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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emographic ch고racteristics(education, income 
level) on the relationships among knowledge of textile fibers,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on textile fabrics, and information sources of textile materials in children's 
clothings. The subjects were 307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4~6 years)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and analyzed using T-test, 
analysis of variance, correlations,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본 연구는 1996년도 경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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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indicated that: (1) Educational levels of consumer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knowledge of textile fibers,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on textile fab
ric, and information sources of textile materials in children's clothings. (2)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knowledge of textile fibers and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on textile materials in children's clothings.

I.서 론

유아기는 신체발육이 급속히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활동량이 증가되는 시기이므로 유아복 

은 성인복과는 달리 유아의 성장과정에 알맞는 소재, 형태, 색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현대 

의 의생활은 의복의 단순한 역할인 원초적인 차원 및 양적 성장을 벗어나 용도 및 기능에 따 

른 질적 평가가 의복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섬유산업의 발전에 따라 고 

도의 기능을 지닌 신소재가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섬유 소재의 고품질화는 의 

복의 디자인, 색상, 구성과 더불어 의류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유 

아복의 경우는 미적인 측면보다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하도록 편안하고 기능적인 면이 중 

요시 되는데 이러한 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섬유소재라 하겠다. 그러나 섬유소 

재는 디자인이나 색상과 같이 감각적으로 시각에 의해 즉각 파악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섬유 

의 조성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섬유의 물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동반되지 않고서 

는 소비자 입장에서 적합한 소재의 의복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구매 후의 불만 요소 

와도 연관이 된다. 따라서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및 실제 섬유소재 

에 대한 지식수준, 구매시와 평소의 정보탐색을 중심으로 한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는, 유아복 

구매에 대한 소비자 행동을 더욱 심도있게 파악하여 향후 유아복 제조 및 판매 업자의 효과적 

인 의사소통 활동에 활용됨으로써 기업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적합한 기능의 의복선택을 위한 현명한 소비자 역할을 위한 소비자 교육의 기초자료로도 활 

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복의 실질 구매자인 만 4세〜6세의 유아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인 

구통계특성 중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에 대한 확인노력과 판 

단방법,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평소의 유아복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 원천 등에 어 

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며, 또한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도와 유아복 구매시 소재 

확인노력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n. 이론적 배경

1. 유아복의 특성

유아기는 신체적 발육 및 정서적, 지적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유아의 의복 착 

용 경험은 감각능력, 지각발달, 다양한 성격 및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어 자신의 감정과 외 

부환경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유아의 적절한 의복 착용은 심리적 안 

정감, 만족감 및 자아 확장감들에 영향을 주어 바람직한 성격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된다. 유아 

-138 -



복은 편안하고 기능적이며, 아동의 흥미를 높이고 독립성과 자아확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 

달 단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미적 측면 만을 강조한 의복은 

유아에게 착용을 통한 만족감과 편안함을 주지 못하며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게 되어 사회성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복은 성 인복과는 달리 유아의 성장과정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성인 취향보다는 유아에게 적합한 소재, 형태, 색상으로 구 

성되어야 전인적인 인격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아는 성인과 달리 신체적 균형이 이루 

어지지 않고 신체발달에 따라 운동기능 또한 증가하므로 활동량이 커져서 성인복과는 구성이 

나 소재의 효용성 면에서 달라야 한다.

유아복의 섬유소재는 촉각적, 시각적 경험을 통하여 아동에게 의복착용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의 활발한 활동에 따른 잦은 물세탁이 가능하고 피부 자극이 없으며 구 

김이 적은 섬유소재가 적합하다. 기온 변화에 따른 보온성, 흡습성, 통기성이 좋아야 하고 피 

부를 보호하고 청결함을 유지시킬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하며, 유아의 경우 화재시 대피 능력이 

덜어지므로 방염성 또한 유아복 소재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물성이다. 촉감이 부드럽고 가벼 

운 질감으로 활동적인 움직임에 적합한 소재이어야 하며 오염이 쉽게 타지 않도록 방오처리 

되어야 하며 세탁이 용이하고 견고해야 한다. 면제품은 부드러우면서도 가볍고 세탁이 잘 되 

며 흡습성도 좋아 유아복의 소재로 적합하나 구김이 많이 가고 쉽게 오염되므로 가공 처리된 

것이 좋다. 모직물은 부드럽고 가벼우며 체온조절력이 뛰어나고 흡습성과 통기성, 내오염성 

이 좋으나 세탁이 힘든 단점이 있으므로 외출용 옷으로 적 합하다 하겠다. 편성물은 조직 구성 

상 신장율이 높기 때문에 신축성 및 유연성이 커서 유아복 소재의 직조방법으로 적합하나 극 

단적으로 신장하는 동작을 반복하면 회복성에 손실을 가져와 모양의 변형을 초래하기 쉬우므 

로 소재의 본래 신축성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유아복의 형태는 급속한 신체 성장에 따른 인위적 폐기를 고려하여 옷 기장이나 품에 여유 

분을 두고, 특히 길이 항목의 성장이 상체나 흉위 발달보다 빠르므로 소매와 바지단에 충분한 

여유분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유아에게 지나치게 큰 의복을 착용하게 하는 것은 활동을 방해 

하거나 심리적 만족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성장에 구애없이 오래 착용이 가능하도 

록 쉽게 변화를 줄 수 있는 형태가 적합하다. 또한 유아기는 가장 활동적인 시기이므로 활동 

하기 편리한 형태를 갖추기 위해 어깨선, 진동 둘레, 소매 길이 및 엉덩이와 가랑이 부분에 충 

분한 여유를 두고, 바느질 솔기나 장식 부속품이 육체를 속박하거나 자극을 주지 않도록 디 자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아기는 기본적인 동작기능이 발달하므로 가능하먼 스스로 흥미롭 

게 착용할 수 있도록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동의 자율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여밈의 위치는 

반 앞트임과 앞트임이 편리하며 트임의 길이가 착용하기에 편안하도록 충분히 길어야 하고 

여밈의 방법은 단추나 지퍼로 손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유아는 색상면에서 대부분 이차색이나 삼차색보다는 일차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충 

동성 집단은 빨강과 주황 등의 따뜻하고 화려한 색을 좋아하고, 사려성 집단의 남아는 파랑계 

열을, 여아는 하늘색, 분홍색 등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봉, 

1987）. 성별에 따른 색 선호경향을 보면 남아는 청록, 여아는 빨강을 선호하는데 이는 사회문 

화 환경에 의한 후천적 사회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유아들의 선호색과 행동과의 관계를 보면, 

빨강이나 주황 등은 아동을 흥분시키거나 신경질적이 되도록 하는 반면 분홍이나 연두는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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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게 하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Thomson & Red, 1949). 따라서 유아복은 아동이 선 

호하는 순색 계열의 색상이나 파스텔 계열의 색채를 선택하여 의복에 홍미를 느끼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 성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복 실질 구매자인 어머 

니 집단의 선호색은 남아인 경우는 빨강, 노랑, 파랑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인 경우는 노랑, 

분흥, 흰색 계통의 순으로 나타났다(조명수, 1990). 아동복의 만족감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남아는 편안함, 의복형태, 색상 등을, 여아는 의복형태, 색상, 편안함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복 구매행동과 정보탐색

의복 구매행동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기초로 실질적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소 

비자는 사회 문화적인 환경요인과 개인적 욕구인 동기유발로 인하여 필요한 상품을 지각하게 

되고 정보를 탐색한 후 평가하여 선택하는 과정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의복 구매행동은 의복선택 요인, 점포선택 요인, 정보 탐색원, 의복 구매동기와 구 

매습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의복선택 기준은 소비자의 의복 구매의사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품 구매 

시 차별화 되는 소비자의 특성과 행동을 나타낸다. 의복선택 기준은 크게 내적 기준과 외적 

기준으로 분류하여 내적 기준은 유행, 색, 스타일의 미적 차원과 옷감소재 바느질, 편안성 

관리성의 실용적 차원으로 나뉘며, 가격과 상표가 외적 기준에 포함된다(박은주, 1993). 점포 

선택 기준은 점포의 이미지 속성으로 상품, 서비스, 고객층, 시설, 편의성, 판촉 분위기, 거래 

후 만족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부들은 의류 점포 선택시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중시하며 

점포 판매원, 점포 광고와 판촉활동, 분위기 등은 구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병숙, 1986). 의복 구매동기란 개인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제품이나 서 

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를 말하며 대부분의 기혼 여성은 '소유하고 있는 옷과 조화'가 주된 의복 

구매동기로 나타났고(흥병숙, 1986), 여대생의 경우 '진열된 상품이 마음에 들거나 새로운 유 

행을 따르기 위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매동기를 유행 추구적 요인, 경제 

실리적 요인, 자기 과시적 요인으로 분류하는데 아동복 주요 구매자인 주부는 경제 실리적 요 

인에 의해 의복구매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菖 구매시 구매계획은 30대 주부는 29%가 '거의 계획'을 하며 54.7%가 구입시 '반 이상은 

계획'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혜원, 1997). 그러나 아동복의 경우 계획구매가 52.63%, 충동 

구매가 47.32% 나타났으며, 수입 수준이 낮은 집단일수록 계획구매를 많이 하고 높은 집단일 

수록 충동구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명수, 1990). 구매시 동반자 및 영향자에 대해 

서는 젊은 여성의 경우 혼자구매 경향이 높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동반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아동복 구매시 아동 동행은 47.3%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적고, 직업이 없으 

며, 수입이 낮은 집단일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동 동행율이 높게 나타났다. 아 

동복의 구매처는 주로 유명 백화점(49.53%), 지역 쇼핑 센터(24.53%), 도매 시장(18.40%) 
등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처의 종류는 주로 유명 메이커의 아동복 직매장, 대리점(49.10%), 
아동복 전문상점(21.70%), 의류 도매 상가(14.62%)둥으로 나타났다(조명수, 1990).
정보탐색은 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로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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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친다. 정보 탐색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노력, 또는 

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외부 환경으로 부터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으 

로 정의된다. 정보탐색의 이유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상품의 성격을 알 

아보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정보 탐색은 외적 정보탐색과 내적 정보탐색으로 나뉜다. 내적 

탐색(internal search)은 소비자가 의류구매와 관련하여 자신의 기억 속의 정보를 이끌어 내 

는 것이며, 외적 탐색(external search)은 정보를 주변 환경으로부터 얻기 위해 기울이는 주 

의, 인지 및 노력을 뜻한다. 또한 정보탐색은 지속적 탐색 (ongoing search)과 구매전 탐색 

(prepurchase search)으로 분류되어 지속적 탐색은 구매와 상관없이 제품에 대한 관심이나 

정보탐색 그 자체의 즐거움에 수행되는 것이며, 구매전 탐색은 구매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 

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는 탐색이다. 의류 구매시 소비자가 사용하는 정보탐색의 

원천은 언어적 토의, 시각적 관찰을 포함한 인적 정보와 소비자 교육용 신문, 잡지 기사-, 영 

화, 매장 연출, 판매원 등을 포함하는 비인적 정보원(Sproles, 1979)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정보원은 광고, 진열대와 같은 비인적 /상업적 정보원이며, 여대생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는 진열대(정혜영, 1983)이었으며, 그 다음은 친구나 가족 같은 인적 / 

비사업적 정보였다. 또한 정보탐색에서 유행 혁신성이 높을수록 패션잡지의 사용도가 높고, 

유행 의견 선도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많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정보 탐색원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김준희, 1991), 30대 초반은 

TV를, 40대에서는 잡지를 정보원으로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TV를, 소 

득수준이 높을수록 인쇄 매체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의 경우, 구매시 정 

보원은 매장 진열 및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구매시점의 광고(72.11%), TV 광고(11.05%)의 

영향을 받는 반면 라디오 광고와 판매원의 권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조 

명수, 1990). 아동복의 브랜드에 관한 정보원은 직접 구입해 보고 인지하는 경우(34.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광고(31.8%), 매장진열(23%)로 나타나 구매시점의 광고가 아동복 브 

랜드 인지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연령과 소득이 낮고, 고졸 집단의 경 

우 광고를 통한 브랜드의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박미 애, 1991).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하에서 구매전 정보탐색과 지속적 정보탐색에 인구통계적 

인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도와 

구매전 정보탐색 간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연구하고자 한다.

m. 연구 방법

1. 연구의 모형 및 가설의 설정

유아복 구매자의 섬유소재에 대한 확인 노력, 지식도, 평소의 정보탐색노력은 여러 요인들 

과 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로 구매자의 인구통계특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바탕을 두어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은〈그림 1〉과 같이 작성할 수 

있다.

〈그림 i＞의 모형에서는 소비자들의 유아복에 대한 정보탐색 노력이 소비자의 인구통계특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매시 유아복의 섬유소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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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시 유아복 섬유소재의 확인노력

교f수준 I 구매시 유아복 섬유소재의 판단방법

=> n n 奇与 ----- ——----------------- -- -------- -

소득수준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도

평소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원천

〈그림 1> 연구의 모형

노력 및 판단방법,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도, 그리고 평소의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탐색의 원천 

등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라 영 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제시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소비자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유아복 구매시의 섬유소재에 대한 확인 노 

력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소비자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유아복 구매 시 의 섬유소재에 대 한 판단방 

법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3] 소비자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유아복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 정도는 다르 

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4] 소비자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에 따라 평소 유아복의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탐색 

원천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5] 소비자의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 정도와 구매시 섬유소재에 대한 확인노력 간은 상 

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2. 측정도구 및 측정방법

1）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의 확인노력

유아복 구입시 어떤 종류의 섬유인가에 대한 확인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다음의 3문항 

들을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 매 구입시 마다의 확인 정도 （소재확인빈도）

• 자세히 확인하는 정도 （소재확인심도）

• 의문시 점원에게 질문 정도 （점원질문정도）

각 문항별로 '전혀 확인하지 않음'에 1점, '보통/반반 정도 확인'에 3점, '반드시 /자세히 확 

인'에 5점을 주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2）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의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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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복 구매시 어떤 섬유인가에 대한 판단을, 점원에게 문의하여 판단 （점원에게 문의）, 옷 

에 부착된 라벨로 직접 확인（라벨로 확인）, 촉감 등 본인의 경험으로 판단 （본인의 경험） 등 

선택 형으로 측정 하였다.

3）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도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섬유에 대한 기본 지식도를 측 

정할 수 있는 다음의 12문항을 개발하여 O, X로 답하게 한 후, 맞을 경우 1점, 틀리거나 모를 

경우 0점을 부과하여 전체 합계를 산정 하였다.

• 면직물은 땀을 잘 흡수하여 속옷감으로 좋다.

• 스판덱스는 신축성 이 아주 좋아 몸동작에 편리 하므로 운동복용으로 적 당하다.

• 모직물 자켓은 가정에서 쓰는 일반세제로 세탁하여도 상관없다.

• 폴리 에스터 는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 이 다.

• 여성용 스타킹이나 아동용 팬티스타킹의 소재는 대부분 나일론이 많다.

• 겨울용 스웨터의 털실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합성섬유는 아크릴이다.

• 레이온 와이셔츠는 세탁 후에도 형태변형이 없어 다림질이 거의 필요없다.

• 합성섬유 소재의 바지나 셔츠는 보풀이 잘 생겨 직물표면에서 동그랗게 뭉친다.

• 100% 천연섬유보다 합성섬유와 혼방된 직물은 구김이 덜 가고 세탁 등 관리가 편하다.

• 견직물로 된 블라우스는 물에 비벼 세탁하는 것이 좋다.

• TC（티씨） 직물이란 면과 나일론의 혼방직물이다.

• 아세테이트는 강하고 질긴 섬유이므로 아이들 놀이옷으로 좋다.

4） 평소 유아복의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탐색 원천

평소 유아복의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지에 대해 5문항을 제시하고，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보통이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신문이나 잡지의 의류 관련 기사로 부터 얻는다 （신문 등의 기사）.

- 본인의 경험 및 시행착오를 통해 얻는다 （경험 및 시행착오）.

• 소비자 단체나 기관의 실험 기사로 부터 얻는다 （소비자 관련기관）.

• 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활용한다 （학창시절 지식）.

• 유아복 매장의 점원으로 부터 얻는다 （매장의 점원）.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개인면접을 통한 설문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1996년 9월에 서울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며, 연구대상은 유아복의 실질 구매자 

인 만 4세에서 만 6세의 자녀를 둔 주부로, 총 311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307부가 본 연구의 

분석대 상으로 사용되 었다.

응답자의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유아의 나이와 성별은〈표 1＞과 같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한 T-검정, 일원분산분석, 교 

차분리분석 등을 사용하였고, 지식도와 구매시의 확인노력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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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분포

（%）

구매자（주부） 나이

20 〜 29세
30 〜 39세
40 ~ 49세

7.2
89.3

3.5

초등학교 졸 0.3
중학교 졸 20

교육수준 （주부） 고등학교 졸 50.7
대학교 졸 44.3
대학원 이상 2.7

150만원 미만 21.1
소득수준 150 〜 250만원

미만 56.1
250만원 이상 22.8

전업주부 71.2
회사원 6.5

주부직업 사업 7.1
전문직 5.9
공무원 2.9
기타 6.4

4 세 13.0
사용자（유아） 나이 5 세 42.5

6 세 44.5

남 51.1
사용자（유아） 성 별

녀 48.9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위의 통계분 

석은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사용 

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의 확인노력 

:【가설 1】의 검정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에 대한 확인노력 

이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한 T-검정 결과를〈표 2>와〈표 

3〉에 나타내었다. 교육수준은 세분할 수도

:p < 0.05

〈표 2>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 확인노 

력과 교육수준

섬유소재 

확인노력

고졸이 하 

（n=160） 
집단평균

대졸이 상 

（n=142） 
집단평균

t

소재 확인

빈도
4.0938 4.2342 -1.28

소재 확인 

심도
3.9625 4.1260 -1.90**

점원질문 

정도
3.8176 4.1268 -2.39**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으로만 나누어 탐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에 대한 확인노력의 교육수준별 차이는，소재확인심도，와，점원질문 

정도'가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대졸 이상 집단일수록 매 구입시 어떤 종 

류의 섬유인가에 대해 확인하는 정도가 높으며, 잘 모르는 섬유소재인 경우는 점원에게 문의

〈표 3〉유아복 구매 시 섬유소재 확인노력 과 소득수준

섬유소재 

확인노력

150만원 미만 

(n=60)
150 〜 250만원 

미만 (n=160)
250믄?원 이상 

(n=65) 총평균 F값 （유의수준）

소재확인빈도 3.9851 4.2012 4.2206 4.1572 1.4605(.2338)
소재확인심도 3.9851 4.1159 4.0294 4.0669 .5554(.5744)
점원질문정도 3.8636 3.9878 4.0000 3.9631 .3217(.7252)

-144 -



하는 빈도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재확인빈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졸 이상 집단이 섬유소재에 대한 확인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인〈표 3>으로 미루어 볼 때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 확인 

노력은 소득수준별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섬유소재 확인노력과 소 

득수준은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가설은 기각된다.

2.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의 판단방법 :【가설 2】의 검정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 판단방법과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분석을 위하여 교차분 

리분석을 한 결과를〈표 4〉와〈표 5〉에 나타내었다.

교육수준과의 교차분리분석 결과는 유의도가 0.0010으로 나타나, 두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

〈표 4〉유아복 구매 시 섬 유소재 판단 방법 과 교육수준 간의 교차분리 분석

도수 （기대치） 점원에게 문의 라벨로 확인 본인의 경험
행 

합계

고졸 이하
6 85 60 151

(6.3) (99.1) (45.6) 52.4%

대졸 이상
6 104 27 137

(5.7) (89.9) (41.4) 47.6%
열 12 189 87 288
합계 4.2% 65.6% 30.2% 100.0%

(Chi-Square /DF /p): 13.77930 /2 /.00102

(Min E.F. /Cells with E.F.V5)： 5.708 /None

〈표 5>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 판단방법과 소득수준 간의 교차분리분석

도수 （기대치） 점원에게 문의 라벨로 확인 본인의 경험
행 

합계

150만원 미 만
5 38 17 60

(2.5) (39.6) (17.9) 21.1%

150〜250만원 미만
5 109 46 160

(6.7) (105.5) (47.7) 56.1%

250만원 이상
2 41 22 65

(2.7) (42.9) (19.4) 22.8%
열 12 188 85 285
합계 4.2% 66.0% 29.8% 100.0%

(Chi-Square /DF /p): 3.78582 /4/.43577

(Min E.F. /Cells with E.F.<5): 2.5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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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가설은 채택된다. 이는 교육수준에 따라 섬유소재의 판단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의 

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옷에 부착된 라벨로 구매자가 직 

접 확인하는 방법에 유의적으로 더 높은 분포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촉감 둥 본인의 경험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점원 

에게 문의하는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표 5>의 소득수준과 섬유소재 판단방법 간의 교차분리분석 결과는 유의도가 0.4357로 

나타나, 두 변수 간에는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도 :【가설 3】의 검정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의 보유 정도에 있어서의 교육수준, 소득수준별 차이에 대한 T-검정 

및 분산분석 결과는〈표 6>,〈표 7〉과 같다. 여기서 지식의 보유 정도에 대한 측정은 섬유 

소재에 대한 12가지 문항을 개발하여 맞은 갯수로 그 지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 간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즉 대졸 이상 집단이 더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점수는 100 
점 만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72점 수준의 지식도를 응답자들이 갖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수준별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즉 섬유소재 지식도와 소득수준과의 상호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섬유소재 지식도와 교육수준(0점〜12점)

섬유소재 지식도

고졸이 하 (n=160) 
집단평균

대졸이상 (n=142) 
집단평균

t 값

7.4813 8.5986 -5.07***

:p<0.01

〈표 7> 섬유소재 지식도와 소득수준 (0점〜12점)

섬유소재 지식도

150만원미만 

(n=60)
150〜 250만원 

미 만 (n=160)
250만원이상 

(n=65)
총평균

F 값
(유의수준)

7.6866 8.1463 7.9706 8.0033 1.2874 (.2775)

4. 평소 유아복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탐색 원천 :【가설 4】의 검정

〈표 8〉의 T-검정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수준에 따른 평소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탐색 

노력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소 여러 원천으로 부터 섬유소 

재에 대한 지식습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의 의류관련 기사 

나 소비자 단체의 관련 실험기사, 구매시의 경험이나 시행착오 등을 십분 참고로 하며, 특히 

학창시절 배운 지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유아복 매장의 점원으로 부 

터의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습득 면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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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평소 섬유소재 정보탐색의 원천과 교육수준

섬유소재 정보원천 고졸이 하 （n=151） 대졸이상（口=140） t 값
신문 등의 기사 2.9667 3.2464 -2.04**
경험 및 시행착오 4.0795 4.2786 -1.98**
소비자 관련기관 2.1517 2.5036 一 2.53"
학창시절 지식 3.0748 3.7971 -5.58***
매장의 점원 2.6821 2.5652 .90

-：P < 0.05, *~ ： p < 0.01

〈표 9〉 평소 섬유소재 정보탐색의 원천과 소득수준

150 만원 

미만

150 〜250만원 

미만

250 만원 

이상
총평균 F 값 （유의수준）

신문 등의 

기사
2:7937 3.2115 3.1194 3.0979 2.9074 (.0563)

Scheffe 결과

150〜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25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경험 및 

시행착오
4.0156 4.2038 4.2388 4.1701 1.3550 (.2596)

소비자 

관련기관
2.0000 2.4968 2.2656 2.3357 4.1599 (.0166)

Scheffe 결과

150〜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25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학창시절 

지식
3.2097 3.4231 3.6615 3.4311 2.4540 (.0878)

매장의 점원 2.5079 2.7296 2.4923 2.6272 1.5308 (.2181)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평소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탐색 노력의 분산분석결과〈표 9〉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신문이나 잡지의 관련기사'와 '소비자단체나 기관의 실험기사，에서 집단 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소득이 150〜 250만원 미만인 중간 정도의 주부들이 의 

류관련 기사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다른 항목들에서는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5. 섬유소재 지식도와 구매시 섬유소재 확인노력 간의 상관관계 :【가설 5】의 검정

소비자의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 정도와 유아복 구매시의 소재 확인노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표 10〉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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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섬유소재 지식도와 구매시 소재 확인노력과의 상관관계 분석

一
소재확인빈도 소재확인심도 점원질문정도

섬유소재 지식도 .1666*** .2005*** .1615***

:p < 0.01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도와 유아복 구매시의 소재 확인노력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섬유소재에 대해 많이 알고 있 

을수록 구매시에 적극적인 확인노력을 하지만 그 관련성은 그리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가설검정 결과는〈표 1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1> 가설검정 결과 요약표

가 설 채택 여부

【가설 1】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 확인노력의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  채택

'소득수준'의 차이 ........................................기각

【가설 2]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 판단방법의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  채택

'소득수준'의 차이 ......................................  기각

【가설 3】 섬유소재 지식도의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채택

'소득수준'의 차이 ......................................  기각

【가설 4] 평소 유아복 섬유소재 정보탐색 원천의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채택

'소득수준'의 차이 ........................................채택

【가설 5] 섬유소재 지식도와 구매시 정보탐색 간의

상관관계 .........................................채택

V. 결론

첫째,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에 대한 확인노력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더 자세히 소재 확인을 하였으며, 잘 모르는 소재인 경 

우 점원에게 문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

둘째,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를 판단하는 방법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 

준이 높을수록 구매자가 직접 옷에 붙은 라벨의 섬유조성 등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재의 촉감 등 본인의 경험에 의한 판단을 하는 비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학력과 무관하게 점원에게 문의하여 소재 판단을 하는 경향은 매우 낮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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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소득수준은 섬유소재의 판단방법에 영향을 마치지 않았다.

셋째,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도는 교육수준이 높은 대졸 이상의 집단이 더 많은 지식을 보유 

하고 있었으며, 그 정도는 100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72점 정도의 지식수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대 한 지식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넷째, 평소 유아복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 원천은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평소 다양한 원천으로 부터 정보를 얻고 있었다. 즉, 신문이나 잡지의 섬유 관련 

기사나 소비자 관련 기관의 실험기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구매시의 경험이나 시 

행 착오도 많이 참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 이상 집단일수록 학창시절에 배운 

지식의 활용면에서 적극적임을 보였다. 반면에 유아복 매장의 점원으로부터의 섬유소재에 대 

한 정보습득 면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소득수준에 따른 평소 유 

아복 섬유소재에 대한 정보습득의 원천은 소득이 150〜 250만원 미 만인 중간 계층이 신문이나 

잡지의 의류관련 기사나 소비자 단체 및 기관의 실험기사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다섯째,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도와 유아복 구매시 섬유소재에 대한 확인 노력 간에는 상관 

관계가 있으며, 섬유소재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구매시 더 많은 확인노력을 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상의 결론에서 볼 때 유아복 섬유소재에 대한 관심도 및 지식도는 교육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에 비해 소득수준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의생활이 목적별, 용도별로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의복 구매 선택시 고려되는 디 

자인, 색상, 가격 둥 여러 요소들 중에서, 소재에 비교적 많은 비중을 두리라 예상되는 유아복 

으로 한정하여, 소비자의 섬유소재에 대해 관심도와 지식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섬유소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그의 물리적, 화학적, 기계적 성질도 

상이할 뿐 더러, 또 최근에는 가공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원래의 성능을 능가하는 소재의 

출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비자들도 보다 수준높은 의생활을 영 

위하기 위하여는 여러 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섬유 및 의류 

생산업체들도 소재에 대 한 보다 정 확한 정보를 소비자에 게 가깝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연구도 앞으로 소재별, 품목별로 보다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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