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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trend of wearing mountaineering wear as casual apparel as well as a continuous 
increase of mountaineers, mountaineering wear market has rapidly grown. New techniques to 
improve mountaineering apparel have been developed. Construction Without Sewing(CWS) is one 
of them. It is a sewing technique to improve performance and functions of new functional 
mountaineering apparel. CWS employs a welding machine with an adhesive tape and press 
instead of sewing so that it makes the apparel lighter and have better wearability, durability, and 
windproof and waterproof function, than sewed apparel.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nature, and applications of the mountaineering wear manufactured by CWS. It also made an 
analysis of manufacturing process, and proposed three designs for the mountaineering wear 
created by CWS. With introducing the merits of CWS, the costumers will be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CWS and break their stereotype that functional clothing is simply expensive 
without considering its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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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웰빙 트렌드와 함께 건강

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스포츠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단순히 관람만을 위한 것

이 아닌 직접 참여하고 경험을 하는 스포츠들이 선

호되고 있다. 그 중 등산은 산에 오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즐거움

을 찾는 행위로 인간의 정신적․체력적 한계를 신장

시켜준다.1) 또한 등산은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상 산

이 많고, 어느 지역에나 산이 가깝게 있어 경제적 부

담이 없는 실용적인 스포츠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각

광을 받고 있어2)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산을 찾는 사람은 천오백만 명에 이른다.3)

2002년 월드컵 이후 패션의 스포티즘 경향으로 등

산복이 일반 캐주얼복으로 확대되어 착용되었고, 아

웃도어 스포츠가 대중화 되면서 아웃도어(outdoor)와

메트로(metro)의 합성어인 아웃트로(outro)로 불리는

패션성이 강조된 다양한 등산복이 선보이고 있다.4)

이러한 지속적 등산인구의 증가와 등산복이 일상복

으로 확대되는 경향은 등산복 시장의 성장을 빠르게

진행시켰다. 2001년 5,200억원이었던 등산복 시장 규

모는 2008년 1조 8,000억원으로 확대되어 7년 사이에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 3배 이상 커졌다.5)

현재 등산복은 일반 의류와 다르게 쿨맥스, 고어

텍스, 서플렉스, 쉘러, 이벤트 등과 같은 기능성을 강

조한 신소재를 사용하여 등산 시 다양한 외부 환경

에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쾌적성, 보온성, 방수

성, 방풍성 등이 강화된 의류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

한 신소재의 개발과 함께 신소재의 기능을 극대화시

킬 수 있는 봉제기법 역시 개발되었는데 그 중 하나

가 무봉제(Construction Without Sewing: CWS)공

법이다. 무봉제 공법은 웰딩기를 이용하여 바느질을

하지 않고 접착테이프와 프레스를 통하여 붙이는 봉

제기법으로 일반 봉제제품보다 가볍고 착용감, 내구

성, 방풍․방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봉제기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봉제기법은 일반소비자에게 잘 알려

지지 않아 단순히 고가의 등산복으로 인식되고 있고

개발 업체 역시 폐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 등산

복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작업장의 접근 한계로 인해 알려

지지 않은 무봉제 공법의 작업과정과 활용범위를 소

개하고 이를 이용한 디자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는 등산복을 구매하고자하는 소비자들에게 무

봉제 공법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능적 등산복 선택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무봉제 공법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며, 현재 등산복 아이템별

(재킷, 바지, 티셔츠, 베스트) 무봉제 공법이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무봉제 공법의 인식 및

현황 조사를 하고자 한다. 또한 무봉제 공법을 이용

한 등산복 제작과정을 분석 후, 이에 따른 무봉제 공

법을 활용한 등산복 디자인을 제안 후 실제제작하고

시제품의 외관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무봉제 공법의 개념 및 특성
무봉제 공법은 <그림 1>6)과 같이 봉제를 하지 않

고 원단과 원단사이에 핫멜트(hotmelt)라고 하는 접

착필름을 겹쳐 일정한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하는

무봉제 공법으로 일반적으로 웰딩(welding)기법이라

고 한다.

웰딩은 우리말로 용접이란 뜻으로 금속재료에 열

과 압력을 가하여 직접결합이 되도록 접합시키는 방

법이다.7) 이와 같은 용접방식을 옷에 적용한 접착방

식으로 봉제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용감과 다양한

디자인 전개에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으로 봉제를 하

면 시접부분이 생겨 4겹이 되지만 무봉제 공법으로

접착을 하면 겹쳐지는 부분이 2겹으로 줄어들어 활

동 시 신체에 봉제부분이 걸리는 느낌이 적고, 더 가

벼운 느낌을 주어서 착용감이 개선된다. 그리고 봉제

선이 없기 때문에 디자인이 심플해지며, 외부에서 접

착하는 방식의 주머니는 제약이 없이 다양한 디자인

을 가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반 바느질 작업으로 봉제한 부위는

27.8㎏에 해당되는 추 무게를 견디는데 반해 무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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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무봉제 공법

- http://www.youngone.com

<그림 2> 심실링기(좌)와 웰딩기(우)

- 나원기계 제품소개서

<그림 3> 핫멜트(좌)와 프로텍트 필름(우)

- M2K Korea와 HIMEL INTERTCH 제품소개서

<그림 4> 무봉제 공법을 이용한 주머니 접합과정

공법으로 접착한 부위는 이보다 3배이상 큰 109㎏의

추 무게까지 견디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바느질 부위

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미세한 비와 바람을 접착

방식으로 밀봉하여 등산복에 특히 요구되는 방수․

방풍효과를 높여준다.8)

2. 무봉제 공법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
무봉제 공법에 사용되는 기기는 <그림 2>9)의 심

실링(seam sealing)기와 웰딩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심실링기는 규정 속도로 돌아가며, 뜨

거운 열을 가하는 상부 롤러와 하부 롤러사이에 심

실링 테이프를 넣은 원단을 밀어 넣으면서 열과 압

력을 가해 원단을 접합하는 기기이다. 심실링기는 옷

전체를 봉제선이 없게 봉제할 때 주로 사용된다. 다

음 웰딩기는 프레스 식으로 원단과 원단사이에 재단

된 핫멜트 즉, 양면접착 웰딩필름을 넣고 두 원단을

프레스 식으로 붙이는 것으로 주로 주머니 공정이나

라벨링 그리고 기타 부속공정에 많이 쓰인다. 웰딩기

에 쓰이는 <그림 3>10)의 핫멜트는 폴리우레탄글루를

코팅한 투명색으로 0.04㎜~0.24㎜의 다양한 두께가

있어 사용되는 소재에 따라 선택한다. 또한 <그림

3>11)의 프로텍트 필름(protect film)은 누벅 필름이

라고도 하며 주머니감과 몸판의 접합한 표면을 보호

하는 필름으로 점착성이 뛰어나고 0.07㎜~0.09㎜의

두께로 선택이 가능하며 검정과 짙은 회색, 밝은 회

색을 기본으로 빨강, 파랑, 노랑 등 다양한 칼라가

있다.

3. 무봉제 공법 제작과정
프레스 형식의 웰딩기를 이용한 등산복 티셔츠 주

머니 접합과정은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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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머니 디자인

- 필자촬영, 2009. 10. 26.

<그림 6> 레이져 커팅

- 필자촬영, 2009. 10. 26.

<그림 7> 주머니감과 지퍼연결

- 필자촬영, 2009. 10. 26.

<그림 8> 주머니감에 핫멜트 자리잡기

- 필자촬영, 2009. 10. 26.

1) 주머니 도안 디자인

주머니 도안은 적용할 아이템과 디자인에 따라 다

양하게 가능하다. 도안 디자인을 위한 S/W는 <그림

5>의 Corel Draw 12를 사용하며, 그래픽적인 요소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스캔하여 사용하기도 한

다. 디자인한 주머니 도안은 레이져 커팅기에 들어갈

크기의 용지에 복사해서 여러 개를 붙여 한 번에 커

팅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 개의 주머니에는 몸판과 주머니감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핫멜트와 주머니 위에 별도로 웰딩하는 프로

텍트 필름이 소요되며, 이 작업들은 별도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핫멜트는 주머니 모양대로 도안되며, 프로

텍트 필름은 그래픽적 디자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다.

2) 레이져 커팅

Corel Draw 12를 사용하여 디자인된 주머니 도안

은 <그림 6>의 레이져 커팅기를 통해 개개의 핫멜트

와 프로텍트 필름을 자른다. 핫멜트와 프로텍트 필름

은 보통롤로 말려있어 레이져 커팅기를 이용하여 재

단할 때 말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커팅기에 들

어갈 정도의 크기로 자른 후 평평하게 정리하여 3

0℃이하의 온도와 50%이하의 습도에서 햇빛을 직접

받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레이져 커팅기의 설정은 필름의 두께에 따라 다르

며, 일반적으로 DPI 500/PPI 400, Speed 100, Power

9.4로 설정하고 커팅을 실행한다.

3) 주머니감과 지퍼연결

웰딩기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봉제를 하지

않지만 주머니의 경우에는 손을 자주 넣었다 뺐다하

기 때문에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봉

제를 한다. <그림 7>과 같이 봉제법을 입력하면 자동

으로 봉제가 되는 바쓰를 이용하여 주머니감과 지퍼

연결부분을 봉제한다.

4) 주머니감에 핫멜트 자리잡기

주머니감과 지퍼가 연결된 부분에 주머니 모양대

로 재단된 핫멜트를 자리 잡아 주는 공정에는 다리

미를 이용한다. 스팀 기능이 있는 다리미를 이용하면

핫멜트가 젖어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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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주머니감 자리잡기 및 핫멜트로 몸판에 주머니 접착

- 필자촬영, 2009. 10. 26.

<그림 10> 지퍼웰딩기 작업

- 필자촬영, 2009. 10. 26.

<그림 11> 사각쿨링기 작업

- 필자촬영, 2009. 10. 26.

<그림 12> 무봉제 공법의 주머니 디자인

- 필자촬영, 2009. 10. 26.

팀 기능이 없는 일반 다리미를 최고 온도로 설정하

여 사용한다. <그림 8>와 같이 작업 시 열에 강한 고

무판을 밑에 대고 작업하며, 고무판에 지퍼의 코일이

들어갈 정도의 홈을 파서 작업을 하면 지퍼 코일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아 작업이 편리하다.

5) 몸판에 주머니 자리잡기

<그림 9>과 같이 몸판에 주머니를 접합할 자리를

표시한 패턴을 대고 핫멜트가 접착된 주머니감의 위

치를 정한다. 자리를 정할 때는 핫멜트 뒤에 붙어있

는 전사지를 제거하여 몸판쪽에도 접착이 가능하도

록 한다. 위의 핫멜트를 자리잡을 때와 똑같은 방법

으로 다리미를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접착한다.

6) 지퍼웰딩기를 이용한 주머니 고정

앞의 과정에서 레이져 커팅한 프로텍트 필름을 몸

판에 접착된 주머니 위에 다리미로 자리를 잡아준

후 지퍼 웰딩기를 사용하여 고정시킨다. 지퍼웰딩기

는 열과 압력으로 주머니감과 몸판에 핫멜트와 프로

텍트 필름을 녹아들게 하여 완전히 부착을 시키는

기계로 지퍼웰딩기의 상부와 하부는 고온의 판넬 형

태로 되어있으며, 상부 판넬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압

력을 가하게 된다. 주머니 부착 시 반드시 지퍼웰딩

기는 상․하부에 모두 열을 가해야 하며, 그 온도와

압력은 적용될 소재의 열내구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

된다. <그림 10>에서 사용된 소재는 폴리에스테르로

우선 상부 판넬의 온도 190℃, 하부 판넬 39℃로 설

정하여 25초 동안 열과 압력을 가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하며, 이때 주머니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사지를

덮고 작업한다. 이후에 프로텍트 필름의 보호비닐을

벗기고 프로텍트 필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원단을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 상부 판넬은 180℃, 하부 판

넬은 50℃로 17초 동안 압력을 가한다.

7) 사각쿨링기를 이용한 고착

고온의 지퍼웰딩기로 주머니를 접착한 후 <그림

11>의 쿨링기를 이용하여 열을 식혀 내구성을 높인다.

사각쿨링기 또한 지퍼웰딩기와 같은 원리로 압력과

냉각을 이용하며, 상․하부 판넬의 구조로 되어있고

상부 판넬이 아래로 내려와 압력을 가하는 형식이다.

압력은 15초 동안 유지하며, 유지시간 역시 지퍼웰딩

과 마찬가지로 원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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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웰딩기를 이용한 고온의 작업 후 냉각된 다음에

도 핫멜트 특성상 완전 경화되기까지 24시간이 필요

하므로 외부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무봉제 공법 제작과정 분석결과 일반봉제와 무봉

제 공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재봉틀과 같은 일반봉제 장비만 있으면 가능한

일반봉제에 비해 무봉제 공법은 지퍼웰딩기, 사각쿨

링기와 같은 특수장비가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고 그

에 따라 생산단가가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등산

복에서 요구되는 방수   방풍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

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디자인이 까다로운 주머니를 제작할 경우 일반봉제에

서는 숙련된 제봉사가 필요하지만 무봉제 공법은 봉

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빠르고 쉽게 완성도

높은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무봉제

공법은 그래픽적인 디자인을 넣어 일반봉제에 비하여

훨씬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주머니 제작과정만

보더라도 무봉제 공법을 이용한 주머니는 일반적인

주머니모양 뿐 아니라 프로텍트 필름을 레이져 커팅

기를 이용하여 자르고 웰딩기로 부착하기 때문에 <그

림 12>와 같이 일반적인 봉제 주머니에서는 다루기

힘든 그래픽이 첨가된 주머니의 디자인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디자인 아이디어에 제약을 받지 않아 다양

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몸판 소

재와 다른 소재를 배색하거나 지퍼색, 프로텍트 필름

색을 달리하여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무봉제 공법 활용범위를 분석하고 디

자인을 제시하고자 무봉제 공법의 실태조사 후 그

에 따른 디자인 개발 및 실물제작을 실시하였다. 또

한 개발된 제품의 평가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증명

하였다.

1. 무봉제 공법 실태조사
무봉제 공법이 등산복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봉제 공법의 등산복 아이템별

활용 범위를 조사하였다. 브랜드가치평가 기관인 브

랜드스톡이 발표한 2009년 브랜드 가치평가 모델

(BSTI)의 등산복 부문에서 1, 2, 3위를 차지한 노스

페이스, K2, 코오롱스포츠12)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09년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제 판매되고 있는

등산복을 조사하였다. 아이템은 무봉제 공법을 적용

하는 재킷, 바지, 티셔츠, 베스트로 한정하였다.

또한 무봉제 공법의 인식조사 및 현황파악을 위하

여 등산복 매장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개발

한 개방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질적연구를 수행하였

다. 2010년 7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수도권의 백

화점과 로드샵에 있는 등산복 23개 매장을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 브랜드는 노스페이

스, 코오롱스포츠, K2로 한정하였다.

2. 무봉제 공법활용 디자인 개발 및 제작
무봉제 공법 분석을 토대로 무봉제 공법을 활용한

등산복을 디자인하고 실물을 제작하였다. 다양한 무

봉제 공법 적용이 가능한 30-40대 남성용 재킷 아이

템을 선정하고 2009-2010년 F/W 트렌드를 반영하여

재킷 3점을 디자인하였고 그 중 가장 적합한 디자인

을 선정하여 무봉제 공법을 적용한 재킷 1점을 제작

하였다. 또한 개발제품의 평가를 위하여 무봉제 공법

을 하지 않은 재킷 1점을 비교군으로 제작하였다.

3. 개발제품 평가
개발된 재킷 2점은 2011년 2월 8일 외관평가를 실

시하였다.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 집단 5명(관

련업체 디자이너 3명, 의류․섬유학과 교수 2명)과

개발 시제품 사이즈에 적합한 30-40대 소비자 집단

9명(남성 소비자 9명)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

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외관에

대한 항목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재킷 간 유의

차를 t-test로 검증하였다. 정삼호외 2인13), 정삼

호14), 문선정15)의 논문을 참고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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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프로텍트 필름과 옷감 웰딩

B 지퍼 캡 웰딩

C 옷감과 프로텍트 필름, 지퍼 웰딩

D 옷감과 지퍼 웰딩

E 옷감과 옷감 웰딩

<그림 13> 무봉제 공법의 재킷 응용사례

A 지퍼 캡 웰딩

B 옷감과 지퍼 웰딩

<그림 14> 무봉제 공법의 바지 응용사례

Ⅳ. 연구결과
1. 무봉제 공법 실태조사

1) 무봉제 공법의 아이템별 활용 범위조사

(1) 재킷의 응용사례

재킷의 경우에는 <그림 13>16)과 같이 무봉제 공법

이 다른 아이템보다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심실링

테이프를 이용하여 재킷 전체를 무봉제로 제작하고

있으며, 봉제를 한 재킷이라도 심실링 테이프를 접착

하여 방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어깨부분에 프로텍트 필름을 웰딩처리하여

배낭을 매고 벗을 때 배낭끈이 미끄러지지 않고 원

단이 헤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퍼부분은 방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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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옷감과 지퍼 웰딩

<그림 15> 무봉제 공법의 티셔츠 응용사례

A 옷감과 지퍼 웰딩

B 옷감과 지퍼, 지퍼 캡 웰딩

<그림 16> 무봉제 공법의 베스트 응용사례

퍼를 사용하여 접합하거나 아웃포켓으로 덧붙여 접

합을 하고 있다.

(2) 바지의 응용사례

바지의 경우 <그림 14>17)와 같이 무봉제 공법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경우는 없고 지퍼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디자인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3) 티셔츠의 응용사례

무봉제 공법을 접목시킨 티셔츠는 <그림 15>18)와

같이 소재의 제한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

고 바지와 마찬가지로 주머니부분에 많이 응용되고

있으며, 지퍼형 티셔츠의 앞면에 지퍼를 접합하는 경

우도 있다.

(4) 베스트의 응용사례

베스트의 무봉제 공법은 <그림 16>19)과 같이 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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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 계(n=23)

개념 및 특징 인식

무봉제와 그에 따른 제품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 7

무봉제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 14

잘 알지 못 한다 2

구매유도
좀 더 기능적인 등산복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권한다 17

소비자의 선택이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6

소비자 반응

더 기능적인 것 같다 7

디자인이 새롭고 특이하다 9

더 가벼운 것 같다 2

비싸다 8

<표 1> 무봉제 공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단위: 명, 중복응답가능)

과 비슷하게 다양한 부분에 응용되고 있지만 전체적

으로 무봉제로 제작된 베스트는 상용되지 않았다. 베

스트의 어깨부분, 지퍼부분, 아웃포켓 등에 접합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등산복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코오롱스

포츠, K2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무봉제 공법이 적

용된 등산복 조사결과 무봉제 공법은 등산복을 중심

으로 골프복, 스키복 등과 같은 아웃도어제품 시장으

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아이템 디자인에 따라 주

머니 접합, 원단마모 방지 등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

함을 알 수 있었다. 무봉제 공법은 재킷, 바지, 티셔

츠, 베스트 중 재킷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재킷은 고가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봉제보

다는 특수봉제법인 무봉제 공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무봉제 공법은 방수와 방풍 기능이

있어 가장 외부에 착용하는 재킷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무봉제 공법의 인식조사 및 현황조사

무봉제 공법의 인식 및 현황조사를 위하여 수도권

의 백화점과 로드샵의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

K2, 3개 브랜드, 23개 매장 판매원 23명의 면접을 실

시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무봉제 공법에 대한 인식

등산복 매장 판매원의 무봉제 공법 인식정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무봉제 공법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무봉제와 그에

따른 제품의 장단점을 알고 있다’라는 대답보다는

‘무봉제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라는 대답이 더 많아

대부분의 판매원은 무봉제 공법의 개념과 기능에 대

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의 등산복 구매선택 시 무봉제 공법을

활용한 등산복 구매를 유도하는지에 관하여 좀 더

기능적인 등산복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권

하는 추세로 무봉제 공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숙지

하고 있는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무봉제 공법을 활용

한 등산복을 소개하고 구매권유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그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에 관련하

여서는 ‘더 기능적인 것 같다’, ‘디자인이 새롭고 특

이하다 ’등의 대답으로 소비자는 무봉제 공법의 기능

성과 디자인에 대한 선호와 관심을 보였다.

(2) 무봉제 공법의 수선요구와 구매선호

무봉제 공법을 활용한 등산복의 수선요구사항으로

<표 2>에서 보면 ‘등산 시 외부 환경에 의한 찢김’,

‘드라이클리닝으로 인한 프로텍트 필름 손상’ 등 주

로 무봉제 공법 자체에 결함보다는 소비자의 취급

부주위에 의한 사항과 원부자재에 관한 사항이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일반 등산복과의 가격 차이에 관

한 질문에 재킷의 경우 비슷한 원단과 디자인 시 무

봉제 공법을 적용한 것이 일반 봉제제품보다 대체적

으로 10만원 이상 더 비싸다고 하여 고부가가치 봉

제법임을 알 수 있었다. 판매원에게 무봉제 공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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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2009-2010년 F/W Cozy Collector 이미지 및 컬러 맵

2009-2010 F/W 스포츠 패션 트렌드

- http://www.ifp.co.kr/

항목 문항 계(n=23)

수선요구사항

등산 시 외부 환경에 의한 찢김 12

드라이클리닝으로 인한 프로텍트 필름 손상 8

지퍼 고장 5

원단 마모 2

일반 등산복과의 가격

차이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0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21

20만원 이상 2

구매선호 성별
남 19

여 6

구매선호 연령대

20대 이하 1

30대 15

40대 13

50대 이상 2

<표 2> 수선요구와 구매선호

(단위: 명, 중복응답가능)

등산복을 선호하는 연령대와 성별에 대해 질문한 결

과는 주로 등산을 하는 30-4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2. 무봉제 공법활용 디자인 개발 및 제작
1) 컨셉 및 이미지

2009-2010년 F/W의 트렌드 조사는 대표적인 트

렌드 분석기관인 인터패션플래닝에서 발표된 스포츠

패션 트렌드의 테마로 제안되고 있는 인체의 구조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는 Mono

Labist, 기능적인 측면과 순수하고 거친 자연의 감성

이 믹스되는 Tech Pioneer, 멀티 에스닉 감성과 우주

의 일렉트로닉한 감성이 복합된 Futuro Jumper, 레

트로 감성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Cozy Collector의

4가지 컨셉 중에 Cozy Collector 컨셉을 적용하였다.20)

Cozy Collector는 사회가 점차 불안정해짐에 따라

과거의 행복했던 윤리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향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경쟁을 위한 스포츠보다는 여유롭

게 즐길 수 있는 비경쟁적인 스포츠가 부상되는 이

미지로서 이미지맵은 <그림 17>21)과 같다. 색상은 라

이트 베이지, 라임, 오렌지 등과 같은 부드러운 팝

파스텔 계열과 회색이 가미된 네이비, 레드, 퍼플 등

과 같은 빛이 바랜 올림픽 컬러들로 레트로 스포츠

컬러들을 사용하여 전제적으로 소박하고 회상적인

느낌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30-40대 남성을 타깃으로 Cozy

Collector 컨셉을 적용하여 회색이 가미된 네이비를

메인 칼라로 사용하고 무봉제 공법의 주머니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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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식화 디자인 설명

디자인 1

- 무봉제 공법을 이용한 가슴, 소매, 옆 주머니

- 가슴 주머니는 등산하는 사람형상의 그래픽을 적용

- 옆 솔기와 뒤 요크부분에 컬러 매칭으로 세련된

느낌

디자인 2
- 무봉제 공법을 이용한 직선적인 느낌의 가슴,

소매, 옆 주머니

디자인 3
- 무봉제 공법을 이용한 곡선적으로 디자인된 가슴,

소매, 앞주머니

<표 3> 재킷 디자인

인 포인트를 준 재킷을 디자인하였다.

2) 디자인 제시

2009-2010년 F/W 트렌드 조사를 바탕으로 타깃

에 적합한 재킷 3점을 디자인하였다. 무봉제 공법을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한 재킷은 <표 3>과 같다.

3) 실물제작

디자인 개발된 재킷 중 무봉제 공법의 경량성과

다양한 그래픽적 요소 적용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디자인 1을 선정하여 무봉제 공법을 사용한

1점과 같은 디자인으로 무봉제 공법을 사용하지 않

은 1점을 제작하였다.

등산복 소재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신체의 쾌

적함 유지 및 항균, 소취, 흡한속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쿨맥스에 신축성이 좋은 라이크라가 함유되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기능성과 활동성을 부여하였

다. <표 4>의 재킷 1은 가슴, 소매, 옆 주머니에 무

봉제 공법을 적용하여 소재의 경량성을 극대화시켰

다. 가슴 주머니는 등산하는 사람형상의 그래픽을

적용하여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었고 프로텍트 필름

을 얇게 커팅한 팔 주머니로 실용성을 높였다. 재킷

2는 재킷 1과 같은 디자인과 소재로 제작한 비교군

으로 무봉제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제법으

로 제작하였다. 가슴 주머니와 소매 주머니는 아웃

포켓으로 봉제하였으며, 옆 주머니는 일반 재킷 주

머니의 방식과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3. 개발제품 평가
개발된 재킷 2점은 2011년 2월 8일 외관평가를 실

시하였다.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전문가 집단 5명(관

련업체 디자이너 3명, 의류․섬유학과 교수 2명)과

30-40대 소비자 집단 9명(남성 소비자 9명)으로 구

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항목은 외관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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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킷1 재킷2

도식화

설명 - 가슴, 소매, 옆 주머니 무봉제 공법 적용 - 가슴, 소매, 옆 주머니 일반봉제법 적용

실물

제시

- 필자촬영, 2010. 2. 11. -필자촬영, 2011. 1. 10.

<표 4> 재킷 도식화 및 실물 디자인 제시

평가항목

소비자 집단(n=9) 전문가 집단(n=5)

재킷 1

M(SD)

재킷 2

M(SD)
t-value

재킷 1

M(SD)

재킷 2

M(SD)
t-value

디자인 4.1(0.5) 3.3(0.9) 2.59* 4.1(0.5) 3.4(0.5) 2.97*

색상 및 배색 3.5(1.0) 3.3(0.6) 0.71 3.8(0.7) 3.4(0.8) 1.24

소재적합성 3.0(0.7) 2.4(0.5) 2.24* 3.0(0.7) 2.1(1.0) 1.11

맞음새 3.4(0.7) 3.3(0.7) 0.32 3.8(0.7) 3.3(0.9) 1.48

경량성 4.4(0.5) 3.2(0.9) 3.31** 3.5(0.5) 2.6(0.6) 3.33**

착용감 3.8(0.7) 3.2(0.8) 2.60* 3.3(1.0) 2.6(0.8) 2.49*

무봉제 공법 적합성 3.5(1.0) 1.8(0.7) 4.21** 2.8(0.8) 1.6(0.8) 3.19**

상품성 3.8(0.7) 3.1(0.9) 2.46* 3.8(0.7) 2.9(0.9) 2.42*

전체적인 호감도 3.8(0.6) 3.1(0.5) 3.45** 3.8(0.6) 3.0(0.4) 3.46**

*p≤.05 **p≤.01 ***p≤.001

<표 5> 개발제품 외관평가 결과

위한 디자인, 색상 및 배색, 상품성 등 9가지 문항으

로 리커트(Likert) 타입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1=매우 좋지 않다, 2=그다지 좋지 않다, 3=보통

이다, 4=비교적 좋다, 5=매우 좋다).

1) 외관평가

개발 시제품 재킷 1과 재킷 2의 외관평가를 위하

여 전문가와 소비자의 비교평가를 실시하였다. 재킷

1과 재킷 2의 평가 값의 유의차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를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소비자 집단과 전

문가 집단 모두에서 디자인, 경량성, 착용감, 무봉제

공법 적합성, 상품성, 전체적 호감도 항목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소재적합성은 소비자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무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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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재킷 2보다는 무봉제 공법을

사용한 재킷 1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

히 재킷 1의 무봉제 공법 적합성은 등산복에 적합한

그래픽적 요소가 적절히 적용되었고 일반 봉제와 차

별화되는 요소로 평가받았다. 또한 재킷 1은 재킷 2

보다 경량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일반적인 무봉제

공법의 특징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등산복 사용자들에게 기능적인 등산복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봉제 공법의 활용범위

와 작업과정을 분석하고 무봉제 공법의 인식과 태도

를 판매원 면접을 통하여 파악하였으며, 무봉제 공법

을 활용한 등산복 디자인을 제시하고 실물을 제작한

후 객관성을 증명하고자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적인 등산복 브랜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무봉제 공법이 적용된 등산복 조사결과 무봉제

공법은 등산복을 중심으로 아웃도어제품 시장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아이템 디자인에 따라 다양하

게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무봉제 공법은 재

킷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재킷

은 고가의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

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일반봉제보다는 특수봉제

법인 무봉제 공법을 사용하며 또한 무봉제 공법은

방수와 방풍 기능이 있어 가장 외부에 착용하는 재

킷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봉제 공법의 인식과 태도는 대부분의 판매

원은 무봉제 공법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무봉제 공법에 대하여 미비하게나마

인식하고 있는 판매원은 소비자에게 무봉제 공법을

활용한 등산복을 소개하고 구매권유를 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또 그에 따른 소비자의 반응은 무

봉제 공법이 ‘기능적이다’, ‘가볍다’, ‘새롭다’, ‘특이하

다’라고 무봉제 공법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간접적으

로 인식하였다. 무봉제 공법의 등산복을 선호하는 연

령대와 성별은 30-40대 남성으로 나타났고 주 무봉제

공법 활용한 아이템은 재킷이며, 다양한 색상 배색으

로 이루어져 있고 무봉제 공법의 부속으로 사용되는

프로텍트 필름은 회색과 검정이 주로 사용되었다.

셋째, 2009-2010년 F/W 트렌드 및 다양한 무봉제

공법을 적용한 30-40대 남성을 타깃으로 한 재킷을

디자인하고 실물을 제작하였다. 재킷 디자인은 가슴,

소매, 옆 주머니에 무봉제 공법을 적용하였고 가슴

주머니는 등산하는 사람형상의 그래픽을 적용하여

디자인의 포인트를 주었으며, 옆 솔기와 뒤 요크부분

에 컬러 매칭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넷째, 제품의 평가를 위해 전문가 집단과 소비자

집단을 구성하여 외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모

두에서 재킷 2보다는 재킷 1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

를 받았다. 특히 재킷 1의 무봉제 공법 적합성은 등

산복에 적합한 그래픽적 요소가 적절히 적용되었고

일반 봉제와 차별화되는 요소로 평가받았고, 재킷 1

은 재킷 2보다 경량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일반적

인 무봉제 공법의 특징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토대로 지금까지 특수봉제방

법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봉제 공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단순히 값비싼 등산복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무봉제 공법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인

식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무봉제 공법에 사용되는 심실링기와 웰

딩기 중 재킷류에만 사용되는 심실링기를 제외한 프

레스 형식의 웰딩기를 이용한 등산복으로 연구의 범

위를 제한하였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심실링

기를 이용한 전체 무봉제 재킷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웰딩기 관련 연구 역시 소재의 특

성에 따른 웰딩기의 온도 및 압력 설정 등이 과학적

으로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서 웰딩기를 사용하는 업

체에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관평가를 실시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

한 객관적 평가를 시도하였지만 다양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연구의 제한점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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