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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ustomers’ possession, usage, and satisfaction of newborn clothing, and analyzes their
satisfaction with textiles of baenaet jeogori (the most basic Korean item of newborn clothing).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02 mothers with infants under 24 months old. The baenaet jeogori was the most commonly possessed item, followed
by swaddling blanket, shirt and pants set, bodysuit, one-piece, and baenaet gown. About 52.6% of respondents used the
swaddling blanket all day, 52% of respondents possessed 4-6 baenaet jeogories, and most respondents used the baenaet
jeogori 4 weeks or more. Two most important selection criteria of the baenaet jeogori were textiles and season suitability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functionality.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baenaet jeogori; however, there are a few
problems with difficulty in putting and taking off as well as textiles. Most baenaet jeogories chosen by respondents were
made of cotton and 68.8% of them were made of eco-friendly textiles. Respondents were dissatisfied with textiles when
they are unsuitable for the season. Eco-friendly textiles were chosen for baby health and eco-friendliness, and respon-
dents were satisfied with a baenaet jeogori made of eco-friendly textiles in general. The results show customers’ high
interest in textiles and the popularization of newborn clothing made of eco-friendly textiles. There was little interest in
eco-friendly or safety certification marks despite the significant interest in the functionality and safety of textiles. There-
fore, correct information on those certification mark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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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어나서부터 4주 동안의 아기를 신생아라 하며, 이때는 젖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략 18~22시간 잠을 자며, 젖은 2~3시

간마다 한 번씩 먹고, 소변은 하루 10회 이상 본다. 또한 젖을

먹은 후 트림을 하면서 젖을 토하기도 한다(Jang, 2009;

Samsung Publishing Co., 2017). 신생아는 체내 자동 온도 조

절 장치를 작동하는 갑상선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할 뿐 아니라 체중에 비해 신체 표면적이 넓어 주변

환경이나 온도 변화, 작은 움직임에도 체온 변화가 심하다. 그

래서 더울 때에도 땀샘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스스로 체온을

낮출 수 없다. 땀샘은 생후 8주는 되어야 제대로 작용하기 시

작하기 때문에, 생후 2개월까지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주

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신체기관에 비해 뇌가 많이 발달된 상

태이나, 움직임을 관장하는 소뇌의 발달이 더디어서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끔 움찔거리며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

을 바둥거리기도 한다(Samsung Publishing Co., 2017). 

신생아복에는 배냇저고리, 배냇가운, 바디슈트, 우주복, 상하

내의, 속싸개, 천기저귀, 기저귀커버, 턱받이, 손발싸개, 모자 등

이 있으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배냇저고리이다. 신생아만의

생리현상으로 인해 배냇저고리는 입고 벗기기 편리하도록 앞트

임이며, 끈이나 단추로 여미는 형태이다(Roh & Kwon, 2018;

Yoon, 2010). 한편, 속싸개는 아기의 숙면을 도우며, 아기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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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자세로 만들어 유아 돌연사 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Gerard et al., 2002;

Van Sleuwen et al., 2007). 신체기관이 미숙한 신생아를 위한

신생아복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패션 아이템의 경우에는 다양한 연구들을 통하여 소비자의

감성 및 선호도를 반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Roh &

Kim, 2010; Roh & Oh, 2014, 2015, 2017; Roh et al.,

2013). 그러나 신생아복은 그 중요성에 비해 활발히 연구되지

않고, 영 · 유아복 연구에 포함되어 간략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다(Do et al., 2003; Ji, 1993; Kim & Lee, 2010; Kim

& Sohn, 1999; Lee & Chun, 2001; Park & Jung, 2014).

신생아복을 단독으로 연구한 경우는 주로 디자인 분야에 한정

되었다. Jang(2015)과 Yoon(2010)은 한국적 이미지 및 천연염

색을 이용한 배냇저고리의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Lee(2017)

와 Jang(2009)은 배냇저고리 DIY 상품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하였다. Roh and Kwon(2018)은 시판 신생아복 현황과 소비자

불만사항을 심층 인터뷰하여 질적 연구하였으나, 신생아복 사

용 현황에 대한 연구와, 한 자녀 소비자와 다자녀 소비자의 신

생아복 구매행동 차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신생아복을 처음 경험하는 소비자와 소비 경험이 있는 소비자

간에 신생아복 인식과 구매행동 차이를 구체적으로 연구한다면,

신생아 사용 현황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나아가 신생아복 개발 전략 수립에도 유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2017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영·유아제품

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생아 베개와 신발, 아

기 외출복 등의 일부 유아의류 및 용품에서 납과 카드뮴·프

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의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신생아

복의 안전성 및 친환경 신생아복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생아는 피부가 매우 연약하고 환경 적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해물질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치명적인 부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화학약품 등에 의해 심한 피부

염과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피

부에 직접 닿는 신생아복의 소재 선택이 특히 중요하다. 출생

률의 저하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골드키즈(Gold kids) 현상

으로 한 자녀에게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면서 신생아복 시장의

고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Kim et al., 2016). 또한 케미포

비아(Chemiphobia)’ 현상이 심화되면서 아이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에서 화학 물질이 첨가되지 않거나 최소화한 친환경 소재

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Baby clothes hazardous”, 2017;

Bang, 2017; Song, 2010). 소비자들의 육아에 대한 질적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신생아복

및 소재 사용 현황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요구를 보

다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비자의 신생아복 보유 및 사

용 현황을 분석하고, 신생아 의류 중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으

로 여겨지는 배냇저고리 및 그 소재의 사용 현황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신생아복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their children

Category N % 　Category N %

Number of children

1 67 65.7

Education

High school 10 9.8

2 25 24.5 College/University 66 64.7

3 10 9.8 Graduate school 26 25.5

Birth season

Spring 29 28.4

Job

Homemaker 47 46.1

Summer 24 23.5 Administrative position 6 5.9

Fall 28 27.5 Office job 13 12.7

Winter 21 20.6 Services 4 3.9

Sex of child
Boy 43 42.2 Professional work 24 23.5

Girl 59 57.8 etc. 8 7.8

Age of child

(month)

0-4 26 25.5

Monthly 

income 

-1million won 6 5.9

5-8 10 9.8 1-3million won 20 19.6

9-12 9 8.8 3-5 million won 37 36.3

13-16 14 13.7 5-8million won 26 25.5

17-20 24 23.5 8million won- 4 3.9

21-24 19 18.6 Missing value 9 8.8

Age of respondent

20s 9 8.8

Total 10230s 79 77.5

40s 1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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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생아복에

대한 불만사항을 심층 인터뷰한 Roh and Kwon(2018)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생아복 보유 및 사용 현황, 배냇저고리 사

용 현황 및 만족도, 배냇저고리 소재 선택 현황 및 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도출하였다. 이후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

니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신생아복 보유 및 사용 현황(보유 아이템, 주요 사

용 아이템, 속싸개 사용 방식)에 관한 질문 6문항, 배냇저고리

사용 현황(취득 경로, 선택 기준, 보유 벌 수, 시즌, 사용 기간)

및 만족도에 관한 질문 8문항, 배냇저고리 소재 선택 현황(소재

종류, 친환경 소재 선택 이유) 및 만족도에 관한 질문 6문항, 인

구통계학적 질문 9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주로 다중응답문항을 이용하여 사용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때

만족도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만족한다’ 1점, ‘매우 불만족한

다’ 5점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석 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온라인 육아카

페 및 키즈 카페에서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0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4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불

성실한 자료 2부를 제외한 10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자

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다중응답

분석, 교차분석, t 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자녀 수, 외동 또는 막내 자녀의 출생 계절과 성별, 아기 나

이(개월), 응답자의 연령, 최종학력, 직업, 소득을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자녀 수 1명이 6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였으며, 출생계절은 사계절이 유사한 비율(21~29%)을 보였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57.8%로 남아보다 더 많았으며, 아기의

월령은 0~4개월이 25.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연령은 30

대가 77.5%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4.7%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46.1%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

며, 월수입은 300~500만원이 36.3%로 가장 많았다. 

3.2. 신생아복 보유 및 사용 현황

보유한 신생아복 종류를 알아보았으며, 자녀수에 따른 차이

를 비교하였다(Fig. 1). 보유한 신생아복 종류에 대한 중복 응

답을 분석한 결과, 모든 응답자들은 배냇저고리(baenaet

jeogori)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속싸개(swaddling blanket), 상하

내의(shirt & pants set), 바디슈트(bodysuit), 우주복(one-piece),

배냇가운(baenaet gown) 순으로 많이 보유하였다. 상하 내의는

간편한 여밈과 착탈, 하의 착용에 의한 우수한 보온 효과, 계

절별 다른 소재 사용과 소매 및 바지 길이 차이 때문에 선호

되었으며, 바디슈트는 가랑이 부분이 단추로 고정되어 옷이 위

로 올라가지 않아서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Roh & Kwon,

2018). 자녀수에 따른 보유 아이템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신생아복 아이템 조합과 아이템 수를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2). 총 13가지 조합의

신생아복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었다.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바디슈트×우주복의 조합을 보유한 응답자가 33.3%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바디

슈트×우주복×배냇가운(15.7%),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

(13.7%),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바디슈트(13.7%) 순이

었다. 이 4가지 조합이 76.4%를 차지하며, 배냇저고리, 속싸개

와 상하 내의를 모두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타에 포함된

조합은 배냇저고리×속싸개(2.9%), 배냇저고리×상하 내의×바디

슈트×우주복(2.9%), 배냇저고리×속싸개×바디슈트×배냇가운

(2.9%),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우주복×배냇가운(1%),

배냇저고리×속싸개×상하 내의×바디슈트×배냇가운(1%), 배냇저

고리×속싸개×우주복(1%) 등이었다. 주로 한 자녀 응답자가 기

타 조합으로 신생아복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한 아이템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4.5종이었다.

집에서 주로 사용한 신생아복 종류를 다중응답으로 알아보

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Fig. 2). 배냇저고리

(37.9%), 속싸개(30.5%), 상하 내의(17.7%)를 주로 착장하였다.

매일 목욕을 시키고 땀에 젖으면 바로 옷을 갈아 입히고, 기저

귀 교체가 잦기 때문에 앞트임과 아래트임의 배냇저고리가 편

리하여 사용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Fig. 1에서 보듯이

모든 응답자(102명)가 배냇저고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기에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들이(10명) 있었다.

이는 배냇저고리의 끈으로 묶는 여밈 방법과 옷이 올라가서 배

가 나오는 불편함으로 인하여 상하 내의와 바디슈트 등이 대체

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oh & Kwon, 2018). 한

자녀 응답자에 비해 다자녀 응답자는 속싸개, 배냇가운, 우주복

을 덜 사용하고, 상하 내의와 바디슈트를 더 입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 Possessing newborn clothing items;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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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싸개 사용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3). 언제 속싸개를 사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하루 종일 사용한 경우가 52.6%로 가장 많았으

며. 이외에 외출 시(19.3%), 추울 때(15.8%), 저녁에(12.3%) 속

싸개를 사용하였다. 또한 한 자녀 응답자는 속싸개를 저녁에,

다자녀 응답자는 외출 시 더 사용하였다.

속싸개 사용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안정감 부여(23.7%), 모로

반사 방지(21.0%), 추위 방지(17.7%), 숙면(16.2%) 등이 주요

이유였다. 다자녀 응답자들이 안정감 부여를 위해 더 많이 사

용하였다.

한편, 속싸개를 사용 중지한 주요 이유는 아기가 속싸개를

풀고 빠져나옴(3.6%), 태열 발생(2.7%) 등으로 나타났으며, 기

타에는 땀, 주변인 권유 등이 포함되었다. 한 자녀 응답자들이

아기가 속싸개를 풀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속싸개 사용 중지를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커다란 사각형 형태와는 달리

최근에는 T형 또는 Y형에 벨크로나 지퍼 등의 여밈장치를 이

용한 속싸개 대용품들이 출시되어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속싸개의 긍정적 효과와 달리,

(Gerard et al., 2002; van Sleuwen et al., 2007)과 달리, 속

싸개는 SIDS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선천성 고관절탈구의 위험

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Blair et al., 2009; “Swaddiling”,

2010)도 보고되고 있어 속싸개 사용에 대한 올바른 안내가 필

요하다. 

3.3. 배냇저고리 사용 현황 및 만족도

배냇저고리 취득 경로 및 선택 기준을 다중응답으로 알아보

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4). 배냇저고

리 취득 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로 오프라인 구입(21.8%), 지인

선물(20.9%), 산부인과 또는 조리원(19.4%)에서 취득하였다. 이

외에 친지 및 지인으로부터 물려받거나(14.6%), 온라인(13.7%)

및 베이비 페어(9.6%)에서 구입하였다. 한 자녀 응답자는 선물

형태(43.9%)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다자녀 응답자는 구

매(48.5%) 또는 지인들로부터 물려받은 경우가 한 자녀 응답자

보다 많았다.

배냇저고리 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 소재(18.4%)와 출생

계절(14.9%)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출생 계절 역시

소재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소재에 대한 소비

자들의 큰 관심을 드러낸다. 아동복 구매 시에는 디자인과 색

상을, 유아복 구매 시에는 기능성 및 실용성, 가격, 소재 순으

로 중시하였다(Ji, 1993; Park, 1991; Song, 2004). 이와 같은

결과는 아이의 옷을 구매 시 연령기마다 다른 선택기준으로 의

복을 구매함을 보여준다. 디자인(11.8%), 사이즈(9.8%), 구성

방법(8.6%), 가격(8.6%)도 주요 선택 기준이었으며, 이외에도

친환경 마크, 착탈 방법, 브랜드, 취급 및 관리, 봉제 상태, 평

Table 2. Combination of newborn clothing and number of items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Item 

combination

1 BJ*SB*SP*BS*OP 34 33.3 21 31.3 13 37.1

2 BJ*SB*SP*BS*OP*BG 16 15.7 11 16.4 5 14.3

3 BJ*SB*SP 14 13.7 9 13.4 5 14.3

4 BJ*SB*SP*BS 14 13.7 11 16.4 3 8.6

5 BJ*SB*SP*OP 4 3.9 0 0.0 4 11.4

6 BJ*SB*SP*BG 4 3.9 2 3.0 2 5.7

7 BJ*SB*BS 4 3.9 3 4.5 1 2.9

etc. 12 12.0 10 15.0 2 5.7

Total 102 67 35

Number of possessing items 

N Mean(SD) N Mean(SD) N Mean(SD)

102 4.5(1.0) 67 4.4(1.1) 35 4.5(0.8)

            t-value .24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BJ: baenaet jeogori, SB: swaddling blanket, SP: shirt & pants set, BS: bodysuit, OP: one-

piece, BG: baenaet gown.

Fig. 2. Mainly used items of newborn clothing at home;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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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및 후기, 국내 제작, 안전인증마크, A/S 여부 순으로 고려하

였다. 이는 최근 유아용품의 유해성분 문제로 인해 소재에 대

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정작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는 친환경 마크나 안전인증 마크에 대한 관심과 사전 지식

은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친환경 마크나

안전인증 마크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한 자녀 응답자는 신생아복 구매 시 소재(18.0%)와 출생

계절(16.2%), 디자인(13.5%), 사이즈(9.8%), 가격(9.2%), 구성

방법(8.6%), 친환경 인증 마크(5.5%) 순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반면에, 다자녀 응답자는 소재(19.0%)와 출생 계절(12.3%), 사

이즈(9.8%), 디자인(8.6%) 및 구성 방법(8.6%), 가격(7.4%), 친

환경 인증 마크(6.1%), 착탈 방법(6.1%), 취급 및 관리(6.1%)

Table 3. Swaddling blanket usage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Wearing time of 

swaddling blanket 

Response N 102 67 35

All day 60 52.6 40 51.9 20 54.1

When going out 22 19.3 13 16.9 9 24.3

When it is cold 18 15.8 12 15.6 6 16.2

In the evening 14 12.3 12 15.6 2 5.4

Total 114 77 37

Reasons for use of 

swaddling blanket 

Response N 100 65 35

Comfortability 79 23.7 53 21.0 26 32.1

Prevention of Moro reflex 70 21.0 56 22.2 14 17.3

Prevention of cold 59 17.7 43 17.1 16 19.8

Deep sleep 54 16.2 38 15.1 16 19.8

Practice of hospital and postnatal care center 16 4.8 14 5.6 2 2.5

Advice of friends 12 3.6 9 3.6 3 3.7

A book on childcare 8 2.4 8 3.2 0 0.0

etc. 1 0.3 1 0.4 0 0.0

Reasons for discontinuance 

swaddling blanket 

Response N 21 17 4

The baby escaped from swaddling blanket 12 3.6 10 4.0 2 2.5

Congenital fever 9 2.7 7 2.8 2 2.5

High temperature of babies 6 1.8 6 0.8 0 0.0

Baby cried 3 0.9 3 1.2 0 0.0

etc. 4 0.6 4 1.6 0 0.0

Total 333 　 252 　 81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Table 4. Acquisition methods and considerations for purchase of baenaet jeogori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Acquisition 

methods

Response N 102 67 35

Purchase

Offline store 73 21.8 49 21.5 24 22.4

Online store 46 13.7 28 12.3 18 16.8

Baby fair 32 9.6 22 9.6 10 9.3

Present
Present 70 20.9 51 22.4 19 17.8

Postnatal care center or hospital 65 19.4 49 21.5 16 15.0

Hand-me-down Hand-me-down from relative or friend 49 14.6 29 12.7 20 18.7

Total 335 228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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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중요하게 여겼다. 이는 다자녀 응답자가 한 자녀 응답

자에 비해 디자인 및 가격보다, 착탈 및 취급 방법 등 사용 관

련 요소를 더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매한 배냇저고리의 시즌을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사

계절용(53.2%), 여름용(27.0%), 겨울용(13.5%) 순이었다(Table

5). 다자녀 응답자가 한 자녀 응답자에 비해 사계절용 구매율

이 높았다. 여름(6~8월) 출생 시에는 여름용을, 봄(3~5월), 가을

(9~11월), 겨울(12~2월) 출생 시에는 사계절용을 많이 구매하여

출생 계절이 배냇저고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

다. 그러나 겨울에 출생하더라도 겨울용 배냇저고리의 구매율

은 낮았다. 이는 신생아는 체온이 높고, 외출할 일이 드물고,

속싸개를 사용하고, 겨울에도 실내 난방을 하기 때문에 겨울용

배냇저고리의 구매율이 낮음을 보여준다(Roh & Kwon, 2018).

또한 응답자들의 속싸개 사용비율이 높고 하루 종일 속싸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여름용 배냇저고리에 얇은 소재가 요구

됨을 알 수 있다. 

배냇저고리 보유 벌 수 및 착용기간을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Fig. 3). 배냇저고리 보유 벌 수

는 5벌이 가장 많았으며(21.6%), 응답자의 52%가 4~6벌을 보

유하였다(Fig 3(a)). 한 자녀 응답자는 주로 5~6벌(41.8%)을,

다자녀 응답자는 주로 4~5벌(42.4%)을 보유하였다. 

배냇저고리 착용 기간은 4주(31.4%)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는 8주>6주>5주, 2~3달>3~4달>1, 2주 순이었다. 배냇저

고리는 일반적으로 신생아기에 사용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는 경

Table 4. Acquisition methods and considerations for purchase of baenaet jeogori(continued)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Selection 

criteria

Response N 102 67 35

Textiles 90 18.4 59 18.0 31 19.0

Birth season 73 14.9 53 16.2 20 12.3

Design(color, print/pattern, trimmings) 58 11.8 44 13.5 14 8.6

Size 48 9.8 32 9.8 16 9.8

Construction(opening, mitten cuffs, length) 42 8.6 28 8.6 14 8.6

Price 42 8.6 30 9.2 12 7.4

Eco-friendly certification mark 28 5.7 18 5.5 10 6.1

How to put on and take off 24 4.9 14 4.3 10 6.1

Brand 22 4.5 14 4.3 8 4.9

Wash & care 19 3.9 9 2.8 10 6.1

Sewing 16 3.3 10 3.1 6 3.7

Reputation 12 2.4 8 2.4 4 2.5

Domestic products 6 1.2 4 1.2 2 1.2

Safety certification mark 6 1.2 2 0.6 4 2.5

A/S 4 0.8 2 0.6 2 1.2

Total 490 　 327 　 163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Table 5. Baenaet jeogori's seasons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Birth season

One child Multichild Spring Summer Fall Winter

N % N % N % N % N % N % N %

Response N 102 67 35 29 24 28 21

Seasons

All season 67 53.2 42 48.3 25 64.1 23 59.0 10 31.3 22 68.8 12 52.2

Summer 34 27.0 26 29.9 8 20.5 10 25.6 16 50.0 2 6.3 6 26.1

Winter 17 13.5 13 14.9 4 10.3 4 10.3 2 6.3 6 18.8 5 21.7

Uncertain 8 6.3 6 6.9 2 5.1 2 5.1 4 12.5 2 6.3 0 0.0

Total 126 87 　 39 　 39 32 32 23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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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이는 배냇저고리 사이즈

에 여유가 있어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Roh &

Kwon, 2018).

사용한 배냇저고리의 만족도, 만족 이유 및 불만족 이유를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6). 사

용한 배냇저고리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1점으로 보

통 이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착탈 편리(35.5%)가

가장 많았으며, 소재(29.1%),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봉제 방식

(14.5%), 디자인(7.0%) 순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신생

아는 분비물과 배설량이 많아서 옷을 자주 갈아 입혀야 하

는데, 상하 내의, 바디슈트, 우주복과 달리 배냇저고리는 아래

가 터진 상체 여밈으로, 착탈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불만족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착탈 불편(5.8%),

소재(1.7%), 디자인(1.2%) 순이었다. 배냇저고리는 겹여밈 안과

밖 모두 끈으로 여미는 경우가 많으며, 끈 여밈으로 인한 불편

한 착탈 문제는 Roh and Kwon(2018)에서도 언급된 바 있어

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자녀 수에 따른 만족 및 불만족 이유 차이를 살펴본 결과,

만족 이유에 대해 한 자녀 응답자는 착탈 편리(40.2%), 소재

(27.1%), 봉제 방식(17.8%) 순으로 많이 선택했으나, 다자녀 응

답자는 소재(32.3%), 착탈 편리(27.7%), 디자인(12.3%) 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불만족 이유에서도 한 자녀 응답자는 착탈 불

편(7.5%)을 주요 이유로, 다자녀 응답자는 소재(4.6%)를 주요

이유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육아 경험이 많을수록 배

냇저고리 착탈이 익숙하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또한

육아 경험으로 인해 소재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됨을 알 수 있다.

Fig. 3. Number of possessed baenaet jeogories: (a) number of possessed

baenaet jeogories, (b) period of use, n: 100, missing value: 2.

Table 6.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Mean N Mean N Mean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
102 3.51(.98) 67 3.49(.99) 35 3.54(.98)

t-value -.24

Reasons for satisfaction 

(Multiple response)

　Response N
N % N % N %

90 59 31

Easy to put on and take off 61 35.5 43 40.2 18 27.7

Textiles 50 29.1 29 27.1 21 32.3

Sewing 25 14.5 19 17.8 6 9.2

Design(color, print/pattern, trimmings) 12 7.0 4 3.7 8 12.3

Size 6 3.5 2 1.9 4 6.2

Brand 2 1.2 0 0.0 2 3.1

Label with no skin rashes 2 1.2 0 0.0 2 3.1

Reasons for dissatisfaction

(Multiple response)

Response N 12 8 4

Difficult to put on and take off 9 5.2 8 7.5 1 1.5

Textiles 3 1.7 0 0.0 3 4.6

Design(color, print/pattern, trimmings) 2 1.2 2 1.9 0 0.0

Total 172 107 65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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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배냇저고리 소재 선택 현황 및 만족도

사용한 배냇저고리의 섬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오

가닉 면(31.6%)이 가장 많았다(Fig. 4). 다음으로는 일반 면

(24.0%), 무형광 면(22.0%), 무표백 면(15.2%) 순으로 나타났으

며, 대나무 섬유(7.2%)도 사용되었다. 대부분이 면섬유를 사용

하였으며, 이는 면섬유가 내구성과 흡습성이 좋아 착용감이 좋

고, 오구를 잘 흡수하여 위생적이며, 세탁이 쉽고 섬유의 손상

이 적어 신생아복으로 적합하기 때문이다(Kim, 2000). 오가닉

면, 무형광 면, 무표백 면 등 친환경 소재의 비율이 68.8%로,

소비자들은 피부가 연약한 신생아에게 자극이 적은 친환경 소

재의 배냇저고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한 배냇저고리의 소재 만족도, 만족 이유 및 불만족 이

유를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7). 배냇저고리의 소재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2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에 따라 소재 만

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 자녀 응답자들의 소재

만족도가 다자녀 응답자보다 높았다. 

배냇저고리의 소재에 만족한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

과, 천연소재(24.7%), 계절에 적합한 소재(17.9%), 유해화학물

무첨가(11.1%), 흡습성과 통기성 우수(9.3%), 촉감(9.0%), 세탁

및 관리 용이(8.6%) 등의 순이었다. 자녀 수에 따른 소재 만족

이유에 큰 차이는 없으나, 한 자녀 응답자는 계절에 적합한 소

Fig. 4. Fiber type of baenaet jeogori: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Table 7. Fiber type of respondents’ baenaet jeogori and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s textiles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Fiber type

(Multiple response) 

Response N 102 67 35

Organic cotton 79 31.6 57 32.9 22 28.6

General cotton 60 24.0 41 23.7 19 24.7

Non fluorescent cotton 55 22.0 39 22.5 16 20.8

Unbleached cotton 38 15.2 24 13.9 14 18.2

Bamboo 18 7.2 12 6.9 6 7.8

Total 250 173 77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s textiles

N Mean N Mean N Mean

100 3.92(.69) 65 4.03(.59) 35 3.71(.83)

t-value 2.22
*

　

Reason for satisfaction

(Multiple response) 

Response N 94 63 30

Natural fiber 69 24.7 47 24.7 22 24.7

Suitable for the season 50 17.9 37 19.5 13 14.6

Free of harmful chemicals 31 11.1 21 11.1 10 11.2

Excellent moisture absorbency and air permeability 26 9.3 16 8.4 10 11.2

Excellent hand 25 9.0 17 8.9 8 9.0

Easy wash & care 24 8.6 22 11.6 2 2.2

Use of eco-friendly material 18 6.5 12 6.3 6 6.7

Trusted quality by certification mark 9 3.2 7 3.7 2 2.2

Reasonable price 6 2.2 6 3.2 0 0.0

Functionality(antimicrobial, deodorization) 4 1.4 0 0.0 4 4.5

etc. 3 1.1 1 0.5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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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9.5%)와 세탁 및 관리 용이(11.6%) 등을, 다자녀 응답자는

흡습성, 통기성 우수(11.2%)와 기능성(4.5%)을 더 선택하였다.

배냇저고리의 소재에 불만족한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이유에 대한 선택률은 낮았으나, 다자녀 응답자가

계절에 부적합한 소재 사용(5.6%)을 주 이유로 선택하였다. 이

는 배냇저고리가 주로 사계절용으로, 계절 구분이 없이 사용되

어 아이를 덥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생아의 높은 체온

과 속싸개 사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재 사용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Roh & Kwon, 2018).

친환경 소재의 배냇저고리를 구매 및 사용 이유와 친환경 소

재의 배냇저고리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으며, 자녀 수에 따

른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8). 친환경 소재의 배냇저고리를

구매 및 사용 이유를 다중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의 건강

(28.1%), 피부질환 예방(21.2%), 친환경성(18.7%), 지인의 선물

(13.3%) 등이 주요 이유로 선택되었다. 이는 오가닉 코튼처럼

100%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품이 만들어질 경우, 환경 유

해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으며 흡습성과 열전도율이 높고 대

전성이 낮아 마찰에 의한 정전기를 잘 일으키지 않아 아토피나

과민성 피부 및 아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Park,

2003). 한 자녀 응답자들은 다자녀 응답자들에 비해 선물

(15.6%)로 더 취득하고, 다자녀 응답자들은 친환경 인증 마크

를 신뢰(8.8%)하여 더 선택하였다. 

친환경 소재의 배냇저고리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

과, 평균 3.94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녀 수에 따라 친환경 소재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한 자녀 응답자의 만족도가 다자녀 응답자보다 높았다. 이는 사

용경험에서 오는 친환경 소재의 관리나 실효성 부분에서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오가닉 소재는 삶으면 안되며, 무형광 소재

는 다른 소재와 함께 세탁 시 오염되는 등 관리 및 취급부분

이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에 대한 다자녀 응답자의 만족도

Table 7. Fiber type of respondents’ baenaet jeogori and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s textiles(continued)

　Category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Reason for dissatisfaction

(Multiple response) 

Response N 7 2 5

Unsuitable for the season 5 1.8 0 0.0 5 5.6

High price 4 1.4 2 1.1 2 2.2

Poor functionality 2 0.7 0 0.0 2 2.2

Inconvenient wash & care 2 0.7 2 1.1 0 0.0

etc. 1 0.4 0 0.0 1 1.1

Total 279 190 89

*

p>.05, Multiple response: percents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Table 8. Reason for choosing baenaet jeogori made of eco-friendly textiles and satisfaction

　
Total

Number of children

One child Multichild

N % N % N %

Reason for selection

(Multiple response) 

Response N 91 61 30

Health of baby 57 28.1 41 30.4 16 23.5

Prevention of skin disease 43 21.2 25 18.5 18 26.5

Eco-friendliness 38 18.7 24 17.8 14 20.6

Present from acquaintance 27 13.3 21 15.6 6 8.8

Excellent hand 16 7.9 12 8.9 4 5.9

Advice of friends or shop assistants 11 5.4 7 5.2 4 5.9

Confidence of eco-friendly certification mark 10 4.9 4 3.0 6 8.8

etc. 1 0.5 1 0.7 0 0.0

Total 203 135 68

Satisfaction with baenaet jeogori made of eco-friendly textiles

N Mean N Mean N Mean

95 3.94(.73) 63 4.06(.62) 32 3.69(.86)

t-value 2.45
*

*

p>.05,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and totals based on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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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Roh & Kwon, 2018).

4. 결       론

본 연구는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신

생아복 보유 및 사용 현황, 배냇저고리 사용 현황 및 만족도,

배냇저고리 소재 선택 현황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자녀 수

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배냇저고리, 속싸개, 상하 내의, 바디슈트, 우주복, 배냇가운

순으로, 평균 4.5종의 신생아복을 보유하며, 집에서 배냇저고리

와 속싸개, 상하 내의를 주로 사용하였다. 다자녀 응답자들은

한 자녀 응답자에 비해 신생아에게 속싸개와 배냇가운, 우주복

을 덜 사용하고, 상하 내의와 바디슈트를 더 입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속싸개의 경우 하루 종일 사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며, 주요 사용 이유는 안정감 부여, 모로반사 방지, 추위 방

지, 숙면 등이었다. 그러나 아기가 속싸개를 풀고 빠져나오고,

태열 발생 등으로 사용을 중단하였다.

배냇저고리는 오프라인 구입, 지인 선물, 산부인과와 조리원

선물, 친지 및 지인으로부터 물려받기, 온라인 구입 등을 통해

서 취득하였으며, 한 자녀 응답자는 선물의 형태로, 다자녀 응

답자는 구매 또는 물려받는 형태로 더 많이 취득하였다. 배냇

저고리 선택 기준으로 소재와 출생 계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였으며, 소재에 대한 소비자의 큰 관심을 드러냈다. 사계절용

배냇저고리를 가장 많이 구매하였으며, 여름 출생 시에는 여름

용을, 봄, 가을, 겨울 출생 시에는 사계절용을 많이 구매하였다.

다자녀 응답자가 한 자녀 응답자에 비해 사계절용 구매 비율이

높았다. 주로 4~6벌의 배냇저고리를 소지하였으며, 생후 4주간

이상 사용하였다. 착탈 편리와 소재, 봉제 방식 등의 이유로 배

냇저고리의 사용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착탈 불편과 소

재에 불만족하였다. 

배냇저고리 소재는 오가닉 면, 일반 면, 무형광 면, 무표백 면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하여, 친환경 소재에 대한 선호를 보였

다. 응답자들은 배냇저고리 소재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으며,

천연소재, 계절에 적합, 유해화학물 무첨가 부분에 만족하였다.

하지만 다자녀 응답자는 계절에 부적합한 소재 사용으로 인해

소재에 불만족하였다. 자녀 건강과 피부질환 예방, 친환경성 등

의 이유로 친환경 소재의 배냇저고리를 구매하였으며, 친환경 소

재의 배냇저고리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였다. 

본 연구는 신생아복 사용 현황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통

하여 소비자들이 신생아복 소재를 매우 중요시 고려하고 있음

을 확인했다. 신생아기에 배냇저고리는 속옷 역할을 하기 때문

에, 미적인 측면보다 신생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성능을 요구

되며, 소재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

머니들은 소재의 안전성과 계절 적합성에 큰 관심을 가지며, 요

즘 신생아복 시장에서 친환경 소재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재에 대한 큰 관심에도 불구

하고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친환경 마크나 안전인증

마크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올

바른 홍보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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