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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ements of textile 
design and consumer emotion and to suggest effective design methods. In addition, the forecasting system for textile 
desig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developed. The database system of textile design was organized by installing 
Mysql database server and tomcat servlet container on windows NT. The user interface was utilized using jsp on the web. 
This study findings can provide textile design samples which were suitable for each emotional factor, and an evaluation 
basis for each design element by the descriptive system of textile design. The forecasting system based on this study find-
ings can also provide specific design methods for the effectiveness of consumer emotion and can be applied in a practical 
design process. This stud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consumer emotion has presented an objec-
tive and an efficient design method. This will be a useful expedient to improve the existing textile design process and 
for the consume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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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MFA(Multi-Fiber Textile Arrangement)    

체제하에서 쿼타(Quota) 다량보유국으로 OEM위주의 생산에만    

안주해 오면서 자가브랜드 개발, 다품종소량 생산체제 구축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 개발, 즉 신소재 개발이나 디        

자인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http://www.      

kofoti.or.kr/info/info/index.php). 

국내의 패션 디자인계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디자인      

선진국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제품의 기획      

의도를 디자인으로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시스템이나 데이터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디자인 지원 시스템에 관한 연구로,       

정경용 외(2002)는 협력적 필터링 개인화 기법을 응용하여 섬       

유 패턴 디자인 추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는 소비자의 감        

성을 라이프스타일, 감성 선호도에 따라 분류하였고, 섬유 패턴       

디자인 요소를 분해, 분석하고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이를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사용자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을 추천하는 시스     

템으로, 같은 성별 또는 같은 나이를 가진 사람들은 텍스타일     

디자인물에 대해서 유사한 선호도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는 감성어휘를 입력하면 감성이 비슷한     

사용자들을 기반으로 협력적 필터링에 의해 사용자의 선호 감     

성을 자동으로 파악하여 디자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밖에도     

Nakanishi(1996)와 김희수(2000)는 의상디자인을 지원하는 시스    

템의 프로토타입을 제안하였으며, 송지영·천종숙(2001)은 디    

자인 및 패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키워드를 통해 효율     

적으로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여성 자켓 분류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와같은 디자인 지원 시스템의 개발은 소비자와 디자이너,     

생산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활용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디지털환경을 통해 디자인 개발을     

지원, 디자이너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디자인 자     

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 디자인 프로세스를 효     

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소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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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을 만족시키는 완성도 높은 디자인 제품을 창출하여 디자       

인 재료 부분의 고부가가치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우        

리 고유의 감성이 반영되어 단순히 서구의 디자인을 추종하거       

나 모방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내 섬유업계가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여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1보에서는 텍스타일디자인의 지각적 특징을 분      

석할 수 있는 텍스타일디자인 요소 기술체계를 개발하는 한       

편, 텍스타일디자인물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을 조사, 분석하     

여 감성 요인을 도출한 후, 텍스타일디자인 요소와 감성간     

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각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고, 효율적인 디자인 방법을 제안하였     

으며, 그 결과를 Table 1과 같이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2     

보에서는 제1보에서 도출한 텍스타일디자인 요소와 감성간     

의 관계분석을 기초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텍스타일디자     

인을 지원하는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     

다. 

Table 1. 각 감성을 위해 효과적인 디자인 방법

감성 효과

                                                        분석결과

상관관계분석 결과 각 감성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디자인 요소

다중회귀분석 결과 각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디자인 요소

상관관계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다소  

높게(p <.01) 나타난 디자인 요소

모던한

모티브의 모양을 직선적으로 모티브의 밀도를 높게

모티브 간의 톤대비를 크게 밀도변화에 의한 응시점이 형성되도록

모티브군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도록 모티브 내에서 색상대비를 적게

모티브 간의 방향대비를 적게 모티브 내에서 톤대비를 적게

모티브군의 가짓수를 적게  

펀(fun)

모양대비에 의해 응시점이 형성되도록 모티브의 모양을 선명하게

모티브 간의 색상대비를 크게 색채대비에 의한 응시점이 형성되도록

모티브군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도록 모티브 간의 모양대비를 크게

모티브군 간의 방향대비를 적게  

내츄럴한

모티브의 모양을 희미하게 색채대비에 의한 응시점이 형성되지 않게

모티브의 모양을 곡선적으로  

모티브 내의 톤대비를 크게  

모티브 간의 방향대비를 크게  

모양대비에 의한 응시점이 형성되지 않게  

엘레강스한

모티브의 크기를 크게 모티브 내의 톤대비를 크게

모티브의 모양을 곡선적으로 모티브 간의 방향대비를 크게

모양대비에 의한 응시점이 형성되지 않게  

모티브군이 뚜렷하게 형성되도록  

모티브군 간의 방향대비를 크게  

클래식한

모티브 간의 색상대비를 적게 모티브 색상을 Yellow 계열로 사용

모티브군이 뚜렷하게 형성되도록 모양대비에 의한 응시점이 형성되지 않게

모티브군 간의 방향대비를 크게 모티브 내의 톤대비를 크게

 모티브 간의 방향대비를 크게

 모티브군의 밀도를 낮게

에스닉한

모티브 모양의 가짓수를 다양하게 모티브와 배경과의 톤대비를 크게

모티브 간의 톤대비를 적게 모티브군의 크기를 크게

모티브군이 뚜렷하게 형성되도록  

야성적인

모티브의 전반적인 톤을 dark 톤으로 모티브의 밀도를 높게

모티브군 내의 톤대비를 적게 밀도변화에 의한 응시점이 형성되도록

모티브군 간의 방향대비를 적게 모티브 내의 색상대비를 적게

모티브군과 배경과의 색상대비를 적게 모티브 간의 방향대비를 적게

 모티브군의 밀도를 높게

스포티한

모티브의 모양을 선명하게 모티브의 밀도를 높게

모티브의 모양을 직선적으로 밀도변화에 의한 응시점이 형성되도록

모티브 간의 색상대비를 크게 색채대비에 의한 응시점이 형성되도록

모티브 내의 톤대비를 적게 모티브 간의 톤대비를 크게

모티브 간의 방향대비를 적게 모티브군의 모양을 직선적으로

모티브군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도록 모티브군 간의 방향대비를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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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성모형 검증

2.1. 연구방법 

본 연구 제1보의 결과 도출된 감성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 첫째로는, Table 1에 제시된        

디자인 방법에 따라 디자인 요소들을 조작(manipulation)하여     

각 감성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인 텍스타일디자인 프로토타입     

(prototype) 자극물을 제작한 후 의도된 감성효과가 나타나는가      

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이를 위하여 Miller & Elffers(1990)의        

“Textile Designs”로부터 꽃문양과 기하학적 문양의 모티브를     

선정하여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디자인 방법(Table 1)과 일치        

하도록 모티브, 색채, 레이아웃 및 반복 배열 등을 조작하였다.        

자극물 제작을 위한 소프트웨어는 Adobe Photoshop 6.0이 사       

용되었으며, 제작된 자극물은 각 감성별로 한 종류씩 총 8개였        

고, 30 × 20 cm 크기의 칼라 출력물 이었다(Fig. 1). 한편, 디           

자인 프로토타입에 대한 감성 조사를 위한 응답지는 감성모형       

도출을 위해 개발되었던 감성척도를 사용하였다. 

둘째는, 각 감성을 유발시키는데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나타       

난 디자인 특징들과 본 연구의 디자인 유형 DB로 구축된 총         

425종의 텍스타일디자인물 각각에 사용된 디자인 요소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       

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감성요인과 각 요인        

에 속한 감성어휘를 기준으로 감성분류 설문을 구성하고, 텍스       

타일디자인의 유형 DB로 구축된 총 425종의 텍스타일디자인      

물에 각각에 대해 느껴지는 감성 요인 및 감성어휘를 선택하도        

록 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425종의 텍스타일디자       

인물에 대하여 선택 빈도가 가장 높은 감성요인에 따라 분류한        

후, 분류된 텍스타일디자인물들 각각의 디자인 요소들을 분석     

함으로써, 감성별로 분류된 디자인물이 해당 감성을 유발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 및 디자인 방법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의 감성모형 검증을 위한 조사는 2003     

년 10월 중에 실시되었고,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및 인지과     

학협동과정의 대학원생 20명과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전    

공 학생 30명, 총 50명이 참여하였다.

2.2. 텍스타일디자인 프로토타입을 통한 검증결과 

디자인 프로토타입에 대한 감성 조사결과, 본 연구의 디자인     

방법에 따라 조작된 각 디자인물은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감성     

에서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한편, ‘펀(fun)’ 감성과 ‘스포티한’ 감성을 위해 조작된 디자     

인 프로토타입의 경우에 평균값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와같은 결과는, 모티브 간의 색상대비를 크게 디자인하는     

것이나 방향대비를 적게 디자인하는 것 등이 공통적으로     

‘모던한’ 감성과 ‘스포티한’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     

로 도출되었으므로, 이러한 유사한 디자인요소들의 조작에 의     

해 평균값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내     

츄럴한’, ‘엘레강스한’, ‘클래식한’ 감성의 경우에도 평균값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 역시 본     

연구의 결과 이 세 가지 감성에 대해서 유사한 디자인 요소들     

이 많이 도출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예측되며, 이들     

감성에 대한 해석 또한 개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2.3. 디자인요소와 각 감성효과의 일치도 검증결과

각 감성에 따라 분류된 텍스타일디자인물들과 해당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디자인 요소들의 기술내용을 비     

교해본 결과, 모든 디자인 요소들에서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상     

당수의 텍스타일디자인물들에서 본 연구의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모던한’ 감성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된 텍스타일디자     

인물들 중에는 직선적인 모티브를 사용하였거나, 한 모티브 내     

에서 색상대비나 톤대비가 적은 심플한 디자인들이 많았다. 

‘펀(fun)’ 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된 텍스타일디자인물     Fig. 1. 텍스타일디자인 프로토타입의 예.

Table 2. 텍스타일디자인 프로토타입 감성평가에 대한 평균값

본 연구의 디자인 방법에 따라  

조작된 디자인 프로토타입

감성효과

모던한 펀(fun) 내츄럴한 엘레강스한 클래식한 에스닉한 야성적인 스포티한

모던한 감성을 위한 디자인 5.00 2.68 2.66 2.92 3.40 2.56 1.98 3.86

펀(fun) 감성을 위한 디자인 3.96 5.46 2.22 1.76 1.90 2.02 1.90 4.62

내츄럴한 감성을 위한 디자인 2.34 1.90 5.08 4.14 3.92 3.38 1.94 1.76

엘레강스한 감성을 위한 디자인 2.58 2.20 4.42 4.48 4.12 3.64 2.72 1.88

클래식한 감성을 위한 디자인 1.92 2.26 4.48 4.62 4.68 3.34 2.12 1.66

에스닉한 감성을 위한 디자인 1.92 2.06 2.96 3.94 4.72 5.04 2.56 1.68

야성적인 감성을 위한 디자인 2.14 2.60 4.32 2.68 3.00 4.04 4.56 1.94

스포티한 감성을 위한 디자인 4.16 5.10 2.30 2.46 2.40 1.72 1.98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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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본 연구의 결과 나타난 것처럼 색상대비가 크고, 모양대        

비나 색채대비가 큰 귀엽고 재미있는 형태의 디자인들이 다수       

포함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내츄럴한’ 감성과, ‘엘레강스한’ 감성, 그리고 ‘클래식한’ 감      

성으로 분류된 텍스타일디자인물들의 대부분은 곡선적인 모티     

브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티브 내에 톤대비가 크며, 모티브군을       

이루고, 모티브 간의 방향대비가 큰 디자인들 이었다. 그 중 연         

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모티브의 모양이 선명하게 구       

분되지 않고 희미한 경우 더 내츄럴하고 전원적이며 소박한 감        

성이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티브 간의 색상대비가 적은       

디자인들은 더 클래식하고 베이직하며 중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티브의 크기가 크고 화려한 디자인의 경우에       

‘엘레강스한’ 감성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의 결과       

를 지지하였다.

‘에스닉한’ 감성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된 텍스타일디     

자인물들의 경우에는 일부의 디자인물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모티브군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고, 모티브      

모양의 가짓수가 다양한 디자인들로 모티브 간의 톤대비는 적       

은 독특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야성적인’ 감성이 높게 나타난 텍스타일디자인물들의 대부     

분은 모티브의 밀도가 높고, 다크톤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상당부분 일치하였다.

‘스포티한’ 감성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된 텍스타일디     

자인물들은 모티브의 모양이 직선적이고 선명한 형태의 디자인      

이 많았으며, 모티브 간의 색상대비가 큰 디자인이 다수 포함        

되어, 본 연구의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음을 검증해 볼         

수 있었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텍스타일디자인의 문양 즉, 디       

자인 모티브에 사용된 오브제(object)의 특성 또한 감성 효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던한’ 감성이나 ‘스포티       

한’ 감성이 높게 나타난 텍스타일디자인물들에는 기하학적인     

문양의 디자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기하학적 문      

양은 단순하고 명쾌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으로, 특히 스트        

라이프 패턴은 전반적으로 남성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를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Marian, 1980; 이정주 외, 2000), 이        

러한 디자인 이론을 뒷받침 하였다. ‘펀(fun)’ 감성이 높게 나        

타난 텍스타일디자인물들은 사물, 활자, 동물, 애니메이션 등이      

모티브로 사용된 컨버세이셔널(conversational) 문양으로 분류되    

는 디자인들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내츄럴한’, ‘엘레강스한’, ‘클래식한’ 감성으로 분류된     

텍스타일디자인물은 대부분 꽃문양인 경우가 많이 나타났음     

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전면에 섬세한 작은 꽃이 표현된 패턴         

은 전원적이며 소박하고 내츄럴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고, 부케와 같이 꽃다발을 구성하고 있는 디자인이나 화려       

하고 사실적인 형태의 꽃문양 등은 엘레강스한 감성이 큰 것        

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오브제적 특성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감성은 ‘에스닉     

한’ 감성과 ‘야성적인’ 감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패치워크     

(patchwork)의 형태로 이루어진 문양이나 페이즐리(paisley) 문     

양과 같은 민속문양의 경우에는 모두 ‘에스닉한’ 감성효과가     

큰 것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동물 가죽문양의 경우는 원시풍     

으로 엑조틱하고, 거칠며, 섹시한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     

한 패턴으로 알려져 있는데(오희선·이정우, 1996), 본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동물 가죽문양에서 원시적이     

며, 러프하며, 야성적인 감성효과가 크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텍스타일디자인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효율성이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     

는 정보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파일화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이홍림, 2000). 본 연구에     

서는 제1보에서 도출된 텍스타일디자인 감성모형과 검증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텍스타일디자인물에 대한 감성 요인별 분류, 디     

자인 요소 기술체계에 따른 디자인 요소별 분류, 문양의 종류     

에 따른 분류 등의 기준을 가지고 Fig. 2와 같은 구조로 데이     

터베이스 체계를 구성하였다. 

Fig. 2. 텍스타일디자인 예측시스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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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논의

텍스타일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사용자의 사용 편의     

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웹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채택하였다. 사용자는 개별 PC에서 웹브라우저     

를 사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        

동되는 웹서버를 구축하였다. 동적인 동작을 위한 스크립트 언       

어로 jsp2를 채택하였으며, jsp구동을 위한 servlet container와      

웹서버를 위해 tomcat(version 4.1)을 사용하였다. 데이터가 저      

장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Mysql(version 4.0.12)을     

사용하였다. 또한 jsp와 데이터베이스 구동을 위해 java의 데이       

터베이스 연동솔루션인 JDBC2.0을 채택하였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텍스타일디자인 예측시스템의      

초기 검색화면을 제시한 것이다. 감성과 각 감성에 속한 세부        

감성어휘를 선택하면, 소비자의 감성 반응에 따라 분류된 해당       

감성의 텍스타일디자인물의 샘플들이 제시되며, 감성별로 분류     

된 텍스타일디자인물 각각에 대한 디자인 요소별 평가치를 알       

수 있다. 또한 해당되는 감성을 유도하기에 효율적인 디자인 방     

법이 함께 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같은 디자인 정보들을     

이용하여 텍스타일디자인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디자인의 문양별로도 분류하여 구성함으로서 텍스타     

일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     

록 하였다. 

Fig. 4는 ‘내츄럴한’ 감성의 하위 어휘인 ‘전원적인’을 검색     

한 경우에 해당되는 디자인물과 디자인 방법을 제안해주는 화     

면이다. 이 화면에서 ‘전원적인’ 감성의 텍스타일디자인물을 선     

택하면, Fig. 5와 같이 실물 크기의 이미지로 확대하여 볼 수 있     

으며, 동시에 48개 디자인 요소들의 전체 기술값들을 살펴볼     

수 있다. 즉, ‘전원적인’ 감성효과의 텍스타일디자인의 샘플들     

과, 이러한 감성효과를 위해 어떤 디자인 요소가 중요하게 사     

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     

또한 제시되므로 실제 디자인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     

다. 

Fig. 6은 디자인 요소의 기술값에 따라 검색한 예로, ‘모티브     

Fig. 3. 텍스타일디자인 예측시스템의 초기화면 구성. Fig. 5. 해당 텍스타일디자인물을 선택했을 때의 화면.

Fig. 4. 감성 어휘별 검색화면의 예(‘전원적인’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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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곡선-직선도)’을 ‘매우 곡선적(기술값 1)’으로 검색했을 때     

의 화면이다. 이들 각각의 텍스타일디자인물들을 선택하면 앞      

서 기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기술값과 해당 감성 효과 등         

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Fig. 7은 문양에 따른 검색화면의 예          

로, ‘애니멀 스킨(animal skin)’ 문양을 선택했을 때의 화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텍스타일디자인 예측시스템은 소비자의 감성 분      

석에 기초하여 개발된 것으로, 각 감성에 해당되는 텍스타일디       

자인물의 샘플뿐만 아니라 텍스타일디자인 요소들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이다. 이는, 선호 감성에 따라 단순히 디        

자인물만을 제시해주는 기존의 텍스타일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정경용 외, 2002)과는 구별되며, 특정 감성효과를 나타      

내기 위하여 어떠한 디자인 요소들이 중요한가, 반대로 특정       

감성효과가 나타난 텍스타일디자인물들은 어떤 디자인 요소들     

이 사용되고 조합되어 그러한 감성효과가 나타나는가 등의 구       

체적 디자인 방법까지도 제공받을 수 있는 디자인 지원 시스        

템이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제1보에서는 텍스타일디자인의 지각적 특징 요소      

들을 추출하여 디자인 요소 기술체계를 구성하고, 이 디자인 요        

소들이 감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각 감성효과를 위       

해 효율적인 텍스타일디자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 2보       

에서는 분석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텍스타일디자인 예     

측시스템을 개발하여, 디자이너 및 일반 소비자가 디자인 지원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본 연구의 제1보의 결         

과를 기초로 감성에 따른 분류, 디자인 요소 기술체계에 따른        

분류, 문양별 분류 등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windows NT에서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tomcat 서블릿콘테이너를 설치하여     

구성하였으며,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jsp를 사용하여 웹 인터페      

이스로 구현하였다. 

이상의 텍스타일디자인 예측시스템은 선호감성에 대한 단순     

한 디자인물의 제시가 아닌, 각 감성에 해당되는 텍스타일디자     

인 요소들을 분석하여 감성효과를 위한 구체적 디자인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스템과 차별화될 수 있으     

며, 디자인 기획시에 활용되어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     

는 디자인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 결과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텍스타일디자인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좀더 많은     

수의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여 본 연구의 감성모형을 검     

증해볼 필요가 있으며, 디자인 모티브에 사용된 오브제의 효과     

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텍스타     

일디자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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