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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mproves maternity clothes worn by pregnant women across each trimester. A total of 164 sur-

vey results from pregnant women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round Seoul, South Korea were received

from November 2015 to July 2017.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nternet shopping pur-

chases were significantly lower during the first trimester of pregnancy than during the mid-trimester and third

trimester (p<.001). Further, satisfaction levels with most items purchased online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first trimester of pregnancy. Regarding the purchase price, there was no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reg-

nancy trimester. During the first trimester of pregnancy less body shape changes occur than in the mid- tri-

mester and third trimester; however, the first trimester shows the lowest satisfaction levels for each item of

maternity clothing and most body parts when worn. There were also no differences according to pregnancy

trimester in terms of preferred maternity clothes purchased,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occupational status. Working pregnant women generally preferred not to reveal their body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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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 구매

I. 서 론

임신기간은 법적으로 일시적 장애기간이다. 짧은 기

간 내에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나타나 일상생

활이 불편하기 때문이다(「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Act for convenience of the disa-

bled, the elderly, and pregnant women]」, 2012). 임신기간

은 통계적으로 수정일로부터 평균 266일(38주)이지만,

배란이 수정된 후에 14일을 더하여 마지막 월경의 첫째

날로부터 평균 280일(40주)로 하고 있다. Edelman and

Mandle(as citied in Ricci, 2006/2014)의 연구에 의하면

태아의 성장과 함께 산모의 체형 변화는 S자형 성장 곡

선을 그리며 이에 따라 임신주기는 크게 13주씩 3분기

(Trimester)로 나눈다. 임신 1기(이하 ‘P1’로 약칭)는 임

신 후~13주까지, 임신 2기(이하 ‘P2’로 약칭)는 14~26주

까지, 임신 3기는 27주~출산(이하 ‘P3’으로 약칭)까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10개월간의 임신기간 중 임부는 신체

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민감하다. 여성 전 생애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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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단기간 내에 급작스런 신체적 변화와 함께 높은 스

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이다(Ricci, 2006/2014).

오늘날 현대 여성은 고학력화,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 직전 취업률은 87.5%이며 결혼 이후 맞벌이 가구

는 44.9%로 결혼 이후 약 과반수의 여성들이 여전히 직

업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부로 구분되고

있는 고령 산모(35세 이상)의 구성비는 26.4%로 계속 증

가하고 있다. 더욱이 2016년 우리나라는 여자 1명이 평

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하였고, 초

저출산의 기준인 1.3명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저출산 문

제에 직면하고 있다(Lee & Kim, 2017). 이에 근로기준법

등 산업안전, 보건 등의 정책이 임신 및 출산 전후 기간

의 여성 근로자들을 위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저출산 문

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아직 미흡하다(Kim et al., 2016).

임신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약속으로 태아는 여성의

몸 속에서 약 10개월 동안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되어

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여성 근로자 중 유산

비율은 24.5%로 과거 10년 전 18.7%보다 더 증가하고 있

는 실정이다(Kim et al., 2016). 특히 P1의 기간은 태아의

안전한 성장은 물론 산모의 건강 유지를 위해 매우 중

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임부는 임신으로 인한 모

체의 육안적인 변화가 매우 적지만 자연 유산의 대부분

이(90% 이상) 이 시기에 발생한다(Curriculum Associa-

tion for Women's Healthy Nursing, 2016; Jeong & Kim,

2000; Ricci, 2006/2014). 그러나, P1의 중요성에 비해 이

시기에 대한 임부복 연구는 부족하다.

임신주기에 따른 임부복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Choi et al.(2000)은 시판 임부복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에서 임부복 필요 시기에 대한 연구를 임신 16주 이상부

터 조사하였다. 임부복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Kang(2008)

은 임신 중기 이후부터의 임부 체형 변화와 선호도에 따

른 임부복 디자인 개발을 연구하였고, Kim et al.(2010)

은 20주 이상의 임부를 대상으로 신체 적합성이 높은

임부복 하의 디자인 개발을 연구하였다. 임부용 속옷의

연구에 대하여 Han et al.(2006)은 착용 실태 및 맞음새

선호 경향에 대하여 임신 8개월에서 출산 1개월 이내의

여성을 중심으로 하였고, Chung and Choi(1996)는 임산

부용 브래지어 설계를 위한 가슴 부분의 체형 변화를 임

신 초기에서부터 수유 시기까지 자세히 연구하였다. 체

형 변화에 대하여 Na et al.(1994)는 임부의 의복 구성을

위한 임부 체형에 적합한 의복 개발을 위해 슬라이딩 계

측기로 체형을 임신 12주부터 8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Na(2000)는

임신 16주의 임부로부터 임신 40주까지 4주에 한 번 꼴

로 인체 계측하였으며 특히 임신기간 내의 체형에 맞는

임부용 Brief 제작을 위해 허리둘레의 공복과 만복 시의

변화량, 굴신에 의한 운동량, 기능의 분포를 위하여 체

표상의 디자인 실루엣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임부의 신

체를 계측하였다. 그러나 1차적인 계측 방법에 의한 연

구에 불과하였으며, 다양하게 발전된 현대적인 인체 계

측 방법을 통한 임부의 체형 연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밖에 Park(2003)과 Oh(2016)는

임신부의 임부복 구매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였

으나 임신주기의 각 시기별에 따른 연구조사가 미흡하

였다.

오늘날 만혼으로 인한 고령 임부의 고위험 임신의 증

가로 태아의 안전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기능성 의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초기를 포함한

임신주기에 따른 의생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Oh

(2016)의 연구에서 오늘날 인터넷 쇼핑을 통해 용이하

고 저렴하게 임부복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조

사와는 다르게 임신 초기부터 임부복 구매가 이루어지

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임신 초기를 포함한 임부의 체형

변화에 따른 세심한 기능적 임부복이 필요하다. 그러므

로 본 연구는 임부의 의생활 실태조사를 통해 임신주기

별 임부복 구매 행동에 유의미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분

석하여, 각 주기별 임부들의 건강 유지에 적합한 의복

의 맞음새 향상과 안전을 위한 임부복 개발을 위한 기

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임부의 임신주기에 따른 생리적 신체적 변화

임신주기는 태아의 특정한 발달에 따라 크게 13주씩

3등분하며 BMI가 정상인 임신부(18.5~24.9)의 경우 P1

은 0.5~2.0kg 증가하고 P2, P3의 경우 주별 체중 증가량

은 약 500g으로 임신시간 동안 약 11.3~15.9kg의 체중

증가를 권유하고 있다(Choi, 2010).

P1은 임신 후 13주까지로 약 3개월까지이다. P1의 기

간 동안 신체적 변화로 유방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유방이 부풀어 올라 커지고 단단해지며 확대되기 시작

하고 유방 압통이 생긴다. 자궁 증대도 일어나지만 외면

상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P2는 임신 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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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주 사이로 약 6개월 반까지이며 임부의 신진대사가 가

장 활발한 시기이다. 유방이 더욱 커지고 젖샘의 발달로

젖이 나오기도 하며 자궁의 크기가 어른의 머리만해지

며 복부가 증대한다. P3은 27주에서 출산까지의 기간으

로 외형적인 신체 변화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태아의

체중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모체의 체중도 빠르게 증

가하여, 가슴, 엉덩이, 복부, 허벅지에 붉은 줄무늬가 나

타나고 배나 유방에 임신선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궁의

증대로 방광이 압박되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자궁과 질

이 부드러워지고 분비물이 늘어난다(Ricci, 2006/2014).

2. 임부의 임신주기에 따른 피로도의 변화

P1의 시기는 확장된 자궁과 태반에 더 많은 혈액과 산

소를 공급하기 위해 심혈관계의 변화가 나타나 육체적

인 변화로 피로를 느끼게 된다. 아랫배가 땅기거나 요통

이 오기도 하며 갑상선이 활발해져 열이 더 발생되어 체

온 유지를 위해 땀이 많아진다. 한편, 감기와 같은 오심과

입덧 증상의 구토 증세도 나타나며 임신으로 인한 다중

역할 요구 등의 정신 ·심리 ·사회학적 변화로 피로를 느

낀다. P2의 시기에는 자궁이 커져 정맥을 압박하며 모

체의 혈액순환이 하반신으로 집중되어 정맥류의 발생 가

능성이 높고 팔, 다리, 얼굴, 발목이 부어 오른다. P3의 임

신 마지막 3개월 동안은 무게가 증가한 자궁 때문에 하

대 정맥에 놓이게 될 수 있고,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

나 서 있는 자세로 바꿀 때 급성 혈액의 역동적 변화로

무기력, 가벼운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나 실신을 경험

할 수 있다. 또한, 자궁 저부의 높이로 흉부를 압박하는

자궁 때문에 폐도 압박을 받아 횡경막이 밀려 많은 여성

들이 숨이 찬 경험을 한다. 한편, 태아의 머리가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감으로 방광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빈

뇨를 경험하며 편안한 수면 자세를 취할 수 없음에 수면

방해와 운동 감소로 인한 육체적 불편감으로 피로하다

(Ricci, 2006/2014; Wang et al., 2009). 임부의 피로도를

증가시키는 요통은 P3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P2, P1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기간이 증가할수록 복부둘레가 커

지고 자궁이 무거워져 척추 만곡을 증가시키기 때문이

다. 임신 중 임부가 경험하는 피로의 정도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P1과 P3의 임신부가 P2의 임신부보

다 지각하는 피로의 정도가 높거나(Kim & Cho, 2012),

P1이 P3보다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Jeong & Kim,

2000). P3과 같거나 더 높은 피로감을 경험하는 P1의 시

기는 아울러 임신 초기에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하여 발생

하는 계류 유산, 사산 등과 같은 임신손상이 없도록 효율

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시기와 장소

본 연구는 임신주기별 임부들의 임부복 착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임신 중인 임

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을 위

하여 수도권의 보건소 및 보건 분소, 산모교실, 산부인

과를 중심으로 2015년 11월~2017년 8월에 걸쳐 시행되

었으며 총 164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내용과 분석방법

설문지 내용은 선행연구(Han, 2013; Kang, 2008; Park,

2008)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구

성되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임신주기와 임신주기별 체

중, 임신 전과 후의 직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문항과

임신 후 임부복 착용 경험자에 한하여 임부복 구매 장

소, 임부복 아이템별 구매 가격을 다중 응답이 가능하도

록 조사하였다. 또한, 임부복의 아이템별 만족도, 임부복

의 신체 부분 만족도, 임부복 구매 시 선호 항목의 중요

도 차이에 있어서는 리커트형 5점 평가 척도로 구성하였

다. 수집된 설문지의 자료분석을 위해 통계패키지 SPSS

statistics 22을 사용하였으며, 임부복 구매 장소, 임부복

아이템별 구매 가격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하였다. 이

외의 체중과 임부복의 신체 부분 만족도, 임부복 구매 시

선호 항목의 중요도 차이에 대해서 임신주기별 ANOVA

분석을 하였다. 임부복의 아이템별 만족도는 착용자에

한하여 임신주기별 교차분석을 하였고, 직업 유무에 따

라서는 t-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임부의 평균 나이는 31.9(SD±3.862)세로 임

신 전과 후의 체중 변화에 대하여 t-test 검증결과 전체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16.458, p<.001). 또

한 임부들의 임신 전과 P1, P2, P3의 체중 비교를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각각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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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1, t=−4.093, p<.001; P2, t=−12.086, p<.001; P3, t=

−19.297, p<.001). 이는 임신 후 P1 또한 임신 전과 비교

하였을 때 체중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한편, 임신주기별 P1, P2, P3의 체중 변화를 ANOVA

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P1과 P2의 체중은 유의미한 변화

가 없었으나 P3은 P1, P2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임신 후, 임신주기 중 P1과 P2에서

는 체중의 변화가 크지 않으나 P3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BMI(Body Mass Index) 또한 P1과 P2

에서는 정상 구간 내로,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P3은 BMI 값이 25.2±2.870으로 경도 비만(1단

계 비만)을 나타냈으며 체중과 마찬가지로 P1, P2와는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1). 임신 중 체중 증가가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자연 유산, 당뇨병, 혈전 등 태

아와 산모 모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

의 피험자들의 임신주기별 체중의 평균은 서론에서 언

급한 권장 체중 내로 확인되었다(National Health Insur-

ance Service, & Korean Society of Obstetrics and Gyne-

cology, 2016).

출산 전후에 따라 직업 유무를 조사한 결과, 150명

(91.5%)이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출산 후 직업 유

무에 대하여 76명(46.3%)만이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그 중 정규직은 61명(80.3%), 비정규직은 15명(19.7%)

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임신 후 몇 개월까지 근무하는

가의 질문에 대하여 3개월까지가 46명(33.6%), 9개월까

지가 33명(24.1%), 출산 바로 직전까지가 32명(23.4%),

6개월까지가 26명(19.0%)의 순이었다(Fig. 1). 이로써 직

장을 다니고 있는 임부들이 임신 후 3개월까지의 근무

가 가장 많았지만, 임신 9개월 이후까지도 근무하는 임

부가 47.5%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출산 이후 업

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간은 1년 이후가 25명(35.2%)으

로 가장 많았고, 3개월 후가 18명(25.4%), 3년 이후 15명

(21.1%), 6개월 이후 12명(16.9%)의 순이었다(Fig. 2). 출

산 후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임부들은 출산 이후 77.5%

가 1년 이하의 육아휴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임신주기별 임부복 구매 장소

<Table 2>는 임신주기별 임부복 구매 장소에 대한 중

복 응답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임부들이 임부복 구매를

위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장소는 인터넷 쇼핑몰(37.8%)

이었지만, 인터넷 구매에 대하여 P1이 P2, P3보다 유의

미하게 이용이 적었다(F=5.254, p<.001). 그러나 다른 구

Table 1. Change of weight and BMI between before and after in pregnant and among pregnant trimester level

Pregnancy
P1 (n=36) P2 (n=64) P3 (n=64)

F
Mean (S.D.) Mean (S.D.) Mean (S.D.)

Before
Weight (kg) 56.508 (07.949) B 54.766 (10.396) B 54.930 (06.753) A 00.530*

BMI (kg/m
2
) 21.778 (02.713) B 21.048 (03.636) B 21.039 (02.592) A 00.805*

After
Weight (kg) 58.878 (08.336) B 59.656 (09.385) B 65.922 (07.941) A 11.355*

BMI (kg/m
2
) 22.683 (02.773) B 22.931 (03.250) B 25.222 (02.870) A 12.317*

*p<.05

Scheffe test results: A>B

Fig. 1. Month until when pregnant woman is the wor-

king.

Fig. 2. Month when you start to work after giving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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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장소에 대하여서는 임신주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임신주

기별 임부복 구매 장소에 있어 인터넷 구매가 가장 많

았으며, 인터넷을 통한 임신주기별 임부복 구매 시 중요

하게 고려하는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Table 3>

과 같다. 인터넷 구매의 선호 항목별 만족도에 있어 직

업 유무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신주

기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맞음새와 가격을 제외

한 사이즈와 칼라, 디자인, 촉감, 신축성, 활동성에 대하

여 P1이 P2, P3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만족도를 갖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P1의 임부들은 임부복 구매에 있어 가

격과 활동성은 보통 이상으로 만족도를 나타냈지만, 그

외의 사이즈, 디자인, 맞음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

았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P2, P3 모두 만족도가 보통 이상

으로 응답하였으나 사이즈와 맞음새에서는 P2, P3에서

도 가장 만족도가 낮았다. 만족스러운 임부복 구매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임부들이 변화하는 체형에 대한 사

이즈와 맞음새에 혼란스러움을 겪지 않도록 임부복의

사이즈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립되도록 해야 한다. 임부

복은 신체 변화의 특성상 신축성이 요구되므로 천연섬

유보다는 합성섬유를 사용하고 있다(Kang, 2008). 그러

나 소재의 신축성으로 임부복의 맞음새를 보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부의 체형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이즈

구축이 필요하다. 즉 임신으로 복부가 앞으로 돌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앞허리 부분이 높아지고 샅부분의 앞뒤

가 길어지며, 자세가 반신화되는 경향(Okabe & Sugim-

oto, 2007) 등이 고려된 임부의 체형 변화에 적합한 의복

Table 2. Purchasing place for maternity clothes by pregnancy trimester group

Pregnancy trimester P1 (n=36) P2 (n=64) P3 (n=64) TTL (N=164)

Shopping place n (%) n (%) n (%) N (%)

Internet shopping mall 20 (031.3) 054 (039.1) 056 (039.4) 130 (037.8)

Department 11 (017.2) 026 (018.8) 022 (015.5) 059 (017.2)

Outlet 08 (012.5) 019 (013.8) 023 (016.2) 050 (014.5)

Market 05 (007.8) 011 (008.0) 011 (007.7) 027 (007.8)

Boutique 02 (003.1) 001 (000.7) 003 (002.1) 006 (001.7)

Traditional market 03 (004.7) 002 (001.4) 007 (004.9) 012 (003.5)

Small shop 08 (012.5) 016 (011.6) 013 (009.2) 037 (010.8)

Designer shop 04 (006.3) 003 (002.2) 003 (002.1) 010 (002.9)

TV Homeshopping 03 (004.7) 006 (004.3) 004 (002.8) 013 (003.8)

    TTL 64 (100.0) 138 (100.0) 142 (100.0) 344 (100.0)

Table 3. Preference of maternity clothes from internet shopping

Pregnancy trimester P1 (n=36) P2 (n=64) P3 (n=64)
F

Preference item Mean (S.D.) Mean (S.D.) Mean (S.D.)

Size 2.419 (1.232) B 3.155 (1.105) A 3.230 (0.973) A 6.367**

Color 2.923 (0.688) B 3.586 (0.879) A 3.500 (0.748) A 6.653**

Design 2.731 (1.041) B 3.466 (0.777) A 3.333 (0.877) A 6.602**

Touch 2.885 (1.033) B 3.500 (0.843) A 3.317 (0.892) A 4.200**

Elastic 2.962 (0.916) B 3.569 (0.819) A 3.475 (0.829) A 4.907**

Activity 3.077 (0.935) B 3.759 (0.844) A 3.533 (0.791) A 5.922**

Fit 2.769 (0.908) B 3.193 (0.789) A 3.083 (0.850) A 2.302**

Price 3.115 (0.952) B 3.448 (0.730) A 3.417 (0.889) A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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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ffe test results: A>B



한국의류학회지 Vol. 42 No. 2, 2018

– 242 –

설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임부복에 대한 적

절한 사이즈의 명칭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임신 후 10개월 동안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이루

어지는 것에 대하여 각 개월에 적합한 사이즈 체계의

성립이 미비하다.

임신 초기 임부들이 선호하는 임부복의 디자인 개발

이 필요하다. P1의 임부가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매한 임

부복을 만족할 수 있다면 P2, P3에서도 지속적으로 신뢰

하며 임부복을 구매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P1의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임부복의 사이즈나 맞춤새를 고양하

기 위한 임부 사이즈와 호칭의 성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

해 임부의 임부복 착용 시 혼란스러움을 감소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임신 초기에 구매했던 사이즈와 비교하여

이후의 사이즈를 실패 없이 구매할 수 있을 것이며, 출

산 후 이전의 체형으로 되돌아오는 수유 기간 등에도 입

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한편, 과거 Choi et

al.(2000)의 연구에서도 임부복이 한 가지 사이즈로 생산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된 바 있는 것처럼 인체의

기본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임부에 체형 변화를 고려하

기에 앞서 사이즈의 세분화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임부복은 단지 사이즈가 큰 일반 의복을 입으면 되는 것

이 아니라 특수 부분적 체형 변화에 따른 의복으로 임

신이라고 하는 단기간 내의 임신시기에 따라 급격한 체

형 변화에 대응하는 별도의 사이즈 호칭이 필요함을 의

미한다. 여성에게 있어 임부복은 평생 입지 않고 특수한

시기에 입는 옷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소하게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의 임신주기

에 맞는 적절한 사이즈에 맞는 의복의 구매가 가능하다

면 민감한 체형 변화에 대하여 쾌적한 의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3. 임부복 아이템별 구매 가격

임부복 구매 비율 결과를 살펴보면, 임부복을 빌려 입

거나 물려 입는 등 전에 입던 옷을 입는 임부(16.3%)도

있었지만, 그 외 대부분이 임신 후 새로운 임부복을 구

매하는 것(80.6%)으로 나타났다. <Table 4>는 임부복 아

이템별 구매 가격을 나타낸다. 임부복 중 외출복의 구매

는 대부분 1~5만 원 미만의 저렴한 의복을 구매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2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구매가 정장 슈

트, 원피스, 점퍼, 브래지어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수량이

비교적 매우 적었다. 임부의 임부복 구매 가격에 대하여

임신주기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로

써 임부들은 임신주기와는 상관없이 저가의 의복을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취

업 여성은 미취업 여성보다 의복 관심 및 의복비 지출이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이 있는 임부가 직업이 없는 임부

보다 의복 구매가 더 많다는 선행연구가 있었으나(Park,

Table 4. Purchasing price per each maternity item

Price (Unit : won) <10,000 10,000-19,999 20,000-49,999 50,000-100,000 >100,000 TTL

Item n (%) n (%) n (%) n (%) n (%) N (%)

Suit 00 (000.0) 001 (011.1) 04 (044.4) 03 (033.3) 1 (011.1) 009 (005.5)

One-piece 04 (003.6) 031 (028.2) 53 (048.2) 20 (018.2) 2 (001.8) 110 (067.1)

Skirt 01 (004.0) 007 (028.0) 16 (064.0) 00 (000.0) 1 (004.0) 025 (015.2)

Pants 02 (002.3) 030 (034.9) 51 (059.3) 03 (003.5) 0 (000.0) 086 (052.4)

Leggings 14 (010.5) 103 (077.4) 15 (011.3) 01 (000.8) 0 (000.0) 133 (081.1)

Blouse 02 (0010.0) 006 (030.0) 11 (055.0) 01 (005.0) 0 (000.0) 020 (012.2)

T-shirts 02 (002.9) 029 (042.0) 31 (044.9) 07 (010.1) 0 (000.0) 069 (042.1)

Jumper 13 (027.7) 021 (044.7) 13 (027.7) 00 (000.0) 0 (000.0) 047 (028.7)

Pajamas 01 (004.3) 001 (004.3) 07 (030.4) 08 (034.8) 6 (026.1) 023 (014.0)

Briefs 26 (022.2) 067 (057.3) 22 (018.8) 02 (001.7) 0 (000.0) 117 (071.3)

Girdle 00 (000.0) 009 (075.0) 03 (025.0) 00 (000.0) 0 (000.0) 012 (007.3)

Bra 07 (006.6) 062 (058.5) 27 (025.5) 09 (008.5) 1 (000.9) 106 (064.6)

Maternity support belt 04 (012.9) 015 (048.4) 12 (038.7) 00 (000.0) 0 (000.0) 031 (018.9)

Stockings 15 (026.3) 039 (068.4) 03 (005.3) 00 (000.0) 0 (000.0) 057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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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Park, 2003)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유무에 상관없

이 저렴한 의복을 구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인

터넷 쇼핑몰 중 특화된 임부복 구매 사이트가 많아 저렴

한 의복 구매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임부가 가장 많이 구매한 외출복인 레깅스(81.1%)의

구매 가격은 1~2만 원 미만이 80.5%로 가장 많았으나,

레깅스 다음으로 임부가 많이 구매한 원피스(67.1%)의

경우 2~5만 원 미만의 구매가 48.2%로 가장 많았다. 바

지(52.4%)의 경우 2~5만 원 미만의 구매가 59.3%로 원

피스와 마찬가지로 약 과반수 이상이 2~5만 원 미만의

상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스커트

와 블라우스, 정장의 경우 구매가 매우 저조하였다. 속

옷의 경우 임부 팬티(71.3%)는 1~2만 원 미만의 구매가

62.0%로 가장 높았으며 임부 브래지어(64.6%) 또한 1~

2만 원 미만의 구매가 62.6%로 가장 많았다. 임부들은

체형 변화 및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기능성이 있는

다소 고가의 의복을 구매하려 하기보다는 일시적이고

소비적 경향의 저가의 의복 구매를 선호하고 있음을 생

각할 수 있다.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중

그 4계절을 맞이하게 되고, 각 계절에 대응하는 임부복

을 각각 모두 구매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저

렴한 의복을 구매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고위험

군의 고령의 임부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태아와 산모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체형의 변화에 거스르지 않고 부

담을 주지 않으며 편안한 임신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임부복을 P1시기부터 착용할 수 있음은 물론 계절적으

로 체형의 변화에 적절하게 입을 수 있는 임부복의 디자

인이 요구된다 하겠다. 속옷 중 거들의 구매가 가장 낮

았고, P1에서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임부용

팬티가 거들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

만, 임부용 거들이 임부들에게 필요한 충분한 기능을 하

지 못하기 때문에 거들의 착용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임부들은 임신으로 인해 자궁이 증대해져 대퇴 정맥을

압박하며, 골격 내의 혈액순환이 악화되고, 하반신의 체

온이 저하하기 쉽다. 임부의 체온 저하는 조산이나 진통

등 여러 가지 이상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Kawashima et

al., 2015). 그러므로 특히 P1의 임신주기에서는 자궁 쪽

을 의복으로 따뜻하게 감싸 체온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

는 등의 적절한 의복 제공이 필요하다.

4. 임신주기별 임부복의 아이템별 만족도

<Table 5>는 임부복 착용 후 각각의 아이템의 만족도

에 대한 임신기간별 교차분석한 결과이다. 외출복 중 전

체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은 레깅스(Mean=

3.711, S.D.=±1.095)였으며, 원피스(Mean=3.607, S.D.=

±1.066), 티셔츠(Mean=3.416, S.D.=±.937), 바지(Mean=

3.354, S.D.=±1.161), 점퍼(Mean=3.182, S.D.=±1.310), 스

커트(Mean=2.969, S.D.=±1.150), 블라우스(Mean=2.840,

S.D.=±1.143), 정장(Mean=2.647, S.D.=±1.320) 순이었다.

레깅스의 경우 스트레치성이 좋아 체형 변화에도 적절

하게 입을 수 있어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Table 5. Preference of maternity clothes item by pregnancy trimester

Clothes items Satisfaction degree
P1 (n=36) P2 (n=64) P3 (n=64) TTL (N=164)

χ
2

n (%) n (%) n (%) N (%)

Suit

Very satisfaction 00 (000.0) 01 (020.0) 00 (000.0) 001 (005.9)

08.160*

Some satisfaction 01 (010.0) 02 (040.0) 01 (050.0) 004 (023.5)

Normal 04 (040.0) 00 (000.0) 01 (050.0) 005 (029.4)

Little dissatisfaction 01 (010.0) 01 (020.0) 00 (000.0) 002 (011.8)

Very dissatisfaction 04 (040.0) 01 (020.0) 00 (000.0) 005 (029.4)

Total 10 (100.0) 05 (100.0) 02 (100.0) 017 (100.0)

One-piece

Very satisfaction 05 (022.7) 11 (022.9) 17 (036.2) 033 (028.2)

18.657*

Some satisfaction 01 (004.5) 13 (027.1) 08 (017.0) 022 (018.8)

Normal 09 (040.9) 21 (043.8) 17 (036.2) 047 (040.2)

Little dissatisfaction 05 (022.7) 03 (006.3) 05 (010.6) 013 (011.1)

Very dissatisfaction 02 (009.1) 00 (000.0) 00 (000.0) 002 (001.7)

Total 22 (100.0) 48 (100.0) 47 (100.0) 117 (1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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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동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골반 정맥에 가

해지는 과중한 자궁의 압력으로 정맥 환류가 방해를 받

아 하지정맥류가 확장되거나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꽉 끼는 의복의 착용을 피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Table 5. Continued I

Clothes items Satisfaction degree
P1 (n=36) P2 (n=64) P3 (n=64) TTL (N=164)

χ
2

n (%) n (%) n (%) N (%)

Skirt

Very satisfaction 00 (000.0) 01 (011.1) 02 (016.7) 003 (009.4)

09.236**

Some satisfaction 01 (009.1) 02 (022.2) 04 (033.3) 007 (021.9)

Normal 05 (045.5) 02 (022.2) 05 (041.7) 012 (037.5)

Little dissatisfaction 02 (018.2) 03 (033.3) 01 (008.3) 006 (018.8)

Very dissatisfaction 03 (027.3) 01 (011.1) 00 (000.0) 004 (012.5)

Total 11 (100.0) 09 (100.0) 12 (100.0) 032 (100.0)

Pants

Very satisfaction 01 (005.9) 10 (027.8) 08 (018.6) 019 (019.8)

10.373**

Some satisfaction 02 (011.8) 11 (030.6) 10 (023.3) 023 (024.0)

Normal 08 (047.1) 09 (025.0) 17 (039.5) 034 (035.4)

Little dissatisfaction 03 (017.6) 05 (013.9) 05 (011.6) 013 (013.5)

Very dissatisfaction 03 (017.6) 01 (002.8) 03 (007.0) 007 (007.3)

Total 17 (100.0) 36 (100.0) 43 (100.0) 096 (100.0)

Leggings

Very satisfaction 02 (008.7) 19 (032.2) 22 (036.7) 043 (030.3)

12.242**

Some satisfaction 08 (034.8) 14 (023.7) 17 (028.3) 039 (027.5)

Normal 07 (030.4) 17 (028.8) 15 (025.0) 039 (027.5)

Little dissatisfaction 04 (017.4) 08 (013.6) 06 (010.0) 018 (012.7)

Very dissatisfaction 02 (008.7) 01 (001.7) 00 (000.0) 003 (002.1)

Total 23 (100.0) 59 (100.0) 60 (100.0) 142 (100.0)

Blouse

Very satisfaction 00 (000.0) 00 (000.0) 02 (020.0) 002 (008.0)

13.178**

Some satisfaction 00 (000.0) 01 (014.3) 02 (020.0) 003 (012.0)

Normal 03 (037.5) 05 (071.4) 06 (060.0) 014 (056.0)

Little dissatisfaction 01 (012.5) 00 (000.0) 00 (000.0) 001 (004.0)

Very dissatisfaction 04 (050.0) 01 (014.3) 00 (000.0) 005 (020.0)

Total 08 (100.0) 07 (100.0) 10 (100.0) 025 (100.0)

T-shirts

Very satisfaction 00 (000.0) 05 (015.2) 02 (006.9) 007 (009.1)

20.572**

Some satisfaction 04 (026.7) 13 (039.4) 14 (048.3) 031 (040.3)

Normal 06 (040.0) 13 (039.4) 11 (037.9) 030 (039.0)

Little dissatisfaction 01 (006.7) 02 (006.1) 02 (006.9) 005 (006.5)

Very dissatisfaction 04 (026.7) 00 (000.0) 00 (000.0) 004 (005.2)

Total 15 (100.0) 33 (100.0) 29 (100.0) 077 (100.0)

Jumper

Very satisfaction 00 (000.0) 01 (009.1) 05 (033.3) 006 (018.2)

20.537**

Some satisfaction 00 (000.0) 05 (045.5) 03 (020.0) 008 (024.2)

Normal 02 (028.6) 04 (036.4) 04 (026.7) 010 (030.3)

Little dissatisfaction 01 (014.3) 00 (000.0) 03 (020.0) 004 (012.1)

Very dissatisfaction 04 (057.1) 01 (009.1) 00 (000.0) 005 (015.2)

Total 07 (100.0) 11 (100.0) 15 (100.0) 033 (1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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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ci, 2006/2014). 다시 말하면 임신 중 너무 몸을 압박

하지 않는 의복의 착용이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

면, 레깅스나 바지의 경우 임신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배

주변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도 불편함을 줄

Table 5. Continued II

Clothes items Satisfaction degree
P1 (n=36) P2 (n=64) P3 (n=64) TTL (N=164)

χ
2

n (%) n (%) n (%) N (%)

Pajamas

Very satisfaction 02 (018.2) 06 (028.6) 07 (030.4) 015 (027.3)

12.428**

Some satisfaction 02 (018.2) 06 (028.6) 10 (043.5) 018 (032.7)

Normal 02 (018.2) 06 (028.6) 04 (017.4) 012 (021.8)

Little dissatisfaction 01 (009.1) 00 (000.0) 02 (008.7) 003 (005.5)

Very dissatisfaction 04 (036.4) 03 (014.3) 00 (000.0) 007 (012.7)

Total 11 (100.0) 21 (100.0) 23 (100.0) 055 (100.0)

Briefs

Very satisfaction 03 (013.6) 19 (036.5) 15 (028.8) 037 (029.4)

16.156**

Some satisfaction 05 (022.7) 16 (030.8) 15 (028.8) 036 (028.6)

Normal 11 (050.0) 15 (028.8) 17 (032.7) 043 (034.1)

Little dissatisfaction 01 (004.5) 02 (003.8) 05 (009.6) 008 (006.3)

Very dissatisfaction 02 (009.1) 00 (000.0) 00 (000.0) 002 (001.6)

Total 22 (100.0) 52 (100.0) 52 (100.0) 126 (100.0)

Girdle

Very satisfaction 01 (011.1) 00 (000.0) 00 (000.0) 001 (005.6)

09.700**

Some satisfaction 01 (011.1) 02 (066.7) 02 (033.3) 005 (027.8)

Normal 03 (033.3) 00 (000.0) 03 (050.0) 006 (033.3)

Little dissatisfaction 00 (000.0) 00 (000.0) 01 (016.7) 001 (005.6)

Very dissatisfaction 04 (044.4) 01 (033.3) 00 (000.0) 005 (027.8)

Total 09 (100.0) 03 (100.0) 06 (100.0) 018 (100.0)

Bra

Very satisfaction 00 (000.0) 13 (030.2) 06 (012.5) 019 (016.7)

24.985**

Some satisfaction 07 (030.4) 11 (025.6) 19 (039.6) 037 (032.5)

Normal 12 (052.2) 16 (037.2) 17 (035.4) 045 (039.5)

Little dissatisfaction 01 (004.3) 03 (007.0) 06 (012.5) 010 (008.8)

Very dissatisfaction 03 (013.0) 00 (000.0) 00 (000.0) 003 (002.6)

Total 23 (100.0) 43 (100.0) 48 (100.0) 114 (100.0)

Maternity

support belt

Very satisfaction 00 (000.0) 01 (008.3) 02 (012.5) 003 (007.9)

09.029**

Some satisfaction 02 (020.0) 02 (016.7) 04 (025.0) 008 (021.1)

Normal 03 (030.0) 07 (058.3) 06 (037.5) 016 (042.1)

Little dissatisfaction 02 (020.0) 01 (008.3) 04 (025.0) 007 (018.4)

Very dissatisfaction 03 (030.0) 01 (008.3) 00 (000.0) 004 (010.5)

Total 10 (100.0) 12 (100.0) 16 (100.0) 038 (100.0)

Stockings

Very satisfaction 00 (000.0) 06 (018.2) 03 (016.7) 009 (014.3)

11.109**

Some satisfaction 02 (016.7) 09 (027.3) 06 (033.3) 017 (027.0)

Normal 03 (025.0) 12 (036.4) 07 (038.9) 022 (034.9)

Little dissatisfaction 04 (033.3) 03 (009.1) 01 (005.6) 008 (012.7)

Very dissatisfaction 03 (025.0) 03 (009.1) 01 (005.6) 007 (011.1)

Total 12 (100.0) 33 (100.0) 18 (100.0) 063 (100.0)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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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Kim et al., 2010). 원피스는 그러한 하부의 체

형에 대한 압박이 적고 착용이 간편하여 선호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런데 스커트의 경우 바지처럼 샅부분의

제작이 없기 때문에 원피스와 같이 하체의 엉덩이와 허

벅지 부분의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더욱이 배

부분을 임부 복대와 같이 감싸는 다양한 기능적 디자인

등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스커트는 임부들이 배 부분의

보호뿐만 아니라 급진적인 체형의 변화에 대하여 바지

보다도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임에도 불구하

고 임신 중 스커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임부복 중 스커트의 구매에 대한 불만

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태아와

산모를 위한 다양한 기능성 임부용 스커트의 제공을 기

대할 수 있겠다. 임부용 스커트는 여성스러움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임부들에게 더 편안하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임부의 시장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생각된다.

속옷으로는 임부 팬티(Mean=3.778, S.D.=±.995)가 가

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잠옷(Mean=3.564, S.D.=

±1.302), 브래지어(Mean=3.518, S.D.=±.961), 스타킹(Mean

=3.206, S.D.=±1.180), 임부 복대(Mean=2.974, S.D.=±1.078),

임부 거들(Mean=2.778, S.D.=±1.309) 순이었다. Na(2000)

의 연구에서 일반 팬티를 임부가 입었을 경우 하복부 아

래로 내려와 복부를 커버하지 못함은 물론 일상적인 동

작에 의하여 허리선이 쉽게 밀려 내려와 팬티 착용 자체

가 하체부에 불편함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Han et al.

(2006)의 연구에서 임부복 팬티 중 배 밑 부분에서 위로

덧 단을 대어 놓은 팬티 디자인은 복부를 감싸 올려주어

체형 보완 측면에서 만족감을 주었고, 봉제선이 없이 편

직으로 제직된 팬티는 신축성 및 세탁의 위생상 부분에

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임부복 팬티임에도 불구하고 8개월 이상의 임부들이 속

옷 부위별 만족도에서 배 덮는 길이에 대해 불만족스럽

다란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이는 임부의 체형 변화

에 대한 세심한 조사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할 수 있

겠다.

한편, 임부복 아이템별 만족도에 대하여 직업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신주기별에서

는 P1의 만족도가 P2, P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h(2016)의 연구에서 인터넷의 보급 등 임부복의 구매

가 임신 후 1~2개월 내에 10.0% 이상이 임부복을 착용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져 P1 또한 구매 활동이 활

발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 원피스,

티셔츠, 점퍼, 팬티, 브래지어의 아이템에서 P1의 의복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P1의 시기에서부터 임부가 만족할 수 있는

임부복의 디자인 제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P1은 오한과 구토가 잦은 시기로, Nakamura and

Horiuchi(2013)의 병원에서 분만 후의 일본 여성을 대상

으로 임신의 냉증과 이상 분만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에서 냉증으로부터 조산, 전기 파수, 진통, 이완 출혈, 지

연 분만 등등의 이상 분만과 유의미한 관련된 증상이 파

악되었다. 더 나아가 냉증 유무에 따른 조산은 3.4배, 전

기 파수는 1.7배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임신 초기

에 비록 체형의 변화가 눈에 띄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

더라도 임신으로 인한 오한 등이 발생하는 등, 신체의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임신 초

기부터 산모의 체온 변화 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

성의 임부복 착용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

5. 임신주기별 신체 부분 만족도

<Table 6>은 임부가 임부복 착용 후 신체 부분적 만족

도에 대하여 임신주기별 분석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가

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신체 부분은 배 부위였다. 상

의에서 배 부위가, 하위에서 배를 덮는 길이와 배 부분

의 신축성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Choi et al.(2000)의 시

판 임부복 연구에서 배가 전방으로 돌출되어 앞판의 여

유분을 증가시키고 개월 수에 따른 사이즈 조절이 앞판

에서 이루어지도록 인체 공학적 제작 방안을 제시하였

으나 여전히 임부들에게 있어 의복의 배 부분에 대한 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부복 착용 후 체형 부분 만족도에 있어 직업별 유의

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신주기별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났다. 상의에서는 목, 어깨, 소매, 가슴, 배, 엉

덩이의 모든 부분에서 하의에서는 배를 덮는 길이, 엉덩

이, 샅부분에서 모두 P1이 P2, P3보다 유의미하게 만족

도가 낮았다. 한편, 배 부분의 신축성과 허벅지 부분에서

는 임신주기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만족

도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이로써 P1의 임부가 P2, P3

에 비하여 임부복을 착용하였을 때 부분 체형에 있어 만

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P1은 P2, P3과 같이

신체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신체적 피

로가 다른 주기보다도 높고(Jeong & Kim, 2000), 위험 산

모로 분류되고 있는 고령 임부가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P1를 포함한 임부의 변화하는 체형에 적합한 임부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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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그러므로 태아의 안전과 임부의 불편함을 느

끼지 않도록 임신에 따른 체형 변화에 대한 자세한 조사

가 이루어져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임신 8주 이후의 임

부를 연구한 Okabe and Sugimoto(2007)의 선행연구에서

임신부의 체형 변화는 3개월째에 허리둘레에서 유의미

하게 나타나며 4개월부터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샅길이, 몸무게가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부 체형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임신 3개월부터 산전까지의 체형 변화

에 대한 연구 혹은 P3의 체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구체적인 임신 전체 기간에 대한 체형의 변화에 대한 조

사가 부족하다. 이를 위하여 한국인 인체 치수조사 사이

즈 코리아(Size Korea)의 측정 표본에 임부의 체형도 포

함된 계측 기준이 필요하며 임부의 변화하는 체형을 반

영하는 체계적인 사이즈 체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우리

나라는 인체 측정이 1979년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루

어졌으며 계측의 방법도 다양하고 그 수준도 매우 높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 측정에 있어 여성으로서 겪게 될 수

있는 임신으로의 체형 변화에 대한 조사가 배제되었다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 지금까지의 축적된 인체 계측 기술로 임부를 위한

계획적이고 안전한 조사가 이루어져 임부의 인체 계측

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속적인 축적할 수 있게 된

다면 임부의 의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발전

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3D 모션캡쳐를 통해 임부의 동작 행동을 파악하거나, 임

부가 피로하게 느끼는 임부복의 의복압 정도 등을 연구

한다면 임부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능성 의복 개발에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6. 직업에 따른 임부복 구매 시 선호 항목의 중요

차이

임부들이 임부복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항목

이 편안함으로, 사이즈, 신축성, 움직임 등 활동이 자유

로운 디자인, 임부복 착용 시 태아의 안전성, 입고 벗기

편한 디자인, 소재, 통기성, 출산 후에도 입을 수 있음,

흡습성, 가격, 인체 적합도, 스타일, 현재 소지하고 있는

다른 옷들과 맞추어 입기, 손쉬운 세탁, 임신기간 동안

체형의 변화에 따라 변형해서 입을 수 있음, 변화된 몸

매 보완성, 색상, 구매 후 서비스, 임부복 답지 않은 디

자인, 배가 덜 나와 보이는 디자인, 개성, 임신한 체형이

드러나지는 몸에 붙는 정도, 최신 유행 스타일, 브랜드

인지의 순이었다. 이로써 임부들은 임부복으로 편안함

과 활동성, 기능성 등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었으며 유행

이나 브랜드의 인지도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Fig. 3). 한편, 구매 선호도에 대하여 임

신주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직

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직업이 있는 임

부는 직업이 없는 임부보다 배가 나와 보이지 않는 디자

인과 임부복 답지 않은 디자인에 대하여 선호도가 유의

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말하면 직업 유무

Table 6. Preference of body part by pregnancy trimester after wearing maternity clothes

Pregnancy period P1 (n=36) P2 (n=64) P3 (n=64)
F

Body part Mean (S.D.) Mean (S.D.) Mean (S.D.)

Top

Sleeve 2.611 (1.178) B 3.297 (0.867) A 3.406 (1.019) A 7.877**

Arm 2.833 (0.941) B 3.219 (0.845) A 3.453 (1.038) A 4.957**

Neck 3.057 (0.906) B 3.297 (0.810) AB 3.594 (0.921) A 4.540**

Bust 2.429 (1.119) B 3.016 (0.968) A 3.078 (1.028) A 5.058**

Abdomen 2.457 (1.067) B 3.156 (1.130) A 2.938 (1.082) A 4.600**

Hip 2.714 (0.893) B 3.141 (0.957) A 3.219 (0.934) A 3.518**

Bottom

Cover length for abdomen 2.657 (1.027) B 3.250 (1.024) B 2.828 (1.017) A 4.649**

Elastic in abdomen 2.657 (1.083) 2.953 (1.174) 2.859 (0.990) 0.843**

Thigh 2.800 (1.079) 3.078 (0.803) 3.063 (0.814) 1.322**

Hip 2.686 (0.993) B 3.109 (0.779) A 3.109 (0.799) A 3.523**

Cross 2.667 (1.121) B 3.094 (0.684) A 3.016 (0.745) A 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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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ffe test result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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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의복에 대한 선호 스타일에서는 차이를 보였으

며 취업 중인 임부는 본인의 임신한 체형을 가려주는 의

복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의복을 구매할 때 사회적

지위나 관련 소속 집단의 특징 등을 나타내는 구매가 이

루어지므로(Park, 2008) 직업을 가진 임부는 상황에 따

른 사회적 측면이 고려된 디자인을 선호한다 하겠다. 또

한, Park(2003)의 연구에서 직업 유무에 따라 임부복 형

태의 이용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바지 정장

류, 투피스, 조끼+바지로 임신 후 배가 불러도 직장 내

에서 정장형 의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향

후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과거에 비하여 계속 늘어날 전망

으로, 임부의 주 소비자가 사회 활동이 활발한 연령대인

것이 충분히 감안된 임부복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 즉,

직업을 갖고 있는 임부를 위하여 신체적인 편안함을 주

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직업 여성에게 산모와 태아의 건

강을 위한 기능성과 사회 활동에 있어 심미적인 만족감

을 줄 수 있는 스타일이 요구된다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임부를 대상으로 임신주기와 직업 유무에

따른 임부의 의생활을 파악하고 임신주기별 임부복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임부복 개발의 기초 자

료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현재 임신 중인

Fig. 3. Purchasing preference of maternity clothes by occupation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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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P1), 임신 중기(P2), 임신 말기(P3)의 임부를

대상으로 임부복 구매 실태를 조사하였고 총 16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임부복 구매의

유무, 임부복을 구매한 장소와 인터넷으로 구매하였을

때의 만족도, 구매한 임부복의 가격, 임부복의 아이템별

만족도, 임부복 착용 시 신체 부분별 만족도와 구매 시

선호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으로 본 피험자의 임신주기에 따른

체중은 P1과 P2 사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P3은 P1, P2와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체형 변화 또

한 P3으로 진입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임신 전 직장을 가진 임부가 91.5%이었으

나 출산 후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임부는 46.3%로 출산

후에도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임부가 과반수에 못 미치

고 있었다. 임신 후 9개월 이상 근무하는 임부가 47.5%

였으며 출산 후에는 77.5%가 1년 이하의 육아휴직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신주기별 임부복의 구매 장소로 P1은 P2, P3

보다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유의미하게 적었으며, 다른

구매 장소에 대해서는 임신주기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그럼에도 가장 많은 구매가 이루어진 곳은 인터넷

쇼핑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임부복 착용 후의 선호 항

목별 만족도에 대하여 P1이 P2, P3보다 사이즈, 칼라, 디

자인, 촉감, 신축성, 활동성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았다.

임신 초기의 임부가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의복에 대

하여 실패감보다 만족감이 더 높다면 임신 중기, 임신

말기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쇼핑을 신뢰하며 구매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임신 초기에 임부들의 선호

하는 임부복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

히 가장 만족도가 낮았던 임부복의 사이즈나 맞춤새를

고양하기 위한 임부 사이즈와 호칭의 성립이 필요하다.

셋째, 임부복의 구매 가격은 직업 유무와 임신주기별

구매 가격 차이는 없었다. 레깅스는 1~2만 원 미만의 구

매가 가장 많았으며, 바지와 원피스는 2~5만 원 미만의

구매가 가장 많았다. 임신의 10개월 중 4계절을 모두 맞

이하게 되는데 각 계절마다 새로운 임부복을 구매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인터넷을 통해 저

가의 임부복 구매가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넷째, 임부복 아이템별 만족도와 임부복 착용 후 신체

부분적 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P1이 P2, P3

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우리나라의 임부 체형 변화에 대

한 연구는 3개월 이후이거나 임신 말기의 체형에 대한

계측이 대부분으로 임부 초기의 체형에 대한 연구는 구

체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여성은 일생 중 남성과 다

르게 임신의 경험으로 체형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

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한

국인 인체치수조사 사이즈 코리아(KATS, 2015)의 측정

표본에서 임부의 체형은 배제되었다. 향후 우리나라의 발

전된 다양한 인체 계측 기술로 임부의 체형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는 임부의 인체 계측이 포함된다면 임부복 개

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임부복 구매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 임

부는 편안함을 가장 추구하고 브랜드나 유행에는 관심

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임신주기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직업 유무에 따라 스타일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 직업이 있는 임부의 경우, 임부복을 구매할 때

체형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임신 중기와 임신 말기의 임부들

은 출산 후 수유하는 방법이나 신생아의 예비접종 등의

준비를 위해 방문하는 보건소나 산모교실을 통해 조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3주 이내의 임신 1기의 임부는 임

신에 대한 확인을 위해 초음파 검사나 상담을 위해 조심

스럽게 찾은 산부인과 등에서나 어렵게 만나고 조사할

수 있어 임신 중기나 후기와 같이 많은 수의 조사가 이

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의 연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족하게 연구되고

있던 임부의 전체 임신주기에 따른 의생활의 조사로, 향

후 임신주기별 체형 변형 파악을 위한 인체 계측과, 변화

하는 체형에 따른 의복압에 대한 만족도 등, 임부복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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