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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혼방직물의 역학적 특성과 태 및 소재 정보에 따른 남성 
1)정장용 소재의 질감이미지와 선호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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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differences of texture image and preference for men’s suit fabrics according to mechanical properties, 
hand and fabric information were investigated. 55 subjects evaluated texture image and preference of 12 kinds of wool 
blended fabrics. For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us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ost of mechanical properties effected on texture images, and bending property and shearing property were effected 
on tactile preference and purchasing preference. For hand, objective hand values showed correlations with subjective 
texture images and preferences, but THV had almost no correlations. In sensory images according to presence of fabric 
information, fabrics were evaluated thinner, lighter, more pliable and smooth by cognition of wool blending ratio. 
For sensibility images, fabrics were evaluated more refined, intellectual, dignified and less practicable after recognize 
of wool blending ratio. In preferences, tactile preference was increased and purchasing preference was decreased after 
recognize fabric information. Therefo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texture image and preference were observed according 
to presence of fabric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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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 직물은 촉감과 탄성, 보온성 등의 우수한 성능으

로 정장용 소재로 가장 선호되어 왔으나 최근 소비자들

이 경제성과 의복 관리의 편리성을 추구함에 따라 정장

용 의류 소재에 있어서도 모 혼방 직물, 특히 모와 폴

리에스테르의 혼방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의류를 구매 할 때에 고려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감각과 감성 등의 질감이미지는 중요한 역할

을 하며(Roh & Ryu, 2007a), 이에 대하여 영향 미치는 여

러 요인들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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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의 정장용 소재로는 대부분 모직물의 질감이미지 및 

선호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평활감, 밀도, 
압축에너지, 드레이프감 등이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

다.(Bae & Kim, 2003; Ju & Ryu, 2004; Ko & Kim, 
2002; Ko et al, 2003; Roh & Ryu, 2005; Ryu et al., 
2002) 

혼방 소재로는 주로 편성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

는데, 객관적 및 주관적 감성평가(Kim & Park, 2006; 
Kim & Park, 2007)와 양모의 혼용율과 질감 요인의  관련

성이 연구되었고(Ju & Ryu, 2005), 혼방 니트 소재의 선

호도에 대해 구성 특성 보다는 질감 및 감성이미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u, 2005; Roh & Ryu, 
2007b; Roh & Kim, 2008).

모 혼방 직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모와 폴리에스테

르 혼방직물의 태 및 남자 춘추용 양복지로서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Kim & Lee, 1996)에서 양모 80% /폴리에스테

르 20% 능직은 silky, smooth, soft의 감각 때문에 가장 선

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혼방 직물의 질감이미지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최근에 정장용 소재로 

모와 합성섬유의 혼방 직물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에 따라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직물의 주관적 감각이나 태 등의 평가 시에 직물의 특

성 이외에 다른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

도 있다. 질감이미지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찰한 연구들로서 Ko et al.(2003)은 모직물을 촉

감각과 시감각을 사용하여 평가 시의 주관적 감각의 차이

를 고찰하였고, Lee & Kim(2004)은 의류 소재의 주관적

인 태 평가 방법으로서 시․촉각, 촉각, 시각 방법을 비교

한 결과, 밀도감과 탄력감을 나타내는 형용사에서 세 방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시각 평가는 다른 두 방법

의 평가치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Yi et al.(2009)은 

시각과 촉각에 의한 직물 질감의 차이와 역학적 성질의 영

향을 비교한 결과, ‘매끄럽다’와 ‘세련되다’는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또, Kim & Kim(2004)은 기준 직물의 제시와 

비제시 방법에 따른 소모 직물의 촉감 평가를 비교한 결

과, 주관적 감각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기준 직물

을 제시하는 경우에 편차가 적어서 주관적인 오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Kim(1999, 2000)은 직물의 주관

적 태 평가 시 평가자의 성별, 연령, 전문성에 따라 태 평

가치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직물의 주관적 질감의 평가 시에 평가 방법, 

소재 제시 방법 및 평가자의 특성 등 직물 특성 이외의 요

인도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소재 정

보의 유무에 따라서도 질감이미지의 평가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소재 정보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온라인 쇼핑과 관련

하여,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쾌락적 쇼핑동기 

중 브랜드와 특별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패션소

재에 대해 중요시 하며(Choi, 2012), 18～21세의 소비자

들은 1차적인 시각적 정보로 사진정보(visual image)를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텍스트 소재 정보로는 소재 특성 

설명, 소재 질감 설명, 세탁 관리 방법, 섬유 혼용율 순으

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12). 오
프라인의 경우에 대학생들은 의복구매 시 중요한 요소로

서 디자인, 색, 품질, 가격 다음으로 소재라고 생각하며, 
의류 구매시 소재에 대한 기대 편익은 구김과 보풀이 잘 

생기지 않음, 동작 편리성, 세탁관리성, 촉감, 흡수쾌적성 

순서로 기대하였다(Na et al., 2011). 따라서 소재정보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 시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에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의복의 선택 시 소재 정보, 특히 소

재의 섬유 혼용율 정보의 유무에 따라 질감이미지 및 선호

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소재 정보에 따

른 질감이미지와 선호도를 살펴봄으로서 정장용 소재 기

획 시 소비자의 선호도에 부합하는 시장 전략에 도움이 되

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보(Kim & Na, 2011)에 이어 남성 정

장용 소재인 모 혼방직물의 주관적 질감이미지 및 선호도 

평가에 있어서 직물의 특성 중 소재의 역학적 특성 및 객

관적 태와 직물 특성 이외의 요인으로서 소재 정보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시료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전보(Kim & Na, 2011)와 동일하

게 모 섬유의 혼방비율이 다양한 시판 정장용 의류소재를 

이용하였다. 직물의 색상은 무채색으로, 또 조직은 능직으

로 통일하고 직물의 특성으로서 두께는 두께 측정기

(thickness gauge)를 사용하여 10-2mm까지 측정하였고(KS 
K 0506), 무게는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직물의 무게를 10-2g
까지 측정하였으며(KS K 0514), 밀도는 직물 분해경(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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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No.

fiber
contents(%)

thickness
(㎜)

weight
(㎎/㎠)

density
(warp×weft/in²) weave color pattern

1 W 100 0.36 12.60 108☓72 twill gray plain
2 W 100 0.41 14.68 108☓96 twill gray stripe
3 W 100 0.44 15.47 110☓96 twill gray herringbone

4 W80/P20 0.45 17.86 88☓84 twill gray plain
5 W80/P20 0.41 14.77 84☓88 twill gray stripe
6 W80/P20 0.44 14.14 96☓88 twill gray herringbone

7 W70/P30 0.41 13.44 88☓72 twill gray plain

8 W70/P30 0.54 17.24 84☓64 twill gray stripe

9 W70/P30 0.33 12.36 112☓124 twill gray herringbone

10 W50/P50 0.39 15.18 76☓96 twill gray plain

11 W50/P50 0.42 13.88 72☓64 twill black stripe

12 W50/P50 0.38 15.45 76☓80 twill navy herringbone

<Table 1> Characteristics of fabrics

W: wool, P: polyester

    
Mechanical   
   properties
specimen no.

Tensile properties Shearing properties Bending
properties Compression properties Surface 

properties

LT
(-)

WT
(gf/cm2)

RT
(%)

EMT
(%)

G 2HG 2HG5 B 2HB
LC
(-)

WC
(gfcm/c

m2)

RC
(%)

MIU MMD SMD

1 0.659 12.525 57.24 7.565 0.475 0.480 1.080 0.037 0.014 0.306 0.097 41.24 0.181 0.021 4.938

2 0.618 11.250 64.815 7.285 0.490 0.380 0.905 0.056 0.013 0.334 0.112 56.25 0.198 0.020 3.558

3 0.610 18.650 59.205 12.005 0.500 0.280 0.800 0.050 0.011 0.304 0.102 48.04 0.203 0.016 3.120

4 0.677 13.100 60.600 7.775 0.665 0.500 1.340 0.073 0.020 0.322 0.104 52.88 0.175 0.013 2.518

5 0.732 10.800 56.360 5.920 0.545 0.405 1.050 0.047 0.011 0.321 0.094 55.32 0.175 0.020 2.610

6 0.677 13.775 57.825 8.175 0.495 0.390 0.965 0.054 0.012 0.295 0.101 55.45 0.174 0.023 3.670

7 0.774 9.600 61.795 4.990 0.670 0.490 1.465 0.051 0.019 0.236 0.079 37.97 0.161 0.019 3.873

8 0.729 7.450 63.845 4.095 0.585 0.940 1.840 0.089 0.031 0.397 0.136 38.97 0.206 0.028 7.088

9 0.758 8.350 61.330 4.405 0.655 0.565 1.790 0.047 0.015 0.236 0.059 30.51 0.163 0.016 2.530

10 0.785 8.300 58.990 4.270 0.49 0.500 1.190 0.069 0.024 0.327 0.094 46.81 0.174 0.017 7.485

11 0.679 8.050 66.110 4.710 0.820 0.950 2.375 0.061 0.022 0.318 0.109 40.37 0.168 0.027 7.795

12 0.738 9.650 61.575 5.230 0.900 1.115 2.63 0.078 0.031 0.318 0.074 36.49 0.155 0.012 2.330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fabrics

glass)을 이용하여 단위 면적당 경사와 위사의 올수를 측정

하였다. 직물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또, 직물의 역학

적 특성을 KES-FB system(KATO TECH)를 이용하여 인

장, 굽힘, 전단, 압축, 표면 특성 및 두께와 중량의 16항목 

특성 값을 표준조건 하에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Table 2>와 같다. 또한, KES-FB를 통해 얻은 역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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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치를 신사용 동복지(KN-301- WINTER)로 계산하여 

KOSHI(stiffness), NUMERI(smoothness), FUKURAMI 
(fullness and softness), THV(total hand value)의 태 값을 

산출하였다. 

2. 질감이미지 및 선호도 평가

1) 평가자

의류학을 전공하는 여자 대학생 및 대학원생 55명을 대

상으로 모 혼방직물의 질감이미지와 선호도 평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Kim & Na, 1999; 
Kim et al., 2003; Kim & Na, 2011; Park & Ryu, 1999; 
Shin & Lee, 2002) 및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각이

미지 평가의 25문항과 감성이미지 평가에 대한 21문항, 
그리고 선호도 평가의 4항목으로 구성하였다.

2) 평가 방법

모 혼방 직물에 대한 선호도와 질감 이미지의 평가는 

전보(Kim & Na, 2011)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12종의 시료를 시각 및 촉각을 이용하여 평가자별로 충분

한 시간동안 관찰한 후, 감각과 감성 이미지 및 선호도에 

대한 각 문항을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즉, 제시된 

형용사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면 1점, ‘매
우 그렇다’에 해당하면 7점으로 평가하였다. 질감이미지

는 총 46개의 항목으로서 매끄럽다, 부드럽다, 얇다, 가볍

다, 딱딱하다, 뻣뻣하다 등의 감각이미지와 우아하다, 고

급스럽다, 로맨틱하다, 세련되다, 편안하다 등의 감성이미

지에 대해 평가하며, 선호도는 정장용 직물에 대한 촉감 

및 구매 선호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조건으로는 소

재 정보가 없는 상태와 있는 상태에서 두 번 평가하였고, 
소재 정보로는 섬유 혼용율을 제시하였다.

3. 통계분석

Spss win 13.0을 이용하여 역학적 특성, 태 및 소재 정

보와 질감이미지 및 선호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

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소재 정보의 유무에 따른 질

감 이미지와 선호도의 비교는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고찰

1. 모 혼방직물의 질감이미지 평가

1) 역학적 특성과 질감이미지

모 혼방직물의 질감이미지에 대하여 전보(Kim & Na, 
2011)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표면특성’, ‘부피감’, ‘강
경감’, ‘신축감’, ‘습윤감’, ‘중량감’의 6가지 감각이미지 

요인과 ‘클래식’, ‘실용적’, ‘개성적’, ‘세련된’의 4가지 감

성이미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모 혼방직물의 질감이미지 

중 감각이미지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KES-FB 시스템에 의

해 측정된 역학적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표면특성’은 굽힘특성

(Bending property; 2HB, B), 전단특성(Shearing property; 
2HG5, 2HG)과 정적 상관이 높아, 굽힘 및 전단 강성과 

이력이 큰 직물은 ‘표면특성’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고, ‘부
피감’은 전단특성(2HG5, 2HG), 굽힘특성(B), 인장특성

(Tensile property)중 RT와는 부적상관, WT와는 정적상관

이 나타나 전단이력과 굽힘강성이 낮으면서 인장회복이 

작고 인장에너지가 큰 직물이 ‘부피감’의 감각이미지를 나

타내었다. 또한 ‘강경감’은 굽힘특성(2HB, B), 전단특성

(2HG5, 2HG)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굽힘강성이 크

고 굽힘 및 전단이력이 큰 직물은 “강경감‘의 이미지를 가

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신축감’은 인장특성(WT, EMT)과 

정적 상관, 굽힘이력(2HB)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 인장 에

너지와 신장성이 크며 굽힘 및 전단 이력이 큰 소재는 ‘신
축감’의 감각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또, ‘중량감’은 굽힘특

성(B, 2HB)과 정적 상관이 높아서 굽힘강성이 큰 직물이 

‘중량감’ 의 감각이미지를 표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모 혼방직물의 주관적 감각이미지에 대하

여 직물의 역학적 특성 중 특히 ‘굽힘특성’과 ‘전단특성’
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직물의 곡면 형성능 및 드레

이프성에 영향을 주는 ‘굽힘특성’과 ‘전단특성’이 모 혼방 

소재의 ‘표면특성’과 ‘부피감’, 그리고 ‘강경감’ 등의 주관

적 감각이미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Na et al.(2013)의 연구에서 여름철 셔츠용 마직물 소재

의 역학적 특성 대부분은 감각이미지와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고, 겨울용 잠옷에 대한 직물의 역학적 특성 중

에서는 전단특성이 주관적 감각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나타난 바 있다(Kwon et.al., 2004). 또, 여성 정장용 소재

의 주관적 감각이미지와 상관성이 높은 역학적 특성은 전

단특성과 굽힘특성으로 특히 굽힘특성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서(Kim & Na, 2013),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용도별 소재의 감각이미지에 대한 역학적 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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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Images

Mechanical properties

Smoothnes

s

Bulkiness Stiffness Elasticity Moistnes

s

Weight

sensation

Tensile LT 0.417 -0.311 0.399 -0.562 0.22 0.335

WT -0.526 0.612* -0.485 0.780** -0.49 -0.319

RT 0.524 -0.704
*

0.492 -0.702
*

0.555 -0.035

EMT -0.522 0.575 -0.485 0.766** -0.456 -0.344

Shear G 0.504 -0.653
*

0.549 -0.535 0.228 0.127

2HG 0.722** -0.783** 0.727** -0.624* 0.468 0.412

2HG

5

0.648
**

-0.806
**

0.687
*

-0.644
*

0.422 0.247

Bending B 0.726
**

-0.546 0.737
**

-0.496 0.286 0.764
**

2HB 0.765** -0.631* 0.748** -0.629* 0.382 0.632*

Compression LC 0.323 -0.161 0.266 -0.029 0.08 0.589
*

WC 0.308 -0.114 0.223 -0.068 0.272 0.338

RC -0.399 0.572 -0.426 0.501 -0.536 0.187

Surface MIU -0.065 0.166 -0.134 0.255 0.12 -0.076

MM

D

0.472 -0.419 0.374 -0.411 0.671
*

0.095

SMD 0.551 -0.481 0.481 -0.482 0.389 -0.364

<Table 3> Correlations of Sensory Images with Mechanical Properties

 ***p<.001  **p<.01  *p<.05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음으로, 4 가지의 감성이미지 요인과 역학적 특성간

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그 결과, 
‘클래식’ 이미지는 굽힘특성(2HB, B), 전단특성(2HG5, 
2HG), 인장특성(WT, EMT)과 부적 상관으로, 굽힘강성과 

굽힘 및 전단이력이 낮고 인장에너지와 신장성이 낮은 직

물은 단정하고 점잖은 감성이미지를 나타내며, ‘실용적’ 
이미지는 전단특성(2HG5, 2HG, G)과 부적 상관이 나타

나 전단강성이나 이력이 낮은 작물이 ‘실용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세련된’ 이미지는 굽힘특성(2HB, B), 전단특성

(2HG)과 부적 상관 및 인장특성(WT, EMT)과 정적 상관

이 나타나서 굽힘강성이 낮고 굽힘과 전단 이력이 낮으면

서 인장에너지와 신장성이 좋은 직물이 나타내는 감성이

미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물의 ‘굽힘특성’과 ‘전단특

성’은 모 혼방 소재의 ‘클래식’, ‘실용적’ 감성이미지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물의 곡면 형성능 및 드레이프성

이 우수한 소재가 단정하고 점잖은 감성을 나타내지만 실

용성은 낮다고 평가됨을 알 수 있다.
감성이미지와 역학적 특성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

로, 시각과 촉각에 의한 직물의 질감차이와 역학적 성질의 

영향을 비교한 연구 결과(Yi et al., 2009), 촉각 평가 시

에는 신장성과 표면 거칠기, 시각 평가 시에는 전단강성

과 무게가 감성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고, 방모직물의 구조 

및 표면 특성에 따른 질감 이미지 분석한 연구(Ko & 
Kim, 2002)에서는 섬유의 모 혼방율은 클래식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고, 촉감이 매끄러울 때에는 엘레강스 이미지, 
표면이 거칠고 불규칙할 때에는 내추럴이미지와 캐주얼이

미지가 잘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

지로 역학적 특성이 감성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모 혼방직물의 역학적 특성이 감성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역학적 특성과 감각 이미

지 간의 상관이 많이 나타남을 살펴볼 때 역학적 특성은 

감각 이미지들을 더욱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태와 질감이미지

모 혼방직물의 객관적 태와 주관적 질감이미지와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KES-FB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태

와 질감이미지 평가 점수의 상관관계를 <Table 5>에 제시

하였다. 객관적 태와 감각이미지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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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ory Images

Mechanical properties
 Classic  Practical Characteristic Sophisticated

Tensile LT  -0.604*  -0.212   0.531  -0.299

WT   0.767**   0.442  -0.361   0.632*

RT  -0.522  -0.519   0.005  -0.672
*

EMT   0.752**   0.417  -0.402   0.576*

Shear G  -0.379  -0.628
*

  0.398  -0.289

2HG  -0.693*  -0.719**   0.506  -0.658*

2HG5  -0.620*  -0.725**   0.563  -0.527

Bending B  -0.715
**

 -0.463   0.302  -0.648
*

2HB  -0.787**  -0.475   0.448  -0.711**

Compression LC  -0.344  -0.17  -0.151  -0.422

WC  -0.168  -0.002  -0.451  -0.315

RC   0.465   0.341  -0.572   0.368

Surface MIU   0.06   0.188  -0.422  -0.135

MMD  -0.372  -0.295  -0.115  -0.449

SMD  -0.596
*

 -0.134   0.061  -0.580
*

<Table 4> Correlations of Sensibility Images with Mechanical Properties

***p<.001  **p<.01  *p<.05

KOSHI(stiffness)는 ‘강경감’, ‘표면특성’, ‘중량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부피감’, ‘신축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

나, 직물이 딱딱하고 폭신하지 않고 신축성이 없으면서 표

면이 매끄러운 감각을 나타내며, NUMERI(smoothness)는 

‘부피감’, ‘신축감’과 정적상관, ‘습윤감’, ‘표면특성’, ‘강
경감’과 부적 상관이 나타나, 직물이 폭신하고 신축성이 

있으며, 차갑고 매끄럽거나 딱딱하지 않는 감각을 나타내

었다. 또한, FUKURAMI (fullness&softness)는 ‘신축감’, 
‘부피감’과 정적 상관관계, ‘습윤감’, ‘표면특성’, ‘강경감’
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신축성이 있으면서 폭신하

고, 차갑지 않고 매끄럽고 딱딱하지 않는 감각을 나타내어

서 대체적으로 모 혼방직물의 역학적 특성으로 측정된 객

관적 태와 주관적 감각이미지의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으

므로 직물의 역학적 특성으로 주관적 감각이미지를 예측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객관적 태와 감성이미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KOSHI는 ‘클래식’, ‘실용적’, ‘세련된’ 이미지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서, 직물이 단정하지 않고 세련되지 

않으며 실용적이지 않은 감성을 나타내었다. NUMERI와 

FUKURAMI 는 ‘클래식’, ‘세련된’ 이미지와 정적 상관이 

나타나, 직물이 단정하고 세련된 감성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감성이미지에 있어서 KOSHI는 ‘개성적’, 
NUMERI와 FUKURAMI는 ‘실용적’, ‘개성적’ 이미지와 

상관이 낮게 나타나 감성이미지는 감각이미지에 비해 

직물의 역학적 특성만으로 예측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또한 THV(Total Hand Value)값과 주관적인 감각 및 감

성이미지와는 상관이 낮음을 살펴 볼때, 단지 THV만으로

는 주관적 질감이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선
행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직물의 객관

적 태와 주관적 태 평가를 비교한 연구(Kim & Lee, 1998)
에서 KOSHI 등의 객관적 태 측정치는 중량감, 표면특성 

등의 주관적 태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종합 태는 주관적 

선호도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아서 주관적 태를 예

측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본 연구를 포함한 질감이미지 관련 국내 선행연구들(Bae 
& Kim, 2003; Kim & Lee, 1996)에서 추출된 질감이미지

는 일본에서 개발된 KES-FB 시스템에 의해 측정된 종합

태보다 더욱 세분화된 감각이미지가 추출되어 국가와 문

화에 따른 태 평가의 차이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THV는 절대적인 기준치가 될 수 없고 참고 자료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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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Texture Images

KOSHI NUMERI FUKURAI THV

Sensory

Images

Smoothness 0.716** -0.746** -0.599* -0.317

Bulkiness -0.677* 0.767** 0.695* 0.400

Stiffness 0.758** -0.675* -0.570 -0.244

Elasticity -0.598* 0.756** 0.746** 0.468

Moistness 0.253 -0.815** -0.693* -0.648*

Weight sensation 0.620* -0.201 -0.125 0.149

Sensibility

Images

Classic -0.690* 0.741** 0.758** 0.421

Practical -0.632* 0.546 0.521 0.224

Characteristic 0.376 -0.232 -0.551 -0.233

Sophisticated -0.579* 0.727** 0.624* 0.411

<Table 5> Correlations of Texture Images with Hand by KES-FB  

***p<.001 **p<.01 *p<.05

3) 소재 정보와 질감이미지

소재 정보로서 모 혼방율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주관적 

질감이미지의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소재 정보 유·무에 따른 감각 이미지 요인의 평가 점수 차

이를 비교한 결과는[Figure 1]과 같다. 소재 정보에 따른 

감각이미지 평가에서 모두 ‘표면특성’ 이미지가 가장 주요

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모 혼방율의 소재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평가 시에 섬유의 표면이 더욱 매끄럽고 거칠지 

않다고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소재 정보에 따른 차이

가 가장 많이 나는 감각이미지 요인은 ‘중량감’으로서 모 

혼방율 소재 정보를 알고 난 후에는 모 100%의 소재가 좀 

더 얇고 가볍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경감’ 감각

이미지 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소재 정보 인지 후에 모 

100%의 소재가 좀 더 유연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신축감’ 요인은 소재 정보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소재 정보에 따른 감각이미지를 

비교 할 때 모 혼방율에 대한 소재 정보를 인지 시에는 모 

혼용율이 높은 소재가  더욱 얇고 가볍고 유연하나 표면이 

덜 매끄럽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모 혼방율의 소재 정

보 제공이 주관적 감각이미지의 평가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양모/폴리에스테르 혼방직물의 태에 관한 연구(Kim & 

Lee, 1996)에서 봄․가을 남성 정장용 소재로서의 선호도

에 있어서 양모 80% / 폴리에스테르 20% 의 능직물이 

silky, smooth, soft한 감각을 나타내어 가장 선호되었고, 
폴리에스테르 100%의 평직은 가장 비선호되었는데, 이는 

scratchy, smooth, flexible의 감각 때문이라고 하여서, 역

시 섬유 혼용율은 질감이미지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

난 바 있다.

[Figure 1] Sensory Images according to Fabric 
Information 

*p<.05 Smoothness, Bulkiness, Stiffness, Moistness, Weight 
sensation

다음으로 4 가지의 감성이미지 요인에 대한 평가 차이

를 [Figure 2]에 비교하였다. 소재 정보 유무에 따른 감성

이미지 평가에서 모두 ‘클래식’ 감성이미지 요인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소재 정보를 알고 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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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ference

Mechanical Properties　

Tactile 
Preference

Purchase 
Preference

Tensile LT  -0.431  -0.357

WT   0.624*   0.611*

RT  -0.611*  -0.583*

EMT   0.611*   0.578*

Shear G  -0.571  -0.437

2HG  -0.770**  -0.638*

2HG5  -0.702*  -0.584*

Bending B  -0.780**  -0.612*

2HB  -0.784**  -0.582*

Compression LC  -0.353  -0.309

WC  -0.262  -0.097

RC   0.33   0.243
Surface MIU   0.124   0.048

MMD  -0.408  -0.271

SMD  -0.458  -0.218

<Table 6> Correlations of Preferences with Mechanical 

Properties

모든 소재를 더욱 단정하고 지적이며 품위가 있다고 평가

하였다. 소재 정보에 따른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감성이

미지 요인은 ‘실용적’, ‘개성적’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실
용적’ 요인은 모 혼방의 소재 정보를 알고 난 후에는 모든 

소재가 좀 더 실용성이 적다고 평가되었다. ‘개성적’ 요인

은 모 혼방의 소재 정보 인지 전에는 모 함유율이 가장 낮

은 모 30% 소재가 모 50% 이상의 소재보다 더욱 개성적

으로 나타났으나 소재 정보 인지 후에는 모 50% 이상의 

소재와 유사하게 개성적 이미지가 낮아졌고, ‘세련된’ 감

성 요인은 소재 정보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소재 정보에 따른 감성이미지 비교 시, 모 

혼방 정보를 알고 난 후에는 소재의 이미지가 더욱 단정하

고 지적이며 품위가 있다고 느끼나 실용성과 개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모 함유율이 낮은 

소재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감성이미지에서도 

감각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모 혼방율 소재 정보의 인지 여

부에 따라 감성이미지가 다르게 평가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보(Kim & Na, 2011)에서 모 혼방 직물의 특성 중 

섬유 혼용율은 질감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으므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2] Sensibility Images according to Fabric 

Information
*p<.05 Classic, Practical, Characteristic

2. 모 혼방직물의 선호도 평가

1) 역학적 특성과 선호도

모 혼방직물의 선호도 평가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역학

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Table 6>에 제시하였

다. 그 결과, 촉감 선호도는 굽힘특성(2HB, B), 전단특성

(2HG, 2HG5, G)과 부적 상관성이 높고, 구매 선호도도 

전단특성(2HG5, 2HG, G), 굽힘특성(2HB, B)과 부적 상

관이 높아서, 굽힘특성과 전단특성이 낮은 소재가 촉감 및 

구매 시 선호된다고 평가되어, 촉감 선호도와 구매 선호도 

모두 앞에서의 질감이미지에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던 것

과 마찬가지로 잘 굽혀지는 성질과 우수한 드레이프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적 특성과 선호도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 연구결과

(Na et al., 2013)에서 여름철 셔츠용 소재의 촉감 및 구매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역학적 특성은 인장에너지(WT), 
전단강성(G), 마찰계수 평균편차(MMD), 중량(W)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춘하 남성슈트 소재의 선호도에는 직물의 

역학적 특성 중 압축에너지(WC)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Roh & Ryu, 2005), 소재의 용도에 따라 선

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물의 역학적 특성이 달라짐을 확

인할 수 있다.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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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Preferences

KOSHI NUMERI FUKURAI THV

Tactile Preference  -0.81893**   0.70911**   0.59449*   0.24667

Purchasing Preference  -0.688527*   0.5501   0.54956   0.21676

<Table 7> Correlations of Preferences with Hand by KES-FB

***p<.001 **p<.01 *p<.05

[Figure 3] Preferences according to Fabric Information

2) 태와 선호도

모 혼방직물에 대한 선호도 평가와 객관적 태와의 관계

를 알아보았으며, 상관계수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촉감 선호도 및 구매 선호도와는 KOSHI 
(stiffness)와 부적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연한 소재일

수록 선호도가 높았으며, 특히, 촉감 선호도는 KOSHI뿐
만 아니라 NUMERI(smoothness)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 
소재가 유연하고 매끄러울수록 촉감 선호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태와 선호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춘하 남성 정장용

으로는 매끄럽고 부드럽고 압축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은 

직물이 선호되었고(Roh & Ryu, 2005), 재킷과 코트용 

방모직물의 표면 특성과 질감이미지가 선호도 및 구매의

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Ko & Kim, 2002), 표

면이 부드러우면서 표면상태가 균일하게 편평한 직물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볼 수 있었다.

3) 소재 정보와 선호도

소재 정보의 인지 여부가 모 혼방 소재의 촉감 선호도

와 구매 선호도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모 혼방율 50%

를 제외하고는 모 혼방율이 증가할수록 촉감 선호도와 구

매 선호도가 증가하였으며 모 100% 소재에서는 촉감 선

호도가 구매 선호도보다 더욱 높게 평가되었다. 
모 혼방율의 소재 정보를 인지하기 전·후의 촉감 선호

도와 구매 선호도를 비교해 보면, 촉감 선호도는 모 혼방

율이 가장 낮은 W30/P70 소재를 제외하고 모 혼방율 정

보를 알고 난 후가 인지 전보다 높았다. 반면에 구매 선호

도는 모 함유율이 낮은 W30/P70 과 W50/P50 소재는 정

보 인지 후에 더 낮았고 모 혼용율이 높을수록 비슷하거나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구매 선호도는 앞에

서 살펴보았던 감성 이미지 요인에서 인지 전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났던 ‘실용적’, ‘개성적’ 요인의영향이 크게 나

타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보(Kim & Na, 2011)
에서도 구매 선호도는 촉감 선호도보다 감성 이미지에 매

우 큰 영향을 받으며, ‘세련된’, ‘실용적’, ‘개성적인’, ‘클
래식’의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촉감 선호도와 구매 선호도에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메탈릭 자카드 직물(Kang & Lee, 2009)과 남성 정장용 양

모 직물(Bae & Kim, 2003; Roh & Ryu ,2005) 및 방모직

물(Ko & Kim, 2002; Ko et al., 2003)의 다양한 종류의 

소재에 있어서도 촉감 선호도와 구매 선호도의 평가는 서

로 다른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에는 ‘평활감’, ‘실용적인’, 
‘클래식’ 등의 질감이미지가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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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구매 선호도에는 가격 등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치

는 것도 이에 대한 이유로 설명되었다(Bae & Kim, 2003).  
따라서, 모 섬유의 혼용율이 낮은 소재는 소비자가 소

재 정보를 모르는 경우보다 인지 시에는 선호도가 더 낮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디자인 차별화 

등의 상품기획과 마케팅 전략이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

다.

Ⅳ. 결 론

  모 혼방 직물의 주관적 질감이미지와 선호도 평가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서 역학적 특성 및 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소재 정보로서 모 혼방율의 인지에 따른 

질감이미지와 선호도의 차이를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 혼방 직물의 역학적 특성은 대부분 감각이미

지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량감’, ‘강경감’은 직

물의 굽힘특성과 전단특성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감성

이미지 중에서는 ‘클래식’, ‘실용적’, ‘세련된’ 이미지가 직

물의 역학적 특성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고, ‘실용적’ 
이미지는 전단특성과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객관적 태와 주관적 질감이미지와의 관계에서 감

각이미지 중 ‘표면특성’, ‘부피감’, ‘신축감’이, 감성이미지 

중에서는 ‘클래식’, ‘세련된’이 태 특성들과 상관관계가 높

았고, ‘개성적’ 이미지는 태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셋째, 소재 정보 유무에 따른 감각이미지의 차이로서 

모 혼방율을 인지 후에 모혼방율이 높은 소재가 더욱 얇고 

가볍고, 유연하며 표면이 덜 매끄럽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감성이미지의 평가에 있어서 소재 정보를 인지 

시에는 모 혼용율이 높은 소재의 이미지를 더욱 점잖고 지

적이며 품위가 있다고 느끼나 실용성과 개성은 떨어진다

고 평가하였다.
넷째, 촉감선호도와 구매선호도는 모두 굽힘특성 및 전

단특성과 상관이 높았다. 태 중에서 KOSHI(stiffness)는 

촉감 및 구매선호도와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유연한 

소재의 촉감 선호도와 구매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다섯째, 선호도에 있어서 모 혼방율의 소재 정보를 인

지한 후에는 모 혼용율이 높은 소재의 경우에는 인지 전 

보다 촉감과 구매 선호도를 높게 평가되었으며, 모 혼용율

이 낮은 소재일수록 정보를 인지 후의 평가 점수가 낮았

다.
즉, 소재 정보에 따른 소재의 질감이미지와 선호도 평

가를 비교한 결과, 모 혼방율의 인지 시에는 소재가 더욱 

얇고 가볍고, 유연하면서 표면이 덜 매끄럽다고 평가하였

으며, 소재가 좀 더 점잖고 지적이며 품위가 있다고 느끼

나 실용성, 개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혼방율의 

정보를 인지 후에는 모 혼용율이 높은 소재는 촉감과 구매 

선호도가 인지 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재의 정

보 제공 유무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재에 대한 질감이미지

와 선호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으므로, 소재에 대한 시각

적 정보뿐만 아니라 혼방율과 같은 소재 특성에 대한 구체

적 정보가 필요하고, 특히 최근 온라인 의류판매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또
한, 선호도가 낮은 소재에 대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상

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자의 수가 제한적이고, 직물이 모 

혼방직물로 오프라인에서의 평가만 이루어졌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더욱 다양한 소재 및 정보에 대하여 온라인을 포

함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모 혼방직물, 질감이미지, 선호도, 역학적 특성, 
소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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