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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nter outerwear includes various clothes such as classical jackets/coats, padded jackets/coats, wind brea-

kers, leather and fur jackets/coats. This research surveyed care-label instructions attached to 100 jackets/coats

dropped off at five drycleaners in the Gyungin area.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care labels and management of winter outerwear were examined using a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from

230 respondent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es, t-tests, ANOVAs and Duncan tests with PASW

20.0. Half of the padding jackets/coats were labelled to be dry cleaned and dry cleaning was more exce-

ssively labelled than necessary. University students confirmed more care symbols than fiber compositions

such as more at time of cleaning than at purchasing. Clothing-related major students understood care label

symbols better than non-clothing major students. Consumers laundered some winter outerwear at home,

even though they thought dry cleaning was a proper cleaning method. The appropriate cleaning method for

padded jackets/coats is laundering; however, consumers who answered dry cleaning as an appropriate me-

thod were three times as those who answered washing, and those performed dry cleaning were two times

as those who performed washing. Winter outerwear manufacturers should provide adequate and more spe-

cified care-information to consumers in order to maintain initial appearance and performance over longer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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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아우터웨어는 여러 종류의 옷을 뜻하는데 우선 내의

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겉옷, 드레스 ·스웨터 ·수트 등

과 같이 내의 위에 입는 옷 또는 비옷 ·오버코트 등과

같이 실외 활동 시 보온과 신체보호를 위해 입는 옷 등

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아우터웨어는 겨울에 보온을

위해 제일 겉에 착용하는 코트 ·재킷 등을 의미한다.

의류소재의 발전에 따라 겨울 아우터웨어의 종류와

형태가 크게 변화되었는데 세계대전 이후까지 상당기

간 모 또는 모 혼방 소재를 중심으로 면 솜 퀼트, 가죽

또는 모피코트 등이 있었다. 다운제품은 침구에 사용

되기 시작하여 1911년 미국에서 다운조끼와 아우터웨

어가 제작되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Peers, 2011).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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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다운제품은 1936년에 Eddie Bauer가 미 공군 조종사

용 다운재킷을 소개한 후 다른 아우터웨어보다 보온성

이 커서 요구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Long, 1999). 최근 겨울에 우리나라에서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가격이 비싼 다운 또는

폴리에스터 솜의 패딩코트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패딩제품의 보온성과 함께 폴리에스터 또는 나일

론 극세사로 된 다운프루프 직물의 개발로 반복 세탁에

도 속의 패딩물이 겉으로 빠져 나오지 않음으로써 이

와 같이 널리 착용하게 되었다.

겨울 아우터웨어는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겹으

로 되어있으며 소재도 여러 종류를 사용한 경우가 많고

가격도 비싼 편으로 다른 의복에 비하여 착용기간도 길

고 관리가 더욱 중요한 품목이다. 또한 최근에는 투습발

수, 방풍, 방오, 다운프루프성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소재를 많이 사용하므로 세탁 후에도 이들 성능을 유지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겨울 내내 착용 후 더러워진 겨울

아우터웨어의 세탁과 관리는 중요하다. 의류제품을 세

탁할 때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Quality

Management and Safety Control of Industrial Product

Act」](2014) 제22조에 따라 의복에 부착된 품질표시 중

섬유의 조성과 취급상 주의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의

복에 부착하는 품질표시는 생산자가 바른 정보를 제공

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가 바르게 관리함으로써 제품

을 만족스럽게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기 위함이다. 섬

유제품의 품질표시는「안전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의

안전 ·품질표시 기준」[「Safety Quality Labeling System

for the Industrial Products Subject to Safety/Quality La-

belling System」](2012)에 따라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과 취급상 주의 사항,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

자 또는 수입자명과 제조국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치수

는 권장 사항이다. 의류관리 시 참고할 내용은 섬유조성

과 취급주의 사항이며, 세계 각국이 취급주의 사항은 기

호로 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청된 2012년

의 피해구제 자료에는(Korea Consumer Agency [KCA],

2013) 물품 부문에서 의류 및 섬유용품이 6,292건으로

41.0%, 물품 관련 서비스 부문에서는 세탁업이 1,854건

63.8%로 각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피해

구제 소품목별에서도 세탁에 의한 비율이 높고 더구나

매년 전년에 비하여 2011년 32.8%, 2012년 17.2% 증가

하였다. 세탁 품목 중 의류가 74.0%로 가장 높은데 그

원인으로 외관손상, 훼손, 변 ·퇴색, 얼룩발생이 있었다.

세탁 후 탈색, 수축, 표면변화 등의 하자가 발생하는 것

은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세탁하였기 때문으로 취급주

의 사항에 표시된 세탁방법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소비자가 의류를 관리할 때에도 의류에 부착된 품질

표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되어 조사 ·연구

된 것으로 취급주의 기호에 대한 이해와 준행 정도에 관

하여 Shin(2000)은 설문지법으로 한국 여성의 실제 세탁

에 취급주의 표시의 적용과 취급주의 기호에 대한 지식

조사에서 취급주의 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취

급주의 표시를 잘 따랐으며 의류상품은 세계적으로 유

통되므로 취급주의 표시는 쉽게 이해되고 분명하며 단

순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

다. Calisir et al.(2013)은 ASTM에 규정된 기호를 선택

하여 터키에서의 취급주의 기호 이해도를 나이, 성별,

교육수준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텀블건조, 표백, 드라이

클리닝 취급주의 기호의 이해도는 50.0% 이하였으며 세

탁 관련 기호는 여자가 남자보다 이해도가 높아 취급주

의 기호는 쉽게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복의 종류에 따른 취급주의 기호에 대한 연구로

Choo and Song(2000)은 대구지역에서 정장재킷을 제외

한 블라우스, 스커트, 바지, 원피스, 니트 상의의 취급주

의 표시와 여성들의 소비자 의식을 조사하여 재래시장

과 양품점 제품은 15.0%만 품질표시가 부착되었으며,

소비자의 87.0%가 취급주의 표시, 81.0%는 섬유혼용률

을 확인하였다. 드라이클리닝으로 표시된 의복도 25.0%

만 드라이클리닝하고 그 외에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 물

세탁을 하여도 거의 손상이 없었으며, 응답자들은 섬유

에 따라 세탁방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았어도 대부

분 취급주의 표시가 과도하게 드라이클리닝으로 되었다

고 하였다.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며 활

동 시에 쾌적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투습방수포 제

품이 증가하여 이 제품 35개에 부착된 취급표시 기호와

설문지법으로 이들 제품의 세탁방법과 취급표시 기호의

이해도를 조사한 연구도 있다(Choi & Lee, 2001). 모두

유명한 스포츠웨어 생산업체의 제품이었음에도 취급주

의 표시가 다양하였고 지나친 주의 표시나 잘못된 표시

도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의 투습방수포 제품의 소유 비

율과 취급주의 표시 확인 비율은 높았으나 세탁방법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여대생의 진바지에 부착된 품질

표시와 관련하여 Uh and Park(2006)는 품질표시의 필요

성에는 동의하나 신뢰도와 이해는 제한적이었으며, 취

급표시 기호의 개선과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섬

– 943 –



162 한국의류학회지 Vol. 38 No. 6, 2014

유조성율보다는 세탁방법의 확인이 더 많아 결론적으로

취급표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올바른 표시가 필

요하다고 하였다. 성인 제품에 비하여 물세탁을 위주로

하며 잦은 세탁으로 취급주의 사항에 대한 중요도가 높

은 유 ·아동복을 구매한 주부는 취급주의 사항은 확인

하나 세탁 시 추가지식에 대한 정보제공이 더 필요하며

취급상 주의사항이 생산업체 위주로 표기되어 신뢰도

가 높지 않고 준수 비율도 낮다고 하였다(Hong & Lee,

2007).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경험상

으로 큰 문제가 없어서, 습관적으로, 그리고 세탁에 대

한 본인의 지식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제조업

체는 현실적인 취급주의 방법을 제시하여 신뢰를 회복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의류제품의 안전 ·품질표시(이하 품질표시)는 의류

구입과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관한 연구

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홑겹 옷에 관한 것이다.

겨울용 아우터웨어는 가격이 높고 종류가 점차 더욱 다

양해졌을 뿐 아니라 최근 새로운 소재를 사용한 패딩

코트의 착용빈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

구에서는 현재 착용되는 겨울용 아우터웨어류의 품질

표시인 소재와 취급주의 표시에 대한 현황 조사, 품질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관리실태 조사와 함께 바람

직한 관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겨울용 아우

터웨어를 오랜 기간 원래의 품성을 유지하며 착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겨울 아우터웨어의 세탁을 위해 세탁소에 많이 맡기

는 2013년 4월에 경인지역에서 드라이클리닝과 물세

탁을 직접 하는 세탁업소 5곳을 방문하여 겨울 아우터

웨어에 부착된 품질표시의 섬유조성과 취급주의 표시를

조사하였다. 겨울 아우터웨어 100벌을 조사하였는데 일

반 매장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벌 수의 옷에 부착된 품

질표시를 조사할 수 없어 세탁업소에 맡겨진 옷의 품

질표시를 조사하였다. 의복의 종류는 재킷/코트, 패딩

재킷/코트, 바람막이, 모피코트의 4종류로 분류하였다.

맡겨진 옷의 비율에 따라 재킷/코트는 소재가 모 섬유

100% 또는 모 섬유가 혼방된 것이 28벌, 그 외의 섬유

로 된 것이 13벌로 총 41벌이었다. 패딩재킷/코트는 겉

감과 패드의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겉감이 합성섬유는

49벌, 야상이라 하는 면 혼방 직물이 3벌이었으며, 패드

에 따라 구분하면 다운이 34벌, 합성섬유 솜이 15벌, 표

시가 없는 것이 3벌로 총 52벌이었다. 바람막이는 합성

섬유 소재의 홑겹 또는 얇은 안감이 있는 것으로 6벌,

가죽/모피코트는 1벌이었다.

겨울 아우터웨어의 품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과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은 2013년 5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인지역의 대학생들을 편의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62부를 배부하여 미 회수

되거나 불완전한 것 32부를 제외한 230부를 자료분석

에 이용하였다. 유효 표본 230부의 응답자에 대한 인구

분포는 성별로 남성 37.4%, 여성 62.6%였으며, 의류 또

는 섬유분야 전공학생은 43.5%, 기타 분야로 비전공 학

생은 56.5%였고 연령별로는 19~21세 30.9%, 22~24세

48.2%, 25~29세 20.9%였다.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PASW20.0 통계프로그램으로 평균, 빈도, t-검정, ANO-

VA와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

겨울 아우터웨어의 취급표시 기호에 대한 이해도와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겨울 아우터웨어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10문

항, 섬유조성과 취급표시 기호의 확인 및 이행에 관하여

3문항, 겨울 아우터웨어에 자주 사용되는 취급표시에

대한 이해도에 관하여 7문항, 인구통계학적 변수 5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선택적 질문을 제외하고는 5점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성별, 전공학과,

연령, 본인의 월 지출액과 가정의 월 소득이 포함되었

으나 본인의 월 지출액과 가정의 월 소득은 통계처리 후

유의한 차이가 없어 분석결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겨울 아우터웨어의 취급표시

세탁업소에 맡겨진 겨울 아우터웨어 총 100벌을 분류

하여 조사한 품질표시의 섬유혼용율과 취급주의 사항

은 <Table 1>과 같다. 여기서 취급주의 표시는 각 의복

종류에 따른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재킷/코트는 조성 섬유에 따라 세탁방법에 차이가 있

어 모 섬유가 포함된 제품은 모두 드라이클리닝으로 표

시되었다. 모 이외의 섬유로 된 재킷/코트 중 세탁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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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이 가능한 1벌은 드라이클리닝과 병행표시되었는데

면과 스판덱스 혼방 제품이었다. 중성세제로 30
o

C에서

손세탁할 수 있는 3벌은 면 또는 레이온 섬유에 폴리에

스터 또는 나일론 혼방 제품이었다. 손세탁과 드라이클

리닝이 함께 표시된 4벌은 모두 폴리에스터 제품이고

드라이클리닝만 표시된 것은 레이온과 폴리에스터 혼

방, 아크릴 제품 그리고 폴리에스터 제품으로 동일 섬유

의 조성에도 세탁방법이 다르게 표시되었다. 겉감이 모

100%인 제품 중 한 개의 제품만 안감이 레이온과 폴리

에스터 혼방이었으며 나머지 모든 재킷/코트의 안감은

폴리에스터 직물이었다. 재킷/코트 41개 중 물세탁만 표

시된 것 7.3%, 물세탁이 가능한 것 19.5%이며 드라이클

리닝만 표시된 것은 80.5%로 세탁업소에 맡겨진 것을

조사하였으므로 물세탁 재킷의 비율이 적을 수도 있으

나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지나침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레이온 15~20% 혼방 폴리에스터 재킷은 물세탁

이었으나, 레이온 4% 혼방 폴리에스터 재킷, 100% 폴리

에스터 재킷이 모두 드라이클리닝으로 표시되었다. 소

비자가 세탁하기 쉽고 경제적일 뿐 아니라 세탁 후 쾌

적한 상태의 의복이 되도록 취급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드라이클

리닝으로 표시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면과 나일론 각

각 50%로 조성된 재킷에 소가죽을 부분적으로 배색하

여 드라이클리닝을 하도록 하였는데 최근에는 소재가

매우 발달되었으므로 천연피혁과 매우 유사한 외관의

합성피혁을 사용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관리가 쉬워

지므로 생산자는 미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의복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겨울 아우터웨어로 착용빈도가 매우 높아진 패

딩재킷/코트의 취급주의 표시 기호를 겉감 섬유와 패드

종류에 따라 분류하였다. 패드가 다운인 경우에는 다운

이 빠져 나오지 못하도록 겉감으로 고밀도 직물을 사용

하여야 하므로 폴리에스터, 나일론, 또는 이 둘의 혼방

직물이 적합하다. 하지만 패딩재킷/코트에 대학생들이

많이 입는 야상이라 불리는 것도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활동적인 면 직물의 느낌으로 올리브색으로 군인들이

착용하는 야전 상의의 준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면에

나일론을 혼방하여 촉감, 강도와 구김성을 향상시킨 것

이다. 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탈착이 불가능하게 부

분적으로 모피장식이 된 비율을 나타내었다. 패딩자켓

에서 물세탁만 표시된 것은 40.3%이고 드라이클리닝은

53.8%로 드라이클리닝이 더 많았다. 하지만 겉감이 나

일론인 것은 드라이클리닝보다 물세탁 비율이 크게 높

았는데 이는 나일론이 폴리에스테르보다 촉감이 부드

럽고 가벼우며 가격이 비싼 고가제품으로 비교적 유명

Table 1. Cleaning symbols attached to winter outerwear

Type Fiber Number
Total

number

Cleaning symbol (%)

Jacket/coat
Wool (blend) 28

41
0.0

1)
0.0 . 068.3

1)

Others 13 02.4
1)

007.3
1)

9.8 012.2
1)

Padded

Jacket/coat

Shell

PET 34

52

05.8
1)

011.5
1)

3.8 44.2 (11.5)

Nylon 12 05.8
1)

011.5
1)

1.9 003.8
1)

PET/nylon 3 0.0 001.9
1)

. 003.8
1)

Cotton/nylon 3 0.
1)

003.8
1)

. 001.9
1)

Pad

Down 35 11.5
1)

013.5
1)

3.8 38.5 ( 9.6)

PET 15 0.0 013.5
1)

. 15.4 ( 1.9)

No mark 2 0.0 001.9
1)

1.9 0.0

Wind breaker
PET 3

6
0.0 033.3

1)
. 16.7

1)

Nylon 3 0.0 050.0
1)

. 0.0

Fur coat Rabbit 1 1 0.0 100.0
2)

. 100.0
3)

1) Along with dry cleaning

2) Do not wash

3) Do not dry cleaning

The numbers in the parentheses are the percent of fur ado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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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생산되어 적합한 취급기호가 표시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폴리에스테르는 나일론 직물보다 소수성

이며 일반적으로 세탁 후 색상변화도 적고 다림질, 이

염 등 관리하기가 비교적 쉬움에도 드라이클리닝 표시

가 훨씬 많은 것은 소비자의 올바른 관리를 염두에 두

기보다는 막연히 드라이클리닝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운패드는 동물의 털이므로 드라

이클리닝으로 세탁 시 털의 기름이 완전히 제거되어 거

칠어져서 부셔지므로 물세탁하여야 하며(Morris, 1995;

“겨울 옷 관리 [Management of winter garments]”, 2011;

“고가의 다운패딩 [Expensive down padding]”, 2014), 폴

리에스터 패드도 물세탁으로 아무런 해가 없고 재오염

을 막아 더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다. 하지만 다운패드

제품은 물세탁보다 드라이클리닝이 더 많고 폴리에스

터 패드제품도 모피가 부착된 것을 제외해도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이 같은 비율이므로 취급표시가 옳지 않게

표시된 것이 더 많아 이들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패드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도 2개가 있었으

며, 겉감이 면과 나일론 혼방 직물은 모두 폴리에스터

패드가 사용되었다.

바람막이는 기능상 고밀도 직물이어야 하므로 조성섬

유가 폴리에스터 또는 나일론으로 충분히 물세탁이 가능

한 품목이다. 그러나 표시된 세탁방법은 물세탁이 83.3%

로 많긴 했지만 드라이클리닝으로 표시된 비율이 16.7%

에 달했다. 바람막이의 드라이클리닝 표시 개수가 상대

적으로 적은 것은 소비자가 물세탁이 가능한 것을 알아

세탁소에 맡긴 수효가 적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세탁업소의 조사에서 모피코트는 토끼털 코트 한 벌

만 있었는데 여기에는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모두 금

지되고 모피전문점에 맡기도록 표시되었다. 모피는 특

수방법으로 세탁하는데 즉, 톱밥 등에 드라이클리닝 용

제, 모피윤기제와 대전방지제를 스며들게 한 후 함께

돌려 파우더 세탁 후 진공 흡입시켜 톱밥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Technical Edu-

cation Institute of Korean Drycleaners Association, 1986).

2. 겨울 아우터웨어에 대한 소비자 태도

경인지역 230명의 대학생이 겨울 아우터웨어에 부

착된 품질표시 확인 정도를 구입 시와 세탁 시로 구분

하여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입

시보다는 세탁 시에 품질표시의 확인 점수가 높은 것은

블라우스, 스커트, 바지, 원피스, 니트 상의에 대한 Choo

and Song(2000)의 연구, 여대생의 진바지에 대한 Uh

and Park(2006)의 연구와도 일치한 결과로 적합한 세탁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므로 의류제품의 품질

표시에 정확한 취급주의 세탁방법을 표시하고 여러 번

세탁 후에도 표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겨울 아

우터웨어 구입 시의 품질표시 확인은 남자보다는 여자,

비전공학생보다 의류 관련 전공생, 나이가 많을수록 높

았다. 세탁 시 취급주의 표시의 확인에 대한 성별 차이

는 없으나, 전공 관련 학생과 22세 이상의 나이가 많은

계층의 대학생이 더 높았다. 25세 이상은 비전공자가

47.9%로 전공자의 비율과 거의 같으나 남학생이 70.8%

를 차지하여도 25세 이상은 구입 시와 세탁 시에 품질

표시 확인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섬유조성과 적합한

세탁방법의 정보를 통하여 관리가 쉬운 옷을 구입하고,

구입 시와 같은 외관을 계속 유지하여 오래 착용하는데

관심을 가진 경제적인 면을 중요시 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겨울 아우터웨어의 품질표시에서 섬유조성율, 세탁

방법, 표백 여부, 건조방법의 항목별로 확인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섬유조성을 확인하는 비

율은 42.2%인데 여성, 의류 관련 전공자와 22세 이상의

연령집단의 확인이 더 많았다. 하지만 세탁방법의 확인

은 83.0%로 매우 높은데 이는 앞에서 의복구입 시보다

세탁 시에 취급상 주의 표시 라벨의 확인이 높은 것과 동

일한 의미로 의복구입 시에는 섬유조성을 확인하고 세

탁 시에는 세탁방법의 확인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세탁방법 확인은 여성과 22세 이상의 연령에서 더 높았

다. 세탁 시의 표백제 사용가능 여부와 건조방법에 대한

Table 2. Checking time of care label attached to winter outerwear

Heading
Total

Mean

Gender Clothing Major Age

Male Female t-value Related
Not

related
t-value 19-21 22-24 25-29 F-value

Check at buying 2.92 2.67 3.06 2.369* 3.10 2.78 2.095* 2.66b 2.95ab 3.23a 3.437**

Check at washing 3.67 3.51 3.76 1.610* 3.85 3.53 2.116* 3.24b 3.86ab 3.88a 7.549**

*p<.05, **p<.01

a, b: Duncan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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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비율은 매우 낮았고 모든 집단에서 유의 차가 없었

다. 그러므로 품질표시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물세

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세탁방법이므로 이 세탁

방법에 대한 취급표시는 소비자가 올바로 세탁할 수 있

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표시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겨울 아우터웨어에 부착된 취급주의 표시를 확인하여

도 표시된 기호에 대한 이해가 올바른 세탁을 위해 필

요하다. 그러므로 취급주의 표시 기호에 대한 이해도를

본인이 생각하는 이해도와 각 영역별로 7개의 취급주

의 기호에 대해 올바른 설명을 선택하도록 하여 실제로

파악 정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본인이 인

지하는 취급상 주의 기호의 이해도는 5점 척도이고 취

급주의 기호 점수는 0점부터 7점의 범위이다. 본인이 인

식하는 취급표시 기호에 대한 이해 정도는 3.27점으로

본인들은 이해하는 편으로 생각하였다. 성별에는 유의

차가 없으나 의류 관련 전공과 22세 이상의 나이가 많

은 대학생 계층이 이해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취급표시 기호의 문제에 대한 점수는 평균

3.36으로 정답률이 48.6%이었으며 집단별로는 전공과

비전공집단에서만 차이가 있고 성별, 나이별로는 취급

표시 기호에 대한 점수의 유의 차가 없었다. 전공학생

이 비전공학생에 비하여 크게 높아 의복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을 때 취급주의 기호의 이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취급주의 표시 기호에서 항목에 따른 점수는

건조, 세탁, 다림질 기호의 정답률은 50.0%가 넘었으나

표백, 드라이, 탈수방법에서의 정답률이 낮았다. 나이가

많은 계층은 취급상 주의 표시를 많이 확인하나 나이에

따른 이해도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취급주의 기호

는 실생활과 직결되어 비전공자 즉 일반인도 취급주의

기호를 모두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취급주의 기호

에 대한 지식을 널리 상세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겨울 아우터웨어의 관리

대학생이 겨울 아우터웨어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세탁방법으로 물세탁,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조

사, 그리고 실제 세탁하는 장소가 집, 세탁업소인지를

조사하여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 <Table 5>이다. 겨울 아

우터웨어를 모 또는 모 혼방 직물의 전통적인 재킷/코트

류, 패딩재킷/코트류, 바람막이, 야상, 가죽류의 재킷/코

트, 털코트 6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적합한 세탁방법은 각각의 겨울 아우터웨어의 소유

와 상관없이 응답하게 하였으나 세탁장소는 각 아우터

웨어를 가지고 있을 때만 표시한 것이다.

적합한 방법을 드라이클리닝이라 한 것은 클래식 재

킷/코트류, 가죽과 모피재킷/코트가 95.0%로 가장 높았

고, 패딩재킷/코트 76.0%, 바람막이와 야상이 53.0%의

순이었다. 클래식 재킷 또는 코트는 대부분 안감이 있어

Table 3. Checking category of care labels attached to winter outerwear                     (Unit: %)

Category
Total

Mean

Gender Textiles Major Age

Male Female t-value Related
Not

related
t-value 19-21 22-24 25-29 F-value

Fiber contents 42.2 30.2 49.3 08.032*** 53.0 33.8 8.503** 23.9b 54.1a 41.7a 16.105***

Cleaning method 83.0 70.9 90.3 14.313*** 88.0 79.2 3.087** 69.0b 91.9a 83.3a 16.099***

Bleaching 12.2 12.8 11.8 00.490*** 14.0 10.8 0.552** 14.1b 09.9a 14.6a 01.035***

Drying method 27.4 25.6 27.4 00.226*** 28.0 26.9 0.033** 23.9b 27.9a 31.3a 00.800***

**p<.01, ***p<.001

a, b: Duncan comparisons

Table 4. Awareness about care symbols

Heading
Total

Mean

Gender Clothing &Textiles Major Age

Male Female t-value Related
Not

related
t-value 19-21 22-24 25-29 F-value

Comprehend symbols 3.27 3.10 3.37 1.908 3.57 3.04 4.261*** 2.89b 3.50a 3.29a 8.984***

Score 3.36 3.15 3.48 1.886 3.70 3.10 3.528*** 3.21b 3.49a 3.29a 1.040***

**p<.01, ***p<.001

a, b: Duncan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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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세탁 시 겉감, 안감과 심지의 수축율이 다르고 양모

섬유의 조성율이 높으면 축융성으로 인한 수축으로 드

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제품의 형체유지에 안전하다

할 수 있다. 가죽과 모피는 전문 세탁업소에서의 취급

이 필요하다. 하지만 패딩재킷/코트류는 겉감은 폴리에

스터 또는 나일론이며 패드는 덕다운, 구스다운 또는

폴리에스터 섬유로 되어있다. 폴리에스터 패드는 물론

물 세탁이 가능하고 다운패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드라이클리닝 시 다운에 포함된 기름이 제거되어 촉

감이 거칠어지므로 물세탁이 바람직하다. 패딩재킷은

90.4%의 대학생이 소지한 품목으로 적합한 세탁방법의

응답에서 드라이클리닝이 물세탁의 3배나 되었다. 패딩

재킷의 가격이 비싸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거나 가정에서 물세탁이 가능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으로 추정되므로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관리방법에 대

한 정보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막이는 대부

분 홑겹이며 안감이 있어도 겉감과 안감 모두 합성섬유

인 폴리에스터 또는 나일론 직물로 손쉽게 세탁할 수 있

으나 52.0%는 드라이클리닝이 적합한 세탁방법이라 하

였다. 야상은 약 72.0%의 대학생이 소유하고 있으며 겉

감이 면 또는 면과 합성섬유 혼방 직물이고 안감과 함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한 라이너 또는 패드가 첨부되어 있

다. 야상의 적합한 세탁방법에 대한 응답으로 드라이클

리닝과 물세탁이 각각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물세탁이

가능하나 세탁 후 구김으로 인한 다림질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각 겨울 아우터웨어에서 드라이클리닝이 적

합하다고 응답한 것보다 실제 세탁 시에는 모든 경우 비

율이 낮았다. 특히 바람막이는 실제 물세탁이 드라이클

리닝의 2배 가까우며 야상도 물세탁이 드라이클리닝보

다 더 많았다. 앞의 겨울 아우터웨어에 부착된 취급주

의 표시와 비교하면 재킷/코트, 패딩재킷/코트, 바람막

이는 드라이클리닝 표시보다 드라이클리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물세탁 후 생길 지 모르는 손상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물세탁 후의 구김 등에 대한 처리를 전문

인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하지

만 야상의 물세탁률은 모 이외 소재의 재킷/코트에서

물세탁 표시보다 높아 다른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면 섬유는 물세탁이 가능하다는 통념이 영향을 끼친 것

으로 보인다.

각 겨울 아우터웨어의 세탁 시에 요구되는 성질의 순

서를 매기게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요구도가 가장 큰 것을 4점, 가장 적은 것을

1점으로 변환하여 제시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요

구 성질이 큰 것이다. 클래식 재킷/코트, 패딩재킷/코트,

바람막이, 야상은 세탁 시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으나, 가죽제품은 더러움 제거와 함께 형체유

지, 모피는 형체유지가 가장 중요하였다. 형체유지성은

가격이 비쌀수록 중요하여 클래식 재킷/코트와 패딩재킷/

Table 5. Comparison between appropriate and actual cleaning-methods of winter outerwear     (Unit: %)

Item
Appropriate

Actual
Laundry Dry clean Total Item

Appropriate

Actual
Laundry Dry clean Total

Jacket/

coat

Do not have - 05.2 005.2

Military

coat

Do not have 06.5 10.9 017.4

Household 03.9 07.0 010.9 Household 33.9 13.0 047.0

Cleaner 01.3 81.7 083.0 Cleaner 04.8 27.8 032.6

Did not wash . 00.9 000.9 Did not wash 01.7 01.3 003.0

Total 05.2 94.8 100.0 Total 47.0 53.0 100.0

Padded

jacket/coat

Do not have 02.6 07.0 009.6

Leather

jacket/coat

Do not have 01.3 43.9 045.2

Household 17.0 11.3 028.3 Household 01.3 03.5 004.8

Cleaner 04.3 55.2 059.6 Cleaner 02.2 45.2 047.4

Did not wash 00.4 02.2 002.6 Did not wash - 02.6 002.6

Total 24.3 75.7 100.0 Total 04.8 95.2 100.0

Wind

breaker

Do not have 13.5 14.3 027.8

Fur

jacket/coat

Do not have 03.9 61.3 065.2

Household 30.9 14.8 045.7 Household 00.9 00.4 001.3

Cleaner 03.0 21.3 024.3 Cleaner - 31.3 031.3

Did not wash 00.4 01.7 002.2 Did not wash 00.4 01.7 002.2

Total 47.8 52.2 100.0 Total 05.2 94.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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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는 두 번째로 중요하였으나 바람막이와 야상은 악

취제거의 요구도가 더 컸다. 모든 경우에 세균제거에 대

한 요구는 낮았는데 이는 겨울 아우터웨어가 피부에 직

접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겉옷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겨울 한철 동안 각 아우터웨어의 세탁빈도를 가정 세

탁과 세탁업소로 비교한 것은 <Table 7>과 같다. 패딩

재킷류는 가정이나 세탁업소에서의 세탁에서 모두 2회

이내로 차이가 없으나 그 외의 아우터웨어는 세탁업소

에서의 세탁은 2회 이내이나 가정세탁은 2~3회로 모두

세탁업소 세탁보다는 가정세탁의 세탁빈도가 큰데 이

는 세탁업소에서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죽코트와 모피코트의 세탁업소에서의 세탁횟수는 다

른 아우터웨어보다는 적으나 일반적으로 가죽과 모피

는 되도록 세탁을 피하고 부분적인 오염 또는 얼룩만

제거하도록 권하는 실정(“겨울 옷 관리 [Management of

winter garments]”, 2011)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고 특히

가정에서의 세탁횟수가 매우 높은데 이는 응답자가 2명

뿐이므로 다른 항목과 동일하게 취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겨울 아우터웨어에 대해 통합적으로 물세탁과 드라

이클리닝 후의 불만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8>과 같

은데, 조사 시 가장 불만족인 점을 한 개만 표시하도록

하였다. 물세탁 시에는 외관변화가 가장 큰데 응답자는

포괄적인 외관변화로 응답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다음

의 불만족으로는 패딩재킷/코트에서 패드의 뭉침, 줄

어들거나 늘어난 크기변화, 구김의 순서였으며 만족스

럽다는 응답은 6.0%이다. 드라이클리닝 시에는 가장 불

만족인 것이 더러움의 제거였으며 전체에서 24.4%를 차

지하였고, 다음은 촉감변화, 외관변화의 순서였으며 만

족은 32.9%이었다. 드라이클리닝 시 불만족 1, 2위의 더

러움 제거와 촉감변화는 드라이클리닝의 특성인 유기

용제 사용에 따른 친수성 소재인 모직물 등에서 오염제

거가 덜 되고 재오염도 쉬울 뿐 아니라 비싼 용제의 사

용으로 드라이클리닝용 세제의 사용과 헹굼이 충분치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실 예로 겨울 옷을 물세탁하여

보관 시 무더운 장마철이 지나도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

으나 드라이클리닝하여 보관 시에는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은 오염제거가 충분치 못하였기 때문이

다. 또한 드라이클리닝 직후 용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

으면 옷의 촉감이 뻣뻣하게 된다. 또한 표시된 불만족

외에 기타 사항으로 드라이클리닝 시에 용제로 인한 좋

지 않은 냄새에 대한 지적이 많았고 그 외에 가격이 비

싼 점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

지 접수된 세탁피해는 외관손상 37.4%, 변색, 이염 등의

색상변화 30.2%, 수축되거나 늘어나는 크기변화 13.8%

Table 6. Required properties for winter-outerwear cleaning

Item Soil removal Odor removal Microbe removal Shape retaining

Jacket/coat 3.2 2.3 1.7 2.8

Padded jacket/coat 3.3 2.4 1.7 2.5

Wind breaker 3.5 2.4 1.7 2.3

Military jacket 3.5 2.5 1.6 2.4

Leather coat 3.1 2.3 1.5 3.1

Fur coat 2.9 2.2 1.6 3.3

Table 7. Cleaning numbers of winter outerwear in a winter season according to cleaning places

Place

Item

No. of respondents No. of cleanings

Household Cleaner Household Cleaner t-value

Jacket/coat 25 191 2.44 1.87 2.912***

Padded jacket/coat 65 138 1.91 1.75 1.123***

Wind breaker 105 57 2.50 1.80 4.392***

Military jacket 108 77 2.40 1.95 3.231***

Leather coat 11 111 2.55 1.53 3.473***

Fur coat 2 73 2.50 1.36 2.027***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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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한다고 하였다(“세탁소에 맡긴 옷 [Clothes dro-

pped off]”, 2014). 이 결과는 본 조사와 일치하는데 본

조사의 더러움 제거와 촉감변화의 불만족 항목은 한국

소비자원에 세탁피해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드라이클리닝 시에는 세탁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인수할 때 다림질과 뒷손질을 한 상태로 외관, 크기, 구

김, 패드의 뭉침 등이 비교적 조절됨으로써 이들 항목이

물세탁 시보다 불만이 적고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높은

원인이라 하겠다.

겨울이 지나 겨울 아우터웨어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의 세탁시점과 보관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9>

이다. 겨울 아우터웨어는 모든 종류에서 거의 차이가 없

이 세탁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90.0% 내외가 겨울이

지나 세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의복관

리방법이다. 더러워진 옷을 장기간 방치하면 덥고 습한

여름철을 지나 오구가 섬유 속으로 침투하며 지용성 오

구는 중합 또는 산화되어 제거가 어려워지고 곰팡이 또

는 충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약 10.0%

는 다음 겨울이 되기 전에 세탁하여 착용하고 있는데 이

는 드라이클리닝한 옷을 장기간 보관 중에 먼지가 앉거

나 장마철에 곰팡이가 피는 등 착용 전 세탁하여 깨끗

하게 입기 위함이라 하였다. 하지만 드라이클리닝 시 오

구의 완전한 제거와 보관 시에 적절한 덮개의 사용 등의

개선으로 모든 경우 착용 직후에 세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장기간 보관 시 클래식 재킷/코트, 가죽과 모피제

품은 97.0%, 그 외의 패딩재킷/코트, 바람막이, 야상은

95.0% 정도 옷걸이에 걸어서 보관하고 있다. 세탁업소

에서 가져온 옷걸이는 대부분 철사로 가늘어 그대로 장

기간 보관 시에는 옷의 무게에 의해 늘어지고 옷의 형태

가 변화되므로 넓은 옷걸이에 걸어놓고 덮개도 비닐을

부직포 등의 커버로 바꿔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걸어

보관하는 것보다는 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접어 보관하

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IV. 결 론

가격이 비싸고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는 겨울용 아우

터웨어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소재의 사용이 급증하므

로 이들 겨울 아우터웨어의 관리는 어느 의복류보다 중

Table 8. Causes of dissatisfaction with winter outer-

wear after cleaning                                (Unit: %)

Item Washing Dry cleaning

Appearance change 25.3 10.2

Dimensional change 20.4 03.6

Wrinkle 11.4 01.8

Texture change 08.0 13.3

Color change 05.0 04.9

Filler agglomeration 21.4 03.6

Soil removal 02.5 24.4

Satisfying 06.0 32.9

Other - 05.3

Table 9. Cleaning time and storing methods for winter outerwear                              (Unit: %)

Item
Storing method

Cleaning time

Lay

 down

Hang on a

hanger
Total Item

Storing method

Cleaning time

Lay

down

Hang on a

hanger
Total

Jacket/

coat

After winter 0.9 88.5 089.4

Military

jacket

After winter 4.2 84.9 089.1

Before winter 1.4 08.7 010.1 Before winter 1.0 08.9 009.9

Did not clean 0.0 00.5 000.5 Did not clean 0.0 01.0 001.0

Total 2.3 97.7 100.0 Total 5.2 94.8 100.0

Padded

jacket/coat

After winter 4.3 86.0 090.3

Leather

coat

After winter 1.6 84.9 086.5

Before winter 1.0 08.2 009.2 Before winter 1.6 08.7 010.3

Did not clean 0.0 00.5 000.5 Did not clean 0.0 03.2 003.2

Total 5.3 94.7 100.0 Total 3.2 96.8 100.0

Wind

breaker

After winter 5.4 82.6 088.0

Fur coat

After winter 2.5 84.9 087.4

Before winter 1.2 09.0 010.2 Before winter 0.0 08.8 008.8

Did not clean 0.0 01.8 001.8 Did not clean 0.0 03.8 003.8

Total 6.6 93.4 100.0 Total 2.5 9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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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의복의 관리는 의복에 부착된 품질표시에 의존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겨울이 지나 세탁

업소에 맡겨진 겨울 아우터웨어의 품질표시 항목 중 섬

유조성률과 취급주의 표시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겨

울 아우터웨어 종류를 다양하게 착용하는 대학생의 품

질표시에 대한 인식과 관리실태도 조사하여 얻은 연구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겨울 아우터웨어의 품질표시를 클래식 재킷/코트, 패

딩재킷/코트, 바람막이, 모피코트로 구분하였을 때에 클

래식 재킷/코트 중 모 섬유 포함 직물은 모두 드라이클

리닝으로 표시되었으며, 물세탁 가능한 것은 19.5%인데

모두 모 이외의 섬유로 된 것이며 제조사에 따라 세탁

방법에 차이가 있어 물세탁으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섬유의 함량이 적은 것이 오히려 드라이클리닝으로 표

시되기도 하였다. 패딩재킷/코트는 물세탁과 드라이클

리닝이 각각 반씩 차지하였는데 겉감이 폴리에스터보다

나일론 직물에서 물세탁의 비율이 높았고 다운패드의

드라이클리닝 비율이 높았으며, 바람막이도 드라이클리

닝으로 표시된 것이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효과적으

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취급표시가 필요하다. 또한 필요

이상의 드라이클리닝의 표시에 대한 규제의 시행도 소

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

된다.

겨울 아우터웨어의 품질표시에 대해 대학생 소비자

는 구입 시보다 세탁 시 확인 비율이 더 높으며, 섬유의

조성보다 세탁방법의 확인이 매우 높았다. 특히 의류학

전공분야와 연령이 많은 학생에서 확인 비율이 높아 효

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기간 착용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이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품질표시는 반

복되는 세탁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오래 유지되는 것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품질표시 기호에 대해 본인

이 생각하는 이해도와 실제 취급표시 기호 문제의 점수

는 일치하지 않았는데 의류학 관련 전공학생만 점수가

높아 효과적인 의생활 관리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취급

주의 기호에 대한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각각의 겨울 아우터웨어가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

닝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지와 실제 세탁하고 있는

방법을 비교하였을 때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세탁방

법으로 드라이클리닝이 월등히 많았으며, 물세탁이 적

합한 패딩재킷/코트와 바람막이의 경우에도 드라이클

리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드라이

클리닝에 대하여 적합한 방법이라는 응답보다 실제로

드라이클리닝하는 비율은 낮지만, 대부분 취급주의에

표시된 드라이클리닝의 비율보다 높았다. 이는 가격이

비싼 겨울 아우터웨어가 물세탁으로 손상될지도 모르

는 염려와 세탁 후 다림질 등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으

로 여겨진다. 세탁 시 요구되는 것은 오구제거가 가장

중요하나 가격이 비싼 가죽과 모피는 형체유지의 요구

도가 중요하였다. 겨울 아우터웨어는 가정세탁 시 드라

이클리닝 시보다 세탁빈도가 많은 경향을 보이며 한 철

에 2회 이상이었다. 가정세탁 후의 불만족은 외관변화

가 가장 크고 패딩의 뭉침, 크기변화, 구김의 순이고 드

라이클리닝 후에는 더러움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함과

촉감이 나빠지는 것이었다. 또한 겨울 아우터웨어는 대

부분 세탁하여 보관하였으며 또한 접어 보관하기보다

는 옷걸이에 걸어 보관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물세탁이 가능한 경우도 취

급표시에 드라이클리닝으로 표시되거나 소비자도 지나

치게 드라이클리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겨울

아우터웨어에 부착되는 취급주의 표시가 제대로 되도

록 정부와 소비자 단체의 강력한 권고가 요구되며, 소

비자는 세탁 시에 취급표시를 참고하는 비율이 매우 높

으므로 반복 세탁으로도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취급표시를 확인하여

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생산자는

의복관리방법에 대해 취급표시와 더불어 상세한 설명

을 잘 볼 수 있도록 첨부하여 소비자가 경제적으로 올

바르게 관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인천에 가까운 지역의 세탁

소에 맡겨진 겨울 아우터웨어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모든 겨울 아우터웨어와 여러

계층의 대학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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