 색상을 사용하고 전폭 패턴이 아닌 리핏 

패턴을 사용하여 나뭇잎사귀의 잔잔한 패턴감이 표현되도록 패턴화 및 컬러웨이를 진행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 ④번도 ③번 디자인과 같이 트로피컬 잎사귀를 컨셉 모티브로 설정하였으며, 쿨

톤의 그린계역 색상을 사용하여 시원한 계절감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텍스타일 디자인 ⑤번은 트

로피컬의 대표적인 모티브로 사용되는 새 중 투칸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열대 지방의 정열감과 나

뭇잎사귀의 조화를 통해 프레쉬한 느낌을 강조한 컨셉 모티브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자연적 모티브가 적용된 캐주얼 캠핑 텐트용 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소재 개발을 기반으로 기능성 향상에 주목해온 아웃도어 텐트 시장에서 차별화 된 디

자인과 소비자 니즈 충족에 주력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

후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 및 상용화 추진을 통해 아웃도어 텐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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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타일 디자인 ① 텍스타일 디자인 ②

텍스타일 디자인 ③ 텍스타일 디자인 ④ 텍스타일 디자인 ⑤

Fig 1. 자연적 모티브를 활용한 캐쥬얼 캠핑용 텍스타일 디자인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과제번호: 1006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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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노리개를 응용한 스카프 디자인 개발 연구

1. 서론

국내 문화 콘텐츠의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점점 증가되고 있

다. 이러한 시기에 패션산업에서도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

이다. 그렇기에 전통적이라는 이미지를 지키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상품에도 한국의 아름다

운 이미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통적 디자인 개발에 힘을 모아야하는 시기이다. 문화가 곧 

경쟁력이 되고 문화가 상품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겠다.

옛 선조들은 미를 즐기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해왔고 독창적이고 창작성이 풍부하여 세계 어느 

민족의 것보다 뛰어난 장신구 미술을 사용하였다. 그 중에서 노리개는 화려하고 다양한 것이 많

아 우리나라 장신구 중 가장 널리 여인들의 아낌을 받으며 사용되어 왔다. 또한 노리개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들 생활주변에서 받아들여지는 감

정의 표현물이어서 선인들의 삶의 슬기와 멋을 말해주는 구실도 겸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노리개의 종류와 형태를 알아보고 노리개에 사용된 소재, 기

법, 구조 등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여 수채화 기법과 펜 드로잉 기법으로 표현한 텍스타일을 개발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카프의 사각형 형태에서 벗어나 노리개에서 나타나는 구성요소와 형태

를 응용하여 주체의 패물 모양이나 술, 매듭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인 스카프 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또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형식뿐만 아니라 모자나 가방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

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한국적이면서도 현대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카프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 미

를 이해하고 이를 디자인에 활용한 작품들을 개발하여 더 뚜렷한 한국적 이미지 확립에 일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전통 노리개의 형태를 응용한 스카프 디자인 연구를 위하여 전통 노리개의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스카프 디자인을 개발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연구 내용은 첫째, 조선시대 전통 노리개의 정의 및 발달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조선시

대 노리개를 이루고 있는 구성에 대해 연구한다. 셋째, 조선시대 노리개에 쓰였던 주체의 형태와 

재료로 나누어 종류와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다. 넷째, 조선시대 노리개를 응용하여 현대

적 디자인으로 제작한 패션 디자인 선행 연구 사례를 분석한다. 다섯째, 이를 토대로 특유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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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구조, 소재 등을 중심으로 모티브를 도출하였다. 도출한 모티브와 노리개에서 발췌한 색상

을 수채화와 펜 드로잉 기법을 사용하여 노리개의 형태미와 질감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를 스카프 디자인에 적용하여 5점의 작품을 제작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학위 논문과 단행본, 학회

지, 인터넷 자료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실물 분석을 통해 한국 전통 장식품인 노리개의 유래 및 

발달 과정, 구성, 용도, 종류에 대한 조형적 특성을 유추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노리개

를 응용한 패션 디자인 사례 연구를 위하여 2010년 S/S 시즌부터 2018 F/W 시즌까지 최근 8년

간 컬렉션의 화보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 문화 상품 개발을 위해 우리 민족 고유의 미의식과 정서가 잘 나타난 조

선시대 여성의 노리개의 구성과 조형적 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노리

개의 종류와 문양이 화려하고 섬세한 만큼 스카프 디자인을 위한 문양의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 

개발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대적인 상품화에 알맞은 패턴의 배치와 칼라도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었으며 기존의 스카프에서 벗어나 전통의 미와 우리나라 고유의 여성적인 

감성이 더해진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리개는 삼국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

기까지 우리나라 복식의 변천과정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으며, 시대가 지남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변천하며 조선시대에 이르러 고유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여인들의 미적표현과 더불어 염

원과 생활상을 깊숙이 자리매김 하였던 장신구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조선시대 노리개의 구성

은 띠돈, 끈목, 주체, 매듭, 술로 이루어져있으며 주 장식으로 쓰였던 주체의 형태와 재료에 의해

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 졌다. 또한 패용하는 개수에 따라서도 그 종류가 나뉘어졌는데, 세 

개를 한 벌로 패용하면 삼작이라 하였고, 하나를 패용하면 단작이라 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노리

개에 나타난 문양의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노리개를 패턴 화 하여 텍스타

일 개발을 하였다. 일반적 스카프의 형태인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에서 벗어나 노리개에서 나타나

는 구성요소와 형태를 응용하여 주체의 패물 모양이나 술, 매듭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창의

적인 스카프 디자인 개발을 하였다. 또한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형식뿐만 아니라 모자나 가방과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현대적인 텍스타일로 디

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노리개의 문양과 형태를 응용하여 단순화 시키거나, 반복 및 확대와 축소

를 통해 다양한 스카프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노리개를 응용한 스카프 디자인 연구는 전통 장식의 소재에서 느껴

지는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자연스럽게 풀어 조화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 시켜

주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경쟁력을 갖춘 상품의 소재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국적 이미지가 담긴 창의적인 스카프 디자인을 개발, 제작하여 조선시대 노

리개의 현대화 작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발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한국적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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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문화상품에 활용하여 개발함으로써 현대적 시각에서 전통적 가치의 재평가는 물론 전통문화

의 고유성과 우수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으리라고 사려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전통의 장신구에 표현된 아름다움을 현대화하여 상품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많이 연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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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유투브에 나타난 밀레니얼의 세대적 특성:
한국계 미국인 패션 유투버 Jenn Im을 중심으로

1. 서론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인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달리 웹 2.0시대의 미디어 환경은 동시적인 쌍방

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개방적인 웹 환경을 토대로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산, 

재창조,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스타를 등장시켰다. 이들은 블로그

(blog)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날

로 증대되고 있다. 이들은 블로거, 유투버, 인플루언서, 디지털 셀러브리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큰 유명세의 획득과 더불어 강한 팬덤 형성으로 인해 학계 및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패션 및 뷰티 업계는 매거진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스타를 발 빠르게 마케팅에 접목하고 있다. 의류학계에서 역시 이러한 현

상을 파악하고, 해당 인물의 역할이나 영향력, 그리고 그 매커니즘을 검증을 시도하였다(Choi & 

Jung, 2015; Sohn & Kim, 2017). 한편, 웹 2.0시대가 처음 소개되었던 2004년에는 블로그 중심

으로 발달했던 것이 최근에는 브이로그(Vlog: Video와 Blog의 합성어)의 형태가 새로이 인기를 

끌고 있다. 즉, 사진이나 텍스트를 넘어서서 보다 생동감 있고 즉각적인 전달이 가능한 영상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기반의 영상 미디어 채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유투브

(Youtube)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인기 패션 유투버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밀레니얼

(millennials)의 세대적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밀레니얼은 미래의 주요 소비자층

이며,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실무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2. 이론적 배경 

1) 패션 미디어의 변화와 새로운 미디어 스타의 등장

McLuhan(2002)은 “미디어가 곧 메시지이다”라고 주장하며 미디어의 형태나 내용 자체가 곧 메

시지임을 강조하였다. 맥루언의 주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디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메시지

를 보는데 유의미한 작업이 된다. 따라서 패션 메시지의 이해를 위해 패션 미디어 매체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패션 정보의 원천이 되는 미디어를 패션 미디어라고 정의할 때, 과거의 패션 미디어 매체는 

영화, 티브이, 패션잡지 등이 있다. 전통적인 미디어 하에서는 제도적 기관인 방송 산업이나 패션 

산업의 내부자에 의해 대규모 자본을 토대로 콘텐츠가 기획되고 생산된다. 당시의 패션 미디어 

스타로는 배우를 비롯한 연예인, 패션모델이나 에디터, 업계종사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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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대중에게 보급된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면서 블로그 등 인터

넷 매체와 함께 인기를 얻게 된 일반인이 미디어 스타라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은 인터넷 환경을 중심으로 즉각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패션 블로거는 하나의 큰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Zhang(2010)은 패션 블

로거를 패션 지식의 새로운 문지기라고 표현하면서, 패션과 관련하여 대중의 의견이나 새로운 패

션 트렌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는 디지털 미디어의 빠른 속도는 시간 상 효율적인 발행

을 가능케 하며 이처럼 높아진 블로그의 위상은 패션 잡지의 쇠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업 

패션 블로거는 새로운 전문 직업의 종류로 이해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디지털 미디어의 빠른 

소비 패턴과 기존 아이콘 파괴적인(iconoclastic) 형태가 블로그의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분석되기

도 한다(Titton, 2013). 이들 미디어 스타들은 기존의 전통적 미디어처럼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에 컨텐츠의 구성에 있어 신속하고, 유연하다. Cocker & Cronin (2017)은 유투브 스타

에 대한 네트노그라피 분석을 시행하여 도출해 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개념적 틀로 하여, 유투버와 팔로워 간 공동구성성, 혁신성, 창조성, 기존 체재 전복성을 

유투브 스타의 특성으로 규명하였으며, 유투버가 전통적인 미디어에 위협을 가한다는 점 역시 지

적하였다.

2) 밀레니얼의 세대적 특성

LG경제연구원(2014)은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을 디지털 퍼스트

(Digital First)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상에서 거의 모든 일들을 디지털로 우선 처리하는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 사용법을 익힌 1995년 이후 출생자들(Z세대)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분류될 수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독특한 소비 방식, 소통 

방식을 가진다. 이들은 어떤 정보를 원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

소통에 익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가치관 측면에서는 ‘나’ 중심의 가치관으로 행동한다. 미국의 

Time지는 밀레니얼 세대를 ‘Me Me Me Generation’이라고 표현하였다(Stein, 2013). Stein에 따르

면, 이들은 강한 나 중심의 가치관을 토대로 행복과 성공 기준을 ‘나’에게 두고 직장에 대한 소속

감은 약하지만 일의 가치와 의미는 중시한다. 집단의식은 약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은 강하며, 기

술친화성 및 기술수용도가 높아 모바일이나 SNS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3. 연구 방법

온라인 상의 대화와 자료를 관찰하는 질적 연구 방법인 네트노그라피를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

였다.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하여 Forbes(2017)가 선정한 패션 분야의 글로벌 최고 인플루언서 10

인 리스트를 참고하였는데 Forbes의 선정 평가 요인은 청중의 크기와 그 영향 범위, 입소문의 경

향성,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관계성이었다(Forbes, 2017). 선정된 10인 중 Jenn Im은 한국계 미

국인으로, 국적은 미국이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적극 표현하여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녀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인플루언서들은 2000년대 초반 블로거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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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작한 반면, Jenn Im은 2010년 유투브 채널 개설을 시작하였지만 유투버로서 성공 궤도에 

올랐고, 지속적으로 유투브를 가장 주된 채널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 유투버로서의 대표성

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향력의 입증은 물론, 패션 유투버로서의 대표성도 갖고 

있기에 Jenn Im을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Jenn Im의 유투브 채널인 ClothesEncounters의 비디오 중에서 연구 주제와 적합하다고 생각되

는 영상물을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영상물의 선정 기준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유투버의 특성, 즉, 공동구성성, 기존 체제 전복성, 혁신성, 그리고 창조성이며 이를 잘 드러내는 

최근 2년 이내의 영상물을 선택하였다. 선정된 10개 영상물의 게시 일자는 2016년 5월부터 2017

년 11월 사이였으며, 영상 재생 수는 약 3만에서 100만의 범위였다. 영상물의 주제는 다이어트, 

메이크업 튜토리얼, 제품의 라인 소개, 웨딩드레스 투어, 묻고 답하기, 의복 착장 등이 포함되었

다. 인터넷 연구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를 제시한 Markham and Buchanan 

(2012)의 자료를 참고하여, 데이터 수집 전 유투브의 이용 조건(YouTube, 2017)을 상세히 검토하

였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원어인 영문으로 받아 적어 모두 문서화한 후, 코딩 분석하였다. 댓글

은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으로 정렬하여 최상에 배치된 10여개를 관찰하였다. 더불어 Jenn Im과 

관련된 기사, 인스타그램,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수집하여 분석 대상에 추가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네트노그라피 분석을 통하여 새 패션 미디어인 유투브와 미디어 스타인 유투버 

Jenn Im을 고찰해 보았다. Jenn Im의 컨텐츠의 특성이 밀레니얼의 세대적 특성을 반영하는지의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동적 자기 연출이 나타났다. 유투브는 1인 개인이 기획, 구성, 연출, 편집을 총괄하게 

된다. 즉, 유투버는 보여지는 사람이자 동시에 연출가인 것이다. 그 결과, 유투버는 피동적인 모

습이 아닌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연출하고 표현한다. 셀프 기획 및 영상 구도를 통해 메시지

가 전달되므로 본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타인에 의해 연출된 이미지에 의거하지 않고 거침없이 표

현된다. 이전의 배우나 모델의 경우, 연출된 이미지만 대중에게 노출되므로 실제의 성격과 개성

을 알 수 없었던 반면, 유투버는 보다 능동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노출한다. 이는 

청중에게 마치 직접 아는 사람인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둘째, 상호의존성 및 공동 구성의 강조라는 특성이 나타났다. Jenn Im은 유투버로 성공하기까

지의 여정 속에서 팔로워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잊지 않고 표현한다. 각종 회사와의 협업을 통

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제품 라인을 출시할 때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늘 팬과 팔로워들을 향

해 긴 감사의 메시지를 남긴다. 그리고 그녀가 이룬 성취는 그녀의 것만이 아닌, 팔로워와의 공

동의 구성을 통한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유투브의 매체적 성

질이며, 유투브는 댓글을 통해 팔로워의 반응을 즉각 반영할 수 있다는 동시성을 가진다. 

셋째, 획일적인 미의 기준 회피, 강한 개성 추구 및 자아존중감의 강조가 드러났다. 과거 패션 

미디어들은 획일적인 미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른 몸, 뚜렷한 이목구비, 매끈한 피부, 동안,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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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이고(trendy) 상류층의(luxury) 착장 스타일 등 패션 세계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엄격한 기

준들을 생성하고 그것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속성은 패션을 바라보는 청중이나 업계의 내부자들

에게 상당한 불안정감과 부정적 감정을 발생시켰다. Jenn Im은 불안정감이나 부담감으로 패션의 

개념을 형성하기보다는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재형성하였다. 즉, 구체적으로는 명확한 자기 기준

을 가지고 패션을 즐길 것과 아울러 남을 평가하기보다는 인정, 존중, 포용할 것을 재차 강조하

였다.

유투브를 통해 패션 미디어 스타의 지위를 획득한 Jenn Im은 결과적으로 밀레니얼 청중의 지

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앞서 밝힌 밀레니얼의 나 중심의 가치관, 강한 자기애, 개인주의, SNS

에 대한 개방성,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같은 특성은 유투버 Jenn Im이 메시지를 전달하

는 형식과 내용에 의하여 반영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학계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유투브 

스타를 학술적으로 고찰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사례 분석이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연

구 대상을 확대하여 여러 유투버들의 사례가 분석 된다면, 보다 풍부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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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컬렉션에 나타난 고프코어(Gorpcore) 트렌드 분석

1. 서론

패션의 유행은 선도적인 하이엔드 디자이너들의 독특한 컬렉션 발표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현대 패션에서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바쁜 일상생활에 지치게 된 현대인들은 이제 생활의 질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일상복 자체가 트렌드라는 의미

를 지닌 놈코어(Normcore)란 신조어로 등장하였고, 무심한 듯 쿨하며 편안한 복장이 유행하였다. 

베이직한 것이 최고라는 놈코어 룩의 유행은 웰빙(Well-being)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

일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애슬레저(Athleisure) 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애슬레저는 트렌디함을 추

구하는 대신 스포츠와 패션의 접목을 통해 편안한 일상복을 제시하는데, 패션 아이템들에 스포츠

의 요소를 더하거나, 혹은 스포츠 아이템 및 운동복의 차용이라는 형태를 띤다. 최근 개인의 일

과 생활의 조화로운 균형 유지 상태를 의미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라이프스 타일로의 변

화가 일어나고 있고, 레저나 여가 활동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2017년에는 고프코어(Gorpcore)

라는 새로운 패션 트렌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프코어 룩은 실내 활동보다는 야외 활동을 더 많이 행하고 선호하게 된 소비자들의 생활 변

화로 인한 영향이 큰데(Hennelly, 2018), 소비자들의 운동 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더욱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7년 5월 뉴욕매거진의 온라인 패션 사이트 ｢The Cut｣에서는 당시 ‘반항적으로 

못생긴(defiantly ugly)’ 트렌드지만 이미 패션계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Chen, 

2017), 고프코어란 용어를 처음으로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 F/W 컬렉

션에도 고프코어 트렌드는 지속되고 있으며, 여가를 즐기는 삶의 추구라는 라이프 스타일의 지속

성과 발전 가능성으로 보았을 때, 이 같은 고프코어 트렌드라는 흐름도 향후 상당기간 지속될 것

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프코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2017 S/S 컬렉션부터 2018 

F/W 컬렉션까지의 파리, 밀라노, 런던, 그리고 뉴욕의 남/여성 런웨이 컬렉션을 고찰하여 분석한 

후, 고프코어 패션의 조형성 및 내적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고프코어 트

렌드의 향후 방향성을 예측해 봄으로써 관련 패션 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고프코어 패션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 패션 매거진 및 인터넷 사이트의 기사 

등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고프코어 개념이 처음 등장한 2017 S/S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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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F/W까지의 기간 동안 패션의 주요 도시인 뉴욕, 런던, 밀라노, 그리고 파리에서 발표된 런

웨이 컬렉션 중 대표적인 브랜드 5개 - Vetements, Off-White, Louis Vuitton, Gucci, Balenciaga 

- 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해당 브랜드들은 2017년 컬렉션에서부터 고프코어 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해당 트렌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패션 전문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매거진에서 큰 이슈 몰이를 하고 있기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7 

Pre-fall과 2018 Pre-fall 컬렉션을 발표한 브랜드의 경우, 해당 컬렉션도 분석에 포함하였으며, 총 

257장의 컬렉션 룩 사진을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고프코어란 용어는 Oxford Living Dictionaries ‘Word of the Year 2017’의 리스트에 오른 신

조어이다(Oxford Living Dictionaries, n.d.). 고프코어의 ‘Gorp’는 영어 단어 trail mix에서 따온 

것으로 그래놀라(granola), 귀리(oat), 건포도(raisin), 그리고 땅콩(peanut)의 줄임말 혹은 합친 말

이며, 구어체로는 ‘Good Old Raisins and Peanuts’라고도 알려져 있다. 두 어원 모두 캠핑이나 하

이킹을 갈 때 챙겨가는 견과류 믹스로서 이것을 아웃도어 룩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최근 레이

어드 아이템과 스타일링이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았고, 레저 활동도 실내에서 야외로 확장 

및 이동하게 되면서 아웃도어 웨어의 아이템들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아웃도어 웨어 아

이템들과 일상복의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생겨나는 패션이 바로 고프코어 룩이다. 고프코어는 어

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웃도어 웨어를 활용한 패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상복을 활용하는 놈코

어와는 차이점이 있다. 놈코어의 등장 배경을 보면 패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

중들의 반발 심리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중시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놈코어가 트렌드를 거부

한 트렌드라면, 고프코어는 스타일을 거부한 스타일이다. 이러한 경향은 더 발전하여 경제적인 

풍족함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여가 활동

에 쏟기 시작한 웰빙 추구의 라이프 스타일로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애슬레저라는 트렌드의 등장

으로 이어졌다. 애슬레저는 운동(Ath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에도 착용 가능한 

스포티브 웨어를 의미한다(Kim et al., 2017). 즉, 일상복이지만 운동복처럼 편안하고 활동성 좋은 

옷을 지칭한다. 반면에 고프코어는 야외에서 즐기는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위해 착용하는 의복인 

아웃도어 웨어를 그대로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것을 의미한다(Kim & Ro, 2009).

분석을 통해 고프코어 패션의 조형성을 크게 아이템, 실루엣, 소재, 색채, 액세서리별로 나누

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프코어 패션에 나타나는 아웃도어 웨어의 대표적 아이템으로는 폴리에스테르 계열 소

재의 재킷이나 조끼, 과장된 푸퍼(puffer) 재킷, 레인코트(raincoat), 카굴(cagoule), 아웃도어 팬츠, 

낚시 조끼 등이 있다. 고프코어 패션은 상의와 하의를 동시에 아웃도어 웨어 아이템으로 매치하

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상의만 착용한다. 또한 아웃도어 웨어의 아우터(outer)를 차용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룩의 분위기를 중시한다. 2018 S/S Balenciaga의 남성복 룩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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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코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아이템은 아노락(anorak), 푸퍼 재킷, 그리고 레인코트이며, 그 형

태는 다양하나 소재는 등산의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운동복의 느낌

을 담고 있다. 하의는 남성의 경우는 유틸리티 쇼츠 팬츠나 롱 팬츠, 혹은 면이나 진 팬츠를 매

치하며, 여성의 경우는 2018 S/S Vetements 여성복 룩에서 볼 수 있듯이 스커트나 원피스가 착

용되기도 한다. 

둘째, 고프코어 패션의 형태는 바디 라인이 드러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편안함을 

드러낸다. 간혹 범백(bumbag)으로 허리 라인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바디의 드러냄보다

는 가방의 착용으로 실용성과 활동성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남녀 모두 착용이 가능한 캐주얼 패

션으로, 바디가 드러나지 않는 넉넉한 실루엣과 편안한 핏으로 제안된다. 셋째, 고프코어 패션의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계열인 플리스(fleece)와 고어텍스(gore-tex) 등 등산의류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고기능성 소재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또한, 라이크라(lycra), 스판덱스(spandex), 폴

리에스테르(polyester), 충전재인 다운(down) 등 활동성과 보온성을 위한 기능성 소재도 역시 많

이 사용되었다. 아웃도어 웨어와 함께 매치되는 상하의 이너(inner)류는 기능성 소재가 아닌 다양

한 소재의 일상복을 자유롭게 매치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넷째, 고프코어 패션의 색채는 레드, 블루, 그린, 오렌지, 옐로우 등 자연의 색보다는 비비드한 

느낌의 원색이 많다. 다만 아웃도어 웨어 아이템과 매치되는 타 아이템들의 컬러는 뉴트럴 톤이 

많아서, 전체적인 룩의 느낌은 아웃도어 웨어 아이템의 색채가 시각적인 포인트 컬러가 된다. 

 다섯째, 고프코어 패션에 사용되는 액세서리로는 일명 어글리 스니커즈, 등산화, 벨크로

(velcro) 샌들, 범백 등이 있다. 부피가 크고 사이즈가 넉넉한 아웃도어 웨어와 어울리도록 스니

커즈는 지금까지의 슬림하고 트렌디한 형태보다는 투박한 사이즈와 통굽 디자인의 청키한 스타일

의 형태를 지녔다. 이 같은 어글리 스니커즈는 평범한 일상복도 오히려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준

다. 벨크로 샌들은 세련된 착용 대신 발목까지 올라오는 양말과 함께 착용함으로써 촌스러운 듯 

시크한 고프코어 룩으로 완성이 된다. 허리춤에 매다는 작은 가방인 범백은 고프코어 트렌드로 

인해 부활했는데, 특히 여성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아이템이다.

고프코어 패션의 내적 의미로는 실용성, 재현성, 반항성 총 3가지가 추출되었다. 

첫 번째 특성은 실용성이다. 고프코어는 새로운 아이템의 구매 없이 기존 지니고 있는 아웃도

어 웨어를 그대로 스타일링에 매치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패션이다. 마치 복고 패션처럼 부모 세대

의 옷장에서 아이템을 그대로 차용할 수 있다. 또한 아웃도어 웨어 소재의 특성상방풍, 방수, 보

온, 경량 등의 기능성을 지녀 날씨로부터 몸을 보호하거나 보온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캐

주얼웨어뿐 아니라 포멀한 옷차림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아웃도어 웨어 아우터나 신발을 매치시킴

으로써 손쉬운 고프코어 스타일의 연출이 가능하기에 실용성은 물론 경제성도 부각된다. 

두 번째 특성은 재현성이다. 고프코어 트렌드는 아웃도어 웨어 아이템을 활용한 스포티한 감

성뿐 아니라 레트로 무드도 함께 재현하고 있다. 양말에 샌들을 착용하거나, 일상생활에 등산복 

아이템을 걸치는 것 등 과거에는 금기시 되었던 스타일링이 가능해졌고, 범백, 어글리 스니커즈 

등 촌스럽게 여겨졌던 이전 세대의 아이템들도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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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특성은 반항성이다. 고프코어 트렌드는 패션의 변화 정보를 빨리 흡수해야 도태되지 

않는 현대 패션에 지쳐있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놈코어부터 시작된 반유행적 반항적

인 성향은 촌스러운 것도 멋이라는 젊은 세대만의 개성있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러한 반항성은 

고프코어 트렌드까지 이어진다고 하겠다. 또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유를 갈망하며 레저있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볼 때 더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즐기고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반영된 것이 바로 고프코어라 볼 수 있다. 이는 패션에 대한 

반항이자 동시에 미래를 위해 현실의 삶을 포기하라는 사회에 대한 반항이다. 

 

4. 결론

고프코어 패션은 기존의 일상복에 아웃도어 웨어의 아이템들을 그대로 차용하여 연출하는 트

렌드로 놈코어와 애슬레저의 성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스포츠 웨어의 영향을 받은 고프코어 

패션은 자연스러운 실루엣으로 활동성을 드러내고, 기능성 소재를 다수 사용하며, 차용된 아웃도

어 웨어의 비비드한 원색은 전체 룩의 시각적 포인트가 된다. 기존 아이템과 과거의 것을 차용한

다는 점에서 실용성과 재현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반유행적인 성향은 이를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들의 반항성을 담아낸다. 본 연구의 분석 내용으로 판단해 볼 때, 향후 일상복에 스포티즘적 

요소가 더해지는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상복과 아웃도어 웨어 간의 경계는 무의미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한 삶은 자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현대인의 생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패션도 도시와 자연 속 모두 착용 가능한 스타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

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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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페이크 패션에 나타난 명품가방 패러디

1. 서론 

최근 패션 디자인 산업에서 어느 정도의 모방은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면서 지적재

산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디자인 

작업은 ’어디까지가 카피이고, 어디까지가 패러디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명품가방 패러디를 통해서 페이크 패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패션 산업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화두가 되고, 모방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패러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페이크 패션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명품 페이크패션

은 모조품과 오리지널의 심각한 구분을 벗어나 스타일과 합리성, 실용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중요한 패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방 패러디는 명품 위조의 오명과는 차별화되며 패러디라는 콘셉트를 지향하여 감각적

인 패션 아이디어와 환경을 고려하는 착한 가방으로 평가 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것이 특성으로 

부각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패러디 패션이 등장하게 된 다양한 원인과 패러디 패션의 정의와 유행사례에 관련

된 서적 및 선행연구를 통한 문헌 연구를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디자인, 문화, 패션 관련 

서적과 기사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패러디 브랜드 중에서 명품 가방 패러디에 관한 이미지

와 사례를 조사, 수집하였다. 

3. 이론

디자인이란 사전적 의미로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형 요소 가운데서 의

도적으로 선택하여 그것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통일을 얻기 위한 창조활동이며 그 결

과의 실체”라고 정의 한다.¹⁾ 창작의 과정과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패션제품은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무형의 가치를 더하는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정체성을 담

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소유권 분쟁은 현 시대의 화두로 피해 갈 수 없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패러디를 하기 위해서는 원본의 콘셉트와 디자인을 이해하고 구입하는 소비자 모두가 패러디를 

한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잘 알려진 명품이 패러디의 대상으로 적용되

는 경우가 많다. 패러디 할 디자인의 원형을 변형하고 재구성을 하여 모방을 함으로써 패러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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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 및 상징을 지닌다.

따라서 패러디는 패션아이템을 교묘하게 눈속임 하거나 비틀어 비슷하게 만들어낸 상품을 부

르는 말로 소재, 색상, 크기 등을 변화를 주어 일시적으로 명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착시현상을 

갖게 한다. 패러디 요소가 들어간 상품은 패러디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보는 사람들에

게 웃음과 재미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 패션 분야에서도 효과적인 소재로 사용 

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디 패션이 등장하게 된 원인으로 일부 상류층의 소비 행위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

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상류층을 모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상품이 비쌀수록 잘 팔린

다는 이른바 ‘베블런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과시 소비는 상징적 소비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이런 

명품의 브랜드 가치를 자신과 동일시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²⁾ 명품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비

롯되는데 희소성만으로 명품의 가치를 따지기에는 명품으로 불릴 수 없는 명품 브랜드가 대부분

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최근 명품의 허세를 비꼬는 ‘패러디 브랜드가’가 등장하고 있다. 

패러디는 명품의 외형만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위트를 표현하는 것이 매력이며 명품가

방 패러디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발렌시아가, Ginger, Together Bag, Play no more 등이 있다. 

 

4. 연구결과

페이크패션의 브랜드별 가방을 패러디 한 디자인, 색상, 소재, 크기 등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이케아 패러디 열풍은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 가방에서 시작되었다. 2017년 봄 

여름 컬렉션에서 선보인 2145달러짜리 큼직한 라지 사이즈의 파란색 가방 ‘캐리’ 쇼퍼백은 이케아

에서 파는 99센트짜리 장바구니 ‘프락타 백’을 닮은 디자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가죽 버전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많은 소지품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지퍼 장치로 실용성을 가미해 완성

도 높은 발렌시아가 가방으로 재탄생했다. 이케아 가방의 디자인을 차용하여 감각적인 위트를 표

현하였다. 이케아 브랜드에 대한 오마주(경의)와 상표에 집착하는 패션계 분위기에 대한 풍자가 

합쳐졌다. 둘째, Ginger Bag은 극사실적 프린트 기법을 응용하여 일시적으로 사실적인 명품 가방

으로 보이며,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실용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이다. 나

일론소재를 사용하지만 동물의 가죽 질감을 캔버스에 표현 하였으며, 프린팅 기법에 의해 실제 

가죽의 질감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컨템포러리의 위트를 담은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

(PLAYNOMORE)’는 색다른 디자인은 물론 좋은 품질을 무기로 해외 시장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

다.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제품형태를 모방하여 ‘샤이걸’ 및 ‘샤이패밀리’가방 (일명 눈알

가방)을 플레이노모어(PLAYNOMORE)만의 독창성 있는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넷째, ‘서즈데이 

프라이데이(Thursday Friday)’의 Together Bag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목적으로 디자인하였다. 발

렌시아가의 모터백을 프린트하여 모토(MOTO)라는 시리즈로 출시되었다. 다양한 컬러의 캔버스소

재의 숄더백으로 튼튼하고 가벼우면서도 수납이 좋아 실용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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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명품에 집착하는 소비의식을 개선하고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며 스타일과 유머를 추구하는 패

션산업의 긍정적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패러디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디자인 작업에서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더하면 모방도 새로

운 패러디 디자인으로 탄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습득하고 디자이너의 아이덴티티와 브랜드의 정체

성을 확립시키며 긍정적인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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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패션에 차용된 아메리카 미술과 민속복식

1. 서론

2000년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세계화와 지역화의 장점을 수용하고자 하는 글로컬리즘 은 정

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서양과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동양과 

흑인에 대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열망은 지구촌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아메리카 뿐 아니라 가깝고도 먼 나라로 생각하였던 라틴아메리카와의 교류도 활발해 

졌다. 2008년 ‘20C 라틴아메리카 거장 전’이 개최되어 멕시코의 화가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

라 부부 화가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고 2014년 남미 12개국 50여명과 국내 40인의 현대미술과의 

문화교류, 2018년에는 라틴아메리카와 우리나라 현대 미술가들의 작품 전시, 아메리카 예술에 관

한 UT전시회, 하이 팝, 조엘 사토리의 사진전시회 등이 개최되어 라틴아메리카를 포함한 아메리

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예술에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서 다양한 이미지와 형식을 빌려와서 작

품을 제작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을 ‘차용’ 등의 용어로 불리어지고 있다. 차용이란 

‘빌리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차용에 대한 이론은 1980년대 미국 

비평가 더글러스 크림프(Douglas Crimp)와 아비가일 스 고돌(Abigail S Godeau)이 ‘차용’이론을 

명확히 하였으며, 그 이후 1985년에 존 파울레티(John Paoletti)가 미술사에서 몇 가지 다른 방식

들로 사용되어 왔던 차용에 대한 기법들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존 파

울리티의 차용기법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패션에 차용된 아메리카 미술과 민속복식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차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박명희(2000)의 과거 복식 차용에 관한 연구, 박월미・배수정(2012)의 

현대미술과 패션에 차용된 추의 미학에 관한 연구, 한순자(2014)의 복식 디자인 이미지 차용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아메리카 미술과 민속복식에서 차용된 현대패션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차용기법과 아메리카 민속복식을 먼저 고찰하고 둘째, 현대

패션에 차용된 아메리카 예술에 대해 살펴보고 셋째, 현대패션에 차용된 아메리카 민속복식을 분

석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며 아메리카는 북미와 남미를 나누어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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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단행본, 학술지 및 논문 등을 중심으로 미술은 15세기부터 20

세기까지 아메리카 미술을, 민속복식은 9C부터 20C 세계1차 대전 전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아메리카 미술과 민속복식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에 미국 LA와 

샌프란시스코의 아메리카 민속복식 박물관과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으며 현대패션은 2013

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간 세계4대 컬렉션의 12,800여장 사진을 수집하였고 이 중 100여장

이 자료로 최종 활용되었다.

3. 연구결과

첫째, 현대패션에 적용되는 차용은 존 파울리티의 미술에서의 차용기법인 단순차용, 다시 사용

되는 오브제를 변형시키는 것, 특수한 이미지를 참고하여 만드는 것, 부분적인 재활용, 혼합의 5

개 차용기법 중 작품의 단순한 공간 이동을 하는 차용기법은 패션과 관련이 없어 제외하고 모방

에 가까운 차용, 단순 모사, 사실적 재현의 재현적 방법, 대상을 변형함으로써 본래 의미가 없어

지는 변용의 변형적 방법, 두 가지 이상의 기법이 섞여서 나타나는 혼성적 방법 3가지가 도출되

었다. 

아메리카 민속복식에서 북아메리카는 동물 모피로 만든 보온성을 가지고 있는 모자가 달린 튜

닉형 상의와 바지의 알래스카 원주민의 복식, 가죽으로 만든 프린지가 있는 발목길이의 미국 인

디언 원주민의 드레스가 대표적이다. 남아메리카는 꽃문양과 자수 장식의 판쵸, 흰색 블라우스와 

스커트, 케이프 등의 의복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대패션에 차용된 미술에서 재현적 방법은 북아메리카 미술가인 프란츠 클라인 이 흑

백 두 줄 문양으로 만든 작품 전체 이미지를 2013 F/W 팀 코펜스가 남성 코트에 차용하였다. 

남아메리카는 키네틱 아티스트 카를로스 크루즈-디에즈(Calos Cruz-Diez) 작품의 노란색, 초록색, 

검은색의 줄무늬 문양이 2014 S/S 오스카 카발리의 긴 드레스에 문양과 색상에 그대로 재현되었

다. 변형적 방법에는 미국 팝아트 예술가 앤디 워홀(Andy Warhol)작품 중 ‘꽃’의 꽃문양을 부분

적으로 차용하여 2013 S/S 프라다의 긴 코트에 꽃문양이 변형되어 나타났다. 남아메리카 프리다 

칼로의 절망을 표현한 <망가진 척추>의 갑옷이 이미지를 변형적으로 차용하여 알렉산더 맥퀸의 

2014 S/S에 악어가죽으로 만든 격자무늬가 있는 갑옷으로 나타났다. 혼성적 방법에는 북아메리카 

개념미술가 로버트 모리스의 작품 중에 <펠트의 가운데를 잘라, 적당한 벽에 설치하는 것>의 특

징적인 이미지가 2015 F/W 프로앤자 슐러 실크 스커트에 다시 배열하여 상의에 혼성적으로 나타

났으며 남아메리카의 프리다 칼로의 <마르크스주의는 병자를 건강하게 하리라>에 나타난 민속복

식이 2015 S/S 돌체 앤 가바나에 상의에 부분적으로 차용되었으며 현대적인 사로 만든 스커트와 

혼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셋째, 현대패션에 차용된 민속복식에서 재현적 방법은 북아메리카의 동물 모피로 만든 끝에 

프린지가 장식된 튜닉형 캐나다 이칼루이트(Iqaluit)의 민속복식의 형태와 인디언 들의 상징적인 

선더버드형의 토템 문양을 바탕으로 한 민속복식은 2015 F/W KTZ와 2014년 F/W 샤넬에서 나타

났다. 남아메리카의 칠레 여성들이 입는 발목까지 오는 긴 길이의 망토형 판쵸는 2016 F/W 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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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 전체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또한 남아메리카 잉카 태양의 토템문양을 차용하여 2016 F/W 

구찌에서 의복 앞부분에 그대로 나타났으며 멕시코 정통적인 남성 민속복식 차로의 솜브레로 모

자는 그대로 차용되어 2014 S/S 에트로의 머리장식에 나타났다. 변형적 방법에는 북아메리카 카

우보이의 터틀넥 청재킷의 프린지 장식이 2017 S/S 랄프 로렌에 프린지가 부분적으로 변형 차용

되었으며 나바호 족 사각형 전통문양은 2016 F/W 발렌티노 남성 코트 문양으로 나타났다. 인디

언 목 장식용 흉갑의 이미지는 2015 F/W KTZ에 목에 차용하여 장식되었다. 남아메리카의 멕시

코 여성들의 면으로 만든 케이프 덮인 긴 드레스 이미지와 선인장 이미지는 2015 F/W 언리얼에

이지 패션 컬렉션에 어깨에 껴입은 털실로 만든 케이프형 외투에 차용되었고 멕시코의 선인장 문

양은 2017 S/S 타미 힐피거에 상의에 나타났다. 페루의 전통적인 여성용 케이프는 2017 F/W 샤

넬에 미래주의가 표현된 소재로 만든 흰색 케이프에 차용되어 나타났다. 혼성적 차용 방법에는 

북아메리카의 민속복식인 인디언의 어깨에 덮여 있는 패갑이나 돌로 만든 장식된 청색의 긴 드레

스와 프린지로 소매와 하반신에 장식된 긴 드레스는 2013 F/W 톰 포드에 두 개 민속복식이 혼

합되어 나타났으며 나바호 족 전통적인 사냥과 기하학적인 문양이 두 개 조합하여 2015 F/W 

KTZ에 나타났다. 인디언 전통적인 깃털로 만든 머리장식은 이미지가 전환되어 2014 F/W 마르니

에 여성치마로 나타났다. 남미 가우초 카우보이들은 긴 셔츠와 바지를 입는데 칠레 남성의 판쵸

는 2016 S/S 그렉 로렌에 혼합되어 나타났다. 2015 S/S 파우스토 푸글리시는 아즈텍 전통 원형의 

기하학적 문양에 잉카 태양의 토템문양을 안에 붙이고 조합한 의상을 선보였다. 아즈텍 깃털로 

만든 머리장식과 브라질 축제를 개최할 때 쓴 깃털로 만든 머리장식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2014 

S/S 루이비통의 머리장식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첫째, 현대패션에 나타난 차용은 재현적 방법, 변형적 방법, 혼성적 방법을 통해서 나타났다. 

아메리카 미술 작품은 형태, 색상, 문양에서 민속복식은 형태, 문양, 장신구에서 주로 차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대패션에 차용된 아메리카 미술은 주로 북미의 추상표현주의 작품, 미니멀리즘의 작

품, 팝아트 작품과 남미의 초현실주의 작품, 키네틱 아트 작품, 추상주의 작품, 그래피티 작품의 

형태, 문양, 색상에 중심으로 재현적, 변형적, 혼성적인 방법으로 차용되어 나타났다.

셋째, 현대패션에 차용된 아메리카 민속복식은 북미 에스키모인의 동물 모피로 만든 튜닉형 

모자 달린 의상이나 가죽으로 만든 프린지가 있는 인디언 복식, 깃털로 만든 머리장식이 차용되

어 나타났으며 남미의 금색이나 은색으로 수놓은 카우보이모자를 쓴 멕시코 전통남성복식인 차

로, 전통기하학적 문양이 있는 망토형 판쵸, 자수 장식이 있는 케이프 등의 형태, 문양, 장신구가 

재현적, 변형적, 혼성적인 방법으로 차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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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롱(salon) 문화에 영향을 받은 여성복식 연구

1. 연구의의와 목적

문화사와 지성사에서 살롱은 남녀와 신분간의 벽을 깬 대화와 토론장이었으며 또한 문학공간

으로서 문화와 지성의 산실이자 중개소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살롱은 당대의 역사, 가치관, 

사상, 미학등이 변화하면서 그 역할을 달리한다. 대부분의 살롱을 개장하고 운영한 주체는 여성

으로 살롱은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영역이었다. 즉, 살롱은 기존 남성중심체제하에서 그 주재자가 

대부분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문화적 특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살롱에 출입하던 여성들의 복식을 

통해 시대적 상황에 따른 비언어적 전달매체의 기능을 하는 복식의 특징을 분석 할 수 있다. 살

롱에 관한 연구는 서양사연구, 서양미술연구, 서양문학연구등에서 이루어졌지만 살롱을 주재하던 

여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복식이 가지는 역사적인 특징과 그 내면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의

미를 패션사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연구목적으로 근세 살롱의 변천에 따른 여성들, 

특히 특정한 여성 집단으로 인식되어 명명된 프레시외즈(précieuse)와 메르베이외즈(merveilleux)

를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그들의 복식문화를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로 국내외 

서적 및 연구논문을 토대로 하였으며 실증적 자료로써 자료사진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시대적 범

위는 살롱문화가 발달하였던 17세기 후부터 살롱문화가 융성했던 18세기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귀족주의적 사교계와 부르주아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교양층의 평형을 형성한 살롱을 중심

으로 활동한 여성 의식변화를 복식을 통해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2. 연구내용

초기의 살롱은 귀족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귀족적인 가치, 귀족적인 생활방식, 

여가의 이상을 제공해 줌으로서 그들을 귀족사회에 편입시키고자 한 공간이다. 당시의 여성들의 

지위와 활동이 아버지와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고 가문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성들은 궁정과 살롱을 통해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고 그 역할을 증대 시켜 나

아갔다. 한편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프랑스의 살롱은 범 유럽적이고 개방적이었다. 여성들이 

주도하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당시 지식인들은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키고 전파함으로써 공론을 

형성했던 것이다. 살롱의 여주인이 귀족계급출신 여성 뿐 아니라 시민계급 출신 여성들도 많아졌

다는 사실 자체가 계몽주의 사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으로써 18세기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준다. 

프레시외즈는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살롱을 주재하던 여성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프레시외즈

의 복식의 형태는 시대적 상황과 일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당시 프랑스 루이 14세의 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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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럽 전역에 프랑스 모드가 유행하였으며 이러한 바로크적 경향은 프레시외즈에게서도 고찰할 

수 있다. 궁정에서 유행하는 의상과 장신구의 모양과 종류등을 모방한 의상을 착용하였다. 과도

한 장식이나 중량감을 주는 장신구, 비정형적이고 기교적인 형태가 강조되었으며 이는 리본과 레

이스로 의상 전면을 장식하고, 금실로 자수를 놓는 것등으로 나타났다.

메르베이외즈는 집정부시대에 의복뿐 아니라 전반적 외형에서 극단적으로 기존과 다른 측면을 

보이던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들의 복식의 형태는 투명함과 단순미를 표현하고자 머슬린 

캠브릭이나 캘리코로 만든 드레스를 착장했으며 이는 때때로 너무 투명해서 흰색이나 핑크색의 

타이즈를 속에 착용하여야 했다. 이는 절대주의시대의 옷이라고 느껴지던 기존의 복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해방에 의한 결과물이다. 메르베이외즈들은 흰 비단으로 만든 고대 그리스식 옷을 입고 

남자의 주의를 끌기 위해 진주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악세서리를 착용한 채로 거리를 걸어 다니거

나 살롱에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에서도 나타났으며 여성의 신

분이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복장을 더욱 추구하였다. 당시 새로운 지배계층이 된 부르주아들에게 

여성이란 향락의 대상이었으며 하층계급에 대해서 한층 높은 도덕성을 표출해야할 필요성을 느끼

지 못했기에 여성의 육체적 향락을 중심으로 하는 패션이 유행한 것이다.

3. 결론

근세 살롱문화에 영향을 받는 여성복식은 기존체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이에 대한 표출로 

작용한 공통점을 가지며, 살롱을 중심으로 활동한 여성 집단은 기득권 남성에 의해 기존체제에 

반항하는 집단으로 여겨져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차이점은 복식의 형태에

서 나타난다. 초기의 살롱 여성들 즉, 프레시외즈는 조롱과 추방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교양

의 규범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전통이 그들에게 부여한 범위 안에 머물러 있었으며 현 체제와 

규율로부터의 일탈을 거부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의 복식 또한 당시의 바로크식 복장을 하고 있

는 점에서 체제순응적임을 드러낸다는 특징을 가진다. 하지만 프랑스혁명 직후 나타난 메르베이

외즈의 경우 체제혁신적 특징을 가지며 이는 복식에서 드러난다. 이는 17세기 초기의 살롱이 유

희와 여흥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 18세기 후반기의 살롱은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면

서 계몽주의 사상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과 당시 살롱에서 지위 전체를 도외시하는 일

종의 사회적 교제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적인 남성지배하에 활동한 이전시대의 여성

들과 다르게 인간의 해방에 가치를 두던 시대적 풍토와 일치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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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코스튬 플레이 의상 패턴 연구

1. 서론

삶의 질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패션은 단지 몸을 보호하거나 자기표현 수단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즐거움을 누리는 문화생활의 도구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만화나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를 흉내 내는 매니아층이 늘어나면서 코스튬 플레이(Costume Pla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코스튬 플레이란 의상을 뜻하는 코스튬(costume)과 놀이를 뜻하는 플레이(play)의 합성어로 

만화나 게임, 영화 등의 등장인물로 분장하고 그 말투나 제스쳐를 모방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말

로 일명 코스프레 라고 한다. 코스프레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매니아, 즉 오타쿠라

고 불렀지만 최근,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문화로서 세계로 진출하고, 애니메이션을 보며 자

란 세대들이 사회와 문화에 영향력을 발휘함에 따라, 더 이상 코스프레를 영화, 음악 등의 대중

문화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지 않는 하위문화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코스프레가 패션과 

융합되면서, 일반 젊은이들도 부담 없이 즐기며 입게 되었고 다양한 스타일링 방식으로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 의상디자인, 생산 등의 코스프레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코스프레를 위한 의상은 실용성보다는 유행성, 일회

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상을 직접구매하기 보다는 대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여를 할시 원하는 의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들은 코스프레 의상에 있어서 유행

을 추구하기 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만화, 캐릭터가 확고하며 참신함과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작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코스튬 플레이 문화현상을 주된 관점으로 연구되었고 디자인과 패

턴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코스튬 플레이 의상 디자인과 관련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선정하여 단지 그 의상을 제작한 결과물로써 의의를 둔 연구이기 때문에 대중

들이 코스튬 플레이 의상을 좀 더 쉽게 제작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사람들이 직접 코

스튬플레이 의상 제작이 어려운 점은 기술과 비용이 부족하고 의상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 패턴

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스튬 플레이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기존 

대중화된 기성복 패턴을 쉽게 다룰 수 있도록 약식화되고, 의상의 이미지나 실루엣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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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학술자료와 서적을 통한 문헌연구로 코스튬 플레이와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의

상에 대해 고찰하였고, 인터넷자료 검색으로 국내애니메이션 산업보고서 및 애니메이션 코스튬 

플레이 의상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외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코스튬 플레이 의상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의상 선정을 위한 연구범위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애니메이

션 산업백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상영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영화 애니메이션, 즉 

극장에서 상영된 애니메이션 흥행 순위를 조사하여 연도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애니메이션

을 선정했다. 그 결과, 2014년 천만 관객을 동원한 <겨울왕국>, 2015년 <인사이드 아웃>, 2016년 

<주토피아>, 2017년 <너의 이름은> 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6년 국내 소

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캐릭터 선호도 조사에서 '카카오 프렌즈'가 14.3%로 1위를 차지

했고 '뽀로로'는 9.8%로 2위, 일본 만화 캐릭터 '짱구'와 '원피스'가 각각 6.0%, 4.9%의 선호도로 

3위, 4위에 올랐다. 이어 '아기공룡 둘리'가 4.4%로 5위, 일본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이 4.2%로 6

위, 애벌레 캐릭터 '라바'가 3.8%로 7위를 기록했다. 카카오 프렌즈를 제외하고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해당했다. 

이를 토대로 대형 흥행작인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캐릭터와 한국인이 선호하는 애니메이

션 캐릭터 ‘뽀로로’를 선정했다.

Fig. 1. Adult Princess Elsa 

Cosplay costume elsa blue 

dresses Halloween costumes for 

women long party Dress. 

https://ko.aliexpress.com/store/p

roduct

Fig. 2. Pororo the Little 

Penguin Pororo cosplay 

Costume include glasses prop 

ACG cosplay. 

https://ko.aliexpress.com/store/p

roduct

Fig. 3. 뽀롱뽀롱뽀로로 코스튬 

플레이 의상.

http://www.mujinara.com/shop/

goods

3.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 대형 흥행작인 <겨울왕국>의 주인공 ‘엘사’ 캐릭터와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애니

메이션 캐릭터 ‘뽀로로’를 선정하여 의복구성관련 서적에 제시된 기존 의복 패턴에 있어서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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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의상 패턴을 선택하여 이를 약식화된 패턴으로 변형했다. 

첫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순성과 신속성을 위해 바디스, 스커트, 팬츠 등의 기존패턴에 있어

서 구성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체감을 위한 다트를 최소화하고, 여밈장치에 있

어서 큰 기술을 요하지 않는 방법인 단추나 훅앤아이를 제시했다.

둘째, 비용적인 측면에서 원단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커트와 케이프는 여러 조각의 

패널로 나누어진 패턴으로 변형했으며 폭과 길이도 최소화했다. 

셋째, 소재 및 부자재 선택에 있어 활동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제안과 의상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악세서리에 제작방법에 대한 제안으로 따로 악세서리를 구매하지 않을 

수 있어 비용 최소화를 추구했다.

코스튬플레이 패턴디자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들은 코스튬플레이 의상 제작에 있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쉽게 의상을 제작할 수 있어서 완성된 의상을 통

해서 구매나 대여와는 다른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참고문헌

고애란, 신미란 (2005). 한국 코스프레 집단의 문화기술지적 연구 1 -한국의 코스프레 집단의 분석-. 복식문화연구, 13(6), 

919-933.

이의정, 백천의 (2007). 코스튬플레이 패션에 대한 연구(2).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3), 181-189.

장경재 (2015). 콘텐츠 관광에서 코스프레의 의의와 지역발전에서의 역할. 문화콘텐츠연구, (6), 7-46.

장남경, 박수경, 이주영 (2006). 코스튬플레이 의상 소비문화. Archives of Design Research, 203-212.



144 _____ LOCAL TO GLOBAL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신철원, 김차현
경희대학교

중국 20대 여성의 의복 스타일 선호도와 한국 패션브랜드 
구매특성

1. 서론

근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중국 소비자들의 의복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상승하고 있다. 

중국 20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의류 업계의 주된 소비층으로 떠올랐으며 

특히 20대 여성은 오늘날 중국의 엄청난 규모의 패션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이들은 중국의 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글로벌 자본주의 사회에 노출되어 성장하였기 때문에 

한류와 비슷한 외국 문화를 열정적으로 수용하는 등 이전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비하여 외국 문화

에 대한 포용력이 크며 전통적 패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탈피하려는 소비문화 형태를 가지고 있

다. 1990년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으로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의 패션 스타일에 대해 집중하기 시

작했다. 또한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쇼핑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한

국 브랜드의 선호도는 자연스레 상승하기 시작했다. 한국 패션 기업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이를 

노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꾸준히 인지도를 높여감으로써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패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 높은 열정과 한중 양국의 

경제적 교류가 잦아지면서 한국 패션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

다. 베이직 하우스(Basic House), 이랜드(E-Land) 등 많은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비약적으로 진

출하고 발전하였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 패션브랜드의 매출액을 보면 2011년 14370억 위안에 달

하고 2014년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더욱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중국 의류쇼핑의 시장규모는 5195

억 위안에 달해 중국 의류시장에서의 점유율이 23.6%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더 많은 한국 패션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계속 성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한국 브랜드 페이우

(FAYEWOO)는 중국 상해, 북경, 광저우, 황저우 등 지역 백화점에 입점하고 각 지역의 멀티 쇼

룸에 진출하였다. 또한 2016년 한국 브랜드 숲(SOUP), 수스(SOOS), 르피타(LE PITTA)의 제품 출

하가 전년 대비 각각 10%, 20%, 50%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시장에는 저가유행이 들어서며 해외 유명 SPA(Specialty store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들의 활발한 진입과 발전으로 중국 소비자가 여러 가지의 패션브랜

드를 접하게 되었고 많은 기회들이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중국 패션 소비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열정이 급격하게 높아졌지만 외국 브랜드

라고 해서 무조건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비용, 활동성, 원산지, 유행 등을 신중히 비교 검

토한 후에 구입하기에 이에 따라 더욱더 세분화된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20대 여성들의 스타일 선호도 및 한국 패션브랜드 구매 특성 분석을 기

반으로 중국 20대 여성복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중국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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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는지와 한국 패션브랜드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국 20대 여성들의 스타일 선호도 및 한국 패션브랜드 구매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북경과 상해에 거주하는 한국 패션브랜드 구매 경험이 

있는 20대 중국 여성 4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 브랜드 선정은 선행연구

(박혜선, 양단, 2013; 흥금희, 유정, 2009; 임현경, 이정우, 김미영, 2013; 흥금희, 유정, 2009)를 

토대로 중국 20대 여성 30명을 대상을 사전 조사하여 12개의 브랜드 Naning9, Chuu, SJYP, 

Roem, Basic House, E.land Classic, Mind Bridge, MIXXO, Low Classic, Spao, Rocket x Lunch, 

Fleamadonna를 선정하였다. 부실 응답지를 제외한 405명의 응답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

며 SPSS 22.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1) 중국 20대 여성들의 의복 스타일 선호도

중국 20대 여성들이 선호하는 이미지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미지 108명(26.7%), 도회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 71명(17.5%), 발랄한 이미지 65명(16.0%), 고급스럽고 보수적인 이미지 49명

(12.1%), 단순하고 편안한 이미지 41명(10.1%), 활동적이고 명랑한 이미지 32명(7.9%),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 30명(7.4%), 남성적인 이미지 9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컬러는 회

색 계열 91명(22.5%), 파란색 계열 81명(20.0%), 빨간색 계열 58명(14.3%), Multi 45명(11.1%), 

흰색 41명(10.1%), 노란색 계열 33명(8.1%), 갈색 계열 24명(5.9%), 검은색 20명(4.9%), 녹색 계

열 12명(3.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톤 계열은 명청색 톤 계열 150명(37.0%), 원색 톤 

계열 141명(34.8%), 탁색 톤 계열 73명(18.0%), 암청색 톤 계열 41명(10.1%)로 나타났다. 선호하

는 의복 소재는 천연섬유 186명(45.9%), 합성섬유 177명(43..7%), 혼방섬유 37명(9.1%), 신소재 5

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실루엣은 약간 여유 있는 실루엣 264명(65.2%), 몸에 피트 

되는 실루엣 104명(25.7%), 여유 있는 실루엣 37명(9.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디자인은 

심플한 디자인 104명(25.7%), 우아한 디자인 94명(23.2%), 화려한 디자인 76명(18.8%), 멋스러운 

디자인 60명(14.8%), 아방가르드한 특이한 디자인 56명(13.8%), Office Lady 디자인 13명(3.2%), 

중성적인 디자인 2명(0.2%) 순으로 나타났다. 

2) 중국 20대 여성들의 한국 패션브랜드 제품 구매특성

중국 20대 여성들이 한국 패션 브랜드 제품 구매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은 품질 99명

(24.4%), 디자인 98명(24.2%), 유행성 56명(13.8%), 소재 53명(13.1%), 실용성 50명(12.3%), 가격 

42명(10.4%), 원산지 6명(1.5%), 점포인테리어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패션 브랜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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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는 인터넷, 잡지 등이 222명(54.8%), 매장디스플레이 등 홍보가 117명

(28.9%), TV광고 38명(9.4%), 주변 사람들 28명(6.9%)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 패션브랜드 제품 

구매 장소는 온라인, 해외직구 145명(35.8%), 중국 브랜드 직영점, 대리점 138명(34.1%), 중국 백

화점 52명(12.8%), 홈쇼핑 42명(10.4%), 한국에서 직접 구매 27명(6.7%), 기타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패션브랜드 제품 중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제품 특성은 디자인 150명(37.0%), 품질 

80명(19.8%), 유행성 69명(17.0%), 재단과 봉제 35명(8.6%), 색상 31명(7.7%), 소재 17명(4.2%), 

치수 및 몸에 맞는 정도 12명(3.0%), 가격 10명(2.5%), 브랜드 가치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입하는 의복의 종류는 캐주얼 301명(74.3%), 정장 61명(15.1%), 파티복 22명(5.4%), 운동

복 21명(5.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은 원피스 146명(36.0%), 스커트 

79명(19.5%), 코트 75명(18.5%), 니트 31명(7.7%), 블라우스 29명(7.2%), 점퍼 13명(3.2%), 셔츠 

12명(3.0%), 팬츠 11명(2.7%), 재킷 7명(1.7%), 베스트 2명(0.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한국 패션브랜드는 Basic House 93명(23.0%), SJYP 68명(16.8%), Roem 45명

(11.1%), Mind Bridge 44명(10.9%), Chuu 36명(8.9%), E.land Classic 26명(6.4%), Low Classic 

25명(6.2%), MIXXO 24명(5.9%), Naning9 23명(5.7%), Spao 10명(2.5%), Rocket x Lunch 7명

(1.7%), Fleamadonna 3명(0.7%), 기타 1명(0.2%)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한 경험이 있는 한국 

패션 브랜드는 Basic House 95명(23.5%), SJYP 61명(15.1%), Mind Bridge 53명(13.1%), Roem 

42명(10.4%), Chuu 41명(10.1%), Naning9 27명(6.7%), E.land Classic 23명(5.7%), Mixxo 23명

(5.7%), Low Classic 21명(5.2%), Spao 9명(2.2%), Rocket x Lunch 7명(1.7%), Fleamadonna 3명

(0.7%), 기타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패션브랜드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디자인이 좋음 

284명(23.4%), 품질(원단, 바느질)이 좋음 271명(22.3%), 착용 시 편안함 203명(16.7%), 유행을 

잘 반영함 145명(12.0%), 색상이 좋음 127명(10.5%), 상표가 유명함 124명(10.2%), 다른 사람들

의 평가가 좋음 43명(3.5%), 사후 서비스가 좋음 16명(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패션브랜

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디자인, 스타일, 색상이 잘 어울리지 않음 213명(17.6%), 가격이 

고가임 206명(17.0%), 착용 시 편안하지 않음 163명(13.5%), 다른 옷과 조화가 어려움 148명

(12.2%), 관리가 용이하지 않음 146명(12.1%), 사후 서비스가 좋지 않음 128명(10.6%), 유행에 민

감함 127명(10.5%), 중국 제품과 품질 차이가 거의 없음 75명(6.2%), 기타 3명(0.2%) 순으로 나

타났다. 

4. 결론

중국 20대 여성들의 의복 스타일 선호도와 관련하여 선호하는 이미지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이

미지가 제일 높았고 선호하는 컬러는 회색과 파란색 계열과 비비드한 톤, 명청색으로 나타났으며 

천연섬유를 선호하였다. 또한 약간 여유 있는 실루엣에 심플한 디자인이 상위를 차지하였다.

한국 패션브랜드 제품 구매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인으로 디자인과 품질의 비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구매 하는 품목은 캐주얼 스타일이고 가장 구입하고 싶은 아이템으로는 원피스였

다. 인터넷이나 잡지로 정보를 많이 획득하고 있었으며 온라인과 해외직구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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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회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온라인과 관련한 광고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선호하는 한국 패션 브랜드는 Basic House 이었고 구매 경험

이 있는 한국 패션브랜드 조사 결과에서도 Basic House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소비자 인지 정도가 높았다. 한국 패션브랜드 제품 중 가장 높게 

평가하는 제품 특성 항목에서는 디자인, 품질, 유행성 순서로 높게 나타나, 중국 20대 여성들은 

한국 패션브랜드 제품에 대해 디자인이 유행을 잘 반영하며 색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행에 

맞는 상품까지 고루 갖춰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한국 패션브랜드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 패션브랜드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은 높은 가

격, 디자인이 어울리지 않음, 착용 시 편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보완

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중국에 진출할 경우,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디자인과 색상 

선택에 있어 현지 여성의 기호 및 체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박미령, 이일범 (2015). 중국 여자 유학생의 중국ㆍ한국 간 캐주얼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선호도 비교분석.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7(3).

석옥미 (2015). 한류 문화 콘텐츠가 중국 의류시장의 패션 트렌드와 한국 브랜드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영 (2016). 중국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한국 패션브랜드 구매행동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난 (2010). 중국시장에서 한류가 한국 의류브랜드의 인지도, 선호도 및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해비 (2011). 대학생의 칼라이미지 선호. 의복스타일 선호, 패션라이프스타일의 관계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8 _____ LOCAL TO GLOBAL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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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방지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패션제품 개발 사례에 관한 
연구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어

디서든 자녀의 위치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미아방지 IT제품을 찾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으로 부모(보호자)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녀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미아방지 웨어러블 디

바이스(wearable device)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아방지

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패션제품에 대한 인식 및 사용자 경험을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에 유

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시된 미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 현황과 제품 사례를 조사ㆍ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로 진행되었으며, 미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현황과 제품 사례분석을 위해 기술동향보고서, 논문, 인터넷 뉴스기사, 매거진, 인터넷 사이트 등

을 참고로 하였다. 연구범위로는 2014년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내에 출시된 미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 중 패션제품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네이버(naver)와 구글(google)에서 사물인

터넷(IoT) 미아방지, 미아방지 ICT, 미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미아방지 스마트웨어, 미아방지 

스마트밴드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18개의 제품 사례를 착용방식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디자인적 측면(형태, 형태변형 가능성, 색상)과 기능적 측면(안전ㆍ안심, 교육ㆍ학

습, 엔터테인먼트, 피트니스)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또한 콜래보레이션이 적용된 미아방지 웨어

러블 디바이스 패션제품을 결합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패션제품은 착용방식에 따

라 밴드, 시계,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형과 옷, 가방, 신발 등의 의류형의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

었으며, 손목에 착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과 시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

다. 밴드형과 목걸이형은 제품의 형태가 대부분 변형이 불가한 일체형으로 개발되었으며, 근거리 

통신을 통해 자녀의 위치확인, 일정 거리 이탈 시 알림 등의 안전ㆍ안심 기능의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반면, 시계형은 목걸이형으로도 변형이 가능하도록 사용성을 높였으며, 원거리 통신

을 통해 자녀의 실시간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확인, 전화통화 및 문자전송 등의 안전ㆍ안심의 단

일 기능에서 생활습관 기르기, 교육 콘텐츠 등의 교육ㆍ학습 기능, 게임, 증강현실 등의 엔터테인

먼트 기능, 운동량 및 활동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피트니스 기능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한 

다기능 제품으로 발전하면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의류형은 옷, 가방, 신발 등의 형태로 

기존의 유ㆍ아동 제품에 NFC(근거리 무선통신)를 접목해 부모(보호자)의 정보를 확인 및 연락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출시되었다. 둘째, 콜래보레이션이 적용된 미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

스 패션제품은 패션브랜드와 캐릭터의 결합형태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었으며, 아직까지 패션

브랜드와의 콜래보레이션 제품사례는 미흡한 반면, 캐릭터와의 콜래보레이션은 밴드형과 시계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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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미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

해서는 확실한 차별성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ㆍ아동 제품에 스마트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타 산업들과의 콜래보레이션을 통해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는 매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아를 대상으로 한 미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제품의 구매자이면

서 사용자는 부모(보호자)이고, 디바이스의 착용자는 자녀로 사용자와 착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특

성을 가지므로 부모와 자녀의 니즈(needs)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과 부모와 자

녀와의 감성적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

후 ICT 업체와 유ㆍ아동 용품업체의 미아방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50 _____ LOCAL TO GLOBAL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이은정
국민대학교

쇼핑몰 웹사이트 배경색이 패션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소매점포 환경의 다양한 자극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색상은 시

각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극요소로서 소비자들에게 매장에 대한 첫 인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 영

항을 준다(van Rompay et al., 2012). 무점포 매장 환경에서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 오면서 주로 컨텐츠의 레이아웃을 통한 소비자와 웹사이트 사이의 상호작용성과 지

각된 유용성 등이 소비자들이 해당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무점포 매장 환경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품정보가 문자를 기반으로 하여 이성적으로 

전달되면서 소비자들의 상품구매가 이성적인 판단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설명을 통해 지지

되어 왔다. 하지만 무점포 매장을 통한 구매가 익숙해지면서, 이러한 기존의 이론적 설명들은 설

득력이 다소 약화되어, 무점포 매장 환경에서도 역시 소비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환경에서와 마찬

가지로 다양한 경험과 체험에 대한 기본적 니즈를 가지며 다양한 감각적 자극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품평가를 결정한다는 논리가 주도적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적 연구는 드물다. 

무엇보다 감성적인 평가가 소비자의 상품구매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패션 상품에 있어서 무점포 

환경에서의 다양한 매장 환경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관련 업계에 중요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무점포 쇼핑환경에서의 웹사이트의 배경 색상이라는 시각적 요

소가 소비자의 브랜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의 

배경 색상에 따라 소비자가 인식하는 해당 웹사이트의 브랜드 개성과 이에 따른 프리미엄 가격 

지불 의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았다. 

2. 이론적 배경

패션 영역에서는 브랜드마다 특정 상징색을 브랜드의 주요한 아이덴티티 요소로 사용하는 등 

시각적 요소가 브랜드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실무자들의 경험적인 이해가 형성

되어 있다. 색상의 영향력은 생물학적인 영역을 넘어 인지적, 심리학적이고 상징적인 영역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문화마다 특정 색상은 특정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가령 검정은 엄숙함과 

장엄함, 혹은 악함 혹은 죽음을 의미하고, 보라/자색은 신비함과 귀족스러움을 내포하며 로마시대

부터 상류층에만 사용이 국한되곤 했다. 빨강은 열정과 뜨거움, 파랑색은 이성과 차가움, 녹색과 

갈색은 자연, 평화, 희망을 일반적으로 상징한다(Elliot & Maier, 2014). 특히 검정색은 다양한 호

불호가 있는 색으로, 럭셔리 패션에서는 가장 럭셔리하고 정숙하며 기품 있는 브랜드, 혹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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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남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무엇보다 오감 중 시각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서는 이러한 매장환경에서의 시각적 요소로서의 색상의 영향력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패션 상품은 구매시 소비자들의 매장에 대한 감정적 이성적 반응은 상품에 대한 감정적 이

성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구매의사결정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즉 웹사이트 

배경 색상이 검정인 경우 타 색상인 경우에 비해 보다 럭셔리한 브랜드라고 인지할 것으로 가정

된다(De Barnier & Valette-Florence, 2013).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이 수립되었다: 

가설1: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배경색이 검정인 경우에 다른 배경색인 경우에 비해서 럭셔리한 

브랜드 이미지가 더 강하게 인지될 것이다.

가설2: 온라인 패션 쇼핑몰의 배경색이 검정인 경우에 다른 배경색인 경우에 비해서 추가 가

격 지불 의사가 더 높을 것이다. 

3. 연구방법

가설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26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최근 온라인 쇼핑을 통해 패션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상의 패션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의 캡춰 이미지를, 검정, 보라, 파랑, 빨강 등 네 가지 각기 다

른 배경색을 적용하여 제작했고 이를 온라인 설문에서 시각적 자극물로 사용했다. 각 응답자들은 

이러한 네 가지 각기 다른 배경색이 적용된 온라인 쇼핑몰 이미지 중 한 개에 무작위로 노출되

었고 해당 가상 브랜드에 대해 평가하였다.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평가는 선행연구를 참

조한 사전 조사에서 결정된 ‘고가의’, ‘세련된’, ‘고품질의’ 등의 네 가지 형용사로 측정했고, 추가 

가격 지불 의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3개의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다(De Barnier & Valette- 

Florence, 2013). 

4. 연구결과

ANOVA분석 결과, 배경색상에 따라 지각된 ‘고급스러운(Mblack=3.63[b], Mpurple=3.10[a], Mblue 

=3.12[a], Mred=3.20[a], F=3.996,p<.01)’, ‘세련된(Mblack=3.78([b], Mpurple=3.33[a], Mblue=3.35[a], 

Mred=3.45[a], F=3.512, p<.05)’, ‘고품질의(Mblack=3.55[b], Mpurple=3.10[a], Mblue= 3.12[a], Mred= 

3.35[ab], F=4.904, p<.01)’ 이미지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추가적인 Duncan의 사후검정 결

과, 검정의 경우 타 색상들에 비해 각각의 이미지에서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가

설 1은 지지되었다. 추가적 ANOVA 분석 결과, 추가 가격 지불 의사 또한 배경색상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으며, Duncan의 사후검정 결과 배경화면이 검정인 경우 다른 색상인 경우에 비해 

응답자들의 추가 가격 지불 의사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Mblack=3.65[b], Mpurple= 

3.07[a], Mblue=3.10[a], Mred=3.30[a], F=7.281, p<.001). 이에 가설 2는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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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상의 분석 결과 검정색을 사용할 경우 패션 웹사이트는 보다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시각적 매장요소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중요한 작용

을 한다는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에 사용된 배경색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색상을 통해 연상되는 이미지는 사회문

화적 맥락, 개인의 상황, 그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Elliot & Maier, 2014). 따라서 다양한 소

비자 특성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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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여도에 따라 뷰티 유튜버 특성이 준사회적 상호작용 및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중국시장경제의 급격한 발전과 국민평균소득의 상승으로 자아의식에 대한 개인적 가치와 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화장품의 신제품 리뷰, 메이크업 방법 등을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을 유튜버 라고 부르며, 이들이 올린 동영상은 광고보다 소비자에게 전달되

는 영향력이 더 크다. 유명인이 아닌 소비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신뢰성을 증가시키고 제품의 판매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TV 홈쇼핑 쇼호스트와 광고모델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졌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떠오르는 뷰티 유튜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뷰티 유튜버의 특성이 중국 여성 소비자들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로는 첫째, 소비자가 시청한 뷰티 

동영상을 통하여 동영상 제공자 뷰티 유튜버와의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둘째,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전조사를 통해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제품을 선정하였고, 중국인 뷰티 유튜버 를 

선정하여 자극물을 편집 제작하였다. 중국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00 부(고 관여 제품과 저 관여 제품 각 50 부)의 유효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뷰티 유튜

버의 특성, 준사회적 상호작용,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SPSS 21.0을 통해 검증하

였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18세~25세의 여성 소비자가 6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

타났고, 학력의 경우 대학원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학생이 5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월 평균소득의 경우, 2000 위안 이하는 42%로 많이 나

타났다.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거쳤으며 (All Cronbach alphas>0.9), 가설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유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뷰티 유튜버의 특성인 친근감, 유사성과 신뢰성

은 준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본 연구는 준사회적 상

호작용이 높을수록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셋째, 준사회적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구매의도가 긍정적이었고, 넷째, 긍정적 브랜드태도는 구매의도를 향상시킴을 입증하였다. 다섯째, 

준사회적 상호작용의 브랜드 태도, 구매의도에 대한 영향에 제품관여도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뷰티 유튜버의 특성이 준사회적인 상호작용 및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까지 영

향력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며, 향후 뷰티 및 패션 업체들의 홍보 전략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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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의 CSR 기부 참여의도가 소셜 기부 

참여 의향과 기업과의 연결에 미치는 영향: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그

만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기업은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정보, 언론, 소비자, 주주, 종업원 등과 같은 이해 관계자들과 우

호적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으므로 CSR활동은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CSR 활동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지가 부족

하며, 국내 대기업들의 CSR 활동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셜 미디어

의 등장은 기업이 CSR 활동을 수행하는데 전환점을 제공해주었다. 기업의 CSR 활동과 소셜 미디

어를 접목하여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SR 활동과 소셜 미디어와 관련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차원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CSR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동기와 참여의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동기로 인해 CSR 활동을 수행 및 참여할 것인지를 살피고, 이로 인

한 참여의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CSR활동 중 소셜 미디어를 이용함에 

있어서 CSR 활동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편의표본추출을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총 152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80명인 52.6%, 여성의 비율이 72명인 

47.4%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유효한 14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참여자가 오픈 마켓 중 하나인 티몬의 회원이라고 가정하며, 티몬의 기부 

활동 중 하나인 ‘Social Give’를 알게 되어서 기부 활동에 참여하였다고 가정 한 후 설문이 진행

되었다. 총 <4가지의 보기> (1)심장병 앓고 있는 지석이에게 희망과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2) 

수아네 가족에게 작은 희망 전하기, (3) 뇌병변 환자 지용이에게 희망과 사랑의 마음 전하기, (4) 

이른둥이 민우에게 따뜻한 사랑전하기 중 하나에 참여 후 ‘나눔 공유하기’를 사용하여서 소셜 미

디어에 기부활동내용을 링크로써 공유를 하게 하였다. 공유 후 게시물에 다른 SNS사용자의 좋아

요 및 공유하기와 댓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는 요인별 신뢰도를 분석하는데, 모두 

문항의 Cronbach’ α계수는 0.7이상 나타났기 때문에 본 연구에 활용되는 측정항목들의 신뢰성은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를 사용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통계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소셜 기부 참여의도와 소셜 기부 참여의향, 기업과의 연결

감에 대한 측정항목의 신뢰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독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회귀 분석 시 내재적 동기인 즐거움 (t=6.848, p <.001), 외재적 동기인 SNS권유

(t=8.531, p <.001), 사회적 보상(t=6.216, p <.001), 물질적 보상(t=4.497, p <.001) 요인은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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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참여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셜 기부 참여의향(t=10.429, 

p <.001)은 기업과의 연결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기부 참여의도에 외적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기존 기부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적동기가 중요한 요소였는데 소셜 미디어 환

경에서는 외적동기 또한 소셜 기부 참여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이론적 시사점으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기부 참여의도에 외적동기와 내재적 동기가 중요함

을 제시하였다. 기존 기부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적동기가 중요한 요소였는데 소

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외적동기 또한 소셜 기부 참여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 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을 요약하자면 기업은 SNS를 활용하면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소비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

려면 사회적 혜택과 SNS 친구의 권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

서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시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따라서 기

업에서 이러한 소셜 기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증과 주변 친한 친구의 권유를 

자극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소셜 미디어 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

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면 사회적 혜택과 SNS 친구의 권유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필

요하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대부분 20대의 나이와 직업의 다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 요인분석 시 내재적 동기 부

분에서 즐거움과 자기 향상감의 요인이 하나로 합쳐져 내재적인 동기 부분을 측정할 요인이 부족

하다. 기부의 동기 중 더 많은 내재적 동기 부분의 요인의 척도 개발과 함께 소셜 미디어에서 소

비자들의 CSR의 기부 참여의도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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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동기와 또래비교가 패션제품 상징적 소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인민감성의 매개효과

최근 몇 년 동안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SNS가 새로운 미디어 

매체로 SNS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패션업계는 SNS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와 SNS의 이용 및 참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비교이론 

및 동기의 기대-가치 이론을 토대로 SNS 이용동기(정보추구동기, 대인관계동기, 엔터테인먼트 동

기, 자가 확인적 동기), SNS 상의 또래비교가 상징적 소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인민감성(규범적 민감성, 정보적 민감성)의 매개효과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SNS 여성 사용자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SNS 이용동기, 또래비교, 상징적 소비

와 대인민감성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제외한 

문항들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

수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표본의 연령은 16살부터 51살까지로 분포되었고, 그 중 20 대 

사용자가 대다수였으며, 교육수준은 대학교 재학 41% 및 대졸 34%로 나타났고, 하루 SNS 사용 

시간이 1시간 이상-2시간 이하가 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SNS 이용동기는 정보추구동기, 대인관계동기, 자가확인동기의 요인을 도출하였

고(Cronbach’s alphas> 0.7), 엔터테인먼트 요인은 신뢰도가 낮에 제거되었다. 그 외의 요인들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SNS 이용 동기 중에 자기 확인적 

동기만이 또래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이용자의 또래비교 경향과 패션상품

에 상징적 소비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민감성의 요인의 매

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보적 민감성이 또래비교와 패션제품 상징적 소비의 영향 관계에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적 민감성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의 결론은 SNS 이용에 대한 정보추구적 동기, 대인관계 동기, 자기확인적 동기 3가지 

동기 중 자기확인적 동기만 이용자의 또래비교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 강조된 정보추구적 동기와 대인관계동기의 상향비교 동기에 대한 영향력과는 다른 연구결과

로, 또래비교에서는 자기확인적 동기가 가장 중요한 동기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또래 

간의 상향비교가 패션 제품의 상징적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NS 상에서 

또래 관계 및 사회적 비교활동에 패션 제품의 상징적 의미와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적 민감성이 특히 또래비교와 상징적 소비간의 영향관계를 매개함

을 입증하였는데, 이는 패션 기업들의 SNS를 통한 활발한 마케팅 홍보전략이 필요하며 특히 상징

적인 메시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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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 현상이 외모의 사회비교, 사회문화가치의 내면화, 외모 
존중감, 신체왜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정의하는 

셀피(selfie)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문화현상이다. 셀피 현상은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나

타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화상, 일기, 자서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탐색했다면, 현대에는 모

바일미디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로 ‘셀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

회학적, 심리학적 분야에서 셀피를 통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자

존감을 높이거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심리, 팍팍한 현실에서의 도피, 혼

자 촬영하고 만족감을 즐기는 외로움의 반영하기 위함 등이 있었다. 특히 셀피는 자신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연출하고 과감하게 편집해 드러낸다는 점에서 현실 속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상상 속 자신의 표현, 욕망의 해소라는 해석도 있다. 성찰적 분위기가 강한 자화상과는 거리가 

먼 자기 노출 욕구, 외모지상주의의 산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셀피 현상이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SNS상의 외모에 대한 비교가 사회문화가치를 내면화(개인의 사고 

및 감정, 행동 등이 사회적 영향을 받아 내부로 흡수되는 현상)하는 정도, 외모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외모존중감이 셀피 에디팅, 외모관리욕구, 성형의도와 같은 신

체왜곡에 관한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았다. 각 변수 사이에는 셀피 촬영 빈도를 조절변수로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셀피 경험을 가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150부 설문조사를 하여, 성실히 응답한 

138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셀카봉 구입고객의 80%가 여성에 해당하고, SNS를 가장 활발히 이

용하는 세대가 20대인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결과를 참조해 연구대상을 20대 여성으로 한정하

였다. 연구 측정 도구로는 신체사회비교척도(PACS),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태도의 내면화척도

(SATAQ-3), 외모존중감 한국판 전반적 신체존중감 척도(KOBES), 외모관리욕구, 성형의도, 셀피빈

도 및 셀피에디팅 척도를 사용, 모든 측정도구가 Chronbach’s α 계수 0.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 

기준을 만족했다. SPSS 21.0을 이용해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NS에서 인플루언서와의 비교(상향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가치의 

내면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SNS에서 동료 및 친구와의 비교(유사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태도의 내면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서 동료 및 친구와의 

비교(유사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외모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존중감

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모관리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피 촬영 빈도를 조절변수로 살펴본 

경우, SNS비교(상향비교, 동등비교)와 내면화 사이에서 조절효과를 볼 수 있었고, SNS상향비교, 

유사비교와 외모존중감 사이도 조절효과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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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의 온ㆍ오프라인 화장 정보와 활용에 관한 연구

1. 서론

색조 화장이 중ㆍ고등학생들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면서, 외모 가꾸기는 10대 소녀들 사이

에서 집단적 향유 문화로 발전하고 있다. 외모를 가꾸는 방법 중, 10대 소녀들에게 가장 빠르고 

손쉬운 것이 화장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색조 화장을 하며, 이들은 온ㆍ오프라인 

미디어에서 화장품, 테크닉 등 다양한 화장 관련 정보들을 찾아 공유ㆍ활용하고 있다(Chosun, 

2018.02). 초등학생들은 SNS, 유튜브 등 온라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친구, 선생님 등 오프라인에

서도 화장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

초등학생들의 화장 관련 선행연구는 화장품 사용실태 및 구매행동(Kim, M., & Kim, J., 2014; 

Moon, Y., 2010; Park, S., & Kim, J., 2007)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초등학생들은 온ㆍ오

프라인에서 화장 정보를 학습하고, 모방 및 공유 등의 활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뷰티제품 최초의 소비자이지만 향후에는 주소비자가 되는 뷰티산업에서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초등학생들의 온ㆍ오프라인 화장 정보와 활용에 대해 조사ㆍ분석하고자 한

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생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뷰티산업 마케팅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중 색조화장의 경험이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7년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총 25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231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하게 작성한 16부를 제외한 총 21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 문항은 선행연구(Kim, 

M., & Kim, J., 2014; Moon, Y., 2010)와 신문기사, 블로그, SNS 등에서 발췌된 것을 본 연구자

가 수정ㆍ보완하였다. 온라인은 화장 정보 교류 채널, 습득하는 화장 정보, 화장 정보의 활용 목

적, 화장 모방 채널의 4문항, 오프라인은 화장 정보 교류 대상, 습득하는 화장 정보, 화장 정보의 

활용 목적, 화장 모방 대상, 화장 시현 대상의 5문항으로 총 9문항을 조사하였다. SPSS 22.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χ2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첫째, 화장 정보의 교류는 온라인은 유튜브, 오프라인은 친구가 가장 높았다. 초등학생들은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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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글보다 보는 영상이 쉽고 친숙하여 화장 정보 교류 채널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초등학생들에게 친구는 삶에 대한 중요한 비교 준거기준으로 작용하며 가까이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이기 때문에 화장 정보를 소통하는 대상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습득하는 화장정보는 온라인은 포인트 화장 테크닉, 오프라인은 화장품 정보가 가장 높

았다.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은 포인트 화장 테크닉을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다. 반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는 직접 시현을 하면서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

한다.

셋째, 화장 정보의 활용 목적은 온라인은 구매 결정, 오프라인은 소통이 가장 높았다. 가상공

간인 온라인은 공간의 제한 없이 구매결정 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반면, 오프라인

은 또래 집단과 공통의 관심사인 화장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넷째, 화장 모방 및 시현은 온라인은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모방하며, 오프라인은 친구를 가

장 많이 모방하며 자신에게 시현을 가장 많이 하였다. 초등학생들은 화장법을 모방할 때, 온라인 

채널에서는 익숙하며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하며, 오프라인에서는 또래집단에 소속

되고 싶은 욕구로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화장을 따라하게 된다. 유튜브 영상과 친구의 화장

을 통해 습득한 화장정보와 화장테크닉은 궁극적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화

장을 시현하는 대상은 나 자신이 가장 높다.

4. 결론

초등학생들이 화장 정보를 습득하는 온ㆍ오프라인 경로가 더욱 쉽고 다양해졌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특히 

또래집단과의 소통을 우선시 하는 초등학생들은 친구들과 모여서 화장 정보를 습득하며 확산시키

고 있다. 따라서 10대를 타깃으로 하는 화장품 기업들은 영상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활발히 전

개하는 한편,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여 체험을 통해 경험 공유가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이

는 등 정보 유통 비용이 저렴한 온라인과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오프라인의 장점을 접목한 마케

팅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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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의 재구매의도 결정 요인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고 서구화된 식생활 문화가 확산되면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뇌혈관질환, 암 등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외모를 중시

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외모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날씬한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칼로

리 제한적 식사와 운동요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식품 섭취를 병행함으로서 다이어트 효과를 높

이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이어트 식품이란 천연성분이나 인공 성분이 포함되어 

약제, 분말, 과립, 액상, 바 등의 형태로 제공되며 복용 목적에 다이어트가 포함되는 식품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20-40대 성인 여성 549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식품 구매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다이어트 식품의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Fishbein & Ajzen, 1975)을 바탕으로 

다이어트 식품의 속성에 대한 믿음, 태도, 주관적 규범, 재구매의도간의 인과관계를 고찰하였다. 

사전연구로 20-40대 여성 8인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는 설문문항 개발에 사

용되었다. 예비조사를 거친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측정도구

로 다이어트 식품 구매행동과 관련하여 Lee(2011)와 Park(2016)의 연구를 참조하여 구매경험 10

항목, 효과지각 5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구매한 다이어트 식품 한 가지에 대하여 

속성 평가 7항목, 구매결정에 있어 각 속성 중요도 7항목, 규범적 신념 3항목, 준거인에 대한 순

응동기 1항목, 태도 4항목, 구매의도 1항목을 측정하였는데 이 항목들은 Fishbein and Ajzen 

(1975)의 이론에 근거하여 7점 리커트 척도와 의미미분척도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

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6.8세이며, 평균 체중은 58.45cm, 평균 신장은 

161.41cm로 BMI 계산시 22.43으로 정상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체형평가 정도에서는 10점 척도 

중 7.80으로 중간값 5를 상당히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 실제보다 자신이 더 뚱뚱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년간 다이어트 식품 구매액은 평균 44.26원이었으며, 구

매제품은 식사대용식이나 식이보조식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88.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식

품 속 성분에 대한 정보를 보통 수준으로 혹은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한 응답자가 82%를 차지

하였다. 구매전 정보탐색은 주로 인터넷을 활용(35%)하거나 지인추천을 받는다(19%)는 응답이 많

았으며, 구매 장소는 인터넷 쇼핑몰이 50%, TV홈쇼핑이 17%, 대형마트와 드럭스토어가 각각 

10%를 차지하였다. 구매시 고려요인 중요도에서는 부작용 발생가능성, 성분 우수성, 합리적 가격

이 7점 척도 중 6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인 항목이었으며, 기대효과 중요도 면에서는 체지방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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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소, 몸매개선이 6점 이상의 평균값을 보였다. 반면 구매후 효과지각 면에서는 효과가 있가, 

체중감소가 잘된다, 몸매개선이 잘된다의 3항목에 대한 평균값이 4.17-4.62까지 분포하여 실제적 

효과체감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믿음 변인에서는 신뢰성과 가

치성 두 변인이 도출되었고, 나머지 변인에 대해서는 각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신뢰도 분석

을 병행하여 변인별로 수렴타당성이 증명되었으며, 각 변인별 다문항의 평균값을 요인값으로 사

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과결과에서 신뢰성과 가치성의 믿음 요인은 태도에 정(+)적 영

향을 미쳤으며,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재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다이어트 식품

에 대한 신뢰성과 가치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본인의 긍

정적 태도와 함께 주변인들이 다이어트 구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때 재구매의도도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다이어트 식품의 마케팅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초자

료로 활용될 것이다. 

후속 연구로 다이어트 식품 이용자의 신체이미지, 신체만족도, 체질량지수 등을 연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이어트 식품 구매 경험 수준에 따라 신체이미지, 신체만족도, 체질량 지수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서 다이어트 식품 이용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시

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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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정체성이 업사이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매경험자와 비경험자의 비교연구

쓰레기가 양산되고 자원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재활용 소재로 만든 업사이클 제품 구매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업사이클 패션제품은 소비자의 도덕적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미적

이나 기능적으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면서 관련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덕적 

정체성(moral identity)은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감정 측면을 모두 고려한 개념으로 도덕적 행동 

동기로 작용한다. 도덕적 정체성은 자신 내면의 생각인 내면성(internalization)과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는 상징성(symbolization)으로 나뉜다. 이 중 내면성은 도덕적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

지만 상징성은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ed II, Aquino, 

& Levy, 2007). 공정무역 제품 구매 등 도덕적 소비행동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도덕적 정체성은 

태도(Chung & Lee, 2016)와 행동의도(Hwang, Oh, & Park, 2013)를 유발하는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기존의 업사이클 패션제품 관련 연구에서 도덕적 정체성이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관

계는 거의 연구된 바 없으나, 패션제품은 그 자체로 상징적 요소가 강한 제품군이므로 도덕적 정

체성 중 내면성뿐만 아니라 상징성도 태도와 구매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정체성(내면성, 상징성)이 업사이클 패션제품에 대한 태도와 구매의도

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 인과관계에 있어 구매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자료수집을 위해 434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발췌한 항목을 토대로 예비조사를 거친 설문항목들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기술통계, 

t-test, 확인적 요인분석,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과 다중집단비교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업사이클 제품 구매경험자는 127명, 비경험자는 307명으로 나타났으며, 구매경험 제

품군 중 가방류가 61.7%, 액세서리류가 20%, 의류가 8.3%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인의 평균값 

비교에서 도덕적 정체성(내면성, 상징성), 태도, 구매의도에 있어 구매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다중집단 비교를 실시한 결

과 구매 경험자의 경우 내면성은 태도와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상징성은 구매의도에

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구매 비경험자인 경우 내면성은 태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상징성은 구매의도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두 모형 모두에서 태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하였다. 이는 내면성이 도덕적 행동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상징성은 도덕적 행동의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이론의 가정과 는 다른 결과로, 패션제품의 특성인 상징적 요소

가 자신의 도덕정체성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므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도덕적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시 상품군의 특성에 따라 

신중한 연구대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구매경험자의 내면성은 확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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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구매의도 모두에 영향을 주었지만, 비경험자의 내면성은 태도를 거쳐서 행동의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와 마케팅전략 도출을 위한 시사

점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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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명품브랜드의 SNS마케팅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2030 소비자를 중심으로

1. 서론

급변하는 패션시장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의 디자인과 마케팅을 고수하던 명품브랜드들의 매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브랜드의 생존과 매출을 위하여 기존의 명품

으로써의 이미지를 고수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변화를 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업들은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소비자 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 집중하

기 시작하였다. 그 중 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주 의사소통 수단인 SNS를 통한 마케팅이 이러한 

기업의 변화된 마케팅의 좋은 사례이다. 그렇다면 명품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적극

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명품시장의 판 자체를 바꿔버린 밀레니얼 세대는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소비심리에 있어서 온라인 SNS 마케팅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는 최근 명품시장에서 주요 소비자층으로 각광받

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을 파악해보고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온라인 

SNS 마케팅이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심리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① 명품에 대한 밀레니얼 세대의 선호도

② SNS 이용의 실태

③ 명품브랜드의 SNS 마케팅의 효용성

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연구를 위해 설문지를 제작하여 20-3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3월 17

일부터 4월 12일에 걸쳐 총 46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 응답을 제외 후 분석 

가능한 467부가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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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밀레니얼세대라고 불리는 오늘날의 2030세대의 명품과 SNS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

하고 이에 따른 명품브랜드의 SNS 마케팅의 효용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

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품을 패션의 부분집합이라는 관점 하에서 명품과 패션에 대한 관심도를 함께 살펴보

았다. 

<표 1> 성별 패션 및 명품에 대한 관심도

　 남 여 t-value

패션관심 3.52 3.56 1.037

명품관심 2.94 3.05 0.388

<표 2> 연령별 패션 및 명품에 대한 관심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F-value

패션관심 3.58 3.47 3.82 3.39 2.879*

명품관심 2.82 3.01 2.94 3.48 4.209**  

패션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에 상관없이 높은 관심이 나타났지만 명품에 대해서는 이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명품은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35~39세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패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도 연령별과 마찬가지로 패션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은 관심도가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명품에 높은 관심도

를 나타냈다.

둘째, 밀레니얼 세대의 SNS의 사용여부와 사용목적을 살펴보았다. 

<표 3> 성별에 따른 SNS 사용여부 및 사용목적

　

　

　

　

SNS사용여부 사용목적

예 아니오
타인과의

일상공유

관심분야의 

정보수집

감정표현의 

수단

지인과의

연락수단
기타

여성
빈도 214 38 55 115 18 24 2

퍼센트(%) 45.8% 8.1% 13.6% 28.5% 4.5% 6.0% 0.5%

남성
빈도 189 26 79 47 7 56 0

퍼센트(%) 40.5% 5.6% 19.6% 11.7% 1.7% 13.9% 0.0%

(SNS사용여부:χ2=0.875, 사용목적=χ2=51.128***)

조사 결과 전체인원의 86.3%인 403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다. SNS의 사용목적으로는 관심분

야의 정보수집이 16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타인과의 일상공유가 134명으로 두 번째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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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NS 명품채널의 구독여부와 구독에 따른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 변화 및 구독 이

후 해당채널의 구독이 구매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표 4> 성별에 따른 SNS 명품채널 구독여부와 구독에 따른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변화

명품채널구독여부 이미지변화여부 이미지변화방향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긍정적 부정적

여성
빈도 102 112 72 30 70 2

퍼센트(%) 25.3% 27.8% 40.7% 16.9% 61.9% 1.8%

남성
빈도 75 114 41 34 41 0

퍼센트(%) 18.6% 28.3% 23.2% 19.2% 36.3% 0.0%

(명품채널구독여부:χ2=2.595, 이미지변화여부:χ2=4.746*, 이미지변화방향:χ2=1.159)

<표 5> 성별에 따른 명품 채널 구독 이후 구매 경험 및 해당 구매에 명품 채널의 영향력 여부

구독이후 구매경험 채널구독의 영향력 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여성
빈도 60 40 52 8

퍼센트(%) 34.3% 22.9% 41.9% 6.5%

남성
빈도 64 11 60 4

퍼센트(%) 36.6% 6.3% 48.4% 3.2%

(구독 이후 구매 경험:χ2=13.320***, 채널 구독의 영향력 여부:χ2=1.778)

403명중 177명이 명품브랜드의 채널을 구독한다고 응답하였다. 구독 이후 브랜드의 긍정적 이

미지의 개선은 여성응답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독 이후 구매에 있어서는 남성응답자에

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결론

연구결과 2030세대의 명품에 대한 관심도와 명품브랜드의 SNS 마케팅의 효용성에 있어서 차

이가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패션과 명품에 대한 관심도를 동시에 파악한 결과 패션에 비해

서 명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SNS 마케팅의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본정

보인 SNS 사용여부와 사용목적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명품브랜드들의 채널 구독여부, 구독에 따

른 브랜드이미지 변화 및 구매경험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낮은 관심도와 비례하여 명품채널을 

구독한다는 응답은 낮았다. 하지만 구독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다수의 응답자가 해당 브랜드에 이

미지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느꼈으며 향후 구매로 까지 이어지는 응답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서 SNS 마케팅이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SNS가 쌍방향의 의사소통수단인 것과 동시에 타인

과의 일상공유가 주요 SNS 사용목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현재 구독자들의 소비와 해

당 브랜드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비구독자와 공유 할 수 있으므로 구독하지 않고 있는 고객들 

역시 잠재적인 소비자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에서는 자사브랜드의 SNS 채널의 비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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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잠재적인 고객들을 해당채널의 구독자로써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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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수제화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수제화 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 및 산업 경쟁력 인식 중심으로

1. 서론 

성수동은 1980년대 이후 명동, 염천교, 금호동, 충무로에서 활동했던 수제화 공장과 부자재 업

체들이 성수동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수제화 산업은 대기업 하청 및 동대문 도ㆍ

소매시장 확대, 온라인 수제화 브랜드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

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구두보다는 운동화시장이 급성장하였

다.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고가 수입품 및 상표를 이용한 특정 제품 및 중국을 비롯한 저가수입

품의 유입으로 몇몇 대형제화업체를 제외한 내수시장 지향의 수제화업체들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박래현, 2005) 또한 성수동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건물 임대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수제화 사업장들은 급속도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ㆍ외적 요인에 의

해서 사양기로 접어든 수제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2012년 ‘성수동 구두ㆍ제화산

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수역 중심으로 생태계 혁신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서울디지

인재단,2013) 또한 2016년에는 서울시에서 '성수동 수제화산업의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

한 3대 지원방향(안)'을 발표하고 성수동을 수제화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수동 수제화 산업에 대한 현장 중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는 박래현(2005)은 성수동 제화산업에 대한 공간적 집적 특성(입지, 행위주체, 기업규모)과 

혁신 환경(기획 및 디자인, 생산기술, 경영혁신, 제도적 지원)의 속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강효정,김진영(2014)은 성수동 구두 거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에서 문

화적 접근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남기범,장원호(2016)는 지역산업생

태계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지속가능성 이론을 바탕으로 성수동 수제화 산업의 부자재ㆍ액세서리

판매부문, 구두제작과 하청, 유통과 소비부문, 제도적 여건을 분석하여 서울시 성수동 수제화거리 

특화사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성수동 수제화 산업

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철우(2011)은 대구시 수제화 산업에 대한 형성과정과 존립기반에 대

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심재생정책과 연계 및 정책 시사점을 연구하였고, 권오혁(2014)은 

포터의 산업클러스터 모형을 재구성하여 부산신발산업의 집적화와 쇠락요인을 고찰하였다. 지금

까지 성수동 수제화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대책에 대

한 이론을 근거한 연구와 수제화 산업 관계자들의 직접적인 문제점 파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와 생존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성수동 수제화 산업을 지원했던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산업 현장 주체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분석

하여 성수동 수제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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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성수동 수제화 산업의 현황

성수동 지리적 위치는 서울특별시 속한 동으로써 면적은 5.08㎢이고, 현재 6만 627명의 인구

가 거주하고 있다. 2호선 성수역을 중심으로 뚝섬역과 건대입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

로는 건대, 서쪽으로는 서울숲, 남쪽으로는 한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중량천과 인접해 있다(강효

정ㆍ김진영, 2014). 남기범ㆍ장원호(2016)의 연구에서 성수동 수제화산업의 전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 성수 수제화 산업 실태 현황

<산업체 현황>

이는 2013년 조사에서 총 515개의 사업체에 비해 90개 업체가 감소한 것이다. 원/부자재 사업

체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판매업체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제

화산업 경쟁력이 꾸준히 약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원/부자재 사업체의 지

속적인 감소는 생산업체가 하청구조라서 원/부자재를 직접 소싱하지 않고 원청(대기업)에서 공급

받거나, 가공 작업을 직접(하청) 제작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첫째,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둘째, 성수 수제화 활성화 세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셋째, 성수 수제화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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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성수동 수제화 활성화 정책 방안과 수제화 산업 경쟁력에 대한 인식을 성수동 

소재 기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인터뷰 방식을 통해 심층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방법적

인 유형은 질적 연구를 채택하였다. 질적 조사는 본 연구자가 성수동 소재 담당자들의 협조를 얻

어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형식은 반 구조화된 질문 문항을 제시하여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17년 10월 20에서 11월 20일 기간 중에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들이 모두 

직장인이라 점을 고려하여 먼저 시간 약속을 정한 후에 방문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30

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사전에 허락을 받아 녹음하였고, 다시 컴퓨터에 

기록하는 전사과정을 거침으로 10명의 담당자와 연구자가 면담한 내용의 기술이 타당한지의 여부

를 검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적 사항 

성별 연령 경력 매출 생산 직원수 직급 분야

여 28 5 10억 미만 위탁 8명 디자이너 디자이너 브랜드

여 39 8 10억 미만 위탁 5명 대표 디자이너 디자이너 브랜드

여 31 6 5억 미만 위탁 4명 대표 디자이너 디자이너 브랜드

남 69 50 5억 미만 자체 15명 대표 제조 및 유통

남 59 45 1억 미만 자체 1명 대표 장인 제조 및 유통

남 51 35 3억 미만 자체 5명 대표 제조 및 유통

남 49 7년 5억 미만 자체 2명 이사장 기타(교육 및 생산)

남 53 25년 50억 이상 자체 10명 대표 피혁 유통

남 63 37년 2억 미만 위탁 1명 대표 피혁 유통

남 59 5년 2억 미만 위탁 2명 대표 제화 유통

4. 연구 결과

1)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인식은 대부분 모르거나 이름만 들어봤다는 응

답이 많았고, 직접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좋은 정책으로 여기고 있었다.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과 만족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성수 수제화 활성화 세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첫 번째인 교육 사업에 대한 인식은 산업 인력 부족과 인력 고령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 세부 프로그램 설계와 교육 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하는 응답이 많았다. 두 

번째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세부 지원 사업인 수제화제작소 및 공용 장비실에 대한 생각에는 좋

은 취지라 하여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지원 내용 자체도 모르고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보다 외형적인 형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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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세 번째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세부 지원 사업인 전시 및 체험공간(희망플랫폼)에 대한 

생각에는 입지적인 부분과 전시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

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았다. 외국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신발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

래까지 담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재설계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좋은 의도라도 

지역 산업 주체들의 총의를 담아서 시간을 가지고 기획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네 

번째로 성수 수제화 활성화 세부 지원 사업인 R&D 및 판로지원에 대한 생각에는 지원에 대한 

취지나 공감대는 좋았지만 기술 개발에 대한 행정적인 어려운 접근과 단기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로 지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 받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3) 성수 수제화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

성수 수제화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인식으로 가장 많이 언급 된 것은 장인들의 핸드메이드 맞

춤 제작과 위치적 접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속한 개발과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 이였고 기타 의견으로는 경쟁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수 수제화 산업의 경

쟁력을 위해 정부(시 또는 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에서 인력 양성과 실질적인 세금 보

조(인하), 판로 지원(공동 판매장), 공장 임대,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한 동

대문에서 하는 패션쇼처럼 구두 패션쇼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성수동이 널리 알

려지기 원했으며 외형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첫째, 성수 수제화 산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정책 홍보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제화 지원 민간 위탁 기관과 산업 주체들과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중ㆍ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경제 방식의 지역 상생 혁신모델 개발이 필요로 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였고 연구의 적합성 확립

을 위해 연구 결과를 인터뷰 자료에서 직접 도출하였다. 연구자의 해석이나 분석을 검증하는데 

응답자의 말을 직업 인용하였으나 연구자의 분석에서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를 지니고 있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제언들이 구체화되어 실행된다

면 서울시의 성수동 수제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현장 중심의 지원 사

업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제화 산업 주체들의 꿈과 도전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새로운 지역 상생 모델을 구축해 가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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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이진화
부산대학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골프웨어에 관한 인식 연구

최근 골프가 대중화 되면서 여성 및 20-30대의 젊은 골프층의 진입으로 골프웨어 시장의 규모

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골프인구는 2014년 619만명으로 2012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골프

웨어 시장의 규모는 2016년 3조원을 넘어섰다. 골프웨어는 일반 스포츠웨어와는 독립된 시장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다른 복종에 비해 가격 저항력이 낮아 비교적 손쉽게 고가 시장이 형성되는 특

징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웨어는 골프장 이외에서도 비즈니스 및 캐주얼룩으로도 활용되고 있

다. 골프웨어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척되어왔으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를 활

용하여 골프웨어 시장을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 

본 연구는 포털사이트와 SNS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골프웨어 시장에 대한 최근 소비자 인식 

변화를 본 것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실증분석방법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함으로서 골프웨어 시장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데이터 수집

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기간으로 네이버(Naver)에서 제공하는 웹사

이트, 뉴스, 블로그, 지식인, 전문정보(학술지), 그리고 다음(Daum)에서 제공하는 뉴스, 블로그, 

카페, 팁을 수집 범위로 지정하였다. 텍스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동시출현단어 빈도 계산과 매

트릭스 생성을 위하여 텍스톰 프로그램을 통한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다. 텍스톰(Textom)은 네

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 로엣 리셀도르프(Loet Leydesdorff) 교수가 개발한 Full Text 소프트웨어를 

한국어 환경에 맞게 제작한 빅데이터 솔루션이다. 수집한 데이터를 Ucinet6와, 넷드로(NetDraw)

기능을 이용하여 골프웨어 시장에 관련된 단어들을 시각화 하였고, 유사점을 가진 단어들이 형성

하는 군집을 도출하기 위하여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데이터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2차에 걸쳐 정제하였다. 총 122,415건의 데이터가 수집되었

고 광고성 및 중복되는 정보, 그리고 연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

법으로 명사정제하였다. 2차 정제를 위하여 동의어 및 유사어를 찾아내고,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

는 숫자, 기호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영문으로 표기되는 브랜드들은 국문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정제된 데이터는 단어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최종 상위 50개의 키워드

(keyword)를 추출하고,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드만으로 네트워크를 간략

화 하여 시각화하였다.

연구 결과, 총 50개의 키워드 중 10,000회 이상이 ‘브랜드’, ‘여성’으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5,000회 이상 9,999회 이하는 ‘사이즈’, ‘남성’, ‘제품’, ‘패션’, ‘스포츠’, ‘가격’, ‘용품’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000회 이상 4,999회 이하는 ‘매장’, ‘할인’, ‘티셔츠’, ‘나이키’, ‘바지’, ‘기능’, 출시’, ‘와

이드앵글’, ‘백화점’으로 나타났다. 

CONCOR 분석으로 유사성 클러스터(Cluster)를 찾아낸 결과, 여성 중심 클러스터, 남성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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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구매장소 및 가격할인, 착용용도 및 기타의 4개 클러스터로 나타났다. 여성 중심 클러

스터의 하위차원으로서 관심구매기준 카테고리는 사이즈ㆍ가격ㆍ색상ㆍ정품이, 관심브랜드 카테고

리는 나이키ㆍ파리게이츠ㆍ헤지스ㆍ빈폴ㆍ르꼬끄가, 관심의류 카테고리는 조끼ㆍ바지ㆍ바람막이ㆍ

니트가 나타났다. 남성 중심 클러스터의 하위차원으로서 관심구매기준 카테고리는 티셔츠ㆍ모자

ㆍ신상이, 관심브랜드 카테고리는 타이틀리스트ㆍ아디다스ㆍ핑이 나타났다. 구매장소 및 가격할인 

클러스터의 하위차원으로서 구매장소는 아울렛ㆍ백화점ㆍ용품이, 가격할인 카테고리는 세일ㆍ할인

ㆍ행사가 나타났다. 착용용도는 카테고리는 명품ㆍ패션ㆍ스포츠ㆍ아웃도어ㆍ캐주얼이, 기타 카테

고리는 모델ㆍ매장ㆍ가방ㆍ선물ㆍ브랜드로 분류하였다.

골프웨어 브랜드 중 여성 관심 브랜드와 남성 관심 브랜드가 구분되었고, 골프를 위한 의복으

로서 뿐만 아니라 일상 스포츠 및 아웃도어 의복으로도 구매하는 크로스오버(crossover)현상을 확

인하였고, 골프웨어 제품이 선물 용도로 구매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골프웨어 제품은 온

라인상에서 제품 할인 정보를 수집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이

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축적되어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골프웨어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분석하여 새로운 방법을 통한 골프웨어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

에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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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산업 인재육성에 대한 사례연구:

경성대학교 ʻ신발산업 Global Business 핵심역량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ʼ 사례를 중심으로

‘퓨처크래프트 3D’ 는 세계적인 신발 전문 업체 아디다스사의 3D 프린팅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운동화 제작 프로젝트이다. 이처럼 신발산업은 기존의 공장에서 대량생산하는 방식을 벗어나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개인 맞춤 또는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신속하게 변하고 있다. 한때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었던 신발산업은 2018년 패션업계에서 화두로 

등장했다. 침체일로의 패션시장에서 대형 패션브랜드들이 신발사업을 강화하여 탈출구를 찾고 있

는 것이다. 신발 산업은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패션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첨단정보통신, 인공지능, 로봇 등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겠

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재의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

자인 회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2016)’ 이란 저서에서 4차 산업혁명시

대의 인재의 중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에는 ‘미래의 인력관리만

이 지속성장의 핵심’ 이라고 언급하며 우수인재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시

대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육성’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신발산업의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춘 경성대학교 대학 특성화 사업(CK), 

‘신발산업 Global Business 핵심역량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 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그림 1> [신발산업 글로벌비즈니스 핵심역량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국제화 비전과 전략]

: 지역 특화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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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신발산업 Global Business 핵심역량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은 ‘세계를 무대로 한 

Global OEM Sourcing Business 전문 인력 양성의 메카’ 라는 국제화 비전으로 인재육성에 힘써

오고 있다.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기초역량 확립을 위한 영어심화학

습반, 전략적 진로개척을 위한 신발산업 Global Brand 분석 경진대회, 기업연계 해외전시회, 공모

전, 글로벌 기업탐방, 글로벌 핫이슈 영어토론대회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

생들의 역량강화, 공모전 수상, 글로벌 신발업계의 취업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패션디자인학과 정성호 패션디자인학과 김승관, 강동현

영어영문학과 심형도

신문방송학과 손희훈

국제무역통상학과 박경혜

패션디자인학과 이태희

<그림 2> 학생들의 공모전 수상작

이처럼 경성대학교 ‘신발산업 Global Business 핵심역량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 은 신발 산업

에서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학 내 인력양성시스템의 제도를 구축하는데 기

여하였다. 신발 산업에서 ‘미래의 미래를 보여줬다’ 며 호평 받고 있는 아디다스사의 ‘퓨처크래프

트 3D’ 처럼 ‘신발산업 Global Business 핵심역량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 을 통해 학생들은 신발

산업으로의 미래를 보고 한걸음 더 전진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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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산업 트렌드 현장 분석: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1. 서론

최근 기업들은 앞 다투어 다양한 분야에 걸친 트렌드 분석에 힘을 쏟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

변하는 사회에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들의 메가트렌드 예측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트렌드의 예

측이 기업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의 수명이 짧은 패션산업에서의 트렌드 분석

은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소비경향을 가늠하여 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방

법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에 민감한 패션 산업의 트렌드 분석은 상품의 기획에서 제품 

생산 및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고 다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신현숙, 2001). 세

계적으로 패션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패션도시로는 밀라노, 파리, 뉴욕, 도쿄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은 의복외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액서사리, 신발 등을 패션 아이템으로 선정

하여 트렌드를 주도해 왔다. 또한 일본은 신발산업에서도 아식스와 미즈노를 세계적인 글로벌 리딩 

브랜드로 도약하게 함으로써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패션산업에서의 

신발은 의복에 맞추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단순히 발을 보

호하는 용도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최근에는 의복과의 차별

성을 추구하며, 신발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자아 이미지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전미영ㆍ김난

도, 2010), 소비자들에게 신발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신발산업에서 일본은 2016년 스포츠 

산업을 새로운 유망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시장규모를 2015년 기준 5조 5천억 엔 에서 2020년 

까지 10조엔 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일본은 세계적인 신발 트렌드인 ATMOS, 

MITA등이 위치하며 스포츠 브랜드와의 협업을 주도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트렌

드를 분석하는 것은 세계의 신발산업의 흐름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의 예측, 소비자의 소비패턴, 신발

산업의 총체적 동향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도쿄에서 신발산업 트렌드 현장 분석을 실시하여, 일본의 신발산업 트렌드 및 글로벌 신발산업

의 트렌드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일본 신발 산업의 트렌드의 흐름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7년 2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일본 도쿄의 우에노 아메요코츠, 야나카 긴자, 

신주쿠, 시부야, 하라주쿠 에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신발 산업의 30년 경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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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1명과 Footwear 담당 교수 1인, 교육학박사 1인의 검증을 거쳐 제작되었으며, 2회에 걸쳐 

수정ㆍ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신발산업 트렌드 현장 조사 지역을 일본으로 선정하였기에 일본의 문

화와 사회 통념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설문 전 연구 참여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문을 진행하

였으며 설문은 총 470부 진행되었다. 이 중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451부(95.9%)를 분석하였다. 

2) 자료 분석

패션 산업에서는 기획, 생산, 유통의 과정이 축적된 데이터와 선별적으로 수집되고 체계적으로 

분석된 정보는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이러한 패션 아이템의 트렌드 분석 요소를 설정하기 

위해 패션 트렌드 분석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그 중 윤선미(2005)의 트렌드 정보 분

석에 있어서 색채, 소재, 스타일의 경향을 중심으로 한 분석법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본

의 신발산업에 대한 인식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본 신발 브랜드 및 구매이유, 글로벌 브랜드의 

조건 등에 대한 추가 문항도 분석기준에 포함하였다. 

<표 1> 자료 분석기준

특성 분석기준

글로벌 브랜드 선호도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아식스, 기타

색상 블랙, 화이트, 그레이, 레드, 블루, 기타

브랜드 만족도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글로벌 브랜드 성장조건 디자인, 기능성, 가격, 마케팅

일본의 신발 브랜드 구매이유 기능성, 디자인, 가성비

일본의 신발 브랜드가 신발산업에 미치는 영향 (일본 신발산업에) 긍정적/부정적/모름

일본의 신발 브랜드 성장요인 디자인, 기능성, 가격, 마케팅

3. 결과 및 고찰

일본의 신발산업 트렌드의 흐름은 어떠한가?

 

1) 연구대상자의 분포

<그림 1> 연구대상자의 성별     <그림 2> 연구대상자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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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선호 브랜드/컬러 선호도/브랜드별 만족도

<그림 3> 브랜드 선호도       <그림 4> 컬러 선호도

<그림 5> 브랜드별 만족도 

3) 글로벌 신발 브랜드 구매이유/일본 브랜드 성장 요인

<그림 6> 일본 브랜드 구매이유     <그림 7> 일본 브랜드 성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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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 조건/ 일본의 동종 산업 내 브랜드의 효과

<그림 8> 글로벌 브랜드로의 성장조건 <그림 9> 일본의 동종 산업 내 브랜드의 효과

4. 결론

본 연구는 신발산업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도쿄를 중심으로 현장 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스포츠 선호 브랜드는 나이키, 아식스, 아디다스, 뉴발란스 등으로 많았으며, 신

발선택 시 브랜드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스포츠 브랜드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

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신발 선택 시 선호 컬러로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 레드 순으로 높

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송주(2008)의 TOKYO는 다양한 스타일의 신발을 선호하며, 신

발 트렌드도 개개인의 개성추구가 강한 원색적인 유색 칼라들이 선호도가 높다는 연구와 상반된 

결과로서, 과거 패션의 액세사리 역할을 했던 신발이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의 패션 코디에 전

체적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은 일본 스포츠 브랜드 구매 시 기능성과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일본 브랜드의 성장요인으로도 기능성과 디자인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과거 유행에 앞서 독창

적인 디자인만을 선호하던 일본의 트렌드가 디자인보다 개인의 니즈에 맞는 기능에 중점을 둔 수

요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셋째, ‘글로벌 브랜드’ 로의 성장 조건에는 기능성과 디자인을 필요조건으로 인식하였으며, 일

본의 신발 브랜드가 신발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일본 브랜드의 성장 요인이 

기능성과 디자인으로 인식되어 일본 브랜드 또한 글로벌 신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로컬 신발 브랜드의 글로벌화는 신발산업에 필요함을 깨닫게 해준다.

본 연구는 신발산업의 일본 트렌드를 분석하여, 글로벌 신발산업과 패션의 토털코디네이션 분

야에서 신발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일본의 현장을 직접 분

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가 신발산업의 트렌드 분석에 활용되어 

미래의 신발산업의 트렌드와 신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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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안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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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추천 상품 제시방법이 웹사이트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상호작용과 구색 다양성 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근 온라인 리테일러는 소비자가 선택한 상품과 관련된 다른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선택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대체제)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의 탐색을 도와주기

도 하고, 선택한 상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품(보완제)을 추천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

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온라인 상품추천 서비스는 소비자의 쇼핑을 도와주고 

추가적인 매출을 유발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온라인 추천 상품의 제시방법이 웹사이트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의 매커니

즘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적 상호작용(mental product interaction)과 구색 다양성 지각(assortment 

variety perception)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추천 상품의 유형이 보완제인지 대체제인지에 

따라 상품의 수평적 vs. 수직적 제시의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상

품 유형(보완제 vs. 대체제)과 상품 제시방법(수평 vs. 수직)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의 웹페이지를 

조작하고 20-40대 여성 소비자에게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자료 수집은 아마존(Amazon.com)에서 

제공하는 패널 데이터(Mturk)를 사용하였으며 총 147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심리적 상호작용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품 유형과 상품 제시방법

의 상호작용 효과가 1% 수준에서 한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142)=3.362, p=.069). 선택한 

상품과 같이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보완제)이 추천될 때에는 수직적으로 제시되어야 소비자가 

해당 상품들을 착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심리인 심리적 상호작용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구색 다양성 지각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품 유형과 상

품 제시방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142)=5.312, p<.05). 추천 상품이 선택한 

제품과 비슷한 대체제일 때 수평적으로 제시되어야 소비자가 구색 다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품 구색을 수평적으로 제시할 때 동일한 구색을 수직적으로 제시할 때보다 

구색 다양성을 더 높게 지각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심리적 상호작용과 구색 다양성 

지각의 매개효과는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샘플수: 1000, 95% 신뢰도, 7번 모델) 

분석 결과 상품 유형과 상품 제시방법의 상호작용 항이 웹사이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적 

상호작용과 구색 다양성 지각이 각각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웹사이트

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이 달라지고 더 나아

가 웹사이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온라인 리테일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싶

은 가치가 다양한 상품 선택의 기회인지 혹은 소비자의 심리적 만족감인지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상품의 유형과 제시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102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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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혜*, 김지애, 
응오티마이응옥, 장혜수, 

진자희, 김문영
계명대학교 유아의 성장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유아동복 디자인 개발

최근 출생률이 감소하여 구매대상이 되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으나(2015년 2005년 

대비 약 19% 감소, 통계청) 아동복 시장의 실적은 성장세이다. 2017년 기준 약 1조 4,124억원으

로 5년간 지속 성장하면서 5개년 연평균 약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한국섬유연합회,2017). 

이러한 현상은 ‘골드키즈’열풍으로 경제적으로 풍요의 시대를 겪은 신세대 부모의 소비패턴과 저

출산이 낳은 소비문화의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신연욱 외, 2012). 하나뿐인 아이에게 더 좋

을 것을, 더 많이 사주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유아동복 뿐만

이 아닌 전체 의류시장에서 평균 소비자가 구매하는 의류의 수는 60% 증가했다. 기획, 생산, 유

통, 판매까지 직접관리하는 브랜드 생산과 소비주기가 빨라짐에 따라 의류폐기물이 급증했다. 이

러한 대량생산 및 대량폐기는 환경적인 문제를 낳았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물

과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그로 인해 발생

되는 폐수, 대기오염, 자원낭비 및 폐기물의 누적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 발표된 캠브리지 대학의 보고서 ‘Well Dressed?’에서는 패스트 패션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으며 세계적으로 의류와 섬유 산업이 반드시 인간과 자연을 포괄하는 

환경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수의 기관 및 연구자들에 의해 재사

용, 재활용 할 수 있는 의복디자인 개발, 생산 및 의류제조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새로운 섬유 

개발, 소비자 의류 관리 방법 등 지속가능한 의류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유아동복에 

대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기는 신체적 발육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유아동복은 오래 입히기 어렵다. 김인

숙(2002)의 연구에서 유아동복의 주 구매층인 엄마들은 유아동복을 평균 1년 정도 입히고 있으

나, 2~3년 정도 더 입히기를 원했다. 유아동복의 의복착용 시기를 2~3년 정도 더 늘이는 것만으

로도 대량생산 및 대량폐기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위해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면담을 실시 결과에 의하

여 도출된 디자인 요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디자인의 유아동복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우터는 상대적으로 고가격이므로 가장 오래 입히고 싶어 하는 아이템이었다. 

치수조절 방식은 지그재그 모양의 끈을 튜브에 넣어 조절하는 방식으로 줄였다 늘이는 방식, 끈

을 넣어 길이 및 품을 조절하는 방식, 길이 및 암홀, 상체너비 등에 여유분을 넣어 버튼으로 조

절 가능한 디자인을 하였다.

둘째, 셔츠 및 원피스는 지퍼나 버튼을 활용하여 길이 및 품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디자인하였다

셋째, 바지 및 치마는 벨크로나 지퍼를 활용하여 길이를 조절하는 방식, 플리츠의 개수 및 위

치 조절로 품을 조절하는 방식 등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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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속가능한 영유아복에 대한 디자인 개발로 옷의 수명을 길게 하여 경제적, 윤리적, 

환경적인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실용적

인 디자인이 더 개발되기 원하며, 디자인 개발 외에도 지속가능한 영아동복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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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희, 김문영
계명대학교 유아의 성장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유아동복 요구도 조사

유아동복 시장은 0~2세 영유아복, 3~12세 아동복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최근 출생률이 감소하

여 구매대상이 되는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으나(2015년 2005년 대비 약 19% 감소, 통계

청) 아동복 시장의 실적은 성장세이다. 2016년 아동복 실적은 ‘15년 대비 12%상승한 1조 3,087억 

원이었고, ’17년은 소폭 상승한 약 1조 4,124억 원으로 5년간 지속 성장하면서 5개년 연평균 약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유아동복의 직접 구매고객인 여성주부가 자녀에 대

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 및 한 명의 자녀를 위해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이모, 삼촌 

등 8명의 어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낸다는 ‘에잇포켓’ 현상으로 시장 성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17. 7. 13).

또한 유아동복 뿐만이 아닌 전체 의류시장에서 평균 소비자가 구매하는 의류의 수는 60% 증

가했고, 일부 추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최저가 의류를 거의 일회용으로 취급하여 단 7-8번 입고 

나서 폐기한다고 한다. 이러한 대량생산 및 대량폐기는 환경적인 문제를 낳았다. 옷을 만들기 위

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물과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한국섬유산업

연합회). 그로 인해 발생되는 폐수, 대기오염, 자원낭비 및 폐기물의 누적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

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세계적인 의류패션회

사, 비정부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의류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사용, 재

활용 할 수 있는 의복디자인 개발, 생산 및 의류제조 환경적 영향을 줄이는 새로운 섬유 개발, 

소비자 의류 관리 방법 등 지속가능한 의류산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규모가 

큰 여성복 시장에 맞춰져 있고, 유아동복에 대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

는 실정이다. 

유아기는 신체적 발육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유아동복은 구매 후 1년 이상 입히기

가 어렵다. 예전에는 이렇게 작아진 유아동복을 동생에게 물려주었지만 최근 1인 자녀 시대로 변

화하면서 작아진 유아복은 주로 버려진다. 이러한 현상이 대량생산 및 폐기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김인숙(2002)의 연구에서 유아동복의 주 구매층인 엄마들은 유아동복을 평균 1년 정

도 입히고 있으나, 2~3년 정도 더 입히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약 15년 전 연구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며, 대량생산 및 대량폐기로 인한 환경문제를 개선하

기 위한 방안으로 유행의 변화에 반응하면서도 오래 사용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적용된 

유아동복을 개발하기 위해 주 구매층인 엄마들의 유아동복에 대한 유아동복 디자인 요구도를 조

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대구에 거주하는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면담을 실시하였다. 15명 

모두 육아경험이 있는 여성이며, 3명씩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약 1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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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시 현재 유아동복 착용에 대한 불편사항 및 개발되었으면 하는 디자인 요구사항에 대한 조

사로 치수, 디자인, 아동복 구매 시 고려 사항 등 각 항목별 문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그룹별 차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문의 순서를 동일하게 하였으며, 면담내용을 녹음하여 정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엄마들은 주로 구매하는 장소는 백화점, 온라인, 아울렛점 등 이었

고, 실용적인 요소를 많이 고려했다. 또한 선호하는 맞음새는 보통인 것을 선호했으나, 실제 구매

할 때는 1, 2호 큰 치수를 선택하였다. 불편한 점으로 맞는 치수를 구매하였을 경우 1년 밖에 입

히지 못하여 비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1,2호 큰 치수를 구매하였을 경우 아이들이 활동할 

때(식사, 용변, 놀이 시)불편 사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수 조정이 가능하여 2~3년 정도 더 

입힐 수 있는 영유아복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며 개발되기 희망하는 아이템으로 상대적으로 고가

격대인 아우터(패딩, 코트, 재킷) 및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잦은 세탁에도 형태 변형이 적은 청바

지 등이었다. 치수 조정이 되기 희망하는 부위로는 팔길이, 다리길이, 암홀 및 상체 너비 등이었

다. 구체적인 치수조절 방안으로 버튼, 지퍼, 벨크로, 플리츠 등 중 각 의복 형태에 맞고 탈착 및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는 향후 치수조절이 가능한 

영유아복 디자인 개발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영유아복에 대한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디자인 패턴개발 및 지속가능한 소재,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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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의 패션 인플루언서 콘텐츠의 특성에 대한 연구

모바일 이용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모바일을 통한 패션 제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 즉 SNS에서 패션 정보를 얻

은 뒤 해당 브랜드 쇼핑몰 혹은 오프라인 샵 에서 구매를 한다. 소셜미디어에서 소비자에게 영향

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마케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 소셜 인플루언서들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콘텐츠가 시각적으로 구성된 인스타그램이다.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

함에 따라 SNS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인스타그램에 관한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지속적 성장을 하여 

시장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대상으로 패션 제

품을 태그한 게시물을 조사하였다. 게시물은 트렌드 트래커(Trend tracker) 빅 데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된 2018년 패션 키워드 검색 량이 높은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기간 동안 업데이

트 된 게시물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각 게시물에 대한 로 데이터(Raw data)를 작성하여 계정 

상단의 프로필 정보에 따라 정보제공과 마켓홍보의 두 가지 유형으로 인플루언서를 분류하였다. 

콘텐츠의 자기제시성을 알아보기 위해 게시물의 이미지와 제품 태그 수를 조사하고 게시글은 로

드 업(Road up) 텍스트 마이닝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콘텐츠의 

정보수용과 상호작용성을 알아보기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의 클릭 수, 댓글 수와 댓글에 대한 응

답율을 콘텐츠 유형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제공형과 마켓홍보형의 인플루언서 유형에 따라 게시글 형태소에 따른 자기제

시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클릭 수에 따른 정보수용율은 비슷했지만 댓글 수, 댓글에 대한 응답률

에 따른 상호작용성에도 차이가 있었다. 

첫째, 게시글 형태소는 정보제공형의 경우 패션 관련 명사 위주인 반면, 마켓홍보형은 본인 

마켓제품 출시에 관한 명사, 일상에 관한 명사와 생각이나 느낌의 형용사가 추출됨에 따라 자신

의 일상, 생각 느낌을 노출하는 자기제시성의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의 클릭 수는 정보제공형과 마켓홍보형이 비슷했지만, 댓글 수는 

마켓홍보형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댓글에 대한 응답률도 높아 상호작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정보제공형의 콘텐츠는 패션 잡지나 뉴스처럼 패션을 키워드로 한 제품이나 기업 

혹은 브랜드의 홍보에 더 적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방문자들이 댓글을 달기 보다는 정보수용의 

의미로 좋아요의 단순 클릭을 하는 정도로 판단된다. 

마켓홍보형의 콘텐츠는 인플루언서의 일상과 함께 패션 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문자들은 

패션 뿐 아니라 음식, 까페, 여행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감의 요소가 더 많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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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친밀하게 소통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마켓홍보형의 인플루언서는 콘텐츠가 본인이 운영하는 

마켓 실적과 직결되므로 게시물이나 팔로워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키워드는 신뢰와 소통에 있다. 게시글과 댓글에서 차이를 보이는 콘텐츠 유

형에 따라 구매로 이어지는 구전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첫 단계인 인플루언서 검색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향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연구에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데 학문

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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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서비스 개인화 품질과 추천 원천의 유사성이 온라인 추천 

서비스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온라인 커머스의 발달로 기업들은 더욱 고도화된 정보의 접근을 통해 효과적인 온라인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개인에게 맞춤화된 정보를 접함으로써 온라인 탐색의 노력

을 줄이고 동시에 쇼핑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 온라인 추천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

질 수 있다. 온라인 개인화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정보처리관점에서 정교화가능성 모델로 설명될 

수 있는데, Ho & Bodoff(2014)는 소비자의 정보처리의 깊이에 따라 중심단서 혹은 주변단서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추천 서비스의 

개인화 품질을 평가의 주요 품질단서로, 추천의 기반이 되는 타인이나 전문가 즉, 추천 원천의 

유사성을 주변단서로 보고 소비자의 인지욕구에 따라 온라인 추천 서비스 태도와 행동의도에 미

치는 영향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개인화 추천 서비스 조작을 위해 가상 웹사이트를 구성하여 접근시 4문항의 개인 선호정보를 

응답하게 하여 개인화 조작화를 실시하였고, 추천 서비스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협업필터링 

방식에 의한 추천이 이루어졌음을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하였다. 자신과 비슷한 선호정보를 가진 

타인의 구매정보를 기반으로 한 추천과 전문성을 지닌 타인의 선호정보를 토대로 한 추천의 2유

형에 무작위로 할당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100명씩 총 200명의 응답치가 분석

되었다. 두 시나리오 응답자간 온라인 패션쇼핑 행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자극물이 외

부 추천원천에 의한 것이라는 조작화 검증을 위해 타인참조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두 자극물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조모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인화 품질과 추천 원천의 유사성은 온라인 추천서비스 태도를 

매개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의 인지 욕구에 따라 온라인 추

천 서비스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개인화 품질과 추천원천 유사성의 영향력에는 차이가 나타

났는데, 인지 욕구가 높은 소비자는 개인화 품질이, 인지 욕구가 낮은 소비자는 추천 원천의 유

사성이 온라인 추천 서비스 태도와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인지 욕구가 높은 소비자는 주요 평가단서가 되는 개인화의 품질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평가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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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및 맞춤형 코디네이션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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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업체의 주가지수와 실물경제(실물시장규모) 및 경제심리지수 
간의 관계

1. 서론

주가와 거시경제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 되어왔다 

(Chen Roll & Ross 1986; Palmer 1970; Rogalski & Vinso1977). 그러나 다른 산업 분야와 달리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주가와 실물경제 및 다양한 거시경제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찾아

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패션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

고, 패션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 대다수 비상장회사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많은 수의 패션기업들이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패션시장규

모가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패션업체들을 중심으로 패션주가지수를 도출 한 

후,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른 경제지표들와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합주가지수란 증권거

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지표화하여 주식의 전반적인 동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다. 시장 전

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투자성과 측정, 다른 금융상품과의 수익률 비교척

도, 경제상황 예측지표로도 이용된다(임병진 & 장승욱, 2010). 따라서 국내 패션시장의 주가와 경

기심리지수, 실물 경제지수인 패션시장의 규모와 같은 변수들과 패션분야 주가와의 관련성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심리지수는 기업과 소비자를 모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심리지수(CSI)

를 합성한 지표로 체감경기와 유사한 개념으로, 패션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홍혜림 

et al., 2011)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표로 사용하였다. 또한 실물경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

해, 실제 패션시장규모를 변수화하여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패션업체 주가지수와 거시경제 

지수인 실물 패션시장 규모와 경제심리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국내 패션산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거시적인 지표를 필요로 하는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먼저 패션업체주가지수는 시가총액(market value) 가중방식에 의한 주가지수(stock price in-

dex)로 측정하였다. 2016년 기준으로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패션업체 33개 중에 26개의 업체

들만 조사하였다. 인수합병 이슈 및 시가총액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재무제표 정보가 부실한 기업

들은 제외하였다. 경제심리지수 데이터가 2004년부터 수집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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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관성을 위해 2004년 12월 기준으로 2016년 12월까지 1년 단위로 data를 취합하였다. 본 연

구에서 실물경제 변수로 실제 패션시장 거래 규모를 사용하였다. 연구자료는 삼성패션연구소에서 

제공하는 2004년부터~2016년까지의 data를 활용하였다. 경제심리지수는 2004년부터~2016년까지의 

통계청 data를 사용하였다.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 패션업체주가지수 산출방법은 시가총액(market value)가중방식에 의한 주가지수

(stock price index)로 측정하였다. 관련된 공식은 다음의 <그림 1>에 표기하였다.

<그림 1>

패션업체의 주가지수와 실물경제 및 경제심리지수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하여 이뷰즈7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을 반영하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을 우선적으로 실시

하였다. 패션업체의 주식시가총액과 경제심리지수와, 실물경제(패션 시장 규모) 시계열 변수들 간 

상호 인과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suality test)를 실시하였다.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두 변수 사이의 인과적 관계 검정하는 방법이다. 특정 변수가 다른 변수

를 유의하게 예측 할 수 있는지 파악하여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파악 할 수 있다(이홍재 et al., 

2005).

4. 결과

1) 단위근 검정

본 연구에서의 단위근 검정은 ADF(Augmented Dickey-Fuller)검정을 이용하였다. 원자료에 대

한 단위근 검정 결과 패션업체의 시가총액지수(FAINDEX), 패션시장규모(MARKET), 경제심리지수

(DEJ)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을 차분한 뒤, 차분 변수들

을 대상으로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data들이 안정적인 시계열 상태로 전환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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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단위근 검정결과

변수 자료 T값

FAINDEX
원자료 -0.79

차분자료 -4.61**

MARKET
원자료 -1.16

차분자료 -6.96**

DEJ
원자료 -1.56

차분자료 -2.88*

*FAINDEX(패션업체 주가지수), MARKET(패션시장규모), DEJ(경제심리지수)

2)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suality test)의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첫째 패션

업체 주가지수와 패션 시장규모와의 인과관계를 살펴본 결과, 패션업체 주가지수가 시장규모 그

랜저 원인(Granger cause)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업체 주가지수가 경제심리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패션업체 주가

지수는 경제심리지수(DEJ)의 그랜저 원인(Granger cause)이 되는 것으로, 이는 경제심리지수는 패

션업체의 시가총액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패션시장규모와 경제심리지수 간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을 한 결과, 경제심리지수와 패

션 시장규모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2> 패션업체 주가지수와 패션 시장규모 및 경제심리지수의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 결과

Lag Lag1

변수방향 F-Stat Prob.

FAINDEX->MARKET 2.42 0.01*

MARKET->FAINDEX 0.56 0.62

FAINDEX->DEJ 7.83 0.05*

DEJ->FAINDEX 1.11 0.11

MARKET->DEJ 1.78 0.21

DEJ->MARKET 1.09 0.32

* FAINDEX(패션업체 주가지수), MARKET(패션시장규모), DEJ(경제심리지수)

5. 결론

패션업체 주가지수가 실물경제 지수인 실제 패션시장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로 관찰 

되었다. 삼성패션연구소에서 대한민국 패션시장 규모를 산출하는 방법은 각각의 패션기업들이 연

말에 제공하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시장규모를 파악한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반

응을 할 수 있는 패션업체 주가지수가 패션시장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변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패션업체 주가지수가 경제심리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변수로 관찰 되었다. 주가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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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내의 다양한 경제 상황과 연동되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감형규, 

1991).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민간경제 심리를 반영한 경제심리지수에 영향을 미

친다는 점은 기업체감 경기뿐만 아니라 소비자 체감경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패션업체의 주가지수가 민간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경제심리지수를 예측 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서 

주요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심리지수와 패션 시장규모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상황을 반영 

할 수 있는 주가지수가 아닌, 실질적인 재무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된 일부 산업의 시장규모이기 

때문에 경제심리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주가와 거시경제지수들 간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논의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분석되어 왔다(Chen Roll and Ross 1986; Palmer 1970; Rogalski & Vinso1977).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방식과 달리 특정분야의 업체들만 선정하여 시가총액을 토대로 지

수로 만든 후, 패션시장규모(실물경제)및 경제심리지수와 관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패션업체 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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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소*, 박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오픈마켓의 품질요인이 사용자 만족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 쇼핑의 성장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의 진화로 온라인 시장은 인터넷 PC에서 모바일 

통신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커머스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 급성장하는 추세이며, 인터넷의 웹싸이트(website) 형태와 스마트 폰에서 활용되는 애플리

케이션(application)의 형태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 편리성과 효율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연구에서는 웹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간의 정보시스템 

품질요인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 쇼핑 중 

오픈마켓의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차이가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에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오픈마켓의 배경에서 정보시스템 품질요인이 

사용자 만족 및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오픈 마켓 웹사이트와

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자 만족과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하고자 한다. 셋째, 오픈 마

켓 배경에서 정보시스템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의 차이

에 따른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한다. 넷째, 정보시스템 품질요인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서 사용자 만족의 매개효과를 실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변수의 측정을 위한 설문구성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 하여 측정하였다. 연구의 표

본은 오픈마켓 웹사이트과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일반사용자로 한정하였다. 

설문은 응답자 1인에게 오픈마켓 웹사이트에 관한 설문이나 애프리케이션에 관한 설문을 하나만 

받았다. 응답자가 설문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연구에서는 중국의 최대 오픈마켓인 타

오바오에 한해서 조사를 하였다. 181명 응답자 중 타오바오의 웹사이트과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 총 117명의 설문지를 유용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응답자는 여자가 68.51%로 남자 31.49%이며, 연령은 20대가 34.8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8.18%, 50대 이상 24.31%이다. 학력은 대졸이 67.96%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 이하 18.23%, 대

졸 이상 13.81%이며, 직업은 사무직이 47.51%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업과 기타가 29.28%, 학생

이 23.2%로 나타났다. 181명의 응답자 중 168명은 온라인 쇼핑 경험이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92.82 %를 차지하였다.

결과는 신뢰성 분석은 각 문항의 Cronbach's α계수가 기준인 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되어 

평균값이 0.881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서비스품질, 시스템품질이 

오픈마켓의 사용자 만족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정보품질은 사용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만족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모두 긍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품질, 시스템품질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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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정보품질은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과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요인 중 서비스품질과 시스템품

질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웹사이트과 애플리케이션이 정보품질에 대한 조절효

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시스템 품질요인이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

서 사용자 만족의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사점으로 오픈마켓의 배경에서 정보시스템 품질요인이 사용자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과정에

서 웹사이트과 애플리케이션의 조절효과와 사용자 만족에 대해 부분적으로 매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밝혔다. 이는 오픈마켓의 운영자는 웹사이트과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중국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의 한계

가 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도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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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원광대학교

4차 산업혁명시대 의생활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1. 서론

현재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도 미리 내다보지 못할 정도의 빠른 기술혁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이른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은 

2016년 제47회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인공지능(AI), 로

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정의한데서 기인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

장 큰 특징은 기존의 제조업이 O2O(Online to Offline),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어 맞춤형 소량

생산, 스마트공장 등 제조공정 측면의 혁신과 소비자 역할이 강조되는 혁신적인 변화이다

(Schwab, K., 2016;).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에 비

해 더 넓은 범위에서의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나 소비 행태

뿐 아니라 생활방식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혁은 결국 

학교교육에서의 변화를 유도하여 교육의 개혁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의생활교육 환경 변화 또한 

요구할 것이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wearable technology)의 확대를 통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성 

증대, 새로운 인터페이스의 활용을 통한 현실과 가상의 결합,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인체적응성 

향상과 개성 표현 가능성의 증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기반

한 의생활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제시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사상(敎育史上) 가정과교육에 속하는 교과목을 근대적인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

한 것이 고종 32년(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에 재봉이 포함되고 부터이다(Lee, 2000). 이것은 

의생활교육은 그 시작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정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생활교육내용은 인간의 가장 근접 환경으로 여러 가지 외적인 영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학습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즉, 개개

인들이 어떤 문제나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 차이를 경험하면서 느

끼게 되는 갈등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의 사회에서 혼돈과 단절된 내용

이 아닌 서로 연관성 있는 내용을 제시하여 좀 더 상호관계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

는 안목을 지닌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생활교육내용은 현실생활을 반영하여야 하며, 학

습자의 실생활에 활용되고 발전되어 앞으로의 생활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의생활교육내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 즉, 패러다

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을 대응하는 시점에서 의생활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에서 의생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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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주된 분석적 초점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교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근본적 목적이 있다. 즉, 의생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

을 변화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까지의 의생활교육내용을 문헌조사법과 내

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뒤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내용분석(contents anal-

ysis)은 일반적으로 텍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도출해내는 체계적 과정으로 정의되며, 양적이거

나 질적인 장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weber, 1985; Berg, 1995). 구체적으로 내용분석을 살펴보면, 

첫째, 어떤 방식으로든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둘째, 표면적 정보의 단순한 기술이 아닌 

그 이면의 심층 내용을 추론해내고자 하며, 셋째, 이 추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내용분석은 연구자가 텍스트를 정리하고 추론의 결과는 도출

해내는 절차와 과정(Woo & Park, 2012)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질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는 명시적 내용과 함께 잠재적 내용을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표

면적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내용까지의 분석이 가능하여 사회과학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주요한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Choi, 2016).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를 포함한 의생활교육전문가 5명에게 검토를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제까지 제시된 의생활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내용

구성이 미흡하였고, 단순히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다. 의생활과 관련된 기능

들이 가정에서 사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여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점과, 가정생활에서 언제든

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굳이 학교교육을 통해서는 필요 없다는 식의 편협한 시각을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 이러한 편협한 시각은 실제로 변화하는 의생활에 적응하면서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가치판단을 통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결국 의생활 교육이 실생활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고, 

의생활교육에 대한 높지 않은 인식을 가져왔다. 의생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모두 왜곡된 의미

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의생활교육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는 등한시 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더욱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을 비판 없이 수

용하다 보면 의생활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필요한지를 구별하거

나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의생활교육에 대해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추론하여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생활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가정과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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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인 이유로는 의생활 교육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

을 들 수 있다. 의생활교육에 대한 인식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외적인 환경보다는 

가정생활과 여성에 대한 만족도 등의 내적인 요인을 들고 있다. 가정생활과 여성이란 점에 대해 

만족할수록 교육내용의 활용도가 높았고, 가사 참여 기회가 많을수록 흥미를 더욱 느끼고 있었

다. 가족공동체 속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남자도 역할수행을 해야 하고 여기에 가정교육의 필요

성을 절실히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가정과교육에 대해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의생활 교육은 가정생활을 통해 배우는 과목이고, 앞으로

도 생활속에서 배움의 기회가 점차 많아지므로 학교교육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높았

다. 의생활교육내용 중 특히 바느질하기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의복제작 및 생활용품 만들기에서 남학생들이 바느질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이것

은 의생활교육이 여성만을 위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일차적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

을 것이다. 문제는 가정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성역할이 성차별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각각의 성에 의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양성평등교

육적 측면에서 의생활교육의 필요성을 담론화시켜 사회적 영향을 불러일으키고는 있지만, 사람들

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는 변화를 하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적 협력이 가능한 인재가 요구되며, 그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공동체 역량이 강조된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분리된 인식하에

서의 교육내용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적 의식하에서 공동의 협력이 요구되는 의생활

교육내용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계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 감성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도록 능

력과 역량을 개발하여 기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미래 세대가 성장하도록 교육해야 한

다.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기술과 같은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와 사물 및 인간 간의 초연결성

을 전제로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높은 도덕성과 가치판단 능력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

에서 세계경제포럼은 미래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재의 핵심 키워드를 사회정서학습기술(Social and 

emotional learning(SEL) Skills)라고 하였다. 사회정서학습기술의 핵심은 타인과 잘 교류하고 협력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다. 의사소통을 통해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조되어야 한다(Jee, 2017). 의생활에서 가족

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를 돕도록 하는, 즉 그들 자신의 문제에 맞서는 능력과 자신감을 개발하

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고는 있으

나, 문제의 본질을 완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본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이데올로

기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공동체라

는 인식을 지니고 학교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이 지니고 있는 내재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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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제까지 의생활 교육에서 다양한 내용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고 기능중

심 위주의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의생활 교육에서 의복제작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면, 현대생활에서는 

의복의 선택과 착용에 관한 문제, 손질과 보관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관리상의 문제 등 복잡하

게 변화되고 있는 생활에 좀 더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사실상 의생활에서 단순한 기능습득은 가정생활에서 당면하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문제들

을 해결하는 데는 미약했다. 또한 지극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의생활 교육에서 중요시해야 하는 가치나 규범의 중요성을 조금은 무시하였다. 예를 들어 바느질

의 기능만 중시하는 식의 내용전개는 바느질 교육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가치를 등한시하는 결과

를 가져왔다고 본다. 또한 의복구성 실습은 1시간에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진행되는 것으로 인내심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노동의 즐거움도 함께 알게 

될 것이다. 더불어 의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원리는 다른 사람이 착용한 의복에도 관심

을 보이게 됨으로써, 기성복이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안목을 길러주어 바

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통한 인체적응성 향상과 개성 표현 가능성의 증대는 

복잡한 3D의 입체 물품을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설계도면과 개인의 창의적인 디자인 변형을 통해 

개인의 신체와 니즈에 맞춤화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생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의생활교육내용에서는 실제적인 디자인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개성의 표현, 창의적인 문

제해결 및 실행능력, 의류 제품의 생산과 구매 및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력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의생활교육이 의복제작을 위한 단순 기능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논증의 예로 

Aristotle의 ‘실천적 지혜’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ristotle의 Praxis는 techne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요소와 이 문제에 대한 도덕적 가치판단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techne는 가치중립성, 객관성, 과학성, 정교성, 그리고 생산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은 실제안에 본질적으로 붙박혀 있는 가치 즉, 내재적 가치(intrinsic values)

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Lee, 2000). 따라서 의생활 교육에서 손으로 바느질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는 외재적 가치(extrinsic values)와 더불어 인간과 그의 삶을 이해하고 해

석하면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생활 교육내용

이 생활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의 진위판단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인간의 삶과 관련되어 삶 속에

서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실천할 때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의생활 교육을 보다 실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못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시마다 제기되었던 수업시수의 부족으로 실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생활교육

이었다. 가정과교육에서 수업시수의 점차적인 축소는 교육과정 개성시마다 문제점으로 제시되었

지만 해결되지 못하였다. 또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양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질적

인 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났다고 본다. 결국 의생활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육내용을 효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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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은 교사들의 

자신감마저 부족하게 만들었다.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연구를 하기 

못하는 이유로는 의생활에 대한 학습자료 및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의생활교육환경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융합되어 적용되는 의생활환경의 변화는 의복구매와 관리, 그리고 폐기에 이르는 의생활 전 영역

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놓을 것이다. 시수의 부족 등으로 의생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전달이 

부족하기 보다는 의복구매에 있어서도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공유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의 의복구매 및 소비문화와는 차별화된 협력적 소비가 보편화될 수 있으며, 가정 내 의

복관리 방식 또한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또한 AR, VR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체험은 의

생활교육의 효율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복을 관리하는 방식 또한 변화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복관리 정보를 비판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고 그에 따라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과정을 동반한 실천적 문제해결능력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될 것이다.

4. 결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 모바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현재 주목받고 있

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혼합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의료, 

법률, 금융,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기술

이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인건비와 비용 절감을 위해 개발도상국에서 이루어지

던 생산 체제를 다시 선진국으로 거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

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도 시작되었고, 특히 가장 민감한 의생활교육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수행되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사회 변화에 따라 미래사회에서 요구

되는 지식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고 필요한 지식을 창출해내는 변화의 

시점에서 실질적 교육활동을 주도하고 의생활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의생활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역량을 강화할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와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수업내용에 

담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생활 교육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학교교육에서 의생활 교육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지 못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의생

활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비판적 실천의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미래를 준비하는 진

지한 논의의 장(場) 또한 마련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 의생활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의생활교육에서 ‘왜, 무엇

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가치판단이 필요하다. 사회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가 인간생활

의 내용과 양식에 많은 변화를 끼치고 있으므로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충족이나 

의사소통, 역할수행 등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생활교육내용이 개

발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의 확대는 신체적 상호작용 가능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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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킴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의 소통을 증진시킴으로

써 인체가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여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발전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변화의 내용

을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의생활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에

너지 절약, 자원의 재활용 등의 개념과 실천방법을 다양한 측면에서 함께 논의하는 실천적 과정

이 제안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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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강은미*
동아대학교

정보원 이용에 따른 소비자 특성 및 패션 명품 구매의도의 차이

패션명품 브랜드들이 예전과는 달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소비자

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소

비자들에 따라 이용하는 정보원도 이전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명품구매 소비

자들이 이용하는 정보원과 정보원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 특성 차이 및 정보원이 구매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자료는 2016년 11월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총 244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명품 구매시 이용하는 정보원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모

바일을 이용한 SNS, 인터넷 광고, TV광고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는 SNS, 인터

넷, 옥외광고를, 30대는 인터넷, SNS, TV광고를, 40대는 TV광고, 인터넷광고, 언론보도를, 50대는 

인터넷광고, TV광고, 잡지광고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둘째,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광고요인, 판매촉진요인, 인적요인, 온라인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집단을 분류한 결과, 광고 및 판매촉진 집단, 온라인 

및 인적 집단, 정보 무관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이용하는 정보원 유형별 소비자들의 인구

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나이, 결혼여부, 직업, 총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광고 및 판매촉진집단은 40대, 기혼, 공무원이나 자영업, 월평균소득은 400-600만원이 많았으며, 

온라인 및 인적집단은 20대, 미혼, 학생이 많았으며, 월평균소득은 200만원미만이 많았다. 정보 

무관심집단은 50대, 미혼, 판매 서비스직이 많았으며 월평균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많았다. 넷째, 

정보원 유형별 브랜드 인지도와 구매의도를 살펴본 결과, 패션명품 브랜드 인지도는 광고 및 판

매촉진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온라인 및 인적집단, 정보 무관심집단 순이였고, 구매의도

는 광고 및 판매촉진 정보집단과 온라인 및 인적 정보집단이 정보 무관심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패션명품 인지도에는 광고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온

라인 요인과 인적요인이 영향을 미쳤고, 구매의도에는 브랜드 인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판매촉진요인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패션명품 구매시 선호하는 정보원 중 온

라인과 인적 정보원을 활용하는 소비자들은 20-30대의 미혼이 많으며 브랜드 인지도와 패션명품 

구매의도도 가장 높았고, 광고 및 판매촉진 정보원 이용 소비자들은 40대의 기혼으로 정보 무관

심집단에 비하여 명품 브랜드 인지도가 높았으며, 정보 무관심집단을 50대 이상이면서 소득이 높

은 소비자들로 브랜드 인지도도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패션명품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구매의도를 이끌 수 있도록 타겟에 따른 적절한 정보원 활용으로 기업 매출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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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희1)*, 한재혁1), 이상권1), 

박현희2), 추교진3), 김효대3)

1)금오공과대학교, 2)경북대학교, 
3)(주)새날테크텍스 방호복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요구도

인간은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는 외부의 공격이나 각종 환경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하여 지

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 국제적인 테러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방호복 시장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14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방호복 중에서도 

방탄복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요구도를 조사하여 관련 업계에 시장 이해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조사 내용은 방탄복의 필요성(위험지역, 필요성, 보유 의

사), 방탄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형태, 착용방식, 재질, 디자인, 디테일, 부가 기능, 방호 부위, 

불편 부위), 방호복의 수요(용도, 착용 경험, 성별 필요성, 구매시 고려사항, 적정 가격) 등이며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1045명의 자료를 수집한 후 SPS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

인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이어서 시리아, 필리핀, 멕시코, 이라크, 브

라질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위험한 지역에서는 군용이나 경호용 이외에 일반인들에게도 방탄복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8%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도 일반인들에게 방탄복이 필요할 것이

라는 의견은 35% 정도였으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탄복을 하나쯤 가질 생각이 있는 응답자는 

약 44%로 방호 목적의 방탄복보다는 다른 목적으로의 방탄복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일반인을 위한 방탄복 형태로 가장 선호되는 것은 조끼형이었으며(57.6%), 착용 방식으로 

가장 선호된 것은 집업이었고(61.1%), 방탄 재질로는 섬유류가 가장 선호되었다(48.3%). Molle 

시스템, Quick Release 시스템, 파우치, 주머니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Quick 

Release 시스템과 주머니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0%를 상회하였고 Molle 시스템과 파우치에 대해

서는 40%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방탄복의 기능 중 방탄 이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기능으로는 착용편의성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53.8%), 다음이 동작편의성이었다(33.5%).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신체 부위는 가슴(31.8%)과 머리(23.5%)로 인식되고 있었고, 방탄

복을 착용했을 때 가장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은 활동성(43.7%)과 무게(40.0%)였으므로, 무

게는 소재 개발을 통해 감량 방안을 찾아야 하고 활동성은 가벼운 소재에 더해 패턴 등을 고려

하여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인이 방호복을 착용한다고 할 때 용도별로는 위험지역 여

행 시의 필요성이 80%를 상회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호복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매우 필

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더 높아서 여성 보호복으로서의 방탄방검복 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인을 위한 방호복을 구입한다면 중요하게 고려할 점으로는 성능이 가장 우위에 있었고

(71.0%), 적당한 가격은 50만원 미만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75.9%) 60만원까지는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인의 응답 결과이지만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위험과 관련된 모든 이슈는 

국가 간 공유되고 있으므로 시장 판단에 있어 본 응답 결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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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근 발표된 ICE Research사의 “The global body armor and personal protection market 

2012-2022" 세계 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방호복 시장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해왔고 향후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별 시장규모를 보면 북미가 가장 크

고, 유럽과 아시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와 중동지역의 연 성장율은 10% 이상으

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 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 국내 시장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방호복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해진 방호복에 관한 선행

연구는 방호복의 물리적 성능 및 쾌적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정명희 외, 

2006; 최종명, 1998; 최혜선, 손부현, 2001),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방호복에 대한 인식 조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호복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Davis e al. (1989)이 제안한 기술수용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모형 및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체를 보호하는 방호복은 현재 일반 소비자를 대

상으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할 수 없어 먼저 방호복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설명한 후, 조끼 형태의 자극물 사진과 제품특징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방호복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2.0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2.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였다. 또한, 기술혁신성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첫째, 방호복의 기능적 가치는 지각된 이용 용이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호복의 감정적 가치는 지각된 이용 용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호복의 기능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는 지각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방호복의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호복 수용의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방호복의 지각된 유용성은 방호복 수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소비자의 기술혁신성은 지각된 유용성이 방호복 수용의도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술혁신성이 높을수록 지각된 유용성이 수용의도에 

더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방호복 제품에 대해 소비

자들은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기능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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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방호복 광고전략 수립 시 기본적으로 신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위험관

리를 할 수 있다는 기능적 가치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감정적 가치의 경우도 지각

된 유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수용의도에 영향을 주므로 방호복 착용에 의한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의

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각된 이용용이성은 지각된 유용성을 통해 수용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방호복이 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광고 및 마케팅 전략수립

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방호복이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지각할수록 수용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방

호복 출시 초기단계에는 기술혁신성이 높은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방호복의 유용성을 알리는 

광고 및 마케팅 전략을 실행한다면 신규고객을 유치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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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홈 스타일링에 대한 인식 및 홈 텍스타일 선호 연구

1. 서론

주택의 형태나 미디어 콘텐츠의 다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라는 트렌드 변화가 어느 정도의 규

모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개개인의 홈 스타

일링이나 홈 텍스타일에 대한 인식 혹은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다뤄지지 않았다. 

특히 20대 청년층들은 미디어와의 접촉 빈도와 민감도가 가장 크고 트렌드에 민감하여 향후 10

년 안에 홈 스타일링 및 홈 텍스타일 시장에서 주요 소비자로 부상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홈 텍스타일 부문 구매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홈 스타일링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고 더불어 홈 텍스타일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홈 스타일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연구 문제 2. 홈 텍스타일 제품 구매 실태 및 선호도를 조사한다. 

연구 문제 3. 홈 스타일링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 감성을 분석한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대 남녀의 홈 스타일링에 대한 인식과 홈 텍스타일 제품 구매 실태 및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8년 2월 7

일부터 3월 26일까지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7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분석 가

능한 25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교차

분석, t분석, 요인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표 1> 홈 스타일링 시 중점을 두고 싶은 공간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χ²

중점 공간
침실 41(16.4) 70(28) 111(44.4)

χ²=25.166***
주방 6(2.4) 1(0.4)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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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스타일링 시 중점을 두고 싶은 공간에 대한 분석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Table 4)에서는 남녀 간에 매우 높은 유의차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개인 공간, 침실 

순으로 중점을 두었고, 여성의 경우 침실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거실, 개인 공간 순으

로 중점을 두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 다름을 파악

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홈 스타일링 및 텍스타일 제품에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주로 구매하는 홈 텍스타일 제품 종류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χ²

주요 구매 

제품

주방용품 8(3.2) 4(1.6) 12(4.8)

χ²=12.783*

침구용품 45(18) 47(18.8) 92(36.8)

거실용품 21(8.4) 26(10.4) 47(18.8)

인테리어 장식용품 21(8.4) 26(10.4) 47(18.8)

욕실용품 30(12) 12(4.8) 42(16.8)

기타 8(3.2) 2(8) 10(4)

전체 133(53.2) 117(46.8) 250(100)

주로 구매하는 홈 텍스타일 제품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모두 침구용품의 구매가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은 욕실용품이, 여성은 거실용품과 인테리어 장식용품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두 자신이 생활하는 침실의 텍스타일 제품을 가장 신

경 쓰지만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되는 공간에 따라 구매하는 제품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 홈 텍스타일 제품 구매 시 중점을 두는 부분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χ²

제품의 

중점 요소

가격 28(11.2) 10(4) 38(15.2)

χ²=21.754***

기능 46(18.4) 24(9.6) 70(28)

내구성 8(3.2) 5(2) 13(5.2)

디자인 49(19.6) 77(30.8) 126(50.4)

기타 2(0.8) 1(0.4) 3(1.2)

전체 133(53.2) 117(46.8) 250(100)

욕실 2(0.8) 4(1.6) 6(2.4)

거실 39(15.6) 21(8.4) 60(24)

개인 공간(작업실, 서재) 42(16.8) 19(7.6) 61(24.4)

기타 3(1.2) 2(0.8) 5(2)

전체 133(53.2) 117(46.8) 2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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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텍스타일 제품 구매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49명이 디자인, 46

명이 기능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 77명이 디자인, 24

명이 기능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여 디자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은 기능적

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지만 여성은 디자인적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젊은 세대들의 홈 텍스타일 부문 구매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홈 스타일링에 대한 인

식 정도를 조사하고 더불어 홈 텍스타일 선호도를 파악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연구 결과 20대의 

홈 스타일링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비용 때문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렴한 제품을 

많이 선보일 필요가 있으며 쉽게 바꿀 수 있는 저렴한 제품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가

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은 침구 제품이므로 침구 제품 위주로 제품을 개발한다면 홈 스타일링에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20대 소비자가 쉽게 홈 스타일링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침구용품을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또한 주기적으로 홈 스타일링 제품에 대한 구매실태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즉각적

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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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장년 여성의 하지 부위별 가압 시 혈류량 및 혈류속도에 
미치는 효과

컴프레션 제품의 착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도 매우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임상현장에서는 인공관절수술 이후 피의 흐름이 느려지고 외상이나 

골절로 혈관벽이 손상되어 혈액이 응고 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다리의 정맥이 심장으로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여 돌려보내지 못해 유발하

는 만성정맥부전(Chronic venous insufficiency) 등과 같은 질환이 있을 때 치료단계에서 일정기

간 컴프레션 제품을 착용하면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Motykie et al., 1999; Couzan et al., 2012; Milic et al., 2010; Brizzaio et al., 2010).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피험자들은 주로 하지 관련 질환을 확진 받고 치료단계에서 컴프레션 제품을 

착용한 환자들이고 확진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컴프레션 제품을 착용했을 때 혈류량 또는 

혈류속도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현장에서 

다리 정맥 질환의 치료에 긍정적 효과를 보인 컴프레션 제품의 가압수준을 추출하고 이를 정맥류 

질환이 없는 중년여성에게 발목과 종아리를 가압할 때, 허벅지를 가압할 때 두 곳 모두 가압할 

때의 혈류 측정을 통해 중ㆍ장년 여성의 다리 정맥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어느 것이 적용 가능

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50대~60대 여성 11인이고 다리 정맥관련 외과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 영역에 적용할 의복압 범위 선정

은 임상현장에서 긍정적 컴프레션 착용효과를 보인 의복압 리스트 작성→ 1차 다빈도 범위 추출

→최다빈도 수준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실험용 2종 가압밴드는 Calf band(하퇴 가압용), 

Thigh band(대퇴 가압용)이고 Calf band와 Thigh band를 동시에 가압하고 Whole band라고 명

명하였다. 2종 가압밴드 패턴 전개 및 제작은 피험자의 인체 사이즈를 측정하고 측정값을 적용하

여 개인별로 맞춤 형식으로 제작하였다. Calf band 패턴은 발목둘레, 무릎아래(무릎뼈가운데점

-6cm 지점)둘레를 적용하였고 발목부터 무릎아래까지의 길이를 적용하였다. Thigh band 패턴은 

무릎위(무릎뼈가운데점＋5cm 지점)둘레, 허벅지위(볼기고랑점-5cm지점)둘레 및 이 두 지점 사이

의 길이를 측정치를 적용한 후 사다리꼴 형태로 전개하였다. 의복압 조절을 위해서는 벨크로

(velcro)를 부착하고 벨크로 위에 1cm간격으로 줄을 그어 추후 의복압 조절이 용이하도록 제작하

였다. 혈류측정은 일반 루즈핏 웨어(Control), Calf band, Thigh band, Whole band 착용 시 각각 

측정하였는데 착용 순서효과를 없애기 위해 피험자별로 무작위로 실험복을 지급하였다. 혈류측정

을 진행하기 전 선정한 의복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맨다리의 발목과 종아리에 공기주입식 

의복압 센서(AMI3037-2, (AMI Techno, Co, Ltd, Japan)를 부착하고 벨크로 위치를 조절하면서 최

종 선정된 의복압 범위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혈류측정은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 

가운데 안쪽 끝에 혈류측정 센서(FLO-C1(Omegawave, Inc., Japan)를 부착하고 15분간 측정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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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high band, Whole band를 착용했을 때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관적 

압박감 평가는 각각의 가압 처치 후 주관적 압박감 및 착용감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으

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컴프레션 제품 중 다리 정맥류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의복압 범위는 발목 18~20mmHg(2.13~2.66kPa), 종아리 14~16 

mmHg(1.86~1.93kPa), 허벅지 11~13mmHg(1.46~1.59kPa)로 최종 선정하였다. 실험용 2종 가압밴

드의 의복압 측정값은 발목 2.42kPa, 종아리 1.89kPa, 허벅지1.54kPa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발 루즈핏 웨어 Control과 대응비교 시 Calf band 처치에서만 혈류량(p=.031), 혈류속도

(p=0.24)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그러나 Calf band, Whole band 착용 시 평균은 증가했으나 유

의차는 없었다. 셋째, 주관적 착용감 평가에서 피험자 비만체형 1인, 표준체형 10인 전원 Calf 

band 착용 시 종아리 근육을 지지해 주는 효과가 우수하다고 했다. 반면, Thigh band 착용 시 

피험자 전원 대퇴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종아리보다 약하고 근육을 지지해 주는 느낌도 별로 없어 

종아리에서 느끼는 압박수준 정도 또는 조금 더 높게 가압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결과로, 발목 2.42kPa, 종아리 1.89kPa수준을 적용한 Calf band는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므로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착용을 하면 다리 정맥 질환 발병을 예방뿐만 아니라 혈류순환 

장애로 인해 유발되는 부종, 피로감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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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Customization이 가능한 E-Textile Construction Kits의 Glove형 

디자인 개발 Wearable Gaming Input Device로의 적용 연구

본 연구는 제작 키트(Construction Kits)방식을 차용하여 개인 맞춤이 가능하며 아두이노와 전

도성 섬유를 이용한 Glove형 E-textile wearable device의 디자인 개발과 제품 제작을 최종 목표

로 하고 있다. Wearable Technology는 최근 의료분야, 운동 및 건강관리, 군사, 안전과 보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하지만 가장 큰 시장인 헬스케어의 경우 성능과 종류

가 비슷한 많은 제품들로 인해 레드오션이 되어 성장 침체를 겪고 있으며, 발전가능성을 위한 

Killer Application이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선 교육용으로 많

이 쓰이는 Construction Kits 방식을 통해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이용한 wearable device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형태나 이용에서의 한계를 줄일 수 있고 사용성까지 고려한 설계를 목표로 

제작하였다.

Kits는 압력센서, 자이로센서, 스위치, 전도성 실, 비전도성 옷감, 아두이노 보드, battery, 

bluetooth 보드로 구성되어있으며, 제작과정 전 형태의 대략적인 설계를 진행하였다. 조립형 손가

락 장갑 형태로 손가락 파츠는 손가락을 감싸는 밴드이고, 손목과 관절을 위해 손목을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차후 연구에서 원하는 손가락에 원하는 기능만을 선택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하

였다. 아두이노 레오나드로를 사용하여 통해 코딩한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도록 검지부터 소지

까지는 압력센서로 아날로그 신호를 받도록 하고, 엄지의 스위치는 디지털 핀으로 자이로 센서 

기능의 On/Off를 담당하게 하였다. 자이로 센서는 검지에 2~3번핀의 신호를 받아 스위치 On일 

경우 동작하도록 설정하였다. 몇몇 연결부분은 전도성 실 특성상 서로 겹쳐 신호방해를 받을 수 

있어 납땜과 실리콘 절연을 통해 연결하였다.

제작 후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통해 코딩하여 테스트한 결과 pc 키보드와 마우스 제어가 가능

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몇몇 간단한 게임과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불편함 없이 사용가능하였다. 

다만 동작의 한계성과 신호의 속도, 자유로운 조립 Kit로의 사용에는 회로와 코딩에 한계가 있다. 

또한 회로 설계의 어려움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은 차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토타입 제작을 통해 조립형 custom wearable device glove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다음 단계의 제작에서는 기능과 그 사용성에서 더욱 향상된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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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웨어용 흡한속건 및 투습방수 소재의 의류외관 특성과 
형성성능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용 흡한속건 니트소재 13종의 심퍼커링과 착용외관성능을 예측하기 위해 

KES-FB와 FAST system에서 측정한 역학량에서 의류외관성능을 예측하며 KD-04 system에서 측정

한 심퍼커링 특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12가지 투습ㆍ방수 직물의 역학특성과 

심퍼커링 특성을 측정한 후 이들 사이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의류형성성능이 우수한 투습ㆍ방수 

직물의 설계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스포츠용 흡한속건 니트소재의 의류외관성능(TAV)은 니트소재의 extensibility와 굽힘강성이 높

은 값을 가질 때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0.94의 높은 회귀관계를 보였다. 

니트 구조인자 중에서 스티치 밀도와 타이트네스 팩터가 증가할 때 의류 외관성능이 증가함을 보

였다. 또한 의류형성성능(F)도 스티치 밀도와 타이트네스 팩터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나 회귀

분석 결과 굽힘길이(C)의 기여도가 0.77로, 외관특성 보다는 다소 낮은값을 나타내었다. 

스포츠용 흡한속건 니트소재의 심퍼커링 특성은 소재의 굽힘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스

티치 밀도와 타이트네스 팩터가 낮은 값을 가질 때 심퍼커링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의

복형성성능과는 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따라서 니트의 밀도가 높거나 조밀할수록 봉제시 심퍼커 

발생이 우려됨을 확인하였다. 

투습방수 직물의 경우, extensibility와 굽힘강성의 증가는 의류의 formability의 증가를 가져오

며 또한 직물의 커버팩터와 두께가 증가하면 formability는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심퍼커링도 커

버팩터와 직물두께가 증가하면 불량해지며 이는, 역학량에서 예측한 의복형성성능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역학특성은 extensibility가 크고 굽힘강성이 낮은 값을 가질 때 우수한 심퍼커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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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미1), 전은진2), 

유희천2), 김희은1)

1)경북대학교, 2)포항공과대학교
피트니스웨어 설계를 위한 고령 여성의 체표면 변화 분석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2017)의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평균 82.4년

으로 2005년의 조사보다 4.2년이 증가하였으며, 2060년이 되면 고령인구의 비율이 41%로 예측되어 

고령 사회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고령자의 행복

을 위해 건강한 노령 생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의 운동 활성화가 요구된다. 신체는 연

령에 따라 그 특성이 변화하는데 여성 고령자의 경우 신장이 감소하고, 허리높이ㆍ유두높이가 낮아

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田村, 2004). 따라서 운동 시에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고, 운동효과를 증

가시키고 신체를 보호하는 등의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피트니스웨어가 필요하다.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피트니스웨어의 개발을 위해서는 고령자의 체표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 여성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피트니스웨어의 개발

을 위해 3D Scan을 활용하여 고령 여성의 동작 시 체표면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체표면의 3D Scan을 위해 60세 이상의 고령 여성 7명을 피계측자로 선정하였으며, 3D Scan 

시 피계측자가 착용한 측정복은 국가기술표준원(2015)에 명시되어 있는 측정복의 조건을 참고하

여, 착의 시 인체 실루엣의 변화가 없고 과다한 노출에 의해 피계측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

으로 선정하였다. 계측에 앞서 피계측자의 신체에 62개의 기준점을 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보다 더 정확한 계측을 위해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기준점에 상체 19개, 하체 17개의 기준점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기준점은 3D Scan 계측 후 분석 단계에서 체표면적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사

용되었다. 체표면은 기준점을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연결하여 상체 28개, 하체 18개 총 46개로 구

획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계측 자세는 동작 시에 변화가 큰 관절 부분을 위주로 팔꿈치, 어깨, 

엉덩이, 무릎 등의 동작에서 각 동작 별 관절의 각도에 따라 자세를 세분화하여 총 9개의 자세를 

선정하였다. 계측 기기로는 핸디형 Artec Eva 3D Scanner를 사용하였으며, 래피드폼(Rapidfor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체표면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3D Scan 계측 결과, 팔꿈치 동작 시에는 팔꿈치 앞ㆍ뒤쪽에서 체표면적 비율이 63.0% 수축 

및 59.0% 신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깨 동작에서는 어깨 위쪽의 체표면적 비율이 50.8% 수

축 및 69.0% 신장하는 체표면적의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상체에서는 겨드랑 안쪽, 견갑

골 부분의 체표면적 변화율이 컸으며, 하체에서는 엉덩이 안쪽과 무릎 위쪽의 체표면적 변화율이 

컸고, 상체의 변화가 하체의 변화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고령 여성의 동작 시 

체표면의 변화를 분석하여 고령 여성을 위한 피트니스웨어 설계에 대한 기반을 조사하였으며, 앞

으로 이를 토대로 고령 여성 맞춤형 피트니스웨어 패턴제작과 소재선택이 이루어진다면 고령 여

성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5연구논문(포스터) 발표 _____

김민지*, 김승희, 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3D 모션캡쳐를 이용한 인체 체표면 변화 데이터 기반의 액티브 
바이크 웨어 설계에 관한 연구

1. 서론

인체는 다양한 곡면을 형성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이러한 인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복은 

인체의 실루엣 뿐 만 아니라 동작까지 고려되어 설계되어야 한다. 인체의 동작에 따라 체표면은 

수축되고 신장하며 체표와 접촉되어 있는 의복도 인체 동작에 대응하려는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

게 된다. 의복의 동작 적응성은 인체가 동작 시 압박감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운

동 및 작업에 맞는 기능성을 갖추는 것을 말하며, 의복의 동작적응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

은 인체 정립시와 운동 시 인체 체표면 변화율을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박선형,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바이크 라이딩에 최적화된 과학적 패턴설계와 근육 및 인대에 입체적 밀착으

로 운동효율 증가를 위하여 바이크 라이딩 시 동작에 따른 인체 체표면 변화율을 3D 모션캡쳐를 

활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산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티브 바이크 웨어에 적합한 의복 패턴설계

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체표면 변화율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학식 시스템 동작분석장비(VICON 

MX T-40 적외선 카메라 6대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제 라이딩 환경과 유사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훈련용 바이크 트레이너 롤링기를 속도 1단계(200W, 20km/h)로 설정하고 동작 

실험을 하였다. 측정 동작은 정자세(Static), 바이크 라이딩 기본동작(CP1), 고속주행동작(CP2), 업

힐동작(CP3) 4가지로 측정하였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동작의 한 사이클은 오른쪽 다리를 편 상태

에서 페달을 20번 돌린 후 동일 동작으로 정지하는 순간까지로 측정하였다. 

 

<그림 1> 실험 공간 3D좌표 및 마커부착 피험자 모습

측정 피험자의 의복은 반사를 방지하기 위해 브리프만 착용하도록 하였고, 총 35개의 반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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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를 부착하였다. 마커 부착 위치는 바이크 라이딩 시 주동근육을 고려하여 Size Korea에 제시된 

인체측정 기준점을 반영한 15개와 체표면 변화율 도출 Section의 세분화를 위해 추가 분할점 20

개를 부착하였다. 

실험결과 산출된 데이터는 각 연속동작의 마커지점 기록을 분석하여 각 마커간의 거리의 평균

값을 계산한 뒤, 부위별 체표면 변화량을 각 구간을 연결하여 삼각화하여 체표면 변화율을 도출

하였다. 도출된 체표면 변화율에서 기본자세와 동작별 체표면 변화율간의 변화량을 계산하여 이

를 15∼29%범위, 30∼44%범위, 45%이상 3개의 범위로 나뉘어 표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바이크 라이딩 기본동작(CP1)에서 45%이상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부위는 배의 주동근인 복근, 

어깨와 연관되는 전삼각근 부위로 기본동작 시 가장 많은 힘을 받는 부위로 볼 수 있었다. 또한 

Drop bar를 잡고 상체를 굽혀타는 고속주행동작(CP2)은 체표면 변화율을 나타내는 범위가 기본

동작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주행을 위해 상체를 앞으로 많이 숙여 허리와 골반을 굽힌 상태로 

자세가 유지되면서 상체의 앞 부위와 샅 부위의 면적은 수축이 일어났고, 등의 광배근, 엉덩이의 

반막양근 부위의 면적은 신장이 일어났다. 오르막길에서 무게 중심을 핸들쪽으로 두고, 엉덩이를 

들어 페달링하는 자세인 업힐 동작(CP3)은 거의 서서 타는 자세로, 기본동작과 고속주행동작에 

비해 체표면의 변화율을 크게 나타내는 부분이 많지 않은데 이는 허리를 세워 서서 타는 자세인 

만큼 정자세(STATIC)에 비교할 때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P3동작에서 주동근에 따

른 변화는 서서 타면서 무게 중심이 핸들로 쏠리는 현상 때문에 어깨 부위의 전삼각근과 팔 부

위의 삼두근에서 변화율을 확인할 수 있다. 

바이크 라이딩 동작은 핸들을 잡고 상체를 숙이는 동작이 기본이 되어, 상체의 앞부분에서 전

반적으로 수축이 일어났으며, 상체의 뒤 부분에서 신장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허리

를 굽힘에 따라 안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안장과 맞닿은 샅 부위와 대퇴근, 반막양근 

부위의 면적 변화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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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체표 분할구역에 따른 동작별 체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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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체표 분할구역에 따른 동작별 체표면 변화율

바이크 웨어 상의패턴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이크 라이딩 동작에서 45%이상의 체표

면 변화율을 나타낸 상체의 굽힘과 관련되는 복근, 광배근, 어깨의 움직임과 연관되는 전삼각근, 

승모근, 삼두근을 위주로 설계되어야 하며, 하의패턴 설계 시 엉덩이의 반막양근, 허벅지의 대퇴

근 등의 체표면 변화율에 유의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30% 이상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인체의 부위는 바이크 라이딩 동작에서 주동근육의 움직임과

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바이크웨어 패턴 설계 시 주동근육의 위치 및 움직임, 3D 모션

캡쳐 결과를 통합하여 적용한다면 근육에 대한 적절한 압박으로 바이크 라이딩 시 운동능력 및 

근피로회복이 가능한 바이크웨어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1인의 피

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며, 착의자들의 평소 바이크 주행 자세에 따라 부위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표면 변화율 측정을 위해 더욱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변인통제를 두

어 유의차를 세밀히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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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레이스 복합직물의 역학적 특성 및 세탁성 평가

최근 패션산업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선행연구에서 3D 프린팅 기술과 레이스를 결합한 레이스형 3D 텍스타일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레

이스형 3D 텍스타일의 문양 반복 횟수와 두께를 제어하여 3D 텍스타일을 레이스 복합 직물 형

태로 제조하였다. 이에 대한 물성 분석 결과, 롤러 공정을 적용할수록 두께를 얇게 제어하면서도 

강인성을 증가하는 재료를 얻은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출력공정을 직물위에 직접 

적용하여, 3D 프린팅 레이스/복합직물을 제조공정을 점검하고, 얻어진 레이스형 3D 텍스타일을 

가와바타 시스템을 활용하여 직물의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였고, 세탁성 분석을 위해 내

세탁성 및 드라이클리닝견뢰도를 측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원시료는 보일직물(Polyester)을 사용하였다. 3D 프린팅 레이스를 출력하기 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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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

였으며, 이때 문양의 두께를 제어하여 각 조건별로 출력하였다. 

3D 프린팅 레이스 복합 직물의 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와바타시스템(KES-FB System, 

Kawabata Evaluation System, Kato Tech. Co. Ltd., Japan)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료의 인장특성, 전

단 특성, 굽힘특성, 압축특성 및 표면특성 등을 측정하였다. 이 때 각 시료 당 샘플 5개를 선택하여 

각 특성 항목당 3회 측정 후 평균 한 값을 사용하였다. 내세탁성 분석은 KS K ISO 6330에 준하여 

시험하였다. 켄모어자동세탁기로 약사이클로 40±3℃, 망건조를 하고 세탁하중 2.0㎏으로 스파크 표

준사용량으로 변퇴색 및 외관판정을 분석하였다. 드라이클리닝견뢰도는 KS K ISO- D01:2010 에 준

하여 시험하였다. 용제는 퍼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였으며, 변퇴색 및 용제오염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D 프린팅 레이스/보일 복합직물의 인장선형성(LT), 

인장레질리언스(RT), 인장에너지(WT) 측정결과, 3D 프린팅 레이스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인장선형

성값과 인장레질리언스 값이 커지며, 치수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인장에너지 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직물의 강인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3D 프린팅 레이스/보일 

복합직물의 굽힘강성(B) 및 굽힘이력(2HB)의 측정결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단강성(G) 

및 전단이력(2HG, 2HG5)의 측정결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압축선형성(LC) 및 압축회복성

(RC)의 측정결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H.V 중 Koshi는 미처리 보일직물에 비해 3d 프린

팅 레이스/보일직물은 강하게 나타났고,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Koshi 감은 강하게 나타났다. Numeri 

및 Fukurami 는 미처리 직물에 비해 3d 프린팅 레이스/보일직물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3d 

프린팅 시 두께가 증가한 시료일수록 Numeri 및 Fukurami 감은 강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D 프린

팅 레이스/보일 복합직물의 내세탁성 시험 결과, 모든 시료는 4-5급으로 나타났으며, 드라이클리닝

견뢰도 시험 결과, 변퇴색 및 용제오염의 경우 모든 시료는 4-5급으로 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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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propylene 복합방적사의 섬도와 혼용율에 따른 물성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은 경량성, 흡한속건성, 발수성, 배수성, 보온성, 항정전기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염색성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어 수년 동안 PP섬유의 염색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폴리프로필렌 가염성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안료를 

방사 시에 섞어서 색을 내는 원착섬유에 주력하였고 여기에서 착색섬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그러나 방사공정성의 제약조건이나 섬유의 주 용도인 의류용에서 외면을 받은 폴리프로필렌

섬유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지는 못하고, 산업자재, 생활자재용 섬

유로 부직포 분야와 카펫분야, 그리고 포장재 등의 분야에서 성장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분산염료를 고농도로 분산시켜 pellet으로 입자분산력을 극대화한 color master batch 공정을 도

입하여 가염 polypropylene이 개발되면서 패션성이 요구되는 의류분야에서의 다색전개성이 가능

하게 되었다. 이렇듯 고감성, 고기능성 섬유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가염 polypropylene 

방적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사와는 달리 방적사로 

개발되어 촉감, 보온성이 향상되고 쾌적성과 관리성, 위생성, 패션성이 융합된 기능성 소재로서의 

시장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0% 가염 polypropylene 방적사와 polypropylene과 wool, acrylic, 

rayon, polyurethane 섬유등과 혼용율, 섬도를 달리한 복합방적사를 제조하고 이들의 물성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료는 100% polypropylene 방적사 30‘(pp30)와 40’(pp40), 그리고 poly-

propylene/polyurethane 복합방적사 40‘(ppu40), polypropylene/acrylic 복합방적사 30‘(ppa30), 

polypropylene/rayon 복합방적사 30‘(ppr30), polypropylene/wool 복합방적사 30‘(ppw30)로 총 6

종을 사용하였다. 물성 특성으로는 강신도(KS K ISO 2062 : 2012, C.R.E, B법)), 굽힘특성

(KES-FB2), 균제도 지수(Uster 법), 꼬임수(KS K ISO 17202 : 2008, 해연가연법) 등을 살펴보았

다. 사인장강도는 ppr> ppu> ppa> pp30> pp40> ppw의 순서로 나타났다. 꼬임수는 240∼

500tpm범위로 나타났으며, 사 불균제도는 ppw> ppr> ppa> pp40> ppu> pp30의 결과를 나타내

었다. 굽힘강성(B: Bending Rigidity)은 ppu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굽힘이력(2HB: 

Bending Hysteresis)는 ppa가 가장 큰 값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polypropylene 방적사와 복합방적사는 이너웨어, 아웃도어 웨어, 홈 인테리어 

등 기능성에 천연 감성을 더한 다양한 용도의 소재로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염형 

polypropylene 섬유의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PP섬유의 인체 친화성, 친환경성, 경량성의 기능

성이 더욱 부각되어 의류용 섬유시장에서의 가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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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Compensatory Fashion-related Consumption and 
Mental Health

This current stud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ensatory fashion-oriented con-

sumption and mental health in order to provide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to promote 

healthy lifestyle and well-being of individuals. Even though specific fashion products are 

identified as having symbolic meanings of health promotion by wearing, using, and displaying 

health-cause clothing and accessories (Walker, Hart, Gregg, & LaJoie, 2010), there is a gap 

identifying how exactly fashion-related consumption is particularly related with mental health. 

This proximity of clothing to the self describes the degree to which individuals believe that 

apparel products are a significant symbol of one’s identity, mood, or attitude (Sontag & Lee, 

2004). The effects of changing one’s appearance using clothing, cosmetics, hair, weight man-

agement, plastic surgery, skin care, accessories and nails was found to alleviate depression in 

particular (Kim & Lee, 1999). In addition, people who feel mental anguish in failing to meet 

the standards of ideal beauty also possess low self-esteem (Fox & Farrow, 2009), and in-

creased levels of depression (Gillen & Markey, 2012). Compensatory shopping has been in-

vestigated as a strategic endeavor to manage mood, and to reduce negative feelings through 

purchasing self-treats (Atalay & Meloy, 2011). Therefore, it is likely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compensatory fashion-oriented consumption and mental health. Lee, Lee, Ha and Lee 

(2015) proposed four common therapeutic effects of fashion consumption: psychological ef-

fects, emotional effects, behavioral effects and social effects. Retail therapy is applicable for 

individuals suffering from appearance-related depression and body dissatisfaction. Therefore, 

the review revealed that effects of compensatory consumption are connected to body image, 

health and social well-being, and the therapeutic aspects of shopping should be understood 

from both consumer and busines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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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염색 시 라카아제 촉매 활성에 의한 효과

천연염색에서 매염공정은 염착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합성매염법이나 천연매

염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매염법으로 효소매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염제로 산화환원효소인 라카아제(EC.1.10.3.2) 사용을 제안한다. 라카아

제는 페놀계 수산기를 함유한 천연염료와 반응하면 촉매 활성 작용으로 인해 피염물의 염료 흡착

성을 향상시키므로 매염제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염재로는 페놀류가 함유된 녹차를 선정하였고, 

라카아제로 촉매 활성 시 매염 효과의 색상을 비교하여 라카아제 효소 매염 공정 도입을 제안하

고자 한다. 

실험방법은 페놀류를 함유한 녹차 추출액으로 견직물을 염색하였으며, 라카아제 촉매 활성 적

정 조건을 촉매 활성 방법, 촉매 활성 온도, 촉매 활성 시간을 변화시켜 매염효과를 평가하였다. 

촉매 활성 후 분광측색계(CM-2500d, Spectra Magic NX, Korea)를 사용하여 견직물의 K/S, L*, a*, 

b*, H,V,C값을 측정하여 색상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녹차 염색 시 라카아제 촉매 활성 적정 조건은 후매염, 촉매 활성 온도 50℃, 촉매 

활성 시간 3시간으로 결정하였다. 라카아제 촉매 활성에 의한 녹차 염색물의 K/S값은 라카아제 

처리 하지 않은 견직물보다 약 1.8배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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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 염색 시 라카아제 촉매 활성에 의한 효과

천연염색에서 매염공정은 염착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합성매염법이나 천연매

염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매염법으로 효소매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염제로 산화환원효소인 라카아제(EC.1.10.3.2) 사용을 제안한다. 라카아

제는 페놀계 수산기를 함유한 천연염료와 반응하면 촉매 활성 작용으로 인해 피염물의 염료 흡착

성을 향상시키므로 매염제로써 사용이 가능하다. 염재로는 페놀류가 다량 함유된 녹차를 선정하

였고, 염색 후 라카아제 촉매 활성에 의한 매염 효과를 비교하였다. 천연의 녹차 염색물에 라카

아제 매염 공정 도입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연구된 바 없는 새로운 연구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녹차 염색 시 라카아제 촉매 활성 조건에 따른 색상을 비교, 분석하여 천연 염색에 적용할 수 있

는 효소매염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실험방법은 페놀류를 함유한 녹차 추출액으로 견직물을 염색하였으며, 라카아제 촉매 활성 적

정 조건을 촉매 활성 방법(일욕법, 이욕법), 촉매 활성 온도, 촉매 활성 시간 조건을 변화시켜 매

염효과를 평가하였다. 촉매 활성 후 분광측색계(CM-2500d, Spectra Magic NX, Korea)를 사용하

여 견직물의 K/S값, L*, a*, b*, H,V,C값을 측정하여 색조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촉매 활성 적정 조건은 일욕법, 촉매 활성 온도 50℃, 촉매 활성 시간 3시간으로 결

정하였다. 라카아제 촉매 활성에 의한 녹차 염색물의 K/S값은 라카아제 처리 하지 않은 견직물보

다 약 1.8배 우수하였다. 이는 녹차의 페놀계 수산기의 중간체가 라카아제와 공유결합을 유도해 

라카아제가 견과 페놀계 염료 사이의 결합력을 향상시켜 색상이 진하고 선명하게 발현되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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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산대학교

소귀나무 수피(양매피) 추출물을 이용한 견직물의 염색성과 
기능성

소귀나무(학명: Myrica rubra)는 소귀나무과의 상록활엽교목으로 입모양이 소의 귀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잎을 문지르면 독특한 향기가 나며 양매라 불리는 당분이 높은 붉은색의 

열매가 열리는데 주로 식용으로 사용된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외상출혈, 개선, 혈통, 아통, 산기, 

질타손상, 골절, 토혈, 치혈, 붕루, 창양종통, 아감, 습진, 감모, 설사, 이질 등의 치료에 사용된 기

록이 있으며, 최근 천연식물의 약리 작용 연구 보고에 의해 소귀나무 수피에는 myricitrin, myr-

icetin, cannabiscitrin 및 tannin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Flavonol류 화합물인 myricitrin은 높은 

활성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항바이러스, 항암효과, 항산화 효과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늘날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천연약리작용을 가진 식물들을 의복소재에 적용하

여 친환경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소귀나무 수피의 염색

성과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귀나무 수피로 염색한 직물

의 염색성과 기능성을 알아보고 친환경 건강 의류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귀나무 수피의 염액 추출은 염재와 증류수를 중량비 1:20으로 하여 100℃에서 30분간 끓인 

다음 여과한 추출액을 사용하였고, 염색의 액비를 1:50으로 한 후 항온진탕기를 이용하여 염색온

도(40, 50, 60, 70, 80℃)에서 염색시간(20, 40, 60, 80, 100분)의 조건으로 염색을 실시하였다. 매

염은 매염제에 의한 염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매염제를 액비 1:50으로 하여 50℃에서 20

분간 매염농도(1, 2, 3, 4, 5%(o.w.f))로 변화시키며 선매염, 후매염을 실시하였다. 소귀나무 염색

포의 기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암모니아 가스검지관법으로 소취성을 측정하였고, 황색포도상구균과 

폐렴균을 공시균으로 사용하여 KS K 0693:2011법에 의해 항균성을 알아보았다.

염색온도와 염색시간에 따른 염색포의 염착성을 살펴본 결과, 염색온도에 따른 염착량은 40℃

에서 70℃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80℃에서 최대 K/S값을 나타내었고, 염색시간에 따른 염착량은 

20분에서 80분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80분을 기점으로 100분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염제 종류에 따른 염착성은 Al 후매염 - Al 선매염 - Cu 후매염 - Fe 선매염 - Fe 

후매염 - Cu 후매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염순서에 따른 염착성은 Al, Cu은 선매염이 높았

고 Fe은 후매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염제의 의한 Munsell 색상변화는 선매염의 경우 Al, 

Fe, Cu 매염 모두 Y계열을 나타내었으며, 후매염의 경우 Al매염은 YR계열, FeㆍCu매염은 Y계열

을 나타내었다.

소취성 및 항균성 평가는 매염제가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정련된 원포와 80℃에서 80

분 염색한 무 매염포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양매피 추출물로 염색한 염색포는 92.4%

의 소취율을 나타내었으며, 황색포도상 구균에 대해서 99.9%, 페렴균에 대해서도 99.9%로 매우 

우수한 항균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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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란, 홍경화*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스노보드 손상 및 보호대 착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스노보드는 인기 있는 겨울스포츠 종목으로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스키장의 접근성이 

용이해져서 스노보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스키장에서의 사고 발생

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스노보드는 두 발을 보드에 고정시킨 채 미끄러운 눈 위에서 중심

을 잡고 속도를 제어하는 균형 스포츠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경우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손목과 

척추에 손상을 입거나 무릎으로 넘어질 경우에는 무릎관절에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스노보드

를 탈 경우에는 손목보호대, 엉덩이 보호대, 무릎보호대 등의 보호 장비 착용이 매우 필수적이다. 

그러나 스키장에서의 부상과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와 대책으로 장비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

에 대한 것이 주로 논의되고 있을 뿐, 넘어짐이 발생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상들로부터 직접 인

체를 보호해주는 보호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시판되는 보호 장비들은 사

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스노보더들 중 63~89%가 보호대를 착용하

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요구, 인체의 형태와 동작이 고려된 스노보더 보호대를 개발하

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호장비 착용실태와 착용시의 문제점, 불편사항 등에 대한 자

료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노보드 보호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하는 보호대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보호대 착용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등을 조사하여 추후 

이를 기초로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쾌적한 보호대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평소 스노보드를 즐기는 20~40대 성인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보호

대를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는 325명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보호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선택형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문항(1점: 전혀 중요하

지 않음, 3점: 보통, 5점: 매우 중요함), 11점 리커트 척도 문항(0점: 매우 불만족, 5점: 보통, 10

점: 매우만족)으로 작성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 스노보드 손상 및 보호

대 관련 37문항, 연구대상자와 스노보드 경력 및 이용관련 등 세부 문항을 두어 총 46문항 이었

다. 설문조사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χ2 test), t검증, 분

산분석(ANOVA) 및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유의 수준은 p<.05로 하였다. 분석 결과, 총 

1058명중 86%가 1개 이상의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 중 무릎보호대(72%)를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엉덩이 보호대(57%), 손목보호대(38%)를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체 

중 325명(36%)이 보호대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다친 경험을 조사한 결

과 타박상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후 염좌 및 긴장(27%), 찰과 및 열상(20%), 골절(9%), 뇌

진탕(2%)과 탈구(2%) 순서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스노보드 경력, 1년간 타는 횟수 등

에 따라 손상,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착용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년간 

타는 횟수가 많을수록 손상비율이 높게 나타났다(p<.05, p<.01). 또한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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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착용만족도는 성별, 연령, 스노보드 경력, 주로 타는 슬로프코스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05, p<.01). 결론적으로 스노보드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크고 작은 

손상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으며 좀 더 인체에 쾌적하고 보호도가 높은 스노보드 보호대를 개발

하는데 본 조사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 연구는 2016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입니다

(NRF-2016R1A1A3A0491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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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우, 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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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의류의 Labeling 표준화를 위한 연구

1. 서론

스마트 의류가 Tractica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70만 벌 판매되었고 판매량이 2022년 

기준 2690만 벌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리고 스마트 의류의 2024년 시장점유율은 약 40억 달러(4

조 원)이상, 연평균 성장률(CAGR)은 50%가 넘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도 스마트 의류

의 Label 규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사용자의 안전과 효과적인 

제품 사용을 위해서는 Label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

의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의 Label 규격을 토대로 부착된 디지털 장치 별 스마트 의류에 부착된 

Label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의류의 Labeling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

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대한민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러시아, 유럽의 현행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의 Label 규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내 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2018년 3

월 기준으로 판매 중인 175개의 스마트 의류의 Label을 조사하였다. 부착된 장치별로 ‘발열장치 

이용 스마트 의류’ 91벌, ‘발광장치 이용 스마트 의류’ 67벌, ‘센서 이용 스마트 의류’ 11벌, ‘음향 

장치 이용 스마트 의류’ 6벌을 조사하였고 스마트 의류 안에 부착되어 있는 Label만을 조사하였

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Amazon, Ebay, Aliexpress, Walmart, Etsy 등의 세계 20위 안에 드는 

쇼핑몰 사이트와 Gmarket, 옥션, 네이버 쇼핑 등의 우리나라 4대 쇼핑몰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조사한 나라의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의 Label 규격을 토대로 부착된 디지털 장치 별 판매중인 

스마트 의류에 부착된 Label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의류는 부착된 장치에 따라 ‘발열장치 이용 스

마트 의류’, ‘발광장치 이용 스마트 의류’, ‘센서 이용 스마트 의류’, ‘음향장치 이용 스마트 의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 러시아, 유럽(EU)의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 Label 

규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 Label 기재 항목은 ‘제품명’, ‘제조년

월’, ‘제조사/수입자의 정보’, ‘제조국명’, ‘인증 마크’, ‘적용규격’, ‘인증 기관명’, ‘안전확인 신고번호’, 

‘사이즈’, ‘섬유 조성/혼용률’,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시 주의사항’, ‘정격 전압’ 13가지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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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75개의 스마트 의류 Label을 분석한 결과 Label이 부착된 스마트 의류는 135개였다. 앞서 조

사한 나라들의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의 label 기재 항목을 기준으로 스마트 의류의 Label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품명’, ‘제조년월’, ‘제조사/수입자의 정보’, ‘제조국명’, ‘인증 마크’, ‘적

용규격’, ‘안전확인 신고번호’, ‘사이즈’, ‘섬유 조성/혼용률’,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시 주의사항’, 

‘정격 전압’ 12가지 항목이 Label에 기재되어 있었다. 즉,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의 Label 기재 항

목 중에 ‘인증 기관명’을 제외하고 다 기재되어 있었다. Label에서 가장 많이 기재 된 항목은 ‘제

조사/수입자의 정보(82개)’였다. 그리고 ‘섬유 조성/혼용률(77개)’, ‘세탁시 주의사항(75개)’, ‘제조국

명(55개)’, ‘사이즈(53개)’, ‘사용 시 주의사항(19개)’, ‘제품명(15개)’, ‘인증 마크(13개)’, ‘정격전압(11

개)’, ‘제조년월(8개)’, ‘안전확인 신고번호(3개)’, ‘적용 규격(1개)’ 순이었다.

각각의 Label 기재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열 장치 이용 스마트 의

류’에는 발열체도 기재 되어 있었다. 이는 섬유 제품의 Label 규격에 나타나 있지 않은 표시 방법

이다. ‘제조국’, ‘제조사/판매자의 정보’, ‘제조년월’은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 Label의 공통 기재 항

목이나 하나의 정보만 입력되어 있었다. ‘제조국’과 ‘제조년월’ 경우에는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 

중 어떤 항목에 대한 정보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인증 마크’를 통해서는 ‘KC마크’나 ‘이 상품은 

합격된 상품입니다.’ 라는 문구만 적혀 있어서 섬유 제품만 인증 받은 건지 스마트 의류 내 포함

된 모든 전기전자 제품도 인증을 받은 건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세탁 시 주의사항’에는 Care la-

bel 관련 내용 외에 세탁 시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사

용 시 주의사항’에는 일반 전기전자 제품에 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 관련 내용이 있었

다. 그 외 ‘발열장치 이용 스마트 의류’에는 온도에 관한 내용이, ‘음향장치 이용 스마트 의류’에는 

음향 장치에 관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4. 결론

현재 판매중인 스마트 의류의 Label에는 기존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의 Label 기재 항목들이 

혼합 되어서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스마트 의류의 Label을 분석해 보

면 기존 규격에 없는 내용과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스마트 

의류의 Label 개발 시 섬유 및 전기전자 제품의 Label 기재 항목을 토대로 스마트 의류만의 독자

적인 Label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앞으로 스마트 의류의 Labeling 표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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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잉, 김희은
경북대학교

에어로젤을 활용한 일상복의 개발 동향:
인터넷 정보를 중심으로

에어로젤은 습윤 젤에서 추출된 극단적인 재료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밀도ㆍ다공성의 고체 젤

로 미국대학의 화학 교수인 S. S. Kistler가 1931년에 Nature 지에 제출한 논문에서 최초로 보고

하였다. 에어로젤은 실리카, 알루미늄, 주석, 탄소 등의 다양한 유기 및 무기 물질로부터 합성 될 

수 있는데, 실리카로 합성된 에어로젤은 낮은 부피 밀도 (부피의 95 %가 공기), 소수성, 낮은 열

전도율, 높은 표면적 및 광학적 투명성으로 인해 과학 기술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Gurav et al.，2010). 그러나 실리카 에어로젤은 깨지기 쉬워 취급하기가 어려우며, 복잡한 형태

를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Chakraborty et al., 2016).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연

성이 있는 에어로젤 블랭킷이 Aspen Systems사에 의해 1999년에 가장 먼저 개발 되었는데, 에어

로젤 블랭킷은 부직포와 실리카 에어로젤 입자의 복합체로 섬유 및 의복에 사용할 수 있는 열전

도성이 낮고 얇은 소재이다(Vanja Prevolnik, 2014). 작업 중의 산업 노동자를 위한 고열 및 화염

을 방지하는 보호복, 전기 아크 방전 시의 열 보호복, 위험한 용융 물질에 노출된 근로자를 위한 

보호복 및 소방복 등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 에어로젤 블랭킷의 응용이 기대되고 있다(Chakra- 

borty et al., 2016). 한편, 에어로젤 블랭킷이 생산 비용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일상생활

에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어로젤을 활용한 일상복의 개발 동

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에어로젤 의복에 관한 시장조사를 통해 에어로젤 일상복 제품 현

황, 에어로젤의 의복 적용 방법 및 에어로젤 의복의 성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에어로젤 의복에 관한 시장조사는 정보수집과 정보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보수집은 인터

넷 검색으로 수행하였으며 통합검색 및 상세검색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통합검색 단계에

서는 글로벌 시장에 출시된 에어로젤 의복 제품에 대해 광범위하게 알아보고자 검색 엔진 구글을 

통해 ‘aerogel clothing’, ‘aerogel garment’, ‘aerogel apparel’ 등 관련 키워드로 정보를 수집하였

다. 검색된 정보들을 차례로 열람하여 에어로젤 의복 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한 Champion, 

ROCKY, PeakPerformance, FACTION, Shiver Shield, Lukla, OROS, SNAFEL, AG 등 9개의 브랜

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상세검색 단계에서는 통합검색 단계에서 조사한 9개 브랜드에 대해 

홈 페이지 및 구글에서 재검색하여 브랜드의 상세정보 및 에어로젤 의복의 상세정보와 에어로젤 

의복의 소비자 사용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상세정보의 분석을 통해 에어로젤을 활용한 브랜드의 구성, 에어로젤 의복 제품의 구

성, 에어로젤 소재의 활용 방법, 에어로젤 의복의 성능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시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욱 확장된 의복 영역에서 에어로젤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며, 에어로젤 의복의 보온성 및 쾌적성 등 의복의 성능에 관한 과학적인 평가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의 진행을 통해 기능성 의류의 사용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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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자동차 시트 체압분석을 위한 섬유기반 정전용량 센서 개발 및 
자동차 시트 착좌에 따른 체압변화 측정에 관한 연구

1. 서론

현, 소비자들이 자동차 내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은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머무는 

공간, 즐기는 공간,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공간으로 바뀜에 따라 자동차 시트의 소비자 감

성충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트는 사용자가 머무는 데 있어 인체에 접촉하고 있

어 안전성, 기능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써 인체에 대한 쾌적감을 줄 수 있

어야 한다. 이에 자동차가 쾌적성을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요소로서 소비자가 착좌하였을 때 시트

로 인한 체압이 바로 쾌적감을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동차 시트에서는 소비자의 착

좌하였을 때 인체가 받는 체압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기본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 자동차 시트의 체압측정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전

문시험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좌우 동일한 규격에 일정센서들이 분포된 

체압매트를 자동차 시트 형상에 씌우고 측정하고 있어, 자동차 시트의 패턴 및 소재를 고려한 측

정센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연구방법

이에 자동차 시트의 체압측정을 위해 자동차 시트의 패턴 및 형태를 반영한 섬유기반 정전용

량 압력센서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정전용량 센서의 기본 원리는 7Layer로 구성된 단위 셀 센서

로서 구조상 원하는 부위로 설계가능하고 자동차 시트 내 원하는 부위에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피

험자 12명에 대해 자동차시트 착장에서의 체압변화률을 측정하였다.

 

<그림 1> 자동차 차종/시트소재별 인체 표면 패턴 구분 및 정전용량 셀 구성 & 회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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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효율적 정전용량 셀 구성을 위한 Layer 별 구성현황

3. 결과 및 고찰 

피험자 12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초기상태와 자동차 시트에 착좌하였을때의 체압변화값을 측

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피험자별 자동차 시트 부위 정전용량 변화률

자동차 시트 피험자 테스트 시 인체에 대한 체압 감지 변화 측정

초기상태 피험자 측정

구분 성별 나이
키

(cm)

몸무게

(kg)

정전용량 변화률(%)

등판 밑판

B1 B2 1 2 3

L R L R L R L R L R

1 여 35 160 48 3.41 2.81 3.57 2.82 3.93 0 14.04 12.65 3.07 3.59

2 여 24 159 48 4.51 3.41 2.38 4.23 2.53 1.18 9.65 9.46 4.91 6.35

3 남 38 175 75 5.06 5.2 2.38 4.23 2.53 1.18 14.04 14.77 5.52 6.35

4 남 26 181 62 5.61 5.2 3.57 2.82 1.12 0 14.91 13.71 5.52 7.73

5 남 26 173 58 5.06 5.8 3.57 4.23 2.53 1.18 12.28 11.58 4.29 4.28

6 남 27 173 60 4.51 4.6 4.76 5.63 2.53 1.18 12.28 10.52 5.52 5.66

7 남 26 173 58 5.06 5.8 3.57 4.23 2.53 1.18 12.28 11.58 4.29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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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압변화률의 경우 변화률이 밑판 2 >밑판 3 >등판 1 >등판 2 >밑판 1 의 순서로 나타났으

며, 자동차 시트 부위별 그리고 좌우 변화률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 부위별 좌우 변화값을 보면 부위별대로 좌우 변화값이 다 다르며 이는 피험자의 평

소 자세에 따라 좌우 체압전개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자동차 시트는 인체 대부분 부위가 밀착되어 있는 제품군으로 인체로 인한 체압에 대한 연구

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군이다. 또한 자동차 시트의 경우 자체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형태에 맞춰 착좌하는 인체 특성치를 고려한 체압 측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인체 특성과 자동차 시트의 형태를 반영한 섬유기반 정전용량 센서는 인체와 자동차 형

태에 밀착하여 인체 체압 현황을 분석한다면, 기존 체압분석시스템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

가능하며 기존 고가의 측정시스템 보다는 필요한 부위에 저가로 제작 생산가능하여, 자동차 시트 

소재 및 제조업체의 활용도가 높으리라 기대한다.

* 본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친환경 발포 미소구와 경량 Air cell 기술 기반 PU원단 적용 무

봉제 입체 시트 개발”(과제번호 : 10070138)의 결과입니다.

8 남 31 181 105 5.06 4 4.76 7.04 3.93 2.87 12.28 10.52 7.36 7.04

9 남 36 172 78 3.96 4 4.76 5.63 1.12 1.18 11.4 12.65 6.13 6.35

10 남 27 181 84 5.61 5.8 3.57 4.23 2.53 1.18 14.04 13.71 7.36 7.04

11 남 26 175 62 6.16 5.2 4.76 4.23 2.53 1.18 12.28 8.4 8.59 7.04

12 여 23 169 52 4.51 4 4.76 5.63 1.12 1.18 10.53 10.52 6.13 5.66

평균값 4.88 4.65 3.87 4.58 2.41 1.12 12.50 11.67 5.72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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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윤*, 윤남희*, 이하경1)

*한국패션유통정보연구원, 
1)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과부하와 유사성 회피에 따른 온라인 추천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적합성 지각의 차이

최근 아마존, 스티치픽스,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의 구매이력, 행동패턴, 인

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정보 과부하를 줄이고, 소비자의 선호에 더욱 부합하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제시해 주는 추천 시스템(Lee, 2016)을 도입하여 높은 매출을 기록

하고 있다. 특히 패션상품은 트렌드 하에 유사상품이 현저히 많아 소비자들은 선택 대안의 과부하

를 겪으며, 구매과정에서 의사결정을 줄여주는 추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 혹은 패션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하여 패션 상품에 대한 추천을 바라기도 한다. 반면, 남과 차별화되고 독특성을 추

구하는 소비자의 경우, 타인 기반의 상품을 추천받게 될 경우 추천서비스에 반감이 생길 수도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상품의 추천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의 정보과부하(information overload)

와 유사성 회피(similarity avoidance)에 따라패션상품 추천 서비스의 인지된 혁신성과 사용 행태의 

적합성 지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동시에 천 서비스의 혁신성과 적합성이 추천 서비스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보 과부화와 유사성 회피 성향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패션상품의 온라인 추천 서비스 활용 전략을 위한 마케팅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패션 제품을 추천하는 플랫폼에 대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문 리서치 기관의 패

널 중,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또는 모바일 패션상품을 구매한 20∼40대의 패널 소비자를 대상으

로 2018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고, 총 200명의 유효 표본을 표집 하였다. 수

집한 데이터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상품 구매 시 정보과부하와 유사성 회피 정도에 따

라 집단을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았다. 정보과부하를 크게 인식하는 정보과부하 고집단의 경우, 

저집단에 비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패션 상품의 유사성과 종류의 다양성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

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소비자의 정보과부하에 영향을 미치고, 추천서비스에 대한 필요로 이어질 

수 있다. 유사성 회피 고집단은 저집단에 비해 상품의 다양성(variety)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

만, 비대중적인 선택(unpopular choice)과 창의적 선택(creative choice)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타인에 기반하여 추천한 상품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다른 고객과의 유사성을 찾

기 어려워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특이취향 소비자(gray sheep)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Su & 

Khoshgoftaar, 2009).

둘째, 정보과부화와 유사성회피가 타인기반 추천 서비스의 인지된 혁신성(perceived innovati- 

veness)과 사용 행태의 적합성(compatibility)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인지된 혁신성에 대해 정보과부하와 유사성회피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F=8.87, p<.05). 정보과부하 인식 정도와 유사성 회피 정도에 따라 추천 서비스

의 지각된 혁신성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패션상품의 온라인 쇼핑 시, 소비자가 정보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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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크게 인식하여 선택의 어려움을 느낄 때, 선택되는 제품의 유사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클수

록 추천서비스의 혁신성을 높게 인식했다. 반면 정보과부하 상태더라도 유사성 회피 성향이 낮은 

경우에는 추천서비스의 혁신성을 낮게 인식했다.

마찬가지로 사용행태의 적합성 인식에도 정보과부하와 유사성회피의 이원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F=6.64, p<.05), 소비자가 정보과부하를 크게 인식하여 선택의 어려움을 느

낄 때, 선택되는 제품의 유사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클수록 추천서비스의 사용 적합성을 높게 

인식했다. 반면 정보과부하 상태더라도 유사성 회피 성향이 낮은 경우에는 추천서비스의 사용 적

합성을 낮게 인식했다.

셋째, 패션상품의 추천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용행태의 적합성보다 인지

된 혁신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에 따라 영향력을 비교해 본 결과 정

보과부하를 높게 인지하며 유사성 회피는 낮은 집단의 경우 사용행태의 적합성만이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보과부하 상황인식과 유사성 회피 성향에 따라 패션 상품 추천 서비스에 대한 품

질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평소 소비자들은 패션상품 온라인 구매 시 대안의 다양성

에 따라 정보과부화를 크게 느끼고 있으며, 유사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 일관

된 상품 페이지 제시 보다 개인의 특성과 행동패턴에 기반한 상품 추천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또한 추천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본인의 평소 쇼핑 행태와 적합한지 여부보다 추천서비

스의 혁신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추천 서비스를 계획하는 경우, 추천서

비스의 혁신성을 증거로 제시하여 구매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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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조인트 방법을 이용한 패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서의 최적 
서비스 모형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패션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시스템에 대

한 개발은 많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영

한 최적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인 20~40대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패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의 서비

스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군집분석을 통해 그룹을 세

분화한 후에 각 그룹의 의류에 대한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유형을 정하여 그에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패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의 서비스에 대한 속성으로 이미지 제공, 이미지 편집, 섹션, 

면적범위, 피팅, 디자인소스 총 6가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컨조인트 분석 방법을 

도입하여 각 속성의 상대적 중요도와 고객들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및 

XLSTA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컨조인트 분석, 군집분석, 시뮬레이션 추정 등을 실시하였다.

전통적 컨조인트 분석 결과, 패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의 서비스를 구성하는 6가지 속성들 중 

피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섹션, 이미지 편집, 이미지 제공, 면적번위, 

디자인 소스 순으로 상대적 중요성이 나타났다. 속성의 수준별 효용 결과를 알아보면 피팅에서는 

‘VR피팅’이 높은 효용을 보이고 있으며, 섹션에서는 ‘앞+뒤+팔’, 이미지 편집에서는 ‘이미지 편집 

O’, 이미지 제공에서는 ‘+소비자 제공 이미지’, 면적범위에서는 ‘전체영역’, 디자인 소스에서는 ‘공

유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보였다. 선택형 컨조인트 분석 결과 또한 피팅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섹션, 면적범위, 이미지 편집, 디자인 소스, 이미지 제공 순으로 

상대적 중요성이 나타났다. 속성의 수준별 효용 결과를 알아보면 피팅에서는 ‘VR피팅’이 높은 효

용을 보이고 있으며, 섹션에서는 ‘앞+뒤+팔’, 면적범위 에서는 ‘전체영역’, 이미지 편집에서는 ‘이미

지 편집 O’, 디자인 소스에서는 ‘추천서비스’, 이미지 제공에서는 ‘+소비자 제공 이미지’에서 가장 

높은 효용을 보였다. 각각의 컨조인트 분석 후 이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패션 커스터마이징 시장점유율을 도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인 커스텀마이징 시스템에서의 속

성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세분화하여 유형별 마케팅 전략을 다뤘다는 점에서 학문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무적 측면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패션상품에 대한 컨조인트 분석와 커스

터마이징에 대한 연구 사례가 많지 않아 속성을 선정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을 시작으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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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회복이 우수한 고무 복합체 특허 분석

1. 서론

스포츠화는 크게 갑피와 창으로 나눌 수 있다. 갑피부분은 천연가죽, 인조가죽, 각종 섬유 등

을 사용하며, 장식용 라벨이나 부착물에 플라스틱류와 고무류가 사용되기도 하고, 촉감, 통풍성, 

경량성, 내구성 등을 위한 소재의 선택과 디자인을 한다.[1] 창 부분은 발바닥부분을 보호하고 발

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피로를 방지 하여 주행기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바닥 디자인 

구조가 요구되며, 안창, 중창, 밑창 등으로 구분 된다. 신발 종류에 따라서 밑창의 요구되는 성능

이 다르며, 스포츠화의 경우는 탄성회복과 내피로성이 우수해야한다.[2] 일반적으로 사람이 걷거나 

달릴 때, 먼저 발 뒷부분이 지면에 착지되고 그 다음에 발의 뒷부분이 들려지면서 발의 앞부분으

로 지면에 반발력을 부여하여 추진력을 얻게 된다.[3] 

특허DB를 조사 및 분석하여 탄성회복이 우수한 고무 복합체의 배합 조성, 블렌드 및 가공 방

법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단계를 통하여 연구개발 계획에 필요한 자료 및 아이디어를 수

집하여 탄성회복 고무 복합체에서 요구되는 고무복합체의 반발탄성, 복원력 및 압축 영구 줄음률 

등의 성능을 인정받기 위한 최적의 기능성을 구현할 수 있는 우수한 내피로성, 탄성회복 성능이 

기대된다.

고무 복합체 기반 고무 블렌드 첨가제 및 탄성회복 제품 생산기술 개발은 연구 계획 단계에 

있어서 선행 특허를 조사 분석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현재 기술수준, 기술개발 동향, 시장 

및 산업동향 등을 바탕으로 배경 기술을 파악함으로써 연구 계획의 방향성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분석에서는 연구계획 제안서를 기초로 ｢고무복합체 기반 고무블렌드 첨가제 및 탄성회복 

제품생산기술｣을 대분류로 하고, ｢고무소재 및 첨가제｣, ｢고무 복합체 제조방법｣, ｢고무 복합체

의 응용기술｣을 중분류로 하며, 중분류를 구성하는 소분류(세부기술)는 연구계획 범위내의 기술을 

기술별로 구분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2017년 8월까지 출원공개 및 출원등록 된 한국, 미국, 일

본 및 유럽 특허를 분석 대상으로 분석 범위는 특허정보의 조사범위, 조사기간, 출원국가, 대상문

헌 및 정보조사 시 사용되는 특허정보 DB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허 문

헌은 위즈도메인(http://www.wisdomain.com)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

다. 검색결과 탄성회복 고무 복합체와 관계없는 특허를 필터링한 후 최종 국가별 특허건수는 표 

2에 나타낸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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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대상 기술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고무 복합체 기반

고무배합 첨가제 및

탄성회복 제품생산기술(A)

고무소재 및 첨가제(AA)

Base polymer(AAA)

충전제(AAB)

기타첨가제(AAC)

고무 복합체 제조방법(AB) 탄성회복 복합체 제조방법(ABA)

응용기술(AC) 탄성회복 응용기술(ACA)

<표 2> 기술 분류 체계에 따른 최종 검색식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검색식

검색건수

한국

KIPO

미국

USPTO

일본

JPO

유럽

EPO
합계

A

A

A

A

A

A

(((polymer w/1 rubber) or (elastom* w/1 elasticity)) or 

(polymer and (elastischer/1 rubber))) and (rubber or acrylic 

or fluorocarbon or elastom* or (elasti* w/3 polymer)) and 

(NBR or FKM or Q or silicon or CR or IR or SBR or BR 

or NR or HNBR or SSBR or XNBR) or ti=((polymer w/1 

rubber) or (elastom* w/1 rubber))

53 301 67 178 599

A

A

B

((filler or composite or (filer w/1 rubber) or composite or 

(carbon black and silica and (carbon* or silica*))) and 

ti=(rubber or filler or elastom* or (elasti* w/3 polymer)) 

and (silicate or barium or sulfate or graphite or alumina or 

kaolin* or clay* or silica)) or (ti=(filler or (filler w/1 

rubber)) and (rubber or filler))

58 221 50 206 535

A

A

C

((additive or crosslink* or vulcaniz* or couling)) and 

ti=(rubber or rebound or resilience or elastom* or (elasti* w/3 

rubber)) and (peroxide or sulfur or accelerator or thiuram or 

thiazole or amine) or (ti=(additive or crosslink* or vulcaniz* 

couling) and (rubber or rebound or resilience or elastom*)

37 85 49 79 250

A

B

A

B

A

((making or manufac* or produc* or process or way or 

method) and (ti=making or manufac* or produc* or process 

or way or method)) and (ti=rubber or rebound or resilience 

or elastom* or (elasti* w/3 rubber)) and (ti=making or 

manufac* or produc* or process or way or method)

45 95 112 141 393

A

C

A

C

A

((equip* or install or recov* or pump or cylinder or elastic 

or block or connec* or link or join* or attach* press*) and 

(ti=rubber or rebound or resilience or elastom* or (elasti* 

w/3 rubber))

82 289 96 68 535

소계 275 991 374 672
2312

총합계

3. 결과 및 고찰

1) 국가별 Landscape

주요시장국의 년도별 특허 동향은 특허출원 년도(등록년도)에 따라 특허 출원 건수를 시계열

적으로 표현한 선형그래프로 출원 국가의 년도별 동향을 나타낸 것은 특정 시장에서의 특허출원 

활동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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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에서 고무 배합 첨가제 및 탄성회복 제품 생산기술 분야에 관한 전체 특허출원 년도별 

특허 출원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1950년대를 시작으로 하여 최근 까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림 1> 년도별 전체 특허 출원 동향.

2) 국가별 기술시장 성장 단계

그림 2에서 특허출원 구간별 기술 발전도를 섹션별 각 특허출원 구간으로 구분하여 특허출원 

건수(특허건수)와 특허출원인수(출원인수)를 2차원 버블차트로 구현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버

블의 크기는 출원인수이며, 특허출원 건수는 기술개발의 활동정도를 나타낸다. 

(a) 한국특허[KIPO]          (b) 미국특허[USPTO]

(c) 일본특허[JPO]             (d) 유럽특허[EPO]

<그림 2> 국가별 기술시장 성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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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흐름도 정성분석(Qualitative Analysis)

특허정보자료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특허가 포함하고 있는 기술 사상에 대한 실체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문헌에 서술된 기술사상은 물론, 특허 청구범위, 출원인 정

보, 발명자 정보 등을 조합하여 분석한다. 

(1) 년도 구간별 세부기술 발전도

기술 관련성이 높은 중요 특허들을 기초로 기술흐름을 분석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 립씰용 고무 복합체 기술흐름도

년도 구간 1990 ~ 1999 2000 ~ 2009 2010 ~ 2016

Base 

polymer
NR, SBR NR, BR, EPDM, 실리콘

NR, BR, EPDM, CR, NBR, SBR, IR, 

실리콘, PU

충전제
카본블랙(퍼니스, 

세틸렌, 서멀, 채널블랙)

탄산칼슘, 클레이, 카오린, 탈크, 

그라파이트, 이산화티타늄

CNT, PTFE분말, 테프론 파우더, 

규조토, 실리카, 유기성 폐기물

기타첨가제
통상적인 가교시스템 

(황, 과산화물, 촉진제)

복합적인 가교시스템(황, 과산화물, 

페놀, 산화아연, 산화납, 

산화마그네슘), 노화방지제, 산화방지제

복합적인 가교시스템, 

가교밀도향상(실란커플링제), 

분산제(PE, 실리콘계 왁스)

제조방법 가압성형 가압, 압출 후 열처리
가압, 압출, 사출 성형 후 열처리, 

이중구조, 동적가교

응용기술 산업용 고무 복합체 기능성 고무 복합체 다종다양한 특수 재료, 친환경, 고밀도

(2) 구성요소 분석 및 매트릭스 분석

중요특허 40건을 구성 요소 분석하여 전체적인 기술흐름 및 공백기술을 한눈에 파악하고, 고

무복합체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대한 구성 요소 분석을 각각 도출하여 고무복합체 기반 고무배합 

첨가제 및 탄성회복 제품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계획서 및 특허권 획득을 위한 연구 자료에 

중요한 지표 역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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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O/S 매트릭스 분석

수단

목적

불소 

고무
BR

특수고

무

유기충

전제

금속계 

충전제

무기충

전제

가교밀

도향상

가교속

도향상
이중구조

마스터 

배치
동적가교

내유성
7,12,19

,21

3,4,6,2

8,31
37 3,4,28 25

2,6,19,

25
40 21

복원력 18
16,26,2

8
28 16

가공성 8 17
11,13,3

7,39
11,32 30,39 11

11,17,3

2
22 13

탄성,

밀봉성,

10,18,1

9,21,36
16,26

1,5,23,

33,34
29

19,21,3

3,34
1,36 16,35 10,21

내열,

내노화성
14,27

20,24,2

8,31
28 20,27 24

14,24,4

0

내마모,

저마찰성
8,9,21 3,4 3,4 25 25 9 15 21

고강도,

고신율
38 38

내수성 27 15 15 27 15 15

착생성 14 24 24 14,24

비고

Blue zone 고무 복합체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원료고무 및 

제조방법 유효기술 영역

Red zone 고무 복합체 

기술발전에 부합하는 원료고무 및 

충전제 유효기술 영역

Green zone 연구개발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유효기술 영역

<표 5> O/S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유효기술영역

영역

번호
기술영역개요

BZ/

RZ

관련

Idea seed
전략

1

충전제, 가교제, 

가소제 조성에 따른 

탄성회복 복합체

Red 

zone

3,4,6,25,26,

31

. 해당 유효기술영역은 기존 선행특허들이 다수 존재하는 Red 

zone영역

. 카본블랙, 실리카, 가교제, 가소제를 적용하여 복원력, 탄성, 

강도에 대한 전략 수립

2

복원력 향상을 위하여 

탄성이 우수한 BR을 

사용

Red 

zone
1,23,33,34

. 해당 유효기술영역은 기존 선행특허들이 다수 존재하는 Red 

zone영역

. BR을 통한 복원력 향상에 대한 전략 수립

3

블렌드 및 가공방법에 

따른 고무 복합체 

제조 방법

Blue 

zone
10,11,16,22

. 해당 유효기술영역은 기존 선행특허들이 많지 않은 Blue zone 

영역

. 마스터 배치 블렌드 기술에 따른 고무 복합체 제조 방법

. 가공방법에 따른 고무 복합체 제조 방법

4

탄성, 복원력,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고무 

복합체 제조 방법

Green 

zone
7,16,21,28

. 해당 유효기술영역은 연구개발 계획 시 필요한 선행특허 영역.

. 블렌드물에 클레이, 실리카를 적용하여 동적가교 및 

이중구조를 갖는 내유성 및 복원력이 우수한 고무 복합체 

4. 결론

고무 복합체 특허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고무 복합체 관련 특허는 미국 

> 유럽 > 일본 > 한국 순으로 특허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대 후반에 최고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90년대에서 NR, SBR이 주 폴리머로 사용되어왔으며, 충전제는 카본블랙

을 사용하여 통상적인 가교시스템을 통하여 가압 성형하여 탄성회복력이 우수한 스포츠화가 개발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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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으며, 2000년대에는 NR, BR, ,EPDM, 실리콘 고무 등을 이용하여 물성을 충족시키기 위하

여 블렌드하여 사용되어왔으며, 2010년대부터 오늘날까지는 NR, BR, EPDM 및 범용고무을 이용

하여 블렌드를 응용하고 CNT, 실리카/실란커플링제, 분산제 등을 첨가하여 다종다양한 특수 재료

에 맞게 가압, 압출, 사출 성형 후 열처리하고, 이중구조를 갖는 소재 또는 동적가교를 이용하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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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아, 정재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트라이애슬론 경기복 개발을 위한 동작별 체표면 변화 고찰:
사이클 동작 중심으로

1. 서론

본 연구에서는 트라이애슬론 활동(사이클, 마라톤, 수영)중 사이클 동작을 중심으로 인체 움직

임에 대한 체표면적을 Vicon MX T-40 카메라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서 의복 제작을 

위한 패턴 개발 시 소재의 특성을 한 인체 부위별 최적의 패턴 개발을 지원한다. 구분 동작이 아

닌 실시간 움직임에 대한 인체 체표면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서 패턴 설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포지션에 따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석으로 제품의 기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실험개요

체표면 변화량 분석은 3D Motion Capture를 통해 진행하며, 측정 장비는 Vicon MX T-40 카

메라 6대를 이용한다. 피험자인 트라이애슬론 전문 선수 1인을 통해 모션 캡처에 필수적인 점들

과 트라이애슬론 경기복 디자인에 기본이 되는 점과 선들을 포함 총 35개로 각 부위에 마커를 

부착한다[표1]. 또한 측정동작은 사이클 대표 동작인 라이딩 기본자세, 굽혀 타는 자세, 서서 타는 

자세로 3가지를 선정하였다.

 

<표 1> Measurement site markers for 3D Motion Capture

Measurement site markers

Upper body(front) Upper body(back) Arm Leg

8 point 7 point 9 point 11 point

2) 실험 및 분석방법

모션 캡처는 사이클 동작 모두 피험자의 평균속도에 도달했을 때 30초간 실시하였으며, 각 연

속동작의 마커지점을 기록 및 분석하여 각 마커간의 거리를 획득하였다. 또한 부위별 체표면 변

화량은 각 구간을 연결하여 사이클 동작을 삼각화 한 뒤 체표면 값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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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체표면 값은 각 면적의 최소값과 최대값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이클 동작을 체표 면적으로 구분하였을 때 라이딩 기본자세에서 100% 이상의 변화율을 보

인 부분은 총 6군데로 가장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 또한 굽혀 타는 자세, 서서 타는 자세는 각 5

군데, 6군데에서 100%이상의 변화율을 보인다. 각 동작별로 가장 높은 변화율이 보인 곳은 유사

하며 대체로 상체의 겨드랑이, 어깨, 등의 죽지부위와 하체의 오금 부위등 이다. 체표면 변화율이 

51~99%가 보인 부분도 사이클 3가지 동작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라이딩 기본자세, 굽혀 타는 

자세 및 서서 타는 자세에서 각 3군데, 3군데, 2군데에서 보였으며 그 위치는 상체의 어깨 및 하

체의 무릎 위 허벅지 부분 등이 있다. 체표면 변화율이 31~50%가 보인 부분도 사이클 3가지 동

작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라이딩 기본자세, 굽혀 타는 자세 및 서서 타는 자세에서 각 11군데, 

8군데, 12군데에서 보였으며 그 위치는 상체가 대부분이며 가슴, 어깨, 배, 등 및 하체 허벅지부

분이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트라이애슬론 경기복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이클 동작을 중점적으로 인체 움직임

에 대한 체표면적을 분석하여 패턴 설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운동 효과를 확보하고자 사이클 동

작 중 3가지 동작을 3D 모션 캡처를 통해 체표면 변화율 값을 도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이클 3가지 동작에서 100% 이상의 변화율을 보이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상의 겨드랑이, 어깨 및 등 축지 부위와 하체의 오금부위이며, 의복 제작을 위한 패턴 개발 시 

소재의 특성을 한 인체 부위별 최적의 패턴 개발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박선형 (2014). 연속 동작 분석에 기초한 액티브 스포츠 의류 디자인 방법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유미 (2013). 3D동작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사이클복의 입체적 설계 연구 : 남성용 상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기능성 원단 적용 트라이애슬론 경기복 개발” 연구결

과의 일부로서 관계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44 _____ LOCAL TO GLOBAL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이소연, 박창규
건국대학교

패션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서의 소비자 특성에 따른 
셀프디자인 선호 수준에 관한 연구

1. 서론

의류산업은 수작업 생산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며 자동화 생산을 통한 ‘대량생산(mass pro-

duction)’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에 다품종 소량생산

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제품이 공급자에 의해 다양하게 제공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비자 니

즈(needs)를 반영하는 ‘대량맞춤(mass customization)’의 시대로 넘어왔으며 현재는 ‘개인맞춤

(personalized production)’에 진입하고 있다(박창규,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개

인맞춤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의 설계단계에 참여할 수 있다. 갈수록 소비자의 기호가 급변ㆍ다양

화되면서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맞춤화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

ㆍ마케팅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은명진, 이주현, 2004). 그러나 이전의 연구에서는 모두 대량맞춤

에 관련한 생산방식과 마케팅방식에 대한 연구만이 조금씩 이루어졌을 뿐 개인맞춤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특성에 따른 셀프디자인 선호 수준을 알아보고 개인 의류 디자

인 맞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 수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30대 남녀의 소비자 특성에 따른 셀프디자인 선호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30대 남녀의 소비자 특성의 차원을 밝힌다.

둘째, 소비자 특성에 따라서 소비자를 유형화한다.

셋째, 소비자 특성에 따른 소비자 집단별 선호하는 셀프디자인 수준의 차이를 밝힌다.

이 연구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전국의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v24.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기술통계, X  검정 등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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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남녀의 소비자 특성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비스편의성중시, 창의성, 소비

자 혁신성, 개성표현성, 기술친화력으로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소비자 특성에 따라 소비자를 유형화한 결과, 4개의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집단 1은 다

른 요인들은 모두 낮게 나타나며 ‘서비스 편의성’요인에서만 가장 높게 나타나 ‘편의성추구집단’으

로 명명하였으며 77명(15.7%)이었다. 집단 2는 ‘창의성’과 ‘개성표현성’, ‘소비자 혁신성’가 높게 나

타나 ‘개성추구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58명(32.2%)이었다. 집단 3은 ‘기술친화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기술친화적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123명(25.1%)이었다. 집단 4는 요인 모두 전체적으로 

높게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소비자혁신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혁신적소비 집단’으로 명명

하였으며 133명(27.1%)이었다.

셋째, 유형화한 소비자 집단에 따른 셀프디자인 선호단계를 분석하였다. 셀프디자인 선호단계

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공급자가 제시한 항목을 조합만 하는 수준의 가장 낮은 단계의 커스터마

이징 서비스로, ‘단순 조합형 맞춤’으로 명명하였으며, 2단계는 공급자가 제시한 항목을 수정하여 

조합하는 수준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이며 2차 제작물 형태의 서비스로 ‘수정형 맞춤’으로 명명하

였다. 3단계는 소비자가 항목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이며 제시

된 창작물은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이 단계는 ‘자기 창작형 맞춤’으로 명명하였다. 집단별 셀

프디자인 선호단계는 전체적인 패션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의 선호단계, 아트워크(그림) 커스터마이징 

선호단계, 텍스트(글씨) 커스터마이징 선호단계로 나누어서 비교하였였다. 전체적 맞춤인 패션 커

스터마이징 시스템의 경우 2단계인 ‘수정형 맞춤’이 가장 선호하는 단계로 도출되었다. 집단별로는 

1집단인 ‘편의성 추구집단’은 2단계-1단계-3단계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2집단인 ‘개성추구 집단’은 2

단계-3단계-1단계 순으로 선호하였다. 3집단인 ‘기술친화적 집단’은 3단계-2단계-1단계 순으로 선호

하였다. 4집단인 ‘혁신적소비 집단’은 2단계-3단계-1단계 순으로 선호하였다. 아트워크(그림) 커스

터마이징의 경우에는 ‘편의성 추구집단’이 2단계-1단계-3단계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개성추구 집단’

은 2단계-3단계-1단계순으로 선호하였다. ‘기술친화적 집단’은 3단계-2단계-1단계 순으로 선호하였

으며 ‘혁신적소비 집단’은 2단계-3단계-1단계 순으로 선호하였다. 텍스트(글씨) 커스터마이징의 경

우에는 ‘편의성 추구집단’이 2단계-1단계-3단계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개성추구 집단’은 2단계-3단계

-1단계 순으로 선호하였다. ‘기술친화적 집단’은 2단계-3단계-1단계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혁신적소

비 집단’은 2단계-3단계-1단계순으로 선호하여 전체적으로 2단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텍스트(글씨) 커스터마이징에서 글씨에 효과를 주는 커스터마이징은 가장 높은 자유도를 

갖는 단계를 선호하였으며, 글씨의 종류인 폰트는 ‘편의성추구 집단’,‘혁신적소비 집단’은 2단계인 

제시해주는 폰트를 이용하지만 글씨꾸밈효과를 이용하는 등의 간단한 수정을 거치는 디자인을 선

호하였으며, ‘개성추구 집단’과 ‘기술친화적 집단’의 경우에는 3단계인 제공되는 폰트도 이용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폰트를 추가하거나 글씨꾸밈효과도 이용하는 단계를 선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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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여 정리하면 소비자특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단계에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집단이 선호하는 단계와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패션 커스

터마이징의 마케팅전략을 세울 때, 어떤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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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련 염색직물의 기능성 발현을 위한 키토산과 탄닌 처리 효과

황련(Coptis chinensis Franch)은 뿌리에 베르베린(berberine)이라는 염기성 색소 성분을 함유

하고 있는 천연염재이다. 주로 한약재로 이용되어왔던 황련은 알칼로이드 성분을 함유하여 그람 

양성균 및 그람 음성균에 대해 항균작용은 물론 피부염증과 화농증에 항염증 효과, 지혈 등의 생

리활성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황련의 염색성에 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있고, 면직물에 

염기성 염료인 황련염색 시 염색성이 좋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키토산과 탄닌 처리를 

통해 면, 양모직물의 염색성을 향상시키고, 천연물 황련의 생리활성 작용에 의한 기능성 부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황련의 생리활성 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항균성, 소취성, 자외선 차

단율을 검토하여 기능성이 발현되는 친환경 소재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염재는 중국산 황련을 세절분말로 분쇄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주)켐바이오로부터 공급받은 분자량 3.0×105의 키토산과 가수분해형 탄닌인 탄닌산(tannin acid)

을 이용하여 염색 전 처리하였다. 시험포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KS K0905의 백면포와 KS K 

ISO 105의 백모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KS K 0693-2011에 준하여 Bioassay test로 염색 직물

의 항균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때 공시균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과 폐렴균(Klebsiella pneumoniae, ATCC 4352)의 두 균주를 사용하였다. 염색 직물의 소취성은 

암모니아(NH3) 가스의 소멸 속도를 측정하는 가스검지관법에 준하여 측정하여 소취율을 산정하였

으며, 염색 직물의 자외선 차단율은 KS K 0850: 2009에 의거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 

(V-670, Japan)를 이용하여 Xenon Arc 광원으로 280~400nm의 파장 영역에서 파장 간격 5nm로 

측정하였다. 이 때, 자외선 A(320-400nm)의 투과율과 자외선 B(280-320nm)의 투과율로 나누어 

각각 자외선 투과율을 구하여 차단율을 평가하였다.

키토산과 탄닌 처리된 황련염색직물의 항균성은 모두 99.9%의 높은 정균감소율을 보였고, 면 

직물의 경우 90% 이상, 양모직물의 경우 99.9%의 우수한 소취율을 나타내었다. 자외선 차단율은 

대조군 미처리 면의 경우 UV-A차단율은 31.3%, UV-B는 46.7%, 대조군 미처리 양모의 경우 UV-A

차단율은 65.2%, UV-B는 85.1%였으나, 키토산과 탄닌 처리된 황련염색직물은 매염제 종류와 관계

없이 85~90% 정도의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뛰어난 항균성, 소취성 등의 위

생적 성능과 우수한 자외선 차단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천연물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방법

으로 기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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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영, 손경태, 최재영
신풍섬유(주)

Direct DTP 전처리 공정 조건에 따른 소재별 발색성 및 견뢰도 
분석

1. 서론

현재 섬유/패션 디자인은 시대성을 지닌 트렌드성과 이에 따른 창의성 그리고 독특한 이미지

의 표현에 좌우되며, 섬유/패션 산업의 경쟁력 획득은 신소재 개발과 더불어 디자인 개발이 중시

되고 있다. 그중 소량의 다품종 완제품 생산인 DTP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어 고객의 요구

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군의 생산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피그먼트 잉

크를 활용한 다양한 소재에 DTP를 상용화하고 최대 단점인 나일론, 면, PET 직물등에 대한 발색

성과 견뢰도를 특수 피그먼트 DTP 기술로 개선 및 극대화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시료

본 연구에서 DTP 출력을 위해 Cotton, Nylon, PET 소재의 SPEC은 아래 Table 1과 같이 하였다.

<표 1> DTP를 위한 다양한 소재 선정

구 분
중량

(g/m²)

두께

(um)

직물

조직

폭

(inch)

Cotton 60 210 Plain 60

Nylon 70 180 Plain 58

PET 87 220 Plain 88

2) DTP 전처리 공정 및 출력 조건

3종의 소재의 DTP 전처리 공정 조건은 Table 2 같다.

<표 2> DTP 전처리 공정 및 출력 조건

구 분 전처리 공정 열고착 공정

농도(%) 3, 6, 9% -

건조온도(℃) 150 150

건조시간(min) 3 2

Pick-up(%)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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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TEST 규격

(1) 프린트 선명도 

(2) 마찰견뢰도(KS K 0650)

(3) 세탁견뢰도(KS K ISO 105 C06)

(4) 일광견뢰도(KS K ISO 105 B02)

(5) 승화견뢰도(KS K 0651)

3. 결과 및 고찰

1) DTP 소재의 발색성 구현

다양한 소재의 DTP 발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3∼9%의 전처리공정에 따른 발색성을 분석하

였다. 건조온도, 시간, Pick-up율의 동일 조건하에 3%, 6%, 9% 전처리 농도 조절값을 분석한 것

이며, 농도의 값이 높을수록 발색성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DTP 전처리 농도값에 따른 발색성 결과

9% 6% 3%

2) 소재별 마찰/세탁/일광/승화 견뢰도 분석

각 소재별에 따른 견뢰도 분석시 세탁/일광/승화는 4급이상의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마찰견뢰

도의 경우 습마찰 Cotton/PET 3급, Nylon 2급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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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재별 마찰/세탁/일광/승화 견뢰도 분석

구분
마찰견뢰도

(급)

세탁견뢰도

(급)

일광견뢰도

(급)

승화견뢰도

(급)

Cotton
건 : 4

습 : 3
4-5 4 4-5

Nylon
건 : 3-4

습 : 2
4-5 4 4-5

PET
건 : 4

습 : 3
4-5 4 4-5

4. 결론

본 연구는 피그먼트 DTP를 적용한 발색성 향상 및 고견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결

론을 도출하였다. Cotton, Nylon, PET 3종의 소재에 따른 전처리공정의 농도값 9%의 경우 가장 

우수한 발색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9%의 전처리 조건에 세탁/일광/승화는 4급이상, 습마찰

은 Cotton/PET 3급, Nylon 2급으로 확인되었다. DTP 전처리 공정은 소재와의 고착성과 발색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분석한 결과이며, 피그먼의 최대 단점인 습마찰을 보완 및 향상시킨다면 디

지털 섬유시장에 수요가 크게 전망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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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장정대
부산대학교

Quebracho염색 면직물의 열발색과 화학적 산화

Quebracho는 옻나나무과 schinopsis spp., schinopsis quebracho-colorado로 불리며, 아르헨티

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등에 분포하며 가죽제조의 탄닝재료로 또는 직물의 염색재료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심재의 추출물에는 나무성장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Mimosa와 

같이 flavan-3, 4 diol이 대부분 차지하고, fustin, protocatechinic acid, gallic acid, catechin 등이 

추출된다. 또 축합형 타닌으로 그 기본구조는 flavan이고 –OH만을 반응기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특히 공기 산화 등으로 분자간 축합이 이루어지고 암갈색의 phlobaphen으로 변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감물 발색의 경우와 같이 산화 발색되며, 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

되는 자외선, 산소, 열, 수분, 조제 등의 영향을 받는다. 감물의 경우는 발색되는 적갈색을 적극

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햇볕에 일주일정도 발색의 시간 단축을 위하여 열발색, 알칼리에 의한 

발색, 인공광의 자외선에 의한 발색을 적극 시도하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산화 발색한다는 것은 견뢰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본 실

험에서 축합형 타닌인 케브라초 추출물을 면직물에 처리하고 이를 열에 의한 발색과 화학적 산화

발색에 따른 K/S값의 변화 및 색상변화를 검토하여 케브라초 염색의 이용확대와 실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시료는 면직물을 사용하였고, 케브라초는 염료 상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염료의 농도는 

5%(w/v)농도, 액비 1 : 20, pH 3, 80℃에서 20분간 염색 후 수세 건조하였다. 매염은 Al, Fe, 

Cu금속염을 사용하여 액비 1:20, 3%owf농도, 40℃에서 30분간 행하였다. 염색된 직물을 150℃의 

온도에서 5, 10, 20, 30, 40, 50분 동안 열처리 발색을 Flat Bed Press(Type-FB2)(Daiei 

Kagakuseiki Seisakusho, Ltd. Kyoto, Japan)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화학적 산화는 sodium pe-

riodate(NaIO4)를 이용하였고, 농도는 10mM을 100ml의 pH7완충용액에 넣어 용해한 후 20분간 

처리하였다.

염색 면직물은 열발색이 진행됨에 따라 L*값은 감소하고 a*값은 변동이 적었으며, b*값은 증가

하였다. 색상은 K/S 값이 계속 증가하고 갈색으로 변화가 일어나 색상이 진해지나 일정시간 이후

에는 퇴색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열에 의한 산화발색의 결과로 K/S값이 증가하였다. 매염제

의 효과는 Al매염의 경우 무매염보다 발색이 작게 되었다. Cu 매염과 Fe매염직물은 무매염보다 

높은 발색량을 나타냈다. 다른 산화 발색하는 염료와 복합발색은 색상의 다양화에 실용적으로 유

용할 것이다. 화학적 산화에 의한 발색은 매우 짙은 브라운 색상을 나타내어 색상의 확장 및 짧

은 시간에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지는 실용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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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장정대
부산대학교

환원당을 이용한 양모의 염색

화학염료 중에는 염료 발색단의 화학합성이 쉽고 발색성이 우수한 아조염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염료의 원료인 방향족 아민의 일부는 발암성물질이고 또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안전성의 관점에서 천연염료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화학분야에

서, glucose와 같은 환원당과 아미노산과 같은 단백질의 아미노화합물이 열처리과정이나 오랜 발

효과정에서 yellow나 brown색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Maillard reaction, browning re-

action이라 부른다. 이 반응은 맥주, 콩간장, 구워진 빵의 외피 등에 나타나는 색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식품의 색상을 내는데 단백질과 환원당의 Maillard반응을 이용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양모, 견, 나일론과 같은 polyamide섬유와 환원당을 액상에서 발색되는 현상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통상 색소를 사용한 착색과 달라서 이러한 시도의 연구는 많지 않으므로 본 연

구에서 환원당을 이용하여 양모섬유를 착색시키고, 착색된 시료의 매염제에 의한 발색정도를 검

토하여 melanoidin 색소의 매염효과를 검토하였다. 

시료는 염색견뢰도 시험용(KS K 0905) 표준 양모직물을 사용하였고, 당의 한 종류로 사용한 

바나나는 과육 그대로 사용했다. D-xylose(EP급,(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D-glu-

cose(EP급, Dextrose anhydrous,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매염은 명반과 황산구

리, 황산철 매염제를 사용하였다. conical 플라스크에서 증류수 100ml에 당을 0.1-0.4mol을 용해

시켜 농도를 변화 조정하였다. 바나나 과육은 20g을 넣었다. 여기에 양모 0.5g을 넣고, 반응온도

는 100℃에서 1-10시간의 소정의 시간 반응시켰다. 매염은 3%(owf)농도 액비 1:40, 60℃에서 20

분 동안 행하였다.

전반적으로 반응의 시간과 당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xylose는 beige→ yellow→orange색상

으로 변하였다. 당의 종류에 따른 착색에서는 xylose의 착색효과가 가장 높았고, glucose에 비해 

상당히 농색으로 착색됨에 따라 Y계에서 YR계로 착색되어 깊은 색을 얻었다. 4시간의 염색에서 

9.41의 K/S값(400nm)의 염착을 보였다. 바나나에 포함된 당에 의한 발색은 시료 중에 채도가 가

장 낮은 경향으로 발색되어 시각적으로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매염제에 의한 발색은 Cu에 의

한 발색이 가장 컷으며 다음은 Fe, Al 순이었다. 착색된 색의 양에 따라 매염효과가 크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여 매염에 의한 농색 효과가 뚜렷하였다. 

이후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반응함에 따라 양모의 물성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단시간 또는 저

온 조건에서 농색으로 착색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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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장정대
부산대학교

화학적 산화를 이용한 견직물의 녹차카테킨 염색

환경친화적인 천연염료의 사용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생활이 풍요롭게 되면서 녹차가 기호음료로서 많이 대중화 되어 가고 있

다. 저급의 녹차 또는 우려마신 후의 폐기물을 모아 그 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염색을 염두에 두고 

녹차카테킨의 염색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녹차의 염색에서, 녹차카테킨은 많은 페놀성 –OH기를 

가지고 있는 폴리페놀이어서 주로 금속매염제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즉 카테킨의 카테콜 –OH

기와 금속 양이온의 착체형성이 이루어진다. 금속매염제의 사용은 안정적이고 깊은 색을 얻기 위

한 필수적인 것이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여러 개의 Cu를 가지고 있고, 전자산화능을 

가지고 있는 laccase를 사용하여 페놀화합물인 카테킨을 산화시켜 산화물인 카테키논(catechi- 

none)의 적갈색 발색 효과를 검토한 연구가 있고, 이의 결과를 카테킨의 면섬유 염색이나 헤어염

색에 적용한 연구가 있다. 또 tyrosinase의 효소적 산화작용을 이용하여 카테킨으로 헤어염색을 

행한 보고도 있다. 이들의 효소적 산화에 의한 발색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보면 화학적 산화에 

의한 발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견직물의 녹차카테킨 염색에서 금속

매염에 의한 발색과 화학적 산화에 의한 발색을 통하여 염색효과를 검토하였다. 

시료는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염재 녹차카테킨은 시판 녹차카테킨추출물(Shaanxi udersun bio-

tecch co., Ltd)을 사용하였다. 매염제는 Al, Cu, Fe, titanium, vanadium염을 사용하였다. 화학적 

산화방법에는 H2O2와 sodium perodate(NaIO4)를 사용하였다. 염색은 카테킨 3%(owf)농도로 액비 

1:40, 40℃에서 30분간 행하였고, 매염도 3%(owf)농도로 액비 1:40, 40℃에서 30분간 하였다. 화

학적 산화방법에는 H2O2 30%용액 20ml와 0.1M Na2CO3용액 80ml 혼합용액에서 20분간 처리하였

고, sodium perodate(NaIO4)10mM을 100ml의 pH7 완충용액에 넣어 용해한 루 20분간 처리하였

다. 이상에서 얻어진 발색 직물의 표면색과 K/S를 측정하였다. 

매염의 결과 Al-yellow, Cu-deep brown, Fe-deep blue, titanium-yellow, vanadium-deep gray

의 색상을 보였다. 화학적 산화에서 H2O2에 의한 산화에서는 반응초기에는 색이 나타났으나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색이 점점 사라져서 무색으로 되었다. NaIO4에 의한 산화에서는 짙은 reddish 

brown으로 발색되었다. 이는 카테킨구조의 카테콜 부분이 o-quinone으로 변화되어 불용성의 색

소가 축합되어 발색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매염제에 의한 발색과 더불어 sodium per-

odate(NaIO4)의 화학적 산화의 방법도 색상의 범위를 넓혀줌과 동시에 비교적 저온에서 농색을 

얻는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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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유진, 장정대
부산대학교

새로운 천연염료로서 참죽나무 심재추출물을 이용한 천연염색

참죽나무 Cedlela sinensis Juss.는 멸구슬과(Meliaceae)에 속하는 중국원산의 낙엽교목으로 수

간은 직립하며 높이 약 20m에 달한다. 남북한 전역, 네팔, 인도북부, 미얀마, 태국, 말레이지야, 

인도네시아 서부 등에 자생한다. 봄에 잎의 새순을 채취, 건조하여 나물이나 장아찌로 사용하거

나 찹쌀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겨, 부각으로 식용한다. 참죽을 식용하는 풍습은 우리와 중국뿐이

며, 이른 봄에 순이 돋아날 때 붉은 색이 아름다우며 맛과 향도 좋아 참죽나물로서 귀한 산채로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나무의 잎을 춘엽이라 하여 장염, 이질 등의 치료에 이용되기도 한다. 

잎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아 생리활성작용에 간한 연구들이 있다. 심재는 홍갈색으로 다소 

단단한 편이나 나무결과 광택이 아름답기 때문에 전통가구 장식재로 사용하여 왔다. 심재의 메탄

올 추출물에서 4가지의 페놀화합물로서 카테킨류 등의 몇 가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

되었다. 이는 염료서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참죽나무 심재의 염료로서의 활용된 보

고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염재는 가구공장의 참죽나무 톱밥을 구하여 사용하였고, 예비실험을 통하여 20년 이상 자란 

나무의 겉보기 색상이 더 붉은 끼가 더 많은 것을 사용하였다. 염료 100g을 물 2리터 물에 반나

절 불려 열탕추출을 하였다. 이를 걸러 사용하였다. 시료직물은 견직물을 사용하였고, 매염방법은 

후매염을 하였고, 발색에 사용된 매염제는 명반, 구리, 철, 티타늄, 바나듐을 3%(owf)농도로 40℃

에서 20분간 행하였고, 화학적 산화방법에는 sodium perodate(NaIO4)10mM을 pH7완충용액 

100ml조건에서 행하였다. 염색은 액비 1:40에서 염색온도, 시간, pH변화 등의 영향에 대하여 조

사하였다.

염색온도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염착량이 증가하여 100℃에서 가장 높은 염착량을 보였으나 

견직물인 점을 감안하면 80℃에서 염색하는 것이 적당하고, 염색시간은 60분, pH의 조건은 3, 4의 

조건 즉 산성 측에서 염착성이 좋으나 중성, 알칼리 측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염

에 따라 YR, Y, GY계 등의 범위로 발색되어 다색성염료로 파악되었다. 특히 산, 알칼리의 영향을 

받아 산에서는 노랑기미가 많고, 알칼리에서는 적색기미가 많은 색상으로 발현되었다. 바나듐, 철

은 어두운 색상으로, 화학적 산화에서는 a*값에 비하여 b*값이 상당히 큰 값으로 나타났다. 참죽나

무 심재추출물의 견직물에 대한 염색에서 다색성 염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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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방호복의 착용감 평가에 관한 연구

방탄 시장은 2015년 기준 방탄조끼 (70%), 헬멧(20%), 그리고 방탄 판넬 등 기타 시장 (10%)

으로 나뉘며 방탄 완제품 시장은 21억 달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총탄, 폭발물, 유리 파편, 박

격포, 지뢰 등으로부터 병사, 국토 안보 및 경찰 관련 요원과 차량을 보호하고, 또한 감전, 열, 

화학제품, 생물학적 위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도 요원을 보호하는 방탄 및 방호 제품의 수요는 

폭력성 및 테러 공격 건수 증가 등에 의해 높아지고 있다. 방호복이 사용되는 용도별로 보호 신

체부위, 보호 면적 및 방호복의 형태 등이 상이해야 하므로, 착용 상황과 목적에 따라 방호성을 

최대한 충족시키면서도 신체 동작 가능성을 겸비한 용도별 원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니폼으

로 착용하는 방호복은 신체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보호수준이 높다는 것은 항상 극

심한 불쾌감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방호복은 무겁고 불편해서, 활동 중에 사용자의 민첩성이 

더 나빠져, 방호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 방호복일지라도 이로 인해 효과적인 보호가 줄어

들어 착용자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착용 시 쾌적한 방호복의 원형 개발을 위하

여 사용과정의 영향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 성

능과 동작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호복의 용도별 원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시판 방호복의 

형태상 장단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방호복 착용감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착

용감 테스트를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방호복 착용 경험, 방호복 착용의 만족감, 방호복 착용 

시의 기본 의복 아이템, 방호복 착용시의 불만족 이유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화된 질문에 대한 응

답 및 자유기술 형태로 착용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10명의 방호복 착용 유경험자(20대 남

성)를 대상으로 하여 기온 21°C, 습도 30%의 항온항습실에서 8벌의 샘플 방탄복을 착용하고 주어

진 동작을 수행한 다음 각각의 착용감을 주관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방호복 착용 경험에 대

한 질문에 대하여 테스트 참가자 모두 군복무 중 사격 훈련 등에서 방호복 착용 경험이 있었고, 

착용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였으며, 평균 2주에 한번 방호복을 착용하였고, 1회 착용시에 7

시간 이상 착용하였다. 방호복을 착용할 때 착용한 기본 의복은 셔츠와 바지, 또는 전투복이었다. 

이전에 착용한 방호복에 대한 만족감에 대하여는, ‘보통’을 답한 1명을 제외하고는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을 답하였다. 불만족 이유에 대하여는 무게감, 압박감, 활동성, 더위, 땀 발생, 사이

즈 등을 고르게 답하였다. 평가를 위해 착용한 8벌의 방호복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방호복에 

대한 이유는 경량성, 착용 용이성, 활동성, 심미성 등이었고, 선호도가 낮은 이유에는 무게, 목 부

위 압박감 등이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목 부위를 압박하지 않는 원형으로 활동성, 편의성, 수납

성, 디자인 등이 갖추어진다면 4.5kg 정도의 무게는 허용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후 연구

에서는 다양한 사이즈의 방호복을 개발하여 착용 시의 동작 편의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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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환경에서의 의복착용 시스템 연구:

0±1℃, 50±5% RH 환경에서의 스포츠레저용 보온소재개발 및 
온열생리반응평가

1. 서론

최근 스포츠 및 레저의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의복의 쾌적감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지금까지 섬유과학은 보다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

한 쾌적한 의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체의 생리 반응, 심리 반응이나 환경 인자, 옷의 열ㆍ수

분 특성 등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의복과 신체사이에 형성되는 미세공간의 온도, 습도 및 기

류(의복기후) 또한 쾌적감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하는 기술이 중요한 지표로 분류

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랭환경에서 의복내 기후제어 성능이 우수한 소재를 개발하고 이러한 소재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레저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인간이 쾌적감에 근접할 수 있는 의복을 위한 조건

의 기초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F/W 스포츠레저의복의 조사 분석

한랭환경에 적합한 스포츠레저복을 개발하기 위하여 V사에서 F/W시즌(2017년 10월~12월)에 

시판중인 남성용 레저의복 재킷 10종, 셔츠 4종, 바지 4종에 대하여 소재특성, 보온력(Clo) 등을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발열소재개발 및 실험의복 제작

한랭환경용 소재를 개발하고, 2.1에서 조사한 레저의복 중에서 한랭의복으로 판단되는 1종을 

선정하고, 개발한 한랭환경용 소재(중공+흡한속건사, 3 layer 소재, 고신축, 열반사형 필름 및 라

미네이팅 적용제품, 2종)를 이용하여 동일한 사이즈로 제작하였다.

3) 착의평가 측정내용 및 방법

피험자는 건강한 성인 남성 8인으로 2018년 02월∼03월에 실시하였으며, 측정환경은 한랭환경

을 가정하여 0±1℃, 50±5%RH, 기류는 0.3m/sec이하로 고정하여 실시하였다. 

착의조건은 기존 레저복(Ctrl.), 신형 레저복1(A), 신형 레저복2(B)으로서 총 3종에 대해 실시

하였다. 

실험 실시시간은 총 80분으로 안정기(Rest) 30분 - 운동기(Exercise, 10분 경보걷기 4.5k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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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뛰기 7.5km/hr) 20분 - 안정기(Rest) 30분의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측정항목으로는 피부온도, 의복기후(피부와 셔츠 사이, 셔츠와 재킷사이의 의복내 온습도), 

counting task(counters/15sec), 쾌적감, 온냉감, 습윤감, 체중감소량 등을 실시하였다. 

본 착의실험에서 얻은 자료는 SPSS WIN 20를 이용하여 의복별 각 측정항목의 평균과 표준 

편차 등의 기초통계를 구하고 경시변화에 따른 의복조건 간에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 F/W 스포츠레저의복의 조사 분석 결과

현재 시판중인 스포츠레저의복 총 18종(재킷 10종, 셔츠 4종, 바지 4종)에 대한 소재특성과 보

온력 및 의복 조합간의 보온력 등을 조사하였다. 각 의복의 중량은 셔츠가 193~395g, 바지가 

265~633g, 재킷 305~1,113g의 분포를 보였으며, 보온력 Clo는 셔츠가 0.68~0.82, 바지가 0.67~ 

0.89, 재킷 0.85~2.22의 범위에 있었다. 

의복중량 및 의복보온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상관관계(P<0.001)를 보이며, 의복중량

이 높을수록 의복의 보온력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앙상블 실험을 통하여 보온력을 살펴보았으며, 재킷에 대한 보온력의 영향이 가장 큰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개발한 보온 소재에 대한 비교 실험을 위하여 앙상블 보온력(Clo)이 2.0 

수준인 재킷 O8과 셔츠 I3, 바지 P3의 앙상블을 기준으로 개발한 소재(2종)를 이용하여 동일사이

즈의 재킷을 제작하여 착용실험(셔츠와 바지는 기존제품)을 실시하였다. 

2) 평균피부온도 및 국소별 피부온도 변화

평균피부온도는 모든 의복조건에서 30.5±0.3℃ 부근에서 시작하여 안정기에서는 하락을 운동

기점 10분경과 후에는 상승하여 운동종료 10∼15분경과시까지 점진적인 상승 후 다시 하락하였

다. 의복조건간의 차이를 보면 운동기 10분 이후부터 안정기까지 의복 B가 Ctrl.보다 유의적

(P<0.05)으로 0.5~1℃정도 높게 나타났다. 

팔부위 피부온도는 모든 의복조건이 30.02±0.3℃ 범위에서 온도의 하강이 시작되었으며, 운동

구간에서의 하강의 둔하는 확인되나 실험 종료시까지 상승은 보이지 않았다. 의복조건간의 차이

를 보면 의복 B가 의복 A와 Ctrl.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P<0.05).

손등 피부온도에서는 살펴보면 30.0±0.1℃ 범위에서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 실험 

종료시점에서는 15℃부근까지 떨어져 피복되지 않은 부위로서 온도 하락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조건 간에 있어서 의복 B가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나고, 의복 A, Ctrl. 

순으로 유의적(P<0.01)으로 거의 전 실험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복 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안정기 10분(실험 시작 60분)으로 의복 B와 Ctrl.은 거의 5℃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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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복내 기후의 변화

피부와 셔츠내 가슴온도에서는 쾌적영역인 32±1℃에 근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의

복 A와 의복 B는 변화 폭이 크지 않고 30~31℃ 사이에서 실험 종료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

러나 Ctrl.은 실험 중방닌 운동 10분경부터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의복 A와 유의하게(P<0.05) 

낮은 온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피부와 셔츠내 가슴습도는 모든 의복 조건이 30% RH에서 시작하여 실험 중반까지 변화는 미

미하였으나, 운동 15분부터 가파른 상승을 보여 운동에 의한 발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실

험시작 25분, 35분, 80분에서 의복 B가 Ctrl.보다 높은 것이 확인 되었다(P<0.05),

셔츠와 재킷내 가슴온도에서는 실험시작시 25.5±1℃ 범위에서 시작되었으며, 동일지점의 피부

와 셔츠사이의 온도보다 5.5℃이상 낮은 분포를 나타나, 외기와 근접함에 있어서 의복내온도 하

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복조건 Ctrl.은 실험 종료시에 20℃까지 하락을 하였으며, 의복 B는 변

화폭이 다른 의복조건에 비해 크지 않았으며, 실험 종료시까지 2℃하락한 24℃부근이었다. 

 Mean Skin Temperture Forearm Skin Temperature

Chest Temperature between skin and shirts Chest Temperature between shirts and jacket

<Fig. 1> Change of Skin Temparture and Microclimate

4) 주관적감각, Counting task, 체중감소량

주관적감각에서 온냉감은 의복 B가 다른 의복 A와 Ctrl.에 비하여 실험 전반에 걸쳐 중립 또

는 따뜻하다에 근접하였으며, 실험 중반인 운동기 10분 경과에서는 의복 B가 Ctrl.에 비해 유의적

((P<0.01)으로 중립에 근접하였다. 쾌적감에 있어서는 실험 시작시 모든 의복조건에서 ‘쾌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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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험종료시까지 ‘아무렇지도 않다’영역으로 상승을 하나, 큰 불쾌감에 대한 응답은 나타나지 

않아 모든 의복 착용 조건에서 한랭의 기운에 의한 불쾌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ounting task와 체중감소량 : Counting task는 한랭환경에서의 손가락의 감각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경시변화에 따른 하락이 지속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의복 B가 

Ctrl.과 B에 비하여 거의 전 실험 구간에서 유의적(p <0.05) 높은 분포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ounting task와 손등 피부온과의 정상관관계(p <0.001)가 나타났으며, 이는 손등 

피부온이 높으면 Counter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서 앞서 의복 B가 가장 높은 손등 피부온을 유지

하는 것이 유의((p <0.05) 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의복 B가 상지 말초부에 대한 혈류량이 높

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험 전후의 피험자들의 체중감소량은 Ctrl.이 140.00±41.4g, A가 126.25±39.9g, B가 102.50± 

36.86g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B는 Ctrl. 보다 감소량이 유의하게 적다는 것으로(p <0.05) 한랭환

경에서의 발생하는 산열 등의 에너지가 적게 소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F/W 레저복의 착의량의 조사분석 결과 및 한랭 환경용 기존 스포츠레저의복(1종)과 개발한 

발열소재로 제작한 스포츠레저의복(2종)을 토대로 건강한 성인남성 8명에 의한 0±1℃. 50± 

5%RH, 0,3m/sec 이하의 환경에서의 착의성능 평가의 결과에 의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 평균피부온도와 전완, 손등, 대퇴, 옆구리의 피부온도에서 개발제품 B가 개발제품 A 및 기존

제품 Ctrl.에 비해 높았다(P<0.05).

- 피부와 내의사이의 의복내기후에서 개발제품 B는 개발제품 A와 기존제품 Ctrl. 에 비해 의

복내 쾌적온도 32±1℃ 범위에 근접하였다.

- 내의와 중의 사이의 의복내 습도는 쾌적 습도 50±10% RH의 분포를 보였다.

- 내의와 중의사이의 의복내 가슴온도에서 개발제품 B가 유의(P<0.05)하게 다른 제품보다 높

은 온도를 유지하였다.

- 의복내 습도는 개발제품 B가 다른 제품 A와 Ctrl.에 비해 낮은 분포로 변화가 안정적이었다.

- 주관적 감각인 온냉감에서 개발제품 B는 기존제품 Ctrl.보다 유의(P<0.01)하게 중립에 가까

웠으며, 체중발한량은 개발제품 B가 기존제품 Ctrl.보다 낮았음(P<0.05).

- 한랭환경에서의 손가락 감각(counting task)은 손등피부온과 정상관이 있으며, B >Con, 

A>Ctrl.으로 의복간의 차이 (P<0.05)가 나타났다.

이에 한랭환경인 0℃, 50%RH, 0.3m/sec 이하의 환경에서 성인 남성용 스포츠레저의복으로 개

발한 중공+흡한속건사를 이용한 3Layer 소재의 외피, 폴리플리스 안감, 안감에 열반사 내피코팅 

가공처리를 실시 된 의복은 총 중량 1.6kg 이상이며, Clo가 2.0 이상의 조건으로 의복 착용시스

템으로서 쾌적 영역에 근접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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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 및 활성 분석

최근 세계화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과 식생활의 다양한 변화와 더불어 늘어나는 각종 피부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인 기능성 천연염료의 개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으로부터 유

래하는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식물의 기능성을 직물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로니아의 열매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하며,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폴리페놀, 플라보노

이드 등 건강에 유익한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심혈관계 질환, 대장암, 당뇨 및 돌연변

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로니아 추출

물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고,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DPPH와 ABTS 라디컬 소거능 측정하여 기능성 천연염료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자 한다.

아로니아 추출물은 용매로 에탄올과 증류수를 사용하여 각각 추출하였다. 에탄올 추출 방법으

로는 건아로니아와 용매를 액비 1:10으로 하여 상온에서 48시간 침지하여 3회 반복 추출하였고, 

증류수 추출방법으로는 시료와 증류수 액비 1:5로 하여 60℃에서 60분간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침전물이 없을 때까지 여과지로 3회 여과한 후 회전 증발 농축기를 이용하여, 회전속도 

180rpm으로 감압 농축 후 건조하여 Gum 상태의 추출물을 얻어 사용하였다. 아로니아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 분석을 위하여 추출물의 총 플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으

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Nieva Moreno의 방법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을 분석

하기 위해 DPPH 라디컬 소거능은 Brand-Willams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으며, ABTS 라

디컬 소거능은 Re 등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아로니아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72.41±8.21mg/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55.60±30.23 mg/g으로 측정되었으며, 증류수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61.40±1.59 

mg/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24.74±10.97 mg/g으로 측정되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

디칼 소거능은 36.73~57.24%, 증류수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49.35~68.81%의 항산화 활

성을 나타내었고, 에탄올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11.16~40.21%, 증류수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35.00~93.31%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 본 연구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결과

임 (NRF-2017R1A2B400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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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준*, 안재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캥거루 케어제품 소재 인장특성 개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의 출산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미숙아 출생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캥거루 케어란 캥

거루가 새끼를 주머니에 넣어 키우는 것처럼 엄마와 아기가 최대한 밀착함으로써 영아들에게 정

서안정,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며 모유 수유 성공확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선진국의 경우 캥

거루 케어가 가능한 의류가 출산준비 필수용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캥거루케어는 미숙아 뿐 아니

라 일반 영아들에게도 정서안정,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며 모유수유의 성공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나 미 출산준비 필수용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캥거루케어용 패션제품은 

모두 북미 제품으로 동양인 체형을 반영한 제품은 찾아볼 수 없으며, 국내 관련 브랜드 역시 전

무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관련 제품 개발로 아시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 캥거루 케

어 패션제품은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정 수요자 및 목적을 갖는 제품중의 하나이므로, 사

용소재는 착용환경, 착용성능, 인체친화성, 그리고 안전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본 연구에서는 고기능의 캥거루 케어 패션제품 개발을 위해 환편 무봉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싱글 실린더형 심리스(Seamless) 환편기를 활용하였음. 심리스 환편기는 편직시 부위별로 자카드 

패턴과 유사한 다른 조직을 배치하여 편직이 가능하므로 부위별로 신축성이 다른 이형조직의 니트

원단을 편직할 수 있음. 이형조직을 응용한 캥거루 케어 제품 개발을 위하여 싱글 실린더형 심리스

(Seamless) 환편기에서 편직 가능한 다양한 조직들을 선정하고 각 조직의 특성을 고찰하였음. 

본 연구를 위해 편직된 다양한 조직의 니트원단들은 KES-FB system을 활용하여 소변형 영역의 

인장특성이 측정/분석되었음. 니트원단의 조직간 특성은 길이방향(wale)과 폭방향(course)의 신도 

값(EMT)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신도 값(EMT)은 캥거루 케어 제품의 착용성능과 유아의 무게에 

의한 변형의 정도에 영향을 미침. 또한 인장변형에 대한 탄성회복률은 RT값으로 알 수 있으며, 캥

거루 케어 제품의 하중에 의한 인장변형의 회복성능과 형태안정성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환편니트 조직에 대한 인장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부위별로 특성이 다른 조직으로 편직된 이형조직을 활용함으로써 착용자의 편의성과 착용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고기능 캥거루 케어 제품을 개발하였음. 

* 본 연구는 2016년“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패션스트림)”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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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원*, 윤혜준, 

박창숙*, 안재상 
*창우섬유(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장ㆍ단섬유 다중복합사를 활용한 고기능성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

1. 서론

섬유소재의 복합은 이종의 방적사의 복합, 방적사와 필라멘트 사의 복합, 이종의 필라멘트 사

의 복합 등 원사상태의 복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종 이상의 원사를 활용하여 교직 교

편에 의한 직물제조시의 복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소재의 복합을 통해 

소재간의 장점을 강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감성 및 기능성 의류용 소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방적공정에서 장섬유와 단섬유를 복합하는 대표적인 기술은 코어 방적기술(Core Spinning)과 

사이로 필 방적기술(Siro-fil Spinning)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적기술은 방적사의 강도를 보완하

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다양한 시스템과 방적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래의 목적보다는 원단의 후

가공 효과 및 고신축성 부여 등의 제한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의류용 복합소재의 개발

은 기술적, 경제적,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류용 소재업계에서는 원사, 편직, 가공업체들의 단방향적 기술진행이 되고 있어 쌍방향의 

융복합적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소재의 특성과 복합방법, 가공방법에 따라 최종 제품

에서 발현되는 특성의 변화가 심하여 소재업계의 연구 개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장단 복합 방적기술과 사가공기술, 편직기술의 연계적 융합을 바탕으로 Spring/ 

Summer(S/S) 시즌 기준 최대 4종 이상의 소재 복합을 위한 조직설계 및 교편개발을 통해 고기능

성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장단섬유를 복합할 수 있는 장치가 장착된 정방기를 활용하여 복합 방적사를 개발

하였다. 최대 3종의 장섬유 사를 단섬유로 구성된 로빙과 복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급되는 

각각의 원사장력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 고품질의 다양한 다중 복합방적사 개발이 가능한 

생산 시스템이다. S/S 시즌용 방적사 개발은 단섬유(Staple Fiber)로 터치감과 외관을 고려하여 린

넨(LINEN), 코튼(COTTON), 텐셀(TENCEL), 레이온(RAYON), 모달(MODAL) 소재를 혼섬하여 사용

하였으며, 장섬유(Filament)는 기능성이 다른 폴리에스터(Polyester) DTY를 기능성에 따라 UVEL, 

COOLON, NOISIA로 원사를 개발하였다 <표 1>. 연구를 위해 개발된 방적사는 장섬유와 단섬유

의 특성을 복합하여 고기능성을 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가공 기술과의 교편을 통하여 소재기획 

하였다.



264 _____ LOCAL TO GLOBAL 신발산업을 중심으로

개발된 복합 방적사를 활용하고, 교편직 원사 및 편직기술을 접목하여 기능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가공 원사를 결합하여 소재를 기획 편직하였으며, 개발된 편직물은 염색, 가공 등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에 시험성적을 의뢰 품질특성을 검증, 평가하였다.

<표 1> 방석에 사용된 장섬유 사의 특성 (Filament Yarn)

구 분 Filament/Staple 번수/가닥수 기능성

Polyester/

DTY

Uvel Filament 75d/36f - 자외선차단, 냉감

Coolon Filament 75d/36f - 흡한속건, COOL TOUCH

Noisia Filament 75d/24f - 잠재권축

3. 연구결과

이 연구를 위해 총 5종의 장단복합 방적사를 개발하였다. 단섬유로는 흡습성이 우수하고 인체

친화 소재인 레이온, 린넨, 면, 모달, 텐셀 소래를 사용하였고, 장섬유는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특

성이 다른 3종의 폴리에스터 사를 사용하였다. S/S 시즌용 소재는 시원한 터치감과 차갑고 까슬

거리는 느낌이 요구되므로, 개발 원사들은 Noisa가 함유된 장섬유사(잠재권축-TPM이 높으면 밀리

는 현상 발생함)를 제외하고 950(TPM) 이상의 높은 연수(TPM)로 방적하였다 <표 2>.

<표 2> S/S 시즌용 방적사 소재기획

구 분 사 종 소재 기획방향 및 효과 TPM

S/S

1 MFY Tencel/Poly(Coolon)

- 폴리에스터 COOLON 사용

- 흡수속건 기능, 쾌적한 촉감 및 우수한 Drape성

- 연수를 높여 S/S시즌용 소재기획

960

2 MFY Modal/Poly(Noisia)

- 폴리에스터 NOISIA 사용

- 편안한 신축성 및 월등한 회복력 기능 우수한 Drape성

- 연수를 높여 S/S시즌용 소재기획

728

3 MFY Rayon/Poly(Uel)/Linen

- 폴리에스터 UVEL 사용

- 자외선 차단기능, 비침방지 기능, 냉감 효과

- 연수를 높여 S/S시즌용 소재기획

960

4
MFY 

Tencel/Poly(Coolon)/Linen

- 폴리에스터 COOLON 사용

- 흡수속건 기능, 쾌적한 촉감 및 우수한 Drape성

- 연수를 높여 S/S시즌용 소재기획

960

5
MFY 

Cotton(CM)/Poly(Noisia)/Linen

- 폴리에스터 NOISIA 사용

- 편안한 신축성 및 월등한 회복력 기능 우수한 Drape성

- 연수를 높여 S/S시즌용 소재기획

728

연구 수행을 위해 장단 복합방적사 외에 다양한 소재개발을 위해 교편직에 사용될 원사의 사

가공이 진행되었다. 교편직 원단에 사용된 원사의 복합 및 개발 방향은 기능적 성능 강화, 추가

적 특성부여, 인체 친화성 강조, 다양한 교편직 활용을 통한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으며, 

사가공된 원사의 특징은 <표 3>과 같다. 개발된 장단복합사와 사가공 기술에서 개발된 원사의 교

편으로 쿨 터치(cool touch), 신축, UV, 흡한속건 및 형태안정성 등의 기능성에 중점을 둔 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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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소재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소재는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에 의뢰 시험 평가하였다. 

시험 평가 결과 필링성의 경우 우수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장회복률, 사행도, 세탁 치수

변화율 등에서 우수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주요 기능성인 흡한속건, 자외선 차단지수에

서 모든 아이템이 목표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편직원단의 경우 사행도, 필링성, 세탁 치수

변화율에서 성능값에서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연구를 위해 개발된 장단섬유 복합사가 니트 원

단의 기능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교편직 니트 원단 개발용 사가공 원사 특징

구 분 사가공 원사 가공방법 특 징 

복합

가공사

MFY 

Tensel/PET(COOLON)/Linen - 종류 : 복합가연

- 조건 : 920TPM

이종의 필라멘트사 복합가연을 통해 원사간의 

인장강도와 내구성, 기능성 높임
ATB 75/36

MFY Modal/PET(NOISIA) 종류 : 인터레이스

조건 : 1.5cm
개발 방적사의 잠재권축을 높이기 위한 원사 인팅

잠재권축사 80/48

MFY Tensel/PET(COOLON) 종류 : 복합가연

조건 : 920TPM

이종의 필라멘트사 복합가연을 통해 원사간의 

인장강도와 내구성, 기능성높임ATB 75/36

MFY Rayon(FD)/PET(UVEL) 종류 : 복합가연

조건 : 920TPM

이종의 필라멘트사 복합가연을 통해 원사간의 

인장강도와 내구성, 기능성 높임ATB 75/36

MFY 

Cotton(CM)/PET(NOISIA)/Linen 종류 : 인터레이스

조건 : 1.5cm 
개발 방적사의 잠재권축을 높이기 위한 원사 인팅

잠재권축사 80/48

교편용 

가공사

PET(DTY) 100 종류 : 가연

조건 : 720TPM

교편용 가연의 조건을 저 TPM으로 편직 

차가운 감성과 성근질감의 텍스쳐를 표현함.DTY150+DO50

<표 4> 소재기획 및 시험평가 결과

시험평가결과

신장회복

률

(%)
필링

성

(급)

세탁 

치수변화

율(%)

땀 자외선

차단지

수

흡한속건 마찰

소재기획 웨일 코스 웨일 코스 산성
알카

리성
흡수 건조 건조 습윤

구분 소재기획 방향 및 효과 85↑ 3↑ 8↓ 3↑ 30/40 2 300↓ 3↑

MFY Model/Poly 

(Noisia) 58/42 + 

Fulldoll 80/48

자연스러운 드레이프성과 광택없는 

fulldoll 연사

잠재권축, 회복력 높임

91.0 97.0 4 -1.0 -2.0 4-5 4-5 49.7 1 240 4-5 4-5

MFY Tencel/Poly 

(Coolon) 58/42 + 

ATB 75/36 

흡수속건을 높임, 드레이프성

베이직한 외관과 차가운 느낌
95.0 97.5 4 -2.0 -2.0 4-5 4-5 41.4 1 230 4-5 4-5

MFY Rayon(FD)/ 

Poly(Uvel) 58/42 + 

ATB 75/36 

자외선차단, 냉열감 높임 

내추럴 터치감과 베이직한 외관
92.5 97.5 4 -2.0 -3.5 4-5 4-5 170.6 1 205 4-5 4-5

MFY Rayon(FD)/ 

Poly(Uvel)/Linen 

48/42/10 + 

FULLDOLL 80/48

신축성을 높임

린넨과 면의 자연스러운 외관표현
95.0 97.5 4 -1.5 -1.5 4-5 4-5 250 1 240 4-5 4-5

MFY Tencel/Poly 

(Coolon)/Linen 

48/42/10 

흡한속건 높임. 차가운 느낌

터치감과 고급스러운 외관
90.2 93.5 4-5 -2-0 -1-0 4-5 4-5 235 1 230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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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이 연구는 고기능성 폴리에스터(PET) 장섬유와천연소재 단섬유(cotton, wool 등)를 복합한 장

단 복합방적사를 활용하여 사고공 기술 및 편직시스템을 활용한 고기능성 편직 제품을 개발, 시

험 검증하였다. 복합 소재 편직물의 품질특성의 평가결과 흡한속건, UV, 신장회복률, 필링, 사행

도, 오염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개발된 방적사와 사가공 원

사의 교편으로 개발된 복합소재는 다양한 개발과 융합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생산시스템의 문제점인 생산단가와 특수직물용의 사용성의 한계를 극복하여 범용화 가능한 편직

물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원사, 편직, 가공 등 섬유 생산 전반의 시스템 결합을 통해 섬유와 패

션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였고, 실무, 실험, 연구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생산현장에 적합

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방직, 방적 시스템의 특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하

고, 섬유업계의 사종개발과 생산 시스템의 다양화에 실질적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MFY Rayon(FD)/ 

Poly(Uvel) 58/42 

원사 자체의 자외선 차탄에 중점 

드레이프성 우수, 차가운 촉감
93.5 94.6 4-5 -2.0 -2-0 4-5 4-5 340 1 210 4-5 4-5

MFY Cotton(CM)/ 

Poly(Noisia)/ 

Linen 48/42/10

린넨, 코튼의 자연스러운 느낌 

최대한 표현하는 원사자체 특성 표현

터치감과 고급스러운 외관

95.0 94.9 3-4 -2.0 -1.5 4-5 4-5 200 1 235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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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상*, 윤혜준, 

신희영1), 손은종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신영에이치앤비, 2)부천대학교 아이라이너용 PBT 인조모 및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

섬유를 활용한 메이크업(make-up)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 및 섬유 제품은 아이 메이크업

(eye makeup)에 사용되는 인조 속눈썹과 아이라이너(eyeliner), 그리고 각종 브러시 등을 들 수 

있음. 현재 메이크업용 도구들은 다양한 동물(염소, 흑담비, 말, 다람쥐, 족제비 등)의 모(毛)를 

사용한 제품과 인조모(artificial wool)를 사용한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인조모의 경우 적합한 

탄성과 레질리언스, 그리고 성형성 등의 물성을 갖는 나일론(Nylon)과 PBT(Polybutylene ter-

ephtalate) 인조모가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우수한 물리적 성질, 염색성, 가공성이 우수한 PBT

소재 인조모가 메이크업 도구용 섬유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 

아이 메이크업용 섬유 제품 중 액체 타입의 아이라이너에 사용되는 인조모는 용액이 지속적이

고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용액의 분출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아이라이

너용 인조모는 원형단면의 PBT 인조모를 사용하고 있으나, 선진 외국제품에 비해 아이라이너에 

요구되는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아이 메이크업용 

인조모 및 제품은 각 제품의 특성에 따른 고기능성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인조모 제조기술과 고차 

가공기술이 접목되어야 가능함. 본 연구에서는 잉크 흐름성과 발림성이 우수한 고품질 아이라이

너 제품 개발을 위해 PBT 이형단면사와 천연모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Natural Feel PBT를 활용

한 아이라이너용 인조모 및 제품 개발이 진행되었음. 

현재까지 아이라이너 제품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설비 및 시험규격이 없

어, 관련 업계에서는 손으로 직접 그리는 드로잉 실험(Drawing Test)을 통하여 성능을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평가자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하며, 재현성 및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얻을 수 없음. 본 연구에서는 현재 평가자의 손으로 진행되는 드로잉 실험

(Drawing Test)을 표준화하기 위해 아이라이너 평가장비와 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시도하였으며, 

개발 아이라이너 소재 및 제품의 우수성을 검증할 수 있었음.

* 본 연구는 2017년“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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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심*, 임효빈
상명대학교

스마트 의류용 텍스타일 케이블 전송선 개발

최근 웨어러블 시스템에 대한 요구와 함께 다양한 스마트 시스템의 의류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스마트기기의 전기ㆍ전자적 성능을 구현하면서 착용성과 유연성이 뛰어난 

전력전송용 섬유회로 기술은 섬유기반 웨어러블 시스템의 핵심기술이 되고 있다. 전력전송용 섬

유회로는 근본적으로 신호전달 및 전기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스마트 웨어러블 가먼트에 

불편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착용성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섬유회로 제조기술로는 비전도성 섬유에 금속물질 혼합, 전도성 부여를 위

한 코팅, 도금(Plating), 자수(Embroidery), 프린팅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전기저항이 높은 

전도성사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금속복합사 형태로 제조하는 방법, 섬유표면을 금속으로 

코팅하여 전도성 섬유를 제조하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의 섬유형 전력전송

선은 전력전송효율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착용성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섬유 기반의 전력전송

용 케이블은 기존의 금속와이어를 대신하여 저저항의 유연한 전도성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

구의 목적은 기존 금속와이어 케이블을 대체할 수 있는 웨어러블 케이블을 개발하는 것으로, 유

연하고 굴곡내구성이 뛰어난 텍스타일 구조를 갖는 전력전송용 텍스타일 케이블을 개발하는 것이

다. 전력전송용 전도성사를 제작하고, 밴드와 스마트 기기 모듈과의 연결 효율성을 위하여 전도

성사 내에 선염사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전도성사는 절연코팅된 지름 0.04mm 구리 필라멘트와 

폴리에스터사를 복합하여 제작하였다. 전기저항은 시그널선과 그라운드선을 구별하기 위해 백색

사와 흑색사의 폴리에스터 선염사를 사용하였다. 시그널선과 그라운드선으로 각각 전도성사 6가

닥, 12가닥, 18가닥을 사용하여 3종의 텍스타일 케이블 전송선을 개발하였다. 사용된 전도성사의 

가닥수가 증가할수록 케이블의 전기저항이 낮아지므로, 더 좋은 RF 특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전력전송용 텍스타일 케이블은 최근 급증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섬유일체화를 통한 사용자중심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NRF-2015R1C1A1A02037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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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손경태
신풍섬유(주)

요철구조가 랜덤배열 된 와플직물의 보온성 분석

1. 서론

직물은 피부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단순한 기능에서 벗어나 피부와 환경 사

이에서 상호 작용하여 체온조절 및 쾌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외

부와 인체사이의 공기층을 두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며, 이를 위해서는 착의량, 착의 종류, 착의 

방식, 개구부의 밀폐 정도 등 다양한 조건들이 기인하게 된다. 인체와 직물 사이의 공기층은 인

체가 쾌적함을 느끼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외부 환경이 인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 추

운 환경에서는 따뜻함을 유지시켜 열 손실을 줄이고, 더운 환경에서는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함. 이러한 원리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의복(일반 의류 및 방한복, 잠수복, 우주복 등) 뿐

만 아니라 침구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물의 구조에 따라 공기층을 형성하는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직물에 요철구조를 주어 공기층을 더 많이 내포할 경우, 일반적으로 평평한 직물

에 비해 유사한 중량에서도 더 높은 보온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의복이나 침구류 등에 사용 되

는 직물의 경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으로 낮은 중량, 높은 공기투과성능 및 보온율을 들수 

있다. 중량의 경우 인체에 적용 되었을 때, 가벼우며 운동성을 방해하지 않는 낮은 중량으로 이

루어져 있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산 된 땀이나 수분이 외부로 방출되어 습한 환경이 되지 않도록 

공기가 잘 통해야하지만,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열이 외부의 환경에 노출되어 춥거나 덥지 않도

록 보온율이 높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조화를 이루어 제작 되었을 때,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열처리 된 와플직물 표면형태>

우선 요철구조가 랜덤배열 된 보온성 직물(이하 와플직물)의 경우 생지상태의 직물을 열처리

하여 직물 앞, 뒤면으로 요철이 발생하는 직물을 말하며 요철이 갖는 보온성을 확인하고자 보온

성에 관련된 여러 요인을 시험분석 하였다. 와플직물과 와플직물 생지가 갖는 중량 및 보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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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직물이 인체에 적용 되었을 때 갖게 되는 보온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와

플직물이 다른 직물들과 Layer를 이루어 사용 되었을 때 갖게 되는 보온성을 평가하기 위해 와플

직물 및 열처리를 하지 않아 요철이 일어나지 않은 와플직물을 다양한 폴리에스터 직물과 결합하

여 각각이 갖는 중량 및 보온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구성에 따른 중량별 보온성을 

비교하여, 요철에 의한 공기층 형성이 그렇지 않은 직물에 비하여 어느 정도 효율을 갖는지 분석

하였다.

2. 연구방법

1) 샘플 제작

와플직물 및 와플직물과 폴리에스터 직물이 결합 된 2Layer 직물의 보온성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결합에 사용 된 폴리에스터 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제직 되었고, 아래의 3종 직물을 이용하였다.

1. 폴리에스터 중공사를 이용하여 싱글조직으로 제직 된 직물

2. 폴리에스터 일반사를 이용하여 싱글조직으로 제직 된 직물

3. 폴리에스터 중공사를 이용하여 이중직으로 제직 된 직물

이상의 3종을 이용하여 와플직물과 와플직물 생지를 결합시켜 각각의 두께, 중량, 공기투과도, 

보온성을 측정하였으며, 와플직물, 요철이 발현되기 전의 와플직물까지 총 8종을 분석하여 그 성

능을 비교 분석하기로 하였다.

2) 시험 분석

중량 측정을 위해 KS K-0514, 천의 질량 측정 방법:작은 시험편법을 준용하여 측정을 진행하

였다. 변부 15cm를 제외하고, 경, 위사의 중복이 없이 샘플을 5개 채취하여 측정된 중량값의 평

균을 사용하였다. 두께 측정을 위해 KS K ISO 5084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을 준용하였으며, 변부 

15cm를 제외하고 경, 위사의 중복 없이 샘플을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였다. 공기투과도 측정을 

위해 KS K ISO 9237, 천의 공기 투과도 측정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일정 면적, 압력, 시간의 

조건하에서 시험편에 수직으로 통과하여 흐르는 공기흐름 속도를 측정하였다. 보온율 측정을 위

해 KS K 0560 B법, 항온법, 천의 보온성 측정 방법 규정을 이용하여 시험하였으며, 4시간 이상 

컨디셔닝 후 50X50cm로 샘플을 채취하여 규정 된 천커버를 이용하여 보온율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와플직물, 와플직물 생지를 이용하여 폴리에스터와 결합 전, 후 직물 구성에 따른 중량, 두께, 

공기투과도, 보온성을 비교하였다. 구성 된 직물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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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플직물

2. 와플직물 생지

3. 와플직물 + 싱글조직 폴리에스터 중공사

4. 와플직물 + 싱글조직 폴리에스터 일반사

5. 와플직물 + 이중직 폴리에스터 중공사

6. 와플직물 생지 + 싱글조직 폴리에스터 중공사

7. 와플직물 생지 + 싱글조직 폴리에스터 일반사

8. 와플직물 생지 + 이중직 폴리에스터 중공사

8종의 샘플을 이용하여 중량을 측정한 결과 와플직물이 와플직물 생지에 비해 중량이 약 22%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생지 상태의 와플직물을 가공 처리하여 요철이 일어

나게 되는데, 평평하던 직물이 요철형태로 바뀌면서 단위 면적당 중량이 증가하게 된다. 함께 결

합되는 직물의 경우 이와 상관없이 일정한 중량을 가져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물 구성에 따른 두께를 비교한 결과 와플직물의 경우 요철이 일어나기 전의 생지에 비해 

30% 가량 두께가 두꺼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와플직물이 와플직물 생

지에 비해 직경이 30% 증가하였다는 의미보다 요철의 크기와 와플직물의 직경이 합쳐진 값이 생

지보다 30%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직물 구성에 따른 공기투과도를 측정한 결과 와플직물의 중량 및 두께가 더 두꺼움에도 불구

하고 공기투과도가 20% 이상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와플직물과 와플직물 생지에 폴

리에스터 직물을 부착한 경우 각각의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공기투과도 또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께에 비해 와플직물의 공기투과성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물 구성에 따른 보온율을 확인한 결과 와플직물과 와플직물 생지를 비교하였을 때, 와플직

물이 약 2배가량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폴리에스터 직물과 결합하였을 때도 와플

직물의 보온성이 약 30% 가량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론

열처리에 의해 요철이 발생하는 직물을 이용하여 요철 형성에 따른 보온성을 측정하였다. 와

플직물의 경우 요철이 일어나지 않은 생지에 비해 중량이 22%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는 열처리에 의해 요철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요철 직물 및 와플직물 생지와 구

성이 다른 폴리에스터 직물을 결합한 결과 중량은 와플직물 및 와플직물 생지에 폴리에스터 직물 

중량을 더한 값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조건에 따른 두께 측정 결과 요철이 발생한 

결과 의해 생지 두께보다 30%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직물의 직경이 증가한 것보다 요

철의 발생에 의해 생긴것으로 보여진다. 공기투과도 비교 결과 와플직물이 요철생지 직물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20% 가량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보온율은 와플직물이 와플직물 

생지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조건별 폴리에스터 직물와 결합한 조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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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가량 높은 수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와플직물의 경우 중량 및 두께가 생지 상태일 때 보다 20~30%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보온율은 100% 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공기층 형성으로 인한 보온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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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유럽예비표준(CEN) 압박등급 Ⅱ를 만족하는 차등압박형 

레그기어 착용이 근피로 회복에 미치는 영향:
의복압 및 혈중 젖산 변화 분석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다리에 착용하는 보조의류로는 카프가드(calf-guard), 양말, 무릎 보호대 등으로 구

분할 수 있으며, 스트레치 소재를 이용하여 신체에 균일한 압력을 가하거나 부위별 압박을 달리 

부여하는 제품을 말한다. 최근 스포츠 활동 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근육을 보호하고, 근육의 

빠른 회복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단순한 보조 의류의 범위에서 벗어나 운동기능

성 향상 및 인체 보호의 기능도 가지는 착용형 장비(gear)의 의미로 상품화되고 있다. 이러한 착

용형 장비에 차등압박(Graduated Compression)의 기능을 더해 은 하지 정맥류 관리 및 다리 피

로감으로 인한 부종 방지, 운동 시 근육의 부상방지와 피로 회복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품

이 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예비표준(CEN) 압박등급Ⅱ를 기준으로 차등압박분포 기준

을 정하고, 이에 따라 개발한 차등압박형 레그기어 착용에 대한 운동 전, 후의 혈중 젖산 변화 

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근피로 회복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 개발 레그기어가 유럽예비표준(CEN)에서 근육보호 및 근피로 회복에 가장 적합

한 압력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압박등급Ⅱ(발목:35hPa, 종아리:발목의 70% 수준인 24.5hPa)에 해

당하는지 의복압 측정 후 혈중 젖산 변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의복압 측정, 의복압 측정 부위

를 기존 하지 의복압 측정 관련 연구를 참고하여 발목-발목후면, 종아리-장딴지후면으로 정한 후, 

공기 주입식 의복압 센서를 사용하는 TNL-AMI 3037-10을 이용하여, 계측환경 21℃상온, 습도 

65%RH 조건의 인공기후실에서, 60초 간 계측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② 혈중 젖산 측정, 일반 

레그기어 제품과 차등압박형 개발 레그기어 제품에 대해 운동 전 안정기 20분, 운동기 10분, 회

복기 20분에 걸쳐 운동검사를 실시하고, 휴대용 젖산 측정기(Lactate Pro2, LT-1730)를 이용해 혈

중 젖산 변화를 측정하여 피로회복도 정도를 계산한다. 

차등압박형 개발 레그기어의 의복압 측정 결과 발목부위 의복압 33.25mmhg(44.32hPa), 종아

리부위 의복압 21.06mmhg(28.07hPa)로 유럽예비표준(CEN) 압박등급Ⅱ를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또한 일반 레그기어와 차등압박형 개발 레그기어에 대한 운동 전, 후 혈중 젖산 변화 분

석을 통해 피로회복도를 계산한 결과, 개발 레그기어가 10% 이상 근피로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착용감과 착용 후 경기 결과 향상을 통해 제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졌던 것에 

반해, 최근 실시간 계측을 통한 운동기능성 웨어의 정량적 성능 계측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

는 가운데, 데이터 재현성 및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과제번호: 1006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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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미, 이명희
부경대학교

어깨 경사도에 따른 소매 유형별 블라우스의 착의 평가 연구: 
세트인, 래글런, 기모노를 중심으로

소매는 몸판과 소매의 연결 봉제 방법에 따라 크게 세트인, 래글런, 기모노의 형태로 구분 지

을 수 있으며, 그 구성법에 따라 어깨 부위의 형태가 바뀐다. 어깨는 경사도에 따라 처진 어깨, 

보통 어깨, 솟은 어깨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경사도 차이에 따라 블라우스의 착의 만족도가 달라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깨 경사도가 서로 다른 피험자를 대상으로 구성법을 달리한 블라우

스의 착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소매 유형을 달리한 실험용 블라우스는 세트인 소매, 래글런 소

매, 기모노 소매가 모두 포함된 의복 구성교재를 참고하였으며, 실험용 블라우스는 몸판과 소매 

유형을 달리한 15벌이었다. 착의 평가는 외관상의 선호도와 착용감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

으로, 그 평가 방법은 블라우스 부위별 9항목에 대하여 바로 선 자세로 거울에 나타난 모습에 대

한 외관평가와 거울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착용감 평가로 구분 지어 실시하였다. 각 문항

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피험자는 BMI 지수

가 정상에 속하는 20~24세 여성으로 보통 어깨 3명, 처진 어깨 3명, 솟은 어깨 3명이었다. 통계

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V.25를 이용하여 어깨 경사도에 따른 소매 유형별 블라우스의 외관 

선호도와 착용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외관 평가 결과, 소매 유형별 전체 평균점수는 세트인(4.26점)> 래글런(4.12점)> 기모노(3.91

점)의 순위로 평가되었으며, 세트인의 어깨 경사별 평균점수는 솟은 어깨(4.50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 어깨(4.33점), 처진 어깨(3.9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래글런은 솟은 어깨

(4.59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어깨(3.91점), 처진 어깨(3.88점)의 순으로 나타났

다. 기모노는 솟은 어깨(4.47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처진 어깨(3.73점), 보통 어깨(3.5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착용감 평가 결과, 소매 유형별 전체 평균점수는 기모노(4.34점)> 래글런(4.19점)> 세트인

(3.90점)의 순위로 평가되었으며, 세트인의 어깨 경사별 평균은 솟은 어깨(4.30점)에서 가장 높았

고, 처진 어깨(3.85점), 보통 어깨(3.5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래글런은 솟은 어깨(4.53점)에서 가

장 높았고, 보통 어깨(4.07점), 처진 어깨(3.9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모노는 솟은 어깨(4.65점)

가 가장 높았고, 처진 어깨(4.17점), 보통 어깨(4.1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트인은 외관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였으나 착용감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로 나타났

고, 기모노는 외관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였으나 착용감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

다. 어깨 경사별로 보았을 때, 보통 어깨는 외관평가에서는 세트인을 가장 선호하며, 착용감 평가

에서는 기모노를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진 어깨는 외관평가에서 세트인을 가장 선호

하며, 착용감 평가에서는 기모노를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솟은 어깨는 외관평가에서 

래글런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착용감 평가에서는 기모노를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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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어깨 경사별 모두 기모노는 외관평가보다 착용감 평가에서 상향되었고 세트인에서는 착

용감 평가보다 외관평가에서 상향된 점수를 보였다. 반면 래글런은 보통 어깨와 처진 어깨는 착

용감을 더 높게 평가했으나, 솟은 어깨는 착용감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처진 어깨를 

가진 피험자들은 기모노의 착용감 평가를 제외하고 3점대의 낮은 점수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솟은 어깨를 가진 피험자들은 의복의 착용감과 외관평가에 4점대의 높은 평가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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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패드를 이용한 낙상 보호 팬츠 설계

3D 프린팅 기술은 건축, 기계, 의료, 디자인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의류 

분야에서도 3D 프린팅 의상 제작 등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Park et 

al., 2016)에서 이루어진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낙상 보호패드 중 보호력이 좋은 것으로 확인

된 패드구조를 사용하여 노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낙상보호 팬츠를 설계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낙상충격 보호팬츠는 노년여성이 일상생활 시 착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충격보호성능, 활동성, 사용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낙상 시 압박골절로 인한 척추의 

손상을 막기 위해 엉덩이 부위와 골절 시 위험부담이 높은 고관절 부위에 보호패드를 삽입하였

다. 팬츠의 실루엣은 여성노인이 가장 선호하는 세미일자형으로 하였으며, 팬츠를 착용한 상태에

서도 간편하게 바깥쪽에서 보호패드를 삽입하고 뺄 수 있도록 보호부위의 가장자리에 절개선을 

삽입하고 안감과 겉감사이에 콘실지퍼를 달아주었다. 팬츠패턴은 마담 브랜드의 패턴을 기본원형

으로 하고, 노년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충격보호 위치와 면

적을 고려하여 절개선을 설정하였으며, 엉덩이 부위는 삽입되는 패드의 두께를 고려하여 패턴을 

늘여주었다.

낙상충격 보호패드는 Rhinoceros 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보호패드는 선행연

구(Park et al., 2016)에서 개발한 입체적 육각형 메쉬 구조를 활용하되, 인체의 3D 스캔 데이터

를 사용하여 곡면에 맞게 변형함으로써 인체적합성을 좋게 하였다. 패드의 기본단위는 육각형의 

메쉬이며, 표면층(다이아몬드형)과 스페이서층(X자형)으로 이루어져 완충성을 가진다. 기본단위는 

벌집형태로 조밀하게 서로 연결되어서 입체적인 면을 구성하는데, 이를 낙상보호 패드의 형태와 

인체곡면에 맞게 변형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행하였다. 기본단위인 육각형메쉬의 

골격을 이루는 커브들을 서로 연결하여 시트형태의 패드를 형성하였다. 패드의 둥근 형태에 해당

하는 커브들만 분리하기 위해 패드의 외곽선 커브를 생성하고, 이를 서피스로 돌출시켜 이를 기

준으로 입체 메쉬 커브를 절단하였다. 패드에 해당하는 커브만 남긴 후, 이를 둘러싸는 케이지를 

생성하고 변형시킴으로써 패드의 두께가 중심부(10mm)에서 외곽(4mm)으로 갈수록 얇아지도록 

하여 외관과 착용감을 좋게 하였다. 입체메쉬의 구성요소에 따라 파이프의 두께가 다르므로 구성

요소별로 그룹을 나누어 스페이서층에 해당하는 커브는 1mm 지름의 파이프를 만들고, 표면층과 

브릿지에 해당하는 커브는 2mm 지름의 파이프를 만들어서 솔리드 형태의 패드를 구성하였다. 이

를 인체 곡면에 따라 흐르게 하여 곡면형 패드를 완성하였으나, 패드의 크기가 출력범위를 벗어

나므로 패드를 분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패드는 2가지 방법으로 분할하였으며, 패드의 중심점

을 기준으로 하면서 서로 120도 각도를 이루는 방사형 분할선에 따라 3조각으로 나누는 방법과 

인체의 옆선을 기준으로 패드를 나누고 곡면이 가장 심한 가운데 부위를 타원에 유사한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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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한 후 나머지 부분을 위, 아래로 분할하여 4조각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완성된 패

드는 Cubicreator 2.5.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G-code를 생성하고 출력이 가능한 파일로 변환되었

으며,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유연성을 가진 TPU(Thermoplastic Poly Urethane)소재

의 필라멘트로 240℃의 온도에서 출력되었다. 출력된 패드는 각각의 조각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

의 패드가 될 수 있도록 별도의 패드 케이스에 삽입하였으며, 연결된 패드는 팬츠의 안감과 겉감

이 주머니 형태를 이룬 공간에 넣어 보호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인체곡면에 부합하는 곡면형 패드를 개발하고 이

를 낙상보호 팬츠에 통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낙상보호팬츠를 실제 착용하였

을 때의 착용감, 활동성, 사용성 등에 대한 착용자의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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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인체 형상 랜드마크 표준화

3차원 스캔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복잡한 3차원 형상 인체 데이터를 얻는 것이 과거에 비

해 쉬워진 만큼 3차원 인체 형상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차원 스캔 방식은 

측정자가 피측정자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었던 이전의 인체 측정 방식 비해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양의 3차원 형상 데이터를 단시간에 얻을 수 있게 하였고 얻어진 형상 자료들은 

인간공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의류 분야에서는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체 치수 측정과 형상의 변형, 체형 및 자세

의 측정, 3차원 인체 형상 모델링 및 변형, 가상 착의를 위한 아바타 생성 및 활동, 패턴 설계 

자동화를 위한 3D 패턴 플래트닝 등을 위한 기술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 프로세스부터 패턴 설

계, 샘플 제작의 일련의 생산과정을 자동화 하는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며 실제 인체를 대

신할 3차원 인체 형상의 보다 정확하고 빠른 분석 및 처리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의 기술들은 2차원에서 얻어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다면, 최근

에는 3차원에서 바로 데이터를 얻어내 작업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인체 형상의 정확한 좌표, 즉 랜드마크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까지도 3차원 인체 형상데이터로부터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자동으로 랜드마

크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체의 자동 측정, 패턴의 자동 제도, 인체 모델 변형 등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개발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좌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있어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과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별 물리적 비교가 불가능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직접측정과는 달리 3차원 스캔을 이용한 인체 측정은 스캐너 기종별, 국가별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이전보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간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인체 형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기준만을 활용하여 랜드마크를 설

정하는 방법을 표준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3차원 인체 형상데이터가 연구자나 스캐너, 측정 

프로그램에 관계없이 호환사용이 가능하게 하며 의류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한다. 

새롭게 정의될 측정점은 3차원 인체 형상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인체 치수 측정, 패턴설

계, 가상 착장을 위해 필요한 항목들 중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키,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배둘레, 다리가쪽길이, 팔길이, 목둘레, 어깨각도 등을 탐색하기 위한 측정점으로, 관련 선

행연구 및 Size Korea, ISO, KS의 인체 치수 측정를 위한 표준 항목을 참고하여 가장 필수적이라

고 판단되는 목앞점, 목뒤점, 목옆점, 어깨끝점, 겨드랑이점, 뒤품점, 앞허리높이점, 허리옆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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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점, 엉덩, 최대돌출점, 무릎뼈가운데점, 손목안쪽점, 샅높이점, 머리마루점, 손끝점의 16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측정점 각각을 정의하기 위해 우선 3차원 인체 형상을 머리, 몸통, 팔

과 다리로 분할하였다. 분할된 각 섹션을 관상면, 시상면으로 단면화하였을 때 탐색할 수 있는 

X,Y,Z의 최대/최소 좌표값, 단면의 원주가 최대/최소인 지점의 좌표값, 두 점을 잇는 직선으로부

터의 거리가 최대/최소인 지점의 좌표값 등을 탐색하는 방법들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방법들 중 

정확도가 높으며 가장 넓은 범위의 연령과 체형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각각의 랜드마크를 정의

하였다. 

본 연구는 3D상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랜드마크를 설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하였다. 이러한 랜드마크 표준화는 3차원 인체 형상을 활용하는데 있어 랜드마크를 설정하는

데 소비되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스캐너 기종 혹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던 정

의로 인해 데이터의 호환 및 비교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향후 3차원 인체형상을 

이용한 의류 생산 자동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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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서울대ㆍ호전실업 의류스마트팩토리 연구단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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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홍경희
충남대학교

3차원을 활용한 스포츠 브래지어 개발

스포츠웨어는 착용감과 활동성이 좋아야하며 운동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효과적인 기능성 스포츠웨어는 용도에 맞는 피트성과 착용감을 고려

하여 인체의 특징을 잘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스포츠 브래지어는 운동 시 출렁이는 가슴

이 잘 지지되어 동작에 의한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스포츠 브래지어 디자인은 컴

프레션(compression) 또는 인캡슐에이션(encapsulation)의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컴프레션 타입은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슴이 흉곽에 밀착되도록 디자인되며, 인캡슐레이션 타입은 컵이 

가슴을 감싸서 가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임이 적도록 디자인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시 

베이스레이어로 착용하거나 평상시에도 이너웨어로 착용할 수 있는 다기능 스포츠 브래지어를 3

차원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표준 사이즈의 패턴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좋은 사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75A 사이즈의 여성용 란제리 인대를 이용하였고, 스캔 및 패턴제작을 위한 3차원 

툴은 Vivid 910, Geomagic DesignX, 2C-AN, Yuka CAD 등을 활용하였다. 스포츠 브래지어는 탱

크탑 형태로 안쪽에 패드가 부착된 안감이 있는 이중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패드는 업체에서 제공

한 풀컵 싸이즈의 비절개형 몰드컵을 사용하였다. 스포츠 브래지어의 디자인은 앞쪽은 라운드넥, 

뒤쪽은 레이서백의 형태이며 와이어와 와이어 테잎이 부착되지 않은 노와이어 형태로 설계되었

다. 3D 겉감과 안감의 패턴은 패드의 형태 및 구조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개발하였다. 또한 착

용 쾌적성 및 가슴라인의 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단의 신장률을 측정하고 적정 비율을 적용

하여 패턴을 축소하였다. 기존의 브랜드 제품보다 목 부위의 맞음새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누드 

패턴의 형태를 감안하여 목 너비가 좁아지지 않도록 패턴을 축소하였다. 또한 어깨부위에서는 압

력을 감소시켜 착용감을 향상하고 가슴의 볼륨을 살려줄 수 있도록 겉감의 사이드 패널에서는 축

소를 강하게 해주는 등 각 부위별로 축소율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개발된 3D 스포츠 브래지어와 

디자인이 유사한 기존에 출시되었던 2D 패턴 제품 2종을 20대 여성 피험자 8인에게 착용하여 피

트성과 착용감을 평가한 결과 새로 개발된 3D 제품의 피트성과 착용감이 우수하였다. 

* 본 연구는 2013년도 지식경제부 섬유스트림과제의 일환으로 (주)좋은사람들로부터 지원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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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강민주, 김성민
서울대학교

CAD/CA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의복제작공정 자동화

과거 노동 집약적이었던 의류 산업은 컴퓨터와 정보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 기술 집약적, 정보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의류 산업에서도 신기술을 기

반으로 하는 의류 생산성 증대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의류 생산 

프로세스를 수정 보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CAD/ 

CAM 시스템과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등의 기술을 개발해왔으며, 실제 의복 생산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CAD/CAM, 가상착의 등의 프로그램을 전반적인 의류 생산공정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대학교 패션테크놀로지연구실에서 개발한 CAD/CAM 시스템과 가상착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새로운 의류생산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레이딩을 위한 시행착오식 패턴 수정을 대체할 수 있는 수식기반의 파라메트릭 패턴 디자

인 프로그램인 SNU_PD, 다양한 소스의 패턴 데이터를 일관된 형식으로 가공하는 프로그램인 

SNU_PI, 그리고 3차원 가상착의 프로그램 SNU_DS를 활용하여 의복 을 설계해볼 것이다. 또한, 

디지털 텍스타일 프린팅을 위한 SNU_DTP를 써서 실제 의복 생산을 위한 패턴을 생산할 것이다. 

전체적인 공정은 그림 1에 보인 것과 같다. 

<그림 1> CAD/CAM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의복제작 공정  

본 연구는 맞음새가 분명히 드러나고(Park, 1994; Lee, 2009에서 재인용.), 신체적합성이 강조

되는(Moon and Jeon, 2011) 팬츠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SNU-PD를 사용하여 그림 2와 같이 

여성 기본 팬츠 원형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팬츠 패턴을 SNU-PI에서 불러온 다음 그리 3에 보인 

것과 같이 효율적인 가상착의를 위해 점과 선에 숫자를 부여하고 점의 위치를 수정하는 등의 과

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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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패턴 제도         <그림 3> 패턴 수정

수정된 패턴을 SNU-DS에서 불러와 그림 4와 같이 가상착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불

필요한 가봉 절차를 생략하고, 의복과 모델 사이의 맞음새와 의복의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하였

다. 완성된 의복에 SNU-DTP를 사용해서 그림 5와 같이 다양한 무늬를 입힐 수 있으며, 패턴에 

다양한 와펜을 붙일 수 있다. 디자인한 결과를 단일 이미지로 합성하여 DTP로 출력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프린트된 패턴을 재단하고 재봉하여 실물 팬츠를 제작하였다.

<그림 4> 가상 착의 시스템

 

<그림 5> DTP 

본 연구에서는 의복 생산 프로세스를 지연시키는 패턴 생성, 그레이딩, 가봉, 샘플 제작 단계

를 다양한 CAD/CAM 시스템으로 자동화하여 의류 생산 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후속연구에서는 팬츠의 포켓안감이나 벨트고리 등의 의복 디테일들을 충실히 재현하고 착용

성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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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권 친환경 직물의 특성을 활용한 발전방안연구 

친환경ㆍ웰빙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경북북부지역은 대표적인 친환경직물

소재인 안동포, 풍기인견, 상주명주의 전국적인 생산지로서의 전통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지

역의 친환경전통섬유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융ㆍ복합화 기술개발 및 인프라 집적화를 통해 고부가

가치 명품산업육성 및 시장 경쟁력강화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화 연구를 통해 친환

경섬유 생산의 최적지로서의 잠재력을 갖춘 경북 북부 지역이 고기능성ㆍ고감성 친환경섬유의 신

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연구방법은 지역의 안동포, 풍기인견의 지역생산자대표 25명의 설문을 통하여 지역친환경제품

으로서의 경쟁력강화방안을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은 ①지역특산품으로서의 장점의 극대화방안, ②

지역산업화의 저해요인 및 해결방안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친환경산업과 문화문화산업으

로서의 역할에 부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동포는 인피섬유에 해당하는 셀룰로오스계섬유로

서 섬유화과정에 있어서 화학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고 천연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며, 대마의 

줄기를 여러 단계의 물리적 공정을 거쳐 섬유로 제조함으로서 마섬유 특유의 강한 터치감과 청량

감을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안동포는 친환경전통직물로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고급수의용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셀룰로오스계 섬유로는 풍기인견이 있다, 인견은 재생섬유로서 

그대로 섬유로 사용할 수 없는 펄프 등의 섬유소에서 추출ㆍ분리하여 재방사함으로써 합성섬유와 

같은 형태의 필라멘트구조를 가진 섬유이다. 따라서 인견과 같은 재생셀룰로오스섬유는 합성섬유

의 방사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하는 성상으로 방사하여 다양한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셀룰로오스계 섬유와는 달리 단백질계섬유로서는 상주명주가 있으며, 명주는 

실크의 다른 이름으로서 누에로부터 얻어지는 천연의 필라멘트섬유이며, 동물성단백질이 주성분이

므로 따뜻하다. 다양한 계절에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전통소재인 상주명주는 안동포나 인견의 하

절기재료로서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안동의 안동포, 풍기의 인견, 상주

의 명주는 경북의 해당 지역에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지역 특산물인 동시에 현대인에게 적합한 

친환경의복재료이므로 친환경산업과 문화산업으로서의 역할이 동시에 부합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②‘천연섬유가 경북의 첨단섬유이다’의 슬로건으로 지역특산품의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

다. 지구온난화시대의 대안이 되는 의복재료는 친환경직물이 유일하며, 천연섬유와 합섬섬유의 접

목과 융합을 통한 고감성 친환경 녹색섬유의 원천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지역 브랜드 강화와 경

쟁력 확보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③지역 특산품에 대한 생산체계화와 표준화에 의해 글로벌 브

랜드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경북북부지역은 안동, 영주, 상주 등 천연섬유의 생산단지로 여전

히 명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산업화 의식수준은 미약하며, 생산에 대한 기술체계화도 미미한 

수준에 있으므로 생산체계의 표준화에 의해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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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경북의 재료생산역량과 섬유도시 대구의 연구역량기능의 결합, 천연섬유와 첨단섬유의 융

합연구 및 생산체계화, 천연섬유와 천연염색기법의 계량화 및 표준화 연구, 천연섬유 원사의 증대

방안, 천연염료 대량생산 및 상품화방안 등 지역 특산품의 현대산업화에 대한 장기적인 육성지원

책이 요구된다. 경북북부권 친환경전통직물은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계를 극복한다면 고부

가가치의 미래지역전략산업으로서의 육성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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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현*, 전은경
울산대학교

국내 시판 Face Sheet Masks 분석

외형상의 인체 구분에서 머리는 크기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많은 세부 부위가 속한 인체부분

이다. 머리 중 특히 얼굴에는 이목구비가 존재하여 각 부위의 위치, 크기, 높고 낮음에 따라 개개

인의 특색 있고 섬세한 인체 굴곡이 형성되어 있다. 이목구비와 관련하여 많은 기능을 담당하는 

얼굴에는 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의류 제품이 착용되고 있으나 이러

한 제품의 사이즈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피부 미용에 대한 사

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팩/마스크의 생산액이 월등히 증가하였으며 해외에서의 수요 역

시 증폭되는 등 글로벌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어 시트의 국내외 얼굴 적합성의 검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화장품 중 얼굴의 형태와 사이즈 적합성이 요구되는 시트 형 마스크의 국

내 현황분석을 통해 시트형 마스크의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현황, 형상, 사이즈 등을 파악하고 시

트 마스크 개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키 백과에서 제시된 한국화

장품업체(Wiki encyclopedia, 2018), 한국소비자 평판연구소에 따른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100

대 브랜드(KOREA REPUTATION CENTER , 2018) 중 국내 브랜드,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출 순

위(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ry, 2017) 등에 등재된 국내 화장품 브랜드 중 홈페이지 내 

시트 형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는 브랜드를 탐색, 분석하였다. 또한 순위를 기준으로 브랜드별 시

트 형 마스크 30종을 선정하여 형태 분석 및 치수 측정을 병행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제품 탐

색 결과, 위키 백과에서 제시된 21개 화장품 업체 중 16개 업체는 1∼16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 브랜드마다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60개가 넘는 마스크 시트 제품을 판매하

여 조사된 57개의 브랜드에서 573개의 제품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가는 개당 1000원∼24,000원 으로 가격차는 24배에 이른다. 시트형 마스크 30개의 형상을 분석

한 결과 대부분의 시트 형 페이스 마스크는 한 장, 또는 두 장으로 얼굴을 커버하며 눈과 입 부

위를 구멍으로 제외하고 코 부위는 절개선을 주어 콧등을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마스크 

외곽에 0∼6개의 절개선을 두어 얼굴 크기에 따라 벌리거나 겹침으로서 얼굴내 밀착성을 증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었다. 각 시트의 사이즈 측정 결과, 시트의 세로 길이보다 가로 길이가 

평균 2.4 cm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에 따라 그 차이가 5.1 cm에 이르러 제품 간의 크기 차

이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적합성이 요구되는 눈과 코, 입의 위치와 구멍의 가로, 세로의 크기, 

절개선 위치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시판 마스크 시트가 불특정 다수에게 단일 사이즈로 제작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정확한 얼굴의 사이즈, 각 부위의 위치 검증이 요구되며 적절한 치수 체계도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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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 플러스 사이즈 인터넷 쇼핑몰의 여성 치수 분석:
여성상의 니트웨어를 중심으로

1. 서론

현대 사람들의 편리해진 생활 패턴과 서구식 식생활의 보급으로 인하여 비만인구는 전 세계적

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의류 시장이 감소하는 추

세에 있지만 여성용 플러스 사이즈 의류시장은 매년 그 소비자 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

만 체형의 소비자가 의복을 구입할 때, 수선 경험이 78%로 매우 높으며, 수선 항목은 주로 둘레

치수에 집중되어 있다(Lee, 2002). 우리나라 플러스 사이즈 의류시장의 낮은 만족도로 인하여 소

비자들은 해외 구매를 통하여 의복을 사는 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플러스 사이즈 의류시장 중 니트 의복은 소재의 신축성으로 인하여 비만 체형의 소비

자들에게 활동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의복으로 그 가치가 높다. 그러나 니트 의류는 소재의 유연성 

때문에 변형이 쉬워 인체형상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플러스 사이즈 의류 구매자들이 자신에게 적

합한 사이즈를 구매하지 못하면 외형적 만족도가 매우 낮은 단점이 있다(Park,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즈 체계가 다른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니트 의복 사이

즈를 선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국내ㆍ외 플러스 사이즈 의류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이즈 체계 비교를 위하여 대표적인 포털사

이트에 해당하는 검색 엔진을 사용하였다. 국내ㆍ외의 경우, 구글과 야후에서 ‘plus-size’ 혹은 ‘big 

size’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가장 상위에 랭크되고, 쇼핑몰의 랭킹이 높은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

로그나 신문 기사를 추가 검색하여 글로벌 2개, 미국 5개, 독일 3개, 중국 1개, 일본 3개의 쇼핑

몰을 선정하였다(Jang & Yang, 2005). 국내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의 경우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인 네이버와 다음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플러스 사이즈’ 혹은 ‘빅 사이즈’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상위에 랭크되는 브랜드 4곳을 선정하였다(Ha, 2009).

3. 결과 및 고찰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을 분석하여 본 결과 크게 두 가지 부류

의 정보 제공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주로 서구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의류 제품의 상세사이즈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 호칭을 나누는 방식이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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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인터넷 쇼핑몰에 제시되어 있는 공식 신체 사이즈 중에서 적용시켜 자신이 무슨 사이즈인지 

파악한 후,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의 옷을 구매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호칭 표기방법은 미국

의 경우 숫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독일은 숫자와 기호를 함께 사용하였다. 

두 번째 방법인 제품의 상세 사이즈를 제공하는 경우는 중국과 일본 쇼핑몰과 국내 쇼핑몰에

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 제공방식으로 조사한 업체 중 서양 쇼핑몰에서는 의복 기장을 제외한 의

복사이즈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신체 사이즈를 제공할 때와 비교하여 볼 때 

많은 개수의 항목을 제공하고 있었다. 조사한 모든 쇼핑몰이 총장, 가슴둘레, 밑단둘레, 어깨 폭 

넓이 항목을 제공하였고, 소매길이, 소매통 등의 정보도 많은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호칭 표기방법은 중국과 일본의 경우 주로 영문 기호(L, LL,,,)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

고, 한국의 경우 기호를 쓰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심리에 기인하여 X나 L과 같은 사이즈 기호가 

아닌 1번, 2번과 같은 방식으로 사이즈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플러스 사이즈 의류 구매 경험이 많아서 자신에게 적합한 의복 상세 사이즈를 자세히 파악하

고 있는 구매자라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필요한 의복을 구매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 반대로 구매 경험이 별로 없는 소비자의 경우, 자신의 신체 치수는 본인이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의복 상세사이즈를 유추하는 일이 힘들 수 있기 때문

에 구매 시 유의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ㆍ외 온라인 쇼핑몰의 플러스 사이즈 가슴둘레 치수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쇼핑

몰을 제외하고 많은 플러스 사이즈 인터넷 쇼핑몰들이 제공하는 사이즈는 우리나라 KS표준 기준 

L사이즈 이상에 분포하고 있다. 글로벌 쇼핑몰과 미국 쇼핑몰 모두 우리나라 XL사이즈 이상의 고

도 비만 인구를 위해서도 의복을 생산하고 있었고, 호칭 세분화정도 또한 글로벌 쇼핑몰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쇼핑몰의 경우는 비교한 3개 중 가장 많은 구매자가 찾는 쇼핑몰은 사이즈가 가장 많이 

세분화되어있고, 넓은 범위를 커버하였다. 또한 이 쇼핑몰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장신을 위한 

사이즈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개별 구매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장신을 위한 플러스 

사이즈가 적용된 니트웨어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일본의 경우, 조사한 3개의 업체 중 2개의 쇼핑몰이 각각 다른 국소적인 범위의 가슴둘레의 

옷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 본인에게 맞는 가슴둘레의 의복을 생산하는 쇼핑몰에서 의복

을 구매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한 업체는 넓은 범위의 플러스 사이즈 의류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해외를 비롯한 모든 조사한 업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구매자들에게 제공하여 

쇼핑의 편의를 돕고 있었다. 이 업체는 유일하게 제품의 상세사이즈와 신체 사이즈를 동시에 제

공하는 쇼핑몰이다.

한국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은 한국 KS표준 XL사이즈 이상의 가슴둘레를 가지고 있는 의복들

을 주로 생산하였다. 해외와 비교하여 사이즈 세분화 정도가 낮고 사이즈간의 편차가 커서 호칭

간의 경계에 해당하는 인체 사이즈를 보유한 소비자는 구매에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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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플러스 사이즈 여성 대상 국내ㆍ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본형 

상의 니트의 사이즈 제공 방식 및 가슴둘레를 비교 분석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구매 결정시 도

움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온라인 플러스사이즈 의류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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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제, 구영석
부산대학교

기능성 스키웨어의 대학생 이용실태

1. 서론

최근 스포츠, 레저 문화의 확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스포츠, 레저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능성 소재가 대중화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키 또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스

키웨어의 디자인과 기능성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능성 스키웨어에 

대한 소비자 이용실태 조사 및 기능성에대한 인지도 조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능성 스키웨어에 대한 20대 소비자들의 실태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 중심의 최적 스키웨어 디자인 및 소재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들의 소비 특성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

문에 소비자 세분화를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연구 대상을 스포츠 용품과 스

포츠웨어의 주 소비층이자 스키활동 참여 비율이 높은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실력 수준, 이용 빈

도, 경력에 따른 기능성 스키웨어의 이용실태 및 기능성에 대한 인지도조사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1. 기능성 스키웨어에 대한 이용실태를 대학생 스키어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2. 스키웨어의 기능성에 대한 대학생 스키어들의 선호도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분석한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스키어들의 기능성 스키웨어에 대한 이용실태와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

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후 2018년 3월 1달간 대학스

키연맹, 스키학교강사, 대학스키수업 참가자, 일반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시행하였

다.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 문항은 응답자의 성별, 스키경력, 이용빈도, 기술수준으로 

구성하였으며, 스키웨어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는 기능성 스키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지

도, 신뢰도, 만족도, 착용도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스키웨어 기능성 선호도 분석은 현재 개발

된 스키웨어 기능성에 대한 선호도를 중심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높은 점수가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를 회수하여 분석에 사용

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교차분석,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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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분석, t-검정, 일원분산분석 등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표 1> 기술수준에 따른 기능성 스키웨어 이용실태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착용도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기초 78 1.94 .888 78 3.28 .737 78 3.18 .619 78 2.68 1.051

초급 35 2.09 1.067 35 3.34 .802 35 3.11 .900 35 3.14 1.287

중급 26 2.58 .945 26 3.46 .508 26 3.19 .634 26 2.96 1.483

상급 53 3.25 .705 53 3.60 .631 53 3.49 .750 53 3.70 1.137

최상급 58 3.57 1.126 58 3.55 1.029 58 3.41 .937 58 3.90 1.334

합계 250 2.68 1.166 250 3.44 .791 250 3.29 .780 250 3.27 1.310

F 값 = 33.047*** F 값 = 1.797 F 값 = 2.218 F 값 = 10.531***

*p<.05, **p<.01, ***p<.001

Table 1은 분산분석을 통해 스키어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기능성 스키웨어의 기능성에관한 인

지도, 신뢰도, 만족도, 착용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기술수준에 따라 인지도와 착용도에서 매우 높

은 유의차(p<.001)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술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지도와 착용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구사할수록 기능성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추

정된다. 하지만 기술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의 평균값은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스키복들이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준별 필요로 하는 기능성에 대한 인식 결여로 소재 기능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기술수준에 따른 스키웨어 기능성 선호도 분석

신축성 투습방수성 흡한속건성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기초 78 4.04 .673 78 4.44 .636 78 4.27 .696

초급 35 3.86 .601 35 4.66 .539 35 4.23 .808

중급 26 3.73 .533 26 4.38 .637 26 4.35 .689

상급 53 3.94 .770 53 4.75 .434 53 4.30 .774

최상급 58 4.09 .801 58 4.59 .650 58 4.34 .807

합계 250 3.97 .708 250 4.56 .599 250 4.30 .750

F 값 = 1.570 F 값 = 3.150* F 값 = 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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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성 통기성 보온성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기초 78 4.05 .820 78 3.88 .756 78 4.38 .743

초급 35 4.09 .702 35 3.97 .747 35 4.60 .604

중급 26 4.08 .935 26 3.69 .928 26 4.38 .752

상급 53 4.17 .753 53 4.08 .730 53 4.79 .409

최상급 58 4.53 .731 58 4.17 .819 58 4.69 .568

합계 250 4.20 .800 250 3.98 .791 250 4.57 .644

F 값 = 3.712** F 값 = 2.235 F 값 = 4.496**

경량성 내구성 착용감 방오성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N 평균

표준

편차

기초 78 4.17 .746 78 4.13 .795 78 4.17 .780 78 3.72 .966

초급 35 4.09 .919 35 4.26 .780 35 4.06 .998 35 4.03 .954

중급 26 4.12 .864 26 4.12 .816 26 4.08 .628 26 4.08 .688

상급 53 4.28 .769 53 4.26 .684 53 4.40 .660 53 4.02 .909

최상급 58 4.10 .892 58 4.50 .778 58 4.52 .707 58 4.41 .750

합계 250 4.16 .820 250 4.26 .776 250 4.27 .775 250 4.02 .909

F 값 = 0.455 F 값 = 2.216 F 값 = 3.360* F 값 = 5.229***

*p<.05, **p<.01, ***p<.001

현재 스키웨어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10가지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 선호실태분석을 시행하였

다. Table 2는 기술수준에 따른 스키웨어 기능성 선호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투

습 방수성, 착용감, 보온성, 방풍성, 방오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보온성, 방

풍성, 방오성에서 높은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다. 보온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모든 스키어들이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지만, 기초수준의 스키

어가 높은 실력수준의 스키어보다 필요성을 덜 느끼는 이유는 초보자의 경우 넘어지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순간적인 발열량이 많아 추위를 덜 느끼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급수준의 스키어가 가

장 큰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기술 패러렐의 경우 가장 신체의 움직임이 편안한 기술이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방풍성의 경우 또한 모든 스키어들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부분이지만, 상급, 최

상급 스키어의 경우 특히 큰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실력이 높을수록 고속계열의 스킹을 구사하

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는 높은 수준의 스키어들이 스키

복 착용도가 가장 높은 이유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방오성의 경우 기초수준과 최상급수준의 차

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기초수준 스키어의 경우 자신의 스키복이 아닌 대여

스키복을 주로 착용하기 때문에 오염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최상급 

스키어의 경우 카빙계열 기술의 잦은 사용으로 앵귤레이션 각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스키복 하단

부에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방오성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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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기능성 스키웨어에 대한 이용실태 및 스키웨어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 중심의 기능성 스키웨어 개발방향을 모색하고자 스키어들을 중심으로 설문연구를 실시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기능성 스키웨어에 대한 소비자 실태분석에서는 스키어들의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착용도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스키어들의 스키경력, 이용빈도, 기술수준에 따라 인지도와 착용도에서 매

우 높은 유의차를 보였지만,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부분의 평균값은 모두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개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스키어들이 기능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능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없이 신뢰성이 생길 수 없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다. 따라서 스키웨어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능성의 존재여부와 그 기능성

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스키웨어 제조기업에서 다양한 기능성 

신소재들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스키어의 실력수준에 따른 필요 기능성

에 대한 고찰 없이 스키웨어에 사용된 기능성에 대한 획일적인 정보제공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생

각한다. 따라서 스키웨어와 같은 기능성 스포츠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스포츠 종목에 따른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있고 스포츠 참가자의 기술 수준에 따라 기대하는 기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고부가가치적인 기능성 스포츠웨어 개발을 위해서는 스포츠 참가자의 운동적, 기술적 감성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스키웨어의 기능성 선호도 분석에 대해서는 현재 스키웨어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10가지 기능

성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스키경력에 따른 기능성 선호도 분석의 결과 투습방수성과 방

오성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용빈도에 따른 기능성 선호도 분석의 결과 방풍성과 방오성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스키경력과 이용빈도에 따른 기능성 선호도의 유의차는 나타났

지만 경력, 빈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경력과 빈도의 

차이가 기능성 선호도에 큰 연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실력수준에 따른 기

능성 선호도 분석의 결과는 실력수준과 기능성 선호도와의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습 방수성, 착용감, 보온성, 방풍성, 방오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보온성, 

방풍성, 방오성에서 높은 유의차를 나타내고 있다. 보온성, 방풍성, 방오성 모두 낮은 실력수준과 

높은 실력수준과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기술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필요로 하는 신체의 

움직임, 견뎌야 하는 외력의 정도 등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력수준에 관계없이 투습

방수성과 보온성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데, 이는 겨울 야외 환경 특성상 기본적으로 가장 필수적

인 기능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3번째로 선호하는 기능성에는 기술수준에 따른 차이

가 나타나는데, 기초수준 스키어의 경우 흡한속건성, 최상급 스키어의 경우 방풍성으로 나타났다. 

기초수준 스키어의 경우 잦은 넘어짐으로 인한 땀 배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땀을 빠르

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성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최상급 스키어의 경우 고속계열 기

술사용으로 인한 강한 바람저항을 이겨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력수준이 올라갈수록 전

체적인 기능성에 대한 선호도 평균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력에 따라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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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차이와 기능성에대한 인지도 차이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스키웨어 개발에 있어서 단순히 기능성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실제 스키어

들의 실력수준에 따라 어떤 기능성을 선호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스키복의 높은 가

격에 구매를 꺼려하는 소비자들에게 수준에 맞는 필수적인 기능성만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한다면 한 층 더 커진 스키웨어 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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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지어 탑의 어깨끈 디자인에 따른 의복압과 주관적 선호도 
비교

브래지어는 가슴의 모양을 교정해서 상의의 이상적인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이 일상생활 속에서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이다. 최근에는 여성들이 앞목

이나 옆목이 깊게 파인 네크라인을 선호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깨끈을 가진 패셔너블한 제품들

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브래지어 관련 연구로는 착용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생리반응, 구

매실태, 착용인지도 및 선호도 비교, 사이즈체계, 의복압 등 많은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전정일, 2015; 이소영, 2013; 손부현 외, 2015; 김효숙과 김지민, 2014). 그러나 아직까지 브래지

어 어깨끈 위치에 초점을 맞추어 디자인 변화에 따른 의복압의 변화와 주관적으로 느끼는 착용감

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탑(top) 어깨끈의 위치에 따른 의복압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착용감 및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해 추후 브래지어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실험용 브래지어는 시중에 판매하는 스트랩리스형 브래지어를 구매한 후 어깨끈을 제작하여 

고정하였다. 어깨끈 디자인은 앞 연결점은 5개 디자인(A∼E) 모두 어깨선의 이등분점과 유두점을 

연결한 선이 브래지어의 상변과 만나는 점을 사용하였다. 뒤 연결점은 뒤 프린세스라인이 날개와 

만나는 점(A), A보다 5 cm내측으로 이동한 점(B), A의 좌우를 바꾼 점(C), B의 좌우를 바꾼 점

(D), 뒤쪽 어깨끈을 목에 걸은 홀터 형태(E)였다. 이에 따라 어깨선상에서 어깨끝점을 기준으로 

어깨끈의 위치를 측정한 결과 A: 3.5 cm, B: 5.3 cm, C: 4.5 cm, D: 7 cm, E: 10 cm 였다. 이

때 총 어깨길이는 11.9 ± 1.3 cm(사이즈코리아 2010)였다. 어깨끈의 길이는 6차 사이즈 코리아

의 평균 사이즈에 해당하는 인체에서 어깨끈의 길이를 측정하고, 소재 신장률을 적용하여 축소하

였다. 사용된 소재의 신장률은 Ziegert 방법(1988)에 의해 측정하였으며, 길이 방향은 그 결과의 

70 %를 적용하여 축소하였고, 폭 방향은 2 cm로 재단한 후 양쪽 끝을 봉제하여 두 겹이 되도록 

하여 축소 없이 사용하였다. 의복압 측정은 옆목점과 어깨끝점을 이은 선상에서 브래지어 끈이 

지나는 위치에서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실험실에 도착 후 20분간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순서 효

과를 배제시키기 위해 라틴스퀘어법을 적용하여 실험용 브래지어를 착용시킨 후 편안히 서있는 

자세로 1분간 측정하였고, 3번 반복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착용감과 

디자인 선호도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피험자는 사이즈 코리아(http://size-

korea.kr)에서 제공하는 20∼40대의 평균 사이즈(키: 159.8 ± 5.4 cm, 젖가슴둘레: 86.5 ± 7.7 

cm, 가슴둘레: 86.6 ± 6.1 cm)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5명을 실험에 참여시켰다. 

실험 브래지어 착용에 따른 어깨 의복압 측정 결과 A가 가장 의복압이 높게 나타났고, E가 

가장 낮았다. 구체적으로 실험복별 의복압의 평균값은 A: 2.40 kPa, B: 1.90 kPa, C: 1.41 kPa, 

D: 1.57 kPa, E: 1.40 kPa 이었고, Aa, Bab, Cb, Db, Eb로(p<.05)로 그룹화 되었다. A와 B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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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자형으로 X형이나 홀터형보다 의복압이 높은 경향을 보였고, 홀터형이 가장 낮은 의복압이 

나왔지만 C, D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A와 B는 쇄골이나 견갑골의 위치

를 지나고 있어 의복압이 높게, C, D, E는 승모근을 지나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

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착용감 결과는 C를 가장 선호하였고(5.2점), E는 목을 감싸는 형태여서 

목뒤와 목옆이 불편하다고 평가하였으며(2.4점), 반면 디자인 선호도는 A(4.4점)를 가장 선호하였

고, D의 디자인은 선호도가 낮았다(1.8점). 

종합적으로 어깨끈의 위치에 따른 의복압이 A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착용 선호도와 디

자인 선호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C의 경우 의복압은 낮았으며, 착용감 결과는 선호하였고, 

디자인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홀터 E의 경우 의복압은 가장 낮았으나 착용 선호도는 가

장 낮았고, 디자인 선호도는 비교적 평가가 좋았다. D의 경우 착용 선호도는 좋았으나 디자인 선

호도는 낮았다. 쇄골이나 견갑골의 위치를 지나게 되면 의복압은 높게 측정되더라도 착용 선호도

는 높았고, 어깨 근육부위를 지나게 되면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깨끈의 

디자인에 따른 주관적 선호도는 의복압 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디자인

의 따른 어깨의 위치별 의복압은 어깨 해부학적 구조에 민감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어깨끈의 축소 형태와 너비를 한 가지로 한정하여 실험한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실험

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디자인 형태의 착용 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의

복압 범위는 부위별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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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전후의 치수변화 연구

최근 하지정맥류나 다리 부종 등을 가진 사람은 물론 날씬한 각선미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압

박스타킹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의료용 압박스타킹은 의료용 압박스타킹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면서 신었을 때 일반 패션스타킹과 같이 투명하지만 다리라인을 날씬하고 매끄럽게 

보정해주어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이다. 이에 국내 스타킹 업체뿐만 아니라 속옷 전문 브랜드에

서도 압박스타킹을 출시하고 있으며 비의료용 압박스타킹을 전문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의료용 압박스타킹 착용 

전후의 하반신 둘레를 비교하여 보정 효과를 확인해보고 데니어별 차이 및 착용자의 맞음새 만족

도를 알아봄으로써 비의료용 압박스타킹 제품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

에 사용된 비의료용 압박스타킹은 데니어 차이를 고려하여 18데니어(A), 70데니어(B), 110데니어

(C), 310데니어(D), 880데니어(E), 980데니어(F)로 형태는 팬티형, size는 Free size 또는 M-L로 

표기된 총 6개 제품을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BMI지수 정상(18.5~24.9)에 해당되며 KS 팬티스타

킹 규격(KS K 0056: 2009)에서 제시하는 스타킹 치수 M, L에 해당되는 3명으로 선정하였다. 착

용전후의 인체계측은 3차원 측정기인 Artec Eva Lite로 스캔하였으며 Design X software로 편집 

및 측정하였다. 측정항목은 하반신 관련 둘레 7항목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제품의 착장 전후의 치수 차이를 살펴보면 18데니어인 A제품의 경우 착장 시 엉덩이둘레

가 착장전보다 22.93mm로 가장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으며 넙다리둘레>허리둘레>무릎둘레>

종아리둘레>발목둘레>배둘레 순으로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70데니어인 B제품의 경우 배둘레가 

23.53mm, 넙다리둘레는 20.37mm로 착장 전보다 줄어들었으며 허리둘레>엉덩이둘레>무릎둘레>

발목둘레>종아리둘레 순으로 둘레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110데니어인 C제품은 엉덩이둘

레가 25.27mm로 가장 크게 줄었으며 배둘레 23.67mm, 허리둘레 18.63mm, 넙다리둘레 17.17 

mm로 줄어든 반면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는 9mm 이하로 무릎을 기준으로 위아래 둘레 

항목에서 감소폭이 큰 차이를 보였다. 310데니어인 D제품은 허리둘레에서 53.23mm로 착장 후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 제품의 허리밴드가 다른 제품에 비해 탄성이 강하게 직조되어 이와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엉덩이둘레 21.80mm, 넙다리둘레 13.83mm, 무릎둘레 

11.00mm 순으로 감소효과를 보였다. 880데니어인 E제품은 허리가 74.57mm로 가장 큰 감소효과

를 보였으며 이 제품 역시 D제품과 같이 허리밴드의 탄성이 강하게 직조되어 다른 제품들에 비

해 가장 허리부분의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외 항목에서는 엉덩이둘레>배둘레>무릎둘레>발목둘레>

넙다리둘레>종아리둘레 순으로 둘레항목이 줄었다. 980데니어인 F제품은 넙다리둘레가 25.83mm

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허리둘레 21.90mm, 배둘레 12.50mm, 무릎둘레 10.63mm의 감

소폭을 보였다. 다리를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는 넙다리둘레, 무릎둘레, 종아리둘레, 발목둘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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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살펴보면 데니어가 가장 큰 F제품의 넙다리둘레와 종아리둘레 감소율이 가장 크지만 그 외 

제품들에서도 E제품을 제외하고 넙다리둘레 항목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아리둘레 항목은 A제품이 F제품 다음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모든 제품의 무릎둘레 감소폭이 

종아리둘레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에 사용된 스타킹들의 부위별 압력을 

측정해보면 발목, 종아리, 무릎 부위의 압력이 F>E>D>B>C>A 순으로 높게 나타나 데니어가 높을

수록 압력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넙다리 부위에서는 F>E>B>C>D>A 순으로 다른 경향을 보여 

둘레항목에서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둘레항목의 축소효

과는 데니어뿐만 아니라 해당 부위의 압력의 영향이 있으며 압력이 높은 제품의 경우 착장 시 

신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스타킹과 신체의 부위의 불일치로 둘레항목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강하면서 날씬한 다리를 보이기 위한 효과를 위해서는 데니어, 압력, 사이즈, 

직조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스타킹이 제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8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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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희, 엄란이, 이예진*
충남대학교

소매 패턴의 각도에 따른 운동기능성과 외관 평가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와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스포츠 웨어

에 대한 관심 및 의복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발맞추어 패션업계에서도 다양한 액

티브 스포츠웨어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로 신소재 접목에 치중 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 중 현재 많은 인구가 참여하고 있는 종목으로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농

구 등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팔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라는 점이다. 인체 중 팔과 어깨는 움

직임이 크고, 운동에 따라 피부 신전이 또한 크기 때문에 운동기능성이 의복에 부여되어야만 하

는데, 현재 이러한 경기 중의 선수들을 관찰하다보면 복부가 드러나거나, 어깨 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쳐 의복 매무새를 고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의복의 운동기능성은 인체 동작에 불편함 

없이 대응하는 기능으로 의복을 착용하고 행하는 동작의 효율과 직결된다(최해주,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팔 동작의 범위가 큰 스포츠 활동 시 운동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매 패턴 각도

에 따른 착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기본 원형은 사이즈코리아(2010) 20대 남성의 평균 사이즈를 적용

하여 남성복 패턴 디자인(정연희, 2013)의 셔츠 원형을 사용하였다. 여기에 다양한 소매패턴 설계 

방법 중 기능적 소매로 알려진 4DM cut pattern(나가자와 스스무, 1999)에 근거하여 소매 패턴 

각도를 변인으로 5종(P1, P2, P3, P4, P5) 즉, P1; 앞 88° - 뒤 91°, P2; 앞 106° - 뒤 111°, P3; 

앞 123° - 뒤 133°, P4; 앞 123° - 뒤 111°, P5; 앞 106° - 뒤 133° 을 설계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일반 소매 패턴(P6)을 사용하였다. 패턴 종류에 따른 착의평가는 가상착의 프로그램인 3D 

CLO(CLO virtual fashion Inc., Korea)를 이용하였으며, 실험복의 소재는 패턴 간의 상대적인 비

교가 중점이어서 프로그램 소재 설정에서 제공하는 초기 설정 값을 적용 하였다. 평가 동작은 팔

을 45° 벌리고 내리고 있는 동작(동작 1), 앞을 135° 위로 올리는 동작(동작 2), 팔꿈치를 90° 로 

꺾어 앞쪽을 향하게 하는 동작(동작 3), 팔꿈치를 90° 꺾어 머리 위쪽을 향하게 하는 동작(동작 

4)으로 총 4가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 때 상의 밑단의 변화량, 소매 밑단의 변화량, 동작 시 발생

되는 당김과 주름 현상을 분석하였다. 

측정결과, 4DM cut pattern으로 제작되어진 5종(P1, P2, P3, P4, P5)과 일반 패턴으로 제작된 

P6의 외관형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으나, 동작에 따라 상의 및 소매 밑단 변화량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공통적으로 P6이 운동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적합했으며, 동작 3을 제외하고 P2, 

P3의 패턴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외관평가 결과는 P1, P2, P3의 경우 겨드랑이 부분이 매

끄럽게 보이는 반면 P4, P5, P6은 그렇지 않았다. 특히, P4는 팔꿈치를 구부려 앞쪽으로 향하는 

동작 시 팔 위부분에 뭉치는 주름이 많이 생기고 P5는 소매 위와 아래 부분 양쪽으로 어깨로 향

하는 주름이 생겼다. 즉, 앞과 뒤의 소매 각도 차이가 크면 패턴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외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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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소매패턴을 적용한 P6은 동작 1시 측면에서

의 앞과 뒤쪽에서 겨드랑이쪽을 향한 주름이 발생하여 다른 소매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이 발생

했다. 한편 소매 각도 변인에 따라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무(gusset)의 양은 P1, P2, P3, P4, P5 

순서대로 약 58 cm2, 86cm2, 113cm2, 102cm2, 100cm2 으로 측정되었는데, 무의 면적이 동작과 

외관을 우수하게 하는 것과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소매 패턴에 팔의 움직임을 고려한 각도가 반영되지 않으면(P6)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시 상의 밑단이 올라가는 양이 많고, 겨드랑이 아래에 당김 주름이 발생하여 팔의 동작 범

위가 큰 의복의 경우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매 패턴의 각도가 앞은 106°∼

123°, 뒤는 111°∼123° 정도일 경우에는 동작 2, 동작 4에서 운동기능성이 상대적으로 좋아 테니

스나 배드민턴, 농구, 배구 등 팔의 운동 범위가 큰 종목에 적합하고, 소매 패턴 각도가 앞은 

88°, 뒤는 91° 정도이면 동작 3에서 운동기능성이 우수해 탁구나 야구와 같이 팔을 좌우로 움직이

는 종목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팔의 각도가 패턴에 반영되어도 완전히 운동기능성에 대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기능적 소재

와 결합 시 운동 종목별 최적의 패턴은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도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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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라이밍 인지도 및 의류 착용실태 조사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현상과 함께 날씨에 제약이 없는 실

내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 실내에서도 전신운동이 가능하며, 정신수양 및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는 스포츠클라이밍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클라이밍 인구

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익스트림 스포츠에 보다 관심이 많다고 여겨지는 20

대를 대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으며,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라이밍의류 착용실태를 조사하여 스포츠클라이밍의류의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

여 스포츠클라이밍의류 개발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클라이밍 인지도 조사는 2017년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고 부산지역 대학생들을 대

상으로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설문지 응답방식으로 총 98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스포츠

클라이밍의류 착용실태 조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실시되었으며 부산 거주의 스포

츠클라이밍 동호인 및 클라이밍 강사, 센터 정기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총 90부가 최종 분

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인지도 조사 대상자 중 남성은 48명, 여성은 49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스포츠 활

동 시 주로 착용하는 복장은 트레이닝복(4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분 트레이닝복(20%), 부분 

종목별 전용복(16%)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클라이밍을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인원(56%)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을 알게 된 경로로 인터넷(28%)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TV(13%)와 지인소개(13%) 순이었다.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을 알고 있는 인원 중 실제 경험이 없

다(70%), 클라이밍센터 방문경험이 있다(14%), 경기를 본적이 있다(9%), 경기에 참가한 적이 있

다(4%)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클라이밍 관심도는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65%)가 과반수이

상이었다.

클라이밍의류 착용실태 조사 대상자는 남성 71명, 여성 19명으로, 연령은 20대 62명, 30대 28

명으로 이루어졌다. 실내암장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내암장 월평균 이용횟수는 20회 

이상(54.5%), 10회 이상(44.4%), 30회 이상(1%) 순으로 나타났다. 클라이밍 활동 시 선호하는 복

장은 트레이닝복(47.8%), 평상복(21.1%), 클라이밍전용의류(15.6%), 아웃도어의류(15.6%) 순으로 

나타났다. 클라이밍전용의류를 착용하는 이유로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8.9%), ‘활동이 편해

서’(4.4%), ‘착용감이 우수해서’(2.2%) 순으로 나타났고 클라이밍의류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격이 비싸서’(51.1%)가 가장 높았으며 ‘필요성을 못 느껴서’(18.9%), ‘있는지 몰라서’(11.1%) 순

으로 나타났다. 클라이밍의류 착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상의에서는 여성의 경우 허리 

뒷길이가 짧아 민망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 겨드랑이 부분이 당긴다는 응답이 가

장 많이 나타났다. 하의에서는 여성, 남성 모두 무릎부분이 당겨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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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의 부위별 파손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상의의 경우 팔꿈치 부위에서 파손경험이 가장 많았고 

파손형태는 ‘닳는다’(23.3%), ‘보풀이 일어난다’(10%)의 순이었다. 하의의 경우 무릎 부위에서 파손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파손형태는 ‘찢어진다’(25.6%), ‘닳는다’(22.2%), ‘구멍이 생긴다’(13.3%) 순

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환경적 문화적 요인에 따른 스포츠클라이밍 인구 증가현상 속에서 20대의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한 인지조사 및 기존 클라이밍 인구의 클라이밍의류 착용실태 조사결과는 20~30대 클라이머를 

위한 차별적인 전문 클라이밍의류 개발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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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남성 기성복 제작용 드레스폼의 피팅 적합성 연구

최근 남성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각 백화점 및 쇼핑몰에서는 남성을 위한 전용 공간을 설치하

는 등 남성 매장을 보강하여 중년이상 남성의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패션 

감각으로 자기주도적인 소비활동을 하는 남성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Men’s tailor”, 2018). 현 백

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남성복 브랜드의 타깃을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갤럭시 40∼49세, 

로가디스 30대∼40대, 킨록 20∼30대, 파크랜드 35∼40세(서브 타겟 30∼45세) 등이었고, 그 외 

닥스, 마에스트로, 바소, 워모, 지오투, 지이크, 캠브리지멤버스, 코모도, 피에르가르뎅 등은 브랜

드 타깃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시니어 남성 타깃의 브랜드제품은 없으므로 시니어 남성

의 의류구매시 불만족의 원인이 되리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 남성용 드레스폼에 

적합한 정장 재킷을 제작하여 시니어남성 체형과 적합성을 분석함으로써, 시니어 남성복 재킷 패

턴 설계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시니어 남성용 드레스폼은 선행연구에서 Size Korea(2010) 3D data 중 50∼60대 남성 405명

의 평균체형을 유형화하여 제작한 것으로 등 부위 골격 변화로 인해 굴곡의 정도가 큰 굴신이며 

배가 나온 시니어 남성체형을 반영하였다. 재킷 제작은 실무 패턴(대한민국 명장 586호, Jeon, B. 

W.)을 활용하였고, 기성복 재킷 제작 시 필수적인 피팅 평가를 통해 패턴을 수정하였다. 피팅 평

가는 의류학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원 이상의 전문가 집단 10인으로 구성하여, 드레스폼에 재킷을 

착장시킨 실물을 대상으로, 머슬린 피팅, 중간 봉제 피팅, 완성 피팅 단계 등 3차에 걸쳐 평가하

였다. 피팅 평가 항목은 Yu et al.(2004)의 ‘Fit evaluation scale’를 참고로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

정하여 사용하였고, 앞면 5항목, 뒷면 6항목, 옆면 4항목 등 총 15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재킷 디

자인은 남성 재킷 패턴 제도의 기본으로 사용되는 테일러드 너치드 라펠, 6패널, 싱글 2버튼, 두 

장 소매로 구성된 디자인으로 선정하였다. 피팅에 사용된 소재는 1차 피팅 시 머슬린 면100% 20

수, 2차 이후 피팅시 모90%/캐시미어10%로 제작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 피팅(머슬린 가봉) 결과 앞면에서 목둘레, 앞품, 허리너비 부위에서 여유량으로 인한 드래

그 현상이 있었고, 첫 번째 버튼 위치에서 당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뒷면에서는 목뒤점과 밑단 

부위에서 당겨짐, 겨드랑이 접힘선과 허리뒤점 부위에서 드래그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굴신체형

으로 인한 앞길이가 작아지고 뒷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고, 배둘레가 증가되어 앞면 허리둘레부

위는 당겨지고, 뒷면 허리둘레 부위는 여유가 많아 처짐 주름이 발생하였다. 1차 피팅 후 수직길

이 보정은 앞면에서 앞가슴둘레선-겨드랑부위의 앞품선과의 교점을 축으로 0.9㎝, 앞허리둘레선-

패널 뒤옆선과의 교점을 축으로 0.7㎝, 앞중심-밑단선 교점을 축으로 옆선 0.5㎝ 전개하여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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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하였다. 너비 보정은 가슴둘레선 1.0㎝, 엉덩이둘레선 0.5㎝, 패널의 뒤옆선 0.5㎝ 줄임 보정

하였다. 뒷면에서 수직길이 보정은 견갑골 돌출-뒤중심선 교점을 축으로 진동선에서 1.0㎝, 허리

둘레선-뒤중심선 교점에서 1.0㎝ 줄임 보정하였다. 뒷면의 너비는 뒷목점에서 0.6㎝, 허리선-뒷중

심선 교점에서 0.5㎝ 줄임, 밑단선-뒷중심선 교점에서 1㎝ 늘림 보정하였다. 소매는 앞뒤 진동선

의 줄임으로 소매 진동선을 다시 설정하였다. 2차 피팅은 원단을 사용하여 중간 봉제를 하여 피

팅하였다. 중간 봉제는 앞판과 라펠의 심지 처리를 한 상태이다. 피팅 결과 뒷면의 어깨선에서 

진동선 방향의 주름이 발생하여 뒷면에서 옆목점을 축으로 어깨점-진동선 0.8㎝ 줄임, 엉덩이둘레

의 여유량이 많아 밑단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엉덩이둘레선-뒷중심선 교차점에서 1㎝ 줄임 보정하

였다. 3차 완성된 재킷 피팅 결과 시니어 남성의 체형을 보정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어깨부위의 

굴신과 배가 나와 반신형으로 보이는 점이 완화되었다. 

전문가 집단의 1차, 2차, 3차의 피팅 결과, 앞여밈, 뒷면 진동선, 뒷면 밑단, 소매산선에서 

p<.001 수준의 유의차가 나타났고, 어깨너비는 p<.05 수준의 유의차가 나타났다. 각 평가의 평균

점수는 앞여밈, 뒷중심선, 소매산선 앞쪽은 3차 피팅에서 최적의 결과인 0점으로 나타났고, 그 외 

항목에서도 3차 피팅 시기에서 최적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시

니어 남성용 드레스폼은 이를 이용한 피팅 과정을 통해 시니어 남성 체형이 반영된 의복제작에 

적합함으로 판단되며, 이후 실제 시니어 피험자의 착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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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에이징 세대를 위한 뉴시니어 여성 체형 DB구축 및 가상 
핏팅을 통한 3차원 착의평가

최근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

고 있다. 그러나 시니어 시장이 이미 시작된 일본에서도 기존의 대상 소비자 인구 증가에 따른 

단순한 시장 확대는 바로 매출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선두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젊은 시니어층인 50대 여성의 체형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유형별 토르소 원형을 가상 

핏팅을 통해 도출하고,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양한 체형 변화를 겪는 시니어 여성의 다차원적 체형 파악을 위해 50대(50-59세) 여성 350

명의 1차원적 인체측정 데이터를 기술표준원(2010)에서 제공하는 제 6차 인체측정조사 자료에서 

raw data를 다운 받아 SPSS PC+ ver.22를 활용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군집분석,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SNK-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류된 유형별로 키, 몸무게,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 대해 [평균(M)±표준편차(σ)]에 가장 가까운 측정치를 나타내는 피험자 각 1명을 의

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하고, 그 3D 인체 스캔 데이터를 다운 받아 가상 핏팅 프로그램

(3D CLO)에서 불러들여 유형별 3차원 모델을 생성하고 3차원적 체형 특성을 앞, 옆, 뒷면과 윗

면 view를 통해 파악하였다. 시니어를 타겟으로 하는 의류업체에서 제공받은 기본 사이즈의 토르

소 원형을 3차원 모델에 착장시켜 핏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원형을 수정, 유

형별 패턴을 도출하였다. 설계된 패턴의 적합성은 수정 전 패턴과 비교하여 착장시 외관, 원단변

형율, 핏팅 오류 검사 결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50대 여성의 체형 설명 인자 도출을 위해 80개 인체측정 항목을 투입하여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따라 실시, 배리맥스법에 의해 직교회전시켰다. 그 결과, 7개 요인이 도출

되었으며, 전체 항목이 갖는 정보의 80.4%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체간부 비만’에 관한 요

인(총변량의 32.4%), ‘전반적인 수직 크기’요인(총변량의 26.3%), ‘목~허리 체간부 길이’요인(총변

량의 8.5%), ‘골반부 길이’요인(총변량의 3.6%), ‘뒤품 길이’요인(총변량의 3.2%), ‘앞품 길이’요인

(총변량의 3.3%),‘어깨 경사각도’요인(총변량의 3.1%)의 7개 체형 구성 요인이 도출 되었으며, 총 

변량의 8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50대 여성의 체형 유형

화를 위해 군집수를 3, 4개로 실시한 결과, 출현율 차이가 4%로 다른 군집 수에 비해 비교적 고

른 분포를 나타내고, 체형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3개 군집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요인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요인 7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대해 p<.001 수준에서 3개 유

형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 1은 세 유형 

중에서 골반부가 다른 유형에 비해 길고, 앞품이 넓고 뒷품이 좁아 젖힌 체형으로 나타났다. 반

면, 비만도나 키 등의 수직 크기는 중간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2는 비만도나 키 등

의 수직 크기, 목~허리 체간부 길이가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적으로 작고, 앞품, 뒷품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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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중간에 해당되는 체형으로 전체의 33.7%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전체 중 31.1%가 해당되는 

유형 3은 비만도나 수직 크기 모두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적으로 커서 키가 크고 비만한 체형이

며, 다른 체형에 비해 유의적으로 앞품이 좁고 뒷품이 넓어 둥근 등의 숙인체형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 3D 모델에 토르소 원형을 가상 착의한 결과, 비만도 중간의 젖힌 체형인 유형 1은 앞

품은 증가, 뒷품은 감소시키고, 뒤허리 다트를 설정하여 뒤허리 들뜸 분량을 삭제하였으며, 왜소

한 체형인 유형 2는 뒤허리 다트와 B.P에서 앞밑단까지 다트를 설정하여 불필요한 여유분을 삭

제하였다. 가장 체구가 큰 유형 3은 뒤중심선과 옆선을 확장하여 전체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밑

단을 엉덩이둘레선까지 연장하였다. 옆목점을 깎아 네크라인을 늘리고, 뒤허리 다트를 설정하여 

뒤허리의 불필요한 여유 분량을 삭제하였다. 유형별로 수정한 패턴에 대해 가상 착의를 실시한 

결과, 3개 유형 모두, 외관상 들뜨는 불필요한 여유량이 삭제되고, 원단 변형율 및 핏팅 오류값이 

타이트하게 나타났던 부위의 바람직하지 않은 압박감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노년층이 젊어짐에 따라 다양한 체형 변화를 겪지만 여전히 사회 활동이 왕성한 시

니어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1, 3차원적 체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뚜렷하게 구분지어지는 

세가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생성된 각 유형별 3D 모델에 대한 가상 핏팅을 통해 체형 특징을 반

영한 유형별 원형을 설계하였으며, 그 결과 원단 변형률이나 핏팅 오류 등 바람직하지 않은 압박

감, 부적절한 주름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여 가상 핏팅에 의한 원형 수정, 설계의 적합성을 확보

함으로써 향후 업체에서의 응용가능성을 타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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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구진숙1), 서태순
안동대학교

인견의 천연염색을 활용한 친환경 의류제품 개발

풍기 인견의 소재적인 장점은, ①화학적으로 면이나 마와 같은 셀룰로오스계 섬유이므로 천연

섬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②가볍고 시원한 감을 주며, 통풍이 잘되고 촉감이 우수하다. ③셀룰

로오스계 섬유이므로 땀의 흡수가 빠르며 흡습성이 우수하여 합성섬유와 유사하면서도 정전기 발

생이 없다. ④섬유가 부드럽고 매끄러워 우수한 감성소재로서 평가된다. 따라서 자연친화적이고 

생리적 기능과 약리적 기능을 가진 천연염색의 재료인 쪽과 오미자를 천연염색한 인견재료를 사용

하여 중년여성에 대한 친환경 기능성효능을 가진 기능성의복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들의 주관적 반응을 바탕으로 중년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여름용 의

복디자인을 3D 가상착의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중년기여

성 30명으로서 가슴부분은 찬성질의 쪽으로 하의부분은 따뜻한 성질의 오미자로 염색한 인견소재

로 실험의를 제작하여 4주간 착용하였으며, 착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1주일 간격으로착용하면서 

매주 Kupperman′s index를 사용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들의 주관적 반응을 바탕으로 얻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견소재는 인체친화적 소재로 인정되었으며 청량감으로 인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 둘째, 조사대상자 30명중 천연염색 의류제품에 대해 구매의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2명으로 73.3%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셋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류전

문가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참고로 하여 다음 3점의 의류제품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로써, 인체친화적인 쪽과 오미자 염색의 인견직물을 사용하여 기능적이면서도 활동적

인 40∼50대 여성을 위한 하절기의 실내복과 외출 겸용이 가능한 의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의

류제품들은 전문가 관능검사에서 평균 4.0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1. 의류제품 개발Ⅰ은 피

부 압박이 없고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앞부분에는 여유를 주어 편하게 입을 수 있게 하였고, 뒷

쪽과 옆쪽 하이 웨스트 라인에 고무셔링을 넣어 바디 라인을 살렸다. 2. 의류제품 개발Ⅱ는 한복 

깃을 응용하여 목에 붙지 않으면서 목선이 드러나지 않게 디자인하였고, 한복의 고름을 응용하여 

현대 의류에 맞도록 리본으로 묶어 여성스러운 네크라인과 스커트는 활동성이 편한 플레어로 디

자인하였다. 3. 의류 제품 개발 Ⅲ은 상의의 앞판 오른쪽에는 가로의 절개선, 왼쪽에는 곡선으로 

절개하고, 앞자락의 길이 또한 언밸런스하게 디자인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었다. 뒷쪽 중심 진동

선 아래로 무를 첨가하여 품의 여유를 주어 활동성과 리듬감을 주었다. 하의는 한복 남성하의의 

실루엣을 응용하여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디자인 하였고, 무릎선 에는 여유를 줄여 전체적인 실

루엣을 완성하였다. 4. 신체의 외형변화가 심화되는 중년여성의 의류제품 개발에 있어서, 3D 가

상착의시스템을 적용함으로서 신체적합성이 높은 의류제품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중년여성의 신

체변화에 IT산업을 융합적으로 활용하면, 신속․정확하게 신체적합성이 높은 의복을 생산할 수 있

으며 설계과정의 체계화에 의해 원단소요량을 절감함으로써 비교적 고가인 친환경의류제품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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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원가가 절감됨으로서 다양한 소비자요구에 부응할 수 있으며 친환경의류제품 산업화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인견 천연염색의 효능을 검정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시행되어 실험적 결과가 입증이 

된다면 중년기여성 증후군에 대한 천연염색 의류의 개발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며, 천연자원을 활

용한 천연염색 제품이 친환경패션시장의 새로운 성장요인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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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고주영, 

송환아*, 왕이 
안동대학교

스마트의류기술을 활용한 중국배자의 축제의상개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문화는 지역과 인종과 풍습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각각의 문화를 

묘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활용된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각자의 풍속과 관습이 존재한다. 축제는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관습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화현상

의 일종이다. 따라서 축제문화는 각 나라나 민족의 오랜 역사 중에서 발전한 문화현상 중의 하나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축제는 각 민족 만큼이나 다양한 종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

면, 특별한 역사를 기념해서 만든 축제, 새로운 계절이 다가 오는 것을 축하하는 축제 등이 있다. 

각 나라에 따라 전통축제의 기원과 형성시기도 많은 차이가 있다. 동양의 주요한 전통축제는 농업

사회의 기반으로 인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성된 경우가 많다. 반면, 서양의 전통축제는 종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카니발은(Canival)은 육식을 먹지 않는 기독교문화의 

금욕(禁慾)을 의미하며 종교적 기원에서 시작되었다. 삼바의 시합과 연출은 이 카니발의 중심내용

이며 이동식 무대의 웅장함과 화려한 의상연출로 인하여 .‘지구 상의 제일 위대한 공연’이라고 불

린다. 이와 같이 축제문화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전되어 왔다. 축

제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축제의상활용이 효과적이다. 지역축제는 한 지역의 문화

와 환경적 특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축제의상은 일상복 이외의 특별한 의상형태를 갖추고 있

으며 대개 전통복식형태로 남아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배자는 중국 고대의 전통복식으로서 중

국인들에게는 익숙한 복장이므로 중국인관광객을 위한 축제의상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두루마기와도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복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용 중국배자를 제작하여 스마트의류기술을 접목한 축제의상을 개발함으

로서 전통과 현대를 접목하고 국내외 남녀노소가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스마트의류기술형태의 전자부품을 이용하여 축제의상디자인개발에 적용함으로서 전통문화산

업과 디자인산업과 IT산업의 융합기술에 의해 패션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스마트의류는 컴퓨터를 의복에 부착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와 옷을 입는 사람들이 디자인

을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의류는 

옷에 전자부품들을 부착함으로서 다자인요소를 극대화시키고 음성, 움직임, 빛센서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운동기능을 감지하여 표현요소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제

의상디자인개발에 스마트의류기술을 적용함으로서 무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개발에 사용되는 시스템 하드웨어는 릴리패드아두이노이다. 릴리패드아두이노

는 아두이노 통합개발환경LED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

다. 릴리패드아두이노와 전자부품들은 전도성 실로써 직물에 부착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의류제작

에 적합한 보드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릴리패드아두이노 USB는 USB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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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완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릴리패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LED(Light Emitted Diode)

는 전기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면 불이 켜지는 부품이다. 릴리패드에서 사용할 핀번호의 모드를 

입력 또는 출력으로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LED를 축제의상에 부착하여 깜박이는 효과를 

부여함으로서 배자의 축제의상으로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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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신가영, 최세린1), 

오민웅1), 도월희
전남대학교, 1)(주)미즈라인

컴프레션 이너웨어의 보정효과에 대한 분석

일반적으로 20대 여성은 외모에 관심이 많으며, 근래 들어서는 특히 이상적인 체형 만들기에 

관심이 높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국내 보정속옷 시장은 2010년 이후 매년 10%이상의 꾸

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코르셋(Corset), 니퍼(Nipper)와 같은 보정 속옷은 즉각적으로 

이상적인 바디라인(body line)을 형성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나친 의복압으로 인해 장시

간 착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기능성 소재의 개발과 연구의 증가로 기존의 보정속

옷에 비해 의복압이 낮아지고, 원단의 두께도 얇아진 컴프레션 이너웨어가 각광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판 컴프레션(Compression) 이너웨어의 보정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시판 컴프레

션 이너웨어 착용 전과 후의 신체 치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복은 최

근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컴프레션 이너웨어 3종(A, B, C)으로, 한국제품 2종, 미국제품 1종

이다. 컴프레션 이너웨어의 보정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보정 기능이 없는 이너웨어 1종(D)을 비

교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품 사이즈는 모두 M 사이즈 이다. 본 연구를 위한 피험자는 이너웨어 

M 사이즈를 착용하는 20대 미혼여성 11인이다. 신체 치수 계측은 Telmat Industry의 SYMCADTM 

3D 바디 스캐너를 사용한 간접계측을 실시하였다. 3D 스캐너를 통하여 전신 스캔을 하고, 전용 

프로그램에서 자동 산출되는 측정치 8개와, Design X 캐드 프로그램에서 3D 스캔 데이터를 불러

와 8개 항목을 추가 계측하여 총 16개 측정치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품 A는 배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두께의 3항목에서, 제품 B는 허리둘레, 허리너비, 허리두께

의 3항목에서, 제품 C는 허리둘레와 가슴너비 2항목에서 모든 피험자의 치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배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허리높이, 젖꼭지사이수평길이, 젖가슴두께에서 

피험자 9명 이상의 치수가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사이즈 감소가 나타난 항목

은 젖가슴아래둘레와 허리둘레, 배둘레의 3항목이고, 가슴너비, 젖가슴두께, 허리너비, 허리두께 

항목에서도 절반이상의 피험자에게서 사이즈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젖가슴둘레

와 가슴둘레 항목은 사이즈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 컴프레션 이너웨어의 보

정효과는 제품별로 상이하나, 배둘레, 허리둘레, 허리두께 등 항목에서 나타난 사이즈 감소로 복

부의 보정효과를 알 수 있었고,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가슴너비 등 항목의 사이즈 증가를 통해 

가슴 상단과 하단을 보정한 볼륨업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측 부위에 따라 사이즈

의 변화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하지방두께와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연구를 통하여 신체보정과 피하지방두께와의 상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8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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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화*, 장정아
부산대학교

타이트핏 여성 스포츠 상의제품 생산현황조사

여성 스포츠웨어시장은 NPD그룹 조사 결과 2014년 말부터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6년 기준 

10∼59세 여성이 구매한 스포츠웨어와 슈즈의 비용 규모는 3조 67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결과는 같은 기간 국내 스포츠웨어시장 규모인 6조 9807억 원의 52.6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Kwak, 2018, 08). 스포츠웨어의 착용은 직장인들의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회사에서 집으로 반

복하던 패턴이 여행, 레저 등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더불어 스포츠웨어와 일상복

의 경계를 허문 옷차림을 뜻하는 ‘애슬레저 룩’과 관련한 패션 아이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Kim, 

2016, 03).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 시판되고 있는 타이트핏 여성 스포츠 상의제품에 사용된 소재. 

소재 혼용율, 소재 기능성, 디자인, 색상, 사이즈 및 가격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타이

트핏 여성 스포츠상의 제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ㆍ외 타이트핏 여성 스포츠 상의제품의 생산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7년 

11월∼2018년 4월까지 각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온라인에 공개된 카테고리 중 타이트 핏이 가장 

많은 요가복과 러닝복을 중심으로 총 30곳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제품 526벌을 온라인 수집하였

다. 조사한 브랜드는 Picnicground, Truefoxy, Xexymix, Aidy, Eslatti, Athluna, Chamar, 

Devi-Wear, Haxst, Mulawear, Soleil, Andar, Tommiecopper, Adidas, Reebok, New balance, 

Koral Activewear, Outdoor voices, Vimmia, Heroine Sport, alo yoga, Rockwear, Lorna Jane, 

Lululemon, Easyoga, Varley, Sweaty Betty, Descente, asics, Lecoqsportif 등 이다. 브랜드 별 소

재, 소재 혼용율, 소재 기능성(흡한속건, 흡습성, 신축성, 소취성, 흡수성, 체온조절, 통기성, 자외

선차단, 항균, 흡습속건), 디자인(네크라인, 슬리브, 메시 소재의 구성), 색상(빨강계열, 노랑계열, 

녹색계열, 파랑계열, 보라계열, 흰색, 검정, 회색), 사이즈 및 가격 등의 생산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타이트핏 여성스포츠 상의제품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소재로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폴

리우레탄이 있었으며 소재 혼용율에 있어서는 폴리에스테르 75%∼100%의 혼용율, 나일론 75%∼

100% 혼용율, 폴리우레탄 10%∼20%의 혼용율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사용된 소재의 기능성으

로는 신축성(21.0%), 통기성(20.3%), 흡한속건(12.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흡습성, 흡습속

건, 자외선차단기능도 있었다. 다음으로 제품 디자인을 살펴보면 네크라인의 경우 라운드네크라인

(69%), 캐미숄(16%), 브이네크라인(6%) 순으로 나타났으며, 슬리브의 경우 슬리브리스(65%), 롱슬

리브(18%), 숏슬리브(13%)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구성에 있어 메시 소재의 조합이 두드러졌는

데 그 조합 부위를 살펴보면, 가슴 위(40%), 등판 위(27%), 뒤판 전체(12%)순으로 나타났다. 제

품에 사용된 색상은 검정(27%), 빨강계열 (26%), 파랑계열(18%) 순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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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는 전체적으로 S, M, L 로 가장 많이 표기하고 있었으며, 여성복 상의에서 기본으로 되는 가슴

둘레 치수를 기준으로 각 브랜드에서 생산되는 사이즈의 세부치수를 확인 해 본 결과, 브랜드마

다 대표하는 수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Outdoor voices와 Le Coq Sportif 브랜드

에서는 가슴둘레 치수를 명기하지 않았다. 여성 스포츠 상의제품의 가격은 3만원∼5만원(52%)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5만원∼10만원(19%), 1만원∼3만원(18%)순으로 나타났다.

<표 1> 타이트 핏 스포츠 상의 구성에 사용된 메시 소재의 조합 N(%)

가슴 위 등판 위 뒤판 전체 옆선 허리선 어깨선

57 (40.1) 38 (26.8) 17 (12.0) 2 (1.4) 5 (3.5) 8 (5.6)

뒤 중심 소매 아래 소매 위 겨드랑이 소매 전체 소매 안쪽

3 (2.1) 1 (0.7) 3 (2.1) 3 (2.1) 3 (2.1) 2 (1.4)

총 계 142(100)

 

요가복과 러닝복 제품에 있어 그 차이를 살펴보면, 요가복에서는 폴리우레탄 소재가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러닝복에서는 폴리에스테르 소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제품에 사용되

어진 소재기능성에서는 요가복에서 신축성(82%)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러닝복에서는 신축성

과 통기성이 각각 14.6%로 많이 사용되었다. 상의 디자인 구성에 있어 메시 소재의 조합 부위를 

살펴보면 요가복에서는 가슴 위(61%)와 등판 위 (35%)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러닝복에서도 

등판 위(9%)와 가슴 위 (6%) 부위에 사용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요가복에 메시 소재의 조합이 현

저하게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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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미*, 류영실1), 

전정일*, 김인화2)

*동서울대학교, 1)인하공업전문대학, 
2)수원대학교 노년기 여성 모자개발을 위한 머리형태 분류

노년기 여성은 신체적인 퇴행성 질환과 더불어 다양한 성인병,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유병률

이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겨울철과 같이 차가운 외기에 노출시 심뇌혈관질환등의 예방을 위하여 

머리를 보온할 수 있는 모자의 착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60대 여성의 모자개발에 앞서, 60대 여성의 모자 치수규격을 제안하고, 머리

형태의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머리유형를 분류하고자 한다. 

모자 치수규격 개발은, 2015년도 한국인인체치수조사 데이터 중 230명의 60대 여자의 머리관

련 치수 9개 항목을 분석하여 KSK0059 모자치수 규격의 피트성이 필요한 모자류와 치수 조절이 

가능한 모자류의 치수규격으로 개발하였다. 머리형태 구성요인 및 머리유형 분석은, 2013년도 중

장년노년층 3D인체형상측정조사 데이터 중 201명의 60대 머리형상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3차원 머리형상에서 측정한 45개 항목 중 모자 개발과 관련 있는 총 28개 항목을 사용하여 

머리 형태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60대 여성의 모자 치수 규격 개발 결과, 2015년도 한국인인체치수조사 데이터중 60대 여성의 

머리 관련 신체치수를 분석한 결과 머리둘레는 평균 54.7㎝, 머리수직길이는 평균 21.4㎝ 로 나

타났다. KSK0059 모자의 치수규격에 따라 60대 여성의 피트성이 필요한 모자류의 호칭 및 신체

치수를 분석한 결과 55호에 25.2%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호에 

19.1%, 56호에 17.4%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수 조절이 가능한 모자류의 호칭 및 

신체치수를 분석한 결과 M호에 54.8%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호에 

31.3%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노년 여성의 머리유형 분류 결과, 머리항목의 절대값을 사용한 머리형태 유형분석에서 

머리형태를 구성하는 주요한 항목은 10개 항목으로 머리위길이요인, 얼굴길이요인, 얼굴두께요인, 

머리크기요인의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머리위길이가 긴 납작 얼굴 작은 머리형｣, ｢보통길

이 돌출얼굴 큰머리형｣, ｢긴 얼굴 큰 머리형｣으로 분류되었다. 머리수직길이로 머리항목을 나눈 

지수치를 사용한 머리형태 유형분석에서 머리형태를 구성하는 주요한 항목은 12개 항목으로 머리

크기비율요인, 얼굴길이비율요인, 얼굴너비비율요인, 얼굴두께비율요인의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

으며, ｢코뿌리위길이 비율이 긴 갸름한 머리형｣, ｢코뿌리위길이비율이 짧은 긴 얼굴 머리형｣, ｢
보통 얼굴길이 넓은 얼굴 머리형｣으로 분류되었다. 

 

* 본 논문은 2018년도 동서울대학교 연구지원센터(과제명: 노년기 여성을 위한 모자 기본패턴 개발)의 교내연구과제 지

원에 의한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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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박현정, 도월희
전남대학교

성인 여성의 네일 관리와 시판 네일 팁 구매현황 및 만족도 
조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네일 산업의 규모는 2017년 한 해 3조원에 달하는 고도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판 중인 네일 제품 중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붙이

는 형태의 셀프 네일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네

일 관리 실태와 셀프 네일 팁에 대한 불만족도를 조사하여 셀프 네일 팁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셀프 네일 팁의 주 소비자층인 20∼40대 성인여성 총 261명을 대상으로 2018년 4

월 16일에서 4월 2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23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57.9%, 30대 26.4%, 40대 15.7%로 나

타났고, 네일 팁 사용 경험에 대한 유무는 ‘사용한 적이 있다’가 55.2%, ‘사용한 적이 없다’ 44.8%

로 나타나 네일 팁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사용 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 네일 팁

을 선호하는 응답자 중 셀프 네일 팁을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 37.2%, ‘시간ㆍ장소를 구

애받지 않는다’ 28.3%, ‘사용이 간단하다’가 23.0%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전문 네일샵을 선

호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다’ 54.5%, ‘시간이 오래 걸린다’가 28.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전문 네일샵을 선호하는 응답자 중 선호하는 이유는 ‘완성도가 높다’가 45.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고, 반대로 셀프 네일 팁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완성도가 낮다’라는 

응답이 40.5%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셀프 네일 팁 사용자 114명을 대상으로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셀프 네일 팁을 구매할 때 디자인(43.9%)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 

네일 팁에 대한 만족도는 ‘사용이 편리하다’ 43.1%, ‘구매후 여러번 사용이 가능하다’ 19.7%, ‘미

적인 호감을 준다’ 18.4%,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14.2% 순으로 나타났다. 셀프 네일 팁의 불

만족에 대한 응답은 ‘잘 떨어진다’ 24.0%, ‘손톱별 사이즈가 맞지 않다’ 23.6%, ‘제거시 손톱 손상

도가 높다’ 18.6%, ‘들뜸이 생긴다’ 15.2%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즈는 ‘크다'라는 응답이 첫 번째 

손톱(22.7%). 두 번째 손톱(12.0%), 다섯 번째 손톱(24.0%)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네일 팁 디자인

은 ‘프렌치’ 27.2%, ‘기본젤’ 15.2%, ‘파츠네일’ 14.6%, ‘글리터’ 13.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으로 저렴한 비용과 사용의 편리함 및 실용성으로 셀프 네일 팁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네일 팁 전용 글루의 품질문제와 사이즈 적합성에 대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손톱이 손상되지 않으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전용 글루와 소비자의 손톱유형 및 사이즈에 맞는 

다양한 네일 팁의 사이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BK21플러스사업, 

S18AR43D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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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60대 노년 여성의 표준 머리형상을 기초로 한 모자 
기준패턴 개발

베이비붐 세대인 우리나라 60대는 전통적인 노년 세대와 달리 외부활동이 많고 활동적인 라이

프스타일을 즐기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패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

러나 노년기는 신체적 노화로 인해 성인병 유병율이 높은 집단으로 패션성 외에 건강 기능성을 

고려한 제품개발이 요구된다. 

뇌졸중 유병률이 높은 노년기에는 겨울철 뇌혈관을 보호할 수 있는 보온용 모자 착용이 요구

되는데 최근에는 뇌졸중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웨어러블 기기 장착형 모

자 등이 개발되면서 노년집단의 머리형태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외부활동과 

레져 스포츠를 즐기는 베이비붐 세대의 머리보호용 모자 착용도 늘고 있어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체공학적 모자개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시판 중인 모자 등 두상관련 제품은 노년집단의 머리치수 및 형태를 고

려하여 개발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부활동이 많은 60대 여성을 대

상으로 한 표준 머리형상과 이를 기초로한 모자 기준패턴을 개발하였다.

한국인 60대 여성의 표준 머리형상 개발은, 최경미(2018)의 60대 여성 모자 사이즈 개발 및 

머리유형 연구결과를 토대로하여 60대 여성의 피트성이 필요한 모자류의 기준 호칭 55를 표준 

머리형상 개발을 위한 기준 호칭으로 선정하고, 대표 머리유형으로 선정된 모델 5명의 머리형상

에서 머리형태 특징단면으로 선정된 정중단면, 머리둘레단면, 귀구슬수직단면을 추출하여 모델링 

치수에 맞게 조정한 후, 이를 조립하여 생성한 평균 와이어프레임을 기초로 완성하였다. 이때 머

리둘레 모델링 치수는 모의실험 결과에서 60대 여성의 경우 머리카락 부피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

인 점을 감안하여 기준 호칭 55의 머리둘레치수 55㎝에서 머리카락 부피 분량 0.3㎝ 제외한 54.7

㎝를 최종 모델링 치수로 재 설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머리둘레 외 머리너비, 눈살뒤통수호길이의 

편평률, 눈살머리마루뒤통수길이를 표준 머리모형 개발을 위한 치수항목으로 추가 선정하여 단면

을 평균화하였다. 표준 머리형상 모델링 개발결과의 적합성은 와이어프레임의 평균단면과 모델링

결과에서 추출한 단면간의 치수오차 점검을 통해 검증하였다. 한국인 60대 여성의 모자 기준패턴 

개발은,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모자 개발이 용이하도록 머리부위 피복정도에 따라 모자유형을 분

류한 후, 개발된 표준 머리형상에 모자유형별 디자인 기준선을 생성, 3차원 서피스를 2D 패턴화

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자 유형별 기준패턴의 적합성은 모델링 체표면적과 개발된 2D패턴 

면적간의 치수 오차 점검과 가상피팅을 통한 외관 및 패턴변형률 점검을 통해 검증하였다.

머리형상 단면추출 및 모델링은 Rapidform 200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단면분석 및 3D모

자패턴 전개, 단면 치수오차 검증은 AutoCAD 2005 프로그램, 2D 모자패턴 개발과 2D 패턴 면

적 검증은 YUKA CAD 2.70 프로그램, 가상피팅을 통한 외관평거 맟 패턴변형 점검은 CLO3D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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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60대 여성 표준 머리형상 개발 결과, 평균 와이어프레임과 모델링 간 머리둘레, 머리너비, 머

리두께, 눈살머리마루-뒤통수호길이 오차 검증 항목 모두 ISO 20685에서 인정하는 오차범위인 

±0.1㎝ 편차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설정한 모델링 치수에 근접하게 개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60

대 노년 여성의 모자 기준패턴 개발 결과, 머리부위 피복 정도에 따라 모자 유형을 머리둘레선을 

기준으로 머리 위쪽을 보호하는 크라운형, 눈살점과 뒤통수돌출점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머

리 위쪽을 보호하는 두건형, 눈살점, 아래턱뼈점, 뒤통수돌출점을 연결하는 선을 기준으로 귀부위

와 머리 위쪽을 보호하는 헬멧형, 눈부위를 제외한 머리부위를 모두 보호하는 풀오버형으로 구분

하여 기준패턴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자 유형별 기준패턴이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표준 머리형상과 개발된 2D패턴 간 면적 비교와 가상피팅 결과를 확인한 결과, 

표준 머리형상의 면적과 개발된 2D패턴 간 면적은 4종의 모자유형 모두 6㎟, -1.57% 이하의 작

은 면적차를 나타내어 모델링 치수에 근접하게 패턴전개가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가상피팅은 모

자유형 4종 모두 외관상 퍼커링이 없이 잘 밀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패턴변형률 역시 

4종 모두 전체적으로 100%에 근접하게 나타남에 따라 표준 머리모형에 잘 맞게 개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3차원 모델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두상관련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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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브래지어의 하변 밴드 설계에 따른 의복압과 주관적 
착용감 비교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스포츠 브래지어 아이템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통기성, 흡수성, 신축성에 초점을 두고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 연

구도 일반 브래지어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많이 수행되었으나 스포츠 브래지어는 상대적으로 적

으며, 주제 또한 착용 시 가슴 형상변화, 인체 생리반응, 선호도, 디자인 분석 등 시판 제품을 중

심으로 여러 측면에서 접근하고는 있으나, 패턴 설계에 따른 착용감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특히 스포츠 브래지어는 다양한 디자인에 비해 하변이 밴드로 되어있는 것이 공통

적인 특징으로 훅과 아이가 없어 스스로 사이즈 조절이 어려워 다른 부위에 비해 착용자의 착용 

쾌적감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브래지어의 하변 밴드 종류에 따

른 의복압 차이와 주관적인 착용감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스포츠 브래지어 착

용 시 부위별로 늘어나는 3차원 상의 길이 측정을 통해 의복압 및 주관적 착용감에 미치는 영향

도 관찰하여 스포츠 브래지어 개발 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험자는 한국인 20-30대 성인 여성 7명이었으며, 인체 치수는 가슴둘레 평균 82.10 cm, 젖가

슴둘레의 평균 83.77 cm, 젖가슴아래둘레의 평균 73.10 cm로, 사이즈코리아(2015)의 평균 치수에 

포함되었다. 실험복은 시판되고 있는 스포츠 브래지어 중 판매율이 높은 N 브랜드에서 피험자 

사이즈에 적합한 M 사이즈로 구입한 후 하변 밴드의 형태를 변화시켜 총 4가지를 제작하였다. A

는 구입한 하변 밴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B는 하변 밴드의 앞중심에 슬릿 추가하였으며, C와 

D는 앞중심을 제외한 젖가슴 아래부위에 신장 특성이 다른 밴드를 결합하였다. 이 때 D에 사용

한 밴드는 C에 비해 신장률이 작았다. 피험자는 모든 실험 시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라틴

스퀘어방법에 의해 실험복을 착용시켰다. 의복압 측정은 피험자가 정자세를 유지하도록 한 후 하

변 밴드의 앞, 옆, 뒤에서 공기 주입식 의복압 센서 AMI 3037-2(AMI Techno., Co, Ltd., Japan)

를 부착하고 3분 동안 측정하였다. 하변 밴드의 3차원 길이 분석은 밴드의 앞중심으로부터 3cm 

간격으로 1 cm × 1 cm의 ‘＋’ 표시로 10개의 마킹을 하고 실험복을 착용시킨 후 3차원 스캐너

(Artec 3D, VisionTech)로 데이터를 획득하여 위치별로 늘어난 길이를 계산하였다(Geomagic 

Design X, 3D Systems, Korea). 주관적인 착용감은 가슴부위와 어깨끈, 겨드랑이 둘레선, 하변밴

드의 앞, 옆, 뒷부분에서의 압박감과 전체적인 압박감으로 11점 리커트 척도(1:매우 불편, 6:보통, 

11:매우 편함)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여 ANOVA분석과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의복압은 의복 종류에 따라 B와 C간에(p<.05), 측정위치에 

따라서는 앞과 뒤(p<.05), 앞과 옆(p<.05), 옆과 뒤(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위치에 

따라 앞의 의복압이 가장 낮았으며(0.90 kPa) 옆의 의복압이 가장 높았다(1.30 kPa). 둘째,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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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시 하변 밴드 전체 길이 변화는 가로방향으로 약 15 % 늘어났으며, 세로방향으로는 약 3 

% 감소하였다. 그러나 각 부위별 길이변화를 앞, 옆, 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의복종류와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른 결과 양상을 보였다. 우선 가로와 세로방향 모두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세

로방향보다는 가로방향에서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로방향은 의복종

류, 측정위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5, p<.01), 의복과 측정위치간의 교호작용도 

나타났다(p<.01). 반면 세로방향은 의복 종류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셋째, 

주관적 평가 결과에서는 하변 밴드의 앞과 옆 부분의 압박감에서만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른 부분의 압박감이나 착용감에서는 의복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변 밴드의 앞과 옆 부분

에서의 주관적 압박감은 가운데 슬릿이 들어간 B형 착용 시 가장 편한 압력이라고(앞: 8.0점, 옆: 

7.3점) 평가하였으며 A형과 D형 착용 시 약 5점 이하로 약간 불편하다고 평가 하였다(p<.05).

종합적으로 스포츠 브래지어의 앞중심에 슬릿을 주거나, 신장률이 좋은 밴드를 부분적으로 적

용하면 착용 시 발생하는 압박감을 낮춰줄 수 있으나, 의복압만 낮다고 그것이 주관적으로 편하

게 느끼는 감각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3차원 길이 변화량 역시 작거나 크다고 해서 편안함을 주

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소재와 디자인 측면에서 하변 밴

드를 디자인 한 후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는 쾌적한 스포츠 브래지어 제품 개발할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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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아*, 이유미
(주)디자이너인더스트리*, 

한양여자대학교

소형견 의류 사이즈체계 개발

1. 서론

구매력 있는 싱글족, DINK(맞벌이 부부에 아이를 가지지 않는), 실버인구 증가와 함께, 애견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애견 관련 산업도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점차 전문화, 다양

화, 고급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도 국내 애견관련 시장 규

모는 약 2조원으로, 이는 중국 유아동복 시장 규모 2조 8,000억 원, 국내 유아동복 시장규모 1조 

2,000억 원을 육박하는 수준이며, 2020년 6조 원 대까지 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많은 애견제품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으나 애견 패션제품의 사이즈체계는 브랜드마다 상이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애견 패션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를 위한 소형견 의류 사이

즈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국내외 펫 관련 브랜드 사이즈 비교를 위해 15개의 사이즈 체계를 수집 조사하고 이를 바탕

으로 새로운 소형견 사이즈 체계를 제안한다.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애견 분류는 크기에 따라 초소형견,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초대형견 등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다솜(2015)1)에 따르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의 종류는 말티즈(37.2%), 

시추(21.6%), 푸들(20.3%), 요크셔테리어(14.2%), 포메라리안(2%)로 95%정도가 초소형견과 소형견

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새로운 사이즈 체계 수립을 위한 대상 애견을 초소형

견과 소형견, 몸무게 1~10kg으로 기존 사이즈 체계의 2~8kg보다 범위를 넓게 선정하였다. 

국내외 펫 관련 브랜드 사이즈 비교를 위해 15개의 사이즈 체계를 수집한 결과 애견 의류의 

상의 사이즈의 견체 치수는 목둘레, 가슴둘레, 등길이를 모든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사이즈체계 비교하였다. 브랜드에 따라 3~10개까지 사이즈를 전개하고 있으나 본 브랜

드의 경우 재고부담과 디자인 전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4개의 사이즈만을 전개하고자 하

였다. 따라서 국내외 펫 브랜드 사이즈 조사에 있어서도 S, M, L, XL위주로 진행하였다.

1) 나다솜(2015), 애완견을 위한 올인원 패턴 및 기능성 제품 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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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et brand size chart

Brand
neck 

circumference(cm)

bust 

circumference(cm)
back length(cm) weight(kg)

S

DASOM 24 34 24 1.5~2

You’re a peach 25 33 26.5 2~3

PETDERELLA PROJECT 25 37 25 2.5~3.5

BARKER 23 30 18 1~2

BEACH HOLIC 24 34 24 ~2.5

BLACK MAYONNAISE 26 20 19 1~2

COSMO UNIT 20 30 21 ~2.5

DENTISTS APPOINTMENT 24 30~34 22~25 1.2~2

DOGPOSE 21 32 21.5 1.8~2.3

ILIKEDOGCASUAL 21~24 28~34 21~23 2~3.5

INAMORADA 24 34 24 -

LOUISDOG BOUTIQUE 21 30 21 -

NOA 22 33 25 2~3

PETBONE 19~21 24~26 33~35 2~3

SAUVAGEONG 23 33.5 23.5 2~3

M

DASOM 27 38 26 3~4

You’re a peach 27 38 29 3~4

PETDERELLA PROJECT 29 43 29 3.5~5.5

BARKER 26 35 21 2~3

BEACH HOLIC 26 39 26 ~3

BLACK MAYONNAISE 26 37 23 3~4

COSMO UNIT 24 36 25.5 ~5

DENTISTS APPOINTMENT 29 30~42 28~31 2.5~3.5

DOGPOSE 24 37 25 2.5~3.5

ILIKEDOGCASUAL 28~32 34~38 25~27 4~5

INAMORADA 26 37 27 -

LOUISDOG BOUTIQUE 26 38 28 -

NOA 28 41 33 3.5~6

PETBONE 23~25 27~29 38~40 3~4.5

SAUVAGEONG 25 38 27.3 3~5

L

DASOM 30 42 30 4~5

You’re a peach 29 43 31.5 4~6

PETDERELLA PROJECT 33 48 32 5.5~8

BARKER 30 42 23 3.5~5.5

BEACH HOLIC 29 44 29 ~5

BLACK MAYONNAISE 29 41 26 4~4.5

COSMO UNIT 27 44 31 ~8

DENTISTS APPOINTMENT 33 43~48 31~34 3.5~5.5

DOGPOSE 27 41 30 3.7~4.5

ILIKEDOGCASUAL 32~36 42~48 28~32 6~8

INAMORADA 28 40 20 -

LOUISDOG BOUTIQUE 29 4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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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펫 관련 브랜드 치수체계를 조사한 결과 브랜드별로 사용하고 있는 치수체계가 매우 

상이하여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한 펫 관련 브랜드 치수별 최소값과 최대값을 산

출하였다. 

<표 2> Maximum and minimum size of pet brands

SIZE neck circumference(cm) bust circumference(cm) back length(cm) weight(kg)

S 19~26 24~37 18~35 ~3.5

M 23~32 27~43 21~40 2.5~6

L 27~36 32~50 20~45 3.5~11

XL 31~42 35~60 27~49 5~11

이를 바탕으로 Table 3과 같이 사이즈별 평균값을 구해 시제품을 제작한 후 피팅 과정을 거

쳐 아래와 같이 새로운 치수체계(Table 5)를 수립하였다.

<표 3> Size average

SIZE neck circumference(cm) bust circumference(cm) back length(cm) weight(kg)

S 23 31 24 ~2.5

M 27 37 28 ~5

L 30 43 31 ~8

XL 33 49 35 ~11

NOA 35 50 40 7~11

PETBONE 27~29 32~34 43~45 4.5~6

SAUVAGEONG 27 45 31.8 5~8

XL

DASOM - - - -

You’re a peach 31 48 34 6~9

PETDERELLA PROJECT 37 54 38 8~10

BARKER 34 46 27 5~8

BEACH HOLIC 32 49 32 ~7

BLACK MAYONNAISE - - - -

COSMO UNIT 32 51 36 ~12

DENTISTS APPOINTMENT 36 49~53 34~37 5~8

DOGPOSE 31 48 32 4.7~7

ILIKEDOGCASUAL 39~42 54~60 32~35 9~11

INAMORADA 30 43 33 -

LOUISDOG BOUTIQUE 32 48 34 -

NOA - - - -

PETBONE 31~33 35~37 47~49 6~7.5

SAUVAGEONG 31 50 35.2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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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rototype production design

VKS_008

<표 5> Developed size chart

SIZE neck circumference(cm) bust circumference(cm) back length(cm) weight(kg)

S 22 30 24 ~2.5

M 26 37 28 ~5

L 30 45 33 ~8

XL 34 49 38 ~1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애견 패션브랜드 런칭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를 위한 소형견 의류 사이즈체계를 

개발하고자 국내외 펫 관련 브랜드 사이즈 비교를 위해 15개의 사이즈 체계를 수집 조사하고 이

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형견 사이즈 체계를 제안하였다. 타 브랜드의 경우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사이즈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 브랜드의 경우 재고부담과 디자인 전개의 부담을 최

소화하기 위해 S, M, L, XL 4개의 사이즈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사이즈 체계를 적용하여 시제품

을 제작, 피팅 테스트를 하였으며 개발된 사이즈 체계는 2018년 9월 런칭할 펫 브랜드에서 적용

될 예정이다. 

* 이 연구는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1006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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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영
㈜C&BOKO

중동 여성복 치수조건표 개발

1. 서론

중동 패션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2013년 무슬림은 의류에 2,660억 달러(한화 약 274조 

5,900억 원)를 지출했는데, 이는 일본 및 이탈리아의 패션 매출을 웃도는 규모다. 무슬림의 의류 

지출 규모는 오는 2019년 4,840억 달러(한화 약 563조 856억 원)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과 독일, 인도를 합친 것보다 더 커진다는 것이 ‘2015~16 글로벌 이슬람 경제 보고서’의 전망이

다. 중동 패션시장 규모의 성장과 더불어 명품시장 규모 역시 급성장 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컨

설팅 업체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15년도 중동의 명품 시장 규모는 87억 달러에 달해 전년도

보다 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 유수의 브랜드가 무슬림 패션 컬렉션을 선보

이는가 하면, 영국 등 해외 백화점에서는 라마단 패션 카테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2015년 영국의 

무슬림 디자이너 하나 타지마와 협업해 무슬림 여성을 위한 패션을 선보인 일본 업체 유니클로도 

2016년 영국 런던 매장들에서 히잡 판매를 개시했다. 스웨덴의 에이치엔엠은 처음으로 히잡을 쓴 

모델을 등장시켰고 자라, 타미힐피거, 망고, 막스앤 스펜서 등도 무슬림 패션 출시에 가세했다.

중동 패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동지역의 치수체계를 조사와 수출하고자 하는 패션스타

일에 따른 치수체계 개발이 필수적이다. 중동지역 여성복 사이즈체계는 유럽, 아시아 등 타지역

에 비해 세분화 되어 있다. 보통 XS부터 5XL까지 9개로 나누어지지만 브랜드에 따라 7XL까지 11

개의 사이즈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C&BOKO가 중동지역 진출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패턴인

버전 패션 제품은 한 벌의 제품이 여러 스타일로 변형이 가능하며, 형태적으로 핏되는 스타일이 

아니고, 맞춤이 아닌 기성복으로 제작될 것이기 때문에 9~11개까지 사이즈 범위가 넓어지면 제작 

및 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패턴인버전 패션제품에 적합하고 제작용이성과 제고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사이즈 조건표를 개발하였다.

2. 연구방법

사이즈조건표 개발을 위해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중동 등의 치수체계를 선행 조사하였다. 

치수조건표 개발은 ㈜C&BOKO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동지역 여성고객 20~50대 247명 사이즈(가

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팔길이, 팔길이, 키, 몸무게)를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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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1) 나라별 치수체계조사 

미국은 PS(Voluntary Product Standard)를 따라 크게 womens, misses, junior, half-sizes의 4개

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petite(작은)/Plus(조금 큰) 사이즈로 분류. 자율화되어 있어 호칭과 사이

즈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앞의 PS 분류를 따르는 편이다. 이탈리아는 36, 38~40, 42~44등 

두 자리 숫자로 된 의류 사이즈 표기사용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유럽, 그중에서도 패션의 강국 

이탈리아의 사이즈 표기법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공식화된 의류 사이즈 체계는 없는 대신 의류협

회에서 만들어진 “인체의 표준치수” 시스템을 사이즈 체계에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성인 여성

복의 경우 가슴둘레가 80cm인 사람은 가슴둘레를 1/2로 나눠서 정해진 38~40사이즈를, 84cm인 

사람은 42~44사이즈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즈 체계는 이탈리아의 발전된 의류 산

업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패턴을 중시하는 이탈리아에서는 좌우대칭을 기준으로 한쪽만 패턴을 

제도하는 것에서 착안, 이를 의류 사이즈로 채택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기성복도 맞춤복과 같

이 몸에 잘 맞춰 입을 수 있도록 사이즈 체계가 세부적으로 분할되어 있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15개의 사이즈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여성의류는 아바야

(ABAYA) 사이즈차트를 중심으로 치수를 나누고 있다. 사이즈 범위도 넓어서 일반적으로 XS부터 

5XL까지 9개로 나누어지지만 브랜드에 따라 7XL까지 11개의 사이즈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바야 사이즈 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측정방법을 각 브랜드 사이트마다 제시하고 있다. 

2) 중동 여성복 치수조건표 개발 

사이즈조건표 개발은 ㈜C&BOKO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동지역 여성고객 20~50대 247명 사이

즈(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팔길이, 팔길이, 키, 몸무게)를 바탕으로 하였다. 치수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준치수를 선정해야 하므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키를 기준치수로 

선정하였다. 키는 다른 신체부위보다 인지도가 높고 대부분의 치수체계에 있어서 가슴둘레와 함

께 기본 인체치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 허리둘레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다음 표와 같이 90% 수준에서 유의함을 보였으나 상관계수 자체가 0.124, 0.486으로 낮아 

기준치수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height bust circumference hip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height 1.000

bust circumference 0.124** 1.000

hip circumference 0.486** 0.420** 1.000

waist circumference -0.016 0.828** 0.218** 1.000

<표 1>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

(n=1,544)

*p<0.05, **p<0.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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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KO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동지역 여성고객 20~50대 247명 사이즈(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팔길이, 키)를 바탕으로 신체치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표준체형을 도출한 결과는 키 

168cm, 가슴둘레 96cm, 허리둘레 75cm, 엉덩이 둘레 103cm, 팔길이 57cm 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동 여성복 사이즈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 있어서 4인치(10.16cm)의 편차

를 사용하여 많게는 9개의 사이즈를 제시하고 있다. 패턴인버전 제품은 몸에 피트되는 스타일이 

아니므로 9개의 사이즈를 적어도 3~4개 사이즈로체계로 변환시켜줄 필요가 있다. 3~4개의 사이즈

체계로 중동 20~50대 여성의 사이즈를 커버해야 하므로,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를 4인치, 8인치 편

차로 다빈도 분석을 사용하여 전체 1%, 2%, 3% 이상의 출현율을 보이는 구간의 커버율과 커버

효율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 높아질수록 커버율은 낮아지고 커버효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8인치 편차가 각 출현율에 있어서 가장 높은 

커버율과 커버효율을 보였으며 가슴둘레, 허리둘레 4인치 편차가 구간수는 가장 많았으나 커버효

율이 30.8, 3.91로 낮은 경향을 나타났으므로 커버율과 커버효율이 가장 놓은 가슴둘레와 허리둘

레 8인치 편차가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가슴둘레는 96cm를 기준으로 

8인치 편차를 두어 연속하였으며 허리둘레는 75cm를 기준으로 8인치의 편차를 두어 연속하도록 

하였다. 편의상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하였으며, 인체치수의 평균값은 밑줄로 표시였다. 

body size (cm)

bust circumference 76, 96, 116, 137

waist circumference 55, 75, 95, 116

<표 2> Deviation to standard size

도출된 기준치수를 중심으로 ±4인치하여 총 8인치의 편차가 되도록 사이즈조건표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bust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C&B S 86~106 65~85

C&B M 107~126 86~105

C&B L 127~147 106~126

<표 3> size condition chart

 

4. 결론

㈜C&BOKO에서 다년간 중동에 수출을 하면서 축적한 중동지역 여성고객 20~50대 247명 사이

즈(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팔길이, 팔길이, 키, 몸무게)를 바탕으로 패턴인버전 제품 중

동수출용 사이즈조건표를 개발하였다. 

중동지역 여성복 사이즈체계는 미국, 유럽 등 다른 지역들보다 세분화 되어 있다. XS부터 5XL

까지 9개로 나누어지지만 브랜드에 따라 7XL까지 11개의 사이즈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패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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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 제품의 경우 형태적으로 핏되는 스타일이 아니며 맞춤이 아닌 기성복으로 제작될 것이기 때

문에 9~11개까지 사이즈 범위가 넓어지면 제작 및 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패턴인

버전 제품에 적합하고 제작용이성과 제고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사이즈 조건표를 개발한 결과 기

준치수는 가슴둘레 96cm, 허리둘레 75cm이며 도출된 기준치수를 중심으로 ±4인치하여 총 8인치

의 편차가 되도록 3개의 사이즈를 도출하였다.

* 이 연구는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과제번호 1007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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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안동대학교

40~50대 비만체 중년여성의 체형유형에 따른 상의원형 개발의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비만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비만체형을 분류하고 체형에 적합하고 맞음새가 

좋은 상의 원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중년이 되면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신체의 프로포션이 

변화하는데 둘레, 너비, 두께 등 인체의 비만과 관련된 항목들의 변화가 있어 체형의 차이가 발생

한다. Size Korea의 제7차 한국인인체치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연령별 비만체형을 4가지(맥

주병형, 역삼각형비만(상체비만), 삼각비만(하체비만), 항아리형비만)로 나누었으며 40대~50대의 여

성 분포에서는 4가지의 비만체형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방법은 제시된 4가지 체형에 근

접한 모델을 선정하여 줄자를 이용해 각 부위별 사이즈를 측정하였고 평면패턴을 이용하여 문화식 

기본원형을 제작하여 부위별 인체에 적합하도록 패턴을 수정하여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각 비만체형의 기본원형이 유의함을 보였다. 맥주병형 비만체와 역삼각형 비만체는 옆라인

이 두꺼워 앞판의 어깨점 아래 앞진동 부분이 뜨고 겨드랑이로 내려갈수록 몸판의 부족 형

상이 나타났다. 이들의 체형을 둥근형이라고 명하였다. 삼각비만체형과 항아리형비만체형은 

진동의 아랫부분 곡선이 시작하는 곳부터 삼각으로 들뜨는 형상을 보이는 바 전면 가슴둘

레선이 넓은 반면 두께가 넓이에 비해 두껍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의 체형을 편

평형이라고 명하였다.

2. 둥근형은 옆목선과 어깨점사이의 거리가 길어지고 두께가 넓어지며 견갑골가장자리가 앞으

로 숙여지는 것이 확연하였다. 어깨점을 기준으로 편평형의 기본원형에서 앞판의 어깨점을 

내려주었고 뒷판의 어깨점은 앞쪽으로 0.8cm로 늘여주어 위치를 이동하고 뒷어깨의 꺼짐

형상을 커버하기 위하여 어깨다트의 위치를 어깨점방향으로 1cm를 옮겨주어 어깨라인이 

밀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편평형은 일반적인 문화식의 패턴방식을 따라 제도하였을 경우, 둥근형보다는 맞음새가 좋

았으나 비만체의 특성상 앞판 젖가슴위치의 진동부위가 가슴을 향하여 삼각의 들뜸현상을 

보였다. 앞판의 진동선이 놓이는 앞너비 길이방향 1/2의 위치를 1cm위로 올려 진동선을 

수정하면 들뜸현상을 수정할 수 있었다.

4. 가슴둘레가 100cm를 넘어서는 비만체형의 진동의 깊이는 23c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도하

여야 한다. 이것은 비만체형이 되더라도 상체와 상지가 결합되는 겨드랑이 부분은 큰 변화

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졌다. 가슴둘레가 커지면 진동의 길이가 따라서 커짐으로 

문화식의 B/4, B/6+3~4의 진동깊이는 적용될 수 없었다.

5. 둥근형 비만체의 경우 앞판의 옆다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옆다트를 앞목으로 이동하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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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트를 잡는 것이 상체의 맞음새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앞목 아래 쇄골부터 가

슴둘레선 위치까지 들뜸현상을 잡아주고 앞목선이 자연스럽게 상체에 놓여 맞음새를 좋게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40~50대의 비만체 중년여성에 대하여 분류되어 있는 체형을 유형별로 나누어 

각 유형에 적합한 상의원형을 개발하는데 있다. 기존의 기성복 산업에서 다양해진 소비자의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패턴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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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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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16:30입니다.
(4) 발표자는 오전 9:00 ~ 11:00까지 지정된 패널에 포스터를 게시해 주시고 16:00부터 자신의 포스터 앞

에 대기하여 설명, 토론하여 주십시오.
(5) 포스터 발표시간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포스터는 우수논문 발표상 후보에서 제외되며, 투고시 1인 사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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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물(A2 사이즈, 420 × 594 mm)은 학회에서 출력해 놓을 예정입니다.

(2) 학회 참석하는 분은 오전 11시 30분까지 도록 2권을 수령하시고, 본인이 직접 지정 패널에 전시물을 게시
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우수작품상 채점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념하
시기 바랍니다. 

(4) 전시물은 전시 이후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전시가 끝난 시각 이후에는 반출하
셔도 됩니다. 

(5) 우수작품상 시상은 우수논문 및 작품상 시상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며, 불참석자는 수상자 후보에서 제외됩
니다.

(6) 금번 디지털 패션 작품 초대전 시간은 10:00-16: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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