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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천연 착색 유기면(NaCOC)은 천연적으로 갈색, 녹색, 

붉은색 등의 색상을 지니고 있어서 염색이 필요 없는 

환경친화적인 면이다. 이것은 고대로부터 존재해 

왔으나 그 동안 재배되지 않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   

에코 트렌드의 영향으로 복원되어 상업화되었다. 

천연 착색 유기면의 감성 연구는 주로 시감과 

촉감[1, 2]에 대해 이루어졌고, 청감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천연 착색 유기면의 소리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섬유 조성을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 소리를 닮은 기분 좋은 소리를 가지는 

신합섬의 제조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NaCOC 직물 소리에 의해 

유발되는 감성이 직물의 색상과 조직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연구하며, NaCOC 직물의 소리 

특성과 감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방법 
 

2.1 시료 

네 가지 색상의 NaCOC 직물을 평직과 능직, 두 

가지 조직으로 직조한 총 8 개의 직물을 시료로 

사용하였다(Table 1). 색상별로 살펴보면, Coyote-

brown 과 Green 색상, 그리고 경∙위사에 Coyote-

brown 과 Green 색상의 원사를 번갈아 사용한 직물 

2 종이 시료로 사용되었다. 
 

2.2 직물 소리 및 분석 

NaCOC 직물의 소리는 잔향이 발생하지 않는 무향실에 
 

Table 1. Specimens 

서(anechoic chamber, background noise 20dB) 직물 

마찰음 시뮬레이터(특허, No. 10-2008-0105524)를 

사용해 발생시킨 후, 고성능 마이크로폰 (Type 4190, 

B&K)을 통해 녹음되었으며, Sound Quality 

System(Type 7698, B&K)으로 분석되었다. 
 

2.3 소리의 물리적 특성 변수와 심리음향학적 변수 산출 

소리의 물리적 크기를 나타내는 총음압(SPL)과 

음색요인인 ΔL, Δf, Zwicker 에 의한 심리음향학적 

변수인 Loudness(Z), Sharpness(Z), Roughness(Z), 

Fluctuation Strength(Z)가 Sound Quality 

System(Type 7698, B&K)으로 계산되었다.  
 

2.4 소리 감성 평가 실험 

녹음된 NaCOC 직물의 소리를 30 명의 피험자에게 

들려주며, SDS 형식으로 된 8 개의 감성형용사로 

감성평가를 실시하였다. 감성 측정 실험은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직물 감성 평가 시스템’으로 

실시하였다. 감성측정에 사용된 형용사 쌍은 조용한-

시끄러운, 높은-낮은, 무딘-날카로운, 매끄러운-거친, 

부드러운-딱딱한, 맑은-탁한, 변화있는-단조로운, 

유쾌한-불쾌한의 8 쌍이었다.  
 

2.5 통계 분석 

NaCOC 직물의 소리에 의해 유발되는 감성이 직물의 

색상과 조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Two-

way ANOVA 분석과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NaCOC 직물의 소리 특성과 

감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을 실시하였다(PASW 18.0). 
 

3. 결과 및 논의 
 

3.1 색상과 조직에 따른 감성 차이  

시료의 색상과 조직에 따른 감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wo-way ANOVA 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표에 의하면 무딘-날카로운을 비롯한 

5 개의 형용사 쌍에서 조직에 대한 의미 있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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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Two-way ANOVA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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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으며, 조용한-시끄러운과 높은-낮은 형용사 쌍 

에서 색상과 조직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Figure 1), ‘조용한-시끄러운’ 감성의  

경우 Coyote-brown 색상의 평직 시료(CB), 그리고 경사와 

위사에 각각 Green 과 Coyote-brown 색상을 사용한 평직 

시료(GB)가 좀 덜 시끄러운 소리 감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높은-낮은’ 감성에서는 모든 색상의 

시료에서 평직이 능직에 비해 더 높은 소리감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 평가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위사 방향에 같은 

섬유가 사용되었을 때, 유사한 소리감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조용한-시끄러운의 경우 CB 와 GB, 높은-낮은의 

경우 특히 능직에서 CB 와 GB, GR 과 BG 사이에 유사성이 

확인된다). 이는 직물 마찰음 시뮬레이터가 직물을 식서 

방향으로 마찰시키므로 주로 위사에 의한 마찰이 소리특성에 

반영되고, 따라서 위사를 구성하는 섬유의 물리적 특성이 

소리 감성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사료된다.  

무딘-날카로운, 매끄러운-거친, 부드러운-딱딱한, 

맑은-탁한, 변화있는-단조로운 감성에서는 조직에 

의한 주효과만 나타났다. 무딘-날카로운 감성에서는 

능직이 평직에 비해 무딘 소리라고 평가되었으며, 나머 

지 감성에서는 모두 평직이 더 높은 값을 얻어 더 매끄 

럽고, 부드러우며, 맑고, 변화있는 소리라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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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gure 1. Simple main effect results of  

‘Quiet-Loud’ and ’High-Low’ 

3.2 소리 특성과 감성과의 관계 

소리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 중 SPL 과 Loudness(Z)가 

가장 빈번히 조용한-시끄러운, 높은-낮은, 매끄러운-거친, 

부드러운-딱딱한, 맑은-탁한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별되었으며, Roughness(Z) (무딘-날카로운, 변화있는-

단조로운)와 Fluctuation Strength(Z) (매끄러운-거친)도 

주요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는 직물소리의 

물리적인 크기와 심리음향학적 크기가 감성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심리음향학적인 거칠기와 변동강도 또한 특정 감성에 

있어서는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Table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5. 결론 

직물소리의 물리적인 크기와 심리음향학적 크기가 감성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심리음향학적인 

거칠기와 변동강도 또한 일부 감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NaCOC 직물의 물리적 특성과 소리 

감성과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 

특성이 감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09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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