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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세대 여성의 의복 디자인 선호도

-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

장안화

경남대학교 패션의류학과

Clothing Design Preference of Silver Generation Women

- Focus on Age 60 and More -

An-Hua Chang

Dept. of Fashion & Clothing,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silver generation women, age 60 and more. Questionnaire was answered by the
total 291 of women.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and Duncon-Test have been completed by using SPSS 12.0 tool.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below. First, silver generation women live in Seoul and South Gyeongsang Province. The
data shows huge academic background gab among regions. Second, the following is the preferences found by 15 stimulants
which expert groups identified based on demography. People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like default, tailored, three-
button jacket more. People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prefer to Chanel jackets and people in their 70s prefer to it
than in 60s, stand collar casual jacket for color and material, and the less they are educated, the more they like the jackets.
And those who have less personal expenses tend to prefer to it. South Gyeongsang Province shows preference for semi
polo-neck sweater. Highly educated did not show any preference for it. Women in their 70s tend to like blouses with round
neckline. The data shows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of preference for design, color and material for coloration vest
between education levels. The less educated tends to like it. People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and those who live
with their children are in favor with half sleeve jackets for colors and materials. All in Seoul and South Gyeongsang Prov-
ince do not like three-quarter-length sleeve jackets because those jacket have wide and deep plunging neckline. The study
showed people living in Seoul, in their 60s, highly-educated tend to favor polo shirts significantly. Seoul favor basic
straight pants and people with any level of education excluding elementary prefer to it. The highly-educated and those
who have a bigger allowance tend not to prefer to baggy trousers. In conclusion, Fifteen incentives (clothing design) for
semi polo-neck sweaters, polo t-shirts, basic straight pants are more proper to silver generation women in their 60s, living
in Seoul. Other designs are desirably applicable to customers on a national scale at middl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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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는 실버세대를 위한 복지가 미처 형성되기도 전에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소비하는

제품들의 종류, 디자인, 기능, 가격 등이 다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욕구 또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후대책이나 연금 수혜 등 경제적 능력을 지닌 실버세대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고, 실버패션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연구들

(Hazel et al., 1994: 정찬진·박재욱, 1996; 남윤자·유희숙,

1997; 김용숙, 2000)이 있지만 실버패션 산업은 2008년 전 국

민 연금보험 혜택이 돌아가는 시점이 되어야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녀의 출가, 직장의 은퇴, 사회적 활동의 감소 등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고 있는 실버세대들은 패션-의복, 화장품, 액세서

리 등-과 기타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 젊어 보이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하다(김유덕·김미영, 2004).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단

체 참여 실태에 관한 조사에서 사회단체 종류별 가입률을 보면

종교 활동이 47.9%, 사교단체가 35.5%로 나타나(정경희 외,

2005) 이들의 여가활동이 거의 외부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사람

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복

은 꼭 필요한 실버세대의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도구로서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고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실버세대 여성이 의복을 통해 외적 만족을 얻

음으로써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면과 심미적인 면을 고려한 의복디자인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버패션마켓은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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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실버세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의복은 수입이나 디자

이너 브랜드 등과 같은 고가제품에서 재래시장의 저가제품으로

뚜렷하게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할인점 비율이

백화점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지만(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5)

실버세대 여성의 소비자층이 아직 두텁지 않고 투자비용에 비

해서 큰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패션업체의 참여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미국의 상

황을 볼 때 공적연금이 실버산업 등장배경에 영향을 주었으며

(하춘광, 2005)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되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의복디자인을 파악하여 그

들의 의견을 실버패션업체의 상품기획에 반영하여 소비자의 욕

구에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8월에 델파이법을 통해 전문가집

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한 실버패션디자인(15개의 자극물)

을 실제 소비자인 60대 이상의 실버세대 여성들에게 설문조사

하여 그들의 디자인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2005년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당시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으로 하여 실버세대의 폭을 넓혔으며

60대와 70대의 의복 디자인 선호에 관한 차이를 보고자 하였

다. 본 연구는 실버세대 여성과 예비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하

는 전문적인 실버의류브랜드의 런칭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여 실버패션마켓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의복을 제시함으로써 실버세대의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실버패션 마켓 현황

우리나라는 섬유·패션을 국가산업으로 지원하고 패션선진

국으로 진입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실버세대를 위한 전

문적인 의류브랜드와 실버패션 전문매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실버세대 여성들은 실버패션전문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또다른 일부는 중장년층과 같이 마담 브랜드를 착용하

기를 더 원하고 있고 오히려 ‘실버’라는 용어를 실버세대가 더

꺼려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고 ‘S’ 백화점 샵 마

스터는 말한다. 대부분의 마담브랜드에서 중장년을 포함한 실

버세대의 여성 소비자를 소화하고 있고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

으므로 실버패션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체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호칭과 사이즈는 마담브

랜드에서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업체마다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체계가 미비하고 표준체형 이외에는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실버세대를 겨냥한 브랜드는 리베도, 리본, 파세오, 리

스정 등이 있지만 점포에 구비된 상품은 패턴(무늬)물과 편해

보이는 스타일이 주를 이루므로 실버세대 여성의 젊어보이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아이템은 고가나 저가의 정장과 단품이 주를 이루고 캐주얼

한 의복은 유명스포츠브랜드에서 커버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과 스포츠 레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실버세대의 욕구

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중저가의 캐주얼이 니치마켓으로 요구된

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그들의 취업이 사회적 이슈로 대

두되고 여행 및 레져 스포츠, 노인대학, 경로당, 종교 활동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동반하므로 새로운 의복에 대한 욕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는 실버패션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

이다.

2.2. 의복디자인 선호도

의복디자인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간혹 진행되어 왔

지만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특성상 10년 전인 1990년대 중반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지금까지는 디자인, 색상, 소재

등에 관한 질문을 주로 문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도식화

로 제시된 디자인, 색상 등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직접적인 의

복디자인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다.

서미아·이선희(1995)는 서울거주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의

복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방문이나 쇼핑, 출근 시 즐겨

입는 봄·가을용 의복으로 투피스정장, 블라우스(스웨터)와 바

지, 스커트 순으로 선호하며 계절별 선호 의복 색으로 봄에는

분홍, 미색, 베이지 여름은 흰색, 하늘색, 파란색, 가을은 밤색,

자주색, 베이지 겨울은 검정(40%), 밤색, 회색 순으로 검정색이

압도적이며 문양은 무지, 기하학적, 전통문양 순이다. 선호하는

의복감은 세탁의 간편성, 옷맵시 나고 구김 안가는 옷감, 형태

가 변하지 않는 실용적 가치가 높은 옷감이 주류를 이루고 있

다. 

남윤자·유희숙(1997)은 고 연령화 될 수록 운동능력의 감

소와 체형변화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활동이 편하고 신체압

박이 적으며 입고 벗기 편한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사랑

의 전화 복지재단(2004)의 노인층의 의복선호도 경향조사에서

44%가 회색 및 검정계열을 선택하여 가장 높아 서미아·이선

희(1995)의 연구와 같았고 31.7%가 무늬 있는 옷을 선호하지

않아 지난 1990년과 1997년 조사에서 붉은 색 및 꽃무늬 등

화려한 무늬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26.7%와 34%로 높았던 점

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현대로 올수록 무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품위 있고 고상한 미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김유덕·김

미영(2004)는 30~50대 여성보다 60대 여성이 더 젊음 지향적

이며 의복을 젊어 보이고자 하는 매개체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선택기준으로 체형커버, 젊고 개성적 순으로

나타났고 여름 상의 소재는 흡수성, 하의는 신축성, 무늬는 무

지, 물방울, 꽃무늬 순이고 소재특성은 세탁안정성과 다림질이

필요 없는 소재를 중요시했다. 외출 시 즐겨 입는 스타일은 재

킷과 바지, 이너 웨어와 바지로 나온 연구결과(장안화, 2005)와 선

호하는 착장스타일은 재킷, 팬츠 세트나 점퍼, 팬츠 세트로 조

사된 여혜린·권영숙(2005) 결과와는 일치하며 또한 여름 상

의 색상은 흰색, 청색, 녹색 순이고 하의는 청색, 녹색, 검정,

무지와 체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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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실버세대 여성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실버세대 여성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라 자극

물(15개 의복디자인)별 선호도를 파악하여 전문가집단의 의견

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3.2. 용어정의

실버(Silver)는 머리카락이 은색으로 변해 붙여진 용어고(양

갑모, 1990)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은 1970년대 후반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되

면서 나온 말로서 일본 노동후생성은 실버산업을 ‘노령자를 대

상으로 민간 기업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佐武弘章, 1991).

본 연구에서는 실버세대를 연령이 60대 이상인 남녀 노년층을

가리키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실버세대 여성의 연령은 주로 60대

부터 70대로 80세가 넘는 대상자는 현실적으로 시장세분화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지역

은 서울과 경상남도 마산이며, 설문조사는 실버세대가 많을 것

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교회, 경로대학 등에서

실시하였다. 설문방법은 본 연구자와 의류관련학과 대학 및 대

학원 학생 5명이 설문지를 직접 읽어주고 체크하였으며 일부

는 연구대상자들이 직접 체크하였다. 조사기간은 3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이며, 총 320부를 배포하여 309부를 수거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291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3.4.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

실버세대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의

견은 2005년 8월에 델파이법을 통하여 얻었다. 소비자용 설문

지의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5문항, 장

안화(2005)가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버패션 디자인

연구’에서 도출된 봄·여름용 의복디자인에 대한 선호도에 관

한 45문항 등 총 5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장안화(2005)가 제시

한 16개의 자극물은 봄 재킷3, 카디건1, 반폴라 스웨터1, 긴소

매 블라우스1, 조끼1, 여름반소매 재킷1, 니트 재킷1, 폴로티셔

츠1, 반소매 블라우스1, 바지3, 스커트2이며, 이 중 트렌드 상

품으로 기획된 7부 통바지를 제외한 15개의 의복디자인을 자

극물로 사용하였다. 의복디자인 선호도는 디자인, 색상(칼라 칩

사용), 소재에 대한 선호도를 5점 리커트 척도(①‘매우 좋다’에

서 ⑤‘매우 안 좋다’)로 구성하였으며, 디자인은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고, 색상은 칼라칩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소재는 직접 보

여주지 않고 원자재의 특성 및 장점을 열거하여 선호도 체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

ANOVA와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버세대 여성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

른 자극물(15개 의복디자인)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와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실버세대 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의

류관련 전문가 집단의 특성과 6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응답자의 특성은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4.2. 실버세대 여성복 디자인 선호도

전문가 집단 : 장안화(2005)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의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실버세대 여성

의 디자인 선호도를 비교하였다. 델파이법을 적용하여 총 89문

항으로 1차 라운드를 돌린 결과 전체 평균은 3.35였고 2차 라

운드 때는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3점 이하를 제외한 65문항으

로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3.49로 1차 라운드 때보다 조금

높아졌다. 표준편차는 1차 1.04에서 0.84로 좁혀졌으며 주로 3,

4점의 분포를 보였다. 

의복디자인 선호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디자

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체형커버, 젊음, 무난, 유행 순이며 봄/

여름 착장스타일은 자켓/팬츠, 이너웨어/팬츠, 자켓/스커트, 이

너웨어/스커트 순으로 팬츠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재킷은 세

미 피트형에 힙 중간이나 바로 밑 길이, 싱글 단추 여밈, 허리

밴드는 일반 형과 부분 고무 밴드, 앞지퍼, 무릎 밑 길이의 부

분 플리츠스커트를 선호하였다. 팬츠는 일자실루엣의 발목(9부)길

이, 니트는 탑/카디건 세트를 선호하였으며 디자인은 마담브랜

드와 공유하고 체형커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1. 전문가 집단의 인구통계적 특성               n=31(%)

변인 빈도(명)

직장지역 서울

지방

24

7

(77.4)

(22.6)

직업 교·강사

디자이너·MD

17

14

(54.8)

(45.2)

연령분포 30대

40대

50대

10

17

4

(32.3)

(54.8)

(12.9)

교육수준 학사

석사

박사과정·수료

박사

6

9

4

12

(34.4)

(21.6)

(24.1)

(19.9)

경력 10년 이하

11~15년

16~20년

21년 이상

4

8

6

 13

(12.9)

(25.8)

(19.4)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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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및 소재 선호도는 봄은 연 핑크, 연그린, 연보라 순,

여름은 흰색과 블루가 선호 색상으로 조사되었지만 업체전문가

와의 인터뷰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2005 여름엔 레드가 인기

가 있었고 선명한색을 선호하며 실버여성이라도 자신의 선호색

이 있으므로 무조건 유행색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한다. 올 봄/

여름(2005년 7월 인터뷰)에 반응이 좋았던 색상도 원색에 가까

운 진한 핑크나 레드였고 실버여성의 옷차림이나 색상선택이

훨씬 대담해지고 있으며 붉은색이 인기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

므로 위의 색상을 기본으로 네이비, 민트, 연한 그레이와 블랙,

레드와 체리핑크를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부분적으

로 추가하였다. 

봄에는 울/폴리/스판이 믹스된 소재가 선호되고 여름에는 시

원하고 흡습성이 좋은 면/폴리, 마/폴리, 레이욘/폴리 등을 믹스

하여 기능을 향상시킨 소재가 높은 평가를 얻었다. 재킷, 셔츠, 팬

츠, 스커트 모든 아이템이 무지와 잔잔한 무늬가 높은 선호도

를 보여 심플하고 세련된 멋을 추구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를 토대로 봄은 자켓3, 조끼1, 카디건1, 스웨터1, 블라우스

1, 바지3, 스커트2, 여름은 자켓2, 폴로셔츠1, 블라우스1의 디자

인이 도출되었으나 실버세대 여성 설문지에는 트렌드 아이템인

7부 통바지를 제외한 15개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팬츠와 스

커트 디자인은 봄·여름 공유하나 소재와 색상으로 변화를 주

었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심플하면서 깔끔하고 체형커버가 되

Table 2. 실버세대 여성의 인구통계적 특성             n=291(%)

변인 빈도(명)

거주지역 서울

경남

161

130

(55.3)

(44.7)

연령분포 60대

70대

156

135

(53.6)

(46.4)

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

동거 안함

근거리에 거주

126

125

40

(43.3)

(43.0)

(13.7)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 이하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대학 졸 이상

100

63

70

58

(34.4)

(21.6)

(24.1)

(19.9)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30~50만원 이상

67

68

156

(23.0)

(23.4)

(53.6)

Table 3. 실버세대 여성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의복디자인선호도                                                     n=291(%)

조사대상자의 특성

기본 테일러드 재킷  샤넬 재킷 스탠칼라 캐주얼 재킷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거주지역

서울 (n=161) 2.25(0.79) 2.22(0.65) 1.83(0.57) 2.34(0.94) 2.29(0.74) 1.93(0.68) 2.30(0.92) 2.24(0.72) 1.91(0.67)

경남 (n=130) 2.03(1.06) 2.14(0.98) 1.64(0.76) 2.36(1.14) 2.22(1.04) 1.66(0.79) 2.32(1.09) 2.00(0.84) 1.65(0.68)

           t 1.99* 0.85 2.35* -0.16 0.58 3.01* -0.16 2.57* 3.27**

연령분포

60대 (n=156) 2.23(0.89) 2.26(0.80) 1.72(0.60) 2.24(0.98) 2.24(0.86) 1.82(0.75) 2.37(1.04) 2.21(0.82) 1.83(0.67)

70대 (n=135) 2.07(0.97) 2.10(0.82) 1.77(0.73) 2.48(1.08) 2.28(0.91) 1.79(0.73) 2.24(0.95) 2.04(0.74) 1.76(0.69)

t 1.51 1.60 -0.66 -2.01* -0.43 0.32 1.09 1.91 0.80

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 (n=126) 2.17(1.01) 2.16(0.88) 1.69(0.64) 2.28(1.01) 2.21(0.93) 1.77(0.76) 2.32(1.05) 2.17(0.82) 1.79(0.70)

동거 안함 (n=125) 2.11(0.84) 2.22(0.75) 1.78(0.71) 2.45(1.07) 2.23(0.85) 1.86(0.73) 2.30(0.97) 2.09(0.75) 1.82(0.65)

근거리에 거주 (n=40) 2.23(0.97) 2.15(0.80) 1.80(0.61) 2.28(0.99) 2.50(0.78) 1.78(0.73) 2.35(0.95) 2.15(0.80) 1.75(0.74)

F 0.27 0.25 0.70 0.98 1.79 0.47 0.05 0.33 0.21

교육수준

초졸 이하 (n=100) 2.10(0.99) 2.15(0.81) 1.69(0.73) 2.44(1.05)b 2.29(0.89) 1.76(0.77)ab 2.30(1.00) 2.00(0.74)a 1.70(0.66)

중졸 (n=63) 2.24(1.00) 2.19(0.91) 1.68(0.62) 2.03(0.98)a 2.08(0.87) 1.63(0.68)a 2.19(0.91) 1.92(0.70)a 1.81(0.59)

고졸 (n=70) 2.20(0.96) 2.21(0.85) 1.79(0.68) 2.51(1.10)b 2.33(0.94) 1.89(0.77)ab 2.30(1.02) 2.30(0.82)b 1.76(0.67)

대졸 이상 (n=58) 2.10(0.69) 2.21(0.67) 1.84(0.56) 2.34(0.91)ab 2.31(0.80) 1.98(0.69)b 2.48(1.05) 2.38(0.81)b 2.00(0.80)

F 0.40 0.11 0.94 2.90* 1.12 2.66* 0.89 5.71** 2.51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n=67) 2.22(1.10) 2.19(0.88) 1.67(0.73) 2.40(1.05) 2.24(1.00) 1.72(0.78) 2.28(1.07) 1.97(0.78)a 1.75(0.70)

10-20만원 미만 (n=68) 2.01(0.95) 2.13(0.83) 1.68(0.63) 2.31(1.08) 2.22(0.90) 1.78(0.77) 2.12(0.86) 1.99(0.68)a 1.66(0.59)

30만원 이상 (n=156) 2.19(0.93) 2.21(0.79) 1.80(0.65) 2.35(1.01) 2.28(0.83) 1.86(0.71) 2.41(1.02) 2.26(0.81)b 1.88(0.70)

F 1.05 0.19 1.33 0.14 0.13 0.93 2.09 4.90** 2.66

*p<0.05, **p<0.01

Duncan-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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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미 피트 실루엣, 기능적인 소재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버세대 여성 집단 : 기본 테일러드 재킷은 쓰리 버튼에 프

린세스 라인을 넣어 세미 피트 형으로 디자인 한 것이다. 디자

인과 소재에서 거주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남이

서울보다 기본재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삼호 외

(2006)의 연구에서는 정장제품 판매율이 높은 스타일에서 테일

러드 재킷과 일자바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백제은(2005)의

연구에서는 50대 이상의 조사대상자들의 평균적인 재킷선호도

가 엉덩이길이, 싱글 여밈, 테일러드 칼라의 전형적인 재킷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자극물로 제시한 디자인과 거의 일치하였

다. 

샤넬재킷 디자인은 지역별로 차이가 없었으나 소재는 경남

이 더 선호하였고 60대의 반응이 70대보다 좋아 젊은 실버 세

대가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백제은(2005)은 주의적 소비도가 높은 집단이 3

버튼 싱글재킷과 샤넬재킷, 블루종 재킷에서 주의적 소비도가

낮은 집단보다 선호도가 높게 조사되어 샤넬재킷은 지역간의

차이는 없지만 패션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가 더 선호하므로 본

연구와 일치한다. 

스탠 칼라 캐주얼 재킷은 색상과 소재에서 유의하였는데 경

남이 더 선호하였으며 색상은 저학력이 고학력보다 더 선호하

였다. 

배색조끼는 70대가 더 선호하였으며 디자인, 색상, 소재에서

교육수준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저학력이 고학력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소매 재킷은 색상과 소재에서 경

남이 더 선호하였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이 파스텔 색

상의 잔잔한 무늬를 덜 선호했고 저학력이 고학력보다, 용돈이

적을수록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육수준과 의복

비가 낮을수록 안락성, 정숙성을 중시한다는 조필교 외(1995)

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7부 니트 재킷은 15개의 디자인 중 가장 반응이 안 좋은 아

이템으로 나타났는데 목 깊이가 넓고 깊어 주름진 목과 피부가

노출될 것을 염려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재와 자녀 동

거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남과 자녀동거자가 선호

하였으며 교육수분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학력별로는

구분하기 어렵다. 

Continued.                                                                                                        n=291(%)

조사대상자의 특성

  

 배색 조끼  반소매 재킷 7부 니트 재킷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거주지역

서울 (n=161) 2.36(0.93) 2.53(0.86) 1.96(0.65) 2.22(0.83) 2.26(0.72) 1.87(0.69) 2.94(0.95) 2.43(0.75) 2.07(0.75)

경남 (n=130) 2.32(1.11) 2.35(1.00) 1.81(0.93) 2.09(1.07) 2.01(0.91) 1.61(0.77) 2.96(1.19) 2.45(1.03) 1.79(0.97)

t 0.37 1.72 1.55 1.09 2.65** 3.01** -0.18 -0.16 2.72**

연령분포

60대 (n=156) 2.42(1.00) 2.57(0.95) 1.94(0.78) 2.20(0.93) 2.22(0.85) 1.79(0.79) 2.99(1.05) 2.46(0.89) 1.96(0.92)

70대 (n=135) 2.24(1.03) 2.31(0.89) 1.84(0.79) 2.12(0.97) 2.07(0.78) 1.71(0.68) 2.90(1.08) 2.41(0.88) 1.93(0.80)

t 1.50 2.40* 1.07 0.72 1.58 0.89 0.78 0.39 0.28

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 (n=126) 2.40(1.07) 2.39(0.99) 1.79(0.71) 2.08(0.93) 2.02(0.75)a 1.66(0.65) 2.98(1.07) 2.44(0.97) 1.79(0.85)a

동거 안함 (n=125) 2.30(0.96) 2.48(0.87) 1.98(0.82) 2.18(0.95) 2.22(0.83)ab 1.78(0.73) 2.97(1.07) 2.38(0.78) 2.02(0.79)ab

근거리에 거주 (n=40) 2.30(1.02) 2.55(0.93) 1.90(0.90) 2.35(1.00) 2.35(0.95)b 1.95(0.99) 2.80(1.04) 2.60(0.90) 2.23(1.05)b

F 0.34 0.57 1.84 1.31 3.34* 2.59 0.45 0.91 4.85**

교육수준

초졸 이하 (n=100) 2.21(1.06)a 2.30(0.93)a 1.78(0.81)a 1.96(0.95)a 1.95(0.66)a 1.62(0.66)a 3.03(1.11) 2.41(0.84)ab 1.80(0.74)a

중졸 (n=63) 2.08(0.89)a 2.27(0.81)a 1.75(0.60)a 2.02(0.89)a 2.03(0.82)ab 1.65(0.68)a 2.67(1.12) 2.24(0.88)a 1.79(0.83)a

고졸 (n=70) 2.56(1.06)b 2.57(0.97)ab 1.97(0.85)ab 2.36(0.95)b 2.24(0.94)bc 1.80(0.83)ab 3.09(1.02) 2.67(1.02)b 2.11(1.06)b

대졸 이상 (n=58) 2.59(0.94)b 2.76(0.92)b 2.14(0.81)b 2.43(0.90)b 2.50(0.80)c 2.03(0.75)b 2.95(0.94) 2.41(0.73)ab 2.17(0.80)b

F 4.27** 4.34** 3.60* 4.76** 6.62*** 4.55** 2.08 2.81* 3.90**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n=67) 2.10(0.96) 2.30(0.92) 1.79(0.73) 1.85(0.91)a 1.81(0.68)a 1.66(0.57) 3.03(1.09) 2.34(0.95) 1.81(0.82)

10-20만원 미만 (n=68) 2.51(1.22) 2.43(0.95) 1.88(0.87) 2.10(1.00)ab 2.18(0.79)b 1.81(0.89) 3.03(1.13) 2.53(1.03) 1.94(0.91)

30만원 이상 (n=156) 2.37(0.93) 2.53(0.92) 1.94(0.78) 2.32(0.91)b 2.28(0.85)b 1.77(0.74) 2.88(1.02) 2.44(0.78) 2.01(0.87)

F 2.89 1.44 0.79 6.16** 8.37*** 0.80 0.73 0.75 1.34

*p<0.05, **p<0.01, ***p<0.001

Duncan-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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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화(2005)의 연구결과에서 니트는 탑/카디건 세트를 선호

하였으므로 카디건과 반폴라 스웨터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와는 크게 부합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카디건의 색상과 소

재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남이 더 선호하

였으며 자녀와의 동거여부, 교육수준, 월평균 용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고학력일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선호하지 않았

다. 그 이유는 좀 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 고가의 의상에 익

숙해져 그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

다. 반폴라 스웨터의 소재선호도는 경남이 더 좋았고 대졸 이

상의 고학력에서 안 좋게 나타났다.

라운드네크라인 블라우스 색상은 60대 보다 70대가, 자녀와

의 동거자가 선호하였다. 소재는 교육수준과 월평균 용돈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저학력과 용돈이 적을수록 더 선호한

것으로 보아 중가제품에 적당한 소재로 볼 수 있다. 

폴로 티셔츠의 디자인은 거주지역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남보다 서울이 더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집

단인 60대에서 더 반응이 좋았고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가

덜 선호하였다. 이는 서울의 실버세대 여성과 60대가 경남과

70대 보다 더 여행과 레저활동이 더 많고 활동적이고 젊어 보

이는 옷차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스타

일은 소매의 길이를 짧게 변형한 것으로 M디자인실 이사의 인

터뷰 기사를 바탕으로(매일경제, 2005) 민소매에 가까운 프렌

치소매, 깊은 앞여밈, 프린세스 라인처리에 탑 스티치를 하여

젊음 지향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으로서 보수적인 경남보다 서

울에서 반응이 더 좋음을 알 수 있는 테스트 마케팅 제품이다. 교

육수준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일관적이지 않았다. 

반소매블라우스는 소재와 자녀와의 동거여부, 색상과 월평균

용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기본 일자바지는 폴로 티셔츠

와 함께 서울이 더 선호한 스타일로 교육수준에서는 초졸 이하

만 다른 교육 수준에 비해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배기바지 색상은 교육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고학력일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가 브랜드에 적합한 디자인과 색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의 중에서는 가장 반응이 좋았던 스타일로 장안화의 연구결

Continued.                                                                                                        n=291(%)

조사대상자의 특성

   

 카디건  반폴라 스웨터 라운드네크라인 블라우스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거주지역

서울 (n=161) 2.70(0.94) 2.39(0.83) 2.15(0.70) 2.37(0.88) 2.22(0.77) 2.15(0.73) 2.34(0.93) 2.21(0.70) 1.93(0.78)

경남 (n=130) 2.50(1.08) 2.02(0.92) 1.81(0.85) 2.55(1.12) 2.21(1.02) 1.74(0.88) 2.34(0.99) 2.12(0.98) 1.79(0.95)

t 1.70 3.59*** 3.67*** -1.44 0.09 4.28*** 0.03 0.94 1.35

연령분포

60대 (n=156) 2.67(1.01) 2.31(0.87) 2.08(0.82) 2.42(0.95) 2.20(0.85) 2.00(0.80) 2.32(0.92) 2.30(0.83) 1.91(0.85)

70대 (n=135) 2.54(1.01) 2.13(0.90) 1.90(0.75) 2.48(1.05) 2.23(0.94) 1.93(0.84) 2.36(1.00) 2.01(0.82) 1.82(0.87)

t 0.12 1.81 2.03* -0.50 -0.30 0.77 -0.38 2.96** 0.87

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 (n=126) 2.67(1.03) 2.17(0.89) 1.90(0.83)ab 2.49(1.03) 2.17(0.88) 1.96(0.85) 2.23(0.91) 2.08(0.77) 1.69(0.75)a

동거 안함 (n=125) 2.58(1.01) 2.28(0.93) 2.14(0.78)b 2.44(1.01) 2.26(0.94) 1.96(0.81) 2.46(1.00) 2.25(0.90) 1.97(0.89)b

근거리에 거주 (n=40) 2.50(0.93) 2.23(0.77) 1.85(0.62)a 2.35(0.86) 2.23(0.73) 2.00(0.78) 2.33(0.94) 2.20(0.85) 2.13(0.99)b

F 0.54 0.44 3.55* 0.32 0.32 0.04 1.76 1.31 5.47**

교육수준

초졸 이하 (n=100) 2.58(1.05) 2.11(0.88)a 1.86(0.80)a 2.57(1.07) 2.24(0.92) 1.78(0.75)a 2.31(0.97) 1.99(0.76)a 1.66(0.76)a

중졸 (n=63) 2.63(1.05) 2.03(0.95)a 1.94(0.69)a 2.43(1.03) 2.13(0.91) 1.90(0.80)a 2.16(0.95) 2.17(0.85)ab 1.79(0.72)ab

고졸 (n=70) 2.51(1.03) 2.31(0.88)ab 2.01(0.89)a 2.29(0.98) 2.13(0.85) 1.99(0.84)a 2.49(1.02) 2.34(0.99)b 2.00(1.02)bc

대졸 이상 (n=58) 2.76(0.87) 2.53(0.78)b 2.28(0.67)b 2.47(0.84) 2.36(0.85) 2.33(0.85)b 2.41(0.84) 2.26(0.69)ab 2.16(0.88)c

F 0.67 4.27** 3.64* 1.13 0.98 5.87** 1.45 2.81* 5.00**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n=67) 2.43(0.97) 1.94(0.80)a 1.84(0.83) 2.55(1.17) 2.22(1.03) 1.81(0.88) 2.25(0.89) 1.90(0.70)a 1.58(0.74)a

10-20만원 미

만

(n=68) 2.62(1.02) 2.28(1.05)b 2.07(0.89) 2.31(0.97) 2.01(0.78) 1.88(0.72) 2.49(1.14) 2.28(0.99)b 1.82(0.88)ab

30만원 이상 (n=156) 2.69(1.01) 2.33(0.83)b 2.03(0.72) 2.47(0.93) 2.29(0.86) 2.07(0.83) 2.31(0.89) 2.24(0.80)b 2.01(0.87)b

F 1.48 4.71* 1.88 1.06 2.39 2.93 1.12 4.819** 6.21**

*p<0.05, **p<0.01, ***p<0.001

Duncan-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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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인 허리의 부분 고무 밴드에 앞지퍼, 발목(9부)길이를 적용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A라인 스커트

는 교육수준과 색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주름 스커트

는 거주지역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선호되었지

만 경남지역이 더 선호하였다. 기본일자 바지의 경우 디자인 면

에서 경남지역이 약간 저조한 것을 제외하면 바지가 스커트보

다 선호도가 높다는 장안화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향후 수년 내에 실버패션마켓의 중심소비자가 될

실버세대 여성 총 291명을 대상으로 하여 첫째 인구통계적 특

성을 알아보고 둘째 1차 연구에서 의류전문가들의 의견을 취

합하여 도출된 의복디자인에 대한 실제 소비자의 선호도를 조

사하여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실질적인 소비자의

니드에 부합할 수 있는 의복디자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버세대 여성들의 거주 지역은 서울과 경남 마산으로

서울이 약간 많았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학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자 중 고학력자는 주로 서울의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월평균 용돈과 의복구매에 사용하는 비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 고가 의류의 주 소비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15개 자극물(의복 디자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전문가 집단과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기본 테일러드 재킷은 디자인과 소재에서 거주지역

별 유의한 차가 있었는데 서울에 비해 경남의 선호도가 높았고

샤넬재킷은 서울보다 경남이, 70대 보다는 60대가 선호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디자인과 소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

지만 일괄적이지 않았다. 스탠 칼라 캐주얼 재킷은 거주지역별

로 색상과 소재에서 유의하였고 교육수준별로는 색상에서 유의

하였는데 저학력과 용돈이 적을수록 선호하였다. 카디건의 색

상과 소재는 경남과 70대가 더 선호하였고 교육수준별로는 고

학력이 덜 선호하였다.

반 폴라 스웨터는 젊음지향의 디자인으로 제시하였지만 연

령분포별로 유의하지 않았고 소재는 경남에서 더 선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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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의 특성

   

 폴로 티셔츠 반소매 블라우스 기본 일자바지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거주지역

서울 (n=161) 2.47(1.09) 2.45(0.93) 1.98(0.69) 2.11(0.77) 2.12(0.67) 1.87(0.67) 2.16(0.85) 2.11(0.72) 1.78(0.67)

경남 (n=130) 2.75(1.15) 2.34(0.98) 1.82(0.85) 2.27(1.15) 2.07(1.01) 1.82(0.90) 2.48(1.25) 2.18(0.98) 1.65(0.85)

t -2.13* 0.97 1.65 -1.39 0.47 0.57 -2.56* -0.69 1.42

연령분포

60대 (n=156) 2.44(1.06) 2.37(0.90) 1.92(0.75) 2.18(0.91) 2.17(0.81) 1.82(0.77) 2.21(0.91) 2.06(1.74) 1.64(0.65)

70대 (n=135) 2.76(1.17) 2.43(1.01) 1.89(0.79) 2.18(1.02) 2.01(0.86) 1.87(0.80) 2.41(1.20) 2.23(0.95) 1.81(0.86)

t -2.45* -0.52 0.38 0.02 1.55 -0.58 -1.66 -1.71 -1.87

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 (n=126) 2.49(1.10) 2.38(1.06) 1.82(0.75) 2.03(0.95) 2.03(0.87) 1.17(0.75)a 2.24(1.10) 2.08(0.89) 1.63(0.75)

동거 안함 (n=125) 2.62(1.17) 2.34(0.88) 1.92(0.73) 2.29(0.98) 2.10(0.78) 1.88(0.75)a 2.41(1.07) 2.16(0.81) 1.82(0.77)

근거리에 거주 (n=40) 2.83(1.04) 2.63(0.81) 2.15(0.89) 2.30(0.88) 2.30(0.91) 2.17(0.90)b 2.17(0.87) 2.25(0.81) 1.68(0.73)

F 1.39 1.36 2.92 2.64 1.56 5.83** 1.14 0.70 2.21

교육수준

초졸 이하 (n=100) 2.86(1.22)b 2.46(1.01) 1.87(0.80) 2.16(1.00) 2.02(0.84) 1.82(0.73) 2.60(1.21)b 2.27(0.91) 1.76(0.77)

중졸 (n=63) 2.38(1.04)a 2.16(0.87) 1.75(0.57) 2.11(1.02) 2.05(0.85) 1.70(0.71) 2.03(0.95)a 1.92(0.75) 1.57(0.59)

고졸 (n=70) 2.56(1.09)ab 2.39(0.94) 2.00(0.89) 2.26(1.03) 2.21(0.98) 1.86(0.94) 2.20(1.04)a 2.17(0.92) 1.71(0.87)

대졸 이상 (n=58) 2.40(1.03)a 2.57(0.94) 2.03(0.73) 2.19(0.71) 2.14(0.61) 2.03(0.73) 2.21(0.79)a 2.10(0.69) 1.81(0.76)

F 3.32* 2.11 1.90 0.27 0.86 1.92 4.54** 2.31 1.18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n=67) 2.58(1.20) 2.34(1.02) 1.84(0.83) 2.09()1.03 1.93(0.82)a 1.81(0.78) 2.43(1.21) 2.09(0.92) 1.67(0.79)

10-20만원 미만 (n=68) 2.72(1.16) 2.25(1.00) 1.85(0.78) 2.40(1.07) 2.28(0.93)b 1.79(0.87) 2.31(1.12) 2.22(0.94) 1.74(0.79)

30만원 이상 (n=156) 2.54(1.08) 2.49(0.90) 1.96(0.74) 2.12(0.87) 2.09(0.79)ab 1.88(0.75) 2.24(0.96) 2.12(0.77) 1.73(0.74)

F 0.62 1.62 0.85 2.35 3.07* 0.42 0.75 0.46 0.16

*p<0.05, **p<0.01

Duncan-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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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은 선호하지 않았다. 라운드 네크라인 블라우스는 색상

이 흰색과 하늘색인데 70대가 더 선호하였으며 교육수준별로

는 색상, 소재 모두 저학력이, 용돈이 적을수록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배색조끼는 교육수준에 따른 디자인, 색상, 소재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저학력이 모두 선호했다. 반소매 재

킷은 거주지역에 따른 색상과 소재에서 유의하였는데 경남이,

자녀와 동거집단이 선호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디자인, 색상,

소재 모두 유의하였는데 고학력일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선호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부 니트 재킷은 간절기나 여름에

간편하게 걸칠 수 있는 재킷으로 속에 탑을 입고 더우면 벗을

수도 있도록 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경남 모두 가장

선호도가 낮은 아이템으로 네크라인이 넓고 깊어 주름살이 보

일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소재는 경남과 저학력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로 티셔츠는 상의 중에서 유

일하게 서울, 60대, 고학력이 더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소매 블라우스는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소재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집단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본

일자바지는 하의 중에서 유일하게 서울이 더 선호하고 초졸 이

하를 제외하고 모든 교육수준에서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나타났

다. 세미 배기 바지는 교육수준과 월평균 용돈에 따른 색상에

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고학력일수록 용돈이 많을수록

선호하지 않았다. A라인 스커트는 교육수준에 따른 색상에서

유의하였지만 일관적이지 않았다. 주름 스커트는 거주지역에 따

른 소재에서 경남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

과를 정리하면 60대 이상의 실버세대 여성의 15개 자극물을 통

한 의복 디자인선호도는 디자인, 색상, 소재를 평균하여 ‘좋다’

에 근접하였고 소재, 색상, 디자인 순으로 선호도 점수가 높았

다. 이는 소재를 직접 보거나 만져볼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

다른 문항에 비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 선

호디자인은 세미 배기 바지고 최저 디자인은 7부 니트 재킷으

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거의 전문가들의 의

견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일부 평균선호도가 낮은 7부 니

트 재킷과 카디건, 폴로는 부분 수정 또는 지역적인 점을 고려

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60대가 더 선호하는 아이템은 샤넬

Continued.                                                                                                        n=291(%)

조사대상자의 특성

   

 카디건  반폴라 스웨터 라운드네크라인 블라우스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디자인
M(S.D)

색상
M(S.D)

소재
M(S.D)

거주지역

서울 (n=161) 2.09(0.92) 2.14(0.75) 1.85(0.63) 2.39(1.01) 2.15(0.75) 1.94(0.63) 2.27(0.87) 2.19(0.74) 1.95(0.78)

경남 (n=130) 2.05(0.92) 1.97(0.76) 1.76(1.15) 2.36(1.10) 2.22(0.93) 1.82(0.88) 2.30(1.16) 2.13(0.95) 1.72(0.92)

t 0.31 1.89 0.79 0.19 -0.73 1.32 -0.27 0.55 2.25*

연령분포

60대 (n=156) 2.08(0.93) 2.11(0.80) 1.72(0.65) 2.28(0.96) 2.16(0.78) 1.88(0.69) 2.29(1.00) 2.18(0.82) 1.79(0.82)

70대 (n=135) 2.07(0.90) 2.01(0.70) 1.91(1.12) 2.48(1.13) 2.21(0.91) 1.90(0.82) 2.27(1.03) 2.14(0.87) 1.92(0.88)

t 0.95 1.16 -1.77 -1.61 -0.47 -0.13 0.12 0.39 -1.30

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 (n=126) 2.10(1.00) 2.07(0.80) 1.77(1.11) 2.31(1.10) 2.13(0.83) 1.83(0.70) 2.32(1.08) 2.21(0.89) 1.82(0.86)

동거 안함 (n=125) 2.03(0.87) 2.02(0.71) 1.84(0.72) 2.43(1.03) 2.18(0.86) 1.88(0.78) 2.30(0.99) 2.10(0.84) 1.87(0.87)

근거리에 거주 (n=40) 2.10(0.78) 2.15(0.74) 1.85(0.66) 2.40(0.93) 2.33(0.80) 2.10(0.81) 2.10(0.81) 2.20(0.69) 1.88(0.76)

F 0.21 0.44 0.23 0.44 0.78 1.94 0.76 0.51 0.15

교육수준

초졸 이하 (n=100) 2.03(0.94) 1.91(0.70)a 1.87(1.20) 2.48(1.05) 2.23(0.91)b 1.86(0.82) 2.28(1.00) 2.18(0.85) 1.87(0.86)

중졸 (n=63) 1.98(0.94) 1.97(0.74)ab 1.68(0.64) 2.46(1.15) 1.94(0.67)a 1.79(0.63) 2.37(1.08) 2.14(0.84) 1.73(0.72)

고졸 (n=70) 2.20(0.89) 2.20(0.81)bc 1.76(0.71) 2.33(1.10) 2.39(0.92)b 2.03(0.83) 2.21(1.02) 2.21(0.93) 1.89(1.00)

대졸 이상 (n=58) 2.09(0.88) 2.26(0.74)c 1.91(0.73) 2.16(0.83) 2.12(0.70)ab 1.88(0.65) 2.28(0.95) 2.09(0.73) 1.90(0.77)

F 0.72 3.89* 0.90 1.38 3.49* 1.19 0.25 0.27 0.53

월평균

용돈

10만원 미만 (n=67) 1.96(0.93) 1.88(0.73)a 1.72(0.67) 2.31(1.06) 2.09(0.88) 1.76(0.70) 2.19(1.00) 2.18(0.90) 1.78(0.85)

10-20만원 미만 (n=68) 2.06(0.96) 1.94(0.75)a 1.84(1.41) 2.38(1.12) 2.21(0.97) 1.85(0.85) 2.50(1.20) 2.22(0.99) 1.79(0.86)

30만원 이상 (n=156) 2.13(0.89) 2.19(0.75)b 1.84(0.69) 2.40(1.01) 2.21(0.75) 1.96(0.73) 2.22(0.91) 2.13(0.74) 1.90(0.85)

F 0.84 5.29** 0.48 0.15 0.53 1.78 2.12 0.30 0.71

*p<0.05, **p<0.01

Duncan-test 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다른 문자로 표시한 것이다.(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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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반 폴라 스웨터, 폴로 티셔츠, 기본일자바지, A라인 스커

트이고 서울에서 더 선호한 스타일은 반 폴라 스웨터, 폴로 티

셔츠, 반소매 블라우스, 일자바지이고 고학력이 선호한 아이템

은 폴로 티셔츠와 일자바지고 용돈이 많을수록 선호한 아이템

은 없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반 폴라 스웨터와 폴로 티셔츠,

일자바지는 서울 지역의 60대 실버 여성에게 더 적합하며 그

외의 디자인은 전국적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가의 가격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실버세대 여성을

위한 복종을 외출용, 스포츠레저용 등으로 세분화하여 디자인

개발 할 필요가 있으며 실버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남대학교 신진교수연구

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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