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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년도 상명대학교2016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product design for 

textile convergence wearable smart textile fashion products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fashion life style. In this study, we used information obtained ʼ 

from a questionnaire issued to 201 female college students who were 20 

years old for the final analysis. The questionnaires were to classify female 

college students groups according to the fashion life style, to examine 

characteristics, needs and wants of each group. The survey on the tendency 

of wearable smart textiles consisted of 22 items about concept and type of 

smart clothing product, functional material and intelligent material, 

recognition, preference, purchase intention, purchase factor and brand 

preference tendency. A total of 201 samples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crosstabs and χ2-test using SPSS package program. ʻ
brand preference oriented type was found to be interested in ‘wearable ʼ 

smart clothing product with monitoring function of bio-signal’ and ‘high 

functional fiber and textile product’, but the credibility of ‘smart clothes that 

can be worn and smart textile products to be useful in modern life’ was low. 

‘fashionable individuality oriented’ type showed interest in ‘smart clothing and 

smart product’, ‘intelligent fiber’ and ‘wearable smart clothing product with 

monitoring function of bio-signal’, but the preferences of ‘light emitting fiber 

products’ was low. ‘practically purchasing-oriented’ type was very interested in 

‘high-functional fiber and its textile products’, but had inadequate knowledge 

on ‘smart clothing and smart textile product’ and showed low interest. 

Despite the fact that ‘wearable smart clothing and smart textile products’ are 

expensive, they were willing to purchase considering practicality and 

sophisticated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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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미래의 섬유패션산업은 소재 염색 의류 패션 등의 기반 , , , 

기술과 신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제품군으로써 IT, BT, NT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센싱 신호전달 섬유와 정보전달 및 

통신 기능의 전자모듈이 연결된 디지털 스마트 IT 

융합섬유제품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라고 한다(Jeon & 

최근 업체들은 시계 안경 신발 의류와 Jeong, 2013). IT , , , 

같은 패션 제품에 컴퓨터 기능을 탑재하여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 형태의 제품으로서 구글 글래스나 (wearable) 

애플워치 나이키 밴드 아디다스의 톡킹 슈즈 등 , , D 

다양한 제품들을 상용화하고 있으며 착용 가능한 스마트 , 

의류라는 관점에서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인텔리전트 클로딩 또는 디지털 (intelligent clothing) 

클로딩 으로 소개되고 있다(digital clothing) (Ko, Sung, & 

웨어러블 스마트 Yoon, 2008; Sung & Sung, 2015). 

섬유융합 제품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헬스케어 생체신호 

스마트의류 디자인 및 시스템 개발 연구(Lee & Jeong, 

2016; Cho, Song, Cho, Goo, & Lee, 2010; Park, Shin, 

소비자 스마트의류 평가나 Shon, & Hong, 2008), 

구매의도 및 아웃도어 사용성 평가(H. Park & Noh, 

스마트 의류 상품 2012; Cho & Lee, 2009; Lee, 2014a), 

Figure� 1.� Global� Smart,� Intelligent,� Digital� &� Interactive� Fabrics/Textile�Market� Revenue�
from� 2012� to� 2018� in� Billion� Dollars

(Statista, 2017)

기획 등으로 대부분 연구되고 (Cho, Kim, & Koo, 2014) 

있었고 또한 스마트 의류의 상용화 연구개발이 , 

활성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 동향이나 시장 동향(You, 

Choi, Park, & Jeong, 2013; Kim, Son, Hwang, & Kim, 

연구도 진행되고 있었다2013) . 

년대부터 섬유의류 제품에 고기능성에 대한 수요가   2000

증가하면서 섬유 및 의류 제품의 속성에 기능을 융합한 IT 

새로운 섬유 및 의류제품들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통계 결과를 , Statista(2017) 

살펴보면 년부터 년까지 스마트 인텔리전트2012 2018 , , 

디지털 및 인터랙티브 직물 및 텍스타일 등의 스마트 

패브릭에 대한 세계 시장 규모가 약 억 달러 대략 한화 20 (

조 억 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2 2530 ) (Figure 1).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향후 웨어러블 스마트 섬유 · 

융합 텍스타일 제품군에 대한 상용화 증가를 예견할 수 IT

있으므로 이의 산업분야에 미래 잠재적인 소비구매력을 , 

한층 더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대 소비연령층으로서 20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관심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 

목적은 점차 수요 증가추세에 있는 섬유 융합 · IT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패션제품군들에 대한 

상품디자인 기획에 있어서 향후 년 내에 점차적으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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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증가를 예견할 수 있는 잠재 소비층인 대 20

소비자층으로서 트렌드 수용도가 높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제품군에 대한 관심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 4

미래 섬유패션산업 하에서 새로운 유행상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대 대학생들의 패션라이프스타일에 따른 20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제품들에 대한 관심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기술 적용 요구와 소비자 니즈가 

반영되어야 하는 웨어러블 스마트 섬유 융합 상품 · IT

디자인 기획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론적�배경II.�

패션라이프스타일1.�

라이프스타일이란 사람들이 살아가고 금전과 시간을 

소비하는 전반적인 양식을 나타내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 , 

개인의 가치 태도 신념 및 외부의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 , 

인해 변화된다 그러므로 (Choe, 1991). 라이프스타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 개인의 , , 

가치관 신념 행동양식 집단 가족 세대 등 시대상을 , , , , , 

반영하여 변화되며 특히 현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소비 , 

패턴의 질적인 고도화 새로운 사회계층의 등장 사회 , , 

양극화 심화 여가분화의 변화 소비 방식의 변화 기능간의 , , 

컨버전스의 확산 등의 급변하고 있는 시대상에 맞추어 

점점 다양해지고 그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Lee, 2004; 

Cho & Lee, 2009) 기업에서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 

분석하는 작업은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어떠한 제품의 

소비를 강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상 고객의 , 

니즈 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needs) , 

오늘날의 시장 환경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Park, 2000).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분석은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다 정확하게 ·

파악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유통 전략계획에 중요한 ,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패션라이프스타일이란 라이프스타일을 의복에 적용한 것  

으로서 한 시대의 사상이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사회, 

현상으로 패션의 연속적 변화는 곧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반영을 뜻한다(Kim, Park, Lee, & Seo, 2007). 패션라이프

스타일은 패션제품의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 태도 관심 의, , 

견으로 패션 관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의 구매특성을 파악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Han, 2016) 또한 . 

패션라이프스타일 시장 분류에서 각 유형은 제품태도와 충

성도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며 패션라이프스타일은 소비

자 충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Zhang, Sun, & Wang, 

2013). 은 Han(2016) 아웃도어 의류 소비자들의 패션라이

프스타일에 따른 구매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션라이프스

타일을 복합적 지향집단 감각 중시집단 실용성 중시집단, , , 

브랜드 중시집단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각 유형의 특성

과 아웃도어 의류 구매성향을 분석하였고, Kwon, Kim, & 

Lee(2002)는 여성의 패션라이프스타일을 유행지향형 실용, 

지향형 진보지향형 과시지향형 상표지향형 개성지향형으, , , , 

로 나누어 의류의 재활용 행동에 차이를 규명하였다. 

는 패션라이프스타일을 유행 지Song, Goo, & Lee(2008)

향 보수 전통지향 과시적 브랜드 지향 개성 지향 실용 , , , , 

지향 패션 무관심형으로 나누어 남성소비자들의 패션라이, 

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넥타이 문양디자인 선호도와 구매 

의도를 파악하였다. Shin, & Choi(2008)는 대학생의 패션

라이프스타일을 유행추구 심미성추구 브랜드지향 경제성, , , 

중시의 네 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실용추구형 브랜드추, 

구형 개성추구형 자기과시형에 따른 장신구 소유와 착장, , 

실태를 고찰하였다 은 패션라이프스타일을 . Park(2014) 패

션지향 패션무관심 보수개성추구 보수실용추구의 네 가, , , 

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에 따른 브랜드 인지 태도SPA , , 

구매행동의 차이를 규명하였고, Jeon, Oh, and Kim(2012)

는 패션라이프스타일은 패션관심추구 패션과시추구 브랜, , 

드추구 가격추구 실용추구 개성추구의 가지로 파악하여 , , , 6

과시 브랜드추구집단 패션관심 개성추구집단 실용추구집/ , / , 

단의 집단으로 유형화3 하여 아웃도어 웨어의 구매실태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패션제품과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을 태. 

도 관심 선호 구매의도 등으로 패션라이프스타일을 분류, , , 

하여 소비자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웨어러블�스마트�섬유 융합�텍스타일제품�개발�동향2.� IT․

점차적으로 도래하는 제 차 산업혁명시대를 위키피아4

에서는 정보통신 기술 의 융합으로서 인공(Wikipedia) (ICT)

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 , (IOT; Internet of Things), 

인 운송 수단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나( , ), 3D printing, 

노 기술과 같은 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고 일6

컫는 것으로서 최근 (“Industry 4.0 is a name for,” 2017), 

이의 융합기술을 토대로 섬유 융합형 웨어러블 텍스타-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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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스마트의류 및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국내

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 의류는 년대 . 1970

웨어러블 컴퓨터 으로부터 발전된 “ (Wearable computer)”

개념으로서 고기능성 섬유에 (Mann, 1997), 디지털 센서, 

초소형 컴퓨터 칩 등이 들어 있어 주변 환경에 대해 의복 

자체가 자극을 감지 작동 반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 , 

의류이며 의복이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심미성과 착용자, 

가 의복에 장착된 스마트 기술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You 

et al., 2013; McCann, Hurford, & Martin, 2005) 또한 . 

기술과 융합되어 의류분야에 적용되는 IT 스마트 섬유는 직

물 내에 결합되어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환경으로부터의 

전기적 열적 화학적 자기적 자극을 느낄 수 있고 그것들, , , 

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여 스스로 그 자극에 대해 

적응하는 능력도 가질 수 있으므로 어떤 메커니즘에 반응, 

하고 그 자신의 통제성을 갖고 스스로 동작되는 능동적 소

재이다 직물 의류 일체형 웨어러블 스(Kim et al., 2013). -

마트 제품에 적용되는 전자섬유 는 에서 (e-Textile) Figure 2

보는 바와 같이 섬유에 전자재료를 접목시킨 기술 융합IT

의 전도성 실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고 착용감과 편리성, 

이 향상된 섬유 트랜지스터 압전온도 센서 섬유 디스플, , ․
레이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의 한 흐름으  (Wearable technology)

로서 스마트 의류 또는 스마트 패션(Smart clothing) (Smart 

이란 일종의 지능형 기능의 의류라고 하며 의복의 fashion) , 

성능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도 착용자가 쾌적성을 유지할 

      electronic fiber         embroidery of electronic yarn          electronic ink               textile circuit

      screen printing             textile double circuit           electric iron transfer       textile electronic devices

Figure� 2.� Electronic� Textile� Technology
(www.iitp.kr)

수 있도록 의복과학 감성과학 및 테크놀로지 등의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한 의복이라고 하였다(Lee, 2014b; Cho, 

는 2006). Hwang and Lee(2006) 스마트 의류에 대하여 일

상생활에 있어 언제 어디에서나 필요한 디지털 기능과 그 

소요 장치를 의복 내부에 통합시키면서도 의류제품 고유의 

인간친화성을 유지하는 신종의류를 창출하는 기술로서 직, 

물이나 의복 자체가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스스로 반응하

는 소재인 소재의 기능성 과 의복 및 직물 자체가 갖지 못‘ ’

한 기계적 기능 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의류라고 한다‘ ’

( 스마트 의류분야는 기술과 Figure 3). IT Textile-Clothing

기술이 융합되어 연구 개발되면서 년대부터 스마트 2000

패션제품 분야는 생체 신호 센싱 기능 디지털 컬러 기능, , 

발열 기능 에너지 하베스팅 등의 여러 가지 유, (harvesting) 

형으로 발전되고 있다.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제품에 적용되는 소재로서  , 

독일 사의 통합형 도전성 텍스타일에 대한 최근 Ohmatex( )

상용화 연구 개발 은 합성섬유를 로 하고 구(Figure 4) core

리 와이어를 복합하여 제조된 도전성 섬유로써 직물에 통

합하여 제조되어 전력전송 및 통신용 도전성 원사로 적용, 

한 코팅된 절연층이 있는 데니어 섬도 PU 0.78 /cm, 650Ω

수준의 우수한 전도성을 가진 도전성 섬유를 스마트 웨어

에 활용 가능하도록 상품화하였다(Ohmatex Co., 2017). 

의 도전사를 적용한 텍스타Lee, Lee, Lee, & Song(2017)

일 직물전극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 

를 이용한 유아 체온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Lock-In-Amp

블 스마트 프로토타입 의류 개발 연구로써 폴리에스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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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mart� Cloting
(Chandhok, 2016)

Figure� 4.� Integrated� Electronics� Textiles� &� Conductive� Fabrics
(www.ohmatex.dk)

Table� 1.� Covering� Conductive� Yarn� in� &� Textile� Electrode

Conductive� Yarn Textile� Electrode

<SEM Photographs, X 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ee, K., Lee, S., Lee, J., & Song, H., 2017, 1141-1148)

사의 심사를 중심으로 도전섬유가 커버링 된 (polyester)

데니어 수준의 은 코팅 도전사를 600-700 (denier) (Ag) 

자카드 직물전극으로 제작하였는데 이의 도전사가 통합된, 

직물전극의 도전성능은 범위를 0.12~0.17 /13cm Ω

가짐으로써 웨어러블 센싱 스마트 웨어의 안정적인 저항 

변화 측정이 가능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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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외 섬유 융합   Table 2 , · IT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 중 가장 대표적인 업체인 

텍스트로닉스 사는 도전섬유를 직물화하여 센싱 (Textronics)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스포츠 웨어로 개발하고 

있으며 엘렉센 사는 스마트 기기를 구동시킬 수 , (Eleksen)

있는 도전섬유를 통합시킨 키패드를 모듈화하여 

Table� 2.� Wearable� Smart� Textile� Products�

Smart� sensing� clothing(textronics) Textile� keyboard(eleksen)

Smart� sensing� clothing(bioserenity� &� dataiku) Mimo(rest� devicetk)

Heating� jacket� ‘heatex’(kolon) ‘Yak� on� p’(black� yak)

상용화하였다 유럽 와 의 시스템은 . Bioserenity Dataiku

및 센서를 스마트 의류에 주입하여 EEG, EMG ECG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레스트디바이스 사는 , (Rest Device)

센서내장 유아복 미모 를 출시하여 거북이 모양의 (Mimo)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의류를 통해 유아의 수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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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신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및 , iPhone 

스마트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Android 

하였다 국내에서 코오롱 스포츠 에서 최첨단 기능성 . (2015)

재킷으로서 최악의 상황에서 조난자의 생명 유지 및 외부 

극한 상황을 극복하여 신체 유지할 수 있는 라이프텍 

자켓을 출시하였는데 이는 전도성 고분자를 이용한 , 

발열체인 히텍스 를 의류에 통합시켜 발열기능을 ‘ (Heatex)’

갖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블랙박스를 내장하고 있어 

산악 등반 시 주변 풍경의 촬영이 가능하며 조난 시 

로 모스 부호를 발생시키고 지정된 연락처로 사진과 LED

정보 전송이 가능토록 구성된 디자인이며 글로벌 GPS ,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 에서는 기존에 손목 등에 (2015)

착용하는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와는 (Smart Wearable) 

달리 은도전사와 신축성 소재를 적용하여 심전도 측정을 

통해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웃도어 

스마트 의류인 야크온 를 출시하였는데‘ P(YAK ON P)’ , 

이의 스마트 의류는 신체 측정부위에 밀착되어 격렬한 

운동이나 장시간 착용에서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설계한 

인체 센싱 기능의 스마트 웨어 이다(Smart Wear) .

연구문제�및� 연구방법�III.�

연구문제1.�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패션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제품에 관한 관심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패션라이프스타일 유형  , 20

을 규명한다. 

둘째 대학생들의 패션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유형화된 집  , 

단의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패션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웨어러블 스마트   , 

텍스타일 패션제품의 선호에 대한 경향을 파악한다.

넷째 패션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웨어러블 스마트   , 

텍스타일 패션제품의 구매에 대한 관심 경향을 파악한다.

변수정의2.�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복에 적용한 것을 

패션라이프스타일로서 정의하고 라이프스타일에 패션이 , 

반영된 정도에 따라 분류한 Kwon et al., (2002)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문항과 의 패션 Song et al., (2008)

라이프스타일 문항 등을 참조하여 예비 설문조사의 

수정보완을 거친 후 점 등간척도 형태의 문항을 , 5 22

측정도구로 사용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패션라이프스타일의 . 

척도를 구성하는 개별문항은 유행개성지향 형 문항‘ ’ 8 , 

외모관리지향 형 문항 브랜드선호지향 형 문항‘ ’ 5 , ‘ ’ 3 , 

개성지향 형 문항 편의기능지향 형 문항 실용구매 ‘ ’ 3 , ‘ ’ 3 , ‘

지향 형 문항으로서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웨어러블 ’ 3 22 . 

스마트 텍스타일제품에 관한 관심 경향은 국내 선행연구 

및 웹사이트 조사를 토대로 하여 스마트 의류 및 제품에 , 

대한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인지 기능성 소재 및 , 

인텔리전트 소재에 대한 인지 선호도 선호 요인 구매 , , , 

의사 구매 요인 및 브랜드 선호 경향 등에 관하여 , 

항목을 구성하여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하고15 Table 3 ,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를 사용한 점 ‘ ’ ‘ ’ 5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설문 조사 진행하였다.

연구대상�및�자료� 분석3.�

본 연구는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제품관련 관심 및 

구매 의사 경향에 대한 조사 분석결과가 향후 년 이내에 10

직 간접적으로 상품디자인 기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

기대되는 잠재적 소비자로서 새로운 유행상품 및 , 

트렌드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 연령층 중 20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정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한 . 

설문지 조사 시에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작성된 항목 설문내용에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15

패션제품관련 사례그림과 보조적인 설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지역은 (Table 3). 

서울 수도권 경기도 및 인천지역 충청권 천안중심 및 , ( ), ( )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300 , 

배포 조사된 설문지는 부 중 약 부가 회수되었으며 300 280

그 중 내용이 불충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통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와 표집인원 명 이하의 7 , 100

부로 적은 표집대상이 된 남성대학생들을 제외하고 본 72 , 

연구에서는 여성대학생들 부를 대상으로 최종 분석 201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편의표본 추출방법에 . 

의해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설문지 조사에 2017 5 1 6 20

의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를 사용하였다 패션라  IBM SPSS Statistics . 

이프스타일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을 실시

하였고 각 요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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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reference� and� Purchase� Intention� of�Wearable� Smart� IT-Textile� Convergence� Products� of�College� Students

ITEMS CONTENTS EXAMPLES

Preference

intention of

wearable

smart

textile

products

1 I know smart apparel and smart textile products.

<smart sensing clothing>

2
I am interested in the wearable smart apparel products 

of the vital signal monitoring function.

3

I am interested in knowing the optical fiber products 

that emit light in response to signals in conjunction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4 I know intelligent fibers, and I am interested in it.

5
I am interested in highly functional fibers and their 

textile products.

6
In the future, wearable smart apparel and smart textile 

products will be useful in the modern life.

<optical fiber smart clothing>

Purchase

intention of

wearable

smart

textile

products

7
I am willing to purchase wearable smart apparel and 

smart textile products in the future.

8
I think smart apparel and smart textile products are 

expensive.

<MP3 smart clothing>

9
Smart apparel products and smart textile products are 

mainly surveyed through Internet search.

10
Consider whether smart clothing or smart textile products 

can be worn practicality long for purchase.

11
Design is important when buying smart apparel products 

or smart textile products.

12
When buying smart apparel products or smart textile 

products, I will buy the latest fashion styles.

13
When buying smart apparel products or smart textile 

products, I will consider the famous brands.

<business e-suit>

14
It is important to wear the latest smart apparel products 

or smart textile products for my image management.

15
I am willing to purchase smart clothing products or 

smart textile products even at high prices.

를 계산하였다 도출된 패션라이프스타일의 Cronbach’s . α

요인을 기초로 대상자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으로 

조사 대상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 군을 세분화 하였고 이, 

들 패션라이프스타일 군별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제품

의 선호와 구매 의도 속성간의 상관관계는 정준상관분석을 

통하여 웨어러블 스마트 제품들에 관한 관심 경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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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연구결과�및�논의IV.�

조사� 대상자의�인구� 통계학적�특성1.�

본 연구는 서울 수도권 경기 및 인천지역 충청권 , ( ), 

천안중심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대 남녀대학생 ( ) 20

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년 월 일부터 월 300 , 2017 5 1 6

일에 걸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부 중 약 20 . 300

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내용이 불충실한 것으로 280

판단하여 통계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와 표집인원 7

명 이하의 부로 적은 표집대상이 된 남성대학생들을 100 72

제외하고 여성대학생들 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 201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되는 여성대학생의 연령 분포는   

세 학년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세19-20 (42.8%) 1-2 , 21

와 세 의 학년으로 비슷한 순이었으며 (19.9%) 22 (17.9%) 2-3

학년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지역 분포는 수도권4 (7.5%). 

이 가장 높았고  충청권 천안중심 및 기타지역(44.3%) ( ) 

과 서울지역 분포는 비슷하였다 전공 분야(28.9%) (26.9%) . 

는 디자인 예술 이 가장 많았고 인문사회 와 · (45.8%) , (24.9%)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 � � � � � � � � � � � � � � � �
                                                                                          N=273(male=72, female=201)

Item Frequency Variance(%) Item Frequency Variance(%)

Sex

male 72 26

Area

(woman)

Seoul 54 26.9

Gyeonggi,

Incheon
89 44.3female 201 74

Age

(woman)

19~20 86 42.8
Chungcheong, 

and others
58 28.9

Total 201 100
21 40 19.9

Major

(woman)

Humanities & 

social sciences
50 24.9

22 36 17.9

Design·Art 92 45.8

23 24 11.9
Clothing·

Fashion
45 22.4

above 24 15 7.5
Engineering 14 7.0

Total 201 100 Total 201 100

의류 패션 분야는 비슷하게 분포하였으며 공학· (22.4%) , 

분야의 전공 조사대상자는 가장 적었다(7.5%) (Table 4). 

대학생들의�패션라이프스타일2.�

최종 조사대상자인 명 여성대학생들의 패션라이프 201

스타일 요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의 요인분석 22

결과는 와 같다 각 요인의 예비 요인 분석 후Table 5 . , 

독립요인으로 추출되거나 부하량이 낮은 문항 중복 , 

부하된 문항들을 제거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이 인정되는 

요인들만 본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요인 추출 결과는 . 

유행개성지향 외모관리지향 브랜드선호지향 편의 ‘ ’, ‘ ’, ‘ ’, ‘

기능지향 및 실용구매지향 의 총 가지 지향형으로 ’ ‘ ’ 5

나타났다.

요인 은 개성적인 옷이라도 내 취향이면 시도한다  1 ‘ ’,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나만의 독창적인 스타일‘

을 즐긴다 패션에 있어서도 나만의 개성을 추구한다’, ‘ ’, 

옷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 을 자주 바꾸어 착용한다 패‘ ( , ) ’, ‘

션 감각이 있다 등의 유행에 중점을 둔 문항들로 구성되’ 

어 유행개성지향 형으로 명명하였고 계수‘ ’ , Cronbach’s α 

는 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0.847 . 

는 첫 인상 형성에 옷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옷을 잘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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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야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 ‘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쓴다 등의 복장 착장에 신경을 쓰거’ 

나 외모관리에 관심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외모관리지‘

향 형으로 명명하였고 계수는 으로 ’ , Cronbach’s 0.755α 

나타났다 요인 은 고가일지라도 브랜드의 제품을 산다. 3 ‘ ’,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편이다 유명 브랜드 제품이 역‘ ’, ‘

시 좋다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브랜드선호’ ‘

지향 형으로 명명하였고 계수는 로 ’ , Cronbach’s 0.788α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는 활동하. 4 ‘

기 편한 옷을 좋아한다 관리가 힘든 옷은 구매하지 않는’, ‘

다 옷 구매 시 기능성을 중시 한다 등의 문항들로 구성’, ‘ ’ 

되어 편의기능지향 형이라고 명명하였고‘ ’ , Cronbach’s α 

계수는 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0.701 . 

요인 는 세일 제품을 중심으로 구매한다 정상가로 구5 ‘ ’, ‘

매하면 손해 보는 느낌이다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경향이 ’, ‘

있다 등의 실용성과 기능성에 중점을 둔 문항들로 구성되’ 

어 실용구매지향 형으로 명명하였고 계수‘ ’ , Cronbach’s α 

는 으로 나타났다0.678 .

패션라이프스타일에�따른�대학생들의�집단�유형화3.�

Table� 6.� Fashion� Lifestyle� Cluster�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201

� � � � Group

Factor

Group�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F
Brand�

appearance
(n=51)
(25%)

Convenience�
&� Practical�
purchase
(n=44)
(22%)

Convenience�
function
(n=31)
(15%)

Appearance�
management

(n=36)
(18%)

Practical�
purchasing� &�

Fashion� personality�
(n=39)
(20%)

Factor 1

Fashionable 

Individuality 
-.165 -.225 -.210 .082 .562 4.714***

Factor 2

Appearance 

Maintaining 
.458 .256 -1.22 .624 -.494 34.912***

Factor 3

Brand Preference
1.114 -.325 .145 -.970 -.31 55.435***

Factor 4

Convenient 

Function
-.296 1.092 .563 -.637 -.705 49.724***

Factor 5

Practically 

Purchasing
-.1371 .712 -.807 -.811 .766 40.072***

                   * : p <.05, ** : p <.01, *** : p <.001

조사대상자의 패션라이프스타일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요인점수 를 바탕으로 (factor score)

계층적 군집 분석의 방법과 비계층적 군집분석의 Ward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군집화의 기준은 K-means . 

요인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가지 패션라이프스타일 5

요인이었고 가장 타당한 군집의 수는 개 이었다 이들 , 5 . 

개 군집 간 차이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5 F-

집단에 있어 의미 있는 차이가 검증되었으며 각 군집의 , 

특성은 과 같다Table 6 . 

집단 의 브랜드외모추구군 은 브랜드 선호를 적극  1 (25%)

적으로 선호하고 외모관리와 외형적인 복장 착용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의 편의기능 실용구매추. 2 & 

구군 은 활동하기 편한 기능성 있는 제품을 선호함과 (22%)

동시에 세일제품을 구매하여 절약하는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의 편의기능추구군 은 제품의 . 3 (15%)

기능성과 편의성을 추구하지만 외향을 중시하여 제품을 구

매하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이 구매 결정에 그다지 중시하

지 않는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집단 의 외모관. 4

리추구군 은 편의기능 실용적 구매 및 브랜드 선호 (18%) , 

보다는 외모를 위한 복장 착용 및 외모관리를 지향하는 것



송하영� 대학생들의�패션라이프스타일에�따른�웨어러블�스마트�텍스타일�제품의�관심�경향�연구/� � � � � � � 51

으로 나타났다 집단 의 실용구매 유행개성 추구군. 5 & (20 

은 유행에 관심이 있고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함과 동시%)

에 실용적인 구매를 선호하지만 편리 기능성 및 관리용이, 

성은 제품구매에 그다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패션라이프스타일에�따른�대학생들의�웨어러블4.�

스마트� 텍스타일제품의�선호�경향� �

Table� 7.�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Fashion� Lifestyle� and� Preferences� of�Wearable� Smart� Textile� Product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201

Factors
Standardizes� Canonical� Coefficients Canonical� Loadings

1 2 3 4 5 1 2 3 4 5

- Fashionlife style

Factor 1

fashionable individuality 
-.699 .142 .039 -.263 .649 -.699 .142 .039 -.263 .649

Factor 2

appearance maintaining 
-.558 -.707 .084 .087 -.417 -.558 -.707 .084 .087 -.417

Factor 3

brand preference
-.417 .663 -.135 -.048 -.605 -.417 .663 -.135 -.048 -.605

Factor 4

convenient function
-.066 -.098 -.941 .291 .125 -.066 -.098 -.941 .291 .125

Factor 5

practically purchasing
-.149 .174 .296 .914 .155 -.149 .174 .296 .914 .155

Redundancy Coefficient .200 .200 .200 .200 .200

- Preferences of wearable 

smart textile products

Preference trend 1 -.123 -.015 .504 -1.004 -.369 -.613 .061 .280 -.698 -.196

Preference trend 2 -.247 .544 -.380 -.271 .775 -.699 .267 -.378 -.283 .448

Preference trend 3 .103 -.029 -1.065 -.217 -.687 -.595 .109 -.636 -.162 -.139

Preference trend 4 -.010 -.321 .492 .114 .994 -.695 .201 .032 .019 .350

Preference trend 5 -.616 .639 .277 .818 -.745 -.868 .346 .084 .226 -.183

Preference trend 6 -.397 -1.005 .012 .212 .073 -.683 -.699 -.147 .000 .021

Redundancy Coefficient .487 .122 .109 .108 .069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407 .296 .184 .133 .045

Wilk's lambda .721  .864   .947  .980  .998 

Chi-Square 63.44 28.37 10.56 3.85  .40  

d. f. 30 20 12 6 2

Significance .000 .101 .567 .697 .819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대학생들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요인과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제품의 선호 경향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 

정준부하 최소 수준 이상인 (Canonical loadings) 0.38 

표준정준상관계수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과 Table 7

같다.

브랜드선호지향 형은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능의 웨어러  ‘ ’ ‘



52 패션비즈니스�제 권� 호� � � � � � 22 1

블 스마트 의류제품 과 고기능성 섬유와 이의 섬유제품 에 ’ ‘ ’

관심이 있는 반면 앞으로 현대 생활에서 웨어러블 스마트 , ‘

의류 및 스마트 제품이 유용할 것 이라는 의견에 대한 신’

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개성지향 형은 스마트 . ‘ ’ ‘

의류 및 스마트 제품 을 알고 있으며 브랜드선호지향 형과 ’ ‘ ’

같이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능의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제‘

품 에 관심이 있고 인텔리전트 섬유 에 대하여 알고 있고 ’ ‘ ’

매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변 환경과 연동, ‘

하여 신호에 반응하여 빛이 발광되는 광섬유 제품 에 대하’

여는 관심이 낮으며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실용구매지향 형은 고기능성 섬유와 이의 섬유제품 에. ‘ ’ ‘ ’

는 매우 관심이 나타난 반면 스마트 의류 및 스마트 제, ‘

품 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않고 관심이 낮은 경향으로 나’

타났다.

패션라이프스타일에�따른�대학생들의�웨어러블5.�

스마트�텍스타일제품의�구매의사�경향� � �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대학생들의 패션 라이프스타일 

요인과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제품의 구매의사 경향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정준상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 

정준부하 최소 수준 이상인 (Canonical loadings) 0.38 

표준정준상관계수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는 과 Table 8

같다.

브랜드선호지향 형 유행개성지향 형 편의기능지향 형  ‘ ’ , ‘ ’ , ‘ ’ , 

실용구매지향 형 모두 스마트 의류제품이나 스마트제품 ‘ ’ ‘

구매 시 최신유행 스타일 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난 ’

반면 브랜드선호지향 형은 스마트 의류제품이나 스마트제, ‘ ’ ‘

품 구매 시 에 디자인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

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기능지향 형과 . ‘ ’

유행개성지향 형은 고가일지라도 스마트 의류제품이나 스‘ ’ ‘

마트제품 을 구매할 의사가 있고 구매 시에 오래 입을 수 ’ , 

있는 실용성과 최신유행 스타일을 고려하여 구매할 의사가 

있으며 스마트 의류제품이나 스마트제품은 가격이 비싸다‘ ’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스마트 의류제품이나 스‘

마트제품 구매 시 디자인 보다는 유명브랜드를 더 고려하’ 

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실용구매지향 형은 앞으로 웨어러. ‘ ’ ‘

블 스마트 의류 및 스마트 제품 을 구매할 의사가 매우 있’

으며 오래 입을 수 있는 실용성과 최신유행 스타일을 고, 

려하여 구매할 의사가 있고 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 

스마트 의류제품이나 스마트제품 을 조사하는 것으로 나타‘ ’

났으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및� 제언V.�

최근 국내외적으로 기능을 융합한 새로운 섬유 및 의류IT 

제품들에 대한 업그레드 된 제품 출시가 진행되고 있고 세

계적인 시장 규모도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본 , 

연구에서는 향후 년 이내에 잠재적인 소비를 예견할 수 10

있는 대 연령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스마트 20

텍스타일 제품군에 대한 선호 및 구매의사에 대한 관심 경

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성대학생들에 대. 

한 패션라이프스타일은 유행개성지향 외모관리지향 브‘ ’, ‘ ’, ‘

랜드선호지향 편의기능지향 및 실용구매지향 의 총 가’, ‘ ’ ‘ ’ 5

지 지향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각각의 패션라이프스타. 

일 요인들을 군집 분석하여 여성대학생들의 패션라이프스, 

타일에 따른 집단을 브랜드외모 추구 편의기능 실용‘ , & ʼ ʻ
구매 추구 편의기능 추구 외모관리 추구 실용구, , , ʼ ʼ ʼʻ ʻ ʻ
매 유행개성 추구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  ̓

대학생들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웨어러블 스  

마트 텍스타일 제품의 선호 및 구매 의사의 관심 경향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브랜드선호지향 형은 생. ‘ ’ ‘

체신호 모니터링 기능의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제품 과 고’ ‘

기능성 섬유와 이의 섬유제품 에 관심이 있지만 앞으로 ’ , ‘

현대 생활에서 웨어러블 스마트 의류 및 스마트 제품이 유

용할 것 이라는 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고 스마트 의류제품이나 스마트제품 구매 시 에 디자인을 ‘ ’

크게 고려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행개성지향 형은 스마트 의류 및 스마트 . ‘ ’ ‘

제품 을 알고 있고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능의 웨어러블 스’ ‘

마트 의류제품 에 관심이 있었으며 인텔리전트 섬유 에 대’ ‘ ’

하여는 알고 있음과 동시에 매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주변 환경과 연동하여 신호에 반응하여 빛이 발, ‘

광되는 광섬유 제품 에 대하여는 관심이 낮으며 그다지 선’

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구매지향 형은 고기능. ‘ ’ ‘

성 섬유와 이의 섬유제품 에는 매우 관심이 나타난 반면’ , 

스마트 의류 및 스마트 제품 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않고 ‘ ’

관심이 낮은 경향으로 나타난 반면 앞으로 웨어러블 스마, ‘

트 의류 및 스마트 제품 이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구매할 ’

의사가 있으며 구매 시에 오래 입을 수 있는 실용성과 최, 

신유행 스타일을 고려하여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외모관리지향 형을 제외한 모든 패션라이프스타일. ‘ ’

에서 스마트 의류제품이나 스마트제품 구매 시 최신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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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Tendency� of� Purchasing�Wearable� Smart� Textile� Products�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Fashion� Lifestyle
                                                                                                             N=201

Factors
Standardizes� Canonical� Coefficients Canonical� Loadings

1 2 3 4 5 1 2 3 4 5

- Fashionlife style

Factor 1

fashionable individuality 
-.040 -.502 -.603 .503 .358 -.040 -.502 -.603 .503 .358

Factor 2

appearance maintaining 
-.911 -.335 .138 -.148 -.131 -.911 -.335 .138 -.148 -.131

Factor 3

brand preference
-.405 .796 -.342 .265 .123 -.405 .796 -.342 .265 .123

Factor 4

convenient function
.012 -.021 .332 .768 -.548 .012 -.021 .332 .768 -.548

Factor 5

practically purchasing
-.066 .036 .624 .256 .735 -.066 .036 .624 .256 .735

Redundancy Coefficient .200 .200 .200 .200 .200

- Purchasing wearable smart 

textile products

Purchasing trend 7 -.299 .037 -.028 -.156 1.060 -.559 -.160 -.178 .176 .612

Purchasing trend 8 .001 -.559 -.166 .405 -.591 -.510 -.600 -.013 .353 -.230

Purchasing trend 9 -.208 -.078 -.218 -.140 .388 -.554 -.198 .011 .285 .177

Purchasing trend 10 .021 -.042 .697 .500 -.138 -.553 -.331 .368 .378 .018

Purchasing trend 11 -.229 -.567 -.379 -.449 -.221 -.705 -.506 -.092 -.041 -.104

Purchasing trend 12 -.257 .461 .567 .451 .174 -.711 .202 .340 .288 -.121

Purchasing trend 13 -.451 .365 -.369 -.481 -.274 -.771 .288 -.256 -.188 -.282

Purchasing trend 14 -.172 .189 .302 -.320 -.352 -.406 .413 .122 .056 -.207

Purchasing trend 15 .153 .217 -.666 .850 -.211 -.208 .363 -.569 .605 .011

Redundancy Coefficient .332 .135 .077 .097 .067

Canonical correlation 

coefficient
.435 .309 .225 .191 .118

Wilk's lambda .661  .816   .902  .950 .986  

Chi-Square 79.58 39.22 19.84 9.88 2.71  

d. f. 45 32 21 12 5

Significance .001 .178 .532 .627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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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편의기능’ . ‘

지향 형과 유행개성지향 형에서는 고가일지라도 스마트 의’ ‘ ’ ‘

류제품이나 스마트제품 을 구매할 의사가 있고 구매 시에 ’ , 

오래 입을 수 있는 실용성과 최신유행 스타일 브랜드를 , 

고려하여 구매할 의사가 있으며 스마트 의류제품이나 스‘

마트제품은 가격이 비싸다 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웨어러블 컴퓨터 개념에서 시작된   ‘ (wearable computer)’

웨어러블 스마트 웨어 은 향후 비‘ (wearable smart wear)’

약적인 시장 성장을 예견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니즈, 

을 고려한 의복 성능을 저해시키지 않으면서도 착(needs)

용자의 쾌적성 및 심미성을 유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

트 웨어의 상품기획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 

연구에서 살펴본 대학생들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 

른 웨어러블 스마트 텍스타일 제품의 선호 및 구매의사 관

심 경향 분석 결과가 차후 타겟 소비자를 겨냥한 상품디자

인 기획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 

구는 일부 연구 내용을 국한하여 고찰하였으나 향후 연구, 

대상의 연령층 직업 지역 라이프스타일 패션 트렌드 개, , , , , 

발 동향 등을 고려한 보다 포괄적이며 다각적인 지속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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