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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s basic material for development of a smart girdle. Through the intentionally sampling of 313 con-
sumers from teenagers to the forties who have experienced wearing girdles, lifestyles on consumer's age, attitude to
health, favor of warm functional girdle, and possibility to acceptance were surveyed and analyzed by questionnaire. The
result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ed. 1. Analysis about lifestyle with warmth and attitude to health showed that
subjects in their thirties and forties have higher than teenagers and the twenties in frequency of distribution. This means
people are tend to have more attention to warmth and health as they grow older. 2. In result about analysis of char-
acteristic of wearing girdle, subjects were prefer girdle made of cotton which have superior permeability and hygroscopic
property. The reason that wearing girdle is to complement of weak points of body somatotype in the thirties and forties
and feel the stability during menstrual period in the twenties and teenagers. The time zone of putting on girdle is mainly
winter while one is out wearing one-piece or skirt. 3. When surveyed about the preference to functional warmth girdle
and possibility to acceptance, the results were that the subjects in their thirties were first, forty something was second,
followed by subjects in their twenties, teenagers. It was shown that over 60% subjects were highly distributed. With
regard to necessity of functional warmth girdle, every age groups were shown over 3.6 at average. This result was
inferred that subjects had positive possibility to acceptance about functional warmth smart gir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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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 의복은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군사

용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여, 최근 국내에서도 스마트섬유에 대

한 인식과 함께 전시회와 패션쇼 등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

이고 있다(itstv.net). 그 대표적인 상품은 MP3 Player 의류, 생

체 신호 감지용 스포츠 의류, 휴대폰 충전 의류 등으로 텍스타

일과 IT의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한 겉옷이 주로 개발되어 있

다(조길수 외, 2008). 최근 속옷시장이 점차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속옷의 다양한 기능 중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속옷 제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samsungdesign.net),

여성 속옷 스마트 의류에 대한 연구나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부의 보호와 청결 유지, 추위와 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

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속옷 중에서 파운데이션은 그 주된 목

적이 체형을 가다듬어 몸 전체의 실루엣을 보정하고 몸의 균형

을 잡기 위한 기초 의류이다(손후조, 2005). 파운데이션의 한

종류인 거들은 체형 균형의 주된 목적 이외에도 외부의 자극으

로부터 몸을 보호하여 주는 생리적인 기능과 적당한 긴박감을

부여함으로써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심리적인 기능, 또한 최내

층의 기후를 형성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보온기능을 가지고 있

다(최종명 외, 1998). 川村에 따르면 거들을 착용하였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피부온을 비교한 결과, 거들을 착용했을

때 피부온이 상승한다고 하여 거들의 보온효과에 대해 언급하

였다(박미숙, 류숙희에서 재인용, 1996).

남성과는 달리 형태학적으로 여성의 하복부는 양을 근본으

로 하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면 할수록 그 기능이 더 좋아진다

(황인태, 1992). 외부의 차갑고 습한 기운이 하복부에 침입하게

되면 인체의 기혈순환에 장애를 받게 되고, 자궁의 혈액이 뭉

쳐 어혈을 형성한 경우, 생리량이 줄어들고 생리통을 유발할 수

도 있다(segye.com).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에 의하면 77~94%가 생리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중 47%는 매달 월경통을 겪고 있으며 53.2%는 심한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들 중 10~50%는 학교 생활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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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이인숙, 최혜

숙, 2005). 특히 노출의 계절 여름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감

행하는 여성들과 하복부를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배꼽티, 지나

친 실내 냉방온도 등이 생리불순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 또

한 추운 겨울에도 패션 트렌드를 쫓는 젊은 여성들이 착용하는

미니스커트는 체감 온도를 떨어뜨려 여성의 자궁이나 신장 등

에 치명적일 수 있다(sports.hankooki.com).

이처럼 여성의 신체중 가장 예민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하

복부에 착용하는 아이템인 거들은 청소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

까지 대다수의 여성들이 착용하는 아이템일 뿐만 아니라 그 시

착 연령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다(김영숙, 2006). 그럼에

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거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

면 대다수가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착용 특성에 따른 소비자 설

문조사로, 의복구성학적 측면에서의 패턴분석 및 기능성 제품

개발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의 하복부를 보온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스마트 파운데이

션의 개발을 위하여 10대 부터 40대까지 거들 착용 경험이 있

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일과 건

강에 관한 태도를 알아보고, 보온 기능성 거들의 개발 필요성

에 대해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거들 착용 경

험이 있는 10-40대 여성을 의도표집 하여 2008년 1월에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여 2008년 1~2월

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설문지법을 이

용하였으며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313명의 설문지가 자료처

리에 이용되었다. 

2.2. 조사내용 및 방법

설문조사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6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13문항)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보온성 관련 라이프스타일(7문항) 및 건

강에 대한 태도(13문항)를 알아본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거들 착용 특성(20문항)에 대해 알아본다. 

넷째, 보온 기능성 거들에 대한 호감도 및 수용가능성(7문

항)에 대해 알아본다. 

2.3. 자료분석 방법

설문 조사 자료의 분석방법은 SPSS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치를 구하고 연령별 비

교를 위하여 교차분석(χ2)을 실시하였으며, χ2-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별로 10대는 63(20.1%), 20대는 71(22.7%), 30

대는 93(29.7%), 40대는 86(27.5%)으로 나타나 3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대졸이상이 과반수 이상을 차

지하여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았고, 직업에 있어서는 학생을 제

외한 선생님과 전문직이 28.8%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

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51.1%, 기혼이 48.9%로 미혼이 기혼보

다 다소 많은 분포를 보였다. 

3.2. 조사대상자의 보온성 관련 라이프스타일 및 건강에 대

한 태도

조사대상자의 평소 보온성에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및 건강

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5점 평점척도로 결과를 분석

하였다. 먼저 보온성에 관련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별로 P ≤ .01 이상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겨울에 주로 따뜻한 소재의 바지를 입

거나 스커트 착용을 자제하는 집단은 30(65.6%), 40(71%)대로,

그렇다 이상의 응답률에서 과반수이상의 분포를 보여 10, 20대

에 비해 겨울철 보온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

면 더운 여름에도 기본적인 속옷을 갖춰 입는 비율은 10대

(73%), 20대(47.8), 30대(47.3), 40대(44.2) 순으로 나타나 연령

이 낮을수록 여름에 속옷을 갖춰 입는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Table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통계치

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63
71
93
86

20.1
22.7
29.7
27.5

학력

고졸이하

대재/대졸
대학원이상

기타

122
150
31
10

38.9
47.9
9.9
3.3

결혼
미혼

기혼

160
153

51.1
48.9

직업

전문직

선생님

공무원

사무,판매서비스
생산,기능직
학생

무직,주부
기타

46
44
10
42
6
91
56
18

14.7
14.1
3.2
13.5
1.9
29.1
17.9
5.6

전체 3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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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어

린 연령층 일수록 속옷을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구비하고 갖

춰 입는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연령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교차 분석한 결

과는 Table 3과 같다. 건강관련 기사나 TV프로그램을 유심히

본다는 문항에서는 그렇다 이상의 응답비율이 40대(67.5%), 30

대(61.3), 20대(57.7), 10대(41.3)의 순으로 나타나 10대를 제외

Table 3. 조사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태도                                                                                  (N,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전체 χ2

건강 관련 
기사나 
프로그램 
시청

매우그렇지않다 4(6.3%) 2(2.8%) 0(0%) 1(1.2%) 7(2.2%)

18.83
(N.S)

그렇지않다 9(14.3%) 6(8.5%) 6(6.5%) 4(4.7%) 25(8.0%)

보통이다 24(38.1%) 22(31.0%) 30(32.3%) 23(26.7%) 99(31.6%)

그렇다 19(30.2%) 28(39.4%) 41(44.1%) 38(44.2%) 126(40.3%)

매우그렇다 7(11.1%) 13(18.3%) 16(17.2%) 20(23.3%) 56(17.9%)

여름에 
에어컨 자제 

매우그렇지않다 15(23.8%) 6(8.5%) 6(6.5%) 3(3.5%) 30(9.6%)

37.64***

그렇지않다 20(31.7%) 27(38.0%) 20(21.5%) 21(24.4%) 88(28.1%)

보통이다 14(22.2%) 18(25.4%) 34(36.6%) 18(20.9%) 84(26.8%)

그렇다 11(17.5%) 16(22.5%) 25(26.9%) 35(40.7%) 87(27.8%)

매우그렇다 3(4.8%) 4(5.6%) 8(8.6%) 9(10.5%) 24(7.7%)

여름에 
따뜻한 물 

매우그렇지않다 29(46.0%) 8(11.3%) 9(9.7%) 7(8.1%) 53(16.9%)

66.19***

그렇지않다 16(25.4%) 37(52.1%) 28(30.1%) 28(32.6%) 109(34.8%)

보통이다 12(19.0%) 12(16.9%) 25(26.9%) 17(19.8%) 66(21.1%)

그렇다 4(6.3%) 10(14.1%) 22(23.7%) 27(31.4%) 63(20.1%)

매우그렇다 2(3.2%) 4(5.6%) 9(9.7%) 7(8.1%) 22(7.0%)

더위

보다 추위에 
강함

매우그렇지않다 10(15.9%) 15(21.1%) 24(25.8%) 10(11.6%) 59(18.8%)

19.43
(N.S)

그렇지않다 16(25.4%) 32(45.1%) 33(35.5%) 29(33.7%) 110(35.1%)

보통이다 16(25.4%) 12(16.9%) 18(19.4%) 21(24.4%) 67(21.4%)

그렇다 13(20.6%) 8(11.3%) 15(16.1%) 20(23.3%) 56(17.9%)

매우그렇다 8(12.7%) 4(5.6%) 3(3.2%) 6(7.0%) 21(6.7%)

Table 2. 조사 대상자의 보온성 관련 라이프스타일 특성         (N, %)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전체 χ2

겨울

바지

착용

매우그렇지않다 6(9.5%) 2(2.8%) 0(0%) 1(11.1%) 9(2.9%)

54.05***

그렇지않다 13(20.6%) 16(22.5%) 12(12.9%) 7(8.1%) 48(15.3%)

보통이다 27(42.9%) 26(36.6%) 20(21.5%) 17(19.8%) 90(28.8%)

그렇다 10(15.9%) 23(32.4%) 38(40.9%) 36(41.9%) 107(34.2%)

매우그렇다 7(11.1%) 4(5.6%) 23(24.7%) 25(29.1%) 59(18.8%)

겨울

스커트

착용

자제

매우그렇지않다 4(6.3%) 7(9.9%) 6(6.5%) 4(4.7%) 21(6.7%)

30.68**

그렇지않다 14(22.2%) 14(19.7%) 13(14.0%) 16(18.6%) 57(18.2%)

보통이다 21(33.3%) 21(29.6%) 10(10.8%) 10(11.6%) 62(19.8%)

그렇다 13(20.6%) 19(26.8%) 35(37.6%) 32(37.2%) 99(31.6%)

매우그렇다 11(17.5%) 10(14.1%) 29(31.2%) 24(27.9%) 74(23.6%)

여름

속옷

착용

매우그렇지않다 3(4.8%) 6(8.5%) 3(3.2%) 8(9.3%) 20(6.4%)

44.54***

그렇지않다 2(3.2%) 10(14.1%) 21(22.6%) 20(23.3%) 53(16.9%)

보통이다 12(19.0%) 21(29.6%) 25(26.9%) 20(23.3%) 78(24.9%)

그렇다 20(31.7%) 17(23.9%) 31(33.3%) 33(38.4%) 101(32.3%)

매우그렇다 26(41.3%) 17(23.9%) 13(14.0%) 5(5.8%) 61(19.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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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수이상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최

근 웰빙 열풍과 함께 각종 정보매체를 통해 접해 볼 수 있는

건강관련 정보를 성인여성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운 여름이라도 에어컨을 자제하거나 미지

근하고 따뜻한 물을 주로 마시는 비율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

은 분포를 보여 Table 2의 보온성 관련 라이프스타일과 마찬가

지로 나이가 들수록 보온과 건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체형의 변화와 함께 호르몬으로 인한 체질의 변

화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여성이 가진 음의 기운

을 따뜻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보온성에 관련된 건강정보에 많

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조사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태도 (계속)                                                                                    (N, %)

손, 발 냉함

매우그렇지않다 7(11.1%) 1(1.4%) 3(3.2%) 7(8.2%) 18(5.7%)

29.39*

그렇지않다 9(14.3%) 10(14.1%) 15(16.1%) 28(32.6%) 62(19.8%)

보통이다 12(19.0%) 17(23.9%) 17(18.3%) 19(22.1%) 65(20.8%)

그렇다 20(31.7%) 23(32.4%) 37(39.8%) 23(26.7%) 103(32.9%)

매우그렇다 15(23.8%) 20(28.2%) 21(22.6%) 9(10.5%) 65(20.8%)

 아랫배냉함

매우그렇지않다 11(17.5%) 1(1.4%) 1(1.1%) 6(7.0%) 19(6.1%)

36.14***

그렇지않다 15(23.8%) 15(21.1%) 18(19.4%) 21(24.4%) 69(22.0%)

보통이다 14(22.2%) 14(19.7%) 16(17.2%) 24(27.9%) 68(21.7%)

그렇다 20(31.7%) 34(47.9%) 44(47.3%) 33(38.4%) 131(41.9%)

매우그렇다 3(4.8%) 7(9.9%) 14(15.1%) 2(2.3%) 26(8.3%)

*P≤..05, ***P≤..001

Table 4. 조사 대상자의 거들 착용 특성                                                                                      (N, %)

아이템 10대 20대 30대 40대 전체 χ2

폴리소재

팬티형거들
3(4.8%) 13(18.3%) 16(17.2%) 19(22.1%) 51(16.3%)

61.26***

폴리소재

롱형거들
2(3.2%) 7(9.9%) 21(22.6%) 17(19.8%) 47(15.0%)

폴리소재

하이웨스트거들
0(0%) 2(2.8%) 2(2.1%) 7(8.1%) 11(3.5%)

면소재

거들
41(65.1%) 33(46.5%) 38(40.9%) 25(29.1%) 137(43.8%)

울소재의

힙워머
15(23.8%) 13(18.3%) 8(8.6%) 4(4.6%) 40(12.8%)

- 무응답 2(3.1%) 3(4.2%) 8(8.6%) 14(16.3%) 27(8.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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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손, 발, 아랫배가 차고 추위

에 강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손

발이 차거나 복부가 차다는 것은 자궁이 찬 것을 의미한다. 자

궁이 차게 되면 기혈순환이 잘 안되게 되어 생리통이 발생하는

데 심하면 근종이나 낭종같은 덩어리도 생기기 쉽다. 이것이 심

하거나 지나치면 임신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된다(김기준, 2008).

본 문항의 분석결과 가임기이거나 출산 직후일 가능성이 높은

20, 30대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부를 따뜻하게 해 줄 수 있

는 생활습관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3.3. 조사대상자의 파운데이션 착용 특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거들 아이템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거들 중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인지

하고 착용하는 거들을 채택하여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면 소재 거들의

분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대다수의 소비자가 통기성과 흡습

성이 우수한 면소재를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에

서는 신축성이 적어 체형의 결정 보완은 떨어지지만 피부에 압

박이 덜하고 좋은 촉감을 가진 면 소재 거들의 착용율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40대에서는 50%가 면 소재에 비

해 좀 더 신축성이 있는 폴리 소재형 거들에도 분포율이 높았

다. 이는 출산으로 인해 변형된 복부와 엉덩이, 허벅지의 체형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여지며, Fig. 1에서 분석된

거들 착용이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조사대상자들의 거들 착용 이유로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많은 분포율은 두

각을 띄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30, 40대에서 가장 높은 분포

율을 나타낸 문항은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이었으며, 30

대는 생리시 안정감의 이유 또한 높게 나타났다. 10, 20대에서

는 생리시 안정감을 위해 거들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희

란(1998), 김정은(1991)의 선행연구에서 파운데이션의 착용동기

로 거들의 경우 생리시 안정감과 체형균형이 주된 목적으로 나

타난 것과 일치하는 분석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활동량

이 적을 뿐만 아니라 폐경기에 가까워지는 40대 보다는 그 이

하의 연령층이 활동량과 활동범위가 넓어 거들을 착용함으로써

생리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생리시 거들을 착용하는 이유가 활동시의 안정

감이라는 본 설문지 문항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그 외에 거들 착용시간은 모든 연령층에서 하루 중 외출시

에 착용하는 빈도가 높았고, 계절은 겨울철, 그리고 대체로 원

피스나 스커트를 입을 때 거들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추운 겨울철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고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 거들 하나를 더 입어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체온의

변화가 보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4. 보온 기능성 거들에 대한 호감도 및 수용가능성 

보온 기능성 거들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호감도와 수용가능

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령별로 교차분석 하였으며, 분석방법

은 5점 평점척도로서 5에 가까울수록 선호함을 나타낸다. Table

5는 보온기능성 거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보기와 같

은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필요의식을 갖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

Fig. 1. 조사 대상자의 거들 착용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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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이다. 분석 결과 일부항목에서 연령별로 유의차(P ≤ .01)가 나

타났으며, 전체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평균 3.6이상의 점수를 보

여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보온기능성 거들이 필요하다고 답하였

다. 특히 겨울철 보온에 대한 필요성이 평균 4.0 이상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설문 결과 중에서 겨울철

원피스와 스커트 착용시 거들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보온의 효

과를 높이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의

여성들은 자신만의 스타일 연출과 유행을 추구하고자 추운 겨

울이라도 미니스커트와 같은 짧은 치마를 입고 트랜디한 배꼽

티를 입는 등 겉옷은 점점 얇고 가벼워져 가고 있는 반면 속

옷은 보온성이 가미되기를 바라는 상반된 심리가 반영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생리통 완화의 필요성에서는 연령대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며 20, 30대에서 평균 3.9점으로 겨울철 보온의 필요성 다음

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이제 막 생리를 시작한 10대나

폐경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40대에 비해 결혼적령기에 가까운

20, 30대에서 생리통 발생율이 더 높을 것으로 관철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보온 기능성 거들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연령별로 교차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분석결과 호

감도는 연령별로 45~77%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높

은 경향을 보였다. 반면 10대가 44.5%로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으며,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과반수이상의

높은 호감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10, 20대에 비해 30, 40대

가 보온 기능성 거들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Table 2의 분석결과에서 보온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

30, 40대가 보온의 기능을 가진 스마트 거들에 대한 호감도 또

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여성의 신체가 나이가

들고 출산을 하면서 호르몬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체질의 변

화로 인하여 외부 온도에 더 민감해져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하복부를 따뜻하게 보온해 줌으로서 혈액순환과 생

리통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온 기능성 스마트 거들이

시판된다면 구매해서 사용해 볼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연령대

별 수용 가능성을 교차분석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그렇다

이상의 분포율을 살펴보면 30대(60.2%), 40대(59.2%), 20대

(43.7%), 10대(31.8%)의 순으로 나타나 Fig. 2의 호감도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30, 40대에서는 과반수이상이 높은 수용 가능성을 나타내었는

데, 이러한 결과는 10, 20대에 비해 출산이후 체질의 변화로 인

해 보온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30, 40대가 보온의 기능을 가

진 스마트 거들에 더 호감을 나타내고, 사회생활로 인한 경제

력이 확보됨으로서 구매력 또한 높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보온 기능성 스마트 거들 제작을 위한 기초

Table 5. 보온기능성 거들의 필요성  빈도(%)

문항 10대 20대 30대 40대 전체 χ2

혈액순환을 위해 필요하다 3.6 3.7 3.9 3.9 3.8 24.17**

겨울철 보온을 위해 필요하다 4.0 4.0 4.0 4.1 4.1 7.59(N.S)

생리통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3.7 3.9 3.9 3.8 3.8 15.00(N.S)

계절에 관계없이 여성들의 복부(배)보온을 위해 필요하다 3.6 3.7 3.7 3.9 3.7 31.75**

**P≤.01 

Fig. 2. 보온 기능성 거들에 대한 호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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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활용하고자 10대에서 40대까지 거들 착용경험이 있는

여성 313명을 의도표집 하여 소비자 연령에 따른 라이프스타

일과 건강에 대한 태도 및 보온 기능성 스마트 거들의 호감도

및 수용가능성을 설문을 통해 조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보온성 관련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분석 결과 10대와 20대

에 비해 30, 40대가 대부분의 문항에서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

내어 연령이 증가 할수록 보온과 건강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도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결혼과 출산 이후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로 인하여 보온성에 관

련된 건강정보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사

대상자들의 대부분은 손, 발, 아랫배가 찬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 30대에서 높은 분포율을 보여 여성들을 위해 몸을 따

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생활습관이나 의복에 대한 관심이 필요

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10대는 여름에도 속옷을 갖춰 입는

비율이 가장 높아 속옷이 주요 패션 아이템임을 알 수 있었다. 

2. 조사대상자의 거들 착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모든 연령층

에서 통기성과 흡습성이 우수한 면소재 거들을 선호하였고, 거

들을 착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30, 40대는 체형단점보완을 하

기 위함이었으며 10, 20대는 생리시 안정감 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폐경기에 가까워지는 40대 보다는 그 이하의 연령층이 활

동량과 활동범위가 넓어 거들을 착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거들을 착용하는

시간은 주로 겨울철에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고 외출을 할 때

착용하는 것으로 보아 거들 하나를 더 입어줌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체온의 변화가 보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보온 기능성 거들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평균 3.6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호감도 및 수용가능

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분포율을 보여

후속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보온 기능성 스마트 거들에 대

한 긍정적인 수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30, 40대에

서 이러한 분포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출산

이후 체질의 변화로 인해 보온성과 건강에 더 관심을 보임으로

인하여 보온 기능성 거들이라는 아이템에 호감도가 높아지고,

사회생활로 인한 경제력이 확보됨으로서 구매의사가 높아진 것

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보온 기능성 스마트 거들에 대한 분석

결과는 후속 연구에서 개발할 제품의 실용화 가능성을 평가하

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유비쿼터스

를 지향하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와 부합하여 다양한 연령층

과 대상을 위한 스마트 의류 개발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

기를 기대한다. 단 본 연구의 대상자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소비자로 한정되어 조사되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 지

역의 소비계층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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