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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s of this study are primary data offer to silver fashion enterprise. In order to deduce design from
diverse needs of silver generation, this study is required expert knowledg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pplied two
rounded Delphi method in which 31 experts.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rom the previous studies,
we found the physical changes of women in silver generation; i.e. the size of their waist and abdomen gets larger, their
breasts are sagging, their limbs are thinner, upper body is bending, their height and weight get shorter and lighter. Their
choice criterion of design of clothing is hide their weak points in body, youthfulness, moderate, and fashion style. Youthful
design but patterns should agree with their body line so that they should be easily fit and look young. They like a jacket
and pants set best regardless of spring or summer and as upper garment, they like semi fit, as pants, they prefer straight
line of ankle length, and as skirts, partial elastic band and pleats, and the length of the skirts just cover their knees. This
pattern in choosing their clothes represents they consider functionality as well as the aesthetics. Their preferred color
for spring is lt/pink, lt/violet lt/green for summer, white and blue. Their preferred materials are wool/poly/spandex and cot-
ton/spandex for functionality for spring, and for summer, linen poly and cotton poly seersucker for cool feeling and stability.
In both top and bottom item, solid pattern follows small one in their preference on patterns, which shows that they are
in pursuit of an elegant style. Our research based on this survey tries to establish what the fashion design for the silver
generation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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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사회는 노인의 예상치 못했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국

가경제활동인구의 축소,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부족, 실업증가,

취업안정성취약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나(장명희, 2003)

실질적인 고령자 복지환경 구축과 실버산업, 고령화 대책에 대

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등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

이 나오고 있으며(매일경제, 2005) 대안을 미처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통계청은 ‘2004년 고령자통계’를 통해 지난해 전국

234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조사한 결과 30개

군이 2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00년 7월에

7.2%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04년 현재

417만 명(8.7%)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도 당초 예상보다 3년

이 빠른 2018년에 14.3%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UN의

보고서는 앞으로 50년 후 한국은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고

령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조흥경제, 2003).

본 연구는 노인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65세 이상

으로 하였지만 우리사회구성원이 인식하는 노인의 연령은

70~74세 이상이 37.4%, 65-69세 이상이 36.6%로 실제 더 높

게 조사되었다(정경희, 2004). 본 연구는 실버와 노인이라는 용

어 사용을 원문인용시에는 원문대로 하고 그 외는 실버라 칭한

다. 전채근(2003)은 실버세대의 학력, 소득과 소비수준의 상승,

자산의 증가, 자기실현 욕구의 표출 등 다변화와 개성화가 두

드러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와 더불어 여가생활 및 사회

적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외피적 상징성을 가시화 시켜

주는 실버패션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실버패션산업

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서 관심의 대상이긴 하나 실버패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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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 존(zone)에 섞여 있으며 실버 브랜드, 실버패션디자인에

관한 학문적 연구도 아직 미흡하여(서미아·이선희, 1995; 유

경숙, 2000; 정삼호, 2005) 실버세대의 다양한 개성과 욕구충족

을 위해서는 기능성을 고려하면서 심미적인 실버패션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자료의 부족과 불

안정한 경기로 인한 미래예측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문

가의 직관을 객관화하여 예측하는 연구방법인 델파이법을 적용

하고자 한다. 패션디자인 연구방법으로는 생소하나 타분야에서

는 미래에 대한 기술조사 예측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다. 의복디자인선호도를 통한 실버패션디자인을 도출함으로서

실버패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를 통한 실버세대의 체형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실버세대의 의복디자인선호도를 파악한다.

셋째, 실버세대의 체형특성을 감안한 실버패션디자인을 도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실버패션산업 개념 및 특성

우리나라에서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은 1980년대 중반 등

장했는데 실버산업이란 말은 1970년대 후반 일본의 민간기업

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온

말로서 일본 노동후생성은 실버산업을 ‘노령자를 대상으로 민

간 기업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이 국민

연금가입자가 수급자격을 갖는 첫해로 경제력을 갖춘 실버세대

가 증가하는 첫해이기도 하므로 실버패션산업에 대한 수요증가

가 예측된다. 

현재의 실질적인 실버패션은 고가품과 저가품 시장으로 양

분화 되어 있으므로 실버패션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

세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

었다고는 하나 아직 63.2% 노인의 최대관심사는 경제적인 문

제로 한달 용돈이 30만원 이상 되는 노인이 13.3%이고 10만원

이하가 44.8%로(정경희, 2004) 노인소비는 점점 양극화되고 있

는 추세다. 지금까지 고가품은 고급 부티크나 수입제품이 대신

하고 저가품은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실버세대

체형 특성을 가미한 기능적이고 심미적이며 만족감을 주고 자

신감 있게 사회활동을 유도할 만한 적절한 실버패션은 아직 미

미하다. 학계의 디자인관련 논문도 소수에 불과하고 의류업계

의 미온적인 대처, 수익성의 취약, 투자활동 위축으로 그 발달

정도가 미약하지만 최근 실버산업이 표면화되면서 실버패션에

대한 학계의 활발한 움직임이 보도되고 있다. 정삼호는 실버패

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실버패션전문매장이 거의

없고 체형의 특성을 고려한 기능적 의복설계나 치수 표준화의

부재, 기업의 영세성 및 무관심, 신소재 개발 및 생산 공정의

자동화 시스템의 구비미비, 필요한 인체치수 데이터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으로 실버의류 산업치수

표준화와 체형별 유형별 드레스폼 개발 등 주로 패턴개발에 관

하여 제시하였다(어패럴뉴스, 2004). 

2.2. 실버세대 여성의 체형특성 및 의복디자인선호도

실버세대의 체형특성 파악과 디자인선호에 관한 선행연구는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패션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1990년대

중반이후 연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실버세대여성의 체형특성 : Ryan(1966)은 신체적 활력과 직

업과 관련된 지위, 수입 같은 자아지지의 요소의 상실로 노인

에게는 의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신체적 노화에 의한

체형변화, 사회적활동 감소는 심리적 위축의 요인이 되므로 의

복에 기대하는 심리적 욕구는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의복을 비롯

한 패션으로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외모 뿐 아니라 생활의 활력

을 고양시키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버세대는 전반적으로 근육의 탄력성이 약해지고 체지방이

재 분포 되어 체형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김경화·최혜선(1995)

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반신 굴신, 허리와 배의 비만, 가

슴의 하수현상, 사지부는 가늘어지고 높이항목, 너비, 둘레, 두

께항목이 감소하는 편이며 70세 이전의 노인전기는 표준체형

이 많으나 70세 이후의 노인후기는 마르고 키가 작으며 굴신

의 차이가 났다. 남윤자·유희숙(1996)의 연구도 키와 체중은

감소하고 평균 비만도는 낮아지나 개인에 따라 차이가 컸으며

가슴, 엉덩이둘레가 작아지는 반면 허리둘레는 변화가 적어 밋

밋해지고 마른체형은 중년여성과 비슷한 체형을 보이며 비만체

형일수록 키가 작고 굴곡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영자

(2004)는 60~70대로 갈수록 어깨가 처지고 겨드랑 두께는 작아

진다고 하였다. 김인순·성화경(2002)은 실버세대 여성의 체형

을 마르고 왜소하고 등이나 허리가 굽은 체형으로 80세 이하

가 주로 속하며 고령자 체형의 특징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중간정도로 상반신이 긴 체형으로 55세에서 64세에 많았고 세

번째는 가장 마른체형으로 하반신이 길고 바른 체형이다. 네 번

째는 가장 비만하고 유두가 처졌으며 반신체형으로 뒤로 젖혀

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70세를 기점으로 노인

체형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바른 체형은 감소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비만이 감소하는 연령층에서 등이 굽고 무릎이 굽는 신체

특징이 현저했으며 70세 이상에 집중 되었으므로 노인의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수아 외(2003)는 하반신을 다리가 굵고 키가 큰형과 키가

작고 복부비만 경향이 있지만 전체비만은 아닌 유형으로 분류

했다. 이정임 외(2003)는 측정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소비만족

도가 높은 의류생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노인체형특성이 반영

된 치수규격과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실버체형의 특징은 전반적으로

허리와 배가 커지고 사지가 가늘어지면서 상체가 굽으므로 이

상 체형이 커버되면서 기능적인 패턴설계와 패션디자인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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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의복디자인선호도 : 서미아·이선희(1995)는 봄가을 방문이

나 쇼핑, 출근 시 즐겨 입는 의복으로 투피스정장, 블라우스(스

웨터)와 바지, 스커트 순으로 선호하며 계절별 선호의복색으로

봄에는 분홍, 미색, 베이지 여름은 흰색, 하늘색, 파랑색, 가을

은 밤색, 자주색, 베이지 겨울은 검정, 밤색, 회색 순이며 문양

은 무지, 기하학적, 전통문양 순이다. 선호하는 의복감은 세탁

의 간편성, 옷맵시 나고 구김 안가는 옷감, 형태가 변하지 않

는 실용적 가치가 높은 옷감이 주류를 이루므로 실버세대의 건

강과 기능증진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 신소재가 실버패션의 중

심소재로 부각되는 것은 당위성을 가진다. 유경숙(2000)은 보

기 좋은 옷의 기준으로 여성은 50%가 수수하고 단정, 기품 있

고 우아로 나타났고 편안해 보이는 옷이 최하위로 실제 착용감

은 편해야 하지만 편안해 보이는 것은 선호하지 않아 심미성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2004)

의 노인층의 의복선호도 경향조사에서 노인일수록 밝은 색상을

좋아 한다는 통념을 깨고 44%가 회색 및 검정계열을 선택했고,

31.7%가 무늬 있는 옷을 선호하지 않아 지난 1990년과 1997

년 조사에서 붉은색 및 꽃무늬 등 화려한 무늬에 대한 선호도

가 각각 26.7%와 34%로 높았던 점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현대

로 올수록 무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품위있고 고상한 미를

추구함을 알 수 있다. 김유덕·김미영(2004)은 50대는 남과 비

슷한, 성숙한, 화려한, 청순한, 풍만한, 정숙한 이미지에서 높은

점수를, 1960대는 청순한, 눈에띄는, 귀여운, 발랄한 이미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노인이 타 연령층에 비해 의복을 통해 젊어

보이려는 결과를 얻었다. 모든 연령층이 우아한, 고급스러운, 품

위있는 이미지를 현재보다 향후 높게 추구하여 고급스러움과

품위는 배제할 수 없는 실버패션이미지로 입증되었다. 또한 디

자인 선택기준으로 체형커버, 젊고 개성적 순으로 나타났고 여

름 상의 소재는 흡수성, 하의는 신축성, 무늬는 무지, 물방울,

꽃무늬 순이고 소재특성은 세탁안정성과 다림질이 필요 없는

소재를 중요시했다. 선호하는 착장스타일은 자켓, 팬츠 세트나

점퍼, 팬츠 세트를 선호하였고 여름 상의 색상은 흰색, 청색,

녹색 순이고 하의는 청색, 녹색, 검정, 무지와 체크로 나타나

(여혜린·권영숙, 2005) 검정색을 선호한다는 노인층의 의복선

호도 경향조사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패널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는 의류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

는 의류업체종사자와 학계의 교강사를 포함한 31인이다. 전문

가의 성격을 보면 디자이너 및 MD가 14명, 교수 6명, 강사

11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시에 직장을 가진 사람이 24명, 서

울이외의 지역이 7명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의류업체 특성상 주

로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는 점이 한계였고, 부족하다고 여겨지

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여성정장 브랜드의 숍 매니저, 디자

인실장, 실버패션전문가를 전화 또는 직접 면담하였다. 

전문가선정의 원칙으로 전문가적 식견을 가장 중요시하였으

나 전체적으로 업계/학계, 학계에서는 디자인/의복구성, 서울/지

방의 배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예측조사의 방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

는 델파이법을 활용하였다. 델파이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회

에 걸쳐 피드백 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즉, 집단적 사고를 체계

적으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표준자료 없이 마담브랜드 범주

속에 중장년이상, 실버층까지 커버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항

에서는 델파이법이 훌륭한 예측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사료된

다. 그 이유는 업계상황에 치우친 업계 측 의견과 연구위주의

학계의견이 비슷한 수적 인원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학계

의 기초자료와 업계의 자료이용에 대한 틈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델파이(Delphi)’란 말은 미국의 Rand연구소의 철학자

Kaplan에 의해 고안되었으며(차미숙, 1994) 델파이법의 요체는

특정 전문가 패널로부터 체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기법으로

집단의 상호작용의 장점을 살리면서 이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특징은 패널의 익명성, 총괄수행자가 응답자에 대해 결

과를 피드백 해 줌으로써 자신의 응답을 다시 체크할 기회를

준다는 것, 설문을 반복 수행한다는 점, 그룹 전체의견을 통계

처리하여 의견의 분포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김형수, 1996).

고전적 델파이법은 주로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

는 1라운드의 브레인스토밍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버복지 전문

가와 마담브랜드 실장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하여 1차 라운드

에 해당되는 실버패션디자인이란 대상주제 및 조사항목을 선정

하여 바로 2라운드부터 시작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이견을 원

치 않는 경우 4라운드를 생략하고 2라운드만을 갖고서도 충분

히 델파이법을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김

형수, 1996) 사전준비과정을 1차 라운드로 본다면 본 연구는

총 3라운드에 걸쳐 델파이법을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델파이법에 있어 라운드 횟수 결정은 패널들의 합의가 도출

과 연구의 안정도와 연관된다. 델파이법에서 안정도란 라운드

간 응답의 일치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응답이 일치한다면 연구의

안정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방법 중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안정

도의 지표로 삼았다. 1차 라운드 0.35, 2차는 0.25로 변이계수

가 감소하였으며 0.5이하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라운드가 필요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조사가 전문가의 직관을 객관화하여 디자인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1차 설문지에 델파이법의 취지와 설명을 첨가하였으

며 일부패널에게는 직접 설명하였다. 2회 라운드에 걸린 총 조

사기간은 약 5주(8월1일~9월6일)였으며 1차 라운드는 설문지만

을 제시하였고 2차 라운드는 1차 라운드의 업계, 학계, 전체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여 메일로 발송하고 약 3주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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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수거하였다. 

3.3. 의복디자인선호도의 조사항목과 구체적 조사방법

의복디자인선호도는 디자인선택기준, 계절별 착장 스타일, 아

이템 별 실루엣, 디테일, 무늬, 계절별 색상, 소재 등의 조사항

목으로 서미아·이선희(1995), 유경숙(2000), 여혜린·권영숙

(2005)의 설문을 부분적으로 적용한 것과 선행 연구결과를 설

문문항으로 활용한 것 그리고 연구자가 현 시점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4. 연구결과 

1차 라운드 결과 총 89문항의 전체 평균은 3.35, 업계와 학

계평균은 3.47과 3.22이었고 2차 라운드는 1차 결과 적용하기

에 부적절한 3점 이하를 제외한 65문항을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3.49, 업계와 학계평균은 3.55와 3.43으로 업계가 역시

Table 1. 실버세대 여성의 의복디자인선호도

번호                설문항목 전체평균 업계평균 학계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A1 디자인선호도에서 디자인선택기준, 체형커버 4.22 4.43 4.06 0.71 0.17

A2 디자인선호도에서 디자인선택기준, 젊음/개성 3.50 3.71 3.33 0.84 0.24

A3 디자인선호도에서 디자인선택기준, 무난/단순 3.47 3.21 3.67 0.80 0.23

A4 봄에 적합한 착장 스타일, 자켓+팬츠 4.03 4.29 3.83 0.74 0.18

A5 봄에 적합한 착장 스타일, 자켓+스커트 3.16 3.50 2.89 0.88 0.28

A6 봄에 적합한 착장 스타일, 이너웨어+팬츠 3.38 3.43 3.33 0.91 0.27

A7 여름에 적합한 착장 스타일, 반자켓+팬츠 3.69 4.07 3.39 1.06 0.29

A8 여름에 적합한 착장 스타일, 반자켓+스커트 3.19 3.50 2.94 1.00 0.31

A9 여름에 적합한 착장 스타일, 이너웨어+팬츠 3.78 4.07 3.56 0.71 0.19

A10 여름에 적합한 착장 스타일, 이너웨어+스커트 3.25 3.29 3.22 0.76 0.23

A11 상의(자켓)에 적합한 실루엣, 세미 피트형 3.47 3.79 3.22 0.88 0.25

A12 상의(자켓)에 적합한 실루엣, 박스형 3.31 2.93 3.61 0.93 0.28

A13 상의(자켓)에 적합한 길이, 힙 중간 길이 3.59 3.64 3.56 0.87 0.24

A14 상의(자켓)에 적합한 길이, 힙 바로 밑 길이 3.89 3.50 3.67 0.84 0.23

A15 봄에 상의(자켓) 네크/칼라, 라운드,V-네크 3.31 3.57 3.11 0.78 0.24

A16 봄에 상의(자켓) 네크/칼라, 테일러드 칼라 3.53 3.71 3.39 0.95 0.27

A17 봄에 상의(자켓) 네크/칼라, 스탠 칼라 3.50 3.93 3.17 0.92 0.26

A18 여름 상의(자켓) 네크/칼라, 라운드, V-네크 4.06 4.07 4.06 0.92 0.26

A19 여름 상의(자켓) 네크/칼라, 테일러드 칼라 2.66 2.64 2.67 1.04 0.39

A20 상의(자켓)에 적합한 여밈, 싱글 단추 4.09 4.07 4.11 0.78 0.19

A21 상의(자켓)에 적합한 여밈, 지퍼 3.09 3.00 3.17 1.03 0.33

A22 하의 여밈에 옆 지퍼 3.13 3.07 3.17 0.83 0.27

A23 하의 여밈에 앞 지퍼 3.63 3.79 3.50 0.91 0.25

A24 하의 벨트 전체 고무 밴드 2.47 2.21 2.67 0.84 0.34

A25 하의 벨트 부분 고무 밴드 3.63 3.50 3.72 0.71 0.20

A26 스커트 형태, A라인 3.25 3.29 3.22 0.80 0.25

A27 스커트 형태, 전체 플리츠(주름) 3.16 3.00 3.28 1.05 0.33

A28 스커트 형태, 부분 플리츠 3.41 3.36 3.44 1.04 0.30

A29 스커트 길이, 무릎 바로 밑 길이(미디) 3.97 3.93 4.00 0.65 0.16

A30 스커트 길이, 무릎과 발목 중간 길이 3.00 2.71 3.22 0.95 0.32

A31 팬츠실루엣, 스트레이트(일자형) 3.50 3.57 3.44 0.92 0.26

A32 팬츠실루엣, 배기형(발목 좁아짐) 3.06 3.14 3.00 0.88 0.29

A33 팬츠길이, 무릎과 발목 중간 길이(7부) 2.69 2.64 2.72 0.93 0.35

A34 팬츠길이, 발목길이(9부) 3.84 4.07 3.67 0.88 0.23

A35 팬츠디테일, 탑(장식)스티치 3.19 3.14 3.22 0.93 0.29

A36 팬츠디테일, 다아트/요크 처리 3.41 3.57 3.28 0.76 0.22

A37 팬츠디테일, 자수/패치 장식 3.50 3.43 3.56 1.05 0.30

A38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젊은 감각으로 함 3.88 4.14 3.67 0.87 0.22

A39 디자인보다는 패턴만 실버체형으로 수정 3.97 4.00 3.94 0.86 0.22

A40 니트류는 세트제작에서 탑/가디건 또는 조끼 4.03 4.07 4.00 0.69 0.17

A41 니트류는 세트제작에서 자켓+(탑)+팬츠 3.03 2.86 3.17 0.90 0.30

A42 니트류는 세트제작에서 자켓+(탑)+스커트 3.19 3.29 3.11 0.74 0.23

계 3.46 3.59 3.40 0.89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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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조사되었으며 1차 라운드 때보다 두 집단 간의 간격이 좁

혀졌다. 표준편차는 1차 1.04에서 0.84로 좁혀졌는데 이는 다

른 패널들의 의견이 반영된 1차 결과를 보고 2차 라운드 때

자신의 의견을 수정 한 것으로 보이며 주로 3, 4점의 분포를

보였다. 본 설문지를 더 이상 돌릴 필요가 없는 안정도의 기준

은 변이계수 0.5이하로 1차 0.35에서 2차 0.25로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4.1. 실버세대 여성의 의복디자인선호도 

실버의류 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디

자인을 선택하는 기준은 체형커버, 젊음, 무난, 유행 순으로 나

타나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 주는 디자인에 가장 역점을 두는

편이며 봄/여름 착장스타일은 자켓+팬츠, 이너웨어+팬츠, 자켓

+스커트, 이너웨어+스커트 순으로 공히 팬츠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켓+스커트에서 업계 평균이 학계에 비해 높은 것

은 최근 스커트 유행의 영향으로 여겨진다. M브랜드 디자인실

이사는 정장보다는 스포티 캐주얼이 인기이며 원피스보다 팬츠

정장에 민소매 셔츠차림이 요즘 실버여성들이 좋아하는 착장법

이라고 하였다. 이는 노인들의 여행과 레저활동이 많아지면서

활동적인 옷차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정장과 고급스러움을 고집하던 업체들 역시 레포츠성향이 강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상의전문 업체도 팬츠를 출시하여 고

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아이템변화는 행사전이나 기획

전에 더욱 두드러져 향후 제품기획 시 좋은 지침서로 삼는다고

하였다(한국섬유신문, 2005). 자켓은 세미 피트형에 힙 중간이

나 바로 밑 길이, 싱글 단추 여밈을 선호하며 하의의 허리밴드

는 일반형이나 부분 고무밴드에 앞지퍼, 무릎 밑 길이의 부분

플리츠스커트를 선호하였다. 팬츠는 일자실루엣의 경쾌한 발목

(9부)길이, 니트는 탑/카디건 세트를 선호하였으며 디자인은 마

담브랜드와 공유하고 체형커버를 위한 디자인을 더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도표는 의복디자인선호도 통계

결과를 Table 1로 정리하였다.

4.2. 색상 및 소재 선호도

실버여성들에게 색상자체보다 의복으로 착용하였을 때 피부

톤과 어울리는 색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부에 잡티가 많아지며 어두워지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복색상으로 보완해주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봄은 연 핑크, 그린, 보라 순으로, 여름은 흰색과

블루가 선호 색상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 업체전문가의

인터뷰 내용과 차이가 있어 연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L’

브랜드 디자인 실장의 말을 빌리면 2005 여름엔 레드가 인기

가 있었고 선명한색을 선호하며 어느정도 유행색을 감안한다고

한다. 실버여성이라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선호하는 색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조건 유행색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한다. 또

‘P’브랜드 기획이사는 실버여성이 파스텔색상을 착용하면 오히

려 피부 톤이 더 생기 없게 보이며 실제 올 봄/여름에 반응이

좋았던 색상도 원색에 가까운 진한 핑크나 레드 등이었다고 한

Table 2. 색상 및 소재/무늬 선호도

번호                 설문항목 전체 평균값 업계평균 학계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B1 계절별 선호 색상에서 봄은 연 핑크 3.63 3.86 3.44 0.75 0.21

B2 계절별 선호 색상에서 봄은 연 그린 3.53 3.57 3.50 0.80 0.23

B3 계절별 선호 색상에서 봄은 연 보라 3.56 3.64 3.50 0.76 0.21

B4 계절별 선호 색상에서 여름은 흰색 4.00 4.21 3.83 0.84 0.21

B5 계절별 선호 색상에서 여름은 블루 3.88 3.93 3.83 0.83 0.21

B6 계절별 선호 색상에서 여름은 그린 3.34 3.29 3.39 0.70 0.21

B7 계절별 선호 소재에서 봄은 울/폴리/스판 3.84 3.79 3.89 0.68 0.18

B8 계절별 선호 소재에서 봄은 면100 3.47 3.64 3.33 0.88 0.25

B9 계절별 선호 소재에서 봄은 면 스판 3.72 3.86 3.61 0.85 0.23

B10 계절별 선호 소재에서 봄은 폴리100 2.97 3.21 2.78 0.93 0.31

B11 계절별 선호 소재에서 여름은 면/폴리 시어서커 3.66 3.50 3.78 0.90 0.25

B12 계절별 선호 소재에서 여름은 레이욘/폴리 3.44 3.43 3.44 0.72 0.21

B13 계절별 선호 소재에서 여름은 마/폴리 3.69 3.86 3.56 0.69 0.19

B14 계절별 선호 소재에서 여름은 폴리100신소재 3.44 3.64 3.28 0.84 0.24

B15 선호무늬에서 상의(자켓)은 무지(단색) 3.88 3.71 4.00 0.71 0.18

B16 선호무늬에서 상의(자켓)은 자연무늬 3.22 3.29 3.17 0.87 0.27

B17 선호무늬에서 상의(자켓)은 잔잔한 무늬 3.84 3.79 3.89 0.68 0.18

B18 선호무늬에서 이너웨어(셔츠, BL)는 무지(단색) 3.78 3.64 3.89 0.91 0.24

B19 선호무늬에서 이너웨어(셔츠, BL)는 기하무늬 3.00 3.00 3.00 0.95 0.32

B20 선호무늬에서 이너웨어(셔츠, BL)는 자연무늬 3.41 3.64 3.22 0.80 0.23

B21 선호무늬에서 이너웨어(셔츠, BL)는 잔잔한무늬 4.00 4.21 3.83 0.57 0.14

B22 선호무늬에서 팬츠는 무지(단색) 4.06 4.07 4.06 0.91 0.22

B23 선호무늬에서 팬츠는 자연무늬 2.47 2.64 2.33 0.76 0.31

계 3.56 3.63 3.50 0.7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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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브랜드의 모 이사도 실버여성의 옷차림이나 색상선택

이 훨씬 대담해지고 있으며 붉은색이 인기가 있다고 하였다. 사

랑의전화복지재단(2004)이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들

의 좋아하는 옷 색상은 검은색, 흰색계통(24%), 푸른색계통

(22%), 적색계통(20%)순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즐겨입는 옷 색

상은 갈색계통이 27%를 차지해 좋아하는 색과 다른 경향을 보

였다. 앞의 선행연구결과에서 검정색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같

아 검정색은 계절을 불문하고 기본색상이라 여겨진다. 

봄에는 울/폴리/스판이 믹스된 소재가 신축성이 있어 선호되

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흡습성이 좋은 면/폴리, 마나 레이욘에 폴

Table 3. 실버세대 여성을 위한 의복디자인 맵

아이템
Long sleeve

테일러드자켓

Long sleeve

라운드 자켓

Long sleeve

short 자켓

브이 넥
vest

Shortsleeve

라운드 자켓

7부 브이넥

니트 자켓

도식화
            

색상 흰색, 연핑크, 

연 그린

흰색, 네이비

네이비, 흰색

연 그린, 연보라 흰색, 레드, 

네이비

흰색, 핑크

하늘색, 민트

흰색, 밝은 회

하늘색, 흰색

소재 울/폴리/스판 울/폴리/스판 면/스판 또는

폴리/스판

면/스판 면/폴리 서커 마/아크릴

특징 프린세스라인 세미 

피티드 힙 길이 

3버튼 기본

허리 다아트

새미피티드

포켓, 구성선에 

브레이드

장식, 라운드

프린세스라인

세미 피티드

힙 중간 길이

스탠 칼라의

지퍼 캐주얼

체형 커버용 

프린세스라인

가장자리 배색 

바이어스 포인트

잔잔한 무늬

세미 피티드

힙 중간 길이

가는 밴드 

라운드 자켓

7부 소매

가장 자리

배색바이어스

시원한 브이넥 

니트자켓

아이템 긴소매카디건 반소매니트탑 핀턱블라우스 폴로 셔츠 오픈블라우스

도식화
  

    

  

  

색상 연핑크, 민트 흰색, 체리핑크, 민트 흰색, 하늘색 체리핑크, 흰색, 

검정색

흰색, 블루

소재 울/아크릴 레이욘/아크릴 폴리 신소재 레이욘/폴리 마/폴리

특징 베이직실루엣

비대칭 패턴

넥, 여밈에

배색트리밍

카디건과 세트

비대칭 패턴

낮은 모크 넥

약간 긴반소매

박스 실루엣

앞 단추 여밈 

핀턱 포인트

양 옆 트임

세미 피티드

깊은 넥 처리

폴로 넥, 배색 탑 스티칭

프렌치슬리브

박스 실루엣

약간 넓은 

라운드 넥

아이템 일자 팬츠 인버티드 SK 세미배기팬츠 부분 플리츠 크롭트 팬츠

도식화
            

색상 흰색, 연회색, 검정색 흰색, 하늘색, 네이비 연그린, 연보라 흰색, 하늘색, 네이비 흰색, 블루

소재 울/폴리/스판 울/폴리/스판 면/스판 또는

 폴리/스판

폴리 신소재 면/스판

특징 팬츠 슈트용

일자 실루dpt

라운드벨트

다아트 처리

9부 길이

인버티드 플리츠 A-라인

벨트 중간에

고무 밴드

미디길이

세미배기 형허리 

양옆에 부분 고무

밴드9부길이
 

부분 플리츠

허리 양옆에

고무 밴드

긴 미디 길이

또는 미디

크롭트 팬츠

약간 넓은

일자 실루엣

비대칭 벨트

7부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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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믹스하여 기능을 향상시킨 소재가 높은 평가를 얻었다. 상

의, 셔츠, 팬츠 공히 무지와 잔잔한 무늬가 높은 선호도를 보

여 눈에 띠지않는 세련된 멋을 추구하는 것으로 풀이 된다. 색

상 및 소재/무늬 선호도에 관한 결과 도표를 Table 2에 정리하

였다. 

4.3. 실버패션디자인 도출

실버브랜드로는 리본, 리베도, 벨리시앙 등이 있는데 연령대

가 낮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실버를 위한 브랜드임을 외적으

로 내세우기보다는 패턴은 체형변화에 맞게 하면서 디자인은

젊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응답에 대한 적합성으로 볼 수 있는 평균 3.5

이상 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봄/여름 외출복 스타일에 대한 의

복디자인을 도출한 결과 봄 아이템은 자켓3, 베스트1, 카디건

과 탑 세트1, 블라우스1, 팬츠3, 스커트2, 여름은 자켓2, 니트

탑1, 블라우스1로 구성되었고 하의류는 봄/여름 스타일은 같이

하되 소재와 색상으로 변화를 주었다. 봄에 선호되는 색상은 연

핑크, 연보라, 연그린 여름은 흰색과 다양한 블루를 중심으로

민트와 기본색상인 연한 그레이와 블랙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

고 봄에는 흰색과 네이비를 여름은 레드와 체리핑크를 업계전

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추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심

플하면서 깔끔하고 체형커버가 되는 세미 피트 실루엣, 기능적

인 소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위의 의복디자인선호도 결과 도

출된 의복디자인 맵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실버여성의 체형특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살

펴보고 의복디자인선호도를 조사하여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사

회생활에 자신감을 주는 기능적이면서 심미적인 실버패션디자

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31인의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체

계적으로 접근시키는 델파이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선행연구로 살펴본 실버세대 여성들의 체형특성은 허

리와 배 둘레가 커지고 유방이 쳐지며 사지는 가늘어지고 상체

가 굽으며 키/체중이 다소 감소했다. 70세를 전후로 체형변화

가 현저해 짐으로써 체형커버와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디자인이

특히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의복디자인 선택기준은 체형커버가 압도적으로 높았으

며(4.22) 젊어 보이고 무난한 스타일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은

젊은 감각으로 패턴만 실버체형으로(3.97) 하여 편안하면서 젊

어 보이는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착장 스타일로는 봄/여름 모

두 자켓과 팬츠를 선택하여 캐주얼화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상

의 실루엣은 세미피트, 팬츠는 일자형의 발목(9부)길이, 스커트

는 부분 고무밴드에 부분 플리츠, 무릎 바로 아래 길이가 선호

되어 기능성과 심미성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봄의 선호색상은 연핑크, 연보라, 연그린 여름은 흰색

과 블루가 확연하게 높았다. 봄 선호 소재는 울/폴리/스판, 면/

스판으로 기능성을 중요시 하며 여름은 마/폴리와 면 폴리 시

어서커로 시원하면서 현태안정성을 고려하였으며 무늬는 상하

아이템 모두 무지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튀지 않는 잔잔한 무늬

가 그 다음으로 세련되고 품위 있는 의복스타일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실버세대 여성들의 직접적인 의견

이 아닌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세부적인 요구가 간과될 수 있으

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의견을 병행하여 좀더 정확

하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패션디자인 도출에 반영하는 것과 실

버세대를 위한 복종을 세분화하여 정장용, 일상복용, 레저용, 남

성용 등 목적에 부합하는 패션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2005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 게

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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