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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적 특성 추구혜택,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reference, the factors of benefits sought, and 

the difference of benefits sought for smart clothing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is survey study used questionnaire. The subjects of the survey 

consisted of men and women with ages ranging from twenty to fifty years old, 

who were living in Gyeongnam region. For the collected data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ANOVA, and Duncan multiple range tests were used by SPSS 

23.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The different analysis results for 

smart clothing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pect to marital status, age, monthly income, and occupation, 

but showed an insignificant difference with respect to gender. The factors of 

benefits sought for smart clothing were extracted from five factors-pursuit; 

image innovation and improvement, pursuit of healthcare, pursuit of body 

protection, pursuit of amusement and pleasure, and pursuit of hi-tech function. 

The different analysis results of smart clothing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pursuit of healthcare only 

with respect to gender, for pursuit of image innovation and improvement, 

healthcare, amusement and pleasure, and hi-tech function with respect to 

marital status, for pursuit of image innovation and improvement, healthcare, 

amusement and pleasure, and hi-tech function with respect to age, for pursuit 

of healthcare and body protection with respect to monthly income, and for all 

five factors with respect to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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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전 세계적으로 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4

에 따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나 문화 등 전 사회 영역에 걸쳐 새로

운 변화를 불러 오고 있다 차 산업 혁명의 대표적 키워드 . 4

중의 하나가 융합으로 인공 지능이나 로봇 등의 지능정보 

기술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분야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의류 제품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급격하게 발전된 기술은 섬유 및 패션 분야에. IT

도 영향을 미쳐 스마트 의류를 현실화함으로써 이미 스마트 

의류 제품이 상용화되고 있으며 와 패션이 결합된 스마, IT

트 의류 시장은 향 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Moon, Cho, Lee, Jung, 2006; Oh, 2013). 

인간과 의복 그리고 기술이 결합하여 탄생한 스마트의류  

는 아날로그적인 섬유 형태에서 통신 기술과 전자기기가 결

합하여 의복을 통제하고 스마트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만

든 것이다 즉 스마트의류는 기술과 첨단 섬(Jeon, 2017). IT 

유 및 소재와 기술이 융합된 옷으로 주위환경이나 인체의 , 

자극에 대한 감지 및 반응시스템을 적용한 섬유제품으로 착

용자의 심박 수 근육 운동 신체 움직임 등의 생체데이터를 , , 

수집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지니기도 한다 스마(Kim, 2017). 

트 의류제품은 의복에 기술을 접목한 융합제품으로 IT 1990

년대에는 주로 군사용을 목적으로 고기능성 섬유로 만든 옷

에 디지털 센스나 통신기기 위성항법 장치 등을 장착하는 , 

형태로 만들어져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불려 지기도 했는데 

년대에 들어오면서 스마트 의류는 점차 일반인을 대상2000

으로 한 패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The color 

of clothes varies according to the weather”, 2016; Ma, 

Cho, & Chin, 2014; Lee, 2007; Oh, 2013). 

최근에 등장한 스마트 의류제품을 살펴보면 제일모직은   

기기를 접목한 남성용 스마트 슈트를 선보였으며 코오롱 IT 

스포츠는 아웃도어형 스마트 웨어인 라이프텍 재킷을 선보

였다 전자기기 전문 제조사 아이리(Lee, 2014; Lim, 2014). 

버도 면상발연체를 활용한 온도조절 스마트 웨어를 개발하

여 판매하였다 로가디스는 가볍고 스트레치성이 높은 파워 . 

네트 소재를 활용하여 격렬한 움직임에도 압박감이 최소화

되고 불편함이 없는 년형 스마트 수트를 개발하였다2016

(“IT/Tech”, 2016) 블랙야크에서는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 

닿게 되는 의류를 이용하여 심장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

인 심전도를 측정해 정확하게 심박수를 측정해 내는 스마트 

웨어를 선보였으며 빈폴 골프에서는 를 접목한 골프의류, IT

를 출시하였다(“IT/Tech”, 2016; Sung, 2017).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스마트 의류의 시판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 스마트 의류 시

장은 초기 형성 단계로써 개발된 대부분의 제품은 헬스케어

나 스마트폰 연계형 또는 발열 등 그 기능이 일부분에 한정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The color of clothes 

varies according to the weather”, 2016) 앞으로 이러한 한. 

계를 뛰어넘어 의복으로서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의 접목 외에도 의류는 . IT 

사람들의 인체와 밀접하므로 디자인 편리성 착용감 등 의, , 

복 자체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 의류와 관련한 최신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술융합패션 현상IT (Na & Park, 

2012) 스마트 의류의 혁신속성과 지각된 위험이 제품 태도 , 

및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Ko, Sung, & Yoon, 2008) 스, 

마트 스포츠웨어에서 지각된 혁신 속성 제품태도 그리고 혁, 

신 저항의 구조적 관계(Ma et al., 2014) 발열장치를 이용, 

한 보온 기능성 스마트 파운데이션 개발 및 평가(Hwang & 

Lee, 2013) 스마트 의류상품 기획을 위한 감성 효과 분석, 

(Cho, Kim, & Koo, 2014) 스마트 의류의 인식과 수용, 

(Paek, Cross, & Ashdown, 2009)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져 있다. 

이상과 같이 스마트 의류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주  

로 스마트 의류 제품의 속성 및 기능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실소비자들의 중심으로 한 스마트의류의 , 

선호도나 추구혜택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IT

와 의류가 융합된 스마트 의류 상품에 대한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스마트 의류의 상용화가 확산되고 있

으며 스마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또한 날로 높아, 

지고 있는 등 의류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스마트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및 요구 사항 추구혜택 등 다양한 ,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선호도와 추구혜택에 대한 차이 

그리고 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

를 소비자들의 요구하는 스마트의류 제품개발을 위한 기본

적인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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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배경II.�

스마트�의류�1.�

세기에 들어서면서 섬유 또는 의복에 기술을 접목하21 ICT 

는 첨단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섬유 제품군이 더욱 다양화

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 의류의 활용분야는 주로 피트니스나 . 

스포츠 등의  헬스케어 용도의 의류가 많으며 일상복 분야, 

에서는 의복의 기능성에 를 융합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ICT

기능을 추가하거나 의복 자체의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의류 

제품군들의 출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Gong, 2015). 

스마트 섬유 분야에서는 군사용을 비롯한 보호용 의류 산업, 

우주 산업 헬스케어 산업 피트니스 및 아웃도어 산업 등에, , 

서 빠른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으며 향후 기술의 접목이 ICT

증가하면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의류 제품들이 일상

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 (Jeon, 2017). 

의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의류

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a and Park(2012)은 현대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IT

술융합패션 현상을 연구한 결과 를 기반으로 한 융합사례IT

유형은 기술융합에 의한 감성 지향적 디자인 헬스케IT ,  U-

어 디자인 그리고 친환경 디자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

됨을 밝혔다. Ko et al. 은 스마트 의류의 혁신속성과 (2008)

지각된 위험이 제품 태도 및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연구한 결과 스마트의류의 지각된 혁신 속성은 상대적 

이점 가시성 복잡성의 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위협은 , , 3

신체 성과적 위험 사회 심리적 위험 시간손실 위험 경제/ , , , 

적 위험으로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음을 밝혔다4 . Ma et 

al. 은 스마트 스포츠웨어에서 지각된 혁신 속성 제품(2014) , 

태도 그리고 혁신 저항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 

지각된 혁신속성은 혁신저항에 혁신저항은 제품태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혁신속성은 제품태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Hwang and Lee(2013)

는 발열장치를 이용한 보온 기능성 스마트 파운데이션을 개

발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착용감에 있어서는 

거들의 착의 및 탈의에 대한 불편함 항목을 제외한 전체적

인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작동원리에 있어서도 

발열장치의 기능에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은 스마트 의류상품 기획을 위한 감성 효Cho et al.(2014)

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스마트 의류에 대한 감성요인은 총 

개로 도출되었으며 선호도에 있어서는 종래 의류 보다 스6

마트 의류를 좀 더 선호한 반면 구매 의사는 상반되는 결과

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는 세 이상의 . Paek et al.(2009) 56

여성을 대상으로 스마트 의류의 인식과 수용에 관해 질적으

로 연구를 한 결과 노화에 따른 시력저하 및 체온조절을 , 

위한 디바이스 그리고 의생활에서 체형변화를 감안한 피트

성이 높은 심미적인 디자인이 요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의복�선호도2.�

의복은 넓게는 그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비롯하여 좁게는 

개개인의 심리적인 특징까지 반영하므로 의복의 선호도는 

제품 평가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에 들. 

어오면서 의복은 양적 질적 증대와 종류의 다양화로 선택의 , 

폭은 더욱 방대해졌으며 특히 최근에는 최첨단 기술인 의 IT

발달로 디지털 기술이 의복과 접목함으로써 의복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의복을 선택하게 되. 

는 데는 기존의 의복 디자인 구성요소 기능성 외에 다양한 , 

융합적인 요소까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소비자들의 의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의복

에 대한 선호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의복 선호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on 

은 중국 여대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하여 연and Kim(2000)

구한 결과 색상은 무채색을 소재는 면직물과 모직물을 선호, 

하였으며 의복 스타일은 개성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는 재킷용 의복. Kim and Na(2004)

소재에 대한 대학생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이 선

호하는 재킷용 소재는 봄 가을은 모직물 여름은 면 평직, , 

물 겨울은 면 코듀로이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이 가장 좋아, 

하는 재킷용 소재로는 그레이나 브라운 계열의 모 평직이나 

능직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는 중국 . Kim and Lee(2001)

여성소비자의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도를 연구한 결

과 외출복 스타일은 캐주얼 복장을 무늬가 없는 무지의 여, 

름에는 면 겨울에는 모 소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을 밝혔다 는 스마트 의류 개발. Hwang and Lee(2006)

을 위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전문인이 일반인에 

비해 스마트 의류의 관심도와 수용도 모두 더 높게 나타났

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디자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밝혔다.  

이상의 의복 선호관련 선행 연구와 같이 의류 제품의 선  

호는 디자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요인 인구통계, 

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 의류 개발이 . 

초기 단계를 넘어서 일상화되기 위해서는 스마트 의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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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복�추구혜택3.�

의복 추구혜택이란 소비자가 의복 제품의 속성을 통해 추구

하는 주관적 보상과 제품의 구입과 소비를 통해 기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 한다(Lee & Lim, 1998; Peter & 

소비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혜택은 인구통Olson, 2008). 

계학적 특성이나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구혜택

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나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의복을 대상으로 한 추구혜택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Yu 

은 대에서 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복 and Kim(2013) 20 30

추구 혜택을 분석한 결과 유행성 개성 심미성 그리고 실용, , 

성으로 분류였다 은 대에서 대 여. Lee and Lim(1998) 30 40

성의 의복 제품에 대한 추구혜택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 추

구 개성 추구 유행성 추구 활동성 추구 경제성 추구로 분, , , , 

류하였다 은 중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 Lee and Kim(2007) ・
로 의복 제품의 추구혜택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신분 유행 /

추구 가치 추구 개성 추구 보호기능 편안함 추구로 분류하, , , /

였다 은 성인을 대상으로 의류 제품. Nam and Chung(2007)

에 대한 추구혜택을 분석한 결과 심미성 추구 개성 추구, , 

친환경 추구 안락감 추구 품질 추구 심리적 안정 추구로 , , , 

분류하였다 는 중년 여성을 대상. Kim, Lee, and Park(2015)

으로 의복추구혜택을 분석한 결과 자아신체표현 추구 패션 , 

추구 브랜드 가치 추구 자신감 추구 개성 추구 편안함 추, , , , 

구 가격 추구로 분석하였다, . 

이상과 같이 의복 추구혜택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공통적인 추구혜택으로는 개성 추구였으며 그 외 유행

이나 심미성 추구 등도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의복 제품에 대한 추구혜택일지라도 소. 

비자의 연령이나 연구 주제에 따라 추구혜택이 다르게 분류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반면 스마트 의류를 통한 . 

추구혜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혁신성이며(Ko et 

al., 2008; Ma et al., 2014). 그 외의 추구혜택은 관련 연

구가 미흡한 실정이나 선행 연구(Hwang & Lee, 2013; Lee 

를 통해 유추해 보면 기능성과 헬스를 들 & Jeong, 2016)

수 있다 스마트 의류의 대표적인 속성인 혁신성과 함께 혁. 

신저항이 스마트 의류 제품의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으며 시장성과 대중성 확보에는 , 

아직 무리가 있는 실정이며 스마트의류가 우리 의생활에 자

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마트 의류의 한계점

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연구문제�및�연구방법III.�

연구문제1.�

본 연구는 대에서 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인구통계20 50

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선호도 및 추구혜택

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의 선호도   ,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스마트 의류에 대한 추구혜택 요인을 분석한다  , .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에 대한 추  , 

구혜택의 차이를 분석한다. 

넷째  , 스마트 의류의 추구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다.

연구�방법2.�

자료 수집 및 연구 대상1) 

본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 선호도 

차이 스마트 의류에 대한 추구혜택 요인 인구통계학적 특, , 

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 추구혜택 요인의 차이에 대해 살펴

보고자 다음과 같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

자료수집의 대상은 스마트 의류를 구매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구매 경험은 없으나 향 후 소비의 가능성이 있는 대20

에서 대까지의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50

졌다 조사 지역 및 시기에 있어서는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 

성인 명을 대상으로 년 월에서 월까지 설문조사400 2018 3 6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 등 신. 

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제외시킨 후 최종적

으로 부의 설문지가 연구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인구351 . 

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남자 면 여자 명 결혼  185 (52.7%), 166 (47.3%), 

유무에 따라 미혼자 명 기혼자 명214 (61.0%), 137 (39.0%), 

연령에 따라 대 명 대 명 대 20 98 (27.9%), 30 135 (38.5%), 40

명 대 월 소득에 따라 월 소득 77 (21.7%), 50 42(12.0%), 

만원이상 만원 미만 집단은 만원이상 200 300 91(25.9%), 300

만원미만 명 만원이상 만원 명400 97 (27.6%), 400 500 48

만원이상 만원마만 명 만원(13.7%), 500 600 36 (10.3%),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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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마원미만 명 직업에 따라 자영업 명700 79 (22.5%), 33

전문가 명 서비스 및 생산직 명(9.4%), 61 (17.4%), 58

사무직 명 대학생 명 가정주(16.5%), 82 (23.4%), 95 (27.1%), 

부 명 이었다22 (6.3%) . 

측정도구 및 분석 방법2)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며 설문 구성은 크게 스마트

의류의 선호도 스마트 의류의 추구혜택 그리고 인구통계학, 

적 특성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지에 스마트의류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스마트 의류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구. 

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Kim, 2017; Gong, 2015)

였다. “스마트 의류란 기술과 첨단 섬유 소재 및 기ICT/IT ·

술이 융합된 옷으로 주위환경이나 인체의 자극에 대한 감' ' , 

지 및 반응시스템을 적용한 섬유제품으로 기존 패션의류 고

유의 감성적 기능적 속성을 유지하면서 첨단 기능이 부가된 , 

고기능 고성의 의류이자 기존의 섬유에 디지털 정보 기술의 , 

결합된 신개념 미래형 의류를 말한다.”   

구성 문항 중 선호도 관련 문항의 측정은 모두 점 리커  5

트 척도로 점은 매우 아주 싫어한다 점은 매우 좋아한다1 , 5

로 점수가 높을수록 선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구혜택은 또. 

Table� 1.� The� Difference� in� Preference� in� Smart� Clothing� based�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M Test

Gender
Male(n=185) 3.32

t=-0.696
Female(n=166) 3.37

Marital status
Unmarried(n=214) 3.26

t=-2.909**

Married(n=137) 3.47

Age

20s(n=98) 3.16a 

F=4.329**
30s(n=135) 3.40b

40s(n=76) 3.36ab

50s(n=32) 3.55c

Income

2million won or more,  less than 3million won (n=91) 3.31ab

F=2.560*

3million won or more, less than 4million won (n=97) 3.33b

4million won or more, less than 5million(n=48) 3.34b

5million or more, less than 6million won(n=36) 3.08a

6million won or more, less than 7million won (n=79) 3.49b

Occupation

Self-employed(n=33) 3.24a

F=3.534**

Office Job(n=82) 3.43ab

Profession(n=61) 3.41ab

University students (n=95) 3.16a

Sales/Service(n=58) 3.55b

Housewives(n=22) 3.33ab

p<.05, **p<.01, ***p<.0011, Duncan multiple range test : a<b<c

한 점 리커트 척도로 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점은 매우 5 1 , 5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성 문

항은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은 선행 연구들18 . 

을 (Ko et al., 2008; Ma et al., 2014; Paek et al., 2009)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SPSS 23

와 Factor analysis, t-test, ANOVA Duncan multiple range 

test, Regression analysis 등을 실시하였다 .

결과�및�논의IV.�

스마트의류�선호도�차이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선호도 차이

를 살펴보기 위해 및 의 다중범위 t-test, ANOVA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 같이 성별을 제외한 . Table 1

결혼유무 연령 월 소득 그리고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 ,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스마트 의류의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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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스마트 의류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대의 선호도가 가장 낮. 20

게 나타난 반면 대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50 . 

소득에 따라서는 월 소득 만원이상 만원미만 집단의 500 600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월 소득 만원이상 300 500

만원 미만의 집단과 월 소득 만원이상 만원미만 집600 700

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대학생. 

과 자영업 집단의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 

및 판매직 집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의 선  

호도 차이 연구 결과 기혼자 대 그리고 월 소득은 중상, , 50 , 

직업은 서비스 및 판매직의 집단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미혼 대 그리고 대학생의 집단의 선호도가 가장 낮, 20 , 

게 나타났다 낮은 선호도를 보인 이들 집단들은 공통적으로 . 

비교적 젊은 연령층으로 이들의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선호도

가 낮은 이유로는 선행 연구 에서 제안(Choi & Lee, 2006)

된 바와 같이 대의 소비자의 스마트 의류 착용 시 문제점20

으로 고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과 세탁의 용이성이 나타났

는데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젊은 층의 선호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

료된다.

스마트�의류�추구혜택의�요인�분석2.�

대에서 대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의류 추구혜20 50

택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 문항을 중심으로 18

직교회전을 통한 요인 분석을 실시 결과 고유값 varimax 1

이상인 요인 개가 도출되었다5 (Table 2). 

요인 은 스마트 의류는 나를 돋보이게 할 것이다 혁  1 ‘ ’, ‘

신적인 인상을 줄 것이다 시대를 앞서가는 이미지를 줄 ’, ‘

것이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줄 것이다 나의 ’, ‘ ’, ‘

이미지를 향상시켜 줄 것이다 와 같은 개의 문항으로 구성’ 5

되었다 구성 문항의 의미상 이미지 혁신 및 개선 추구라고 .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전체 분산의 를 차지하였다, 17.73% . 

요인 는 2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체 컨디션 조’, ‘

절을 해줄 것이다 운동 시 운동 효과를 높여 줄 것이다 와 ’, ‘ ’

같은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성 문항의 의미상 헬스3 . 

케어 추구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전체 분산의 를 14.14%

차지하였다 요인 은 가격 대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높을 . 3 ‘

것이다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용이할 것이다 외부 위’, ‘ ’, ‘

험으로부터의 신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능성 및 ’, ‘

편의성 면에서 다른 옷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와 같은 개의 ’ 4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성 문항의 의미상 신체보호. 

추구이라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전체 분산의 를 차11.35%

지하였다 요인 는 패셔너블해 보일 것이다 유희적인 즐. 4 ‘ ’, ‘

거움을 줄 것이다 첨단기능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와 같’, ‘ ’

은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성 문항의 의미상 쾌락 3 . 

추구로 명명하였으며 설명력은 전체분산의 를 차지10.95%

하였다 요인 는 기능과 상호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5 ‘ICT ’,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줄 것이다 생체리듬 변화에 대한 ‘ ’, ‘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개의 문항으로 구’ 3

성되었다 구성 문항의 의미상 하이테크 기능 추구로 명명하. 

였으며 설명력은 전체 분산의 를 차지하였다10.82% . 

이상과 같이 스마트 의류에 대한 추구혜택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미지 혁신 및 개선 추구 헬스케어 추구 신, , 

체호보 추구 쾌락 추구 하이테크 기능 추구의 다섯 개의 , , 

추구혜택이 도출 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의복의 . 

종류 대상자  등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 

적으로 의복과 관련한 추구혜택에서 가장 많이 도출된 것은 

개성 추구였으며 그 외 유행 심미성 추구 등이었다 반면 , . 

스마트 의류의 추구혜택 요인으로는 일반 의류에서와는 달

리 혁신 헬스케어 신체보호 쾌락 하이테크 기능 추구와 , , , , 

같이 의복의 기능성 또는 와의 융합을 통한 의복 자체ICT

의 기능 강화를 통해 단순히 착용하기만 하는 옷을 뛰어 넘

어 기술과 실용성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추

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Gong, 2015; Kim, 2018). 

인구통계학적�특성에�따른�스마트의류�추구혜택�차이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의 추구혜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와 및 의 다중범위 검t-test ANOVA Duncan

증을 실시한 결과 에서 과 같이 나타났다Table 3 Table 6 .  

성별에 따른 스마트의류의 추구혜택 차이 결과 헬스케어   

추구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의 추구에서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스마트의류를 통한 헬(Table 3). 

스케어 추구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이 스마트 의류의 추구혜택 중 헬스케어에 대해 여성이 더 

추구한다는 결과는 추구 속성은 다르나 의 Ko et al.(2008)

선행 연구결과에서 스마트 의류에 대해 여성일수록 상대적 

이점을 높게 평가한다는 결론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사료

된다 결혼 유무에 따라서는 신체보호 추구를 제외한 개의 . 3

추구혜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스마트 의(Table 4). 

류를 통한 이미지 혁신 및 개선 헬스케어 쾌락 그리고 하, , 

이테크 기능에 대한 추구는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 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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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of� Benefits� Sought� for� Smart� Clothing 

Factor Question
Factor�
Loading

Eigenvalue
Pct� of� Var

(%)
Cum� Pct
(%)

Reliability�
Coefficient

Pursuit of  

Image 

innovation 

and 

improvement

It’ll stand me out .784

3.192 17.732 17.732 .825

It’ll give an innovative impression .700

It’ll give an ahead of your time image .690

It’ll give an image different form 

another person
.623

 It’ll improve my image .601

Pursuit of 

healthcare

It’ll help managing healthcare .846

2.546 14.142 31.874 .817It’ll modulate body condition. .836

It’ll strengthen the exercise effect .754

 Pursuit of 

body 

protection

It’ll enhance the effect compared with 

price
.774

2.043 11.350 43.224 .758

It’ll be easy to handle environmental 

change
.681

It’ll help protecting body for external 

risk.
.594

It’ll be more effective than other 

clothing in terms of function and 

convenience

.491

Pursuit of 

amusement 

and pleasure

It’ll be seen fashionably .667

1.973 10.958 54.182 .685It’ll provide people with entertainment .665

It’ll make people enjoy hi-tech function .662

Pursuit of 

hi-tech 

function

It’ll be possible to interact with ICT 

function
.708

1.948 10.821 65.003 .660It’ll give hi-tech image .707

It’ll be possible to grasp the information 

for change in biorhythm
.566

Table� 3.� Benefits� Sought� for� Smart� Clothing� with� respect� to� Gender� and�Marital� Status

Variables

Benefits� Sought

Gender Marital� status

Male
(n=185)

Female
(n=166)

t
Married
(n=214)

Married�
(n=137)

t

 Pursuit of image innovation 

and improvement
3.19 3.11 1.164 3.06 3.31 -3.517**

Pursuit of healthcare 3.77 3.92 -2.657* 3.72 4.03 -4.577***

 Pursuit of body protection 3.57 3.56 0.131 3.53 3.64 -1.739

Pursuit of amusement and 

pleasure
3.57 3.46 1.560 3.44 3.66 -3.108**

Pursuit of hi-tech function 3.57 3.47 1.550 3.45 3.65 -3.25***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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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Benefits� Sought� for� Smart� Clothing� with� respect� to� Age

Variables
Benefits� Sought

20s
(n=98)

30s
(n=135)

40s
(n=76)

50s
(n=42)

F

 Pursuit of image innovation 

and improvement
2.94a 3.19b 3.29b 3.30b 5.379***

Pursuit of healthcare 3.72a 3.80a 3.95ab 4.06b 3.237*

 Pursuit of body protection 3.49 3.60 3.63 3.57 0.913

Pursuit of amusement and 

pleasure
3.39a 3.41ab 3.52b 3.63b 2.511*

Pursuit of hi-tech function 3.41a 3.51ab 3.62ab 3.64b 2.572*

*p<.05, **p<.01, ***p<.001, Duncan multiple range test : a<b<c

Table� 5.� Benefits� Sought� for� Smart� Clothing� with� respect� to� Income

Variable

Benefits� Sought

2million�Won�
or� More,� Less�
than� 3million�

Won
(n=91)�

3million�Won�
or�More,� Less�
than� 4million�

Won
(n=97)

4million�Won�
or� More,� Less�
than� 5million�

Won
(n=48)

5million� or�
More,� Less�
than� 6million�

Won
(n=36)

6million�Won�
or� More,� Less�
than� 7million�

Won
(n=79)

F

 Pursuit of image 

innovation and 

improvement

3.02 3.21 3.13 3.13 3.26 1.663

Pursuit of 

healthcare
3.72a 3.75a 4.07b 3.82a 3.90ab 2.861*

 Pursuit of body 

protection
3.48a 3.61ab 3.78b 3.56ab 3.43a 2.493*

Pursuit of 

amusement and 

pleasure

3.42 3.59 3.55 3.51 3.52 0.821

Pursuit of hi-tech 

function
3.44 3.56 3.54 3.57 3.54 0.570

*p<.05, **p<.01, ***p<.001, Duncan multiple range test : a<b<c

높게 나타남으로써 기혼 집단이 미혼 집단 보다 더 추구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신체 보호를 제외한 개의 추구혜  4

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미지 혁신 및 (Table 4). 

개선에 대해서는 대 이상 대 이하의 집단과 대 집단 30 50 20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대 이상 대 이하의 집단30 50

이 대 보다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에 대20 . 

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 이상 대 이하의 추구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20 30 50

대의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보호에 대해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쾌락과 하이테크 기능 추구에 대. 

해서는 대의 추구가 가장 낮은 반면 대의 추구가 가장 20 50

높게 나타났다 연령을 고려한 스마트 의류 추구혜택에 대한 . 

연구는 미흡하나 심전도 측성과 같은 헬스 스마트 의류U-

는 대에서 대를 위한 것으로 최근 연구 및 개발되고 40 60

있는 스마트 의류 중에선 대 이상의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40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더 추구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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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에 따른 스마트 의류 추구혜택의 차이 결과 헬스  

케어 추구와 신체보호 추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외의 추구혜택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즉 헬스케어 추구에서는 월 소득 만원이상 만원 5). 200 400

미만의 집단및 백만원이상 만원미만의 집단과 월 소득 5 600

만원이상 만원미만의 집단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월 400 500 , 

소득 만원이상 만원미만의 집단이 더 추구하는 것으400 500

로 나타났다 신체보호 추구에 대해서는 월 소득 만원이. 200

상 만원미만의 집단및 만원이상 만원미만의의 집300 600 700

단과 월 소득 만원이상 만원미만의 집단간에 차이를 400 500

보였으며 월 소득 만원이상 만원미만의 집단이 더 , 400 500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스마트 의류 추구혜택에 대한 차이 결과 개  5

의 추구 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Table 6). 

이미지 혁신 및 개선 추구혜택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추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 주부들의 추구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판매 및 서비스직 집. 

단의 추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문가 집단의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보호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자영업 . 

집단의 추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판매 및 서비스직의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쾌락 추구와 하이테크 기능 추. 

구에 대해서는 자영업 집단의 추구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

면 전문가의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직업군에 . 

Table� 6.� Benefits� Sought� for� Smart� Clothing� with� respect� to� Occupation

Variable

� Benefits� Sought

Self-employed
(n=33)

Office� Job
(n=82)

Profession
(n=61)

University�
Students
(n=95)

Sales/
Service
(n=68)

Housewives
(n=22)

F

 Pursuit of image 

innovation and 

improvement

3.13ab 3.29bc 3.21ab 2.95a 3.12ab 3.51c 4.024**

Pursuit of 

healthcare
3.85ab 3.82ab 4.09b 3.71a 3.78a 3.92ab 2.554*

 Pursuit of body 

protection
3.39a 3.61ab 3.56ab 3.47a 3.74b 3.55ab 2.689*

Pursuit of 

amusement and 

pleasure

3.25a 3.54b 3.80c 3.42ab 3.52ab 3.53b 4.270**

Pursuit of hi-tech 

function
3.23a 3.53b 3.83c 3.43ab 3.50ab 3.54b 4.371**

*p<.05, **p<.01, ***p<.001, Duncan multiple range test : a<b<c

따라 추추 혜택에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스마트 의류 개발 시 직업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

과 감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판. 

매된 스마트 의류 제품의 상당수는 헬스케어용도의 제품이

었음을 고려할 때 점차 일상성과 패션성을 갖(Gong, 2015) 

춘 스마트 의류 제품 개발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스마트 의류의 모든   

추구혜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직업이었으며 다음으

로 결혼 유무와 연령은 한 개의 추구혜택을 제외한 개의 4

추구혜택에서 월 소득은 개의 추구혜택에서 그리고 성별은 2

개의 추구혜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최근 토미 힐피1 . 

커는 디자인 트렌트 예측에 를 사용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AI

적응 형 옷을 테스트하는 등의 스마트 의류를 발표하였으며

일본 도레이에서는 스마트 내의를 개발하여 (Perez, 2018), 

판매에 성공하였다 국내에서는 남성 장정에 스(Baek, 2014). 

마트를 접목하여 비즈니스맨들의 업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재킷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와 (Kim, 2018). 

같이 점차 스마트 의류가 일반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마

트 의류를 기획하고 개발 할 때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타겟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혜택과 수요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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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ariables� Affecting� Smart� Clothing� Benefits� Sought

� Dependent

Independent

� Pursuit� of� Image�
Innovation� and�
Improvement

Pursuit� of�
Healthcare

� Pursuit� of� Body�
Protection

Pursuit� of�
Amusement� and�

Pleasure

Pursuit� of�
Hi-tech� Function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Preference .253 4.910*** .162 3.171** .378 7.826*** .196 3.950*** .196 3.958***

Age .156 2.919** .110 2.140* -.007 -0.143 .121 2.317* .109 2.087*

Income .013 0.254 .068 1.304 -.068 -1.372 .004 0.070 .097 0.129

Price -.187 -3.432** -.024 -0.446 -.058 -1.137 .002 0.046 .004 0.085

Design .069 1.314 .113 2.153* .104 2.092* .123 2.389* .125 2.463*

Smart

Function
.118 2.182* .240 4.471*** .250 4.928*** .310 5.937*** .312 6.009***

R2 63.3% 63.7% 51.5% 56.8% 56.7%

스마트�의류의�추구혜택에�영향을�미치는�변인4.�

스마트 의류의 추구혜택 요인을 중심으로 추구혜택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독립 변인은 스마트의류 선호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령, (

과 월 소득 그리고 스마트 의류 선택기준 가격 디자인 스) ( , , 

마트 기능 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과 같이 나타) . Table 7

났으며 이미지 혁신 및 개선 추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스마트 의류 선호도였으며 다음으로 가격 연령 , 

그리고 스마트 기능의 순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추구에 대. 

해서는 스마트 기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선호도 디자인 연령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 보호 추구에 , , . 

대해서는 선호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다음으로 스마트 기능 디자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쾌, . 

락 추구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

으며 다음으로 선호도 디자인 연령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 , . 

이테크 기능 추구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능이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선호도 디자인 연령의 순으로 나, , 

타났다. 

이상 스마트 의류의 추구혜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 중 스마트 의류의 선호도와 선택기준인 스마트 기능은 

모든 추구혜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스마트 의류 

추구혜택의 특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월 소득은 모든 추구혜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 의류가 이미 상용화가 . 

진행되고 있으며 구매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Park, 

월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스마트 의류 자체2018), 

에 대한 속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구혜택 . 

요인 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구체적인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결론� V.�

대에서 대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통20 50

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선호도 차이 추구, 

혜택 요인 그리고 추구혜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선호도 차  

이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혼 유무 연령 월 소득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 , 

보였다 즉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더 선호하였으며 연령에 . , 

따라서는 대가 월 소득에 따라서는 만원이상 만원50 , 300 500

미만 집단과 만원이상 만원 미만의 집단이 그리고 600 700

직업에 따라서는 판매 및 서비스 집단의 선호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다. 

스마트 의류 추구혜택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이미지 혁신   

및 개선 추구 헬스케어 추구 신체보호 추구 쾌락 추구 그, , , 

리고 하이테크 기능 추구와 같은 개 요인이 도출되었다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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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 의류 추구혜택의 차이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헬스케어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유무에 . 

따라서는 신체보호 추구 혜택을 제외한 이미지 혁신 및 개

선 헬스케어 쾌락 그리고 하이테크 기능 추구에 대해서는 , ,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기혼자가 미혼자 보다 이미지 혁신 

및 개선 헬스케어 쾌락 그리고 하이테크 기능에 대해 더 , ,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이미지 혁신 및 . 

개선 헬스케어 쾌락 그리고 하이테크 기능 추구혜택에서 , ,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의한 차이를 보인 추구혜택 요인

에서는 전반적으로 대의 추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20 . 

미지 혁신 및 개선 추구에 대해서는 대에서 대가 헬스30 50 , 

케어와 하이테크 기능 추구에 대해서는 대가 그리고 쾌락 50

추구에 대해서는 대 및 대의 추구가 가장 높았다 월 40 50 . 

소득에 따라서는 헬스케어와 신체보호 추구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는데 헬스케어와 신체보호 추구 모두 월 소득 , 

만원이상 만원미만의 집단이의 추구가 가장 높게 나400 500

타났다 직업에 따라서는 개의 추구혜택에서 모두 유의한 . 5

차이를 보였는데 이미지 혁신 및 개선 추구에 대해서는 주

부 집단이 헬스케어 쾌락 하이테크 기능 추구에 대해서는 , , , 

전문가 집단이 그리고 신체 보호 추구에 대해서는 판매 및 , 

서비스직이 가장 높은 추구를 보였다. 

스마트 의류의 추구혜택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추구혜택  5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스마트의류 선호도 및 선택기준 인( , 

구통계학적 특징 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미지 혁신 및 개선)

과 신체 보호 추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스마

트 의류 선호도였으며 헬스케어 쾌락 하이테크 기능 추구, , ,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선택기준인 스마트 기

능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선호도의 경우 성  

별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결혼 유무 연령 월 , , 

소득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기혼자, 

들 대 및 대의 집단이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30 50

데 이들 집단의 스마트 의류에 대한 추구혜택으로는 이미지 

혁신 및 개선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혼이며 대는 스마트 . 20

의류에 대한 선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따. 

라서 스마트 의류 상품 기획 시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와 같은 젊. 20

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스마트 의류에 대한 선호

도나 추구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스마트 의류는 . 

주로 스포츠용이나 군사용과 같은 특수 용도를 위한 의복이

나 헬스케어기능과 같은 신체의 건강을 위한 제품들이 스마

트 의복을 대표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향 . 

후 스마트 의복이 대의 감성을 충분히 연구하고 헬스케어20

나 신체보호의 기능 보다는 이들의 감성을 만족시켤 줄 수 

있는 패션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층이 높. 

은 대를 타겟으로 한 스마트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헬스50

케어 쾌락 그리고 하이테크적인 기능 등이 다각적인 측면으, 

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점차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장년층과 고령자들을 대상

으로 한 스마트 의류에 대한 개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월 소득을 고려할 때 월 소득이 만원에. 400

서 만원인 집단의 경우에는 헬스케어와 신체 보호에 대500

한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 

직업에 따라서도 추구하는 혜택이 달라 스마트 의복 상품 

기획 시 이러한 직업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부. 

를 타겟으로 기획할 경우에는 이미지 혁신 및 개선에 판매 , 

및 서비스직의 경우에는 신체보호에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헬스케어 쾌락 하이테크 기능과 같은 다양한 추, , 

구혜택들을 직업별로 차별화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 

서 스마트 의류 제품의 성공적인 기획을 위해서는 인구통계

학적 특성과 선호도 및 추구 혜택 등을 고려하여 표적시장

을 세분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스마트 섬유 제품의 개발 영역이 무궁무진할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나 아직은 세탁 및 관

리나 실용화 등에서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의류 제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 

마트 의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및 기능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과 조사 시기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밝

히며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 하는 데는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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