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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 garment has long been the conventional symbol for luxury, or conspicuous 

consumption. However, as fashion items began to diversify as part of overall 

fashion trend, fur items are now more about individual taste and style than 

just lavishness. Synthetic fur is especially emerging as a new promising fashion 

material, with a touch almost like natural fur at an affordable price. Along 

with the emergence of ‘Vegan Fashion’ trend, synthetic fur is establishing itself 

as a popular fashion textil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nvestigate subjective 

evalua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natural and synthetic furs, whose results 

will further serve as basic data in developing synthetic fur materials.  Sensory 

and emotional evaluations are carried out on natural and artificial furs. For 

analysis, factors such as weight, thickness, air permeability, gloss and 

compressibility were surveyed to observe how they influence the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the subjective evaluation, natural and artificial fur 

samples do not differ in conspicuous ways in appearance. Experiments on 

physical properties, specifically warm/cool touch experiment, show that natural 

fur has a slightly higher warm sensation than artificial fur. Luster analysis by 

using a  microscope revealed that there are subtle qualitative differences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fur.  During the subjective evaluation, subjects 

found it hard to state distinct quantitative differences in luster. A survey as a 

means of assessing qualitative differences in gloss seems to be necessary to 

complement the evaluation. Results from this study will potentially serve as 

resources for diversification of fashion product designs using synthetic 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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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트렌드와 소비

자의 고급화 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수천 년 전 모피는 방한 목적의 . 

생활 수단이었지만 현대에 이르러 다양한 가공기술과 소, 

재개발로 고가의 의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의 사

랑을 받고 있다 모피는 입는 보석 이라고 불릴 만큼 과거. ‘ ’

의 모피는 부의 척도와 서열을 표시하는 수단과 권력 사, 

치품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Kim & Kwon, 2008). 

약 년 전만 하더라도 모피는 중 장년층 여성들의   20~30 ·

전유물 혹은 부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경제성장, 

과 더불어 소비자 트렌드가 다양화 개성화 고급화 되면서 , , 

젊은 층의 수요도 매우 증가하는 추세이다(Kang, 2007).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포획을 비롯한 환경문제가 대  

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

고 인조 모피도 합리적인 가격 외에 천연 모피와 매우 흡, 

사한 질감을 지니게 되어 새로운 겨울 의류소재로 급부상 

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브랜드에서도 인조 모피 의류를 선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가치의식의 변화로 제품을 선택함에 있  

어 소비자는 시각적 촉각적인 만족을 우선시 하게 되었는, 

데 패션은 소비자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감성을 표현하, 

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패션 제품의 기획과정에

서 소재의 감각과 감성평가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

다 특히 패션의 감성평가는 패션의 형태 자체와 소재에 . 

의해 나타나므로 패션 자체의 감성과 소재의 감성은 반드

시 구분된 연구가 필요하다(Lee & Shin, 2003).

패션소재 특히 모피 역시 소재의 미묘한 촉감들이 중요  , 

한 구매요소이며 같은 디자인이라도 털의 광택이나 길이, 

밀도감에 따라 시각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

재의 감각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촉감의 중요성에 관한 .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모피 소재의 주관적 감각 평

가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기존의 촉감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손에 느껴지는 감. 

촉을 평가하는 촉감각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면 본 연구는 

천연의 토끼털을 중심으로 토끼털의 특성을 모방한 인조모

피의 감각적 차이와 물리적 특성에 관한 분석적 평가를 진

행하고자 한다.

이론적�배경.�Ⅱ

천연모피의�구조와�특징1.�

모피 는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벗긴 동물의 가죽을 말(Fur)

하는 것으로 동물의 가죽에 털이 붙어있는 상태의 생 모, 

피와 일시적으로 방부 처리를 하여 가공한 원료 모피를 통

칭하여 모피 라고 부른다‘ ’ (An, 2005).

모피는 외부로 부터의 보온 유지를 위하여 동물 특히   , 

털이 나있는 포유류의 외피를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

공 처리 후 의복으로 사용한 가장 오래된 의류이며 인류, , 

의 수렵활동 중 방한용으로 사용되면서 모피의 역사가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Kim, 1998). 

일반적으로 모피란 포유동물의 털이 달린 가죽을 말하며  

모피를 지칭할 때에는 가죽 보다(Kim & Kwon, 2008), 

는 털에 더 의미를 두는데 이때 가죽은 털이 붙어 있는 표

면 정도로 인식할 수 있다 가죽은. 표면부분의 표피와 표 

피 아래 부분의 진피 그리고 가죽을 벗길 때 함께 붙어 , 

나오는 피하결체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피(Lim, 2008). 

는 동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매우 얇은 가죽으로 가죽

의 표면부분이다 진피는 모피를 지탱해 주는 부분이며 실. 

제적으로 무두질하는 대상이다(Nakamura & Nishikawa, 

1977).

모피의 털은 장모 와 단모 로   (Guard Hair) (Under Wool)

구성되어 있는데 장모는 길이가 길고 강하며 탄력이 좋아 

단모를 보호해주어 물에 젖는 것을 막고 마찰을 방지하며 , 

광택이 있고 색상도 다양하다 단모는 속털 또. (Under fur), 

는 울 이라고도 불리며 장모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Wool)

다 모피는 장모와 단모간의 조화와 단모의 밀(Oh, 1995). 

도감이 품질 결정의 중요한 요소이다 장모의 양이 많아 . 

단모를 덮는 것이 좋고 단모는 장모를 받쳐주고 밀집되어 , 

있는 것이 좋다 모피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색상. , 

광택 감촉 탄력성 등이 있는데 이 요인들은 동물의 종류, , 

와 나이 산지의 기후 서식환경 채취시기 등에 따라 차이, , , 

가 난다(Kim, 2006). 

인조모피의�제조과정2.�

인조 모피는 직물이나 편성물을 기포로 하고 여기에 모피

의 털과 유사한 합성섬유로 천연모피와 유사한 구조가 되

도록 한다 아크릴 섬유와 모다크릴 섬유는 외관과 촉감이 . 

동물의 털과 가장 흡사하며 가공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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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크릴 섬유는 가열 연신하면 냉각 후에 연신된 길. 

이를 유지하나 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열하면 다시 수축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성질을 이용하여 열연신 섬. 

유와 미연신 섬유를 섞은 슬라이버로 파일 편성물을 만들

고 열처리한다 열처리 과정에서 미연신 섬유는 길이를 그. 

대로 유지하나 열연신 섬유는 열에 의해 연신 이전의 상태

와 유사하게 수축하여 천연모피의 털 구조와 유사한 형태

를 갖게 된다(Park & Park, 2002).

털을 기포에 심는 방법으로는 편성파일 또는 터프트 파  

일이 많이 이용되며 염색과 가공을 통해 인조털에 독특한 , 

무늬와 형태를 부여하기도 한다 최근의 인조(Kim, 2004). 

모피는 천연 모피와 구분 되지 않을 정도로 외관이 아름다

울 뿐 아니라 가볍고 경제적이며 구김이 적고 물세탁이 , 

가능하다는 장점 간편한 보관성 등으로 인해 천연 모피의 , 

대체소재로써 코트와 보온용 안감 등으로 많이 쓰인다.

원사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인조모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조 모피는 수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인조모피 중 단모는 토끼 비버 담비 퍼를 모티브로 한 비, , 

버 밍크 친칠라 토끼(Beaver), (Mink), (Chinchilla), (Rabbit)

가 있으며 장모는 폭스 와 라쿤 퍼를 모티브, (Fox) (Raccoon)

로 한 폭스 와 양모를 모티브로 한 셸파 까지 (Fox) (Sherpa)

총 가지의 대표적인 인조 모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5 . 

인조모피들 중에서 고가인 밍크와 대중적인 토끼털 두 가

지를 선택하고 대조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비. 

교할 소재로서 경제적이며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토끼

털과 인조토끼털을 선정하였다.

인조 밍크 털1) (Mink)

밍크 는 가장 대중적인 인조 모피이다 원착사를 사(Mink) . 

용하여 상부와 하부의 색상과 길이를 투톤으로 만든 인조 

밍크는 천연 밍크와 흡사한 느낌을 주게 된다 인조 밍크 . 

의류는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 점유율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염색뿐 아니라 인공. 

적인 웨이브를 가하는 주름가공과 본딩가공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의 인조밍크를 표현하고 있으며 광택과 모질이 우수

하여 우아한 이미지의 디자인에 사용된다.

인조 토끼 털2) (Rabbit)

토끼 는 밍크보다 털의 끝이 가늘지 않고 광택이 (Rabbit)

덜하다 폭스와 비버의 중간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의. 

류의 안감이나 외피용으로 쓰인다 부드러운 느낌의 인조. 

모피로 밀도가 높지 않으며 가드헤어가 매끄럽고 부드러, 

운 촉감을 가진다. 

섬유제품의�주관적�평가3.�

감각이란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대한 신체 기관의 감지를 

의미한다 감각은 크게 시각 청각 미각 후각과 그 밖의 . , , , 

촉각 압각 온각 냉각 등으로 나누어진다, , , . 

이 중에서 촉감각은 신체와 닿는 모든 소재의 질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 이다 그러므로 어떤 소재를 개발할 때. 

에 인간의 접촉에 의한 감각을 고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하다 이러한 촉감은 피부에서 느끼는 자극을 감지하는 감. 

각 기능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느끼는 촉감은 매끄러, 

움 부드러움 딱딱함 부피감 뻣뻣함 탄력성 차가움 등의 , , , , , , 

여러 가지 감각으로 표현될 수 있다(Sohn, Park, Yi, Choi, 

& Kang, 1998).

촉감은 직물과 인간의 피부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  

현 되는 것으로 소비자의 착의 시 의복 평가에 매우 큰 영

향을 미치며 의복의 쾌적감과도 직접 연관되는 중요한 요, 

소라 할 수 있다 섬유제품의 구매 시에는 시각 이외에 이. 

러한 촉감이 사용되므로 소재 개발 시에 소재 물성뿐 아니

라 최종 제품이 소비자로 하여금 어떤 감성을 일으키는 지

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며 이(Na & Kwon, 2000) 

를 위해 다양한 직물의 태 평가방법이 고안 개발되어왔다, 

(Lee & Yang, 1996). 

  촉감각과 관련한 질감이미지는 직물의 표면특성과 역학

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등은 . Kawabata(1980) Kawabata 

을 활용하여 직물의 역학적인 특Evaluation System (KES)

성들을 다양하게 측정하고 감성적인 표현과의 관계를 연구

하여 직물의 태를 객관화 시켜 태의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

였다.

모피의 경우 직물이나 편성물과 달리 표면의 긴 털이 특  

정 방향으로 배열 되어있어 독특한 촉감을 부여하게 된다, . 

또한 털의 특성과 보는 방향에 따라서 광택이나 표면질감

이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

연구방법�및� 내용.�Ⅲ

시료1.�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년 월부터 조사하여 시판2015 4

되는 소재를 구입하였다 자극물은 천연 토끼털 종과 인. 3

조 토끼털 종 총 종의 시료들로 구성하였으며 시료는 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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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의 길이와 광택 촉감이 모두 다양한 종으로 준비하였, 9

다 모든 시료는 동대문 종합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을 구입하였고 색상은 흑색 으로 통일 하였다, (Black) (Table 

선택한 시료의 중량 범위는 두께의 1). 350~1175 g/ , ㎡

범위는 수준이었다 시료의 크기는 모두 1.05~3.48mm . 

의 크기로 준비하여 평가자들에게 제공하였9cm x 9cm 

다.

설문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먼저 예비 설문  . 

조사를 통해 천연 인조 모피와 관련이 있는 감각 감성 형/ /

용사를 추출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수집한 감. 

각 감성 형용사 어휘들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예비 설문에/ , 

서는 감각형용사 개와 감성형용사 개 중 모피 소재를 48 60

표현하는데 적합한 형용사를 모두 고르게 하였다 상위빈. 

도수가 높은 형용사 중에 비슷한 어휘는 통합하고 불필요

한 어휘는 제외시켜 감각형용사 쌍과 감성형용사 개13 12

로 축약하여 점 척도로 의미미분척도7 (Semantic 

를 작성하였고 응답자들은 종의 모피 Differential Scale) , 9

시료들을 자유롭게 만지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물성실험에서는 주관적 평가 결과와 소재특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중량 두께 공기투과도 광택, , , , 

압축, 접촉온냉감․ 등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

실험방법2.�

단위 면적당 중량1) 

시료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법에 준KS K 0514:2011

Table� 1.�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amples

Sample� Code Type Color
Thickness� at�

Low� Pressure� (mm)
Weight
� (g/ )㎡

A-1

Rabbit Hair

Black 2.03 758

A-2 Black 3.48 1,175

A-3 Black 2.37 500

B-1

Artificial Fur

Black 2.06 568

B-2 Black 3.31 573

B-3 Black 2.41 707

B-4 Black 3.31 689

B-5 Black 1.05 351

B-6 Black 2.97 614

하여 각 시료를 로 재단하고 전자저울9cm × 9cm , 

로 시료중량을 측정(Electronic Balance, Shimadzu, Japan)

하였다 단위면적에 대한 중량 으로 환산하였다. (g/ ) .㎡

압축특성 및 두께2) 

일정 속도로 하강하는 를 사용하여 시료의 압축변Plunger

형을 유발하였고 의 저하중과 의 고하중을 , 2gf/ 50gf/㎠ ㎠

가해 압축변형 중의 두께를 측정하였다(Figure 1).

공기투과도3) 

천연 모피와 인조 모피 시료의 통기성 차이를 관찰하기 위

한 방법으로 공기투과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KS K 

시험방법에 준하여 진행을 하였고 시편의 ISO 9237:2011 , 

측정 유효면적 38cm²인 링 을 사용하였다 공기투과(ring) . 

도 시험기(Textest FX 3300 Air Permeability Tester, 

로 모든 시료를 각각 회 측정하였고 평균값Switzerland) 3 , 

을 산출하였다.

광택4) 

털의 길이와 밀도 촉감이 다른 종 시료의 광택특성을 분, 9

석하고자 하였다 소재의 광택특성은 소재의 구조적 특성. , 

의복의 형태 그리고 관찰조건에 의존적이다, (Shin, Kim & 

따라서 광택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Jeon, 2008). 

위하여 다음 조건과 같이 측정하였다 이미지 분석 소프트. 

웨어인 로 ImageJ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U.S.A.)

얻어진 영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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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 Example� Compression�Measurement
  

평면대 위에 시료를 올려놓은 후 카메라를 평면대와 CCD 

를 이루도록 설치하여 암실에서 촬영하였다 평면대 90° . 

와 광원의 각 인 조건을 제외하고 각 시료마다 45° 30°

번씩 촬영하였으며 촬영은 카메라11 , CCD (ProGres C10 

에 렌즈 를 장착하여 관찰 Plus, Germany) (Navitar 1-6010)

각도 변화에 따른 광택특성을 분석하였다.

5) 접촉온냉감․
천연 인조 모피 시료의 접촉온냉감을 측정하였다/ . ․ Qmax는 

접촉온냉감의 척도로, Qmax값이 클수록 모피시료의 냉감이 

강하고 그 값이 작을수록 따뜻한 느낌을 가지는 것을 의, 

미한다 실험은 일정한 온도 로 (Roh & Oh, 2000). (33 )℃

유지시킨 온도 측정 장치를 시료의 표면에 일정 압력을 유

지하여 접촉시키고 온도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실온과 평. 

형을 이루는 시료로 인해 열의 흐름이 발생하였으며, 

와 같이 기록된 차트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Figure 2 Qpeak

를 계산하였다.

주관적�평가3.�

평가자1) 

평가자는 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류학을 전20-30

공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하였다 예비 설문에서. 

는 명 본 설문에서는 명이 응답에 참여하였다60 , 100 .

평가방법2) 

설문은 예비설문과 본 설문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기존의 감각 감성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수집/

한 감각형용사 개 감성형용사 개를 바탕으로 피험자48 , 60

들에게 모피소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형용사를 모두 

고르게 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 상위빈도 이상의 형용. 10 

사 어휘들로 축약하였다.

감각은 눈 코 귀 혀 살갗을 통하여 어떤 자극을 차  , , , , 1

적으로 인지하는 것 이다 그 중 촉각은 피부에 자극이나 . 

압력이 가해질 때 반사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이므로 본 연

구에서 진행한 감각평가는 섬유소재가 피부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풍유감 두께감 광택감 압축감 밀도감 , , , , 

등으로 분류하였고 따뜻하다 폭신폭신하다 가볍다 얇다, , , , , 

매끄럽다 부피감이 있다 뻣뻣하다 탄력이 있다 광택이 , , , , 

있다 등으로 나타내었으며 가볍다 무겁다 얇다 두껍다' - ', ' - ' 

두 가지 항목은 반대어로 나머지 항목은 부정어로 항목을 , 

구성하였다. 

상위빈도수가 높은 형용사 중에 비슷한 어휘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어휘는 제외시켜 감각형용사 쌍으로 축약하였13

다 점 척도로 의미미분척도를 작성하였고 응답(Table 2). 7 , 

자들은 시료를 자유롭게 만지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

다.

분석 도구 및 방법3) 

본 연구는 빈도분석을 통해 예비 설문결과 상위빈도 이10 

상의 감각 감성평가 어휘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본 설문 / . 

결과를 을 통하여 상관관계분석과 요인분석을 하SPSS 23.0

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 . 

할 수 있었고 감각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감각평가에 필요, 

한 설명요인을 생성하였다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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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Qpeak� Chart� of� a� Specimen

Table� 2.� Sensory� Adjectives

Sensory� Code Bi-polar� Sensory� Adjectives

Q1. warm not warm— 

Q2. fluffy not fluffy— 

Q3. light heavy— 

Q4. thin  thick— 

Q5. voluminous not voluminous— 

Q6. smooth  not smooth— 

Q7. soft  not soft—  

Q8. stiff  not stiff— 

Q9. springy  not springy— 

Q10. energetic  not energetic — 

Q11. dense  not dense— 

Q12. lustrous not lustrous— 

Q13. short-haired  long-haired— 

하여 신뢰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결과�및�고찰.�Ⅳ

물리적�특성1.�

중량1) 

시료의 중량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털의Table 3 . 

Table� 3.� Weight� (� g/m²)� of� Specimens

Sample� Code Weight(g/m²)

A-1 758

A-2 1,175

A-3 500

B-1 568

B-2 573

B-3 707

B-4 689

B-5 351

B-6 614

길이가 길고 부피감이 큰 시료의 중량이 가장 높게 A-2 

나타났다 털의 길이가 제일 짧은 번 시료의 중량이 가. B-5

장 낮게 나타났다.

두께2) 

두께는 저하중 혹은 고하중을 부가할 때의 두 수준에서 측

정하였고 각 시료마다 압력을 부가하기 시작한 후 초와 , 10

초에서 각각 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내어 에 30 7 Table 4

정리하였다 저하중 및 고하중 두께측정치는 모두 시. B-5 

료가 가장 낮고 시료와 시료가 가장 높은 것을 알 , A-2 B-4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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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ickness� of� Specimens

Sample� Code� Time,� sec.
Thickness� at� Low� Pressure� (mm) Thickness� at� High� Pressure� (mm)

M SD M SD

A-1
10s 2.03 0.39 1.46 0.31

30s 2.02 0.39 1.46 0.31

A-2
10s 3.48 1.21 2.42 0.28

30s 3.48 1.21 2.42 0.28

A-3
10s 2.37 0.70 2.01 0.32

30s 2.37 0.70 2.01 0.32

B-1
10s 2.06 0.13 1.75 0.09

30s 2.06 0.12 1.74 0.09

B-2
10s 3.31 0.08 1.70 0.08

30s 3.31 0.12 1.69 0.08

B-3
10s 2.41 0.12 2.28 0.23

30s 2.41 0.12 2.33 0.19

B-4
10s 3.31 0.11 2.79 0.11

30s 3.31 0.12 2.78 0.11

B-5
10s 1.05 0.03 0.90 0.02

30s 1.05 0.03 0.90 0.02

B-6
10s 2.97 0.19 2.46 0.15

30s 2.97 0.19 2.45 0.15

Table� 5.� Air� Permeability� Result�

Sample� Code Average� Air� Permeability� ( /� /� s)㎤ ㎠

A-1 0.22

A-2 0.58

A-3 5.09

B-1 75.20

B-2 50.97

B-3 73.83

B-4 53.40

B-5 111.00

B-6 62.60

공기투과도3) 

각 시료의 공기투과도를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천연모. 

피 시료의 공기투과도는 치밀한 가죽구조로 인하여 인조

모피 대비 대부분 낮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천연모피 중 . 

모피 조각을 이어 붙인 번 시료가 다른 천연모피 시료A-3

에 비해 공기투과도가 높게 측정 되었다 이는 작은 조각. 

형태의 모피들을 봉제에 의해 이어붙인 구조이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인조모피의 공기투과도는 대부분 매우 높게 나. 

왔는데 바탕조직이 성긴 편성조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 

며 그 중 털이 촘촘하고 털이 두꺼운 시료가 특히 공기투, 

과도가 높게 나왔다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나도(Table 5). 

록 한 식모방법에 관해서는 제조할 때의 공정 등의 차이점

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광택4) 

수직선을 기준으로 광원의 각도를 세 가30°, 45°, 60° 

지 조건으로 설정하였고 평면대위에 시료를 올려놓은 후 , 

네 가지 조건으로 시료마다 총 번0°, 15°, 30°, 45° 12

씩 촬영하였다 각 영상의 특징을 를 사용하여 특. Image J

징을 비교하였다.

광택실험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는데 천연모피 시료  , 

의 경우 와 같이 각기 고유한 표면 스케일로 Figur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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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urface� Scale� of� Natural� Fur� A-1�

Figure� 4.� Surface� Scale� of� Natural� Fur� A-2

인한 비연속적이지만 길이방향의 자연스러운 광택이 나타

났다 인조 모피 섬유의 경우 과 같이 제조과정. Figure 6, 7

에 사용한 방사구의 형상에 따라 발생한 섬유 축방향의 조

선으로 인해 강하고 연속적인 광택이 나타나고 있다 인조 . 

모피 섬유는 제조 방법의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형상의 

광택을 보이고 있다 시료의 경우 단면이 자형의 채.  B-1 U

널형상이어서 이로 인한 연속적인 광택이 나타나지만, B-3

시료의 경우에는 약간 꼬임이 발생한 리본 형태이어서 평

면적이고 연속적인 광택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섬유 . 

방향으로 연속적인 형상을 지닌 인조섬유는 광택의 양상이 

연속적이며 섬유에 형성된 간헐적인 꼬임에 의해 광택의 , 

연속성이 끊어지기는 하지만 이 꼬임의 발생 주기 약 , (

는 천연모피 섬유의 표면 스케일의 형성 주기보다2~8mm)

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속적인 광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천연섬유의 스케일 형성 주기는 실험에 . 

사용한 시료의 경우 약 정도이다10~25 . ㎛

천연 모피 시료의 현미경 관찰 결과 천연 모피의   , ‘hair’

는 끝이 가늘고 뾰족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7, 8).

이에 비해 인조모피의 는 끝이 섬세하지 않고 절단   ‘hair’

장치 등에 의해 절단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러한 차이는 주관적인 평가에서 평가자Figure 9, 10). 

들이 모피 시료의 표면을 접촉할 때 느낄 수 있는 질감의 

차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모수질은 섬유 중심부에 위치하며 다양한 모양의 세포가   

길이 모양으로 섬유의 축을 따라 연속적 비연속적 또는 , , 

존재하지 않는 가지 패턴으로 분류 된다 3 (Park et al., 

천연 모는 과 같이 투과광에 의해 특징적2011). Figure 11

으로 구분이 되는 구조가 나타났으나 인조 모피는 Figure 

와 같이 거의 연속적인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 

접촉온냉감 5) ․
천연 인조 모피 시료의 접촉온냉감을 측정하였다/ . ․ 일정한 

온도 로 유지시킨 온도 측정 장치를 시료의 표면에 (33 )℃

일정 압력을 유지하여 접촉시키고 온도의 변화를 기록하였

다 실온과 평형을 이루는 시료로 인해 열의 흐름이 발생. 

하였으며 이로부터 , Qpeak를 계산하고 과 같이 시Figure 13

료 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천연모피 시료인 는 평균 의 값을 나타내  A1, A2 A3 2.0

나 인조모피 시료는 평균 정도로 약간 높은 편이다 이, 2.4 . 

는 접촉에 의한 온냉감 측정결과에서 천연모피 시료가 인

조모피 시료에 비해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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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urface� Scale� of� Artificial� Fur� B-1 Figure� 6.� Surface� Scale� of� Artificial� Fur� B-3

Figure� 7.� Photomicrograph� of� A1� (Natural) Figure� 8.� Photomicrograph� of� A3� (Natural)

Figure� 9.� Photomicrograph� of� B3� (Artificial) Figure� 10.� Photomicrograph� of� B5� (Artifi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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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Natural� Fur� (Transmitted� Illumination) Figure� 12.� Artificial� Fur� (Transmitted� Illumination)

Figure� 13.� Qpeak� Values� of� Samples

주관적�평가2.�

본 연구의 실험 자료로 사용된 천연토끼털 시료 종과 인3

조토끼털 시료 종 총 종의 시료에 대한 감각평가를 실6 , 9

시한 후 각 요인에 대하여 평가한 점수를 은 점으로+3 1 , 

는 점으로 은 점 은 점으로 은 점으로 +2 2 , +1 3 , 0 4 -1 5 -2

는 점 은 점으로 변환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이를 감6 , -3 7

각평가에 대한 최종 점수로 하였다 (Table 6).

  총 개의 감각에 관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13

결과 요인 적재 값이 작은 뻣뻣하다 뻣뻣하지 않다 의 문‘ - ’

항을 제외한 뒤 다시 요인분석을 하였다. 상관계수에서 

와 의 단위행렬 검정으로 설정을 하고KMO Bartlett , 

회전을 사용했다 회전성분 행렬의 값이 보다 Varimax . 0.4

작은 값은 제외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하였다 신뢰도 분석. 

은 값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였다Cronbach’s . α 고유값과 

스크린테스트 기준으로 과 같이 개의 요인이 도출Table 7 3

되었으며 주성분법을 이용하여 직교회전을 시켰, Varimax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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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verage� of� Sensory� Evaluation

Sensory� Codes� /
Adjectives

Natural� Fur� Artificial� Fur

M M

Q1. warm 2.61 3.62

Q2. fluffy 2.60 3.58

Q3, light 3.47 4.07

Q4. thin 4.53 4.59

Q5. voluminous 2.85 3.25

Q6. smooth 2.57 3.50

Q7. soft 1.89 3.21

Q8. stiff 6.12 4.64

Q9. springy 4.32 4.81

Q10. energetic 4.69 3.89

Q11. dense 3.18 3.71

Q12. lustrous 3.51 3.80

Q13. short-haired 5.28 3.78

  

요인 은 따뜻하다 따뜻하지 않다 폭신폭신하다 폭신폭신1 - , -

하지 않다 부피감이 있다 부피감이 없다 부드럽다 부드, - , -

럽지 않다 의 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형용사에 따4

라 풍유감 요인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의 이, 34.401%

다 요인 는 가볍다 무겁다 얇다 두껍다 의 개의 형용. 2 - , - 2

사 쌍으로 구성되어 형용사의 의미에 따라 두께감이라 명

명하였고 전체변량의 이다20.65% . 

요인 은 탄력이 있다 탄력이 없다 힘이 있다 힘이 없  3 - , -

다 의 개의 형용사의 의미에 따라 압축탄력감이라 명명하2

였고 전체 변량의 이다, 19.74% . 

주관적 평가에 대한 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에서   3

로 나타났으며 개의 요인 중 풍유감이 의미 공간 74.79% 3

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감각평가. 

에 따른 감각의 구성요인은 풍유감 두께감 압축탄력감 요, , 

인의 가지로 나타났다3 .   

물리적�특성과�주관적�평가� 사이의� 상관성�분석3.�

두께 측정결과와 감각평가1) 

T0 압력이 전혀 가해지지 않은 상태 와 부피감 폭신함( ) ‘ ’, ‘ ’

과는 양 의 상관성을 보였다 평가자들은 (+) . T0에서 두께가

높은 시료일수록 부피감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평가하였

다 (Figure 14).

  실험결과 폭신함 과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Compression ‘ ’

측정한 두께인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To

있다 (Figure 15).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료의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수직 방향의 높이를 측정 

하였다 시료의 경우 모피 털이 로 눕혀져 있는 . B-2 45°

상태의 시료이므로 평가자들의 평가에서는 시료의 길이가 

길다고 평가자가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6).

접촉온냉감과 따뜻함 과의 상관분석2) ‘ ’․
접촉온냉감을 측정한 결과인 Q․ peak값과 감각평가치인 Q1

따뜻함 평가 결과 사이에는 비교적 양호한 상관성이 존(‘ ’)

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간적인 열의 흐름을 측정한 . 

Qpeak값이 작을수록 평가자가 손으로 시료를 접촉한 순간

에 느끼는 따뜻함 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Figure 

17).



이선아� 김종준� 천연 인조�토끼털의�주관적�평가�및�물리적�성질에�관한�연구·� /� / � � � � � � 155

Table� 7.� Factor� Structure� and� Reliability� of� Sensory� Evaluation

Rotated� Factor

Factor　
Communality Cronbach’s� α

　 1 2 3

Softness 

and fullness

fluffy .889 -.080 -.024 0.80

0.82
warm .855 -.057 -.045 0.74

soft .741 .097 -.006 0.56

voluminous .720 -.238 -.010 0.58

Thickness
light .085 .923 .007 0.86

0.75
thin -.268 .843 .070 0.79

Springiness
springy .170 .110 .893 0.84

0.73
energetic -.232 -.038 .879 0.83

Total 2.752 1.652 1.579 　 　

Cumulative % 34.401 50.055 52.419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Rotation method: 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a Rotate converged in 4 iterations.

  

Figure� 14.� Relationship� between� Volume� and� � 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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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Relationship� between� Fluffiness� and� T0

Figure� 16.� Relationship� between� Hair� Length� and� 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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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Ⅴ

패션소재 분야의 최근 트렌드 중 하나로서 인조모피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성 . 

등 사회적 문제에 관해 섬유 패션업계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토끼털 종과 인조토끼털 . 3 6

종에 대해 분석하였고, 평가자에 의한 주관적 평가결과와 

물리적 성질의 비교 및 상관성 분석을 위해 중량 두께 공, , 

기투과도 광택 접촉온냉감 등을 측정하고 이들의 특성을 , , 

비교 평가하였다. 

감각평가에 관한 평가에서 따뜻함 은 수치가 작을수  (Q1)

록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 천연토끼. 

털 시료들은 따뜻한 것으로 평가된다 천연토끼털 시료들. 

이 폭신한 경향 이 있다 부드러움 에서 천연토끼털 (Q2) . (Q7)

시료가 인조토끼털 대비 부드러운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자들은 천연토끼털과 인조토끼털 사이의 광택평가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감각평가에 대한 통계적 요인 분석결과 개의 요  3

인이 도출되었다 요인 은 따뜻하다 폭신폭신하다 부피. 1 “ , , 

감이 있다 부드럽다 의 개의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풍, ” 4

유감 요인 요인 는 가볍다 얇다 로 구성되어 두께감으, 2 “ , ”

로 명명했다 요인 은 탄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의 개의 . 3 “ , ” 2

형용사 쌍으로 압축감이라 명명하였다 감각평가에 대한 . 3

개의 요인 중 풍유감이 의미 공간 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광택실험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었는데 천연토끼털 시  , 

료는 섬유의 표면의 스케일 각각에서의 반사로 인하여 비

연속적이지만 길이방향의 자연스러운 광택이 나타났고 인, 

조토끼털 섬유는 제조과정에 사용한 방사구의 형상에 따라 

발생한 섬유 축방향의 조선으로 인해 강하고 연속적인 광

택이 나타나고 있다 인조토끼털 섬유는 제조 방법의 차이. 

로 인해 각기 다른 형상의 광택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 

섬유 방향으로 연속적인 형상을 지닌 인조토끼털 섬유는 

광택의 양상이 연속적이며 섬유에 형성된 간헐적인 꼬임, 

에 의해 광택의 연속성이 끊어지기는 하지만 천연토끼털 , 

섬유의 표면 스케일의 형성 주기보다는 상당히 길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뚜렷해 보이는 연속적 광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접촉  온냉감․ 측정결과를 보면 , Qpeak 값에서 천연토끼털  

시료가 인조토끼털 시료에 비해 약간 따뜻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인조토끼털 섬유의 . 

제조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온감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평가자들은 두께가 두꺼운 시료일수록 부피감이 크고  , 

폭신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시료의 길이. 

와 두께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두꺼운 듯한 시료를 털의 

길이가 길다고 평가하였다 시료의 경우 실제 두께보다 . B-2

평가자가 털이 길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모피의 털이 , 

로 눕혀져 있는 상태이므로 평가과정에서 시료의 길이45°

가 길다고 평가자가 느낀 것으로 사료된다. 

인조토끼털 소재와 천연토끼털 소재의 주관적 평가에서  

는 외관상 천연토끼털과 인조토끼털 시료의 차이점이 뚜렷

하지 않다는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 

에서는 광택감의 정량적 차이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서는 광택감의 . 

질적인 차이를 정량적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을 들 수 

있다 이를 심도 있게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설문조사가 .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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