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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tructural properties, the color characteristics and the 

texture of sight and touch on the tactile preferences for the black fabrics.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ere 

asked to evaluate the texture of sight and touch and tactile preference to the nine different black fabrics which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analysis, mean, 

factor analysis, t-test, F-test,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The texture of sight and touch for black fabrics 

was classified into four factors: smoothness, bulkiness, extensibility, firmness. This texture of sight and touch factor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ve relationship to the structural properties and color characteristics of the black fabr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black fabrics on the point of texture of sight and touch. The velvet 

was evaluated the most smooth fabric, while the velvet and fake leather were evaluated the most bulky fabrics. 

Also, the jersey and lace fabrics were evaluated the most extensible fabrics, while the melton was evaluated as 

the most firm fabric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ve relationships not only between the structural properties and 

the texture of sight and touch but also between the color characteristics and the texture for black fabrics. Also, 

among the structural properties, the color characteristics and the texture of sight and touch of black fabrics, major 

variable factor of influencing on the tactile preference was turned out to be the texture of sight and touch. 

Key words: black fabrics(블랙 소재), tactile preference(촉감 선호도), texture of sight and touch(시촉각적 질감), 

structural properties(구조적 특성).

 

Ⅰ. 서  론

최근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기호의 변화는 생산

업체에게 다변화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

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 다. 개인이 추구하는 이

미지를 다양화하고 차별화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의류 제품을 생산하는 패션산업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반 되어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한 제품 개

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의류 제품은 대량 

생산과 유행 스타일로 인하여 유사한 이미지를 나

타낼 수 있으나, 패션 소재와 컬러로 인하여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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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금옥, “패션색채계획을 위한 검정색의 색채특성”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1.

 2) 신은진, “블랙 패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 1.

 3) 이지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컬러 선호도: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패션․텍

스타일 비즈니스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 35.

 4) 송금옥, op. cit., p. 10. 

 5) 염하림, “Texture의 대비조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터킹(Tucking)기법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패

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4-5.

 6) Ibid, p. 7. 

 7) 노의경, 유효선, “남성 수트소재의 시각적 질감 이미지와 선호도,” 감성과학 8권 2호 (2005), p. 118.

 8) 김미지자, “Texture와 Colour Coordination의 감성공학적 Technology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1996), p. 149.

 9) 신혜원, 이정순, “인조피혁의 촉감 및 선호도,” 한국의류학회지 23권 4호 (1999), pp. 541-550. 

10) 김춘정, 나 주, “견직물의 태와 감성 차원의 이미지 스케일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권 6호 (1999), 

pp. 898-908. 

11) 고수경, 유신정, 김은애, “의류소재의 물성이 소재의 이미지 및 감각 특성에 미치는 향에 관한 DB구축(제1

보): 방모 직물의 구조 특성에 따른 질감 이미지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7권 5호 (2003), pp. 533-544.

제품의 차별화와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양한 제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블랙 컬러

는 산업혁명 이후의 거의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기

본적인 색상으로 정착하 다.
1)

 실제로 블랙 패션은 

현대에 있어서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인정받고 있

어 국내외의 패션산업체에서 블랙 컬러를 기본으로 

패션 상품 기획을 하고 있으며, 계절의 변화에도 불

구하고 블랙 컬러의 옷은 항상 기본 아이템으로 존

재하고 있다.2) 이러한 블랙 컬러는 오랫동안 죽음

이나 슬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컬러

로 인식되기도 하 으나, 현대에 와서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컬러이면서 동시에 가장 많

이 구입하는 의복 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패션 소재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동일한 컬러라

고 하더라도 질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유채색

에 비해 무채색인 블랙 컬러는 빛의 반사 정도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어, 물체 표면의 질감을 

강조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4) 패션 소재의 질

감을 경험한다는 것은 빛에 의한 반사, 투과, 흡수, 

굴절 등의 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눈에 도달되는 

시감각과 손으로 만져서 느껴지는 촉감이 결합된 

공감각으로서 경험되는 것이다.
5)

 특히 패션에서의 

블랙 컬러는 서로 다른 재질에서 빛 반사 현상으로 

인해 효과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

끄러운 질감의 블랙 컬러 소재는 더욱 빛나 보이고, 

광택이 없는 질감의 블랙 컬러 소재는 더욱 차분하

게 가라앉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6) 

이처럼 패션 소재에서 질감은 재질이나 표면 구

조 등에 의해 생기는 표면 시지각의 속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손으로 만지는 감각을 말하지만, 촉각

적 경험의 시각적 전이로 더욱 효과적으로 질감을 

지각하기도 한다.
7)

 그런데 시각적 질감과 촉각적 질

감에 의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시각적, 촉각적 질

감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다.8)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패션 소재의 질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신혜원 외(1999)
9)
에 의하면 

인조피혁이 부드럽고 매끄러우며 유연하고 거칠지 

않으며 신축성이 있을수록 촉감이 좋게 느껴지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소비자들은 고급스러우며 싸구

려 같지 않고 촉감이 좋으며 부드러운 인조피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정 외(1999)
10)

는 넥

타이 직물의 태로서 표면 특성, 온냉감, 유연성, 건

조감 등의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고 보고하 는

데, 표면 특성과 온냉감은 넥타이의 감성 표현을 

표현하는 중요한 태라고 할 수 있으며, 견직물의 전

통적인 느낌인 유연하고 매끄러운 태가 넥타이 소

재로서 선호되었다고 하 다. 고수경 외(2003)11)는 

방모 직물의 질감 이미지의 주관적 감각 측정 결과, 

클래식, 엘레강스, 따뜻함, 내추럴, 캐주얼의 다섯 

가지 구성요인이 도출되었고, 구조적 특성에 따라 

방모직물의 질감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주관적 감각 평가를 위한 촉감각 

및 시감각 측정 방법에 따른 질감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촉감각 측정에 의한 평가가 시감각 측

정에 의한 평가보다 좀 더 소극적이었으나 두 방법

이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었다고 하 다. 노의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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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노의경, 유효선, op. cit., pp. 117-128.

13) 추선형, 김 인, “ 패션 소재의 색채 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2호 (2002), pp. 193-204. 

14) 곽혜선, 금기숙, “흑색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7권 (1998), pp. 231-252.

15) 이민경, 한명숙, “블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권 2호 (1999), pp. 323-333.

16) 김기례, 채금석, “현대 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권 8호 (2004), 

pp. 1076-1087.

17) 김여원, 최종명, “블랙컬러 패션소재의 색채감성과 선호도,” 감성과학 13권 2호 (2010), pp. 337-346.

(2005)12)는 신축감과 드레이프성 및 강연감을 제외

하고 대부분의 춘하 남성용 수트의 역학적 평가와 

시각적 질감 이미지 평가가 일치하게 나타나서 무

점포 판매에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시각적 질

감에 대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 다. 

추선형 외(2002)13)는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와 질

감을 전달하는 패션 소재를 중심으로 소재 이미지

와 질감에 관한 연구를 하 는데, 패션 소재 이미

지는 우아한, 편안한, 개성적인, 가벼운, 단순한 등

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 다. 즉,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변인은 광택, 두께, 밀도

로 광택이 있고 얇으며 성근 소재가 우아한 이미지

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안한 이미지는 

광택과 밀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광택이 없으

며 촘촘한 소재가 편안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고 

하 다. 또한 소재의 광택, 요철, 밀도는 개성적 이

미지와 관련있는 변인으로 나타나 광택이 있고 성

근 소재는 개성적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가벼운 이

미지는 두께와 밀도가 관련되어 성근 소재일수록 

가벼운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단순한 이미지는 

광택, 요철, 밀도가 향을 미쳐 광택이 있고 평평

하고 촘촘한 소재가 단순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보고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물의 색상과 색조 

등의 색채 특성 및 광택, 요철, 두께, 밀도 등의 구

조적 특성이 패션 소재의 질감 및 시각이미지에 많

은 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지

금까지 블랙 컬러 소재에 대한 연구로는 현대 패션

에서 블랙 컬러가 적용된 패션 소재의 활용가능성

을 시사한 블랙 컬러 의상의 조형성과 상징성,
14)

 블

랙 페티시 패션의 조형성
15)

 및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 드레스의 이미지16) 등의 연구에서 블랙 의상

에 사용된 소재의 특성에 따라 블랙 패션 소재를 

구분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있으나, 다양

한 질감의 블랙 패션 소재에 대해서 주관적인 감각

을 평가하고, 이를 구조적 특성 및 색채 특성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예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블

랙 패션 소재의 시촉각적 질감 특성 및 촉감 선호도

에 기초한 소재 기획 및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특성의 블랙 패션 소재에 대한 시촉

각적인 질감을 규명하고, 둘째, 블랙 패션 소재의 

구조적 특성 및 색채 특성이 시촉각적인 질감과 어

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셋째, 이들 특성

이 블랙 패션 소재의 촉감 선호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Ⅱ. 연

1.블랙 션 소  특성 

본 연구의 자극물은 패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블랙 패션 소재를 선행 연구
17)

에서

와 같이 9종의 자극물을 사용하 다. 본 연구의 자

극물로 사용된 패션 소재를 살펴보면, 폴리에스테

르 필라멘트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된 오간

자와 쉬폰, 수자직으로 제직된 새틴, 크레이프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제직된 조젯, 파일직의 벨벳, 편

성물인 저지 소재를 포함하여 폴리에스테르와 폴

리우레탄 혼방의 레이스, 방모사와 폴리에스테르 

등으로 구성된 능직의 맬턴 및 인조가죽 등이었다. 

촉감 평가에 가능한 향을 주지 않기 위해 레이스

를 제외한 모든 소재는 무늬 없는 소재를 선정하

다. 소재의 구성 특성에 속하는 변수들은 꼬임, 조

직, 혼용률, 가공 등의 질적 변수와 무게, 두께, 밀

도와 같은 양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양적 변

수가 사용되고 있는데, 측정이 용이한 양적 변수가 

구성 특성의 변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구조적 특성의 소재를 사용

하 으므로 이들 소재가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무게와 두께 등 양적 변수를 선택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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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노의경, 유효선,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소재의 구성특성, 질감 및 감성과 선호도간의 관계모형 (제1보): 추동 
여성 자켓용 소재의 무게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1권 8호 (2007), p. 1242. 

19) 배현주, 김은애, “남성 정장용 양모 직물의 질감 이미지와 선호도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7권 11호 (2003), 

pp. 1318-1329. 
20) 노의경, 유효선, op. cit., pp. 1240-1251. 

21) 김희숙, 나미희, “견직물의 구조적특성에 따른 질감이미지와 선호도 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8권 1호 (2009), 

pp.137-143. 
22) 김여원, 최종명, op. cit., p. 341.

<표 1> 블랙 패션 소재의 특성

종류

구조적 특성 색채 특성

섬유혼용률(%)* 조직
무게

(g/m2)

두께

(mm)
L* a* b* C*

오간자 P=100 평직  19.05 0.13 54.05 －0.39   0.01   0.39   

쉬폰 P=100 평직  36.55 0.20 37.43  0.76  0.99 1.24 

조젯 P=100 평직  45.25 0.25 24.08  0.52 －0.11 0.53 

새틴 P=100 수자직  46.25 0.16 16.08  0.95  0.03 0.95 

저지 P=100 편성 107.10 0.44 15.13  1.40 －1.83 2.31 

벨벳 P=100 파일직 111.60 0.32  1.11  0.09 －0.05 0.10 

레이스 P/PU=95/5 레이스  44.35 0.41 36.55  0.47 －0.29 0.55 

맬턴 W/P/A/N=70/15/8/7 능직 165.25 0.98 12.98  0.26 －0.93 0.96 

인조가죽 PU 필름 179.20 0.79 22.90  0.00 －0.74 0.74 

*W=wool, P=polyester, A=acrylic, N=nylon, PU=polyurethane, R=rayon

본 연구에서 사용한 블랙 패션 소재의 특성은〈표  

1〉과 같다.

2.시촉각적 질감  촉감 선 도 평가

블랙 패션 소재의 시촉각적 질감을 평가하기 위

해서 선행 연구(배현주, 김은애, 2003
19)

; 노의경, 유

효선, 2007
20)

; 김희숙, 나미희, 2009
21)

)에서 감각평

가를 위해 사용된 용어를 수집하여 같은 의미의 용

어를 제외한 17개의 감각 용어를 선정하 으며, 촉감 

선호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 다. 평가 설문지는 7

점의 의미미분 척도로 구성하 으며, 평가 설문지에 

제시된 용어 쌍(매끄럽지 않다-매끄럽다)에 대하여 

왼쪽의 용어(매우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면 1점, 오

른쪽 용어(매우 그렇다)에 해당하면 7점으로 평가하

도록 하 다. 평가방법은 선행 연구
22)

와 동일하게 남

자 대학생 63명과 여자 대학생 62명이 햇빛이 들지 

않도록 차단된 실험실의 형광등 하에서 제시한 회색 

종이 위에 부착된 블랙 패션 소재를 보고 만지면서 

시촉각적 질감 및 촉감 선호도를 평가하 다. 

3. 료 석

조사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블랙 패션 소재의 시촉각적 질감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Varimax)

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추출된 

요인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계

수를 구하 다. 패션 소재의 종류에 따른 시촉각적 

질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하

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 다. 또한 

블랙 패션 소재의 구조적 특성, 색채 특성과 시촉

각적 질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의 상관계수를 산출하 으며, 블랙 패션 소재의 구

조적 특성과 색채 특성 및 시촉각적 질감 요인이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과  고찰

1.블랙 션 소  시촉각적 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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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배현주, 김은애, op. cit., p. 1321.

24) 노의경, 유효선, op. cit., p. 120.

1) 석 결과

블랙 패션 소재의 시촉각적 질감 요인을 추출하

기 위하여 감각 평가 용어 17개에 대한 주관적 평

가 결과를 가지고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표 2〉와 같다.〈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랙 패션 소재의 시촉각적 

질감은 4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총 설명력은 62.86%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요인의 

Cronbach's α값은 0.67～0.86으로 나타나서 측정내

용의 신뢰도가 수용할 만한 범위에 있었다.

요인 1은 매끄럽다, 평평하다, 오톨도톨하다(R), 광

택이 있다, 거칠다(R) 등 직물의 표면 상태에서 느

낄 수 있는 형용사가 포함되어 있어 , ‘평활감’이라

고 명명하 다. 이러한 블랙 패션 소재의 ‘평활감’

은 시촉각적 질감의 20.75%를 설명하고 있어 다

른 시촉각적 질감에 비해 가장 중요시 되는 감각

임을 알 수 있었다. 요인 2는 두껍다, 푹신하다 , 무

<표 2> 블랙 컬러 소재의 시촉각적 질감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분산(%) Cronbach's α

평활감

매끄럽다 0.80 

3.53 20.75 0.86 

평평하다 0.74 

부드럽다 0.73 

오톨도톨하다(R) 0.69 

광택이 있다 0.69 

거칠다(R) 0.67 

부피감

두껍다 0.90 

2.97 
17.42 

(38.22) 
0.85 

푹신하다 0.85 

무겁다 0.82 

촘촘하다 0.61 

신축감

늘어난다 0.85 

2.29 
13.46 

(51.68) 
0.67 

신축성있다 0.82 

탄력있다 0.61 

처진다 0.53 

성글다 0.41 

강경감
딱딱하다 0.85 

1.90 
11.19 

(62.86) 
0.77 

뻣뻣하다 0.80 

(R) 문항은 반대로 코딩하 음.

겁다, 촘촘하다와 같은 무게와 두께와 관련된 형

용사로 구성되어 ‘부피감’으로 명명하 으며, 17.42%

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3은 늘어

난다, 신축성 있다 등과 같은 잘 늘어나는 성질과 

관련된 형용사로 구성되어 ‘신축감’이라고 명명하

고, 13.46%를 설명하 다 . 요인 4는 딱딱하고 뻣뻣

한 느낌과 연관된 형용사를 포함하고 있어 ‘강경

감’이라고 명명하 으며, 11.19%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블랙 패션 소재의 시촉각적 질감 요인은 

남성 정장용 양모직물의 감각 요인을 분석한 연구

(배현주, 김은애, 2003)
23)

와 남성 수트의 시각적 질

감 요인을 분석한 연구(노의경, 유효선, 2005)
24)

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소재의 평활감과 강

연감은 이들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과 동일한 요인

으로 패션 소재의 시촉각적 질감을 나타내는 중요

한 감각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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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블랙 션 소 별 시촉각적 질감 차  

블랙 패션 소재별 시촉각적 질감은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표 3〉과 같다.〈표 3〉

에서와 같이 블랙 패션 소재의 종류에 따라 시촉각

적 질감은 다르게 나타났다. 평활감이 큰 패션 소

재는 벨벳, 새틴 소재라고 평가하 으나, 쉬폰, 레

이스, 멜턴은 평활하지 않다고 평가하 으며, 시각

적인 부피감을 잘 표현하는 소재로는 벨벳과 인조

가죽이라고 평가한 반면, 레이스, 쉬폰, 오간자 등

은 시각적 부피감이 낮다고 평가하 다. 또한 신축

감이 큰 패션 소재로는 저지와 레이스라고 평가하

고, 쉬폰은 신축감이 적은 소재라고 평가하 다. 

한편, 멜턴과 인조가죽은 강경한 소재라고 평가하

으나, 저지는 유연한 소재로 평가하 다. 따라서 

오간자, 쉬폰, 조젯은 평활하지 않고 부피감이 적으

나 강경한 소재, 레이스는 평활하지 않고 부피감이 

적으며,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 새틴, 저지, 

벨벳은 평활하면서 유연한 소재, 인조가죽과 멜턴

은 평활하면서 부피감이 큰 강경한 소재로 평가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평활감과 부피감이 

크다고 평가된 패션 소재는 새틴과 벨벳, 인조가죽 

등 광택 있는 소재로 나타났으므로 광택은 평활감

과 부피감과 같은 주관적 감각을 느끼는 데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블랙 패션 소재별 시촉각적 질감 차이  

요인

소재

평활감

평균

부피감

평균

신축감

평균

강경감

평균

오간자  3.20 ab   2.21 ab  3.32 ab  3.98 cd

쉬폰  3.13 a   2.46 ab  3.05 a  3.80 cd

조젯  3.27 ab   2.73 b  3.79 b  3.48 bcd

새틴  3.64 cd   4.32 c  3.78 b  2.66 ab

저지  3.54 bcd   4.12 c  4.99 c  2.37 a

벨벳  3.74 d   5.92 e  3.64 ab  2.73 ab

레이스  3.11 a   2.04 a  4.65 c  3.13 abc

맬턴  3.20 a   5.08 d  3.26 ab  4.50 e

인조가죽  3.34 abc   5.81 e  3.77 b  4.17 de

F값 13.7*** 175.1*** 29.2*** 20.2*** 

***p<0.001.

a～e: Scheffe 다중검정결과로 같은 문자는 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

2.블랙 션 소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간  

계 

블랙 패션 소재의 구조적 특성과 색채 특성이 소

재의 시촉각적 질감과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 다(표 4). 그 

결과 이들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블랙 패션 소재의 구조적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활감을 

제외한 블랙 소재의 시촉각적 질감은 구조적 특성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부피감은 두

께와 무게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블랙 패션 소

재의 두께가 두껍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시각적인 

부피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또한 신축감은 두께와 정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어 얇은 소재에 비해 두꺼울수록 신축

성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강경감은 두께 및 무게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어 두껍고 무거운 소재일수록 강경한 질감을 표현

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블랙 패션 소재의 물리적 색채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은 많은 부분에서 유의적인 상관성

을 나타내었다. 시촉각적 질감 요인인 ‘평활감’은 소

재의 색채 특성 중에서 L*, b*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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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블랙 패션 소재의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 간의 상관계수

소재 특성
시촉각적 질감 요인

평활감 부피감 신축감 강경감

구조적
두께 －0.05   0.49**   0.02**   0.21**

무게   0.08   0.69**   0.03   0.13**

색채

L* －0.26** －0.65** －0.11**   0.17**

a*   0.11** －0.05   0.27** －0.28**

b* －0.10** －0.35** －0.34**   0.14*

C*   0.05   0.03   0.23** －0.16**

*p<0.05, **p<0.01.

타내었고, a*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블

랙 패션 소재의 명도가 낮고 청색기가 많으며 적색

기미를 보이는 블랙 소재일수록 평활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피감은 L*, b*와 부적 상관관

계를 보 다. 즉, 명도가 낮고 청색기가 많을수록 부

피감이 커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한편, 신축

감은 모든 색채 특성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L*, 

b*와 부적 상관관계를, a*, C*와는 정적인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즉, 명도가 낮고 청색기를 보이거

나 적색 기미를 보이고 선명한 블랙 컬러일수록 신

축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강

경감은 L*, b*와 정적 상관관계를, a*, C*와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명도가 높아 밝고 노랑기

미가 보이며 녹색기가 많고 선명하지 않은 블랙 컬

러일수록 소재의 강경감이 크게 느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블랙 패션 소재의 구조적 특성과 색채 특

<표 5> 블랙 패션 소재의 구조적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이 촉감 선호도에 미치는 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Durbin-

Watson
R2 Adjusted 

R
2

촉감

선호도

(상수)   1.07   2.80**

84.40*** 1.76 0.43 0.42

평활감   1.04   0.31   9.90***

강경감 －0.30 －0.25 －8.16***

부피감   0.33   0.30   6.36***

두께 －3.28 －0.46 －5.81***

b* －0.35 －0.13 －3.52***

무게   0.01   0.22   2.28*

*p<0.05, **p<0.01, ***p<0.001.

성은 시촉감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블랙 션 소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  촉

감 선 도에 미치는 향  

블랙 패션 소재의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이 촉감 

선호도에 향을 주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단

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블랙 패션 소재 촉감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소재의 구조적 특성인 무게

와 두께, 색채 특성인 CIE L*, a*, b*, C*값, 시촉각

적 질감 요인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는〈표 5〉와 같다.〈표 5〉에서 b는 회귀계수를 나

타내며, β는 회귀모형에서 해당 독립변수에 의하

여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설명력을 의미하는데, t-값

을 통해 회귀계수들이 p<0.05 수준에서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즉, 촉감 선호도 회귀식은 각 설명변수

의 t-값과 F값으로 미루어 볼 때, 회귀모델 및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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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2)

값으로도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잔차의 독

립성에 관련되는 Durbin-Watson값이 2에 가까우므

로 회귀식의 설명변수가 적합하게 선택되었다고 

생각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블랙 패션 소재의 평

활감, 강경감, 부피감, 두께, 무게 및  b*값의 촉감 

선호도를 42%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에서도 평활감, 강경감, 부피감 등의 시질감 요인이 

블랙 패션 소재의 촉감 선호도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색채 특성 중에서는 유일하

게 b*값만이 촉감 선호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제시된 9종의 블

랙 패션 소재의 종합적인 촉감 선호도는 소재 표면

이 평활하고 시각적 부피감을 느끼며, 무게가 가볍

고 부드러움을 느낄수록 그리고 두께가 얇고 청색

기미를 보이는 블랙 컬러일수록 촉감을 좋게 평가

하며 선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블랙 패션 소재의 촉감 선호도에는 시촉

각적 질감, 구조적 특성 및 색채 특성이 종합적으

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블

랙 소재의 촉감 선호도에 대한 구조적 특성과 시촉

각적 질감으로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촉감 선호도=1.07+1.04×(평활감)+ －0.30×(강경감)+ 

0.33×(부피감)+ －3.28×(두께)+ －0.35×(b*)+0.01×(무게)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블랙 패션 소재의 구조적 특성 및 

색채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이들 특성이 블랙 패션 소재의 촉감 선호도에 미치

는 향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9종의 블랙 패션 소재의 시촉

각적 질감을 평가한 결과, 평활감, 부피감, 신축감, 

강경감 등 4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블랙 패션 

소재별 시촉각적 질감은 소재별 차이가 있어 벨벳

과 새틴은 평활한 소재로 평가되었고, 벨벳과 인조

가죽은 시각적인 부피감을 표현하는 소재이었으며, 

저지와 레이스는 신축성 소재, 멜턴과 인조가죽은 

강경한 소재로 평가되었다. 

둘째, 블랙 패션 소재의 구조적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 요인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어 두

께가 얇고 무거울수록 부피감 있는 소재로 인지하

고 있었으며, 얇고 가벼울수록 강경감 있는 소재로 

평가하 다. 또한 블랙 패션 소재의 색채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 요인 간에도 유의한 상관성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명도와 관련있는 L*과 황-청색 관

련 변인인 b*요인이 관련성이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블랙 패션 소재의 특성과 시촉각적 질감 

요인 중에서 촉감 선호도에 향을 미치는 변인으

로는 평활감, 부피감, 신축감, 무게, 두께, b*값으로 

나타나서 블랙 패션 소재의 촉감 선호도에는 시촉

각적 질감, 구조적 특성 및 색채 특성이 종합적으

로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블랙 패션 소재를 이용한 패

션상품 개발시 소재 기획을 의한 기초 자료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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