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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 tried to develop ZIGTECHnology clothing for renovation that can correct the body 

shape of elderly women according to aging and delay the change of body shape. Develop and suggest 

corrective clothing for elderly women with easy movement that can alleviate symptoms and delay 

changes in body shape by analyzing body types for each symptom, such as bending of shoulders, back 

and waist caused by aging and diseases such as spinal curvature. As a result of the wear evaluation of 

the developed ZIGTECHnology clothing designs 1, 2, and 3, in terms of functionality, Design 1 was 

evaluated as excellent by reducing the back angle by 3.17°, but design 3 was evaluated as the most 

excellent considering the fit. In the clothing of elderly women, the need for clothing that complements 

physical shortcomings increases, so it is thought that continuous development of body shape relief 

devices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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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노년 여성 체형을 보정해주고 체형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보정용 

ZIGTECHnology 의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척추의 만곡 등 노화 및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어깨, 

등, 허리의 굽어짐 등의 증상별 체형을 분석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체형의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용이한 노년 여성용 보정 의복을 개발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ZIGTECHnology 

의복 디자인 1, 2, 3에 대한 착의 평가 결과, 기능성에서는 디자인 1이 등각도를 3.17° 정도 완화

시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맞음새 등을 고려하였을 때 디자인 3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노년 여성의 의복에서는 신체적 단점을 보완해주는 의복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지속

적인 체형완화 장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지크테크놀로지, 노년 여성, 체형, 보정, 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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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2018년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65만 408명으

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하였고, 2019년 14.9%로 

15.0%에 육박하고 있다[1]. 우리나라는 2018년 8월 65세 

이상 인구가 14.02%로 UN(국제연합)에서 정의하는 고령

사회에 들어서 ‘고령사회 원년’에 대한 기존 통계청 예상

인 2018년보다 1년 빨리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2].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는 2025년에 올 것

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더 빨라질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

다[3]. 이처럼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화된 몸으로 살

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유병기간 또한 길어지게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

세 이상 노인인구의 89.3%가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가지고 

있고,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노인도 73.0%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4]. 노인층에서 흔한 질병 중 하나가 골다공증

이며, 뼈에 함유된 무기질과 골량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문

제가 발생하게 된다. 70세 이상 여성의 70%가 골다공증 

환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노인은 척추측만증이나 골다공증 등의 다양한 질병과 

신체적 노화를 겪게 된다. 특히, 노년 여성의 경우 연골이 

얇아지고 편평화(編平化)되어 심한 척추의 변곡(變曲)을 

유발하여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내밀어지며, 엉덩이와 배 

부위에 피하지방이 증가하는 등 부위별 체형 변형이 크게 

나타난다. 척추의 변화는 키 및 높이항목이 감소되는 원인

이 되어 자세를 변화시키는데[6], 상반신 전체가 앞이나 뒤

로 기울거나 무릎이 굽는 등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7].

또, 발이 편평해지면서 다리가 휘어 하지의 변형이 나타나

고 무릎과 엉덩이 근육의 기능도 저하되므로 다리가 구부

러진 모습으로 걷게 된다. 구부러진 무릎의 각도는 하반신

의 자세뿐 아니라 상반신 자세까지 변화시켜 측면자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6]. 

그러나 신체적인 퇴화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시니어

(Active Senior)[8]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문화와 소비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인 세대가 증

가되고 있다. 사회나 집단에 소속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보되고 싶지 않은 욕구

가 커지면서 의복의 중요성은 커지게 된다. Ryan(1966)은 

외모가 심리상태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며, 사람들은 누구

나 매력적이고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9].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노화, 직업과 

지위의 상실 등으로 자아지지(ego support)의 요소를 잃

어가기 때문에 의복이 매우 중요한 심리적인 역할을 한다

고 하였다[10]. Horn & Gurel(1981)은 노인이 중년보다 

의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11], Kernaleguen(1978)은 

매력적인 의복은 노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

게 해주어 사기를 높여주고 자아확신을 줌으로써 사회적 

수용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2]. Baum & Boxley(1983)

는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

에 대해 원하지 않는 체형변화를 감추고 젊어 보이려는 의

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13].

Fig. 1. Research Needs

Fig. 2. Research Purpose

기존의 체형보정용 의복은 속옷 위주로 되어 있으며, 젊

은 층을 대상으로 몸매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용도로 개

발된 의복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척추교정을 위한 용도

로 개발된 의료기기가 대부분이다. 노인의 경우 보정속옷

과 같은 신체의 조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의 신체적 변화나 

특성 등을 고려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복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며, 보정 의복의 경우 겉옷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경

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노인들은 건강하고 젊게 보이고 싶어하며, 노인의 등, 허

리, 어깨의 굽음 등의 증상을 보완해주고 신체적 변화를 늦

출 수 있는 보정용 ZIGTECHnology 의복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Fig. 1>.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노년 여성의 

체형을 분석하여 체형을 보정해주고 체형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보정용 ZIGTECHnology 의복을 개발하고자 한다. 

척추의 만곡 등 노화 및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어깨, 등, 허

리의 굽어짐 등의 증상별 체형을 분석하여 증상을 완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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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형의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용이한 노년 

여성용 보정 의복을 개발 제시하고자 한다<Fig. 2>.

II. Theoretical Considerations

1. Body Shape of Elderly women

노년 여성은 사회활동이 감소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

서 심리적으로도 위축되는 시기를 겪게 된다. 신체적으로

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척추의 변화와 연골조직

의 약화, 나쁜 자세로 인해 등이 굽고 배와 엉덩이 부위가 

비대해지며, 유방이 처지고 사지가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

타나 극심한 체형의 변화가 나타난다. 허리와 엉덩이둘레 

차이가 없어지고 피하지방이 침착되는 위치에 따라 다양한 

체형이 나타나게 된다. 또, 목과 어깨점이 앞으로 기울면서 

등길이와 뒤품은 증가되고 앞품과 앞길이는 감소된다[14].

이용재(2003)는 65-75세 노년 여성의 체형을 유형화하

였는데, 직접측정치를 분석하여 키가 제일 크고 마른 체형

으로 어깨길이와 등길이를 제외한 모든 길이항목에서 작은 

값을 보이는 체형, 등길이가 짧은 반면, 상체 전면의 길이

는 제일 길어 상반신이 뒤로 젖혀지고 키가 작은 제일 비만

한 체형, 등길이가 제일 길고, 어깨길이는 제일 짧아 어깨

가 굽고 상반신이 앞으로 숙여진 체형으로 분석되었다[15]. 

차수정(2017)은 60대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을 유형

화하였는데, 유형 1은 허리와 배 부위의 둘레와 두께가 가

장 크고 다리 부위가 가장 굵은 체형으로 ‘좁은 사다리 형

태의 비만 체형’이었다. 유형 2는 키가 가장 크고 배와 허

리 부위가 작으며, 허리와 엉덩이의 차이가 가장 커 엉덩

이는 크고 허리는 가는 약간 마른 체형으로 ‘종 형태의 롱 

슬림 체형’이었다. 유형 3은 키가 가장 작고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가장 작아 밋밋한 체형으로 ‘직사각형 

형태의 약간 비만 체형’이었다[16].

이정진과 서미아(2009)는 60대 노년 여성의 체형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유형 1은 너비 및 두께가 큰 체형이

며, 상체의 길이는 짧은 유형으로 허리두께, 엉덩이두께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 하체부보다 상체부가 발달한 Y체

형이었다. 유형 2는 보통 체형으로 하체부의 길이가 길고 

마른 체형으로 H체형이었다. 유형 3은 가장 마른 체형으

로 항목의 평균치가 가장 낮고 상체부보다 하체부가 발달

한 체형으로 A체형이라 할 수 있다. 60대 노년 여성은 유

형 1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17]. 

이수연과 천종숙(2015)은 40-69세 여성의 상반신 체형을 

어깨가 앞으로 향한 굽은 자세의 마른 체형, 작고 땅딸한 약

간 굽은 자세의 체형, 허리가 굵지 않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

는 체형, 자세가 뒤로 젖혀지는 경향이 있고 작고 마른 체형

으로 분류하였는데, 60대 여성은 자세가 뒤로 젖혀지는 경

향이 있고 작고 마른 체형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60대 여성에서는 노년기의 대표적인 자세인 등이 굽

은 자세와 젖힌 자세의 체형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18]. 

이소영(2004)은 60대 노년 여성의 체간부 체형을 4개로 

유형화하였다. 유형 1은 반신형의 자세를 가진 체형으로 

보통의 키에 보통의 체중과 굴곡을 가졌으며, 솟은 어깨로 

목은 굽지 않은 보통의 형태를 지니며 배와 엉덩이가 처진 

유형이었다. 유형 2는 반굴신형으로 키가 작고 비만이며 

어깨 형태는 솟지도 처지지도 않았고 몸통이 전체적으로 

굵으면서 굴곡이 없는 체형이었다. 유형 3은 바른 자세에 

가장 비만하면서 굴곡이 없고 키가 작으며 둘레와 두께가 

두꺼운 체형이었다. 유형 4는 바른 자세에 키가 가장 크고 

체중이 가벼우며 둘레와 두께가 가는 체형으로 어깨는 다

소 처지고 정면과 측면의 굴곡이 뚜렷하며 배와 엉덩이가 

처지지 않은 체형이었다[19]. 

노년 여성의 체형은 앞으로 숙여진 체형인지 뒤로 젖혀

진 체형인지 등의 자세에 따라 구분되고, 어깨가 처졌는지 

처지지 않았는지 등의 어깨 경사도, 비만인지 마른 체형인

지 등의 비만 정도, 배의 돌출 정도, 허리와 엉덩이의 차이 

등에 따라 분류되었다.

2. Correction Clothes

보정 의복에 대표적인 것은 속옷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몸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보정 속

옷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보정 속옷은 군살을 커

버해주면서 자신 없는 부분을 보강해주는 특화된 기능성

을 가지고 있으며, 자세 교정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달라 조이는 부분과 여유 있는 부

분이 다르므로 가슴이나 허리, 엉덩이, 허벅지 등 각 부위

에 특화된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20].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여

성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에도 보정 속옷 구매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

보정용 속옷은 보정용 속옷은 착용에 따라 신체가 신축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되며, 이러한 압박은 

골격, 내장 등의 물리적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 보정속옷

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거들, 올인원, 웨이스트 니퍼 등을 

들 수 있다. 거들의 경우 소프트 타입 거들은 허리 라인과 

옆선이 만나는 부위, 앞대퇴둘레 부위를 압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하드 타입 거들은 복부 부위를 많이 압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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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뒤허리부분은 압박 정

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23].

Long girdle High waist girdle

All in one Waist nipper

Body Shaper No cup body suit

Girdle panty Brassiere

Fig. 3. Commercially Corrective Underwear

origin: www.venus-eshop.co.kr

최근 들어 유방확대술이나 지방흡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되면서 수술 후 체형을 보정해주기 위

한 보정 의복들도 출시되고 있다. 특히 지방흡입술 후에는 

압박복을 착용하여 수술부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사후 관리를 위해 보정용 레깅스 등 의류를 착용하고 

있다. 유방확대술 이후에는 보형물 손상을 피하고 유방 형

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정 속옷 착용을 통

한 관리가 필요하였다<Fig. 4><Fig. 5>. 이처럼 대부분의 

보정 의복은 속옷과 의료용 의복으로 출시되어 있다. 일상

복과 접목된 보정 의복은 부족한 실정이다.

Eve Care Athleta Eva

https://blog.nave

r.com/yhhs1018/

221286664355

www.athleta.com

https://www.daily

mail.co.uk/scien

cetech/article-44

76774/Breast-ca

ncer-bra-teenag

er-save-millions.

html

Fig. 4. Brassiere for Breast Cancer Patients

Olilme

Fig. 5. Underwear for Plastic Surgery Patients

origin: www.unit808.com

일본의 경우에는 노화와 골다공증으로 허리가 구부러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의복을 개발하여 판매되고 있다. 상

체가 구부러졌을 때 등부분의 옷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

는 슬림한 디자인을 개발한 것으로 비늘 모양으로 의복을 

제작하여 구부러진 등이 편해지고 등이 구부러진 것이 눈

에 띄지 않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24].

Tomocco

Fig. 6. Senior Clothes in Abroad
origin: https://www.nature-life-club.co.jp/activist/list_15.php

국내의 노인용 기능성 의복에는 여밈장치를 스냅, 지퍼, 

벨크로, 고무밴드 등으로 사용하여 손쉬운 탈착을 지원하

는 의류와 눕거나 앉아서 생활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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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여밈방식에 차이를 둔 의복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런 의복은 병원복으로 출시되어 있으며[25], 일상복으로의 

기능성 의복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III. Study Methods

1. Subjects

본 연구에서는 2014년 고령자 인체치수조사의 70대 평

균 체형에 속하면서 등이 앞으로 굽은 체형을 가진 노년 

여성 3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ZIGTECHnology 의복 디자인 3개 중 가장 우수한 디자인 

하나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된 실험복 착용을 통하

여 등이 앞으로 굽은 증상 개선 정도를 측정하였다. 피험

자의 치수는 <Table 1>과 같다.

Parts

Average

of 70-74 

yrs

Subject 

1

Subject 

2

Subject 

3

Height 151.0 155.0 153.5 156.0

Chest

Circumference
90.7 88.0 90.0 92.0

Bust 

Circumference
95.1 92.0 96.0 93.5

Waist

Circumference
88.6 86.0 90.0 87.5

Center Back 

Length
39.0 42.0 41.0 42.0

Center Front 

Length
33.4 32.0 31.5 33.5

Table 1. Subjects Size
(unit: cm)

2. Development Design

본 연구를 위해 노년 여성의 사이즈에 따라 보디스 원형

을 제작한 후 보디스 원형 안쪽에 기능성을 부여한 디자인 

3개를 개발하였다. 보디스 원형은 차수정(2018)의 연구에서 

노년 여성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된 문화복장학원식 

제도법을 사용하였다[26]. 개발 디자인은 <Fig. 7>과 같다.

본 연구의 디자인은 노화로 인하여 등이 앞으로 굽는 증

상을 가진 노년 여성의 등 굽음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엘라스틱 밴드, 플라스틱 뼈대, 심지 등을 활용하여 6개의 

디자인을 개발한 후, 2020년 5월 28일 의복구성 전문가 3

인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3개의 디자인을 선정하였다.

Design 1 Design 2 Design 3

F

B

Fig. 7. Development Design

디자인 1은 등부위의 신체 보정 효과를 위해 Zigzag 형

태로 8cm폭의 넓은 엘라스틱 밴드를 교차시켜 주었으며 

엘라스틱 밴드의 당김으로 의복의 옆선이 뒤로 쏠리는 현

상을 방지하고 허리부위를 잡아주기 위해 옆선에 12cm의 

넓은 엘라스틱 밴드를 끼워 앞쪽으로 당겨 고정시킬 수 있

도록 벨크로를 부착하였다. 디자인 2는 플라스틱 뼈대를 

사용하여 등 중심의 척추부위와 양옆 부분에 고정시켜 등

을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 3은 

10cm폭의 넓은 엘라스틱 밴드를 X자 형태로 등부위에 한 

번 교차시켜 등굽음 현상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앞몸판

의 허리부위에도 엘라스틱 밴드를 V자 형태로 부착시켜 

허리를 잡아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원단의 신축성에 따른 증상 완화 등 다른 요소를 배제하

기 위해 실험복은 신축성이 없는 면 100%의 머슬린을 사

용하여 제작하였다. 실험복은 동일한 치수와 동일한 형태

로 제작하였으며, 앞여밈부위에 지퍼를 부착하여 탈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Measurement Parts

개발복 착용 후 등부위 각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측면

에서 개발복 착용 전과 착용 후 허리와 뒤목점을 연결한 

각도를 측정하였다(Fig. 8).

Fig. 8. Measuremen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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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earing Test 

노년 여성의 경우 오랜 시간 정자세로 서 있는데 어려움

이 있어 개발된 의복을 피험자에게 착장시켜 정면, 측면, 

후면의 사진을 찍은 후, 의류 분야 전문가 5명에게 착의평

가를 실시하였다<Table 2>.

Div. Item

Front

Is the space of the anterior chest right?

2. Is there any pull on the anterior chest?

3. Is the space on the waist right?

4. Is there any pull on the waist?

5. Is the front neck width appropriate?

6. Is there any pulling in the armhole?

7. Is the front hemline horizontal?

Side

8. Is there any pull on the shoulder?

9. Is the armhole width apropriate?

10. Is there any pull in the front armhole?

11. Is there any pull in the back armhole?

12. Is the side hemline horizontal?

13. Is the side line vertical?

Back

14. Is the space of the back interscye length 

adequate?

15. Is there any pull on the back interscye 

length?

16. Is the space of the waistline adequate?

17. Is there any pull on the back?

18. Is the back neck width appropriate?

19. Is there a back shoulder pull?

20. Is the back hemline horizontal?

Total 21. Is the total appearance good?

Table 2. Appearance Evaluation Items

5. Data Analysis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개발복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착의평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활용하였다.

IV. Results

1. Wearing Test of Design 1

ZIGTECHnology 의복의 디자인 1은 폭 8cm의 넓은 엘

라스틱 테이프를 Zigzag의 형태로 뒤몸판의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 교차시켜 봉제를 하고 앞부분은 벨크로(velcro)

를 부착한 엘라스틱 테이프를 옆선에 붙여 옆선이 뒤쪽으

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면서 허리부분을 잡아줄 수 있도

록 하였다<Fig. 7>. 

디자인 1은 ‘뒤밑단선은 수평인가’에서 3.80, ‘앞밑단선

은 수평인가’라는 항목에서 3.60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가슴부위의 당김은 없는가’, ‘앞가슴부위 여유분은 적당

한가’라는 항목에서 3.40을, ‘뒤품에 당김은 없는가’에서 

3.20, ‘앞진동부위에 당김은 없는가’에서는 3.13으로 ‘보

통’으로 평가되었다. ‘허리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1.67, 

‘진동부위 당김은 없는가’ 1.60, ‘어깨부위에 당김은 없는

가’ 1.87, ‘뒤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1.60, ‘뒷목너비는 

적당한가’ 1.67 등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다.

8cm의 넓은 엘라스틱 테이프가 뒤쪽으로 잡아다니는 

역할을 해주어 의복의 옆선과 어깨선, 진동둘레선이 당기

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뒤중심선이 중심에 있지 않고 돌

아가는 현상을 나타냈다. 전체적인 외관에서도 1.87 정도

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Table 3><Fig. 9>. 

착용자의 착용감에 대한 평가 결과, 뒤쪽으로 의복이 너

무 당기는 듯한 느낌 때문에 착용감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등부분을 조금 당겨주어서 약간 펴지는 

느낌은 있지만, 어깨와 목부분이 뒤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 S B

Fig. 9. Wearing test of design 1

2. Wearing Test of Design 2 

ZIGTECHnology 의복의 디자인 2는 뒤중심선과 뒤판 

전체에 플라스틱 뼈대(bone)를 삽입하여 등이 굽는 부분

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가장 많이 

굽는 부위는 가로로 뼈대를 교차하여 잡아주는 역할을 보

강하였다<Fig. 7>.

F S B

Fig. 10. Wearing test of design 2

디자인 2는 ‘앞가슴부위 당김은 없는가’ 4.20, ‘앞밑단선

은 수평인가’ 4.47, ‘어깨부위에 당김은 없는가’ 4.40, ‘옆밑

단은 수평인가’ 4.40, ‘옆선은 수직으로 놓이는가’ 4.27,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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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Item

ZIGTECHnology clothes

Design 1 Design 2 Design 3
F

Mean SD Mean SD Mean SD

Space of front chest 3.40 .51 3.67 .62 3.40 .51 1.19

Stretch of front chest 3.40b .63 4.20a .68 3.47b .64 7.00*

Space of front waist 1.67c .49 2.40b .63 3.4a .63 32.82***

Stretch of waist 1.87b .64 2.93a .88 3.27a .59 15.60***

Suitability of front neck width 2.20b .68 3.00a .93 2.93a .80 4.54*

Stretch of armhole 1.87c .74 2.87b .52 3.33a .87 21.06***

Horizontal of front hemline 3.60b .83 4.47a .52 4.27a .46 7.96**

Stretch of shoulder 1.73b .80 4.40a .63 4.13a .64 67.05***

Suitability of armhole width 2.53b .52 3.20a .68 3.27a .70 6.07**

Stretch of front armhole 3.13ab 1.06 3.67a .82 2.67b .72 4.87*

Stretch of back armhole 2.00b .65 3.60a .63 3.93a .59 40.70***

Horizontal of side hemline 2.60c .51 4.40a .51 3.53b .64 39.47***

Vertical of sideline 2.46b .52 4.27a .80 4.13a .74 31.07***

Space of back interscye length 1.60c .63 2.73b .59 3.67a .62 42.53***

Stretch of back interscye length 3.20b .68 3.47ab .52 3.93a .80 4.55**

Space of back waist 1.73c .59 2.27b .70 3.53a .52 34.52***

Stretch of back part 2.67c .62 3.67b .72 4.73a .46 43.14***

Suitability of back neck width 1.67c .82 2.80b .86 4.73a .46 66.83***

Stretch of back shoulder 2.53b .74 4.33a .62 4.00a .65 30.30***

Horizontal of back hemline 3.80b .68 4.33a .62 4.60a .51 6.82**

Total Appearance 1.87c .74 3.60b .63 4.73a .46 80.73***

*p<0.05 , **p<0.01, ***p<0.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c).

Table 3. Appearance Evaluation of Design

어깨 당김은 없는가’ 4.33, ‘뒤밑단선은 수평인가’ 4.33 등

의 항목에서는 4.0 이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허리부위 여유분은 적당한가’ 2.40, ‘허리부위 당김

은 없는가’ 2.93, ‘뒤품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73, ‘뒤허리

둘레선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27, ‘뒷목너비가 적당한가’ 

2.80 등에서는 ‘부적합’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플라스틱 뼈대가 등을 받쳐주는 기능은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허리부위에 여유분이 부족하였으며, 뒷목이 뜨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전체적인 외관에서는 3.60 정도로 ‘보

통’보다는 조금 높은 평가를 받았다<Table 3><Fig. 10>.

착용자의 착용감에 대한 평가 결과, 편안한 것으로 평가되었

으나 허리부위에 여유가 부족하여 답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뒷목부분이 편안하게 놓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3. Wearing Test of Design 3

F S B

Fig. 11. Wearing test of design 3

ZIGTECHnology 의복의 디자인 3은 폭 2.5cm의 좁은 

엘라스틱 테이프를 X자 형태로 2번 교차시켜 봉제하여 뒤 

등부분을 받쳐줄 수 있도록 하였다<Fig. 7>.

디자인 3은 ‘앞밑단선은 수평인가’ 4.27, ‘어깨부위 당김

은 없는가’ 4.13, ‘옆선은 수직으로 놓이는가’ 4.13, ‘등부위

에 당김은 없는가’ 4.73, ‘뒷목너비가 적당한가’ 4.73, ‘뒤어

깨 당김은 없는가’ 4.00, ‘뒤밑단선은 수평인가’ 4.60 등으로 

4.0 이상으로 모두 매우 적합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목너비는 적합한가’와 ‘앞진동둘레에 당김은 없는가’

의 항목에서만 2.93과 2.67로 ‘보통’보다 낮은 평가를 받

았다. 이외에 앞가슴부위 여유분, 앞가슴부위의 당김, 허

리부위 여유분, 허리부위의 당김, 앞목너비의 적당성, 진

동부위의 당김, 진동너비의 적당성, 뒤진동의 당김, 옆밑

단의 수평, 뒤품의 여유분, 뒤품의 당김 등의 항목에서는 

모두 3.0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좁은 엘라스틱 밴드가 의복의 어깨선이나 옆선, 진동둘

레 등을 당기지 않아 편안하게 잘 맞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전체적인 외관에서도 4.73 정도로 높게 평가되었다

<Table 3><Fig. 11>.

착용자의 착용감에 대한 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편안하

게 잘 맞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등부위도 당겨주는 느낌

이 있어 등을 받쳐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피험자 간의 외관평가 비교에서는 앞목너비의 적합성과 

앞진동둘레의 당김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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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Item

Subjects

Subject 1 Subjects 2 Subjects 3
F

Mean SD Mean SD Mean SD

Space of front chest 3.47 .52 3.53 .64 3.47 .52 .07

Stretch of front chest 3.60 .63 3.80 .77 3.67 .82 .28

Space of front waist 2.60 1.06 2.40 .99 2.47 .74 .18

Stretch of waist 2.60 .91 2.47 .83 3.00 1.00 1.37

Suitability of front neck width 2.93a .70 2.20b .68 3.00a 1.00 4.54*

Stretch of armhole 2.53 .83 2.93 .80 2.60 .99 .90

Horizontal of front hemline 3.87 .83 4.20 .56 4.27 .70 1.37

Stretch of shoulder 3.27 1.57 3.20 1.26 3.80 1.32 .83

Suitability of armhole width 2.80 .68 2.93 .70 3.27 .70 1.80

Stretch of front armhole 2.93b .70 2.87b 1.13 3.67a .82 3.65*

Stretch of back armhole 2.87 1.06 3.13 1.13 3.53 .92 1.57

Horizontal of side hemline 3.33 1.04 3.60 .91 3.60 .83 .41

Vertical of sideline 3.73 1.16 3.40 .99 3.73 1.09 .47

Space of back interscye length 2.40 .99 2.67 1.23 2.93 .88 .98

Stretch of back interscye length 3.33 .82 3.53 .64 3.73 .70 1.15

Space of back waist 2.40 .91 2.67 .98 3.47 1.06 .30

Stretch of back part 3.60 1.06 3.73 1.03 3.73 1.09 .08

Suitability of back neck width 2.93 1.53 3.00 1.69 3.27 1.22 .21

Stretch of back shoulder 3.53 1.30 3.73 .80 3.60 .99 .14

Horizontal of back hemline 4.20 .68 4.20 .68 4.33 .72 .19

Total Appearance 3.33 1.45 3.20 1.32 3.67 1.29 .47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a>b>c).

Table 4. Appearance Evaluation of Subjects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앞목너비의 적합성에서는 

피험자 2보다 피험자 1과 피험자 3의 경우가 더 적합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또, 앞진동둘레의 당김에 대한 평가에서

는 피험자 3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4. Comparison of ZIGTECHnology clothes

ZIGTECHnology 의복 디자인 1, 2, 3을 비교한 결과, 앞

가슴부위의 여유분을 제외한 앞가슴부위의 당김, 앞목너비

의 적당성, 앞진동부위의 당김, 뒤품의 당김, 허리부위 여유

분, 허리부위 당김, 진동부위 당김, 앞밑단선의 수평, 어깨부

위의 당김, 뒤진동부위의 당김, 옆밑단의 수평, 옆선의 수직, 

뒤품의 여유분, 허리둘레 여유분, 등부위의 당김, 뒷복너비, 

뒤어깨의 당김, 뒤밑단선의 수평, 전체적인 외관 등의 항목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전체적인 평가에서 디자인 3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

으며, 디자인 2, 디자인 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1의 

경우는 넓은 엘라스틱 테이프로 인해 어깨선의 쏠림, 옆선

의 쏠림, 등부위의 들뜸 현상이 발생하여 맞음새에 문제가 

나타났다. 디자인 2의 경우에는 등부분의 플라스틱 뼈대가 

바깥쪽으로 향함으로 인해 뒷목부위가 들뜨는 현상이 발

생하였다. 디자인 3은 얇은 폭의 엘라스틱 테이프를 X자 

형태로 2번 포개어 약간의 당기는 힘을 가지면서 어깨선의 

쏠림현상이나 등부위의 들뜸 현상을 보완할 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실험복 착용 후 등각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원래 

피험자 1의 등각도는 16.0°를 나타냈으나 실험복을 착용한 

후의 각도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디자인 1을 착용한 

후의 등각도는 12.0°를 나타내 4.0° 정도 각도의 변화가 나

타나면서 등이 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디자인 2를 착용

한 후의 등각도는 14.0°로 2.0° 정도의 각도 변화가 나타났

다. 디자인 3의 경우에는 착용 후 등각도가 12.5°로 3.5° 

정도의 각도 변화가 나타났다. 피험자 2의 경우 의복 착용 

전의 등각도는 17.0°를 나타냈으나 디자인 1을 착용한 후

의 등각도는 14.0°로 3.0°의 각도 변화를 나타냈으며, 디자

인 2 착용 후에는 등각도가 15.5°로 1.5°의 차이를 나타냈

다. 디자인 3의 경우에는 15.0°로 2.0° 정도의 각도 변화를 

나타냈다. 피험자 3의 원래 등각도는 15.5°였으나 디자인 

1을 착용하였을 시 등각도는 13.0°로 2.5°의 변화를 나타

냈고 디자인 2를 착용하였을 시는 14.5°로 1.0°의 변화를 

나타냈다. 디자인 3 착용 시는 13.5°로 2.0°의 변화를 나타

냈다. 등의 각도 변화에 있어서는 디자인 1이 

ZIGTECHnology 의복으로써의 기능성은 가장 좋은 것으

로 평가되었으나 맞음새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여 기능성

과 맞음새를 고려하여 디자인 3이 ZIGTECHnology 의복

으로써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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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노화에 따른 노년 여성의 체형을 분석하

여 체형을 보정해주고 체형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보정

용 ZIGTECHnology 의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척추의 

만곡 등 노화 및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어깨, 등, 허리의 

굽어짐 등의 증상별 체형을 분석하여 증상을 완화시키고 

체형의 변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용이한 노년 여

성용 보정 의복을 개발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ZIGTECHnology 의복 디자인 1, 2, 3에 대한 

착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넓은 엘라스틱 테이프를 

접목하여 등부분의 기능을 부여한 디자인 1의 경우에는 허

리부위 여유분, 진동부위 당김, 어깨부위의 당김, 뒤품 여

유분, 뒷목너비의 적당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적합하

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디자인 2의 경우에는 플라스

틱 뼈대를 사용하여 등부분에 기능성을 부여하였다. 착의

평가에서 앞가슴부위의 당김, 앞밑단선의 수평, 어깨부위

의 당김, 옆밑단의 수평, 옆선의 수직, 뒤어깨의 당김, 뒤

밑단선의 수평 등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리부위의 여유분, 허리부위의 당김, 뒤품의 여유분, 뒤

허리둘레선의 여유분, 뒷목너비 등에서는 낮게 평가되어 

전체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디자인 3의 경우에는 

좁은 폭의 엘라스틱 테이프를 접목하여 등부위 기능을 부

여하였다. 디자인 3은 착의평가에서 앞밑단선의 수평, 어

깨부위의 당김, 옆선의 수직, 등부위의 당김, 뒷목너비, 뒤

어깨의 당김, 뒤밑단선의 수평 등에서 매우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앞목너비의 적합성, 앞진동부위의 당김을 

제외한 다른 부위에서도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어 가장 

적합한 디자인으로 분석되었다. 착용 후 등굽음 현상의 완

화는 디자인 1이 평균 3.17°가 변화되어 가장 기능이 뛰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성 및 맞음새의 우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디자인 3이 기능성 면에서는 디자인 1

보다 미흡하지만 맞음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노년 여성의 의복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노화로 나

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감추어주는 의복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 기능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27]. 즉, 디자인적인 부분보다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점차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버의류 개발

에 있어서 노화에 따라 변화되는 신체적 단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의복의 기능성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복의 겉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안쪽에서 체

형의 변화를 완화 시켜 줄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노년 여성의 다양한 신체적 노화현상 중에서

도 등부위의 굽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ZIGTECHnology 

의복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정

된 신체부위에 약간의 기능성을 부여하는데 그쳤으므로 

좀 더 다양한 노년 여성의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따

른 기능부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지속적인 착용을 통해 기능성 의

복의 신체변화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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