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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ildren and their mothers' purchasing behaviors for children's 
cloth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640 students（5, 6th graders） and their mothers 

in th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517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Most children wanted to have clothing 

when they feel not having proper clothing to wear. When parents purchased a clothing, female students more 
actively expressed her opinion than male students. The comfort was the most important criteria by children about 

new clothing, and children most complained of monotonous style for their clothing after using the clothing. 
Mothers usually bought children clothing in changing season. The most important evaluatived criterion was design. 

The lower level of mothers' clothing interest had less complain than other groups about children's clothing.
Key words: children's 신（商ng（아동복）, purchasing b아taviors（구매행동）, clothing interest（의복관심도）.

I •서 론

최근 아동복 시장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들의 외모와 쇼핑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아동소비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식생활 

의 변화에 따른 체질적인 개선으로 초등학생들의 신 

장이 과거에 비해 커졌으며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정 

신적으로도 빨리 조숙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아 

동기 후반인 5, 6학년 아동들은 소속은 초등학생이 

지만 욕구적 측면은 그보다 앞서 있다. 하지만 사희 

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욕구를 느끼기에는 어리다고 

인식되어, 그들을 위한 적당한 시장이 마련되어 있 

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옷을 입기에 

는 아직 이르고, 아동복 업체들의 대부분이 5〜9세 

를 주고객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를 충 

족시켜 줄만한 의류시장이 미흡하여 초등학교 고학 

년들의 의복선택의 폭이 좁으며, 이 연령의 아동들 

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夕 이에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주구매자인 어머니와 소비자인 아 

동의 의복 구매행동을 알아보아 마케팅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1)  서정회, “미래고객, 아동의 소비자 사회화과정”, 마케팅, 1995. 5.www.kmarketing.co.kr/mag/index.html
2) 조진숙, 초등학교 어린이의 의복디자인 선호에 관한 연구세, 5, 6학년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998. 12.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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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관련문헌고찰

1. 아동의 륵징

아동의 구분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3세까지를 영아, 3~6세까지를 유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7〜12세까지를 아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교육법에서는 7~12세까지를 학령아동으로 

구분하여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게끔 규정되어 있 

다.'0 아동기는 신체적, 지능적으로 활발히 발달하는 

단계로서, 학령기 동안 아동의 키는 1년에 약 5%의 

증가를 보이고 몸무게는 11% 정도 증가한다.' 지능 

의 경우, 성장 속도는 약 10세경까지는 거의 수직적 

으로 급격히 발달하나 그 이후에는 발달의 속도가 

완만해진다.6)또한 아동기는 신체와 지능의 발달과 

함께 사회적, 인성적으로 성숙되는 시기로서 사회성 

이 발달함에 따라 아동은 사회집단에 대해 나름대로 

지각하고 개념화하게 된다. 아동은 점차 자신의 주 

변을 인식하게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 

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Selman은 

아동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대해 타인과 자신의 입장 

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은 10〜12세때 생겨 

나며, 12세 이상부터는 타인의 입장을 사회적 체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7)또한 사회구 

성원으로서의 위치를 획득해 가는 과정 중 하나로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소비에 관련된 지식을 

학습한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함으로 

써 소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며, 이러한 모방을 통 

하여 아동의 소비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어진다. 사 

회성 발달에 따른 인식의 향상으로 아동은 의복의 

상징성을 인식하고 신체적 매력감이 사회적으로 승 

인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11, 12세의 아 

동은 사회성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시기로 또래집단 

은 아동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아동은 그들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안정감 

을 얻게 되고, 편안한 의복에서 만족감을 얻는다»

2. 아동소비자 륵성 및 아동복 구매행동

아동복의 경우, 소비자가 소득원이 없으며 욕구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와 대중매 

체의 영향으로 아동들이 소비에 대한 욕구와 견해를 

가지게 되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출 

생률의 저하에 따라 아동복 시장의 크기는 양적으로 

는 감소하였으나, 이 감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 

로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최근의 어린이들은 과거에 

비해 점점 더 패션을 의식하는 경향이 있다.‘°)아동 

들은 부모의 구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아동기 

후반의 아이들은 자신의 것에 한에서 부모보다 결정 

권이 클 수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T.V 

를 통한 구매의 간접경험의 증가로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 직접 구매하는 횟수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동복 구매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복의 

구매행위 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은 대체적으로 구매 

자인 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即 강은숙 

(1980)，박정애(1984)顷, 박옥련(1984)")등의 연구에 

서, 아동은 의복선택시에 편안함을 가장 중요시 하

3) 김혜경, 강혜원, 어린이의 의복,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3.
4) 두산세계대백과@EnCyber, 두산동아출판사, 2000년.

5) 강경숙, 학령기 아동복 디자인에 관한 연구-국민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3.
6) 이옥형, 아동발달, 집문당, 1997, p.320.
7) R. L. Selman,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ew York : 

Academic Press. 1980.
8) 강경숙, 앞 글, p.6.
9) Ryan. M. 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ivor, New York: Hott, Rinehart & Washington, Inc, 1966, p.221.
10) E. Diamond, 패션 리테일량, 이은영외 역, 창지사, 1993. p.106.
11) 김선경, 앞 글, P-53.
12) 강은숙,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위와 사회계층간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13) 박정애, 학령기 남녀 아동의 의복선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4) 박옥련, 아동의 성격형성과 의복행동간의 상관연구-아동후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논문집,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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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경손(1983)”)은 어머니가 구매할 경우 기능 

성과 실용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며,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복 구입시 어린이의 의견을 많 

이 반영하였다.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박순조 

(1986)”)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을 의복에 대한 관심 

의 정도에 따라 나누었을 때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 

은 집단의 경우, 어머니가 타집단보다 아동복을 많 

이 구입하였고 의복구매시 옷감의 질이나 바느질보 

다 디자인을 중요시하였다. 관심이 낮은 집단의 경 

우, 어머니들은 아동복의 실용성과 편이성을 중시하 

였으며, 아동복은 옷이 낡았을 때와 계절이 바뀔 때 

주로 구입하며 한 계절에 구입하는 아동복의 수가 

타집단에 비해 적었고, 의류 구입후에는 옷감의 질 

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김의환(1988)")은 주부들이 

아동복 구매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품질, 가격, 

제품의 다양성이며, 학력이 낮은 주부일수록 유명브 

랜드 제품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4, 5, 6학년을 대상 

으로 한 유영미(1988)也)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업 

을 가진 아동이 의복 만족도가 낮았으며, 사회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아동들은 의복구매시 동반되 

어 아동 스스로 의복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는데 비 

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개 아동과 상의 없이 어 

머니들이 아동복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박미애(1991)颂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복 구매시 

가장 주요한 요인은 디자인과 색상이며, 구매장소는 

백화점이 가장 많았다.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층일 

수록 경제성과 견고성보다는 디자인과 색상을 중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 구매시 상표 결정에

복식문화연구

자녀가 관여하는 비율은 69.6 %로 나타났다. 강경숙 

(1992)夠은 조사대상자 모두가 시중의 아동복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였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아동과 

어머니가 같이 구매한다고 하였다. 신문사에서 실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1999)”)여학생의 경우 6학년 

이 되었을 때 직접 구매하는 학생이 22%로 전학년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코디네이션에 대해서 

는 64%의 학생이 주로 자신이 선택한다고 하였다. 

체격이나 요구면에서 저학년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 

는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시장이 미흡하여 최근 이 

들을 위한 주니 어시장이 니치마켓으로 떠오르고 있 

으나끼 개발 초기의 마켓으로 충분한 요구를 만족시 

켜 주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이즈 분석과 선호 

디자인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꺼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니치마켓으로 떠오르고 있는 초등학 

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매자인 어머니와 

소비자인 아동의 의복구매와 관련된 행동을 알아보 

고자 한다.

m. 연구 방법

I. 연구문제

1. 아동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의복관심도에 따른 

아동의 의복구매관련행동(욕구인식, 정보원천, 

구매방법, 구매시 고려요인, 사용후 불만족)차 

이와 선호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어머니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의복관심도에 따 

른 어머니의 아동복 구매행동 차이에 대해 알 

아본다.

15) 이경손, 어머니들의 아동복 구입현황과 관심에 관한 연구-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1(1), 
1983.

16) 박순조,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통한 아동복 디자인 연구-국민학교 5,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p.26.
17) 김의환, 아파트지역 주부의 아동복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유명상품 구매 및 구매장소 선정을 중심으로, 동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8) 유영미, 앞 글.

19) 박미애, 아동복 광고가 구매행위에 비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8
20) 강경숙, 앞 글.

21) "아동복 특집-컬러 • 구매패턴 조사, 한국섬유신문, 1999. 5 .12.
22) "아동복 시장의 빈마켓 주니어 시장을 공략하라” 한국섬유신문, 1999. 3. 17.
23) "아동복, 스타일 너무 단조롭다.” 한국섬유신문, 1999. 7. 29. "아동복, 소비자 니즈 못살린다.” 한국섬유신문,

1999. 8. 23. "아이가 커졌어요.” 한국섬유신문, 200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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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구매와 관련된 문항으로 어 

머니와 아동의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질문 

지는 아동복을 언제 구입하는지（문제인식）, 아동복 

구입시 영향을 받는 것은 무엇인지（정보원천）, 연구 

자가 제시한 보기 중 가장 고려하는 점이 무엇인지 

（구매시 고려점）, 할인매장, 재래시장, 대리점, 백화 

점 중 주로 어디서 구입하는지（구입장소）, 아동복 구 

매 후 가장 불만인 점은 어떤 것인지（구매후 불만족） 

등 구매행동과 관련된 질문과 이외에 유명브랜드 구 

입 이유, 구매시 아동의 의사반영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통계적 질문은 연령, 가정의 월수입, 어머 

니의 직업을 물어보았으며 어머니의 의복관심도는 

아홉개의 문항으로 이 영선24 * 26 27 28）, 김 혜 원류은정逾의 

문항을 참고하여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다. 아동 

의 질문지는 언제 새옷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지（욕구인식）, 새옷을 갖고 싶을 때 옷을 살펴보는 

곳은（정보원천）, 부모님이 사다 주시는지 혹은, 부모 

님과 같이 동행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반영 정도 

가 어떠한지（구매방법）, 구매전에 새옷에 대해 바라 

는 점（구매시 고려요인）, 브랜드 사전을 토대로 제시 

한 아동복 브랜드 중 선호브랜드를 물어보았으며, 

새옷을 입은 후에 불만인 점은 무엇이었는지（사용후 

불만족） 등의 구매관련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밖에 성별과 학년, 성장 정도에 관 

련된 문항을 포함한다. 아동의 의복관심도는 열 개 

의 문항으로 유영미”）, 박순조28）, 고은기29）, 김 연주3。） 

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구매행동에 대한 자신의 의 

견이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3 

점 Likeit척도로 구성하였다.

24） 이영선, 소비자의 의복관여와 외적 정보탐색,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 김혜원, 소비자의 의복관여도와 의복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노무 1996
26） 류은정, 의복관여도에 따른 의복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邙一'1991
27） 諳* 言眾;墅 충9；희계층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구민학교 % 5- 6학년을 중심으로,诙여자대학교

28） 葺嘉看貫建方言言盲"荒석을 통한 아동복 디자인 연구-국민학교 5, 6학년 여아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 

次 곡乎기'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노무 1986
）囂色국装교 아동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인기도와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片화如버誌늘%彊 석사 

아뉘는 1992.

3. 표본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에 앞서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 

한 후 본조사를 시행하였다. 예비조사는 1999년 7월 

15일〜7월18일에 2개 초등학교에서 각각 30부씩 회 

수한 설문지 60부를 가지고 이루어졌으며,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a 값이 0.84였다. 본 조사는 서 

울을 강남/강북/강동/강서로 구분하여 지역에 따라 

공립, 사립, 한 학교씩 여덟개의 초등학교를 선출하 

였으며, 선출된 학교에서'5, 6학년 각각 한 반씩을 선 

정하여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 640부를 

1999년 8월 27일〜9월 14일 사이에 배부하였으며 이 

중 517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통계 프로그램 중 chi-square anal

ysis, 군집분석, ANOVA, Duncan's multifid range test 

를 시행하였다. 등간척도를 사용한 의복구매시 고려 

요인, 구입한 옷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 ANOVAf, 

그 외에 명명척도로 사용한 문항에 대해서는 chi- 

square analysis를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의복관심도

의복관심도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여 SPSS프로고 

램상의 K-Means cluster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 

으로 나누었다 아동의 경우 집단의 평균은 각각 1.3 

점 198, 2.3점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각각 2.2 

점, 3.0점, 3.7점이었다. 평균점수에 따라 의복관심도 

가 낮은 집단（저관심 집단）, 중간집단, 높은 집단（고 

관심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선호브랜드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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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사전(1999)을 참고하여 17개의 아동복 브 

랜드와 기타란을 제시하여 좋아하는 브랜드를 선택 

하게 하였다. 좋아하는 브랜드의 개수는 제한이 없 

었으며, 기타란에는 구체적인 브랜드명을 쓰게 하였 

다.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제이코시(29.4%)였으며, 

다음은 이랜드 주니어(25.5%), 리를 브렌따노(14.2%), 

미키클럽(13.2%), 미키마우스, 게스키즈(각각 11%)순 

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의복구매관련행동

1) 욕구인식 동기

언제 새옷을 갖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 아동들은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옷파는 곳을 구경할 때 

의 순으로 답하였고, 어린이날이나 생일 등 특별한 

때 갖고 싶다는 학생은 적었다. 옷 이외에 선물로 받 

을 만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어 아동들은 과거와 

달리 명절이나 생일에 옷을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 

여진다. 학년과 성별, 의복관심도 각각에 따른 집단 

간 욕구인식의 차이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T.V를 보 

거나 상점을 구경할 때 새옷을 갖고 싶어하는 경우 

가 많았고, 남학생은 주로 입을 입을 옷이 없다고 느 

껴질 때 새 옷을 갖고 싶다고 느꼈다. 학년별로는 5 

학년이 6학년에 비해 친구들과 T.V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6학년의 경우는 5학년에 비해 상점 구경 

을 통해 구매욕구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관심도에 따른 집단간에는 의복관심도가 높은 집단 

은 어린이날이나 생일 등 특별한날 옷을 갖고 싶어 

했고, T.V의 영향도 이 집단일 경우 높았다. 저관심 

집단에서는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질 때, 중간집단 

의 경우 상점을 구경할 때 새옷을 갖고 싶어했다.

2) 정보원천

아동들은 옷에 대한 정보를 주로 옷가게에 진열 

된 옷에서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살펴보지 않는 

다는 의견이 다음으로 많았다. 정보원천에 대해 인 

구 통계적 특성과 의복관심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검 

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과 의복관심도에 따른 집단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잡지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으며, 대체로 새 

옷에 대한 정보탐색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적극 

적이었다. 의복관심도에 따라서는, 고관심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잡지, 연예인 의상을 살펴본다는 아동 

이 많았으며, 저관심 집단의 경우 살펴보지 않는다 

는 응답자가 많았다. 중간집단의 경우 옷가게에 진 

열된 옷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높았다.

3) 구입방법

아동을 대상으로 구입방법에 대해 알아본 결과, 5 

학년은 주로 부모님이 사다주시는 경우가, 6학년에 

서는 부모님과 같이 가서 자신이 주로 고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이로는 한 살 차이지만, 옷을 구입하 

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시기에 옷 

에 대한 자신의 의견반영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입방법에 대해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집 

단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집단간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은 부모님이 

사다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부모님과 

같이 가서 자신이 주로 고르는 경우가 가장 많아 이 

는 10〜12세 아동을 조사한 Gesell의 연구洵중 남학 

생보다 여학생이 어머니와 같이 옷을 사러가기를 좋 

아하며 12세가 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동행하여 구 

매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여학생일 경우 

에는 사기전에 입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 

이 있다고 한 결과와 비슷하였다.

4) 의복 구매시 고려요인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의복구매시에 의복의 편안 

함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강은숙(1980), 박정 

애(1980), 박옥련(1984)등의 연구에서도 아동은 의복 

선택시에 편안함을 가장 우선하였다. 급격한 성장기 

임을 감안할 때 과거나 현재의 이러한 결과들은 당연 

한 것이라 보며, 앞으로도 아동들의 우선시 되는 고 

려요인은 편안함이라 본다. 그외에 입어서 어울리는 

지, 예쁘고 멋진 옷인지, 너무 튀지 않는 옷인지를높 

게 고려하었다. 유행하는 옷이나 유명한 상표, 고급 

스러워 보이는 등의 과시적 면에 대해서는 타 요인

16'\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46, p.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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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의 성별, 학년, 의복관심도에 따른 구매관련 행동

인특성 
욕구인식為 남 자 여 자 합계 5 학년 6 학년 합계

저관심 

집단

중간

집단

고관심 

집단
합계

친구들 옷
25 

(W-1)
23 

(9.0)
48 

(9-5)
30 

(11.4)
18

(7.5)
48

(9.5)
6 

(4.1)
16

(8.7)
20 

(3.3)
42 

(8.8)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질 때

127 
(51.0)

109 
(42.8)

236 
(46.8)

117 
(44.5)

120 
(49.8)

237 
(47.0)

90 
(62.1)

85 
(46.2)

50 
(33.4)

225 
(46.9)

상점 구경시
69

(27.7)
86

(33.7)
155 

(30.8)
75 

(28.5)
80

(33.2)
155

(30.8)
39 

(27.0)
64 

(34.8)
44

(29.3)
147

(30.7)

T.V
10 

(4.0)
26 

(10.2)
36 

(7.1)
26 

(9-9)
10

(4.1)
36 

(7.1)
5 

(3.4)
13 

(7.0)
16

(10.7)
34 

(기)

특별한 때

（어린이 날,생일…）

18
(7.2)

11 
(4.3)

29 
(5.8)

15
(5.7)

13 
(5.4)

28 
(5.6)

5 
(3-4)

6
(33)

20 
(13.3)

31 
(6.5)

합계
249 

(100)
255 

(100)
504 

(100)
263 

(100)
241

(100)
504 

(100)
145

(100)
184 

(100)
150

(100)
479 

(100)

疽 =24.194*** df그4 疽=11.412* df= 4 2 그 65.117*** df=8

남 자 여 자 합계 저관심집단 중간집단 고관심 집단 합계

친구들 옷 19( 7.5) 21( 8.3) 40( 7.9) 8( 5.0) 17( 8.8) 15(10.0) 40( 7.9)

옷가게에 진열된 옷 154(60.6) 155(61.5) 309(61.1) 84(52.2) 132(68.4) 84(56.0) 300(59.5)

잡 지 6( 24) 26(10.4) 32( 6.3) 3( 1-9) 11( 5.7) 20(13.3) 34( 6.8)

연예인 의상 17( 6.7) 20( 7.9) 37( 73) 2( 1.2) 15( 7.8) 24(16.0) 41( 8.1)

살펴보지 않는다 58(22.8) 30(11.9) 88(17.4) 64(39.7) 18( 9.3) 7( 4.7) 89(17.7)

합계 261(100) 256(100) 517(100) 161(100) 193(100) 150(100) 504(100)

疽 =24.7 응 5*** df=4 X2 느 H2.183*** df=8

广=18.809** df=4

구 입 방 법 ~ f -一一
성 별

남 자 여 자 합계

부모님이 사다 주신다 93(35.6) 50(19.7) 143(27.8)

부모님과 같이 가서 부모님이 주로 25(19.7) 36(14.2) 61(11.8)

부모님과 같이 가서 내가 주로 67(25.7) 86(33.8) 153(29.7)

부모님과 같이 가서 의논해서 73(27.9) 75(29.5) 148(28.7)

언니, 오빠（누나, 형）와 같이 간다 3( 1.1) 7( 2.8) 10( 2.0)

합계 261(100) 254(100) 515(100)

보다 점수가 낮았다. 의복관심도에 따른 집단의 의 

복구매시 선택기준의 고려 정도에 대해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유행하는 옷인가', '나에게 어울리는 

가 '유명한 상표인가', ’예쁘고 멋진 옷인가', '고급 

스러워 보이는 옷인가', '친구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옷인가'에 대해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 

택기준들에 대해 의복관심도가 높을수록 고려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관심 집단의 경우 유 

행에 대해 고려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고관 

심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행이나 예쁘고 멋진 

_ 567 -

부분적인 미응답으로 인해 총응답자 다름.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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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친구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옷인지를 고려하는 

정도가 높았다. 전체적으로 새 옷에 대해 고려하는 

정도는 의복관심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다• 

Duncans] 사후검증 결과 선택기준 중 '유명상표인가' 

에 대해서는 저관심 집단이 두 집단에 비해 유의하 

게 낮았으며, 그 외에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5) 구입한 옷에 대한 불만족

구입 옷에 대한 아동들의 불만족을 조사한 결과 

요인별 산술값의 평균이 1.7정도로 전체적인 불만정 

도는 높지 않았다. 이는 옷에 대한 관심이 성인에 비 

해 높지 않은 결과라 생각되 어진다. 불만요인 중 너 

무 평범한 것을 사다 주신다'는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에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반면 너무 

작은 것을 사다 주신다는 불만과 나이에 맞지 않은 

옷을 사다 주신다 라는 불만은 낮았다. 대체로 아이 

들은 디자인과 관련된 면에 불만이 많았으며, 크기에 

대해서는 빠른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업계나 부모님 

이 이를 고려하여 판매, 구입하기 때문에 불만이 낮았 

으리라 본다. 너무 어려 보인다든지, 너무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만이 낮은 것 

은 아동이 자신의 연령에 맞는 옷에 대한 인식이 모호 

하며, 업계에서도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취향을 

반영하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복관심도에 

따른 집단간 아동복 불만족 정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 정도에서 유의 

한 차가 나타났는데 고관심 집단이 저관심 집단에 비 

해 불만의 정도가 컸다. Dmcan의 사후검증결과 색상 

에 대한 불만의 경우, 고관심 집단이 저관심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고관심 집 

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4. 어머니의 아동복 구매 행동

1) 구입시기

아동복 구입시기에 대해 전체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계절이 바뀔 때 구입한다는 답변이 가 

장 많았다. 이는 아동기가 급격한 성장시기여서 매 

아동복 구매의사결정 복식문화연구

년 옷이 작아진 것이 주된 이유라 생각하며, 이 외에 

계절에 따른 새로운 유행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 다 

음으로는 옷이 낡아서 못 입게 되었을 때 주로 구입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는 5, 6학년 아동들의 활발 

한 신체활동으로 인해 의복이 낡아지는 경우가 많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명절이나 아동의 생일에 

옷을 구입하는 경우는 3.5%에 불과해 옷이 중요한 

선물로 쓰이던 과거와는 매우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의복관심도에 따른 집단간에 구입시기에 대한 차이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관심 집단의 경 

우 특정한 경우가 아닌 평상시에 구입하였고, 저관심 

집단은 옷이 낡았을 때 주로 구입하였다. 중간집단의 

경우, 명절, 생일과 같이 특별한 때 구입하는 경향이 

높았고, 평상시 구입하는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2) 구매장소

어머니들이 아동복을 구입하는 장소는 백화점, 대 

리점과 할인매장 순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을 선호하 

는 이유로는 제품의 종류가 많고 품질이 좋아서, 수 

선과 반품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연구物 

어】서 ,구매장소가 백화점에 집중되었던 것에 비해 할 

인매장, 대리점,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 

졌는데 이는 할인매장, 대리점, 재래시장이 쇼핑공간 

이나 품질적인 면에서 점점 향상되고 있는 유통구조 

에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의복관심도에 따 

른 집단간의 구매장소 차이검증 결과 유의한 차가 

났다. 고관심 집단이 백화점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 

았으며, 저관심 집단의 경우 재래시장을 주된 구매 

장소로 사용하였다. 대리점이나 할인매장의 경우는 

각각의 집단에서 사용하는 빈도가 비슷하였으나 상 

대적으로 중간집단이 주된 구매장소로 사용하였다. 

주로 물려입힌다는 의견은 전체의 4.7%에 해당하는 

낮은 수치였다.

3) 구매시 선택기준

아동복 구매시 어머니들이 가장 고려하는 기준은 

디자인이었으며, 그 다음은 가격, 옷감의 질, 세탁 편 

이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미애33)의 연구에서는 고 

려 하는 요인이 디자인과 색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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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박미애, 앞 글,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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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복관심도에 따른 선택기준 고려정도 및 불만족도

의복관심도
저관심집단 중간집단 고관심 집단 Mean F-vdue

유 행 1.49 A 1.90 B 2.26 C 137 6731*
나에게 어울리는 것 2.53 A 2,70 B 2.86 C W
입어서 편안함 2.79 2.77 2.69 Z75 L96
너무 튀지 않는 것 2.01 2.12 2.10 2.08 131
유명한 상표 1.62 A 1.88 B 2.02B 瑚 1152***
예쁘고 멋진 것 1.90 A 2.22 B 258 C 2.22 48.78*”
부모님이 좋아함 1.99 2.08 1.99 2.02 0.98
고급스러워 보임 1.58 A 1.77 B 2.07 C 1.80 23.07***
친구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옷 1.67 A 1.86 B 2.31 C 碰 3937***
J교］「ff의복관심도

저관심집단 중간집단 고관심 집단 F-value

너무 큼 1.56 1.65 1.66 L62 L52
너무 작음 1.37 1.29 1.36 133 1.12
색 상 1.56 A 1.70 AB 1.77 B 39户*
디자인 1.58 A 1.60 A L77 B IM 3.45*
너무 평범함 1.69 1.63 1.79 1.7G 2,12
너무 어른스러움 1.44 1.54 1.55 131 1.47
너무 어려 보임 1.37 A 1.41 AB 1.52 B 1.43 243
주머니가 없음 1.36 1.37 1.43 139 0.62

* p<05, ** p<01, *** p<001.
A, B, C: Duncan's Multiple rangAtest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색상의 경우 4.9%로 비교적 

고려정도가 낮았다. 이경손(1983)翊은 구매시 기능성 

과 실용성을 가장 고려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80년 

대 초반과 현재 의 아동복에서 가장 고려하는 기준에 

대해 어머니들의 인식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인 

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집단간 의복구매 고려요인에 

대한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거주지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강북지역의 응답 

자가 가장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많았으며, 강동지역은 디자인을 우선으로 고 

려하였다. 강서지역 응답자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 

해 옷감의 질, 세탁편이성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 

다. 본 연구에서 연령, 소득에 따른 고려요인은 차 

이가 없어, 박미애의 저연령, 고학력, 고소득층일수 

록 경제성이나 견고성보다는 디자인과 색상의 미적 

인 측면을 중시한다는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4) 유명브랜드 구입이유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입 

하는 이유를 알아본 결과 '값이 비싸도 품질 등에서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유명 

브랜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전체의 

1/4 정도에 해당하였다. 의복관심도에 따른 집단간 

유명브랜드 구입이유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 

가 나타났는데, 고관심 집단의 경우 '디자인이 세련 

되었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의견이 타집단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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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박미애, 앞 글.

34) 이경손 "어머니들의 아동복 구입현황과 관심에 관한 연구-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희지 21(1),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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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어머니의 의복관심도, 거주지에 따른 구매행동

의복관심도 

구입시기
저관심집단 중간집단 고관심 집단 합 계

명절, 아동생일 5( 3.4) 11( 5.1) 1( 0.8) 17( 3.5)

계절이 바뀔 때 53(36.3) 107(49.3) 60(46.5) 220(44.7)

평상시에， 30(20.5) 35(16.1) 39(302) 104(21.1)

경제적 여유시 9( 6.2) 10( 4.6) 9( 7.0) 28( 5.7)

옷이 낡았을 때 49(33.6) 54(24.9) 20(15.5) 123(25.0)

합 계 146(100) 217(100) 129(100) 492(100)

X2 그 26.988*** df=8 ***p<.001

의복관심도 
주된 구매장:^^ 저관심집단 중간집단 고관심 집단 합 계

할인매장 32(22.4) 60(27.9) 25(19.2) 117(24.0)

재래시장 37(25.9) 26(12.1) 17(13.1) 80(16.4)

대리점 34(23.8) 62(28.8) 25(19.2) 121(24.8)

백화점 30(21.0) 59(27.4) 58(44.6) 147(30.1)

주로 물려 입힌다. 10( 7.0) 8( 3.7) 5( 3.8) 23( 4.7)

합 계 143(100) 215(100) 130(100) 488(100)

Z 2 = 32.777*** df=8 ***p<.001

X2 = 30.221* df = 18 *p<.05

주 지 
선택기 ■£、、、、 강 남 강 북 강 동 강 서 합 계

디자인 52(40.4) 56(38.9) 58(45.0) 32(29.1) 198(38.7)

가 격 31(20.3) 38(26.4) 16(12.4) 25(22.7) 103(20.1)

세탁 편이성 13(102) 11( 7.6) 17(13.2) 17(15.5) 58(11.3)

바느질 7( 5.5) 6(4.2) 7( 5.4) 5( 4.5) 25( 4.9)
색 상 6( 4.8) 5( 3.5) 7( 5.4) 7( 6.4) 25( 4.9)

옷감의 질 19(14.1) 18(12.5) 18(14.0) 19(17.1) 74(14.5)

크 기 6(4.7) 10( 6.9) 6( 4.6) 7( 6.4) 29( 5.6)

합 계 129(100) 144(100) 129(100) 110(100) 512(100)

尤'=41.161*" df = 6 ***p<.001

'의복관심도 

유명브랜드 구입耳#'' 저관심집단 중간집단 고관심 집단 합 계

고품질 63(44.7) 121(57.9) 76(58.5) 263(54.2)

우수한 색상 5( 3.5) 11( 5.2) 8( 6.1) 24( 5.0)

세련된 디자인 17(12.1) 33(15.4) 32(24.6) 82(16.9)

구입하지 않는다 56(39.7) 46(24.5) 14(10.8) 116(23.9)

합 계 141(100) 214(100) 130(100) 485(100)

*p<.05s **rx.oi, ***p<.o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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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복관심도에 따른 아동복 불만족 정도 차이

~~~_______ 의복관심도

불만요인 ——   
저관심집단 중간집단 고관심집단 Mg F-vahje

바느질이 좋지 않다. 2.54 2.63 2.57 <K6
디자인이 예쁘거나 멋진게 없다. 2.41 2.55 2.52 2伽 135
가격이 비싸다. 3.60 A 3.83 B 3.79 B 3方
크기가 적당한게 없다. 2.76 A 3.03 B 3.21 B S3叶
옷감의 질이 좋지 않다. 2.27 A 2.52 B 2.50 B Tjj----------244 4E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다. 2.62 2.79 2.70
때가 잘 탄다. 2.55 A 2.88 B 2.68 A 員|&發卄二

색상이 다양하지 못하다. 2.57 2.71 2.68 2.66 知:"w
세탁후 색이 변한다. 2.58 2.72 2.67 2.67 IM面"":'

세탁후 형태가 변한다. 2.63 2.75 2.74 2.71 恣无衝"三"

브랜드마다 크기가 제감각이다 338 A 3.53 AB 3.68 B 3S3
*p<.05t ***pv.O이.

、B : Duncan Multiple range.test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많았다. 유명브랜드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는 의견 

은 저관심집단이 가장 높았다.

5) 구매후 불만족

전체 어머니 응답자를 대상으로 아동복 구매후의 

불만족 사항에 대해 알아본 결과 가격에 대한 불만 

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강경숙(1992)”)의 연구에서 시 

중의 아동복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동복 가격에 대한 불만족이 지속 

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으로는 브랜드마다 크기가 다르다는 것에 대한 불만 

이 높았다. 디자인 이나 옷감의 질, 색상에 대한 불만 

은 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구매자 

인 어머니들이 최근 아동복업계의 디자인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구 

매옷에 대한 아동들의 불만조사에서 아동들은 디자 

인이나 색상에 불만이 많았다. 이는 시중의 아동복 

의 디자인이 아동들의 취향보다 실구매자인 어머니 

의 취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최근 구 

매에 있어 아동의 의견 반영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구매자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아동의 욕구

35) 강경숙, 앞 글.

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의복관심도에 따른 불만사항에 대한 불만족 정도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저 

관심 집단의 불만이 낮았다. 특히 크기에 관한 것이 

나 옷감의 질 때가 잘 탄다는 문항에 대한 불만정도 

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았다. 이는 어머니 자신의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아이의 의복에 대한 

관찰의 정도가 세심함을 시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간집단의 불만 정도가 타집단에 비해 높았다.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가격과 크기, 옷감의 질에 

대한 불만은 저관심 집단과 다른 두 집단간에, 때가 

잘 탄다는 불만은 중간집단과 다른 두 집단간, 브랜 

드 크기 가 제 각각이 라는 불만은 저관심 집 단과 고관 

심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아동들은 부모님이 구매한 옷에 대해 너무 평범 

하다는 것과 색상, 디자인에 대한 불만족 정도가 높 

았으며 의복관심도가 높을수록 불만족 정도가 높았 

다. 제품 선택기준에 대해서 아동들은 구매할 옷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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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편안함을 가장 고려하였다. 특히 의복관심도 

가 낮은 아동이 편안함을 중요시 하였고, 의복관심 

도가 높은 아동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유행을 고려 

하는 정도가 높았다. 아동의 경우 색상이나 옷의 디 

자인 등에 관한 불만이 많았던 것에 비해 어머니들 

은 상대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불만은 적었다. 구매 

자인 어머니들의 경우 가격과 브랜드별로 제품크기 

가 다른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 그 결과 가격이 

적정한 아동복을 선호하게 되어 아동들이 원하는 색 

상, 디자인을 선택하지 못하여 아동의 불만족을 야 

기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동들은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질 때 새 옷을 갖고 싶어했으며, 친구들 

옷이나 상점의 옷 등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새 

옷에 대해 정보를 얻는 방법은 상점에 진열된 옷을 

주로 살펴보았고 여학생은 잡지를 많이 보았으며, 

의복관심도가 높을수록 연예인 의상과 잡지에서 옷 

을 살펴보는 경향을 보였다. 옷을 살 때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자신의 의견개입에 적극적이었다. 어머 

니들은 주로 계절이 바뀔 때 아동복을 구입하고 있 

었으며, 어머니의 의복관심도가 높을수록 아동복을 

평상시에 자주 구매하였다. 구매는 주로 백화점에서 

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의복관심도가 높을수록 이러 

한 경향이 높았으며 과거에 비해 재래시장이나 대리 

점, 할인점등 백화점이외 장소에서의 구매가 많아졌 

다. 유명브랜드를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 품질이 좋 

아서 구입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의 

복관심도가 낮을수록 유명브랜드를 구입하지 않았 

다. 의복 관심도가 높은 어머니들은 디자인이 세련 

되어 구입한다는 경향이 있었다. 어머니들은 전체적 

으로 아동복 구매시 디자인을 가장 중시하였고 강북 

지역 거주자들은 가격을, 강동지역 거주자들은 디자 

인 측면을 가장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마케팅 시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1. 아동복 디자인에 대해 어머니들이 불만이 적었 

던 것에 비해 아동들의 불만은 높았다. 이는 업 

계에서 아동의 취향보다 구매자인 어머니의 취 

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어 

머니들이 디자인 측면에 있어 아동의 취향을 잘 

알지 못하는 것에 있다. 특히 최근의 5, 6학년 학 

생들은 패션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자신의 옷에 

복식문화연구

대한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다. 따라서 실사용자 

인 아동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이 필요하다.

2.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를 평균적으로 2개 정도 가지고 있었다. 

상표명을 기억한다는 것은 상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최근에 아동복 구매시 아동 

의 의견개입 정도가 커진 것을 반영해서 아동복 

마케팅시 자사의 브랜드에 대한 광고 및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3- 생일이나 명절 등 특별한 날 옷을 갖고 싶다는 

의견은 전체의 5-6% 정도에 불과하였고, 어머니 

들은 계절이 바뀔 때 아동복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아동의 생일날 카드를 보내주는 판촉은 

판매촉진 방법으로는 비효과적이라 생각되며, 

계절이 바뀔 때 신상품이 소개된 카달로그나 엽 

서를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4. 아동들은 아동복 점포를 구경할 때 옷을 갖고 싶 

다는 의견이 전체의 30% 정도였다. 아동복일 경 

우 구매자인 어머니들만이 아닌 최근의 아동 취 

향을 반영한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쓴다면 아동 

들의 욕구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구매 

와 연관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5. 구입시 자신의 의견반영에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매우 적극적이었다. 구매시점 자극물(POP) 

을 설치할 경우 여학생에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 

되어진다.

6. 점포내 제품배치를 할때 동선을 고려하여 어머 

니옷과 아동복을 같은증이나 가까운 곳에 두거 

나 디스플레이시 같이 제시하는 방법이 아동복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으리라 보며 또한, 아동복 

과 어머니옷 광고의 가까운 배치가 관심을 끌기 

에 효과적이며, 구매욕구를 일으키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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