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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We interviewed and surveyed parents of 3 to 6-year-old boys in order to determine designs 
for indoor apparel that appealed to toddlers.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e behavioral charac-
teristics of such boys, impro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indoor apparels were suggested. 
Parents preferred indoor apparels because it could be worn as underwear when the kid is out-
doors and as outerwear when indoors. These apparels were popular with toddlers. Therefore, in-
door apparel that gives the impression of outerwear while performing the function of underwear 
was designed. Underwear fabric was used, but outerwear apparel design was partially adopted. In 
order to improve the activity, fabric that could be stretched in any direction was used for the 
sleeves and pant legs, while organic fabric with soft texture was used for the trunk part of the 
apparel. Dark-colored material was used for the chest and elbow parts of the clothes in order to 
prevent contamination in these parts. In particular, a bib was used to prevent contamination in 
the chest part. Given that toddlers engage in many activities, the fabric needed to be durable, so 
this led to thick materials being used for the knee part. As certain parents complained about the 
short length for tops, we increased the length of the tops by 5cm. In the survey items that in-
vestigated overall wearability, ease, and suitability for toddlers’ activities, the test apparel obtained 
a higher score than existing apparel did. This indicates that the overall suitability of the newly 
designed apparel was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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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반적인 의복시장의 매출은 줄고 있지만1), 저출

산의 영향으로 자녀 한명에게 더욱 좋은 것을 해주

고 싶은 소비자들의 심리 때문에 유아복 시장의 매

출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2) 또한, 인터넷 카페, 클

럽 및 개인 미니홈피의 유행에 이어 페이스북, 블로

그, 트위터 등 Social Network Service의 시대가 도

래하면서 젊은 주부들은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더욱

더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다양한 육

아 용품을 포함한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나

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유아동복 브랜드에서

는 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소비자를 위한 커뮤니티도 개발하여 온라인 마케팅

을 강화하고 있다.3) 유아동복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관심을 끌

기 위해서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되는 제품들을 선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브랜드들은 제품

의 고급화, 명품화를 모토로 하는 브랜드가 늘고 있

다. 이에 따라 소재, 디자인의 측면에서 다른 브랜드

와의 차별화를 위해 다양한 기능성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앞으로도 유아복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

로 전망되며, 유아복 브랜드에서는 유아 집단의 특성

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고 소비자의 선호도 및 불

편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브랜드와의 차별화

를 이룬다면 시장 경쟁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만 3-6세 유아는 운동 능

력이 가장 급격하게 발달하며, 사회적, 정서적, 인지

적 발달이 활발한 시기로 요구되는 의복은 그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4) 유아들의 경우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할 뿐만 아니라 실내복은 실내

에서는 겉옷으로 외출 시에는 겉옷을 그 위에 착용

하므로 유아들에게 가장 착용빈도가 높은 아이템이

라고 할 수 있다.5)

의복구성 분야에 있어서 유아동복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유아동의 체형 및 치수, 원형에

관련된 논문이 대부분으로6) 유아의 행동 특성을 반

영한 의복설계에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유

아동의 특성에 따른 의복설계와 관련된 연구는 성장

에 따른 신체변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능적인 유아

복의 연구7), 유아의 특성에 따른 유아복 디자인 연

구8), 성장기 특성을 고려한 유아복 연구9), 학령기

여아의 기능적인 진의류 개발10), 유아의 놀이복 디자

인 개발 연구11) 5편의 논문 외에는 미비한 상황이며

서상하의 연구 외에는 착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운동기능 발달이 가장 급격한 만 3-6세 유

아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고, 선행연구12)를 통해 실내

복 착용실태를 분석하여 선호하는 디자인과 개선 사

항을 반영하여 기능성이 개선된 실내복 개발을 목표

로 한다. 또한, 개발된 의복의 착의 평가를 통해 적

합성을 평가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Ⅱ. 연구 범위
연구자와 연구목적에 따라서 유아의 구분이 각기

달라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 운동기능이 급속히

발달하고, 인지발달, 언어발달 및 사회 정서적 발달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만 3-6세 유아를 대상으

로 한다. 또한, 활동성을 고려한 의복설계가 더욱 요

구되는 남아를 기준으로 실내복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개발 아이템은 실내복으로 선정하였다.

실내복이란, 본 연구에서는 가을 겨울 철 ‘가정 내’에

서 착용하는 의복으로 한정하였다. 유아동복 브랜드

에서는 실내복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는

없으나 유아 내의 브랜드에서는 잠옷 또는 내의와는

구별되는 ‘실내복’ 명칭을 쓰는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동복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실내복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실

내복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

는 곳이 많으며 소비자의 요구도가 높은 아이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실내복은 실내에서

는 일상복으로, 외출 시에는 내의로 효용이 높은 아

이템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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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테일 구분 항목

상의

목둘레 형태 기본라운드/ 하이네크라인/ 플랫칼라/ 폴로셔츠칼라

진동둘레 형태 래글런슬리브/ 셋인슬리브

앞여밈 형태 중앙반트임/ 전체트임/ 목옆트임/ 여밈없음

소매 형태 반소매/ 긴소매/ 7부소매/ 긴소매+반소매(레이어드)

소매단 형태 접어박기형(제원단 말아박기)/ 고무편형/ 바이어스 테이프 처리형

상의포켓 형태 플랩포켓/ 패치포켓/ 사이드포켓/ 포켓없음

밑단의 형태 접어박기형(제원단 말아박기)/ 고무편형/ 바이어스 테이프 처리형

하의

바지허리 형태 전체고무밴드/ 반고무밴드/ 고무줄+끈

바지부리 형태 접어박기형 (제원단 말아박기)/ 고무편형/ 바이어스테이프 처리형

하의포켓 형태 플랩포켓/ 패치포켓/ 사이드포켓/ 포켓없음

- 디테일 명칭 참고 : 국내 시판 유아용 커버롤의 디자인 선호도 관한에 연구

<표 1> 시장 조사에서 분석된 디테일 항목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기존복 선정
최종 개발된 실내복과 객관적 비교를 위한 기존복

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F/W 유아동복 브

랜드의 시장조사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

사 대상 브랜드 선정은 한국 패션 브랜드 연감 2010/

201113)을 참고로 하였다. 유아동복 부분에서 매출이

높은 브랜드와 온라인 쇼핑몰이 활발히 운영되는 11

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인터넷 쇼핑몰 및 카다로그

를 통해 201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1월 15일 간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정 내’로 제한된 실내에서

가장 많이 착용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내의로 조사

되었고, 본 연구의 실내복은 내의의 기능을 하면서도

실내에서는 겉옷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의복개발에

목적을 두었으므로 일반 브랜드에서 선정된 실내복

1벌(기존복A)과 유아동 전문 내의 브랜드(기존복B)

에서 내의 1벌을 각각 선정하였다. 일반 브랜드에서

선정된 실내복 아이템은 ‘기존복 A’라고 명시하며,

내의 브랜드에서 선정된 실내복 아이템은 ‘기존복 B’

라고 명시하였다. 시장조사를 통해 실내복 상하의 디

자인의 구체적인 디테일 항목 및 색상과 문양, 사용

된 소재를 조사하였다<표 1>14).

2. 유아 실내복의 필요조건 도출
실내복 개발에 앞서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문헌자

료 조사를 통해 유아기 전반적인 신체적, 정서적 행

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한 달간

만 3-6세 유아의 부모 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

아 실내복 착의실태 선행 연구15)를 통해 유아 실내

복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들의 전반

적인 행동 특성을 고려하고 실내복 개발을 위한 개

선 및 불편항목을 고려하여, 기능성 및 활동성을 개

선한 실내복을 개발을 위한 필요조건을 정리하여 실

험복 설계 방향을 도출하였다.

3. 실험복 설계 및 착의 평가
만 3-6세 유아의 실내복 필요조건 항목과 개선 항

목을 반영하여 패턴, 디자인, 부자재, 소재에 대한 개

선 항목을 선별하여 1차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1차

실험복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 대상에 속한 표준

체형의 피험자 7명에게 1차 착의 평가를 실시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호자 면담을 통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여 2차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2차 실험

복은 11명의 피험자에게 1시간 동안 착장한 후 2차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문제점을 보

안, 수정된 실내복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실험복의 실질적인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착

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착의 평가는 피험자의 자택에

서 실시되었으며, 평가지는 각 피험자의 부모가 자녀

의 모습을 살펴본 뒤 작성토록 하였다. 피험자 선정

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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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o. 평가 항목 문항수 평가 의복

1차 착의

평가

외관 평가

전체적인 의복의 만족도 6

1차 실험복

상의의 치수적합성 및 만족도 6

하의의 치수적합성 및 만족도 7

기존복과 다르게 설계된 항목의 외관 만족도 10

기존복과 다르게 설계된 항목의 개선 및 불편 사항

(주관식)
10

기타 자녀의 기본정보 6

2차 착의

평가

외관 평가

전체적인 의복의 만족도 6 기존복A

기존복B

2차 실험복

상의의 치수적합성 및 만족도 6

하의의 치수적합성 및 만족도 8

기존복과 다르게 설계된 항목의 외관 만족도 8 2차 실험복

동작 적응성

평가

전체적인 동작 적응성 평가 문항 3 기존복A

기존복B

2차 실험복

상의의 동작 적응성 평가 문항 7

하의의 동작 적응성 평가 문항 7(기존복)/8(실험복)

기존복과 다르게 설계된 항목의 적합성 평가 문항 10 2차 실험복

기타 자녀의 기본정보 6 -

<표 3> 착의 평가 척도 모형

측정항목 1차 착의 평가 2차 착의 평가 Size Korea (S.D)

연령
만4세(2명)

만5세(5명)

만5세(7명)

만4세(4명)
만 3-6세

신장(cm) (S.D) 105.5(3.2) 106.8(2.85) 108.5(8.7)

체중(kg) (S.D) 17.9(1.9) 17.61(1.86) 18.9(3.8)

<표 2> 착의 평가 피험자의 일반적 사항

참고하고, 사이즈 코리아 자료를 분석하여 만 3-6세

유아의 사이즈를 대표할 수 있는 사이즈로 판단된

110을 착용하는 피험자를 기준으로 섭외하였다. 착의

평가에 참여한 피험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나타내었으며, 1, 2차 착의 평가에 조사된 평가 척도

는 <표 3>과 같다.

1) 1차 착의 평가

1차 착의 평가는 개발된 1차 실험복에 대해서만

평가 하였으며, 평가지에는 외관 평가 항목이 포함되

어 있으며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평가)

로 측정하였다. 또한, 기존복과 다르게 개발된 실험

복에 기능성이 부여된 항목에 관하여 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주관식 문

항은, 피험자의 부모가 개발된 의복을 착용한 자녀의

모습을 30분 관찰한 뒤 작성하도록 하였다. 1차 착의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1차 실험복을 수정하여 최종

2차 실험복을 설계하였다.

2) 2차 착의 평가

1차 착의 평가에서 불편 사항 또는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 항목들을 개선하여 2차 실험복을 개발하였으

며, 2차 실험복의 평가를 위해 110사이즈를 착용하는

11명의 피험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2차 착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2차 착의 평가는 1차 착의 평가와 다르

게 미리 선정된 기존복 2벌과, 2차 실험복 1벌 총 3

벌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피험자에게 기존복 두

벌과 실험복 한 벌을 각각 착장한 모습을 피험자의

부모가 관찰한 뒤 평가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외관 평가를 위해 11명의 피험자가 기존복 두벌과

실험복 한 벌 각각의 의복을 착용한 뒤, 편안하게 선

상태에서 정면, 측면, 후면을 모습을 피험자의 부모

가 관찰하고 외관 및 치수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는 모두 5점 척도(5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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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브랜드 구분 디테일 색상 문양 소재 선정된 기존복

상의

일반

브랜드

(기존복A)

기본라운드

셋인슬리브, 긴소매,

소매단 고무편형 처리,

상의 밑단 제원단

말아박기

여밈없음, 포켓없음.

무채색계열

(흰색)

캐릭터

무늬

(앞가슴)

면100%

내의

브랜드

(기존복B)

기본라운드

셋인슬리브, 긴소매,

소매단 고무편형 처리,

상의 밑단 제원단

말아박기

여밈없음, 포켓없음.

파스텔계열

캐릭터(앞가슴)

+부분적 규칙적

문양(소매)

면100%

하의

일반

브랜드

(기존복A)

전체고무줄/포켓없음/바

지밑단접어박기형

무채색계열

(회색,검정)

단색

(무늬없음)
면100%

내의

브랜드

(기존복B)

전체고무줄/포켓없음/바

지밑단고무편형처리
파스텔계열

규칙적문양

(전체적)
면100%

<표 4> 기존복 선정 결과

측정되었으며 기존복 두벌과 실험복 한 벌 총 세벌

의 통계적 유의차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동작 적응성 평가를 위해 11명의 피험자가 기존복

과 실험복 각각의 의복을 착용한 뒤, 각 의복을 1시

간 이상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그 모

습을 피험자의 부모가 관찰하고 동작 적응성 문항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외관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

되었으며 유의차를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3) 분석 방법

착의 평가의 자료 분석은 모두 SPSS 18.0을 사용

하였다. 착의 평가의 각 문항은 기술통계, 빈도분석을

사용하여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 값을 산출 하였고,

그밖에 유의차 검증을 위해서 Anova를 실시하고 필

요에 따라서 사후검정(Duncan-test)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존복 선정 결과
2010/2011 한국 패션 브랜드 연감을 참고하여 매

출 상위 11개(일반 브랜드 8개, 내의 브랜드 3개)의

유아동복 브랜드를 선정하여 온라인상에서 디자인,

소재, 색상, 문양에 관련하여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의복에 따라 소재, 디자인, 디테일에 따른 빈도수

를 조사하여 가장 빈도수가 높은 항목을 조합하여

기존복을 선정하였다. 기존복을 구입한 브랜드는 선

행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의 구입 빈도

가 가장 높은 브랜드로 선택하였다.

상하의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전개된 디테일 항

목과 최종 선정된 기존복은 <표 4>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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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 실내복의 필요조건 도출
선행연구에 따른 유아 실내복의 필요조건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디자인 측면에서는 중복 응답수가 가장 높았

던 개선 사항인 ‘외출 시에는 내의처럼 외출복 안에

착용할 수 있어 내의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실내에서

입고 있을 때 내의의 느낌이 나지 않는 차별화된 실

내복 디자인’에 중점을 두고 디자인 하였다. 또한 실

내복의 전체적인 색상은 설문결과를 참고하여 소비자

들의 선호도가 높았던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

였다. 실험복의 디자인과 색상에 있어서는 소비자들

의 선호도 및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디자인하였다.

둘째, 선행연구 설문조사에서 소재의 기능으로 가

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제시한 10

가지 항목에 있어서 결과는 ‘알러지가 적은 소재

(27.1%)’, ‘활동성을 고려한 신축성 좋은 소재(22.2%)’

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소재 선택에 있어서 아이들

의 활동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신축성이 좋고, 아이들

의 피부에 자극이 적은 면 소재를 중점으로 선정하

였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무릎 부분은 보풀이 잘 일

어나며, 소재가 가장 잘 닳는 부분이라고 조사 되었

으므로 무릎 부분에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실내복의 오염이 심한 곳으로 분석된 ‘앞가슴’ 부분

의 오염 방지를 위해 앞가리개를 설계하였으며, ‘팔

꿈치’ 부분의 오염 방지를 위해 몸판에 사용된 소재

에 비해 진한 색상의 소재를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또한, 목, 팔목, 허리, 발목 부분에 사용되는 소재

를 잦은 세탁에도 잘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신축성이

좋고 아이들의 피부에 자극이 적은 원단으로 선택하

여 설계하였다.

셋째, 실험복의 패턴설계에 있어서는 아이들의 활

동성을 고려하고, 연구 대상 집단의 체형에 적합한

패턴을 설계하였다. 또한, 기존 유아복 브랜드의 대

부분이 상의길이가 짧아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면 배가 보이게 되어 불편하다는 불편 사항

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의 길이를 조정하였으며, 활동

성을 고려하여 기존복에 비해 뒷밑위길이를 길게 제

작하였으며 무릎부분에는 다트를 삽입하고, 소매부분

에는 턱을 주어 활동성을 고려하여 패턴을 설계하였

다. 또한, 상의 착탈의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목깊이

와 목너비를 기존복에 비해 길게 제작하였다.

넷째, 기타 사항으로는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이

높았던 항목들을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1) 상의의 착

탈의가 용이할 수 있도록 래글런 선을 따라 트임을

주어 디자인하였다. 설문결과, 소비자들은 목옆트임

을 선호하고 부자재로는 단추를 선호하였다. 설문결

과를 반영하되, 목옆트임의 경우는 아이들 스스로 의

복을 입고 벗을 시, 트임의 위치가 보이지 않아 스스

로 착탈의하기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래글런선

을 따라 트임을 주었다. 2) 실내복 및 내의에는 주머

니가 없어서 아이들이 자신만의 물건을 챙기려고 할

때 불편하다는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머니와

같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테일을 실험복에 삽입하

였다. 3) 실내복 및 내의의 경우 상의에 비해 하의의

앞뒤의 구분이 여렵다는 불편 사항을 개선하였다. 이

를 개선하기 위해 하의의 뒷부분에 뒷주머니 모양의

장식용 와펜을 붙여 앞뒤구분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

다. 4) 실내복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활동성

(29%)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실내에서 가장 많이 하

는 동작으로는 ‘팔다리 움직이거나 구부리기’(45.5%)로

나타나 실험복은 활동성을 중점으로 팔과 다리부분

에 동작기능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방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여 실험복을 설계하였다.

3. 실험복 제작 및 착의 평가 결과
1) 1차 실험복 제작

(1) 디자인 및 색상

내의의 기능을 하면서도, 디자인은 겉옷 느낌의

실내복을 설계하기 위해 소재는 내의의 소재를 사용

하되, 외출복에 사용되는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가미

하였다. 이를 위해 스포츠 캐쥬얼에서 많이 사용되는

디자인 라인을 사용하고, 긴소매에 반소매를 입은 것

처럼 디자인 하였다.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몸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연한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고, 남아와 여아의 색상 선호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파란색과 하늘색을 부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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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험복

상의

앞가리개 부착 및

장식 단추

한쪽 목 옆트임
및 스냅

상의길이 조절 및 장식용 끈

주머니 및
캐릭터 와펜을
부착할 수 있는
스냅장치

소매 턱

상의길이조절용 단추

주머니 탈부착을
위한스냅장치

탈부착을 위한

단추 구멍

상의

고정용 끈

하의

<앞> <뒤>
무릎과 하의 옆선 신축

성이 우수한 소재 사용

활동성 증가를
위한 다트 삽입

소재

* A : 항균 가공 처리된 40s 양면 오가닉 소재

* B, C : 신축성이 우수한 사방 스트레치 되는 30s 편면 소재

* D : 신축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30s 1*1 rib 소재, E : 방수 소재

<표 5> 1차 실험복 도식화 및 디테일 사진

로 사용하였다. 상의는 캐릭터 문양의 소재를 사용하

고, 하의는 단색으로 제작하였다. 하의의 앞뒤가 쉽

게 구분 될 수 있도록, 앞주머니를 삽입하고, 무릎부

분에 배색 소재를 사용하여 앞뒤구분을 용이하게 하

였다. 활동성을 위해 래글런 소매로 설계하였으며,

착탈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래글런 선을 따라,

트임을 주었다.

(2) 소재

활동성을 위해 팔과 다리 부분에는 사방으로 스트

레치 되는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몸판에는 촉감이 우

수한 유기농 소재를 사용하였다. 앞가슴과 팔꿈치의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팔꿈치에는 몸판에 사용된 파

스텔 톤 색상이 아닌 진한 색상의 소재를 사용하고,

특히 앞가슴 오염 개선을 위해 탈부착이 가능한 앞

가리개를 설계하였다. 무릎에는 활동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신축성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좋고 두꺼운

소재를 사용하였다.

(3) 패턴

기존복의 경우, 상의길이가 짧아 불편하다는 소비

자 의견을 수렴하여 상의 길의는 기존복에 비해 5cm

길게 설계하였다. 또한, 활동성 개선을 위해 뒤 밑위

길이는 기존복에 비해 길게 설계하였으며, 소매부분

에는 턱을 삽입하고 무릎부분에는 다트를 삽입하였

다. 기존복에 비해 목깊이는 1.3cm, 목너비는 2.7cm

길게 제작하고, 래글런선을 따라 옆트임을 주어 상의

착탈의 용의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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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 평가 문항 평균(S.D)

기능성

부여 항목

기존복에 비해 길어진 상의 외관 5.00(0.0)

상의 길이 조절을 위한 장치의 외관 4.00(0.0)

탈부착 가능한 상의 포켓의 외관 2.71(0.5)

탈부착 가능한 캐릭터 와펜의 외관 4.14(1.5)

탈부착 가능한 앞가리개의 외관 2.71(0.5)

하의 포켓 위치 4.00(1.0)

하의 옆선과 무릎부분에 사용된 신축성 소재의 외관 4.57(0.2)

실내복으로의 전체적 기능성 4.00(0.3)

내의로 착용하기에 (외관) 3.57(0.2)

실내복으로 착용하기에 (외관) 4.00(0.3)

<표 6> 1차 착의 평가 결과 (기존복과 다르게 설계된 항목)

(4) 기타

기존복에 비해 길어진 상의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사용하지 않을 시

에는 첫 번째 단추에 끼워놓아 디자인적 요소도 가미

하였다<표 5>. 기존 실내복에는 주머니가 많지 않지

만,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행동 특성 상

자신의 물건을 지니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으며 소비

자 설문결과 실내복의 주머니 요구도가 높았기 때문

에 상하의에 주머니를 설계하였다. 또한, 의복에서도

아이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탈부착

이 가능한 주머니와 캐릭터 와펜을 설계하였다. 상의

의 가슴주머니 부분에 스냅의 오목면(凹)을 달고, 주

머니와 캐릭터 와펜에는 스냅의 볼록면(凸)을 달아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표 5>. 1차 실험복은 연

구대상에 속한 7명의 피험자들에게 착의 평가 후, 불

편한 점을 개선한 2차 실험복을 설계하였다.

2) 1차 착의 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3점 이상을 얻어 외관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상하의 디자인의 만

족도는 각각 3.86점, 4.43점을 얻었으며, 전체적인 디

자인에 대한 만족도는 4.14점으로 나타나 디자인에서

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재의 질감에 관한 만

족도 또한, 4.29점을 얻어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소

비자 설문조사에서 실내복으로 선호하는 색상계열을

반영하여 설계된 실험복의 색상 만족도는 4.57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실험복 상하의 각각에 관해 외관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상의의 길이는 소비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길게 설계된 실험복의 상의 길이 외관의 만족도는

4.43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상하의

각각 의복의 맞음새 외관 항목에서 3점 이상의 긍정

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의 맞음새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

은 ‘허리둘레는 적당한가?’의 항목이었다. 허리둘레의

부자재로 기존복에 비해 탄성이 우수한 고무줄을 사

용하였기 때문에 착의 평가에 참여한 부모들의 의견

중 허리에 사용된 고무줄이 아이들의 피부를 조여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복과 다르게 설계된 항목에 관한 평가는 구분

되어 착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의 결과표는 <표

6>에 제시하였다. 기존복과 달리 설계된 실험복의 항

목은 2가지 항목 외에는 3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를 받았다. 특히, 기존복에 비해 길어진 상의의 외관

은 5점으로 나타나 참여한 모든 인원이 만족하였다.

또한, 상의길이 조절을 위한 장치의 외관은 4점으로

나타나, 외관의 모습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착의 평가가 끝난 후 인터뷰 결과 상의길이

조절 장치의 외관은 디자인적으로 만족하지만, 사용

성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착

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두 항목인 탈부

착 가능한 상의 포켓은 외관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사용하고 좀 더 디자인적으로 보완이 필요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타나 2.7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탈부착 가능한 앞가리개 역시 2.71점

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앞가리개의 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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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필요조건 해결방안

디자인

및

색상

내의의 기능을 하면서도, 디자인은 내의의 느낌이

나지 않는 실내복

내의에 사용되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 실내복의

느낌의 부분적 장식

외출복 안에도 착용할 수 있도록, 연한 파스텔

계열의 색상

전체적 : 파스텔 계열 사용

부분적 : 진한 색상을 사용하여 내의 느낌을 줄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사용

상의는 반복적인 패턴의 캐릭터 문양, 하의는 단색

상의 : 캐릭터 와펜 장식 및 캐릭터 문양의 소재

하의 : 단색 원단

하의의 앞뒤가 쉽게 구분될

수 있는 디자인

앞주머니, 장식용 뒷 주머니(봉제식 와펜)와 같은

디테일 삽입

소재

아이들의 피부를 고려한 소재 몸판 : 유기농 면 소재

가장 잘 닳고, 보풀이 많이 생기며, 활동성의 고려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차별화 된 소재
무릎 : 내구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

소매단의 오염을 고려한 소재 소매단 : 진한 색상의 소재

앞가슴의 오염을 고려한 기능적 소재 선택 및 의복
몸판에 부착된 앞가리개 설계

앞가슴 : 진한 색상의 직물 소재

기타

팔, 다리의 움직임이 편안하고,

활동성을 고려한 의복

팔, 다리 : 사방 스트레치 소재

무릎 : 내구성과 신축성이 우수한 원단

무릎, 팔꿈치 : 다트와 턱을 삽입

밑위 길이 기존복에 비해 길게 제작

수납을 위한 주머니 필요 상하의에 주머니 삽입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디자인
앞과 뒤의 디자인이 다른

앞가리개를 설계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해도 배를 가릴 수 있는

의복

기존복에 비해 상의길이를 길게 설계 상의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

상의 착탈의 용이성 고려
래글런 선을 따라 트임 설계

목깊이와 목너비를 기존복에 비해 길게 제작

<표 7> 2차 실험복 설계 항목

연구대상자 보다 연령이 낮은 아이들에게 어울리는

턱받이의 느낌이 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착의 평가

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탈부착되는 상의 포켓과, 앞

가리개를 포함하여, 탈부착 가능한 캐릭터 와펜은 아

이들이 처음에는 흥미를 보일 수 있으나, 실용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 개선이 요구

되었다.

3) 2차 실험복 제작

1차 실험복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착의 평가를

통해 도출한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부착 가능한 앞가리개, 와팬, 주머니는 아

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으나 착의 평가를 통해 실

질적으로 사용성이 떨어지고 번거롭다는 의견이 나

타났다. 또한, 자주 세탁해야 하는 실내복의 경우 의

복 외의 부속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견이 높았

다. 특히, 탈부착 가능한 앞가리개의 경우 방수원단

을 사용하여 턱받이 느낌으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2차 실험복 디자인을 위해 탈

부착 기능을 가진 부속품은 모두 삭제하고 상의 앞

가슴 부분의 오염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흥미를 부

여할 수 있도록 상의에 부착된 앞가리개를 설계 하

였다. <표 8> 사진 참고. 앞가리개는 1차 실험복에

사용된 방수 소재의 원단이 아닌 진한 색상의 원단

을 사용하여 오염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앞면과 뒷면이 다른 소재와 디자인으로 설계된 앞가

리개는 의복을 통해 아이들에게 흥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성 부분도 고려되

어 설계되었다.

둘째, 상의 착탈의를 개선한 방안으로 래글런 선

에 트임이 있는 것은 선호되었으나 부자재의 경우,

피험자가 스스로 착탈의 하기에는 스냅에 비해 단추

의 사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차 실험복



服飾 第63卷 1號

- 90 -

2차 실험복

상의

앞가리개 부착용

단추

한쪽 목 옆트임, 단추

캐릭터 와펜 부착

앞가리개

부착용 단추

상의에 부착된 앞가리개

실내복 느낌을

부여하기 위한 장식

소매 턱

상의길이 조절 및

장식용 끈

상의길이

조절용 단추

<앞가리개 내린 경우>

<앞가리개 올린 경우>

하의

무릎과 하의 옆선 :

신축성이 우수한 소

재 사용

활동성

증가를 위한

다트 삽입

앞뒤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장식용

와펜(포켓모양)

소재
* 앞가리개를 제외하고 2차 실험복 소재와 동일.(팔,다리의 소재는 사방스트레치 소재)

* 앞가리개 - 오염에 강한 직물 소재(올린 경우), 몸판과 같은 소재(내린 경우)

<표 8> 2차 실험복 도식화 및 디테일 사진

의 여밈을 위한 부자재는 단추로 수정하였으며, 새로

개발된 앞가리개의 고정을 위한 부자재도 단추로 통

일하였다.

셋째, 무릎 부분에 쓰인 신축성 소재의 위치 및

폭 수정이 고려되었다. 따라서 제 5차 사이즈 코리아

만 3-6세 유아의 정적치수를 반영하여 무릎 부분의

디자인 설계 시 반영하였다.

넷째, 1차 실험복의 경우 허리 고무줄이 조여 불

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허

리 고무줄이 너무 조이는 경우 아이들의 피부에 해

롭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허리부분의 고무줄을 기

존복에 비해 길게 넣어 제작함으로써 불편함을 줄이

도록 설계하였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실내복의 디자인을 위해 단순

화가 필요하며, 좀 더 실내복의느낌이 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 배

색을 최소화하여 디자인을 수정하였으며, 실내복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부분적 장식을 추가하여 디자

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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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 평가 문항

Mean (S.D)

F값기존복A

(N=11)

기존복B

(N=11)

실험복

(N=11)

전체

전체적인 의복의 디자인(외관)은 좋은가? 2.55(0.68)B 3.64(0.67)A 4.09(0.83)A 12.865***

소재의 질감은 좋은가? (가을/겨울용) 3.36(0.50)B 3.55(0.68)B 4.82(0.40)A 23.265***

소재의 두께는 적당한가? 3.36(0.50)B　 3.82(0.60)AB 4.00(0.63)A 3.482*

전체적인 의복의 색상은 좋은가? 2.82(0.40)C 3.91(0.53)B　 4.45(0.52)A 31.500***

실내복의 디자인으로 좋은가?

(실험복은 앞가리개를 올린 경우로 평가)
2.55(0.68)B　 1.64(0.80)C 4.18(0.75)A 32.473***

내의의 디자인으로 좋은가?

(실험복은 앞가리개를 내린 경우로 평가)
1.27(0.46)B 4.09(0.53)A 3.73(0.46)A 106.625***

상의

상의의 길이는 적당한가? 2.27(0.46)B　 2.00(0.77)B　 4.55(0.52)A 59.083***

소매의 길이는 적당한가? 3.64(0.50)A　 3.09(0.70)B　 3.82(0.60)A 4.262*

상의의 진동둘레는 적당한가? 3.18(0.60)B　 3.64(0.67)AB　4.09(0.30)A 7.500**

소매통의 둘레는 적당한가? 3.73(0.46) 3.64(0.50)　 3.64(0.67) 0.098

상의의 전체적인 품은 적당한가? 3.64(0.50) 3.91(0.30)　 3.82(0.40) 1.250

상의의 디자인은 좋은가? 2.73(0.78)B　 3.64(0.50)A　 3.73(0.64)A 7.817**

하의

바지허리둘레는 적당한가? 2.82(0.60)C 3.45(0.52)B　 4.55(0.52)A 27.700***

엉덩이 둘레는 적당한가? 3.27(0.64)B　 3.55(0.52)AB　3.91(0.53)A 3.426*

밑단 둘레는 적당한가? 3.36(0.50) 3.73(0.46)　 3.82(0.60) 2.283

바지 길이는 적당한가? 3.09(0.70)B　 3.55(0.52)B　 4.18(0.60)A 8.790**

밑위 길이는 적당한가? 2.82(0.75)B　 2.64(0.80)B　 4.36(0.67)A 17.772***

하의의 전체적인 품은 적당한가? 2.73(0.46)C 3.45(0.68)B　 4.36(0.67)A 19.365***

하의의 앞뒤 구분이 편한가? 3.00(0.77)B　 1.82(0.75)C　 4.73(0.46)A　 51.118***

하의의 디자인은 좋은가? 3.00(0.53)B 3.36(1.02)AB　3.91(0.86)A 3.551*

- * p<0.05, ** p<0.01, *** p<0.001, 음영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

- 모든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가 (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 매우 그렇다.)
- 알파벳은 사후검정(Duncan 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임.(A>B>C)

<표 9> 2차 실험복 외관 평가 결과

2차 실험복의 만 3-6세 유아 실내복에 필요조건에

따른 최종 설계 내용은 <표 7>에 제시하였으며, 2차 실

험복 도식화 및 디테일 사진은 <표 8>에 제시하였다.

4) 2차 착의 평가 결과

외관 평가 결과, 전체적인 외관에 관한 만족도를

묻는 모든 설문항목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실험복이

기존복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복의 색상 및 디자인의 만

족도가 기존복에 비해 높은 이유는 소비자 설문결과

를 반영하여 실험복의 색상과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

여 설계한 결과로 생각된다. 몸판에는 유기농 소재를

사용하고 활동성이 높은 팔과 다리 부분에는 사방으

로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 실험복의 소재 질

감은 기존복에 비해 평균점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기존복과 실험복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의복의 외관은 내의

의 기능도 하는 동시에 실내복의 기능도 할 수 있는

의복의 디자인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작 적응성 평가 결과, 여유량과 활동성 항목에

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착용

감 및 여유량, 활동성의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기

존복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전반적인 활동성이

기존복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몇가지 개

선 사항으로 ‘상의 길이 조절 끈의 기능 및 사용성’,

‘상의에 부착된 앞가리개의 사용성’ 항목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얻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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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의 평가 문항

Mean (S.D)

F값기존복A

(N=11)

기존복B

(N=11)

실험복

(N=11)

전체

전체적 착용감은 좋아 보이는가? 3.55(0.82) 3.91(0.70) 4.27(0.46) 3.158

전체적 여유량은 적당해 보이는가? 3.36(0.50)B 3.73(0.46)AB 4.09(0.53)A 5.714**

전체적 활동성은 좋아 보이는가? 3.55(0.52)B　 3.91(0.53)B 4.45(0.52)A 8.261**

상의

동작시 상의의 전체적 품이 편안한가? 3.82(0.75) 3.55(0.68) 4.18(0.60) 2.403

상의는 입고 벗기기 쉬운가? 2.91(0.70)B　 2.82(0.60)B 4.36(0.50)A 22.377***

동작시 팔둘레가 편안한가? 3.55(0.52)B　 3.18(0.60)B 4.27(0.46)A 11.915***

동작시 목둘레가 편안한가? 3.82(0.60) 3.91(0.53) 4.27(0.46)　 2.187

동작시 진동둘레가 편안한가? 3.82(0.40) 4.09(0.53)　 4.27(0.46) 2.568

동작시 어깨너비가 편안한가? 4.09(0.53)　 4.09(0.30) 4.18(0.40) 0.167

동작시 상의길이가 적합한가? 3.00(0.63)B 2.73(0.64)B 4.36(0.67)A 19.929***

하의

동작시 하의의 전체적 품이 편안한가? 3.64(0.80)　 3.82(0.75)　 4.18(0.60) 1.609

하의는 입고 벗기기 쉬운가? 3.55(0.68)　 4.09(0.53)　 4.00(0.44) 2.925

동작시 무릎부분은 편안한가? 3.09(0.53)B 3.18(0.75)B　 4.36(0.50)A 15.000***

동작시 허리둘레가 편안한가? 3.09(0.70)B　 4.00(0.44)A 4.27(0.64)A 11.393***

동작시 가랑이(밑위부분)이 편안한가? 3.27(0.46)B　 3.64(0.50)AB　4.00(0.44)A 6.486*

동작시 엉덩이 둘레가 편안한가? 3.73(0.78) 4.18(0.40)　 3.91(0.30) 1.979

허리 옆 주머니에 물건을 넣고 빼기가 편안한가? - - 2.91(0.94) -

- * p<0.05, ** p<0.01, *** p<0.001, 음영 유의차가 나타난 항목
- 모든 항목은 5점 척도로 평가 (1점 : 매우 그렇지 않다 ➛ 5점 : 매우 그렇다.)
- 알파벳은 사후검정(Duncan 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

임.(A>B>C)

<표 10> 2차 실험복 동작 적응성 평가 결과

기능성 부여 항목의 적합성 평가 문항 외관 동작 적응성

기존복에 비해 길어진 상의 길이 4.09(0.53) 4.45(0.52)

소매단 부분 오염에 대한 개선안 (소매단 부분의 진한 색상의 소재사용) - 4.45(0.52)

앞가슴 부분 오염에 대한 개선안 (앞가리개) - 3.55(0.52)

상의 길이 조절 끈의 사용성 - 3.18(0.98)

상의 길이 조절을 위한 끈의 외관 3.45(0.52) -

상의에 부착된 앞가리개의 외관 (위로 올렸을 경우) 4.00(0.63) -

상의에 부착된 앞가리개의 외관 (아래로 내렸을 경우) 1.82(0.75) -

상의에 부착된 앞가리개의 기능 및 사용성 - 3.18(0.0)

활동성을 위한 설계 방법 (무릎부분 소매턱, 팔과 다리에 신축성 소재의 사용) - 4.55(0.52)

하의 포켓 위치 및 외관 3.45(0.68) -

하의옆선과 무릎부분에 사용된 신축성 소재의 외관 4.09(0.70) -

하의 포켓의 사용성 - 3.55(0.52)

하의 앞뒤 구분의 용이성 - 4.55(0.52)

실내복으로 착용하기에 (외관) 4.27(0.46) -

내의로 착용하기에 (외관) 3.73(0.90) -

실내복으로 착용하기에 (동작 적응성) - 4.36(0.50)

내의로 착용하기에 (동작 적응성) - 3.73(0.46)

<표 11> 기능성이 부여된 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

단위: 평균(S.D), N=11

로 나타났다. 2차 착의 평가 내용을 토대로 만 3-6세

유아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실내복 디자인을 최종

제안하였다.

2차 착의 평가의 외관 평가 및 동작 적응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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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앞면의 소재는 진한

색상의 오염에 강한 소재

캐릭터 문양 삽입

스냅(오목면)

B

한쪽 목 옆트임, 단추앞가리개 부착을

위한 스냅(오목면)

스냅(오목면)

스냅(볼록면)

뒷면의 소재는 몸판과

같은 소재 사용, 손을

넣기 쉬운 위치에 설계.

A
소매 턱

<앞가리개를 내린 경우> <앞가리개를 올린 경우>

<앞> <뒤>

하의

<앞> <뒤>

무릎과 하의 옆선 신축성

과 내구성이 우수한 소재

앞뒤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장식용

와펜(포켓모양) 또는

패치 포켓

소재

제안

* 상의 몸판 : 케릭터 문양의 항균가공 된 천연소재

* 팔과 다리 부분의 소재는 사방 스트레치 소재 제안

* 무릎 부분의 소재는 내구성과 신축성이 우수하고 두께감이 있는 소재 제안

* 앞가리개를 내린 경우(A) : 상의 몸판과 같은 소재 제안

* 앞가리개를 올린 경우(B) : 오염에 강하고 세탁성과 촉감이 좋은 소재 제안

컬러

및 문양

제안

*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 색상 사용

* 상의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케릭터 문양이 들어간 소재, 하의는 단색 사용

* 팔꿈치, 앞가리개를 올린 경우 : 잦은 오염에 대비하여 진한 색상의 소재 사용

<표 12> 최종 실내복 디자인 및 소재 제안

결과는 <표 9>, <표 10>에 나타내었다.

기존복과 다르게 설계된 항목의 외관 및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험복 평가 시에 기존복과 다르게

설계된 항목의 만족도를 묻는 설문 항목을 구성하였

다. 평가는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5점에 가까울수

록 매우 만족함을 의미한다. 평가의 결과는 <표 11>

에 제시하였다.

실험복의 기능성이 부여된 각 항목별 외관 만족도

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인 앞가리개를 내렸을 때의 외관

만족도는 1.82점을 얻어 추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

로 나타났다. 앞가리개를 내린 경우, 남아복이지만

스커트와 비슷하게 보여 외관상 남아복에 어울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상의 길이가 기존복에

비해 길어진 점은 기능적으로 우수하지만 앞가리개

까지 길이가 상의길이와 같아지면서 외관상 보기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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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상의 길이 조절 끈의 경우, 상의가 길어진 것에

만족하며 길이 조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

견이 나타났다. 아이들이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

면 디자인이 달라지는 앞가리개를 통해 아이들이 흥

미로워 할 수 있고, 특히 앞가리개를 올린 경우, 아

이들이 주머니로도 사용할 수 있어 호기심을 유발한

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앞

가리개를 손에 끼어 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데

앞가리개를 고정시키는 부자재인 단추가 너무 약해

보인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타나 추후 부자재의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두 개의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서는 평균점수가 3.5

점 이상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기존복에 비해 길어진 상의길이’, ‘소매단 부분 오염

에 대한 개선안’, ‘활동성을 위한 설계 방법’, ‘하의 앞

뒤 구분의 용이성’의 항목은 모두 4.55점으로 만족도

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유아 실내복 최종 제안
2차 착의 평가 결과, 몇 가지 개선 사항이 나타났

다. 최종 디자인 제안을 위한 도식화는 <표 12>와 같

다.

첫째, 앞가리개 부착을 위한 단추가 아이들이 다

양한 활동을 하면서 떨어질 위험이 높은 요소로 나

타났다. 개발된 앞가리개는 아이들이 주머니처럼 손

을 넣어다가 빼기도 하면서 튼튼한 부자재가 요구되

어진다.

둘째, 앞가리개를 내렸을 때의 외관 평가 결과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길어진 상의길이에 맞춰 앞가

리개의 길이도 길어졌다. 기존복에 비해 길어진 상의

길이는 만족도가 높았으나 한쪽 면에는 니트 소재가

아닌 우븐 소재를 사용한 앞가리개는 너무 길어 보

인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앞가리개의 길이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앞가리개 사이로 주머니처럼

아이들이 손을 넣어 놀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손

을 넣기 쉬운 위치에 앞가리개(내린 경우)를 설계한

다면 더욱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실험복의 상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원하면

상의길이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길이조절 끈을 제작

하였다. 적합성 평가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상

의길이가 길어진 것에 만족하며 상의길이 조절 끈의

사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때문에, 최종

실내복 디자인 제안에서는 상의길이 조절 끈을 삭제

하였다.

넷째, 아이들의 연령별 성별에 따라 좋아하는 캐

릭터 문양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하여 상의에 캐릭터

문양을 넣어준다면 아이들이 더욱 선호하는 의복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의의 최종 개선 사항으로 나타난 항목은 첫째,

착의 평가에 참여한 소비자들은 무릎 부분의, 내구성

이 우수하고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만족하며 무릎 부분의 다트는 오히려 무릎이 나와

보여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나 무릎부분의 다트

는 최종 실험복 디자인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다섯째, 활동성과 내구성 고려를 위해 무릎부분에

사용된 소재의 길이는 사이즈 코리아 정적 치수 데이

터에 의존하여 무릎 위치를 파악한 후 설계한 것이

다. 해당연령의 무릎부분 활동 범위를 객관적으로 파

악하여 의복설계시 반영하면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더

욱 편안한 의복을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만 3-6세 유아 실내복

의 필요조건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패턴, 디자인,

소재, 부자재의 측면에서 개선 사항을 반영한 실내복

을 제작하고, 착의 평가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 3-6세 남아의 실

내복 선호 사항 및 불편 사항을 분석한 결과, 실내에

서 가장 많이 착용하는 의복 종류는 내의로 나타났

으며, 실내복 선택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

분은 활동성, 실내복으로 선호하는 색상 계열은 파스

텔 계열로 나타났다. 실내복과 관련한 불편 사항으로

는 보풀이 가장 잘 일어나는 부위는 무릎, 오염이 가

장 심한 부분은 앞가슴, 소재가 쉽게 닳는 부분은 무

릎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의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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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아가 디자인 보다 활동성을

고려한 의복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실험복은 활동성을 고려하고, 기능적인 측면이

부각된 의복개발이 여아에 비해 더 필요하다고 생각

된 남아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실내복으로 선호

하는 디자인 요소와 불편항목을 도출하여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개발된 실험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내의의 기능을 하면서도, 디자인은 겉옷 느

낌의 실내복을 설계하기 위해 소재는 내의의 소재를

사용하되, 외출복에 사용되는 디자인을 부분적으로

가미하였다. 활동성을 위해 래글런 소매로 설계하였

으며, 착탈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래글런 선을

따라, 트임을 주었다. 또한, 팔과 다리 부분에는 사방

으로 스트레치 되는 소재를 사용하여 활동성을 높였

으며, 몸판에는 촉감이 우수한 유기농 소재를 사용하

였다. 앞가슴과 팔꿈치 부분에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진한 색상의 소재를 사용하고, 특히 앞가슴 부분의

오염 개선을 위해 앞가리개를 만들었다. 무릎에는 활

동성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신축성이 우수하고, 두꺼

운 소재를 사용하였다. 기존복의 경우, 상의길이가

짧아 불편하다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여 상의 길의

는 기존복에 비해 5cm 길게 설계하였다. 또한, 활동

성 개선을 위해 뒤 밑위길이는 기존복에 비해 길게

설계하였으며, 소매부분에는 턱을 삽입하고 무릎부분

에는 다트를 삽입하였다.

3. 기존복에 비해 개발된 실험복이 외관 평가와

동작 적응성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

았다. 2차 최종 착의 평가에서 몇 가지 개선이 필요

한 항목들의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요구도와 아이들

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기능적 의복으로 유용하게

착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내복은 남아를 위한 것이었

지만, 성별에 따라서도 행동 특성에 차이가 나타남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으므로 여아를 위한 실

내복의 연구도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발달 과업과 특성이 다

르므로, 추후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기존복에 사용된 소재의 경우, 브랜드 내에서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소재로 실험복에 사용된 소재

의 물리적 특성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었다. 소

비자의 인식이 점차 유아동복의 소재에 집중되어 있

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앞으로

유아동복 브랜드에서는 지속적인 소재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유아의 행동 특성을 분명히 파악하고, 소비자의

요구도 및 불편 사항을 반영한 의복을 설계한다면

의복을 착용하는 유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효용이 높은 의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기능적인 실내복은 유아동복 의류산업의 국내

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유아동복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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