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IMF 사태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 던 내수의류시장

은 지난해부터 회복세를 보여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

으며, 2000년도 내수의류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5.4%

증가한 12조 3천억원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

다.1) 수출부문에 있어서도 올해 들어 섬유류 부문에서

거두어들인 무역수지 흑자는 43억달러로 첨단산업인

정보·통신산업분야에서의 흑자(35억달러)보다 앞서는

것으로 집계되어 IT산업의 붐에도 불구하고 섬유산업

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전통기반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이와 함께 1997년 이후 격감되었

던 도시근로자 가구의 의류소비지출은 지난해 큰 폭

으로 상승한 후 2000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5%의 증가율을 나타내 의류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3) 이러한 섬유패션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의류제품에 대한 기호와 감성은 더

욱 세분화, 이질화, 개성화되면서 소비패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에 따른 소비자층의 세분화는 더

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새로운 구매력을 갖

춘 소비자층에 관심을 가지고 니치마켓에 대한 마케

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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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dery generation is a strategic purchasing consumer group in domestic fashion market for the future.
The thesis of this study is that identifies needs and desires of eldery women by researching clothes
purchasing behaviors and clothes selection standards.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was used as a method of mearsurement and the eldery women in Seoul
and Kyonggi were selected as a sample. Data was processed by SPSS PC+ program and analyzed by
using frequency, percentage, x2-test and t-test.

As a result of this study, clothes purchasing behaviors and clothes selection standards of eldery women
can be recognized in related to age and others.

A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is expected to assist that marketers can establish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for the silver fashion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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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노인의 시대’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

운데 국내 패션마켓에서의 노인층은 새로운 전략적

소비자층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5년

5.9%인 2백64만명4)에서 2000년 7월1일 현재 전체인구

의 7.1%인 약 3백37만명5)으로 증가하 으며,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2022년에는 14.3%에 이를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6) 평균수명도 2000년 현재 남자는 71.1세,

여자는 78.6세이고 2020년에는 남자는 74.5세, 여자는

81.7세7) 로 각각 연장되어 인간의 삶 전체 중에 노년

기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연령이 증가하면 의복선

택 및 행동에 크게 향을 미치는 두가지의 특성이 두

드러진다. 첫째는 신체적 변화로 어떤 경우든 표준화

된 의복, 즉 대량생산된 의복이 나이든 소비자에게 잘

맞지 않은 경우가 많고, 둘째는 대부분의 노년기 소비

자들은 새로운 패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가시간과 사회적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는 점이다.8)

국내 노인들도 경제력이 없고 유행에 무관심한 전통

적인 노인상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가진‘New-

Silver’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기업들의 실버마켓에 대한 주요 관심분야

는 주택, 의료, 건강관련식품 등의 사업으로, 현재 노

인 의류산업은 아직 태동기의 수준에 불과하다. 수익

성이 낮다는 이유로 시장세분화에서 실버마켓을 소외

시켰으며, 명실공히 실버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의류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

것도 50대 이상 중년 상류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격대의 디자이너 브랜드와 내셔널 브랜드에 60대

이상의 노년 여성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

는 타연령 타깃의 제품이나 저가격대의 시장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노인의류시장의 독자적인

전문 역은 아직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10

여년 전 소수 상류층 대상의 고가제품 디자이너 브랜

드와 저가제품 재래시장 사이에 비어 있었던 노인복

소비시장에 중가 전문브랜드들이 등장함에 따라, 10년

후에는 노인의류시장이 놀라울 정도의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 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브랜드간의 경

쟁이 치열해지면서 외형상의 규모는 커졌으나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 수준 등 질적 측면에서 볼 때는 개성

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중간층 노년여성들의 욕구

를 여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9) 그러나, 국내 내

셔널 실버브랜드의 매출액이 98년 이후 매해 20∼25%

씩 성장하는 추세10)를 감안할 때, 노인의류시장은 향

후 황금마켓으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년기 여성을

실버전단계의 노년여성(55세∼59세)과 실버단계의 노

년여성(60∼69세)으로 구분하여 연령에 따른 의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의복구매행동을 파악하고, 의복선택

행동을 규명함으로써 변화하는 노년여성 소비자의 필

요와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실버패션산업

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년기 여성의 의복행

동의 특성을 밝히는데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년여성의 의생활실태 파악한다

1-1: 노년여성의 연령과 여가생활에 따른 의복만족

도와 관심도를 파악한다. 

1-2: 노년여성의 연령과 가계월소득에 따른 의복비

지출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연구문제 2. 노년여성의 의복구매행동을 파악한다.

2-1: 노년여성의 연령별 의복구매동기·의복구매정

보원·의복구매장소·의복구입자·의복 비부

담자·의복구매시 의견선도자을 파악한다.

연구문제 3. 노년여성의 의복선택기준을 파악한다.

3-1: 노년여성의 의복선택요인을 파악한다.

3-2: 노년여성의 연령에 따른 의복선택요인별 기성

복 만족도를 파악한다.

II.

1. 노년여성의 의생활 실태

건강에 관한 관심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

어짐에 따라 노인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며, 이

에 따라 의류 소비지출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우리나라 2000년 2/4분기 1인당 월평균 의복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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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9만4천원으로 총가계 소비지출비 중 6.1%를 차

지하며 작년 동기대비 0.2%가 증가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자의 가계수지동향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노령인구의 의복비 지출을 알 수는 없으나

일본의 경우 1999년 60세 이상 고령무직세대 의복비

가 총가계 지출비 중 4.3%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2000

년 8월 일본 전세대의 의복비 3.9%에 비하여 높은 것

이며, 또 1999년의 5.4%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액수를

나타낸다.

의복 지출비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며, 의복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

된다. 의복행동의 경향에 따라 의복비 지출에 향을

받으므로 의복행동과 의복비 지출은 상호관련성을 가

진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과시적 의복구매스타일이 자신

의 위신때문에 무리하게 의복을 구매하여 의복비 지출

이 높으며, 자신 및 남편의 교육수준과 직업이 의복의

과시적 소비현상에 가장 향력있는 변인이라고 하

다.12) 55세 이상의 미국남부에 거주하는 미국노인들의

의복비 지출은 수입과 중요한 관련이 있으나, 성, 교육,

사회적 지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2. 노년여성의 의복구매행동

의복구매행동은 의복에 대한 태도, 관심, 습관, 선택

및 착의의 행동을 의미하며, 그 변인에는 의복구매동

기, 의복구매정보원, 의복구매장소, 의복구입자, 구매시

의견선도자, 의복선택기준 등이 있다.

구매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이유로 정의된

다.14) 의복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일으키는 의복구매상황

은 소유한 패션상품의 구색이 부족하거나 오래되었을

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의복에 불만이 있을 때, 유행

으로 인한 패션 욕구의 변화, 토탈 코디네이션을 위하

여 새로운 품목이 필요할 때, 경제사정의 변화, 신제품

소개나 할인판매,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들 수 있다.15)

정보원(Information Sourse)은 소비자가 의복구매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탐색활동에서의 정보제

공원이다. 노인들은 상품, 상표, 가격 및 판매자에 관

한 정보처리 능력이 젊은이에 비하여 뒤떨어지기 때

문에 안전한 소비생활을 하는데 많은 곤란을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비자 정보는 주로 젊은이

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6)

소비자의 상점 선택은 상점의 특성과 소비자의 기

대가 적절하게 합치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소비

자 자신이 평가기준을 가지고 상점의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상점선택의 여부가 결정된다. 점포

형태에 따른 소비패턴에 있어서는 실버층은 집에서 가

까운 곳,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곳, 접객태도가 좋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곳을 즐겨 찾는 경향이 있다.17)

노인 소비행동의 의사결정권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는 자신의 경험, 가족 및 친척 이웃, 대중매체, 판매

원 등이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노인 소비자는 노화

해 가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7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녀들

의 조언에 의존하며, 혼자 의복을 구입하는 노인보다

동반구매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8)

3. 노년여성의 의복선택요인과 기성복 만족도

의복선택요인에 있어서 고령층일수록 실용성, 정숙

성 요인이 높아 관리의 용이함, 편안함을 중시하고 보

수적인 의복을 좋아하며19) 연령이 증가할수록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반면‘봉제상태’, ‘사

이즈’, ‘편안함’등에 대한 관심은 증가한다.20) 노인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주요문제는 광고제품의 무용성,

성능과 품질에 대한 불만, 수리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

이다. 불만상품은 가전제품, 식품, 의류, 약품, 생활용품

의 순서로 불만율이 높다.21)

의류에서 노인여성들이 직면하는 흔한 불만족은 그

들의 체형을 보완할만한 의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

이다. 의복의 구입에 관한 소비자 만족의 연구에서 만

족의 차원은 2가지 차원( 실용성, 구성, 사이즈 적합성

과 같은 제품의 물리적인 면과 관련된 차원들/ 스타

일, 타인의 반응, 안정과 같은 수행적인 면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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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들)22) 또는 3가지 차원 (스타일, 소재, 디자인과 같

은 표현차원/ 사이즈, 맞음새와 같은 기능적차원/ 가

격, 점포와 같은 마켓차원)이 있다.23)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성복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노인의 다양한 신체적 특성과 연령에

따른 체형의 특성을 반 할만한 의복을 찾기가 어렵

다는 것이다. 기성복사이즈 만족도는 자신의 신체치수

에 적합한 기성복을 착용했을 때 의복의 각 부위가 활

동하기 편하면서 자연스럽게 맞는가에 대한 것이다. 

노년남성이 노년여성보다 적합성에 관해 어려움을

덜 느끼는데 그 이유는 의복이 바지와 셔츠로 분리되

어 있기 때문이다.24) 그러나, 노년여성들은 기성복 치

수적합성에 문제를 더 느끼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이 다양한 노년기 체형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기보다는 균형잡힌 젊은 층의

체형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과 기성복 표준치수에 의

존하여 노인의복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노인의 기성복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5∼64세의 소비자가 가장 기성복에 불만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25) 또한, 소득이 가장 높은 소비자층이

기성복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며, 소득이 가장 낮은

소비자가 불만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1.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로서 설문지를 이용하 다.

국내 노년여성들의 의생활 실태와 의복구매행동을 파

악하고자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

다. 의생활의 만족도·의복관심도, 향후 의복비 투자

정도, 노인복 전문매장의 필요성, 의복의 선택기준과 기

성복만족도는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중요도가 높

은 것은 5점, 중요도가 낮은 것은 1점으로 처리하 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경기지역의 55세∼69

세 노년여성 중 실제 의복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을 대

상으로 하 으며, 연령집단의 구분은 앞으로 5∼10년

사이에 본격적으로 노인이 될 실버전단계 여성 소비

자집단(50대 노년여성: 55세∼59세)과 현재 노인인 실

버단계 여성 소비자집단(60대 노년여성:60∼69세)으로

분류하 다. (이하 본 연구에서는 50대 여성, 60대 여

성이라 칭함)

노년여성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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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인구통계 구분 빈도(명) 백분율(%)

적 변인

55세 이상-60세 미만 149 54.6

연령 60세 이상-69세 미만 124 45.4

합 계 273 100.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88 32.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76 27.8

월소득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4 16.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3 12.1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0 3.7

600만원 이상 22 8.1

합 계 273 100.0

대학원졸 7 2.6

대졸 99 36.3

고졸 101 37.0

본인 중졸 34 12.5

학력 초졸 19 7.0

무학 13 4.8

무응답 0 0.0

합 계 273 100.0

주부 229 83.9

전문직 16 5.9

경 관리(사업) 3 1.1

전문기술 0 0.0

본인 사무 4 1.5

직업 자 업 13 4.8

무직 2 0.7

기타 6 2.2

무응답 0 0.0

합 계 273 100.0

인구통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적 변인



1>, 50대 노년여성은 149명 60대 노년여성은 124명이

었고, 총소득은 100만원이상∼300만원미만이 60%를

차지하 으며, 본인·배우자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각

각 7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노년여성의 직업은 약

90%가 주부 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의 수집은 2000년 7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

정·보완된 설문지를 통해 2000년 8월∼9월까지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직접면접법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에 응답한 부수는 총360부로 그 중 87부는 설

문 응답이 불충분하고, 가계 총소득이 100만원미만으

로 의복구매력이 낮다고 보아 본 자료에서 제외하여

총273부가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자료 통계분석은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 고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x2-

test, t-test를 실시하 다. 

IV.

1. 노년여성의 의생활 실태

1) 의생활의 만족도·의복관심도

노년여성의 의생활 만족도와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표 2>, 대체로 노년여성의 87.3%가 보통이상의 의생

활 만족도를 보 고, 의복관심도도 노년여성의 92.7%

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의생활 만

족도·의복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년여성들의 의생활 만족도·의복관심도의 연령별

유의차이를 조사한 결과<표 3>, 의생활 만족도는 연령

의 구분없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 으나, 의복관심

도는 유의수준 0.05에서 실버전단계 50대 노년여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 연령집단별 의생활 관심도의 유

의적 차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 

노년여성들의 여가생활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종교

활동, TV보기, 스포츠, 여행 등과 같은 활동을 많이 하

으며 그밖에 여가와 관련된 다양한 취미·사회활동

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노인들의 유형

별 여가활동의 유무에 따른 의생활 만족도·의복관심

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표 4>, 노년여성의 의생활

만족도는 종교활동하는 경우, TV보기를 즐기지 않은

경우, 스포츠와 여행등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에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 고, 의복관심

도는 종교활동, 스포츠, 여행, 독서, 문화센터 등의 여

가활동을 하는 경우에 의복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유

의적인 차이를 보 다. 따라서, 레저활동과 종교활동

등의 여가생활을 하는 활동적인 노년여성들의 의생활

만족도와 의복관심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2) 의복비

노년여성들의 월평균 의복비를 조사한 결과<표 5>,

10만원미만이 36.3%로 가장 높았고, 10만원이상∼20만

원미만은 28.2%, 20만원이상∼30만원미만도 15.4%로

나타나, 20만원미만이 64.5%, 20만원이상은 35.5%로 조

사되었다. 본 조사에서 현재 노년여성들의 월평균 의

복비가 30만원미만이 80%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중년

여성의 의복비 지출액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

할 때 노년여성의 의복비 지출이 적지는 않았다.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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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생활 만족도·의복관심도

구분만족도 만족도 관심도

매우 만족 7(  2) 24(  8.8)

만족 76( 27.8) 94( 34.4)

보통 158( 57.9) 135( 49.5)

불만족 32( 11.7) 20(  7.3)

매우 불만족 0(  0.0) 0(  0.0)

합 계 273(100.0) 273(100.0)

구분 만족도 만족도 관심도

단위: 명(%)

<표 3>  연령별 의생활 만족도·의복관심도

연령 50대 여성60대 여성t-value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 3.20 0.68 3.23 0.67 -0.30

관심도 3.50 0.70 3.38 0.81 1.36* 

P<.05*, P<.01**, P<.001*** 

연령 50대 여성 60대 여성
t-value

구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단위: 명(%)



노년여성들의 향후 의복구입에 대한 투자정도를 조

사한 결과<표 6>, ‘보통이다’가 80.6%로 나타나 현재

의 의복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노년여성들은 미래 의생활 설계에 대해 관망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계수입에 따른 의복비 지출을 조사한 결과<표 7>,

대체로 소득이 증가하면 의류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이 300만원이하일 때 50대 여성, 60대

여성 모두 평균 10만원이하의 의복비 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의 경우 연령

이 낮은 집단은 10만원이상∼20만원미만에서 높은 분

포를 보 다. 연령이 높은 집단은 20만원이상∼40만원

미만의 구간에서 다소 높은 분포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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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여가유형에 따른 만족도·관심도

구분 만족도 t-value 관심도 t-value

여가활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노인대학
유 3.37 0.78

1.58 
3.55 0.89

0.93 
무 3.18 0.65 3.42 0.70

종교활동
유 3.33 0.63

3.00***
3.62 0.72

3.00*** 
무 3.09 0.70 3.27 0.63

스포츠
유 3.35 0.65

2.58* 
3.35 0.71

3.92*** 
무 3.14 0.68 3.14 0.77

여행
유 3.49 0.62

3.85** 
3.56 0.71

1.87**
무 3.13 0.67 3.38 0.78

독서
유 3.36 0.63

1.72
3.67 0.76

2.66**
무 3.18 0.68 3.38 0.74

사회봉사
유 3.16 0.77

-0.62
3.56 0.55

1.35
무 3.22 0.66 3.43 0.79

문화센터
유 3.39 0.76

1.92
3.67 0.73

2.41*
무 3.17 0.65 3.39 0.75

컴퓨터
유 3.17 0.61

-0.46
3.46 0.72

0.95 
무 3.22 0.69 3.44 0.76

TV보기
유 3.10 0.70

-2.32*
3.38 0.81

-1.27
무 3.29 0.64 3.50 0.71

P<.05*, P<.01**, P<.001*** 

구 분 만족도
t-value

관심도
t-value

여가활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표 5>  연령에 따른 월평균 의복비

의복비 구분 전체 50대여성 60대여성

10만원 미만 99(36.3) 54(36.2) 45(36.3)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77(28.2) 45(30.2) 32(25.8)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2(15.4) 23(15.4) 19(15.3)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 29(10.6) 15(10.1) 14(11.3)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0( 3.7) 2( 1.3) 8( 6.5)

50만원 이상 16( 5.9) 10( 6.7) 6( 4.8)

합 계 273(100.0) 149(100.0) 124(100.0)

의복비 구분 전 체 50대여성 60대여성

단위: 명(%)
<표 6>  의복비 투자 정도

투자정도구분 전체

매우 많이 투자하겠다 6( 2.2)

많이 투자하겠다 22( 8.1)

보통이다 220(80.6)

투자하지 않겠다 25( 9.2)

전혀 투자하지 않겠다 0( 0.0)

합 계 273(100.0)

투자정도 구분 전 체

단위: 명(%)



2. 의복구매행동

1) 의복구매동기

노년여성들의 의복구매동기를 조사한 결과<표 8>,

‘계절의 변화(59.0%)’, ‘구경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44.0%)’, ‘가지고 있는 옷과의 조화(43.2%)’순으로 나타

나 선행연구28)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구매동기를 연

령에 따라 비교하면 50대여성은‘계절의 변화(65.8%)’,

‘가지고 있는 옷과의 조화(45.6%)’, ‘집안행사·구경하

다가 마음에 들어서(36.9%)’순으로 나타났고, 60대여성

은‘구경하다가 마음에 들어서(52.4%)’, ‘계절의 변화

(50.8%)’, ‘집안행사(50.0%)’순으로 나타났다.

2) 의복구매정보원

노년여성의 의복구매 정보원을 조사한 결과<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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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월소득별 의복비

의복비 10만원 미만 10만원이상--20만원미만20만원이상-30만원미만30만원이상40만원미만40만원이상-50만원미만50만원이상

월소득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100만원이상 17 34 7 21 1 3 2 0 0 1 0 2

-200만원미만 (31.5) (75.6) (15.6) (65.6) (4.3) (15.8) (13.3) (0.0) (0.0) (12.5) (0.0) (33.3)

200만원이상 24 9 20 4 3 8 1 5 0(0.0) 1 0 1

-300만원미만 (44.4) (20.0) (44.4) (12.5) (13.0) (42.1) (6.7) (35.7) (12.5) (0.0) (16.7)

300만원이상 7 0 8 2 3 6 3 6 0 4 5 0

-400만원미만 (13.0) (0.0) (17.8) (6.3) (20.0) (31.6) (20.0) (42.9) (0.0) (50.0) (50.0) (0.0)

400만원이상 2 1 5 5 7 2 6 2 0 0 3 0

-500만원미만 (3.7) (2.2) (11.1) (15.6) (30.4) (10.5) (40.0) (14.3) (0.0) (0.0) (30.0) (0.0)

500만원이상 2 0 3 0 6 0 1 0 1 1 0 0

-600만원미만 (3.7) (0.0) (6.7) (0.0) (26.1) (0.0) (6.7) (0.0) (50.0) (12.5) (0.0) (0.0)

600만원이상
2 1 2 0 3 0 2 1 1 1 2 3

(3.7) (2.2) (4.4) (0.0) (13.0) (0.0) (13.3) (7.1) (50.0) (12.5) (20.0) (50.0)

합 계
54 45 45 32 23 19 15 14 2 8 10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X2= 71.94***    df=25 (연령1) / X2= 105.65***    df=25(연령2)

P<.05*, P<.01**, P<.001*** 

의복비 10만원 미만 10만원이상--20만원미만20만원이상-30만원미만 30만원이상40만원미만 40만원이상-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월소득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50대 60대

단위: 명(%)

<표 8>  의복구매동기

의복비 구분 전체 50대여성 60대여성

계절의 변화 161(59.0) 98(65.8) 63(50.8)

구경하다가 마음에 들어서 120(44.0) 55(36.9) 65(52.4)

가지고 있는 옷과의 조화 118(43.2) 68(45.6) 50(40.3)

집안행사 117(42.9) 55(36.9) 62(50.0)

사교상(친구모임, 동문회, 망년회 등) 82(30.0) 50(33.6) 32(25.8)

가지고 있는 옷이 낡아서 71(26.0) 43(28.9) 28(22.6)

유행에 뒤져서 50(18.3) 26(17.4) 24(19.4)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한 싫증 37(13.6) 20(13.4) 17(13.7)

복수응답으로 처리하 음

의복구매동기 구분 전 체 50대여성 60대여성

단위: 명(%) <표 9>  의복구매정보원

의복비 구분 전체 50대여성 60대여성

인적
매장의 판매원 96(35.1) 67(45.0) 28(22.6)

정보원
동료 및 친구 65(23.8) 27(18.1) 39(31.4)

가족 43(15.8) 24(16.1) 19(15.3)

의류회사의 카탈로그 22( 8.1) 14( 9.4) 8( 6.5)

비인적
신문, 광고지 19( 7.0) 5( 3.4) 14(11.3)

정보원
기타 14( 5.1) 3( 2.0) 11( 8.9)

잡지 11( 4.0) 7( 4.7) 4( 3.2)

TV 3( 1.1) 2( 1.3) 1( 0.8)

합 계 273(100.0) 149(100.) 124(100.0)

정보원 구분 전 체 50대여성 60대여성

단위: 명(%)



매장의 판매원(35.1%), 동료 및 친구(23.8%), 가족

(15.8%)으로 주로 인적정보원이 일반 매스미디어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의복구매정보원을 조사한 결과<표 10>,

연령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50대 여성은‘매장의

판매원’, ‘동료 및 친구’, ‘가족’의 순으로 나타났고,

60대 여성은‘동료 및 친구’, ‘매장 및 판매원’, ‘가족’

의 순으로 나타나 의복구매 정보원 활용에 대한 연령

적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매

스미디어와 판매원에 의한 정보의존도가 높아지며 노

인복시장의 판매촉진을 위한 정보 매체의 선정은 T.V.

가 바람직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차이를 보

다.29) 그 이유는 IMF이후 소비절감차원에서 의류카탈

로그가 사라졌고 TV나 잡지에서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광고가 전무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의복구매장소

노년여성의 의복구매장소를 조사한 결과<표 11>, 백

화점(75.8%)이 가장 높았고 할인매장(29.3%), 전문점

(16.5%)의 순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도 같은 경향을

보 다. 주로 의복을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가장 큰 이

유는 과거 백화점이 도시중심에 위치하여 노인들이

백화점을 찾기가 힘들었으나 90년대초반부터 백화점

상권이 주거지로 이동하여 교통편 등 접근이 용이해

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리점 및 직매장에

비해 상품이 다양하고 직접 자신의 의복을 구입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노년 여성복 전문매장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표

12>, ‘이용하겠다(37.1%)’와‘이용하지 않겠다(39.9%)’

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노인전문매장의

필요성은 60대여성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

로 향후 실버산업의 주요 소비자가 될 50대 여성의

63.1%, 현재의 노년소비자인 60대 여성은 60.5%가 노

인전문매장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4) 의복구매자

노년여성의 실제 의복구매자를 조사한 결과<표 13>,

‘본인’이 구입하는 비율(76.6%)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여성은 본인, 배우자, 자녀 순이고, 60대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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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령별 의복구매정보원

정보원 잡지 신문, 의류회사의 TV 동료 및 가족 매장 및 기타

연령 광고지 카탈로그 친구 판매원

연령1 7( 63.6) 5( 26.3) 14( 63.6) 2( 66.7) 27( 41.5) 24( 55.8) 67( 70.5) 3( 21.4)

연령2 4( 36.4) 14( 73.7) 8( 36.4) 1( 33.3) 38( 58.5) 19( 44.2) 28( 29.5) 11( 78.6)

합 계 11(100.0) 19(100.0) 22(100.0) 3(100.0) 65(100.0) 43(100.0) 95(100.0) 14(100.0)

X2= 27.85***      df=7

P .05*, P .01**, P .001***

정보원
잡지

신문, 의류회사의
TV

동료 및
가족

매장 및
기타

연령 광고지 카탈로그 친구 판매원

단위: 명(%)

<표 11>  의복구매장소

의복비 구분 전체 50대여성 60대여성

백화점 207(75.8) 117(78.5) 90(72.6)

할인매장 80(29.3) 46(30.9) 34(27.4)

전문점 45(16.5) 24(16.1) 21(16.9)

재래시장 29(10.6) 12( 8.1) 17(13.7)

맞춤복 의상실 15( 5.5) 11( 7.4) 4( 3.2)

홈쇼핑 7( 2.6) 4( 2.7) 3( 2.4)

복수응답으로 처리하 음

의복구매장소 구분 전 체 50대여성 60대여성

단위: 명(%)

<표 12>  노인복 전문매장 필요성

의복비 구분 전체 50대여성 60대여성

언제나 이용하겠다 18( 6.6) 4( 2.7) 14(11.3)

자주 이용하겠다 86(31.5) 51(34.2) 35(28.2)

그저 그렇다 60(22.0) 30(20.1) 30(24.2)

이용하지 않겠다 67(24.5) 38(25.5) 29(23.4)

전혀 이용하지 않겠다 42(15.4) 26(17.5) 16(12.9)

합 계 273(100.0) 149(100.0) 124(100.0)

전문매장 필요성 구분 전 체 50대여성 60대여성

단위: 명(%)



본인, 자녀,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자녀’가 의복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 으며,30) 본 조사대상의

연령이 69세이하로 아직 의복 구매를 자녀에게 맡길

정도로 신체적·심리적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의복비 부담자

노년여성의 실제 의복비 부담자를 조사한 결과 <표

14>, 본인(55.3%), 배우자(30.4%), 자녀(14.3%)의 순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노년여성이 의복비를 본인 스

스로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0대 여성은 본인

(55.0%), 배우자(39.6%), 자녀(5.4%)의 순으로 , 60대 여

성은 본인(55.6%), 자녀(25.0%), 배우자(19.4%)의 순으로

나타나 60대 여성이 배우자에 비해 자식에 대한 의존

도가 높은 연령적 차이를 인지 할 수 있었다. 의복비

부담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편, 본인, 자녀 또

는 남편, 자녀, 본인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 다.31) 이 결과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상 노년여성 대다수가 주부로서 실제적인 경제활동

능력은 없으나 가정내에서 여전히 경제주도권을 가져

본인이 의복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6) 구매시 의견선도자

노년여성의 의복구매시 의견선도자를 조사한 결과

<표 15>, 50대·60대여성 모두‘본인이 직접(52.0%)’,

‘가족·자녀(26.0%)’, ‘친구·동료(11.0%)’의 순으로 나

타났다. 또한, 여전히 가족과 자녀가 향력을 미치지만

구매자중 50%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복구매를 결정

하여 심리적 의존도가 많이 약화된 것을 알 수 있다. 

3. 노년여성의 의복선택행동

1) 의복선택요인

노년여성의 의복선택기준을 조사한 결과<표 16>,

‘나에게 어울림’, ‘디자인’,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순으로 나타났다. 50대 여성은‘나에게 어울림’, ‘디자

인’,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색상’순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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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의복구매자

의복비 구분 전체 50대여성 60대여성

본 인 209(76.6) 114(76.5) 95(76.6)

자 녀 36(13.2) 14( 9.4) 22(17.7)

배우자 26( 9.5) 19(12.8) 7( 5.6)

기 타 2( 0.7) 2( 1.3) 0( 0.0)

합 계 273(100.0) 149(100.0) 124(100.0)

의복구매자 구분 전 체 50대여성 60대여성

단위: 명(%)
<표 15>  의복구매시 의견선도자

의복비 구분 전체 50대여성 60대여성

본인의 경험 142(52.0) 79(53.4) 60(50.0)

가족, 자녀 71(26.0) 34(24.0) 37(29.8)

친구나 동료 30(11.0) 16(10.8) 14(11.3)

배우자 25( 9.2) 16(10.8) 9( 7.3)

판매원의 권유 5( 1.8) 3( 2.0) 2( 1.6)

합 계 273(100.0) 149(100.0) 124(100.0)

의견선도자 구분 전 체 50대여성 60대여성

단위: 명(%)

<표 16>  의복선택기준

의복비 구분 전체 50대여성 60대여성

나에게 어울림 214(78.4) 135(90.6) 79(63.7)

디자인 138(50.5) 95(63.8) 43(34.7)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126(46.2) 66(44.3) 60(48.4)

색상 110(40.3) 66(44.3) 44(35.5)

가격 104(38.1) 61(40.9) 43(34.7)

소재 101(37.0) 62(41.6) 39(31.5)

의복의 맞음새 76(27.8) 46(30.9) 30(24.2)

바느질 44(16.1) 20(13.4) 24(19.4)

상표의 유명도 24( 8.8) 15(10.1) 9( 7.3)

복수응답으로 처리하 음

의복선택기준 구분 전 체 50대여성 60대여성

단위: 명(%)

<표 14>  의복비 부담자

의복비 구분 전체 50대여성 60대여성

본 인 151(55.3) 82(55.0) 69(55.6)

배우자 83(30.4) 59(39.6) 24(19.4)

자 녀 39(14.3) 8( 5.4) 31(25.0)

합 계 273(100.0) 149(100.0) 124(100.0)

의복비 부담자 구분 전 체 50대여성 60대여성

단위: 명(%)



60대 여성은‘나에게 어울림’, ‘색상’, ‘세탁 및 관리

의 용이성’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결과

를 보 다.32)

2) 의복선택요인별 기성복 만족도

노년여성의 연령과 기성복 만족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표 17>, ‘소재’, ‘바느질’,’가격’에서 연령적 차이

를 보 다. 50대 여성은‘소재’, ‘바느질’, ‘색상’만족

도가 높았고, 60대 여성은‘색상’, ‘소재’, ‘바느질’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50대 여성은‘가격’과‘서비

스’에서, 60대 여성은‘가격’, ‘사이즈’, ‘서비스’에서

기성복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V.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

로 연령에 따른 의생활 실태를 살펴보고, 의복구매행

동을 파악하고, 의복선택기준을 규명함으로써 변화하

는 노년여성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를 명확하게 파악

하여 적절한 실버패션산업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88.3%의 노년여성들이 자신들의 의생활에 보통이상

의 만족도를 보 고, 92.7%의 여성들이 보통이상의

의복관심도를 보여 우리나라 노년들은 의복에 관심

이 많고, 전반적으로 의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여가활동의 유형과 관련되어 스포츠,

여행 및 종교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을 즐기는 사람

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생활 만족도와 의복

관심도가 더 높았다. 사회활동의 기회가 점차 증가

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현상을 고려할 때 노년들의

사회활동에 따른 의복행동을 고려한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2. 10만원 이상의 의복비를 지출하는 사람이 63.7% 이

상이며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 의류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득증가와 함께 의복비 지

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실버의류

시장의 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인구통계

학적 변인에 따른 노령인구의 동태와 의복비 지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3. 노년여성들은 계절의 변화, 구경하다가 마음에 들

어서, 또는 가지고 있는 옷과의 조화, 집안행사 등

의 이유로 의복을 구입하 다. 

4. 노년여성들의 의복구매정보원으로는 TV나 잡지 등

의 매스미디어보다는 판매원, 동료 및 친구, 가족과

같은 인적 정보원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의복

구매장소로는 백화점을 선호하며 노인전용 의류매

장의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있었다. 현재 국내

패션산업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회사 홍보 및 제품

의 제공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도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효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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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연령별 기성복만족도

만족도요인 연령 전체 50대 여성 60대 여성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 재 3.40 0.63 3.48 0.66 3.32 0.66 2.00*

디자인 3.24 0.69 3.29 0.72 3.19 0.72 1.16

색 상 3.35 0.67 3.36 0.65 3.33 0.69 0.36

사이즈(옷의 맞음새) 2.95 0.92 3.05 0.96 2.85 0.89 1.70

바느질 3.35 0.73 3.44 0.68 3.25 0.80 2.06*

가 격 2.53 0.82 2.41 0.81 2.66 0.90 -2.37*

세탁 및 보관 3.08 0.64 3.01 0.68 3.15 0.61 -1.68

서비스(교환·환불·수선) 2.95 0.88 2.99 0.89 2.90 0.87 0.78

P .05*, P .01**, P .001***

연령 전 체 50대 여성 60대 여성
t-test

만족도요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4.8%로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지만 앞으로 더욱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정보매체로서의 인터넷 활용

등 의류상품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정보원의 개발은

패션프로모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5. 노년여성들은 의복구매장소로 편리성을 강조하는

백화점을 선호하 지만 그들만의 실버존이나 전문

매장을 원하지는 않았다. 백화점은 이들을 위한 마

켓존의 설정시 더욱 차별화된 장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점포소매점의 한 종류인 홈쇼

핑을 통해 의복을 구매하는 노년여성의 비율이 본

조사에는 적게 나타났지만, 증가추세에 있는 TV시

청률과 컴퓨터 사용(인터넷이용) 등과 같은 노년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편리성과 같은 장점으로 노인들

의 의복구매욕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홍보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 의복비 부담자는 본인이 주로 부담한다고 응답한

노년여성이 많아 실제 자신이 주부로서 외적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에서 경제적 주

도권을 가지고 의복의 구입의 주체임을 알 수 있다.

구매에 있어서도 본인 의사대로 직접 의복을 구매

하는 점을 볼 때 노년여성을 소비의 주체로서 인식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소비행동을 파악, 판매촉

진 마케팅 전략수립에 반 하여야 할 것이다.

7. 노년여성들은 의복선택기준으로‘나에게 어울림’,

‘디자인’,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에 관한 의복선

택요인을 중요시 여겼으며, 연령별로는 소재, 바느

질, 가격에 차이가 있었다. 노인을 타깃으로 하는

의류업체에서 맞춤 또는 수선의 서어비스가 과거에

비해 강화되어 사이즈의 문제는 많이 부각되지 않

았다. 우리나라 여성용 의류 제품은 이들의 신체적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의류치수, 패턴설계, 디

자인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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