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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thers are a powerful consumer force in the children clothing market, and  somatotype plays an crucial role on
their evaluation of clothing and decision to purchase. It is therefore essential to identify the roles of mother’s
somatotype & somatotype cognition in relation to purchasing of children clothi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other’s actual  somatotype & somatotype cognition on their children’s clothing evaluative criteria. In
order to compare the clothing evaluative criteria of the groups and among the groups by mother’s somatotypes at
the point of children’s clothing purchases, mother’s actual  somatotype & somatotype cognition of their self and
their children were adopted as variables. Total usable questionnaires were obtained from 147 middle-aged mothers
of students aged between 10 & 13. Results indicated that practical, commodity & symbolic dimensions of children’s
clothing evaluative criteria were used differently by each group to decide on purchase of clothing for thin, moderate
& heavy children.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commercial information about  mother’s actual  somatotype &
somatotype cognition related to their children’s clothing evaluative criteria, and as such can be used strategically to
the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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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 전반에서 웰빙지향의 삶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건강과신체에대한대중의관심이커지면서성별과연

령에따라적합한체형의문제가부각되고있다. 변화하는사

회환경속에서성별과연령대를불문하고평균이상의체형

을점차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으며평균이하의마른체형

을우호적으로인식하고있다. 2000년대이전에는BMI를기

준으로 25이상의 비만에 해당하는 체형을 부의 상징 체형으

로받아들 으나, 2000년대를넘어서면서젊은계층을중심

으로BMI 18.5 이하의마른체형을보다적절한체형으로평

가하고있다. 윤순진(2006)의연구에서대부분의여고생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뚱뚱하게 인식하 고, 약간 마른 체형을 이

상체형으로선호하 다. 최미성(2008)의연구에서남, 녀대

학생들은자신의실제체형과비교할때, 키는더크고체중은

적게 나가는 보다 날씬한 체형을 이상체형으로 선호하 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해 홍금희(2006)는 매스미디어의 발달

을 통한 외모의 사회문화적 압력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날씬한이상적모델과비교하도록촉진함으로써자신

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증가시키고, 이상적 모델에 도달하

도록 과도한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한다고 설명하 다. 한편

최정원(2008)의연구에서중학생들은비만도에따라서로다

른의복쇼핑성향을나타내어체형이라는신체요소가대중의

외모관리행동에 직접적인 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고, 궁

극적으로외모관리행동의방법가운데하나인개인의의복구

매행동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의류구매의

측면에서의복관여, 가격민감도, 브랜드충성등의사회심리

적 변수는 의복의 상대적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만, 소비자의 체형변화는 실제 착용과 관련되어 의류구매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형과 의복관련의 소비자

행동을연계하여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체형과 관련한 의류학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은 크게 3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체형을 분류하거나 유형화하

는 연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의복생산과 패턴개발

을위한기초자료를제시하거나, 현장에서의복의맞음새를

개선하는 공정에 활용되고 있다(강여선, 성화경, 2007; 이정

임, 남윤자, 2004; 이종숙, 석혜정, 임순, 2009; 조신현, 김미

숙, 2008; 홍은희, 서미아, 2008). 둘째, 체형을통해소비자

를 세분화하고 의복만족도, 의복선호도과 같은 후행 변수와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의 경우에는 체형으로 분류한 소비

자 집단에서 다양한 의복행동의 차이를 통해 의복 소비자들

을 실체적으로 이해하고, 의류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반

되고있다(심정희, 박수진, 2007; 이진숙, 이정란, 2008; 조

윤주, 2005a; 조윤주, 2005b; 최인려, 방혜경, 2006). 셋째,

인지 체형과 실제 체형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소비자가 인식

하는체형과실제체형에서의차이를신체측정항목을통해서

살펴보거나체형에따른집단간의신체만족도차이등을확

인하여 실제 체형에 대한 신체지각과 왜곡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박재경, 남윤자, 최경미, 2004; 심정희, 2006; 이정순,

2007). 또한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비만 체형을

주제로 하여 비만 체형을 위한 패턴개발, 비만체형의 유형화

등과관련한연구들이(김소 , 홍경희, 2005; 김수아, 최혜선,

2006; 김효숙, 이명희, 2008) 체형과 의복에 관련한 연구의

새로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만아동의 부모가 지각하는

의복만족도와 비만아동의 의복설계에 대한 김민정(2008)의

연구나 비만체형과 보통체형으로 아동을 구분하고 의복행동

을 살펴본 임지 (2009)의 연구와 같이 체형과 관련하여 보

다복합적으로의복행동을다룬연구들이증가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형과 의복설계, 의복행동 등과 같이 다

각적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경향에 맞추어 지각된 체형과 실

제체형에따라마른체형, 보통체형, 비만체형으로유형화

된소비자집단에서의복평가기준을비교하고자한다. 그동

안 연구대상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실제의 차이를 비교하고

의복행동과 연계성을 다룬 연구들은 있었으나, 어머니와 아

동과 같이 체형과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향관계에 있고,

의복구매에서도상호관련성이높은집단을대상으로지각과

실제측정의 방법으로 체형을 통해 소비자들을 세분화하고

관련된 의복행동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동이라는 2집단의 접한 관계에 기초하여 어머니의 체형

과 아동복 구매평가기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체형과 의

복행동의연구에서새로운시도로평가할수있다.

부모와 자녀의 체형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Stunkard, et al.(1986)은입양된사람들의BMI가양부모의

BMI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생물학적 부모 특히 어머니

의BMI와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다고하여어머니와자

녀 간의 체형 유사성이 의미를 가진다고 하 고, 김은경

(1999)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비만도에는 정적인 상

관관계가있었다. 김 림과이 호(2000)가비만요인에따라

주제어(Key Words) :실제체형(actual somatotype), 체형인식(somatotype cognition), 의복평가기준(clothing
evaluativ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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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분류한 결과, 부모의 비만을 원인으로 1집단이

분류되었고해당집단은가장높은비만도를보 다. 최흥식

(2003)의연구에서도초등학생을비만집단과정상집단으로

나누어부모의비만정도를비교한결과, 부모의비만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 고 특히 어머니가 비만한 경우에 아

동의 비만 발생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세희(2007)

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비만 집단과 정상 집단으로 나누어

부모의 비만 정도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

다는 것을 밝혔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의 체

형 간에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편, 임숙자와 권 남(1984)은 마른 체형의 여대생들이

디자인과 스타일에 관심이 높고, 뚱뚱한 체형의 여대생들은

색상과 무늬에 관심이 높아서 체형에 따라 의복행동에서 차

이가 있다고 하 고, 성인여성은 체형인식에 따라 의복선호

도와 의복평가기준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도 있었다(조

윤주, 2005a; 조윤주, 2005b). 즉, 실제체형과지각체형에

따라 다른 의복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이 자신과 유사한 체형

을 가진 아동의 의복을 구매할 때도 의복구매기준에서 차이

를보인다면, 아동복시장에서어머니의체형은소비자세분

화의 요인으로 뿐만 아니라 아동복 시장에서 구매 요인으로

도중요한의미를갖게된다. 또한부모의74.5%가학령후기

아동의 의복구매에 직, 간접적으로 향을 미친다는 임지

(2009)의연구결과를고려할때, 어머니의체형과아동복구

매의 관계를 연관시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의 자녀를 둔 중년층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의복구성 분야와 패션마케팅 분야에서

개별적으로연구해왔던체형과의복평가기준을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 본인의 지각 체형, BMI를 통한 실

제 체형, 어머니의 지각 체형과 실제 체형의 일치/불일치를

통한 체형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체형의 4가지

방법으로 어머니 집단을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의

3집단으로분류하고, 3집단간에서그리고각각의집단내에

서아동복구매시의복평가기준을비교하여아동복구매시

의복평가기준에서어머니의체형과체형인식이미치는 향

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아동복을 판

매하는패션기업의입장에서아동복의구매시, 공동으로구

매의사결정을 내리는 부모와 아동이라는 소비자 계층을 체

형을매개로하여새롭게이해하고, 다양한패션마케팅전략

을개발하는데활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Ⅱ. 연구방법및절차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이천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3-6

학년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2008년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학교 측의 도움을 통해 가정통신문의 형식으로 설

문지를 배포하고 196부를 수집하 다. 이 가운데 체중이나

신장을 기록하지 않아서 체형과 관련한 요소를 추출하는데

부적합한49부의설문지를제외하여147부의설문지를최종

적인결과분석에사용하 다.

설문지는의복평가기준, 지각된체형에관한문항그리고

신장, 몸무게 등과 같은 인구 통계적 변수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의복평가기준 문항은 한성지, 양리나와 김문숙

(2002), 오현남(2004)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아동복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10문항을 이용하 다. 또한 어머니의 본

인 체형과 아동 체형의 지각 수준에 대한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과 아동의 체형이 각각 마른 편에서 뚱뚱한 편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의 단일문항으로 측정하

다. 연령, 체중등의일부인구통계적변수에관한문항을

제외하면, 모든 문항에는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 다.

SPSS 12.00 통계프로그램을통해빈도분석, 요인분석(고유

값1이상, 요인부하량.5이상기준), 신뢰도분석, 분산분석등

을이용하여결과를분석하 다.

2. 자료의 인구 통계적 특성

어머니의 표본(n = 147)에서 연령은 30대와 40대가

99.3%로절대다수를차지하 고, 평균연령은39.4세로나

항목 내용구분 빈도 비율(%) 항목 내용구분 빈도 비율(%)

30-34 7 4.8 150-154 이하 22 15.0
35-39 82 55.8

신장
155-159 이하 48 32.7

연령 40-44 39 26.5
(Cm)

160-164 이하 62 42.1
45-49 18 12.2 165-169 이하 11 7.5
50이상 1 0.7 170 이상 4 2.7

40-49 30 20.4 자녀 5만원 미만 72 44.8
체중 50-59 76 51.8 의복 5~10만원 미만 63 39.1
(Kg) 60-69 33 22.4 구입비 10~15만원 미만 20 12.4

70 이상 8 5.4 (월평균) 15~25만원 미만 3 3.7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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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체중은 50-59kg 구간이 전체의 51.8%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빈도 구간으로 나타났고, 신장의 경우, 160-

164cm 구간이 42.1%로전체구간가운데가장높은빈도를

보 다. 월평균 자녀 의복구입비의 경우에는 10만원 미만이

전체의83.9%로대부분을차지했다. 2004 사이즈코리아발

표 자료에서 30-40대 여성의 평균 신장과 몸무게는

157.1cm와 56.6kg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표본의 평균 신장

과몸무게는159.3cm과55.3kg으로나타나서전국평균에비

해 키는 상대적으로 크고, 체중은 다소 적게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과및논의

1. 아동복 평가기준 분석

아동복 평가기준의 개념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10개

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3개 요인을 추출하

고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1요인은 색상, 디자인,

가격, 치수와 같이 실제 상품의 가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어서‘상품성’이라고 명명하 다. 2요인은 바느질

상태, 세탁의 용이성, 소재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상품의

실질적인측면을평가하고있으므로‘실용성’이라고명명하

다. 3요인에서는 유행과 브랜드의 항목을 통해 의복의 과

시적인 측면을 표현하고 있으므로‘상징성’으로 명명하

다. 각요인의신뢰도는 .82, .70, .77 순서로나타나서신뢰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의복평가기준의 하위차원을 도출한

한성지 외(2002)의 연구에서는 심미성, 실용성, 과시성으

로, 오현남(2004)의 연구에서는 실용적, 상황적, 외형 연출

적, 상징적요인으로하위차원이도출되어본연구에서제시

한 요인과 비교할 때, 요인명과 내용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

타났다.

2. 체형분류에 따른 아동복 평가기준 분석

2.1 체형분류에따른집단에서아동복평가기준

1) 본인 지각 체형에 따른 집단에서 아동복 평가기준

의차이

어머니본인의체형지각에따른응답을통해서마른체형,

보통체형, 비만체형의3집단으로분류한결과, <표 3>과같

이 지각된 마른 체형이 30명(20.4%), 보통 체형이 64명

(43.5%), 비만체형이53명(36.1%)으로나타났다. 지각된체형

에따른어머니집단이아동복을구매할때, 의복을평가하는

기준의차이를살펴보고자분산분석과Duncan 다중비교분석

을통해검증한결과, 실용성요인에서유의한차이가있었다.

스스로를보통체형이나비만체형으로지각하는어머니들이

마른체형으로지각하는어머니들보다아동복을구입하는데

있어서봉제상태, 세탁용이성, 소재등에더많은주의를기

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으나 비만 체형의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상품성을 높게

평가하고상징성을낮게평가하 다. 따라서아동복을구입할

때, 스스로를 비만하다고 지각하는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실용성과상품성을중요시하고유행이나브랜드와같은의복

의상징성에대해서는크게신경쓰지않는다고볼수있다.

요인과 문항 요인부하량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신뢰도

요인1: 상품성
옷의 색상이 중요하다. .79
옷의 디자인이 중요하다. .72 2.19 24.8% 24.8% .82
옷의 가격이 중요하다. .69
옷의 치수가 중요하다. .58

요인2: 실용성
옷의 바느질 상태가 중요하다. .86
옷의 세탁 용이성 여부가 중요하다. .81 2.18 23.9% 48.7% .70
옷의 소재가 중요하다. .74

요인3: 상징성
옷의 유행이 중요하다. .88 1.82 20.0% 68.7% .77
옷의 브랜드가 중요하다. .87

<표 2> 아동복 평가기준의 요인분석 결과

집단 지각된 지각된 지각된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 F값

요인 (n = 30) (n = 64) (n = 53)

실용성 4.03b 4.52a 4.63a 7.286***

상품성 4.15 4.38 4.47 2.709

상징성 3.08 3.07 2.67 2.741
주주.. Duncan 다중비교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

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 음.
***p < .001.

<표 3> 지각된 체형에 따른 집단에서 아동복 평가기준 차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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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 실제 체형에 따른 집단에서 아동복 평가기준

의차이

어머니 본인이 기록한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김우경

(2005)의연구에서사용한아시아인을위한BMI(18.5 이하를

마른체형, 18.5-22.9 사이를보통체형, 22.9 이상을과체중

포함의 비만 체형으로 계산)를 산출하여 실제 마른 체형, 보

통체형, 비만체형의3집단으로분류한결과, <표4>와같이

마른체형이10명(6.8%), 보통체형이88명(59.9%) 비만체형

이49명(33.3%)로나타났다. 지각체형과비교해보면, 말랐

다고 지각한 30명에 비해 약 33% 정도가 실제 마른 체형으

로분류되어지각과실제에는상당한차이가있었고, BMI에

의한 마른 체형의 판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지각된비만체형의경우8% 정도가보통체형으로분류

되어BMI 지수에의한체형과지각체형을비교하면, 실제보

다 마른 것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실제보다 뚱뚱하다고 지각

하는비율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BMI로유형화된

어머니 집단의 아동복 구매에서 의복평가기준을 비교한 결

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지각 체형에 의한 분류에서 나

타난 것과 같이 비만체형으로 갈수록 실용성과 상품성은 높

게지각했고, 상징성을낮게지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지각 체형과 실제 체형의 차이에 따른 집단에서 아

동복평가기준의차이

어머니본인이지각한체형과BMI에따른실제체형의일치

와차이를통해서나타난지각체형과실제체형간의교차분

포는<표5>와같다. 먼저지각체형을기준으로할때, 마른체

형으로지각한30명가운데8명(27%)은실제마른체형으로나

타났고, 20명(67%)은보통체형으로, 2명(6%)은비만체형으로

나타났다. 보통체형으로지각한64명중에서2명(3%)은마른

체형으로, 55명(86%)은보통체형으로일치하 으며, 7명(11%)

은비만체형으로분류되었다. 비만체형으로지각한53명에서

실제마른체형으로판정된경우는없었고, 보통체형으로13명

(25%)이나타났으며, 비만체형으로40명(75%)이일치하 다.

따라서보통체형으로지각한경우에실제체형과일치도가가

장높았고, 마른체형으로지각한경우에실제체형과일치도가

가장낮았다. 실제체형을기준으로할때, 마른체형인10명가

운데8명(80%)이마른체형으로지각하여실제와지각이일치

하 고, 2명(20%)이보통체형으로지각하 으며, 비만체형으

로 지각한 경우는 없었다. 실제 보통 체형인 88명에서 20명

(23%)이스스로를마른체형으로지각하 고, 보통체형으로일

치하여지각한경우는55명(62%)이 으며, 13명(15%)은비만으

로인식하 다. 실제비만체형49명가운데2명(4%)은자신을

마른체형으로보았고, 7명(14%)은보통체형으로, 40명(82%)은

비만체형으로일치하 다. 따라서실제비만체형의일치도가

가장높았고, 보통체형의일치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BMI(20이하를허약, 20-24.9를정상, 25-29.9를과체중,

30이상을비만)를사용하여실제체형과인지체형을비교한

정옥임(1993)의 연구에서 여고생과 여대생은 전반적으로 실

제 체형보다 자신을 뚱뚱하다고 인식하 고, 뚱뚱하다고 인

식한사람들가운데실제비만체형의비율은낮았다고하

다. 로러지수를 사용한 이경림과 박숙현(2004)의 연구에서

보통 체형이나 비만으로 인식한 20-30대 여성 가운데 과반

수 이상이 인식 수준보다 실제 날씬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

른체형이나보통체형이지만역시과반수이상이보다뚱뚱

한 것으로 인식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 내용과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만의 기준을 좀 더 엄격

하게 간주하는 최근 연구 경향에 따라서 아시아인을 기준으

로 한 BMI를 적용한 결과, 표본의 체형 판정이 보다 엄격해

졌기 때문에 선행연구들과 같이 실제 보통 체형이지만 비만

으로지각하는경우도있으나보통체형을마른체형으로지

각하는표본도크게증가한것으로볼수있다.

어머니본인이지각한체형과BMI에따른실제체형의차

이를 통해서 지각 체형과 실제 체형의 일치, 불일치에 따라

3집단으로분류한결과, <표 6>과같이실제체형이지각체

형보다크게나타난실제우위체형이29명(19.7%), 지각체

형과 실제 체형이 일치하는 지각-실제 일치 체형이 70명

(59.9%) 지각 체형이 실제 체형보다 크게 나타난 지각 우위

체형이15명(10.2%)으로나타났다. 실제우위체형의경우에

는 체형에 관계없이 실제 체형보다 자신을 날씬하게 지각하

고, 지각-실제 일치체형은 체형에 관계없이 지각하는 체형

과 실제 체형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지각 우위 체형은 체

집단 실제 실제 실제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 F값

요인 (n = 10) (n = 88) (n = 49)

실용성 4.13 4.44 4.56 1.567

상품성 4.25 4.29 4.50 1.597

상징성 3.40 2.96 2.79 1.636

<표 4> 실제 체형에 따른 집단에서 아동복 평가기준 차이

지각체형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
계실제체형 N(%) N(%) N(%)

마른 체형 8 (5.4) 2 (1.4) 0 (0.00) 10 (6.8)

보통 체형 20 (13.6) 55 (37.4) 13 (8.9) 88 (59.9)

비만 체형 2 (1.4) 7 (4.7) 40 (27.2) 49 (33.3)

계 30 (20.4) 64 (43.5) 53 (36.1) 147 (100.0)

<표 5> 지각체형과 실체체형 간의 교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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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관계없이 실제 체형보다 자신을 뚱뚱하게 지각하는 것

을의미한다. 이들의아동복평가기준에서차이를살펴본결

과, 실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

이 실체 체형보다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상대적

으로아동복의관리적인측면에대한중요성평가가낮은편

이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상징성에서는 보

통 이상의 반응을 보 다. 즉, 실제보다 날씬하다고 지각하

는 어머니 집단이 상대적으로 봉제 상태, 소재 등의 아동복

의 물리적인 요소 보다는 유행, 브랜드 등의 추상적인 요소

를중요시한다고볼수있다.

4) 어머니의 아동 지각체형에 따른 집단에서 아동복

평가기준의차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체형에 따라 아동을 마른 체

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의 3집단으로 분류한 결과, <표 7>

과 같이 아동을 마른 체형으로 지각한 어머니가 44명

(29.9%), 보통체형으로지각한어머니가 69명(46.9%) 비만

체형으로 지각한 어머니가 34명(23.1%)으로 나타났다. 지각

된아동체형에따라분류한어머니집단이아동복을구매할

때, 의복평가기준의차이를살펴보고자분산분석과Duncan

다중비교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실용성과 상품성 요인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을 보통 체형으로 지각한 어

머니들은 마르거나 비만으로 판단한 어머니들에 비해 실용

성을중요하게보았고, 아동을비만으로본어머니들은상대

적으로 상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즉, 아이를 보

통 체형으로 지각한 어머니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복 선택에

서 큰 어려움이 없으므로 아이를 마르거나 비만으로 지각한

어머니들에 비해 소재, 봉제, 세탁과 같이 관리적인 측면에

중요성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을 비만으로 본 어머니

들은 치수, 색상, 디자인과 같은 상품성 측면에서 평가수준

이 낮았는데, 비만아동과 표준아동의 의복행동을 비교한 임

지 (2009)의 연구에서도 비만아동의 경우 치수, 무늬 등의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어머니의 지각과

아동의 지각 체형에 따른 평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치수로 인해 의복선택의 폭이 좁아서 아동에게

적당히 맞으면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이러

한기준에대한평가수준이낮은것으로생각하 다. 반면에

상징성 요인에 대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어머니에게

지각된 아동의 체형이라는 요소는 실용성이나 상품성과 같

이 실제적 측면이 아닌 유행과 브랜드 평가와 같이 사회 심

리적인측면에서는큰 향을미치지못한다고볼수있다.

2.2 체형분류에따른집단내아동복평가기준

1) 본인지각체형에따른집단내아동복평가기준의차이

어머니 본인의 체형지각에 따른 응답을 통해서 마른 체

형, 보통체형, 비만체형의3집단으로분류한<표3>의집단

구분에따라서각각의집단내에서아동복평가기준간의차

이를 t-test를 통해 비교한 결과를 <표 8>과 같이 제시하

다. 지각된 마른 체형 집단에서 실용성-상품성 기준은 차이

가없는것으로나타났으나, 그외의모든집단에서실용성-

상품성, 실용성-상징성, 상품성-상징성기준간에는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용성을 상품성과 상징성보

다 중요하게 평가하 으며, 상품성을 상징성보다 중요하게

평가하 다. 따라서 스스로를 마른 체형으로 생각하는 어머

니들을 대상으로 아동복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실용성과 상

품성의평가에서우선순위가없다는것을고려해야한다.

집단 실제 지각-실제 지각
우위 체형 일치체형 우위 체형 F값

요인 (n = 29) (n = 103) (n = 15)

실용성 4.17b 4.50ab 4.73a 3.701*

상품성 4.26 4.39 4.37 .400

상징성 3.09 2.89 2.90 .401

주주.. Duncan 다중비교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
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 음.

*p < .05.

<표 6> 지각-실제 체형에 따른 집단에서 아동복 평가기준 차이

집단 지각된 지각된 지각된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 F값

요인 (n = 44) (n = 69) (n = 34)

실용성 4.27b 4.65a 4.32b 4.661**

상품성 4.34a 4.53a 4.03b 6.848***

상징성 2.99 2.88 2.96 .148

주주.. Duncan 다중비교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
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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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어머니의 아동 지각 체형에 따른 집단에서
아동복 평가기준 차이

집단 지각된 지각된 지각된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

요인 (n = 30) (n = 64) (n = 53)

실용성-상품성 4.03  4.15 4.52  4.38 4.63  4.47
t값 -.756 2.059* 2.341*

실용성-상징성 4.03  3.08 4.52  3.07 4.63  2.67
t값 4.634*** 11.455*** 12.639***

상품성-상징성 4.15-3.08 4.38  3.07 4.47  2.67
t값 4.624*** 10.907*** 11.276***

*p < .05. ***p < .001.

<표 8> 지각된 체형에 따른 집단 내 아동복 평가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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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실제체형에따른집단내아동복평가기준의차이

어머니본인이기록한신장과체중에따라BMI를산출하

여 실제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의 3집단으로 분류

한 <표 4>의집단구분에따라서각각의집단내에서아동복

평가기준간의차이를t-test를통해비교한결과를<표9>과

같이 제시하 다. 모든 실제 체형 집단에서 실용성-상품성

기준은 서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른 체형에서

실용성-상징성 기준을 제외하면서 다른 집단에서 실용성-

상징성, 상품성-상징성 기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상품성을 상징성보다 중요하

게 평가하 으며, 상품성을 상징성보다 중요하게 평가하

다. 따라서BMI를기준으로체형을분류할경우에는체형에

관계없이 어머니들은 아동복 구매 시 평가에서 실용성과 상

품성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객관적으로 마른 체형에 속하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실용

성과 상징성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을 골고루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

복요소 외에도 유행과 브랜드를 충분히 고려한 판매 전략을

준비해야한다.

3) 지각체형과실제체형의차이에따른집단내아동

복평가기준의차이

어머니본인이지각한체형과BMI에따른실제체형과의

차이를 통해서 지각 체형과 실제 체형의 일치, 불일치 여부

로 실제 우위 체형, 지각-실제 일치 체형, 지각 우위 체형의

3집단으로분류한<표6>의집단구분에따라서각각의집단

내에서 아동복 평가기준 간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비교한

결과를<표10>과같이제시하 다. 실제우위체형에서실용

성과 상품성 간의 평가 차이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평

가요소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실용성 > 상품

성> 상징성의순서로의복평가기준의중요성을인식하 다.

한편, 체형에관계없이지각하는것보다실제로는뚱뚱한체

형인 실제 우위 체형에서도 실용성-상품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각과 실제 그리고 상대적 지각에서 마른

체형에속하는집단은실용성-상품성에서차이를두지않는

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4) 어머니의아동지각체형에따른집단내아동복평

가기준의차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체형에 따라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의 3집단으로 분류한 <표 7>의 집단 구분에

따라서각각의집단내에서아동복평가기준간의차이를 t-

test를통해비교한결과를<표 11>과같이제시하 고, 어머

니 집단 전체의 아동복 평가기준 간의 차이도 포함하 다.

어머니들이 아동을 마른 체형 혹은 보통 체형으로 받아들이

는경우에실용성-상품성의요인에서차이가발견되지않았

으나, 아동을 비만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상품성보다 실용성

집단 실제 실제 실제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

요인 (n = 10) (n = 88) (n = 49)

실용성-상품성 4.13  4.25 4.44  4.29 4.56  4.50
t값 -.733 1.969 .761

실용성-상징성 4.13  3.40 4.44  2.96 4.56  2.79
t값 2.169 12.375*** 11.348***

상품성-상징성 4.25  3.40 4.29  2.96 4.50  2.79
t값 2.279* 11.393*** 10.744***

*p < .05. ***p < .001.

<표 9> 실제 체형에 따른 집단 내 아동복 평가기준 차이

집단 실제 지각-실제 지각
우위 체형 일치체형 우위 체형

요인 (n = 29) (n = 103) (n = 15)

실용성-상품성 4.27  4.34 4.50  4.39 4.73  4.37
t값 -.660 2.042* 2.582*

실용성-상징성 4.27  2.99 4.50  2.89 4.73  2.90
t값 8.417*** 14.579*** 5.580***

상품성-상징성 4.34  2.99 4.39  2.89 4.37  2.90
t값 8.777*** 13.758*** 4.458***

*p < .05. ***p < .001.

<표 10> 지각-실제 체형에 따른 집단 내 아동복 평가기준 차이

집단 지각된 마른 체형 지각된 보통 체형 지각된 비만 체형 전체
요인 (n = 44) (n = 69) (n = 34) (n = 147)

실용성-상품성 4.27  4.34 4.65  4.53 4.32  4.03 4.46  4.35
t값 -.660 1.728 2.255* 1.880

실용성-상징성 4.27  2.99 4.65  2.88 4.32  2.96 4.46  2.93
t값 8.417*** 12.902*** 6.605*** 16.370***

상품성-상징성 4.34  2.99 4.53  2.88 4.03  2.96 4.35  2.93
t값 8.777*** 12.165*** 5.284*** 15.357***

*p < .05. ***p < .001.

<표 11> 어머니의 아동 지각 체형에 따른 집단 내 아동복 평가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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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요하게 보았고 관리적인 측면을 보다 우선순위로 평가

하 다. 또한 아동의 체형을 어떻게 인식하더라도 상징성보

다실용성을, 상징성보다상품성을중요하게보았다.

체형요소와관계없이전체어머니집단에서아동복평가

기준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실용성과 상품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실용성>상징성, 상품성>상징성의 차이는 명확하

게나타났다. 따라서아동복판매에있어서는유행이나브랜

드 중심의 평가기준보다 실용성과 상품성을 우선적으로 적

용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의 체형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실용성과 상품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단계적인접근전략이될수있을것이다.

Ⅳ. 결론및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의 아동을 자녀로 둔 어

머니들을대상으로인지체형과실제체형을통해소비자를분

류하고아동복평가기준의차이를비교하여체형과의복평가

기준간의관계를살펴보고자하 다. 본연구를통해서다음

과같이결론을내리고후속연구를위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어머니 본인의 지각된 체형, 어머니의 BMI를 통한

실제체형, 어머니의지각체형과실제체형의일치/불일치를

통한 체형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체형의 4가지

방법으로 어머니 집단을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의

3집단으로 분류하고 3집단 간의 아동복 구매 시 의복평가기

준과분류집단간의특성을각각비교하 다. 먼저아동복평

가기준은 크게 실용성, 상품성, 상징성의 3차원으로 나타났

으며, 어머니가지각한체형에서3집단은실용성에서유의한

차이를 보 다. 즉, 자신을 보통 이상의 체형으로 지각하는

어머니들이 아동복을 구입할 때, 봉제 상태, 세탁용이성, 소

재 등을 주의깊게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BMI에

의해 분류한 3집단에서 실제 마른 체형은 지각된 마른 체형

의 33%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비만 체형에서 약 8%는

실제비만체형과일치하지않아서실제체형과지각체형간

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그러나 BMI에 의해 분류한 3집

단에서 아동복 평가기준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지각 체형

과실제체형의차이에따라어머니집단을유형화하고아동

복평가기준의차이를살펴본결과, 실체체형이지각체형보

다 큰 집단이 지각 체형과 실제 체형이 일치하는 집단, 지각

체형이실제체형보다큰집단에비하여실용성항목을덜중

요하게 평가하 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체형에따라아동을3집단으로분류하고어머니의아동복구

매기준을 비교한 결과, 실용성과 상품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보통 체형의 아동으로 지각한 어머니 집단은 상대적으로 의

복 선택의 어려움이 없어서 의복의 관리적인 측면에 중요성

을두었다, 반면아동을비만으로본어머니들은치수선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품성 평가기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

다. 이러한결과에의해아동복구매에직, 간접적 향을행

사하는어머니의체형요소또한아동복구매시점에활용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아동복 매장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보통 체형으로 설명한 경우, 판매원은 의복

의 소재나 세탁과 같은 실용성을 중심으로 상품을 소개해야

한다. 그러나 아이를 비만 체형으로 설명하는 경우에는 색상

이나디자인에대한설명은제한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둘째, 어머니 본인의 지각된 체형, 어머니의 BMI를 통한

실제 체형, 어머니의 지각 체형과 실제 체형의 일치/불일치

를 통한 체형 그리고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체형의 4가

지방법으로어머니집단을마른체형, 보통체형, 비만체형

의 3집단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집단 내에서 아동복 구매 시

의복평가기준을 비교하 다. 여러 체형 분류 방법에서 마른

체형으로 분류된 집단에서는 실용성과 상품성 평가 수준의

차이가없었다. 그외의대부분의집단과체형에서실용성은

상품성과 상징성보다 중요하고, 상품성은 상징성 보다 중요

한 구매평가기준으로 작용하 다. 또한 집단의 구분없이 어

머니들의의복평가기준을비교한결과, 실용성=상품성>상징

성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나타나서 실용성과 상품성은 상징

성보다중요한구매평가기준으로볼수있다. 따라서아동복

매장에서아동복의평가기준을통해판매원들이소비자로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때, 우선 판매

원들은의복평가기준에서실용성과상품성의항목들을동등

한 선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요소에

속하는상징성요인인브랜드, 유행과비교를통해서상품의

우월성이나차별성에접근하는것이보다효율적일수있다.

즉, 판매원들은어머니들이아동복구매시보다중요하게평

가하는 상품의 실용적인 측면을 브랜드나 유행보다 강조하

여 합리적인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또한

판매원들은 2차적으로 소비자의 체형요소를 고려하여 마른

체형으로 지각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실용성과 상품성에

서실용성에비교우위를두고판매전략을설정하는것도보

다효과적인판매를도울수있는방법이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머

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 기 때문에 지역특성의 향

을배제할수없다는점, BMI의산출근거를직접측정이아

닌본인이기입한수치를활용한점과체형의지각수준을단

일문항으로 처리한 점을 연구의 정확성에서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폭넓은 연구를 위해서 물리적, 정서적 환

경이 다른 지역으로 조사 역을 넓히고 아동의 소비행동을

연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체형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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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학부모가아동에게 향력을미칠수있는사회심리적

변수를 파악하여 체형과 의복행동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추후연구에서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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