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1,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 180 –

I. 서   론

현대의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은 제품의 기능적 평

준화 및 소비자 중심의 상품 개발로 향상시키고 있

으며, 소비자의 감성을 고려한 상품 개발이 중요시 되

고 있다. 소비자의 감성을 파악하고 제품 개발에 반

영하는 감성사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섬유 업계에서도 건강, 감성, 쾌적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Lee & Nam, 1999), 최근에

는 후각 감성을 고려한 방향성 감성 의복 개발에 관

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향 감성 연구로는 향 감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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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natural aroma fragrance on the fashion image of Galchon, a traditional natural dyeing

textile made with immature persimmon from the Jeju area, Korea. Nine fabric pairs consisting of differently co-

lored cotton and silk Galchon with various tones and fabric types were used for subjective evaluation. Thirty five

female college students evaluated the specimens using a 7-point scale questionnaire for fashion image-related

adjectives. A specimen with three different presentation types that included fabric without fragrance (FO), fabric

with citrus fragrance, and fabric with chamaecyparis (FCP) were randomly provided to a subject. As a result, co-

lor variables of Galchon were found to be the primary influence on fashion images for both cotton and silk Gal-

chon that showed interaction effects with presentation types. The citrus fragrance increased the feeling of ‘Active’

while chamaecyparis tended to contribute to a stronger perception of ‘Elegance’ for cotton Galchon. Finally, these

results were used to develop prediction models for fashion images of Galchon that employed color variables and

presentatio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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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초기 연구가 진행되어왔는데, 향 감성형용

사를 중심으로 평가척도를 구성하여 감성구조를 분

류한 후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으로 �연령별

로 향 감성구조 및 향 감성에 따른 자율신경계 반응

을 고찰한 연구�(Park et al., 2001)에서는 20개의 향 감

성형용사로 구성된 양극 7점 척도를 사용하여 대학

생을 대상으로 향 종류별 감성구조의 차이를 밝혔고, 

�향 감성평가 척도개발 및 향 감성구조 분석�(Sohn 

et al., 2002)은 향이 우리의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향기는 인지, 주의, 기억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류소재에 대한 향 

감성 연구로는 패션소재에 방향물질을 처리하여 기

능성 및 감성을 고려한 고찰이 주를 이루어 왔는데, 

기능성 가공 기술 발전과 소비자의 감성을 중심으로 

한 제품화가 이루어지면서 의복소재에 방향물질을 

부착시켜 건강, 감성, 쾌적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

표적으로 마이크로캡슐 처리포 및 유연제 전처리에 

의한 면편성물의 태변화를 고찰한 연구(Kim & Song, 

2004)와 섬유유연제 향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와 감

성구조 분석 연구(Kweon et al., 2005) 등을 들 수 있

다. 그리고 감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상태를 

기술하는 형용사 어휘를 이용한 심리척도를 사용하

는 방법, 표정과 제스처를 토대로 내적 상태를 추론

하는 방법, 측정기를 이용하여 생리적 변화를 측정

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이중 심리척도를 이용한 방

법과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향기 감

성평가에 이용되어 왔다.

특히 후각은 말과 글로 표현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므로 소비재 

중에서도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가 많이 실시되는 

제품이기도 하며(Kim, 2016), 후각적 자극은 긍정과 

부정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잠재력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시각 및 촉각 등 정보 전달력이 

강한 감각적 정보와 연관을 가진다면 매우 의미 있

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Suk et al., 2011). 시각 정보

로서 색채는 상품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

보다 제시적 반응을 쉽게 유도하고 인간의 의식, 감

정, 행동 등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Lee 

& Nam, 1999). 이에 향기를 이용한 후각 감성제품을 

개발 시 색채와 같은 시각 감성을 복합적으로 연계

한다면 인간의 감성을 더욱 풍부하게 충족시킨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Kim & Kwon, 2001). 이에 색채와 

향기의 복합감성을 고찰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비

자의 향기 선호 및 이미지 연구(Kim et al., 2015)에서

는 향기 선호도에 있어 전반적으로 프루티 향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색채와 향기의 

복합감성을 포장지에 적용하여 향수제품 디자인을 

이용한 색과 향의 교차 양상 연구(Kim, 2008)에서는 

향수제품의 향에 적합한 색의 향수병과 포장지에 적

용하면 제품의 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보

고하였다. 의류소재 분야에서는 향기 자체를 섬유패

션제품에 직접 부착하여 지속성을 개선하려는 노력

들에 의하여,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담지한 마이크로

캡슐로 처리한 의류소재에 대한 향과 색채의 복합감

성 고찰이 보고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방향성 마이크

로캡슐 처리 직물의 정신생리적 효과를 고찰한 연구

(Park & Cho, 2015)와 온주밀감의 향기 직물의 마찰 

및 색상에 대한 감성 연구(Lee et al., 2018)와 편백향 

편성물의 향기와 색채 톤에 따른 감성 연구(Kim et al., 

2019), 감귤 오일 마이크로캡슐 가공 직물에 대한 향기 

감성 연구(Sarmandakh et al., 2018) 등으로 뇌파(EEG)

와 주관적 감성 비교 연구를 들 수 있다. 수십 년 전부

터 지속되어 온 에콜로지와 웰빙(well-being)의 메가

트렌드를 고려할 때에 의류소재의 향과 색채의 복합

감성에 대해서도 천연의 향과 자연에서 비롯된 색채 

간의 복합적이고 상호영향의 감성 효과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패션소재의 복합감성

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으나, 천연염료로 염색한 패

션소재의 색채와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향이 복합적

으로 인간 감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천연염색 직물의 

색채와 천연자원의 향기 간의 상호효과와 복합감성

에 대한 고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기

능성과 감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발굴이 가능할 것

으로 기대된다.

갈천은 제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제작되어 온 감

물염색 직물로 직물 표면에 감즙이 코팅이 되어 발수

성이 증가되면서 가벼운 이슬비나 바닷물에 쉽게 젖

지 않아 어부나 농부의 여름철 작업복 소재로 사용이 

되어(Ahn & Lee, 2014), 주로 면직물로 제작되었다. 갈

천은 빳빳하고 질겨서 때가 잘 타지 않는 특성을 가져 

작업복뿐만 아니라 외출복으로 많이 입혀져 19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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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조선총독부의 보고에서는 제주도민의 대다수가 

갈옷을 입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제주지역 의복의 

역사에 주요한 부분을 갖고 있는 문화콘텐츠이다

(Choi, 2018). 또한 통기성과 발수성, 항균성 등 쾌적 

기능이 우수하고 손질이 간편하여 제주와 같이 습하

고 무더운 여름철 자연환경에 맞는 최적의 천연염색 

의류소재라고 할 수 있다(Park, 1995). 현재 갈천과 갈

천을 활용한 섬유 · 의류제품은 착용감의 우수성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장점들로 인해 제주에서 의상

이나 공예품계 관광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Park, 2013). 갈

천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갈천의 물리적 특

성(Ko & Lee, 2003), 항균성과 소취성 등 생리적 기능

성의 규명(Huh et al., 2008), 갈옷의 패턴 그레이딩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Kwon & Hong, 2007), 갈옷

의 구매의도 및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보고되었

다(Hong, 2001). 그리고 감물과 타 천연염료와의 혼

합염을 활발히 연구해오고 있는데, 풋감과 감태(Sar-

mandakh et al., 2018), 감물과 아선약(Lee & Jang, 2018), 

감물과 히비스커스 꽃(Cho & Lee, 2015), 감즙과 양파

껍질 추출액(Han et al., 2006) 등 감물과 다른 천연염

재를 혼합염색하여 다색화 및 기능성의 최적화가 시

도되고 있다. 감물의 색채특성 및 감성에 대한 연구

로는 감 분말의 면직물 염색의 색채특성과 역학적 성

질 고찰(Lee & Yi, 2013; Yi, 2014), 제주 갈천의 색채 

감성과 선호도 관련 문화적 비교 연구(Yi & Shamey, 

2015), 갈옷의 배색디자인 연구(Ko, 2010) 등 감 분말 

및 갈천의 색채와 감성을 활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기존 연구들은 갈천의 항균성과 자외선차

단성 등 쾌적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감물과 

다른 천연염재를 혼합하여 다색화 및 갈천 자체의 색

채 감성과 선호도에 대한 주제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

나 갈천의 색채를 향기와 연계한 복합감성 고찰을 시

도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쾌적 기능성이 

우수하고 고유의 색채를 발현하는 주요 섬유패션 문

화콘텐츠인 갈천에 천연자원으로부터 추출한 향기

를 접목시켜, 색채와 향기 간의 상호영향과 복합적인 

효과를 규명한다면, 갈천의 감성이미지가 향기와의 

복합감성에 의해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주는 3차 산업인 관광에 이어 1차 산업 농업이 

주 경제 활동을 이루며 대표적인 농작물은 감귤로서 

그 소비량이 꾸준히 증대되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Ahn et al., 2018). 제주 감귤

은 식품 분야에서뿐 아니라 현재 향수와 방향성 화장

품과 같은 관광상품에도 꾸준히 활발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제주를 비롯한 국내 생산 감귤 향

의 감성적 측면을 직접 다룬 학술 연구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다만 유사 향기인 오렌지 또는 레몬 향, 

이들을 포함하는 시트러스(citrus) 계열 향에 대한 연

구와 관련하여 논할 수 있는데, 오렌지 향의 주관적 

감성을 고찰한 연구(Baik et al., 1999)에서는 상쾌하

고 유쾌한 감성을 유발하며, lemon과 같은 과일 향은 

매력성과 현대성이 높은 오일이며(Oh & Kim, 2012), 

가장 쾌하고 연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Baik et al., 

1999). 시판 향수를 대상으로 시트러스 계열의 향 이

미지는 따뜻함에 대한 연상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으

로 색채에서는 딥 톤에 대한 연상이 많았으며, 계절

에 있어서는 겨울을 가장 많이 연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Kim et al., 2015). 또한 방향성 마이크로캡슐의 

처리 농도에 따라 처리 직물의 정신생리적 효과를 고

찰한 연구(Park & Cho, 2015)에서는 레몬 캡슐 5% 처

리 직물의 향 자극이 스트레스를 증가시켰으나 그보

다 적은 양의 향기가 발산되는 레몬 2%의 향 자극은 

제시적 안정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힐링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국내산 감귤 오일을 

함유한 마이크로캡슐로 처리한 면직물의 향기 감성

은 ‘싱그러운’, ‘편안한’, ‘ 내추럴한’의 감성이 더 강

하게 느껴지는 경향으로 보고된 바가 있다(Badmaan-

yambuu et al., 2019).

편백은 그 향의 주성분인 테르펜류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에 효과가 있

으며 인체의 각성수준을 높여 주고 정신적으로 안정

상태를 만들어 긍정적인 각성상태에서 집중력 및 기

억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H. e. Lee 

et al., 2011; Lee et al., 2016; Seong et al., 2014). 또한 편

백 오일 함유 마이크로캡슐 가공 직물의 발산 향을 

강하게 유발하였을 때에 직물의 색채가 strong톤일 

경우에 다른 톤에서보다 뇌파 중 알파파와 SMR파가 

더 증가하였으며, 주관적으로는 더 편안하고 내추럴

하며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Kim et 

al., 2019). 편백은 삼나무와 같이 1904년에 국내에 도

입되었는데, 특히 제주도에서는 방풍림으로 많이 심

어와서, 현재 제주시 지역 오름의 관속식물로 곰솔

림이나 삼나무와 편백 조림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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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2012). 또한 한라산 동부지역에 위치한 삼다수 

숲길은 삼나무, 편백나무, 곰솔림과 낙엽활엽수림으

로 이루어진 숲으로 명성화되고 있어서(Jeong et al., 

2018), 다양한 제품화와 산업 활용성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역 천연자원의 융 · 복합 6차 산업화

가 활성화되면서 제주에서는 감귤과 편백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자원의 독특한 향의 감성과 생리활성 효

과를 활용한 제품의 개발 및 상품화가 시도되고 있다

(Han, 2018; Hyun, 2016). 귤 향과 편백 향은 앞에서 언

급한 선행연구들(Kim et al., 2019; Lee et al., 2018; Sar-

mandakh et al., 2018)에서 각각 향 성분을 함유한 오

일을 마이크로캡슐에 봉입하여 의류용 직물에 가공

한 후 직물 색채와의 복합감성을 고찰한 바가 있으

며, 이들 향은 직물의 색채 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며, 향기의 강도와 직물 색채 톤이 상호작용을 가

짐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천연 향과 직물 소재의 

색채 간의 상호작용은 전통 천연염색 소재인 갈천을 

대상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심화된 연구를 시도할 수 

있다. 이는 천연향기가 갈천 소재의 패션이미지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갈천소재로 제작하

는 패션제품의 이미지 기획과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 아로마 향이 전통 천연염

색 소재인 제주 갈천의 주관적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천연 감귤 향

과 편백 향을 면직물과 견직물로 구성한 갈천과 함께 

자극물로 사용하여, 후각적 감각 시/촉각 감각의 조

합에 의해 갈천의 패션이미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

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색채와 직물 종류가 서

로 다른 면 갈천과 견 갈천의 색채특성과 직물 종류, 

천연 향 유무에 따른 자극물 제시방법이 갈천의 주

관적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의한 객관적 변인들을 

활용한 갈천의 주관적 패션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제안하여, 갈천의 복합감성 개발과 활용

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시료

시료는 면 갈천과 견 갈천으로 구성된 총 9종의 직

물 쌍으로 이는 천연염색 원단 생산과 판매 전문업체

인 제주도 소재의 M사에서 구입하였으며 그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갈천을 20×20 cm2 크기로 

준비하여 중명도의 회색 보드에 2개 직물씩 쌍을 구

성하여 Pair A~E의 5개 시료 쌍으로 준비하였다. Pair 

A, B는 동일한 평직의 면직물로 각각 무매염과 철(Fe) 

매염처리로 인해 색채 차이가 있는 시료 쌍이며, Pair 

C는 두 시료 모두 평직의 면직물이자 무매염에 의해 

dull과 dark 톤을 각각 발현하여 색채 차이가 있는 시

료이다. 그리고 Pair D는 동일한 평직의 견직물, Pair 

E는 동일한 수자직의 견직물로 구성하였는데, 무매

염과 철(Fe) 매염처리로 색채 차이를 발현한 자극물

이다. 시료의 색채특성은 Spectrophotometer(CM2600d, 

Minolta, Japan)을 사용하여 D65 광원과 10° 시야각 조

건에서 CIE L*, a*, b* 값을 구하고, Munsell Conversion

(version 12.0.1)으로 H V/C 값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의해 모든 갈천 시료는 YellowRed의 색상으로 나타났

으며, 갈천 시료의 톤은 PCCS tone을 이용한 시감비

색에 의해 dull, dark, soft, grayish 톤을 각각 발현함이 

확인되었다.

갈천 시료에 천연 아로마 향을 부여함으로써 갈천

의 색채와 향기 간의 상호영향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

여, 천연 아로마 향의 섬유용 향수를 준비하였다. 천

연 감귤 오일(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공)과 천

연 편백 오일(영농조합법인 제주편백우드 제공)에 각

각 베이스오일(Ecoment, Korea)을 혼합하여 감귤 향 

및 편백 향의 섬유향수를 직접 제조하였다.

2. 갈천의 패션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평가

1) 피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 집단은 의류학 전공 20대 

여자 대학생 35명이었으며, 감성평가는 소속기관의 

IRB(승인번호: JJNU-IRB-2019-006-001)의 승인을 얻

은 후에 각 피험자로부터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이

해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모

든 피험자들은 최근 시각 및 후각 병력이 없었으며, 

한 피험자에 대하여 세 가지 서로 다른 자극물을 최

소 24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도록 조절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은 전공 교육을 통해 대

표적인 패션이미지의 개념을 학습하고 인지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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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갈천의 패션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

구들(Guan, 2018; Kim, 2003; Kim & Choi, 2010; Lee 

& Park, 2004; Shim & Ywoun, 2007)을 분석하여 패션

이미지로서 클래식, 엘레강스, 에스닉, 액티브, 매니

시를 선정하고, 각 패션이미지 스타일에 대한 용어

와 IRI 색채연구소가 개발한 형용사 이미지 스케일

(Image Research Institute Inc., 2011)에 나타난 형용사

를 포함하여 모두 141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감성

평가 용어 중에서 전공 대학원생들과 연구자들 간의 

토의를 거쳐 갈천의 각 패션이미지별로 가장 적합한 

형용사를 7개씩 선별하여 총 35개 패션이미지 형용

사를 결정하였으며, 패션이미지별로 선정한 대표 형

용사는 <Table 2>와 같다. 평가척도로는 7점 의미미

분척도(‒3~+3)를 이용하였다.

3) 평가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주관적 평가는 한 피험자에 대하여 3가

지의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는데, 첫째 Fabric only

(FO)는 갈천 직물만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피험자

가 시각과 촉각을 이용하여 각 패션이미지별로 자신

이 느끼는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둘째인 Fabric 

with citrus fragrance(FCT)와 셋째인 Fabric with cypr-

ess fragrance(FCP)는 갈천 직물에 준비한 천연향기 퍼

Pair
Specimen

abbre./pairs

Fabric

name

Fiber 

composition
Mordant Weave

Weight

(g/m2)

Thickness

(mm)

Munsell

H V/C

CIE

Lab

PCCS

tone
ΔE

A

C1*

Broad

cloth

Cotton

100%

None

Plain

164 0.44
1.13YR 

4.6/6.53

47.43

23.98

23.14

d

31.38

C2 Fe 164 0.43
7.37YR 

3.16/1.34

32.40

3.79

7.40

dk

B

C3

Gauze

None 79 0.64
1.82YR 

4.54/5.16

46.85

18.73

21.42

d

22.62

C4 Fe 72 0.56
7.58YR 

3.14/1.92

32.21

5.17

10.77

dk

C

C5*

Broad

cloth

None 164 0.44
1.13YR 

4.6/6.53

47.43

23.98

23.14

d

19.52

C6 None 198 0.44
1.81YR 

3.32/3.74

34.09

14.95

15.11

dk

D

S1

Georgette

Silk

100%

None

Plain

38 0.13
2.43YR 

6.38/4.94

65.51

15.89

21.11

sf

27.89

S2 Fe 38 0.13
2.95YR 

4.61/0.9

47.60

3.24

3.87

g

E

S3

Satin

None

Satin

146 0.43
2.47YR 

5.32/5.95

54.84

19.83

25.80

d

26.03

S4 Fe 131 0.38
7.32YR 

3.73/2.03

38.35

5.55

11.60

g

*: C1 and C5 are same fabric.

Table 1. Characteristics of Galchon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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퓸의 일정량을 뿌려서 갈천에 후각적 감성요소를 추

가한 상태에서, 피험자가 시각과 촉각, 후각의 감각

을 이용하여 패션이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제시

방법 FCT와 FCP에서는 갈천 시료로부터 20 cm 떨어

진 거리에서 동일한 연구자가 매 회마다 섬유향수를 

일정량이 분사되도록 뿌린 직후에 피험자에게 제공

되었다. 평가 시료 쌍인 A~E까지의 5개 쌍을 모든 제

시방법별로 평가하였으며, 피험자의 감각적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시료 쌍에 대한 평가 간 3분 

휴식을 반복적으로 갖도록 하였으며, 각 제시방법 간

에 최소 24시간 간격이 있도록 하였다. 모든 주관적 

평가는 viewing cabinet(GretagMacbeth, the Judge II, 

USA)의 D65 광원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3. 자료분석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패션이미지 

평가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색채 톤

이 다른 2종의 면 갈천 직물 간의 주관적 감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색채 톤이 

다른 3종의 견 갈천 직물 간의 주관적 감성 차이 및 

향기 유무에 따른 세 가지 제시방법 간의 주관적 감

성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하였다. 또한 색채특성과 향기 유무 제시방법 및 직

물 종류가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검정하

기 위하여 two-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CIE 물

리적 색채성질과 패션이미지 간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갈천의 물리적 색채특성과 향기 유무 제시방법을 이

용하여 주관적인 패션이미지를 예측하기 위하여 단

계적 선형 회귀식(stepwise linear regression)을 구하

였다.

III. 연구결과

1. 향기 유무 제시방법과 색채 톤 및 직물 종류가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갈천의 제시방법과 색채 톤이 패션이미지 스타일

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고찰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면 갈천에서는 패션이미지 ‘엘레강스’와 ‘액

티브’에서 향기 유무의 제시방법과 색채 톤 간에 유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클래식’과 ‘매

니시’는 향기 유무에 따른 제시방법, 색채 톤의 각 변

인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차이는 유의성을 보였으나, 

제시방법과 색채 톤과의 상호작용에는 유의성의 발

견되지 않았다. 견 갈천에서는 모든 패션이미지에서 

향기 유무의 제시방법과 색채 톤 간에 유의한 상호작

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면 갈천과 동일하게 ‘클래

식’과 ‘매니시’는 제시방법과 색채 톤 각각에 따라서 

Fashion image terms

Classic Elegance Ethnic Active Mannish

Classic

(고전적인)

Classy

(품위있는)

Ethnic

(민속적인)

Active

(활동적인)

Masculine

(남성스러운)

Gentle

(점잖은)

Chic

(우아한)

Natural

(자연스러운)

Pleasant

(경쾌한)

Independent

(자립적인)

Intellectual

(지적인)

Elegant

(고상한)

Rustic

(소박한)

Lively

(발랄한)

Stable

(안정감 있는)

Conservative

(보수적인)

Feminine

(여성적인)

Familiar

(친근한)

Freewheeling

(자유분방한)

Hard

(딱딱한)

Tidy

(단정한)

Luxury

(고급스러운)

Rural

(전원적인)

Comfort

(편안한)

Dignified

(위엄이 있는)

Basic

(기본적인)

Beautiful

(아름다운)

Exotic

(이국적인)

Practical

(실용적인)

Tenacious

(강인한)

Sophisticated

(세련된) 

Soft

(부드러운)

Calm

(차분한)

Healthy

(건강한)

Stately

(중후한)

Table 2. Representative adjectives selected as fashion imag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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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이미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제시방법과 

톤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에

스닉’도 톤의 요인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이에 따라 향기 유무의 제시방법과 색채 톤이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조성섬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고, ‘에스닉’ 에 대

한 감성 점수는 톤에 의해서만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클래식’, ‘엘레강스’, ‘액티

브’, ‘매니시’는 색채 톤에 따른 패션이미지도 유의하

게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향기유무에 따른 제시방법

에 의해서도 패션이미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이 발

견되었다. 특히 면 갈천에서는 ‘엘레강스’와 ‘액티브’

의 패션이미지가 향기의 유무에 의한 제시방법과 색

채 톤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패션이미지

로 확인되었다.

<Table 4>에는 향기 유무 제시방법과 직물 종류가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고찰한 결과

를 제시하였다. <Table 1>과 같이 면 갈천의 직물 종

류 변인은 broad cloth와 gauze의 2종이며, 견 갈천은 

georgette과 satin의 2종으로 설정하였다. 면 갈천과 

견 갈천 모두에서 향기 유무 제시방법과 직물 종류 

간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면 갈천

에서는 ‘에스닉’을 제외한 ‘클래식’, ‘엘레강스’, ‘액

티브’, ‘매니시’가 향기 유무의 제시방법, 직물 종류 

각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견 갈천에

서는 ‘클래식’, ‘매니시’에서는 향기 유무의 제시방

법, 직물 종류의 요인별로 패션이미지의 주관적 평

가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엘레강스’와 ‘액티브’

는 향기 유무 제시방법의 요인에 따른 차이가 유의

하였고, ‘에스닉’은 직물 종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갈천의 패션이

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선행연구(A.-R. Lee et 

al., 2011)에서 ‘전통적이다’, ‘여성스럽다’, ‘내추럴

하다’, ‘편안하다’의 감성이미지가 갈천의 조성섬유

와 역학적 성질, 표면 무늬 효과, 색채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와 연관된다.

Fashion image terms

Cotton Silk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

Presentation 

method 
Tone

Presentation 

method × Tone

Presentation 

method 
Tone

Presentation 

method × Tone

Classic

ms 54.306*** 612.580*** 05.106* 23.269** 362.605*** 06.890

df 2 1 2 2 2 4

F-value 12.431*** 280.454*** 01.169* 05.235** 081.580*** 00.775

Elegance

ms 62.211*** 335.247*** 15.861* 17.063** 019.355*** 04.162

df 2 1 2 2 2 4

F-value 13.247*** 142.773*** 03.377* 04.327** 004.909*** 00.528

Ethnic

ms 07.870*** 042.076*** 03.470* 11.955** 032.212*** 10.714

df 2 1 2 2 2 4

F-value 02.160*** 023.099*** 00.952* 02.478** 006.676*** 01.110

Active

ms 92.467*** 634.405*** 22.860* 28.267** 320.026*** 03.700

df 2 1 2 2 2 4

F-value 16.905*** 231.970*** 04.179* 05.504** 062.314*** 00.360

Mannish

ms 32.458*** 640.212*** 12.592* 27.780** 603.082*** 05.811

df 2 1 2 2 2 4

F-value 07.437*** 293.389*** 02.885* 06.713** 145.727*** 00.702

*p<.05, **p<.01, ***p<.001

Table 3. Results of interaction effect analysis between presentation methods and color tones on fashion image 

terms



천연 아로마 향이 갈천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187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면 갈천과 견 갈천 모두

에서 향기 제시방법이나 직물 종류의 변인보다 색채

특성인 톤이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으며, 견 갈천에서보다는 면 갈천의 패션이

미지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경향이었다. 또한 면 갈천

을 대상으로 향기 유무 제시방법과 색채 톤 간에 유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엘레강스’와 ‘액티브’에서 나

타나서, 면 갈천을 대상으로 이들 패션이미지를 기

획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견 갈천

은 갈천 고유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이미지보다 견 

섬유소재 자체의 ‘엘레강스’와 ‘클래식’ 이미지가 면 

갈천보다 뚜렷하게 강하고 ‘액티브’와 ‘에스닉’ 이미

지는 매우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선정한 패션이미지에 대해 조성섬유 자체로 인해 

가지는 감성이 뚜렷하여, 색채특성 톤과 향기 제시 

유무 등의 변인이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면 

갈천에 비하여 약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하여 

견 갈천에서 색채특성 톤과 향기 제시방법, 직물 종

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

겨진다. 한편 ‘에스닉’은 면 갈천과 견 갈천 모두에서 

향기 유무 제시방법과 색채 톤, 직물 종류에 따른 영

향을 가장 적게 받는 패션이미지로 판단되었는데, 

갈천 자체가 전통적이고 민속적인 이미지가 강한 소

재이므로 다른 변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가 어

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

과가 나타난 면 갈천의 향기 유무 제시방법과 색채

특성에 대해 이들 변인 간의 구체적인 경향에 대해

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갈천의 색채특성이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1) 톤이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면 갈천의 색채특성 톤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차이

를 t-test로 검정한 결과를 <Fig. 1>에 제시하였다. ‘에

Fashion image terms

Cotton Silk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
Main effect

Interaction 

effect

Presentation 

method 

Fabric

type

Presentation 

method ×

Fabric type

Presentation 

method 

Fabric

type

Presentation 

method ×

Fabric type

Classic

ms 46.556*** 20.007*** 1.254 25.144** 23.479** 11.811

df 2 1 2 2 1 2

F-value 09.308*** 08.000*** 0.251 05.062** 09.454** 02.378

Elegance

ms 57.915*** 39.213*** 0.626 16.006** 06.572** 00.235

df 2 1 2 2 1 2

F-value 11.522*** 15.602*** 0.125 04.042** 03.319** 00.059

Ethnic

ms 06.897*** 03.438*** 0.235 09.073** 25.429** 11.911

df 2 1 2 2 1 2

F-value 01.870*** 01.865*** 0.064 01.881** 10.546** 02.470

Active

ms 79.480*** 24.771*** 0.233 26.221** 00.064** 01.719

df 2 1 2 2 1 2

F-value 12.943*** 08.068*** 0.038 04.652** 00.023** 00.305

Mannish

ms 30.471*** 23.651*** 2.480 23.373** 27.753** 00.240

df 2 1 2 2 1 2

F-value 06.059*** 09.405*** 0.493 04.624** 10.980** 00.047

*p<.05, **p<.01, ***p<.001

Table 4. Results of interaction effect analysis between presentation methods and fabric types on fashion imag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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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닉’을 제외한 모든 패션이미지에서 FO, FCT, FCP

의 제시방법 모두에서 톤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클래식’과 ‘엘레강스’, ‘매니시’는 dull톤에서

보다 dark톤에서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고, 반면 ‘액

티브’에서는 dull톤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에스닉’

에서도 dull톤이 dark톤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FO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면 갈천

은 dark톤의 색채특성이 ‘클래식’과 ‘엘레강스’, ‘매

니시’의 패션이미지를 더 강화시켜줄 수 있으며, ‘액

티브’ 패션이미지는 dull톤의 색채특성에 의해 더 강

(a) Classic

   

(b) Elegance

(c) Ethnic

   

(d) Active

(e) Mannish

*p<.05, **p<.01

Fig. 1. Effect of color tones on fashion image terms depending on presentation methods of cotton Gal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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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느껴짐을 알 수 있었다.

견 갈천의 색채특성 톤이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

향을 one-way ANOVA 분석으로 검정한 결과는 <Fig. 

2>에 제시하였다. 모든 패션이미지가 갈천의 색채특

성 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Table 2>의 결

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클래식’과 

‘매니시’에서는 모든 제시방법에서 dull톤에서 가장 

강하게 느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엘레강스’

에는 모든 제시방법에서 dull톤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FCT에서만 soft톤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

(a) Classic

   

(b) Elegance

(c) Ethnic

   

(d) Active

(e) Mannish

*p<.05, **p<.01

a, b, and c mean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result.

Fig. 2. Effect of color tones on fashion image terms depending on presentation methods of silk Gal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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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액티브’ 패션이미지에서는 FO, FCT, FCP 

모두에서 톤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dull톤

이 가장 낮은 패션이미지 점수를 보였다. ‘에스닉’에

서는 FO와 FCT에서 모두 grayish톤이 더 높은 감성 

점수를 얻었다. 전반적으로 견 갈천의 dull톤이 ‘클래

식’과 ‘매니시’의 패션이미지 감성을 강화하는 경향

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 CIE 물리적 색채특성이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갈천의 CIE 물리적 색채특성이 패션이미지에 미

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Table 5>는 CIE L*, a*, b*, C* 값과 패션이

미지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제시방법 FO, FCT, FCP

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면 갈천에서 패션이미지 ‘클

래식’과 ‘엘레강스’, ‘액티브’, ‘매니시’는 CIE L*, a*, 

b*, C* 값과 유의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클래식’과 ‘엘레강스’, ‘매니시’는 이들 패션이미

지들은 CIE 물리적 색채특성 값과 모두 부적인 상관

을 보인 반면에 ‘액티브’와는 모두 정적인 상관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갈천의 표면 색채에서 명도가 낮고 

붉은 기미(a*)와 노란 기미(b*)가 모두 낮아서 채도 또

한 낮을수록 ‘클래식’과 ‘엘레강스’, ‘매니시’의 패션

이미지 감성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라고 풀이된다. 또

한 모든 패션이미지가 CIE 물리적 색채특성 중에서 

L*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서, 면 갈천의 패

션이미지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주는 CIE 물리적 색

채특성이라고 사료되었다. 이는 앞에서 면 갈천의 색

채 톤 중에서 어둡고 탁한 dark톤에서 ‘클래식’과 ‘엘

레강스’, ‘매니시’의 패션이미지가 더 강하게 평가되

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향기 유무 제시방법 중에

서는 FCT와 FCP보다 FO에서 전반적으로 색채특성

과 패션이미지 간에 더 강한 부적 상관이 성립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는 감귤 향기 또는 편백 향기가 함께 

주어지지 않고 갈천만이 제시되는 자극물 제시방법

에서는 갈천의 시각적 색채특성이 패션이미지에 더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한편 견 갈천에서는 면 갈천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서, CIE 물리적 색채특성인 L*, a*, 

b*, C* 값이 ‘클래식’과 ‘매니시’와는 모두 부적인 상

관을, ‘액티브’와는 모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어서, 

견 갈천의 표면 색채가 명도와 채도 값이 낮아질수록 

‘클래식’과 ‘매니시’의 패션이미지는 더 강하게 인지

되는 반면에 ‘액티브’는 덜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임

을 의미하였다. 다만 견 갈천의 ‘엘레강스’ 패션이미

Fashion image

terms

Presentation

method

Cotton Silk

L* a* b* C* L* a* b* C*

Classic

FO ‒0.408** ‒0.362** ‒0.373** ‒0.369** ‒0.367** ‒0.281** ‒0.241** ‒0.256**

FCT ‒0.336** ‒0.269** ‒0.288** ‒0.280** ‒0.293** ‒0.313** ‒0.291** ‒0.299**

FCP ‒0.327** ‒0.256** ‒0.275** ‒0.267** ‒0.342** ‒0.331** ‒0.304** ‒0.315**

Elegance

FO ‒0.326** ‒0.254** ‒0.286** ‒0.272** ‒0.082** ‒0.044** ‒0.034** ‒0.038**

FCT ‒0.197** ‒0.157** ‒0.169** ‒0.164** ‒0.136** ‒0.118** ‒0.112** ‒0.114**

FCP ‒0.253** ‒0.194** ‒0.209** ‒0.202** ‒0.061** ‒0.028** ‒0.016** ‒0.020**

Ethnic

FO  0.077**  0.085**  0.098**  0.093** ‒0.051**  0.083**  0.108**  0.100**

FCT  0.153**  0.141**  0.154**  0.148**  0.096**  0.135**  0.140**  0.139**

FCP  0.102**  0.103**  0.109**  0.107**  0.049**  0.099**  0.102**  0.102**

Active

FO  0.381**  0.367**  0.376**  0.373**  0.234**  0.259**  0.248**  0.253**

FCT  0.358**  0.321**  0.339**  0.332**  0.286**  0.343**  0.327**  0.334**

FCP  0.259**  0.250**  0.254**  0.253**  0.267**  0.277**  0.258**  0.265**

Mannish

FO ‒0.424** ‒0.379** ‒0.403** ‒0.393** ‒0.440** ‒0.416** ‒0.401** ‒0.408**

FCT ‒0.342** ‒0.286** ‒0.306** ‒0.297** ‒0.414** ‒0.389** ‒0.367** ‒0.376**

FCP ‒0.320** ‒0.253** ‒0.276** ‒0.266** ‒0.374** ‒0.330** ‒0.307** ‒0.316**

*p<.05, **p<.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IE physical color properties and fashion image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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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면 갈천에서와 달리, 갈천과 함께 감귤 향기가 

제시되는 방법에서만 CIE 물리적 색채특성들이 유

의한 부적인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견 갈천 자

체가 면 갈천에 비하여 ‘엘레강스’ 패션이미지가 강

하게 느껴지는 직물이므로 색채특성이 ‘엘레강스’에 

대한 주관적 감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을 수 있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감귤 향기와 함께 제시되었

을 때에 견직물의 색채특성이 ‘엘레강스’ 패션이미

지에 유효한 영향을 주었음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Fig. 2>에서와 마찬가지로 감귤 

향기 제시방법에서 FCT에 한하여 색채 톤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엘레강스’ 패션이미지에서 발견된 바와 

일치한다. 견 갈천에서 패션이미지 ‘에스닉’은 면 갈

천에서와 마찬가지로 CIE 물리적 색채특성 L*, a*, b*, 

C* 값과 전반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나타내어

서, 갈천 색채의 명도가 높고 붉은 기미(a*)와 노란 

기미(b*)의 값이 모두 높아서 채도 또한 높아질수록 

주관적 ‘에스닉’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갈천의 색채가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결과를 정리하면, 면 갈천과 견 갈천 

모두에서 ‘액티브’를 제외한 모든 패션이미지가 갈

천 표면 색채의 명도와 채도가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클래식’과 

‘매니시’는 모든 색채의 객관적 특성이 부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면 갈천

에서 더 뚜렷하게 보여서 어둡고 탁한 dark톤에서 패

션이미지 ‘클래식’과 ‘엘레강스’, ‘매니시’가 더 강하

게 느껴지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에 ‘액티브’와 ‘에

스닉’은 이보다 더 밝은 dull톤에서 더 강하게 인지되

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dull톤의 면 갈천이 전형적인 

전통 갈천의 색채이자 섬유소재이므로, 갈천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는 여대생 피험자들이 dull 톤의 면 갈

천으로부터 편안하고 활동적이며 민속적인 이미지

의 감성을 더 강하게 연상하였을 수 있다고 사료되

었다. 전반적으로 색채에 따른 갈천의 패션이미지의 

차이는 모든 향기 유무 제시방법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갈천의 패션이미지는 색채특성에 의해 기

본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시

방법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차이는 서로 다른 색채특

성별로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향기 유무 제시방법이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면 갈천과 견 갈천을 대상으로 향기 유무 제시방

법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차이를 색채 톤별로 one-way 

ANOVA 분석한 결과를 <Fig. 3>‒<Fig. 4>에 제시하였

다. 면 갈천은 향기를 함께 제시하지 않았을 때에 전

반적으로 ‘클래식’과 ‘에스닉’, ‘액티브’, ‘매니시’의 

패션이미지가 갈천 색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보였다. 즉, dull톤에서는 ‘엘레강스’와 ‘액

티브’ 이미지가 동시에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에, dark톤에서는 ‘엘레강스’의 이미지는 여전히 강

하게 나타나나 ‘액티브’는 dull톤에서보다 훨씬 약하

게 인식되었으며 ‘클래식’ 이미지는 dull톤에 비하여 

훨씬 강하게 느껴진다고 보였다. 본 연구에서 향기 

유무 제시방법에 따른 패션이미지의 차이 분석 결과

에 따르면, 면 갈천에서는 dull톤과 dark톤 각각에서 

공통적으로 ‘에스닉’을 제외하고 ‘클래식’, ‘엘레강

스’, ‘액티브’, ‘매니시’에서 제시방법에 따라 패션이

미지의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ig. 3). ‘클래

식’에서는 FO와 FCP는 서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

면에 이들 제시방법은 FCT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었는데, 감귤 향기를 함께 제시하였을 때에 두 톤 모

두에서 ‘클래식’ 패션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귤 향기는 면 갈천

의 ‘클래식’ 패션이미지는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엘레강스’에서는 dull톤과 dark

톤 모두에서 향기를 함께 제시하였을 때 갈천의 패

션이미지가 향상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dull톤

에서 향기가 없는 FO에서는 패션이미지 점수가 음

의 값을 보였으나 FCT와 FCP에서 모두 양의 값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감귤 향기를 함께 제시한 FCT에서 

‘엘레강스’ 패션이미지 점수가 향상된 결과는 선행

연구(Oh & Kim, 2012)에서 감귤과 동일한 시트러스 

계열인 레몬 향이 매력성과 여성성이 강하게 인지된

다는 보고와 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사료되었다. 또

한 세 가지 제시방법 모두 양의 점수인 dark톤에서는 

편백 향을 제시한 FCP가 다른 두 제시방법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은 ‘엘레강스’ 패션이미지 점수를 보여

서, 편백 향은 dark톤 면 갈천의 ‘엘레강스’ 감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액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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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ull톤이 전반적으로 dark톤보다 패션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양 톤 모두에서 

FCT가 다른 두 제시방법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은 패

션이미지 점수를 나타내었다. 즉 ‘액티브’ 패션이미

지는 면 갈천에서 감귤 향에 의해 향상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감귤과 동일한 시트러스 계열인 오

렌지 향이 상쾌하고 유쾌한 감성을 유발한다는 선행

연구(Baik et al., 1999)의 결과와도 연관이 되는 것으

로 해석된다.

견 갈천을 대상으로 향기 유무 제시방법에 따른 

(a) Classic

   

(b) Elegance

(c) Ethnic

   

(d) Active

(e) Mannish

*p<.05, **p<.01

a, b, and c mean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result.

Fig. 3. Differences in fashion image terms among presentation types of cotton Galchon.



천연 아로마 향이 갈천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193 –

패션이미지의 차이 분석 결과는 <Fig. 4>와 같다. 분

석에 앞서 견 갈천의 패션이미지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색채 톤에서 ‘엘레강스’ 이미지가 강하게 인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면 갈천과 마찬가지

로 다른 패션이미지는 색채 톤에 따라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는데, soft톤에서는 ‘액티브’가, dull톤에서는 

‘에스닉’과 ‘액티브’, dark톤에서는 ‘클래식’, ‘에스닉’, 

‘매니시’가 다른 패션이미지보다 더 강하게 인지되

었다. 특히 가장 밝은 톤인 soft톤에서 ‘액티브’ 이미

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Yi, 2014)

(a) Classic

   

(b) Elegance

(c) Ethnic

   

(d) Active

(e) Mannish

*p<.05, **p<.01

a and b mean Scheffe's multiple comparison result.

Fig. 4. Differences in fashion image terms among presentation types of silk Gal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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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soft 톤의 감물염색 직물의 색채 감성이 선명/역

동감이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던 바와 일부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견 갈천은 면 갈천에 비하여 향기 유무 제

시방법에 의해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었다. 구체적으

로 견 갈천의 ‘엘레강스’ 패션이미지는 모든 톤에서 

제시방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

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색채특성에 의해 의미 

있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천연 아로마 

향의 제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풀이된

다. ‘클래식’과 ‘에스닉’, ‘매니시’ 또한 각각 dull톤과 

soft톤에서 미비한 유의성이 나타난 결과를 제외하면 

향기 유무 제시방법에 의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패션이미지 ‘액티브’는 dull톤에서 

뚜렷한 감귤 향에 을 중심으로 천연 아로마 향의 유의

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즉 dull톤에서 견 갈천의 ‘액

티브’ 패션이미지는 감귤 향에 의해 유의하게 더 높

아졌으며, 이는 면 갈천의 ‘액티브’ 패션이미지에서

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향기 유무 제시방법이 패

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견 갈천에서보다 면 갈천

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이는 갈천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직물 특성을 고찰한 선행연구(A.-R. Lee et al., 

2011)에서는 ‘전통적이다’, ‘여성스럽다’, ‘내추럴하

다’, ‘편안하다’를 포함하는 감성이미지가 갈천의 조

성섬유와 역학적 성질, 색채특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감귤 향기는 면 갈천의 ‘클래식’ 패션이

미지는 낮아지게 하는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액티

브’의 감성은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었

다. 또한 면 갈천의 ‘엘레강스’ 감성은 향기를 제시하

지 않은 FO에서보다 향기를 제시한 FCT와 FCP에서 

더 강하게 느껴질 것으로 기대되었는데, 특히 어두운 

dark톤에서 편백 향에 의한 향상 효과가 두드러졌다. 

반면에 ‘에스닉’은 면 갈천에 있어서 감귤과 편백의 

천연 아로마 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패션

이미지라고 사료되었다.

4. 갈천의 패션이미지 예측모델

천연염색 소재인 갈천의 패션이미지 예측모델을 

제시하고자, 갈천의 패션이미지 주관적 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CIE 물리적 색채특성인 CIE L*, a*, b*, 

C* 값과 향기 유무 제시방법(FO, FCT, FCP)을 설명

변수로 이용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면 갈

천에서 ‘클래식’과 ‘엘레강스’의 예측모델이 0.600 이

상의 R2 값을 나타내었고, 견 갈천에서는 예측모델

의 R2 값이 ‘클래식’은 0.837, ‘매니시’는 0.693을 얻어

서, 이들 갈천의 패션이미지 예측모델로서 설명력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면 갈천에서 패션이미지 ‘클래식’의 예측모

델에 CIE L*이 부적 설명변수로, b*는 정적 설명변수

로 진입하였는데, 예측모델에서 L*의 계수와 앞에서 

L*과 ‘클래식’의 부적 상관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 바

를 함께 고려하면 CIE L*의 설명력이 더 크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향기 유무 제시방법으로 FCT가 부

적 설명변수로 진입함에 따라 면 갈천에서는 감귤 향

이 함께 제시될 경우에 ‘클래식’ 이미지가 약해진다

Fiber Equation R2

Cotton

Classic = 5.581 – 0.138 · L* – 0.359 · FCT + 0.062 · b* 0.636

Elegance = 3.609 – 0.099 · L* + 0.363 · FCP + 0.041 · a* 0.675

Ethnic = 0.972 + 0.022 · b* 0.147

Active = –2.742 + 0.081 · L* 0.291

Mannish = 3.806 – 0.08 · L* 0.525

Silk

Classic = 2.642 – 0.034 · L* – 0.062 · a* + 0.018 · C* – 0.095 · FCT + 0.24 · FCP 0.837

Elegance = 2.047 – 0.015 · L* + 0.011 · a* – 0.005 · C* + 0.071 · FCT + 0.267 · FCP 0.294

Ethnic = 0.466 – 0.009 · L* – 0.03 · a* + 0.041 · C* + 0.205 · FCT + 0.071 · FCP 0.189

Active = –1.294 + 0.018 · L* + 0.045 · a* + 0.004 · C* + 0.302 · FCT – 0.007 · FCP 0.250

Mannish = 4.081 – 0.061 · L* + 0.154 · a* – 0.114 · C* – 0.083 · FCT + 0.238 · FCP 0.693

Table 6. Prediction models of fashion image terms for Gal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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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측되었다. 이는 앞에서 제시방법에 따른 면 갈

천의 패션이미지 차이를 검정한 결과<Fig. 3>에서도 

dull톤과 dark톤에서 모두 감귤 향을 함께 제시한 FCT

에서 ‘클래식’ 패션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바와 일치한다. 한편 ‘엘레강스’의 예측모델에는 CIE 

a*와 FCP가 정적 설명변수로, L*이 부적 설명변수로 

진입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색채특성과 제시방법이 

‘엘레강스’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

과를 고려할 때에, 면 갈천 색채의 명도가 낮고 편백 

향이 함께 제시될 경우에 ‘엘레강스’ 패션이미지에 대

한 주관적 감성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견 갈천의 패션이미지 예측모델에서 ‘클

래식’은 채도를 의미하는 C*와 제시방법 FCP는 정적 

설명변수로, L*과 a*, FCT는 부적 설명변수로 진입

하였다. 이는 다른 패션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견 갈

천의 ‘클래식’ 패션이미지가 L*과 부적인 상관관계

를 보인 <Table 4>의 결과와 <Fig. 4(a)>에서 감귤 향

을 함께 제시하였을 때에 ‘클래식’의 주관적 감성 점

수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결과와 관련

된다. ‘매니시’는 CIE L*과 a*, C*, FCP 및 FCT의 설

명변수가 예측모델에 진입하였는데, 구체적으로 L*

과 C*가 ‘매니시’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편백 

향이 함께 제시되었을 때에 견 갈천의 ‘매니시’ 패션

이미지가 더 강하게 느껴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의미 있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Fig. 5>‒<Fig. 6>은 면 갈천의 패션이미지 ‘클래

식’과 ‘엘레강스’, 견 갈천의 패션이미지 ‘클래식’과 

‘매니시’을 대상으로 패션이미지와 객관적 변인들 간

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Fig. 5(a)>

의 ‘클래식’과 L*과의 관계를 보면, 앞에서 논의한 바

와 같이 서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감귤 향을 함께 제시한 방법인 FCT의 주

관적 감성 점수가 다른 제시방법 시의 점수들보다 전

반적으로 낮게 위치하는 것으로 보여, 면 갈천의 ‘클

래식’ 예측모델과 일치한다고 사료된다. <Fig. 5(b)>

에서 면 갈천의 ‘엘레강스’ 주관적 감성 점수와 CIE 

L*과의 관계를 보면, 앞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

측모델에서 정적인 영향을 가진 FCP가 다른 제시방

법에 의한 주관적 감성 점수들보다 더 높은 값에 전

반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다. <Fig. 6(a)>는 견 갈천의 

패션이미지 ‘클래식’과 L*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들 간의 전반적인 부적 상관관계뿐 아니라, FCT의 

제시방법에서는 주관적 감성 점수가 대체로 낮아지

며, FCP 제시방법에서는 주관적 감성 점수가 전반적

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a) L* & Classic

   

(b) L* & Elegance

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image terms and physical color property of cotton Gal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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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Fig. 6(b)>에서 ‘매니시’는 L*이 작을수록 그 

감성이 강하게 느껴지는 경향임을 나타내었는데, 이 

또한 패션이미지 ‘클래식’의 예측식에서 L*이 부적

인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었음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에서 제안한 

예측모델은 면 갈천과 견 갈천을 각각 대상으로 물리

적인 색채특성들과 향기 유무에 따른 조건을 변인으

로 활용하여 패션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감성을 설명

하고 예측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Ⅴ. 결   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 아로마 향이 전통 천연

염색 소재인 제주 갈천의 주관적 패션이미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천연 감

귤 향과 편백 향을 면직물과 견직물로 구성한 갈천

과 함께 자극물로 사용하여, 후각적 감각 시/촉각 감

각의 조합에 의해 갈천의 패션이미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색채와 직물 종

류가 서로 다른 면 갈천과 견 갈천의 색채특성과 직

물 종류, 천연 향 유무에 따른 자극물 제시방법이 갈

천의 주관적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의한 객관적 변

인들을 활용한 갈천의 주관적 패션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제안하여, 갈천의 복합감성 개

발과 활용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갈천의 색채특성 및 향기 유무 제시방법과 주관

적 패션이미지 간의 상호효과는 견 갈천에 비해 면 

갈천의 패션이미지 ‘엘레강스’와 ‘액티브’에서 유의

하게 나타나, 색채와 향기의 복합감성을 활용하여 면 

갈천의 패션이미지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

었다.

2. 갈천의 객관적 색채특성은 면과 견 모두에서 패

션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으로 갈천 

표면 색채의 명도와 채도가 낮을수록 패션이미지 

‘클래식’과 ‘매니시’의 감성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결

과를 얻었다. 특히 면 갈천은 어둡고 탁한 dark톤에서 

패션이미지 ‘클래식’과 ‘매니시’의 주관적 평가 점수

가 더 높게 나타난 반면에, 이보다 더 밝은 dull톤에서 

‘에스닉’과 ‘액티브’ 감성이 더 강하게 인지되어서, 

전형적인 갈천 색채인 dull톤에서 전통 갈천의 에스

닉한 이미지와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가 연상된

다고 풀이할 수 있다.

3. 천연 아로마 향인 감귤 향과 편백 향이 갈천에 

대한 주관적 패션이미지 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a) L* & Classic

   

(b) L* & Mannish

Fig. 6.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image terms and physical color property of silk Galc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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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영향은 견 갈천에서보

다 면 갈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즉 갈천과 감귤 

향기를 함께 제시하였을 때 면 갈천의 ‘클래식’ 패션

이미지가 유의하게 낮아졌는데, ‘액티브’의 감성은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 면 갈천의 ‘엘레강스’ 감성

은 어두운 dark톤에서 편백 향에 의해 유의하게 향상

된 반면 면 갈천의 ‘에스닉’은 감귤과 편백의 천연 아

로마 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패션이미지로 

판단되었다.

4.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갈천의 색채특성과 아

로마 향의 유무와 종류를 변인으로 갈천의 패션이미

지를 예측하는 회귀방정식을 제시하였으며, 면 갈천

의 ‘클래식’과 ‘엘레강스’, 견 갈천의 ‘클래식’과 ‘매

니시’의 예측모델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전통 천연염색 소재로서 독특한 색채특

성과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갈천의 패션이미지에 

천연 아로마 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규

명한 최초의 연구로서, 천연 아로마 향을 이용하여 갈

천의 패션이미지를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기획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단 피험자를 제주도 내 의류학 전공 여대생에 한정

하여 그 결과의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후속연구에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패션 전문

가와 일반 소비자를 포함한 피험자 집단의 확대를 통

하여, 천연 아로마 향이 갈천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일반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천연염색 제품의 동향을 반영하여 갈천 

소재를 더 다양하게 적용하고, 단색뿐 아니라 갈천 색

채의 배색에 대한 아로마 향의 영향을 추가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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