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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d the data for the planning of knit apparel by analyzing structural effects of intarsia

and jacquard knit on mechanical properties, subjective hand measurements, and preference. Intarsia and 7

types of color jacquard (floating jacquard, normal jacquard, bird's eye jacquard, tubular jacquard, ladder's

back jacquard, blister jacquard, and transfer jacquard) were used. The samples (with a gauge of 14) were

knitted using 100% wool 2/48's yarn by a Shima Seiki SIG computer knitting machine. Mechanical prop-

erties and hand values were measured by a KES-FB system. Subjective hand and favorable images were

surveyed based on women in their 20s and 30s. The data were analyzed by a factor analysis,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12.0. The subjective hand of intarsia and jacquard knits was categorized

into ‘thermofeeling’, ‘weight/flexibility’, and ‘durability’. The results of the favorable image survey for F/W

outer knitwear showed that tubular jacquard was most favorable; however, the transfer jacquard was least

favorable. Among the three factors that explain the subjective hand, thermofeeling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favorable image of consumers. Bird's eye jacquard and tubular jacquard turned out to be most

suitable for suits, intarsia and floating jacquard were suitable for cardigans and sweaters, ladder's back

jacquard was suitable for hats or mufflers, and transfer jacquard was suitable for home fashion rather than

ga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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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니트는 편성과정에서 형태변형이 가능하며, 다품종

소량생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변화되는 패션소비

시장에서 신속하고 다양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

을 가진 산업이라 할 수 있다(Korea trade commission &

Korean apparel industry association, 2005). 니트 산업의

특성은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와 급변하는 사회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대 패션에 잘 융화되어 니트 제품

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다채로운 칼

라와 다양한 조직의 활용으로 디자인 영역을 확대시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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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니트 시장과 우븐 시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니

트 전문 브랜드의 경쟁력이 활발하게 제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고부가가치 디자인 창출을 위한 디

자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Lee & Cho, 2008).

또한 디자인에 있어서의 창의적 표현이 무한하기 때문

에 고부가가치 아이템으로 활발하게 개발되어지고 있

다(Choi & Lee, 2006). 니트 디자인의 다양성을 추구하

고 소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원사, 조직, 스

타일 등 여러 측면에서의 디자인 전개가 필요할 것이

다. 특히 조직을 활용한 니트 디자인은 니트 고유의 특

성을 잘 표현해 주므로 더욱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의류 산업에서 중요도가 높아지는 니트에 관한 연구

는 주로 디자인에 중점을 둔 연구가 많고 소비자의 주

관적 질감 평가, 선호도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

다.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촉감에 의해 제품의 감

촉이나 착용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촉감이 인간의 심

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좋은 촉감은 물건의

품질과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im, 2008)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므로 니트 소재에 나타나는 질감

에 대한 평가를 다양하게 연구하여 소재 기획 시 반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니트 소재를 통하여 느끼는

질감 이미지와 선호도 및 구매의도, 구전의도와의 관계

를 파악하는 것은 니트 소재 기획과 동시에 소재 개발에

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니트 소재의 객관적

태와 주관적 태, 나아가 선호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

가 필요할 것이다.

Kwon(2003), Cho(2003), Ju and Ryu(2004), Kim(2005),

Kim et al.(2007), Lee(2007), Kim(2010)은 혼용률, 꼬임

수, 꼬임방향, 편성구조, 편환장, 가공 등을 변수로 하

여 주관적인 태 평가와 선호도의 연구를 하였으며 Ju

(2005)는 요인분석,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적 방법 이외

에 퍼지와 신경망의 장점을 융합한 비선형성이 가정된

적응신경망퍼지추론시스템을 활용하였고 Roh and Ryu

(2007)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위편성물의 혼용률 및

편환장과 같은 구성특성 요인과 질감, 선호도 간의 인

과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외에, 수편용 장식사 8종을 수

편의 평편 조직으로 편성하여 주관적 평가를 실시한

연구(Park, 2007), 12종류의 남녀내의에 대하여 내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남녀 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Na

& Chung, 1999) 등이 진행되어 왔다.

편성물의 주관적 태 평가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 태

평가 연구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지만 최

근 소비자의 다양한 감성이 중요시 됨에 따라 국내에

서는 주관적 태 평가 및 선호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편성물의 태 평가 연구는 객관적 태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태와 선호도까지 활발

히 연구되어 소비자의 감성에 만족할 수 있는 편성물

설계를 위한 자료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타샤와 칼라자카드의 역학적 특성과 객

관적 태, 주관적 질감 평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선

호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타샤

와 칼라자카드에 대하여 용도에 맞는 니트 소재의 개

발과 선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소

비자가 가진 주관적 질감 이미지와 선호도를 파악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제품 생산을 통해

니트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시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의 구성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시료의 편직은 선행연구(Lim & Lee, 2011)에서와 동

일하게 진행하였다.

2. 역학적 특성 및 객관적 태 평가

역학적 특성 측정결과 및 객관적 태 평가의 결과는 동

일한 시료를 사용한 선행연구(Lim & Lee, 2011)를 참고

하였다.

3. 주관적 질감 평가

본 연구에 사용된 니트 소재의 주관적 질감에 관한

용어는 자유기술식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예

비조사를 거쳐 의미미분별 평가척도를 개발하였다. 개

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총 8종의 시료를 대상으로 본 조

사를 실시하였다. 실의 종류, 편환장이 일정하게 조정

된 8종의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제작을 위

해서 사용된 시료의 크기는 30×30cm이다.

1) 언어수집

언어수집은 의류 관련 전공자 40명을 대상으로 2009년

11월 18일에서 2009년 12월 4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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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직한 8종류의 시료를 만져 보게 하여 자유기술식 방

법에 따라 용어를 수집하였다. 설문 대상은 대학생을 중

심으로 20대에서 30대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형용사 수

집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설문 대상자에게 주관적 질감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시료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

서 니트 소재에 대한 촉각적 느낌을 자유롭게 기술하도

록 하였다. 평가방법은 ‘잡아당긴다’, ‘누른다’, ‘비벼본

다’, ‘구부린다’, ‘움켜쥔다’, ‘늘어뜨린다’ 등의 동작을

통해 느껴지는 질감 이미지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료의 두께, 무게, 밀도, 온냉감과 관련된 느낌을 별도

로 기술하도록 하였으며 시료의 색상과 무늬에 의한 느

낌은 배제하고 기술하도록 하였다. 

2) 의미미분별 척도

자유기술식 설문의 형용사 용어 수집과정으로 구성

되어진 24개의 질감 이미지 형용사를 추출하였고 의미

미분별 척도를 사용하여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

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 시료로 1차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의류 관련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가

57명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 12일에서 2010년 1월 5일

까지 조사하였으며 직접 편직한 8종류의 시료를 만져

보게 하여 조사하였다. 대상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의류

관련 전공자 20대에서 30대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측

정도구로는 자유기술식 설문의 형용사 용어 수집 과정

에서 정리하여 얻어진 24개의 형용사에 대해 7점 의미

미분별 척도를 사용하였다. 형용사의 대립어는 의류 소

재의 태 평가에 사용되는 대립어 척도와 부정어 척도

비교(Kim & Lee, 2004)를 참고하였다. 설문 대상자 한

사람이 8종의 시료를 모두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결

과 분석을 위해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인 것만을 추

출하고 Varimax 회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과 동일한 요인에 속하면서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상관관계가 높아 동일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

된 형용사 쌍 중 요인 적재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형용

사와 표준편차가 다른 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

타나 설문의 응답자 간에 일치도가 낮은 형용사는 제외

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신뢰도 값(Cronbach's α)을 낮

추는 형용사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주관적 질감 형

용사 14개의 용어로 정리하였다. 

3) 본 조사

최종적으로 정리된 14개의 질감 이미지 형용사로 주

관적 질감 평가를 위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시

료는 용어 추출을 위한 자유기술식 설문과 1차 예비조

사에서 사용한 시료와 동일한 시료 8종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사용된 시료의 크기는 30×30cm이다. 1차 예비

조사결과 얻어진 주관적 질감 형용사 14개로 평가척도

를 구성하여 2010년 2월 16일에서 2010년 3월 4일까

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예비조사와 동일하

게 20대에서 30대 여성으로 제한하였으며 폭넓은 의미

의 평가척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비전공자를 포함시켜

의류 관련 전공자 50명, 비전공자 50명으로 하였다. 이

때 시료는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평가하였다.

4. 자료분석

1,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14개의

형용사는 SPSS 12.0을 사용하여 주관적 질감 평가를 위

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의 방법은 Varimax

직교 회전법을 사용하였으며 고유값 1 이상으로 하였

다. 사용된 시료의 조직별 질감,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

Table 1. Characteristics of knit sample fabric

Structure
Fiber content

(%)

Yarn size / No. of Twist

(t.p.m)

Loop length

(mm)

Thickness

(mm)

Weight

(g/m
2
)

Intarsia (IN)

Wool

100%

2/48s

/

Singles

Z 530

Ply

S 350

6.40
2.513 296.5

Floating Jacquard (FL) 3.257 339.7

Normal Jacquard (NO)
5.80

2.973 472.1

Bird's eye Jacquard (BE) 3.217 580.2

Tubular Jacquard (TU)

6.00

3.877 568.0

Ladder's back Jacquard (LB) 2.897 538.0

Blister Jacquard (BL) 4.460 610.0

Transfer Jacquard (TR) 3.393 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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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ANOVA와 Duncan의 다중 비교 검정을 실

시하였다.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여 조직에

따른 주관적 질감 평가와 역학적 특성 및 객관적 태,

선호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았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주관적 질감 평가

1) 주관적 질감 요인 추출

주관적 질감 형용사 14개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4개의 형용사 중 신뢰도 값

을 낮추고 요인 적재값을 낮추는 형용사인 ‘입체적이

다/평면적이다’, ‘신축성이 있다/신축성이 없다’, ‘쾌적

하다/쾌적하지 않다’, ‘부피감이 있다/부피감이 없다’

4개를 제외시켰으며 나머지 10개의 질감 이미지 형용

사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 1 이상으로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

으나 스크리 도표의 그래프가 3개 요인으로 분석되는

형태를 보여<Fig. 1> 요인 수를 3으로 지정한 후 Vari-

max 회전을 실시하였다. 이때 요인 1개는 고유값 1보

다 적은 0.85로 나타났다. 3가지 질감 요인으로 설명되

는 누적분산은 총 70.59%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보온감(thermofeeling)’으로 명명하였고 고

유값이 3.33이며 전체분산은 33.32%였다. 요인 내에서

적재값이 큰 문항은 ‘폭신하다/폭신하지 않다(soft/not

soft)’, ‘포근하다/포근하지 않다(cozy/not cozy)’, ‘부드럽

다/거칠다(smooth/rough)’, ‘따뜻하다/차갑다(warm/cool)’

의 순으로 질감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

었다. 이는 가을/겨울용 니트웨어 소재로서 인타샤와

칼라자카드가 지닌 두께감과 니트의 따뜻함이 잘 반영

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요인 2는 ‘중량·유연감(weight/flexibility)’으로 명명

하였다. 고유값은 2.86이며 전체분산은 28.75%로 요인

적재값이 큰 문항은 ‘가볍다/무겁다(light/heavy)’, ‘얇다/

두껍다(thin/thick)’, ‘유연하다/뻣뻣하다(flexible/stiff)’의 순

이었으며 인타샤와 칼라자카드의 니트 소재에서 느껴

지는 중량감과 유연함이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었

다.

요인 3은 ‘강인감(durability)’으로 명명하였으며 고유

값은 0.85로 전체분산은 8.53이다. 문항은 ‘질기지 않다/

질기다(not tough/tough)’, ‘약하다/강하다(weak/strong)’,

‘흐물거린다/짱짱하다(limp/springy)’이다.

2) 조직에 따른 주관적 질감 평가의 차이

질감 요인의 조직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ANOVA

및 Duncan의 다중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모든 질감 요인이 99% 유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여 조직에 따라 질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온감’은 노멀자카드, 버즈아이자카드가 같은 그

룹으로 묶여 평가자들이 두 조직의 ‘보온감’을 비슷하

게 인지하나 그 외 조직에서는 각각 다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유연감’은 플로팅자카드, 노멀자카드, 래더백

Table 2. Factor analysis

Factor

Adjective

Thermo-

feeling

Weight

/ Flexibility
Durability

Soft / Not Soft 0.863 −0.149 −0.028

Cozy / Not cozy 0.831 −0.007 0.001

Smooth / Rough 0.814 0.195 0.032

Warm / Cool 0.707 −0.168 0.056

Light / Heavy −0.153 0.856 0.250

Thin / Thick −0.257 0.841 0.252

Flexible / Stiff 0.411 0.615 0.182

Not tough / Tough 0.046 0.095 0.893

Weak / Strong −0.036 0.387 0.748

Limp / Springy 0.097 0.496 0.599

Eigen value 3.33 2.86 0.85

Cumulative (%) 33.32 62.07 70.59

Cronbach's α 0.831 0.758 0.755 Fig. 1. Scree diagram.

– 831 –



42 한국의류학회지 Vol. 36 No. 8, 2012

자카드가 같은 그룹으로 묶였으며 인타샤와 트랜스퍼

자카드도 같은 그룹으로 묶였다.

‘강인감’은 이면에 실이 플로팅 되는 플로팅자카드와

노멀자카드, 트랜스퍼자카드가 같은 그룹으로 묶여 이

들 조직의 ‘강인감’이 비슷하게 인지됨을 알 수 있었다.

2. 주관적 질감 평가와 역학적 특성 및 객관적 태

1) 주관적 질감 평가와 역학적 특성의 관계

<Table 4>는 주관적 질감과 역학적 특성의 상관관계

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보온감’은 ‘폭신하다/폭신하지 않다’, ‘포근하다/포근

하지 않다’, ‘부드럽다/거칠다’, ‘따뜻하다/차갑다’의 형

용사를 포함하는 질감 요인으로 인장특성, 전단특성, 압

축특성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표면특성의 표면거

칠기의 평균편차(SMD)와의 상관계수가 가장 큰 값을

보여 조직의 표면이 평활할수록 ‘보온감’이 크게 인지

되었다. 압축특성의 압축선형성(LC), 압축에너지(WC),

압축레질리언스(RC)는 모두 유의한 관계에서 0.3 전후

의 값을 나타내어 두께, 부피감과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면특성의 표면거칠기의 평균편차(SMD),

압축특성의 압축선형성(LC), 압축에너지(WC), 압축레

질리언스(RC)의 값은 선행연구(Lim & Lee, 2011)를 참

고하였다.

‘가볍다/무겁다’, ‘얇다/두껍다’, ‘유연하다/뻣뻣하다’

의 형용사를 포함하는 ‘중량·유연감’은 전단특성의

전단히스테리시스(2HG)와 표면특성의 마찰계수의 표

준편차(MMD), 압축특성의 압축선형성(LC), 압축에너

지(WC)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굽힘

특성의 굽힘강성(B), 굽힘히스테리시스(2HB), 인장특

성의 신도(EM), 인장레질리언스(RT), 전단특성의 전단

강성(G), 무게가 0.5 전후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뻣

뻣하며 무거울수록 ‘중량·유연감’이 크게 인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감’은 ‘질기지 않다/질기다’, ‘약하다/강하다’, ‘흐

물거린다/짱짱하다’의 형용사를 포함한다. 인장특성, 굽

힘특성, 두께, 무게와 99%의 유의수준을 나타냈으나 낮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주관적 질감에 대한 역

학적 특성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강인감’보

다 ‘보온감’과 ‘중량·유연감’이 비교적 상관이 높게

Table 3. Results of ANOVA of subjective hand factors

Structure

Factor
IN FL NO BE TU LB BL TR F

Thermofeeling
0.695 −0.919 0.630 0.500 −0.500 −0.639 −0.150 1.007

56.163***
D A E E B BC CD F

Weight / Flexibility
−0.855 −0.139 −0.009 0.971 0.458 −0.193 0.693 −0.927

78.693***
A B B E C B D A

Durability
−0.620 −0.143 −0.114 0.506 0.327 0.275 0.184 −0.168

13.358***
A B B F DE BC CD B

***p<.001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of subjective hand 

and mechanical properties

Factor

Mechanical

property

Thermo-

feeling

Weight

/ Flexibility
Durability

Tensile

EM −0.281*** −0.399*** −0.192***

LT 0.188*** 0.048*** 0.246***

WT −0.334*** −0.304*** −0.124***

RT 0.028 0.441*** 0.180***

Bending
B −0.054 0.510*** 0.274***

2HB −0.090* 0.441*** 0.260***

Shear

G 0.308*** 0.420*** 0.253***

2HG −0.266*** 0.057 0.105*

2HG3 −0.173*** 0.226*** 0.197***

Compression

LC −0.378*** 0.047 −0.008

WC −0.282*** 0.045 0.012

RC −0.266*** −0.264*** −0.144***

Surface

MIU 0.306*** −0.293*** −0.046

MMD 0.073 −0.118* 0.063

SMD 0.539*** −0.293*** −0.096

Thickness T −0.060 0.367*** 0.182***

Weight W 0.028 0.510*** 0.287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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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인타샤와 칼라자카드의 역학적 특성이 ‘보온감’

과 ‘중량·유연감’의 질감 요인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주관적 질감 평가와 객관적 태의 관계

<Table 5>는 주관적 질감 요인과 객관적 태의 상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보온감’은 FUKURAMI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비교적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중량·유연감’은 KO-

SHI, NUMERI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0.5에 가까운

상관계수를 가져 높은 상관을 보였다. ‘강인감’도 KO-

SHI, NUMERI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상관성이 낮았다.

KOSHI는 굽힘성과 관련된 느낌으로 뻣뻣한 느낌의

감각이다. 질감 요인 중 ‘중량·유연감’과 가장 강한 상

관관계를 보여 관련성이 컸으며 무겁고 뻣뻣할수록 KO-

SHI 값이 크고 가볍고 유연할수록 KOSHI 값이 작아짐

을 알 수 있었다. ‘보온감’과는 상관성이 거의 없었고

‘강인감’과는 유의한 관계였으나 상관계수가 낮았다.

NUMERI는 매끄럽고 유연하며 부드러운 느낌으로

‘중량·유연감’과 0.5에 가까운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가볍고 부드러울수록 NUMERI 값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강인감’의 경우 ‘중량·유연감’보다는 낮은

상관성을 보였으나 질기고 강할수록 NUMERI 값이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UKURAMI는 압축 시의 탄력성과 따뜻한 느낌이

동반된 두꺼움에 대한 감각으로 질감 요인 중 ‘보온감’

과 상관성이 있었으나 약한 상관성을 보였다.

종합 태 평가치(THV)와는 3가지 질감 요인 모두 유

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이 중 ‘중량·유연감’과 가장 높

은 상관성을 보였다. ‘중량·유연감’은 역학적 특성 중

인장특성의 신도(EM), 인장레질리언스(RT), 굽힘특성

의 굽힘강성(B)과 굽힘히스테리시스(2HB), 전단특성의

전단강성(G), 두께와 무게에서 0.4에 가깝거나 그 이상

의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Table 4> 뻣뻣하고 두꺼우

며 무거울수록 종합 태 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호감도(선호도,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

조직에 따른 가을/겨울용 니트 외의류 제품에 대한 선

호도 차이를 비교하고 주관적 질감 평가와의 상호관련

성을 알아보았다. 역학적 특성 및 객관적 태와 선호도

의 관계를 분석하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용도에 적합

한 조직이 무엇인지 빈도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선

호도 외에 선행연구(Park, 2007)를 참고하여 선호도와

관련된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도 함께 분석하였으며 선

호도,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를 통합하여 호감도(favo-

rable image)라고 정의하였다.

1) 조직특성에 따른 호감도

가을/겨울용 니트 외의류 제품에 대한 조직별 선호도,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NOVA

및 Duncan의 다중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비교 결과, 모두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시료 중에서

튜블러자카드가 선호도, 구매의도, 구전의도 모두 가

장 높았으며 트랜스퍼자카드가 가장 낮았다. 래더백자

카드는 선호도는 높았으나 구매의도와 구전의도가 낮

아 평가자들에게 니트 제품에 사용되는 소재로서의 가

치는 낮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Choi(The director of Korea federation of knit-

ting industry cooperatives)의 인터뷰에 의하면 최근 스

포츠웨어, 캐주얼웨어의 니트 기획에서 인타샤가 이면

이 깔끔하고 디자인적인 효율성이 높아 14G의 가디건,

스웨터, 베스트의 용도로 많이 선호된다고 하였다. 또

한 튜블러자카드는 12G로는 거의 편직되지 않지만 14G

는 얇으면서 버즈아이자카드보다 표면에서 보여지는

무늬가 선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템의 니트 제품으

로 활용되어 편직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래더

백자카드는 인타샤와 혼합하여 편직하기도 하며 편직

처에서는 플로팅자카드의 경우 이면의 떠 있는 실로 인

한 불편을 덜기위해 래더백자카드로 변경하여 편직하

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2) 주관적 질감 평가와 호감도의 관계

<Table 7>은 주관적 질감 요인이 가을겨울용 니트 외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of subjective hand

and objective hand

Factor

Hand value

Thermo-

feeling

Weight

/ Flexibility
Durability

HV

KOSHI 0.057 0.499*** 0.287***

NUMERI −0.057 −0.492*** −0.242***

FUKURAMI −0.193*** −0.031 −0.016

THV 0.129*** 0.288*** 0.21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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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

과이다.

선호도,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와의 상관관계는 질감

요인 모두 낮은 상관성을 보였다. 가장 유의한 관계를

보인 것은 ‘보온감’으로 다른 질감 요인보다 높은 상관

계수를 보였다. 따라서 폭신하고 포근하며 부드럽고

따뜻할수록 선호도가 높고 긍정적인 소재로 평가되었

다.

주관적 질감 평가와 객관적 태의 관계에서 ‘중량·

유연감’이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 뻣뻣하고 두꺼우

며 무거울수록 종합 태 평가치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

타난 반면, 소비자들은 겨울용 니트 외의류 제품 소재

의 특성 중 ‘보온감’이 소비자들의 호감도에 미치는 영

향이 다른 요인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어 객관적 태

의 종합 태 평가치와 차이를 보였다.

3) 역학적 특성 및 객관적 태와 호감도의 관계

역학적 특성 및 객관적 태와 가을/겨울용 니트 외의

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역학적 특성치 중 굽힘특성과 표면특성의 평균마찰

계수(MIU), 표면거칠기의 평균편차(SMD)가 유의한 수

준에서 조금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을 뿐 대부분 0.3

이하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타샤와 칼라자카드

의 니트 소재는 굽힘특성은 뻣뻣하고 굽혀지지 않을수

Table 6. Results of ANOVA of favorable image

Structure

Favorable image

IN FL NO BE TU LB BL TR F

Preference
4.100 4.470 4.110 3.700 4.830 4.230 4.120 3.060 

11.006***
BC CD BC B D C BC A

Purchase intention
3.680 4.460 3.760 3.720 4.760 3.910 4.080 2.820 

12.896***
B CD B B D B BC A

Word of mouth
3.900 4.330 3.770 3.560 4.710 3.950 4.100 2.860 

12.222***
BCD DE BC B E BCD CD A

***p<.001

Table 7. Correlation coefficient of subjective hand

and favorable image

Factor

Favorable

image

Thermo-

feeling

Weight

/ Flexibility
Durability

Preference −0.126*** 0.030 0.009

Purchase intention −0.139*** 0.102* 0.042

Word of mouth −0.146*** 0.072  0.023

*p<.05, ***p<.001

Table 8. Correlation coefficient of mechanical proper-

ties and objective hand and favorable image

 Preference
Purchase

intention

Word of

mouth

Tensile

EM 0.040 0.016 0.033

LT −0.001 0.036 0.005

WT 0.071* 0.057 0.062

RT 0.022 0.034 0.021

Bending
B 0.101** 0.148*** 0.127***

2HB 0.122** 0.161*** 0.141***

Shear

GG −0.087* −0.049 −0.078*

2HG 0.089* 0.105** 0.102**

2HG3 0.072* 0.097** 0.081*

Com-

pression

LC 0.106** 0.117** 0.109**

WC 0.070* 0.118** 0.112**

RC 0.060 0.018 0.042

Surface

MIU −0.213*** −0.209*** −0.207***

MMD −0.085** −0.051 −0.068**

SMD −0.238*** −0.286*** −0.263***

Thickness

& Weight

Thickness 0.038 0.095** 0.079**

Weight 0.026 0.069 0.044

HV

KOSHI 0.032 0.076* 0.051

NUMERI −0.018 −0.085* −0.033

FUKURAMI 0.052 0.057 0.078*

THV −0.006 −0.002 −0.008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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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표면특성은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겨울용 니트 외 의

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 구매의도 및 구전의도가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객관적 태 평가치와 호감도는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조직별 적합한 용도

인타샤와 칼라자카드 8종의 시료에 대하여 가을/겨울

용 니트 제품의 적합한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결

과는 <Table 9>와 같고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니트 정장에 적합한 조직으로는 버즈아이자카드와 튜

블러자카드로 평가되었다. 재킷, 스커트 등의 정장은 공

간이 형성되는 박스형 실루엣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뻣

뻣한 소재가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

디건과 스웨터에 적합한 조직으로는 유연하고 드레이

프성이 우수한 소재가 적합하다고 인식하여 얇고 가벼

운 인타샤와 플로팅자카드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

였다. 모자와 머플러에 적합한 조직으로는 래더백자카

드이며 트랜스퍼자카드는 의류 제품보다는 홈패션에 더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인타샤와 7종 칼라자카드의 역학적 특성,

객관적 태, 주관적 질감 평가, 소비자 호감도와의 관계

를 분석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니트

제품 생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주관적 질감 평가를 통해 얻어진 10개의 질감 이미

지 형용사를 요인분석한 결과, 분별력 있는 3가지 평가

요인 ‘보온감’, ‘중량·유연감’, ‘강인감’이 추출되었다.

주관적 질감 평가와 역학적 특성 및 객관적 태 평가

치의 관계에서는 ‘중량·유연감’이 가장 상관성이 높

아 인타샤와 칼라자카드의 특성을 결정짓는 요소인 동

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을겨울용 니트 외의류 제품에 대하여 조직에 따른

호감도는 튜블러자카드가 가장 선호하는 조직으로 나

타났다. 트랜스퍼자카드는 선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의

류 제품이 아닌 홈패션에 적합한 조직으로 평가되었다.

주관적 질감 평가와 객관적 태의 관계에서 ‘중량·

유연감’이 종합 태 평가치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비자들의 호감도는 ‘보온감’이 가장 영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역학적 특성 및 객관적 태와 호감도의 상관관계 역

시 낮은 값을 보여 상관성이 약하다고 판단되었다.

조직별 가을/겨울용 니트 제품의 용도를 조사한 결

과, 니트 정장에 적합한 조직으로는 형태유지가 잘 되

는 버즈아이자카드와 튜블러자카드로 평가되었다. 가

디건과 스웨터에 적합한 조직으로는 가볍고 얇으며 유

연하고 드레이프성이 우수한 인타샤와 플로팅자카드

로 나타났다. 모자와 머플러에 적합한 조직은 래더백

자카드이며 트랜스퍼자카드는 옷보다는 홈패션에 더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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