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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21
st
 century of digital information society, design is changing from an analog era that focuses on

logical and rational knowledge to a new paradigm of an era focused on sensible communications that can

react fast. Design becomes to fulfill sensible needs; moreover, full efforts are being made in the academic

research of sensibility evaluation for the conceptualization, quantization, and visualization of design sensi-

bilities based on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sensibility. This study provides insight into a sensibility

evaluation method to understand the global user's sensibility in the fashion design field. As for research

methods, first, measurement methods of physical, psychological, and physiological reactions to design sen-

sibility were examined through written research on sensibility evaluation in both domestic and overseas res-

earch. Next, studies on sensibility during the past 15 years from 2000 to 2014 in the field of domestic fas-

hion design were analyzed to grasp research trends in sensibility evaluation methods; subsequently, suitable

sensibility evaluation methods for current fashion design were discuss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shown that most sensibility evaluation studies in the field of domestic fashion design are based on surveys

using sensibility terms. However, it requires the process of translating among different terms in different

lingual cultures and within the limits of a uniformed evaluation. In this regard, recent cases of overseas de-

sign studies have been applying new methods to measure physiological reactions such as eye tracking me-

thods combined with IT. The analysis of multilateral sensibility evaluation methods in this study have sig-

nificant meaning for use as basic data to establish a planning for an evaluation scale to measure the sensi-

bility of global consumers towards modern fashion design more quantit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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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사회는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의식주 모든 면

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

는 사회이다. 대량 생산사회에서 제품의 기능이 얼마나

우수한가 하는 점은 당연히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속성

으로 여겨져 왔으며,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논리와 이성적 디자인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빠르

게 반응하고 감성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디자인이 요

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최근 디자인 분야에서는 기능과 더불

어 사용자의 감성적 니즈에 주목하고 있다(Jordan, 2003;

Khalid & Helander, 2006). Norman(2005)은 디자인의 심

미적 특성, 기능적 특성이 개인적인 만족감과 균형을 이

룰 때, 사용자의 감성적 니즈가 충족될 수 있다고 하였

다. 선진국 기업에서는 소비자를 이전의 의존적인 존재

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설계하는 능동적인 존

재로 보고 있으며, 그들이 제품에 대해 갖는 심리적인 의

미의 효용 가치에 주목하며 이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반

영하는 실제적인 제품설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럽

에서는 제품마케팅의 일환으로서 이미 1970년대부터 컬

러와 관련된 사용자의 주관적인 느낌에 대한 연구보고

가 시행되었으며(Adams & Osgood, 1973), 일본에서는

자동차 설계디자인에서 운전자의 요구나 감성에 적합

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사용자의 감성을 계측하는 ‘감성

공학’ 연구분야가 창시되었다(Nagamachi, 1989). 이후,

사용자의 감성평가연구는 기초학문인 심리학, 통계학

등에서 나아가 응용학문인 공학, 디자인, 의류학, 경영

학, 식품학 등의 다양한 학문에서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심도 있는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추세로 정착되고 있다

(Demirbilek & Sener, 2003; Hassenzahl, 2004).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

원이 이루어지면서 감성공학을 통한 디자인 감성의 정

량적 평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의류학

분야는 특히 두각을 나타내며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감성평가가 시행되고 있다(Park, 2012). 다만, 패션디자

인에 대한 감성을 측정하는 연구는 대부분 국내 소비자

연구에 머무르고 있기에 다문화, 글로벌 시대에 직면하

고 있는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글로벌 소비자의 감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감성평가방법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문화권

의 소비자의 감성에 대하여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

되는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외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난 다양한 감성평가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하

여 감성의 신체적, 심리적 및 생리적 반응의 정량적 평가

방법을 알아보았다. 이후, 국내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본

격적인 감성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2000년 이후부터의

감성평가연구에 대하여 평가요소와 방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글로벌 소

비자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합

한 감성평가방법의 해외 적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

고자 하였다.

II. 감성평가방법 고찰

현대 소비자는 생산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말미

암아 제품의 우수한 성능은 당연히 충족되는 기본 속성

으로서 여기며, 제품에 대하여 목적과 기능보다도 체

험과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Hwang & Jeong,

2007). 이러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감성의 구조를 파악

하고자 하는 연구는 심리학과 공학을 기반으로 점차 마

케팅과 디자인 등의 응용학문 분야에서도 시행되어 소

비자의 감성적 니즈를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좋은 감정

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제품의 외관과 감성과의 관계에 주목하

고 있으며, 제품사용에서 표출되는 사용자의 감성평가

연구로 감성의 정량적인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Lee &

Kim, 2012). 일반적인 감성의 측정방법으로는 사용자의

행동 표현(Behavioral-expressive)을 측정하는 신체적 측

정방법, 주관적 평가(Subjective-experiential)를 토대로 하

는 심리적 측정방법, 생리신호(Neurophysiological Com-

ponent)를 이용하는 생리적 측정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Izard, 1982).

1. 신체적 반응 측정방법

인간의 감성의 표현에 있어서 대표적인 신체반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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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얼굴 표정, 목소리, 행동이 있다. Boucher and Ekman

(1975)은 얼굴 표정의 문화적 보편성을 주장하며 공포

와 슬픔의 감정은 눈과 눈꺼풀, 기쁨과 혐오는 뺨과 입

으로부터 표현되어 이를 통하여 인간의 심리상태를 파

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Ekman et al.(1972)은 특정한 표

정에서 발생하는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전환

하여 분석하는 안면 행위 부호화 시스템(Facial Action

Coding System; FACS)을 개발하고 얼굴 근육의 움직임

에 숫자와 부호를 통해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그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FACS를

적용하였고, 감성표현의 기초적 형태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밝히며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 감성적

상태, 인지적 상태, 개인의 기질의 세 가지의 상태가 설

명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얼굴 표정에 대한 이후의

연구에서 Fraser et al.(1990)은 놀란 얼굴과 기쁜 얼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입이 가장 우세한 특징을 보이는 것

은 명확하지만, 문화적으로 동양인은 주로 눈으로, 서양

인은 주로 입을 통해 정서적인 정보를 인식하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Russell(1994)은

인간의 주요한 감성을 반영하는 7가지 표정을 기준으로

비교문화연구를 실시하였고, 문화적 차이에 의해 같은

표정도 국가 간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이 연구의 한계점

으로 제시되었다.

2. 심리적 반응 측정방법

심리적 반응 측정방법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발생된 감

성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자기보고, 인터

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크

게 언어적 측정과 비언어적 측정에 의한 감성평가연구로

나눌 수 있다.

언어적 감성평가는 1950년대 심리학자인 Osgood(1952)

이 의미미분법에 의해 사용자의 감성을 7점 또는 5점 척

도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평가방법을 제시한 것을 발단

으로 이후 다양한 감성어휘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나타

났다. Küller(1975)는 특정한 환경이나 공간에서 발생하

는 디자인의 감성을 평가하기 위해 Semantic Description

of Environments(SMB) 척도를 사용하여 건축디자인에

서 발생하는 감성을 분석하였다. SMB는 7개의 주요한

감성어휘(즐거운, 복잡한, 통일적인, 에워싸인, 잠재적인,

사회적 지위, 호의적인, 독창적인)와 이에 해당하는 각각

의 세부 감성을 표현하는 총 36개의 스웨덴 감성어휘들

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Karlsson et al.(2003)은 SMB 척

도에서 제시하는 감성어휘는 환경뿐 아니라 제품디자인

분야의 감성평가에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자동차

인테리어 평가에 적용하였다. 그는 네 가지의 자동차 모

델에 대하여 탑승을 경험하게 하고, 이 후 각 모델에 대

한 느낌에 해당하는 감성어휘를 의미미분법을 통해 양

끝 척도로 평가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자동차 디자인을

선택하고 구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요한 감성

요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내부의 갈등을 설명하였다. 일

본의 경우 자동차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 이미지를 구체적인 제품설계로 실현해 내

기 위해 소비자의 감성에 대한 공학적인 접근방법인 감

성공학이 발생되었다(Nagamachi, 1989). 감성공학에서

는 사용자가 느끼는 감성을 형용사로 나타내는 ‘감성어

휘’의 언어적 측정에 기반을 두고 간접적으로 감성을 평

가하는 방법으로, 감성어휘는 그 자체가 척도로서 평가

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적합한 어휘의 추출에 대한 연구

가 선행되어야 한다. Nagamachi(1995)는 감성공학을 제

품디자인에 적용하여 제품의 물리적인 속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그는 제품디자인에서 발생하는 감성에 대한

대표 감성어휘를 쌍으로 개발하고 의미미분법을 적용

한 디자인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Desmet(2005)는 비언어적 방법으로써 자기기술도구

(Self Report Instrument)인 Product Emotion Measurement

Instrument(PrEmo)을 개발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동일

하게 대상의 긍정적인 감성과 부정적인 감성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제품디자인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감성평가에서 제품에서 유발될 수 있는 7개의 긍정적인

표현과 7개의 부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총 14개의 감성

표현인 갖고 싶은, 영감을 주는, 만족스러운, 기쁜, 매력

적인, 즐거운, 동경하는, 역겨운, 실망스러운, 불만족스

러운, 지겨운, 불쾌함을 캐릭터의 표정으로 표현하여 소

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과 가장 유사한 캐릭터를

선택함과 동시에 유발되는 감정의 정도를 9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언어와 비언어에 의한 설문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사

용자의 감성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응답을 수

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감성비교연구에서 적용

이 나타나고 있다. Shen et al.(2000)은 미국, 일본, 영국

의 3개국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성어휘를 적용하여 자

동차 디자인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는데, 감성어휘의

언어적 해석이 국가 간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Lok-

man et al.(2012)는 문화적 인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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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가능한 감성평가연구를 위해 감성공학과 PrEmo를 융

합한 감성평가방법을 개발하였으나, 서로 상반되는 감

성에 대한 캐릭터 표현이 어렵다는 점에서 의미미분법

의 적용이 불가능하고,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는 감성표

현이 2개로 제한되었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나

타났다.

3. 생리적 반응 측정방법

생리적 반응 측정은 대상의 맥박(Pulse), 심전도(Elec-

trocardiogram; ECG), 피부 온도(Electrodermal Activity;

EDA), 뇌파(Electroencephalogram; EEG) 등의 생리신호

를 측정하여 감성과 연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생리

적 반응 측정방법의 경우, 생리신호를 측정하는 도중 사

용자는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제한된 실험실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뿐 아니라 고가의 장비들이 설비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산출된 데이터에 대하여

감성적 해석이 어렵다는 점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수치

를 결과로 제시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분야

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감성공학을 기반으로 디자인 평가에서도

생리신호 장비를 적용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Saeed

and Nagashima(2012)는 기존의 설문에 의한 감성공학적

감성평가방법에 생리적 반응 측정을 접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통해 평가과정에서의 오류를 낮추고

자 하였다. 이후, 시각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수평, 수

직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표를 수치적으로 분석하여

사용자의 감성을 판별하는 방법인 Eye Tracking(시표 추

적) 방법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Köhler et al., 2014; Schmitt et al., 2014).

Köhler et al.(2014)는 시표 추적방법을 활용하여 10~12초

간 제시되는 시계디자인에 반응하는 동공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디자인의 형태와 컬러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을 평가하였다. 그는 시표 추적장치를 활용한 첨단의 감

성평가방법이 소비자의 주관적인 감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Cyr et al.

(2010)은 글로벌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화면

에 나타나는 웹사이트 컬러에 대해 시표 반응을 측정하

고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여 국가 간 감성을 평가하였

는데, 그 결과 시표 추적방법을 통해 도출된 감성적 반응

이 설문과 인터뷰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생

리적 반응 측정에 의한 감성평가방법은 해외 사용자에

게 동일한 평가척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간

감성비교연구에 적용되며 나타나고 있다(Winke et al.,

2013).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 패션디자인의 감성평가연구 동향을

알아보고자 의류학 분야의 KCI 등재학술지를 대상으로

‘감성’을 연구키워드로 하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최근 15년간의 관련 논문을 수집하고, 논문제목과 요약

을 확인하여 패션감성에 관한 연구라고 분류하기 어려

운 논문과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을 제외한 총

117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2. 분석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연구대상으로 채택

된 117편의 논문을 분야별 빈도분석을 통해 국내 패션

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감성연구의 범위를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감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

는 73편의 논문을 중심으로 빈도분석과 내용분석방법

을 통해 국내 감성평가연구의 주요 평가요소에 따른 평

가방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패션디자인의

평가방법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하여 글로벌 소비자의

감성을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 평

가방법을 논의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국내 패션디자인 분야 감성연구범위

연구대상으로 채택된 감성연구논문의 주요 학문분야

를 알아보고자 게시된 학술지의 연구분야를 분석한 결

과, 국내 패션디자인 분야의 감성연구는 한국의류학회

와 한국의류산업학회를 중심으로 의류학 분야에서 가

장 활발하게 나타났다. 또한 그 외에 분야에서는 공학분

야의 감성학회, 디자인 분야의 한국디자인학회에서의

패션디자인 관련 감성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 다음으로, 국내 패션디자인 분야

의 감성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주제별로 분류하여 빈

도를 분석한 결과, 현대 감성사회의 디자인과 소비자의

감성선호를 분석하는 감성동향연구, 감성어휘를 추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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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감성평가시스템 개발연구, 의

복감성의 요인을 분석하고 측정하는 감성평가연구, 감

성에 바탕을 둔 디자인이나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의 네

가지로 학문적 감성연구범위가 분류되었으며, 이중 감

성평가연구가 73건으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2. 국내 패션디자인 분야 감성평가요소

국내의 패션디자인에 대한 감성평가연구로 나타난

73건의 논문에 대하여 평가의 대상(감성평가요소)을 분

석한 결과, 패션디자인에서 감성은 의복을 구성하는 디

자인 요소(Element)로부터 느끼는 부분적인 인상이기도

하고, 의복의 전체 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인 인상이기도

하다는 특징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질, 컬러,

무늬, 형태, 장식 등과 같이 부분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

연구가 시행되는 것과 함께 각 요소가 융합되어 작용한

다는 점을 고려한 패션이미지에 대한 평가연구가 활발

하게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의복의 감성평가요소로는 의복 전체의 시각적 이미지

(21건)과 소재의 재질(20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

로는 직물의 무늬(16건), 컬러(6건), 형태(4건)에 대한 평

가가 나타났으며, 미비하지만 착용감(2건)이나 장식(2건),

향(2건)에 대한 감성평가도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났다.

3. 국내 패션디자인 분야 감성평가방법

국내 패션디자인 감성평가연구의 내용분석결과, 평가

요인(재질, 무늬, 이미지, 컬러, 형태, 착용, 장식, 향)에

대하여 감성어휘에 바탕을 둔 의미미분법과 리커트법

을 활용한 설문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의미미분법을 활용한 Kim and Lee(2009)의 연구에서는,

복합패션이미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감성평가를 위해 좋

아하는-싫어하는, 세련된-촌스러운, 보기좋은-보기싫은

등의 양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어휘가 활용되었고, 리커

트 척도를 활용한 Kim and Lee(2014)은, 레인코트용으

로 제직한 자카드 직물에 대한 소비자의 감성을 분석하

기 위해 심플한, 여성적인, 미래적인, 민속적인 등의 어

휘의 활용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평가어휘들은 선행연

구나 전문가 집단의 자유기술식 설문조사에 의하여 추

출되어 사용되었으며 연구목적과 요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질의 감성평가연구에

Table 2. Research trends in fashion sensibility (from 2000 to 2014)

Research trends Number of papers Rate (%)

Evaluation of fashion sensibility 73 62

Analysis of sensibility research trend 24 20

Development of sensibility evaluation system 10 9

Development of sensibility fashion design 10 9

Total 117 100

Table 1. Research on fashion sensibility in domestic study fields (from 2000 to 2014)

Fields of study Journal Number of papers

Appar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8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13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1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Emotion and Sensibility 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5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4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3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lor Studies 1

Total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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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설문조사방법과 더불어 KES-FB(Kawabata's Eva-

luation System for Fabric) 시스템을 적용하여 인장, 굽

힘, 압축, 표면의 직물 물성의 특성을 기기로 측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Ju & Ryu, 2006; Kang &

Lee, 2009; Kim & Ryu, 2011, 2012; Kim & Park, 2006;

Park & Park, 2008), KES-FB를 통해 얻은 역학적 특성

치를 감각평가치 산출식으로 계산하여 뻣뻣함, 부드러

움, 까슬까슬한 등의 어휘에 정량적 수치로서 제시되는

것이 나타났다. 컬러의 감성평가연구는 주로 의미미분

법에 의해 의복의 컬러가 이미지나 착용자의 인상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Kim & Lee, 2005; Kim & Choi,

2010)와 PCCS(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 척도

에 의한 의복 컬러이미지를 분석한 연구(Lee & Yi, 2010;

Lee et al., 2012)가 함께 나타났고, Jo and Yoo(2012)의

연구에서는 PCCS 색채이미지 어휘에 기초하여 세로축

에 Soft-Hard, 가로축에 Warm-Cold, 그리고 삼차원의 이

미지 톤을 Vivid, Strong, Bright, Pale 등으로 표현한 공

간의 세 가지 이미지 축을 척도로 활용하여 8개국의 국

가별 대표 컬러에 따른 국가이미지를 평가하는 것이 나

타났다. 착용감에 대한 감성평가연구로 Kim et al.(2004)

에서는 QFD(Quality Function Deployment)를 접목하여

제품의 착용실험을 통해 착용감을 평가하는 연구방법

이 나타났는데, QFD는 상품개발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평가하기 위한 다기능적은 연구방법으로서 착

용감 평가를 위한 문항의 수집과 추출로 ‘착용감이 편

안하다’, ‘디자인이 심플하다’ 등의 평가용어를 통한 설

문으로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제품디자인 조건으로 전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 패션디자인 분야의 감성평가방법은

무늬, 이미지, 컬러, 형태, 착용, 장식, 향을 포함하는 대

부분의 평가요인에 대하여 감성어휘를 바탕으로 언어

적 평가방법을 통한 연구방법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물리적인 특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의복의 재

질에 대하여서도 감성평가결과를 제시함에 있어서 정

량적인 측정수치가 기술적 언어인 어휘로 전환되어 재

질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이 나타났다(Table 3).

4. 현대 패션디자인의 감성평가 해외 적용 방법

논의

현대 글로벌 시대에 감성디자인에 대한 요구는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도 다양한 문화권의 사용자의 감성니

즈에 대한 파악 및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언어문화권의

글로벌 소비자의 감성니즈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위한

보다 정량적이면서도 해외에 적용 가능한 감성평가방

법으로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 감성평가연구는 2000년 이후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에 있어

서는 대부분 Osgood(1952)이 개발한 의미미분법과 Na-

gamachi(1989)의 감성공학의 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심리

적 반응 측정방법인 언어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어휘를 바탕으로 한 언

어적 표현은 복잡하고 미묘한 응답자의 세부적인 감성

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설문조사에

의한 감성평가과정에서 피험자 본인이 수치적으로 표

Table 3. Major fashion sensibility evaluation factor and method

Factor

Method

Number of papersSurvey Test

SD Likert QFD PCCS KES-FB

Texture ●○ ●○ ● 20

Textile ●○ ●○ 16

Image ●○ ●○ 21

Color ●○ ●○ 6

Shape ●○ 4

Comfort ●○ ●○ 2

Detail ●○ ●○ 2

Fragrance ●○ ●○ 2

Total ●○ ●○ ●○ ●○ ● 73

○: An evaluation method using a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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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여 감성의 느낌 정도의 차이

가 일률적으로 평가되기가 힘들며, 의식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므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감성어휘를 바탕으로 해외 사용자의 감

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 의한 감성어휘

의 언어적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국가 간 동일한 척도를 적용한 감성측정이 어렵다는 것

을 의미하며 척도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번역의 과정을

필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평가척도로서의 일관성에 대

한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패션디자인의 감성평가의 글로벌 적용을 위하

여서는 보다 객관적인 연구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질 필

요가 있으며, 심리적 반응 측정방법 외에 신체적 반응 및

생리적 반응 측정방법의 활용으로 비언어적 감성평가방

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행연구

에서 살펴본 결과, 신체적 반응 측정방법 중 얼굴 표정은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편적 척도로

써 글로벌 감성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면 행위 부호화 시스템의 경우 안면 근

육의 움직임에 대한 좌표를 계측하여 수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광고분야에서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고(Khalid & Helander, 2006), 제품디

자인 분야에서는 응답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캐릭

터의 표정을 활용하는 비언어 자기기술도구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성평가만을 수집하는 것

을 통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서도 동일한 평

가척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방법의 활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시각적 자

극물에 대하여 피험자의 미세한 생리적 반응에 대한 정

량적인 측정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는 시표 추적방법이 감성공학방법과 융

합되어 디자인 자극에 반응하는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

하고 피험자의 느낌 정도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는 새로운 감성평가방법의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 분야에서 비언어적인 척도를 바탕으로 한 다

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감성평가방법은 다른 언어문화권

에 동일한 척도를 통해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겠다. 나아가 IT 기술을 적용한 생리적 반응 평가

방법의 경우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나 의식적인 감정의

왜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평가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 패션디자인의 평가에

서도 첨단의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다각적인 감성평

가방법의 연구설계가 기대되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글로벌 사회에서 다

양한 문화권의 사용자들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감성

의 평가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내 의

류학계의 감성평가연구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

구는 국내의 패션디자인 감성연구에 사용되고 있는 감

성평가방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평가요소에 따라 명

확하게 분류하여 제시하고, 해외 디자인 분야에서 시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비언어적인 감성평가방법

을 바탕으로 해외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감성평가방법의

연구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늘날 국내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감성에 대한 연구

는 의복의 조형요소인 형태,컬러, 무늬, 재질, 장식뿐 아

니라 이미지, 착용, 향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

다. 하지만 각 요소에 대한 감성의 평가에 있어서 감성

어휘를 중심으로 평가분석하는 설문조사방법이 주로 활

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언어적 측정방법 및 평가

도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국외

디자인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IT 기술과의 융합에 바

탕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감성평가방법의 시도

와 모색은 국내 패션디자인 분야의 감성평가의 연구동

향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방법의 변화 추세에 따라

IT 기술에 기반한 측정 및 분석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으

로 보다 다각화된 감성평가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해 본다. 본 연구는 현대 글로벌 사회의

소비자의 패션디자인의 감성적 요소를 예측하고 해결

해 나갈 수 있는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이는 차후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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