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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티셔츠에 대한 감정과 소비감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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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Emotion and Consumption Sensibility on Character T-Shi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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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consumer needs through emotion on character T-shirts. Study
results suggest the basis for planning effective designs of character T-shirts.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Emotion factors such as complex and arousal occupied 64.0% of the total. The types of the character T-shirts were clus-
tered as four groups. The four typ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ll emotion factors. Complex emotion indicated its
highest and lowest scores in types 4 and 2, respectively; and arousal emotion in types 2 and 3, respectively. As for the
relation of consumption sensibility to emotions, three consumption sensibilities were related to all eight emotional adjec-
tives. In the demographical aspect of emotions and consumption sensibilitie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age,
gender, job and education.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criteria improving emotions and con-
sumption sensibility of character T-shirts. Especially, enhanced comsumption sensibility can be expected by the elim-
ination of texts and the use of preferred character actions and vivid warm col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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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기표현의 시대를 맞아 현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

성과 감정을 표현함으로서 자신을 타인과 차별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패션은 자기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가 되었

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개인화 현상이 가속됨

으로서 현대인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심화되었다. 이에따라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으며, 그

중에서 만화영화의 주인공 캐릭터를 사용한 자기표현(유지은,

2004)이 패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의 아이

콘 중 하나가 된 캐릭터에 대한 연구는 현대 소비자들의 기호

와 취향을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캐릭터는 소비자들에게 디자인 측면의 패션감성 뿐 아

니라 심리 및 감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며(김재영·최은하, 2005;

성영신 외, 2004), 결국은 캐릭터 패션 제품의 구매에도 영향

을 끼치고 있다(백경실·유태순, 2002).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대상이 해외의 유명 캐릭터로 국한되어 국내 의류에 사용된 캐

릭터에 관한 보다 다각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캐릭터 패션 제품의 기획을 위

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해야 하며 캐릭터를

의류에 사용하는 패션 브랜드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캐릭터에 대

한 소비감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하여

캐릭터를 사용한 패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주며 브

랜드의 차별화 전략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캐릭터 티셔츠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

을 이해하고 소비감성을 알아봄으로써 캐릭터 티셔츠의 디자인

기획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

로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릭터

티셔츠의 유형에 따른 감정과 소비감성을 알아본다. 둘째, 캐릭

터 티셔츠에 대한 감정과 소비감성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셋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캐릭터 티셔츠의 감정과 소비감성의

평가 차이를 알아본다. 

2. 선행연구 동향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캐릭터 산업에 대한 연구와 캐릭터

를 통한 소비자 감정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우리나라의 캐릭터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캐릭터 선진국인 미

국과 일본, 유럽의 캐릭터 산업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

야 할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와 효과적인 캐릭터 마케팅을 제시

하는 연구 등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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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2000)는 캐릭터의 성공적인 연출을 위한 캐릭터의 제

작기법으로 표정, 포즈, 동세를 3가지의 구성요소로 밝혔다. 표

정으로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을 기본적인 감정의 기호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포즈는 머리와 등허리의

각도, 손과 발의 방향 및 형태로 연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동

세는 캐릭터의 의지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일상적인

포즈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원근감을 강조해야 함을 밝혔다.

김시나(2003)는 미국과 일본의 캐릭터 산업의 현황과 우리나

라의 캐릭터 산업 현황을 비교한 연구에서 인터넷이라는 새로

운 형식이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형성하여 이러한 형태가 확산

되고 있어 가상공간의 아바타나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통해 한

국 캐릭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

캐릭터 시장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모방으로 인한 차별화 실패,

지속적인 생명력의 단절, 우리문화 모티브의 재분석력 부족 등

이라 지적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캐릭터

의 발전방향으로 우리 문화 콘텐츠의 창안, 캐릭터의 정체성 확

립, 캐릭터가 전하는 문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기에

생명력과 휴머니즘을 부여하고 미디어의 활용으로 캐릭터 산업

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창의적인 캐릭터를 활용한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최윤선(2002)은 우리나라의 캐릭터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친근감, 인지도, 독창성을 토대로 한 캐릭터의 개발이

필요하며 소비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소비 시장을 파악하여 고

도의 감성 마케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캐릭터 마

케팅은 기존의 매체를 탈피하여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를 활

용해야 하며 캐릭터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캐릭

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캐릭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

의력 있는 캐릭터 개발과 캐릭터 산업은 테마파크를 염두로 한

토털기획이 되어야하며(김덕남, 2002), 캐릭터의 성공요인에는

캐릭터 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하다

고(이정희, 2001) 여러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반적인 캐릭터 산업의 관점에서 보다 세

분화된 마케팅 측면으로 이어져 왔다. 패션업체의 캐릭터 활용

측면을 살펴본 문경숙(2001)은 디자인 측면, 비주얼 및 브랜드

홍보 측면, 유통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활용현황에

관한 분석결과 몇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외국계 라

이센싱 캐릭터의 의존도가 높아 순수 국내 캐릭터의 활용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의 캐릭터와 비교할 때

국내 캐릭터의 수명이 짧은 편이며 캐릭터의 소재가 제한적이

어서 디자인이 한정적인 것이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캐릭

터는 유아용, 아동용이라고 인식되어 있어 캐릭터가 활용되는

패션 아이템도 제한적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선행되어야 하며, 캐릭터의 개발과정에서 패션

제품에 직접적으로 상품화될 수 있는 기초적인 데이터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캐릭터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 전

환이 필요하며 이에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정책과 법적 보호

를 통한 캐릭터 패션에서의 제품권리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디자인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가 창조되고 있으며 캐릭

터 산업은 그 규모와 범위가 더욱 성장하고 확산되고 있다. 감

정은 사전적 의미로는 강도가 강한 심리적 변화(동아새국어사

전연구회, 1998)를 말하며 감정의 발생은 대부분 신체적인 변

화를 동반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감정과 정서,

기분 등의 용어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중첩되며 감정

개념의 복잡함을 반영한다. 의류학에서의 감정은 쇼핑행위나 의

복착용시 경험하게 되는 감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김미

영, 2005).

캐릭터의 감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쓰이는 캐릭터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

고 있다. 성영신 외(2004)는 캐릭터는 독특성, 간결성, 완성도

의 3개 요인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소비자의 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캐릭터는 의인화 과정에 따른 생동감을 지각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재영·최은하(2005)는 향수성이 캐릭터를 중재

하여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향수성이 높을수록 캐릭터 상

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캐릭터에 대한

신뢰성이 향수성에 매개효과를 끼친다고 하였다. 제품의 편익과

일치하는 캐릭터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준다고 밝혔다. 

또한 홍찬석·김현민(2003)은 동화책 캐릭터가 어린이에게

주는 만족감, 친밀감, 흥미감의 3개 심리요인을 추출하였고 어

린이들이 선호하는 빨강과 노랑의 난색계열 색상을 캐릭터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캐릭터 산업은 현재까지 지속적

으로 발전해 왔으며 향후에도 유망산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

이므로 우리나라만의 문화를 담은 국제 경쟁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캐릭터의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총

괄적인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나 캐릭터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의 구성

요인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으며 의류에 사용된 캐

릭터가 주는 감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또한 캐

릭터 패션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에 대한 연구 또한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류산업에서 사용된 캐릭터에 대한 소비자의 감정

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여 객관화된 평

가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고려한 캐릭터의 디자인의 제시가 필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캐릭터

패션이 전개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캐릭터 패션을 접할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보다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

3. 연구방법

3.1. 사진 자극물의 구성

이 연구에 사용되는 자극물을 수집하기 위해 2005년 S/S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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즌 캐릭터 중 의류제품에 사용된 캐릭터를 패션잡지, 브랜드 홈

페이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조사하였다. 캐주얼 브랜드에 사

용된 캐릭터 36개를 대상으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인지도

가 50% 이상인 캐릭터 20개를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

러한 과정에서 캐릭터를 구성하고 있는 3가지 구성요인을 추

출하였는데 이는 표정, 동작, 디자인 전개와 같으며 표정은 놀

람, 무표정, 미소, 웃음, 화남의 5가지로, 동작은 걷거나 달리기,

날아가기, 운동하기, 일상생활, 정지동작의 5가지로, 디자인 전

개는 배경변화, 색상변화, 소재변화, 소품변화, 의상변화, 주인

공변화, 변화없음의 7가지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표정, 동작

보다도 디자인 전개에서 각 캐릭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20개의 캐릭터 중 의류 제품의 디자인 전개가 다양하고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18개의 캐릭터를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

정하였다. 

또한 캐주얼 브랜드는 디자인 전개에 따라 트렌디 캐주얼,

트래디셔널 캐주얼, 캐릭터 캐주얼의 3가지 캐주얼 상품군으로

나누었다. 트렌디한 스타일 위주로 디자인을 전개하는 캐주얼

상품군을 트렌디 캐주얼로,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스타일의 디

자인을 전개하는 캐주얼 상품군을 트래디셔널 캐주얼로, 브랜

드 기획시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캐주얼 상품군을 캐릭터 캐

주얼로 나누었다.

36개의 캐주얼 브랜드에서 338장의 캐릭터 의류 제품 사진

을 수집하여 살펴본 결과, 90% 이상이 티셔츠로 나타남에 따

라 연구대상의 범위를 캐릭터 티셔츠로 선정하였다. 18개의 캐

주얼 브랜드에서 수집한 캐릭터 티셔츠를 캐주얼 브랜드 상품

군에 따라 분류한 다음 브랜드 홈페이지와 패션 잡지를 참고하

여 캐릭터 티셔츠의 인기도와 구매율을 고려하여 각 브랜드별

로 6개씩 108개의 캐릭터 티셔츠를 선정하였다. 이에대해 2006

년 1월에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10~30대 남녀 120명을 대상으

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39개의 사진을 최종 자

극물로 선정하였다.

3.2. 척도의 구성

감정의 평가문항 구성은 자유언어연상과 선행연구, 캐릭터

관련 기사를 토대로 하여 자유언어 연상에서 빈도가 높은 형용

사와 선행 연구에서 중복으로 나타난 형용사를 채택하고 예비

조사를 거쳐 총 8개의 감정형용사를 선정하여 예비조사에 사

용하였다. 

소비감성 평가문항은 선행연구(권영아, 2004; 김은정, 2005)

를 토대로 구매충동욕구(캐릭터 티셔츠를 구매하고 싶은 충동

이 일어난다), 구매욕구(캐릭터 티셔츠를 구매할 기회가 생기면

이 캐릭터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추천욕구(이 캐릭터 티셔

츠를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응

답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일대일 대인면접방법으로 이루어졌

다. 캐주얼 브랜드가 편중되지 않게 섞어 8그룹으로 나누어 평

가자에게 사진을 제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2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루어

졌으며 수집된 자료 768부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23부를

제외한 745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한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캐릭터 티셔츠의 유형에 따른 감정과 소비감성

캐릭터 티셔츠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39장의 사진 자극

물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자극물 간의 거리는 유클

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로 나타냈으며 각 사진자극물들

이 군집화 되어가는 계층구조와 디자인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4

개의 군집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군집 1은 23장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전체의 58.9%를 차지하

며 트래디셔널 캐주얼과 트렌디 캐주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캐릭터 티셔츠의 주조색은 한색과 중성색이 두드러졌

으며, 선명한 톤과 어두운 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캐

릭터 티셔츠의 전반적인 배색은 대조배색이 두드러졌고, 실루

엣은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가장 많았으며, 캐릭터의 위치는 가

슴 중앙에 위치한 것과 배와 가슴의 중앙에 위치한 것이 두드

러졌다. 캐릭터의 크기는 중간인 것이 가장 많았으며, 캐릭터가

Table 1. 군집 유형에 따른 디자인 특성

군집 1( 58.9%) 군집 2(23.0%) 군집 3(12.8%) 군집 4(5.1%)

상품군 트래디셔널, 트렌디 트렌디 캐릭터 트렌디, 캐릭터

색채
선명한 톤

블루, 그린, 그레이

선명한 톤

핑크, 옐로, 화이트

은은한 톤

옐로, 화이트

어두운 톤

블루, 블랙

티셔츠 실루엣 스트레이트 슬림 슬림, 스트레이트 박시

디테일 리본 리본, 샤링 없음 없음

캐릭터 배치 가슴중앙, 배와 가슴중앙 가슴중앙, 전면 배와 가슴중앙 전면, 가슴중앙

표정 놀람, 무표정, 미소, 웃음, 화남 웃음, 미소 미소 무표정

동작 일상생활, 정지동작 정지동작, 일상생활 정지동작 정지동작

디자인 전개 색상, 주인공 주인공 배경, 색상, 소재, 주인공, 의상 변화없음, 색상

텍스트 크기 대, 중 대 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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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인 것과 얼굴인 것이 두드러졌다. 캐릭터의 표정은 놀람,

무표정, 미소, 웃음, 화남이 모두 나타나 가장 다양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웃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동작은 정지동

작과 일상생활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캐릭터의 디자인 전개는

배경이나 색상에 변화를 준 것과 변화를 주지 않은 것이 특징

적으로 나타났다.

군집 2는 9개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전체의 23.0%를 차지하

며 트렌디 캐주얼에 속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디자인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티셔츠의 주조색은 난색계열과 흰

색의 무채색이었다. 전체적인 캐릭터 티셔츠의 톤은 선명한 톤

이었으며 대조배색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라데이션 배색도 사용

하였다. 실루엣은 인체의 곡선이 드러나는 슬림 실루엣이 지배

적이었고, 티셔츠의 전면에 캐릭터가 배치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캐릭터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캐릭터의 표

정은 무표정, 미소, 웃음이 고르게 나타났고, 캐릭터의 동작은

정지동작이 가장 많았다. 캐릭터의 디자인 전개는 캐릭터의 주

인공에 변화를 준 것이 가장 두드러졌다. 이상과 같이 군집 2

의 디자인 특성은 난색 계열과 흰색의 무채색을 보이며 캐릭터

가 티셔츠에 다양하게 배치되었다. 또한 캐릭터의 표현기법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군집 3은 5개의 사진으로 전체의 12.8%를 차지하며 캐릭터

캐주얼에 속한 것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캐릭터 티셔츠의 주조

색은 난색계열과 흰색의 무채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캐릭터 티셔츠의 전반적인 톤은 은은한 톤의 비중이 높았으며,

대조배색이 많은 편이며 티셔츠의 명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캐릭터는 가슴이나 배 또는 가슴의 중앙에 위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었고 배의 측면에 위치하더라도 시선을 티셔츠의 전체

로 유도할 수 있도록 장식을 주었다. 캐릭터의 표현기법은 나

염하거나 자수로 표현한 것이 나타났다. 캐릭터는 미소를 띠고

정지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았다. 캐릭터의 디자인 전

개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는데, 배경에 변 화를 준 것, 색상에

변화를 준것, 소재에 변화를 준것, 의상에 변화를 준것, 주인공

에 변화를 준것이 나타났다. 텍스트는 작은 것이 두드러지게 나

타나 캐릭터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군

집 3은 명도가 높은 난색 계열이나 흰색의 색상에 은은한 톤

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릭터가 강조되도록 텍스트 가 작

은 크기로 사용되었으며, 캐릭터의 위치는 시선을 안정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군집 4는 2개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전체의 5.1%를 차지하며

캐릭터 티셔츠의 주조색이 어두운 톤의 한색이거나 검정의 무

채색으로 무거운 느낌을 주고 있으며 박시 실루엣이었다. 또한

캐릭터 외에 줄무늬가 있거나 캐릭터가 전면에 배치되어 시선

이 캐릭터에 집중되지 못하고 티셔츠 전체로 퍼지는 경향이 있

었다. 텍스트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캐릭터의 표정은 무표정이

었고, 동작은 정지동작이었으며 디자인 전개는 변화를 주지 않

거나 캐릭터의 색상에 변화를 주었다. 캐릭터의 크기는 중간이

거나 작았으나 그 배치와 무늬로 인해 티셔츠 내부가 복잡한

편이었다. 이상과 같이 군집 4의 디자인 특성은 어두운 톤의

한색 계열과 무채색의 사용, 캐릭터와 무늬 혹은 반복되는 캐

릭터로 시선이 분산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캐릭터 티셔츠 유형에 따른 감정과 소비감성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불쾌함, 짜증남, 우울함, 우스꽝스러움, 행복함, 즐거

움, 놀람, 주위를 끔의 감정 형용사를 종속변수로 하고 군집유

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원 분산분석과 Scheffe 검증을 실시하

여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2, Table 3과 같다. 

캐릭터 티셔츠 유형에 따른 감정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감

정형용사에서 매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군집 2는 행복

함, 즐거움, 주위를 끔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모든 소비감

성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군집 3은 행복함과 모든 소비감

성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군집 4는 불쾌함, 짜증남, 우울함, 우

스꽝스러움, 주위를 끔, 놀람에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가장

구매충동을 일으키지 않고 구매하고 싶지 않으면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도 모든 소비감성

은 연 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군집 2와 군집 3

이 소비감성이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소비감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티셔츠를 행복함과 즐거움을

느끼고 주위를 끌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캐릭터 티셔츠의 유형에 따른 감정을 Z-score 값으

로 살펴본 것은 Fig. 1과 같다. 

군집 1은 중간 값으로 나타나고 두드러지지 않으며 우스꽝

스러움의 감정으로 나타났다. 군집 2는 우울하지 않음, 행복함,

즐거움, 주위를 끔의 감정으로 나타났다. 군집 3은 불쾌하지 않

음, 짜증나지 않음, 우스꽝스럽지 않음, 행복함, 즐거움, 주위를

끌지 않음, 놀라지 않음의 감정으로 나타났다. 군집 4는 불쾌

함, 짜증남, 우울함, 우스꽝스러움, 행복하지 않음, 즐겁지 않음,

놀람의 감정으로 나타났다. 

  
Table 2. 캐릭터 티셔츠의 유형에 따른 감정 차이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value

불쾌함 3.01b 2.61c 2.53c 3.68a 47.222
***

짜증남 3.28b 2.95c 2.78c 3.93a 40.435
***

우울함 3.11b 2.59c 2.66c 3.68a 52.942
***

우스꽝스러움 3.79b 3.51b 2.96c 4.16a 49.217
***

행복함 3.98b 4.46a 4.38a 3.35c 52.348
***

즐거움 4.27b 4.80a 4.50b 3.59c 52.200
***

주위를 끔 4.24b 4.80a 3.76c 4.71a 60.149
***

놀람 3.95b 4.21b 3.49c 4.54a 35.851
***

*p<.05, **p<.01, ***p<.00

Table 3. 캐릭터 티셔츠의 유형에 따른 소비감성 차이 

군집 1 군집 2 군집 3 군집 4 F-value

구매충동욕구 3.33b 3.65a 3.73a 2.66c 26.244
***

구매욕구 3.37b 3.69a 3.87a 2.71c 29.356
***

 

추천욕구 3.41b 3.99a 3.90a 2.82c 42.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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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티셔츠에서 군집 1은 중간값을 나타내며 감정이 두

드러지지 않았다. 군집 3과 군집 4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두

드러진 점수로 나타나고 반대의 상반된 감정으로 나타나며 대

응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주위를 끔, 행복함,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캐

릭터 티셔츠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군집 2의 디자인 특성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며 우스꽝스러움, 놀람의 감정을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인 불쾌함과 짜증남, 우울함을 동시에

유발함을 고려하여 군집 4의 디자인 특성을 활용하면 효과적

일 것이다.

4.2. 캐릭터 티셔츠에 대한 감정과 소비감성과의 관계

캐릭터 티셔츠에 대한 감정형용사와 소비감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매충동욕구, 구매욕구, 추천욕구를 종속변수로

하고 8개의 감정 형용사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과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구매충동욕구의 경우 감정 어휘에 있어서는 모든 어휘가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행복함, 짜증나지 않음, 우스꽝스럽지 않음, 즐거움, 불쾌하지

않음, 주위를 끔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매욕구 역시 모든 감정 어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39.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행복함, 짜증나지 않

음, 우스꽝스럽지 않음, 즐거움, 불쾌하지 않음, 놀람 등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천욕구에서도 모든 감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40.3%의 설명력을 보였다. 행복함, 짜증나지 않음, 우스

꽝스럽지 않음, 즐거움, 불쾌하지 않음, 주위를 끔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감정형용사는 구매충동욕구, 구매욕구, 추

천욕구 모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행복함, 즐거움,

주위를 끔, 놀람, 우울함은 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불쾌함, 짜

증남, 우스꽝스러움은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놀람을 제외한 모든 감정에서 구매충동욕구, 구매욕구, 추천

욕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쾌함, 짜증남, 우울함, 우스

꽝스러움은 구매충동욕구, 구매욕구, 추천욕구와 높은 부적 상

관을 나타내었고 행복함, 즐거움, 주위를 끔은 높은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놀람은 추천욕구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캐릭터 티셔츠의 디자인

전개에 있어 위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획한다면 브랜드의 아이

덴티티에 알맞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며 소비감성을 더욱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캐릭터 티셔츠에 있어서 소비자들에

게 행복함, 즐거움, 주위를 끔, 놀람을 만족시켜 준다면 소비감

Fig. 1. 캐릭터 티셔츠의 군집에 따른 감정의 차이.

Table 4. 캐릭터 티셔츠의 감정 어휘와 소비감성과의 관계

 

 

구매충동욕구 구매욕구 추천욕구

Beta T-value Beta T-value Beta T-value

불쾌함 -0.126 -6.240
***

-0.136 -6.623
***

-0.166 -8.211
***

짜증남 -0.234 -12.091
***

-0.208 -10.621
***

-0.193 -9.924
***

우울함 0.040 2.233
*

0.043 2.346
*

0.041 2.263
***

우스꽝스러움 -0.170 -10.772
***

-0.161 -10.097
***

-0.139 -8.820
***

행복함 0.206 12.218
***

0.221 12.906
***

0.216 12.801
***

즐거움 0.143 8.036
***

0.144 7.987
***

0.147 8.272
***

주위를 끔 0.071 4.621
***

0.060 3.865
***

0.092 5.963
***

놀람 0.060 4.004
***

0.079 5.155
***

0.087 5.771
***

R
2

0.405 0.392 0.403

*p<.05, **p<.01, ***p<.00

Table 5. 캐릭터 티셔츠의 감정과 소비감성과의 상관관계

구매충동욕구 구매욕구 추천욕구

불쾌함 -0.471
***

-0.459
***

-0.471
***

우울함 -0.504
***

-0.479
***

-0.473
***

짜증남 -0.371
***

-0.357
***

-0.364
***

우스꽝스러움 -0.382
***

-0.363
***

-0.340
***

행복함 0.481
***

0.485
***

0.494
***

즐거움 0.467
***

0.466
***

0.482
***

주위를 끔 0.173
***

0.182
***

0.224
***

놀람 0.004 0.026 0.053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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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3. 캐릭터 티셔츠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평가차이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캐릭터 티셔츠의 감정과 소비감성

평가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One-way Anova),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캐릭터 티셔츠의 감정은 응답자의 연령, 성별, 직업, 교육수

준, 월수입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소비감성은 연령, 성

별, 연령, 직업, 교육수준, 캐릭터 의류제품의 구매경험, 선호도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 놀람과 주위를 끔의 감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놀람에서는 24~28세의 연령그룹이 가장 높게 평가하

였고, 34~38세 연령그룹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주위를 끔에

서는 24~28세의 연령그룹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14~18세의

연령그룹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모든 감정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행복함, 즐거움을 제외한 감정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쾌함, 짜증남, 우울함, 우스꽝스러움,

놀람, 주위를 끔의 감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우울함, 우스꽝스러움, 즐거움, 행복함, 주위를

끔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 행복함,

주위를 끔의 감정에서는 공무원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주부

들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우울함에서는 일반사무직이 가장

우울하다고 평가하였고, 주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우스

꽝스러움에서는 전문직과 학생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주부

들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불쾌함, 우스꽝스러움, 즐거움, 주위를

끔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두 대학원 재학 이상의 집

단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중학교 졸업인 집단이 가장 낮

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있어서는 행복함과 즐거움을 제외한 모든 감정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불쾌함, 짜증남, 우울함, 우스꽝

Table 6. 감정의 연령별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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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움에서 251~300만원 이하의 월수입을 가지는 집단이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101~150만원 이하의 월수입을 가지는 집단

이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놀람과 주위를 끔에서도 두 집단 간

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매충동욕구는 여성, 캐릭터 의류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집

단, 선호하는 집단, 39~43세 연령집단과 공무원 집단이 구매충

동욕구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구매욕구는 여성,

캐릭터 의류제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집단, 선호하는 집단, 39~

43세 연령집단과 공무원 집단이 구매욕구를 높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추천욕구는 캐릭터 의류제품의 구매경험이 있는

집단, 선호하는 집단, 39~43세 연령집단과 공무원 집단에서 가

장 높게 평가하였다. 

특히 연령그룹에 따라 평가차이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에 따른 대표 사진은 Table 6, Table 7과 같다. 모든 연령

집단이 소비감성에서 군집 2와 군집 3을 높게 평가하고 군집

1과 군집 4를 낮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19~23세

연령집단은 군집 2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29~33세 연령집

단과 34~38세 연령집단은 군집 3을 가장 높게 평가하여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9~33세의 연령집단

의 소비감성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39~43세 연령집단의 소비

감성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캐릭터 티셔츠에 대해 인구통계적 변인 간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난 연령, 성별, 직업, 교육수준, 월수입에 따라 차별

화된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Fig 2와 같다. 캐릭터 티셔

츠의 감정과 소비감성 평가에 있어 가장 큰 변인인 연령에 따

라 10대~20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30대~40대에 비

해 전면에 캐릭터가 배치된 캐릭터 티셔츠를 디자인한다면 놀

람, 주위를 끔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복함, 즐거움과 같은 감정과 사고 싶은 소비감성을 불러일으

키기 위해서는 캐릭터 티셔츠를 난색 계열의 개방형과 공간분

리형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한색 계열의 사용

과 폐쇄형 디자인은 불쾌함, 짜증남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을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한다면 소비자

들의 만족도와 소비감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캐릭터 티셔츠에 대한 감정과 소비감성의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디자인 기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7. 소비감성의 연령별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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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캐릭터 티셔츠의 유형은 4개의 군집으로 나타났으며

그 디자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트렌디 캐주얼과 트

래디셔널 캐주얼이 주를 이루었고, 캐릭터 티셔츠의 주조색으

로 선명한 톤의 한색이 두드러지며 티셔츠의 소매와 네크라인

에 바인딩이 있으며 캐릭터가 가슴중앙에 위치한 것이 많고 캐

릭터의 표정이 다양한 특징이 있다. 군집 2는 트렌디 캐주얼이

대부분이었으며 선명한 톤의 난색 계열의 티셔츠 색상이 두드

러지며 슬림 실루엣에 디테일과 캐릭터의 표현기법이 다양하며

캐릭터가 전면에 배치된 특징이 있다. 군집 3은 캐릭터 캐주얼

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고, 캐릭터 티셔츠의 주조색이 은은한

톤의 난색 계열이며 캐릭터가 배와 가슴중앙에 배치된 것이 많

으며 캐릭터의 디자인 전개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군집 4는

어두운 톤의 한색계열로 박시 실루엣이 특징이다. 

군집 1은 우스꽝스러움의 감정을 유발하며 군집 2는 행복함,

즐거움, 주위를 끔의 감정을 유발하고 소비감성이 높게 나타났

다. 군집 3은 행복함,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하며 소비감성이 높

으며, 군집 4는 불쾌함, 짜증남, 우울함, 우스꽝스러움, 놀람의

감정을 유발하며 소비감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군집 2와 군집 3과 같이 캐릭터 티셔츠를 디자인한

다면 소비자들에게 행복함과 즐거움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일 것

이다. 또한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서 군집 1과 군집 4와 같이

캐릭터 티셔츠를 디자인한다면 우스꽝스럽고 놀라움을 전달하

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캐릭터 티셔츠에 대한 감정형용사와 소비감성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캐릭터 티셔츠에 대한 소비감성에 있어서 구매

충동욕구, 구매욕구, 추천욕구에서 모든 감정형용사와 관련되게

나타났으며 구매충동욕구, 구매욕구, 추천욕구 모두에 공통적으

로 영향을 주고 있으며 행복함, 즐거움, 주위를 끔, 놀람, 우울

함은 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불쾌함, 짜증남, 우스꽝스러움은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놀람을 제외한 모든

감정에서 구매충동욕구, 구매욕구, 추천욕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불쾌함, 짜증남, 우울함, 우스꽝스러움은 구매충동욕구,

구매욕구, 추천욕구와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행복함, 즐

거움, 주위를 끔은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놀람은 추천

욕구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소비감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특히 행복함과 즐

거움, 주위를 끔, 놀람 요소를 캐릭터 티셔츠 디자인 시 고려

하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캐릭터 티셔츠에 대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평가차

이를 알아본 결과, 연령, 성별, 직업,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연령에 따라 선호하는 캐릭

터 티셔츠의 감정과 소비감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캐릭터 티셔츠의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

서는 특히 소비자의 연령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캐릭

터 티셔츠의 경우 39~43세의 연령집단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

해 소비감성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를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 구매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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