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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sumer needs, image sensibility and preference of bedding fabric
according to size and spacing of dot pattern. 18 kinds of dot pattern fabrics were designed with different diameters(6, 8,
10cm) and distances(4, 7, 10cm) in regular arrangement of diamond figure. The subjects were 162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24.0. Fabrics were assessed subjectively using a 5-point scale 17 consumer needs and 33 sensory descriptors. The most consumer’s needs for bedding fabric was shown to be functionality
of bedding including hygiene, touch, warmth, ease of washing and management, air permeability, and hygroscopicity. The
other parameters of consumer’s needs were shown to be physical property and design parameter.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dimension of image sensibility for fabrics with different size and spacing of dots are derived from six factors including joyfulness, coziness, uniqueness, charm, femininity, and complexity. As a result of analysis of preference with fabric
kind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eference with fabrics. The preferred fabrics were characterized by the pattern
and the base fabric being striking three-dimensionally with 1/3 twill and 3/1 twill fabric. Sensory descriptors related to
joyful image and unique image were analyzed as evaluation terms that can distinguish the preferences of fabrics.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e fabrics are preferred as the difference in luminance and reflectance between the base and
pattern of the fabric become larger and the spacing of patterns become closer.
Key words: size of dot pattern (도트 무늬의 크기), spacing of dot pattern (도트 무늬의 간격), bedding fabric (침구류 직
물), image sensibility (이미지 감성), preference (선호도)

1. 서

론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Kim, 2017a). 통계청에서 추산한
홈퍼니싱 시장은 2015년 12조 5000억 원에 이르며, 관련 업계

2018년 올해 우리나라도 1인당 국인총소득(GNI)은 3만 달러

에서는 2023년에는 18조 원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를 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득수준의 향상은 삶의 가치를

(Kim, 2016a). 경제성장 이외에도 인테리어 시장규모의 증가는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Lee, 2018a). 1인당 국

급변하는 기후와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에 대한 현

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기는 시점이 ‘삶의 질’에 중점을 둔 소

대인의 불안을 집이라는 안식처에서 얻고자 주거환경을 쾌적하

비가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본의 경우 소득 3만

고 평온하게 꾸미려는 소비자의 욕구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볼

달러 시대에 들어선 1992년부터 10여 년간 인테리어 산업이

수 있다(Park & Jeo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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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48분으로 OECD 국민 전체 평균수면시간 8시간 22분에

한편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면시간은
못 미칠 뿐만 아니라 현대인은 주어진 수면시간을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안한 잠자리와 숙면을 원
하는 현대인의 니즈는 수면과 관련된 산업을 급성장시켰고 수
면산업을 의미하는 수면(Sleep)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
인 슬리포노믹스(Sleeponomics)를 등장시켰다(Kim,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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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좋은 수면은 정서적인 안정과 직무 능력의 향상에도 기여

조각가 겸 설치미술가인 쿠사마 야요이도 도트 무늬를 테마로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Hwang & Kang, 2011; Kim, 2017b).
따라서 인간의 수면 건강과 직결되는 침구는 단순히 보온과 숙

다양한 작품을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Kwon,
2018).

면을 위한 1차 기능 이외에 정서적인 안정의 기능을 담당하여

무늬는 시각적 효과로 인해 다양한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

집안 분위기를 연출하는 인테리어 개념으로 제품의 질과 디자

기 때문에 직물 디자인에서 매우 중요하다(Kim & Lee, 2000).

인을 고려한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Park &

도트 무늬는 문양의 종류 중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

Park, 2011). 이를 반영하여 침구류 시장은 개인의 개성을 반영

태를 하고 있어 텍스타일 디자인 구성요소와 인간의 시각적인

하여 다양화, 차별화, 기능화 전략을 적용하는 추세이다. 다양

관계성의 연구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고 개성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Robuko & Lee, 2003). 지금까지 수행된 도트 무늬의 시각적

를 적용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겟 설정을 통해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원피스드레스와 같은 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침구류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의 구매의

복의 형태나 넥타이에 사용된 도트 이미지 연구가 대부분으로

사결정 및 패턴 디자인 선호도과 관련된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

침구에서 사용되는 도트 무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 볼

어지고 있다(Ju & Kim, 2013; Lee, 2018b; Lee & Kim,
2016). 침구류의 패턴 디자인 선호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플

수 없다(Choi & Jeong, 2008; Choi & Ryoo, 2007a; Choi &
Ryoo, 2007b; Kim & Jeong, 2008a; Kim & Jeong, 2008b;

로럴, 앤틱, 전통패턴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

Kim & Jeong, 2008c; Lee, 2018b; Moon & Lee, 1994). 침

의 증가로 스트라이프, 체크, 도트와 같은 기하학패턴으로 모던

구류의 패턴 디자인 개발에 패션디자인의 패턴트렌드가 상호연

하거나 문양이 강하지 않은 깔끔한 스타일의 패턴에 대한 인기

관성을 가지기는 하나 차이점이 있다는 Yoo and Kim(2014)의

가 증가하고 있다(Yoo & Kim, 2014).

연구를 참고로 할 때 의복이나 넥타이에 사용된 도트 패턴 이

기하학패턴 중 도트 무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

미지와 침구류에 사용되는 도트 패턴 이미지는 차이를 보일 것

어오고 있는 무늬로 유행과 계절에 관계없이 다양한 용도의 디

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늬에 대한 선호도는 대상제품에 따라 다

자인에 이용되고 있다(Choi & Ryoo, 2007a). 이는 도트 무늬가

양하게 나타나므로 침구류에서 사용되는 도트 패턴의 선호 감

사각형의 예리하고 긴장된 운동감과는 대조적으로 느긋하고 순

성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지각하는 이미

조로운 운동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장식적인 무늬 중에서 가장

지와 선호도를 분석하는 것은 디자인 및 제품 컨셉을 제시하는

눈에 띄며, 젊고 귀엽고 유쾌하게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침구제품의 포지션 및 대상

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Goh & Kim, 1999). 최근 일본의

소비자를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bedding fabrics
No.

Diameter (cm)

1

10

2
3
4

10

5
7

10

8
9

8

11
13

10

14
16
17
18

7
4

12

15

7
4

6

10

Distance (cm)

6

7
4

Weave

Luminance

Reflectance

Pattern

Base

Pattern

Base

Pattern

Base

1/3 Twill

3/1 Twill

4.11

4.60

87.27

89.63

Plain

2/1 Twill

3.51

3.72

93.61

93.52

1/3 Twill

3/1 Twill

3.66

4.06

88.02

89.90

Plain

2/1 Twill

3.96

3.60

88.70

90.06

1/3 Twill

3/1 Twill

3.82

4.15

85.52

88.72

Plain

2/1 Twill

4.20

3.93

93.37

94.11

1/3 Twill

3/1 Twill

4.12

3.80

83.55

90.60

Plain

2/1 Twill

3.74

3.56

92.77

91.35

1/3 Twill

3/1 Twill

4.17

3.86

92.76

90.51

Plain

2/1 Twill

3.56

3.29

89.48

90.82

1/3 Twill

3/1 Twill

3.76

3.34

86.74

92.55

Plain

2/1 Twill

3.60

3.69

90.20

91.20

1/3 Twill

3/1 Twill

3.77

3.95

91.60

90.88

Plain

2/1 Twill

3.96

3.66

91.34

91.17

1/3 Twill

3/1 Twill

4.44

3.82

86.07

87.87

Plain

2/1 Twill

3.96

3.94

89.77

92.48

1/3 Twill

3/1 Twill

3.87

3.82

91.01

90.24

Plain

2/1 Twill

3.94

4.19

90.17

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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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침구류 소재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크기

2.4. 주관적 평가도구

와 간격이 다른 도트 무늬가 적용된 침구류 직물의 이미지와

설문지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항목, 침구류에 대한 중요도 항

선호도 조사를 통해 소비자 감성에 부합하는 침구류 상품기획

목, 감성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침구류에 대한 소비자 요구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를 조사하는 설문지는 침구류 생산업체 종사자 및 전문가 집
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흡습성, 보온성, 촉감, 내구성, 방오성, 세

2. 연구 방법

탁 및 관리 용이성, 통기성, 위생성, 두께, 디자인, 무게, 섬유조
성, 가격, 색상, 무늬(패턴, 캐릭터 등), 친환경성, 브랜드의 17항

2.1. 시료구성

목으로 구성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점을 5점 척도에

도트 무늬 크기와 간격 선정에 있어 기본 크기는 대구 소재

표시하도록 하였다. 도트 무늬의 구성 방법에 따른 침구류 디자

의 침구류 원단 전문 생산 업체 인터뷰 및 시장조사를 거쳐

인 선호도 조사를 위한 이미지 감성 평가 설문지는 도트 무늬

침구 적용에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3가지 크기

크기와 간격의 이미지 평가, 침구류 이미지 평가, 아동 제품 이

(지름: 6cm, 8cm, 10cm)로 정하고, 간격은 규칙적인 다이아몬

미지 평가(Choi & Ryoo, 2007a; Choi & Ryoo, 2007b; Ju &

드 배열을 기본으로 윗줄과 아랫줄 도트 무늬의 간격이 3가지

Kim, 2013; Kim & Jeong, 2008b; Kwon, 2008) 관련 선행연

(4cm, 7cm, 10cm)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도트 무늬의 입체감

구에서 사용된 감성 어휘 중 본 연구와 무관한 어휘를 삭제하고,

은 입체감을 극대화하는 조직(도트 무늬 조직: 1/3변화능직, 바

중복되는 어휘를 추출한 19개의 감성형용사와 전문가 집단의 자

탕 조직: 3/1변화능직), 입체감이 거의 없는 조직(도트 무늬 조

유기술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출된 13개의 감성형용사, 그리

직: 평직, 바탕 조직: 1/2평직)으로 구성하였다. 경사에 사용된 원

고 ‘전체적으로 선호한다’의 항목을 추가하여 총 33개의 평가항

사는 100d/48f의 폴리에스터, 위사는 40's 면사를 사용하였다. 직

목으로 구성되었다. 감성평가는 피험자에게 50cm×50cm 크기의

물 내 도트 무늬의 크기, 간격, 입체감을 달리하여 18가지 흰색

시료를 나누어 주고, 충분히 보고, 만져보게 한 후, 선호도를 비

직물을 제작하였고 얻어진 직물의 특징은 Table 1과 같다.

롯한 각각의 감성어휘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2.2. 물리적 특성 측정

2.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침구류 소재의 주관적 평가를 객관화 할 수

자료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

있는 물리적 특성치를 측정하였다. 물리적 특성 치로는 도트 무

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

늬의 지름(Diameter), 도트 무늬 간 간격(Distance), 비율(도트

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중요도와 감성평가의 차이

무늬 지름과 간격의 비율(Ratio, distance/diameter), 도트 무늬

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도트 무늬 침구류감

와 바탕의 표면반사율의 차(ΔR, Pattern-Base), 도트 무늬와 바

성평가의 하위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탕의 휘도의 차(ΔL, Pattern-Base) 등이 포함되었으며 주관적

Varimax 방법에 의한 직교회전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과 유의한
부하량을 보인 문항들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α 계

평가치와 함께 비교·분석되었다.

수를 산출하였다. 이 밖에도 감성요인과 선호도와의 관계, 도트
2.2.1. 휘도 측정

무늬 크기와 간격(비율)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침구류 소재의 바탕 조직과 도트 무늬 조직 및 크기 간격에

해 상관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호도와 감성형용사/

따른 광택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직물의 휘도를 측정하였다.

감성요인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직물 시료를 25cm×25cm의 크기로 준비한 후, lighting box에

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

o

위치시키고 직물로부터 1m 거리에서 45 각도를 유지하면서 휘

트 무늬의 지름, 간격, 비율, 조직, 휘도, 표면반사율 등의 변인

도측정기(Minolta.JP LS-100,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과 함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2.2.2. 표면반사율 측정
침구류 소재의 바탕 조직과 도트 무늬조직의 표면반사율은
Spectrophotometer(Color JS 555,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1. 설문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물은 15cm×15cm의 정사각형으로 준비한 후, 두 번 접어 측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을 살

정구에 위치시키고 black tile을 덮고 표면반사율을 측정하였다.

펴보면, 전체 설문 응답자 162명 중 남자가 52명으로 32.1%를
차지했으며, 여자는 110명으로 67.9%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를

2.3. 설문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 기간
본 연구에 참여한 설문 응답자는 남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해 총 162명이었다. 시료를 통한 선호도 설문조사와 감성 이
미지 평가는 2018년 5월 28일~6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살펴보면 20대가 148명으로 91.4%를 차지하였고, 30대가 5명
으로 3.1%, 40대 이상이 9명으로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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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함으로써 침구류 시장 점유율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제
품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침구류에 대한 17개의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해 중요도 평점을 조사한 결과를 Fig. 1
에 나타내었다.
추출된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가중치 비교
를 위해 1~5점까지의 중요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침구류에 대해 소비자가 중요하게 고려
하는 요구사항 중 위생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중요시 하는 요구사항은 촉감, 보온성, 세탁 및 관리 용
이성, 통기성, 흡습성, 친환경성, 방오성 등의 순서로 나타나 침
구류가 갖추어야 할 기능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다음 순서의 요구사항은 내구성, 섬유조성, 무게, 가
Fig. 1. Importance grades of consumer needs for bedding fabric.

격, 두께 등으로 침구류의 물리적 특성이 고려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무늬(패턴, 캐릭터 등), 디자인, 색상, 브랜드의 항목
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Park(2001)

3.2. 침구류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의 중요도

은 침구류의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침구류 구입 시 중요시

침구류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조사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하는 사항으로 실용성, 색상, 소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요구사항 중 어떤 항목이 중요한 가를 분석하여 제품생산에 반

보고했으며, 또한 침구용품 디자인 선호도 분석에 관한 선행 연

Table 2. Image sensibility factor of dot-pattern bedding fabric
Factor

Adjectives

Factor loading

Eigen-value

Cumulative (%)

Cronbach's α

Joyfulness

Youthful
Joyful
Cute
Enjoyable
Dynamic
Cubic

0.770
0.695
0.693
0.671
0.650
0.507

6.945

12.800

0.815

Coziness

Cozy
Comfortable
Pure
Friendly
Neat
Stable
Happy
Clear

0.772
0.761
0.708
0.627
0.551
0.545
0.544
0.515

5.247

24.845

0.832

Uniqueness

Prominent
Intensive
Unique
Splendid
Bold

0.834
0.801
0.789
0.782
0.503

2.621

36.497

0.855

Charm

Rational
Gorgeous
Charming
Look good
Refined

0.669
0.639
0.590
0.520
0.490

1.514

44.134

0.761

Femininity

Feminine
Elegant
Luxurious
Urban

0.679
0.663
0.643
0.620

1.287

51.748

0.698

Complicity

Stifling
Heavy
Complicated
Dizzy

0.798
0.734
0.573
0.500

1.123

58.554

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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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Seo et al., 2016)에서는 침구용품 구매 시 고려하는 사항으

된 도트 무늬 감성차원의 차이점에 기인한 결과이기는 하나 정

로 흡습성, 내구성, 항균성, 세탁 및 관리 용이성을 가장 중요

숙성, 매력성, 귀염성, 여성성 등의 이미지 차원이 본 연구 결

시 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침구류의 기능

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방울 무늬의 간격이 의

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침구류

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Choi and Ryoo(2007b)의

의 구매동기에 관한 다른 연구(Kwen et al., 1997)에서는 실용

연구에서는 물방울 무늬 의복의 이미지 구성요인이 심미성, 간

적인 측면과 외관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

결성, 역동성, 경량성의 4개 요인으로 본 연구의 이미지 차원

요소가 중요한 구매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30~60대 기혼여성의 침구류 구매행동을 조사한 Lee(2018b)의
연구에서 구매동기는 기능적, 실용적인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
하나 선택기준에서 30대는 디자인을 다른 연령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4. 직물 종류에 따른 선호도
직물에 따른 선호도 평가치를 Table 3과 Table 4에 제시하였
다. 직물별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선호도 상위 직물
3종은 9, 11, 15번, 하위 직물 3종은 14, 8, 16번으로 나타났다.

3.3. 도트 무늬 침구류 직물의 감성구조

가장 선호한 직물의 특성을 보면, 9번 직물은 무늬의 지름

도트 무늬의 크기와 간격이 다른 직물에 대한 이미지 감성

8cm, 거리 7cm, 도트 무늬 1/3 능직, 바탕 조직 3/1 능직물이

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주성분분

고, 11번 직물은 지름 8cm, 거리 4cm, 도트 무늬 1/3 능직,

석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감성 형용사의 공유치

바탕 조직 3/1 능직물이며, 15번 직물은 지름 6cm, 거리 7cm,

가 0.4 이상으로 요인분석의 변인으로 채택되었다. Table 3에서

도트 무늬 1/3 능직, 바탕 조직 3/1 능직물로, 선호하는 직물은

보는 바와 같이 도트 무늬 침구류 직물의 이미지 감성요인 분

무늬조직과 바탕조직이 주야능직으로 무늬가 입체적으로 두드

석 결과 총 6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별 문항 및 명칭

러지는 특징을 가졌다. 선호직물의 도트 무늬의 지름에 대한 거

을 함께 나타내었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모든 문항의 내적 일

리 비를 보면 0.875, 0.5, 1.16으로 무늬의 크기보다 무늬 간격

관성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

이 작은 직물이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체적으로 두드러

과 요인 1은 0.815, 요인 2는 0.832, 요인 3은 0.855, 요인 4

지는 조직의 경우 무늬의 크기보다 무늬 간격이 작거나 비슷한

는 0.761, 요인 5는 0.698, 요인 6은 0.890으로 좋은 내적 일

직물이 선호되나, 작을수록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성을 나타내었다. 각 요인에 속한 이미지 감성요인의 의미를

한편, 가장 선호하지 않은 3종의 직물의 특성을 보면, 14번

살펴보면 요인 1은 즐거운 이미지를 나타내며 여기에 속하는

직물은 무늬의 지름 6cm, 거리 10cm, 도트 무늬 평직, 바탕조

감성용어로는 발랄한, 즐거운, 귀여운, 재미있는, 동적인, 입체

직 1/2 능직물, 8번 직물은 지름 8cm, 거리 10cm, 도트 무늬

적인 등의 형용사가 포함되었다. 고유값은 6.945이고 전체 분

평직, 바탕조직 1/2 능직물, 16번 직물은 지름 6cm, 거리

산의 12.800%를 설명하며, 원형무늬 침구류 직물의 이미지 감

7cm, 도트 무늬 평직, 바탕조직 1/2 능직물로서, 도트 무늬는

성을 나타내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구성 차원으로 나타났다.

모두 평직이며, 바탕조직은 1/2 능직물로 직물의 무늬가 두드

요인 2는 포근한, 편안한, 순수한, 친근한, 산뜻한, 안정된, 행

러지지 않고 평활한 직물이었다. 도트 무늬 지름에 대한 거리

복한, 깔끔한 등의 용어를 포함하여 안락한 이미지로 명명하였

비가 1.667, 1.25, 1.16으로 무늬의 크기보다 무늬 간격이 비슷

으며 고유값은 5.247이고, 전체 분산의 12.045%를 차지하였다.

하거나 큰 배열의 직물은 선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인 3은 독특한 이미지로 이에 속하는 감성용어는 눈에 띄는,

선호도에 기여하는 감성용어를 추출하기 위하여 감성용어와

강렬한, 독특한, 화려한, 대담한 등이었고 고유값은 2.621, 설명

선호도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결과를 Table 5에 제시

력은 11.652롤 나타났다. 요인 4에 속하는 감성용어는 이성적

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감각형용사 ‘복잡한’, ‘무거운’, ‘어지러

인, 멋있는, 매력적인, 보기 좋은, 세련된 등으로 매력적인 이

Table 3. Means of preference of various fabrics

미지를 나타냈으며 고유값은 1.514이고 전체 분산의 7.636%를
설명하였다. 요인 5는 여성적인 이미지로 여성스러운, 우아한,
고급스러운, 도시적인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고유값은 1.287이
며 전체 분산의 7.614%를 설명하였다. 요인 6은 복잡한 이미
지로 답답한, 무거운, 복잡한, 어지러운 등의 형용사를 포함하
고 고유값은 1.123, 설명력은 6.806%로 나타났다. 도트 무늬의
이미지 차원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im and
Jeong(2008a)의 원피스 드레스의 물방울 무늬 크기와 배색변화
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 결과, 이미지 구성
차원은 총 5개의 요인으로 현시성, 정숙성, 매력성, 귀염성, 여
성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침구류 소재에 적용

No.

M

SD

No.

M

SD

1

3.53

0.941

10

3.28

0.914

2

3.19

0.822

11

3.67

0.862

3

3.42

0.874

12

3.14

0.961

4

3.56

0.843

13

3.31

0.889

5

3.61

0.934

14

3.08

0.937

6

3.25

0.874

15

3.61

0.934

7

3.53

0.910

16

3.11

0.950

8

3.11

0.950

17

3.44

1.132

9

3.67

0.793

18

3.4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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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OVA on preference vs. various fabrics
SS

df

MS

Intergroup

25.804

17

1.518

Within group

529.972

630

0.841

Total

555.776

647

직물의 감성 프로파일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F

1.804

p
0.024*

1요인에 속하는 감성용어인 발랄한, 즐거운, 귀여운, 재미있
치 간 격차가 크게 났다. 3요인에 속하는 감성용어인 눈에 띄
는, 강렬한, 독특한, 화려한, 대담한의 경우 선호직물의 평가치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sensibility adjectives and
preference
Sensibility adjectives Preference Sensibility adjectives Preference
**

Intensive

0.123

Unique

0.130

Prominent

0.169

Splendid

0.122

**
**
**
**

0.377

Refined

0.384**

Rational

0.231

Charming

0.460

**
**
**

**

Stifling

-0.175

Youthful

0.234

Dynamic

0.184

Heavy

-0.072

Luxurious

**
**

0.303**

Dizzy

-0.072

Feminine

0.193

Urban

0.167

Friendly

0.336

**
**
**

Gorgeous

0.289

Look good

0.519

Happy

0.441

0.238**

Cubic

0.131**

Cute

선호직물과 비선호직물에 영향을 주는 감성요인을 살펴보았다.
는, 동적인, 입체적인의 경우는 선호직물과 비선호직물의 평가

*: p<.05

Stable

597

**

**

Elegant

0.295

Comfortable

0.391

Neat

0.356

Joyful
Complicated

**

**

Enjoyable

0.288

Neat

0.304

Comfortable

0.384

0.130

Pure

0.338

-0.069

Bold

0.137

**
**
**

**
**
**
**

**: p<.01 significant

는 1요인 감성용어 평가치 보다는 낮지만 비선호직물의 평가
치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1요인과 3요인에 관련된 감
성용어는 선호도를 구분할 수 있는 효과적인 평가용어라고 생
각된다. 한편, 포근한, 편안한, 순수한, 친근한, 산뜻한, 안정된,
행복한, 깔끔한 등의 2요인에 속하는 감성용어에서는, 선호직물
과 비선호직물 간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요인
안락한 분위기와 관련된 감성은 침구류 소재로서 당연히 필수
적 요소로서 인식되어 선호도 구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 밖에 다른 감성용어에서는 선호직물과 비
선호직물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3.5. 물리적 특성, 감성요인과 선호도 간의 상관성
Table 6은 물리적 특성, 감성요인과 선호도의 상관분석 결과,
도출된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물리적 특성과 감성요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요인 1 즐거운 이미지는 바탕과 무늬의 휘도
차, 바탕과 무늬의 표면반사율 차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바탕과 무늬직물의 조직이 차이가 나고, 광택 차이가 나면, 입
체적이고 재미있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 2 안락한 이
미지는 무늬 지름, 바탕과 무늬의 휘도 차와 정적 상관을 보였
다. 즉, 무늬 지름이 크고 바탕과 무늬의 휘도 차이가 커지면
안락하게 평가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직물의 무늬부분이
차지하는 면적비가 커지면서 직물시료가 하나의 무지직물처럼

운’을 제외하고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감각용어를 선택하여,

단순하고 차분하고 느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물방울 무

앞서 요인분석결과 도출된 요인의 순서대로 선호직물과 비선호

늬의 크기에 대한 연구(Choi & Ryoo, 2007a)에서도 물방울

Fig. 2. Sensibility profiles of the best fabric and the worst fab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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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of physical parameters, sensibility factors and preference
Factor 1

Factor 2
**

Factor 3
**

Factor 4

Factor 5

Factor 6

Preference

Diameter

-0.047

0.146

-0.122

-0.029

-0.049

-0.043

0.039

Distance

0.004

0.002

-0.129

-0.058

0.005

-0.052

-0.061

Ratio

-0.016

-0.077

-0.032

-0.044

0.004

0.023

-0.178**

ΔL

**

*

0.120

0.087

*

ΔR

0.103

Preference

0.200

0.031

**

**

0.461

**

-0.018
**

0.108

**

0.134

0.006

0.005

-0.125

0.137**

0.006

0.047

-0.061

0.112

**

0.313

**

0.172

**

**

-0.143

**

1.000**

*: p<.05, **: p<.01 significant

무늬가 커지면 동적인 이미지가 약화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요

나타났다.

인 3 독특한 이미지는 바탕과 무늬의 표면반사율 차와 정적 상

둘째, 도트 무늬의 크기와 간격이 다른 침구류 직물에 대한

관을, 무늬의 지름, 무늬 간 거리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면

이미지 감성 차원을 분석한 결과, 즐거운 이미지, 안락한 이미

반사율 차이는 바탕과 무늬의 조직 차이에 기인하는데 조직의

지, 독특한 이미지, 매력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 복잡한 이

차이가 나면 눈에 띄며 독특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며, 무늬의 크

미지 등 총 6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기가 작을수록, 무늬 간 간격이 좁을수록 무늬를 뚜렷하고 강

셋째, 직물에 따른 선호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직물별 선

렬하게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hoi and Ryoo(2007b)의

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선호하는 직물은 무늬조직과

연구에서도 물방울 무늬의 간격이 넓을수록 단순한 이미지를

바탕조직이 주야능직으로 무늬가 입체적으로 두드러지는 특징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요인 6 복잡한 이미지는 휘도 차와

을 가졌다. 감성요인 중 즐거운 이미지와 독특한 이미지에 관

부적 상관을 보여 바탕과 무늬의 광택 차이가 없을 경우 답답

련된 감성용어는 직물의 선호도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평가

하고 무겁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광택은 표면반사율과

용어로 분석되었다.

달리 직물로부터 1m 거리에서 측정되므로 직물 조직 차이뿐만

넷째, 감성요인, 물리적 특성 및 선호도간 상관분석 결과, 즐

아니라, 바탕과 무늬 면적 차이 등 직물을 구성하는 주변 요소

거운 이미지, 안락한 이미지, 독특한 이미지, 매력적 이미지와 여

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요인 4 매력적 이

성적 이미지가 강할수록, 그러나, 복잡한 이미지는 약할수록 더

미지와 요인 5 여성적 이미지는 어떠한 물리적 특성과 유의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특성으로는 직물의 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탕과 무늬 간 휘도 차와 표면반사율 차가 클수록, 무늬의 크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선호도는 바

보다 무늬 간격이 작을수록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탕과 무늬의 휘도 차와 표면반사율 차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소확행(소

고, 무늬의 지름에 대한 거리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욜로(You Only Live Once) 등 행복을

로부터 바탕과 무늬 간 휘도 차와 표면반사율 차가 클수록, 무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비 트렌드가 바뀌면서 의류 구매를 줄여

늬의 거리는 작아서 무늬 간격이 촘촘할수록 더 선호하는 것을

서라도 자신의 공간을 꾸미려는 소비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알 수 있다.

침구류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 요구사항은 필수적인 요소로 위

감성요인과 선호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요인 1 즐거운 이미

생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하나 실제 구매행동에서는 실용적인

지, 요인 2 안락한 이미지, 요인 3 독특한 이미지, 요인 4 매

측면과 함께 외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외관

력적 이미지와 요인과 5 여성적 이미지는 선호도와 정적 상관

에 영향을 주는 디자인, 색상, 패턴 등은 구매 시 중요한 요소

을 가지며, 요인 6 복잡한 이미지는 선호도와 부적 상관을 가

로 작용하게 된다. 침구류라는 제품군은 패션제품과는 다른 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지 감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소비계층의 감성에 맞는
침구류 제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침구류 제품에 적용되는 다양

4. 결

론

한 직물의 이미지 감성 연구가 필수적이다. 특히 다양한 패턴
에 따라 소비자가 지각하는 침구류 직물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침구류 소재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을 조사

것은 소비자의 구매요구에 부합하는 침구류 제품의 개발에 중

하고 크기와 간격이 다른 도트 무늬가 적용된 침구류 직물의

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침구류에 적용되는 패

이미지와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턴 중 도트 패턴을 선택하여 크기와 간격만을 변화시켜 흰색직

첫째, 침구류에 대해 소비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구사항

물에 적용하였으므로 색채요소가 주는 영향을 배제하였다. 그

은 위생성, 촉감, 보온성, 세탁 및 관리용이성, 통기성, 흡습성

러나 무늬에는 형태뿐만 아니라 색채라는 디자인요소가 모두

등 침구류의 기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포함되어있으므로 도트 패턴의 크기와 간격과 함께 색채요소가

으며, 다음으로는 침구류의 물리적 특성, 디자인 특성의 순으로

고려된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트 무늬의 크기와 간격에 따른 침구류 직물 선호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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