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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ork proposes a process to derive elements of emotional materials based on trend research in the application
of materials in product development. It was intended to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a case model, a Korean sports
wheelchair, and focused on the material portion of CMF-based research. Through research methodologies such as megatrends,
competitor product and part-by-part analysis, and psychological color analysis, we studied optimization, verification, and
DBization of materials, and drew the final application plan through FGI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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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품 개발의 소재 적용에 있어 트렌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하는 감성 소재의 요소를 도출하는 프로세

스를 제안하였다. 케이스 모델인 한국형 스포츠 휠체어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CMF(Color, Material, Finish) 기반의

리서치 중 소재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메가트렌드, 경쟁사 제품 및 파트별 분석, 심리 색채 분석 등 리서치 방

법론을 통해 소재 적용의 최적화 및 검증, DB화를 연구하였으며 FGI 검증을 통한 최종 적용안을 도출하였다.

1. 서 론

감성품질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서 소재와 선택과 적용

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사용

자 경험을 통해 다른 색감, 다른 촉감 등 새로운 감성을

쫓아 시각적, 촉각적 감각 등이 제품 구매를 촉발하는

감성품질 시대로 접어들었다.

예를 들어, 컬러의 구현도 단순히 페인트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두 종류 이상의 금속원소를 합금화하여 원하

는 색상을 표현하거나, 첨가원소에 따라 강도와 같은 기

계적 특성 및 변색과 같은 화학적 특성 등을 조절하는

기술까지 구현이 가능하다. 여기에 천연가죽이 오래 사

용했을 때 자연스럽게 색이 변하듯, 금속도 변색을 예측

하여 자연스러운 색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

다나 컬러합금이 아노다이징과 비교하여 원자재 가격이

비슷한 데다가 공정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공정상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항균, 방염 등의 기능

성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감

성품질을 위한 소재의 선택은 단순히 기능성 소재만이

아닌 컬러, 소재, 마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CMF

(Color, Material, Finih) 중심의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공급자 입장에서의 우수한 품

질의 소재만을 연구해서는 소비자의 감성을 어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연구에서 다룬 메뉴팩처링 프로세

스(제조공정) 단계에서 소재 선정을 위한 방법론을 케이

스 모델 실증을 통한 구체적인 소재 중심의 CMF 요소

를 도출하고자 한다[1]. 여기서는 엔지니어와의 커뮤니케

이션을 위한 프로세스에서 더 나아가 소비자가 사용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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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선택되어진 메가트렌드, 경쟁사 제품 및 파트

별 분석, 실제 유저의 심리 색채 분석 등 리서치 방법론

을 통해 소재 적용의 최적화 및 검증, DB화를 연구하고

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제품 Mega Trend CMF 조사 분석

제품 디자인 개발의 경우 미래지향적 아이디어 구조화

에 있어 메가트렌드의 분석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 제품의 메가트렌드를 조사하여 소

비자 감성과 연계된 CMF 트렌드 및 니즈 방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스포츠 휠체어와 유사한 프레

임 중심의 제품군인 전동 퀵보드, 기능성 의자, 자전거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제품과 브랜드에 따른 이미지, 재

Fig. 1. Electric quick board trend survey.

Fig. 2. Functional chair trend survey.

질, 메인컬러, 포인트컬러, 적용된 표면효과, 패턴의 요

소로 분석하였다.

Figure 1은 전동 퀵보드 15개 제품, Fig. 2는 기능성

의자 20개 제품, Fig. 3은 자전거 20개 제품에 대한 메

가트렌드 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표이다.

2.2. 경쟁사 브랜드별 CMF 조사 분석

CMF 디자인 개발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개발되어

질 제품에 대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2]. 특히, 소재(Material) 적용에 있어 디자인적인 요소

로 시각적, 촉각적 감각의 데이터베이스 수집이 중요하

다[3].

Figure 4는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경쟁사 브랜드별

CMF 조사에 대한 표이며, Ti-Lite사의 9개 제품, Nissin

사의 12개 제품, Sunrise사의 10개 제품, Panthera사의

5개 제품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 이미지와 함께 재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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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컬러, 패턴을 객관적으로 조사함과 동시에 소비자

감성과 연계된 적용 표면효과를 도출하여 CMF 트렌드

선호 및 니즈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 및 수집 완

료 후 이미지 맵을 통한 Color, Material, finish 요소를

그룹핑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분석할 수 있도록 진행

한다.

Fig. 4. CMF survey by competitor brand.

Fig. 3. Bicycle trend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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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심리 색채 분석을 활용한 CMF 조사 분석

운동복을 포함한 스포츠 경기 제품의 색상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늘날 더 확대되어지고

있다[4]. 이는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

비자심리학적 관점에서 색상이 소비자 구매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은 디자인 개발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

지고 있다[5].

Figure 5는 휠체어 및 휠체어 스포츠 등과 관련된 논

문, 뉴스, 블로그 등의 형용사적 단어를 추출하여 긍정적

Fig. 5. Adjective word analysis.

Fig. 6. Sports wheelchair components part name.

단어와 부정적 단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이는 각 긍

정과 부정 관련 형용사의 빈도수에 따른 그래프 분석에

의한 Coloration Image Scale을 통해 컬러를 매칭하여

도출한다.

2.4. 휠체어 소재 및 외관에 적용된 파트별 CMF 조사

분석

Figure 6은 스포츠 휠체어의 각 구성 파트별 명칭을 나

타내고 있다. 메인바퀴에서도 타이어, 림, 스포크로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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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rvey by CMF part applied to wheelchair materials and appearance.

Fig. 8. Verification of CMF direction through expert F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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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뉘고, 앞바퀴에도 타이어와 림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방법은 좀 더 구체적인 휠체어 제품 파트별

소재 및 외관의 시각적/ 촉각적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각 파트별 구성 소재의 장·단점, 컬러, 적용 패턴

을 분석하여 파트별 CMF 요소(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한다. Figure 7은 이를 위해 각 경쟁 제품의 파트별 소

재 및 외관에 적용된 CMF 내용을 조사하여 분류한 표

이다.

2.5. 전문가 FGI를 통한 스포츠 휠체어 적용 CMF 방

향 검증

FGI(Focus Group Interview)는 디자인 검증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 및 객관적 판단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디

자인 방법론이다[6]. 이는 수집된 데이터의 주관적인 분

석 및 분류체계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결과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은 향후 디자인개발 방향에

다양하게 반영되어 질 수 있다. Figure 8은 스포츠 휠체

어의 CMF 트렌드 파악 및 CMF 방향 검증을 통해 디

자인 방향성 수립을 위한 전문가 FGI 검증 연구방법의

내용 및 프로세스를 도출한 표이다. 본 연구 앞단에 이

루어진 서비스디자인기반의 리서치는 장애인 양궁 휠체

어로 추진되어 동 연구결과의 검증은 정적스포츠 중심의

CMF 방향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품 Mega Trend CMF 조사 분석 결과

유사 제품군을 통해 도출된 Mega Trend 선호 및 니

즈 방향 분석은 각각 컬러, 소재, 마감 기준으로 메인컬

러, 포인트컬러, 프레임, 휠, 시트 등 이미지맵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Fig. 9는 제품별 이미지맵을 그룹핑 한

내용이다.

방향성 분석결과를 보면 컬러의 경우 메인프레임 컬러

는 블랙, 그레이 컬러 중심의 포인트 컬러를 강조 할 수

있는 베이스 컬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포인트 컬러의

경우 어두운 메인 컬러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비비드한

컬러(레드, 화이트, 라임, 블루)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컬

러의 경우 광택도에 따른 차별화를 주어 고급화를 이루

었다. 또한 스포티함을 주기 위해 라인으로 표현된 컬러

포인트도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소재의 경우 체중이 많이 실리는 자전거 프레임, 퀵보

드 프레임, 의자 프레임에는 알루미늄 합금이 주로 사용

되었다. 자전거, 퀵보드 같은 활동성이 높은 제품 가운데

는 카본 소재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그보다 고가인 금속

합금의 사용도 적지 않게 적용되었다. 특히 카본 소재의

경우 충격에는 약한 반면 강도, 탄성, 무게 등의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Fig. 9. Mega trend preference and need dire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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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은 자전거, 의자의 경우 시트 부분에 가죽, 매쉬,

패브릭 등의 소재를 많이 사용하였다. 신체 접촉이 이루

어지는 부위의 금속에는 아노다이징 마감을 통해 매끄러

운 표면 질감을 가졌다. 차별화된 공법(Tattoo Finishes,

필름마감)으로 프레임에 패턴을 적용 할 수 있으며, 등

받이나 시트에 포인트를 주어 Skull, Fire, Flower, 기하

학 패턴 등이 짜여진 패브릭으로 마감처리 하기도 하였

으며, 아노다이징이나 폴리싱 기법을 적용해 소재 본연

의 컬러 질감을 살리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메가트렌드의 방향성은 컬러의 경우

중후한 느낌의 모노톤 프레임 컬러 사용이 추세이며, 스

포티한 느낌의 레드, 화이트, 라임 블루 컬러 사용도 확

대되는 추세이다. 소재의 경우 활동성을 강조한 강도와

경량화를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마감의 경우 부식, 방수

처리를 위한 코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염, 변형

방지를 위한 코팅 적용이 추세이다.

3.2. 경쟁사 브랜드별 CMF 조사 분석 결과

경쟁사 브랜드별 소비자 감성과 연계된 CMF 트렌드

선호 및 니즈 방향의 경우에도 컬러, 소재, 마감에 따른

이미지 맵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Fig. 10 컬러의 경우 엔

틱과 보급형 그룹은 밝고 생동감 넘치는 컬러가 주요 사

용되었으며, 중·고가형 경쟁사 휠체어 제품군은 소재 본

연의 컬러에 깊이 있고 안정감 있는 유채색 컬러로 포인

트를 주었다. 프리미엄과 스포티한 그룹의 컬러는 차분하

고 중후한 느낌을 살린 소재 본연의 컬러를 사용하였다.

Figure 11 소재의 경우 엔틱과 보급형 그룹의 소재는

알루미늄, 크롬 몰디브덴과 같은 합금 소재를 주로 사용

하였으며, 중·고가형 그룹의 소재는 충격흡수가 뛰어나

Fig. 10. Deriving the main/point color element image.

Fig. 11. Material element image derivation.

Fig. 12. Finishing element image derivation.

고 부식이 없으며 금속에 비해 가벼운 카본 소재가 주를

이루며,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한 제품군도 형성되어

있었다. 프리미엄과 스포티한 그룹의 소재는 가볍고 강

도가 높으며 부식이 적은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였다.

Figure 12 마감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페인트 도장이나 아노다이징 처리를 통해 마감처

리를 하였으며, 티타늄의 경우 소재 고유의 컬러와 질감

을 살린 폴리싱 마감처리를 사용하였다. 카본 소재의 경

우 카본 고유의 패턴 위에 하이그로시 마감처리를 하여

고광택을 표현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기하학 패턴을 프레

임에 새기거나, 기업의 로고를 전사 인쇄 처리하여 스포

티한 느낌을 살려 포인트를 주기도 하였다. 미끄럼 방지

페인트나 세탁이 용이한 패브릭 마감으로 사용성을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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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ositive improvement of negative words.

Fig. 14. Coloration image scale.

Fig. 15. Color matching using psychological color analysis of athlete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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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Derivation of application elements by analyzing the direction of wheelchair CMF by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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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나타난 경쟁사별 도출의 방향성은 컬러의

경우 저가의 제품은 밝고 라이트한 컬러를 사용하는 추

세이나 프리미엄과 스포티 계열의 제품은 소재 고유의

깊이감 있고 중후한 컬러톤의 사용 경향이 강하다. 소재

의 경우 저가는 경량화와 강도 중심, 고가의 제품일수록

경량화 및 강도와 함께 내구성과 탄성, 미적 포인트를 위

한 소재 활용이 추세로 나타났다. 마감의 경우 깊이감 있

는 마감 처리와 고광택의 마감 처리 경향이 나타났으며,

포인트 패턴 및 스포티한 느낌의 그래픽 적용과 천연 페

인트 등 인체 무해한 마감 처리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3.3. 심리 색채 분석을 활용한 CMF 조사 분석 결과

심리 색채 분석을 위한 형용사적 도출 단어는 긍정과

부정에 따른 빈도수에 의해 단어 그래프 분석을 진행하

였으며, 이를 통한 Fig. 13의 부정정 단어의 긍정적 개

선을 도출하였다.

도출되어진 단어들을 Fig. 14의 IRI맵(Coloration Image

Scale)의 단어 컬러 매칭을 통해 긍정적 단어의 컬러 매

칭과 부정적 단어의 긍정적 개선 단어의 컬러 매칭을 도

출하였다.

Figure 15는 앞서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되어진 장애인

선수 심리 색채 분석 결과의 컬러 매칭표로 긍정적 형용

사 적용 컬러와 부정적 형용사 개선 적용 컬러의 중복되

는 매칭 컬러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파스텔 톤의 온화

하면서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컬러와 부드러운 이미

지의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

하고자 하며, 심리적으로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블루

계열의 컬러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는 Deep한 톤의

그린 계열 사용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3.4. 휠체어 소재 및 외관에 적용된 파트별 CMF 조사

분석 결과

휠체어 소재 및 외관에 적용된 파트별 CMF 조사는

각 파트별로는 구체적인 CMF 분석 단계를 거쳐 다음과

같은 CMF 요소(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시각화

한 결과는 Fig. 16과 같다.

• (시트) 통풍, 신축성, 세척용이성

• (사이드 가드마모성, 부식방지, 그립감, 내열성

• (프레임) 경량화, 내구성, 부식방지, 가공성, 탄성

• (팔걸이) 가공성, 탄성, 내수성, 경량화

• (등받이) 통풍, 신축성, 세탁용이성

• (휠) 내구성, 충격강도, 경량화, 부식방지

• (핸드 림) 그립감, 부식방지, 내구성, 경량화

• (앞바퀴) 경량화, 내구성, 부식방지, 내마모성

• (발받침) 경량화, 내구성, 부식방지, 내마모성

Fig. 17. derivation of application elements th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wheelchair CMF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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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은 휠체어 CMF 트렌드 조사 및 분석 자료

를 통한 적용 요소를 요약한 내용으로 CMF 트렌드와

제품별·파트별 CMF, 심리적 분석 등을 통한 CMF 요소

도출의 전체적인 연구의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3.5. 전문가 FGI를 통한 스포츠 휠체어 적용 CMF 방

향 검증 결과

Figure 18은 FGI 검증 단계로 최종적인 CMF 방향

검증을 위하여 FGI를 진행하였으며, 리쿠르팅을 통한

Fig. 18. Verification of CMF direction through expert FGI.

Fig. 19. Sports wheelchair CMF latest trend.

판단 표집(Judgement Sampling)을 통해 스포츠 휠체어

판매 기업체 종사자 및 관련 디자인 전문가 대상으로 적

격대상자을 구성하였다.

Figure 19는 스포츠 휠체어 CMF 방향성 적합도 평가

를 통하여 정적인 스포츠 휠체어 CMF 방향 종합평가

및 개선사항을 도출, 스포츠 휠체어의 CMF 요소를 최

종 결론으로 요약하여 구성한 표이다.

주요 요약 및 결론으로는 특별한 컬러나 마감처리 대

신 카본, 티타늄 등 소재 자체의 매력을 그대로 드러내

는 추세와 카본 소재 등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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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종목에 따른 규정, 장애 정도, 개인의 생활환경 등을

우선해 제작하고 휠의 컬러 변경 등을 통해 개인의 선호

를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셉 도출 및 디자인 전략 수립을 위한 CMF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컬러는 심리적인 긴장감 해소 및 시각적

편안함을 주는 색상 사용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출,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 컬러 포인트를 고려하여 Deep

Blue/Black & Light Blue/Green(편안함, 안정적인, 부드

러운, 밝고 긍정적인, 따뜻함)을 선정하였다.

소재는 신소재 개발에 따른 경량화 및 강도, 내구성

향상 소재를 적용하고자 Cabon(강한 내구성, 가벼운 무

게, 충격흡수, 탄성)을 선정하였다.

마감은 소재의 표면 경도 향상, 부식방지 및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감성 표면처리로 Graphics &

Line Point(스포티 라인 및 그래픽 포인트, 소재의 표면

경도 향상, 미끄럼 방지, 재질 자체 패턴 디자인적 요소)

를 선정하였다.

4. 결 론

상기의 연구 방법으로 도출되어진 CMF 방향성 및 요

소를 바탕으로 양궁 휠체어 제품 분석을 거쳐 사전에 연

구되어진 휠체어 유형별 디자인 요소와 행태분석, 기구

구조 분석과 연계하여 컨셉을 도출하였으며, 최종 디자

인 시안은 Fig. 20과 같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난 논문 연구 주제인 디자인 프로

세스에 의한 소재선정 방법론 연구 중 Material Library

와 감성 키워드 객관화의 중요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

가 되었으며, 향후 CMF 디자인 프로세스 구축에 있어

새로운 방향제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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