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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인 거리 두기가 장기

화 되면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통한 업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

한 수요와 의존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패

션 디자이너들이 소재를 선정할 때는 스와치를 통한 물리적인 체

험이 필수적으로 선행되고 이후 적합한 소재를 최종 선정하는 일

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직접 

만져보지 못하고 패션 소재의 촉감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꼽힌다. 특히, 현재 원단 판매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진 및 

영상 같은 시각자료와 몇 개의 단어로 제시되는 설명은 디자이너

들이 화면을 통해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온

라인 패션 제품 판매처들은 소비자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사진, 확대기능, 영상, 실시간 채팅 서비스 등 최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자 하였고, 기술적으로는 가상현실 또

는 증강현실과의 상호작용을 높여주며 촉감을 전달해주는 햅틱 기

기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와 패

션 디자이너들이 소재를 인지하는 방식은 접근법부터 매우 다르기

에 패션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수준의 정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 비대면 환경에서 디자이너들에게 화면을 

통해 소재를 보여 줄 때 필수적인 정보의 종류와 방식에 대한 구

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 또한 부재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를 위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이상적인 

패션 소재 제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소재 산업이 

온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촉감 정보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둘째, 패션 디자이너의 소재 인지 과정에서의 감각 지각 특성을 

규명한다. 셋째, 비대면 환경에서 패션 소재의 촉감을 인지하고 효

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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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범위로는 3년차 이상의 여성복 패션 디자이너 20명을 대

상으로 하며 사전 조사를 통해 비대면으로 화면을 통해 소재를 볼 

때 파악이 가장 어려운 소재 종류 및 특성을 도출하여 코튼류, 폴

리에스테르류, 실크류의 3가지 종류와 두께감, 신축성, 광택감, 드

레이프성의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종류별

로 두께, 광택, 신축성, 드레이프성의 차이가 있는 3가지 소재를 

선정하여 총 9가지 소재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연구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패션 소재 판

매 웹사이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시각자

료 및 텍스트 정보의 형태를 유형화 하였다. 둘째, 패션 디자이너

의 소재 촉감 인지 과정의 행동 및 전반적인 특성 파악을 위한 실

험을 진행하였다. 셋째, 앞선 사례조사를 통해 유형화한 현재 제공

되고 있는 시각자료 및 텍스트 정보 유형의 장단점에 대한 1:1 심

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넷째,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차적인 

제시 방법을 도출하고, 전문가 집단 5인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이

를 검증하고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패션 디자이너의 업무 특수

성을 고려하여 화면을 통한 소재 인지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패션 소재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패션 소재 판매 웹사이트에 대한 사례분

석을 통해 총 25가지의 시각자료 유형과 5가지의 텍스트 정보의 

제시 유형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가장 효과

적인 제시 방법을 선정하였다. 시각자료의 경우 소재 정면 사진,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 회오리형 주름 사진, 불규칙적 주름 사진, 

드레스폼에 소재를 얹은 사진, 드레이핑이 된 사진, 움직이는 소재  

영상, 신축성을 표현하는 영상의 6가지 사진자료와 2가지 영상자

료로 구성된 8가지 시각 자료가 필수 자료로 선정되었으며, 텍스

트 자료에서는 사실 나열형, 감각 척도형 제시 방법이 선정되었다. 

시각자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인 정면 사진은 자를 소재 위

에 올려 둔 상태로 소재로부터 30cm 거리에서 촬영하여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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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클로즈업 사진은 소재로부터 10cm 거리 이내에서 45도로 각

도를 틀어서 촬영하여 제시한다. 회오리형 주름 사진과 불규칙적 

주름 사진은 소재에 따라 선호되는 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으나, 일반적으로는 중간 밀도의 사진이 선호되었다. 비침이 

있는 소재의 경우 불규칙한 주름 사진의 촬영 시 소재 아래에 배

경색으로 피부색과 유사한 색상의 종이를 배치하여 촬영한다. 피

부색에 따른 비침 정도와 색상을 확인하기 위해 3가지 명도의 피

부 색상을 배경으로 촬영한다. 드레스폼에 소재를 얹은 사진의 경

우 드레스폼이 드러나지 않게 소재로 위에서 드레스폼을 덮듯이 

얹어 촬영하여 전신이 나타나도록 제시하고, 드레이핑 된 사진은 

단순한 원피스 형태로 소재를 드레스폼에 두른 후 허리선을 뒤에

서 핀으로 당겨 잡아 드레스폼의 정면에서 전신이 나타나도록 촬

영하여 제시한다. 영상자료에서 움직이는 소재 영상은 디자이너들

이 실제 소재를 탐색할 때 관찰된 행동에 기반하여 손 뿐만 아니

라 손목, 팔의 앞 부분까지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 신축성을 

표현하는 영상은 모눈종이를 배경으로 촬영하고 소재를 당기는 동

작과 함께 악력에 대한 정보를 자막으로 제공하여 힘의 강도에 따

라 소재가 늘어나는 정도를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 자료의 길이는 약 10초 내외 길이로 20초를 넘기지 않도록 

하여 별도의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gif 형식으로 변환

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시각적 정보를 제시할 때는 동일

한 환경에서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통일감을 전달하여

야 한다. 이러한 통일성은 웹사이트 내에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

여 사용자가 느끼는 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며 사용자

의 긍정적인 경험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보의 양에 있어

서는 간결성이 강조되며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가지 시각 자료의 

제시가 권장된다. 많은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일

한 양의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스크롤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효과

적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텍스트 정보는 기본적으로 사실나열형 

정보와 감각척도형 정보를 제공한다. 사실나열형 정보에서는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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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달 가능한 제품번호, 혼용률, 조직, 두께, 원산지, 가격, 

폭, 무게, 색상, 팬톤 컬러 번호, 제조 특성, 가공 종류, 염색 종류, 

재고/리오더 가능 여부, 추천 제작 복종, 프린트 사이즈를 제시한

다. 감각척도형 정보에서는 사실나열형 정보로 제시가 어려운 신

축성, 비침, 표면 촉감, 광택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5점 척도

를 기반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감

각척도형 정보에서는 작성자의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표기

하며 주관적인 정보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텍스트형 정보에서는 

신뢰성이 가장 강조되므로 주관적인 표현을 삼가며, 주관적인 특

성은 감각척도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실나열형 텍스트 정보에는 양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감각척도형 

정보의 경우 5가지 이하의 항목으로 제한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패션 소재

의 햅틱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소재의 햅틱을 

더욱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

재가 제시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

재의 햅틱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과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소재 

햅틱인지에 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므로 본 연구 결과가 이

에 대한 학문적 관점을 넓히는데 이바지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한,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되는 학술적인 자료로 사

용될 수 있다는 점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디자이너들

이 화면을 통해 촉감을 예측하여 소재를 선택해야 하는 3D 의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자료로 

사용되어 디자이너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으로 패션 소재를 판매하는 웹 인터페이스의 발전을 통해 패션 소

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직접 패션 소재를 판매하

는 시장을 방문하여 스와치를 확보하거나, 패션 소재 업체와의 대

면 미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디자이너의 업무 효

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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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인 의의가 있다. 

현재 패션 디자이너들이 시장조사를 통해 소재 스와치를 수집하는 

경우 대부분 무분별하게 스와치를 담아오며 이로 인하여 많은 폐

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패션 소재 시장이 디지털

화되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구매 또

는 스와치 요청에 신중하게 되므로 패션 소재에 대한 소비 습관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매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소재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패션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의 

햅틱에 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 소

재 제시 방식을 파악하고 각각의 효과를 확인하여 이를 기반으로 

기존의 제시 방법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체계를 확립하였다. 하지

만 결국 햅틱 인지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각에 대한 것이며 사용자

와, 대상이 되는 패션 소재의 물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확

인되었으므로 업무적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언어적 

정보와 함께, 물성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적 정보 또한 함께 제공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간소화된 객관적 측정 

방법의 개발과 이로부터 얻어진 수치적 정보를 통합적으로 받아들

이며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

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패션 소재, 촉감 정보, 햅틱 지각, 패션 디자이너

학 번 : 2018-3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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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비대면 형태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정보

를 얻는 시대가 열렸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물리적인

거리 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통한 업무적 커뮤니

케이션에 대한 수요와 의존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삶의 형태가 급격히 디지털화되면서 패션 산업 역시 전통적인 업무 형

태가 무너지고 있으며 패션 바이어와 디자이너 등 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재를 구매하기 위해 해외를 방문하는 것에도 제약이 생겼으며 각

종 행사 또한 금지되면서 패션쇼뿐만 아니라 파리의 프리미에르 비죵

(Première Vision), 밀라노의 우니카(Milano Unica) 등 세계적인 소재

박람회들도 최초로 디지털 형태의 쇼를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밀라노에

서 열리는 국제 소재 박람회인 우니카의 회장 Alessandro Canonico는

(Milano Unica, 2021) 패션 소재는 만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쇼가 물리적인 쇼를 대체할 수는 없

다고 하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디지털 형태의 쇼가 이어질 것이기 때

문에 웹사이트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패션 행사뿐만 아니라 패션 하우스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패션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는 디자인 하우스

에서 컬렉션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도시 봉쇄 기간 동안 줌(ZOOM)을 통

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공간에

서 드레이핑, 피팅 등 맡은 작업을 하고 영상을 통해 다른 팀원들과 공

유하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Maison Margiela, 2020).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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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디자인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결정을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통해 내

려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패션 디자이너들이 소재를 선정할 때는 스와치를 통한

물리적인 체험이 필수적으로 선행되고 이후 적합한 소재를 최종 선정하

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패션 디

자이너들은 화면에 보이는 소재를 사진 및 영상 같은 시각자료와 몇 개

의 단어 설명만을 보고 그 제품의 질과 미적 가치, 적합성 등을 종합적

으로 판단해야 한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직접 소재를 만져보고 체험

할 수 없는 디지털 환경에서 촉감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꼽힌다. 특히, 현재 원단 제조업체 또는 판매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는 디자이너들이 화면을 통해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스와치를 사용하지 않고 디자이너들에게 디지털 기기의 화면

만을 통해서 소재를 보여주는 서비스 환경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이 이루어

져 왔다.

현재 패션 산업에서 비대면 환경에서의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가

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패션 제

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다. 그동안 패션 제품은 일반 생활

용품과 달리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인지가 힘들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높은 반품률을 보이는 카테고리로 꼽혀왔다. 그 때문에 온라

인 패션 제품 판매처들은 소비자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다양한 사진, 확대기능, 영상, 실시간 채팅 서비스 등 최대한 구체적

인 정보를 주고자 노력하며 서비스의 발전을 이루었다. 이밖에도 기술

적으로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의 상호작용을 높여주며 촉감을 전달해주는 햅틱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Chen et al., 2015; Volino et al., 2006). 하지만,

햅틱 기술을 담은 다양한 보조적 장치 및 서비스들이 활발히 연구 개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소재를 만지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전달하는 결과는 여전히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개발에



- 3 -

앞서 인간의 촉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Chen et al., 2015).

소재의 햅틱 지각 관련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소재의 특성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시각과 촉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그리고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정 관련 연구가 주요 주제로 파악되었다.

첫째, 소재의 특성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섬유(textile) 분야에서 직물의 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

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는 가와바타 시스템

(Kawabata Evaluation System)을 활용하여 역학적 물성과 표면의 특성

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촉감을 수치화하는 연

구들이 있다(Kawabata & Niwa, 1991; Barker, 2002). 이러한 연구는 섬

유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데이터화 하여 커뮤니케이션의 객관

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기계적이고 물리적 차원으로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집중되어있었으며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차원은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환경에

서 햅틱 기기를 통해 소재의 질감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

지며 기존 접근법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Chen et al. (2015)는 인간

의 피부를 통한 소재 촉감 지각과 햅틱 기기를 통한 촉감 지각을 비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적용한 손가락

모양의 햅틱 기기를 통해 경험한 촉감과, 실제 인간의 손가락으로 측정

한 촉감 평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양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촉감이 단순한 표면 재질감을 통해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Xiao et al.(2016)과 Xue et al. (2013)은 대부분의 소재 특성

을 측정하는 선행 연구들이 시각의 영향은 배제한 채 표면의 질감만을

기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기계로 측정된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하는 햅틱 기기로는 인간이 느끼는 촉감을 구현할 수 없

다고 주장하며 기계가 아닌 인간의 감각 체계와 인지의 복잡성을 이해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햅틱 경험은 시각과 촉각이 함께

작용하며 얻어지는 감각이므로 촉각적인 탐구와 시각적인 탐구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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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렇게 촉감 인지에서 시각과 촉감

의 상호 관련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의 ‘촉감’이라는 단어는 시각의 영

향을 포함하는 ‘햅틱’이라는 개념으로 더욱 확대되었으며 실제 및 가상

의 환경에서의 촉감에 대한 복합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햅틱 인지에서의 시각과 촉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이다.

스크린을 통합 비접촉적 촉감 판단 및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민

과 김혜연(2016)은 동일한 소재여도 실제 접촉 때문에 촉감을 느낄 때

사용될 수 있는 형용사와 시각적으로 인지된 촉감을 표현할 때의 형용

사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시 촉각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Eklund & Helmefalk(2018)는 뇌에 저장된 과거의 경험 및 기억이 시각

과 촉각 사이의 관계를 적정히 조정하여 촉감 인지에 영향을 준다고 밝

혔다. 즉, 소재의 촉감 인지는 단순히 손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눈과

손, 그리고 뇌를 통한 통합적인 촉감 인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이며 수치적인 접근보다는 통합적으

로 인간의 감각 지각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Xue et al. (2013)은 햅틱 기기 없이 시각자료만을 통해서 눈

으로 소재를 인지할 때의 정확도를 확인하고자 기계를 통해 측정된 촉

각적 특성과 시각적 자료를 통해 인간이 인지한 촉감, 그리고 실제 제

품을 만지고 느낀 촉감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직접 만지지 않아도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주요 촉감적 특

성의 인지가 가능하며 그 정확도 또한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Xiao(2016)는 손으로 인지한 촉감과 비접촉적인 시각적 촉감의 정확도

차이를 비교하고 시각을 통한 촉감 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비접촉적 환경에서 시각을 통해 소

재의 촉감을 인지할 때 사진과 영상 속에서 나타난 제품의 주름, 색상,

빛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영상의 큰 효과를 검증하였

다. 비접촉적 환경에서 소재의 촉감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시각적 자료

로 영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어떠한 형태의 영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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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재하다. 시각을 통한 촉

감 인지에서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정보는 사진과 영상만을 포함하는 것

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진과 영상 우측 또는 이미지 하단에 위치한

글로 쓰여진 정보를 포함한다. Jeong et al. (2008)은 비접촉적 환경에서

시각을 통해 촉감을 파악할 때, 제품의 혼용률 및 제품의 두께, 매끄러

움, 유연성에 대한 상세 정보가 촉감 인지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진과 영상 외에도 글자로 쓰

여진 제품 관련 세부정보가 뇌에 축적된 과거의 촉감 경험을 불러일으

킴에 따라 촉감 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Rodrigues et al.(2017)

는 패션 제품을 인지할 때 글로 쓰여진 햅틱 정보의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를 실험을 통해 진행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는 글로 쓰여진 햅틱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제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촉감 인지를 할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구매 의사 또한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햅틱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한 연구이다. 패션 마케팅 및 리테일링, 소비자학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감정과 행동 반응에 영향을 주는 촉각적인 단서들에 집중하며 구매 의

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Eklund &

Helmefalk, 2018). 최근에는 실물을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서의 햅틱 관련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Jha et al., 2020;

Childers & Peck, 2011). Cho et al. (2007)은 두 가지 패션 제품 판매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촉감적 정보로서 무게감과 세탁방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웹사이트 환경을 자극물로 소비자

들의 의류 소재 인지 정확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으로 촉감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정확도가 더욱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패션에서의 햅틱 연구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수치화된 촉감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는 양적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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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였으나, 최근 인간의 복잡한 감각을 다룬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질적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실험 및 심층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늘어났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과거에 실제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느껴지는 촉감에 집중되어있었던 연구의 주제가

최근에는 비접촉적, 간접적, 인공적으로 전달되어 느끼는 촉감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패션에서의 햅틱 관련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

만을 중심으로 연구됐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와 패션 디자이너들이 소

재를 인지하는 방식은 접근법부터 매우 다르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원

하는 수준의 정보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

(Petreca et al., 2015). 하지만 디자인 과정의 일부로써 디자이너가 소재

를 확인할 때 일반 소비자와의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여전히 탐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또한, 비접촉적 환경

에서 디자이너들에게 화면을 통해 소재를 보여 줄 때 필수적인 정보의

종류와 방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 연구도 부재하다.

따라서 디지털화된 패션 소재 산업과 디자이너 사이의 효율적인 커뮤니

케이션을 위한 기반 자료가 될 수 있는 비접촉적 환경에서의 소재 햅틱

지각에 관한 디자이너 중심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해 현재 소재 산업이 온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촉감 정보 현황을 분석하고, 실험과 심층면접을 진행하

여 디자이너의 패션 소재 인지 과정에서의 감각 지각 특성을 규명하여

이를 기반으로 비대면 시대의 패션 소재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이너들이 화면을 통해 촉감을 예측해서 소재를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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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3D 의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환경 개선의 기반 자료

로 쓰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CLO, Optitex, VStitcher 등의 프로그

램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소재에 대한 정

보만으로는 정확히 소재를 인지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재에 대한 적절한 종류의 정보가 효과적인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이며 이는

디자이너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3D 의상 시뮬

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으로 예측된다.

둘째, 패션 소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은 소재 박람회가 취소되거나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

로 도시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소재 구매의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전통적 판매방식에 익숙한 대부분의 패션 소재

업체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소재를 화면을 통해 어떻게 선보이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

에서 소재 생산자들이 소재를 효과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다

면, 온라인 소재 구매율 또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스와치 제작 및 배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버려지는 원단의 양

을 줄여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다. 패션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며 제품을 만들 때 버려지는 원단의 양을 최소

화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를 실천하는 패션 브랜드들이 매우 증가하였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배

포되는 스와치로 인해 많은 양의 원단이 버려지고 있다는 부분은 상대

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스와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소재의 촉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면, 스와치가 없이도 화면을 통해서 대부분의 소재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스와치로 버려지는 원단 양을 줄여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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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패션에서의 햅틱

1. 햅틱 개념에 대한 고찰

햅틱(haptic)은 국문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문의 단어를 그대로

읽은 ‘햅틱’, 또는 ‘촉감(touch)’, ‘촉각(tactile)’, ‘시각적 촉감

(Visual-tactility)’, ‘촉 지각’ 등의 단어로 표현되어 국내·외에서 연구자

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문헌을 통해 파악된

햅틱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정의되고 있다. 첫째, 물체에 대

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 없이 과거 경험에 의해 자신이 알고 있는 촉

감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본 경우와, 둘째, 물체에 대한 직접 접촉 때문

에 파악된 촉감을 포함하며 이와 경험으로부터 상기된 감각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본 경우이다. 물체와의 직접적 접촉 여부 외에도 연구

자에 따라 물체를 만져볼 때 시각을 배제한 경우와 시 지각을 포함한

통합적 지각 작용으로 개념화하는 경우로도 세분화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후자와 같이 시각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고 확장된 개념으로서

보는 연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각의 포함 여부를 전혀 언급하지 않

은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서 파악된 햅틱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정의 및 특성은 [표 2-1]과 같다. 이

중 한 가지 개념으로 햅틱을 한정하여 정의한 연구와 두 가지 이상의

개념을 합쳐서 더욱 폭넓게 햅틱을 개념화한 경우로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직접적 접촉 없이 시각을 통해 느껴지는 촉감과 물체를

눈으로 보면서 직접 탐구하고 만져봄으로써 느껴지는 촉감을 모두 햅틱

개념에 포함한 연구에서는(권지안 외, 2019) ‘햅틱’을 국문으로 ‘촉지각’

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촉지각의 의미를 시각적 자극물을 보며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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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표면으로 느끼는 것 같은 기억을 환기시키는 감각적 경험으로 정

의하였다.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 없더라도 개인의 기억 속에 축적된 촉

각적 경험이 연상되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눈은 시각적

기능과 더불어 촉각적인 기능도 포함하므로 햅틱은 ‘보다’라는 시각적

의미와 ‘만지다’라는 촉각적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

다. 이는 시각과 촉각이라는 두 가지 감각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된 관계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표 2-1]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햅틱 개념의 종류 및 특성

   햅틱과 촉각, 촉감, 시각적 촉감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한 연구에서

(이재민과 김혜연, 2016) ‘햅틱’은 사물에 닿아 탐색행위를 통해 사물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이라 정의하였는데 이때 시각의 배제 여부는 언급

하지 않았다. 햅틱과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인 ‘촉각’은 사물의

표면이 피부에 닿아 느껴지는 일차적인 감각으로서 열, 물리적 힘, 화학

햅틱 개념의 정의 특징 구분

대상에 대한 직접적 접촉 없이 시

각을 통해 느껴지는 촉감

- 비접촉적

- 시각적촉감/촉지

각

- 시각(촉각차단)

‘눈’으로 읽어낸

촉감

물체를 눈으로 보면서 직접 탐구하

고 만져봄으로써 느껴지는 촉감

- 접촉적/탐색적

- 시각+촉각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지며

읽어낸 촉감

시각이 배제된 상태에서 물체를 직

접 탐구하고 만져봄으로써 느껴지

는 촉감

- 접촉적/탐색적

- 촉각(시각 차단)

보지 않고 ‘손’을

통해 읽어낸

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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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기적 방법으로 피부에 자극이 가해졌을 때 압력, 진동, 온도, 통증

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촉감’이란 이러한 촉각적 감성을 표현한

것으로 일차적 감각과 과거의 경험에 대한 연상을 통해 복합적으로 만

들어 내는 인간의 감성적인 측면을 포함한 모든 촉각적 경험을 의미하

며 매끄러움, 부드러움, 딱딱함, 부피감, 뻣뻣함, 탄력성, 온도감 등으로

나타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 접촉 없이

시각을 통해 느껴지는 촉감을 햅틱과 구별하여 ‘시각적 촉감’이라는 단

어로 정의하였다. 시각적 촉감은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눈으로 만

진다.’라는 의미로 이전 경험, 학습에서 오는 연상작용과 표면 상태의

시각적 정보와 빛 반사력과 같은 시각적 특성에 의해 통합적으로 느껴

지는 촉각 감성이라고 설명하였다(이재민과 김혜연, 2016). 지각 체계와

감각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인 심리학자 깁슨(Gibson, 1962)은 ‘햅틱’을

시 지각 부재의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하여 지각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였다. 햅틱은 손을 통한 정보의 수집과 연구와 관련된 시스템

이라 지칭하였고 이는 감각, 운동 및 손을 뇌에 연결하는 신경계와 관

련된 인지역학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햅틱은 활동 속에서 스스

로 움직여 감각을 지각하는 능동적 터치(Active touch)와 촉각적 스캐

닝(Tactile scanning)이란 단어로 함께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일반

적으로 국내 연구에서 ‘터치(Touch)’는 촉감으로 번역되나, 깁슨의 연구

에서 터치는 사물의 표면을 탐색하는 행위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깁슨

은 터치를 사물의 표면을 탐색하는 행위 형태에 따라 능동적 터치, 즉

햅틱과 수동적 터치로 분류하였다. 수동적 터치는 손가락 또는 손바닥

에 접촉된 사물을 손의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그 표면을 감지하는 방식

이고, 능동적 터치는 우리가 물체를 알아보기 위해 촉감을 사용할 때

흔히 행동하는 방식으로 얻어진 촉감을 의미한는데 능동적 터치에서는

수동적 터치에서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형상도

구별이 가능하다(이재민과 김혜연, 2016). 깁슨과 유사하게 햅틱을 개념

화한 Jones(2018)는 햅틱은 터치를 통해 물체를 식별하고 인식하는 능

력이며 이는 피부에 대한 진동이나 힘의 수동적인 감지보다는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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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를 탐색하는 능동적 터치에 해당된다고 정의하였다.  Peck &

Childer(2003)의 연구 또한 햅틱을 손을 사용해 정보를 얻거나 찾기 위

한 활동적인 탐색, 즉 능동적 터치와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 Peck et al(2013)은 ‘haptic imagery’ 의 개념을 소개하며

이는 터치의 정신적인 시각화, 즉 직접적 접촉 없이 시각을 통해 상상

된 촉감을 뜻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햅틱의 개념화에 있어서 시각의

배제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Kampfer et al(2017)과 Krishna &

Morrin(2015)은 모두 햅틱과 터치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며 피부에 닿은

자극에서 느껴진 감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문헌 조사에서 햅틱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햅틱 및 관련 용어의 특성을

[표 2-2]와 같이 정리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Haptic’ 은 영문을 그대로 읽어 ‘햅틱’으로 국문

으로 표기하며 촉각 및 촉감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한다. 촉감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체인 눈과 손을 각각 구분하지 않

고 다양한 방법을 거쳐 감각 기관들을 통해 수집된 물체에 대한 통합적

인 촉감 지각을 의미한다. ‘시각’을 통해 파악된 촉감과, ‘손’을 통해 파

악된 촉감, ‘시각과 손’을 통해 파악된 촉감, 가상 환경 또는 촉감을 재

현하기 위해 개발된 햅틱 디바이스와 같은 물리적 장치로부터 느껴진

촉감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표 2-2] 햅틱 및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 및 특성  

용어 정의 구분

촉지각

(Haptic)

- 시각과 촉각을 구분하지 않고

감각 기관들을 통해 수집된 물체

에 대한  통합적인 촉감 지각

- 아래의 촉각, 촉감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

‘눈’을 통해 파악된 촉감과,

‘손’을 통해 파악된 촉감, ‘눈

과 손’을 통해 파악된 촉감,

‘물리적 장치’로 부터 느껴진

가상의 촉감 등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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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은 이재민과 김혜연(2016)의 정의처럼 물체와 직접적으로 접촉

하여 닿은 피부 표면에서 느껴진 일차적인 재질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리적 접촉에 의한 촉감 정보는 인간의 뇌에 저장된 촉각 경험 및 기

억을 가져오며 감성적인 측면과 결합하며 주관적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촉감’으로 정의한다. 백승화와 김명석(2001)은 촉각은 생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보이며 촉감은 촉각의 정보처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지적

정보라 정의하였다. 즉, 촉감 정보는 감각 정보와 감성 정보로 구성되는

데, 감각이란 일차적인 정보처리 과정으로 외부 자극 정보가 내부 신경

계의 신호로 일차적 변환되어 입력되는 과정이며, 감성은 이러한 일차

적 변환을 토대로 정보처리자의 주관적인 해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

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감성은 감각보다 가치나 기억에 강하게 관련되

므로 촉감은 사람에 따라 동일한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백승화와 김명

석, 2001). 촉감은 물체와의 직접적인 접촉 행동 또는 비접촉적 환경에

서 간접적으로도 느껴질 수 있다. 먼저 접촉적 촉감은 물체와의 직접적

- 촉감 재현 기기를 통해 느낀

인공적 촉감 포함

촉각

(Tactile)

- 물체에 직접적으로 닿은 피부

표면에서 느껴진 일차적인 감각

물체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피부’에서 느껴진 재질감

촉감

(Sense of

touch)

- 접촉 또는 비접촉적 행동을 통

해 느껴진 촉감 인지에 과거의

경험 및 기억으로부터 발생하는

감성적 측면이 결합된 감각 개념

1) 접촉적 촉감:‘피부’ + ‘뇌’

2) 비접촉적 촉감:‘눈(시각)’

+ ‘뇌(경험, 기억)’

접촉 행동

(Touch

behavior)

- 물체를 직접 경험하며 탐구하

는 행동

- 물체에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

하는 ‘능동적 접촉’과 신체에서

느껴지는 ‘수동적 접촉’으로 구분

1) 능동적 접촉(Active

touch):쥐기, 늘려보기, 눌러

보기

2) 수동적 접촉(Passive

touch):‘손등, 팔, 다리에 얹

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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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접촉 행동을 통해 피부에서 느껴진 감각과 뇌에서 떠오른 정보가 결

합되어 느껴지며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물체를 만진 경우와 눈으로

물체를 보며 동시에 만진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비접촉적 촉감은 물체

와 접촉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시각을 통해 촉감을 읽어내고, 그

정보가 뇌로 전달되어 과거의 경험 및 기억과 결합되어 느껴진 촉감을

의미한다. 즉, 햅틱과 촉감의 차이는 햅틱은 물체와의 물리적 접촉을 통

한 촉감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촉감을 포함하

는 더 넓은 촉감 개념이라는 것이다. 앞서 깁슨(1962)의 연구에서 언급

된 능동적 터치와 수동적 터치는 ‘Touch’를 촉감이 아닌 ‘접촉’으로 해

석하여 접촉 행동(Touch behavior)으로 명명하여 물체를 직접 경험하며

탐구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이를 기반으로 접촉을 손의 움직임을 통

해 물체에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하는 ‘능동적 접촉(Active touch)’과 물

체가 신체의 피부에 닿아 느껴지는 ‘수동적 접촉(Passive touch)’으로 구

분하였다. 능동적 접촉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

는 손 또는 손가락에서 느껴지는 촉감이다. 예를 들면 물체를 식별하기

위해 들어보거나, 쥐어보거나, 늘려보거나, 눌러보는 등의 적극적인 행

동을 통한 접촉을 의미한다. 수동적 접촉은 물체 자체에 적극적인 변형

을 가하는 것이 아닌 물체가 신체에 닿았을 때 신체의 다양한 부위에서

느껴지는 촉감으로, 물체를 손등, 팔, 다리에 얹어보기 등의 행동이 해

당된다.

2. 패션 소재의 햅틱 지각

1) 햅틱 지각 경로

햅틱 지각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패

션 소재의 햅틱 지각을 다루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소재의

물성 평가에 대한 연구(Barket, 2002; Chen et al., 2015; Atkinson et

al., 2016), 시각과 촉감에 대한 연구(Ekulnd & Helmefalk, 2018; Xiao

et al., 2016; Yanagisawa & Takatsuji, 2015), 소비자 심리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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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k & Childers, 2003; Grohmann et al., 2007; Van Kerrebroeck et

al., 2017)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패션에서의

햅틱 지각 경로를 [그림 2-1]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림 2-1] 패션 소재의 햅틱 지각

첫째, 패션 소재의 햅틱은 기계를 사용하여 소재의 햅틱 정보를 객관

적으로 수치화하여 파악하여 인지하는 것과 둘째, 인간의 감각을 사용

하여 파악된 햅틱 정보를 통한 인지로 나눌 수 있다. 인간에 의한 평가

를 기반으로 하는 햅틱은 객관성의 부족으로 인해 기계에 의한 평가 방

법으로 측정된 햅틱으로 대체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기계 또는 장치로부

터 객관적 측정을 통해 얻은 촉감 정보는 실제 인간이 느끼는 촉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한계점이 부각됨에 따라 다시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 촉

감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간에 의해 평가되는 주관적

인 햅틱은 눈을 통한 시각적 체험(Vision), 신체를 통한 접촉적 체험

(Physical touch)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 더 자세하게는, 시각적 햅틱

체험은 다시 매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실제로 제품을 보며 체험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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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Direct)와 스크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품을 본 경우

(Indirect)로 나뉜다. 그리고 접촉적 햅틱 체험은 접촉 행동 방식에 따라

능동적인 접촉(Active Touch)과 수동적인 접촉(Passive Touch) 방법을

통해 지각될 수 있다.

패선 소재에 대한 햅틱 인지를 중심으로 햅틱 정보의 지각 경로에 따

른 소재의 촉감 인지 차이를 밝히고자 한 Jang & Ha(2021)은 각각 다

른 두께와 밀도를 가진 니트웨어 소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각 경로에 따른 촉감 인지 차이를 밝히기 위해 진행한 네 가지 실험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온라인 쇼핑 환경과 유사하게 스

웨터를 입은 모델의 착용 사진과 영상을 통해 스크린에서 간접적인 시

각적 촉감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과 동일

한 환경에 추가적으로 화면에서 제시되는 제품에 해당하는 소재 스와치

의 표면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스와치는 사면이 막히고 손

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있는 상자 안에 배치하여, 연구 참여자는

눈으로는 스크린에서의 제품 사진과 영상을 보고, 스와치는 시각이 차

단 된 상태에서 촉각적인 체험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실험에서

는 오프라인 쇼핑 환경과 동일하게 제작된 스웨터를 실제로 보고 만지

며 평가하였고, 네 번째 실험에서는 안대로 눈을 가린 채로 스웨터를

만져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조건에서 소재 촉감 인지의

차이를 실험을 통해 파악하여 촉감 정보의 전달 방식이 촉감 지각에 미

치는 영향과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시각과 촉각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실제 의상을 직접 보면서 만져본 경우와 눈을 가린 채로 만져본 경

우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시각

의 부재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는 소재의 촉감을 대

부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시

각 자료로는 니트웨어의 실제 소재의 촉감 특성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

려울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스크린을 통해서 제품의 촉감을

평가한 실험과 실제 제품을 보고 만지면서 평가한 실험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진과 영상과 같은 시각 자료가 소재의 촉감 정보 전달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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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Xue et al., 2013) 결과와 다르게 무게

감, 두께감, 신축성, 유연성의 대부분 항목에서 시각자료를 통해 간접적

으로 인지한 촉감과 실제 제품을 보고 만지며 파악한 촉감간의 유의미

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신축성과 유연감의 평가에서 가장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서의 상반된 결

과는 실험 대상이 되는 소재의 종류와 시각 자료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

라 화면을 통한 촉감 인지의 정확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직접 실물을 보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사진과 영상과 같은 제품의 본질

적 특성을 보여주는 시각정보와 제품의 속성을 설명하는 언어적인 정보

로 나뉠 수 있다[그림 2-2]. 이러한 정보는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결

합되어 복합적으로 햅틱 인지가 이루어진다.

[그림 2-2] 비접촉적 환경에서의 햅틱 지각 영향 요인  

패션에서 시각을 통한 간접적인 햅틱 지각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

구는 매우 부족하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분야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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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패션뿐만 아니라 컴퓨터 공학(Kampfer et

al., 2017; Dillon et al., 2001; Cho et al., 2007), 인지 과학(김정오, 1989;

권오경 외, 2003), 심리학(Malt & Smith, 2008; Gibson, 1962; 조경자

외, 2006) 등 타 분야에서의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비접촉적 환경에서의 간접적 햅틱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각 자료에서의 햅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

진 요인으로는 소재의 종류, 이미지 또는 영상에서 보이는 형태적인 요

소인 주름, 색상, 빛, 움직임이 있다. 손으로 인지한 촉감과 비접촉적인

시각적 촉감의 정확도 차이를 비교하고 시각을 통한 촉감 인지에 영향

을 주는 요소를 파악한 연구 결과, 비접촉적 환경에서 시각을 통해 소

재의 촉감을 인지할 때 사진과 영상 속에서 나타난 제품의 주름, 색상,

빛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Xiao, 2016). 색상의 채도가 낮은

경우 시각적 촉감을 파악하는 정확도가 매우 낮아지고, 소재가 평평하

게 나타난 사진보다 소재에 입체적으로 주름이 가 있는 사진이 시각적

촉감 파악에 더 도움이 되며, 빛의 사용은 표면을 더 부드럽게 보이기

도 하며 반대로 더 거칠게 보이게 할 수 있다. 또한, 소재의 종류에 따

른 표면 질감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영상에서의 움직임이 촉감 인지

의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이미지는 시각적인

정보를 촉각적인 요소로 변환시키며 시각적인 촉각성을 유발한다

(Walter, 2007). 따라서 제품을 판매할 때에도 제품의 이미지만 제시하

였을 때 보다 제품과 상호작용하는 움직임, 동작을 시각적인 단서로서

함께 제공한다면 해당 제품을 만지는 상상을 유도하여 더 효과적인 제

시가 가능하다(김민선과 한광희, 2017).

시각자료만을 통해서 눈으로 소재를 인지할 때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자 기계를 통해 측정된 촉각적 특성과 시각적 자료를 통해 인간이 인지

한 촉감, 그리고 실제 제품을 만지고 느낀 촉감을 비교한 연구 결과

(Xue et al. 2013), 인간은 직접 만지지 않아도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주요 촉감적 특성의 인지가 가능하며 그 정확도 또한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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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영상이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

지만 소재의 종류에 따라서 소재의 표면만을 봐서는 쉽게 알 수 없고

소재 자체를 가지고 만져보고 변형해 보아야 알 수 있는 신축성 및 유

연감을 평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양손을 사용하여 소재를 잡아당기는 동작을 담은 비디오를

제공하였는데, 이 때 신축성 및 유연감을 인지하는 정확도가 상승하였

다. 따라서 이처럼 제시 방법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인지력을 상승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화면을 통해 의복의 촉감을 파악할 때 촉

감 인지에 작용하는 시각적인 요소들로는 화면상에서 보이는 의복의 두

께, 비침 정도, 주름의 양과 모양, 그리고 주름의 개수가 촉감 인지에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Jang & Ha, 2021). 특히 주름의 영향

이 강조되는데, 스웨터를 착용한 모델의 사진이나 영상에서 좁고 대각

선으로 비스듬한 모양의 주름이 여러 개가 보이면 소재가 더 얇고 가볍

게 느껴지고 신축성 또한 더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반대로 주름의 수

가 적고 넓은 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소재가 두껍고 무거우며 신축성도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는 시각 자료에서 주름을 어떻게 보여주냐가 소

재 촉감 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글로 쓰여진 언어적 정보에서 햅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혼용률, 무게감 등 제품 속성에 대한 내재적 정보와, 브랜드 및

가격과 같은 외재적 정보가 있다. 브랜드와 가격은 제품의 품질 판단

에 영향을 미치며 햅틱 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으

며 구매 의사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기대 불일치 모형에 의하면, 소

비자들이 제품을 인지할 때에는 제품의 내재적인 특성 및 품질 외에도

제품의 외재적 속성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함께 작용하

여 결정된다(Oliver, 1980). 즉, 가격 정보 및 브랜드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햅틱 인지와

관련성이 높은 제품의 내재적 요소에 대한 정보가 촉감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무게감은 두께감과 밀접하

게 연관되어 있으며 신축성 및 유연감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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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가 있으나(Jang & Ha, 2021) 구체적으로 소재의 본질적인 속

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들이 햅틱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비자는 글로 쓰여진 햅틱 정보의 양이 많을수

록 제품에 대한 더욱 정확한 촉감 인지를 할 수 있다(Rodrigues et al.,

2017). 햅틱 인지 정확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써 글로 쓰여진 정보가

가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의 종류와 정보

의 양이 햅틱 인지의 영향 요인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셋째, 접촉욕구 수준과 과거의 경험, 성별 및 나이와 같은 사용자의

특성이 촉감 인지에 크게 작용한다. 선행연구에서는(Eklund &

Helmefalk, 2018; Jeong et al., 2008) 인간의 뇌에 저장된 경험 및 기억

이 촉감 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패션 제품의 햅틱

인지에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의 접촉욕구 성향이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Peck & Childers, 2003). 인간은 스크린을 통해 시각 자료를 봤을

때, 과거에 내가 비슷한 소재의 의복을 입어봤거나, 구매해본 경험이 있

는 경우 그 기억 속의 촉감을 현재 보고 있는 사진 속 소재의 촉감으

로 동일시하며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Jang & Ha, 2021). 또한, 성별에

따른 인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특히 젊은 여성의 촉감 인지 민감도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Musa et

al.(2019).

2)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소재 햅틱 지각 차이

온라인 환경에서는 시각을 통한 간접적인 햅틱 지각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시각과 촉각이 동시에 작용하여 촉감을 인지하는

직접적인 햅틱 지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온라인 즉 디지털 환경에서

시각만을 통해 패션 소재를 인지할 때와 오프라인에서 소재를 직접 체

험하였을 때의 패션 소재에 대한 선호도 및 햅틱 인지에는 차이가 있

다.

이러한 차이를 다룬 선행연구에서(김희숙과 조신현, 2004a,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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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c) 대체로 평직의 두께가 얇은 소재가 온라인과 실제 소재의 차이

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호도에 있어서는 광택이 있

거나 파스텔톤 색상의 소재인 경우 실물보다 스크린을 통해 볼 때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며, 반대로 광택이 없고 요철감이 있는 소재는

스크린을 통해 봤을 때 더욱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또한 스크린을 통한 구매를 할 때는 얇고 가벼운 소재를 선호

하지만 실제로 소재를 보고 만져보았을 때는 두께감이 있으며 밀도가

높은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에서는 직물의 밀도가

영향을 주어 성근 직물일수록 촉감이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파

악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광택, 두께, 표면 요철감, 중량감, 밀도가 소재

의 햅틱 인지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

만 소재에 대한 선호도는 피시험자의 개인적인 취향 및 계절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을 수 있으므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온라인 환경

에서 소재를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연구 결과에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결과 해석의 한계점이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주관

적인 태 평가를 전반적으로 비교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평가보다 오프

라인 평가가 더욱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거침’, ‘매끄러

움’, ‘유연성’, ‘신축성’, ‘드레이프성’, ‘강연성’, ‘까실까실함’에 대한 평가

는 온라인과 오프라인간 평가 차이가 크며 ‘두께감’, ‘온냉감’, ‘조밀함’,

‘광택감’은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숙과 조신현, 2007b). 즉,

두께감과 온냉감, 광택감은 시각을 통한 인지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

나, 표면 촉감, 신축성, 유연성, 드레이프성, 강연성은 시각을 통한 인지

가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소재 인지의 차이를 수치

화하여 양적 분석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재 인지 과정에서 어떠한 요

인이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

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Jang & Ha(2021)는 니트 스웨터를

시료로 스크린을 통한 소재 인지와 실제 제품을 통한 소재 인지를 비교

하고 영향 요인을 도출하는 연구를 혼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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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니트웨어 제품의 온라인 쇼핑 시 파악하기 어려

운 소재의 특성으로 두께감, 무게감, 신축성, 유연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실제로 제품을 보지 않고 화면을 통해 볼 때 각각의 항목을

어떠한 시각적 단서를 통해 파악하는지를 밝혔다.

온라인 환경에서 두께감과 무게감을 인지할 때에는 소재의 불투명함

의 정도, 즉 밀도와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의 두께감, 그리고 제품

을 착용한 이미지 속에서 나타나는 주름의 수와 모양, 넒이, 그리고 네

크라인과 소매 끝부분 등 소재의 단면이 노출되는 부분에서 느껴지는

입체감 등이 공통적인 영향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온라인 환경에서 가

장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신축성을 인지하기 위한 단서로는 앞

서 파악된 무게감과 두께감과 동일한 요소들이 발견되었으며 추가적으

로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도출되었다. 유연감은

두께감과 밀도감, 주름의 숫자와 형태, 넓이가 영양 요인으로 파악되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각적 자료를 통해 보여지는 주름의 모양이나

개수, 넓이와 실의 두께와 소재가 짜여진 밀도가 니트 웨어 촉감 인지

의 기반이 됨을 나타낸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으로는 신축성과 유연감이 도출되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소재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시각적 자료

와 단순한 텍스트 방식의 소재 정보만으로는 구매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소재의 색상 및 촉감 정보에 대한 불일치는 소재의 온

라인 구매 욕구를 저하하고 구매자와 판매처 간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환경에서 소재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할 때 부가적으로 소재의 질감 및 외관 특성의 표현을 위한 3차

원 드레이프 영상과, 소재의 디자인성 표현과 적합성 판정을 위한 가상

착의 시뮬레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었다(박창규 외, 2002).

드레이프성의 표현 방법으로 이미 국제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드레이프 시험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으나 이

러한 방법이 사용자, 특히 디자이너들에게 소재의 드레이프성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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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달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상착의는 2D 패턴의 수정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3D 아바타 위에서 착장 해볼 수 있도록 하는 프

로그램으로 현재 V-Stitcher, Optitex, I-Designer, 3D CLO 등의 프로

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화된 소재를 선택하여 의복에 적용하여

착장했을 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물리적 특성을 기계로 측정한

값을 기반으로 소재를 디지털화 하였으므로 인간이 실제로 느끼는 촉감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프

로그램에서 소재의 질감과 두께감, 신축성, 드레이프성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 부족하여 사용자들이 해당 소재의 의복이 실제 착장되었을 때의

모습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최영림, 2009).

소재의 종류와 역학적인 특성의 차이에 따라서 가상착의와 실제 착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데, 코

튼과 울에서는 가상 착의와 실제 착의를 유사하게 인지하지만 실크, 레

이온, 폴리에스터 소재의 경우 결과가 모두 다르게 인지하는 경향이 발

견되었다(이희란과 홍경희, 2017). 이러한 결과는 소재의 종류에 따른

햅틱 인지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가상 환경에서 면과 린넨 간의

드레이프성의 차이 인지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부분의 소재

에서 실제 착의보다 가상 착의 시의 부피감이 더욱 크게 인지됨이 확인

되었다(김현아 외, 2011). 촉감을 인식할 때에는 외부적으로 얻은 정보

와 사용자 개인의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복합적인 인지가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환경에서도 사용자마다 다르게 인지할 수 있다. 여성 재킷에 대

한 실제 착의와 3D CLO를 활용한 가상 착의룰 비교한 연구에서도(곽

연신, 2016), 디자이너와 패터너 집단 모두에게서 가상 착의와 실제 착

의 시의 인지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서 소재를 제시

할 때에는 주 사용자 집단이 실제로 어떻게 소재를 인지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패션 소재 촉감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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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션 소재의 태

일반적으로 의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총칭하여 소재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패브릭(fabric)은 소재 또는 직물로 번역되어 사용되는데 직물은

경사와 위사의 교착으로 이루어지는 직조 과정을 통해 형성된 패브릭의

한 유형만을 의미하는 것이며 패브릭은 직조물 외에도 편성물, 부직포

등 복합물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를 가진다 (정인희 외, 2003). 이러한

소재의 촉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소재의 태(fabric hand)를 파

악하는 것을 주제로 이루어져왔다.

태는 소재를 만져서 느끼는 촉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좋고 나쁜

정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는 심리적인 현상이며 객관적으로

는 얻어질 수 없는 것으로 감각기관과 신경 시스템, 그리고 아직 밝혀

지지 않은 뇌의 메커니즘과 관계가 있으며 개인 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김의경과 이미식, 2003). 태는 인간에 의한 측정과 기계적 측정 방법

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인간이 직접 촉감을 느끼며 평가하는 평가법

은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평가 방법으로 인정되며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매우 주관적이라는 점과 낮은 재현성과 반복성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기계적인 평가법들도 도입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다(김주용,

2004). 기계적 측정 방법에서는 측정장치 및 해석방법으로

KES(Kawabata Evaluation System)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1972년 일

본에서 태 평가 및 표준화 위원회가 구성되어 직물 전문가들과 과학자

들이 모여 가와바타(Kawabata)교수를 필두로 고안되어 상업화 된 방법

이다.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평가 항목과 직물의 기계적인 특성 및 표면

특성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직물의 용도에 따른 일정한 상관식을

도출한 것이다(김종준과 최정임, 2007). 즉, KES는 촉각과 관련된 물리

량들을 측정하여 이로부터 ‘태’ 라고하는 섬유의 좋고 나쁜 정도를 예측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표면특성, 압축 특성, 굽힘 특성, 인장 특성, 전단

특성, 두께와 무게에 대한 측정치를 기반으로 촉각과 관련된 감각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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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value) 정량화 하고 이로부터 섬유의 좋고 나쁜 감성을 의미하는

태 평가치(Total hand value) 를 산출하는 것이다(박연규 외, 1999).

KES는 복종에 따라 평가 항목과 관계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히 객

관적으로 원단 자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일

본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 환경, 지역에 따라 다른 결과

값이 나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평가치는 소재의 내구

성과 같은 기능적인 목적을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미적 판단이 매우 중

요하게 작용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정보와는 차이가 있다. 더

불어, 고가의 전문 장비와 전문 실험 요원을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패션 소재 업체들에서 수많은 소재의 종류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정

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얻어진 태는

실제 인간을 통해 파악된 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그 한계가 지속적으

로 발견되었다(박경희 외, 2002). 이러한 방식은 인간의 시각을 통해 느

껴지는 감각 작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패션 소재에 대한 주관적인 태 평가는 시각과 촉각을 종합하여 평가

하는 시촉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각이나 촉각만을 사용하는 방

법보다 정확하다(김의경과 이미식, 2003). 김희숙 외(2003)은 봄, 가을용

소재의 태 요인을 신축성, 표면요철성, 중량감, 강연성, 유연성/수분특성

의 5개 요인으로, 여름용 소재의 태 요인을 중량감/수분특성, 신축성, 강

연성/표면요철성, 유연성, 온냉감의 5개 요인으로, 겨울용 소재는 강연성

/온냉감, 유연성, 중량감, 신축성, 표면요철성, 수분특성의 6개의 요인으

로 도출하였다. 이처럼 인간에 의한 태 평가는 계절에 따른 차이가 있

을 수 있다.태를 표현하는 단어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재의 촉감을

표현하는 ‘부드럽다’, ‘얇다’, ‘따듯하다’ 등이 포함된다. 주관적 태의 평가

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양극 형용사(Polar-pair)가 감각 표현의 의미를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에(Brend, 1964) 따라 양극 형용사

를 중심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 감각에 따른

차이, 언어적 해석의 차이 등이 발견되며 아직 표준화를 이루지 못하였

다. 따라서 소재의 정확한 촉감을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태 평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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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명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감각 평가의 한계인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

하여 미국의 심리학자인 Osgood & Tannenbaum(1957)에 의해 의미미

분법이 개발되었다. 이 의미미분법은 의미분화법 또는 SD법(semantic

differential method)으로도 불리는데, 양극 형용사와 5∼7점 척도를 사

용하여 대상의 의미 구조를 분명하게 하는 방법이다. 어떠한 지각 대상

이나 현상이 다차원적인 의미공간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시

작되면서 양극을 이루는 한 쌍의 대립되는 형용사를 의미공간의 한 직

선으로 보고, 평가도구가 되는 여러쌍의 어휘 집단은 다차원적인 의미

공간을 갖는 여러개의 직선을 나타낸다는 생각이다(김의경과 이미식,

2003). 각 의미척도들은 서로 대립의미를 가진 형용사 한 쌍으로 구성되

는데 이러한 형용사 척도들은 의미공간의 공통원점(common orgin)을

지닌다고 본 것이다(김의경과 이미식, 2003). 하지만 이러한 형용사 쌍

에 사용된 어휘적인 대립어가 감각적 대립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

다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타 언어와 비교하여 한국어의 경우 유

사한 느낌의 표현을 위한 수많은 형용사가 존재하므로 어떠한 단어들이

쌍을 이루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각각의 단어가 실제적인 대립을 의

미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이러한 의미미분법은 심리학적 접근법

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의복의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접근법을 그대

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Delong & Lantz(1980)은 이를

발전시켜 의복에 특성화된 의미미분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

다. Winakor et al.(1980) 또한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는데, ‘Crisp-Limp’, ‘Silky-Scratchy’, ‘Coarse-Fine’, ‘Heavy-Light’,

‘Rough-Smooth’, ‘Thick-Thin’, ‘Sleazy-Firm’, ‘Soft-Hard’,

‘Stiff-Flexible’ 의 형용사 쌍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형용사 쌍은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

어로 해석될 수 있기에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발견되

었다. 국외의 연구는 대부분 양극단 형용사를 이용한 의미미분척도법으

로 의류 소재의 주관적인 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표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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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 형용사 용어가 없어 연구자에 따라 척도로 단일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부정어를 사용하는 경우, 대립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연

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김의경과 이미식, 2004).

촉감을 표현하는 주관적인 감각형용사를 도출하고자 한 연구에서는

(유효선 외, 2003) 일본의 Kawabata 연구팀이 개발한 감각 평가치

(Primary Hand Value)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감각요인(sensibility)으

로 요철감, 강연감, 밀도감, 부피감, 신축감, 습윤감, 드레이프감 및 온냉

감이 도출하였다. 이와 관련 감각형용사로는 요철감의 표현의 경우 ‘거

칠다’, ‘까슬까슬하다’, ‘오톨도톨하다’, ‘부드럽다’, ‘매끄럽다’로 파악되었

으며, 강연감의 경우 ‘뻣뻣하다’, ‘딱딱하다’, ‘유연하다’, 밀도감의 경우

‘강하다’, ‘두껍다’, ‘촘촘하다’, ‘무겁다’, ‘톡톡하다’,로 파악되었다. 부피감

의 경우 ‘폭신하다’, ‘포근하다’, ‘기모가 느껴진다’, 신축감의 경우 ‘늘어

난다’, ‘탄력이 있다’, ‘신축성이 있다’ 의 단어가 도출되었으며, 습윤감은

‘끈끈하다’, ‘촉촉하다’, ‘건조하다’, 그리고 드레이프성의 표현의 경우 ‘하

늘거린다’, ‘감긴다’, ‘드레이프성이 있다’, ‘처진다’, 온냉감의 경우 ‘시원

하다’, ‘차갑다’, ‘따뜻하다’로 도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 또한

어떤 단어들이 서로 대립되며 쌍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으므로 의미 미분척도법으로 활용하는데에 한계가 있다. 대립어

를 사용한 평가척도와 부정어를 사용하는 평가척도의 차이를 비교하면,

대립어의 사용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김의경과 이미식,

2003), 잘못된 대립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선정한 대립

어의 적합성이 반드시 먼저 검증되어야 한다.

소재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눈으로 읽어낸 시각적 촉감

에서의 형용사와 실제 접촉에 의한 촉감 표현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용

사 간에는 차이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형용사 쌍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재민과 김혜연(2016)는 시각적 촉감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요철감, 광택감, 밀도감, 유연감을 주장하며 이를 표현하는 형

용사로 유연감은 ‘유연함(Pliable)-부피감이 있는(Bulky)’, 광택감은 ‘광

택이 있는(glossy)-무광의(matt)’, 요철감은 ‘요철이 있는(rough)-부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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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smooth)’, 밀도감은 ‘비치는(open)-빽빽한(compact)’로 명명하였다. 하

지만 이는 형용사들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연구자가 어감

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 결과이므로 표준화에는 무리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유사한 연구에서는(김인화와 박명자, 2020) 시각적 촉감

을 표현하는 어휘로 ‘거친-매끄러운’, ‘딱딱한-부드러운’, ‘무거운, 가벼

운’, ‘두꺼운-얇은’, ‘건조한-촉촉한’, ‘뻣뻣한-유연한’, ‘신축성 없는-신축

성 있는’의 형용사 쌍이 사용되었다.

[표 2-3] 소재의 촉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국문 형용사

형용사 선행 연구

§ 요철감: ‘거칠다’, ‘까슬까슬하다’, ‘오톨도톨하다’, ‘부드럽다’,

‘매끄럽다’

§ 강연감: ‘뻣뻣하다’, ‘딱딱하다’, ‘유연하다’,

§ 밀도감: ‘강하다’, ‘두껍다’, ‘촘촘하다’, ‘무겁다’, ‘톡톡하다’

§ 부피감: ‘폭신하다’, ‘포근하다’, ‘기모가 느껴진다’

§ 신축성: ‘늘어난다’, ‘탄력이 있다’, ‘신축성이 있다’

§ 습윤감: ‘끈끈하다’, ‘촉촉하다’, ‘건조하다’,

§ 드레이프성: ‘하늘거린다’, ‘감긴다’, ‘드레이프성이 있다’, ‘처진다’

§ 온냉감: ‘시원하다’, ‘차갑다’, ‘따뜻하다’

유효선

외(2003)

§ 유연감: ‘유연함(Pliable)-부피감이 있는(Bulky)’,

§ 광택감: ‘광택이 있는(glossy)-무광의(matt)’,

§ 요철감: ‘요철이 있는(rough)-부드러운(smooth)’,

§ 밀도감: ‘비치는(open)-빽빽한(compact)’

이재민과

김혜연(2016)

§ 요철감: ‘거친-매끄러운’,

§ 강연감: ‘딱딱한-부드러운’, ‘뻣뻣한-유연한’

§ 무게감: ‘무거운, 가벼운’,

§ 두께감: ‘두꺼운-얇은’

§ 습윤감: ‘건조한-촉촉한’

§ 신축성: ‘신축성 없는-신축성 있는’

김인화와

박명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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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패션 소재를 디지털 환경에서 제시할 때 글로

쓰여진 설명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사용자의 촉감 인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형용사를 통한 소재의 촉감 표현은 개

인차가 크기에 표준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표 2-3]에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선행연구에서 ‘부드러운’의 표현은 표면의 거칠음의 정도를 의미하는

요철감을 표현할 때도, 소재의 강연성을 표현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었

으며, 서로 관련성이 높은 밀도와 무게, 두께의 표현은 중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2. 패션 소재의 물성 측정

여성복 패션 디자이너 28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디지털 환

경에서 패션 소재를 인지할 때 가장 인지가 어려운 소재의 물성을 ‘두

께감’, ‘광택감’, ‘신축성’, ‘드레이프성’의 네 가지로 도출하여 본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각각의 물성에 대한 측정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은 다음과 같다.

1) 두께감

기계를 통한 측정에서 섬유의 두께는 소재의 윗면과 아랫면 사이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객관적 방식으로의 섬유 두께의 측정은 한국산

업 표준화법 관련 규정에 따라 KS K ISO 5084:1996(국가기술표준원,

2021)의 방법으로 규정된다. 이 방법은 시험편을 두께 측정기의 레퍼런

스 플레이트(reference plate) 위에 구김이나 장력이 없도록 평평하게 올

려놓고, 시험편 위에 1kPa 또는 그 이하의 규정된 압력을 가하는 지름

5cm 이상 원형의 프레서풋(presser-foot)을 올려 놓아 두 개의 레퍼런

스 플레이트 사이의 수직 거리룰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 때 거

리는 0.01mm 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다. 최소 5개의 시험편에서 각

각 다른 5개의 부위의 두께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여 표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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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도 이러한 표준법에 근거하여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실의 굵기(번수)로 두께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의 굵기는 중량과

길이의 상관관계로 표시한다. 일정한 무게의 실의 길이로 표시하는 항

중식(Constant weight system)과, 일정한 길이의 실의 무게로 표현하는

항장식(Constant length system)의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된다. 항중식 방

법의 번수는 섬유의 종류와 나라에 따라 표시 방법에 차이가 있다(김성

련, 2009).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영국식 면번수인데, 면사에 대한 정

보를 표기할 때 중량에 따른 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1파운드 무게의 실

의 길이가 840야드일 때 실의 굵기를 1번수라고 한다(김성련 외, 2014).

단위가 높을수록 굵기가 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수, 20수, 60수 등으

로 표기하였을 때, 해당 소재의 두께를 유추할 수 있다.

항장식 번수에는 대표적으로 합성섬유의 굵기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데니어가 있는데, 실 9,000m의 무게를 g수로 표시한 것이다. 항중식과

달리 단위가 낮을수록 굵기가 얇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모든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 제정한 텍스도 이 항장식에 해당한다. 1km 길이를 기준

으로 실 무게를 g수로 표시하는데, 1km 길이의 실의 무게가 30이라면

30텍스로 표기한다. 이 방법은 학술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두께’와 ‘두께감’은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객관적 측정을 통해 수치

로 표현되는 두께와 다르게 인간에 의해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태 평

가에서 두께감은 밀도감, 무게감에 대한 인지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유효선 외, 2003). 이밖에도 선행연구에서(김희숙 외, 2003) 표면

요철, 강연성 및 유연성, 중량감, 신축성이 소재의 종합적인 태 평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또한 영향 요인으로

함께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두께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서의 인지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께가 얇고 가

벼우며 조직감이 뚜렷하지 않은 직물일수록 실물과 시각 자료를 통한

태 평가를 비교하였을 때 그 값의 차이가 크다(김희숙과 조신현, 2007).

일반적으로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소재의 두께감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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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할 때에는 ‘두꺼운’, ‘두께감이 있는’, ‘얇은’, ‘비침이 있는’ 등의 주관적

인 단어로 표현되며, 수치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소재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소재의 물리적 두께를 수치로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류 소재를 판매하는 웹사

이트의 경우 ‘두껍다-얇다’의 척도 또는 ‘비침이 있는-비침이 없는’의 척

도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와 함께 두께를 수치로 제공하거나 두

께를 가늠할 수 있는 무게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두께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소재의 단면을 노출하는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자료들 또한 제공되어 두께감의 인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의류 제품의 소재의 두께는 형태감, 보온성 등을 결정짓는 요소 중

의 하나이다. 과거에는 두꺼운 소재는 주로 겨울에 사용되며 보온성이

있다고 여겨졌으나, 최근 두께가 얇고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우수한

보온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며 소재의 경량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온성

과 계절감은 더는 두께와 비례하여 여겨지고 있지 않다(김미진과 박명

자, 2013).

2) 신축성

디자이너가 소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축성은 매우 중요하다. 소

재가 가진 신축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용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신축성은 혼용률을 기반으로 하여 추측할 수는 있지만 조직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손으로 직접 소재를 잡아 늘려보며 정확한

정도를 판단한다. 따라서 비접촉적인 방식으로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화면을 통해 시각자료로 판단한 신축성과 실제로 직물을 만지

며 체험한 신축성에 대한 평가값은 다른 물성에 비하여 차이가 큰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Jang & Ha, 2021; 김희숙과 조신현, 2007).

객관적 방식으로의 스트레치 직물의 신축성의 측정은 한국산업 표준

화법 관련 규정에 따라 KS K 0352(국가기술표준원, 2021)의 방법으로

규정된다. 이 시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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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료로부터 시험편을 6cmx30cm 또는 6cmx60cm의 직사각형으로 만

든 후, 5cm x 30cm 또는 5cm x 60cm의 크기가 되도록 양 변에서 실

을 풀어 낸다. 경사에 대한 시험을 할 때는 시험편의 긴 방향이 경사에

평행되어야 하며, 위사에 대한 시험을 할 때는 시험편의 긴 방향이 위

사와 평행되어야 한다. 경사에 대한 시험을 할 때는 각 시험편에 동일

한 경사가 없어야 하며, 위사에 대한 시험을 할 때에도 각 시험편에 동

일한 위사가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시험편은 직물의 양 변에서 전폭

의 1/10 이상 떨어진 곳과 끝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가능한 시험 항목은 신도, 신장 회복률, 신장력, 응력 완화율이 있

으며 자동 기록 장치가 있는 신장형 인장강도 시험기를 사용하는 정속

신장법, 특정 무게를 가해 정해진 시간동안 방치하여 변화한 길이를 측

정하는 정하중법, 이를 반복하여 측정하는 반복 정하중법 등 다양한 방

법이 있다. 결과는 경사 및 위사 각 방향으로 각각 3개 이상의 시험편

의 결과를 평균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신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전문적인 장비를 필요로 한다. 또한 신축성을 수치화된 시험 결

과를 통해 인지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나 디자이너들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소재의 신축성을

표현할 때에는 ‘잘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는’, ‘신축성이 없는’, ‘스판끼

가 있는’ 등의 주관적인 단어로 표현되며, 수치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

는다. 신축성은 두께감과는 달리 시각자료로 정확한 표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소재를 늘리는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재가 가

진 정확한 신축성의 정도를 예측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재가 가진 신축성을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고가의 장비 없

이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과 함께,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효

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3) 광택감

광택은 소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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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도에 따라 광택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는데,

인조 섬유를 생산할 때에는 원료에 광택감을 감소시키는 물질을 넣기도

하며 실의 구조나 꼬임의 정도, 직물의 조직, 가공 등의 영향에 의해서

소재의 광택은 변할 수 있다(김성련 외, 2014). 광택은 관찰시의 조명의

위치, 강도 등 관찰 상태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다른 물성과 비교하여 광택감은 시각자

료를 통해 상대적으로 정확한 인지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김희숙과

조신현, 2007).

소재의 광택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광택도 측정

기(Glossmeter)에 의한 반사광량의 측정이다. 변각광도계를 사용하여 반

사특성을 구하게 되며, 주관적인 광택감의 정도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주는 정반사광과 확산반사광의 비로써 표시하는 이 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광택의 양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양한 섬유의 종류에 따른 광택의 느낌에 대한 상세한 값을 얻기는 어

렵다(문선혜 외, 2003).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화상 분석 기법이 고안되

어 CCD(charged coupled device)에 의한 광택 측정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섬유의 광택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미경을 통해 광학적

으로 직물의 표면을 확대하여 이미지를 획득하여 화상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하는 방식이다. HL-image(Data-Translation Co.)와

Image-J(NIH, USA)등의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분석기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변각광도계에 의한 방법보다 시료를 구성하는

섬유, 실의 구조, 직물 조직에 기인한 미묘한 광택의 차이와 변화를 더

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신경인과 김종준, 2002).

이와 같은 측정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표준화된 방법은 존재하지 않

기 때문에 각도 및 시료와 조명의 거리 등의 구체적인 실험 조건은 시

험자 또는 연구자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산업 표준

화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는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섬유

기술연구소 등에서도 의류 소재에 대한 광택의 측정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즉, 소재의 광택감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공인된 방법은 현재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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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류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소재의 광택을 표현할 때에는

‘광택감이 있는’, ‘무광의’, ‘은은한 광택의’, 등의 주관적인 단어의 형용사

또는 척도로 표현이 된다. 광택감의 경우 다양한 사진 또는 영상의 시

각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촬영하는 환경에

따른 광택의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큰 속성이므로 정확한 광택감을 파악

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또한, 디자이너가 보는 광택감은 단순히 빛의 반사 정도.를 보는 것

이 아니라 광택 정도에 따른 미적 평가, 용도에 따른 적합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을 통해 얻어진 수치화된 객관적

광택 정보는 디자이너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

다. 따라서 단순히 반사 정도를 나타내는 ‘광택’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

지되는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광택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

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4) 드레이프성

드레이프성이란 소재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늘어지는 소재의 자연스

러운 곡선(김성련 외, 2014), 직물의 처짐에 관련된 감성적 특성(송광섭

과 서문호, 2001) 등으로 정의된다. 드레이프성은 유연성과 강연성과 관

련 깊은 특성으로, 연구자에 따라 유연성과 강연성을 동일시하기도 하

며(이윤주와 김종준, 2011), 유연성의 측정은 드레이프성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드레이프성을 국문으로 유연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유

연성과 드레이프성의 미세한 차이는 드레이프성은 직물의 처짐과 관련

된 특성이라는 것이다. 옷감의 뻣뻣함과 부드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강

연성은 의미 자체는 차이가 있으나 소재가 뻣뻣할수록 드레이프성이 나

쁘다고 평가하며 소재가 부드러울수록 드레이프성이 좋다고 평가하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며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레

이프성’, ‘유연성’, ‘강연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드레이프성은 패션 소재가 사용될 용도와 형태를 결정짓는 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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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에 하나로서 의복의 실루엣에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심미적인 영향

을 미친다(최인려와 방혜경, 2014). 드레이프성은 온라인 환경에서 시각

을 통해 인지하였을 때와 오프라인에서 실제 직물을 보고 인지하였을

때의 평가 값이 상대적으로 큰 태 특성이다(김희숙과 조신현, 2007). 드

레이프성은 소재의 강연성, 중량 등과 상관관계가 큰 특성이며 소재의

투영도로도 측정 가능하다(김성련 외, 2014). 따라서 강연성, 중량, 두께

등 관련 속성들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면 드레이프성의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객관적 방식으로의 드레이프성의 측정은 드레이프 계수, 노드수 등

과 같이 수치적 측정치를 통한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최인려와

방혜경, 2014). 시험에서의 드레이프성(drapability)은 크기를 알고 있는

원형 시험편에 대하여 규정된 조건하에서 걸쳐졌을 때 변형되는 정도의

특성값을 의미한다. 측정 가능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드 수

(node number)는 드레이프 파/주름의 개수로 표현되는 드레이프 형태

변수(parameter)이다. 파 진폭(wave amplitude)은 가장 우세한 드레이프

파/주름의 크기(cm)를 나타내는 드레이프 형태의 변수이다. 최소 진폭

과 최대 진폭의 통계량이 측정 가능하며, 평균 드레이프 파/주름을 나타

내는 통계량 또한 측정할 수 있다. 파장(wavelength)은 원의 각도(0도∼

360도)로 표현되는 가장 우세한 드레이프 파/주름의 파장을 나타내는

드레이프 형태의 변수를 의미한다. 변동(variance)은 평균 드레이프 파/

주름 진폭의 분포를 나타내는 통계량(cm)이다. 마지막으로 드레이프 계

수(drape coefficient)는 드레이프된 시험편의 투영된 그림자의 면적과

드레이프되지 않은 (평평한) 시험편의 면적과의 비율(%)을 계산하여 측

정된다. 드레이프 계수값이 작을수록 드레이프성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산업 표준화법에서는 KS K ISO9073-9(국가기술표준원, 2021)의

방법으로 섬유의 드레이프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종이 링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미지 분석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종

이 링을 사용하는 방법은 시험편과 외경이 같은 동일한 크기로 질량을

알고 있는 종이 링 위에 드레이프 된 시험편의 그림자가 형성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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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다. 처진 시험편의 그림자의 외곽선을 종이 링 위에 그린 다

음에 종이 링을 꺼내어 그 그림자의 외곽선을 따라 종이를 자른며, 드

레이프 계수는 전체 종이 링의 질량에 대한 그림자가 나타난 종이 링

부분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표기한다(최인려와 방혜경, 2014). 최

소 데이터 개수로 3개의 시험편 양면에 대한 총 6개의 측정값의 평균을

산출한다.

두 번째 방법인 이미지 분석 기술은 드레이프 시험장치(Drape

Meter)의 매뉴얼을 따른다. 직경 30cm의 시험편을 사용해서 디지털 카

메라가 달린 시험용 장치에서 드레이프된 시험편의 그림자를 촬영하여

드레이프 형태 변수와 통계량들을 평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계

산하는 기술이다. 종이나 표시, 절단, 계산 등의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

는 자동화된 시스템이다. 최소 데이터 개수는 3개 시험편 양면에 대한

총 6개 이며, 각 시험편에 대한 6회의 측정값의 평균값 또한 자동으로

계산된다.

근래에는 컴퓨터 이미지 분석 기술을 활용한 측정이 주를 이루고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드레이프성의 객관적 측정방법은 다른 물성 시험과

는 달리 반복 측정시 측정값의 차이가 크며, 사용하는 기기에 따라 차

이가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정인희 외, 2003).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일정수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주관적

인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법

이 이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객관적 측정 방법으로 원형도를 이용한

드레이프성 측정(이경우 외, 2004), 영상분석을 통한 드레이프성 측정

방법(김은석 외, 2002), 화상처리기법을 활용한 드레이프성의 정량적 평

가방법(박창규, 2002) 등 연구 개발이 행해졌으나 대부분 고가의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하

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기계로 측정된 값과 인간이 느끼는 감각에는 차이가 있다.

드레이프성의 객관적 측정 방법과 주관적 측정 방법의 관계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한 정인희 외(2003)는 객관적 측정치인 드레이프 계수는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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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직 투영면적을 기초로 산출되지만, 주관적인 측정치인 드레이프

평가 점수는 드레이프의 형태에 의해 결정된다고 밝히며 객관적 측정법

과 주관적 측정 방법을 통한 드레이프성에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

다. 특히, 용도의 적합성이 인간의 시각과 촉각을 통한 주관적 드레이프

성 평가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소재를 볼 때 용

도와 디자인을 생각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도 객관적인 드레이프성의

측정값 보다 주관적인 평가가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정인

희 외, 2003).

의류 소재를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소재의 드레이프성을 표현할 때

에는 ‘드레이프성이 좋은’, 또는 ‘유연한’, ‘뻣뻣한’, 등 소재의 강연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주로 묘사된다. 드레이프성은 언어적인 표현에는 한계

가 있으나 다양한 사진 또는 영상의 시각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소재의 물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과거 인간의 눈과 손에 의한

주관적인 평가로부터 시작하여 객관성의 확보를 위해 기계적인 측정으

로 그 흐름이 이동하였다. 하지만 객관적 수치를 얻어내는 측정법에 대

한 기술은 아직 인간의 인지 특성과 감성을 반영할 만큼 섬세하게 발전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술적인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관적

인 방법이 지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패션 디자이너들을 포함한 일반인

들은 수치로 표현된 소재의 물성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을 주관적인 감

각인 촉감으로 해석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패션 소재 산업의 디지털화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도 가속화

될 것이지만 기술의 발전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

였다. 소재 산업의 디지털화와 햅틱 전달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일치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고가의 장비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현실적

으로 누구나 쉽게 소재의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의 고안이 필요하

며, 이렇게 얻어진 수치를 촉감으로 해석해 낼 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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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커뮤니케이션

1.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uman computer Interaction)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주로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셜미디어나 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제품을 구매하고 의견을 공유한다. 이처럼 컴퓨터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시

스템이 보편화 됨에 따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uman Computer

Interaction: 이하 HCI)가 독립된 학문적 연구 분야로 탄생하여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즉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인간 간의 상호작용에서 사

용자가 최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는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므로 심

리학, 사회학, 인지공학, 교육학, 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이 HCI 연구 분

야로 유입되고 있다. HCI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흐름

에 변화가 있었는데, 1960년대에는 기술적, 과학적 접근에 따라 컴퓨터

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시스템의 안정 등이 주요 이슈였다면, 1980년대

후반부터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발전과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

으로 사용자 중심의 종합적인 접근의 연구가 전개되었다. 이러한 흐름

에 따라 HCI 분야의 연구 방법론 또한 인간공학적, 인지공학적 접근에

서 심리적, 사회과학적 접근으로 변화하였으며 최근에는 플랫폼 및 서

비스를 주제로 하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적 디자인 접근법이 강조되고

있다(이현진, 2010). HCI는 디자인의 대상으로서 인간의 지각 과정과 인

지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HCI 디자인은 이를 기반으로 사용

자와 컴퓨터 사이의 상호 정보 교환의 문제점을 인간의 지각적, 인지적

특질로부터 밝혀내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화시켜서 사용자가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가는 디자인 접근법이다(유시천, 1995).

인터페이스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됐는데,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장소 또는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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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발현이 되는데,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기술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감성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감

각의 시각적 구현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오경혜,

2006).

디지털 환경에서는 시청각 정보의 전달은 가능하나 촉감의 전달이

어렵다는 한계점의 해결을 위해서 인간의 햅틱 감각을 이용하는 햅틱

인터페이스 기기의 개발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부자연스

러운 조작 방식으로 인한 사용자의 거부감과 장치를 통한 촉각이 실제

로 인간이 사물을 직접 보면서 접촉할 때 인지하는 촉감과는 상당한 차

이가 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가 숙련된 전문가

가 아닌 일반 대중이므로 사용편의성과 사용자의 수용도가 매우 중요하

게 작용한다. 오경혜(2006)은 HCI 증진을 위한 햅틱 인터페이스 연구에

서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며, 최대한 사용자에게 익숙한 방

식으로 정보 전달을 할 때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히며,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는 기술적 측면 외에 사용 주체인 인간 중심의

배려가 필요하며 인간의 경험적 요소까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기기보다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시각적 촉감

인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인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은 인간의 지각방식이 사회, 문화, 역사적 요인 등에

의해 변화한다고 주장하며 눈이 가지는 촉각적 기능, 즉 시각적 촉각을

다가오는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지 방식이라 하였고, 사회사상가이자

문화비평가, 미디어 이론가인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이미

2002년도에 인쇄 매체에서 전자매체로 이동화는 과정에서 인간의 지각

방식도 함께 변화될 것임을 언급하였다(김지예와 서승희, 2015). 시각이

모든 감각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장

치를 통한 촉감 인지의 한계점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

황 속에, 사용자에게 익숙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한 시각적 촉감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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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력 향상이 HCI 경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2.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를 인지할 때 시각은 웹사이트의 인터페

이스를 통해 시각적, 촉감적 정보를 수집한다. 웹사이트의 인터페이스가

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햅틱 커뮤니케이션이 이

루어지는 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웹 인터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상품 이미지와 설명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깃 사용자 집단을 특정화하고 사이트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정보 제

공하며 사용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이 필

수적이다. 좋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용자의

필요, 요구, 취향을 이해하고 그들이 갖는 미적, 인간공학적, 질적 기대

가치를 충족시켜야 한다(김명석과 유시천, 1995). 즉, 먼저 사용자들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아야만 효과적인 인터페이

스 구현이 가능하다.

웹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요소에는 이미지, 네비게이션, 색채, 텍스트,

레이아웃이 있다(신순호, 2001). 첫째, 이미지는 사진 및 영상, 컴퓨터만

으로 만들어진 그래픽 이미지를 모두 포함하는 시각적인 매체를 의미하

는데, 사용자의 흥미를 유발하며 직관적이고 함축적인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정보의 전달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

법이다. 특히 움직임이 있는 영상은 생동감을 높여주며 시각적인 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둘째, 네비게이션은 사용자가 웹사이트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동할 때 이를 돕는 인터페이스의 구조를 의

미한다. 사이트 내의 검색 또는 메뉴 바(Bar), 버튼과 아이콘, 사이트 맵

등 사이트의 전체적인 구성을 빠르게 파악하여 사용성과 편의성을 증대

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색채는 스크

린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지각되는데, 사용자의 기기 환경에 따라 설

정된 값의 차이가 있으므로 제작자가 의도한 색상과 사용자가 보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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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일치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텍스트는 정보를 전달하

는 주요 방식으로 이 때 타이포그래피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정보 전달

이 필요하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를 재료로 시각적 심미감을 극대화하

는 것을 의미하며 예술과 기술이 합해진 영역이다(김지현, 1997). 동일

한 글이어도 가독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로서 웹 인터페이스에서는 장식성보다 기능성이 요구된다(천보빈,

2008). 마지막으로, 레이아웃은 사전적 의미로 배치, 구성, 구도를 의미

하며(정진영, 1998) 전체 화면에서 시각자료와 텍스트, 네비게이션 등

구성 요소들의 위치와 크기 등을 결정하여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제시방식, 제

품의 유형, 웹사이트의 디자인은 소비자, 즉 사용자의 웹사이트 신뢰도

와 제품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Chiang &

Dholakia, 2003; Hassanein & Head, 2007). 웹 인터페이스에서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므로 웹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는 HCI,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인지심리학, 전자상거래, 마케팅 및

리테일링 분야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인지적 측면

에 중심을 두는 HCI에 근거하여 디지털 디자인 분야에서는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게슈탈트(Gestalt)의 시지각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정승은 외, 2001; 천보빈, 2008; 황재호, 2007). 스크린

디자인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써 사용되는 게슈탈트 이론은 인간이 사물

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지각 인지 이론으로 형태심리

학으로도 불린다(황재호, 2007). 정보가 시각을 통해 뇌로 전달이 될 때

정보는 기억하기 쉬운 상태로 또는 특징지어질 수 있는 상태로 정리된

다는 이 이론은 웹사이트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또한 기억하기 쉽고 특

징지어질 수 있는 상태로 정보를 제시하여야만 사용자가 정보를 제대로

지각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정승은 외, 2001). 게슈탈트 이론은 부

분보다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시각에서 보이는 부분들을 하나의

형태로 지각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들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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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집단성(Grouping), 간결성(Simplicity), 폐쇄성

(Closure), 친숙성(Familiarity), 연속성(Continuity)이 강조되는데, 먼저

집단성은 색상이나 모양 크기 등에 있어서 유사한 시각적 요소들끼리

연관 지어 그룹화하여 보려는 시 지각 경향이다. 간결성은 인간이 사물

을 볼 때 가능한 간결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을 의미하며 양적인 간결성

이 아닌 구조적인 의미의 간결성을 뜻한다. 폐쇄성은 인간이 불완전한

형태를 볼 때 완전성을 부여하기 위해 없는 부분을 상상으로 수정, 보

완하여 완전한 것으로 완성하여 지각하는 인지 특성을 뜻한다. 친숙성

은 단순화된 친숙한 대상의 경우 불완전한 형태로 접하더라도 형태의

의미를 연상할 수 있음을 뜻하며 연속성은 유사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배치하면 하나의 묶음으로 연속되게 지각하는 것이다. 정승은 외(2001)

는 이러한 요소들을 웹디자인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첫째, 웹 인터

페이스에서 집단성은 메뉴와 아이콘을 기능에 맞게 그룹화하고 중요 정

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며 단일 페이지 내에서 그룹화

한 것들의 시각적 통일성을 갖추는 작업이 해당된다. 형태를 명확하게

하고 조직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시각의 주목성과 가독성

높일 수 있다. 둘째, 간결성에는 사용자가 각 메뉴를 쉽고 빠르게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되는 색상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가 집중할 수 있

도록 움직이는 비디오의 사용이 적절하게 통제되어 사용되었는지를 확

인하는 작업이 해당된다. 이러한 간결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를 분명히 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다. 폐쇄성

은 적용하지 않았으며 셋째, 친숙성에서는 조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배우기 쉽게 디자인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해당된다. 추가로 사용자가 저지를 것으로 예상하는 실수에 대한 적절

한 대책을 제시하여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연속성에서는 모든 페이지의 구성 요소들이 일관되게 구성

되어 통일성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이전 페이지에서 학습한 것을 그대로

연속되는 다음 페이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작업이 해당되며

반복에 의한 사용자의 학습 효과를 통해 예측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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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이러한 연구는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방향성을 인간의 시 지각

인지 이론을 근거로 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웹 사이

트에서 제시하는 제품을 특정화하여 인터페이스 디자인 방법을 구체적

으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활용의 한계가 있다.

인터넷 패션 쇼핑의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한지숙,2007)

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사용 편의성, 일관성, 창의성을 웹 인터페이스 디

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특히, 편의성을 위해서는 사

용자가 궁금해할 만한 것이나 필요한 것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쌍

방향 상호작용의 기능을 인터페이스에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모든 페

이지에서 각 기능이 일정한 위치에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사용자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패션 소재를 제시하는 웹

인터페이스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패션을 중심으로 한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한 연구에서는(백승

화와 김명석, 2001) 시각 자료를 제작할 때 의류의 경우 단순한 제품 사

진보다 마네킹이나 모델이 입고 있는 모습이 질감 표현에 효과적이며,

질감은 대상 표면의 확대 사진을 통해 느낄 수 있는데 단순한 표면 확

대 사진보다는 약간의 주름을 통해 외곽선을 볼 수 있는 사진이 효과적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우스가 움직일 때 마우스 커서가 올라간

부분의 확대 사진이 즉각적으로 보이도록 하면 마치 손으로 만지며 문

지르는듯한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추가로 의류를 문지르는 소리를 녹음

하여 청각적 자극을 함께 제공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파악되

었다. 이렇게 제작된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일반적 웹사이트의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약 13%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2001

년도에 발표된 연구이므로 현재는 이미 웹 인터페이스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웹 인터페이스의 개선이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결과는,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웹 인터페이스를 보완

한다면 동일한 정보여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수

준보다 더욱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므로 인

간과 컴퓨터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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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

웹사이트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시각적 정보와 언어적 정보는 인

간에게 만지는 것과 같은 촉감 경험을 유도할 수 있다(김민선과 한광희,

2017).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은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설계이므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인지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 HCI를 기반으로 한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중심

엔 사용자가 있지만 패션 디자이너를 사용자로 특정하여 패션 소재에

대한 시각 또는 언어적 정보를 어떻게 구현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

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선행연구는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반

드시 필요하다.

3. 정보의 품질과 사용자의 만족

성공적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웹 인터페이스의 시스템

과 제공 정보가 사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사용

자의 만족이란 사용자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로 부응하여 제품과 서비스

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범경기와 김원겸,

2008). 웹사이트와 사용자의 만족감의 관계를 규명하는 다양한 선행연구

들이(함봉진, 2004; Moylle et al., 2003; 김영기, 2007)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정보의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 정보의 품질이란 시스템이 가공 생산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의 수준

으로서 기술적 관점에서는 정확성이라는 단일 속성에 의해 판단될 수

있지만 활용 형태 및 용도에 따라 이해가능성, 신뢰성, 적시성, 유동성

등 사용자의 관점을 고려한 다양한 품질 속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조세

형, 2013)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자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Moylle et al(2003)은 정보의 효

용성과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정보 관련성, 정보 정확성, 정

보 이해 가능성, 정보 포괄성, 사용 상용성, 웹사이트 구조, 언어 고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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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등을 언급하였다. 정보의 품질에 대한 평가 척도는 [표 2-4]와

같이 역사적 흐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는데, 초창기 연구

(Bailey & Pearson, 1983)는 정확성, 최근성, 적시성, 신뢰성, 완전성, 간

결성, 형태, 관련성 등을 척도로 정보의 품질을 평가하였다. 이후

Delone & McLean(2005)에서는 전통적 기준인 정확성, 관련성, 이해가

능성, 완전성, 최근성, 경쟁력 있는 정보 수집에 전자상거래 관점이 추

가되며 역동적 콘텐츠, 콘텐츠의 개인화, 정보의 다양성 등의 요소들이

추가되었다. Negash et al.(2003)은 정보품질을 강조하며 정보 품질 지

각의 중요한 결정 요인들로 정확성, 경쟁성, 간결성, 형식 타당성, 이해

가능성, 보고 유용성, 충족성, 편향 오류로부터의 자유, 비교 가능성, 정

량성 등을 꼽았다. 함봉진(2004)은 정보의 품질을 이해가능성

(understandability), 신뢰성(reliavility), 유용성(usefulness)에 따라 판단

하며 분명한 의미가 쉽게 이해되는지, 콘텐츠 정보가 얼마나 믿음직하

고 정확한지, 정보가 얼마나 유익하고 가치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

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보품질의 만족은 시스템 품질 또는 서비스

품질 등 다른 변수에 비하여 중요도 비중이 매우 높고, 웹 정보품질에

대한 유용성, 이용가능성, 신뢰성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가 일치해야 웹

정보 품질에 대한 만족이 이루어짐을 밝혔다.

[표 2-4] 선행연구에서의 정보 품질 평가 척도

정보품질 척도 연구자

정확성, 최근성, 적시성, 신뢰성, 완전성, 간결성,

형태, 관련성

Bailey & Pearson,

(1983)

정확성, 경쟁성, 간결성, 형식 타당성, 이해 가능성,

보고 유용성, 충족성, 편향 오류로부터의 자유, 비교

가능성, 정량성

Negash et al.

(2003)

정확성, 관련성, 이해 가능성, 완전성, 최근성, 경쟁력 Delone & M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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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의 품질에서는 신뢰성이 공통적으로 강조된다. 사용자가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방문하지 않는 주요 이유에 신뢰성이 있는

데, 웹사이트 신뢰성 평가에 관한 조사는(Fogg, 2003) 신뢰성에 웹사이

트의 시각적인 디자인 부분의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구조와 초점, 정보의 유용성과 정확성, 편향된 정보의

사용이나 어투, 과거 사용 경험, 텍스트의 글자체 및 가독성, 고객 서비

스, 기능의 안정성 등이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웹사이트의 신뢰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한 김영기(2007)는, ‘쉬운 정보 탐색’, ‘과거 사용 경험에 따른 신뢰’,

‘잦은 업데이트’, ‘정보의 출처 쉽게 확인’ 등을 신뢰의 원인으로 도출하

였다.

사용자의 만족은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조세형(2013)은 고객 관여도가 낮은 경우에는 웹 인터페이스의 디자

인이 정보의 품질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관여도가 높은 경우 근

원적인 정보를 얻어 구매를 결정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웹 인터페이

스의 자체의 시각적 효과 및 서비스보다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업무적인 용도로 패션 소재를

디지털 환경에서 인지할 때 패션 디자이너 또한 신뢰성 높은 근원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웹 인터페이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있는 정보 수집, 역동적 콘텐츠, 콘텐츠의 개인화,

정보의 다양성
(2005)

이해 가능성, 신뢰성, 유용성 함봉진(2004)

정확성, 이해 가능성, 신뢰성, 적시성, 유동성 조세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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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 및 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패션 디자이너의 촉감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대

면 시대의 패션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재의 촉감에 대한

효율적인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1. 현재 소재 산업이 온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촉감 정

보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연구문제 1-2. 패션 디자이너의 소재 인지 과정에서의 감각 지각 특

성을 규명한다.

연구문제 2. 연구문제 1의 자료를 바탕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패션

소재의 촉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효율적인 햅틱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대상

1.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 설정을 위해 3년차 이상의 여성복 패션 디자이너 21

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여 비대면으로 화면을 통해 소재를 볼

때 파악이 가장 어려운 소재 종류 및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폴

리에스터류, 코튼류, 실크류의 세 가지 종류와 두께감, 신축성, 광택감,

드레이프성의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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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어떤 현상이

나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관계된 요인을 규명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특히 복합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인

연구방식이다(Creswell, 2015).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는 현상학적 접근,

근거 이론적 접근, 문화기술지적 접근,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분석과 패션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실험 및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행하였다.

먼저, 사례분석을 통한 탐색적 조사(Exploratory Research) 방법이

다. 온라인으로 패션 소재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정

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와 함께 세계 4대 패션 도시인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를 기반으로 둔 국가의 원단 판매처들의 온라인 웹사

이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은 현실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으며 실제 경험에 기

반하여 이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례분석은 단일

(Single-case) 또는 다수의 대상을 조사목적과 관련된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특수성과 유기적

구조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연구 방법으로 양적 연구의 속성과 질적 연

구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종합적 조사 방법으로 평가된다(Jun &

Kwon, 2011). 다중사례(Multiple-case)는 현상을 기술하거나 이론을 만

들거나,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합하다(Yin, 1984).

Eisenhardt(1991)는 다중사례가 단일 사례보다 더 나은 것으로 평가하며

적절한 사례 수로 4개에서 10개가 적당하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례

수의 결정은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Yin(2003)는 사례 연구의 설계는 항상

열려있으며 초기의 연구설계를 고집하는 것은 결과와 해석의 오류를 낳

는 주요 원인이라 하였다. 즉, 상황에 따른 사례 수 및 자료수집 방법

등의 유연한 변경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하위 사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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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와 속성을 지닌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사례별 비교분석을 진

행하는 다중사례연구를 설계하였다. 국내를 포함한 5개의 국가에서 각

2개씩 총 10개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사전 조사를 통해 사례

의 수의 확장이 새로운 유형의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온라인 원단 판매가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국가인 한국과 미국의

경우 각 8개의 사례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10개의 미국 기반 웹사이트

와 10개의 국내 웹사이트, 2개의 영국 기반 웹사이트, 2개의 이탈리아

기반 웹사이트, 2개의 프랑스 기반 웹사이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표

3-1].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Jason & John(2008)의 사례

선택 방법에 따라 ‘Typical’, 즉 가장 대표성을 가지는 사례를 선택하고

자 하였다. 국내는 동대문 원단 업체들의 온라인화가 되어있지 않았고

다양한 원단을 한 개의 대형 판매업체에서 판매하는 해외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의류 원단 쇼핑몰’을 키워드로 구글(Google)과 네이버

(Naver) 검색을 통해 분석 대상 업체를 선정하였다. 2020년 10월 기준

각 웹사이트에서 상위결과로 나타난 10개 웹사이트를 대조하여 중복으

로 나타난 4개의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상위 10개 웹사이트(원단나라, 패

션스타트, 천가게, 원단1번지, 천싸요, 삼식이 원단, 천나라, 신패브릭, 인

패브릭, 도우패브릭)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국외의 경우 각 도시에 거주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사

전 조사를 통해 디자이너들이 오프라인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패션 소재 판매처를 도시별로 선정하였다. 단, 파리와 밀라노를 기반으

로 하는 대부분의 패션 소재 판매처들은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

에 파리와 밀라노에서는 사전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웹사이트 두 개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뉴욕의 ‘Mood’와 ‘B&J

Fabrics’, 런던의 ‘Cloth house’와 ‘The Berwick Street Cloth Shop’, 파

리의 ‘le marche saint-pierre’ 와 ‘Sacrés Couponsz’, 밀라노의 ‘New

tess’ 와 ‘Roberta De Marchi’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과 같이

미국도 8개의 온라인 원단 판매 웹사이트를(Emma one soc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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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 store, Fashion Fabric club, Fabric.com, Fabric depot, Tissura,

Online fabric store, Fabric Mart) 추가로 살펴보아 총 10개의 웹사이트

를 분석하였다. 사례조사를 위한 소재로는 예비조사를 통해 디자이너들

이 화면에서 촉감을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소재로 뽑은 코튼, 폴리에스

터, 실크가 선정되었다. 각 종류별로 두께감과 광택감, 그리고 신축성의

차이가 있는 소재 세 가지를 확인하여 총 9개의 소재를 살펴보고자 하

였다. 또한, 소재 별 제시 방법의 차이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적으로 린넨, 울, 레이스, 저지/니트, 레이온, 프린트가 있는 소재의 제시

방법을 함께 조사하였다. 하지만 웹사이트별로 제공하는 소재의 종류와

폭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웹사이트에서 균일한 종류의 소재를 조

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위의 소재들을 중심으로 유연성 있

게 각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재들을 다양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 온라인에서 소재가 제시되고 있는 현

황을 파악하고 각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각 자료(사진, 영상)와

텍스트 정보(상세설명 및 기본 정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

보 제시방식을 유형화하였다.

[표 3-1] 사례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

국가
(웹사이트 수)

웹사이트 대상 소재

대한민국

(10)

- 원단나라

- 패션스타트

- 천가게

- 원단1번지

- 천싸요

- 삼식이 원단

- 천나라

- 신패브릭

- 인패브릭

- 도우패브릭

- 코튼

: 두께감, 광택감, 신축성의 차이가 있

는 소재 3가지 이상

- 폴리에스터

: 두께감, 광택감, 신축성의 차이가 있

는 소재 3가지 이상

- 실크

: 두께감, 광택감, 신축성의 차이가 있

는 소재 3가지 이상

- 린넨

: Linen 60% 이상 함유 소재 2가지
미국

(10)

- Mood

- B&J Fab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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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선행한 후 실험과 심층 면접을 병행하여 진행

하였다.

촉감 인지는 인간의 복잡한 감성 및 지각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선행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

한 요소들이 작용하는 촉감 인지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에 따른 질적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현상학적인 방법은 대상자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연구 방법이며 지각과 판단에 복합성을 가진 인

간에 의해 경험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김분한 외, 1999).

실험에서는 디자이너가 소재를 만져보고 느끼는 무의식적인 과정에

대한 관찰을 통해 패션 디자이너의 소재 탐색 과정에서의 특성을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앞선 사례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

탕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해 디자이너가 필요로 하는 소재 정보의 종류

및 제시 방법을 파악하여 햅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개발

의 기반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실험은 사례조사와 마찬가지로 예비조사를 통해 도출된 코튼

- Emma one sock

- The fabric store

- Fashion Fabric club

- Fabric.com

- Fabric depot

- Tissura

- Online fabric store

- Fabric Mart

(프린트, 단색)

- 울

: Wool 60% 이상 함유 소재 2가지, 우

븐

- 레이스

: 일반, Scallop-edged 레이스 2가지

- 저지/니트

: 두께감의 차이가 있는 소재 3가지

- 레이온

: Rayon 60% 이상 함유 소재 2가지

- 프린트

: 패턴 사이즈에 차이가 있는 프린트가

있는 소재 3가지

영국

(2)

- Cloth house

- The Berwick Street Cloth

Shop

프랑스

(2)

- le marche saint-pierre

- Sacrés Couponsz

이탈리아

(2)

- New tess

- Roberta De Mar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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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폴리에스터류, 실크류의 3가지 종류의 소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종류별 3가지의 소재를 선정하여 총 9가지의 소재를 자극물로 사용한

다. 두께감, 신축성, 광택감, 드레이프성의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파악

하기 위해 각각 항목의 차이가 있는 소재를 [표 3-2]와 같이 선정하였

다.

[표 3-2] 연구 대상 소재

시료의 물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KOTITI 시험 연구원에 분석

을 의뢰하여 국가 표준 방법에 따라 측정되었다. 두께는 KS K ISO

분류 혼용률 상세 두께 광택 신축 드레이프

코튼

코튼 100%

바이오

워싱

거즈

0.25mm 없음
경사: 2.7%,

위사: 3.2%
66%

코튼 100%

80수

코튼

사틴

0.28mm 있음
경사: 2.2%,

위사 12.7%
46.9%

코튼 95%

폴리우레탄

5%

20수

코튼

트윌

0.7mm 있음
경사: 4.7%,

위사: 22.7%
55.8%

폴리에스

터

폴리에스터

100%

폴리

쉬폰
0.24mm 없음

경사: 7.5%,

위사: 9.3%
42.3%

폴리에스터

100%

폴리

사틴
0.28mm 있음

경사: 2.7%,

위사: 16.7%
40.5%

폴리에스터

97%

스판덱스 3%

폴리

스판
0.6mm 없음

경사: 3.7%,

위사: 23.7%
67.8%

실크

실크 95%

라이크라 5%

실크

쉬폰
0.19mm 없음

경사: 2.7%,

위사: 54..5%
60.3%

실크 100%
실크

사틴
0.23mm 있음

경사: 2.7%,

위사: 3.7%
72.2%

실크 95%

라이크라 5%

실크

사틴

라이크

라

0.31mm 있음
경사: 3.3%,

위사: 35.2%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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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1996의 측정법에 따라 측정되었으며, 신장률은 KS K 0352

5.2.2:2019(정하중법)에 의해, 드레이프성은 KS K ISO 9073-0:2019(A법)

으로 측정되었다. 광택감의 경우 표준화된 객관적인 측정 방법이 존재

하지 않았으므로 연구자를 포함한 3인의 의류학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가의 의견을 통해 분류하였다. 색상이 소재의 촉감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에(Xiao, 2016) 따라 색상은 모두 검은색으로 통일하

였다. 흰색의 경우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 검은색으로 한

정하였다.

자극물 소재를 제공한 후 물성을 평가하여 평가지에 항목별 점수를

매기도록 한 선행연구에서(Jang & Ha, 2021) 실험 참가자들이 평가지

작성을 목적으로 소재를 탐구하였기 때문에 소재를 자연스럽게 탐구하

는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어려웠다는 한계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보완한 방법을 구상하였다.

먼저 어떠한 작업도 요청하지 않고 ‘옷을 만들기 위한 소재’로 소재

를 소개하며 자유롭게 한가지 소재씩 해당 소재를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였다. 아무런 평가 항목을 주지 않고 먼저 탐구하고, 이후 두께감, 신

축성, 광택감, 드레이프성의 네 가지 평가 항목을 한가지씩 연구자가 말

하였다. 각 항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탐색하기를 요청하였으

며 평가 결과가 아닌 탐색 과정에서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기 위함이므

로 따로 평가를 수치화하는 결과지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 과

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행동을 관찰하며 특징을 기록하였으며 탐구

시간 또한 제한하지 않고 참여자에게 맡기며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러한 소재 탐색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디자이너가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 특성을 도출하여 구

체적인 패션 소재 제시 방법 개발의 기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유사한 실험을 진행한 선행연구에서(Jang & Ha, 2021) 소재 탐구 행동

에 대한 이유를 질문하였을 때 이러한 행동들은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기

에 유의미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실험에 관한 내

용은 심층 면접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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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법을 통해 1:1 심층 면접(in-depth interview)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은 미리 결정된 주제를 다루기 위한 최소한의 질문을

정해놓고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면접자가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형태이다(de la Croix et al.,). 심층 면접의 질문지는 [표 3-3]과 같이 구

성하였다. 사례조사에서 유형화 한 정보의 종류 및 형태를 자료로 활용

하여 현재 제시되는 방식의 장점 및 단점과 디자이너들이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소재를 인지하는 햅틱 경험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표 3-3] 심층 면접 질문지의 구성

구분 세부 질문내용

인적사항 나이, 직업(직종, 경력)

온라인

소재인지

경험

- 평소에 온라인으로 소재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평소에 조사목적으로 온라인으로 소재를 조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면,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 없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각자료

-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각 유형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은 무엇입니까?

- 소재의 특성 인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각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 유형 목록에 존재하지 않지만 있으면 좋겠다는 시각자료의 제시 형태

또는 방법이 있습니까?

- 소재의 구매 및 결정을 위해 시각자료를 통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소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텍스트

정보

-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형들에 대한 장점 및 단점은 무엇입니까?

- 유형 목록에 존재하지 않지만 있으면 좋겠다는 텍스트 정보의 제시 형

태 또는 방법이 있습니까?

- 소재의 구매 및 결정을 위해 텍스트 정보를 통해서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소재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 (예시 제시) 문장으로 풀어서 적은 서술형 상세설명과 간결형 기본 정

보, 또는 척도형 세부정보 유형 중 어떤 제시 방법이 가장 확실성이 높

게 느껴집니까?

-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장점 및 단점은 무엇입니까?



- 55 -

실험 및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녹화하고, 녹음된 내용은 전

사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Giorgi(1970)에 의해 제시된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Giorgi의

방법은 연구대상자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인간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 사용된다. 자료 분석방법의 절차는 4단계로

나뉜다(Giorgi, 2004). 먼저,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술 내용을 읽고 파악

한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반영하여 경험을 표현한

의미 단위(meaning unit)를 규명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의 언

어로 표현된 경험을 연구자가 학문적 표현으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이

때 주제(theme)와 중심의미(focal meaning)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중

심의미를 통합하여 연구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된 경험의 본질을 구조

적 기술(structural description)을 만든 후 전체 대상자의 관점에서 파악

된 경험의 의미인 일반적 구조적 기술(general structural description)로

만든다(김분한 외, 1999). 자료 분석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의류학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가 2인이 연구자가 분류한 의미 단위의 적절성을 최종

적으로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실험과 인터뷰에서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패션 디자

이너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면을 통한 패션 소재 인지의 정확성

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소재 제시 방법을 도출하여 햅틱 커뮤니

정보의

양

- 시각자료(이미지 및 영상)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느낍니까?

- 텍스트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좋다고 느낍니까?

(정보의 양 상, 중, 하의 예시 웹사이트 보여주며)

- 위의 예시 중 정보의 양이 가장 적절하다고 느끼는 웹사이트는 무엇입

니까?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업무적으로 소재를 볼 때 한가지 소재에 대한 정보를 읽는데 어느 정

도의 시간을 투자할 용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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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인의 디자이너들로부터 얻

어진 결과를 기반으로 제시 방법을 설계한 후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의

류학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패션 디자이너 5인

과의 추가 심층 면접을 통해 검증한 후 최종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그림 3-1] 연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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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가 필요로 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재의 제

시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햅틱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고자 하였

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연구 참여자로는 경력 3년 이상의 여성복 패션

디자이너 20명을 모집하였다[표 3-4]. 패션 디자이너는 소재에 대하여

더욱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재 디자이너를 포함하여 모집하였다. 총 12

명의 패션 디자이너와 8명의 패션 소재 디자이너가 연구 참여자로 선정

되었다. 젊은 여성의 촉감 지각 민감도가 가장 뛰어나다는 선행연구에

따라(Musa et al., 2019), 연령대는 25세에서 45세 사이의 여성으로 한정

하였다.

[표 3-4] 연구 참여자 세부정보

번호 참여자 나이 경력 특징

1 JS 44 21년 패션 소재 디자이너

2 WL 34 8년 패션 소재 디자이너

3 KR 34 6년 패션 디자이너

4 YS 41 15년 패션 소재 디자이너

5 AK 33 9년 패션 디자이너

6 HJ 41 17년 패션 디자이너

7 HS 32 6년 패션 소재 디자이너

8 YJ 31 5년 패션 디자이너

9 NL 31 4년 패션 디자이너

10 BY 36 10년 패션 디자이너

11 JY 44 20년 패션 소재 디자이너

12 SE 32 6년 패션 소재 디자이너

13 CL 30 6년 패션 디자이너

14 EY 31 4년 패션 디자이너

15 YB 36 9년 패션 디자이너

16 HS 31 7년 패션 디자이너

17 SM 31 5년 패션 소재 디자이너

18 KW 42 19년 패션 디자이너

19 SJ 38 13년 패션 소재 디자이너

20 JH 29 4년 패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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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패션 디자이너의 패션 소재 햅틱

탐색에 대한 고찰

본 장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의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

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파악하기 위해 디자이너의 패

션 소재 탐색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장의 1절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를 인지하는 것에 관한 디자이너들의 인식을 분석하여 영향요

인을 도출하고, 디자이너가 실제로 소재를 만지며 탐색하는 모습을 관

찰하여 촉감 파악을 위한 행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패션 소

재 제시 사례분석을 통해 파악된 시각 자료 및 텍스트 정보의 유형들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생각을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제 1 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 햅틱 인지 및

행동에 대한 고찰

1. 패션 소재 햅틱 인지에 대한 인식 및 영향 요인

1) 비접촉적 패션 소재 인지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인식 고찰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소재를 인지하는 접촉적인 방식에

익숙한 패션 디자이너들이 패션 소재를 디지털 환경에서 비접촉적으로

인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온라인 소재 구매 경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 참

여자들은 온라인으로 소재 트렌드 조사를 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소재를

구매해 본 경험은 있으나 업무적인 용도로 소재를 구매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으로 소재를 보거나 구매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의류의 온라인 쇼핑 상황에 대한 경험을

조사하였다.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색상과 촉감인지에 대한 불확실

성 등을 이유로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를 보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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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요즘은 출장이 금지되서 피비(프리미에르 비죵)나 인터텍스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온라인으로 한번 훝어 보기는 했는데, 온라

인에 나와있는 정보로는 소재의 촉감을 가늠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솔

직히 실무에 도움이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참여자 HJ)

연구 참여자들은 패션 소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임에

도 불구하고 스크린을 통해서 소재를 정확히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

다. 그러므로 특히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업무적인 용도로 소재를 볼

때는 눈과 손을 통한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

한 디지털 환경에서 소재를 인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현재

의 소재 제시 형태를 기반으로 한 연구 참여자들의 웹사이트 사용 경험

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불편함을

모두 해결한 소재 판매 웹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업무적인 사

용 의사가 있는지를 추가로 질문하였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점점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패션 제조업은 정말 좀 불가

피하잖아요. 소재 서치할 때 저희는 이제 실물로 만져보고 계속 이렇

게 작업을 하는데 뭔가 이런 정보가 한번에 딱 잘 나와 있는 웹사이트

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만지는 걸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일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참여자

WL)

“동대문은 사실 되게 넓고 방대하고.. 여기저기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몸을 혹사하면서 그렇게 정보 수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이렇게

온라인 웹사이트로 그 모든 원단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스와치나 피드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예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제 자리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

을 것 같은데..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겠네요.” (참여자 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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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재의 방식이 아닌 발전된 소재 제시 방법이 고안되어 더욱

정확히 소재의 촉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일차적인 소재 선별 작업을 온

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업무적인 효율성

이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반드시 실제 소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은 앞서 발견된 부정적인 인식이 디지

털 환경에서 비접촉적인 방식으로 소재를 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

이 아닌 현재 온라인에서 소재를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대한 불만족으

로부터 비롯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따라서 디지털 환

경에서의 소재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햅틱 커뮤니

케이션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디

지털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2) 패션 소재 햅틱 인지의 영향요인

(1) 외적 요인 - 제시 정보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를 인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

어진 데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웹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부

족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정보의 부족

한 양, 둘째, 정보의 제시 방법의 한계, 셋째, 부정확한 정보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햅틱 정보의 부족한 양이다. 직접 만져보지 못하고 화면으로

소재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자세한 햅틱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한 국내 소재 판매 웹사이트의 경

우 제시하고 있는 정보가 매우 부족하였다. 이로 인해 소재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매 단계까지 이르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

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부족한 햅틱 정보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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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매를 해본 경험이 있었으나, 본인이 상상

한 소재와 실제 받아본 소재가 일치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원단을 제대로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구

매하려고 봤을 때도 정보 자체가 너무 부족하고 사실 저는 저지 원단

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저지가 정말 싱글이고 후라이스고 종류가 다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단이 많은데. 사진도 그냥 엄청 확대된 비슷한

거 몇개에 단순하게 저지 이렇게만 적혀 있는 걸 봤는데, 두께도 싱글

인지 더블인지도 잘 안보이는 사진이였어요. 이정도 정보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게 정말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

쩔 수 없이 그냥 시장 나가서 샀어요.” (참여자 SE)

“이건 정말 기본적인 정보인데 몇 수인지도 안써있고... 사진 속에

서는 한 30수는 되어 보이던 원단이 받아보니 40수 이상으로 얇고 고

시감이 없고 흐느적거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단을 온라인

으로는 정말 안사게 되더라고요.” (참여자 BY)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국내 소재 판매 웹사이트의 경우 대

부분 취미를 목적으로 소량 구매를 하는 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판매하

고 있다. 따라서 구매할 수 있는 소재의 종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재

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과 경험을 지닌 연구 참여자들에게도 이러한

환경에서는 원하는 소재를 찾기 어려우며 성공적인 구매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전문

성으로도 제시된 햅틱 정보의 불충분함을 채우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나

타낸다.

두 번째로, 햅틱 정보 제시 방법의 한계이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야

만 소재의 촉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은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서 소재를 판매하는 웹사이트들은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소재를 제시하

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햅틱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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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특히 소재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특성이 잘 보이도록 한 웹사

이트가 부재함을 언급하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소재 햅틱 정보 제시 방

법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요즘 유명 직구 웹사이트나 대형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모델이 입었을 때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

테일하게 나와있잖아요?어느정도 느낌이 오게.. 원단을 판매하는 웹사

이트들은 그만큼 잘 되어있는 걸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리서치용으

로) 피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짧게 잠깐 봤을 때도.. 이게 소재의 대

략적인 트렌드만 보는 거면 괜찮은데. 이 원단의 두께감이나 터치감

같은 것들이 어떨지 감이 잘 안와서 (소재가) 별로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잠깐 보다 넘겼어요.” (참여자 NL)

“나름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옷 만들어 주려고 온라인으로

소재를 샀는데 실패했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신축성 같은

거는 진짜 정확히 보이지가 않아서. 뭐 요즘 웹사이트들에선 사진을

잘 찍어놓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소재에 대해 특성들을 집중적으

로 정확히 볼 수 있게 잘 찍어 줬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어요.” (참

여자 HJ)

연구 참여자들은 구체적으로 소재의 ‘두께감’, ‘손맛’, ‘터치감’, ‘고시

감’, ‘신축성’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이러한 특성 파악이 어려움을 밝혔

다. 현재 웹사이트들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소재의 특성들을 효과적

으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촉감 정보뿐만 아니라 색상 표현의 한계 또한 부정적

햅틱 경험에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의류 소재에서는 색상의 미

묘한 차이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색상에 따라서도 촉감이 다르게 인지

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화면에 따른 색상 차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소재가 어떤 환경에서 촬영되느냐에 따라 동일한 화면 안에서도 색

상이 실제와 매우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 또한 이

러한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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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감이나 고시감, 색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중요한데 화면에서

사진으로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컬러도 특히

잘 못 담아내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사진이 여러 장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사진이랑 두 번째 사진이 조금씩 다른 색으로 보이는 일도 있었

던 것 같거든요.” (참여자 KR)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퇴근길에 핸드폰으로 보고 장바구니에 담

아두었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노트북 열어서 다시 크게 보고 구매하려

고 봤는데 색이 너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중략) 진짜 실제 이 원단

의 컬러가 어떨지 알 수 없잖아요.” (참여자 NL)

“그레이여도 화면에서 본것보다 너무 진하거나 밝거나 한 경우도

있고.. 아이보리도 실제로 보면 노란끼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섞인 경

우도 있고.. 화면에서 정확한 색상 캐치하는건 정말 어렵죠. 조명을 어

떻게 때렸냐에 따라 달라보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사진을 좀.. 만지기

도(보정하기도) 하니까. 온라인 쇼핑몰들도 보면 밖에서 자연광에서

찍은 사진이랑 스튜디오 컷이랑 색상은 정말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디

서 찍냐에 따라서 원단 색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니까 직접 보지 않

고서는 잘 모르겠어요.” (참여자 YJ)

화면에서 소재의 색상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기기의

화면 설정에 따른 불가피한 색상 차 외에도 촬영 시 빛의 종류, 빛의

강도 및 위치에 따른 색상 차이, 사진 보정 작업으로 인한 색상 차이

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해 모든 촬영을 일정한 환경에

서 진행하며 사용자 화면 세팅의 표준값을 제시하는 등 방법의 고안이

필요하다.

셋째, 부정확한 정보이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웹사이트에 제시된

햅틱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느낀 경험들을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혼용률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느낀 경험, 제시된 계절감이 정확하

지 않았던 경험 등이 파악되었다. 특히, 소재의 신축성, 계절감, 두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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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표현하는 언어적인 설명은 작성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실제로

구매자가 느끼는 촉감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설명에 대

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딱 만져보면 대충은 알잖아요? 예

를 들어 캐시(캐시미어)가 80%가 들어갔다고 혼용에 분명 적혀 있었

는데 받아보니 많아야 한 50%일 것 같은? 아무튼, 웹사이트에 쓰인

게 항상 다 맞지는 않아서 잘 안 믿어요. 혼용률을 제대로 안 써놓은

곳도 많고.” (참여자 HS)

“두께감이라던지 신축성 같은 게.. 특히 신축성이 좋다고 설명에 적

혀 있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시

원한 소재라고 여름용으로 적혀 있었는데 막상 받아보니 통기성이 없

어서 여름에 입기에는 더운 재질이었어요.” (참여자 YJ)

연구 참여자 SE는 과거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서 상품 정보를 입력

하는 업무를 해본 경험을 공유하며 부정확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뒷받침하였다. 상세설명을 입력하는 것에 대한 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재 웹사이트들에서 제공하는 소

재에 대한 상세설명이 전문성이 낮은 사람에 의해 작성될 수 있음을 언

급하였다.

“저는 사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원단 전문은 아니지

만, 그냥 옷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때 제 업무가 웹사이트에

상품 설명 적는 거였어요. 혼용률 정도만 알려줬던 것 같은데 지금 생

각해보면 정말 아는 것 하나 없었는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대

충 보고, 제 느낌대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쇼핑할

때 그런 웹사이트들에 적혀 있는 설명은 잘 안 봐요.” (참여자 SE)

이밖에도 판매를 위한 웹사이트에서는 제품이 시각적으로 가장 아름

다워 보이도록 최선의 세팅을 한 후 촬영을 하므로 시각자료가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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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온라인 의류 제품 쇼핑 시의 경험으로부터 발견되었으나, 소재

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실

적이지 않은 시각자료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받아 봤을 때 차이

를 느낀다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인식하였다.

“린넨 코튼 레이온 혼방의 소재를 구매했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형태감을 좀 줄 수 있는 고시감을 가진 원단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코튼보다는 레이온성이 더 강해서 늘적해서

몸의 실루엣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혼용이랑 참고 사진

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중략) 보이는 것을 다 믿

으면 안되는 게 특히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촬영할 때 판매할

제품의 실루엣이 최대한 예뻐 보이게 잡아놓고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

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써놓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봤을 때 상상했던

소재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어요.” (참여자 YS)

이처럼 부족한 햅틱 정보의 양과 정보의 제시 방법의 한계,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로부터 오는 신뢰도의 하락이 디자이너들에게 디지털 환

경에서 패션 소재를 인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한 주요 원

인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패션 소재 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위

해서는 소재 햅틱 정보 제시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수적일 것

으로 사료된다.

(2) 외적 요인 – 소재의 종류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의 햅틱 인지는 소재의 종류에 따른 편차

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재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 스크린을

통해 인지하기 쉬운 소재와 그렇지 않은 소재가 나뉘었다. 연구 참여자

들은 전반적인 소재 트렌드 또는 프린트 트렌드를 조사하는 용도로 온

라인으로 소재를 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프린트가 있는 소재의 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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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확인되었다. 예비조사 결과와 동일

하게, 광택감이 아주 강하거나 눈에 띄는 조직감을 가진 소재의 인지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나 그렇지 않은 소재의 인지는 어려워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패턴물 리서치는 종종 해요. 패턴물은 그나마 괜찮은데... 특히 솔리

드는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전혀 터치랑 조직이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

잖아요.” (참여자 SM)

“광빨이 있는 사틴 원단이라던지.. 눈에 띄는 조직감이 있는 것은

이건 어느정도 손맛과 두께감을 갖고 있는 원단이겠구나 하고 대충 알

수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진에서 진짜 별 차이가 없어 보

이거든요.” (참여자 JS)

이러한 경향은 디자이너들이 소재를 볼 때, 프린트가 있는 소재의

경우 먼저 프린트 자체를 보고 소재에 대한 선호 또는 불호를 결정하기

때문일 것으로 예측된다. 소재가 가진 미세한 텍스처의 차이가 매우 중

요하게 작용하는 단색 원색과는 달리, 프린트가 있는 소재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프린트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린트가 있는 소재의

햅틱 인지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 소재의 햅틱 관련 연구의 시료를 선정할 때에는

프린트가 있는 소재와 단색의 소재를 구별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프린

트가 없는 단색의 원단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3) 내적 요인 - 과거의 경험

선행연구(Jeong et al., 2008 ; Jang & Ha, 2021)에서 햅틱 인지는

단순히 시각 또는 촉각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뇌에 저장된 과거

의 경험에 대한 기억의 영향을 받아 인지된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

를 뒷받침하듯 연구 참여자들 역시 패션 소재를 디지털 환경에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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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과거 경험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음이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는, 패션 소재 또는 제품에 대한 온라인 소비 경험과 패션 소재에 대한

개인의 경험 및 배경 지식 수준의 영향이 파악되었다.

먼저 소비 경험의 영향이 발견되었다. 온라인으로 소재를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과거의 소비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재를 화면을 통해 인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 견해를 보였다. 또한, 온라인으로 소재를 구매해본 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온라인 의류 제품의 쇼핑과 소재 쇼핑 경험을 동일시

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온라인으로 소재를 보거나 구매해본

경험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의류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부정적인 햅틱

경험의 영향으로 소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한 편견이 이미

형성된 상태로 판단되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경우 소재 판매 사이

트와 비교하여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도 만족스러운 햅틱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소재 구매 시에는 더욱 불만

족스러운 경험을 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다.

“솔직히 원단을 온라인으로 본다는 게 일단 좀 거부감이 드는 게.

저는 업무적으로 온라인으로 소재를 사본 적은 없지만, 왜 우리가 그

냥 인터넷으로 옷을 사더라도. 화면에서 보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내가 옷을 살 때도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는데 원단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못 살 것 같아요.” (참여자 KR)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소비 경험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 인

지 능력 향상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발견되었다.

연구 참여자 YJ와 EY은 구매 경험이 쌓일수록 스크린을 통해 소재를

인지하는 것이 향상됨을 경험하였음을 이야기하였다. 즉, 디지털 환경에

서 스크린을 통해 소재를 인지하는 능력은 반복적인 소비 경험에 따라

향상될 수 있다는 소재 인지의 학습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저는 실패를 많이 해봤는데.. 여러번 사보고 나니까 좀 아 이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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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에서는 이런 느낌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구나 이런 걸 나중엔

좀 캐치를 해서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어요.” (참여자 YJ)

“학교 다닐 때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했었는데. 망한 적도 많지

만 사면 살수록 실패하는 일이 줄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패브릭샵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오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엔 진

짜 화들짝 놀란적도 있었는데. 이게 나중 되니까 아 이런 것들을 온라

인에서 사면 좀 실패 확률이 적구나. 이런 노하우? 같은것도 좀 생겼

던 것 같고.” (참여자 EY)

반복적인 구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 실패 확률이 낮은

소재와 직접 보지 않고는 파악이 어려우므로 구매 시 실패 확률이 높은

소재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또한, 동일한 웹사이트를

지속해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웹사이트에서 소재를 묘사하는 방식과 실

제 소재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차후 재구매 시

소재에 대한 설명을 통해 보다 정확히 소재를 인지할 수 있음이 확인되

었다. 즉, 이처럼 반복적으로 온라인 소재 구매를 한 경우 주어진 햅틱

정보를 통해 소재를 인지하는 방법이 무의식적으로 학습되어 구매 경험

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성공률이 높은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 JS 또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며 오프라인 소비

경험이 있는 패션 소재 업체의 디지털화에 대한 선호를 밝혔다.

“소재가 중요한 제품을 살 때는 새로운 처음 보는 웹사이트 이런

데서는 잘 안 사구요. 제가 이미 많이 사본 웹사이트에서만 사요. 대충

여기서 이런 제품들을 팔고 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미 받아봐

서 알고 있고.. 설명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곳이니까 실패할 확률이 적더라고요. 원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를 들어 기존 저희 거래처들에서 온라인몰을 연다면 환영이죠. 그런데

처음 보는 웹사이트 처음 보는 업체면 좀 꺼려질 것 같아요.” (참여자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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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오프라인으로 직접 접해본 경험이 있는 판매처 또는 제조사의

소재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높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 접해보는 소재 판

매 웹사이트의 경우 신뢰도가 낮으므로 업무적인 용도로 소재를 구매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재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서는 기존 소재 판매처들이 온라인화를 하거나, 한가지 통합된 플랫폼

에서 다양한 소재를 제공하는 경우 제조사 및 수입, 판매처에 대한 정

보가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온라인 소비 경험의 영향 외에도 패션 소재에 대한 과거 경

험 및 배경 지식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의 햅틱 정보를 인지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소재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거

나 소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웹사이트

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소재의 정확한 특성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

려움이 파악되었다. 패션 소재를 전문적으로 오랜 시간 다뤄온 소재 디

자이너들은 소재의 무게를 숫자로 보면 두께감을 인지할 수 있다는 의

견을 보였으나 연구참여자 NL을 비롯한 연차가 낮은 스타일 디자이너

들의 경우 수치화된 정보를 통해 소재의 특성을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경력이 긴 연구참가자들도 업무적으로 다

뤄본 경험이 많은 익숙한 소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소재에 대한 설명에 무게가 막 oz로 써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알지

만 제가 그 단위에 완전히 익숙하지는 않으니까. 두께감 무게감 이런

것들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워서 구매는 못 할 것 같은데. (중략) 근데

텍스타일 디자이너들.. 정말 소재만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테니까 구

매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참여자 NL)

“저는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딱 보면 대충 감은 오지만 디테일하게

보기는 힘들어서 잘 이용하지 않아요. 특히 제가 업무적으로 자주 쓰

는 소재가 아닌 경우에는 진짜 직접 보지 않고는 확신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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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저는 여성복 회사에서만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저희가 자주 쓰

는 소재는 그래도 화면으로 봐도 감이 잘 오는 편인데. 아웃도어 스포

츠웨어쪽 기능성 소재들 이런건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정말 모르

겠더라고요.” (참여자 YS)

이처럼, 패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들 내부에서도 개인의

경험, 배경 지식, 경력의 정도에 따라 소재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의 차

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타깃 사용자의 수준을 먼저 설정한 후 소

재의 제시 방법을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패션 소재 햅틱의 탐색

1) 패션 소재의 햅틱 탐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패션 디자이너들이 소재를 탐구하고 인지하는 과정은 일반인과는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는 부재하였

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의 제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소재를 탐구할 때 소재의 물성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의 소재 탐색 시 행동을 관찰하기 위

해 코튼류, 폴리에스터류, 실크류의 각 3가지 소재를 선정하여 총 9개의

검은색 소재를 자극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각 소재 샘플의 우측 상단

에는 혼용률과 두께, 신축성의 여부(O,X), 광택의 여부(O,X)를 적은 종

이를 부착하였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코튼류의 3가지 소재를 한

번에 제시하고 자유롭게 소재를 탐색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이에

대한 탐색이 끝났음을 알리면 다음으로 두께감을 탐색하도록 요청하였

으며 해당 특성에 대한 파악이 끝났음을 알리면 동일한 방식으로 광택

감, 신축성, 드레이프성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폴리에스터류의 3가지 소

재, 마지막으로 실크류의 소재 3가지 또한 동일한 방법과 순서로 제시

하였다. 연구자는 실험 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기록하고,

녹화된 영상을 통해 소재에 따른 두께감, 광택감, 신축성, 드레이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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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탐구 시간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에게 소재를 전달하고 자유롭게 탐색을 요

청했을 때에 나타난 기본적인 소재 햅틱 탐색 행동에서는 깁슨(1962)의

연구에서 언급된 촉각 인지를 위한 능동적 접촉과 수동적 접촉이 모두

발견되었다. 먼저 능동적 접촉은 물체 자체를 인간의 의지에 따라 적극

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디자이너들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소

재를 두고 비비듯 만지기, 소재 표면을 만지며 손으로 쓸어보기, 늘려보

기, 쥐었다 펴보기 등의 행동을 보였다. 물체에 적극적으로 변형을 가하

지 않고 물체가 신체의 피부에 닿아 느껴지는 수동적 접촉 행동으로는

손목이나 손등, 다리 위 등 신체에 올려보기 등의 행동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두께감, 광택감, 신축성, 드레이프성의 항목을 제시한 후

소재를 탐색할 때의 행동에서도 대두분 중복되어 나타났다.

디자이너가 실제로 소재를 만지며 햅틱 특성을 인지할 때 걸리는 시

간을 알아보기 위해 탐구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스스로 소재에 대한

파악이 끝났을 때를 알려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실험을 진

행하였다. 소재를 전달한 후 자유롭게 탐색하기를 요청하였을 때 한 가

지 소재별 탐색 시간은 평균 약 1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두께감, 광택

감, 신축성, 드레이프성의 항목에서는 드레이프성의 파악 시간이 평균

약 3분 이내로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택감

은 소재별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2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두께감과 신축성의 경우 약 1분 이내로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파악된 소요 시간은 본 실험에서는 시간 제약

없이 충분히 탐색하기를 권고하였으므로 실제 디자이너가 업무적으로

소재를 파악할 때에 햅틱 탐색 시간은 더욱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

탐색 과정에서의 행동 분석을 통해 두께감은 표면 질감, 무게, 강연

성 및 유연성, 비침 정도를 통해 복합적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도출되

었으며, 광택감은 주름과 빛, 움직임, 직물의 조직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신축성은 당기는 힘을 다르게 하여 반복적으로 늘

려보며 종합적으로 인지하므로 힘의 세기가, 드레이프성은 강연성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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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무게, 두께가 인지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패션 소재의 물성별 햅틱 탐색 특성

(1) 두께감의 탐색

시각적 촉감은 형태, 색채, 질감의 영향을 받는데, 형태는 대상의 두

께와 종류가 주요 속성이며, 질감은 무게, 점도, 습도, 탄력, 신축성이 중

요한 속성이다(백승화와 김명석, 2001). 두께감은 의복의 형태를 결정짓

는 요소이며 패션 디자이너들이 소재의 용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영향

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물성이다.

소재의 종류를 한정한 본 실험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들이 두께감을

탐색할 때 코튼, 폴리에스터, 실크류의 종류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두께에 따른 햅틱 탐색 행동에서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소재의 종류와 무관하게 가장 두꺼운 소재와 중간 두께의 소재의 두께

감을 탐색할 때에는 주로 소재를 엄지와 검지 사이에 두고 두 손가락을

비비듯 만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소재의 표면 질감을 느낄

수 있기도 하므로 표면 질감이 두께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매우 얇은 쉬폰 소재의 경우 손바닥을 소재 뒤로 두고 손이

비치는 정도를 확인하는 행동이 가장 보편적으로 관찰되었다. 비침이

있는 얇은 소재의 경우 어느 정도가 비치는지를 확인하여 두께감을 판

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드레이프성의 탐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소재를 한 겹뿐만 아니라 두 겹인 상태에서의 비침

정도도 확인하는 행동 또한 관찰되었다.

소재를 만지는 위치도 다양하게 발견되었는데, 엄지와 검지로 소재

끝부분을 만지며 확인하고, 같은 방식으로 소재의 중간 부분도 잡아 확

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동일한 소재여도 소재의 끝

부분을 만졌을 때와 중간 부분을 만졋을 때 촉감의 인지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한쪽 손의 손바닥 위에 소재를 올려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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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대쪽 손바닥을 그 위로 올려 쓸어보는 소재 표면의 질감을 파악

하려는 행동과 소재를 잡고 주먹을 쥐듯 쥐었다 펴보기도 하는 다양한

행동들이 관찰되었다[그림 4-1]. 이렇게 소재를 손 위에 올려두는 행위

를 통해서는 소재의 무게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소재를 쥐었다 피

는 행동을 통해서는 소재의 강연성을 볼 수 있으므로 소재의 표면 질감

뿐만 아니라 무게와 강연성 또한 두께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1] 두께감 탐색 행동

또한 소재의 끝부분을 잡아 엄지와 검지를 비는 과정에서도 특히 두

꺼운 소재의 경우 소재의 단면을 눈으로 확인하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소재의 끝 단면에서 보이는 두께를 통해 두께감을 인지하려고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잡았을 때 소재에 힘이 없이 아래로 처지는 얇은 소재의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현재 소재의 햅틱 특성, 특히 두께를 디지털 환경에서 제시할 때에

는 기계적 측정을 통해 단면의 길이를 측정하여 숫자로 제시하거나, 무

게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참여

자들이 보여준 두께감을 평가하는 다양한 햅틱 탐색 행동들은 디자이너

들이 두께감을 느낄 때 단순히 원단 단면의 두께를 보고 인지하지 않음

을 나타낸다. 소재의 비침 정도, 유연감, 표면의 질감, 무게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두께감의 햅틱 인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

다. 또한 두께에 따른 햅틱 인지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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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비침이 있을 만큼 얇은 소재와 두꺼운 소재의 탐색 행동에서의 차이

는 소재의 두께에 따른 햅틱 정보 제시 방법에 차이가 있어야 함을 시

사한다.

(2) 광택감의 탐색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광택감은 소재에 대한 미적 평가와도 관련이

깊다. 소재의 종류와 용도, 타깃 소비자층에 따라 광택이 강한 소재를

선호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은은한 광택을 선호할 수도 있다. 빛을 반

사하는 양, 즉 광택의 물리적인 강도가 같더라도, 섬유의 종류 및 가공

특성에 따라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광택감과 미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광택감의 탐색을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소재를

평평하게 손바닥 또는 손등 위에 올린 후 손을 움직이며 광택을 확인하

는 행위를 보였다. 두께감을 볼 때 동일하게 손 위에 소재를 올리는 행

위가 관찰되었으나 이때는 정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광택감의 탐색에서는 적극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

러한 행동은 광택감이 소재의 움직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시

사한다. 추가로 허벅지 위, 팔목 등 신체 부위에 얹어보는 등 수동적인

접촉 행동들 또한 발견되었는데, 얹어보는 위치에 따라서 소재의 형태

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위치를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며 소재의 움직

임과 빛에 따른 광택감을 확인하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이밖에도 대부

분의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조명을 확인하여 조명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

는 위치와 강하게 받는 위치 등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는 행동이 관찰되

었다. 광택감의 인지에는 빛, 즉 조명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재를 평평하게 배치한 상태에서의

광택감을 확인하고, 추가로 소재를 조작하여 주름지도록 잡아 조명을

받도록 하며 광택감을 재확인하는 행위도 파악되었다[그림 4-2]. 이러한

행동은 평평하게 제시했을 때 보다 주름을 잡아놓았을 때 소재의 광택

감을 더욱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소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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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잡으면서 소재의 유연감, 탄성 등의 속성에 대한 파악 또한 가능

하므로 광택감을 위한 탐색 행동 안에서 다른 특성들 또한 무의식적으

로 함께 인지될 것으로 나타났다.

광택감에서는 소재의 두께에 따른 유의미한 행동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섬유 및 가공 특성상 광택감이 전혀 없는 소재의 경우 탐색

시간이 매우 짧았다. 평평한 상태에서 소재를 가까이 들여다보고, 소재

를 손 위에 올린 후 약간의 움직임을 하며 파악하는 간단한 행동을 보

였고 광택감이 없음이 판단되면 탐색을 빠르게 멈추었다. 반면에 실크

사틴, 폴리 사틴 등 강한 광택감이 있는 소재는 조명과 움직임에 따른

광택감을 다양하게 확인하였으므로 탐색 시간이 더욱 길게 소요되었다.

또한, 조직 특성상 은은한 광택이 느껴지는 코튼 트윌의 경우에도 광택

감을 파악할 때 광택감이 전혀 없는 소재와 비교하여 더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살펴보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실크 또는 폴리 사틴과 같이 분

명한 광택감이 있는 경우보다, 은은한 광택감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어

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미세한 광택감을 제시하는 방법의 고안이 필

요하다.

두께감의 탐색과 비교하여 광택감은 소재를 엄지와 검지로 비비거

나, 쥐어보는 등의 능동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신체의 부위

에 소재를 얹어 놓은채로 소재가 아닌 본인의 신체를 조작하는 수동적

접촉 방식을 통한 움직임으로부터 광택감을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이 관

찰되었는데, 이러한 수동적 접촉은 시각을 통해 유사한 햅틱 경험을 하

도록 구현하기에 더욱 용이하다. 또한 손 위에 소재를 올려둔 후 소재

가 처지며 형성된 자연스러운 주름에서 보이는 광택감을 관찰하는 탐색

행동은 두께감과 드레이프성의 파악 행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므

로, 이러한 행동은 소재의 광택감뿐만 아니라 두께감, 드레이프성의 전

달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소재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

서 이와 같은 행동을 반영한 영상의 제작이 광택감뿐만 아니라 패션 소

재의 전반적인 햅틱 인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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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광택감 탐색 행동

(3) 신축성의 탐색

신축성은 시각을 통해서 파악하기에 가장 어려운 소재의 물성이다. 신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제시 방법의 고안을 위하여 패션 디자이너들이 실제 소재의

신축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는 행동을 파악한 결과, 연구 참여자 모두에

게서 공통적인 행동이 관찰되었는데 다른 물성과 대비하여 행동 변화가

가장 적고 단순하게 나타났다. 소재에 따른 차이 없이 동일하게 양손

엄지와 검지로 소재를 잡아서 좌, 우, 대각선으로 늘여보는 행동을 보였

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에게서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늘려보는 행

동과 소재를 주먹 쥐듯 잡고 늘려보는 행동이 함께 관찰되었다[그림

4-3]. 일반적으로 엄지와 검지로 소재를 잡았을 때는 약한 힘을 가해서

늘려보고 주먹 쥐듯 잡은 후 최대로 강하게 늘려보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재의 중간 지점을 짧게 잡고 늘려보기도 하고, 소재

의 끝부분을 잡고 늘려보기도 하였으며, 소재의 분량을 작게 잡고 늘려

보는 행동과 소재의 분량을 넓게 잡고 늘려보는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반복되는 동작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동일한 힘을

가해 소재를 늘리지 않고 가볍게 약간의 힘을 주고 늘려보는 행동과 더

많은 힘을 주고 늘려보는 행동을 통해 가해진 힘에 따른 신축성의 정도

를 느끼려고 함이 파악되었다. 소재에 가해지는 물리적 힘의 강도와 늘

리는 방향에 따른 소재의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가 햅틱 인지에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해당 소재의 신축성으로 인지되는 것이다. 또한, 강하게

소재를 잡아 양방향으로 늘린 후 소재를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

동은 소재의 신장에 따른 회복률을 보기 위한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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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인 것으로 밝

혀졌지만 디자이너가 신축성을 탐구하는 행동 자체는 매우 단순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영상을 통한 햅

틱 전달 방법을 개발한다면 비대면 환경에서의 신축성 인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소재에 가해지는 힘, 신장률, 회복

률 등 객관적 측정을 했을 때 수치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정확한 햅틱

정보를 디자이너들에게 감각적으로 전달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그림 4-3] 신축성 탐색 행동

(4) 드레이프성의 탐색

드레이프성은 소재의 용도 적합성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이러한 판단은 객관적인 드레이프 값이 아닌 주관적인 평가

와 높은 관련이 있다(정인희 외, 2003). 따라서 디자이너들에게 드레이

프성을 수치가 아닌 감각으로 햅틱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의 고안에 대

한 필요성이 있다.

패션 디자이너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드레이프성의 탐색을 요

청하였을 때 앞선 두께감과 신축성, 광택감을 탐색할 때와 달리 주어진

소재의 일부를 보기보다는 샘플 소재 크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체적인

느낌을 보고자 하는 모습이 가장 특징적으로 관찰되었다. 소재를 잡아

들고 손을 시선보다 위쪽으로 최대한 멀리 팔을 펴서 들고 소재를 들고

확인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소재를 주먹을 쥐듯 잡은 상태에서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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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며 흔들림에 따른 소재의 움직임을 보는 모습 또한 파악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광택감을 파악할 때의 행동과 유사하였다. 소재의 무게

및 두께에 따라 소재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

동은 드레이프성은 무게감 및 두께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무게와

두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한 드레이프성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도, 일부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소재에 주름을 잡아 손가락으

로 고정한 상태에서 소재를 들어서 보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소재를 잡

았을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주름이 아닌 인위적으로 소재 가장 위쪽

에 주름의 형태를 만들어 손을 멀리 뻗어 주름이 잡혔을 때 아래로 떨

어지는 흐름을 한 번에 시야에 담으려는 행동을 보였다. 주름을 잡고

주름이 잡히는 형태와 소재가 늘어지는 형태를 관찰하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소재의 유연감과 강연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소재의 유연감과

강연성이 드레이프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드레이프성

을 볼 수 있는 햅틱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사용자는 소재의 유연감과 강

연성 또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광택감을 파악할 때의 행동과 유사하게 신체 일부에 대어보거

나 팔목에 얹어보며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름이 지며 흐르는 모

양을 확인하려는 행동이 다양하게 파악되었다[그림 4-4]. 이는 움직임이

드레이프성의 전달에 중요함을 나타내므로 드레이프성의 제시는 영상

형태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께감, 광택감, 신축성의 타 항목을 인지할 때 행동과 가장 큰 차이

점은 드레이프성의 파악을 위해서는 주어진 소재의 크기 전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환경에

서 소재에 대한 햅틱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작은 소재 스와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소재가 스와치 형태가

아닌 큰 사이즈로 제공되어 소재의 처짐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성을 읽

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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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드레이프성 탐색 행동

3) 종합적 논의

본 실험의 결과를 종합하면, 디자이너들은 패션 소재의 햅틱 인지를

위해 소재를 만질 때 단순히 소재의 표면에서 전달되는 촉각적 감각을

느끼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촉감 탐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소재 표면의 촉각만을 전달하는 햅틱 기기의 경우 디자이너들에

게 정확한 햅틱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두께감, 신축성, 광택감, 드레이프성의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실험에

서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등, 손바닥, 또는 다른 신체 부위에 소재를 얻

어 보며 소재가 떨어지는 모양을 관찰하는 등 능동적, 수동적 접촉을

통해 촉감을 느끼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디자이너들은 이러

한 행동을 통해, 해당 소재로 옷을 만들었을 때 이 소재가 어떻게 보여

질 지를 머릿속으로 시각화하며 시각적인 경험을 하고, 소재가 가진 가

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Petreca et al., 2015). 이는 디자이너가 소재를

느낄 때 디자이너의 직업적인 특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단순히 소재를 지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

라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기존의 소재 촉감 인지 관련 선행연

구들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디자이너 또는 전문가가 주 사용자가 될 소

재 햅틱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구축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이 재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패션 소

재 햅틱에 관한 연구는 일반인과 전문가를 반드시 구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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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디자이너들은 손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다양한 조작을

통해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진과 같은 정

지된 이미지로는 디자이너에게 햅틱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어려

울 것으로 예측되며 영상 형태의 자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심리학에서의 선행연구(조경자 외, 2006)에 따르면 인간은 활발한 움

직임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정보가 정적인 형태와

비교하여 더 많으며 이와 함께 언어적인 정보가 제공될 때 인간은 더욱

효과적으로 지향성에 맞게 영상을 지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만으

로는 파악이 어려운 소재의 특성을 영상 형태의 햅틱 정보로 언어적인

정보와 함께 사용자에게 전달한다면 인지 정확도 또한 향상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해, 패션 디자이너의 소재 햅틱 탐색 행동을 기

반으로 약 2개의 영상 형태로 두께감, 신축성, 광택감, 드레이프성의 복

합적인 물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 번째 영상은 사진

으로는 파악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밝혀진 신축성을 나타내는 영상이

다. 신축성의 경우 좌우, 바이어스 방향으로 약한 힘과 강한 힘으로 늘

리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언어적 설명을 함께 한다면 인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 영상은 드레이프성, 두께감, 광택

감의 탐색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손등에 큰 사이즈의 소재를 얹

은 후 손가락 및 손등의 방향을 움직이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패션 디자이너의 실제 패션 소재 탐색 행동을 기반으로 한

자료가 제공된다면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의 복합적 햅틱 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추

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시각 자료로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두께감, 신축성, 광택감, 드레이프성

의 인지 영향 요인인 표면 질감, 강연성, 유연성, 비침정도, 무게, 두께

등의 속성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81 -

제 2 절 패션 소재 제시 사례에 대한 분석

본 절에서는 온라인 소재 판매처에 대한 사례 연구를 위해 한국, 미

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26개의 패션 소재 판매 웹

사이트들이 제공하는 시각자료와 글로 쓰여진 텍스트 정보의 제시 방법

을 모두 정리한 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각각의 형

태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소재의 온라인 판매가

가장 활성화되어있는 국가로 파악되었다. 뉴욕에 소재 판매업체들의 대

다수가 포진해 있는 미국은 영토의 면적이 큰 특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판매가 발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타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온라인

원단 판매업체들이 발견되었다.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판매업체가 온

라인 홈페이지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오프라인과 차이가

없이 다양한 종류의 소재를 모두 판매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웹사이트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프로와

아마추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활성화되어있는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비전문가를 위한 홈패션용 소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국내의 경우 해외와 비교하여 온라인

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재의 종류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

었다. 도매 및 소매를 위한 동대문에 있는 전문 업체들의 제품을 소개

하는 동대문 시장의 온라인 웹사이트가 있었으나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웹사이트의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다.

영국과 유럽(이탈리아, 프랑스)의 웹사이트는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

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온라인으로 원단을 판매하는 웹사이트가 매우

드물었으며 오프라인 중심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사례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밝혀진 햅틱 정보를 제시

하는 시각자료와 텍스트 정보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효과를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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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패션 소재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 결과

1) 시각자료

패션 소재의 햅틱 정보를 제시하는 시각자료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

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석 대상인 26개의 웹사이트 전체에서 제공하

는 모든 시각자료의 형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웹사이트

에서 제시하는 시각자료를 조사한 후 유사한 형태의 사진을 묶어 분류

하였으며, 연구자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각 자료의 형태에 따라 이를 지

칭하는 명칭을 정하였다. 그 결과 총 25가지의 시각 자료 유형이 제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패션 소재의 햅틱을 전달하는 데에 공통적으

로 사용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각자료의 형태는 소재 정면 사진과 주름

사진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면 사진은 정면 평면을 촬영한

사진과 텍스처를 클로즈업하여 근접하게 촬영한 사진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또한, 주름 사진은 회오리형 모양을 잡아 촬영한 회오리형 주

름,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주름 모양을 촬영한 불규칙적 주름, 주

름을 직선 형태로 잡아놓은 직선형 주름, 손 또는 집게로 주름을 잡아

촬영한 세부 유형들로 나뉠 수 있다.

모든 웹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자료 외에도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부가적인 시각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소재의 끝단을 보여주는 자료와, 비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드

레이프성 및 신축성을 보여주는 자료, 소재의 표면 처리 특성을 나타내

는 자료와 해당 원단으로 제작된 제품을 보여주는 자료 또한 파악되었

다. 사례조사를 통해 발견된 시각자료의 각각의 구체적인 유형은 [표

4-1]과 같다.

[표 4-1] 시각자료의 유형

구분 유형 세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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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료

정면 사진
정면 평면

텍스처 클로즈업

주름 사진

회오리형 주름

불규칙적 주름

직선형 주름

손으로 잡은 주름

집게로 잡은 주름

부가 자료

소재 끝단 사진

주름진 끝단

평평한 끝단

소재 롤 활용

손가락 활용

비침 정도 표현 사진
손 활용

배경색 활용

드레이프성 표현 사진

및 영상

벽에 소재를 걸어 둔 사진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영상

물체(의자, 바구니 등)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드레스폼 위에 드레이핑 한 사진

드레스폼과 판매원을 활용한 영상

신축성 표현 사진 및

영상

손 활용 사진

손 활용 영상(gif)

표면 특성 사진 및 영상
물 활용 사진

물 활용 영상(gif)

제작 제품 사진 및 영상
제작 샘플 착용 사진

제작 샘플 착용 영상(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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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정보

소재를 제시할 때 제공되는 언어적 햅틱 정보의 종류는 총 26가지로

파악되었다. 이 중 모든 사례 분석 대상 웹사이트들에서 공통적으로 제

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소재의 원산지, 제품번호, 가격, 폭, 색상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소재에 대한 다양한 햅틱 정보는 원산지,

폭, 판매 단위 등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실 기반

의 객관적 정보와 정보를 입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준

에 따라 판단된 표면 촉감, 신축성, 비침 정도, 광택감 등 주관적인 정

보로 분류하였다[표 4-2].

[표 4-2] 정보의 종류

객관적 정보 주관적 정보

- 원산지

- 제품번호

- 가격

- 조직(Type)

- 폭

- 판매단위

- 염색 종류

- 무게

- 혼용률

- 색상

- 제조사/디자이너/브랜드

- 재고/리오더 가능 여부

- 팬톤 컬러 번호

- 프린트 사이즈(예: 12cm repeat)

- 패턴 종류 (예: 꽃무늬, 기하학)

- 소재 관리방법

- 소재 끝처리

- 두께감

- 신축성

- 비침정도

- 표면 촉감

- 광택감

- 계절감

- 구김

- 추천 제작 제품

- 상세 설명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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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재의 특성에 대한 햅틱 정보들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웹사

이트별로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텍스트형 햅틱

정보의 제시 유형은 [표 4-3]과 같이 총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째, 3줄 이상의 글로 풀어서 소재의 특성을 서술하는 서술형과 둘째, 한

단어 또는 한 줄 이하로 짧게 객관적인 특성 위주로 제시하는 사실 나

열형, 셋째, 3점에서 5점 사이의 척도에 소재의 촉감 관련 특성을 표시

한 감각 척도형, 넷째, 한눈에 들어오는 아이콘으로 소재의 신축성 또는

비침 여부 등을 제시하는 아이콘형,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내부에서 자

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두께감 또는 신축성에 대하여 1T 2T 등으로

표기하는 자체기준형이 있다.

[표 4-3] 정보의 제시 유형

2. 패션 소재의 햅틱 정보 제시 유형에 대한 심층 면접 결과

1) 시각자료

시각자료는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유형들을 제시 방법에 따라 첫

째, 소재 자체만 사용한 방법과 둘째, 도구를 사용해 소재를 보여주는

방법, 셋째, 사람을 사용한 방법으로 재분류하였다. 사례조사에서 발견

유형 내용

서술형 소재의 특성에 대하여 3줄 이상의 서술형 문장으로 제시

사실 나열형 한 단어 또는 한줄 이하로 짧게 객관적인 특성 위주로 제시

감각 척도형 3점에서 5점 사이의 척도에 소재의 특성을 표시하여 제시

아이콘형
소재의 신축성 여부 또는 비침 여부 등의 특성을 단순화된 그림의 아

이콘으로 제시

자체기준형 웹사이트 내부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1T, 2T, 3T 등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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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특성과 심층 면접을 통해 파악된 소재의 햅틱 특성을 제시하는 방법

에 따른 패션 디자이너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각각의 유형에 따른 효과

를 밝히고자 하였다.

(1) 소재만 사용한 제시 방법

① 정면 평면 사진

모든 웹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기본 사진으로 제공되는 사진이다. 소

재를 평면으로 주름 없이 깨끗하게 촬영한 사진으로, 소재의 특성에 따

라 양면 사용이 가능하다면 앞, 뒷면의 사진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프린트가 있는 소재나 눈에 띄는 조직감이 있는 경우 소재

위에 자를 함께 배치하여 조직 또는 패턴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그림 4-5].

“이건 뭐 당연히 있어야 하는거고, 제일 기본으로 일반적인 시선으

로 소재를 찍어 놓은거니까.. 다른 유형의 사진들과 비교해서 엄청 많

은 정보를 주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쇼핑할때는 썸네일

로 여러개 함께 보면서 고르는건데…. 사실 이런 사진으로만 보고 파

악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내가 맘에 들면 눌러서 더 자세히 보는

거고. 추가적인 다른 사진들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

하지만, 역할이 큰 사진인 것 같아요.” (참여자 EY)

“사실 이걸(예시) 보면 이게 얼마큼 가까이 찍은 사진인지가 잘 감

이 안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얼마큼 확대가 된 건지. 프린트가 있거나

저(예시) 사진처럼 뽀글이 원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확대돼서

찍어놓으면 실제보다 조직감이 과장되어 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

렇게 자를 아래 놓는 방식이 저는 많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정도 거리에서 원단을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인지 가늠

할 수 있으니까. 프린트 있는 원단 볼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참여자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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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정면 평면 사진의 예시

(Mood fabrics, Fabric Mart, 천가게, B&J Fabrics, 2021)

연구 참여자들은 정면 평면 사진을 가장 필수적인 시각자료로 뽑았

으며, 사진 속에 자를 함께 두고 촬영한 형태가 조직감 및 패턴의 크기

를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면 평면 사진의 경우 얼마

큼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이 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발견되

었는데 자가 함께 제시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② 텍스처 클로즈업

카메라를 소재에 가까이 두고 정면 또는 비스듬한 각도로 클로즈업

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정면 평면 사진과 비교하여

소재 표면의 질감과 입체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진이다[그림

4-6]. 소재 표면의 질감은 소재의 햅틱 인지에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 유형은 정면 평면 사진과 함께 필수적인 사진으로

꼽혔다.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의 경우 확대한 정도 또는 사진을 촬영한 각도

에 따라 조직감이 다르게 보일 수 있으므로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정면 평면 사진과 함께 부가적인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발견되었다. 즉, 정면 평면 사진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

게슈탈트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불완전한 형태로 대상을 볼 때 여러

개의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완전한 전체를 연상하여 인지한다. 이처럼

각 사진의 한계를 서로 보완해주는 소재의 정면 평면 사진과 텍스처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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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업의 사진을 통해 사용자 즉 디자이너는 해당 소재의 전반적인 햅

틱 특성을 더욱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효

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이미지를 연속되는 순서로 배치하

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클로즈업 사진은 이 사진만 혼자 보면 사실 조금 과장이나 왜곡되

어 보일 수도 있어서 단독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정면 평면 사

진이랑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KW)

사례조사 결과 모든 소재에 이러한 사진이 제공되지 않고 조직감이

있는 소재에만 부가적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조직감이 두드러지지 않을

때는 기본 정면 사진만 제공된다. 이러한 유형이 제시된 소재 간에 명

확한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이 필요한

소재인지의 여부는 각 웹사이트의 시각자료 촬영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 JS는 조직감의 정도를 떠나 일관되게 모든 소재에 같은

유형의 사진이 제공되어야 소재간의 비교에 유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

혔다. 명확한 규칙성이 없이 소재의 햅틱 특성을 표현하는 시각자료의

유형이 소재마다 다르다면 사용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웹사이트

전반의 통일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 정면 사진보다는 클로즈업 사진. 정면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

게 해서 텍스처, 조직을 볼 수 있는 사진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요. 조직감이 있는 소재는 정면 평면 사진만 봐서는 잘 감이 안오고.

이런 사진으로 봐야지만 느낌이 더 확 오거든요...(중략) 별다른 텍스쳐

가 없는 소재라 해도. 이렇게 찍어도 조직감이 없구나 하는 걸 알 수

도 있으니까.” (참여자 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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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의 예시

(B&J Fabrics, 2021)

③ 회오리형 주름

원단을 회오리 형태로 주름지게 만들어 촬영한 사진 유형이다[그림

4-7]. 주름 사진은 정면 평면 사진,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과 함께 디자

이너가 소재를 인지할 때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자료로 파악되었다.

주름이 시각을 통해 패션 소재의 햅틱 특성을 인지할 때 매우 중요

한 단서가 되는 주요 영향 요인임은 이미 선행 연구(Xiao, 2016; Jang

& Ha, 2021)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주름을 어떠한 형태

로 제시 하였을 때 더욱 효과적인지를 규명한 연구는 부재하다. 사례조

사에서 파악된 다양한 주름 사진 유형 중 회오리형 주름은 불규칙적 주

름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방식으로 파악되었다. 연

구 참여자들은 회오리형 주름 사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소재의 물성으

로 두께감, 유연함 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회오

리형 주름은 소재의 성질에 따라 일정하게 회오리 형태가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회오리형 주름은 유연한 터치의 원단이라면 이렇게 되겠지만, 고시감

이 있는 원단은 아예 이런 형태가 안될테니 터치가 유연한 원단에만

써야될 것 같고요.” (참여자 YS)

“주름은 회오리형 주름이 제일 봤을 때 감이 잘 와요. 그런데 소재

에 따라 이 모양이 아예 불가능한 소재들이 꽤 있을텐데요.. 이걸 통일

성 있게 전체적으로 모든 소재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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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오히려 잘 안돼더라도 그게 더... 이 원단은 이렇게 모양이 안 나

올 만큼 두껍고 뻣뻣하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

요.” (참여자 JS)

얇고 부드러운 소재는 더 자연스러운 모양의 회오리 형태가 생성되

며 두껍고 뻣뻣한 소재일 때는 회오리 형태의 곡선이 자연스럽지 않고

딱딱하게 끊기는 형태의 모양이 잡힐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오히

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오히려 소재 간의 두께감과 유연성 차이를 효과

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소재로 회오리

형태의 주름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동일한 방법을 통해 회오리형의 주름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소재의

물성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제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소재를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4-7] 회오리형 주름 사진의 예시

(B&J Fabrics, EMMA one sock, B&J Fabrics, 2021)

④ 불규칙적 주름

불규칙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주름이 생성되도록 하여 해당 부분

을 촬영한 사진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회오리형 주름과 함께 가장 도움

이 되는 자료로 꼽은 형태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사진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는 햅틱 특성으로 ‘광택감’, ‘두께감’, ‘텐션감’, ‘유연감’ 등의 다

양한 단어들을 언급하였으며 연구참여자 YS는 불규칙적 주름 사진이

회오리형 주름 사진보다 더욱 포괄적인 소재의 물성을 파악하는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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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고 밝혔다.

“회오리도 괜찮기는 한데.. 두 가지 다 있으면 좋고 아니면 자연스

러운 주름 사진이 뭔가 더 포괄적으로 다양한 원단 물성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YS)

“불규칙한 주름이 가장 도움이 되고 회오리형 주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의 부드러움 정도랑 두께감. 텐션감 같은 것들을.... 완

벽하게는 캐치를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 사진이면 어느 정도

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참여자 SM)

이 유형은 [그림 4-8]와 같이 웹사이트별로 제시하는 주름의 양, 밀

도의 차이가 다양하게 발견되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주름의 양과 밀도

가 적절할지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그림 4-8] 불규칙적 주름 사진의 예시

(패션스타트, Sacrés Couponsz, B&J Fabrics, Mood Fabrics, 2021)

⑤ 직선형 주름

직선형 주름은 소재를 수평, 수직, 또는 사선으로 접혀 촬영한 사진

이다[그림 4-9]. 연구 참여자들은 ‘두께감’, ‘고시감’ 등을 언급하며 겹겹

이 접혀있는 형태에서 소재가 가진 물성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소재의 방향과 주름을 잡은 방식, 다림질의

여부, 촬영된 각도 및 거리 등의 영향에 따라 소재가 매우 달라 보일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회오리형 주름 또는 불규칙한 주

름 사진을 언급하며 해당 사진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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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 유형의 사진은 생략 가능한 자료라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따라

서 패션 소재의 햅틱 정보를 제시할 때 주름 사진은 회오리형과 불규칙

적 주름 사진의 두 가지로 충분한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

다.

“저 접혀있는 모양을 보면 이 소재가 어느정도 두께나 고시감을 가

진 대략적으로 소재인지 알 수 있으니까 괜찮기는 한데.. 다른 사진들

로도 충분히 대체가 될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

요.” (참여자 JS)

“직선형으로 주름 잡아 둔거는.. 저게 원단 방향이 어떤 상태로 주

름을 잡은건지,, 다리미로 한번 살짝 프레스 한건지.. 알 수 없고,.. 가

까이 찍었는지 멀리 찍었는지에 따라 또 달라보일 것 같아서 별로 필

요한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HS)

[그림 4-9] 직선형 주름 사진의 예시

(B&J Fabrics, Mood Fabrics, The Berwick street cloth shop, le marche

saint-pierre, 2021)

⑥ 주름진 소재 끝단

소재의 끝단을 주름지게 형태를 잡아 보여주는 사진으로[그림 4-10],

식서 방향의 끝단과 푸서 방향의 끝단을 보여주는 경우가 혼용되어 나

타나고 있었다. 소재 단면의 두께감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두께감과 무

게감 등의 햅틱 특성 인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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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HJ는 숫자로 표기된 소재의 무게 및 두께와 실제로 눈으로 단면 두

께를 확인하는 것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소재 끝단 사진은 원단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

저렇게 누빔 들어가 있는 원단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

아요. 몇 온스인지 숫자로 듣는 거랑 또 저렇게 단면 두께를 보는 거

랑 느낌이 다르니까.” (참여자 HJ)

“있으면 좋기는 한데, 보여지는 사진의 수가 너무 많으면 좀 그러

니까.. 회오리형 주름 사진이나 불규칙적 주름 사진같은거랑 합쳐서 그

냥 그런 주름들의 끝부분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

자 YS)

대다수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유형의 사진 자료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으나, 필수적인 자료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필요

로 하는 사진들에 소재 끝단 단면의 모습이 보이도록 촬영을 하여 제시

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발견되었다. 이 유형은 특수한 소재의 경우에만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웹 인터페이스상에서 제시되는 이미지 유형의 통일성을 위해 제

외 가능한 자료로 판단된다.

[그림 4-10] 주름진 소재 끝단 사진의 예시

(패션스타트, 원단나라, Cloth house, 천가게, 2021)

⑦ 평평한 소재 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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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에 주름이 있지 않도록 펼친 상태로 소재 끝단이 보이도록 촬영

된 사진[그림 4-11]으로 주로 이중지 또는 코트감의 두꺼운 소재를 제

시할 때 발견된 유형이다.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사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색상 및 대략적인 조직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이는 모든 유형의 사진 자료들에서 공통으로 파악 가능한 특성이므로

다른 유형의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평평한

상태에서는 소재 끝단 단면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 유형보다는

[그림 4-10]과 같이 입체적으로 주름이 져 있는 형태가 소재의 햅틱 인

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 유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진은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정말 눈에 보이는 색상이나.. 약간의 텍스쳐 정도? 근데 이런 건

정면 평면 사진이나 텍스처 클로즈업으로 더 잘 볼 수 있으니까 불필

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KW)

[그림 4-11] 평평한 소재 끝단 사진의 예시

(The fabric store, 패션스타트, B&J fabrics, 2021)

⑧ 원단 롤 활용

원단 롤을 그대로 촬영하여 보여주는 사진으로[그림 4-12] 롤에 말

려있는 끝단의 형태를 통해 소재의 두께감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26개의 사이트 중 3개의 사이트에서만 발견된 유형으로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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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제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해당

사진이 소재의 특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지 못하므로 불필요한 자료

로 판단하였다. 이 유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재의 햅틱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다른 유형에서 더욱 자세하고 다양한 햅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용자는 최대한 간결한 형태로 정보를 인지하고자 하므로 이러

한 유형의 불필요한 제시 방법은 햅틱 커뮤니케이션 수립 시 제외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단을 저렇게 롤로 디스플레이해서 꽂아두고 파는 패브릭샵같은

데 많이 다녀본 사람이 아니면 별 도움이.. 그렇다 해도 그냥.. 전달하

려는게 뭔지 와닿지 않아요.” (참여자 NL)

[그림 4-12] 원단 롤 활용 사진의 예시

(The fabric store, Cloth house, Roberta De Marchi, 2021)

⑨ 배경색을 활용한 비침 표현

비침이 있는 소재의 경우 흰색 또는 검정색 등의 배경색 위에 소재

를 올려 촬영하여 비치는 정도를 가늠하게 하도록 한 사진이다[그림

4-13]. 이러한 유형은 모두 소재를 평평하게 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주름

지도록 설정하여 촬영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지

는 않았으나 인간의 피부를 배경으로 활용하여 비침 정도를 표현하는

유형과 비교하며 인간의 피부를 배경으로 비침을 확인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통일성’, ‘깔끔함’, ‘일정함’, ‘깨끗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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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사람의 피부를 배경으로 하는 것보다 배

경색의 비침 정도를 통한 햅틱 인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저는 그냥 이렇게 깔끔한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 손도 좋지

만 뭔가 손이 들어가면 솔직히 그 손과 소재의 거리? 같은거랑 사람

스킨 톤이랑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

게 그냥 뒤에 검은색 또는 흰색 배경을 해놓으면 보기에도 통일성이

있어 보이고 일정한 환경에서 촬영된 거니까 (소재 간) 비교하기도 좋

고.” (참여자 JS)

“사람 스킨을 통해 얼마만큼 비치는지가 제일 감이 잘 오긴 하는

데. 뭐 한국은 이게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인종이 다양하고 피부색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인터네셔

널하게 가기에는 이게(배경색을 활용한 비침표현)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중략) 블랙 되게 쉬어한 소재의 옷을 구매하려고 한 적이 있는

데 이게 직구 웹사이트였는데 모델이 흑인이었거든요? 이게 내 피부

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느낌일지 이런 게 매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랑 비슷한 스킨톤의 모델이 입었을 때는 더 확 감이 오잖아요. (중

략) 그래서 그냥 블랙 배경이나 화이트 배경 이런 게 더 객관적이라

해야 하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NL)

전반적으로 배경색을 통한 비침정도의 표현보다 인간의 피부를 통한

비침정도의 표현을 선호하는 분명한 경향이 발견되었지만, 인간의 피부

를 활용하여 비침정도를 확인할 때에는 인종에 따라 모델이 되는 사람

의 피부색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발견되었다. 햅틱 인지에

는 색상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므로 피부 색상과 소재의 색상에 따라 비

침정도 또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배경색을 활용한

다면 웹사이트 인터페이스에서 전반적인 구성의 통일감을 줄 수 있고,

소재 간의 비교가 쉽다는 점이 장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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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배경색을 활용한 비침표현의 예시

(Mood Fabrics, Sacrés Couponsz, Cloth house, 2021)

2) 도구 사용

① 집게로 잡은 주름

소재를 여러 번 접어 집게로 집어 주름이 생성된 모습을 촬영한 사

진이다[그림 4-14]. 국내 사이트 한 곳에서만 발견된 특수 유형으로 필

수적인 자료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유사

한 제시 방법인 손으로 잡은 주름 사진보다 집게로 잡은 주름을 선호하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

의 집게를 사용하고 주름을 잡는 횟수를 통일하여 웹사이트 전반적으로

통일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손으로 잡은 주름

또는 집게로 잡은 주름 모두 패션 디자이너들이 소재의 햅틱 인지에 있

어서 필수적인 자료로 여기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유형은 패션 소재의

햅틱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드시 꼭 필요한 사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집게로 잡은 주

름 사진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름을 손이나 집게로 잡은 사진이나 아

무튼.. 예를들어 주름을 세번 잡아서 동일한 집게로 찝는다던지 이렇게

딱 매뉴얼화가 되어있으면 좋겠어요. 소재마다 사진에서 다 다르게 집

어 놓으면 별로. 전문적이지 못해 보일 것 같아요.” (참여자 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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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집게로 잡은 주름 사진 예시

(패션스타트, 2021)

② 벽에 소재를 걸어 둔 사진

벽에 소재가 걸려 있을 때의 형태를 촬영한 사진이다[그림 4-15]. 이

러한 사진은 필수적인 사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은 벽에 걸기보다는 사람의 몸 위 또는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는 방

식을 언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인체 또는 인체의 형태를 띤 물체를 이

용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패션 디자이너에게 소재는

인체의 위에 의복으로 나타난 형태가 가장 익숙하므로 시각적으로 유사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방식이 소재의 햅틱인지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

으로 예측된다.

[그림 4-15] 벽에 소재를 걸어 둔 사진 예시

(The fabric store, Sacrés Couponsz,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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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프성을 보여주는 자료긴 한데 이것보다는 바디에 올려 놓는

다든지…. 그런 방식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참여자 SJ)

“이건 없어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보다 사람 몸 위에 올려서 보

여주거나 뭔가 마네킹 위에 걸치거나 이런 게 더 도움이 돼요.” (참여

자 SE)

③ 물체 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의자나 바구니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소재를 물체 위에 올린 후 촬

영한 사진이다. 드레스폼 외에 소재와 무관한 소품이 사용되는 것을 선

호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림 4-16]과 같이 패션 소재와 관련

성이 낮은 소품이 화면에 등장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전문성이 매우 떨

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16] 물체 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예시

(천가게, Fabric Mart, 2021)

이러한 유형은 소재의 드레이프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드

레이프성의 표현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햅

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 워크 수립에 있어서 제외 가능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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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직구 웹사이트 같은데도 보면 배경도 정말 흰색에 딱

옷 자체에 집중해서 볼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런 것처럼 원단에 최대

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어요. 배경도 깔끔하게 단색으로 일

정하게. 막 바구니에 걸치고 주변에 뭐가 있고 이러니까 약간 정신 사

납고. 전문적인 웹사이트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참여자 WL)

“의자보다는 차라리 사람 아니면 마네킹 이런게 낫지 않을까요?

의자 위에 소재를 올리니까 비치는 천인 경우에는 안에 그게 보이는데

뭔가 좀 생뚱맞아 보이기도 하고…. 왜 굳이 이렇게 찍었지? 이런 생

각이 들어요.” (참여자 NL)

④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영상

드레스폼 위에 많은 분량의 소재를 올린 후 한쪽에서 사람이 소재

끝을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모습을 슬로우 모션 영상으로 담은 자료

이다. 모든 소재에 0.7초의 길이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있으며 좌측에

서 소재를 떨어뜨리는 손은 시작 부분에만 등장하여 화면에서 거의 보

이지 않으나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상태이다. 반쪽은 이미 자연스럽게

얹어져 있는 상태이고 다른 한쪽은 펼쳐진 채로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

는 영상이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다양한 햅틱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햅틱 정보를 효과적인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러한 유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발견되었다.

“배경이나 조명이나 뭔가 굉장히 일정하고 영상 길이도 짧으면서

깔끔하고 보기 편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도 어느정도 수준

이 있는.. 전문적인 웹사이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WL)

“이게 만약 다른 모든 소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면. 떨어뜨

리는 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럼 소재간의 무게감이나 두께감 같

은것도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예를 들어 소재가 두께나 무게

감이 있으면 좀 찰랑이면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정말 툭 떨어질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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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데. 근데 사실 슬로우모션이라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구요.

굳이 슬로우 모션을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영상으로 하고 뭔가 내

가 원한다면 몇배 느리게 보기 이런게 가능하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

아요.” (참여자 HJ)

영상의 재생 형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지는 것보

다는 일반 영상으로 재생이 되고 필요에 따라 느리게 볼 수 있도록 제

공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영상의 길이에 있어서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발견되었으며 동일한 길이와 동일한 환경, 드레스폼

과 소재 외에 눈에 띄는 요소들이 없어 소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파악되었다.

전문적인 화면 구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자

료로 느끼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슬로우 모션으로 인해 소재의 자연스

러운 움직임을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유형의 장점은 유

지하고 단점을 보완한 영상 자료 고안의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영상

자료들에 대한 패션 디자이너들의 의견은 효과적인 영상 개발의 밑거름

이 되어 효과적인 햅틱 정보 전달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7]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영상 예시

(New Tess, 2021)

⑤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어 놓고 촬영한 사진으로[그림 4-18] 디자

이너들이 소재의 햅틱을 인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 소재를 평면적으로 내려 놓은 상태에서 촬영된 시각자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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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파악할 수 없는 소재의 유연감을 알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었다. 부

가적인 자료로서 추가로 관련 영상이 제공 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차적으로는 사진 자료를 더 필수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햅틱 정보를 제시할 때 내용에 따라

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과 정지된 이미지가 더 효과적인

것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어

제시할 때는 움직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정적인 대상을 카메라를 움

직이며 촬영하여 영상 형태로 인지하는 것보다 정지된 이미지 형태를

통해 햅틱 특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샘플(스와치)을 보고 이정도 터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상 현물 받아보면 뻣뻣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옷이 나올까 하고

몸에 대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평면상에서 원단을 손

으로 잡거나 이렇게 하는건.. 취미 정도로 옷 만드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고. 패션회사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바디에 대는 참고 사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참여자 SJ)

“사실 몸에 이렇게 걸쳐 놓은 사진을 봤을 때 터치랑 흐르는 느낌

은 디자이너라면 어느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중략) 하나만 고르라

면 영상 보다는 그냥 바디 위에 소재를 얹어 놓은 사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참여자 YS)

연구 참여자들은 드레이프성을 소재의 구매 및 선정에 있어서 반드

시 파악해야 할 특성으로 꼽았으며 이러한 특성의 파악을 위해 마네킹,

모델, 사람, 드레스폼, 바디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단순히 소재만 보여

지는 것이 아닌 인간 또는 인간의 몸 형태의 물체 위에서 소재가 어떻

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햅틱 정보가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

다. 드레스폼 보다는 실제 사람의 몸에 걸쳐 놓은 것을 더 선호하는 연

구참여자의 의견 또한 발견되었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소재의 햅틱 인

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로 여기는 이러한 유형의 자료는 패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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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햅틱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사례조사에서는 소재가 드레스폼을 완전히 덮도록 한 후 드레스폼

전체 길이가 모두 담길 수 있도록 제시한 형태와 소재를 드레스폼의 한

쪽 어깨에 두르듯 얹은 후 상반신 위주로 클로즈업한 사진과 같은 제시

방법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효과적인 햅틱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이러

한 구체적인 제시 방법에 따른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추가 연구를 통

해 정확한 제시 방법을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18]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예시

(EMMA one sock, B&J fabrics, EMMA one sock, 2021)

⑥ 드레스폼 위에 드레이핑을 한 사진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핀으로 잡아 간단하게 드레이핑을 한 후 촬영

한 사진이다[그림 4-19].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햅틱 자료라고 밝힌 유형이다. 하지만 패션 디자이너로 구성된

연구 참여자 내부에서도 소재 디자이너와 스타일 디자이너들의 의견 차

이가 발견되었다. 디자인보다는 소재 선정을 목적으로 정보를 인지하고

자 하는 소재 디자이너의 경우 드레이핑이 되어있는 복종이나 스타일이

소재를 인지 및 판단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순히 드레이핑

된 형태를 근거로 소재의 물성을 인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

만 스타일 디자이너의 경우 해당 소재의 사용 목적과 미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드레이핑 되어있는 복종 또는 스타일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



- 104 -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NL 등 일부 스타일 디자이너들은 이러한 유형은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드레이핑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소재를 인지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드레이핑 되어있는

복종 및 스타일의 영향으로 디자인할 때의 상상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드레이핑이 되지

않고 소재를 바디 위에 얹어 둔 사진이 이 유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바디 위에 올려 놓은 느낌만 봐도 어느정도 파악이 되니까 그정도

로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으로 모양이 잡혀있냐에 따라 (중

략) 내가 마음데로 디자인을 상상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요.” (참여자 NL)

또한, 이 유형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연구참여자들도 구체적인 방식

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참여자 AK와 같

이 스타일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연구참여자 KW와 같이 소재에

따라 소재의 특성에 맞는 복종의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상반되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통일된 형태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 연구참여자

들은 전문성, 깔끔함, 깨끗함, 객관적,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소재간의

비교가 용이하다는 점 또한 강조되었다. 동일한 스타일로 드레이핑을

하기보다는 원단의 특성에 따라 제작에 용이한 복종의 형태로 드레이핑

을 해두어야 한다는 연구참여자들은 화면상의 소재 햅틱 인지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소재 판매처에서 추천하는 복종의 형태로 소재를 보는 것

이 소재 선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이템이 정말 베이직한걸로 좀 통일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 플레어 스커트 어떤 건 타이트 스커트 이런 것보다. 더 전문

적이여 보이기도 하잖아요. 소재 특성을 보기에도 좋고. 형태감이 있는

소재는 베이직 플레어 스커트 형태여도 형태가 살아 있을거고 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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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는 축 떨어져 있을거니까….” (참여자 AK)

“소재에 따라 그 특성에 맞게 마네킹에다 간단한 드레이핑을 하면

어떤 복종이 가능한 건지도 보일 것 같고 제일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

요. 원단만 보여주는 정보는 어차피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사실 가능하면 옷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많이 보여주면 좋겠어요. 소재의 물성별로.. 바지감이면

바지류 셔츠감이면 셔츠류로.. 판매를 좀 어필 하고 싶다면.. 그래야 충

분히 이걸로 어떤 아이템을 만들 수 있을지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

요.” (참여자 KW)

소재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가 추천하는 복종의 형태로 드레이핑이

되어있으면 해당 소재가 어떤 복종에 적합하지를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다음 단계인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에 관한 결정 또한

도울 수 있다는 점이 이러한 유형의 가장 큰 장점으로 파악되었다. 연

구참여자들은 크게 팬츠, 셔츠, 스커트, 원피스의 형태를 예시로 언급하

였으며 이러한 복종 안에서 다시 더욱 세분되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경

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드레이핑을 넘어서 소재의 특성에 따라 판매자가 추천하는 복

종의 샘플을 반쪽이라도 제작해서 입혀 놓은 모습을 보는 것이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너무 다양한

디자인의 샘플 아이템들이 웹사이트 내에 보이는 것은 선호하지 않았

다.

이처럼 드레스폼 위에 드레이핑을 한 사진 자료의 구체적인 제시 방

법에 대한 디자이너의 의견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모든

소재마다 너무 다른 형태의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을 통해 햅틱 정

보를 제공할 때에는, 최대한 간결한 복종을 선정하고 통일성 있게 제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재의 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

는 방법이 전문 장비 및 인력을 필요로 하며 그 과정이 복잡하므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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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햅틱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원피스 형태로 소재를 드레스폼에 두르고 허리 라인을 잡는

방식처럼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형태의 드레이핑이 효과적일 것

으로 사료된다.

[그림 4-19] 드레스폼 위에 드레이핑을 한 사진 예시

(삼식이 원단, 도우패브릭, 2021)

⑦ 물 활용 표면 특성 사진

물을 소재에 뿌려놓고 앞 뒷면을 함께 촬영한 사진이다[그림 4-20].

연구참여자들은 방수 및 발수력 전달을 위해 시각자료가 사용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발수 또는 방수와 같은 특성은 텍스트 형태로 전

달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진만으로는 방수와 발수

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의견 또한 발견되었다.

“방수 사진 보면.. 이게 물을 뿌렸을 때 발수 기능 있는 애들은 뿌

렸을 때는 안 먹는데 물방울을 올려놓고 5분 뒤라던지 이러면 물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로 봐봤자 발수인지 방수인지는 잘 구별

이 안 되잖아요. 그냥 굳이 사진이나 영상보다는 이런 정보를 명확히

글로 쓰는게 나은 것 같아요. 굳이 이미지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참여자 YJ)

“물방울은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런 사진 없이 글로 적어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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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보만 있어도 충분 한 것 같아요. 소재 정면 사진이 이미 있는데

굳이 중복되는 이미지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참여자 KR)

연구참여자들은 방수 및 발수와 같은 소재의 특성은 시각자료를 통

해서 촉감적인 정보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 소재의 기능에

대한 별개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방수 및 발수 가

공이 모든 소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는 특성은 아니므로 이러한 정

보는 시각적인 햅틱 자료로 제시되는 것보다 텍스트형 정보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20] 물 활용 표면 특성 사진 예시

(천가게, 2021)

⑧ 물 활용 표면 특성 영상(gif)

방수 표현을 위해 소재에 물을 뿌린 후 물방울이 흡수되지 않고 흘

러 떨어지는 영상이다[그림 4-21]. 국내 웹사이트들에서만 발견된 유형

으로 별도의 재생이 필요하지 않도록 gif 파일 형태로 제시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위 [그림 4-20]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상을

불필요한 자료로 꼽았다. 따라서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에서 물

을 활용한 사진 및 영상의 시각자료는 포함하지 않고 텍스트 형태로 가

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

다.

“홈쇼핑 보면 소재 위에 물을 뿌린 다음에 흘러내려 가는 그런 영

상을 보여주기도 하긴 하던데.. 그건 사실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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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잖아요. 온라인에서 특히 전문가를 대상으로 원단을 판매한다고

하면 이런 자료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참여자 WL)

“발수 가공이나 방수코팅 된 원단은 그냥 이미지 보다는 정확히 적

어 주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케어라벨 나갈때도 그렇고 관리 방법

이 살짝 달라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줘봤자. 불필요한 자료 같아

요.” (참여자 JY)

[그림 4-21] 물 활용 표면 특성 영상 예시

(천가게, 천싸요, 패션스타트, 2021)

3) 인체 사용

① 손가락 활용한 끝단 사진

사람이 직접 소재 끝단을 손으로 잡아 보여주는 형태로 촬영된 사진

이다[그림 4-22]. 해당 유형의 사진이 두께감을 인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다른 유형의 자료들이 소재의 전반적인 햅틱 인지에 더욱 효과

적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께감 보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소재에 살짝 주름지게 해서

끝단 단면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런 다른 유형들로 충분히 두께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잘 볼 수 있어서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

여자 JH)

“손으로 잡아서 보여주는 건 뭔가 이 손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어떤

위치에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소재 사진을

보면 다 다르게 들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손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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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게 아니라면 굳이 손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소재만으로 보여주는게 더 깔끔해보이고 전달력도 더 나을 것 같

아요.” (참여자 NL)

이처럼 패션 디자이너들은 손을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가 아니라면 소재 자체로 보여주는 것을 더욱 선호하며 소재 자체에 집

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시 방법을 통한 통일성을 중요시하는 경향 또

한 발견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웹 인터페이스상에서 보여지는 시각적

인 통일성을 매우 중요시 하므로 소재에 대한 햅틱 정보를 제시할 때는

모든 종류의 소재에 대한 시각자료가 동일하게 촬영될 수 있도록 구체

적인 제시 방법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통일성이 사용자의

햅틱 경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22] 손가락 활용한 끝단 사진 예시

(패션스타트, 2021)

② 손을 활용한 비침 표현

손을 활용하여 소재의 비침 정도를 표현하는 사진으로 손가락 또는

손바닥을 소재 뒤로 배치하여 촬영된 사진이다[그림4-23]. 연구 참여자

들로부터 이 유형은 비침이 있는 소재를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시각자료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침의 정도는 글로 표현하는데에 한계가 있으

며 디자이너들은 비침의 정도에 따른 미세한 차이로 제작을 의복의 용

도 및 소재에 대한 미적 평가를 결정하므로 시각적인 형태의 햅틱 자료

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침 정도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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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햅틱 정보는 사람의 피부 위에 소재가 얹어졌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임을 강조하였다.

추가적으로, 현재 비침 정도를 보여주는 경우 모두 원단을 한 겹으로

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두 겹으로 겹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필요성 또한 발견되었다.

“비침 정도는 사람 몸에 대보는 게 가장 좋아요. 어쨌든 몸에 올라

가는 거니까. 사람 피부를 바탕으로 보는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왜냐면

안감이 들어가지 않는 비치는 원단은 사람의 스킨이 대어졌을 때 컬러

감이라던지 이런게 달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블랙이나 흰색

배경보다는 실제 스킨에 대본 게 제일 좋구요.” (참여자 JY)

“손을 뒤에 올린게 좋은게 피부위에 올라갔을 때 또 원단 느낌이 다

르거든요. 색상이나. (중략) 그리고 저는 두겹을 겹친것도 한번 보여주

면 좋겠어요. 레이어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포갯을 때의 비침 정도

도 보면 좋겠어요.” (참여자 YJ)

이밖에도 비침 정도가 아주 미세한 경우에는 이러한 시각자료로는

표현되기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언급되었다. 연구참여자 SE는 패션 디자

이너들이 소재를 선정할 때 속옷이 비치는지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데, 이러한 사진으로는 그런 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

다.

“손도 좋지만 마네킹 위에 걸친다던지.. 특히 막 팬티라인이나 속옷

라인같은게 비치지 않는지가 중요한데 실제로 마네킹에 속옷같은걸 입

혀 두고 그 위에 원단을 댄 사진같은게 있으면 더 감이 잘 올 것 같아

요. 왜냐면 완전히 많이 비치는 천이 아닌 경우에는 저렇게 손바닥 뒤

에 대는게 좀 애매하잖아요. 아주 살짝 비침이 있는 천인데 그런 건

표현이 안될 것 같고.”(참여자 SE)

연구참여자 SE는 속옷의 비침 여부를 결정하는 미세한 두께감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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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표현하기에는 이러한 유형보다 속옷을 착용한 마네킹 위에 소재를

걸치는 방법을 예시로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속옷의 비침 여부는

조명에 따른 차이 또한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정확한 햅틱 정보 전달

의 어려움이 있다. 시각적 정보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

침 여부의 경우는 빛과 움직임에 따른 비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영

상 형태로 제시하거나 보조적인 용도로 텍스트 형태의 정보가 함께 제

시되는 것이 햅틱 인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23] 손을 활용한 비침 표현 예시

(천가게, B&J Fabrics, 인패브릭, 2021)

③ 손으로 잡은 주름 사진

손으로 주름을 잡아놓은 부분을 촬영한 사진으로 소재의 단면이 보

이는 각도로 촬영이 된 사진이다[그림 4-24]. 두께감을 보기에는 좋은

자료이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고 더 많은 소재의 햅틱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사진들이 있으므로 필수적이지 않은 자료인 것으

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 개발 시 제외 가

능한 자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진은 주름 사진이나 저 약간 주름진 소재 끝단 사진 같은

게 제공이 된다면 사실 전혀 필요 없는 사진이 될 것 같은데요.” (참

여자 SE)

“사람이 원단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형태가 되게 다르게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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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이 사진으로 엄청 특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것도 아니니까 별

로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BY)

[그림 4-24] 손으로 잡은 주름 사진 예시

(천싸요, 2021)

④ 손 활용 신축성 표현 사진

양손으로 소재를 잡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늘린 모습을 촬영한 사진

이다[그림 4-25]. 소재가 가진 신축성을 보여주고자 제작된 사진이지만

연구 참여자 전원은 신축성은 사진으로 표현되기 어렵다고 밝히며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료로 꼽았다.

“사진으로 신축성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전 진짜 불가능하다고 생각

해요. 지금 저 사진만 봐도 저 주름이 저는 그냥 소재를 팽팽하게 당

기면서 소재가 살짝 겹치면서도 생길 수 있는 정도 같아 보이기도 하

거든요? 이게 사람 손이다 보니까 잡아도 기계처럼 팽팽하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사진 보면 엄청 헷갈릴 것 같은데요.” (참여자 NL)

“신축성은 사진은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이나 뭔가 움직

이는걸로 보는게.. 근데 같은 사람이 힘을 조금 줬을 때랑 많이 줬을

때 가장 많이 늘어나는 정도 이런식으로 단계별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보다는 영상이긴 해도 영상을 봐도 이게 어느정

도 힘을 줘서 저만큼 늘어나는건지 가늠이 안되니까 잘 감이 안와요”

(참여자 YS)



- 113 -

또한, 사진에서 보이는 주름이 소재가 신축성이 있어 늘어나며 생긴

주름일 수도 있지만, 손으로 소재를 잡은 방식이나 소재의 분량의 영향

으로 신축성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

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최대한의 힘을 준 상

태로 늘린 것인지 살짝 늘렸는데 소재의 신축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늘

어나는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움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신축성에 대

한 햅틱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소재에 가해진 힘에 대한 정보 또한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상 자료와 비교하여 정지된 사진 자료에서는 인간의 손이 소재를

물리적으로 변형시키고 있을 때 그로부터 전달되는 햅틱 정보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신축성

과 같이 소재에 인간의 손을 통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보여줘야 하는

물성의 경우에는 햅틱 정보가 움직이는 영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4-25] 손 활용 신축성 표현 사진 예시

(천싸요, 2021)

⑤ 손 활용 신축성 표현 영상(gif)

위의 사진과 같이 신축성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으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사람 손이 등장하여 좌·우, 사선 방향으로 소재를 늘렸다

놓기를 반복하는 동작이 담겨있다[그림 4-26]. 따로 재생 버튼을 클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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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볼 수 있는 영상형태가 아닌 웹브라우저에서 곧바로 재생되는 gif

파일 형태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신축성을 표현하는 사진과 비교하여 영상형태의 햅

틱 정보를 더욱 선호하였다. 영상 또한 빠르게, 편하게, 간단하게, 쉽게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재생 버튼을 눌러야 하는 형식이 아닌 gif 파일

형태를 선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신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필요함에는 공감하였으나 예시에서 보이는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신축성

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사진보단 물론 영상인데 근데 영상을 봐도 이게 엄청 당겨진건지

아니면 살짝 자연스럽게 당겼는데 이만큼 늘어나는건지 정확히 감이

안오네요.. 혼용 보고 대충 나머지 정보랑 매치하며 생각하면 좀 괜찮

지만.. 시각자료 자체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EY)

연구참여자들은 스와치를 늘리는 영상이 주는 햅틱 인지의 한계점에

대하여 논하며 영상 속의 소재의 크기 또한 햅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아주 작은 크기의 소재 스와치를 늘리는 것은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상을 통한 신축성 인지의 정확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20cm 이상의 폭의 소재 스와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당기는 힘의 정도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디자이너들의 햅틱 인지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구는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신축성도 잡아당기는 정도와 악력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데. 그리고 10cm를 자꾸 잡아당기는 거랑 20cm를 자꾸 잡아당기는 거

랑 또 손의 간격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작은 스와치 같

은 경우.. 대부분 직사각인 경우에도 10cm 정도를 벗어나지 않게 작잖

아요. 근데 이제 사람 몸은 그렇게 둘레로 봤을 때 적은 면적이 아니

기 때문에 작은 스와치를 잡아당기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적

어도 양손의 폭이 20cm는 돼야지 그 신축성에 대한 정도를 가늠할 수



- 115 -

있을 것 같거든요.” (참여자 YS)

[그림 4-26] 손 활용 신축성 표현 영상 예시

(D65, 삼식이원단, 2021)

⑥ 드레스폼과 판매원을 활용한 영상

판매원이 직접 원단을 들고 영상에 등장하여 소재를 몸에 둘러보거

나 드레스폼 위에 둘러보는 등의 행동을 하며 동시에 소재에 대해 설명

을 하는 영상이다[그림 4-27]. 영상의 길이는 약 30초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영상을 클릭하면 유튜브와 연동되어 해당 원단 판매업체의 유튜

브 채널로 연결되며 재생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햅틱 정보에 대하여 연

구 참여자들로 부터는 상반되는 의견이 관찰되었다. 일부 연구 참여자

들은 사람이 소재를 들고 움직이므로 소재의 위치나 형태가 계속 변화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많은 햅틱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 연구 참여자는 너무 긴 영상의 길이와

판매원이 등장하여 말하는 주관적인 설명이 정확한 햅틱 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드레이프성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들고 움직이며 말하니까

그 움직임 속에서...정지된 화면보다 확실히 원단 느낌이나 이런게 더

생생하게 좀 더 잘 느껴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JH)

“아마추어들을 위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가 뭔가 저렇게

나와서 설명하는게.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 이 소재를 팔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객관적인 정보 같지도 않고.. 업무적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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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야 한다 하면 이런 영상은 전혀 도움이 안될 것 같은데... 소재에 대

한 정보가 꼭 필요하다면 영상을 넘기면서 부분 부분 원단을 보여주는

동작들을 눌러보기는 할 것 같은데.. 저런 판매원이 나오는 영상 자체

는 좀 길고 번거롭고. 불필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SE)

“원단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실제로 만져보듯이 표현하면 좋겠는

데.. (중략) 진짜 사람 손을 넣어서 비치는 정도를 보여준다던가.. 좀

이런 비주얼적인게 영상으로 있으면.. 내가 만저보지 않아도 그 감을

좀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람 얼굴이나 목

소리 이런 게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단에 집중이 돼서 몰입할

수 있게요.” (참여자 WL)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판매원이 등장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

내며 판매원의 모습과 음성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로 원단의 특성만을

볼 수 있는 자료를 더욱 선호하였다. 소재가 움직이는 형태로 제시되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좋으나 소재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판매원을 활용하는 방식보다는 소재 외

요소의 노출을 최소화하며 움직임에 따른 소재의 드레이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 형태의 햅틱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참여

자 WL의 의견과 같이 디자이너들의 실제 소재 탐색 행동과 동일하게

손 위에 소재를 올려 움직이며 손이 비치는 정도와 드레이프성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한다면 효과적인 햅틱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 4-27] 드레스폼과 판매원을 활용한 영상 예시

(Mood Fabri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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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작 샘플 착용 사진

국내 웹사이트에서만 발견된 유형으로 해당 소재를 사용하여 소재

판매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샘플을 제작하여 모델이 착용한 사진을 촬영

하여 제시하는 유형이다[그림 4-28]. 이러한 사이트의 경우 판매하고 있

는 소재의 종류 및 개수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해외 사이트와 같이 다

양한 종류의 수많은 소재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샘플 제작이 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규모가 큰 해외 사이트

의 경우 자체적으로 샘플을 제작하여 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들

의 포토 리뷰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원단을 구매하여 직접 작업한 사진을 올리면 제품 정보와 연동되게 하

여 다른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소재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제작된 샘플이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여러 가지 단점 또한 발견되었다.

샘플에서 받은 인상이 소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점과 소재가 가진 가능성에 대하여 제한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SM은 모델이 착용한 샘플 사진은

소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제시 유형 자체의 문제보다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므로 제시된 정보를 보이는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샘플 만들어 놓은걸 보니까 아 진짜 이게 어떤거 만들면 되겠구나

구체적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고요.. 또 원단만 봤을 때는 잘

안보였던 것들이 보이네요. 원단만 봤을 때는 이 소재로 바지를 만들

면 좀 더 모양이 살 거라고 생각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델이

입은 사진 보니까 생각보다 힘을 잘 못받는 애 인 것 같고..” (참여자

WL)

“이해가 훨씬 잘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편견을 심

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얼마든지 좀 더 괜찮은 옷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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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원단이여도. 이렇게 예시에서 보여지는 정도의 느낌의 옷이

나오겟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아서 (중략) 이 사진이 없는게 이 원

단으로부터 더 많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KR)

“이렇게 제품으로 보는게 더 와닿기는 하는데요.. 근데 사실 샘플은

만들기 나름이고 이렇게 모델한테 입혀서 촬영할 때는 다 세팅 해놓은

걸 텐데. 그래서 오히려 원단의 내추럴한 상태가 이게 아닐 수도 있다

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봐야 하는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SM)

[그림 4-28] 제작 샘플 착용 사진 예시

(D65, 2021)

종합적으로, 이러한 유형은 필수적인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

다. 제한된 종류의 소재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작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며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많은 종류의 소재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제외하고

드레스폼에 드레이핑을 한 사진 등으로 유사한 햅틱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⑧제작 샘플 착용 영상(gif)

위의 사진과 유사한 형태로 웹사이트에서 해당 소재를 사용하여 자

체적으로 샘플을 제작하여 모델이 착용한 모습을 영상으로 햅틱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gif 형태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의류 제품 판매 온라

인 웹사이트처럼 전신을 보여주기보다는 일부 부분을 클로즈업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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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이나 드레이프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그림 4-29]와 같이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일반 소재와 해당 소재와의 비교를 보여주고 있었

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신축성이 매우 중요한 바지류의 경우 이러한

착용 영상이 소재의 신축성 인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은 모델 및 제작 제품의 디자인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

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모델을 활용하기보다는 소재 자체가 어느 정

도 신축성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파악되

었다.

“착용 영상이 있다면 바짓감 볼 때 신축성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

아요. 사실 원단을 손으로 당겨서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거랑

비교하면.. 그런 자료도 필요한 자료긴 한데.. 바짓감 같은 경우에는 바

지로 만들어서 입혀 놓고 움직이는 사진 이런게 있으면 더 확실히 감

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거 말고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무릎 관절 꺾

이는 부분이라던지 아님 그 봉제선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던지

뭔가 더 신축성에만 집중해서 자세히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참여

자 WL)

“원단 자체의 신축성에 초점을 맞춰 촬영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런건 모델 사이즈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핏에 따라 다르게 보여서.

이런 자료에서 보여진 신축성 느낌을 믿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

요.” (참여자 CL)

이러한 유형은 위의 사진 자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류의 소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샘플 제작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모델을 섭외하여 촬영해야 하므로 소재

만을 촬영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델 및 샘플 제작이 필요한 이러한 유형보다 [그림 4-26]의 신

축성 영상과 같이 소재 자체의 신축성을 전달하는 손을 활용한 신축성

표현 영상의 사용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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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9] 제작 샘플 착용 영상 예시

(D65, 2021)

(4) 시각자료에 대한 종합적 논의

패션 소재의 햅틱 특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시각자료

들이 사용되고 있었다. 각 유형 별 시각자료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는 [표 4-4]와 같다.

[표 4-4] 시각자료 유형 별 전달 속성 및 문제점

세부 유형 전달 속성 문제점

정면 평면 사진 조직감, 패턴 크기 촬영 거리에 따른 차이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 표면 질감 촬영된 각도에 따른 차이

회오리형 주름 사진
유연성, 강연성,

두께감
동일한 회오리형을 잡기 어려움

불규칙적 주름 사진
유연성, 강연성,

두께감
주름의 형태 및 주름의 양의 영향

직선형 주름 사진 두께감, 강연성
주름 잡은 방식, 소재 방향, 다림질

여부, 촬영 방식의 영향이 큼

손으로 잡은 주름 사진
두께감, 강연성,

유연성

손에 가려져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

집게로 잡은 주름 사진
두꼐감, 강연성,

유연성
집는 방식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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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소재의 햅틱 특성을 인지할 때 정면 평면 사진과

주름진 소재 끝단 사진 두께감
얇고 유연한 소재는 주름진 모양을

만들어 단면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

평평한 소재 끝단 사진 조직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

소재 롤 활용 소재 끝단

사진
조직감, 두께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

손가락 활용 소재 끝단 사진 두께감, 비침 정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

손 활용 비침 표현 사진 두께감, 비침 정도
조명과 움직임에 따른 비침 정도

확인 불가

배경색 활용한 비침표현 비침 정도, 두께감 배경색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음

벽에 소재를 걸어 둔 사진 드레이프성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드레이프성, 유연성,

강연성, 두께감

소재를 얹는 방식, 전신/클로즈업

이미지 형태의 영향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영상
드레이프성, 두께감

소재의 자연스러운 모습 관찰이

어려움

물체(의자, 바구니 등)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드레이프성, 유연성,

강연성, 두께감
산만하고 전문성이 낮게 느껴짐

드레스폼 위에 드레이핑 한

사진

드레이프성, 유연성,

강연성, 두께감

드레이핑 되어있는 복종 및

스타일의 영향

드레스폼과 판매원을 활용한

영상

드레이프성, 두께감,

강연성, 유연성 등

소재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며 판매원의

주관적인 설명의 영향

손 활용 신축성 사진 신축성
정지된 이미지로는 신축성 인지

불가

손 활용 신축성 영상(gif) 신축성
얼만큼의 힘을 가했을 때 영상처럼

늘어나는지에 대한 확인 불가

물 활용 표면 특성 사진 표면 가공 특성 방수와 발수 구분이 어려움

물 활용 표면 특성 영상(gif) 표면 가공 특성 방수와 발수 구분이 어려움

제작 샘플 착용 사진
드레이프성, 두께감,

강연성, 유연성 등

제작된 제품의 복종 및 스타일의

영향

제작 샘플 착용 영상(gif)

신축성, 드레이프성,

두께감, 강연성,

유연성 등

모델 사이즈 및 동작, 제작된 제품의

복종 및 스타일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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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처 클로즈업 사진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소재에 대한 기본

적인 외형과 표면 질감에 대한 자세한 시각적 촉감을 제공할 수 있는

필수 자료로 파악되었다. 선행연구(Xiao, 2016; Jang & Ha, 2021)를 통

해 시각을 통한 소재의 햅틱 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자료인 것으

로 파악된 주름은 다양한 제시 방법 중 회오리형 주름과 불규칙적 주름

이 가장 선호 되었다. 주름을 통해 소재의 두께감, 유연감, 광택감 등의

물성을 파악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회오리형 주름의 경우 소

재에 따라 회오리 형태가 잘 형성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소재를 말아 놓은 회오리형과 상반되는 자연스럽고 불규칙적인

주름 형태의 사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주름

사진 유형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므로 정면 사진과 텍스처 클로즈

업 사진과 같이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되어야 더욱 효과적임이 확인되었

다.

비침이 있는 소재의 경우 두께감의 미세한 차이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이러한 비침 표현은 배경색을 활용한 경우와 사람 손

을 활용한 경우가 사례조사에서 파악되었다. 배경색을 활용할 경우 촬

영이 용이하며 웹사이트 전반적으로 모든 소재에 통일감이 있게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람 손을 활용한 비침 표현이 더욱

선호되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비침 정도를 통해 단순히 소재의 얇은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 인간의 몸 위에 올라갔을

때 피부가 비치는 느낌을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일한 두께여

도 조직 및 가공 특성에 따라 피부 위에 소재가 올라갔을 때 비치는 미

세한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을 배경색을 활용한 사진

에서는 쉽게 인지할 수 없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들에게는 비치는 소재

에서는 속옷의 비침 여부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데 이는 빛과 움직임에

따라 다르게 인지될 수 있다. 따라서 비침 정도를 표현할 때는 정지된

이미지가 아닌 영상 형태로 정보를 제시하거나 보조적인 용도로 텍스트

형태의 정보가 함께 제시되는 것이 햅틱 인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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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은 소재가 가진 드레이프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드레이프성은 소재를

평면적으로 내려 놓고 촬영한 이미지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물체 위에 소재를 얹어 놓고 촬영한 다른 유형도 존재하였으

나 패션 디자이너는 인간의 몸 위에 입혀지는 의복을 디자인 하기 때문

에 인체와 관련이 없는 물건보다는 드레스폼과 같이 인체의 형태른 띤

물체를 통해 소재를 인지할 때 햅틱 정보를 더욱 정확히 인지할 수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유형과 유사한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영상 형태의 자료 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연구참여자들은 사진 자료를

더욱 선호하였는데 이는 사진보다 영상 형태가 햅틱 인지에 더욱 효과

적이라는 선행연구(Xiao, 2016; Xue et al., 2013)와 달리 제시하는 내용

에 따라 정지된 이미지의 사진 형태가 더욱 효과적일수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효과적인 햅틱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는 보여주고자 하는 내

용에 따른 적절한 형태의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드레스폼의

경우 살아있지 않은 물체이므로 자체적인 움직임이 생성될 수 없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 이를 카메라를 움직이며 인위적인 영상을 만드는 것

보다 그대로 정지된 이미지를 통해 인지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게 여

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조사에서는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는 방

식과 촬영법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발견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차이를 확

인하여 구체적인 제시 방법의 확립이 필요하다.

드레스폼 위에 드레이핑을 하는 사진도 연구 참여자들이 소재의 햅

틱 인지에 매우 도움이 되는 자료인 것으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유

형에서는 소재 디자이너와 스타일 디자이너의 의견 차이가 발견되었다.

소재 디자이너의 경우 소재 발주를 목적으로 소재 자체에 대한 정보에

집중하여 드레이핑이 되어있는 복종이나 스타일이 소재를 인지하고 판

단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반대로 스타일 디자이너의 경우 드레이핑이 되어있는 사진 속 복종 또

는 스타일이 소재의 햅틱 특성 인지뿐만 아니라 미적 평가에도 관여하

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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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타났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경력의 스타일 디자이너들이 드레

이핑 되어있는 복종 및 스타일의 영향으로 디자인할 때의 상상력이 제

한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높은 경력의 스타일 디자이너의 경우 소재의 물성별로 적합한 복종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에도 연구 참여자들

은 모든 소재마다 너무 다른 형태의 스타일을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이

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통적인 경향을 보였다. 최대한 간결한 복종을 선

정하고 통일성 있게 제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가장 어려운 신축성의 표현은 연구 참여자들은 실물을 통해서만 인

지할 수 있다고 밝히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시각자료에서

보여지는 스와치의 작은 사이즈, 악력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20cm 이상의 넓은 분량의 소재를 늘리는 영상에 소재를 늘리

는 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조적인 용도로 텍스트형 정보 또한 함

께 제공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

자료보다는 영상 형태가 선호되었는데, 신축성과 같이 소재에 인간의

손을 통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움직임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물성의

경우에는 햅틱 정보가 움직이는 영상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패션 디자이너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패션 소재를 인지할

때는 소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를 선호하였다. 소재의 특성

을 보여주기 위해 드레스폼과 손을 제외한 다른 도구와 사람이 등장하

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시각자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가 제공되

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특히, 의류

소재라는 특성상 사람에게 입혀졌을 때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

이 발견되었으나, 실제 해당 소재로 샘플을 제작하여 모델이 착용한 모

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자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부정적

으로 생각하는 모순적인 경향이 파악되었다. 소재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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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결국엔 객관적인 정보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도움이 될 만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재의 시각자료에서 통일된 형태로 제시하기에 어려운 유형의 자

료들은 필수 자료로 선정하지 않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대한 간결

하고 시각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필수정보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햅

틱 정보를 인지하는 패션 디자이너에게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소

재 제조사 및 중개자의 입장에서도 간결하고 통일된 형태의 제시 방법

이 가장 필요하다. 소재의 물성의 객관적 측정법은 전문 장비 및 훈련

된 인력이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형태의 정보를 모든 소재에 적용하여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로 인해 상업적 목적의 패션

소재 산업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햅틱 커뮤니케이

션 방법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와 기술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단한 방법

안에서 최대한의 전달력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제시 방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추가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적절하다고 느끼는 시각자료의 양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시각자료 3개(사진), 시각자료 7개(사

진과 영상 1개), 시각자료 12개(사진 10장과 영상2가)의 예시를 제공하

였다. 3개의 사진만으로는 소재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

로 파악되었으며 12개의 자료를 선택한 6명을 제외한 대다수 연구 참여

자가 7가지의 예시를 가장 선호하였다. 시각자료의 양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포함하는 시각자료의 경우 한 소재당 5가지 이상

10개 미만이 적절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상의 형태는 gif 형태

를 가장 선호하며, 재생 버튼을 눌러야 재생되는 경우 개수는 한 가지

로만 제시되는 것을 선호하며 gif 형태로 자동 재생될 때도 두 가지를

넘어가는 것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현재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각자료에 관한 연구 참

여자들의 의견을 패션 소재의 햅틱 커뮤니케이션 방법 구축에 반영한다

면 동일한 정보의 종류와 양도 더욱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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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햅틱 경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텍스트 정보

(1) 정보의 종류에 대한 논의

① 필수정보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텍스트 정보의 종류 중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가격, 폭, 원산지, 무게, 제품번호, 혼용률, 재고 및 리오

더 가능 여부, 조직, 염색 종류와 같은 객관적인 햅틱 정보를 언급하였

다. 또한, 필요한 자료만 통일된 형태에서 간결하게 보이는 것을 선호하

는 시각자료와 달리, 많은 양의 텍스트형 햅틱 정보가 제공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밖에도 비대면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색상 파악에 팬톤 컬러 번호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온라인으로 소재를 본다는 특수한 상황 안에서 보면 저는 사실 개

인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컬러감 인 것 같아요. 색상은 보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사진마다 조명에 따라서도 다 달라 보이니까 정말 보기

어려운데. 팬톤 컬러 넘버같은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참여

자 BY)

“신축성, 비침정도, 광택감, 촉감 이런 정보들은 사실 글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더 와닿잖아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주는

게 더 좋구요. 텍스트로는 원산지, 조직, 염색종류, 가격, 폭, 중량, 혼

용률, 색상, 제조사, 재고/리오더 여부, 그리고 모니터로만 보는거면

팬톤칼라넘버도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더 추가로 볼 수 있다

면 프린트 사이즈, 패턴 종류, 소재 관리법, 원단 끝처리, 판매단위, 상

세 설명.. 사실 이런게 다 있으면.. 시각자료는 너무 많으면 좀 그런데

텍스트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참여자 JS)



- 127 -

② 불필요한 정보

연구 참여자들은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텍스트형 햅틱 정보의 종

류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소재 관리 방

법, 소재 끝처리 등이 해당하며, 특히 신축성, 촉감, 드레이프성 등 주관

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햅틱 정보들은 텍스트 정보

가 아닌 시각자료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밝혔다.

“소재의 텍스처, 드레이프성, 신축성, 비침정도 이런 것들은 모두

글로 적는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이 잘 되지 않잖아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표현이 되어야 더 정확한 정보 인 것 같구요. 주관

적인 의견을 적은 글보다는 사진이 정확하죠. 내가 보고 판단 하는 거

니까.” (참여자 NL)

“케어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들은 기본적으로 원단 특

성에 대한 케어 방법을 꿰뚫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히 적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참여자 AK)

③ 추가 정보에 대한 필요성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의 종류 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시

각자료만으로 정확히 햅틱 인지가 어려운 가공, 염색 등 소재의 제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주로 소재 디자이너들에게서 강조되며 나타났다.

“국내에서 제직된 제품인지도 알 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울 함량

은 어차피 혼용에 표시가 되어 있을 테지만 예를들어 이게 또 교직인

지 혼방물인지에 따라서 원단에 컬러가 나오는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투 사이드

염색을 할 수 있는 원단인가. 원 사이드 염색이 가능한 원단인지에 대

한 그런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 같구요.” (참여자 JS)

“코튼 폴리스판인데, CP가 한번에 혼방된 원단인지, 코튼 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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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돼서 나온 원단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선염인지 후염인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YS)

“가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좀 기재해 줬으면 좋겠어요. 혼

용 정도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면 100이어도 가공을 어

떻게 하냐에 따라도 천차만별인데 그런 정보가 없으니 아쉽더라고요.

눈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글로 기재가 되어있는 게 좋

죠.” (참여자 JY)

(2) 텍스트 표현 형식별 논의

① 서술형

서술형 정보는 소재에 대한 상세설명을 문장으로 풀어서 적은 정보

이다[그림 4-30]. 길이는 짧게는 약 2줄에서 길게는 10줄 이상으로 다양

하게 발견되었다. 서술형 설명은 주관적으로 햅틱을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이 강하므로 신뢰도가 낮아 선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의견과 소재

에 따라 몇 단어 이내로 짧게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서술형 설명이 친절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의견과 반대로 객관적 사

실도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처럼 느껴지므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상반된 의견이 파악되었다. 서술형 설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경우에도

주관적인 느낌을 서술하는 형태가 아닌 객관적 사실을 풀어서 설명하는

형태의 서술형 설명이 선호되었다. 하지만 서술형의 특성상 주관적 표

현의 완전한 배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밖에도 평소에 자주 경험해본 익숙한 소재가 아닌 경우 서술형 설명

이 제공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의견 또한 발견되었다.

“두번째 예시 정도 길이(5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늘

어나면 좀 길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복된 내용이 없으

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서술형이 아닌 형태로 저렇게 제시 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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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랑 중복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말만.. (중략) 이게 몇수 인지 이미

적혀있는데 그걸 또 두꺼운 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제 기준에서는 두껍

게 안느껴지거든요? 저런 얘기는 안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정

확한 정보를 볼 수 있어야,, 업무시간에 가독성이 좋지 않은 글을 읽

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참여자 YS)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략) 무게면 중량을 몇그램

몇온스 이렇게 해주면 딱 감이 오잖아요. 두께감이 이정도 되는구나.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뻣뻣하다 고시감

이 있다 이런 특성들은 물론 알고 싶은 특성이긴 하지만 내가 만졌을

때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는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참여자 JY)

특히 대부분의 서술형 설명이 ‘부드러움’, ‘뻣뻣함’, ‘고시감이 있는’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를 기반으로 한 두

께감, 신축성, 유연감 등을 묘사하는 내용은 텍스트 형태가 아닌, 시각

자료로 제시되는 것이 소재의 햅틱 인지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소재의 햅틱 특성을 글로 전달할 때에는 주

관적 표현을 사용한 서술형 설명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4-30] 서술형 설명 예시

(신패브릭, 2021)

② 사실 나열형

소재의 사실적인 특성에 항목별로 각 한 단어 또는 한 줄 이하로 간

결하게 객관적인 햅틱 정보 위주로 제시하는 형태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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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호된 유형이다[그림 4-31].

연구 참여자들은 업무적으로는 빠르게 한눈에 소재의 특성을 볼 수

있는 나열형 정보가 가장 효율적이며 동일한 정보여도 다른 형태에 비

하여 더 전문적이며 객관적인 사실로 느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실 나열형 정보로 제시되는 경우 항목의 수가 많더라도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용자가 체

감하는 정보의 양은 정보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인지된다는 것을 시사

한다. 따라서 정보의 종류에 따른 적절한 제시 방법의 선정은 효과적인

햅틱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개발에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제일 객관적이고 빠르게 소재 특성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미터

당 200g인지 야드당 200g인지 이렇게 중량으로 보면 디자이너들은 어

느정도 감이 오거든요. 척도나 말로 막 풀어 이야기하는거나 그런건

그 정보를 기재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인거고. 그 기준이 모호해서

요.” (참여자 JY)

“최대한 많은 항목에 대한 사실 나열형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

인 것 같아요. 그게 다 된 이후에 필요에 따라 여기에 못담는 그 원단

에 대한 특성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 특징적인 부분을 서술형으로 풀

어 말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참여자 JS)

“서술형으로 글이 좀 길어지면 읽다 지칠 것 같고.. 척도형도 주관

적이라 믿음이 안가긴 하는데... 숫자로만 표기되어있는 것은 조금 어

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무게를 보고 아 이건 무게감

이, 두께감이 꽤 있겠다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미묘한 차이까지는 캐치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나열형이랑 척도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

아요.” (참여자 NL)

또한, 이러한 유형에서도 소재 디자이너와 스타일 디자이너 간의 의

견 차이가 발견되었다. 소재 디자이너들의 경우 무게 또는 두께가 수치

로 제공되었을 때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스타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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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력이 낮은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수치로 제공되는 사실 나열형

정보로만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사실 나열형과 함께 감각 척도

형이 부가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림 4-31] 사실 나열형 설명 예시

(Fabric Mart, Fashion Fabric Club, 패션스타트, 2021)

③ 감각 척도형

소재의 햅틱 특성을 3점에서 5점 사이의 척도에 표시하여 제시하는

유형이다. 국내 웹사이트에서만 발견된 유형으로 촉감(표면), 두께감, 비

침, 광택감, 신축성, 구김, 무게감, 계절감 등이 제시되고 있음이 사례조

사를 통해 파악되었다[그림 4-32].

[그림 4-32] 감각 척도형 설명 예시

(도우패브릭, 신패브릭,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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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감각 척도형이 너무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느끼는 경향을 보

였다. 일부는 이러한 이유로 척도형 정보는 불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반대의 의견도 발견되었다.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주관적인 정보이지

만 이를 감안하고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용도로 제공될 필요는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서도 소재 디자이너와 스타일 디자이너간의

의견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경력이 많은 소재 디자이너의 경우 시

각자료와 수치로 제공되는 사실 나열형 정보로 대부분의 특성을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척도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

다. 하지만 경력이 적은 스타일 디자이너의 경우 소재의 물성에 대한

수치를 감각으로 변환하는 것을 익숙하지 않아 하는 경향을 보이며 감

각 척도형이 보조적인 용도로 함께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였다.

“척도는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는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걸 제시한

거기 때문에 잘 안믿는 것 같아요. 특히 무게같은 경우에는 그램수를

알려주면 들으면 딱 감이 와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 기준의 척도

가 있으면 헷갈릴 것 같아요.” (참여자 JS)

“신축성, 표면 촉감, 비침정도, 광택감 정도는 혼용이나 사진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척도가 있으면 참고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예를들어 사진에서는 비침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조명이나 이

런거 영향 때문에.. 실제로는 약간 비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부가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광택

도 마찬가지고.. 주관적이여도 판매자의 의견을 보는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여자 WL)

“신축성은 영상만 있는 것 보다, 글로도 척도 같은게 제공이 되어

있는게 훨씬 도움이 되요, 그리고 안봐도 알 것 같은 소재 예를들어

데님에 스판끼가 한 2%정도 들어간 소재인데 이 웹사이트에선 이 정

도 신축성을 뭐라고 표기하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고 나면 기준에 대

한 감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참여자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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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형으로 제공되었을 때 효과가 없는 항목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두께감, 구김, 계절감 등을 언급하였다. 신축성, 촉감, 비침, 광택감의 경

우 시각적인 햅틱 자료 및 혼용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

으나 사진이나 영상이 가진 한계점이 있으므로 보조적인 용도로 감각

척도형 정보가 제공된다면 도움이 된다는 의견 또한 발견되었다. 따라

서 햅틱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개발 시 감각 척도형 정보는 보조적인 용

도로 기본적인 필수정보와 함께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

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④ 아이콘형

소재의 신축성 또는 비침 여부 등의 특성을 단순화된 그림의 아이콘

으로 제시하는 유형이다[그림 4-33]. 모든 종류의 정보를 아이콘화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계가 있으므로 제한적인 항목만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비침 또는 신축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도를 나타내기는 어려우므로

단독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 빠르게 눈에 잘 들어

온다는 장점을 언급하였으나, 대다수 연구 참여자는 불필요한 유형으로

꼽았다.

“아이콘형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시처럼 뭐 추천 제작 아

이템은 필요 없고, 비침도 비치냐 마냐만 알아야 하는게 아니라 어차

피 어느정도 비치는지를 봐야하는거고 신축도 그냥 늘어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어느정도 늘어나는지 이런 구체적 느낌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참여자 YS)

“일단 큰 특성은 아이콘같이 시각적으로 눈에 딱 꽂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쿨링감이 있는 소재에 얼음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

고, 사방스판원단 같은 경우 사방화살표로 표기해놓는 경우가 있잖아

요. 그런거 저는 좀 글보단 빠르게 와닿아요. 근데 사실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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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아이콘형 예시

(Online Fabric Store, Mood Fabrics, 2021)

⑤ 자체기준형

웹사이트 내의 기준을 만들어서 신축성이나 두께감을 단계로 표현하

는 유형이다[그림 4-34]. 두께의 경우 0.2mm 간격으로 총 8단계로, 신

축성의 경우 샘플에 5cm 정사각형 모양의 기준선을 표시하고 638g 추

를 매달아 늘어나는 정도를 측정하여 4단계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준

표 하단에는 참고용이며 원단의 밀도나 가공, 제조 방법 등에 따라 차

이가 있을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객관적 방식의 신축성 측정

방법중 하나인 정하중법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단순화시킨 시험법을

개발한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유형을 반드시 필수적인 자료로 여기지는

않았다. 두께감과 신축성을 숫자 단계로 표현되는 것보다 시각자료를

통해 느끼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이러

한 경향은 간단하고 저비용의 객관적인 소재의 촉감 측정 방식이 개발

된다고 하여도 수치화된 정보를 감성적으로 변환하여 자연스럽게 소재

의 햅틱을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한다. 특히 스타일 디자이너에게 이러한 부분이 더욱 어렵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특정 종류의 소재만을 한정적으로 취급

하는 경우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발견되었다.

“저는 두께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와닿지 않구요. 저렇게 수치로는

얇게 느껴져도 원단이 그 조직감이나 이런것에 따라서 또 생각보다 두

껍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있어도 별 도움이 안돼고 사

진에서 보여지는 느낌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스판성도 실험 기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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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설명 보니까..이게..과연...오히려 좀 더 부정확할수도 있다는 느

낌이 들구요. 저렇게 표기된것보다 차라리 영상으로 그냥 소재를 손으

로 늘리는걸 보여주는게 훨씬 감이 잘 올 것 같아요.” (참여자 KW)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웹사이트를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1T,2T,3T 이렇게 자체적인

기준으로 두께감이나 신축성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있으면 몇 번

사보면 익숙해질 테니까. 단 이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재를 판매하는

경우 많고 실크만 파는 웹사이트라던지, 레깅스 소재라던지 이렇게 어

느정도 정해져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자 YJ)

이러한 유형에 대한 현재의 선호도는 낮으나 동일한 곳에서 여러번

구매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표기한 기준을 통해서도 소재의 햅틱 특성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참여자 YJ의 의견은 수치화된 소재의 촉

감을 감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반복적인 경험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수치화된 정보와 실제 감각을 비교할 수 있

는 자료가 개발되어 교육을 통해 사용자를 학습시킨다면, 어떤 환경에

서든 더욱 정확한 햅틱 인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34] 자체기준형 예시

(패션스타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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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텍스트 정보에 대한 종합적 논의

패션 디자이너들이 텍스트 정보를 통해 가장 필수적으로 얻고자 하

는 소재에 대한 정보는 혼용률, 조직, 무게, 염색 종류와 같은 객관적인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톤 컬러 번호와 같이 시각적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객관화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광택감, 비침 정도, 표면 질감 등 주관적인 정보의 경우 텍

스트 형태에서도 객관화가 어려우므로 텍스트 형태보다는 시각적인 자

료를 통해 인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적인 특성들

은 시각 자료를 통해서도 전달의 한계가 있으므로 보조적 용도로 감각

척도형 정보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재 디자이너와 스

타일 디자이너간의 정보에 따른 필요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소재 디

자이너의 경우 소재의 가공, 염색, 제직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텍스트 정보의 표현 형태에 따라서는 다양한 의견이 발견되었는데,

정보 형태별 효과와 문제점은 [표 4-5]와 같다. 서술형 정보는 친절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며 사실 나열형으로는 적기 어려운 소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문장 길이

와 서술 방식에 따라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특히, 업무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정보를 인지하고자 하

므로 서술형으로 긴 문장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다. 또한

서술형 정보에서 사용되는 주관적인 형용사 표현들에 대하여 낮은 신뢰

도를 보이며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여 업무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 나열형 정보의 경우 간결하게 많은 객관적인 정보의 전달이 가

능하므로 가장 선호되었다. 하지만 무게 및 두께를 수치로 표현한 경우

경력이 낮은 패션 디자이너, 특히 스타일 디자이너의 경우 이를 정확한

촉감으로 인지하기 어려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경력이 높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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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의 경우 수치를 통한 인지가 더욱 객관적이며 정확하다고 느끼

며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 디자이너 집단 내

에서도 경력 수준에 따라 수치를 감각으로 읽어내는 능력의 차이가 있

음을 나타낸다.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치를 감각으로 변환하는 능력의 키울수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실 나열형 정보는 주관적인 물성의 전달에는 어려

움이 있으므로 사실 나열형 정보와 함께 감각 척도형 정보가 사용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 척도형 정보도 서술형과 마찬가지

로 주관적인 의견을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서술형보다 시각적으로 정돈된 형태로 가독성이 좋으

므로 단일 정보가 아닌 보조적인 정보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되었다. 하지만 감각 척도형에서 사용된 단어에 따라 소재의 물성을 다

르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사용 언어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

아이콘형은 소재의 온냉감, 비침 여부 등의 정보를 한눈에 쉽고 빠

르게 전달할수 있지만 전달 가능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자체기준형은 동일한 웹사이트 내에서 다른 소재와 물성을 비

교하기에는 용이하나 자체적인 기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정보는 사실 나열형으로, 주관적인 정

보는 감각 척도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나타났으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5] 텍스트 정보 유형 별 전달 효과 및 문제점

형태 전달 효과 문제점

서술형

- 친절하고 친숙하게 느껴

짐

- 자세한 설명 가능

- 문장 길이와 글쓰기 방식에 따른 가독

성 저하

- 주관적 표현들로 인한 낮은 신뢰도

사실

나열형

- 빠르게 많은 객관적 정보

전달
- 수치를 촉감으로 인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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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션 소재의 햅틱 정보의 유용성 결정 요인

심층 면접을 통해 패션 소재에 대한 햅틱 정보를 디지털 환경에서

제시할 때에는 사용자가 느끼는 유용성을 결정하는 주요 질적 특성으로

시각 자료와 텍스트 정보 모두에서 정보의 종류와 제시 방법에서의 통

일성,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성, 정보의 양 및 제시

형태의 간결성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정보의 종류 및 제시 방법의 통일성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 ‘일관’, ‘메뉴얼’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햅틱

정보 제시 형식의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웹 인터페이스의

구성에서 페이지마다 조작법과 정보 제공 방식이 동일하게 구성되어서

사용자가 일관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사용자의 햅틱 정

보 인지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통일성이 없이 웹사이트 내에서 소재마

다 제각각 다른 형태의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 정보를 파악하는데 더욱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낮다고 생각하며 전문성

또한 낮게 느끼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웹사이트 내에서 통일이 되어 제시되는게

좋죠. 그래야 다음에 내가 또 사용할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쯤을 봐야하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뭔가 공통적인 메뉴얼을 가지

고 따르는 웹사이트가 있으면 좋겟어요. 원단이 워낙 다양해서 쉽지

감각

척도형

- 시각적으로 정돈된 형태

- 보조적 자료로 도움이 됨

- 주관적인 의견이므로 낮은 신뢰도

- 단어 선택에 따라 다르게 인지할 수 있

음

아이콘형 - 한눈에 쉽고 빠르게 인지 - 전달 가능한 정보가 제한적

자체기준

형

- 동일한 웹사이트 내에서

다른 소재와의 비교가 용

이

- 자체적 기준에 대한 낮은 신뢰도

- 수치로 표현된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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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특정 원단에는 추가로 뭔갈 한두개 더

넣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통일된 체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왜냐

면 그래야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운

영자 입장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 싶은건 이해하지만 도움은 전혀 안되

요.” (참여자 HS)

“해외 직구 웹사이트들 보면 되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인

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원단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

서 그런 인상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뭔가...다 따로

노는 느낌? 촬영한 사진 배경만 봐도 다 조금씩 다르고...안그래도 원

단은 정말 특성이 너무 다양한데... 형식이라도 좀 통일성 있게 좀 보

여진다면 더 전문성도 있어 보일 것 같고 보기도 편할 것 같아요.”

(참여자 NL)

시각적 요소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각적 인지 결과를 얻을 수 있

는지를 설명하는 게슈탈트의 시지각 이론에 따르면 사용자는 명백하고

일관성 있는 친숙한 구조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숙함을 느끼고 이러

한 환경에서 더욱 정확한 시지각이 일어난다(조경자 외, 2006). 시각을

통해 패션 소재의 햅틱 정보를 인지할 때는 웹 인터페이스에서의 구조

적인 통일성과 내용의 통일성이 모두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슈탈트 이론에 근거하여 웹 인터페이스 디자인 원칙을 추출한 정

승은 외(2001)은 일관성 있는 구조를 통한 조직성 있는 정보 전달 방법

을 강조하였다. 인터페이스의 구조에서는 메뉴와 아이콘, 색채, 텍스트

크기, 화면 배치, 사용된 언어 등이 일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텍스

트 정보에서는 일관된 단어의 사용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사례조사에

서는 두꺼운 소재를 표현할 때에도 숫자로 물리적 두께를 제시하거나,

‘두꺼움’, ‘두께감이 있는’, ‘두터운’, ‘따듯한’, ‘겨울용’, ‘보온성이 있는’ 등

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다. 사용자가 동일한 웹사이트 내에서 여러

가지 두께감 있는 소재를 볼 때 표현이 이와 같이 제각각이라면 지각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사이트 전반적인 통일성이 없다고 느

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소재의 물성을 표현하는 사용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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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한정하고, 언어적 표현에서의 메뉴얼을 구축하여 이에 따른 묘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시각자료를 나타내는 형식과 텍스트 정보를 제공

하는 형식에 대한 통일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재를

제시하는 시각자료의 유형을 확정하고 개수를 통일하여 동일한 웹 인터

페이스 안에서 여러 가지 소재를 볼 때, 시각자료에서 나타난 원단 그

자체만 변경되는 듯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조사

에서는 동일한 사이트에서 한 화면에서 나란히 제공되는 소재의 섬네일

이미지조차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시

각적 정보는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웹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전

문성 및 신뢰도의 하락을 가져온다. 소재를 작게 섬네일 이미지로 볼

때 사용되는 사진의 유형과 한가지 소재를 클릭하였을 때 나타나는 화

면에서 시각자료의 배치 및 형태 등을 일관적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소재의 특성을 통일된 한가지 형식으로 보여주기에는 어려

움이 있어 소재의 특성별로 제시되는 시각자료의 수 또는 유형에서의

약간의 형식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최소화하고자 노

력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용자의 햅틱 경험에서 시각자료와 텍스트

정보 모두 통일성이 느껴지도록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신뢰성

시각자료와 텍스트 정보 모두에서 햅틱 정보의 객관성과 주관성을

구분하여 인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향

이 파악되었다.

시각자료에서의 신뢰도는 자료의 제시 방법의 통일성에 달려있다.

정면 평면 사진과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과 같이 소재를 평면적으로 촬

영하는 사진 자료에서도 어떤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촬영하느냐에 따라

소재별로 다르게 촬영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소재마다 촬영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느낄 때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로 인지할 수 있다.

특히 소재를 물리적 힘을 가해서 조작하여 촬영하는 주름 사진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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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영상, 드레이핑 사진 같은 경우 조작이 없이 소재의 자연스러운 모

습을 촬영한 자료와 비교하여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촬영 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모든 소재에서 일관

된 형태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텍스트 정보 제시에서의 객관성을 강조하였으

며 개인적 용도가 아닌 업무적 용도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보의

객관성을 꼽았다. 연구참여자 EY의 의견과 같이 개인적 용도로 패션 소

재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적 표현에 대한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

았으나 업무 용도로 제한된 시간 안에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주관

적인 정보는 최대한 배제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경향이 파악되었다.

“만약 내가 학생이거나 뭐 취미로 홈패션을 한다든가 하면 전 주관

적인 정보여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업무적으로 이

걸 보는거고 그리고 소재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주관적) 정보들이 불필요하게 느껴지거든

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냥 딱 필요한 정보만 주는게 훨씬

더 유용하게 느껴져요,” (참여자 EY)

“주관적인 정보보다 항목별로 최대한 객관성이 있는 정보들을 많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정보를 글로 적어 놓아도 어차피

객관적인 정보만 빠르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주관적인 부분은 그냥 패

스할 것 같고요. (중략) 말로 막 풀어서 판매하기 위한 설명을 하는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기반의 정보가 믿을 수 있으니까.”

(참여자 YB)

또한, 텍스트 형태의 햅틱 정보는 어떤 사람에 의해 작성이 된 정보

인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며, 비전문가에 의해 작성이 될 수도 있으므

로 해당 정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업무적

인 용도이므로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에 한 번이라도 발견한

경우에는 신뢰도의 하락으로 웹사이트 이용 의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

견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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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풀어서 서술형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어느정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굉장히 소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야 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은.. 보통 시장에서 발행

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장 원래 도매하는 쪽에서 설명을 써주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설명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아마추어적인 경

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 그런 정보에 신뢰가 잘 안가거든요.” (참여자

YS)

“의류 쇼핑몰같은 경우에도 모델이 S사이즈를 착용중이라고 적어

놓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중략) 근데 그런 정보들을 웹사이트에 기입하는 사람이 다 전달받아

서 수정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잘못

된 정보를 적게 되는 건데... 원단도 솔직히 여러종류 취급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당연히

실수를 할 수도 있는거니까 당연 이해는 하는데. 내가 한번이라도 이

런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했다면 저는 그 웹사이트를 다신 이용 안할

것 같아요.” (참여자 NL)

이러한 의견을 기반으로, 텍스트형 햅틱 정보의 제시에 있어서 기본

적인 정보 제시 방법으로는 주관적인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서술형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항목을 간결한 사실 나열형으로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두께감, 신축성,

비침 정도 등 표현하고자 한다면 주관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특성들은 서술형보다는 감각 척도형을 사용하여 형식에서의 통일감을

제공하며 기본 정보에 대한 부가적 정보로서 참고용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감각 척도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특성을 표현하는 형용사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있음’ - ‘없음’ 등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양극 형용사가 해당 특성을

표현하는데 적절한 단어인지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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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와 웹사이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정보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밝

혔으므로 텍스트 정보가 어떠한 경력의 전문가에 의해 작성이 되었는지

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웹사이트에 정보 작성자

에 대한 명시와 함께 주관적인 정보의 경우 주관적인 의견임을 명시해

둔다면, 웹사이트 내부 여러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신뢰도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보의 양 및 제시 형태에서의 간결성

독일의 예술가이자 지각 심리학자인 아른하임(2000)은 우리 눈은 주

어진 조건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간결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

으며 이때 간결성이란 양적인 의미의 간결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의미의

간결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천보빈, 2008).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시

각 자료와 텍스트 정보 모두에서 양적 그리고 구조적인 간결성을 동시

에 강조하며 꼭 필요한 자료만 간결한 구조로 햅틱 정보가 제공되는 것

을 선호하였다. 업무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짧게’, ‘가독성’, ‘간결’, ‘필요한 부분만’ 등의 단어를

언급하며, 햅틱 정보의 간결성을 강조하였다. 간결성은 통일성과도 연결

되는데,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통일성이 있게 정리가 되어

있다면 간결하게 느끼고 그렇지 않다면 정보의 양이 너무 많게 느끼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통일된 형식으로 불필요한 정보는 제외하고 꼭 필

요한 정보만을 포함하여 주요 정보가 강조될 수 있도록 하거나 동일한

정보여도 표를 사용해서 시각적인 밀도를 낮추어 준다면 사용자에게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어떻게 정리해두냐에 따라 이게 과해보이

기도 하는 것 같아요. 주절주절 설명이 길면 가독성도 떨어지고.. 짧고

간결하게 필요한 부분만 딱 전달해주는게 좋죠.” (참여자 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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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방대한 양의 자료는(시각)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원단의 특성을 몇가지만 살려서 딱 그 자료만 올려주는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걸 다 스크롤 하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

요.” (참여자 JS)

시각자료의 경우 양적으로는 최소 5가지에서 10가지 이내가 가장 선

호되었다. 구조적으로는 사례조사에서 일부 웹사이트의 경우 페이지를

아래로 내려야지만 설명과 다음 사진들이 나오는 형태로 햅틱 정보가

제시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스크롤링에 대한 피로감이 발견되었다. 따라

서 햅틱 정보를 제시할 때는 동일한 양이더라도 스크롤링을 최소한 하

는 방식의 화면 구성을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조적인

복잡함 또한 간결하지 못한 정보로 인지될 수 있으므로 시각적 이미지

의 간결화를 위해 최대한 단순하고 통일성 있는 제시 방법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텍스트 정보의 경우 양적으로는 서술형은 약 5줄 이하, 김긱 척도형

은 5가지 항목 이하가 적절한 양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사

실 나열형은 가능한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경향은 구조적으로 간결하게 시각적인 밀도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성을 갖춘 정보의 경우 정보의 양이 많더라도 과한 것으로 인지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햅틱 정보 제시 방법의 구축시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서술형 정보는 제외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간결한 구

조의 사실 나열형 정보를 활용하여 최대한 많은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할 것이다. 감각 척도형 정보의 경우도 도표 형태를 활용하여 시

각적으로 보여지는 구조적인 간결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 소재에 대한 시각 및 텍스트 형태의 모든 정보

를 살펴보는 데에 빠르게는 2분에서 길게는 5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

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 제시할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통해 사용자가 소재를 인지하였을 때의 소요시간을 확인하여 정

보의 양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양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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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간결성은 전달하고자 하는 햅틱 정보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여

햅틱 인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146 -

제 5 장 패션 디자이너를 위한 소재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

제 1 절 패션 소재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의 설계

본 절에서는 패션 소재의 물성을 표현하는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

임워크의 개발을 위하여 심층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가장 효과적인 소

재 제시 유형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유형을 검증하고 유형별 제시 방법

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류학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 집단 5인과의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개발된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

워크는 2절에서 제시한다.

1. 제시 유형의 선정

1) 필수 제시 정보

(1) 시각자료

심층 면접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시각적인 햅틱 자료에 유형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의견을 긍정, 중립, 부정으로 나누어 [표 5-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각각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

이 햅틱 인지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자료로 언급한 경우가 해당하

며, 중립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필수적인 자료

는 아니라고 의견을 밝힌 경우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부정으로 분류

된 경우 연구 참여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필요로 하지 않는 경

우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더 나은 유형의 자료가 있으므로 불필요

하다고 밝힌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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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시각자료 유형에 대한 의견

구

분
유형 세부 유형

긍

정

중

립

부

정

기

본

자

료

정면 사진
정면 평면 20 0 0

텍스처 클로즈업 18 1 1

주름 사진

회오리형 주름 16 3 1

불규칙적 주름 13 4 3

직선형 주름 2 3 15

집게로 잡은 주름 0 11 9

손으로 잡은 주름 1 3 16

부

가

자

료

소재 끝단 사진

주름진 끝단 4 11 5

평평한 끝단 0 2 18

원단 롤 활용 0 4 16

손가락 활용 0 5 15

비침 정도 표현 사진
손 활용 19 1 0

배경색 활용 5 12 3

드레이프성 표현 사진 및

영상

벽에 소재를 걸어 둔 사진 0 1 19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15 5 0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영상 1 13 7

물체 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0 3 17

드레스폼 위에 드레이핑 한 사진 13 4 3

드레스폼과 판매원을 활용한 영상 2 5 13

신축성 표현 사진 및 영상
손 활용 사진 0 0 20

손 활용 영상(gif) 3 12 5

표면 특성 사진 및 영상
물 활용 사진 0 1 19

물 활용 영상(gif) 0 3 17

제작 제품 사진 및 영상
제작 샘플 착용 사진 2 10 8

제작 샘플 착용 영상(gif) 3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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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를 통해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상위 7가지 시각적인 햅

틱 정보 유형을 필수 제시 정보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료 유형은 정

면 평면 사진과 클로즈업 사진, 회오리형 주름과 불규칙적 주름, 손을

활용한 비침 정도를 보여주는 사진과,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올린 사진,

드레이핑 사진의 총 7가지 사진이다. [표 5-1]의 연구 결과에서는 선호

도가 높지 않았으나 소수 연구 참여자의 의미 있는 의견 또한 포함하고

자 하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배경색을 활용한 비침 표현과 신축성 영

상을 추가하고자 하였다.

배경색을 활용한 비침 표현의 경우 손을 활용한 비침 정도를 표현하

는 자료가 인간의 피부색에 따른 비침 정도 및 소재 색감 인지의 차이

를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별도의 자

료를 제시하는 것보다 간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주름 사진과 같은 사

진의 배경으로서 색이 있는 종이를 바닥에 깔아 촬영하는 방식으로 제

시한다. 이러한 부가적인 사진 자료가 추가된다면, 손을 활용한 비침 정

도를 표현하는 사진은 사진 형태가 아닌 영상 형태로 서로 제공하는 정

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에 대한 검증을 위해 손을 활용한 비침 정도를 정적인 사진과 동적인

영상 형태로 표현한 두 가지 경우의 인지 차이에 대하여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최종 제시 방법을 확정하고자 하였다.

신축성 표현 영상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이 높지는 않으나 이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영상의 형태에 대한 불만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영상 속 스와치의 사이즈에 있어서 10cm 미만의 작은

스와치 형태를 늘리는 것은 정확한 인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소재를 양손으로 잡아 당기는 동작에서의 가해진 힘의 강도가 전혀 느

껴지지 않으므로 시각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하더

라도 소재가 가진 정확한 신축성의 정도를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

다. 하지만 신축성을 보여주는 영상이 필요함에 관해서는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연구자에 판단에 따라 선정 대상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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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포함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악력에 대한 정보와

회복력을 볼 수 있는 신축성 표현 영상의 제시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효

과를 검증할 수 있는 추가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면 평면 사진과 텍스트 클로즈업 사진, 주름

및 비침 정도를 표현하는 회오리형 주름과 불규칙적 주름 사진, 손을

활용한 비침정도를 표현하는 영상, 드레이프성을 표현하는 드레스폼 위

에 소재를 올린 사진과 드레스폼 위에 드레이핑을 한 사진, 손을 활용

한 신축성 표현 영상의 총 6가지 사진과 2가지 영상을 포함하는 8개의

시각자료가 선정되었다.

(2) 텍스트 정보

심층 면접에서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텍스트형 햅틱 정보의 제시 유

형에 따른 선호도를 긍정, 중립, 부정으로 [표 5-2]과 같이 정리하였다.

마찬가지로 긍정의 경우 연구 참여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필수

적인 햅틱 자료 유형으로 언급한 경우가 해당하며, 중립의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필수적인 자료는 아니라 밝힌 경우가 해당된다. 부정의

경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는 더 나은 햅틱 정보 유형이 있으므로 불필요하다 밝힌 경우가

해당 된다.

[표 5-2] 텍스트 정보 유형에 대한 의견

이러한 분류를 통해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상위 2가지 항목을 필수

세부 유형 긍정 중립 부정

서술형 정보 5 6 9

사실 나열형 정보 20 0 0

감각 척도형 정보 10 6 4

아이콘형 정보 1 3 16

자체기준형 정보 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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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정보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유형은 사실 나열형, 감각 척도형의 총

2가지이다. 서술형의 경우 과반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는

예시로 제공된 서술형 정보가 지나치게 주관적인 어휘들을 사용하며 이

미 제공된 정보와 중복되는 설명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영

향으로 부정적 의견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재의 다양한 특

성에 따라 서술형으로 설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

다는 일부 연구 참여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는 추가 인터뷰를 통해 재확

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인 사실 나열형 정보는 심층 면

접 결과를 기반으로 항목 수에 크게 제한 없이 객관적인 제시가 가능한

원산지, 제품번호, 가격, 조직, 폭, 염색 종류, 제조 방법, 가공 종류, 무

게(oz/g), 혼용률, 색상, 팬톤 컬러 번호, 재고 및 리오더 가능여부, 프린

트 사이즈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감각 척도형은 평가자의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고, 주관적인

정보인 점을 명시한다는 전제하에 포함하며, 척도형으로 제시하는 항목

은 심층 면접 결과에 따라 주관적 느낌이므로 시각자료 및 단답형 정보

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성, 촉감, 비침 정도, 광택감을

선정하였다.

2. 제시 방법의 구체화

[표 5-3] 선정된 정보 제시 유형 및 전달 정보

정보 유형 세부 유형 전달 정보

시각 사진

소재 정면 사진
광택감, 표면 질감, 조직감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

회오리형 주름 사진 두께감, 유연성, 강연성, 광택감, 중량

감불규칙적 주름 사진

드레스폼에 소재 얹은 사

진
두께감, 광택감, 드레이프성, 유연성,
강연성, 중량감

드레이핑 사진



- 151 -

[표 5-3]과 같이 패션 소재의 두께감, 광택감, 신축성, 드레이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일차적인 햅틱 정보 제시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된 제시 유형에 따른 표현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의

추가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발견된 바로는 소재 정

면 사진의 경우 소재로부터 근거리에서 촬영되어 조직감이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연스러운 느낌의 표현을 위해 거리감이 있게 촬

영할 수도 있다.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의 경우에도 사례조사를 통해 파

악된 형태는 두 종류로 각도를 틀어서 촬영한 경우와 정면에서 촬영한

예도 있었다. 회오리형 사진과 불규칙적 주름 사진 또한 주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였다. 이처럼 한 유형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소재를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선행

연구는 부재하였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들을 제시할 때 구체적으로 어

떠한 형태로 햅틱 정보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검증

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앞서 진행한 디자이너 20명과의 심층 면접

결과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연구자가 몇 가지 제시 방법을 예시로 만

든 후, 의류학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가 5인과 추가적인 심층 면접을 진

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햅틱 정보 유형 별 소재 제시의 구체적인 형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에 사용된 햅틱 정보 제시 방법 예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

으로 제작되었다. 앞서 진행한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소재와 동일하게

영상
(gif)

움직이는 소재 영상

(비침 정도 표현 영상)

두께감, 광택감, 드레이프성, 유연성,

강연성, 중량감,

신축성 표현 영상 신축성, 광택감, 강연성

텍스

트

객관

적

정보

사실 나열형

제품번호, 혼용률, 조직, 두께, 원산지,
가격, 폭, 무게, 색상, 팬톤 컬러 번호,

제조 특성, 가공 종류, 염색 종류, 재고
/리오더가능 여부, 추천 제작 복종, 프

린트 사이즈
주관

적 정

보

감각 척도형 신축성, 비침 정도, 표면 질감, 광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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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광택, 신축성의 차이가 있는 코튼류 세 가지와 폴리에스터류 세

가지, 실크류 세 가지의 총 9가지 소재를 가지고 자료를 제작하였다.

[표 5-3]에서 제시한 선정된 햅틱 정보의 유형별로 사례조사에서 발견

된 유형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를 어떻게 조작해

서 촬영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 시도하여 기록한

후, 전문가 3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심층 면접에 사용될 최종 예시를

선정하였다.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의 시각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촬영하였으며 전

문가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휴대폰 카메라를 표준으로 촬

영하였다. 광각, 초광각, 망원을(울트라 와이드 F2.4 / 와이드 F1.6 / 망

원 F2.0) 지원하는 프로급의 1200만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모델을 사용

하였으며 촬영 시 줌 인 또는 줌 아웃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았다. 사전

테스트를 통해 노란빛의 조명에서 소재의 색상 왜곡이 심하게 나타남이

발견되었으므로, 백색의 조명 아래에서 촬영하였다. 또한, 버려지는 원

단의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촬영 대상인 소재의 크기는 1/2마, 촬영에

사용된 드레스폼은 1/4 사이즈로 정하였다. 항목별 구체적인 예시 및 심

층 면접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각자료

(1) 소재 정면 사진

패션 소재를 디지털 환경에서 제시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정면 사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조직감이나 프린트가 있

는 소재의 경우 소재를 촬영한 거리에 따라 인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

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거리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10cm 자를

소재에 올려 둔 후 적절한 촬영 거리를 위해 소재와 카메라의 거리를

10cm 간격으로 테스트 촬영을 진행하였다. 반 마의 소재를 배경이 드러

나지 않도록 촬영 가능한 가장 먼 거리는 50cm로 확인되었으며,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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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거리에서 촬영한 경우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과 유사하게 나타기

때문에 아래의 예시와 같이 거리에 따른 보기를 50cm, 30cm, 20cm의

세 가지로 구성하였다[그림 5-1].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심층 면접 결과, 폴리 사틴, 코튼 사

틴, 실크 사틴 라이크라 등 조직감이 없는 소재의 경우에는 촬영 거리

에 따른 사진상의 햅틱 정보의 차이를 인지하기 어려움이 확인되었다.

전문가들 또한 이러한 소재들에서는 보기 중 어떤 사진을 사용해도 무

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조직감이 보이는 코튼 트

윌, 코튼 거즈의 경우 20cm 거리 사진은 클로즈업 사진과 유사하며

50cm 거리는 조금 멀게 느껴질 수 있어 30cm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이

가장 적절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정면 평면 사진의 촬영 시 거리 기준은 조직감이 있는 소재

샘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소재 종류와 무관하게 약 30cm 정

도의 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이 정확한 햅틱 정보 전달에 효과적인 방법

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1] 소재 정면 사진 옵션 예시

(2)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의 경우 확대한 정도 또는 촬영 각도에 따라

표면 질감, 조직감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햅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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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수의 테스트를 통해 사례조사에서 파악된 해당 유형 사진과 가장

거리가 유사하며 텍스처를 보여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 촬영 거리는

소재로부터 약 5∼10cm였다. 앞선 심층 면접 내용을 기반으로 소재를

각도를 약 45°로 틀어서 비스듬하게 촬영한 경우와(2-1), 정면으로 촬영

한 경우를(2-2) 샘플로 제작하여 이에 따른 햅틱 인지 차이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그림 5-2].

둘 중 어떤 것을 사용하여도 무관하다는 의견과, 각도를 트는 경우

에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정면에서 찍은 사진을 선호하는 경

향이 동시에 발견되었다. 소재에 따른 차이 또한 발견되었는데 특히 코

튼 트윌 소재와 같이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입체적인 조직감이 있는 소

재인 경우에는 각도를 틀어서 제공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밖에도, 정면에서 촬영한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의 경우,

정면 평면 사진을 확대했을 때와 같으므로 정면 평면 사진의 확대가 어

느 정도 가능하냐에 따라 중복되는 자료일 수 있다는 의견 또한 발견되

었다.

“이 소재는(코튼 트윌) 2-1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게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해두니까 좀 더 느낌이 잘 오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직조가 됐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예를들어 케

미컬 레이스라던지.. 좀더.. 벨벳 이라던지 이런 애들은 좀 더 표면에

뭐가 더 많잖아요. 그런 애들한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전문가 E)

“이게 두께감도 좀 있는 (코튼 트윌) 트윌직이라.. 그런 조직감이

좀 있어서 이게 평면으로 플랫하게 정면으로 보이는 것 보다 약간 각

도를 틀어서 보여주는게 좀 더 이런 느낌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근

데 그냥 플랫한 원단은 그냥 정면이 더 깔끔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문가 L)

결과적으로, 9가지 소재 중 조직의 입체감이 있는 코튼 트윌의 경우

각도를 틀어서 촬영한 클로즈업 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햅틱 인지에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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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며, 이보다 조직감이 두드러지지 않는 나머지 소재들의 경우 정

면에서 촬영한 클로즈업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되

었다.

하지만 정면 평면 사진과 텍스쳐 클로즈업 사진은 서로 상호 보완적

인 역할을 하므로 정면 평면 사진을 최대로 확대하였을 때 텍스처를 클

로즈업 사진 만큼 충분히 자세히 표면 질감을 볼 수 있다면 정면 평면

사진과 동일한 각도에서 조금 더 확대된 사진을 보여주는 것 보다 소재

의 종류와 무관하게 2-1의 각도를 틀어서 촬영한 형태가 제공되는 것이

소재의 햅틱 인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동일한 소

재를 다른 각도와 거리에서 촬영 한 사진은 한가지 이미지를 통해 소재

를 제한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오류를 막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소재

가 가진 전체적인 이미지 및 성질을 더욱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유

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2] 소재 클로즈업 사진 옵션 예시

(3) 회오리형 주름 사진

소재를 회오리 모양으로 주름지게 만들어 두께감, 유연감, 광택감 등

햅틱 정보를 제공하는 사진이다. 사례조사에서 파악된 다양한 회오리형

주름 사진과 동일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연구자가 직접 다수의 방법을 테스트하여 [그림 5-3]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그림 5-3]의 좌측 첫 번째 사진(3-1)의 경우 가장 느슨한

낮은 밀도의 회오리 형태로, 소재 중심을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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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으로 반 바퀴를 돌리어 촬영하였다. [그림 5-3]의 가운데 사진은

(3-2) 중간 밀도의 회오리 형태로 마찬가지로 소재 중심을 엄지와 검지

로 꼬집듯 잡고 오른쪽으로 2바퀴를 돌리어 촬영하였다. 마지막으로 [그

림5-3]의 가장 우측의 사진(3-3)은 가장 높은 밀도로 주름이 생성되도

록 한 사진으로 소재 중심을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 잡고 오른쪽으로 3

바퀴 돌려서 촬영한 사진이다. 이를 기반으로 추가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소재에 따른 효과적인 햅틱 정보 제시 방법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코튼류에서는 얇고 광택이 없는 코튼 거즈와 두껍고 미세한 광택감

이 있는 코튼 트윌, 중간 두께에 광택이 미세하게 있는 코튼 사틴까지

모두 중간 밀도의 회오리형이 가장 효과적인 햅틱 정보를 전달할 수 있

는 방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폴리에스터류에서는 얇고 광택감이 없는 폴리 쉬폰과 두껍고 광택감

은 없는 폴리 스판 소재의 경우 중간 밀도가 소재의 특성을 가장 잘 표

현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중간 두께에 광택감이 있는 폴리 사틴에서

는 가장 낮은 밀도의 회오리형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크류에서는 얇고 광택감이 없는 실크 쉬폰의 경우 중간 밀도의 회

오리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간 두께의 광택감이 있

는 실크 사틴의 경우 낮은 밀도가, 이보다 두꺼우며 광택감이 있는 실

크 사틴 라이크라의 경우 높은 밀도의 회오리형이 가장 효과적인 제시

방법일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두께의 광택감이 있는 폴리 및 실크 사틴 소재의 경우 공통적

으로 낮은 밀도의 회오리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동

일한 사틴 소재여도 광택감이 비교적 약한 코튼 사틴의 경우 중간 밀도

가 선호되었다. 코튼 거즈, 코튼 트윌, 실크 쉬폰, 폴리 쉬폰, 폴리 스판

등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소재에서는 중간 밀도의 회오리형에 대한 선호

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장 높은 밀도의 회오리형이 선호된 소

재는 실크 사틴 라이크라가 유일하였다. 실크 사틴 라이크라 소재는 높

은 밀도의 회오리형을 만드는 동일한 방법으로 원단 중심을 엄지와 검

지로 꼬집듯 잡고 오른쪽으로 세바퀴 돌려서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157 -

주름이 부드럽게 형성되지 않았다. 높은 밀도의 회오리형을 나타내는

사진이지만 소재의 특성상 타 소재의 중간 밀도 회오리형과 유사한 형

태로 촬영이 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시각적으로 [그림 5-3]의 첫 번째 사진인 낮은 밀도의 회오리

형과 같이 주름의 양이 적고 바닥과 소재가 밀착되는 면이 많을수록 소

재가 몸에 잘 감기는 소재로 느껴지고, 중간 또는 높은 밀도의 회오리

형과 같이 바닥에 밀착되는 면이 적고 주름이 더 많이 잡혀 있는 경우

몸에 잘 감기지 않는 소재로 인지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코튼 거즈에는...약간 몸에 붙는 소재가 아니다 보니까 피부에 접

촉했을 때 공간이 좀 생기고... 착 감기지 않는 소재잖아요. 근데 3-1은

이 바닥이랑 접촉되어 펴져있는 면이 좀 많아서. 많이 감길 것 같지

않은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그 실크 쉬폰같이 좀 정전기가 있는 느낌?

이랄까.” (전문가 S)

“실크 쉬폰이 폴리 쉬폰보다 좀 더 몸에 잘 붙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제일 잘 표현된게 3-1이나 3-2 같고요. 3-3번 같은 경우에는

좀 덜 감겨 보여서 폴리같이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S)

“전체적으로 3-1은 좀.. 약하고... 3-3은 과해 보이고 3-2가 제일 나

은 것 같아요. 사실 3-1이나 3-2 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3-1보

다 3-2번이 좀 무게감이 느껴져서 보기에 더 안정적인 느낌이에요.

3-1은 그 가운데 중심?이 좀 덜 말려있는 느낌이라 좀 부족한 것 같

아요.. 그 가운데 말려있는 부분을 봤을 때, 이거의 두께감이나 탄성이

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 이 퍼지는 방사형 부분에서는 이 원단이

얼마나 유연한지 뻣뻣한지 이런게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씩 볼 땐 몰

랐는데 이렇게 소재별로 쭉 보니까 이제 지금은 여기선 뭔가 이 회오

리 모양이 잘 안말린 걸 봐서는 얘가 아까 봤던 소재보다 드레이프성

은 좀 덜한가보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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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물성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햅틱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세부 유형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중간 밀도의(3-2)

회오리 형태가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 따라서 통일성 있는 하나의 제시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소재를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이러한 형태로 제

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소재의 햅틱 특성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3] 회오리형 사진 옵션 예시

(4) 불규칙적 주름 사진

방향성을 가지고 주름을 생성하는 회오리형과 다르게 일정한 규칙성

없는 자연스러운 주름을 표현하는 불규칙적 주름 사진은 회오리형 주름

사진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더욱 포괄적인 소재의

물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례조사에서 파악된 다양

한 불규칙적 주름 사진과 유사한 형태의 햅틱 자료를 만들기 위해 연구

자가 직접 다수의 방법을 테스트하여 [그림 5-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 5-4]의 4-1 사진의 경우 주름의 양이 가장 적은 형태로, 소재

를 바닥에 펼쳐 놓은 후 소재 중심점을 엄지와 검지로 잡아 15cm 정도

위로 올린 후 소재를 놓아 자연스럽게 소재가 떨어지며 주름이 생성되

도록 하여 촬영하였다. [그림 5-4]의 4-2 사진은 중간 정도 양의 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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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바닥에 평평하게 펼쳐진 소재를 [그림 5-5]의 우측 이미지처

럼 손가락 다섯 개를 모두 사용하여 손가락을 약하게 오므리며 주름을

생성하여 촬영하였다. [그림 5-4]의 4-3은 가장 주름이 많이 생성되도록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되, 손가락을 강하게 주먹을 쥐듯 오므리며 주름

을 생성하여 촬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심층 면접에서 소재 끝단 모

습과 주름 사진을 합친 사진에 대한 의견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

영하고자 [그림 5-4]의 4-4의 사진을 추가하였다. 소재 끝단이 자연스럽

게 노출되도록 소재 끝부분을 잡아 지면으로부터 약 30cm 높이에서 떨

어뜨린 후 촬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모양을 유지하면

서, 끝단이 잘 보이지 않게 떨어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잘 보일 수 있

도록 연구자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여 형태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세부 유형에 따른 소재의 햅틱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소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먼저 코튼류에서

는 얇고 광택감이 없는 코튼 거즈의 경우 주름이 양이 가장 적은 사진

이(4-1) 선호되었으며, 중간 두께에 광택감이 미세하게 있는 코튼 사틴

의 경우 중간 정도의 주름의 양을 보여주는 사진이(4-2), 코튼 트윌의

경우 가장 많은 양의 주름 사진이(4-3) 소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폴리에서터류에서는 가장 얇은 폴리 쉬폰과 중간 두께의 폴리 사틴

의 경우 가장 많은 양의 주름 사진이(4-3)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으

며, 두꺼운 폴리 스판의 경우 중간 정도의 주름의 양을 보여주는 사진

이(4-2)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크류에서는 가장 얇은 실크 쉬폰과 중간 두께의 실크 사틴의 표현

에는 가장 많은 양의 주름 사진이(4-3) 적절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두

꺼우며 광택감과 신축성이 있는 실크 사틴 라이크라의 경우 소재 끝단

을 보여주는 주름 사진(4-4)이 선호되었다. 소재 끝단을 보여주는 주름

사진이(4-4) 가장 효과적인 제시 방법인 것으로 나타난 소재는 실크 사

틴 라이크라가 유일하였다. 심층 면접에서 전문가들은 실크 사틴 라이

크라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주름을 생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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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다른 소재와 비교하면 주름 모양이 인위적으로 보여진다는 의견

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소재 끝

단을 보여주는 주름 사진을(4-4) 선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들이 실크 사틴 라이크라의 표현에 효과적인 제시 방법으로 소재

끝단을 보여주는 불규칙한 주름사진을(4-4) 선택한 이유는 주름의 사이

즈나 형태 때문이며 소재 끝단과는 무관함이 파악되었다. 9가지 모든

소재에서 불규칙적 주름 사진에서 보여지는 소재 끝 단면의 노출은 소

재의 햅틱 인지에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발견되

었다.

“4-4가 소재가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 같아서 좋아요. 앞에

세가지는 다 연출이 들어가서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래서 이 소

재에 집중할 수 있는건 4-4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 끝

단.. 선이 이 원단의 물성을 느끼는 거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끝 단면이 보여지는게 별로 도움은 안되는 것 같아서 없는게 나을

것 같아요.” (전문가 S)

“여기선(폴리 사틴) 4-3이 이 원단의 물성, 얘가 얼마나 유연하고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느낌으로 주름이 잡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섬세하게 잡힌다던지 둔탁하다던지 그런 느낌

을 볼 수 있고.. 비치는 소재라면 주름이 약간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정도 비치는구나도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전문가 E)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양의 주름이 담긴 사진 유형이 가장

많은 소재에서 선호되었는데,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주름의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파악 가능한 햅틱 정보가 더 많은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소재의 물성에 따라서

동일한 방식으로 주름을 잡더라도 많은 양의 주름이 생성되는 경우 이

를 촬영한 이미지가 부자연스럽고 과하게 느껴져서 소재 자체의 물성을

인지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 또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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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실크 쉬폰) 소재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래서 4-2번이 좀

나아 보이는데 소재가 힘이 전혀 없다 보니까 4-3이 과해 보이고 4-2

가 적당해 보여요.” (전문가 K)

“4-3처럼 너무 과하게 막 주름이 잡혀있는거는 저 주름 모양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여서 원단에 집중이 안되는 것 같거든요. 4-2도 괜찮

고 4-1이 가장 보기 편해요” (전문가 L)

이처럼 불규칙형 주름 사진에 대한 의견은 소재의 물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났지만 일관성있는 방법으로 햅틱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중

간 밀도(4-2)의 형태가 가작 보편적으로 소재의 물성을 나타내기에 적

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4] 불규칙적 주름 사진 옵션 예시

[그림 5-5] 불규칙적 주름 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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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침 정도 표현 사진 및 영상

소재의 비침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햅틱 자료로는 심층 면접을 통해

파악된 의견과 실험에서 관찰된 연구 참여자들의 소재 햅틱 탐색 행동

특성을 기반으로 손을 위에 소재를 넓게 얹어 촬영하였다[그림 5-6]. 이

러한 행동은 드레이프성, 두께감, 광택감의 탐색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사례조사에서는 사진으로 제시하는 유형

만 파악되었으나, 영상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디자이너들의 실제 소재 탐색 과정을 관찰하는

실험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두께감, 광택감, 그리고 드레이프성을 파악할

때 중복하여 보인 행동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다. 전문가 집단과

의 심층 면접을 통해 두 가지 형태의 햅틱 전달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

였다. 사진과 영상은 백색의 조명 아래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되었으

며 손과 손가락을 여러 각도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촬영하였다.

먼저, 앞선 20인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 결과에서 햅틱 커

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통일성이 강조되

었으므로, 9가지 소재에 대하여 비침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촬영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비침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햅틱 자료의 필요성

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비침이 없다면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재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시각 자

료 형태 또는 개수의 차이는 불가피하므로 나머지 부분을 일관되게 제

시한다면 통일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리라고 예측되었다.

“이 사진은 이 소재에선(코튼 사틴) 제외하는게 맞아요. 제가 볼

땐. 이게 비치는 원단에서 보여졌을땐 딱 눈에 들어오고 도움이 되는

데 비침이 없으면 그냥 이게 왜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냥

뭔가 소재 흐름성이나 이런거 보는데 당연히 있으면 도움은 되지만 그

런걸 볼 수 있는 중복되는 사진이 아래 이렇게(드레스폼에 소재를 얹

은 사진, 드레이핑 한 사진) 충분히 많아서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요.” (전문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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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이 없을 때는 빠지는게 낫고, 비침이 있는 소재에만 넣는게

낫지 않을까. 지금처럼 비침 없는 소재에서 보여지면 이게 왜 굳이 들

어가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전문가 S)

또한, 비침 정도만을 보기에는 사진으로 충분하나, 소재의 전반적인

햅틱 특성을 보기에는 영상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상에서 움직임에 따라 소재가 자연스럽게 겹쳐지면서, 겹침에 따라

비치는 느낌을 파악하기 쉬우며 비침 정도 뿐만 아니라 두께감, 드레이

프성 등 소재의 다른 물성을 느끼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축성을 보여주는 영상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신축성 영

상에서도 다양한 소재의 물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침 정도에 대한

영상은 생략하고 사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발견되었다.

“비침 정도 보는데는 이렇게 영상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신축성도 아니고 비침정도나 이런거 보기엔 사진이

면 충분할 것 같아요. 둘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사진. 근데 만약에

신축성이나 이런 영상이 아예 없다면 사진보단 영상으로 봐야할 것 같

아요.” (전문가 S)

“영상이 짧기도 하고(7초) 짧은데도 광택감도 어떤지 느껴지고 두

께감이나 비침, 드레이프성도 다 느껴져서 영상이 훨씬 좋아요.” (전문

가 E)

“영상이 있으면 비치긴 하는데 어떻게 비쳐지는지가 설명 될 것 같

아요. 왜냐면 이렇게 쉬폰같은 경우에는 겹쳐지면 또 굉장히 비침이

없어지는데.. 그리고 또 이 영상에서 다른 물성들도 같이 볼 수 있으니

까. 움직임에 따라서 유연한 정도도 볼 수 있을거고... ” (전문가 Y)

결과적으로, 비침이 없는 소재의 경우에는 비침 정도를 보여주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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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비침 여부를 떠나서 신축성에 대한 영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 5-6]의 영상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선호되었다. 비침이 있으나 신축성에 대한 영상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에는 영상 대신에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해석의 한계를 가진다. 전문가 집단은 이 영

상이 비침 정도를 보여주는 영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평가하였기 때문

에 이러한 의견이 나타났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침이 없는 소

재에서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이러한 영상이 보여졌다면 드레이

프성을 나타내기 위한 영상으로 생각하였을 수 있으며, 광택감이 있는

소재에 이런 영향이 제공된다면 광택감을 표현하는 영상으로 인지하였

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영상 내용 자체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에는 이

러한 영상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햅틱 정보가 많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비침 정도의 표현 으로서 자료의 효과에 대하여 물었을 때는 비침이 없

고 신축성 영상 또한 제공되지 않을 때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이미 해당 자료의 목적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료의 효과를 논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내용 자체가

가진 효과를 객관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서 진행하였던 디자이너의 실제 소재의 탐색 행동을 관찰하는 실

험에서 두께감, 광택감, 드레이프성의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이러한 행

동이 관찰되었으므로 디자이너들이 소재의 햅틱을 인지할 때 이러한 영

상은 마치 자신들이 해당 행동을 통해 소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심층 면접에서 디자이너들은 빛과 움직

임에 따른 미세한 비침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사진 자료로는 이러한 점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영상이 반드시 필요하

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영상은 비침 정도를 표현하기보다는 소재의

전반적인 물성의 전달을 위하여 모든 종류의 소재를 제시할 때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는 햅틱 자료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유형의 명

칭을 움직이는 소재 영상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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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비침 정도 사진 및 영상 예시

(6) 드레스폼에 소재를 얹은 사진

심층 면접을 통해 드레스폼에 소재를 얹은 사진이 디자이너들에게

소재의 햅틱을 인지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사례조사에서 보여진 구체적인 햅틱 자료의 형태로는 [그림 5-7]의 좌

측 사진과 같이 목 주변으로 소재를 두르듯이 걸친 것과(6-1) 우측 사

진과 같이 소재를 드레스폼 위에서 덮듯이 얹은 사진이(6-2) 있었다. 이

러한 제시 방법의 차이에 따른 햅틱 인지 차이를 확인하고자 추가 인터

뷰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소재 자체의 물성을 관찰하기에는 소재를 드레스폼 위

에서 덮듯이 얹은 사진이(6-2) 효과적이지만, 실제 옷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느낌을 상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소재를 목 주변으로

두르듯이 걸친 사진이라(6-1) 밝혔다. 하지만 실제 옷으로 구현되었을

때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드레스폼에 소재를 얹은 사진보다는 [그림

5-8]와 같이 드레스폼에 소재로 드레이핑을 해 둔 사진이 효과적일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소재 자체의 물성을 더욱 집중적

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재의 햅틱 인지 정확도 향상에 있어서 더욱 중요

할 것이다.

“소재 특성을 보기에는 6-2가 더 좋은데. 뭔가 이게 의복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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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가고..그런.. 소비자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거는 6-1 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특성은 6-2가 더 잘 보여

요.” (전문가 S)

“좀 두꺼운 소재... 아까 비침 없던 소재 같은 경우에는 6-1이 더

잘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이 거즈 소재 같은 경우... 확실히 비치는 소

재는 6-2가... 제 생각엔 이 목부분에 이게 원단이 딱 걸쳐지면서 목과

이 어깨 사이에 삼각형 저 공간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저 부분

이 비치고..그리고 밑단도 더 드라마틱하게 퍼지게 돼서면서 비치는 부

분과 안비치는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요.. 이런 소재를 6-1로 해버리면 되게 둔탁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6-1이 원단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긴 하거

든요.” (전문가 E)

이 유형에서는 소재의 두께, 즉 비침 여부에 따른 의견 차이가 발견

되었는데, 비침이 있는 얇은 소재, 특히 쉬폰의 경우 소재를 드레스폼

위에서 덮듯이 얹은 사진을(6-2), 코튼 트윌과 같이 비침이 없는 두꺼운

소재의 경우 목 주변으로 두르듯이 걸친 사진이(6-1) 소재의 특성을 더

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햅틱 자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침이

있는 소재의 경우 드레스폼 위에서 덮듯이 얹은 사진처럼(6-2) 소재를

배치했을 때 드레이프성, 유연감, 겹침에 따른 비침 정도가 더욱 확연하

게 관찰할 수 있으므로 선호되었다.

사진 자료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그림 5-7]과 같이 드레스폼

전체 길이가 모두 사진 속에 담길 수 있도록 하여 소재의 전체적인 흐

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햅틱 인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러한 자료는 소재의 유연감과 드레이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로서 소재가 중력의 영향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며 소재를 평면

적으로 지면에 내려 놓고 촬영한 자료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햅틱 정보

를 제공한다.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이미지 형태이지만, 비침 정도를 표

현하는 영상을 통해서도 드레이프성의 인지가 가능하므로 오히려 움직

이는 영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성을 이러한 사진을 통해 관찰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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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서로 상호 보완하여 햅틱 인지의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재의 특성에 따른 선호 제시 방식에

차이가 있었으나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제시할 때에는 전문가 S 의 의

견과 같이 소재로 드레스폼을 완전히 덮은(6-2) 형태가 소재의 근본적

인 햅틱 특성을 가장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7] 드레스폼에 소재를 얹은 사진 옵션 예시

(7) 드레이핑 된 사진

심층 면접에서 디자이너들은 소재의 햅틱 특성을 인지할 때 소재를

단순히 얹어 놓은 사진 외에도 추가적으로 허리선을 잡아 놓거나 간단

한 드레이핑이 되어있는 시각적인 햅틱 자료를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완성된 의복 형태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가 가진 제품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디자인을 구상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이러한 사진은 위의 [그림 5-7]의 소재를 목 주변으로 둘러

놓은 사진(6-1)을 대체한다.

드레이핑 된 사진을 제시할 때 추천 복종에 따라 소재별로 다르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소재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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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 원피스의 형태로 간단히 모양을 잡아 보기로 제시하였다[그림

5-8]. 또한, 사례조사에서 해당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여 제시

하였음에 따라 정면과 반측면의 사진을 함께 제공하여 비교하고자 하였

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심층 면접 결과, 모든 소재에서 정면

및 반측면의 촬영 각도에 따른 선호도는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

유형에서는 촬영 각도가 소재 인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전반적인 시각적 햅틱 자료의 통일성을 위해 정면으로

보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의견 또한 파악되었다. 추천 복종에 따라 다른

형태로 드레이핑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

타났지만 대다수가 형태는 무관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데 보면 어떤 소재는 저렇게 뭐 스커트 형태로 드레이핑 해놓고

어떤거는 원피스 형태로 찝어 놨는데 저는 바디에 올라가 있는 면적이

많은게 조금 더 느낌이 잘 와요.” (전문가 E)

“상의냐 하의냐 스커트냐 원피스냐 이런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

은 것 같고. 별로 상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로 통일 된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튜브 드레스처럼 바디 위로 원단 둘러놓고 허리

선만 뒤에서 잡아주는 정도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중략) 이게 만약

다른 원단.. 코트감이라던지 두꺼운 울이여도 코트감이라고 코트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걸 통해 아이템을 상상한다기 보다는 그냥 바디 위

에 올라갔을 때 느낌이랑 좀 라인 잡았을 때 느낌을 보면 뻣뻣한 정도

나 이런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용도인거지...” (전문가 L)

이처럼 시각적으로 더 넓은 면적으로 드레이핑 되어있는 것이 소재

의 햅틱 인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발견되었으며, 하나로 통일

된 드레스 형태를 선호하였다. 이 유형에서는 허리선 또는 주름을 잡은

느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소재를 자연스럽게

얹어 놓은 사진과는 달리 소재의 형태에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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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소재에 인위적으로

주름을 잡아 놓은 뒤 소재를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은 앞서 진행하였던

실험에서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디자이너들이 시각자료에서 아

무런 힘을 가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소재의 모습과 함께 인위적인 조작

이 가해졌을 때 소재의 변화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드레이핑 사진을 제시할 때는 정면에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허리선을 살짝 잡은 원피스 형태로 드레이핑 하여 소재를 제시하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판매자가 추천하는 복종에 따

라 드레이핑 되어있는 것을 선호하는 의견이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으로부터 관찰되었으나, 복종에 따라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시각적인 통일성이 깨질 수 있으며 드레이핑 하는 사람의

기술 및 전문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디자이너의 상상력에 제한이 있

을 수 있다는 단점들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적 자료보다 텍

스트형 정보를 통해 추천 제작 복종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5-8] 드레이핑 된 사진 옵션 예시

(8) 신축성 영상

본 연구에서는 단순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신축성을 현재 패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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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신축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황재호(2007)은 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각

에서 디자인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쉬

우며 배우기 쉬운 단순하고 친숙한 방식이 시각적 촉감 인지에 더욱 효

과적이기 때문이다(정승은 외, 2001). 따라서 제시 방법의 구체화를 위

한 예시 영상 제작은 앞선 실험에서 파악된 디자이너들이 실제 소재를

만지며 탐색하고 신축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소재를 조작할 때의

행동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신축성을 보여주는 영상

에서 소재를 당기는 행동이 어느 정도 힘을 가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함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

다.

이에 따라 총 4가지 종류로 신축성을 제시하였다[그림 5-9]. 공통적

으로는 소재가 늘어날 때 대략적인 길이를 추측할 수 있도록 모눈종이

를 바닥에 두고 배경으로 촬영하였다.

[그림 5-9] 신축성 영상 옵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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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와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약 20cm 이상의 넉넉한 분량을 늘리

는 모습이 더욱 도움이 된다는 심층 면접에서 발견된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소재 반 마를 자르지 않고 중간 부분을 양손 약 25cm 이상의 폭

으로 잡아 촬영하였다.

첫 번째 영상은 이 상태에서 소재를 가로 그리고 바이어스 방향으로

늘리는 영상으로 먼저 가로로 가장 약하게 두 번, 가장 세게 두 번을

당기고, 바이어스 방향으로 약하게 두 번, 가장 세게 두 번을 당겨 촬영

하였다.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약 2초 이상 정지한 후 동작을 시작하였

으며, 약하게 당기는 부분이 끝난 후에 약 3초의 간격을 두고 가장 세

게 당기었다. 소재를 당기는 동작을 할 때는 한쪽 손의 위치는 고정한

후 다른 한쪽 손만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 영상과 같지만 정지된 상태에서는 ‘늘리지

않은 상태’라는 자막이 제공되고, 약하게 당길 때는 ‘약하게 당김’의 자

막이, 가장 센 힘을 가해 당길 때에는 ‘최대로 당김’의 자막을 제공하였

다. 이러한 악력에 대한 정보는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표현이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힘에 대한 주관적인 정보

의 효과 또한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영상은 두 번째 영상과 동일한 상태에서 고정하지 않은 손

을 기준으로 소재를 쥐고 늘리지 않은 상태의 끝 위치와 약하게 당겼을

때 늘어난 위치, 최대로 당겼을 때의 위치를 모눈종이 위에 세로 선으

로 표시하여 대략적인 늘어난 정도를 더욱 눈에 띄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영상은 세 번째 영상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늘

어난 위치를 표시할 때 가로 선을 사용하여 늘어난 분량을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소재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이러한 영상이 신축성 인

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의 네 가지 유형 중에는 자막

만 제공이 되는 두 번째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자

막이 없는 상태에서 소재와 손만 나오는 첫 번째 영상 또한, 신축성을

인지하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환경이 소재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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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또한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들은 소재의 회복률, 복원력

을 보여주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영상

제작 시 가장 센 힘으로 늘린 후 한쪽 손을 놓아 소재 형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축성은 워낙 상대적이라 선은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중략)

가로선이건 세로선이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늘리는 모습 그거

정도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가로랑 사선 늘리는거.. 사선은 양쪽

다 할 필요는 없고 한쪽 방향으로만.. 그렇게 같이 담겨 있는게 좋아

요.” (전문가 S)

“악력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자막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영상 자체에서도 박자를 끊어서 하셔서 설명이 충분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자막이랑 같이 보니까. 아 이게 정말 최대치로 늘

린거구나 이건 살살 한거구나 이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훨

씬 더 정확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략) 이렇게 자막 제공 되는

영상이면 이정도 원단이면 내가 어디에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옷을 만

들 수 있겠구나 감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E)

힘의 세기를 표현하는 주관적인 표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장력을 인지하는 데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축성을 표현하는 ‘신축성이 있는’, ‘신축성이

많은’, ‘잘 늘어나는’ 등의 주관적 언어 표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

하였으나 힘의 세기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발

견되지 않았다.

또한, 늘어난 정도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가이드 선의

사용도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햅틱 자료에서 전반적으로 객관성과 정확성, 신뢰성을 강조하였으나 신

축성의 시각적인 표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

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아닌 실제로 디자이너가 소재

의 신축성을 보기 위해 소재를 잡아 늘릴 때에도 가해진 힘을 측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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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힘의 세기 또는 방향에 따라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신축성을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어진 전반

적인 소재에 대한 인상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시각적인 햅틱 자료에

서도 대략적인 신축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충분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축성이 없는 소재에도 공통으로 해당 영상이 제공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영상에서 신축성 외에도 소재가 가진 다른 특성들

을 볼 수 있으므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

으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신축성이라

는 특성 자체는 매우 주관적이며 아주 미세한 신축성은 인지하기 어렵

다. 혼용률과 무관하게 조직 특성에 따라, 방향에 따라 신축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신축성 영상을 포함하고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신축성 표현 영상의 경우 소재 종류와 무

관하게 모든 소재에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축성이 없는 소재여도 제외하지 말고 이런 영상이 있긴 좋겠어

요. 왜냐면 이렇게 손으로 소재를 만지고 조작하는 데에서 사진으로는

얻지 못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서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신축성 없는 소재엔 아예 빼야 할 것 같아요.. 왜냐

면 지금 보면 이게 신축성 없는 원단인데 대충 보면 좀 헷갈리더라구

요. 약간 살짝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약간 있어 보여요. (중략) 신

축성 없는 소재에는 위에 손을 활용한 그 비침 정도용으로 찍은 영상

있잖아요. 광택감이나 드레이프성이 좀 잘 보이는.. 그게 제공되면 좋

을 것 같아요.”

게슈탈트 심리학에 따르면 인간은 정보의 부족 현상으로 불완전한

형태를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로 연관시켜 이해하고자 하

는 경향이 있다(오병권, 1999). 따라서 친숙한 의미의 추론이 첨가될 때

제시된 것에 대한 완전한 지각이 보다 빠르게 가능하며 정보를 쉽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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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측성을 올려준다( 정승은 외, 2001). 패션 디자

이너들에게 신축성은 기계나 무게 추를 통한 객관적인 측정 보다는 주

관적일지라도 그들이 직접 소재를 볼 때와 동일한 익숙한 방식으로 제

시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그림 5-9]의 네

가지 유형 중에는 자막만 제공되는 두 번째 영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

축성을 전달한다면, 패션 디자이너들은 친숙한 형태로 효과적으로 정보

를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가적인 정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신축성의

전달은 불가능하므로, 보조적으로 수치로 표현된 객관적 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손의 위치를 고정한 채로 양손 사이 소재의

길이를 측정하고, 소재를 최대한 늘렸을 때 소재가 늘어나는 분량에 대

한 수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객관적으로 신축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무게가 있는 추를 사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방치하여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는 정하중법, 또는 신장형 인장 강도 시

험기를 사용하는 정속 신장법 등의 객관적인 측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수치화된 결과가 디자이너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측정 과정이 까다로우며 일반적으로 패션 디자이

너들에게 이러한 수치값이 감성적으로 변환되어 소재의 촉감으로 인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인 측정법을 사용하지 않고

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소재의 신축성의 전달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

축성을 디지털 환경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측정 방법의 단순화, 그리고 이러한 단순화된 방법으로 얻어진 수치를

통해 소재의 신축성을 촉감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반드

시 필요하다.

2) 텍스트 정보

(1) 사실 나열형 텍스트 정보

사실 나열형 정보로 제공되는 소재의 햅틱 정보의 종류 및 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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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성 검증을 위해 심층 면접 결과를 기반으로 제품번호, 혼용률,

조직, 두께, 원산지, 가격, 폭, 무게, 색상, 팬톤 컬러 번호, 제조 특성, 가

공 종류, 염색 종류, 재고/리오더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예

시로 제공하였다[그림 5-10]. 소재에 대한 정보는 연구자가 자극물 소재

를 구매할 때 제조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제공 받

지 못한 부분은 임의로 작성하였다.

[그림 5-10] 사실 나열형 텍스트 정보

“이정도면 뭐 많게 느껴지지도 적게 느껴지지도 않고 딱 적당한 양

의 정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부분도 없고 딱 잘 정리되어 있

는 것 같은데.” (전문가 L)

전문가들 또한 심층 면접 참여자들과 동일하게 사실 나열형형 텍스

트 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가장 도움이 되는 텍스트 자료라는 의견을 밝

혔다. 추가하거나 제외해야할 부분에 관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 나열형 텍스트를 시각자료와 함께 봤을 때 소재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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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선 시각적 햅틱 자료 유형 중 드레이핑 사진에서 소재의

추천 복종을 제시해주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천 복종을 사실 나열형 텍스트 정보에 추가하여 제시

하여 정보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감각 척도형 텍스트 정보

[그림 5-11] 척도형 텍스트 정보 예시 및 제안

심층 면접 결과를 기반으로 감각 척도형으로 제공하는 햅틱 정보는

신축성, 비침, 촉감, 광택감의 네 가지 항목으로 정하였다. 촉감은 매우

광범위한 감각이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척도형에서 제시되는 ‘촉감’

항목을, ‘표면 촉감’으로 재정의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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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감은 소재를 평평하게 펼쳐 놓은 상태에서 소재 윗면을 손가락 또는

손바닥으로 쓸었을 때의 느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척

도형 햅틱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하단에 작성자에 대한 정보와 함께 주

관적인 의견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감각 척도형 텍스트 정보를 표기

하는 방법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그림 5-11]와 같이 사례조사에서 발

견된 3가지 유형과 연구자의 제안을 예시로 함께 제시하여 전문가들과

재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전문가들은 모두 5점 척도의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다. 사례조

사에서 파악된 예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언어적인 햅틱 표현, 즉 단

어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공통으로 지적하였다.

“척도는 5점 척도는 되야할 것 같고.. 일단 보조적인 용도로 주관적

인 정보라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걸 감안 하고 보면.. 예시 1,2,3 은 다

단어가 너무 일관성이 없게 느껴지고요. 특히 저 ‘생활신축’, ‘원단 특

성상 있음’ 이런 단어들은 사용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 S)

“저는 저런 ‘은은한’ 이런 단어는 어느 정도가 은은한건지 머릿속에

약간 물음표가 생겨서 별로 인 것 같구요. (중략) 단어 선택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음.. 예시에서 바스락거린다 이런건 사실 이걸 쥐었을

때의 느낌인거고, 까슬함이나 오돌도돌 매끄러움 이런건 그 원단 표면

에서 느껴지는 거고.. 부드러움도 뭐 매끄러움이랑 비슷하게... 매끄러

운걸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쥐었을 때

느낌이랑 표면 촉감이랑 막 다 섞어 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E)

“표면 촉감 자체도 사실 저 다섯 개의 단어로 말하긴 어렵지만 그

래도 표면 촉감에서는 까슬함과 부드러움 정도면 대표성이 있는 단어

같아요. 까칠함 까끌거림 꺼끌함 사실 우리말이 너무 다양한데.. 어차

피 하날 정해야 하는거잖아요. 까슬함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전문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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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촉감 또는 표면 촉감을 표현하는 국문 단어가 매우 다양하

므로 단어 선택의 어려움이 발견되었다. 촉감 형용사에 대한 표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비침, 신축성, 광택감의 경우 ‘있다-없다’, ‘좋다-

없다’, ‘많다-없다’의 쌍으로 표현하였으며, 소재의 햅틱 특성을 표현하

는 국문 형용사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표면 촉감을 표현하는 데에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형용사인 ‘까슬함’, ‘부드러움’을 선택하여 제

안하고 전문가 집단에게 이를 검증받고자 하였다. 전문가 5인 모두 연

구자가 제안하는 척도형에서 사용된 단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

으며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언어적인 햅틱 표현에 대한 추가 연구

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밖에도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된 감각 척도형 햅틱 정보의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예시를 [그림 5-12]와 같이 제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그림 5-12] 척도형 정보의 시각적 프레젠테이션 예시

(도우패브릭, 신패브릭, D65, 2021)

그 결과, 척도형 정보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사각형을 사용하여 표

시한 버전이 더욱 깔끔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발견되었으

며, 해당 되는 항목을 채워넣는 색은 무관하다는 의견과 붉은색으로 채

워 넣는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 또한 발견되었다. 웹 인터페이

스 디자인에 관한 연구(정승은 외, 2001)에서는 정보의 경제성

(Economy)을 언급하였는데, 주요 정보를 밑줄이나 색상을 사용해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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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거나 도표를 사용한다면 동일한 정보여도 밀도가 낮게 느껴지며

사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과 심층면접 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가 [그림 5-12]에서 제안한

감각 척도형 햅틱 정보의 제시 방법이 최종적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

제 2절 패션 소재의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

본 절에서는 1절에서 서술한 패션 소재의 햅틱 제시 방법 개발의 구

체화를 위한 전문가들과의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1. 소재에 따른 햅틱 커뮤니케이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9가지 시료 별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각 자료의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시각자

료 중 정면 사진,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 드레이핑 사진, 움직이는 소재

영상, 신축성 표현 영상, 그리고 텍스트 정보에서는 소재에 따른 효과적

인 제시 방법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이러한 유형에서는 소재의

종류와 무관하게 공통적인 형태의 정보 제시가 가능하다.

정면 사진은 소재 위에 자를 올려둔 상태로 30cm 거리에서 촬영하

여 제시하며, 클로즈업 사진은 정면으로 촬영할 경우 정면 사진을 확대

하였을 때의 이미지와 같으므로 각도를 45도로 틀어서 촬영한 사진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드레이핑 사진은 소재로 드레스폼을 감아 두른 후 허

리선을 잡아 원피스 형태로 만든 후 정면에서 촬영한다. 움직이는 소재

영상에서는 소재를 손위에 올리고 여러 방향으로 손을 움직여서 소재의

드레이프성, 광택감, 유연감, 비침 등 다양한 물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다. 신축성 표현 영상 또한 신축성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소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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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동일하게 제공하는데, 영상은 10초 내외의 gif 파일로 제작하며, 가

로 방향과 바이어스 방향(한 방향)으로 늘리는 모습을 힘의 세기에 대

한 자막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 이 때 소재의 회복률을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가장 센 힘으로 소재를 늘린 후 한쪽 손을 놓아 소재

형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 자료로는

여전히 신축성 인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가적으로 수치적인 자료를 영

상에서 함께 제공한다. 손의 위치를 고정한 채로 늘리지 않은 상태로

양손 사이 소재의 길이를 측정하여 영상에서 측정값을 제공하고, 소재

를 늘렸을 때 소재의 길이에 대한 측정값을 제공하며 두 값의 차이를

자막으로 삽입하여 소재가 늘어나는 분량에 대한 수치적인 정보를 시각

적 자료와 함께 제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신축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오리형 주름사진, 불규칙적 주름 사진, 드레스폼에 소재를 얹은 사

진에서는 소재 별 제시 방법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발견

되었다. 코튼 거즈 소재의 경우, 회오리형 주름 사진은 중간 밀도로, 불

규칙적인 주름 사진은 주름 양이 가장 적은 유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

호되었다. 또한 비침이 있는 소재이므로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완전히

덮듯이 얹은 사진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튼 사틴 소재의 경우, 회오리형 주름 사진은 중간 밀도로, 불규칙

적인 주름 사진은 주름 양이 보통인 유형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비침이

없는 소재이므로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은 사진은 드레스폼의 목 부

분이 노출되도록 소재를 두르듯이 걸쳐 정면으로 촬영하는 것이 효과적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튼 트윌의 경우 중간 밀도의 회오리형 주름

사진과, 주름 양이 많은 불규칙적 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선호되었다. 비

침이 없는 두꺼운 소재이므로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은 사진은 드레

스폼의 목 부분이 노출되도록 소재를 두르듯이 걸쳐 정면으로 촬영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 쉬폰 소재의 경우, 중간

밀도의 회오리형 주름 사진과, 주름 양이 많은 불규칙적 사진을 제시하

고, 비침이 있는 소재이므로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완전히 덮듯이 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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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정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호되었다. 폴리 사틴 소재는, 낮은 밀

도의 회오리형 주름 사진과 주름 양이 많은 불규칙적 주름 사진을 제공

한다. 비침이 없는 소재이므로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은 사진은 드레

스폼의 목 부분이 노출되도록 소재를 두르듯이 걸쳐 정면으로 촬영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 스판 소재의 경우, 회오

리형 주름과 불규칙적 주름 모두 중간 밀도로 제시하며, 비침이 없는

소재이므로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은 사진은 드레스폼의 목 부분이

노출되도록 소재를 두르듯이 걸쳐 정면으로 촬영하여 제시하는 것이 선

호되었다. 실크 쉬폰의 경우 중간 밀도의 회오리형 주름 사진과 주름

양이 많은 불규칙적 주름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비침이 있는 소재이므

로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완전히 덮듯이 얹은 사진을 정면으로 제시하

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크 사틴 소재의 경우, 폴리 사

틴과 동일하게 낮은 밀도의 회오리형 주름 사진과 주름 양이 많은 불규

칙적 주름 사진을 제공한다. 비침이 없는 소재이므로 드레스폼 위에 소

재를 얹은 사진은 드레스폼의 목 부분이 노출되도록 소재를 두르듯이

걸쳐 정면으로 촬영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실크 사틴 라이크

라의 경우에는, 높은 밀도의 회오리형 사진을 제공해야 하며, 자연스러

운 형태의 주름의 양이 적은 불규칙적 주름의 형태로 촬영하여 제시한

다. 비침이 없으므로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은 사진은 드레스폼의 목

부분이 노출되도록 소재를 두르듯이 걸쳐 정면으로 촬영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름 사진에서의 밀도에 대한 기준

은 [그림 5-13]의 사진과 같다.

[그림 5-13] 주름 사진의 단계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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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9가지 시료를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는 소재의 종

류가 아닌 두께, 비침 여부에 따라 효과적인 제시 형태의 차이가 나타

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일정한 규칙성을 찾기는 어려웠으므로 더욱 다양한 두께의 소

재를 중심으로 한 후속 연구를 통해 두께와 시각자료의 형태와의 연관

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패션 소재의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

위의 9가지 자극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출된 사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모든 소재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

측되는 소재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를 [그림 5-14]와 같이 제안하고

자 한다.

패션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파악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두께감, 광택감, 신축성, 드레이프성

을 중심으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다. 먼저, 두께감에서는 표면 질감,

강연성, 유연성, 비침 정도가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

으며, 광택감에서는 주름, 빛, 움직임, 직물 조직이, 신축성에서는 힘의

세기와 강연성이, 드레이프성에서는 강연성과 유연성, 중량감, 두께감이

영향 요인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각

적, 언어적 정보를 포함하도록 정보의 유형 및 종류를 선정하였다.

모든 정보를 제시할 때에는 정보의 종류와 제시 방법에서의 통일성,

정보의 양과 제시 형태에서의 간결성, 친숙성, 정보의 객관성과 정확성,

전문성으로부터 오는 웹사이트 인터페이스 구성 내 전반적인 신뢰성의

네 가지를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두고 제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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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패션 소재의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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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 자료

[그림 5-15] 시각 자료 제시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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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자료를 제시할 때의 구체적인 지침은 [그림 5-15]과 같다. 제시

순서는 서로 관련성이 높은 부분을 연속적으로 제시할 때 더욱 효과적

으로 전체를 인지할 수 있다는 게슈탈트의 시지각 이론에 근거하여 서

로 연관성을 가지며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정보를 묶어 연속

적인 순서로 제시되도록 하였다. 소재 정면 평면 사진과 텍스처 클로즈

업 사진이 하나로 묶여 연속으로 제시되며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

적 정보와 표면 질감을 전달한다, 이후 회오리형 주름과 불규칙적 주름

사진이 제시되어 소재의 유연감, 광택감, 두께 등 다양한 햅틱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처럼 소재가 평면적으로 펼쳐진 상태에서 제

시하는 자료 뒤에는 중력에 따른 소재의 드레이프성을 중점적으로 햅틱

정보를 전달하는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은 사진과 드레이핑 된 사진

이 제시되어야 한다. 소재를 드레스폼 위에 얹어 놓은 사진과 드레이핑

이 된 사진에서 정적으로 느껴지는 드레이프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영

상 형태의 자료를 제시하는데, 인간의 눈은 정지된 이미지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교차하여 제시될 때 혼란스럽고 산만함을 느끼므로 사진

자료의 제시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영상 형태의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움직이는 소재 영상은 움직임에 따른 드레이프성을 나타내는 유

용한 자료이므로 이러한 동적인 자료를 통해 더욱 정확한 햅틱 인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신축성의 영상이다. 신축성 여부와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소재에 제공하여 움직임 속에서 방향에

따른 대략적인 소재의 신장률과 회복률 등의 물성을 표현한다.

시각 자료 제작을 위한 촬영 시 배경은 흰색으로 설정하며, 손과 드

레스폼, 소재 외의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정한 환경을 유지한다. 촬

영은 소재 색상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색 조명 아래에서 진행하

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항상 동일한 촬영 환경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명의 강도, 조명의 종류, 위치, 촬영 위치 및

장비 등을 세팅한 후 추가 촬영시에도 이를 정확히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햅틱 정보 유형별 구체적인 제시 방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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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재 정면 사진은 프린트가 있거나 눈에 띄는 조직감이 있는

소재를 위해 공통적으로 자를 소재 위에 올려 둔 상태로 소재로부터

30cm 거리에서 촬영하여 제시한다. 정면 사진을 제공할 때에는 사용자

가 이미지를 확대하였을 때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에서 제공되는 것과

같이 아주 자세한 텍스처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의 경우, 입체감이 있는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소재로부터 10cm 거리 이내에서 정면이 아닌 45도로 각

도를 틀어서 촬영하여 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회오리형 주름 사진은 소재에 따라 선호되는 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림 5-13]의 중간 밀도의 회오리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소재의 중심을 잡아 우측으로 손을

두 바퀴를 돌리는 방식으로 주름을 잡아 촬영한다.

불규칙적 주름 사진 또한 소재에 따른 선호 형태에 차이가 발견되었

으나, 일반적으로 [그림 5-13]의 주름의 양이 중간 정도인 사진이 선호

되었다. 따라서 소재를 펼쳐놓고 중심점을 기준점으로 잡아 X자로 5개

의 점을 설정하여 각 위치에서 손가락으로 소재를 쥐듯이 강하게 모아

주름을 생성하여 제시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비침이 있는 소재

의 경우 촬영 시 소재 아래에 종이를 배치하여 촬영하는데, 이 때 배경

색으로 밝은(M:15%, Y:15%), 중간(C:8%, M:35%, Y:56%), 그리고 어두

운 톤(C:27%, M:50%, Y:63%, K:21%)의 세 가지 피부색을 설정하여 피

부색에 따른 소재의 비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드레스폼에 소재를 얹은 사진은 드레스폼이 드러나지 않게 소재로

위에서 드레스폼을 덮듯이 얹어 드레스폼의 정면에서 촬영한다. 또한,

드레이핑 된 사진은 원피스 형태로 소재를 드레스폼에 간단히 두른 후

허리선을 뒤에서 핀으로 당겨 잡아 드레스폼의 정면에서 촬영한다. 이

두 유형에서 모두 드레스폼의 가장 높은 부분과 바닥 부분이 사진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전신을 촬영한다.

움직이는 소재 영상의 경우 비침 정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므로 모든 소재의 종류에 동일하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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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내외 길이의 gif 형식으로 제작하며, 손등 위에 소재 1/2 마를 얹

고 손등을 아래로 뒤집거나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지속한

다. 손 뿐만 아니라 손목, 팔의 앞 부분 까지 화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촬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축성을 표현하는 영상은 모눈종이를 배경으로 하여 소재 반 마를

양손 25cm 정도의 간격으로 하여 잡고 한쪽 손을 고정 후 반대 손을

가로, 바이어스 방향으로 당기는 형태로 촬영한다. 먼저, 소재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늘리지 않은 상태’ 라는 자막과 함께 당기는 행동을 시

작하는데, 한쪽 손을 고정 후 반대 손을 약하게 당겨 소재를 늘리는 행

동을 2회 반복한다. 이때 영상 하단에 ‘약하게 당김’이라는 자막을 제시

한다. 잠시 정지 후, 다시 한쪽 손을 강하게 당겨 소재를 늘리는 행동을

2회 반복한다. 이때에도 영상 하단에 ‘최대로 당김’의 자막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소재를 바이어스 방향으로 고쳐 잡은 후 앞의 내용과 마찬가

지로 한쪽 손을 고정 후 다른 소재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늘리지 않

은 상태’ 라는 자막과 함께 소재를 늘려보는 행동을 시작하여 한쪽 손

을 고정 후 반대 손을 약하게 당겨 소재를 늘리는 행동을 2회 반복한

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약하게 당김’이라는 자막을 제시한

다. 잠시 정지 후, 다시 한쪽 손을 강하게 당겨 소재를 늘리는 행동을 2

회 반복하는데 이때에도 영상 하단에 ‘최대로 당김’의 자막을 제공한다.

강하게 소재를 당기는 행동을 2회 반복할 때 첫 번째 동작 후 두 번째

당김 후에는 소재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아서 소재의 형태 변화를 보여준

다. 추가적인 객관적 정보 제공을 위해서 [그림 5-16]과 같이 소재를 잡

고 당기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 손의 간격과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의 양손의 거리를 측정하여 수치로 표현하고, 수치의 차이를 자막을 통

해 제공한다. 영상 속에서의 거리 측정은 이미지 속의 거리를 측정해주

는 My Measures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

을 캡쳐한 후 정지된 사진에서의 거리를 측정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작

업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화면 속의 소재가 늘어나는 정도를 쉽고 빠

르게 자동으로 측정하고 길이 차이를 계산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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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영상은 약 10초 내외 길이가 가장 선호

되며 20초를 넘기지 않도록 하여 gi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림 5-16] 신축성 표현 영상 예시

또한, 시각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모든 정보는 간결한 형태일수록

인지에 유리하므로 이와 같은 순서로 시각적인 햅틱 자료를 제시할 때

에는, 사용자의 스크롤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가지 사진이 제시된 후

아래에 섬네일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바뀌는 인터페이스의 형태로

[그림 5-17]의 예시와 같이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17] 시각자료 제시 형태 예시

(Mood Fabrics, Fabric.com,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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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텍스트 정보

[그림 5-18] 텍스트 정보의 제시의 지침

텍스트 정보를 제시할 때의 구체적인 지침은 [그림 5-18]과 같다. 텍

스트형 햅틱 정보의 경우 시각적인 햅틱 자료로부터 인지되는 정보를

보완하고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이다. 텍스트형 햅틱 정보는 기본적으

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는 사실 나열형 정보와 주관적 정보를 제공하

는 감각 척도형 정보가 있다. 제시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사실 나열형

정보가 제공된 다음에 보조적인 용도로서 감각 척도형 정보를 제공한

다. 웹 인터페이스 상에서 텍스트의 크기 및 색상, 화면 구성에서의 위

치, 사용 언어 등은 모든 페이지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사실 나열형 정보에서는 객관적으로 전달 가능한 제품번호, 혼용률,

조직, 두께, 원산지, 가격, 폭, 무게, 색상, 팬톤 컬러 번호, 제조 특성, 가

공 종류, 염색 종류, 재고/리오더 가능 여부, 추천 제작 복종을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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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프린트가 있는 소재의 경우 프린트의 사이즈 또한 실측하여 제공한

다. 구조적인 간결성을 갖추었으므로 이러한 정보의 양은 인지에 있어

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소재의 특성에

따라 추가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추가하여 제공한다.

감각 척도형 햅틱 정보에서는 주관적인 표현을 통해서만 제시할 수

있는 신축성, 비침, 표면 촉감, 광택감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5점 척

도를 기반으로 신축성은 ‘없음-매우 좋음’ 의 단어를 기준으로 제시하

며, 비침 정도는 ‘없음-매우 많음’으로, 표면 촉감은 ‘까슬함-매우 부드

러움’, 광택감은 ‘없음-매우 있음’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시각적인 프레

젠테이션에서는 [그림 5-19]의 하단과 같이 표를 제작하여, 사각형 박스

형태에 해당 항모에 붉은색을 채워 강조하는 형태로 제시한다. 이때 척

도형 정보를 작성한 평가자의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표기하며,

척도형 정보는 주관적인 정보임을 명시하여 제시하는 것이 웹사이트의

전반적인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패션 소재 햅틱 커

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한 웹 인터페이스의 예시는 [그림 5-19]와 같다.

[그림 5-19] 화면 구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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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현대 사회의 디지털화는 모든 산업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패션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하여 디지털 패션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소재의 촉감에 대한 효율적인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

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기반 자료로서 문헌 고찰과 함께 현재

패션 소재 산업이 온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촉감 정보 현황을 분석하

고 유형화하였으며, 실험과 심층 면접을 통해 패션 디자이너의 소재 탐

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패션 디자이너의 소재 햅

틱 인지 과정에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소재를 디지털 환경에서 인

지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결과, 색상과 햅틱인지에 대한 불확실

성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과거 온라인 의

류 또는 소재 쇼핑으로부터 경험한 웹사이트에서 제시하는 부족한 정보

의 양과 정보 제시 방법의 한계, 그리고 정확도가 낮은 정보가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재에 따른 차이도 발견

되었는데, 광택감이 강하거나, 프린트가 있거나 입체적인 조직감을 가진

소재의 경우 스크린을 통해 인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그렇

지 않은 소재의 인지는 더욱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현재

패션 디자이너들은 주로 새로운 프린트나 텍스처 등 소재에 대한 리서

치 용도일 때에만 소재를 온라인 환경에서 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

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활용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소재를 보는 것 자

체에 대한 거부감이 아닌 현재의 온라인 소재 제시 방법의 한계로 인한

것이므로 소재의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개선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개인의 경험과 배경 지식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 햅틱

인지에 주요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패션 소재 디자이너와 스타일

디자이너에 따른 햅틱 인지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디자인보다 소재의

자체적인 선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재 디자이너의 경우 정보를 인지할



- 192 -

때 시각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복종 및 스타일에 대한 영향을 상대적으

로 적게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경력이 많은 소재 디

자이너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이는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소재의

자연스러운 물성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햅틱 이미지로도 해당 소재가 충

분히 인지되어 스스로 적절한 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이 적은 소재 디자이너와 스타일 디자이너의 경우 소재가 어떤 복

종으로 드레이핑 되어있느냐가 햅틱 인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스타일 디자이너의 경우 해당 소재의 용도

와 미적 평가에 드레이핑 되어있는 복종 또는 스타일이 크게 영향을 미

치므로 드레이핑 된 시각 자료의 형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경력이

낮은 일부 스타일 디자이너의 경우 이러한 자료에서의 복종이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의복의 형태를 띠는 것은 소재에 대한 편견

을 생성하여 햅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

다. 하지만 반대로 경력이 많은 스타일 디자이너의 경우 소재의 특성에

따라 판매자가 추천하는, 제작이 용이한 복종의 형태로 간단히 드레이

핑을 해두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텍스트 형

태의 햅틱 정보에서도, 경력이 많은 소재 디자이너의 경우 무게 및 두

께가 수치로 제공되었을 때 이를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의

견을 밝혔으나, 경력이 낮은 소재 디자이너와 스타일 디자이너들은 수

치적인 정보를 감각으로 변환하여 촉감으로 인지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

아 정확한 인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앞

으로는 패션 디자이너 집단 내부에서도 스타일 디자이너와 소재 전문

디자이너를 명확히 구분하고 경력 수준을 나누어 이에 따른 인지 차이

를 집단별로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 실제 소재를 직접 만져보며 소재의 햅틱을 느낄 수 있는 오프라

인 환경과 달리, 비접촉적인 방법으로 스크린을 통해 소재의 촉감을 인

지할 때에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정보와 저장된 기억이 함께 작용하여

촉감을 상상하고 예측한다. 따라서 경력이 많고 업무적으로 해당 종류

의 소재를 다루어본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정확히 소재의 햅틱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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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스크린을 통한 햅틱 인지가 아닌, 실제로 소재를 보고 만지는 직접

적인 탐색 행동에서는 소재 디자이너와 스타일 디자이너 모두 경력 수

준과 무관하게 유사한 행동 경향을 보였다. 패션 디자이너가 실제 소재

를 만지며 촉감을 인지할 때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디자이너들은 소재

를 쥐었다가 펴보거나, 쓸어보거나, 비벼보거나, 신체 일부에 소재를 올

려보거나 주름을 잡아 보는 등 다양한 능동적, 수동적 접촉 행동을 보

였다. 소재의 촉감을 확인할 때 단순히 소재의 표면을 통하여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동을 통해 해당 소재가 의복으로 만들어졌을 때

를 상상하며 쓰임새를 판단하고 있었다. 두께감, 광택감, 드레이프성의

항목을 위한 탐색에서 공통적으로 손등에 소재를 얹은 후 손가락 또는

손등의 방향을 움직이는 행동이 파악되었으며 신축성은 소재를 양손으

로 잡아 좌·우, 바이어스 방향으로 당기는 행동이 모두에게서 관찰되었

다. 이러한 행동은 예비조사를 통하여 스크린을 통해 패션 소재를 봤을

때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파악된 두께감, 광택감, 드레이프성,

신축성 표현 방법 개발의 기반 자료로 사용되었다. 실제 디자이너들의

소재 햅틱 탐색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영상 자료는 마치 직접 소재를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몰입을 극대화하여 더욱 효과적인 햅틱

경험을 줄 수 있다.

패션 소재의 햅틱 정보를 전달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가치로서 정

보의 종류 및 제시방법의 통일성과, 정보의 양 및 제시 형태의 간결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는 신뢰성, 그리고 친숙성이 도출되었

다. 시각적인 햅틱 자료와 텍스트 형태의 햅틱 정보 모두 간결하게 정

보가 제시될 때, 동일한 양의 정보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인지하여

소재의 햅틱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의 전문성 또한 높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반적인 웹

인터페이스에서 이러한 가치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시각적 그리고 텍스

트형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웹 인터페이스 구조에서 메뉴, 아이

콘, 색채, 텍스트 크기, 사용 언어, 화면 속 이미지와 텍스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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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시각적 정보를 제시할 때는, 소재에 따른 차이 없이 배경은 흰색으

로 통일하여 소재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하며, 손과 드레스폼,

소재 자체 외의 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것

이다. 시각 자료를 촬영할 때에는 소재 색상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색 조명이 권장되며 이때 조명의 종류 및 강도, 조명 위치, 촬영 장

비, 시각 자료 유형에 따른 카메라의 촬영 위치를 설정하여 이를 기본

값으로 추가 촬영 시에 계속 동일한 환경에서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일성은 웹사이트 내에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

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정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며 사용자의 만

족을 가져온다.

텍스트형 햅틱 정보에서는 신뢰성을 위해 촉감에 대한 주관적인 표

현을 최대한 삼가며, 주관적인 특성은 서술형이 아닌 감각 척도형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모든 텍스트형 햅틱

정보를 높은 수준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도록 하여 정확도를 관리하여

야 할 필요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재 커뮤

니케이션에 사용되며 특히 비대면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소재

정보에 대한 높은 신뢰도의 유지는 더욱 중요할 것이다. 또한, 업무적인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시각자료와 텍스트 정보 모두 간결한 형태로 필

수적인 정보만 제시하여야 한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웹사이트에서 소재

를 인지할 때 한 소재당 약 2∼5분 이내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

하였다. 구체적인 정보의 양에 있어서 시각 자료의 경우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가지 자료의 제시가 권장되며, 사실 나열형 텍스트 정보에는 양

의 제한을 두지 않고 감각 척도형 정보의 경우 5가지 이하의 항목으로

제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간결하게 제공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양의 정보를 제시하더라도 스크롤링을 최소화하

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감각 척도형 정보는 표의 형

태로 정리하여 시각적인 밀도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패션 소재 판매 웹사이트에 대한 사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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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총 25가지의 시각자료 유형과 5가지의 텍스트 정보의 제시 유형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제시 방법별 효과를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제시 방법을 선정하였다. 시각자료의 경우 소재 정면 사

진, 텍스처 클로즈업 사진, 회오리형 주름 사진, 불규칙적 주름 사진, 드

레스폼에 소재를 얹은 사진, 드레이핑이 된 사진, 움직이는 소재 영상,

신축성을 표현하는 영상의 6가지 사진자료와 2가지 영상자료로 구성된

8가지가 필수 자료로 선정되었다. 또한 텍스트 정보에서는 사실 나열형

과 감각 척도형 전달 방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께감, 광택감, 신축성의 차이가 있는 코튼류, 폴리에스터류, 실크류

의 총 9가지 소재를 시료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정면 사진

과 클로즈업 사진, 드레이핑 사진, 신축성 영상 등의 제시 방법은 모든

소재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회오리형 주름 사진, 불규칙적 주름 사

진, 드레스폼 위에 소재를 얹은 사진에서는 소재의 종류에 따라 소재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각자료 제시 형태의 차이가 발견되었

다. 하지만 이러한 소재별 차이에서 유의미한 규칙성이 발견되지 않았

기 때문에, 9가지 시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출된 사실과 문헌연

구를 기반으로 모든 소재에 사용이 가능한 패션 소재 햅틱 커뮤니케이

션 방법을 추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로 미루어볼 때,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의 햅틱을 인

지하는 것은 소재의 프레젠테이션 방법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심층 면접을 통해 만나본 디자이너들은 현재의 햅틱 커뮤니

케이션 방식으로는 패션 소재 산업은 디지털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

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패션 소재의 햅틱 정

보를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디자이너가 원하

는 정보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에 더욱 가까워진

다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소재 산업 또한 성공적인 디지털

화를 이룰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패션 소재의 햅

틱 정보를 어떻게 인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소재의 햅틱을 더욱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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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재가 제시되어

야 하는지를 고찰하였다.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의 햅틱 정보를 제

시하는 방법과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한 소재 햅틱인지에 관한 선행연구

가 매우 부족하므로 본 연구 결과가 이에 대한 학문적 관점을 넓히는데

이바지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의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되는 학술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디자이너들이 화면을 통해 촉감을 예측하여 소재를 선택

해야 하는 3D 의상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서비스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자료로 사용되어 디자이너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가상착의 프로그램은 실제 소재가 가진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시작으로 디지털 환경

에서 패션 소재를 인지하는 것에 대한 디자이너 중심의 후속 연구들이

이어진다면 연구 내용을 기술 개선에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스크린에서

더욱 실제적인 패션 소재의 햅틱 표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온라인으로 패션 소재를 판매하는 웹 인터페이스의 발전을 통

해 패션 소재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패션 소재를 화면을 통해

어떻게 선보이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기반 자료의 부재로 그동안

온라인을 통한 소재 구매는 수요 대비 서비스 환경의 발전이 매우 더디

게 이루어져 왔다. 최근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외에서도 온라인에서 다양한 패션 소재를 판매하거나 소재 판매처와 디

자이너를 중계하는 플랫폼들이 개발되었으나 사용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패션 소재 생산자들이 소재를 보다 효

과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소재에 대한 햅틱 정보를 선보일 수 있다면, 온

라인 소재 구매율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패션 소재

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직접 패션 소재를 판매하는 시장을 방문하여 스와치를 확보하

거나, 패션 소재 업체와의 대면 미팅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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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디자이너의 업무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심층 면

접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수많은 종류의 패션 소재를 직접 시장을 방문

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밝히며 많은 종류의

패션 소재를 정확히 전문적으로 제시하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같은 시

간 내에 더 많은 소재를 볼 수 있으므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광범위한 소재를 조사하는 일차적인 소재 선별작업을 한자리에

앉아서 스크린을 통해 빠르게 살펴볼 수 있다면 더욱 다양한 패션 소재

를 접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므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밖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환경적인 의의가 있다.

현재 패션 디자이너들이 시장조사를 통해 소재 스와치를 수집하는 경

우 대부분 무분별하게 스와치를 담아오며 이로 인하여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오프라인 중심의 패션 소재 시장이 디지털화되어 온라

인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오프라인과 비교하여 구매 또는 스와치 요청에

신중하게 되므로 패션 소재에 대한 소비 습관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

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매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소재의 양을 감

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먼저, 20명의 여성복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여 코튼류, 폴리에스터

류, 실크류의 총 9가지 패션 소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능성 소재들을 포함하여

더욱 많은 종류를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가장 인지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 조직감이 없는 단색의 소재를 중심으로 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연구 결과에서 소재의 두께(비침 여부)에 따른 인지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 소재의 두께에 따른 인지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 집단 안에서도 과거의 경험이나 배경지식 수준

이 소재의 햅틱 인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다양한 배경 및 경력 수준을 가진 디자이너들로 연구 대상을 넓히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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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 따른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에 따

른 결과를 가지고 보다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패션 소재의 햅틱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때에는 조명의 위

치, 강도, 촬영 방법, 카메라의 위치 등 세부 사항들이 햅틱 인지의 영

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촬영 환경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햅틱 인지 차이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도 제안하는 바

이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 햅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며 이러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본 연구는 연구의

범위를 좁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

여 이를 기반으로 제시 방법을 보완하고 구조적인 체계를 확립하는 방

식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패션 소

재의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 워크를 토대로 위와 같은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패션 소재의 햅틱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새롭고 진보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

다.

하지만 햅틱 인지는 인간의 주관적인 감각에 대한 것이며 사용자와,

대상이 되는 패션 소재의 물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가 업무적으로 활용되

기에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패션 디자이너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환경에

서 패션 소재에 대한 모든 햅틱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도 인지 및 판단

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업무적인 안전성을 위해 스와치 확인이 필

수적임을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의 햅틱

커뮤니케이션 프레임워크가 단독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우며 결국에는 손

을 통한 직접적인 접촉으로 느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이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 햅틱 정보 인지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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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을 팬톤 컬러 번호를 통해 소통하는 것과 같이, 두께감, 신축성, 광

택감, 드레이프성 등의 소재의 물성에도 기준이 될 수 있는 공인된 표

준 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재에 대한 객관적인 햅틱 정보는 결국은 측정을 통한 수치를 통해

얻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 표준 측정법은 고가의 장비와 전문인

력을 필요로 하므로 범용적인 사용이 어렵다. 가상착의 프로그램인

CLO 3D software(CLO Virtual Fashion LLC.)의 경우 일반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실제 소재의 객관적 물성을 측정하여 해당 수치를 프로그

램에서 반영하여 소재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패브릭 측정

키트와 측정법에 대한 안내 영상을 비즈니스 고객에게 제공한다. 하지

만, 이러한 방법은 또한 측정법이 복잡하고, 소형 장비가 패브릭 측정

키트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대중적으로 모든 고객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키트를 통해 얻어진 수치가 디지

털화 되었을 때 실제 소재의 물성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며 다른 측정

법인 KES-FB를 활용한 측정값과는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윤혜준,

2021).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존재하는 방식보다 저비용에 더욱 간

편한 방법으로 소재의 물성을 측정하여 수치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수치가 모든 소재에서의 동일하게

제공되도록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아닌 정보 제공자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프레임워크의 개발

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여 소재를 제시하는 것은 여전히 간편하지

않은 작업이다. 실제로 패션 소재 판매처에서 이러한 제시 방법에 맞추

어 모든 소재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

할 것이므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첨단 기술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특수한 장비를 통한 측정 방식은

보편화되기 어려우므로, 궁극적으로는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특수한 장비와 측정 방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휴대폰 카메라

를 통해 누구나 쉽게 동일한 방법으로 소재의 물성값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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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AR 기술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람의 길이나

각도를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처럼, 패션 소재를 제시하기 위한 시각

자료를 촬영할 때 설정된 프레임워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카메라로

직접 누구나 쉽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된다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재와 카메라 사이의 거리를 인지하고 본 연구에서 밝혀진 적절한

정면 사진 촬영 거리인 30cm가 되었을 때 안내 메시지와 함께 촬영이

이루어지고, 텍스쳐 클로즈업 사진을 찍을 각도를 알려주고, 영상 속에

서 소재가 늘어난 정도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수치화하여 즉각적으로 정

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시각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시간이 크게 절

약되며 통일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축성의 경

우에도 [그림 6-1]의 예시와 같이, 측정된 값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신축성의 정도를 수치 또는 언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언어적 표

현 또한 객관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6-1] AR을 활용한 측정 예시

현재 본 연구에서 제시한 5단계로 소재의 촉감 특성을 나타내는 감

각 척도형은 주관적인 평가라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 201 -

을 활용하여 측정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수치값에 맞는 언어적

인 표현이 자동으로 제시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또

한, 모든 소재 판매처에서 공통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웹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소재 간의 객관적인 비교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패션 소재의 햅틱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제시 방

법을 중심으로 하는 프레임워크의 개발과 함께 시각 자료를 쉽고 빠르

고 일관된 방법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에 대한 연구가 반

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개발과 함께,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제시하는 수치 및 단계가 나타내는 신

축성은 어느 정도인지, 60%∼70% 구간의 드레이프성은 어느 정도인지

를 샘플 스와치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패션 소재의 햅틱 인지 가이드

북(스와치북)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비접촉적인 소재의 햅틱 인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제한된 소재의 종류를 통해 표

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해당 소재가 주는 느낌과 같지는 않을 것이

라는 한계가 있으나 수치를 촉감으로 인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패션 소재 햅틱 인지 능력은 반복적

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될 수 있음이 파악되었으므로 이러한 기술이 활

용되어 향후 업무적으로 패션 소재를 온라인 환경에서 보는 것이 일반

화가 된다면,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재 햅틱 인지의 정확도 또

한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과

정을 통해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는 디지털 환경에서 시각적 자료와 함

께 제시된 텍스트 정보에서의 수치를 보고, 패션 소재 햅틱 가이드북을

확인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각으로 변환시켜 촉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지털 환경에서 패션 소재의 햅틱을 인

지할 때는 화면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정보, 언어적, 수치적 정보를 통합

적으로 받아들이며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패션 디자이너의 역량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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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에 기반이 될 디지털 환경

에서 패션 소재의 햅틱 정보를 제시하는 프레임 워크를 최초로 제시함

에 있어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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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esigner’s Haptic

Perception of Fashion Fabrics

in Digit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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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hysical distancing has been prolonged worldwide due to the

recent covid-19 crisis, the demand and dependence on business

communication through non-face-to-face and contactless methods is

increasing sharply. In general, when fashion designers select a fabric,

the physical experience through the swatch is essential.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recognize the touch of a fabric in such a digital

environment without directly touching it. In particular, the visual

information such as photos and videos provided by online fabric

suppliers and the explanation presented in a few words are

insufficient for fashion designer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 through the screen. Online fashion retailers tried to provide

as much specific information as possible, such as various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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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nification functions, videos, and real-time chat services to resolve

consumer uncertaint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haptic

devices that deliver a sense of touch. However, since the way in

which general consumers and fashion designers perceive fabrics is

very different, the level of information that fashion designers want

cannot be obtained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on general

consumers. there is also a lack of academic research that can

provide specific guidelines on the types and methods of essential

information when showing fabrics to fashion designers through

digital screen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scover an effective

way to present fashion fabrics in digital environment.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status of haptic information presented in online fabric shops

is analyzed. Second, the sensory perception of fashion designers in

the fabric recognition process is investigated. Third, a communication

framework to recognize fashion fabrics online effectively is

suggested. As for the scope of the study, 20 womenswear designers

with 3 or more years of experience were targeted. Based on the

result from a preliminary survey, this study was conducted focusing

on three types of fabrics (silk, cotton, polyester). For each type,

three kinds of fabrics with different thickness, gloss, stretchiness,

and drape properties were selected, and a total of nine fabrics were

used as samples for experimentation.

The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are as below. First of all,

through case studies on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fabric online

shops, the types of visual and text information were categorized.

Second,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behavior

and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fashion designer's haptic recognition

process on fashion fabrics. Third, a 1:1 in-depth interview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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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n the various

types of visual and text information. Fourth, a primary method to

present fashion fabrics was deriv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and it was verified and supplemented through additional

in-depth interviews with 5 expert groups. Finally, a haptic

communication framework that can improve the accuracy of fabric

recognition through the screen was presented.

A total of 25 types of visual information and 5 types of text

information were discovered through cas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fabric online shops, and the most effective

presentation method was identifi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s

with fashion designers. In visual information, 6 types of photos were

selected, including a frontal photo of the fabric, a close-up of a

texture, a photo of a spiral crease, a photo of irregular folds, a photo

of the fabric on the dress form, a photo of draping. In addition to

the photos, two videos were selected, including a video of moving

fabric, and a video showing the stretchiness of the fabric. As a

result, eight visual materials were selected as essential information.

For text information, fact-listing type and sensory scale type were

selected as the most effective presentation methods. In specific,

frontal photos, which are the most basic visual information, should

be presented with a ruler placed on the top of the fabric and taken

at a distance of 30cm from the fabric.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referred shape depending on the fabric between the

photo of spiral crease and the photo of irregular folds, but in

general, photos of crease or folds in medium density were preferred.

In the case of a fabric with see-through, when taking pictures of

irregular folds, placing a piece of paper with a color similar to the

skin color under the fabric as the background color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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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a photo with fabric on the dress form, the fabric

should be placed on top of the dress form covering the dress form

from above. In the photo of draping, a shape of a simple dress is

generally recommended for all fabric types and the photo should be

taken in the front showing the whole body from head to toes.

Moreover, the video of moving fabric should show not only the hand

but also the wrist and the front part of the arm to present how the

fabric behaves when it is on move. Also, the video showing

stretchiness should be filmed with a background of grid paper, and

written information about the power of pulling action should be

provided as subtitles to more accurately convey the stretchiness of

fabric. It is recommended to convert the video to a Gif format that

does not require pressing a play button. Also, the duration of the

videos should not exceed 20 seconds.

When presenting visual information, unity should be conveyed by

allowing the shooting to take place in the same environment every

time. This unity provides a consistent experience to users within the

website and it improves the professionalism and reliability of the

website and contributes to a positive user experience. In terms of

the amount of information, conciseness is emphasized, and a

minimum of 5 to a maximum of 10 visual information is

recommended. In order to provide a lot of information concisely,

minimizing scrolling would be effective. In text information,

objectively deliverable information should be presenting in fact-listing

type including product number, composition, texture, thickness,

country of origin, price, width, weight, color, Pantone color number,

manufacturing characteristics, processing type, dyeing type,

stock/reorder availability, recommended project, and a print size. In

the type of sensory scale information, it was found tha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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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stretchiness, sheerness, surface texture, and shininess which are

difficult to present with fact-listed information, should be presented

in a 5-point scale. In the sensory scale, information about the writer

must be provided and it should be stated that it is subjective

information. Since reliability is the most emphasized in textual

information, subjective expression should be avoided and subjective

characteristics should be presented in the form of a sensory scale. It

is recommended to limit the amount of the sensory scale information

no more than 5 characteristics but the amount of fact-listing type of

information is not limited.

This study examines how fashion designers perceive haptic

information of fashion fabrics and how fabrics should be presented in

order to be accurately recognized in a digital environment. As there

are only very few prior studies on the method of presenting haptic

information of fashion fabrics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academic perspective. In

addition, it has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future follow-up studie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improving the service

environment of 3D clothing simulation software, which requires

fashion designers to select fabrics by predicting tactile properties

through the screen, thereby increasing the work efficiency of

designers. Second, it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the fashion fabric

industry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web interface that sells

fashion fabrics online. Third,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of designers by reducing a market visit to collect fabric

swatches or a face-to-face meeting with fabric companies. In

addition,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environmental significance.

Currently, when fashion designers collect fabric swatches through



- 225 -

market research, most of them indiscriminately bring swatches,

resulting in a lot of waste. If the offline-oriented fashion fabric

market is successfully digitized, purchase or swatch requests can be

made more cautiously compared to offline, and it will lead

improvement in consumption habit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ultimately,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the amount of unused and

discarded fabrics every year.

As the research on the haptic of fashion fabrics in the digital

environment is in its beginning, this study tried to identify the

methods of presenting fashion fabrics and the effects of each. Based

on this, the existing presentation methods are supplemented and a

conceptual framework has been established. However, in the end,

haptic recognition is about the subjective sense of a human, and it is

confirmed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user 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fabrics, so it is difficult to secure

sufficient objectivity for business use. To this end, the development

of a simplified objective measurement method and the ability of a

fashion designer to translate the numerical information obtained to

feeling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order to supplement the

current limitations.

keywords : Fashion fabrics, Tactile information, Haptic

perception, Fashion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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