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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의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소비자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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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pplication of Smart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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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Korean prior studies on smart clothing seeking complete mixture of clothing and computer with diverse func-
tions in the ubiquitous environment were so mere, while there have been aggressive activities to develop diverse smart
clothing products led by the relevant industries and universities in foreign countries. Given prospective growth of the
smart clothing market, there should be customers’ evaluation of functions and utility of and sensitivity to smart clothing
as well.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to Korean customers in their twenties regarding their perception and liking
of and willingness to use smart clothing, and examined the needs of new functions of smart clothing. As a result, the cus-
tomers in their twenties turned out to like well-designed and comfortable clothing, and be exposed to diverse and con-
tinuous computing environment. Also, they have relatively low perception but considerably high liking of smart clothing,
indicating their high willingness to use smart clothing products. They cited ‘selectable functions’ and ‘mobile and con-
venient’ as merits, and ‘too expensive’ and ‘easy to wash’ as demerits of smart clothing. In the respect, they proposed
many interesting smart clothing ideas, such as ‘clothing with automatic temperature-sensing function, which gets higher
heat- insulating function by tightening the textile structure in winter and higher ventilating function by loosening the tex-
tile structure in summer.’ We hop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basic data for development of more efficient smart
clothing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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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래 지향형 컴퓨터 발전의 흐름에 맞

추어 컴퓨터 공학과 전자 공학의 최첨단 기술과 섬유패션이 접

목된 디지털 의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디지털 의류

분야에서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웨어러블 컴퓨터’와

‘스마트 의류’이다. 웨어러블 컴퓨터는 옷이나 몸에 컴퓨팅 기

기를 부착하는 형태로 착용이 거추장스럽고 외관상 기계장치가

눈에 띄는 단점을 가지는데, 이러한 점에서 의복과 컴퓨터의 완

전한 결합을 지향하면서 웨어러블 컴퓨터보다 의복에 더 가깝

게 발전한 형태가 스마트 의류이다(조길수 외, 2000). 

스마트 의류는 컴퓨터의 구성요소가 강하게 드러나지 않도

록 의복에 부착하거나 의복 내부에 통합시킨 형태로 외부 자극

을 감지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소재의 기능’과 의복 및 직물

자체가 갖지 못한 ‘기계적 기능’을 결합하였다. 따라서 통신 매

체, 정보 콘텐츠, 플랫폼 또는 미래 도처에 존재하는 컴퓨터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작용하게 되어 신체 상태를 체크하거나 데

이터를 수집, 또는 통신 기능을 통해 안내원을 대신해서 도움

을 주는 역할 등 새로운 차원의 기능성과 활동성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오늘날 무선이동 컴퓨팅 기기가 휴대전화, 노트북,

PDA, MP3 등 소형화와 휴대성의 증대로 집약되면서 일상생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의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스마트 의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의해 1998~1999년부

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2000년도부터 개발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그에 대한 성과물은 초기 모

형 및 소규모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1년부터 스마트

의류에 대한 연구가 소규모로 시작되어 2002년도부터 연구 성

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마

트 의류 개발은 초기 단계에 놓여 있으며 따라서 미래 일상생

활용 스마트 의류 기술을 신속히 개발한다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전 세계의 본 기술 분야에서 국내 기술도 국제적

경쟁력에 있어 매우 높은 위치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

다(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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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진행된 스마트 의류에 관한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에는 스마트 의복의 전망 및 개발사례 연

구(이정순, 2002), 디지털 의류의 역사와 국외 개발 동향, 문제

점에 관한 연구(이주현, 2004), 디지털 의류의 의류상품화 가능

성 탐색 및 디지털 의류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박희주·

이주현, 2002), 그외 웨어러블 컴퓨터와 패션이 접목된 국외 동

향에 관한 연구(이주현·박선형, 2000), 웨어러블 컴퓨터의 국

외 개발실례와 웨어러블 컴퓨터의 구성요소, 특성, 앞으로의 연

구방향에 관한 연구(안영무, 2003) 등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국

외 현황을 정리한 수준으로 실제로 기능성이 부과된 스마트 의

류를 개발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반면 국외의 경우에는 운동선수들을 위한 온도조절장치, 밤

에도 보이는 불빛장치, 생리적인 모니터링 장치 등의 웨어러블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스마트 의류 개발에 관한 연구(Lucy·

Susan, 2003), 손과 팔뚝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손목 밴드 장치

와 외부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한 컴퓨팅 기기를

의복에 삽입한 연구(Jun, 2001)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전

통적인 비즈니스 슈트 안으로 입, 출력 장치를 네트워크 케이

블로 연결시켜 통합한 e-SUIT의 개발에 관한 연구(Aaron·

Barrie, 2002), 전통적인 비즈니스 재킷의 어깨패드에 외관의 변

형이 없도록 기술 장치를 삽입한 스마트 재킷 개발과 그 기능

성의 장, 단점에 관한 연구(Lucy·Susan, 2003; Aaron·Lucy,

2004) 등 일상생활에 접목시킨 스마트 의류 개발이 활발히 진

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마트 의류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국

외의 경우에도 개발된 의복에 대한 소비자의 기능성, 감성평가

및 실용화에 대한 평가부분은 연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 의류의 시장 규모가 2001년을 기준으로

연 평균 99.9%로 고속 성장하여 2006년도에는 3억 달러에 이

를 것이라는 예측(Venture Development Corporation, 2002)과

함께 다양한 스마트 의류가 개발될 전망임을 감안할 때, 성공

적인 스마트 의류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발된 의류

를 실제로 착용하게 될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스마트 의류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

고 수요가 있는 스마트 의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의류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초 연

구로서 현시점에서 국내 일반 소비자들의 스마트 의류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새롭게 필요로 하는 스마트 의류의 기능과 소비자 요구

를 조사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외의 스마트 의류 제품들에 대한

소개는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제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2.1. 설문조사

일반 소비자들의 스마트 의류 제품에 관한 인식과 호감도,

수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 : 설문 조사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였다.

첫째,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3문항) 및 의생활 태도(13문항),

컴퓨팅 환경(5문항)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스마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알

아본다(4문항).

셋째, 인터넷과 서적, 논문에서 수집한 기존에 개발되어져 있

는 스마트 의류 제품 및 예비 조사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하여

앞으로 개발되어져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

트 의류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소비자들의 선호도(19

문항), 수용가능성 정도(3문항)를 알아본다. 

넷째, 스마트 의류의 장점 및 예상되는 한계점, 소비자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스마트 의류의 기능을 알아본다(3문항). 

이상의 네 가지 측면으로 총 50개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및 기간 : 스마트 의류에 대해 잠재적으로 수

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남녀 각 50명

씩 100명을 임의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2005년 9~10월에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방법 : 설문 조사 자료의 분석방법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

한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객관식 응답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설문조사 결과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 설문조사에 참가한 응답자 100명

의 평균 나이는 24.2세였으며, 학력과 직업의 분포는 Table 1

과 같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및 의생활 특성, 컴퓨팅 환경 : ①

라이프 스타일 - 20대 소비자의 일상적 관심사 중 높은 응답

빈도를 보인 것은 영화(67), 음악(56)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여행(52), 스포츠(50), 인터넷(47), 외모(46), 학업(44), 건강(41),

Table 1. 응답자의 학력과 직업                                                                                           (n=100)

학력 고졸(2) 대학 재학(66) 대졸(9) 대학원 재학(21) 대학원 졸업(2)

직업 학생(66) 대학원생(19) 연구원(2) 회사원(9) 공무원(2) 없슴(2)

( ): 괄호 속 숫자는 응답자의 빈도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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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친구(4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대 소비자의 관심

사는 멀티미디어 및 여가 생활을 즐겁게 즐기기 위한 스포츠,

오락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

다.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결과는 영화감상(59), 인터넷서핑(55),

TV시청(46), 음악감상(40), 컴퓨터게임(38), 독서(34), 운동(33),

친목활동(32), 쇼핑(32) 등의 순으로 일상적 관심사와 마찬가지

로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의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② 의생활 특성 - 20대 소비자들이 가장 즐겨 입는 의복 스

타일은 캐쥬얼(71)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편안하기 때문(61)이

라고 대다수가 응답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편(49)이지만 주위의 사람들보다 독특한 스타일의 의

복은 입지 않는 편(36)으로 나타났다. 또 평소 패션 정보나 유

행에 관심이 많으며(33), 의류나 장신구가 꼭 비싼 것이 좋다

고는 생각하지 않는다(45)라는 응답의 빈도가 높았다.

의복을 착용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는 편안함(36),

디자인(30), 색상(11), 개성(10), 타인의 시선(9), 실용성(6)의 순

으로, 의복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는 디자인

(54), 활동성(13), 가격(9), 색상(9), 개성(7), 실용성(6), 소재(3),

타인의 시선(1)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이들은 디자인

이 마음에 들고 입어서 편안함을 느끼는 의복을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 착용하는 의복에서 가

장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도 활동성(38)이라고 대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③ 컴퓨팅 환경 - 20대 소비자들의 모바일 컴퓨터의 수용

현황으로는 휴대폰(99), MP3(65), 노트북(17), PDA(4), PSP

(PlayStation Portable)(2),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1)

로 나타났다. 이 중 이들이 가장 흔하게 소유하고 있는 모바일

컴퓨터인 휴대폰의 교체 시기는 2년~3년(40), 1년~2년(35)이라

고 한 응답이 많았으며 가격대는 30~50만원(39), 50만원 이상

(29)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학생 신분임

을 감안할 때 신분에 비해 다소 고가의 기기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그리고 인터넷을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은 1시간~2시간(58), MP3를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은 1시

간~2시간(44)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때, 20대

소비자들은 다양하고 지속적인 컴퓨팅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스마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호감도 : ① 인지도 -

스마트 의류에 대한 20대 소비자의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스

마트 의류’라는 용어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50),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41), 자주 들어보았다(9)의 빈도를 나타내

었고, ‘스마트 의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44), 정확

히 알지는 못한다(33), 알고 있다(19), 아주 잘 알고 있다(4)의

응답 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젊은 연령층인 20대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마트 의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또한, 스마트 의류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경로

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인터넷(24)을 통해서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외에 주변 사람(19)이나 잡지(12), TV(7), 서적(7)을

통해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학교 수업시간에

접하게 되었다는 응답(6)도 있었다(Table 5).

② 호감도 - 앞서 20대 소비자들의 스마트 의류에 관한 인

지도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스마트 의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문지 상에 스마트 의류의 구체적인 설명과 스마트 의

류 제품들의 예를 칼라 사진으로 제시하여 정확한 개념을 인식

시키고 난 후 소비자들의 스마트 의류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스마트 의류에 관해서 흥미롭다(55), 아주 흥미롭다

(22), 보통이다(16), 흥미없다(4), 전혀 흥미 없다(1)의 순으로

Table 2. 모바일 컴퓨터 소유 현황                                                                                        (n=100)

모바일 컴퓨터 소유현황 휴대폰 (99) MP3 (65) 노트북 (17) PDA (4) PSP (2) PMP (1)

휴대폰 교체 시기 6개월~1년 (6) 1년~2년 (35) 2년~3년 (40) 3년 이상 (18)

소유 휴대폰 가격대 10만원 이하 (3) 10만원~30만원 (28) 30만원~50만원 (39) 50만원 이상 (29)

( ): 괄호 속 숫자는 응답자의 빈도수를 의미함

Table 3. 모바일 컴퓨터에 노출되는 시간                                                                                    (n=100)

인터넷 평균 사용시간 3시간 이상 (29) 1시간~2시간 (58) 30분 이내 (13) 사용하지 않는다(0)

MP3 평균 사용시간 3시간 이상 (14) 1시간~2시간 (44) 30분 이내 (15) 사용하지 않는다 (27)

( ): 괄호 속 숫자는 응답자의 빈도수를 의미함

Table 4. 스마트 의류에 대한 인지도                                                                                      (n=100)

‘스마트 의류’라는 용어에 대하여 자주 들어 보았다 (9) 몇 번 들어본 적 있다 (41) 전혀 들어본 적 없다 (50)

‘스마트 의류’의 개념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다(4) 알고 있다 (19)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33) 전혀 모른다 (44)

( ): 괄호 속 숫자는 응답자의 빈도수를 의미함

Table 5. 스마트 의류를 접한 경로                     (n=100)

경로 인터넷 주변 사람 잡지 책 신문 TV 학교 수업

응답자 수 24 19 12 8 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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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20대 소비자들의 스마트 의류에 관한 호감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6).

스마트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및 수용 가능성 :

① 선호도 - 다양한 스마트 의류 제품들에 대한 20대 소비자들

의 호감도와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개발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의류 제품들을 일상생활용

의복, 특수 목적용 의복, 건강관리 및 스포츠 활동복으로 분류

하여 제품 사진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호감도를 5점 척도법(아주 호감(5), 호감(4), 보통(3), 비

호감(2), 아주 비호감(1))으로 조사한 결과의 평균 점수를 나타

낸 것이 Table 7이다.

그 결과, 20대 소비자들은 아이들을 위한 위치추적기가 내장

된 점퍼(4.4)에 가장 높은 호감을 보였고 신체의 부위별로 체

온을 감지하여 필요할 때 열을 공급해주는 점퍼(4.2), 컴퓨터와

카메라 등이 내장되어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병원과 연결이 가

능하도록 만들어진 119 구급대원의 patrol jacket(4.1), 착용을

하기만 해도 혈압, 맥박, 피부온 등을 측정하여 건강 정보를 모

니터링 할 수 있는 조끼(4.0), 모바일 폰과 MP3가 내장되어

있는 재킷(3.9)의 순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호감도 평균점

수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빗속에서 불빛을 나타내는 레

인코트(2.8)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마트 의류 제품들에 대하

여 보통 이상의 호감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존에 개발된 스마트 의류 제품 이외에 예비 조사와 아

이디어 회의를 통해 미래에 개발되어진다면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의류 제품들을 선정하여 일상생활

용 의복, 특수 목적용 의복, 건강관리 및 스포츠 활동복으로 분

류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소비자들이 느끼는 호감도

를 5점 척도법으로 조사한 결과의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이

Table 8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불이나 침대에 삽입된 환자용 생체정

보 측정 장치(4.0), 노인을 위한 보온 및 찜질 기능이 내장된

재킷과 팬츠(4.0), 어깨와 등의 경직과 허리와 허벅지의 근육통

을 풀어주는 진동 안마장치가 내장된 재킷과 팬츠(3.8)에서 높

은 호감을 보였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도 보통 이상의 호감

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때 20대 소비자들은 미래의 잠재적

스마트 의류 소비 및 구매 집단으로서 대체로 스마트 의류제품

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시

장임으로 사료된다.

특히 신체적 노약자들을 위한 의복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

은 것은 이러한 제품의 개발이 앞으로 더욱 증가될 노인 인구

를 위한 제품 개발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건강관리용 의복에 대한 높은 호감도는 최근 사회 전반의 웰빙

Table 6. 스마트 의류에 대한 호감도                                                                                      (n=100)

호감도 아주 흥미롭다 흥미롭다 보통이다 흥미없다 전혀 흥미없다

응답자 수 22 55 16 4 1

Table 7. 기존에 개발된 스마트 의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

분류 제품 특성 평균점수

일상생활용 의복 모바일 폰과 MP3가 내장된 재킷 3.9

물이 센서와 접촉하면 빗속에서 발광하는 레인코트 2.8

여러 가지 모바일 기기를 휴대할 수 있는 전자파 차단 바지 3.7

회의중에 재킷의 어깨를 통해 약속 시간이나 메시지 도착을 진동을 통해 알려주는 비즈니스용 슈트 3.6

특수복 아이들을 위한 위치추적기가 내장된 점퍼 4.4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적외선 통신을 통해 저장되는 기능을 가진 목걸이 3.6

컴퓨터, 카메라, 헤드폰이 내장되어 이를 착용한 119 구급대원이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병원과 연결해

주는 patrol jacket

4.1

무선 랜을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GPS 기능의 베스트 3.6

온도조절, 소리인식, 명령인식 등이 가능한 칩이 장착된 셔츠 3.4

건강 관리 및 스포츠, 

활동복

착용만으로도 혈압, 맥박, 피부온 등을 측정하여 건강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끼 4.0

부위별 체온을 감지하여 필요시 신체에 열을 공급해 주는 점퍼 4.2

카레이싱 도중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카레이싱용 의류 3.4

Table 8. 개발된다면 선호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의류제품에 대한 선호도

분류 제품 특성 평균점수

일상 생활용 의복 어두운 곳에서도 재킷 자락을 열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져 안주머니 속의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동 조명 재킷 3.7

특수복 착장만으로도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임부용 태교 음악이 내장된 스마트 의류 3.8

소매끝단 부분에 전기충격 장치가 삽입된 여성 호신용 스마트 의류 3.7

아동 및 치매노인의 방뇨를 알려주는 알람장치가 삽입된 팬티 3.6

건강 관리용 의복 어깨와 등의 경직과 허리, 허벅지의 근육통을 풀어주는 진동안마장치가 내장된 재킷과 팬츠 3.8

환자를 위한 이불 및 침대에 삽입된 생체정보 측정 장치 4.0

노인을 위한 어깨나 배, 허리와 관절부위에 보온 및 찜질기능이 내장된 재킷과 팬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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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being)의 흐름과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② 수용 가능성 - 다음으로 스마트 의류에 대한 수용 가능성

을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수용여부를 질의하였다. 그 결

과 스마트 의류 제품이 본인의 업무나 학업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매우 필요하다(20), 필요하다(60), 보통이다(15), 필요하

지 않다(4), 매우 필요하지 않다(0)의 응답이 나왔고 스마트 의

류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매우 그렇다(10), 그렇다(38), 보통이다(37), 그렇지 않다(11),

매우 그렇지 않다(4)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 수 있듯이 20

대 소비자들은 스마트 의류 제품에 대해서 높은 호감과 함께

필요한 기능을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스마트 의류 제품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의 가격대라

면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50만원 이하(81), 50

만원~100만원(14), 100만원~200만원(0), 필요하다면 가격은 상

관없다(2)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처럼 대부분의 20대 소비자들

이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이들이 아직 경제적으

로 자립되어 있지못한 학생 신분이 많았던 원인으로 사료된다

(Table 9).

디지털 의류의 장점과 한계점 및 소비자 요구 : ① 장점과

한계점 - 스마트 의류의 장점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로서, 필요

한 기능이 선택 가능하다(60), 이동하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

는 편리함(35)을 높이 꼽았다.

또 스마트 의류를 착용하게 될 때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응답으로는 경제적 부담(47), 세탁의 용이성(30),

Table 9. 스마트 의류에 대한 수용 가능성 및 적정 가격                                                                      (n=100)

스마트 의류 수용 여부 매우 필요하다 (20) 필요하다 (60) 보통이다 (15) 필요하지 않다 (4) 매우 필요하지 않다 (0)

스마트 의류 구입 의향 매우 그렇다 (10) 그렇다 (38) 보통이다 (37) 그렇지 않다 (11) 매우 그렇지 않다 (4)

스마트 의류의 적정 가격 50만원 이하 (81) 50~100만원 (14) 100~200만원 (0) 상관없다 (2)

( ): 괄호 속 숫자는 응답자의 빈도수를 의미함

Table 10. 예상되는 스마트 의류의 장점 및 한계점                                                                         (n=100)

장점
필요한 기능을 

선택 가능 (60)

이동하면서 사용 가능한 편리함

(35)

유행 동조

(3)

개성 표출 

(2)

경제력 과시 

(0)

한계점
고가의 경제적 

부담 (47)

세탁의 용이성 

(30)

착용시 활동성
(12)

부착된 기기로 인한 

무게감(10)

기능의 낮은 

활용도 (10)

기계 장치의 열 

(2)

주위 사람들의 

시선 (1)

( ): 괄호 속 숫자는 중복 응답자의 빈도수를 의미함

Fig. 1. 스마트 의류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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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시 활동성(12), 부착된 기기로 인한 무게감(10), 기능의 낮

은 활용도(10)를 꼽았고, 그 외 기계장치의 열, 전자파, 고장,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들었다(Table 10). 따라서 앞으로 스마트

의류를 개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② 다양한 스마트 의류 아이디어 - 다음은 20대 소비자들의

스마트 의류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에 제시되

어 있는 다양한 기능의 스마트 의류 제품들 이외에 직접 사용

해 보고 싶거나 추가되었으면 하는 새로운 기능의 스마트 의류

를 제안, 기술하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다. 젊은 20대 소비자

들의 감성에 맞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

었으며,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면 기능적, 효율적일 것으

로 판단되어 이를 Fig. 1에 제시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유비쿼터스 환경과 더불어 의복과 컴퓨터의 완전한 결합을

지향하면서 차세대 의류로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기능의 스마

트 의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주로 국외 연구현황을 알려주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반면, 국외

에서는 기업과 대학의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마트 의

류의 연구, 개발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제는 스마트 의

류의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과 일상생활 속으로 확대

되는 스마트 의류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스마트 의류에 대해

소비자들의 기능성과 감성에 대한 평가 및 의복으로서의 실용

성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내의 20대 소비자들의

스마트 의류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들이 새롭게 필요로 하는

스마트 의류의 기능에 대한 요구를 조사해 보았다. 본 연구 결

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본 연구의 대상인 20대 소비자의 관심사와 여가활동은 영

화, 음악, 여행, 스포츠,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의 멀티미디어

와 스포츠, 오락과 같은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

로 분석되었다. 평소 패션 정보나 유행에 관심이 많고 가장 즐

겨 입는 의복의 스타일은 캐쥬얼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입어

서 편안하며 활동성 있는 의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의류나 장신구가 꼭 비싼 것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합

리적이고 실속 있는 사고방식을 가진 집단이였다. 그리고 인터

넷, MP3 등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컴퓨팅 환경에 노출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0대 소비자는 젊은 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

마트 의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 의

류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의류의 개발과 함께 보다 적극

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스마트 의류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경로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인 것

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주변 사람이나 TV, 잡지, 신문을 통

해 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의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진을 제시하여 정확한 개념을 인식시키고 난 후 소비

자들의 호감도를 조사해 본 결과, 20대 소비자들의 스마트 의

류에 관한 호감도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다양한 스마트 의류 제품들의 기능에 대한 20대 소비자들

의 선호도를 알아본 결과 아이들을 위한 위치추적기가 내장된

점퍼, 이불이나 침대에 삽입된 환자용 생체정보 측정 장치, 노

인을 위한 보온 및 찜질 기능이 내장된 재킷 등에서 높은 선

호도를 보였고 나머지 대부분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보통 이상

의 높은 호감을 보이고 있어, 20대 소비자들은 대체로 스마트

의류 제품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가능성

이 높은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건강과 환경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 사회 전반의 웰빙(Well-being)의 흐름과 더불

어 건강관리용 의복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고, 신체적

노약자들을 위한 의복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앞으로

더욱 증가될 노인 인구를 위한 제품 개발에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스마트 의류 제품에 대한 수용 가능

성을 직접적으로 질의한 결과에서도 높은 호감과 함께 필요한 기

능을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보고자 하는 관심을 엿볼 수 있다. 

4. 20대 소비자들은 스마트 의류의 장점으로 필요한 기능을

선택 가능하고 이동하면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높

이 꼽았고 스마트 의류를 착용하게 될 때 발생할 것이라 예상

되는 문제점으로 고가의 경제적인 부담과 세탁의 용이성을 크

게 우려하고 있어 앞으로 스마트 의류를 개발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20대 소비자

가 제안한 스마트 의류의 아이디어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추울

때는 자동으로 섬유 조직이 조밀해져서 보온 기능이 강화되고

더울 때는 조직이 느슨해져서 통풍이 잘 되는 의류, 비 때문에

젖은 옷을 자동으로 말리는 기능이 있는 의류, 청각, 농아 장

애인을 위해 생각을 말로 표현해주는 셔츠나 타인의 말을 점자

로 표시해주는 셔츠 등, 새롭고 참신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

되었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일상생활에 적용된다면 기능적,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스마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조사는 스마트 의류의 실용화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큰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유비쿼터스를 지향하

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와 부합하여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위한 스마트 의류 개발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고기능

스마트 의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단 본 연구의 대상자가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소비자로 한

정되어 있으므로 전국적, 전 연령층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주의

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 의류 제품을 사용할 사람

을 대상으로 호감도를 조사한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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