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 식 문 화 연 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제 18 권 제 3 호, (2010. 6), pp.541～549

－ 541 －

60～79세 노년 여성의 슬랙스 구입 현황 및 착용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 정 진․서 미 아†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Slacks Purchase Realities and Wearing Satisfaction 
Focused on Old-Aged Women

Jung-Jin Lee and Mi-A Suh†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10. 4. 23. 접수일 : 2010. 5. 31. 수정완료일 : 2010. 6. 4. 게재확정일)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slacks purchases and wearing satisfaction among old-aged 
women who were highly dissatisfied with their bodies and fit due to physical changes and to provide some basic 
data needed to develop slacks patterns to meet their needs. A survey was taken among 223 old-aged women aged 
60～79 living in Seoul. Using the SPSS 12.0 progr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in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crosstab. The result were as follows: the most used place for them to shop slacks was a market(including 
the Dongdaemun and Namdaemun market), which was followed by a department store and a discount store in the 
order. As for their preference for slacks according to age, those who were in their sixties most preferred straight-line 
slacks, while those who were in their seventies semistraight-type slacks. As for fit for each body part according 
to ag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nly in crotch length. Those who were in their seventies were more 
dissatisfied with crotch length than those who were in their sixties, feeling that crotch length was short. As for 
their experiences of repair after purchasing a pair of slacks, 82.5% said they had such an experience. Most of the 
repairs with length, waist and slacks width involved in siz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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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 수명의 연장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
세로 대두되고 있으며, 현 사회에서도 노인의 문제
에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노년층에 대한 관심은 
실버산업으로 범위를 넓혀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활기를 띄고 있다. 과거에 비해 노년층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활동의 기회 증가로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이 변화되고 있다. 여가시간의 활용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
으며, 자신들에게 잘 맞는 의복이 생산되기 원하고, 
맞음새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김상
희1)는 노년 여성은 의복으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Horn2)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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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상희, “지역과 소득에 따른 노년여성의 의복 구매 행동 및 맞음새 선호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2) M. J. Horn and L. M. Gurel,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p. 2.
 3) B. Smuke and A. M. Creekmore, “Adolescents ‘Clothing Conformity, Awareness and Peer Acceptance,” Hop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 No. 2 (1972).
 4) 김순구, “성인 및 노인집단의 인구 통계학적, 심리적변인과 의복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1993).
 5) 김태현, 실버산업의 실제, (서울: 하우, 1997).
 6) 배주형, “노년 여성을 위한 재킷패턴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7) 이용재, “노년기 여성의 체형에 관한 연구: 65～75세 연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이소영, 김효숙, “60대 노년 여성의 체간부 체형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8권 11호 (2004), pp. 1426-1437.  
 9) 안인숙, “노년기 여성을 위한 마담브랜드의 기성복 스타일 분석과 체형별 재킷패턴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0) 김금화,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특성과 스커트 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9). 

노인이 중년보다는 의복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고 하였다. Smuker3)은 노인에게 있어 의복은 외모
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여 그들의 약화된 지위 
활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김순구4)는 노년기일수록 타고난 외모보다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의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유행에 관심이 
많다고 하였다. 김태현5)은 노인 의류 업체들에서는 
노인 여성들의 체격과 치수에 따른 기초 자료가 부
족하여 노인 여성들의 구매 의욕을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복이 보편화되고 다양화, 전문화 되는 경향 속
에서도 노년 여성복의 경우 30～50세 정도의 중년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노년층을 서브 타겟(sub target)
으로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며6), 노년 여성의 의복 
형태와 치수에 대한 욕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의복 착용시 의복에 대하여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체형 변화가 큰 연령
인 노년기 여성의 체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생산되
고 있는 기성복은 노년 체형을 커버하기에는 역부
족인 상태이다. 

노년 여성에 관한 의복구성분야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체형 연구7,8)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
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패턴을 적용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다. 패턴을 적용한 연구 중에는 재킷
9)과 스커트10)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하
체부의 체형 변화가 많은 노년 여성의 슬랙스 중심

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처럼 노년의 욕구수
준에 맞춘 다양한 아이템과 디자인 연구의 필요성
이 요구되며, 그에 따른 맞음새와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복이 생산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외출
용으로 입고 있는 슬랙스 구매 현황과 디자인 선호
도, 부위별 맞음새와 슬랙스의 전체적인 착용 만족
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노년 여성의 슬랙스 패
턴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의 슬랙스의 구입 현황을 

중심으로 슬랙스 구매 시 맞음새와 착용 만족도를 
파악하여 노년기 여성의 슬랙스 패턴 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구 문제
첫째, 노년기 여성의 슬랙스 구입 현황을 알아보

고자 한다.
둘째, 노년기 여성의 슬랙스 디자인 선호도를 알

아보고자 한다.
셋째, 노년기 여성의 슬랙스 착용 만족도를 알아

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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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인화, “중년여성의 재킷 패턴 개발을 위한 착용만족도와 맞음새 평가”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2) 김언정, “청바지 형태에 따른 소비자 착용실태 및 착의평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3) Ibid.
14) 황송이, “복부비만 여성의 슬랙스원형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사회

적으로나 의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 60세 이상을 노년으로 정의하여, 서울시에 거주
하는 60～79세의 노년 여성 230명을 대상으로 2008
년 5월 19일～5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그 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총 223부를 본 연구
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60～79세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슬랙스 구입 현

황 및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항목은 일반
적 특성 4항목, 슬랙스 구입 현황에 관한 8항목11,12), 
슬랙스 선호도 3항목, 슬랙스 착용 만족도 1항목, 
부위별 맞음새 1항목13,14), 슬랙스 구매시 요구도 1
항목 등 총 18항목으로 이루어졌다. 평가 방법은 
단답형 문항과 슬랙스의 부위별 만족도에 관한 문
항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다’(1점), ‘맞지 않는 편
이다’(2점), ‘보통이다’(3점), ‘잘 맞는 편이다’(4점), 
‘아주 잘 맞는다’(5점)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 

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빈도)를 산
출하고,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60～69세(54.3%), 70～79

세(45.7%)이다. 학력은 고졸(47.1%), 중졸(24.2%), 대
졸 이상(15.7%) 순이고, 직업이 없는 노년 여성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85.2%)(표 1). 

2. 슬랙스의 구입 현황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23)

구분 빈도(n) 백분율(%)

연령 60～69 121  54.3

70～79 102  45.7

계 223 100.0

학력
초졸  29  13.0

중졸  54  24.2

고졸 105  47.1

대졸 이상  35  15.7

계 223 100.0

직업의 
유무

유  33  14.8

무 190  85.2

계 223 100.0

<표 2> 슬랙스 한 벌 구입 가격             (n=223)

한 벌 평균가격 빈도(n) 백분율(%)

5만 원 이하 114  51.1

5～10만 원  66  29.6

11～20만 원  35  15.7

21～30만 원   8   3.6

계 223 100.0

슬랙스 구입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슬랙스 한 벌 구입 평균가격은〈표 2〉와 
같이 5만 원 이하(51.1%), 5～10만 원(29.6%), 11～
20만 원(15.7%) 순으로 중저가 가격대의 슬랙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의복 구입비는 20
만 원 이하(84.3%)가 가장 많았다. 이는 노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경제 활동 및 소득 수준의 감
소로 인하여 좀 더 저렴한 의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슬랙스의 착용 기간은 2년 이상(69.5%)으로 
슬랙스 구매 후 장기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랙스의 소유 벌수는 10벌 이상(33.2%), 7～10벌
(32.3%) 순으로 대부분의 노년 여성들이 7벌 이상의 
슬랙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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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슬랙스 소유 벌 수                  (n=223)

슬랙스 소유 벌 수 빈도(n) 백분율(%)

1～3벌  15   6.7

4～6벌  62  27.8

7～10벌  72  32.3

10벌 이상  74  33.2

계 223 100.0

슬랙스 구입 장소와 구입 이유에 대한 분석 결과
는〈표 4〉와 같다. 대부분의 노년 여성들(96%)은 
기성복 슬랙스를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기성복을 구입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37.7%), 구입이 간편해서(22.9%), 디자인이 다양해
서(20.2%), 체형에 잘 맞아서(19.3%) 순으로 나타
났다. 슬랙스의 구입 장소는 시장(남대문, 동대문
시장)(34.5%)을 가장 선호하였고, 백화점(25.6%), 상
설할인매장(17.5%) 순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슬랙스 구입 장소와 구입 이유 간에 유

<표 4> 슬랙스 구입 장소와 구입 이유                                                                 N(%)

구입 장소 백화점 대리점 디자이너
부띠끄

시장
(남대문,

동대문 등)

할인마트
(이마트 등)

상설할인
매장 홈쇼핑 계 χ2

구입
이유

가격
저렴  2( 0.9)  4(1.8) 0(0.0) 52(23.3) 10(4.5) 15( 6.7) 1(0.4)  84( 37.7)

85.52***

구입
간편 16( 7.2)  4(1.8) 1(0.4) 11( 4.9) 5(2.2) 11( 4.9) 3(1.3)  51( 22.9)

디자인
다양 17( 7.6)  4(1.8) 4(1.8)  7( 3.1) 2(0.9) 10( 4.5) 1(0.4)  45( 20.2)

체형에
잘맞음 22( 9.9)  6(2.7) 3(1.3)  7( 3.1) 0(0.0)  3( 1.3) 2(0.9)  43( 19.3)

계 57(25.6) 18(8.1) 8(3.6) 77(34.5) 17(7.6) 39(17.5) 7(3.1) 223(100.0)

***p<0.001.

<표 5> 연령별 슬랙스 디자인 선호도                                                                 N(%)

연령 60대 70대 계 χ2

디자인
일자형  71(31.8)  36(16.1) 107( 48.0)

16.73***
세미형  36(16.1)  58(26.0)  94( 42.2)

통이 넓은형  14( 6.3)   8( 3.6)  22(  9.9)

계 121(54.3) 102(45.7) 223(100.0)

***p<0.001. 

의한 관계를 보였다. 노년 여성들(23.3%)은 가격
의 저렴함을 이유로 시장(남대문, 동대문 등)을 이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화점은 체형에 잘 맞
는 슬랙스와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유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슬랙스 디자인 선호도
노년 여성의 슬랙스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본 결

과, 일자형 슬랙스(48%)와 바지 부리가 아래로 내려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형태인 세미형 슬랙스(42.2%)
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통이 넓은 와이드 슬랙스
(9.9%)는 소수의 노년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형 슬랙스와 세미형 슬랙스의 
선호도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 여성들은 일자형 슬랙스를 가장 선호한다는 
김경아1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연령에 따른 슬
랙스 디자인 선호도는 60대는 일자형 슬랙스(31.8%)
를 가장 선호하였고, 70대는 세미형 슬랙스(2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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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경아, “노년기 여성의 체형별 바지 구성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표 6> 연령별 슬랙스 착용시 여유량 선호도                                                         N(%)

연령 60대 70대 계 χ2

여유량

꼭 맞게 착용  17( 7.6)  11( 4.9)  28( 12.6)

5.12

약간 맞게 착용  26(11.7)  22( 9.9)  48( 21.5)

보통으로 착용  51(22.9)  37(16.6)  88( 39.5)

약간 넉넉하게 착용  25(11.2)  32(14.3)  57( 25.6)

아주 넉넉하게 착용   2( 0.9)   0( 0.0)   2(  0.9)

계 121(54.3) 102(45.7) 223(100.0)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슬랙스 착용 
여유량 선호도에 대한 분석 결과, 노년 여성은 평
소 슬랙스 착용시 보통의 여유량으로 착용(39.5%)
하거나, 약간 넉넉한 여유량으로 착용(26.5%)하는 
것을 선호하였다(표 6). 또한 연령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이 
나이가 들수록 슬랙스 착용시 편안한 여유량을 선
호하는 결과로 연령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계절별 색상 선호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표 7〉
과 같다. 봄․가을의 선호 색상은 검정색(32.3%)을 가
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감색(13%), 갈색(12.6%)의 
그린계통(11.2%)을 선호하였다. 여름에는 흰색(31.4%)
을 가장 선호하였고, 회색(14.8%), 감색(11.2%) 순으
로 계절의 특성상 시원해 보이는 색상을 선호하는 것
<표 7> 계절별 색상 선호도                    N(%) 

계절
색상 봄․가을 여름 겨울
검정색  72( 32.3)  22(  9.9) 180( 80.7)

흰색   3(  1.3)  70( 31.4)   0(  0.0)

회색  21(  9.4)  33( 14.8)   3(  1.3)

감색  29( 13.0)  25( 11.2)  22(  9.9)

갈색  28( 12.6)  14(  6.3)   9(  4.0)

빨강색   9(  4.0)   0(  0.0)   5(  2.2)

파랑색  20(  9.0)  29( 13.0)   2(  0.9)

녹색  25( 11.2)  14(  6.3)   2(  0.9)

기타  16(  7.2)  16(  7.2)   0(  0.0)

계 223(100.0) 223(100.0) 223(100.0)

<표 8> 계절별 소재 선호도                   N(%)

계절
소재 봄․가을 여름 겨울
니트류  19(  8.5)   0(  0.0)   7(  3.1)

모직  10(  4.5)   0(  0.0) 130( 58.3)

면직  60( 26.9) 119( 53.4)   4(  1.8)

마직   3(  1.3)  52( 23.3)   0(  0.0)

혼방직 131( 58.7)  52( 23.3)  82( 36.8)

계 223(100.0) 223(100.0) 223(100.0)

으로 나타났다. 겨울 역시 봄, 가을과 마찬가지로 검
정색(80.7%)을 가장 선호하였다.

계절별 소재 선호도에 대한 분석 결과, 봄․가을
은 혼방직물(58.7%)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면
직물(26.9%), 니트류(8.5%), 모직물(4.5%) 순으로 선
호하였다. 여름은 면직물(53.4%)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마직물(23.3%)과 혼방직물(23.3%)을 선호
하였다. 겨울에는 모직물(58.3%)을 가장 선호하였고, 
혼방직물(36.8%) 순으로 선호하였다. 계절에 따른 소
재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소재의 선호보
다는 실용적이고 편한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계절별 색상과 소재 선호도에 있어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8). 

4. 슬랙스 착용 만족도
노년 여성의 슬랙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결과, 가격, 디자인, 소재, 세탁 관리, 색상, 치
수체계, 착용감, 부속품 위치, 크기 항목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보통이거나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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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노년 여성의 슬랙스의 만족도                                                          N=223,  N(%)

만족도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아주 만족한다

가격 12(5.4) 27(12.1) 129(57.8) 41(18.4) 14( 6.3)

디자인  4(1.8) 15( 6.7) 110(49.3) 79(35.4) 15( 6.7)

소재  2(0.9) 10( 4.5) 113(50.7) 80(35.9) 18( 8.1)

세탁, 관리성  5(2.2) 24(10.8) 110(49.3) 62(27.8) 22( 9.9)

색상  3(1.3) 18( 8.1)  86(38.6) 82(36.8) 34(15.2)

치수체계  8(3.6) 49(22.0)  93(41.7) 50(22.4) 23(10.3)

착용감  3(1.3) 18( 8.1) 103(46.2) 70(31.4) 29(13.0)

주머니 등 부속품의 
위치 및 크기  6(2.7) 29(13.0)  98(43.9) 64(28.7) 26(11.7)

  

<표 10> 연령별 슬랙스의 만족도
연령

슬랙스의 만족도 60대 70대 t

가격 3.09 3.07 0.189

디자인 3.45 3.31 1.258

소재 3.46 3.45 0.118

세탁, 관리성 3.34 3.30 0.296

색상 3.61 3.51 0.848

치수체계 3.20 3.07 0.972

착용감 3.54 3.38 1.328

주머니 등 부속품의 
위치 및 크기 3.39 3.27 0.902

(*1점=전혀 맞지 않는다, 2점=맞지 않는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잘 맞는 편이다, 5점=아주 잘 맞는다)

타났다. 연령별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아 슬랙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두 집

<표 11> 노년 여성의 슬랙스의 부위별 맞음새                                                  N=223, N(%)

맞음새
항목

전혀 맞지 않다 맞지 않다 보통이다 잘 맞는 
편이다

아주 잘 맞는 
편이다크다 작다 크다 작다

허리둘레  8(3.6) 6(2.7)  36(16.1) 14( 6.3)  87(39.0) 66(29.6) 6(2.7)

배둘레  0(0.0) 8(3.6)  11( 4.9) 26(11.7) 109(48.9) 64(28.7) 5(2.2)

엉덩이둘레  5(2.2) 3(1.3)  17( 7.6) 17( 7.6) 112(50.2) 66(29.6) 3(1.3)

밑위길이  0(0.0) 5(2.2)   9( 4.0) 82(36.8)  84(37.7) 41(18.4) 2(0.9)

허벅지둘레  4(1.8) 0(0.0)  28(12.6) 16( 7.2) 119(53.4) 56(25.1) 0(0.0)

바지길이 17(7.6) 0(0.0) 110(49.3)  8( 3.6)  51(22.9) 34(15.2) 3(1.3)

바지부리  0(0.0) 9(4.0)  23(10.3)  8( 3.6) 136(61.0) 47(21.1) 0(0.0)

단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랙스의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결과는〈표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밑위길이에서 ‘보통이다(37.7%)’, 
‘작아서 맞지 않다(36.8%)’ 라고 응답하여 밑위길
이부위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으며, 바지 길이는 대
부분 노년 여성들의 키에 비해 길이가 길어 ‘커서 
맞지 않는다(49.3%)’의 불만족 응답이 높게 나타났
다.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바지부리 부위에
서는 ‘보통이다’ 또는 ‘잘 맞는 편이다’라고 대부분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슬랙스의 부위별 맞음새를 살펴보면〈표 
12〉, 〈표 13〉과 같다. 60대와 70대의 두 연령대 간
에는 다른 항목들은 제외하고 밑위길이 항목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중 70대 노년층은 60
대보다 밑위길이에서 불만족한 결과를 보여 70대 
노년층이 밑위길이부위에서 잘 맞지 않는다고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복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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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령별 슬랙스의 부위별 맞음새
연령

부위별 맞음새 60대 70대 t

허리둘레 2.98 3.01 －0.286

배둘레 3.09 3.08   0.98

엉덩이둘레 3.10 3.08   0.178

밑위길이 3.04 2.39   6.582***

허벅지둘레 3.06 2.96   1.085

바지길이 2.61 2.36   2.096

바지부리 3.00 2.98   0.203

***p<0.001.
(*1점=전혀 맞지 않는다, 2점=맞지 않는 편이다, 3점=
보통이다, 4점=잘 맞는 편이다, 5점=아주 잘 맞는다)

위의 변화로 인하여 슬랙스의 착용 시 연령에 따라 
허리착용위치가 변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노
년층은 슬랙스 착용 시 편안함을 유지하고자 슬랙
스의 허리위치를 제 허리위치보다 올려 착용하므

<표 13> 연령별 슬랙스의 밑위길이 맞음새                                                             N(%)

연령 60대 70대 계 χ2

밑위길이
맞음새

전혀 맞지 않다 크다   0( 0.0)   0( 0.0)   0(  0.0)

51.20***

작다   2( 0.9)   3( 1.3)   5(  2.2)

맞지 않다 크다   7( 3.1)   2( 0.9)   9(  4.0)

작다  20( 9.0)  62(27.8)  82( 36.8)

보통이다  57(25.6)  27(12.1)  84( 37.7)

잘 맞는 편이다  33(14.8)   8( 3.6)  41( 18.4)

아주 잘 맞는 편이다   2( 0.9)   0( 0.0)   2(  0.9)

계 121(54.3) 102(45.7) 223(100.0)

***p<0.001.

<표 14> 슬랙스의 수선 부위                                                                           N(%)

수선할 경우 늘임 줄임 계 순위

수선
부위

허리둘레 25(11.2)  42(18.8)  67(30.0) 2

배둘레 15( 6.7)  11( 4.9)  26(11.7) 6

엉덩이둘레 13( 5.8)  15( 6.7)  28(12.6) 4

밑위길이 14( 6.3)  12( 5.4)  26(11.7) 6

허벅지둘레  3( 1.3)  24(10.8)  27(12.1) 5

바지부리(바지통)  5( 2.2)  27(12.1)  32(14.3) 3

바지길이  6( 2.7) 152(68.2) 158(70.9) 1

로 밑위길이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
여 진다. 따라서 노년 여성 슬랙스 패턴 제도 및 그
레이딩 작업 시 70대 노년 여성의 밑위길이부위는 
약간의 여유를 더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슬랙스 구입 후 수선 경험 유무의 결과, 82.5% 노
년 여성들이 수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
로 수선 부위는 바지 길이 수선(70.9%)이 가장 많
았고, 허리둘레(30.0%), 바지부리(14.3%) 순으로 나
타났다(표 14). 이러한 바지 길이, 허리둘레 및 바지
부리 항목들은 모두 줄임 수선이 대부분이었다. 이
는 대부분의 노년 여성의 기성복 슬랙스의 길이를 
성인 여성의 기본 사이즈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복부의 둘레가 증가하는 노년 여성
의 체형특징으로 인하여, 슬랙스 구입시 허리둘레
보다는 배둘레에 맞춰 사이즈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배둘레에 맞추어 슬랙스를 구입하므로 
허리 부분에 남는 여유량을 약간씩 줄여 수선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노년 슬랙스 패턴 개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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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체형에 맞는 부위별 패턴 연구가 요구될 것으
로 사료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외출용으로 

입고 있는 슬랙스에 대한 구매 현황과 디자인 선호
도, 부위별 맞음새와 슬랙스의 전체적인 착용 만족
도를 알아본 것으로, 연구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노년기 여성의 연령에 따른 슬랙스 구입 현황
을 알아본 결과, 노년층의 슬랙스 한 벌 구입 평균
가격은 5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 5～10만 원, 11～
20만 원의 중저가 가격대의 슬랙스를 구매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의복 구입비는 20만 원 
이하가 가장 많았고, 고가 슬랙스보다는 저가 슬랙
스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년층
의 슬랙스 구입 장소로는 시장(남대문, 동대문 등)
이 가장 높았으며, 백화점, 상설할인매장 순으로 구
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슬랙스 구입 장소에 
따른 구입 이유는 67.5%의 노년층이 가격의 저렴
함을 이유로 시장(남대문, 동대문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화점은 체형에 잘 맞는 슬랙스
와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로 선호하
였다.

2. 슬랙스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결과, 일자형 슬
랙스(48%)와 세미형 슬랙스(42.2%)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는 일자형 슬랙스(58.7%)
를, 70대는 세미형 슬랙스(56.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 여유량 선호도에 대한 분석 
결과, 노년 여성은 평소 슬랙스 착용시 여유량을 ‘보통’
으로 착용(39.5%)하거나 ‘약간 넉넉하게’ 착용(26.5%)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 색상
선호도에 대한 분석 결과, 봄, 가을과 겨울의 선호 
색상은 검정색을 가장 선호하였고, 여름은 흰색을 
가장 선호하였다. 계절별 소재 선호도에 대한 분석 
결과, 봄, 가을의 선호 소재는 혼방직물을, 여름은 
면직물을 가장 선호하였다. 겨울의 선호 소재는 모
직물, 혼방직물 순으로 나타났다. 

3. 노년 여성의 슬랙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에 대한 결과, 가격, 디자인, 소재, 세탁 관리, 색상, 

치수체계, 착용감, 부속품 위치 크기 항목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보통’이거나 ‘만족한다’라고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두 집단 간에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슬랙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에서는 두 집단 간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슬랙스의 부위별 맞음새에 대한 결과, 밑위길
이와 바지 길이부위를 제외한 부위에서 ‘보통’ 또
는 ‘잘 맞는 편’으로 나타났다. 밑위길이는 ‘보통
(37.7%)’ 또는 ‘작아서 맞지 않다’(36.8%)라고 느꼈
으며, 바지 길이는 대부분 노년 여성들의 키에 비
해 길이가 길어 ‘커서 맞지 않는다(49.3%)’의 응답
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슬랙스의 부위별 맞음새 
에서는 두 집단간에 밑위길이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70대 노년층은 60대보다 밑위길이
에서 불만족한 결과를 보여, 70대에서 밑위길이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 여성 슬랙스 패턴 제도 및 그레이딩 작업시에 
70대의 노년 여성의 밑위길이에 여유를 더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슬랙스 구입 후 수선 경험 유
무의 결과, 82.5%의 노년층에서 수선 경험이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수선부위는 바지 길이 수선
(70.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허리둘레(30.0%), 
바지부리(14.3%) 순으로 나타났다. 바지 길이, 허리
둘레 및 바지부리 항목 모두 줄이는 수선이 대부분
이었다. 

이와 같이,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슬랙스의 구
매 현황과 디자인 선호도, 부위별 맞음새와 슬랙스
의 전체적인 착용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노년 여성의 슬랙스 착용만족도에서 부위별 맞음
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후속 연구에서
는 연령별 체형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인 노년기 여
성을 위한 슬랙스 패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서울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이므로 전국의 노년 여
성 소비자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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