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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교육수준의 증가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 증가

하면서 결혼 후에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딩크족

(Double Income, No Kids)이 증가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신혼부부 통계 결과’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110만 3,000쌍 

중 아이가 없는 부부는 37.5%인 41만 4,000쌍에 달하였

다(K. E. Kim, 2019). 한국의 출산율은 2014년 1.21명

을 기록하였고 2018년 0.98명으로 급감하였다(S. J. 

Kim, 2019).

이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되고 아이

를 출산하더라도 1∼2명에 그치면서 아이를 임신하

면서부터 태아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 몸매관

리 등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쓰는 임산부들이 증가되고 

있다. 또, 결혼 후에도 사회생활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임신 중에도 사회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따라서 임신 후에도 프로패셔널하게 보이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패션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과거에는 개월 수의 증가에 따라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서 임부복을 착용하였으나 최근 들

어 자기표현에 적극적인 신세대들은 임산부도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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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고 우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배를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날씬한 임산부”, “아

름다운 임산부”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임신에 따라 여성은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많

은 변화를 겪게 된다. 먼저 심리적으로 Lederman and 

Lederman(1984)에 따르면, 임신에 대한 임산부의 심

리적인 반응은 기쁨과 자랑스러움뿐만 아니라 동시

에 불안한 양가감정이 교차하며 표출된다고 하였다. 

신체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임신 초기

에는 변화가 완만하고 5∼8개월 사이에는 가장 큰 변

화가 나타난다. 임신 4∼5개월부터 자궁과 유방의 크

기가 점차 커지게 되며, 신체의 다른 부위 치수도 증가

되기 시작한다(Kang, 2008). 임산부의 체형 변화는 신

체 전면부위에서 크게 나타나며, 앞뒤밑위길이, 수평

위허리둘레와 두께, 복부두께, 복부각도, 체중 등 배

부위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배부

위 외에도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가슴두

께, 허리두께, 엉덩이두께, 가슴너비, 허리너비, 엉덩

이너비 등 몸통부위 수평 방향의 치수 증가가 현저

히 나타난다(Jung, 2000).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따라 

임신 전 착용하던 의복을 착용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임산부를 위한 특수한 의복이 필요하게 된다.

임부복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변화하는 여성의 

체형을 아름답게 보완하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하는 

의복으로 미적인 면뿐만 아니라 착용의 편이성 등을 

고려한 의복이다(Kim, 2017). 과거에는 임부복의 종류

나 디자인이 다양하지 못하여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되면서 임신기간에

도 외모의 중요성이 커져 다양한 임부복의 필요성이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임산부들은 임부복 구매 시 쾌

적함과 기능성, 체형 감춤, 인체의 적합성, 패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임산부

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활동성과 패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16). 또, 임부복 구

매는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Han, 2013). 임산부 디자인에서는 하의의 경우 

고무줄 팬츠와 같이 임신 중후기에 모두 착용 가능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10). 

또, 직업이 있는 경우 배가 나와 보이지 않으면서 임

산부처럼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즉, 직장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기능성과 심미성을 가지고 있는 임부복 디자인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 Oh, 2018).

글로벌 시장 조사 전문기관 IBISWorld의 미국 임산

부 의류 소매업 시장 보고서(Maternity Wear Stores in 

the US, 2018년 10월 발간)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임

산부 의류 소매시장의 규모는 약 11억 8,72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Ma- 

ternity Wear Stores Industry in the”, 2018). Dress Trends

에 따르면, 2019년 임부복 유행 컬러는 흰색과 파스텔 

컬러이며 밝은 파랑이나 보라, 빨강, 노랑 등의 컬러

도 함께 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 가로 줄무

늬와 작은 꽃무늬, 나뭇잎 등의 프린트가 유행하며, 

면이나 부드러운 니트 소재가 유행할 것이라고 하였

다(“Maternity fashion 2019”, 2019). 국내에서도 워킹

맘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임부복 시장에서도 ‘패션’을 

빼놓을 수 없게 되었다(Lee, 2019). 패션성을 중요시

하는 임산부들의 니즈 덕분에 최근 들어 국내 임부복 

시장은 눈에 띄게 성장하였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

인 쇼핑몰까지 등장하여 임산부들의 패션에 대한 욕

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임부복 쇼핑몰 해피텐 [Ha- 

ppy Ten, maternity clothes shopping mall]”, 2016).

임부복에 관한 연구로는 임부복 디자인 개발에 관

한 연구(Kang, 2008; Kim, 2017; Shim & Kim, 2006), 임

부복 구매실태에 관한 연구(Lee, 1994; Oh, 2016; Park, 

2003), 임부복 원형 개발 연구(Kim et al., 2010; Park, 

2002), 직장 여성을 위한 기능적인 임부복 개발(Suh et 

al., 2007) 등이 있다. 그러나 임부복 디자인에 대한 주

관성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

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부복 디자인에 대한 선호

도의 인식유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임

부복 디자인에 필요한 조건을 파악해봄으로써 임산

부에게 신체적 편안함과 외형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

할 수 있는 임산부 의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Q모집단과 Q표본

Q방법론은 1935년 스티븐슨(Stephenson)에 의해 창

시된 것으로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을 연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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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회과학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연구방법(Kim, 

2008)으로 인간의 주관성에 객관성을 부여하여 연구

를 객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연구방법이다(Brown et 

al., 2008; McKeown & Thomas, 1988). 즉, 기존의 통계

학적 연구에서 지나칠 수 있는 인간의 주관성을 과학

적이며,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R방법은 여러 사람들에 걸쳐 어떤 속성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행태주의 연구방법인 반면, 

Q방법은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사람들 사이의 상관

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의류학 분야에서는 R방

법에서의 요인분석을 주로 실시하여 변수를 요인화하

는데, R요인분석은 관찰자의 시각에서 외부적 행위

를 설명하려 한다면, Q요인분석은 피험자의 시각에

서 내부적 행위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Kim, 2008).

Q모집단은 Q연구를 위해 수집된 진술문의 집합체

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Q모집단은 일반인이 주관적

으로 느끼는 임산부의 임부복에 대한 의견과 느낌으로 

구성된 모든 진술문이다. Q모집단은 문헌연구를 통

해서 얻어질 수 있다. Q표본은 연구에 사용되는 진술

문으로 연구자의 연구주제와 관련된 모든 진술문이

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Han, 2013; Kang, 2008; Kim et 

al., 2010; Kim, 2017; Oh, 2016; Park, 2003; Shim & Kim, 

2006) 분석을 통하여 수집된 43개의 모집단 진술문을 

패션 관련 교수 및 전문가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논의

를 통하여 총 31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Table 1).

2. P표본

P표본은 진술문을 분류하는 Q분류에 참여하는 응

답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Q방법론에서 P표본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임부복에 대한 선호도

를 분류하기 위하여 아이를 출산한 경험과 임부복을 

착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P표본으로 하였다. P표본

은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20명의 P샘플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3월 5일부터 2019년 3월 30일까지 

서울, 청주, 경기 등의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3. Q소팅

Q소팅은 Q표본이 유사정상분포(quasi-normal distri- 

bution)가 되도록 강제분포방식을 활용하였다. 정상분

포와 유사하게 분류하여 주요인분석을 하기 위한 것

으로 P표본들은 Q표본 31개를 읽고 긍정, 부정, 중립

의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긍정하는 진술

문 중 가장 긍정하는 것부터 오른쪽에서 배치하고 부

정하는 진술문 중 가장 부정하는 것부터 왼쪽에서 배

치하도록 하였다. 중립의 진술문은 중심부터 배치하

도록 하였다. Q소팅이 끝난 후에는 가장 부정하는 진

술문 4개와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 4개를 선정하여 그 

이유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의 조

사 내용은 정리를 통하여 결과에 활용하였다(Fig. 1).

4. 통계 및 분석방법

Q분석을 위해서는 쿼넬 pc 프로그램(QUANL pc 

program)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변환점수(com- 

putational score)를 사용하였는데, 가장 부정하는 진술

문은 1, 중립은 5, 가장 긍정하는 진술문은 9로 코딩하

였다. 베리맥스(varimax)방식으로 요인회전을 실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임부복 선호도 분석결과

임부복에 대한 인식유형은 <Table 2>와 같이 3가

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요인에 따라 임부복에 대

한 인식유형은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인적재치

(factor loading)가 ‘1.00’ 이상인 요인을 기준으로 하

였다. 3개의 인식유형은 전체 변량의 90.88%를 설명

하였고, 제1유형과 제3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

고, 다음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 제2유형과 제3유

형의 순으로 나타나 제2유형과 제3유형이 가장 낮

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제1유형은 8명, 제2유형은 7명, 제3유형은 5명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38.5세로 나타났

으며, 자녀의 수는 평균 1.75명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5명, 석사가 2명, 초대졸 1명으로 나타났다. 제

2유형은 평균연령 38.4세였으며, 자녀수는 1.71명이었

다. 학력은 모두 대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평

균연령 35세였으며, 자녀수는 1명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은 대졸이 4명, 박사가 1명으로 나타났다(Table 4).

요인 3개의 유형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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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축성 소재 임부복을 선호한다(No.6), 임산부처

럼 보이지 않는 임부복을 선호한다(No.7), 단색의 임

부복을 선호한다(No.13), V 네크라인 임부복을 선호

한다(No.20),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임부복이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No.26), A라인 임부복을 선호한다(No. 

28), 주름 등의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호한다

(No.30),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임부복을 선호한다(No. 

31)라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았다. 제2유형은 몸에 밀

착되는 임부복을 선호한다(No.2), 바지 스타일 임부

복을 선호한다(No.4), 천연소재로 된 임부복을 선호

한다(No.5), 모노톤 임부복을 선호한다(No.9), 심플한 

임부복을 선호한다(No.11), 칼라가 달린 임부복을 선

호한다(No.15), 모던한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No. 

18), 기능성 임부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No.19), 임

Q Sample

1 I prefer loose style maternity wear.

2 I prefer maternity wear that are close to the body.

3 I prefer one piece style maternity wear.

4 I prefer pants style maternity wear.

5 I prefer maternity clothing made of natural materials (cotton, wool, etc.).

6 I prefer maternity wear made of stretchy (lycra, span blend) materials.

7 I like maternity wear that don't look like pregnant women.

8 I prefer pastel color maternity wear.

9 I prefer monotone (black, white, gray) maternity clothing.

10 I prefer decorative maternity clothes.

11 I prefer simple maternity clothes.

12 I prefer maternity clothes that can be used after childbirth.

13 I prefer monochrome masturbation.

14 I prefer print maternity clothes.

15 I prefer maternity clothes with collars.

16 I prefer round neckline maternity wear.

17 I like cute style maternity clothes.

18 I like modern style maternity wear.

19 I think functionality (abdominal support,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tc.) is necessary for maternity wear.

20 I prefer V neckline maternity wear.

21 I can invest a lot of money on maternity wear.

22 I prefer maternity wear for functional materials such as skin moisturizing.

23 I like a slimmer maternity wear.

24 I think I need different maternity clothes for each month.

25 I like the length of the top covering the hips.

26 I think I need a maternity suit that can be resized.

27 I like the H-line maternity wear.

28 I like the A-line maternity wear.

29 I like maternity clothing that covers my body shape, even if it is uncomfortable.

30 I like the design using details such as wrinkles.

31 I like maternity design which reflects fashion trend.

Table 1. Q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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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복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No.21), 피부보습 

등 기능성 소재 임부복을 선호한다(No.22), 날씬해 보

이는 임부복을 선호한다(No.23), 개월수별로 다른 임

부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No.24), H라인 임부복을 

선호한다(No.27), 조금 불편해도 체형이 커버되는 임부

복이 좋다(No.29)라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제3유형은 헐렁한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

(No.1), 원피스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No.3), 파스

텔 색상의 임부복을 선호한다(No.8), 장식이 많은 임

부복을 선호한다(No.10), 출산 후 활용이 가능한 임부

복을 선호한다(No.12), 프린트 임부복을 선호한다(No. 

14), 라운드 네크라인 임부복을 선호한다(No.16), 귀

여운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No.17), 상의길이가 

엉덩이를 덮는 길이가 좋다(No.25)라는 항목에서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2. Q유형 구성

1) 유형 1: 편안함 중시 활동 스타일 지향형

제1유형은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유형이 강하

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사이즈 조절이 가

능한 임부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No. 26), A라인 

임부복을 선호하고(No.28) 신축성 소재 임부복을 선

호하였다(No.6). 또, 주름 등의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

인을 선호하는 것으로(No.30) 나타났다. 그러나 프린

트 임부복을 선호한다(No.14), 원피스 스타일 임부복

을 선호한다(No.3), 조금 불편해도 체형이 커버되는 임

부복이 좋다(No.29), 장식이 많은 임부복을 선호한다

(No.10), 임부복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No.21), 

몸에 밀착되는 임부복을 선호한다(No.2)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요인가중치가 큰 17번(1.83), 5번(1.36) 응답자는 제

1유형의 대표유형이다. 17번 응답자는 “상의길이가 

엉덩이를 덮는 길이를 선호한다”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배와 엉덩이를 가리는 스타일이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임부복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임부복 특징

이 사이즈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잘 맞아야 하기 때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Factor loading 5.35 3.24 1.64

Variance 0.27 0.16 0.08

Cumulative variance 0.27 0.43 0.51

Table 2. Q Factor loading and variance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 0.24 .37

Type 2 0.24 1.00 .14

Type 3 0.37 0.14 .24

Table 3. Correlation of 3 types

   Neutral

←disagree agree→

Q sample 2 3 3 4 5 4 3 3 2

Score –4 –3 –2 –1 0 +1 +2 +3 +4

C.S. 1 2 3 4 5 6 7 8 9

Fig. 1. Distribution chart for Q sorting.

Division No.
Factor 
loading

Age Children Education

Type 1
(n=8)

5 1.36 38 2 Univ. graduation

7 0.94 48 2 Univ. graduation

9 1.19 34 1 Univ. graduation

11 1.00 40 1 Master's degree

13 1.19 40 2 Master's degree

15 0.44 36 3 College graduation

17 1.83 34 1 Univ. graduation

20 0.88 38 2 Univ. graduation

Type 2
(n=7)

1 1.53 40 2 Univ. graduation

3 0.85 32 1 Univ. graduation

4 1.05 34 2 Univ. graduation

6 0.54 48 1 Univ. graduation

10 1.89 40 2 Univ. graduation

12 0.83 35 2 Univ. graduation

16 0.47 40 2 Univ. graduation

Type 3
(n=5)

2 2.65 35 1 Univ. graduation

8 0.63 43 1 Doctoral degree

14 0.35 32 1 Univ. graduation

18 1.50 30 1 Univ. graduation

19 1.38 35 1 Univ. graduation

Table 4. Factor loading by type of P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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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라고 하였다. “바지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

고 하였는데, 이는 “활동하기 편하기 때문”이었다. “주

름 등의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호한다”고 하였

는데 그 이유는 “몸매를 가리는 디테일을 넣은 디자인

이 착용 시 더 예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몸에 

밀착되는 임부복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불

편하고 금방 사이즈가 안 맞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장식이 많은 임부복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못 입으면 촌스럽고 싫증이 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파스텔 색상 임부복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다른 옷과 같이 입기 애매하며 계절감이 느껴

져 몇 번 못 입기 때문”이었다. “임부복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는 항목에도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였

다. 이는 “입는 기간이 한정적이어서 아깝기 때문”이

No. Statement Type 1 Type 2 Type 3

1 I prefer loose style maternity wear. .70 –.40 1.50

2 I prefer maternity wear that are close to the body. –1.80 1.30 –1.40

3 I prefer one piece style maternity wear. –1.40 –1.00 1.30

4 I prefer pants style maternity wear. .00 1.40 .60

5 I prefer maternity clothing made of natural materials (cotton, wool, etc.). .40 .60 .10

6 I prefer maternity wear made of stretchy (lycra, span blend) materials. 1.40 .40 .10

7 I like maternity wear that don't look like pregnant women. –.00 –.20 –.20

8 I prefer pastel color maternity wear. –.40 –1.10 .80

9 I prefer monotone (black, white, gray) maternity clothing. .20 1.60 –.70

10 I prefer decorative maternity clothes. –1.50 –2.00 1.00

11 I prefer simple maternity clothes. .20 1.60 –.40

12 I prefer maternity clothes that can be used after childbirth. .70 .20 1.70

13 I prefer monochrome masturbation. .90 .80 –.10

14 I prefer print maternity clothes. –1.20 –1.20 .20

15 I prefer maternity clothes with collars. –.80 .50 –1.40

16 I prefer round neckline maternity wear. –.40 –.50 .50

17 I like cute style maternity clothes. –.10 –1.60 1.40

18 I like modern style maternity wear. .40 1.40 –.00

19
I think functionality (abdominal support,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tc.) is necessary 
for maternity wear.

.70 .80 .30

20 I prefer V neckline maternity wear. .60 –.70 –.50

21 I can invest a lot of money on maternity wear. –1.50 –1.40 –2.10

22 I prefer maternity wear for functional materials such as skin moisturizing. .60 1.00 –.10

23 I like a slimmer maternity wear. –.80 1.50 .40

24 I think I need different maternity clothes for each month. –.90 –.90 –1.40

25 I like the length of the top covering the hips. .90 –.00 1.30

26 I think I need a maternity suit that can be resized. 2.20 .10 1.20

27 I like the H-line maternity wear. –.90 –.60 –1.10

28 I like the A-line maternity wear. 1.40 –.70 .10

29 I like maternity clothing that covers my body shape, even if it is uncomfortable. –1.40 .00 –1.70

30 I like the design using details such as wrinkles. 1.20 –.80 –.60

31 I like maternity design which reflects fashion trend. .70 .10 –.90

Table 5. Standard scores by types of 3 factors (Z-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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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5번 응답자의 경우 “신축성 소재로 된 임부복을 선

호한다”,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임부복을 선호한다”

고 하였는데 이는 “신축성 소재가 활동이 편하기 때문

이고 또, 개월수별로 임부복을 사서 입기는 어렵기 때

문에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임부복이 필요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또, “주름 등의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

인과 A라인 임부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주

름 등의 디테일이 체형을 커버해주고 A라인으로 아래

로 가면서 퍼지는 스타일이 복부와 엉덩이를 커버해주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1유형의 경우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며, 신축성 

소재로 된 A라인 형태의 임부복을 선호하였다. 또, 주

름 등의 디테일을 활용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을 ‘편안함 중시 활동 스타일 지향

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 유형 2: 신체밀착형 모던 스타일 지향형

제2유형은 7명으로 구성되는데 제1유형과는 상반

된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

는 항목을 살펴보면, 심플한 임부복을 선호하고(No. 

11), 모노톤 임부복(No.9)과 날씬해 보이는 임부복을 

선호하였다(No.23). 또, 바지 스타일(No.4)의 모던한 

임부복을 선호하고(No.18), 몸에 밀착되는 임부복을 

선호하는(No.2)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스텔 색상

의 임부복을 선호한다(No.8), 프린트 임부복을 선호

한다(No.14), 임부복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

(No.21), 귀여운 스타일의 임부복을 선호한다(No.17), 

장식이 많은 임부복을 선호한다(No.10)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였다(Table 7).

요인가중치가 큰 10번(1.89)과 1번(1.53) 응답자는 

제2유형의 대표유형이다. 10번 응답자는 “모노톤 임

부복과 날씬해 보이는 임부복을 선호한다”, “몸에 밀

착되는 임부복을 선호한다”, “심플한 임부복을 선호

한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로는 “임

신하지 않았을 때에도 모노톤을 좋아해서 임부복도 

모노톤이 좋다”, “임신하면 몸에 대체적으로 살이 붙

기 때문에 날씬해 보이는 임부복이 좋다”, “몸에 밀착

되는 옷이 움직일 때도 덜 불편하고 좋다”, “장식이 없

고 심플한 디자인이 체형을 더 도드라져 보이지 않게 

해준다”고 하였다. 반면 “임부복에 많은 비용을 투자

할 수 있다”, “상의길이가 엉덩이를 덮는 길이가 좋

다”, “장식이 많은 임부복을 선호한다”, “프린트 임부

복을 선호한다”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임부복은 활용하기 어

려워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 아깝다”, “상의길이가 꼭 

엉덩이를 덮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식이 

많은 임부복은 활동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다”, “프

린트가 있는 것보다 단색이 더 예쁘고 활용도가 높다”

라고 하였다.

1번 응답자는 “몸에 밀착되는 임부복을 선호한다”, 

“모노톤 임부복을 선호한다”, “신축성 소재로 된 임부

복을 선호한다”, “바지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로는 “몸에 밀착

되는 스타일이 활동도 편하고 더 날씬해 보이는 것 같

다”, “모노톤의 임부복이 더 깔끔해 보이고 세련되어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26. I think I need a maternity suit that can be resized. 2.16

28. I like the A-line maternity wear. 1.42

06. I prefer maternity wear made of stretchy (lycra, span blend) materials. 1.42

30. I like the design using details such as wrinkles. 1.20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14. I prefer print maternity clothes. –1.18

03. I prefer one piece style maternity wear. –1.40

29. I like maternity clothing that covers my body shape, even if it is uncomfortable. –1.43

10. I prefer decorative maternity clothes. –1.48

21. I can invest a lot of money on maternity wear. –1.50

02. I prefer maternity wear that are close to the body. –1.79

Table 6. Characteristics of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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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거 같다”,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임부복이 활

동도 편리하고 날씬해 보인다”, “사회활동을 하다 보

니 바지와 상의 스타일이 더 편리하다”고 응답하였

다. 그러나 “파스텔 색상의 임부복을 선호한다”, “장

식이 많은 임부복을 선호한다”, “헐렁한 스타일 임부

복을 선호한다”, “귀여운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

는 항목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파스텔 색상은 너무 튄

다”, “장식이 많으면 옷을 착용했을 때 불편하고 배가 

더 강조된다”, “임신했다고 헐렁한 스타일을 착용할 필

요는 없는 것 같다. 활동 시에도 걸리는 경우가 많다”, 

“귀여운 스타일보다는 나이에 맞게 입는 게 좋은 거 

같다”고 응답하였다.

제2유형은 모노톤의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몸

에 밀착되는 바지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유형을 ‘신체밀착형 모던 스타일 지

향형’으로 명명하였다.

3) 유형 3: 신체여유형 귀여운 스타일 지향형

제3유형은 5명으로 구성되는데, 제3유형은 출산 후 

활용 가능한 임부복을 선호한다(No.2), 헐렁한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No.1), 귀여운 스타일 임부복을 선

호한다(No.17) 원피스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No. 

3), 상의길이가 엉덩이를 덮는 길이를 좋아한다(No.25),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임부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No.26)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반면 H라인 임

부복을 선호한다(No.27), 칼라가 달린 임부복을 선호

한다(No.15), 몸에 밀착되는 임부복을 선호한다(No.2), 

개월수별로 다른 임부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No. 

24), 조금 불편해도 체형이 커버되는 임부복이 좋다(No. 

29), 임부복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No.21)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였다(Table 8).

요인가중치가 큰 2번(2.65), 18번(1.50) 응답자는 제

3유형을 대표한다. 2번 응답자는 “원피스 스타일 임

부복을 선호한다”, “귀여운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

다”, “헐렁한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 “파스텔 색

상의 임부복을 선호한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

다. 그 이유로는 “배가 나오면 바지 스타일보다 원피스 

스타일이 배가 덜 나와 보이는 거 같아서 원피스 스타

일을 선호한다”, “몸이 둥글둥글해져서 귀여운 스타일

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몸에 꼭 끼는 임부복의 경

우 불편하고 임산부이므로 조금 헐렁하게 착용하는 

것이 몸매가 덜 두드러져 보여서 좋다”, “몸매가 바뀌

면서 밝은 색 옷을 착용하는 것이 기분이 좋다”고 하

였다. 그러나 “임부복에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 “개

월수별로 다른 임부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몸에 

밀착되는 임부복을 선호한다”, “칼라가 달린 임부복을 

선호한다”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임부복은 활용도가 낮고 한 번 

입으면 입을 일이 없어서 비싼 비용을 주고 구입하면 

아깝다”, “개별수별로 다른 임부복은 낭비라고 생각되

어 한두 개의 임부복으로 사이즈 조절이 되면 좋겠다”, 

“밀착되는 임부복은 활동도 불편하고 배도 가려지지 

않는다”, “칼라가 없는 것보다는 칼라가 있는 임부복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11. I prefer simple maternity clothes. 1.59

09. I prefer monotone (black, white, gray) maternity clothing. 1.59

23. I like a slimmer maternity wear. 1.49

04. I prefer pants style maternity wear. 1.38

18. I like modern style maternity wear. 1.37

02. I prefer maternity wear that are close to the body. 1.30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08. I prefer pastel color maternity wear. –1.13

14. I prefer print maternity clothes. –1.22

21. I can invest a lot of money on maternity wear. –1.35

17. I like cute style maternity clothes. –1.62

10. I prefer decorative maternity clothes. –1.99

Table 7. Characteristics of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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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답답하다”고 응답하였다.

18번 응답자는 “헐렁한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

다”, “원피스 스타일 임부복을 선호한다”, “장식이 많

은 임부복을 선호한다”, “프린트 임부복을 선호한다”

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

유로는 “헐렁한 스타일이 체형의 변화가 덜 드러난

다”, “원피스 스타일이 배를 더 가려준다”, “장식이 좀 

있는 게 시선을 배보다 장식 쪽으로 끈다”, “단색보다 

프린트가 화사해 보인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몸에 

밀착되는 임부복을 선호한다”, “조금 불편해도 체형

이 커버되는 임부복이 좋다”, “모노톤 임부복을 선호

한다”, “심플한 임부복을 선호한다”는 항목에는 강하

게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몸

에 밀착되는 임부복은 움직임이 불편하다”, “착용해

서 편안한 임부복이 중요하다”, “모노톤은 어두워보

여서 화사한 스타일을 선호한다”, “심플한 거보다 시

선을 끌 수 있는 장식이 있는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제3유형은 여유가 있고 귀여운 원피스 스타일을 선

호하며, 상의가 엉덩이를 덮고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임

부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제3유형을 ‘신체여유

형 귀여운 스타일 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Table 9).

IV. 결  론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부복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의 인식유형

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임부복 디자인에 필요한 조

건을 파악해봄으로써 임산부에게 신체적 편안함과 

외형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의복 개발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임부복 디자인 선호도 유형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1유형은 편안함 중시 활동 

스타일 지향형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신축성 

소재로 되어 있는 임부복을 선호하였으며, 주름 등의 

디테일을 활용한 A라인 형태의 임부복 디자인을 선

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유형은 신체밀착형 모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12. I prefer maternity clothes that can be used after childbirth. –1.74

01. I prefer loose style maternity wear. –1.50

17. I like cute style maternity clothes. –1.43

03. I prefer one piece style maternity wear. –1.31

25. I like the length of the top covering the hips. –1.27

26. I think I need a maternity suit that can be resized. –1.20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27. I like the H-line maternity wear. –1.09

15. I prefer maternity clothes with collars. –1.40

02. I prefer maternity wear that are close to the body. –1.43

24. I think I need different maternity clothes for each month. –1.44

29. I like maternity clothing that covers my body shape, even if it is uncomfortable. –1.65

21. I can invest a lot of money on maternity wear. –2.06

Table 8. Characteristics of type 3

Type Characteristics

Type 1
Activity style 

that emphasizes 
comfort

- Size adjustable maternity wear
- Stretchy maternity Wear
- A-line maternity Wear
- Design utilizing details such as pleats

Type 2
Close to the 

body, modern 
style

- Monotone maternity wear
- Simple maternity wear
- Modern style
- Body close style
- Pants style maternity wear

Type 3
Cute style with 

space

- A lot of space maternity wear
- Cute style
- One piece style
- Style that covers the top of the hips
- Size adjustable maternity wear

Table 9. Characteristics of maternity wear prefer- 
en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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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스타일 지향형으로 모노톤의 심플하고 모던한 스

타일의 임부복을 좋아하고 몸에 밀착되는 바지 스타

일로 된 임부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

유형은 신체여유형 귀여운 스타일 지향형으로 여유

가 있고 귀여운 원피스 스타일의 임부복을 선호하고 

상의는 엉덩이를 덮고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임부복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부복 선호도에 대한 Kang(2008)의 연구에서도 

실루엣은 H라인과 A라인을 선호하고 색상은 파스텔

톤의 밝은 색과 모노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상의길이는 엉덩이를 덮는 것으로 선호하는 것으

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선호유형에서 나타난 스타일

과 비슷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 

(2016)의 연구에서도 임부복에 있어서 첫 번째로 쾌

적함과 기능성을 중요시하고 두 번째로 임부복답지 않

은 디자인, 임신한 체형이 드러나지 않는 디자인 등 체

형을 감춰주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체형 보완이나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의복

과의 매치 등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색상과 스타일 

같은 패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임산부들은 임신 전에 착용하던 의복과 

다르게 너무 여유가 많거나 펑퍼짐해서 임산부처럼 

보이는 임부복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사회생활의 증가로 활동성 및 다른 사람들을 대하

는 일이 많아지면서 임산부처럼 보임으로 인해 전문가

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이유로 임부복도 일상복처럼 보이면서 체형을 

자연스럽게 감추어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임부복 디자인에 있어서도 편안함을 중시하는 유

형과 몸에 밀착되는 모던함을 중시하는 유형, 귀여운 

스타일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선

호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존에 착

용하던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임부복처럼 

보이지 않는 디자인을 개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임신과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한정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일반화시키

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향후에는 임신과 출산 

예정인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좀 더 광범위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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