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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urveys the usage and satisfaction of car seat covers, analyzes the satisfaction and luxurious-

ness of materials used and provides basic data on optimum car seat covers that improve consumer satisfac-

tion, stability, and comfort, while driving.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50 people in their 20s to 60s with

a car. Consequently, achromatic colored car seat covers were used most and the satisfaction with black was

very high. Interior & exterior harmony and the pursued car image were considered important, this consu-

mer psychology impacted the color selection for car seat covers. The satisfaction reasons were different ac-

cording to materials. Genuine leather was highly regarded in interior & exterior harmony (20.8%), excellent

seat sensation (17.7%), excellent tactile sensation (11.5%), and luxuriousness (8.5%). For artificial leather,

interior & exterior harmony (16.5%) and easiness of stain removal (13.6%) was rated high and fabric had

excellent seat sensation (12.3%) and economics (10.8%). The material, heated and ventilated device affected

car seat cover satisfaction. The luxurious image of car seat covers was pursed and was perceived mainly

with a sense of sight. Luxury car seat covers were mainly created with materials. Genuine leather and black

car seat covers increased luxuriousness. For car seat covers, those with flexibility, excellent compressive ela-

sticity, and thickness were perceived as luxu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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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자동차 시트커버는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소재가

약 6~7m 정도 소요되는데, 자동차 외형과 더불어 소비

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

한다. 자동차 시트커버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많은 물

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등 완제품의 공정이 까다롭

고 신제품 개발주기가 긴 제품이다. 한 ·미 FTA와 한 ·

EU FTA 발효를 계기로 공격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

춘 다양한 모델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외국 자동차 업계

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동차 시트커버도 고부가

가치화로 소비자의 니즈와 감성에 대응한 제품 설계와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Eom & Kim, 2013; Shim et al.,

2007). 이와 같은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 간

경쟁의 가열화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및 소비자 지향

적 제품 만족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지향적 제품 설계

의 흐름은 소비자가 제품 선택을 주도하고 기업은 단순

히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소비자 만족 경영이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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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소비자 만족은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면서 경

험하는 제품의 성과로서, 기업의 매출을 결정짓는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Ahn et al., 1999; Kim & Lee, 2002;

Kotler, 1997).

현대인들은 자동차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에 따

라서 시트에 대한 안락감(comfort)뿐만 아니라, 시트커

버 자체의 안락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동차 시트

의 안락감에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서 착좌 시 시트의

압력 분포에 따른 쾌적성 평가, 착좌 시 쾌적성과 역학

적 특성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등이 진행되었으며,

시트 자체의 안락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평가하고 분

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Franz et al., 2011;

Kolich et al., 2004; Kyung & Nussbaum, 2008; Park et

al., 2014; Verver et al., 2005). 또한 온도와 습도는 차량

탑승자의 안락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체와 시트표면 사이의 접촉 부분에서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탑승자는 심하게 불쾌감을

느낀다. 이런 이유로 모시 혼방 직물의 시트커버는 열적

쾌적성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소음의 흡수 성능 등에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Cengiz & Babalık, 2009;

McMullan & Mealman, 2001; Pamuk & Çeken, 2009).

이에 시트커버의 안락성과 쾌적성과 같은 성능 평가뿐

만 아니라, 시트커버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연구와, 소

비자의 감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심리적 요인들에 대

한 연구는 소비자의 요구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제품 설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자동차의 속도, 마력, 연비와 같은 기능성(functionality)

이 일정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전통적인 기능성보다는

자동차 인테리어의 고급 재질, 정교한 마무리, 색상의 조

화, 그리고 편의 사양 등의 감성적인 요인이 제품 경쟁력

의 핵심요소로 정착되어, 자동차의 고급감은 고객 만족

도에 대한 새로운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고급감

은 제품 개발 시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혁신요소로,

값비싼 물건을 팔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행된 것이 아니

라 전 세계 소비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고급은 사

치’라는 인식을 넘어, ‘고급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 소비

를 통해 차별성 ·전통성 ·전문성 등 자신만의 가치를 드

러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Bahn et al., 2006; Seo,

2017).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외국 자동차와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해 고급화와 원가절감을 함께 요구하다보

니, 한 차종에 사용될 시트커버를 1차 결정 후 다시 동일

한 디자인으로 낮은 원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최종 납품

업체로 결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Shim et al., 2007).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동차 시트커버에서 고

급감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자동차 시트커버의 경우에는 물리적인 관점에서의 안

락성만을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소재에서 오는 고

급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까지 고려한 연구는 미비한 상

태이다. 반면에 패션아이템의 경우에는 시각적 및 촉각

적 태 연구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감성 및 선호도를 반영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Roh & Kim, 2010; Roh &

Oh, 2014, 2015; Roh et al., 2013; Roh & Ryu, 2004). 시

트커버의 차별화를 위하여, 만족도와 감성적 요소를 고

려한 소비자의 선택 기준 및 심리적 반응을 예측하는 것

이 자동차 시트커버에도 요구되고 있다.

운전 시 신체에 가장 많이 닿는 곳은 시트커버이며, 시

트커버의 특성에 따라서 운전자가 느끼는 안락감은 심리

적 요인과 감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트커버는 자동

차 시트와 운전자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

트커버의 만족도 분석 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되는 변

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겨울철 운전 시 가장 필요한 자동

차 기능은 열선장치로, 통풍장치와 함께 에어컨 및 히터

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쾌적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기 때

문이다(“SK엔카 [SK encar]”, 2016). 이에 소비자들의 심

적 충족 정도를 이해하고, 시트커버에 영향을 주는 인자

들을 고려한 만족도 및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고급감과

관련 있는 설계변수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60대 자가 운전자를 대상으

로, 시트커버의 이용현황, 색상, 통풍 ·열선시트의 영향

을 고려한 소재 만족도를 조사하고, 고급감에 영향을 주

는 시트커버 색상, 소재, 소재의 디자인 요소와 고급스러

운 태를 도출하여, 운전 시 심리적 만족감, 안정감과 쾌

적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자동차 시트커버에 대

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자가 운전자 3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

으로, 자동차 이용현황과 시트커버의 만족도, 고급감 연

출을 위한 시트커버의 인자 및 태와 관련된 문항을 도출

하였다. 현재 주로 가죽 시트커버 소재의 디자인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인자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시트

커버 제작 전문가 2인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께, 유연도, 엠보싱, 펀칭, 광택 등이 도출되었다.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 3, 2017

– 448 –

또한 고급스러운 태를 도출하기 위하여 태 형용사 9개

(ASTM Standard, 2015)를 선정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

도록 하였다. 이때 고급감과 관련이 있는 태에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자가 운전을 하는 의류학과 교수 및 연구원,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도출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6문

항, 자동차 이용현황 5문항, 시트커버 색상과 소재의 이

용현황 및 만족 ·불만족 사항 17문항, 시트커버의 및 고

급감 요소 10문항, 고급스러운 태 형용사 5문항 등 총

43문항이 도출되었다.

20~60대의 남녀 자가 운전자 150명을 대상으로 2010년

5월 24일~7월 8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응답

이거나 불성실한 자료 3부를 제외한 147부를 분석자료

로 활용하였다.

SPSS 18.0을 사용하여 자동차 특성 및 이용현황 분석

은 빈도분석을, 시트커버 색상 및 소재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의 차이는 ANOVA와 Duncan 다중비교를, 현재

사용 중인 자동차 시트커버 색상 및 소재의 만족 ·불만

족 사항은 복수응답 처리 분석 및 교차분석을, 소재 만

족도에 대한 소재 종류와 열선 및 통풍장치 영향분석은

2-way ANOVA, Kruskal wallist test와 Tamhne 다중비교

를, 시트커버의 고급감 및 성별 차이분석은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검정을, 시트커버의 고급감 요소들의 순서분

석은 순위가 있는 범주형 응답처리 명령문을 통하여 분

석하였으며, 고급감에 영향을 주는 태 및 성별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하여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t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자동차 이용현황

운전자 대상으로 자동차 특성 및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성 66명과 여성 8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

며, 대다수의 응답자가 30~50대였다(Table 1). 응답자의

51.0%가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중형차>SUV>

대형차>준중형차>소형차 순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간에 차량 크기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여성은 준중형차, 중형차를, 남성은 중형차와

SUV/R을 주로 운행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9.9%가 연

식이 3년 이상 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33.3%가

주 1~5시간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열선시트

는 72.8%, 통풍장치는 25.2%가 장착하고 있어, 통풍장

치보다는 열선장치가 대중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시트커버 색상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시트커버 색상의 이용현황 및 현재 사용 중인 시트커

버 색상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았다(Table 2). 응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and car usage

Item
Total Male Female

Item
Total Male Female

N % N % N % N % N % N %

Gender 147 100.0 66 44.9 81 55.1

Purchasing

-6 month 10 06.8 5 03.4 5 03.4

Age

20's 14 009.5 3 2.0 11 07.5 6 month-1 year 10 06.8 5 03.4 5 03.4

30's 32 021.8 18 12.2 14 09.5 1 year-3 year 39 26.5 21 14.3 18 12.2

40's 62 042.2 30 20.4 32 21.8 3year- 88 59.9 35 23.8 53 36.1

50's 34 023.1 13 8.8 21 14.3

Frequency

of driving

-1hr per week 16 10.9 5 03.4 11 07.5

60's 5 003.4 2 1.4 3 02.0 1-5hr per week 49 33.3 20 13.6 29 19.7

Model

Subcompact car

(-1000cc)
8 005.4 1 0.7 7 04.8 5-10hr per week 41 27.9 19 12.9 22 15.0

Compact car

(1,300-1,600cc)
13 008.8 2 1.4 11 07.5 10hr per week- 41 27.9 22 15.0 19 12.9

Mid-size car

(1,600-2000cc)
75 051.0 32 21.8 43 29.3

Heated seat

Installation 107 72.8 48 32.7 59 40.1

Full-size car

(2,000cc-)
19 012.9 9 6.1 10 06.8 Non-installation 40 27.2 18 12.2 22 15.0

SUV/RV 32 021.8 22 15.0 10 06.8
Ventilated

seat

Installation 37 25.2 14 09.5 23 15.6

Non-installation 110 74.8 52 35.4 58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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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들은 회색 시트커버(48.3%)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검정색(32.7%), 베이지색(13.6%),

기타(5.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와인색, 아이보

리색 등이 포함되었다. 시트커버 색상 만족도는 이용

현황과 차이가 나타났다. 검정색 시트커버에 대한 만족

도(3.71점)가 가장 높았으며, 베이지색(3.05점) 및 기타

(3.13점)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았다.

현재 사용 중인 자동차 시트커버 색상 만족 및 불만

족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하였으며, 색상에 따른 만

족 및 불만족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Table 3). 그 결과,

만족 이유를 선택한 응답자(116명)가 불만족 이유를 선

택하는 응답자(31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Table 3.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reasons of car seat cover colors

Reason
Total Gray Black Beige etc.

N % N % N % N % N %

Satisfaction

Response N 116 52 39 11 7

Interior & exterior harmony 46 17.6 24 19.4 14 16.3 5 13.5 3 21.4

General 44 16.9 23 18.5 13 15.1 5 13.5 3 21.4

Luxuriousness 31 11.9 10 08.1 13 15.1 6 16.2 2 14.3

Stainless 30 11.5 14 11.3 14 16.3 1 02.7 1 07.1

Unnoticed stain 22 08.4 10 08.1 10 11.6 1 02.7 1 07.1

Preferred 15 05.7 2 01.6 10 11.6 2 05.4 1 07.1

Comfortable 12 04.6 7 05.6 2 02.3 2 05.4 1 07.1

Spacious interior 10 03.8 7 05.6 0 00.0 2 05.4 1 07.1

etc. 1 00.4 1 00.8 0 00.0 0 00.0 0 00.0

Dissatisfaction

Response N 31 19 9 9 1

No choice 15 05.7 9 07.3 3 03.5 2 05.4 1 07.1

Dark interior 11 04.2 5 04.0 6 07.0 0 00.0 0 00.0

Look dirty 9 03.4 4 03.2 0 00.0 5 13.5 0 00.0

Noticed stain 8 03.1 4 03.2 0 00.0 4 10.8 0 00.0

Cheap-looking 4 01.5 2 01.6 0 00.0 2 05.4 0 00.0

Disharmony in inter & exterior 2 00.8 1 00.8 1 01.2 0 00.0 0 00.0

etc. 1 00.4 1 00.8 0 00.0 0 00.0 0 00.0

Total response N 147 71 48 20 8

Multiple response (N: 147, Missing value: 0), Percents and totals based on respondents.

Table 2. Usage rate and satisfaction of car seat cover colors

Color
Usage Satisfaction

N % Mean S.D. F

Gray 71 048.3 3.44 AB 0.81

3.71*

Black 48 032.7 3.71 AB 0.71

Beige 20 013.6 3.05 BA 1.05

etc. 8 005.4 3.13 BA 0.64

Total 147 100.0 3.46 BA 0.83

*p<.05

Significantly different groups classifi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noted with A, B in which ‘A’ shows the highest 

value and ‘B’ shows the lowes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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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커버 색상의 만족 이유로, ‘내 ·외부의 조화(17.6%)’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무난한 색상(16.9%)’, ‘고급

감(11.9%)’, ‘덜 오염됨(11.5%)’ 및 ‘오염이 눈에 안 띔

(8.4%)’과 같은 오염 관련 특성, ‘선호 색상(5.7%)’, ‘편

안함(4.6%)’, ‘넓은 실내 연출 가능(3.8%)’ 등이 포함되

었다. 반면에 불만족 이유로 ‘구매 시 선택의 여지가 없

음(5.7%)’, ‘어두운 실내(4.2%)’, ‘더러워 보임(3.4%)’, ‘오

염이 눈에 띔(3.1%)’, ‘저렴해 보임(1.5%)’ 등이 포함되

었다.

회색 시트커버는 ‘내 ·외부의 조화(19.4’%)와 ‘무난한

색상(18.5%)’ 등의 이유로 다른 색상들보다 만족도가 높았

으며, ‘오염 관련 특성(11.3+8.1%)’과, ‘고급스러움(8.1%)’

등이 만족 이유에 포함되었다. <Table 2>에서 보듯이, 회색

시트커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불만족 응답률

이 높게 나타났다. ‘구매 시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7.3%)’,

‘어두운 실내(4.0%)’ 때문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검정색 시트커버는 ‘내 ·외부의 조화(16.3%)’, ‘오염

관련 특성(16.3+11.6%)’, ‘무난한 색상(15.1%)’, ‘고급스

러움(15.1%)’, ‘선호 색상(11.6%)’ 등의 이유로 만족하였

다. 반면에 검정색은 ‘어두운 실내(7.0%)’ 문제가 제기

되었다.

베이지색 시트커버도 ‘고급감(16.2%)’을 가지고 있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염 관련 특성(13.5+10.8%)’

로 인하여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동차 내 ·외부의 조화와 자동차

가 가지는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의 심리

가 시트커버 색상에 매우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

여준다. 지속적으로 유행하는 자동차 색상은 주로 무채

색 계열로, 자동차 이미지 자체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

는 수단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

되고 있어, 시트커버의 색상이 제품의 품격과 가치를 완

성시키고 이미지를 전달하여 감각반응을 일으키는 주

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Adams, 2011;

“Global automotive 2015”, 2015; “Global automotive

2016”, 2016; Lee & Shin, 2012).

3. 시트커버 소재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시트커버 소재의 이용현황 및 현재 사용 중인 시트커

버 소재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았다(Table 4). 천

연가죽(43.5%)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는 인

조가죽(31.3%), 직물(20.4%), 소재 혼용(4.8%)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시트커버 소재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트커버 소재에 따라서 사용 시 만족도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천연가죽 시트커버 소재를

사용하는 응답자들의 만족도(3.75점)가 가장 높았으며,

직물 시트커버의 만족도(2.90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재 혼용에는 ‘천연가죽 + 직물’, 또는 ‘천연가죽 + 인조

가죽’ 등이 포함되었으며, 소재 혼용 사용률은 4.8%로

낮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3.71점)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현재 사용 중인 자동차 시트커버 소재의 만족 및 불만

족 이유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만족 이유를 선택한 응

답자(118명)가 불만족 이유를 선택하는 응답자(28명)보

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시트커버 소재의 만

족 이유로 ‘내 ·외부의 조화(16.3%)’가 가장 많이 선택되

었으며, ‘착좌감(13.1%)’, ‘오염 제거의 용이성(7.4%)’, ‘내

구성(6.7%)’, ‘촉감(6.4%)’, ‘방오성(5.8%)’, ‘고급감(5.4%)’,

‘경제성(5.1%)’ 및 ‘편안함(4.8%)’ 때문에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기타 만족 이유에는 ‘선호 소재’와 ‘개성표

현’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동차 시트커버

에서 요구되는 심미감, 안락감, 부드러운 감성 및 내구성

과 일치함을 보여준다(Shim et al., 2007). 반면에 불만족

이유로 ‘여름철 땀 고임(5.4%)’과 ‘달라붙는 특성(2.6%)’

등의 불쾌감과, ‘오염 용이(4.2%)’와 ‘오염 제거(3.5%)’

등의 사용 및 관리의 특성들이 문제되었다. 기타 불만족

이유에는 ‘정전기’, ‘여름철 착좌 시 뜨거움’, ‘내 ·외부

의 부조화’, ‘착좌 시 소음’ 등이 포함되었다.

천연가죽 시트커버는, ‘내 ·외부의 조화(20.8%)’, ‘우

수한 착좌감(17.7%)’, ‘촉감(11.5%)’, ‘고급감(8.5%)’, ‘내

구성(8.5%)’ 등이 좋아서 만족하였다. 반면에 ‘여름철 땀

고임(3.9%)’과 ‘오염 관련 특성(3.1+2.3%)’이 문제로 제

기되었으나, 그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인조가죽 시트

커버는 ‘내 ·외부의 조화(16.5%)’, ‘오염 제거의 용이

(13.6%)’, ‘내구성(9.7%)’ 등이 좋아서 만족하였다. ‘여

름철 땀 고임(3.9%)’과 ‘달라붙는 특성(3.9%)’, ‘내구성

부족(2.9%)’, ‘겨울철 착좌 시 차가움(2.9%)’ 등이 문제

되었지만, 그 비율은 낮았다. 인조가죽의 촉감 중 끈적

거림은 대표적인 태 요인으로(Roh & Oh, 2017), 소비자

도 이에 대한 사전 기대가 낮기 때문에 크게 불만족 이

유로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직물 시트커버는

‘우수한 착좌감(12.3%)’과 ‘경제성(10.8%)’ 등이 주요 만

족 이유로 선택되었다. 다른 소재들에 비해 불만족을 선

택한 응답자들이 많았으며, ‘여름철 땀 고임(12.3%)’과

‘오염 관련 특성(10.8+9.2%)’ 및 ‘먼지 발생(7.7%)’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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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관리의 특성들이 문제되었다. 복합소재 시트커버

는 ‘우수한 안락감(28.6%)’이 주요 만족 이유로 선택되

었으며, 불만족하는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트커버의 착좌 시 물성과 관련된

Table 4. Usage rate and satisfaction of car seat cover materials

Material
Usage Satisfaction

N % Mean S.D. F

Genuine leather 64 043.5 3.75 AB .76

9.69***

Artificial leather 46 031.3 3.37 AB .74

Fabric 30 020.4 2.90 BA .71

Material mix 7 004.8 3.71 AB .49

Total 147 100.0 3.46 AB .80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groups classifi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noted with A, B in which ‘A’ shows the highest 

value and ‘B’ shows the lowest value.

Table 5.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reasons of car seat cover materials

Reason
Total Genuine leather Artificial leather Fabric Material mix

N % N % N % N % N %

Satisfaction

Response N 118 57 37 18 6

Interior & exterior harmony 51 16.3 27 20.8 17 16.5 4 6.2 3 21.4

Excellent seat sensation 41 13.1 23 17.7 8 7.8 8 12.3 2 14.3

Easiness of stain removal 23 7.4 6 4.6 14 13.6 1 1.5 2 14.3

High durability 21 6.7 11 8.5 10 9.7 0 0.0 0 0.0

Excellent tactile sensation 20 6.4 15 11.5 4 3.9 1 1.5 0 0.0

Soil repellency 18 5.8 7 5.4 8 7.8 2 3.1 1 7.1

Luxuriousness 17 5.4 11 8.5 6 5.8 0 0.0 0 0.0

Economical 16 5.1 3 2.3 6 5.8 7 10.8 0 0.0

Excellent comfort 15 4.8 9 6.9 2 1.9 0 0.0 4 28.6

etc. 5 1.6 0 0.0 1 1.0 2 3.1 2 14.3

Dissatisfaction

Response N 28 7 9 12 0

Sweaty in summer 17 5.4 5 3.9 4 3.9 8 12.3 0 0.0

Stains 13 4.2 4 3.1 2 1.9 7 10.8 0 0.0

Removing stains 11 3.5 3 2.3 2 1.9 6 9.2 0 0.0

Sticky in summer 8 2.6 1 0.8 4 3.9 3 4.6 0 0.0

Low durability 6 1.9 0 0.0 3 2.9 3 4.6 0 0.0

Poor tactile sensation 6 1.9 1 0.8 2 1.9 3 4.6 0 0.0

Expulsion of dust 6 1.9 1 0.8 0 0.0 5 7.7 0 0.0

Cold in winter 5 1.6 1 0.8 3 2.9 1 1.5 0 0.0

Slippery 4 1.3 1 0.8 1 1.0 2 3.1 0 0.0

Cheap-looking 3 1.0 0 0.0 2 1.9 1 1.5 0 0.0

Bad smell 3 1.0 1 0.8 2 1.9 0 0.0 0 0.0

etc. 3 1.0 0 0.0 2 1.9 1 1.5 0 0.0

Total response N 146 64 46 30 6

Multiple response (N: 146, Missing value: 1), Percents and totals based on respon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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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감 및 내구성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주

며, 특히 천연가죽 시트커버의 경우 내 ·외부의 조화와

촉감 및 고급감과 같은 심리적 효용이 소재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트커버 만족도가 불만족보다 상당히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불만족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구매한 제품에 대한 상품 만족도가 높은 소비자는

자신의 재구매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인들에게도 영

향을 줄 수 있지만, 불만족의 경우 제품에 대한 불평이

공론화되거나 부정적인 말들이 전파되어 결국에는 구매

행동의 변화를 야기시기 때문이다(Lee & Lee, 2003).

불만족 이유 중 불쾌감과 관련된 이유들이 문제되었

다. 이런 불쾌감과 관련된 불만족 사항들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나타나는 문제들로, 열선만큼 통풍장치가 대

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철 불만족도가 겨울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근래에는 천연 및 인조

가죽 시트에 착좌 시 땀 발생으로 인한 불쾌감과 겨울철

착좌 시 차가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풍장치

와 열선을 장착하는 추세이므로, 이런 장치들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트커버 만족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재 종류와 열선 및 통풍장치 등의 요인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소재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으로 요인들 간의 상호작

용(interaction)을 검정하였다(Table 6). 그 결과, 소재와

열선 및 통풍장치 장착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였

으며, 3가지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트커버 만족

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상호작

용이 존재하기에, 각각의 요인의 효과를 따로 떼어서 분

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소재(천연가죽, 인조

가죽, 직물)×열선(장착, 미장착)×통풍(장착, 미장착) 요

인으로 16가지 조합을 만들었으며, 정규분포하지 않아

비모수 검정 중 Kruskal wallist test와 Tamhne 다중비교

를 실행하였다. 16가지 중 복합소재 및 3가지 조합(천연

가죽+통풍장치, 인조가죽+통풍장치, 직물+통풍장치)의

데이터 수가 적어 분석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그 결과, 9가지 조합에 대한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Table 7). ‘천연가죽+열선+통풍시트’, ‘천연

가죽+열선’과 ‘천연가죽+미장착’을 가장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직물+열선시트’를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열선과 통풍장치 사용으로,

착좌 시의 겨울철과 여름철의 불쾌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천연가죽 자체에서 심리적 욕

구가 충족되면, 열선이나 통풍장치의 미장착 시에도 천

연가죽 시트의 만족도가 큼을 보여준다. 그러나 ‘직물+

열선시트’ 만족도가 ‘직물시트’보다 더 낮게 나타났는

데, 이는 운전자의 열선장치 사용 시 사전 기대와 사용

에 대한 운전자의 심리적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나

타난 결과로 판단된다(Kim & Park, 2010). 일반적으로

섬유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직물은 함기량, 통기

성과 보온성 등을 보유하고 있어 가죽보다 찬 기운이 덜

Table 6. Interaction effect among material, heated and ventilated device on seat cover preference for car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Corrected Model 0020.41 10 002.04 003.81***

Intercept 0320.90 1 320.90 598.70***

Material 0004.34 2 002.17 004.04***

Heated seat 0000.03 1 000.03 000.06***

Ventilated seat 0000.15 1 000.15 000.27***

Material*Heated device 0000.89 2 000.45 000.83***

Materia *Ventilated device 0000.89 2 000.45 000.83***

Heated device*Ventilated device 0000.01 1 000.01 000.01***

Material*Heated device*Ventilated device 0002.37 1 002.37 004.43***

Error 0067.54 126 000.54

Total 1721.00 137

Corrected total 0087.94 136

R Squared=.23 Adjusted R Squared=.17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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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Kim, 2000) 열선시트의 사용여부와 큰 상

관없음을 보여준다.

4. 시트커버의 고급감

자동차 시트커버에 요구되는 소비자들의 감성을 이해

하기 위하여, 시트커버의 추구 이미지와 성별에 따른 시

트커버 추구 이미지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Table 8).

그 결과, 고급스러운>자연스러운>모던한>스포티, 개

성적 이미지 순으로 추구하였으며, 자동차 시트커버에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의 추구 이미지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hiu et al.(2010)은 시트의

고급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시트커버와 시트의 등받

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자동차 외관뿐

만 아니라 자동차 내부에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연

출되기를 원하여, 시트커버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

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동차 시트커버에서 고급감을 인식하는 순서를 조사

한 결과, ‘시각(47.6%)’으로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체(23.8%)’, ‘착좌(13.6%)’,

‘촉각(11.6%)’, ‘후각(3.4%)’ 순으로 나타났다(Table 9).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각적 고급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시각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촉각으로 관

찰하지 않고 시각으로만 관찰하여도 촉각적 경험의 시

각적 전이에 의한 질감을 인식하고, 소재의 질감에 대한

감성도 시각적 요소에 의해 90.0% 이상 결정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Arnheim, 1969/2004; Pak & Chey,

2000; Roh & Ryu, 2004). 남성과 여성 간에 고급감을 인

식하는 순서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각적 고급감을 가장 먼저 지각하였다. 남성은 여성보

다 ‘착좌’ 시의 고급감을 추구하였으나, 여성은 ‘시각’

Table 8. Pursued image of car seat cover

Pursued image
Total Male Female

π
2

N % N % N %

Luxurious 62 042.2 29 043.9 33 040.7

4.78

Natural 47 032.0 24 036.4 23 028.4

Modern 36 024.5 12 018.2 24 029.6

Characteristic 1 000.7 0 000.0 1 001.2

Sporty 1 000.7 1 001.5 0 000.0

Total 147 100.0 66 100.0 81 100.0

Table 7. Satisfaction of car seat covers by combinations of material, heated and ventilated device

Combination N Mean rank Tamhane π
2

GL+H+V 22 92.55 A

31.34***

GL+H 35 78.24 A

GL 6 89.33 A

AL+H+V 6 62.17 AB

AL+H 28 73.73 AB

AL 11 46.32 AB

F+H+V 4 48.88 AB

F+H 7 33.93 B

F 19 47.39 AB

Total 138 　

***p<.001

GL: Genuine Leather, AL: Artificial Leather, F: Fabric, H: Heated device, V: Ventilated device, Significantly different groups 

classified by Tamhane's T2 multiple comparison were noted with A, B in which ‘A’ shows the highest value and ‘B’ shows the 

lowes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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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전체’ 고급감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동차 시트커버의 고급감에 대한 소재 및 친환경적

으로 제조한 소재 사용여부의 영향력 평가와 성별에 따

른 이들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2%가 시트

커버의 소재가 고급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남

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0).

친환경적으로 제조한 소재의 사용여부가 고급감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76.2%가 친환경 시

트커버 소재의 사용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으나, 남

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환

경에 대한 인간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중요해지고 소비

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경과

연계하여 고급감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의식을 보여

준다.

4가지 시트커버 소재들을 대상으로 고급감을 평가한

결과, 천연가죽>인조가죽>소재 혼용>직물>기타 순으로

고급스러운 소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1).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천연가죽(92.5%)을 가장 고급스럽

다고 평가하였으며, 다른 소재들을 선택한 응답자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트커버

소재 종류에 따라 고급감을 다르게 지각하며, 고급 차종

의 경우 천연가죽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Eom and Kim

(2013)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가장 고급스러운 소재로 여겨지는 천연가죽의 최적

요소들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각 인자들의 순위를 평가

하였다(Table 12). 천연가죽 시트커버의 고급감에 영향

을 주는 인자는 색상>두께감>광택>엠보싱>펀칭 순으로

Table 10. Effect of car seat cover materials and environment friendly on luxuriousness

Response
Total Male Female

π
2

N % N % N %

Materials

Yes 140 095.2 62 093.9 78 096.3

0.45No 7 004.8 4 006.1 3 003.7

Total 147 100.0 66 100.0 81 100.0

Environment

friendly

Yes 96 076.2 39 068.4 57 082.6

3.46No 30 023.8 18 031.6 12 017.4

Total 126 100.0 57 100.0 69 100.0

Table 11. Luxuriousness rank of car seat materials

Material
Total Male Female

N % Rank N % Rank N % Rank

Genuine leather 136 092.5 1 60 090.9 1 76 093.8 1

Fabric 5 003.4 2 3 004.5 2 2 002.5 3

Material mix 5 003.4 3 2 003.0 3 3 003.7 2

Artificial leather 1 000.7 4 1 001.5 4  

Total 147 100.0 66 100.0 81 100.0

Table 9. Rank of luxuriousness perception in car seat cover

Sense
Total Male Female

N % Rank N % Rank N % Rank

Sight 70 047.6 1 32 048.5 1 38 046.9 1

Overall 35 023.8 2 10 015.2 3 25 030.9 2

Sit 20 013.6 3 12 018.2 2 8 009.9 4

Touch 17 011.6 4 8 012.1 4 9 011.1 3

Smell 5 003.4 5 4 006.1 5 1 001.2 5

Total 147 100.0 66 100.0 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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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이런 결과는 시각적으로 판단하는 이미지

중에서 80.0%가 색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Kim & Jang, 2002). 즉, 시각적으로 고급감을 가장 먼

저 지각하기 때문에, 색상이 시각적 고급감에 있어서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급스러운 시트커버의 색상을 도출하기 위하여 4가

지 색상에 대한 순위를 평가하였다(Table 13). 검정색>

회색>베이지색>기타 순으로 고급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검정색이 고급스러움, 세련

됨, 모던함의 상징으로서 부와 명예를 표현하는 색상임

을 보여준다(Yu, 2009). 그러나 남성 응답자는 검정색 다

음으로 베이지색에서 고급감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응답자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천연가죽 시트커버의 고급스러운 태 평가 결과<Table

14>,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두께감 있는 천연가죽을

고급스럽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착좌 시

장시간 하중과 압력을 받는 자동차 시트커버용 천연가

죽은 변형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탄력감과 두께감이

중요하며, 하체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촉하기 때

문에 엠보가 큰 표면보다 매끈한 표면특성 또한 중요하

게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Roh et al.(2013)은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인조가죽들이 비의류용으로 선호된다

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심리적 만족감 및 쾌적감 증

Table 12. Luxuriousness rank of car seat leather factors

Factor
Total Male Female

N % Rank N % Rank N % Rank

Color 69 046.9 1 29 043.9 1 40 049.4 1

Thickness 28 019.0 2 16 024.2 2 12 014.8 3

Gloss 26 017.7 3 13 019.7 3 13 016.0 2

Embossing 14 009.5 4 2 003.0 5 12 014.8 3

Punching 6 004.1 5 5 007.6 4 1 001.2 6

etc 4 002.7 6 1 001.5 6 3 003.7 5

Total 147 100.0 66 100.0 81 100.0

Table 13. Luxuriousness rank of car seat cover colors

Color
Total Male Female

N % Rank N % Rank N % Rank

Black 64 043.5 1 32 048.5 1 32 039.5 1

Gray 40 027.2 2 11 016.7 3 29 035.8 2

Beige 34 023.1 3 16 024.2 2 18 022.2 3

etc 9 006.1 4 7 010.6 4 2 002.4 4

Total 147 100.0 66 100.0 81 100.0

Table 14. Luxurious hand of leather car seat covers

Hand
Total Male Female

t-value
Mean S.D. Mean S.D. Mean S.D.

Pliable 4.48 .72 4.47 .72 4.48 .69 −.10

Springy 4.41 .67 4.42 .68 4.40 .67 0.26

Thick 4.03 .74 4.05 .78 4.01 .70 0.27

Smooth 3.71 .91 3.71 .93 3.70 .90 0.06

Embossing 3.05 .93 3.21 .94 2.93 .92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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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하여 자동차 시트커버의 이용현환, 만족도 및 고

급감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자동차 시트커버의 이용률은 회색이, 시트커버에 대한

만족도는 검정색이 가장 높았다. 검정색과 회색 시트커

버는 내 ·외부의 조화, 무난한 색상, 오염 관련 특성 때문

에 만족하였으나, 회색 시트커버는 구매 시 선택의 여지

가 없고, 검정색은 실내가 어두워 보이는 특성을 가진다

고 평가되었다.

자동차 시트커버 소재로 천연가죽>인조가죽>직물>소

재 혼용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재

별로 만족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 천연가죽 및 인조가

죽은 내 ·외부의 조화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천연가죽은 착좌감, 촉감, 고급감, 안락감이, 인조가죽은

오염 제거의 용이성이, 직물은 착좌감과 경제성이 우수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천연가죽 및 인조가죽은

여름철 땀으로 인한 불쾌감이, 직물은 먼지 발생이 불만

족의 원인이었다. 소재, 열선, 통풍장치는 만족감에 상호

작용하여 영향을 주었으며, 천연가죽 시트에 열선과 통

풍장치 장착 시뿐만 아니라 가죽시트에 열선과 통풍장치

미장착 시에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시트커버에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

하며, 시각>촉각>착좌>전체>후각 순으로 고급감을 지

각하였다. 시트커버 소재가 고급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

며, 천연가죽이 가장 고급스러우며, 가죽 색상, 두께, 광

택, 엠보싱, 펀칭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부드럽고

탄력적이며 두께감이 있는 소재를 고급스럽게 평가하였

으며, 고급감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시트커버의 쾌적감이 중요하게 고려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에 못지않게 소재 자체에

서 오는 심리적 만족에서 오는 고급감이 소비자들의 감

성 및 니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죽의 역학적 특성, 색상,

광택 및 엠보싱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고급감이 주는 소재의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감성에 대

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가 있다. 또한 2010년

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 및 신소재 개발로 인한 만족감 및 고급감이 반영되

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도 수반하

고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천연가죽 시트커버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현시점에서 더 다

양한 조건들이 반영되어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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