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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clothing behavior and body image of elderly men,

how these factors vary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w these factors affect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were 250 elderly men se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between the ages of 60 to 80 who lived

in Gyeongnam province. They participated in a survey from May-June 2012. Out of the 250 participants only

227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due to the completeness of their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ac-

tors for clothing behavior were social psychological importance, conformity, economic efficiency, fashion

interest, and interpersonal intention. For body image, the factors revealed were physical attractiveness, inte-

rest in appearance, and concern about weight. Differences in the clothing behavior, body image, and quality

of life were indicated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lothing behavior and body image

of elderly men were revealed as a contributing factor toward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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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단

순히 노인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사회구조와 경제 패턴

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노인층은 건

강하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

제적 여유 속에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기는 등 질 높은 삶

을 추구한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신체적 ·생리적인 기

능 저하로 인해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의욕 상실, 대인관계 기피 등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자존감 저하, 고독감, 소외감,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불안

을 느끼게 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수

행하기 힘들며, 주관적인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경우

가 있다(Kim et al., 1998; Lee & Lee, 1995).

주관적 삶의 질이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인 면으로 노력하고, 주위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개인

적 욕구 만족을 통해 자신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내적 상

태를 의미한다(Lawton, 1975).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신체적 ·생리적

인 기능 저하를 극복하고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년층의 삶

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가 건강상태, 소득수준, 자아존

중감 등을 영향요인으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Kim and Min(2011)은 미에 대한 욕구는 나이 듦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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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더욱 강해지며 노년이 되어서도 외모관리를 필요

로 하여 외모관리행동을 노년층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다루었다.

외모관리에는 여러 가지 하위 변인이 있다. 그 중 의복

은 개인의 경제적 여건, 정서적 취향, 심리적 특성, 사회

적 상황 등을 묵시적으로 표현하며, 신체적 ·심리적 ·사

회적 측면에서 행복한 노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위 차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Jeon

& Park, 2008; Lee et al., 2012).

한편 신체이미지는 인간이 자신의 신체를 마음속에서

떠올려보는 것으로 자기개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

소 중의 하나이다(Kalish, 1975). 외모가 대인관계에서 중

시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외모가 타인의 외모에

비해 뒤진다고 생각되면 신체불만족이 높아지고 결국

개인의 자아존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Hwa-

ng & Kim, 2006) 신체이미지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보건학이나 간호학 분야에서 이루어졌

을 뿐 의복행동이나 신체이미지와 같은 의류학 측면에

서, 특히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검토한 연구는 매우 미

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의복행동

과 신체이미지가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노년 남성의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와 삶

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노년 남성의 심리적 특

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패션산업에서 영향력을 가진 구

매집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노년 남성의 패션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의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

오늘날 노년기 소비자들은 노인대학과 같은 사회교

육기관과 사회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로 삶에 대한 의

식이 변화하여 노후의 안정된 경제 수준, 안락과 오락에

대한 욕구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노년층의 사회참여, 자아회복에 대한 인

식 및 관심, 경제력 향상은 의복과 외모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다(Choi et al., 2012; Kim & Lee, 2002).

의복행동이란 의복의 구입에서부터 입고 벗는 행동과

세탁 및 관리까지 의생활 전반을 가리킨다. 노년층에 있

어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의복행동은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

므로 고령사회로 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년층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Kim & Lee, 2002;

Lee & Lee, 1995). Kim and Lee(2002)는 노년 남성은 기

성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고 사이즈, 편안함 등에서 높

은 불만을 나타내었으며, 대다수의 노년 남성은 노년층

을 위한 의류브랜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

였다. Choi et al.(2012)은 노인 여성의 의복행동은 사회

심리적 중요성, 동조성, 개성, 경제성, 의복 ·유행관심의

5가지 요인으로 다차원 구조를 이루었으며, Lee and Kim

(2007)의 연구에서도 외모에 대한 관심, 의복에 대한 심

리적 의존성, 의복에 대한 만족도, 유행에 대한 관심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노인여성이 다양한 의복행동을 한

다고 보고하였다.

신체이미지는 이상적인 신체이미지와의 거리감과 깊

은 관련을 가지며 자신의 신체가 이상적인 체형과 유사

하다고 지각하면 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만족하게 된다.

Choi et al.(2012)은 노인여성의 신체이미지는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체중관심의 2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하

였다.

위와 같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의복행동과 신체이

미지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

되고 있지만 노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

족하다.

2. 노년기의 삶의 질

삶의 질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이며 지향점이지만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며 복합적

이어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삶의 질에서 추

구하는 가치는 인간의 ‘행복’ 또는 ‘삶의 만족’ 등 다양

하다. Jeong(1999)은 삶의 질에 대한 관점을 객관적 삶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관점, 주관적 ·심리적 만족감으로 규

정하는 관점 그리고 주관적 ·객관적 측면을 포괄하여 규

정하려는 관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

하여 삶의 질이란 개인복지의 실체를 규정짓는 영역들

의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Kang(2008)은 삶의

질이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객관

적 평가와 이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전반적인 평가

의 조합이라고 하였다. Chung(2007)은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소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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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라고 하였으며, 노인들이 삶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

만족은 물질영역과 생산영역의 만족이 주로 반영된다고

하였다. 성격특성이 외향적이거나 낙관적인 노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성격변수가 인구사회적 변수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Kang(2008)은 연령이 낮을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가

족화목 정도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독감이 낮고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난다

고 하였다.

나이 듦에 따른 노인들의 외모 변화도 대인관계에서

의 자신감을 저하시키며, 생활의 만족도, 자존감 등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erraro et

al.(2008)은 노화로 인한 머리색의 변화, 주름,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외모의 변화 등이 여성의 삶의 질을 저하시

킨다고 하였다. Kim and Min(2011)은 화장교육이 생활

만족도를 향상시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었

고 노인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즐거

움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Paquette and Raine(2004)은 외모에 대한 관

심이 여성들로 하여금 삶에 대한 통제감 혹은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억압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삶의 질은 다차원적인 구조로 결정되고 각

구조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됨을 알 수 있

으며, 인구통계적 특성, 경제적 변수, 건강상태, 심리적

요인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이루

어졌는데 노년 남성의 삶의 질을 이러한 변수들과 의생

활과 관련시켜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 남성의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의 요인을

알아본다.

둘째, 노년 남성의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의복행

동, 신체이미지,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노년 남성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이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의복행동 20개, 신체이미지 10개,

삶의 질 23개, 인구통계적인 변인 5개로 모두 28개 문

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해

당되는 1개의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의복행동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의복행동이 어

떠한지를, 신체이미지는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평가하게 하였다. 측정방법은 ‘매

우 많이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아니다’의 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문항은 선행연구(Choi

et al., 2012)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의복행동

에 관한 문항은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치가 낮은 문항

과 요인부하치가 여러 요인에 걸쳐 있는 문항을 제외한

17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삶의 질은 Min et

al.(2002)의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를 토대로

작성한 후 예비조사(60~80대 노년 남성 30명)를 실시하

여 수정 ·보완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문항

은 신체적 건강 7개, 심리적 건강 6개, 사회적 관계 2개,

환경 8개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측정방법은 ‘매

우 많이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아니다’의 1점까지, ‘매

우 만족’의 5점에서 ‘매우 불만족’의 1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인 변인은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 직업유무, 한 달 용돈을 조사하였다. 연령은

60~64세, 65~69세, 70~74세, 75~ 79세, 80세 이상으로 나

누었으며, 배우자유무는 있다와 없다로 분류하였다. 학

력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이상 졸업까지 5단계로 하였다. 직업유무는 있다와 없

다로 구분하였고, 한 달 용돈은 20만 원 미만, 20~50만

원, 50~100만 원, 100~150만 원, 150만 원 이상으로 나누

었다.

3.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0~80대

남성을 대상으로 2012년 5~6월에 실시되었다. 수집 장소

는 노인학교, 경로당, 교회, 성당, 문화센터, 대학소속 평

생교육원 등 공적인 장소였다. 설문조사는 주로 평일에

이루어졌으며, 교회와 성당처럼 주말에 사람이 많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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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장소에서는 주말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수집

방법은 자기기입법을 이용하였으나 설문문항을 정확하

게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자의 경우에 2~3인으로 구성된

전공 관련 대학생들이 설문지를 읽어주면서 응답을 표

기하는 직접면접법을 이용하였다. 이 때 본 연구의 측정도

구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조사자를 투입하여 내적타당

도를 높였다. 설문지는 250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미비한

것을 제외한 227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관과 노인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 60세 이상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Elderly welfare act enforcement

rules]」, 2012)을 노년으로 정의하여 편의 표집으로 추출

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60~64세가 32명, 65~69세

가 83명, 70~74세가 66명, 75~79세가 26명, 80세 이상이

20명이었으며, 배우자유무는 있다가 139명, 없다가 88명

이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45명, 중학교 졸업이

74명, 고등학교 졸업이 82명, 대학교 이상 졸업이 26명

으로 중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았다. 직업

유무는 있다가 35명, 없다가 192명으로 나타났고, 한 달

용돈은 20만 원 미만이 22명, 20~50만 원 미만이 89명, 50

~100만 원 미만이 53명, 100~150만 원 미만이 39명, 150만

원 이상이 24명으로 20~5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

장 많았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통계패키지를 이

용하였다.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의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

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인구통계적인 변인을 알아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른 의복행동, 신체

이미지, 삶의 질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F검증, t검증,

Duncan 검증을 하였다.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단계선

택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의 요인분석

노년 남성의 의복행동을 요인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1.908%

이었으며,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나는 옷을 살 때 유행에 관계없이 나에

게 어울리는 옷을 산다, 나는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 나는 의복을 구입할 때 색, 디자인, 옷감

이 잘 조화된 것을 고르려고 노력한다, 나는 언제나 예의

에 어긋나지 않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려고 노력한다, 나

는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항상 관심 있게 살펴본다, 나

는 나의 옷차림이 멋있다는 평을 듣기 위해 노력한다의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사회심리적 중요성이라고 명명

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54였다. 요인

2는 12.274%의 설명력으로, 나는 친구들이 많이 입고 있

거나 비슷한 옷을 선택한다, 모임에 갔을 때 내 옷이 친

구들의 옷과 다르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친구들이 새 옷

을 입으면 나도 그것과 비슷한 옷을 사고 싶다의 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 요인은 동조성으로 명명하였

고,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24였다. 요인 3은

10.485%의 설명력으로, 나는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좀

더 싼 곳에서 의복을 구입한다, 비록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적당한 가격이면 산다, 나는 세일할 때 옷을 사려

고 세일 기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의 3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경제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문항의 신뢰도는 Cr-

onbach's α=0.620이었다. 요인 4는 전체 변량에 대한 설

명력이 9.481%였고, 나는 옷에 맞는 액세서리를 즐겨하

는 편이다, 새로 유행하는 옷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입

하는 편이다의 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은 의복

·유행관심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

bach's α=0.518이었다. 요인 5는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

력이 8.964%였으며, 외출할 때 지나치게 신체를 드러내

거나 파진 것을 절대로 입지 않는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

는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다의 2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대인지향으로 명명하였다. 이 때 문항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531로 나타났다.

전체 변량에서 5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3.112%

였고, Cronbach's α 계수가 0.518 이상으로 신뢰도가 있

었다. 노년 남성의 의복행동은 사회심리적 중요성, 동조

성, 경제성, 의복 ·유행관심, 대인지향으로 도출되었으

며, 이는 노년 여성의 의복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회심리

적 중요성과 동조성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난 Choi et al.

(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의

복 ·유행관심이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동조성이 하위

차원으로 도출된 청년층과 중년층의 의복행동(Song &

Kim, 2005)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의복행동은 성별보

다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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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남성의 신체이미지를 요인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9.471%

였으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항상 외모를 돋보이게 하려고 노력한다, 나

는 신체적 매력이 있다, 나는 자주 거울을 보면서 내 모

습을 살핀다, 나는 나의 신체적 조건에 만족한다, 나는 나

의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심이 있

다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으로 구성된 요

인은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으로 명명하였다. 문항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0.831이었다. 요인 2는 나는 체중이

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살쪘다는 소리를 하면 신경이

쓰인다, 나는 항상 비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나는 다

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 나는 체중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신경이 쓰인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28.765%로 나타났다. 이 요인은

체중관심으로 명명하였으며, 4개 문항들 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79였다.

전체 변량에서 2개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58.236%

였으며, Cronbach's α 계수가 0.779 이상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 신체이미

지, 삶의 질의 차이분석

노년 남성의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령에 따른

Table 1. Factor analysis of clothing behavior of elderly men

Factor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Cumulative

% of variance

explained

Cronbach's

α

Social

psychological

importance

I feel comfortable and confident when I wear clo-

thing that I like.
.760

3.724 21.908 21.908 .854

I purchase clothes that suit me regardless of trends. .751

I think dressing well is important. .724

I try to select clothes that harmonize color, design,

and fabric when I purchase them.
.715

I always try to dress accordingly so as to conform

to etiquette.
.686

I always look with interest at other people's cloth-

ing.
.672

I try to get good reviews from others about my

attire.
.532

Conformity

I choose clothes that my friends wear or that are

similar to theirs.
.779

2.087 12.274 34.183 .724
I feel awkward when I wear different clothes than

my friends at meetings.
.771

When my friends buy new clothes, I want to buy

similar clothing.
.717

Economic

efficiency

I purchase clothes at a cheaper place even if it is a

little far away.
.777

1.783 10.485 44.668 .620I purchase clothes even if they do not appeal to me

if the price is reasonable.
.733

I wait for sales to buy clothes. .623

Fashion

interest

I love wearing accessories that match my clothes. .772
1.612 09.481 54.149 .518

I purchase trendy clothing before others. .650

Interpersonal

intention

I never wear clothes that expose too much body or

are low cut when I go out.
.812

1.524 08.964 63.112 .531
I do not like to be seen in public when I wear clo-

thes that are not to my liking.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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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행동은 사회심리적 중요성(F=3.951, p<.01), 대인지

향(F=2.649,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심

리적 중요성은 65~74세가, 대인지향은 60~69세가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의복행동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배우자유무에 따른 의복행동은 사회심리

적 중요성(F=5.698, p<.01), 대인지향(F=4.110, p<.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심리적 중요성과 대인

지향은 배우자가 없는 노년 남성보다 배우자가 있는 노

년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의복행동은 사

회심리적 중요성(F=7.41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사회심리적 중요성은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

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직업유무에 따른 의복행동은 사회심리적

중요성(F=5.182, p<.001), 의복 ·유행관심(F=2.433, p<

.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심리적 중요성과 의

복 ·유행관심은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 직업이 있는 사람

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 달 용돈에 따른 의복행동은 동

조성(F=6.518, 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동

조성은 150만 원 이상이 가장 낮게 나타나 용돈이 풍족

한 노년 남성은 동조적인 의복행동을 하지 않는 집단임

을 알 수 있다.

노년 남성의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신체이미지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령에 따른

신체이미지는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F=6.443, p<.001),

체중관심(F=5.56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은 60~69세가 75세 이상 보다 높

고 체중 관심은 65~69세가 70세 이상보다 더 높아 65~

69세가 신체나 외모에 관심이 가장 많은 집단으로 나타

났다. 배우자유무에 따른 신체이미지는 신체매력 및 외

모관심(t=5.624, p<.001), 체중관심(t=5.617, p<.001)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체

중관심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

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신체이미지는 신체매

력 및 외모관심(F=2.735, p<.05), 체중관심(F=4.589, p<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신체매력 및 외모관

심은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가 대학 이상 졸

업자보다 높게 나타났고, 체중관심은 대학 이상 졸업자

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이상 졸업자는 다

른 학력자에 비해 외모나 체중에 대한 관심이 적은 집

단임을 알 수 있다. 직업유무에 따른 신체이미지는 신체

매력 및 외모관심(t=4.659, p<.001), 체중관심(t=3.690, p

<.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직업이 없는 사람보

다 직업이 있는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났다.

노년 남성의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삶의 질의 차

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연령에 따른 삶

의 질은 환경(F=3.479, 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

며 60~74세보다 75세 이상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F=7.450, p<.001),

심리적 건강(F=6.136, p<.001), 사회적 관계(F=5.003, p

<.001), 환경(F=6.809, 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F=

Table 2. Factor analysis of body image of elderly men

Factor Questions
Factor

loading

Eigen

value

% of variance

explained

Cumulative

% of variance

explained

Cronbach's

α

Physical

attractiveness

and interest

in appearance

I have a good appearance that makes a fav-

orable impression on others.
.781

2.947 29.471 29.471 .831

I always try to boost my appearance. .775

I am physically attractive. .651

I often survey myself in the mirror. .629

I am satisfied with my physical condition. .608

I am interested in what my appearance looks

like to others.
.566

Concern

about weight

I am concerned when people say that I put

on weight even if I did not gain any.
.804

2.877 28.765 58.236 .779I am always concerned about obesity. .784

I have tried to diet. .697

A little change in my weight concerns me.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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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p<.001), 심리적 건강(F=9.384, p<.001), 사회적 관

계(F=3.228, p<.05), 환경(F=7.113, p<.001)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삶의 질의 모든 변인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 이상 졸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직업유무에 따른 삶의 질은 신체적 건강(t=

6.237, p<.001), 심리적 건강(t=4.717, p<.001), 사회적 관

계(t=2.891, p<.001), 환경(t=5.058, p<.001)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삶의 질의 모든 변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

보다 직업이 있는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로 볼 때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노인의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 달 용

돈에 따른 삶의 질은 사회적 관계(F=3.730, p<.01), 환경

(F=3.078,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관계와 환경은 50~150만원보다 150만 원 이상이 낮게

나타났다. 즉, 한 달 용돈이 너무 풍족한 것보다 사용 범

위가 적당히 제한되는 경우에 삶의 질을 더 높게 평가

한다고 볼 수 있다.

3.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분석

노년 남성의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가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신체적

Table 3. Differences fo clothing behavior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men

Variable Classification

Clothing behavior

Social

psychological

importance

(Mean)

Conformity

(Mean)

Economic

efficiency

(Mean)

Fashion

interest

(Mean)

Interpersonal

intention

(Mean)

Age

60-64 2.897ab −3.021 3.281 −3.453 3.000a

65-69 3.029a −3.141 3.341 −3.307 2.982a

70-74 2.987a −3.293 3.197 −3.485 2.773ab

75-69 2.571b −3.026 3.115 −3.308 2.654ab

80 and over 2.571b −3.200 3.217 −3.450 2.500b

F 3.951** −1.014 0.753 −0.772 2.649*

Spouse

Presence 3.206 −3.159 3.352 −3.369 3.097

Absence 2.715 −3.160 3.192 −3.407 2.684

t 5.697*** 0−.015 1.739 0−.387 4.11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197a −3.348 3.489 −3.444 2.922

Middle school 3.025a −3.348 3.221 −3.419 2.993

High school 2.699b −3.180 3.175 −3.335 2.738

College and above 2.714b −3.231 3.192 −3.404 2.615

F 7.411*** −2.038 2.330 −0.296 2.453

Occupation

Employed 2.984 −3.168 3.288 −3.440 2.883

Unemployed 2.478 −3.114 3.067 −3.129 2.629

t 5.182*** −0.389 1.629 −2.433* 1.821

Monthly

allowance (￦)

Under 200,000 2.870 −3.364a 3.197 −3.477 2.886

200,000-500,000 2.893 −3.232a 3.210 −3.433 2.787

500,000-1,000,000 2.852 −3.226a 3.333 −3.425 2.783

1,000,000-1,500,000 3.084 −3.222a 3.419 −3.346 3.051

Over 1,500,000 2.816 −2.458b 3.028 −3.167 2.813

F 0.896 −6.518*** 1.564 −0.836 0.956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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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은 의복행동의 사회심리적 중요성(t=5.138, p<.001)

과 경제성(t=3.365, p<.01), 신체이미지의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t=4.122,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옷

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신체적으

로 건강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건강은 의

복행동의 사회심리적 중요성(t=4.518, p<.001)과 동조성

(t=2.615, p<.05), 신체이미지의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t=

6.238, p<.001)이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옷을 잘 입는 것

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친구들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하

면서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심리적으로 건강

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는 의복행동

의 사회심리적 중요성(t=3.857, p<.001), 동조성(t=4.098,

p<.001), 경제성(t=2.289, p<.05), 신체이미지의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t=3.437, p<.01)이 정적인 영향을, 의복행동

의 의복 ·유행관심(t=-2.383, p<.05)이 부적인 영향을 미

쳤다.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친구들과 비

슷한 의복을 착용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할수록

사회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많은 반면 의복과 유행에 관심이

적을수록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은 의복의 사회심리적 중요성(t=3.864, p<.001), 동

조성(t=2.267, p<.05), 경제성(t=2.580, p<.05), 신체이미

지의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t=6.674, p<.001)이 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옷을 잘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동조

적, 경제적 의복행동을 하면서 신체와 외모에 관심이 많

Table 4. Differences of body imag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men

Variable Classification

Body image

Physical attractiveness and interest

in appearance

 (Mean)

Concern about weight

(Mean)

Age

60-64 3.313a 3.369ab

65-69 3.513a 3.631a

70-74 3.221ab 3.258b

75-79 2.954b 3.031b

80 and over 2.920b 3.090b

F 6.443*** 5.563***

Spouse

Presence 3.573 3.682

Absence 3.101 3.171

t 5.624*** 5.617***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431a 3.409a

Middle school 3.360a 3.424a

High school 3.215ab 3.349a

College and above 3.031b 2.923b

F 2.735* 4.589**

Occupation

Employed 3.367 3.444

Unemployed 2.829 2.960

t 4.659*** 3.690***

Monthly

allowance (￦)

Under 200,000 3.236 3.318

200,000-500,000 3.182 3.249

500,000-1,000,000 3.242 3.385

1,000,000-1,500,000 3.533 3.610

Over 1,500,000 3.392 3.433

F 2.237 1.750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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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환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V. 결 론

노년 남성 227명을 대상으로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

의 요인을 분석한 후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의복행

동, 신체이미지,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고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노년 남성의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년 남성의 의복행동은 사회심리적 중요

성, 동조성, 경제성, 의복 ·유행관심, 대인지향의 5개 요

인으로 이루어져 다차원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다양한

의복행동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노년 남성의 신체이

미지는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 체중관심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노년 남성의 인구통계적인 변인에 따른 의복행

동의 차이를 보면 사회심리적 중요성은 연령, 배우자유

무,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동조성은 한 달 용돈에 따라,

의복 ·유행관심 직업유무에 따라, 대인지향은 연령, 배

우자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노년 남성의 인구통

계적인 변인에 따른 신체이미지의 차이를 보면 신체매

력 ·외모관심, 체중관심은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 직업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노년 남성의 인구통계적

인 변인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보면 신체적 건강은

Table 5. Differences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elderly men

Variable Classification

Quality of life

Physical health

(Mean)

Psychological health

(Mean)

Social relationships

(Mean)

Environment

(Mean)

Age

60-64 2.893 3.019 2.984 3.089a

65-69 3.016 3.017 3.054 3.126a

70-74 3.046 3.106 3.061 3.080a

75-79 2.857 2.900 2.904 2.819b

80 and over 2.900 2.890 2.625 2.814b

F 1.831 1.295 2.074 3.479**

Spouse

Presence 3.201 3.248 3.261 3.294

Absence 2.838 2.873 2.820 2.887

t 7.450*** 6.136*** 5.003*** 6.809***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159a 3.249a 3.144a 3.241a

Middle school 3.019ab 3.073ab 2.987a 3.089ab

High school 2.916b 2.949b 3.018a 2.995b

College and above 2.747c 2.685c 2.654b 2.736c

F 7.477*** 9.384*** 3.228* 7.113***

Occupation

Employed 3.044 3.080 3.044 3.110

Unemployed 2.620 2.680 2.700 2.686

t 6.237*** 4.717*** 2.891** 5.058***

Monthly

allowance (￦)

Under 200,000 3.013 2.946 2.955ab 3.065ab

200,000-500,000 2.997 3.011 2.910ab 2.987b

500,000-1,000,000 3.000 3.068 3.113a 3.059ab

1,000,000-1,500,000 3.029 3.154 3.230a 3.253a

Over 1,500,000 2.750 2.783 2.667b 2.869b

F 2.302 2.526 3.730** 3.078*

*p<.05, **p<.01, ***p<.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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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유무, 학력, 직업유무에 따라, 심리적 건강, 사회

적 건강은 배우자유무, 학력, 직업유무, 한 달 용돈에 따

라, 환경은 연령, 배우자유무, 학력, 직업유무, 한 달 용돈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노년층의 의생활 실태

조사를 할 때 인구통계적인 변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본다.

셋째, 노년 남성의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가 삶의 질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신체적 건강에는 사회심리

적 중요성, 경제성, 신체매력 ·외모관심이 정적 영향을,

심리적 건강에는 사회심리적 중요성, 동조성, 신체매력

·외모관심이 정적 영향을, 사회적 건강에는 사회심리적

중요성, 동조성, 경제성, 신체매력 ·외모관심이 정적 영

향을 미치는 반면 의복유행관심이 부적 영향을, 환경에

는 사회심리적 중요성, 동조성, 경제성, 신체매력 ·외모

관심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

년 남성의 의복행동과 신체이미지는 삶의 질과 서로 관

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의복행동의 사회심리적

중요성과 신체이미지의 신체매력 및 외모관심은 삶의 질

의 모든 하위 변인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으므로 삶

의 질에 있어서 매우 영향력 있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노년 남성을 표적시장으로 하는 패션상품기획이나

패션연출 시 의복의 사회적인 역할 및 신체적인 매력이

돋보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 ·출시하여 착장하게 한다

면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의복과 연관시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둔다. 하지만 조사대상자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노년 남성으로 편의 표집에 의해 추출하였으므

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의류학 관

련 변인들을 삶의 질과 연계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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