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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clothing design preference (style, color, fabric print, kinds of 

fabrics) &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for older Men. For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650 older men in Seoul from June to August, 1998. Employing a sample of 504 data were analyzed 

by mean, frequency and percent.

With respect to clothing design preference, they prefer suit the style of outdoor clothing on going-out. On 

distinguish clothing into formal wear & casual wear, the color preference due to seasons has difference in spring 

clothing. Regarding the degree of fabric pattern preference, nonpattem single color fabric has occupied in formal 

wear, pattern in casual wear. Regarding the degree of fabric preference, they take a serious view of shape 

preservation in formal wear, utility (washing, sweat absorption) in casual wear. Suit has the lowest satisfaction 

in the fit of ready-to-wear clothing. Sleeve length the lowest in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each part.

Key words : clothing design preference(style, color, fabric print, kinds of fabrics), satisfaction with the fit of 

ready-to-yvear clothing.

I. 서 론

현대사회의 빠른 사회변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인간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 

로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 

의 개선으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차 증가되 

고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노령화 현상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사회현상 중 

의 하나이며, 노년층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 

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다른 연령층과는 현저하게 다 

른 특성을 갖는다. 최근 노인들의 경제력 향상과 함 

께 활발한 사회참여로 인하여 노년층은 의복이나 외 

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추세이다.

그간 국내에서 발표된 노인복에 관한 논문들은 

초기에는 대부분이 노년층의 의복구성을 위한 체형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연구의 폭이 넓어져 

의복태도 및 의복행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에 

서의 분석, 의복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도, 선호도, 

구매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그러나 아직 대 

부분이 여자노인을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남성은 여성과 비교해 의복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남성노인들도 그들의 특수한 입장에 따라 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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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소 뿐 아니라 활동성과 적합성도 함께 갖춘 의 

복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만족시킬 권리가 있는 소 

비자이므로, 남성노인들의 의복에 대한 불만족과 선 

호하는 의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노년기 남성의 의생 

활에 관한 연구 중 노년기 남성의 의복디자인 (형태, 

색채, 문양, 소재) 선호도와 시판의류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노년기 남성의 의생활의 

특징을 파악하고 의생활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 

나라 노년기 남성의 의복을 제조하는 의류업체에 마 

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되기를 기 

대한다.

n.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1) 노년기 남성의 의복디자인 (형태, 색채, 문양, 

옷감) 선호도를 알아본다.

2) 노년기 남성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 

본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으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55세 이 

상의 노년기 남성으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서, 1998년 6월부터 1998년 8월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응 

답능력에 따라 인터뷰 및 자기응답식 질문지법을 병 

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서울 시내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노년기 남성이 모여있는 구 

민회관, 노인복지회관, 공원, 노인정, 기원 등을 직접 

방문하였다. 설문지는 총 650부를 배부하여 504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1) 의복디자인 선호도

의복디자인 선호도는 이은영(1993)이 제시한 복식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여 김영애(1991)의 연구에서 

사용한 의복디자인과 관련된 문항을 수정 • 보완하 

였는데, 이는 외출할 때 즐겨입는 의복의 종류, 계절 

별로 좋아하는 의복의 색, 좋아하는 문양, 좋아하는 

옷감을 묻는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선호하는 디 

자인에 2개씩 답하도록 하였다.

2) 시판의류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

Shim 등(1993)이 사용한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는 기성복의 각 

품목 (양복하의, 양복상의, 점퍼, Y셔츠, 남방, T셔츠, 

내의류, 모자류)에 대해 구입할 때 신체에 잘 맞는 

정도를 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5점 Likert척도로 측정 

하였다. 그리고 각 의류품목에 대해 신체부위를 제 

시하여 맞지 않은 부위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하 

였다.

3) 소비자의 일반적 사항

소비자의 연령, 체중, 학력, 직업 유무, 총수입과 

용돈의 범위 등이 포함되었다. 체형구분에서는 신장 

과 체형을 기록한 자료로 Rohrer지수를 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PC를 사용하여, 평균과 빈도 및 퍼 

센트를 구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연령, 가족생활 형태, 학력, 직업 유무, 월평균 총수 

입 용돈, 체형 별로 구분하여〈표 1＞에 나타냈다.

ID. 연구결과 및 논의

1. 의복디자인 선호도

1)의복스타일 선호도

노년기 남성들이 가장 즐겨입는 외출 (방문, 출근) 

복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봄, 가을용으로 외출시 

즐겨입는 의복의 종류를 질문하여 2가지 답하게 한 

결과를〈그림 1＞에 나타냈다. 즐겨입는 의복으로 

'양복정장'(27.7%)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점퍼 

와 바지'(25.9%), '티셔츠와 바지'(15.7%)의 순으로 나 

타나 정장(27.7%)에 비해 편안한 옷차림(57.2%)을 더 

욱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모자의 착용 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노년기 남성 

들에게 모자를 착용하는 정도를 질문한 결과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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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N %

연 령
55〜64세 이하 393 78.0
65세 이상 ill 22.0

아내와 둘만 산다 81 16,1
아내와 자녀와 산다 374 74.2

가족생활형태 아내없이 자녀와 산다 36 7.1
혼자 산다 11 2.2
기타 2 .4

국민학교 졸업 이하 75 14.9
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70 53.6

전문대학 이상 159 31.5

직업 유무

--

다
다

있
 없 347

157
68.8
31.2

100만원 미만 99 19.6

월평균 총수입
101 만〜20。만원

201만원 이상

229
165

45.4
32.7

무응답 11 2.2

10만원 미만 92 18,3
11만~20만원 246 48.8

용 돈 21 만〜40만원 115 22.8
40만원 이상 46 9.1
무응답 5 1.0

마른 체형 169 33.5
체 형 표준 체형 250 49.6

뚱뚱한 체형 85 16.9

합 계 504 100.0

<그림 1> 의복스타일 선호도(%) 〈그림 2> 모자의 착용빈도(%)

림 2>에 나타냈다. '가끔 쓴다'(19.4%),，특별한 경 

우에만 쓴다'(9.1%), '자주 쓴다'(6.9%), '항상 쓴다' 

(5.6%)의 순서로 모자를 쓰는 경우가 40%로 나타 

났다. 모자를 착용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그 

림 3>를 살펴보면, 项으로 쓴다'(12.7%), '머리를 

가리기 위해 쓴다，(10.1%), '기타'(9.9%)의 순서로 

나타나 노년기 남성들이 모자를 착용하는 이유 

중 멋으로 쓰는 경우의 장식적인 목적이 가장 높 

으며 다음으 로 머리를 가리기 위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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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정색 계통' (20.8%)의 순서로 나타나 여름의 

선호 의복색은 다른 색에 비해 '파랑색 계통，의 선호 

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검정색 계통'의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검정색 계통'이 횐 

색. 회색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가을의 선호 의복색으로는 '밤색 계통'

넛으로 의 £)■ 가리：M 위해 台곤직으로 추워서 기&

〈그림 3> 모자를 착용하는 이유(%)

2) 의복색 선호도

노년기 남성들의 계절별 의복색 선호도를 조사하 

기 위해 정장과 캐쥬얼 의류로 구분하여 계절별로 

선호하는 의복색을 2가지씩 질문한 결과는〈그림 

4, 5〉와 같다. 정 장의 경우〈그림 4>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봄의 선호 의복색으로 '검정색 계통 (흰색, 

회색 등)'(22.1%), '파랑색 계통 (하늘색, 감색 등)， 

(19.6%)의 순서로 나타나 봄에는 다른 색에 비해，검 

정색 계통，과 '파랑색 계통，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여름의 선호 의복색으로는 '파랑색 계통' (25.

빨강액 ■노링색 0초흑색 Q］파람색 □호라밤색 g검정색］

〈그림 4> 정장의 계절별 의복색 선호도(%)

［。빨강색 ■노랑』国초록색 0파랑색 ei보리好 b밤색 a검云직

〈그림 5> 케쥬얼의 계절별 의복색 선호도(%)

(27.3%), '검정색 계통' (23.6%)의 순서로 나타나 가을 

의 선호 의복색으로는 다른 색과 비교하여 '밤색 계 

통'이 가장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겨울의 

선호 의복색으로는 '검정색 계통' (38.4%), '밤색 계 

통 (26.0%)의 순서로 나타나 겨울의 선호 의복색으 

로는 다른 색과 비교하여 검정색 계통과 밤색 계통 

의 선호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캐쥬얼 의류의 경우〈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봄의 선호 의복색으로 노랑색 계통' (17.1%), 

'초록색 계통'과 '검정색 계통 (14.1%)의 순으로 나타 

나 정장일 경우의 '검정색 계통', '파랑색 계통'의 순 

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름의 선호 의복색은 

'파랑색 계통' (23.9%), '검정색 계통' (J8.2%)의 순서 

이며, 가을의 선호 의복색으로는 '밤색 계통' (25.0%), 

'검정색 계통' (17.7%)의 순서로 나타났다. 겨울의 선 

호의복색으로는 '검정색 계통' (31.6%), '밤색 계통' 

(24.4%)의 순서로 나타나 정장과 캐쥬얼 의류를 비 

교했을 때 봄의 선호 의복색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정장의 경우 선호되 

는 의복색이 거의 정해져 있으며, 또한 캐쥬얼 의류 

라고 해서 여러 색상을 다양하게 선호하는 것은 아 

님을 알 수 있었다.

3) 문양 선호도

노년기 남성들의 문양 선호도를 알기 위해, 선호 

하는 문양을 2가지로 응답하게 한 결과를 중요 순서 

대로 나타내면〈그림 6>과 같다. 정장의 경우 나타 

낸 바와 같이 '문양 없는 단색'(40.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하학적 문양'(32.1%), '전통 

문양'(5.2%)의 순으로 나타나，문양 없는 단색，과 '기 

하학적 문양이 우세하게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캐쥬얼 의류의 경우 '기하학적 문양(34.1%),，문 

양 없는 단색'(33.8%)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추상문양(8.0%), '점문양'(6.6%)의 순서로 나타 

났다. 이상에서 문양 없는 단색의 소재는 정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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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정장 e캐주얼 I

〈그림 6> 문양 선호도(%)

선호비율이 더 높고, 문양이 있는 소재의 경우 캐쥬 

얼 의류에서 선호비율이 더 높아 의복의 성격에 따 

라 선호하는 문양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4) 옷감 선호도

노년기 남성들의 옷감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해 2 

가지로 응답하게 한 결과를 중요 순서대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나타난 바와 같이 좋아하는 옷감 

으로 정장의 경우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감 

(17.8%),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16.7%), 

'옷의 맵시가 잘 나는 옷감' (14.5%)의 순서로 나타났 

다. 캐쥬얼 의류의 경우 '세탁이 간편한 옷감' (16. 

0%), '땀 흡수가 잘 되는 옷감' (12.0%), '가벼운 옷감' 

(11.3%)의 순서로 나타나, 한 종류의 옷감을 선호하 

기 보다 여러 종류의 옷감을 비교적 고르게 선호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장의 경우 옷의 형태유지 

를 중시한 반면, 캐쥬얼 의류는 세탁 및 땀흡수 등 

실용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A 세탁이간편한옷감 E 더러备이 잘타지 않는읏갑 1 웃의 앱시가잘 나는웃갑
응 웃청태가잘변치 압는옷감 「 留리 아흐는옷감 J 가벼운옷갑

C 다림会야 끵요 어는臭감 G 땀备수가勒되는욱갑 K 측갑이 즣은읏감
D 착용시 구김이 잘 於는 웃감 H 段아다 일어나도 번倚거리지 않는 웃감

〈그림 7> 옷감 선호도(%)

2. 시판 의류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

노년기 남성들의 기성복 구입시 의복의 종류별로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그림 8> 

에 제시하였다. 먼저 전체평균을 살펴보면, 의복종류 

중 내의류가 3.84로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캐쥬얼 의류, 양복류와 모자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의류 중에서는 티셔츠 (3.78), 점 

퍼 (3.63), 남방 (3.62), Y셔츠 (3.59), 양복상의 (3.43), 

양복하의 (3.32)의 순서로 나타나 티셔츠의 치수적합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양복하의의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모자류의 

경우 내의류나 외의류와 비교하여 2.84로 가장 낮은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보였다• 이상에서 내의류 

나 티셔츠의 경우 대부분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고 

또한 속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치수적합에 대한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양 

복의 경우 외의류 중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가 가 

장 낮게 나타났는데 치수적합에 대한 기대가 높은 

아이템인 만큼 상대적으로 치수적함에 대한 만족도 

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또한 모자 

류의 경우는 일반화되지 않은 아이템인 만큼 다른 

아이템에 비해 치수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시판의류의 부분별 치수 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의복의 종류에 따라 부위별로 부적합 

한 부위를 질문한 결과를〈그림 9>에 제시하였다. 

양복하의에서 잘 맞지 않는 부위로 허리둘레 (27. 

6%), 밑위길이 (27.4%), 배(복부)부분 (25.4%)의 순으 

로 다른 부위에 비해 허리둘러】, 밑위길이와 배(복부) 

부분에 불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양복

〈그림 8> 시판의류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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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판의류의 부분별 치수적합도에 대한 불 

만족도(%)

상의에서는 소매길이 (37.5%), 어깨넓이 (23.2%), 상 

의길이 (18.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점퍼에서는 소 

매길이 (32.9%), 전체적인 여유분 (19.8%), 상의길이 

(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丫셔츠에서는 소매길이 

(32.5%), 칼라(목둘레)부분 (34.1%), 전체적인 여유분 

(17.9%)으로 나타났다. 남방에서는 소매길이 (26. 

6%), 전체적인 여유분 (21.6%), 칼라(목둘레)부분 

(21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T셔츠에서는 전체적 

인 여유분 (24.8%), 소매길이 (21.0%), 어깨넓이(20. 

0%)로 나타났다. 모자류에서는 머리둘레 (25.9%), 전 

체적인 여유분 (24.4%)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의복의 종류에 따라 부위별로 부적합한 

정도를 살펴본 결과 양복상의와 점퍼에서 소매길이 

에 가장 불만족하였으며, Y셔츠에서는 칼라(목둘러)) 

부분과 소매길이 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상의에서는 소매길이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노년기 남성의 의생활에 관 

한 연구 중 노년기 남성의 의복디자인 (형태, 색채, 

문양, 소재) 선호도와 시판의류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노년기 남성의 의생활의 특징을 

파악하고 의생활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지법을 사용 

하였으며, 조사대상으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체로 신체적 활동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55세 이 

상의 노년기 남성으로 하였다. 총 504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평균과 빈도 

및 퍼센트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디자인 선호도를 살펴보면, 노년기 남 

성들이 봄, 가을용으로 선호하는 외출복 스타일은 

양복정장, 점퍼와 바지, T셔츠와 바지의 순서로 나 

타나 외출시 가장 선호하는 의복형태는 정장스타 

일임을 알 수 있었다. 모자는 가끔이라도 쓰는 경 

우를 포함하여 41.0%였으며, 멋으로 쓰는 것과 머 

리를 가리기 위해 쓰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다. 계 

절별 의복색 선호도를 살펴보면, 정장의 경우 봄에 

는 검정색 계통 (횐색, 회색 등), 파랑색 계통 (하늘 

색, 감색 등), 노랑색 계통 (미색, 연두색 등)이었으 

며, 여름에는 파랑색 계통, 검정색 계통, 초록색 계 

통 (녹색, 카키색 등)의 순서였다. 가을에는 밤색 

계통 (베이지색, 밤색 등)과 검정색 계통, 파랑색 

계통의 순서였으며, 겨울에는 검정색 계통, 밤색 계 

통, 파랑색 계통의 순서였다. 캐쥬얼 의류의 경우 

봄에는 노랑색 계통, 초록색 계통과 검정색 계통의 

순서이며 여름에는 파랑색 계통과 검정색 계통, 노 

랑색 계통의 순서였다. 가을에는 밤색 계통, 검정색 

계통, 파랑색 계통이며, 겨울에는 검정색 계통, 밤 

색 계통, 파랑색 계통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장과 캐쥬얼 의류에서 계절별 의복색 선호경향 

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밝은 계통의 색을, 겨울에는 

어두운 계통의 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양 선호도를 살펴보면, 문양 없는 단색과 기하학적 

문양이 다른 문양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정장의 

경우 문양 없는 단색, 기하학적 문양의 순서로 나 

타났으며, 캐주얼 의류의 경우 기하학적 문양, 문양 

없는 단색의 순서로 나타났다. 옷감 선호도를 살펴 

보면, 정장의 경우 옷의 형태가 잘 변하지 않는 옷 

감, 착용시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옷감, 옷의 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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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는 옷감의 순이었으며, 캐쥬얼 의류는 세탁이 

간편한 옷감, 땀흡수가 잘 되는 옷감, 가벼운 옷감 

의 순이었다.

둘째, 시판의류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보면, 양복하의에서는 허리둘레, 밑위길이, 배（복부） 

부분에서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양복 

상의의 경우에는 소매길이, 어깨넓이에서 치수적합 

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점퍼는 소매길이, Y셔츠는 

칼라 （목둘레） 부분과 소매길이, 남방에서는 소매길 

이와 전체적인 여유분, T셔츠에서는 전체적인 여유 

분과 소매길이에서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자류에서는 머리둘레와 전 

체적인 여유분에서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상에서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관련하여 외출시 

가장 선호하는 의복형태는 양복정장이었으며, 선호 

의복색으로는 계절별로 정장과 캐쥬얼 의류를 비교 

했을 때 봄의 선호 의복색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문 

양 선호도에서는 문양 없는 단색 의 소재는 정장에서 

선호비율이 높고, 문양이 있는 소재의 경우 캐쥬얼 

의류에서 선호비율이 더 높아 의복의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문양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옷감선호도 

에서는 한 종류의 옷감을 선호하기보다는 여러 종류 

의 옷감을 고르게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정장의 경우 옷의 형태유지를 중시한 반면, 캐쥬얼 

의류는 세탁 및 땀흡수 등 실용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었다. 시판의류의 치수적합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의복종류 중 양복정장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 

며, 의복의 종류에 따른 부위별 만족도에서는 상의 

에서 소매길이에 가장 불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점차 노년기 의생활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수행했던 노 

년기 여성의 의생활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노년기 

남성의 의생활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고찰했던 여러 변인들의 관계 

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 

고자 하며, 서울로 한정시켰던 연구 대상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반적인 노년기 의복에 대한 이 

론 정립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의생활에 대한 더욱 

진지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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