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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urces of the complaints and various factors such as

gender, garment type, fabric type, textile material and washing methods for products. This survey utilized

a total of 2,609 consumer apparel product complaint cases filed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between

1997 and 2009. In regards to consumer liability: it was found that more incidents of failures due to careless-

ness were reported among men's clothes, knitted garments, cotton clothes, polyester clothes, wool blend

clothes, pants, shirts, sportswear, and laundry only clothes. In regards to dry cleaner's liability: women's

goods, woven clothes, silk clothes, cotton blend clothes, jackets, shirts and hanbok, and dry clean only clo-

thes indicated problems more frequently. In regards to manufacture's liability: women's clothes, woven clo-

thes, wool clothes, silk clothes, wool blend clothes, polyester blend clothes, formal dress clothes, jackets,

hanbok, and dry clean only clothes indicated problems more frequently. This study provides consumers with

information necessary to take preventive measures and basic information that can be utiliz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roduction and services by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dissatisfaction, type of clothes found with

problems, and the main causes of consumer complaints for garment products according to who is 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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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복을 포함한 의류제품은 인간이 생활함에 있어 충

족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3요소인 ‘의, 식, 주’ 중 하

나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 의생활의 핵

심요소인 의류제품은 소비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그 품

질성능이 저하되므로 의류제품에 있어 품질은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의류를 착용

하거나 세탁, 관리하는 소비과정 중에서 색상변화, 표면

변화, 형태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의류제품의 품질에 대

한 다양한 불만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류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들의 불만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고발 건 중에서 과학적 원인규

명을 위해 시험검사 의뢰된 사례를 대상으로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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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및 의류제품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책임소재별로 의류제품의 특성과 불만원인 요인들이 어

떻게 다른지를 분석함으로써 사고 의류제품의 소비자

불만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의류제품의 사

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자료수집과 활용에 도움이 되

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의류제품의 품질특성

Sung and Kwon(1995)은 의류제품의 품질을 1차 품

질과 2차 품질로 분류하고 있다. 품질이라 함은 상품이

가진 유용성을 특정의 사용 ·소비목적에 대응하여 고

려할 경우의 성분성능을 의미한다. 즉 상품의 품질이란

상품을 구성하고 있는 물건 고유의 성질, 성분을 그대

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목적 ·소비목적과 관련

지어 적당하게 취사선택된 용도에 유용한 물리적 ·화학

적 성질의 총합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을 1차 품질 또는

실용성능이라 한다. 이것과는 별도로 품질은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한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도 있다.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품질은 용도에 따라서 다

르지만, 동일 상품 ·동일 용도에 있어서도 감각적 ·사

회적 ·경제적 조건에 따라서, 또 사용하는 사람과 시기

에 따라서도 품질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이를 2차 품질

또는 심미성능 ·정보성능이라 한다. 1차 품질은 의류제

품 고유의 품질이며 기본적인 품질로서 기계적, 물리 ·

화학적으로 시험 ·측정하여 수량화할 수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류제품에 있어 소비자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도 1차 품질이 많다. 2차 품질은

상품의 부수적인 품질로서 소비자 개인의 취미나 기호

등의 감각적인 요소가 상당 양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시

험 ·측정이나 수량화가 어렵고 평가기준 역시 유동적이

다. 1차 품질을 협의의 품질, 1차 품질과 2차 품질을 포

함하는 것을 광의의 품질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의 의류제품의 품질은 소비자 불만증가

에 더 많은 영향을 주며, 시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차

품질로 한정한다.

2.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및 고발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논하기 위해 우선 소

비자 불만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의류제품

에 대한 소비자 불만족은 의류제품을 구입하기 전 소비

자가 기대했던 바와 구입 후 실제 소비과정에서 소비자

가 내리는 평가결과가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불만은 고발 등의 소비자 불평행동

으로 이어질 수 있다.

Choi and Cha(1993)는 의류제품 관련 소비자 불만연

구에서, 소비자 고발은 구입한 상품, 서비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기대하는 안전성, 품질, 성능, 내용

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생명과 건강상

의 위해를 받거나 경제상의 부당한 손실과 불이익을 받

은 경우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수리, 교환, 환급을 요

구하거나 이후 재발을 방지하는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판매점 혹은 사업자, 관련 업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등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Lee et al.(2000)는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고발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소비자의 불평행동을 Day와 London의

불평행동 분류에 따라 소극적 행동유형과 적극적 행동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소극적 행동유형은 무행동, 그리

고 적극적 행동유형에는 사적행동과 공적행동이 있다.

무행동은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

지 않는 것이다. 사적인 행동은 주변인에게 경고를 하거

나 보이코트하는 것 등이며, 공적인 행동은 대상 사업자

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하거나, 정부기관 등에 고발을 하

거나, 배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는 의류제품에 대해 기대했던 바와 실제 의류

제품이 다르다는 평가가 내려지면 의류제품에 대해 불

만을 갖게 되며, 적극적인 불평행동 유형을 가진 소비자

는 대상 업체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고발을 함으로서 불

만을 해결하고자 한다. 소비자가 의류제품에 대한 불만

을 사업자나 기관에 상담 등의 형태로 고발을 하게 되

면, 해당 소비자 고발은 소비자 불만의 해결을 위해 고

발사건으로 다루어지며, 소비자가 고발한 의류제품은 소

비자 불만이 발생한 사고 의류제품이 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사고 의류제품의 연도별 책임소재의 변

화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착용자 성별, 옷감, 품목, 원료섬유, 세

탁방법 표시 및 불만원인에 대해 책임

소재별로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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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류 중 시험검사

가 의뢰된 의류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7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3년 간 원인규명 시험의뢰

된 2,609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도별 해당 건수는 <Table 1>과 같다. 연구방법은

SPSS 18.0을 사용해 빈도분석과 백분율, 기대빈도수를

분석하여 의류제품의 특성과 불만원인을 책임소재별

차이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3. 사고 의류제품의 특성 및 정의

본 연구에서는 사고 의류제품의 특성과 불만원인이

책임소재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Lee

(2010)의 한국소비자원 발행 보고서에 따른 분류 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각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우선

사고 의류제품의 특성에 있어 성별은 착용자의 성별로

구분하였으며, 옷감(fabric)은 직물(woven) ·편물(knit) 등

의 제조방법 및 구조에 따른 소재로 정의하였다. 원료

섬유는 면 100% 등 한 가지 원료섬유 100%일 때는 그 섬

유의 명칭으로 표시하고, 한 가지 원료섬유가 50% 이상

함유되었을 때는 복합으로 표시하였다. 품목은 정장류,

재킷류, 셔츠류, 하의류, 한복류, 스포츠 의류, 기타로 분

류하였다.

그리고 소비자가 사고 의류제품에 제기한 불만원인은

세탁 후 색상변화 ·형태변화 ·치수변화 등을 내세탁성

으로 정의하고, 필링 ·인장강도 ·마모강도 등을 내구성

으로, 일광견뢰도 ·땀견뢰도 ·물견뢰도 등을 염색성으

로, 내수성 ·혼용률 등을 기능성 및 기타로 분류하였다.

염색성은 일반적으로 피염물의 염색특성을 의미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비과정 중 색상변화와 관련된 의류제

품의 성능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책임소재는 의류제품을 소비하는 과정에

서 과실의 주체에 따라 소비자 책임, 세탁소 책임, 제조

자 책임으로 분류하였다. 즉 세탁부주의, 착용부주의, 관

리부주의 등 소비자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소

비자 책임이라 하였고, 세탁소에서의 세탁부주의 등 세

탁업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되는 것을 세탁소 책임이

라 하였으며, 품질관리 미흡 등 제조자의 과실로 인한

품질불량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조자 책임으로

정의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사고 의류제품의 책임소재

시험의뢰된 2,609건 중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웠던

49건을 제외한 2,560건의 결과를 각각 소비자 과실, 세탁

소 과실, 제조자 과실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제조자 과실

로 인한 사고가 1,124건으로 43.9%로 가장 많았으며, 소

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가 973건으로 38.0%, 세탁소 과

실로 인한 사고는 463건으로 18.1%로 나타났다.

Lee(2010)의 한국소비자원 발행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부터 2009년까지 사고 의류제품의 연도별 책임소재 비

율에 대한 카이제곱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연

도별로 책임소재의 분포가 같은지에 대한 결과는 p<.001

로 유의차가 있었다.

연도에 따라 소비자 책임비율은 증가하고, 세탁소 책

임비율은 감소하며, 제조자 책임비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제조자가 표시한 세탁방법

대로 세탁하지 않는 세탁부주의, 과도한 착용으로 인한

손상 등 소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이

런 경우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해야한다. 또한 세탁소 책임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기업형 세탁소들의 등장으로 세탁공정이 표준화되고 세

탁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이라 할 수 있다.

2. 의류제품 특성 및 불만원인의 책임소재별 차이

1) 착용자 성별의 책임소재별 차이

사고 의류제품의 착용자 성별 분포가 책임소재별로

같은지에 대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p<.001로

Table 1. Laboratory test cases by year

Year Cases Year Cases

1997 173 2004 242

1998 180 2005 198

1999 146 2006 265

2000 155 2007 256

2001 202 2008 130

2002 206 2009 205

2003 251

Total   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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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차가 있었다. 착용자 성별과 책임소재를 알 수 없

는 52건을 제외한 2,557건의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소비자 과실은 남성용 의류와 여성용 의류의 사고비

율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세탁소 과실 및 제조자 과실

은 여성용 의류의 사고가 남성용 의류사고보다 2~5배 이

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한 사고빈도와 기대빈도를 비교하여 살펴보

면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남성용 의류, 세탁소 및

제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여성용 의류에서 기대보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Yang and Chung(2001)은 중 ·노년층의 여성용 의류

와 남성용 의류의 브랜드 이미지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

서 여성용 의류가 화려한 장식적인 이미지를 남성용 의

류에 비해 강하게 가지는 것은 다양한 아이템을 사용해

서 화려하고 장식적인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세탁소 및 제조자 과실에서 여성용 의

류가 남성용 의류에 비해 사고 발생가능성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용 의류가 서로 성질이 다른 2종

이상의 소재를 사용하거나 다채로운 색상의 혼용 등으로

남성용 의류에 비해 화려하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에 비해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는 여성용 의

류보다 남성용 의류의 사고 발생경향이 더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체 움직임이 활발하므로 의류에 필요 이

상의 강한 힘이나 마찰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지면서 소비자가 품질이 좋은 의류를 착용했다고 하더

라도 착용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

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옷감의 책임소재별 차이

사고 의류제품의 옷감 종류 분포가 책임소재별로 같

은지에 대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p<.001로 유

의차가 있었다. 전체 사고 의류건수 중 책임소재 및 옷

감을 알 수 없는 59건을 제외한 2,550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소비자 과실, 세탁소 과실, 제

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모두 직물로 만들어진 의류

가 편물로 만들어진 의류에 비해 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직물로 만들어진 의류

의 사고는 70.2%이고 편물로 만들어진 의류제품의 사

고는 24.4%였으며, 세탁소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는 직

물로 만들어진 의류제품의 사고가 84.4%이고 편물로 만

들어진 의류제품의 사고가 14.1%로 나타났다. 제조자 과

실로 인한 사고에서는 직물로 만들어진 의류제품의 사

Table 2. Annual cases of responsible parties for complaints

Year
Responsible party

Total (%) χ
2

Consumer (%) Dry cleaner (%) Manufacturer (%)

1997 43 (26.2) 45 (27.4) 76 (46.4) 164 (100.0)

107.108***

1998 60 (33.5) 33 (18.4) 86 (48.1) 179 (100.0)

1999 44 (31.0) 23 (16.2) 75 (52.8) 142 (100.0)

2000 66 (44.6) 29 (19.6) 53 (35.8) 148 (100.0)

2001 76 (38.0) 56 (28.0) 68 (34.0) 200 (100.0)

2002 72 (35.6) 48 (23.8) 82 (40.6) 202 (100.0)

2003 102 (41.7) 52 (21.2) 91 (37.1) 245 (100.0)

2004 92 (38.7) 45 (18.9) 101 (42.4) 238 (100.0)

2005 65 (33.7) 46 (23.8) 82 (42.5) 193 (100.0)

2006 96 (36.5) 32 (12.2) 135 (51.3) 263 (100.0)

2007 95 (37.4) 19 ( 7.5) 140 (55.1) 254 (100.0)

2008 61 (47.6) 13 (10.2) 54 (42.2) 128 (100.0)

2009 101 (49.5) 22 (10.8) 81 (39.7) 204 (100.0)

Total 973 (38.0) 463 (18.1) 1,124 (43.9) 2,560 (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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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79.4%, 편물로 만들어진 의류제품의 사고가 14.5%

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한 사고건수와 기대빈도를 비교한 결과 소

비자 책임사고는 편물로 만들어진 의류, 세탁소 책임 및

제조자 책임으로 인한 사고에 직물로 만들어진 의류 사

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Park and Ahn(2011)은

니트 의류제품의 품질요인과 품질개선 속성에 대한 연

구에서 소비자가 편물로 만들어진 의류제품을 세탁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고 발

생비율은 책임소재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

과에서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세탁소 과실이

나 제조자 과실사고보다 편물로 만들어진 의류의 사고

발생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세탁 및 관리가 어려

운 편물의 특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3) 원료섬유의 책임소재별 차이

소비자 과실, 세탁소 과실, 제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

에서 사고건수가 많았던 원료섬유는 면, 모, 견, 폴리에

스터, 면복합, 모복합, 폴리에스터 복합 등 총 7종 1,783건

이었으며, <Table 5>와 같다.

사고 의류제품의 원료섬유(상위 7종) 분포가 책임소

재별로 같은지에 대해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p<

.001로 유의차가 있었다.

실제 발생한 사고건수와 기대빈도를 분석한 결과 소

비자 과실사고는 면 ·폴리에스터 ·모복합 원료섬유로

만들어진 의류, 세탁소 과실사고는 견 ·면복합 원료섬

유로 만들어진 의류, 제조자 과실사고는 모 ·견 ·모복

합 ·폴리에스터복합 원료섬유로 만들어진 의류의 사고

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 폴리에스터, 모복합 섬유는 매우 실용적이며 보편

적으로 착용하는 원료섬유로서 잦은 세탁과 오염 등으

로 소비자가 강한 세탁방법이나 오염 제거방법을 택하

기가 쉽고, 이로 인해 색상변화나 형태변화 등 소비자 취

급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또 견이나 모와

같은 원료섬유는 대체로 드라이클리닝 등 까다로운 세

탁방법을 하도록 표시되어 있거나 염색성, 내구성 등 품

질관리가 어려운 원료섬유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세

탁소가 섬세한 소재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한 경

우나, 제조자가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지 못

하는 경우 세탁소나 제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가능

Table 3.  User's gender and responsible parties for the defect

Responsible party Consumer Dry cleaner Manufacturer Total χ
2

Men's wear
n (%) 432 ( 44.5) 67 ( 14.5) 348 ( 31.0) 847 ( 33.1)

145.524***

Ex. 322 153 372 847

Women's wear
n (%) 491 ( 50.5) 378 ( 81.6) 742 ( 66.1) 1,611 ( 63.0)

Ex. 612 292 707 1,661

Unisex Etc.
n (%) 49 (   5.0) 18 (   3.9) 32 (   2.9) 99 (   3.9)

Ex. 38 18 43 99

Total n (%) 972 (100.0) 463 (100.0) 1,122 (100.0) 2,557 (100.0)

***p<.001

Ex.=Expected frequencies

Table 4.  Fabric type and responsible parties for the defect

Responsible party Consumer Dry cleaner Manufacturer Total χ
2

Woven
n (%) 678 ( 70.2) 389 ( 84.4) 892 ( 79.4) 1,959 ( 76.8)

57.224***

Ex. 742 354 863 1,959

Knit
n (%) 236 ( 24.4) 65 ( 14.1) 163 ( 14.5) 464 ( 18.2)

Ex. 176 84 204 464

Leather and fur

Etc.

n (%) 52 (   5.4) 7 (   1.5) 68 (   6.1) 127 (   5.0)

Ex. 48 23 56 127

Total n (%) 966 (100.0) 461 (100.0) 1,123 (100.0) 2,550 (100.0)

***p<.001

Ex.=Expected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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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4) 품목의 책임소재별 차이

사고 의류제품의 품목 분포는 책임소재별로 같은지

에 대한 카이제곱 분석결과 p<.001로 유의차가 있었다.

책임소재에 따른 품목별 사고건수는 <Table 6>과 같으

며, 이는 책임소재 및 품목을 알 수 없는 50건을 제외한

2,559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정장류가 29.6%로 가

장 많았으며, 셔츠류 19.2%, 재킷류 16.0%의 순이었으

며, 세탁소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는 정장류 24.0%, 재

킷류 23.3%, 셔츠류 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는 정장류 33.4%, 재킷류 22.7%,

셔츠류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과실, 세탁소

과실, 제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정장류에 대한 소

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한 사고와 기대빈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하의류 ·셔츠류 ·스포츠 의류, 세

탁소 과실로 인한 사고는 재킷류 ·셔츠류 ·한복류, 제

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정장류 ·재킷류 ·한복류의 사

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류나 재킷류는 견이나 모 등 다양한 원료섬유와

부자재를 함께 사용하고 디자인이 복잡하여, 제조자가

품질을 관리하기 까다로우며, 잘못된 제품 설계 및 소

재선택 등으로 인한 의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특히 정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견을 원료로 사용한

한복은 섬세한 세탁을 거치지 않으면 흰줄이 발생하거

나 금박이 탈락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세탁소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의류라 할 수 있다. 하의류 및 셔

츠류는 피부에 직접 닿아 땀 등 외부 오염물질에 노출

되기 쉽고 자주 세탁해야하는 의류들로 착용하거나 세

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잘못된 착용을 하거나 부주

의한 세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스포츠 의류는 일반 의류보다는 가혹한 착용 환경에 노

출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제조자는 스포츠 의류에 기

능성을 부여하고 사용조건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는

등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다. 그

러나 스포츠 의류의 품질이 우수하다 해도 소비자가 지

나치게 가혹한 조건으로 착용한다면 소비자 과실로 인

한 사고 발생가능성은 높아진다 할 수 있다.

5) 세탁방법 표시의 책임소재별 차이

사고 의류제품의 세탁방법 표시의 분포는 책임소재

별로 같은지에 대한 카이제곱 분석결과 p<.001로 유의

차가 있었다. 책임소재별 세탁방법 표시에 따른 사고건

수는 <Table 7>과 같으며, 전체 사고 의류건수 중 책임소

Table 5. Fiber and responsible parties for the defect (Top-7)

Responsible party Consumer Dry cleaner Manufacturer Total χ
2

Cotton
n (%) 164 ( 23.5) 51 ( 16.5) 117 ( 15.1) 332 ( 18.6)

138.397***

Ex. 130 58 144 332

Wool
n (%) 101 ( 14.4) 29 (   9.4) 125 ( 16.1) 255 ( 14.3)

Ex. 100 44 111 255

Silk
n (%) 13 (   1.9) 53 ( 17.2) 59 (   7.6) 125 (   7.0)

Ex. 49 22 54 125

Polyester
n (%) 97 ( 13.9) 34 ( 11.0) 101 ( 13.0) 232 ( 13.0)

Ex. 91 40 101 232

Cotton blend
n (%) 98 ( 14.0) 72 ( 23.3) 88 ( 11.4) 258 ( 14.5)

Ex. 101 45 112 258

Wool blend
n (%) 161 ( 23.0) 40 ( 12.9) 173 ( 22.3) 374 ( 21.0)

Ex. 147 64 163 374

Polyester blend
n (%) 65 (   9.3) 30 (   9.7) 112 ( 14.5) 207 ( 11.6)

Ex. 81 36 90 207

Total n (%) 699 (100.0) 309 (100.0) 775 (100.0) 1.783 (100.0)

***p<.001

Ex.=Expected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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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및 세탁방법을 알 수 없는 433건을 제외한 2,17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있어 물세탁 표시된 의류

는 46.4%였으며, 드라이클리닝 표시된 의류는 52.1%로

나타났다. 세탁소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드라이클리닝 표

시된 의류는 85.1%였으며, 물세탁 표시된 의류는 13.1%

로 나타났다. 제조자 과실로 인한 의류사고에 있어서 드

라이클리닝 표시 의류는 74.8%였으며, 물세탁 표시가 된

의류는 23.1%로 나타났다.

실제 발생한 사고건수와 기대빈도를 비교한 결과 소

비자 과실사고는 물세탁 표시 의류, 세탁소 과실 및 제

조자 과실사고는 드라이클리닝 표시된 의류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세탁 표시가 된 의류는 소비자가 직접 세탁을

하게 되므로 과도한 세탁 등 취급부주의로 인한 색상,

형태, 표면변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드라이클리닝 표시가 된 의류는 일반적

으로 소비자가 세탁소에 의뢰해야 하므로 세탁소 과실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세탁업자가 기술이 부족하

거나 세탁 표시대로 세탁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많

다. 제조업체가 드라이클리닝 표시를 해야 하는 의류는

견이나 모 등 섬세한 소재일 가능성이 높아 품질관리가

Table 6. Garment type and responsible parties for the defect

Responsible party Consumer Dry cleaner Manufacturer Total χ
2

Suits
n (%) 288 ( 29.6) 111 ( 24.0) 374 ( 33.4) 773 ( 30.2)

145.524***

Ex. 293 140 340 773

Jackets
n (%) 156 ( 16.0) 108 ( 23.3) 255 ( 22.7) 519 ( 20.3)

Ex. 197 94 228 519

Pants
n (%) 132 ( 13.6) 59 ( 12.7) 125 ( 11.1) 316 ( 12.3)

Ex. 120 57 139 316

Shirts
n (%) 187 ( 19.2) 87 ( 18.8) 159 ( 14.1) 433 ( 16.9)

Ex. 165 78 190 433

Hanbok
n (%) 5 (   0.5) 47 ( 10.2) 50 (   4.4) 102 (   4.0)

Ex. 39 19 44 102

Sports wear
n (%) 115 ( 11.8) 25 (   5.4) 72 (   6.4) 212 (   8.3)

Ex. 80 39 93 212

Bedspread Etc.
n (%) 89 (   9.2) 26 (   5.6) 89 (   7.9) 204 (   8.0)

Ex. 78 36 90 204

Total n (%) 972 (100.0) 463 (100.0) 1,124 (100.0) 2,559 (100.0)

***p<.001

Ex.=Expected frequencies

Table 7. Washing method and responsible parties for the defect

Responsible party Consumer Dry cleaner Manufacturer Total χ
2

Laundering
n (%) 403 ( 46.4) 51 ( 13.1) 212 ( 23.1) 666 ( 30.6)

138.684***

Ex. 266 119 281 666

Dry cleaning
n (%) 452 ( 52.1) 332 ( 85.1) 687 ( 74.8) 1,471 ( 67.6)

Ex. 587 264 620 1,471

Do not dry clean 

Etc.

n (%) 13 (   1.5) 7 (   1.8) 19 (   2.1) 39 (   1.8)

Ex. 15 7 17 39

Total n (%) 868 (100.0) 390 (100.0) 918 (100.0) 2,176 (100.0)

***p<.001

Ex.=Expected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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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우며, 드라이클리닝이 적합하지 않은 의류제품에

대해 드라이클리닝을 하도록 잘못된 표시를 하는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6) 불만원인의 책임소재별 차이

사고 의류제품의 불만원인 분포가 책임소재별로 같

은지에 대한 카이제곱 분석결과 p<.001로 유의차가 있

었다. 책임소재별 불만원인의 내용은 <Table 8>과 같으

며, 불만원인은 내세탁성, 내구성, 염색성, 기타로 분류

하였으며, 의류제품 사고건수 전체 2,609건 중 책임소재

및 불만원인을 알 수 없는 49건을 제외한 2,560건에 대

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가장 많은 불만원인은

내구성으로 53.8%였으며, 내세탁성 21.7%, 염색성 20.0%

의 순이었으며, 세탁소 과실로 인한 사고의 불만원인은

대부분 내세탁성에 관한 것으로 98.8%를 차지했다. 제

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가장 많은 불만원인은 내구

성으로 50.2%를 차지했으며, 염색성 29.0%, 내세탁성

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대빈도와 실제 사고건수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소비자 과실은 내구성, 세탁소 과실은 내세탁성, 제조자

과실은 내구성과 염색성이 원인이 되는 사고가 많이 발

생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 과실에서 내구성 사고가 많

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좁은 부위에 대한 집중

적인 마찰 반복이나 과한 세탁 등으로 발생하는 필링,

지나친 힘이 당겨져 찢어지거나 날카로운 것에 걸려 찢

어지는 등 과도한 조건에서의 착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

한다 할 수 있다. 또 세탁소의 경우는 소비자로부터 드

라이클리닝 등 세탁을 의뢰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

정에 관여하게 되므로 내세탁성에 대한 사고경향이 높

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의류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염색성과 내구성능을 갖추

어야 하는데, 많은 의류업체에서 혼용률, 세탁견뢰도 등

표시사항을 위한 기본적인 성능 위주로 품질관리를 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제조자 사고에서 발생경

향이 높았던 불만원인은 필링, 강도, 일광견뢰도 등 다

양하므로 소비자의 실제 사용 여건을 반영한 품질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책임소재별로 소비자 불만이 많이 발생했던 주요 원

인을 분류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소비자 과실로 인

한 사고는 착용부주의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데, 제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의류제품의 품질수준이

낮아서 발생한다. 불만원인 중에서 발생건수가 가장 많

은 것은 내구성과 염색성으로 나타났다. 주로 필링, 인

장강도/인열강도/파열강도 등 내구성이 나빠서 발생한

사고가 많았으며, 마찰견뢰도 등 염색성이 나빠서 발생

한 사고가 많았다.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불만원인 중에서는 필링,

인장강도/인열강도/파열강도, 세탁 후 색상변화가 많았

으며, 세탁소 과실로 인한 사고의 불만원인 중에는 세

탁후의 색상변화, 세탁 후의 치수변화, 세탁 후의 표면/

형태변화가 많았고, 제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의 불만원

인 중에는 필링, 마찰견뢰도, 인장강도/인열강도/파열강

도, 스낵성, 일광견뢰도/땀일광복합견뢰도가 많았다.

V. 결 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의류제품(이하 사고 의류제품)

Table 8. Complaints related to apparel performance and responsible parties for the defect

Responsible party Consumer Dry cleaner Manufacturer Total χ
2

Resistance to

washing

n (%) 211 ( 21.7) 457 ( 98.8) 204 ( 18.1) 872 ( 34.1)

1081.875***

Ex. 331 158 383 872

Durability
n (%) 523 ( 53.8) 2 (   0.4) 564 ( 50.2) 1,089 ( 42.5)

Ex. 414 197 478 1,089

Color fastness
n (%) 195 ( 20.0) 2 (   0.4) 326 ( 29.0) 523 ( 20.4)

Ex. 199 94 230 523

High performance

Etc.

n (%) 44 ( 4  .5) 2 (   0.4) 30 (   2.7) 76 (   3.0)

Ex. 29 14 33 76

Total n (%) 973 (100.0) 463 (100.0) 1,124 (100.0) 2.560 (100.0)

***p<.001

Ex.=Expected frequ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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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책임소재는 제조자 과실이 43.9%이며, 소비자 과실

이 38.0%, 세탁소 과실은 18.1%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용 의류제품이 남성용 의류제품에 비해 사고가 많이 발

생했으며, 품목으로는 정장류와 재킷류가, 직물로 만들

어진 의류가 편물로 만들어진 의류보다 사고비율이 높

았다. 원료섬유로는 모복합, 면, 면복합, 폴리에스터 순

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드라이클리닝 표시된

의류제품이 물세탁 표시된 의류제품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자의 성별, 옷감, 원료섬유, 품목, 세탁방법, 불만

원인은 모두 소비자 과실, 세탁소 과실, 제조자 과실 등

의 책임소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책임소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건수가 많았던 의

류제품 특성은 여성용 의류, 직물로 만들어진 의류, 드

라이클리닝 표시 의류, 정장류 및 재킷류에 대한 사고

가 많았으나, 책임소재별로는 각각 다른 의류제품 특

성과 불만원인을 보이고 있다.

각 책임소재별 사고 발생경향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

해 기대빈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과실로 인한 사고

는 남성용 의류, 편물로 만들어진 의류, 면 ·폴리에스

터 ·모복합을 원료로 사용한 의류, 하의류 ·셔츠류 ·스

포츠 의류, 물세탁 표시가 된 특성을 가진 의류의 사고

가 기대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불만원인 중에서

는 내구성에 대한 불만이 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탁소 과실인 경우는 여성용 의류, 직물

로 만들어진 의류, 견 ·면복합 원료로 만들어진 의류,

재킷류 ·셔츠류 ·한복류, 드라이클리닝 표시된 의류가

기대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내세탁성이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기대보다 많이 발생하였다.

제조자 과실로 인한 사고는 여성용 의류, 직물로 만들

어진 의류, 모 ·견 ·모복합 ·폴리에스터복합을 원료로

만들어진 의류, 정장류 ·재킷류 ·한복류, 드라이클리닝

표시된 의류가 기대보다 사고발생이 많았으며, 내구성

과 염색성이 원인인 사고가 기대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류사고는 의류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소비자 과실

이나 세탁소 과실, 제조자 과실별로 서로 다른 특징들

을 보였으며, 불만원인도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소비자는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Table 9. Complaints and responsible parties for the defect

Responsible party Consumer (%) Dry cleaner (%) Manufacturer (%)

Resistance to

washing

Color change 126 ( 12.9) 262 ( 56.7) 46 (   4.1)

Migration/staining 46 (   4.7) 44 (   9.5) 91 (   8.1)

Change of shape/surface 16 (   1.6) 51 ( 11.0) 42 (   3.7)

Change of size 21 ( 2.2) 98 ( 21.2) 22 (   2.0)

Trimming 2 (   0.2) 2 (   0.4) 3 (   0.3)

Durability

Strength (bursting) 117 (12.0) 1 (   0.2) 103 (   9.2)

Snagging 53 (   5.4) - 103 (   9.2)

Pilling 259 ( 26.9) - 223 ( 19.6)

Abrasion 34 (   3.5) 1 (   0.2) 73 (   6.5)

Fiber adhesion 60 (   6.2) - 62 (   5.5)

Color fastness

Rubbing 48 (   4.9) 2 (   0.4) 136 ( 12.1)

Sun/Sun with sweat 53 (   5.4) - 103 (   9.2)

Water/Spot 22 (   2.3) - 39 (   3.5)

Sweat 52 (   5.3) - 27 (   2.4)

Dry heat etc. 20 (   2.1) - 21 (   1.9)

High performance

Ect.

Water repellent/

Water resistant
18 (   1.8) - 13 (   1.2)

Fiber 14 (   1.4) - 8 (   0.7)

Safety 12 (   1.2) 2 (   0.4) 9 (   0.8)

Total 973 (100.0) 463 (100.0) 1,1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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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의 특성을 감안하여 취급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탁소는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품목, 소재나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 등을 고려한 세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조자는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사고

에 대한 특성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번 연구결과를 실제 소비

생활이나 세탁서비스 제공 또는 의류제조 및 관리시 기

초 정보로 활용한다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의류 관

련 소비자 불만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이번 연구는 한국소비자원에 원인규명을 위해 시험

검사 의뢰된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과학적으로 규명된

결과를 분석하였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2,609건으로 연구대상의 수가 많아

서 통계적 검정에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결측

치가 많다는 점, 그리고 특성에 따라 빈도수가 많은 사

례 위주로 재가공하여 통계분석한 점 등의 제한점을 갖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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