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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ccomplished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 of clothing materials and the clothing demand 
performance for underwear and everyday dress of atopic patients. As this study was the research study by 헌 use 
of a questionnaire, the finally total 987 copie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SPSS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data. To analyze the data,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Z2-test,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test, ANOVA and Duncan's multiple comparisons were used. The remits obtained are as 
follows. In factor analysis for clothing materials and the demand performance which atopic patients favor, the 
preference factors for underwear materials were classified as pliability/a sense of weight, 저 sense of cold and warmth, 
tactility, and elasticity. Those for everyday we^r were classified as pliability/surface roughness, a sense of c이d and 
warmth, a sense of weight, and elasticity. And the demand performance favors for underwears were classified as 
thermophysiology, care convenience, and skin contact. Those for everyday wear were classified as comfortableness 
and care convenience. In the difference analysis for the preference and the demand performance, Both everyday wear 
and underwear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preference and the demand performance according to gender, 

age, income, education level, and occupation.

Key words: atopic detematitis（아토피 피부염）, demographic chara어eristic（인구통계적 특성）, preference for 
clothing m기erials（의복 소재 선호）, demand performance for clothing materials（의복 소재 요구 성능）.

I.서론

대기 오염이나 주거 환경의 변화 등은 다양한 질 

환을 유발하였으며, 이러한 질환 중 고질적인 피부 

질환으로 최근 그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질환 중의 

하나가 아토피 피부염이다.

아토피란，비정상적인 반응', '기묘한', '뜻을 알 

수 없는'이란 의미로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1923년 Coca와 Cooke이 유전성을 가지는 이상한 질 

병으로 처음 정의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은 

유전적 요인과 함께 산업화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이 논문은 200臆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331-C00339).
+ 교신저자 E-mail : phykk@kyungnam.ac.kr
1) 홍천수, “우리나라에서 아토피가 증가하고 있는가,'' 알레르기 15권 3호 (1995), pp. 3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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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최근 연구에서 밝혀 

지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 요인과 관련한 대표적인 선 

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동원2)의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에 중요한 항목으로 발한, 열감, 콜린 

성 두드러기, 의류 보푸라기, 스트레스와 양모 소재 

의류로 이러한 항목에 의해 소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 최혜정 외"의 연구에서는 한국 성 인형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 혹은 악화 요인에 대해 살펴 

본 결과 환자군에서 유의했던 12가지 유발 요인 중 

고위험군에서도 유의했던 것은 덥거나 땀이 나는 환 

경, 모직으로 된 옷, 꽃가루의 3가지로 나타났다. 김 

우경 외9의 연구에서는 1990년에서 1994년까지 5년 

간 아토피 유병율은 증가되었으며, 그 원인으로는 

집먼지 진드기 등의 실내항원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 박영민 외分의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악화 

요인을 조사한 결과 양모，. 발한, 더위, 건조, 과도한 

목욕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에는 다 

인자 요소들이 작용하며,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 

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거친 의복 소재도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 증상으로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 

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름에는 피부 

의 땀구멍이 잘 열리지 않아 땀을 배출시킬 수 없어 

그 부위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우며, 겨울에는 

피부의 습기가 부족하여 건조해지고 거칠어진다. 이 

에 의복 섬유는 종류에 따라 피부에 자극을 주는 요 

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의복은 인체의 가장 근접한 환 

경으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기후 내에서도 또 하나 

의 미세 기후를 형성하므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의복 선택 시 소재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됨으로써 이로 인해 고통 받는 환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있으며,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의학, 식품, 대체의학, 기능성 섬유의 

개발 등의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분명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 

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연령 분포를 보면 과거에는 

주로 어린이들에게 문제가 되어 왔으며, 태열로 인 

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10세 이상이 되면 자 

연히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성인 

아토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는 사회생활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환경 오염의 심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성인 아토피는 자연 치유의 

확률이 높은 소아 아토피에 비해 자연 치유가 잘 되 

지 않는다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Q

이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 발병률의 급증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방안 

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아토피 질환은 여러 요인 

들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고질적인 피부질환이므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나 완화를 위해서는 아토 

피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의 

복 소재와 아토피 피부염과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아토피 질환자들의 의복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 

들을 대상으로 의복 소재 선호도 및 요구 성능에 대 

해 검토함으로써 아토피 질환자들에게 적당한 의복 

소재를 개발할 수 있는 초안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2) 이동원, 변대규, 김진우, ''설문지를 통한 한국인 아토피피부염 임상병력의 진단적 중요성에 관한 연구,” 대한 

피부과학회지 35권 3호 (1997), pp. 443-449.
3) Ibid., pp. 443-449.
4) 최혜정, 김규한, 김명남, 김진우, 노영석, 박천욱, 양준모, 이관훈, 이애영, 이정덕, 조상현, Op. cit., pp. 1152-1160.
5) 김우경, 박재경, 이상록, 손지용, 김윤근, 지영구, 송숙흰, 조상현, 민경업, 김유영, “최근 서울지역에서의 

아토피의 증가 현상: 1900〜 1994," 알레르기 15권 3호 (1995), pp. 304-310.
6) 박영민, 박홍진, 김태윤, 김정원, “피부과 외래환자에서 아토피피부염의 상대 빈도와 임상적 특징 및 검사 

소견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과학회지 35권 1호 (1997), pp. 96-106.
7) “아토피 잡으려면 폐기능 높여줘야”, 환경비즈니스 ［온라인정보지］ (2006년 7월 13일 ［2006년 11월 10일 

검색］; available from World W记e Web@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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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부분적으로는 피부 정상의 완화와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n.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내의와 일상 

복） 소재 재질감예 대한 선호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내의와 일상복） 소재 재질감의 선호 차이 

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내의와 일상 

복）에 대한 요구 성능 요인을 분석한다.

넷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내의와 일상복） 요구 성능의 차이에 대해 

분석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연구로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 통계적 요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 소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정도, 아토피 피부 

염 증상 정내의와 일상복 소재 재질의 선호도, 그 

리고 내의와 일상복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내의와 일상복의 소재 

재질감 선호도는 선행 연구 라채숙时의 연구와 홍경 

희 외'）의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를 선택 수정한 

내용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 방법은 

7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의와 일상복 선 

택 시 요구되는 성능 문항은 선행 연구 정인희'。）의 

연구와 김희숙 외''）의 연구에서 선택 수정한 내용으 

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방법은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 소재 선 

호도와 요구 성능에 대한 연구이므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 

간은 2006년 10월에서 2007년 2월에 걸쳐 실시되었

〈표 1>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
남성 

(nM58)
여성

（护529）
인구통계적 특성

남성

(n=458)
여성 

(n=529)

20 대 196 229 200만원 미만 118 57

연령
30 대 100 145

월 소득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63 119

40 대 79 1 이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28 238
SO 대 83 54 400만원 이상 49 115

사무직 27 22
전문직 57 53

중학교 졸업 이하 67 59 판매/서비스및생산직 29 56
최종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3 154

직업
공무원/교육자 28 21

학력 대학교 재학 및 휴학 109 95 자영업 77 17
대학교 졸업 이상 169 221 학생 163 178

무직및기타 77 19
주부 - 163

8） 라채숙, ''웨딩드레스의 선택행동 및 이미지와 소재 선호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p. 1-85.
9） 홍경희, 김재숙, 박춘순, 박길순, 이영선, 김재임, "여성복 춘추복지의 태에 관한 연구（제 1보）: 태의 주관적 

평가척도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8권 3호 （1994）, pp. 327-338.
10） 정인희, "의류제품 구매 시 소재의 영향과 소비자 소재 선호 구조 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호 （2002）, 

pp. 83-9과.

H） 김회숙, 나미희, “자켓용 소재의 태와 감성 이미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희지 28권 3/4호 

（2004）, pp. 38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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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실 조사 지역은 경북 및 대구, 부산 및 경남 지 

역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회수된 

1,500부 중 분석의 신뢰도에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987부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표 1〉과 같다.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 

뢰도 검증, 요인 분석, /-test, ANOVA와 Duncan의 다 

중범위 검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皿 결과 및 논의

1.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 소재 재질감에 

대한 선호도

1)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선호 소재 재질감에 

대한 요인 분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내의류와 일상복의 의복 

소재 재질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18개의 형용사 

쌍으로 요인 분석을 통해 선호도 구성요인을 알아보 

았다. 요인 수는 고유값 L0 이상으로 하여 Varimax 

직교회전을 시킨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먼저 내의 소재 재질 선호도의 요인 분석는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딱딱한-부드러우 투박한-투박하지 않은, 

뻣뻣한-유연한, 거친-섬세한, 두꺼운-얇은, 무거운-가 

벼운, 까실까실한-매끄러운, 껄끄러운-매끄러운, 우 

툴두툴한-편편한으로 9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형용사의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유연성/무게감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38.138%를 차지하였 

다. 요인 2는 차가운-따뜻한, 딱딱한-포근한, 단단한- 

푹신한으로 3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형용사의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냉온감이라 명명하였으며, 전 

체 설명력의 12.107%를 차지하였다. 요인 3은 보송 

보송한-촉촉한, 사각사각한-사각하지 않은, 바삭바삭 

한-흐물흐물한, 촘촘한-성근으로 4개의 형용사쌍으 

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감촉성이라 명명 

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8.03%를 차지하였다. 요인 

4는 늘어지지 않는-늘어지는, 탄력 없는-탄력 있는 

으로 2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신축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6.476 

%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일상복 소재 재질 선호도 요인 분석결 

과, 요인 1은 거친-섬세한, 까실까실한-매끄러운, 뻣 

뻣한-유연한, 껄끄러운-매끄러운, 우툴투툴한-편편한, 

성근-촘촘한 으로 6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전 

체적인 의미에 따라 유연성/표면요철성이라 명명하 

였으며, 전체설명력의 23.439%를 차지하였다. 요인 

2는 단단한-푹신한, 차가운-따뜻한, 딱딱한-부드러운,

〈표 2〉아토피 피부염 환자 내의 소재재질감에 대한 선호도 요인

요인 1-유연성/무게감 요인 2-냉온감 요인 3-감촉성 요인 4■신축성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 쌍

요인 

부하량

딱딱한-부드러운 

투박한-투박하지 않은 

뻣뻣한-유연한 

거친-섬세한 

두꺼운-얇은 

무거운-가벼운 

까실까실한-매끄러운 

껄끄러운-매끄러운 

우툴두툴한-편편한

.809

.807

.802

.767

.730

.636

.685

.644

.540

차가운-따뜻한

딱딱한-포근한

단단한-푹신한

.756

.672

.568

보송보송한-촉촉한 

사각사각한-사각하지 않은 

바삭바삭한-흐물흐물한 

촘촘한-성근

.795

.696

.567

.545

늘어지지 않는

들어지는 

탄력 없는- 

탄력있는

.606

.820

변량=38.18% 
누적 변량=38.18% 

고유치 =6.11 
a 신뢰도=,901

변량니 2.11 % 
누적 변량=50.30% 

고유치니.94 
a 신뢰도=.700

변량=8.03% 
누적 변량=58.32% 

고유치늬.29 
a 신뢰도=.59

변량=6.48 % 
누적 변량=64.80%

고유치=1.04
a 신뢰도=.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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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포근한, 보송보송한-촉촉한으로 5개의 형용 

사쌍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냉온감이 

라 명명하였으며, 전체설명력의 11.17%를 차지하였 

다. 요인 3은 무거운-가벼운, 두꺼운-얇은, 투박한-투 

박하지 않은, 사각사각한-사각하지 않은, 바삭바삭한 

-흐물흐물한의 5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무게감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설명력 

의 9.27%를 차지하였다. 요인 4는 늘어지지 않는-늘 

어지는, 탄력 없는-탄력 있는의 2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신축성이라 명명하 

였으며, 전체설명력의 8.34%를 차지하였다.

2) 인구통계적 변인 따른 의복 소재 재질감에 대 

한 선호도의 차이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내의 의복 소재의 선 

호도 차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내의와 일상복의 소재 재질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Mest와 ANOVA, Duncan의 다중범 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내의 소재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연성/무게감 요인(p<.001), 냉온감 요인0<.01) 

그리고 신축성 요인(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으며, 3가지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평균점 

수를 보임으로써 내의 소재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유연하고 가벼우며 따뜻하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남성의 내의 소재 선호도 

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내의 소재 선호도의 차이 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유연성/무게감 요인(p<.001), 냉온감 요인 

3<.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연성/무게 

감과 냉온감 요인에 있어서는 50대, 20대, 그리고 30 

대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40대에 비해 20대, 

30대 그리고 특히 50대가 내의 소재의 재질로 유연 

하고 가볍고 따뜻한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른 내의 소재 재질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면 감촉성 요인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는데, 대학 재학 및 휴학 집단, 대학 졸업 이상의 

집단 그리고 중학교 졸업 집단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 중 대학 재학 및 휴학 이상의 집단이 

내의 소재로 감촉성이 있는 재질을 더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내의 소재 재질의 선호도 차이를 살펴 

보면 유연성/무게감 요인(p<.001), 냉온감 요인(p< 

,001), 감촉성 요인(p<.001), 신축성 요인(p<.0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연성 및 중량감 요인 선 

호에서는 공무원 및 교육자 집단, 무직 및 기타 그리 

고 학생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공 

무원 및 교육자 집단이 내의 소재로 유연하고 가벼 

운 재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온감 요인

〈표 3>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일상복 소재에 대한 선호도 요인 분석

요인 1-유연성/표면요철감 요인 2-냉온감 요인 3-무게감 요인 4•신축성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형용사쌍

요인 

부하량

거친-섬세한 

까실까실한-매끄러 身 

뻣뻣한-유연한 

껄끄러운-매끄러운

우툴투툴한■편편한 

촘촘한-성근

.784

.704

.692

.567

.509

.473

단단한-푹신한

차가운-따뜻한

딱딱한-부드러운

딱딱한-포근한

보송보송한-촉촉한

.781

.710

.612

.609

.570

무거운-가벼운 

두꺼운-얇은 

투박한-투박하지 않은

사각사각한-사각하지 않은 

바삭바삭한-흐물흐물한

.643

.643

.619

.600

.590

늘어지지 않는

들어지는 

탄력 없는- 

탄력 있는

.814

.778

변량=28.44% 
누적 변량=28.44% 

고유치 =155 
任 신뢰도=.77

변량니 1.17% 
누적 변량=39.61% 

고유치비.79 
a 신뢰도=.72

변량=927% 
누적 변량=18.87% 

고유치늬.48 
。신뢰도=.69

변량=&34% 
누적 변량=57.21% 

고유치 =1.34 
。신뢰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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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성별에 따른 내의와 일상복 소재의 선호도 차이

내의 일상복

성별 
선호도 亙힌''、、^

남

（护啊

여 

(n=529)
/값

성별 

선호도

남

(n=곽 58)

여 

(n=529)
/값

유연성/무게 감 8.902 9.911 -9.525*** 유연성/표면요철 4.978 5.076 -1.768

온냉 감 5.056 5.267 -3.480** 냉온감 5.022 5.159 -2.583*

감촉성 3.686 3.556 1.668 무게 감 4.661 4.759 -2.146*

신축성 4.901 5.082 — 2.641** 신축성 3.741 3.710 0.353

* p<.05, ** p<・01, *** P<・OOL

에서는 공무원 및 교육자 집단, 무직 및 기타, 그리고 

학생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서 공무원 및 

교육자 집단이 내의류 소재로 다른 집단에 비해 좀 

더 따뜻한 재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 

촉성 요인에서는 공무원 및 교육자,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전문직 그리고 자영업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공무원 및 교육자 집단이 내의류 소재로 

감촉성이 있는 재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요인에서는 공무원 및 교육자 집단이 가장 높 

은 값을 보였으며, 그 외의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며, 공무원 및 교육자 집단이 내의류 소재 

로 신축성이 있는 재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월 소득에 따른 내의 소재 재질 선호도 차이를 살 

펴보면 유연성/무게감 요인（p<.ooi）, 냉온감 요인（?< 

.001）, 감촉성 요인3<.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데, 유연성/무게감 요인에서는 월 소득이 300만원 이 

상의 집단이 가장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300만원 이 

상 집단이 내의류 소재로 유연하고 가벼운 재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온감 요인에서는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 월 소 

득 400만원 이상의 집단 그리고 월 소득 200만원 이 

상 300만원 미만의 집단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임으 

로써,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집단이 내의류 소 

재로 따뜻한 재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촉성 요인에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집단과 월 

소득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순으로 높은 점 

수를 보임으로써 300만원 이상 집단이 내의류 소재 

로 감촉성이 있는 재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여성 내의 소재 재질 선 

호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내의 소재 재질 선호도 차이를 살펴 

보면 감촉성 요인（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연령이 50대인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으로써 50대 집단이 내의류 소재로 감촉성이 있는 

재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감촉성 요인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과 대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내의류 

소재로 감촉성이 있는 재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유연성/무게감 요인 

（p<.oi）, 감촉성 요인（p<.oi）, 신축성 요인（p<.oi）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연성 및 중량감 요인에 

서는 공무원 및 교육자 그리고 사무직 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이들 두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연하고 가벼운 소재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촉성 요인에서는 무직 및 기타, 주부 집단, 

학생 그리고 공무원/교육자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무직 및 기타와 주부 집단이 다른 집단 

에 비해 내의류 소재로 감촉성이 있는 재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요인에서는 자영 

업, 전문직, 주부, 학생,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공무 

원/교육자 그리고 사무직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자영업, 전문직, 주부, 학생,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에서 내의류 소재로 신축성이 있는 재질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유연성/무게감 

요인3<・0이）, 냉온감 요인（p<.oi） 그리고 신축성 요 

인（p<.oi）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유연성/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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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냉온감 요인에서는 2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월 소득 200만원 이상 집단 

이 다른 집단보다 유연하고 가벼우며 따뜻한 재질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요인에서 

는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그리고 400만원 이상의 

집단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월 소득 

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이 내의류 소 

재로 신축성이 있는 재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일상복 소재 재질 선 

호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일상복 소재 재질의 선호도 차이를 살 

펴 본 결과, 냉온감 요인3<.05)과 무게감 요인(p<.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높 

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일상복 소재로 여성이 더 

따뜻하고 가벼운 소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남성들의 일상복 소재 재 

질의 선호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일상복 소재 재질의 선호 차이 결과, 

유연성/표면요철성 요인0<0)과 냉온감 요인0<.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더L 유연성/표면요철성 요 

인에서는 20대와 50대 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 

써 20대 및 50대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유연하고 표 

면이 매끄러운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온감 요인에서는 50대, 30대 그리고 20대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50대가 다른 집단보다 일상 

복 소재로 따뜻한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른 일상복 소재 재질 선호도 차이 

결과, 무게감 요인(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 

더), 고등학교 졸업 집단, 대학교 졸업 이상의 집단 그 

리고 대학 재학 및 휴학 집단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일상복 소재 

로 가벼운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직업에 따른 일상복 소재 재질 선호도 차이 결과, 

유연성/표면요철성 요인0<.01), 냉온감 요인3<.001), 

무게감 요인3<.05), 신축성 요인(p<.0이)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표면요철성 요인에서는 공 

무원/교육자, 무직 및 기타, 학생 그리고 자영업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공무원/교육자 

와 무직 및 기타 집단이 일상복 소재로 유연하고 표 

면이 매끈한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냉온감 요인에서는 공무원/교육자 그리고 무 

직 및 기타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공 

무원/교육자가 일상복 소재로 따뜻한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게감 요인에서는 

자영업, 공무원/교육자, 학생 그리고 사무직 등의 순 

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자영 업과 공무원/ 

교육자가 일상복 소재로 가벼운 재질의 소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요인에서는 공무 

원/교육자,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자영업 그리고 학 

생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공무원/ 

교육자가 일상복 소재로 신축성이 있는 재질의 소재 

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른 일상복 소재 재질의 선호도 차이 

결과, 유연성/표면요철성 요인(p<.001), 무게감 요인 

(p<.001) 그리고 신축성 요인(p<.001)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유연성/표면요철성 요인에서는 월 소득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 400만원 이상의 

집단, 그리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집단 순 

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 중 월 소득 300만원 이 

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이 일상복 소재로 유연하고 

표면이 매끈한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게감 요인에서는 월 소득이 200만원 이 

상의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200만원 

이상의 집단이 일상복 소재로 가벼운 소재를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요인에서는 월 소 

득 400만원 이상 집단, 월 소득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그리고 월 소득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의 집단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월 소 

득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일상복 소재로 신축성이 

있는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고려할 때 월 소득이 높 

아질수록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여성들의 일상복 소재 재 

질의 선호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일상복 소재 선호도의 차이 결과,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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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따른 내의 소재의 선호도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

남성 여성

유연성/ 

무게 감
냉온감 감촉성 신축성

유연성/ 

무게 감
냉온감 감촉성 신축성

20 대 9.034b 5.172bc 3.437 4.888 10.008 5.147 3.454a 5.087

30 대 8.970b 4.925b 3.709 4.940 9.833 5.326 3.467a 5.003

연령 40대 7.997a 4.554a 3.772 4.696 9.790 5.370 3.502a 5.262

50대 9.368b 5.365c 3.859 5.078 9.935 5399 4.333b 4.935

F비 10.223*** 11.795*** 2.125 2.132 0.594 2.377 9.149*** 1342

중학교 졸업 이하 9.019 5.030 3.522ab 4.761 9.818 5.199 4.136b 4.831

고등학교 졸업 9.084 5.241 3.392a 4.800 9.930 5.252 3.366a 4.937
죄。 대학 재학 및 휴학 8.787 4.966 3.869b 4.862 9.868 5.116 3.744a 5.124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8.808 5.002 3.828b 5.047 9.940 5.361 3.454ab 5.183

F비 0.846 1.886 4.036** 2.173 0.121 1.718 7.729*** 2.081

사무직 8.232a 4.352a 3.161a 4.813a 10.398b 4.977 3.121a 4.796ab

전문직 8.167a 4.759b 3.906c 5.046a 9.991ab 5.335 3.308ab 5.151b

판매/서비스 및 생산 8.379ab 4.767b 3.954c 4.759a 9.393ab 5.290 3.256a 5.125b

자영업 8.646abc 4.789b 3.801bc 4.773a 9.897ab 5.412 3.392ab 5.324b

직업 학생 9.080bc 5.181c 3.632abc 4.815a 10.128ab 5.177 3.506ab 5.140b

무직 및 기타 9.270c 5.341c 3.277ab 4.903a 8.855a 4.908 4.000b 3.974a

공무원/교육자 10.241d 5.866d 4.583d 5.804b 10.452b 5.321 3.381ab 4.905ab

주부 - - - - 9.814ab 5.394 3.843b 5.147b

F비 7.335*** 10.636*** 5.551*** 4.807*** 3.344** 1.512 3.298** 3.139**

200만원 미만 8.407a 4.684a 3.379a 4.945 8.978a 4.855a 3.468 4.763a

o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8.710a 4.963b 3.620ab 4.945 9.815b 5.261b 3.594 5.067ab
흐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9.356b 5.506c 3.945b 4.923 9.988b 5.390b 3.608 5.229b
소不 40蹌만원 이상 9.546b 5.087bc 3.966b 4.888 10.311b 5.224b 3.675 4.952ab

F비 9 591*** 17.029*** 5.323** 0.613 9.689*** 5.333** 0.915 3.271**

* p<.05, ** p<.01, *** p<.001.
&b,c는 Duncan-test 결과임, a<b<c<d

온감 요인(p<.01), 무게감 요인3<.01) 그리고 신축성 

요인(p<.ooi)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냉온감 요 

인에서는 40대, 50대 그리고 20대의 순으로 높은 점 

수를 보였으며, 이 중 40대가 일상복 소재로 따뜻한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게 

감 요인에서는 5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순으로 높 

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5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일상복 소재로 가벼운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요인에서는 50대가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임으로써, 50대가 일상복 소재로 신축성이 

있는 재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른 일상복 소재 재질 선호도의 차 

이 결과, 무게감 요인(p<.001)과 신축성 요인(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무게감 요인에서는 중 

학교 졸업 집단, 고등학교 졸업 집단 그리고 대학 재 

학 및 휴학 집단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중학교 졸업 집단이 일상복 소재로 가벼운 소재 

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요인에서 

는 중학교 졸업 집단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중학교 졸업 집 

단이 일상복 소재로 신축성이 있는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일상복 소재 재질 선호도의 차이 결 

과, 유연성/표면요철성 요인(p<.05), 냉온감 요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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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그리고 신축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표면요철성 요인에서는 자영업, 주부 

그리고 공무원 및 교육자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자영업 집단이 일상복 소재로 유연 

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재질의 소재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온감 요인에서는 주부, 공무원/ 

교육자, 전문직, 학생,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그리고 

자영업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주 

부, 공무원/교육자, 전문직이 일상복 소재로 따뜻한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성 

요인에서는 무직 및 기타, 주부, 자영업 그리고 학생 

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무직 및 기타 

집단이 일상복 소재로 신축성이 있는 재질의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른 일상복 소재 선호도의 차이 결과, 

유연성/표면요철성 요인（p<.ooi）과 신축성 요인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연성/표면요철성 요 

인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200만원 이상 집단이 유연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축성 요인에서는 월 소득 400만원 이상 집단 그리고 

200만원 미만 집단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복 소재의 선호도의 차이

변인

남성 여성

유연성/ 

표면 

요철성

냉온감 무게 감 신축성

유연성/ 

표면 

요철성

냉온감 무게 감 신축성

20 대 5.060b 5.020b 4.668 3.799 4.986 5.133ab 4価a 3.614a
30대 4.840a 5.032b 4.608 3.450 5.119 5.041a 4.696ab 3.621a

연령 40 대 4.775a 4.630a 4.535 3.779 5.135 5,360b 4.855ab 3.564a
50 대 5.145b 5.376c 4.828 3.922 5.237 5.21 lab 4.921b 4.630b

F비 4.722** 10.600*** 2.502 1.899 1.499 3.295** 5.612** 9.842***

중학교 졸업 이하 5.059 4.884 4.545a 3.567 4.953 5.109 5.038b 4.356b
고등학교 졸업 5.106 5.075 4.805b 3.597 5.151 5.095 4.797ab 3.947ab

최종 대학 재학 및 휴학 4.954 4.963 4.628ab 3.823 4.973 5.139 4.795ab 3.523a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4.921 5.081 4.632ab 3.872 5.103 5.226 4.641a 3.566a

F비 2.183 1.169 4.036** 1.162 1.132 0.925 5.547*** 7.607***

사무직 4.726ab 4.882a 3.204a 5.118 亦 4.682a 4636 3.477a
전문직 4.783昉 4.7山 4.592ab 3.773ab 5.026ab 5.155b 4.778 3.434a
판매/서비스 및 생산 4.531a 5.103a 4.483a 3.948bc 4.971ab 5.004ab 4.563 3.348a
자영업 4964%! 4.97飯 4.87比 3.786abc 5.365b 5.000ab 4.574 394 Eb

직업 학생 5.091cd 4.969a 4.646ab 3.709abc 5.037ab 5.198ab 4.881 3.652ab
무직 및 기타 5.134d 5.1<hb 4.588ab 3.318ab 4.453a 4.80魚b 4.776 4.447b
공무원/교육자 5.31 Id 5.486b 4.857b 4.786d 5.095ab 5.238b 4.917 3.357a
주부 - - - 5.206ab 5.285b 4699 3.954ab

网 3.698** 2.794서녀8* 2.203* 4.730*** 2.123* 2.718** 2.007 2.961**

200만원 미만 4.754a 4.936 4.445a 3.284a 4565a 4.905 4.6拐 3.763ab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923ab 4.955 4,666b 3.696b 5.173b 5.146 4.745 3.597a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5.197c 5.152 4.750b 3.992bc 5.151b 5.178 4792 3.590a

소 =亍
烦만원 이상 5.131bc 5.118 4.820b 4.337c 5.075b 5.217 4.822 4.048b

F비 7.472*** 1.949 6.039*** 8365*** 6.942*** 2316 1.189 3.387**

* p<-05, ** p<.01, *** p<.OOl.
씨財는 Duncan-test 결과임, a<b<c<d,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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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월 소득 400만원 이상 집단이 일상복 소재로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 요구 성능

1) 내의 및 일상복 요구 성능 요인 분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내의류와 일상복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의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12개의 변수 

를 이용하였다. 요인 수는 고유값 1.0 이상으로 하여 

Varimax 직교회전 시킨 결과, 내의류에 대한 요구 성 

능요인은 3개, 일상복에 요구되는 성능요인은 2개로 

나타났다.

먼저 내의류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땀 흡수성, 통기성, 기온 적합성으로 3개 

의 변수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온열 생 

리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41.71%를 

차지하였다. 요인 2는 형태 안정, 활동성, 정전기, 보 

풀, 세탁 편리성으로 5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전체적 

인 의미에 따라 관리 편리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 

체설명력의 54.58%를 차지하였다. 요인 3은 피부 접 

촉감, 자외선 차단성, 피부 자극성, 피부 결점으로 4 

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피부 

접촉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 설명력의 8.84%를 

차지하였다.

일상복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활동성, 피부 자극성, 자외선 차단성, 정

〈표 8> 일상복에 요구되는 성능요인

요인 1 
쾌적성

요인 

부하량

요인 2 
관리 편리성

요인 

부하량

활동성 .791
피부 자극성 .766
자외선 차단성 .762
정전기 .700
기온 적합성 .653 세탁 편리성 .886
피부 접촉감 .624 형태 안정성 .837
통기성 .559
보풀 .548
땀 흡수성 .541
피부 결점 ,521

변량W6.29% 변량니0.35%
누적 변량=46.29% 누적 변량=56.63%

고유치 =5.55 고유치니.24
a 신뢰도=.87 a 신뢰도=.79

전기, 기온 적합성, 피부 접촉감, 통기성, 보풀, 땀 흡 

수성, 피부 결점으로 10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전체 

적인 의미에 따라 쾌적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설 

명력의 46.29%를 차지하였다. 요인 2는 세탁 편리성, 

형태 안정성으로 2개의 변수로 구성되며, 전체적인 

의미에 따라 관리 편리성이라 명명하였으며, 전체설 

명력의 10.35%를 차지하였다.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의복 요구 성능의 차이

(1)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내의류 요구 성능에 

대한 차이

〈표 7> 내의류에 요구되는 성능요인

요인 1 
온열 생리성

요인 

부하량

요인 2 
관리 편리성

요인 

부하량

요인 3 
피부 접촉성

요인 

부하량

형태 안정 .801
피부 접촉감 .870

땀 흡수성 .845 활동성 .714
자외선 차단성 .845

통기성 ,761 정전기 .680
피부 자극성 .617

기온 적합성 .753 보풀 .542
피부 결점 .488

세탁 편리성 .404

변량=41.71% 변량=12.87% 변량=8.84%
누적 변량X1.71% 누적 변량=54.58% 누적 변량W3.42%

고유치 =5.01 고유치=1.54 고유치=L06
a 신뢰도=.80 a 신뢰도n.79 ° 신뢰도气79

-690 -



제 16 권 제 4 호 박영 희 97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내의류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표 9> 및〈표 11〉과 

같다.

성별에 따른 요구 성능 차이 결과 온열 생리성 요 

인0<.01), 관리 편리성 요인(p«.OOl), 그리고 피부 접 

촉성 요인8<.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3가 

지의 요구 성능 요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점수 

를 보임으로써 내의류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으로 온 

열 생리성과 관리 편리성 그리고 피부 접촉성에 대해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연령, 최종 학력, 직업, 월 수입) 

에 따른 남성들의 내의 선택 시 요구 성능의 차이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온열 생리성 요인 

관리 편리성 요인(p<.ooi), 그리고 피부 접촉성 요인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온열 생리성 요 

인에서는 20대, 30대 그리고 50에서 높은 점수를 보 

임으로써, 20대, 30대 그리고 50대가 내의 선택 시 

요구 성능으로 온열 생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편리성 요인에서는 50대, 20 

대, 그리고 30대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电 그 

중 특히 50대가 피부 접촉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 

온열 생리성 요인0<.01), 관리 편리성 요인0X.OO1),

〈표 9> 성별에 따른 내의 요구 성능의 차이

\ 성별 
요*'、、 

성능요인、、

남

(n=꽉58)
여 

(n=529)
값

온열 생리성 3.984 4.194 -4.864**

관리 편리성 3.747 3.971 -5.391***

피부 접촉성 3.508 3.739 - 4.72여‘**

** pVOL, *** p<.0이.

〈표 10〉성별에 따른 일상복 요구 성능의 차이

성별 
요구、\ 

성능요인、、

남 

(n=458)
여 

(n=529)
/값

쾌적성 3.790 3,987 -5.220***

관리 편리성 3.451 3.754 〜5.075***

*** p<.001.

그리고 피부 접촉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온열 생리성 요인에서는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그 

중 특히 중학교 졸업자가 내의 선택 시 온열 생리성 

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편 

리성과 피부 접촉성 요인에서는 중학교 졸업자가 높 

은 값을 보임으로써 내의 선택 시 요구 성능으로 관 

리 편리성과 피부 접촉성에 대해 중학교 졸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관리 편리성 요인(p<.01)과 피부 접 

촉성 요인3〈.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관리 

편리성 요인에서는 공무원/교육자, 무직 및 기타 그 

리고 학생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 중 공무 

원/교육자가 내의 선택 시 관리 편리성을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른 차 

이 결과, 피부 접촉성 요인(p〈.이)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가장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내의 

선택 시 피부 접촉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여성들의 내의 선택 시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피부 접촉성 요인3<.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50대, 20대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 중 50대가 내의 선택 시 피 

부 접촉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요구 성 

능이 없었다. 직업에 따라서는 온열 생리성(?<.01)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무직, 자영업, 전문직, 

학생, 주부 무직 및 기타, 공무원/교육자의 순으로 높 

은 값을 보였으며, 이 중 자영업과 사무직 집단이 내 

의 선택 시 온열 생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온열 생 

리성 요인3<.。5)과 피부 접촉성 요인(p<.05)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온열 생리성 요인에서는 월 소 

득이 400만원 이상의 집단,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집단, 그리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집단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 중 400만원 이 

상 집단이 내의 선택 시 온열 생리성을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 접촉성 요인에서

691



98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 소재 선호도 및 요구 성능 복식문화연구

〈표 11>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내의 선택 시 요구 성능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
남성 (nX58) 여성 (n=529)

온열 생리성 관리 편리성 피부 접촉성 온열 생리성 관리 편리성 피부 접촉성

연령

20 대 4.070b 3.774b 3.482a 4.216 3.952 3,765ab

30 대 3.995b 3.714b 3.435a 4.128 3.949 3.638a

40대 3.734a 3.420a 3.253교 4.168 4.012 3.693a

5Q 대 4.069b 4.034c 3.901b 4.329 4.030 3.982b
F비 4.090*** 11.430*** 8.324*** 1.544 0.455 4.135**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238b 4.119b 3.840b 4.191 4010 3.894

고등학교 졸업 4.062ab 3.727a 3.353a 4.199 3.961 3.761

대학 재학 및 휴학 3.917a 3.707a 3.475a 4.150 3.977 3.800

대학교 졸업 이상 3.87서& 3.759a 3.503a 4.199 3.964 3.655

尸비 4.847** 8.673*** 4.479** 0.225 0.108 2.383

직업

사무직 4.009 3.570a 3.639bc 4.341b 3.873 3.659

전문직 3.855 3.583a 3.184a 4.269ab 3.823 3.769

판매/서비스 및 생산 3.776 3.614a 3.414北 3.924a 3.924 3.679

자영업 3.971 3.636a 3.422ab 4.412b 3.953 3.559

학생 4.032 175 lab 3.46§abc 4.235깠) 3.989 3.778

무직 및 기타 4.136 3979b 3.83& 4.000ab 3.663 1618

공무원/교육자 3.777 4.029b 3.7O5bc 4.024삺) 3.924 3.464

주부 - - - 4.221ab 4.038 3.785

F비 1.770 3.647** 3.760** 2.775** L616 1.190

월 

소득

200만원 미만 3.905 3.718 3.333a 4.018a 3.888 3.803ab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966 3.686 3.4物 4.16%b 3.977 3.790ab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969 3.831 3.557a 4.2 Bab 3.980 3.243a

40®만원 이상 4,009 3.796 3.837b 4.270b 3.986 3952b

F비 1.339 1.195 4.027** 2.241* 0.397 3.451*

* p<05, ** p〈.이, *** p<.001.
a£>,c는 Duncan-test 결과임, aV><c, as: not significant.

는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집단, 200만원 미만 집단 

그리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집단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 중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내의 선택 시 피부 접촉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일상복 요구 성능에 

대한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일상복 선택 시 요구 성 

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 결과, 쾌적성 요인(p<.001)과 관 

리 편리성 요인(p<.ooi)에서 남여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쾌적성과 관리 편리성 요구 성능에서 여 

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값을 보임으로써, 일상복 선 

택 시 여성이 쾌적성과 관리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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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일상복 소재요구성능의 차이

인구통계적 변인
남성 (n=458) 여성 (n=529)

쾌적성 관리 편리성 쾌적성 관리 편리성

20 대 3.808b 3.444a 3.988 3.769a
30 대 3.778b 3.330a 3.934 3.655a

연령 40 대 3.490a 3.253a 4.006 3.663a
50 대 4.049c 3.807b 4.089 4.130b

『비 10.697** 4.448** 1,191 5.319***

중학교 졸업 이하 4.134b 3.806b 4.034 3.941
고등학교 졸업 3.794a 3.164a 4.018 3.737

최종
대학 재학 및 휴학 3.663a 3.495b 3.964 3.890

학력
대학교 졸업 이상 3.734a 3.473b 3.963 3.658

F비 8.444*** 5.398** 0.531 0.661

사무직 3.737a 3.7143b 3.996 3.591
전문직 3.600a 3.140a 3.908 3.906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3.638a 3.400abc 3.921 3.688
자영업 3.752a 3.234ab 3.971 3.735

직업 학생 3.772ab 3.469abc 4.020 3.747
무직 및 기타 4.048b 3.708bc 3.784 3.658
공무원/교육자 3.893ab 3.768c 3.867 3.807
주부 - - 4.039 3.476

F비 3.422** 2.648* 1.167 0.968

200만원 미만 3.733 3.216a 3.911 3.586a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760 3.398ab 3.987 3.849ab

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850 3.60bc 3.980 3.904b

소득 400만원 이상 3.874 3.806c 4.039 3.930b

F비 1.047 4.726* 0.776 6.833***

* p<.05, ** p<.01, *** p<.001.
ajb,c는 Duncan-test 결과임, a<b<c, n.s: not significant.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남성들의 일상복 요구 

성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쾌적성 요인과 관 

리 편리성 요인(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쾌 

적성 요인에서는 50대, 20대 그리고 30대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 중 50대가 일상복 선택 시 

쾌적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편리성 요인에서는 50대가 가장 높은 값을 보 

였으며, 50대가 일상복 선택 시 관리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에 따 

른 차이 결과, 쾌적성(p<.001)과 관리 편리성(p<.01)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쾌적성 요인에서는 중학 

교 졸업 이하 집단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중 

학교 졸업 집단이 일상복 선택 시 쾌적성 가장 중요 

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편리성 요인에 

서는 중학교 졸업 이하, 대학 재학 및 휴학, 대학교졸 

업 이상 집단이 함께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들 집단 

이 일상복 선택 시 관리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쾌 

적성3<.01)과 관리 편리성(p<.05)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쾌적성 요인에서는 무직 및 기타 집단, 공 

무원/교육자 그리고 학생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 

며, 이 중 무직 및 기타 집단이 일상복 선택 시 쾌적 

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편리성 요인에서는 공무원/교육자, 사무직, 무직 및 

기타 등의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이 중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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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 집단이 일상복 선택 시 관리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따른 

차이 결과, 관리 편리성(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는데,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 집단,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집단, 그리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 

만의 집단 순으로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이 중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일상복 선택 시 관리 편리성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여성들의 일상복 선택 시 

요구 성능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관리 편리성(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50대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일상복 선택 시 관리 편리성은 50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 

력과 직업에 따른 일상복 요구 성능에는 유의한 차 

이가 없었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관리 편리성 

3<.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집단,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집단 순 

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일상복 소재 선택 시 관리 

편리성은 3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내의류와 일상 

복의 소재 재질에 대한 선호도와 의복의 요구 성능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의복 소재 재질감에 대한 

선호도 결과, 내의 소재 재질에 대한 선호 요인은 유 

연성/무게감, 냉온감, 감촉성, 신축성의 4개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일상복 소재에 대한 선호 요인은 유연 

성/표면요철성, 냉온감, 무게감, 신축성의 4개 요인으 

로 분류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내의 소재 재질감의 선호 

도의 차이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하고 따뜻하며 신축성이 있는 질감을 더 선호하 

였다. 연령에 따른 내의 소재 선호도의 차이 결과, 남 

성은 50대가 유연하고 가벼우며 따뜻한 질감을, 여성 

은 50대가 감촉성이 있는 질감을 더 선호하였다. 최 

종 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 남자는 대 학 재학 및 휴학 

이상의 집단이, 여성은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더 

감촉성 있는 질감을 선호하였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공무원 및 교육자가 유연하고 가벼우며 

따뜻하고 감촉성과 신축성이 있는 질감을, 여성은 공 

무원 및 교육자가 유연하고 가벼운 질감을, 무직 및 

기타 그리고 주부 집단은 감촉성 있는 질감을, 전문 

직, 판매/서비스 및 생산직, 자영업, 학생 그리고 주 

부 집단에서 신축성 있는 질감을 더 선호하였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의 집단이 유연하고 가벼우며 따뜻하고 감촉성 

있는 질감을, 여성은 월 소득이 200만원 이상의 집단 

이 유연하고 가벼우며 따뜻한 질감을 더 선호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일상복 소재 재질감의 선 

호 차이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더 따뜻하고 

가벼운 소재를 선호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50대가 유연하고 매끄러우며 따뜻한 질감을 

더 선호하였으며, 여성은 40대는 따뜻한 질감을, 50 

대는 가볍고 신축성이 있는 질감을 더 선호하였다.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고등학교 졸업 

자는 가벼운 질감을, 여성은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 

이 가볍고 신축성이 있는 질감을 더 선호하였다. 직 

업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무직 및 기타와 공무원/ 

교육자 집단에서 유연하고 매끈한 질감을, 공무원/교 

육자는 따뜻하며 가볍고 신축성이 있는 질감을, 여성 

의 경우에는 자영업에서 더 유연하고 매끈한 질감을 

전문직, 공무원/교육자 그리고 주부들은 따뜻한 질감 

을 그리고 무직 및 기타직은 신축성이 있는 질감을 

더 선호하였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유연하고 매끈하며 

신축성이 있는 질감을, 월 소득 200만원 이상의 집단 

은 가벼운 질감을 더 선호하였다. 여성은 월 소득 

200만원 이상의 집단은 유연하고 표면이 매끈한 질 

감을,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집단은 신축성이 있는 

질감을 더 선호하였다.

아토피 환자들의 의복 요구 성능을 살펴본 결과, 

내의류에 대해서는 온열 생리성, 관리 편리성, 피부 

접촉성의 3개의 요인으로, 일상복에 대해서는 쾌적 

성과 관리 편리성으로 2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내의 요구 성능의 차이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온열 생리성, 관리 편 

리성 그리고 피부 접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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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50대가 온열 생리성, 

관리 편리성, 그리고 피부 접촉성을, 여성은 50대가 

피부 접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중학교 졸업 이하 집단이 온 

열 생리성, 관리 편리성 그리고 피부 접촉성을 더 중 

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여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의 경우 무직 및 

기타와 공무원/교육자는 관리 편리성을, 무직 및 기 

타직은 피부 접촉성을, 여성의 경우 사무직과 자영업 

집단은 온열 생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월 

소득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의 경우는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피부 접촉성을, 여성의 경 

우는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 온열 생리성 

과 피부 접촉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인구통계 적 변인에 따른 일상복 요구 성능의 차이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쾌적성과 관리 편리성 

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 

른 차이 결과, 남성의 경우는 50대가 쾌적성과 관리 

편리성을, 여성은 50대가 관리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최종 학력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중 

학교 졸업 이하 집단은 쾌적성을, 고등학교 졸업을 

제외한 세 집단들은 관리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 

각하였으며, 여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의 경우 무직 및 기타 집단은 쾌 

적성을, 공무원/교육자는 관리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여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월 소득 

에 따른 차이 결과, 남성은 월 소득 4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관리 편리성을, 여성은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의 집단이 관리 편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선호하 

는 소재의 재질감 그리고 요구 성능에서 대부분 차이 

를 보임으로써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의복 소재 

기획 시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인구통계적인 변인 

에 따른 차이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의복 소 

재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아토피 피부염 환자용 의복 소재 기획에 적용하여 의 

복 소재 및 제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된 의복에 대 

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적 성능 등에 

대해 관능검사를 실시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 

적인 의복 소재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표본이 부산 및 

경남, 대구 및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추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음 

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변인 

별로 충분한 수의 표본조사와 보다 표본 추출 지역을 

보다 확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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