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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asual Hanbok design made of Hanji yarn textiles for New Silver gen-
eration women. The New silver generation is a coined word which has meaning of a newly silver generation and it is dis-
tinguished from pre-silver generation. New silver generation is a generation that is independent and given active role by
their age groups and generational characteristic. The concept of silver generation was introduced from maturity market
in Japan. This study was based on analysis about their preference of forms, colors, and materials of Casual Hanbok. The
survey target were 270 female over age 50 living in Daejeon City. The analysis methods used frequency and percentage.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ing. Although almost of them haven’t worn Casual Hanbok, they had the positive
recognition on wearing one. They preferred longer length jacket to traditional Korean style, shorter length of skirt. They
also preferred the traditional sleeve shape and knotted buttons. On the foundation of this fact, 2 styles consist of 5 Casual
Hanbok design items made of functional material - Hanji yarn textiles that have antimicrobial, deodorant, quick drying,
far infrared radiation which are not harmful to health - for New silver women were suggested. One style was 3 items -
blouse, vest, skirt - which are the sense of Korean tradition with activity by patch. The other was 2 items - jacket and
skirt - which are the sense of Korean tradition with modern way by quilting. Lastly, these garments were evaluated by
13 experts, they were satisfied with 2 styles and all items. As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Elderly women living in Dae-
jeon city, it had the limitation on applying of preference styles to all the New silv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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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학의 발달과 경제성장은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삶

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예상보다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어 2018년에는 14.3%에 달해 UN이 정한 고령사회(노인

인구비중 1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중 20%)로

노인 인구만 일천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통계청, 2006).

최근 “뉴실버” 라고 불리는 신노년층세대 노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결코 기대지 않겠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안정된 경제력, 높은 지적·문화적 수준, 국제적 감각 등을 갖

추고 있는 특징의 인구집단으로, 이들은 국민연금, 노후보장성

저축 등의 노후 대책에 따라 이들의 자산 규모가 현재 노인층

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실버세대의 경제적 자립은 새

로운 소비 세력, 소비 트렌드를 좌우하는 소비주체로 분류되고

있어 노년층을 겨냥한 실버산업은 또 하나의 미래 산업으로 각

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선진기업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를 새

로운 기회로 인식하여 실버산업에 대한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와 섬유패션기업 및 의류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주목하고 실버세대의 의복활동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버의류 관련 기업들은 영세성, 무

관심, 이해 결핍 등의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는 1990년 이후에 중·노년기 여성들을 위한 전문 의류

매장이 몇몇 백화점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기능, 색

상, 스타일에서 노인의 취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 보다 고령

화가 일찍 시작되어, 유명백화점에 작업복, 원터치 내의, 특수

건강내의 등 노년층을 위한 실버존이 형성되어있을 정도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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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어 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우 1960~70년대 까지만 해도 보수적인

성향과 전통복식 착용의 익숙함을 이유로 한복을 지속적으로

착용하였으나 경제 발달 및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한복 착용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 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전통문화 및 디자인에 대한 관심, 민중문화 추종자들의 생

활한복 채택, 1988년 올림픽 전후의 생활한복 보급과 유지, 관

광산업의 발달 등으로 한복은 생활한복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되어, 노년층이나 의례용으로 국한되어왔던 용도에서 벗어

나 문화계승의 취지 아래 모든 세대를 위한 일상복의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화계승의 관심은 문화 상품개

발, 생활한복의 일상화 등으로 전개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

면서 의류학 분야에서도 생활한복의 의식조사 및 디자인 선호

도, 구매실태, 시판되고 있는 디자인 분석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가 비로소 시작되어 오늘날 패턴, 소재, 마케팅방안 등 다

양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적·생리적·심리적으로 약화되어가

는 뉴실버세대 여성의 건강 증진 및 의복 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는 기능성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구체적 연구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지역의 뉴실버세대 여성의 생활한

복 착용 실태 및 선호도를 파악하였고, 둘째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2008 F/W 패션트렌드정보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디자인 선호도조사 결과 및 패션 트랜드를 반영한 뉴실버 여성

용 한지직물 생활한복 디자인 및 실물을 제시하였고. 넷째 연

구 대상과 동일 연령층의 전문가 집단의 디자인 만족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실버의류 산업을 위해 뉴실버세대 여성의 특

성에 적합한 의복 디자인 개발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됨으로

써 뉴실버 의류산업 발전은 물론, 한류 열풍 및 한 패션의 영

향으로 우리 전통의 미를 살린 생활한복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이론적 배경

2.1. 뉴실버세대의 개념 및 특성

뉴실버세대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서구에서 제2차 세

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붐 세대(1946~64년생)가 고령화되면

서 전통적인 노인상에서 벗어난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이다(동

아일보, 2006). 특히 1945년 종전을 전후해 태어난 일본의 단

카이 세대(1947~49년생)나 미국의 베이붐 세대(1946~64년생)

도 사회의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한 세대로서(연합뉴스, 2005)

주목받는 상황을 볼 때 뉴실버세대의 연구는 앞으로의 현대사

회를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관점이 된다. 

뉴실버세대는 기존의 실버세대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실버세

대를 뜻하는 신조어로서 연령대적 특성과 세대적 특성으로 인

해 이전 실버세대와는 달리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부여

받은 세대이다(조진희, 2006).

뉴실버의 연령 기준에 관한 연구를 보면 미국 인구통계국에

서는 노인의 연령층을 55-64세(the olders), 65-74세(the elders),

75-84세(the aged), 85세 이상 (the very old), 즉 4단계로 나누

고 뉴실버세대의 기준 연령을 55세로 사용하였으며(이의훈, 김

숙응, 2004), Bartos(1980)는 라이프스타일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고 할 수 있는 구분 연령을 50세로 규정하여 기존의 실버세대

기준 연령과 구분되는 새로운 견해를 보였다. 최근의 노년층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상이한 기준 연령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은 문화권, 시대, 상황에 따른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근 조사된 LG연구소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직

장인의 퇴직 연령이 52.3세로 5-6세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오고

있어(조선일보, 2007) 50세 이상을 잠재력 있는 소비자로 하는

‘실버마켓’에 최대의 관심이 기울어지면서 50+마케팅, 55+마케

팅(이의훈, 1998)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의 연령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

서는 뉴실버개념을 적용한 50세부터 65세까지의 여성을 대상

으로 연구하였다.

중·노년층에 접어들면 노화로 인한 근육의 경화와 체력 감

퇴, 가슴의 축소와 처짐 현상, 굵어지는 허리선, 배, 엉덩이, 뒷

목의 비대 현상, 굽은 어깨 등 신체적인 변화가 가속화되고(최

신덕 역, 1985; Kaiser s, 1972), 더불어 신경계통 및 혈액

부진, 호흡, 소화, 배설, 대사, 체온조절 기능의 저하와 같은 생

리적 기능변화도 겪게 된다.(김태현, 1999; 서병숙, 1991) 이와

같은 변화와 함께 사회적 역할 상실, 직장에서의 조기 정년퇴

직, 경제적 수입의 감소, 자식들의 분가 및 배우자 친지의 사

별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은 노년층을 심리적으로 위축(김명

자, 1982)시킨다. 

기존의 실버세대는 이러한 노령화에 대한 변화에 유연하지

못한 채 퇴직한 뒤 연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생활하거나 자식들

에 의존하여 여생을 보내며, 경제적 독립의 부족으로 낮은 구

매력을 보이는 계층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뉴실버세대는

부부중심의 문화, 여가, 레저 활동 등 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변

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의 특징을 지니며 또한 경제력

향상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 돈으로 여생

을 즐겁게 지내며, 구매력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은 자립적 가

치관을 지니고 있다(서성호, 2004). 또한 그들은 그 동안 잊고

있었던 자아를 다시 찾고, 미루어왔던 자유로운 나의 생활을 찾

아가며, 자신의 나이보다 젊어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젊은이처

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연소화(down-aging) 욕구를 지니고 있

고(김재훈, 2006), 개인화, 합리화되는 사회적 변화 및 자녀세

대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실버와 달리 자녀보다는 ‘자신’(ego)

을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정미정, 2006). 따라서 뉴

실버세대들은 자신의 외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품위

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여 물질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존의

실버세대와 차별화된 소비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뉴실버

세대 소비시장의 확대에 맞추어 소비주체인 그들의 수요를 반

영하고, 신체적 변화 특성을 고려한 의복 패턴, 기능적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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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더불어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의복 개발 연구는 착용자

에게 행복감과 자존감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2. 생활한복의 일반적 고찰

2.2.1. 생활한복의 개념 및 명칭

생활한복의 개념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의 견

해로 정리되는데, 첫째 전통한복의 착탈의를 간소화하고 착용

시 답답함, 작업시의 거추장스러움 등 전통한복의 단점을 보완

한 한복이라는 견해(이인자, 이태욱, 1993)와 둘째, 이전까지 생

활한복의 상용자가 일부 계층에 제한되고 일상복으로 착용이

매우 저조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게 디자

인된 옷으로, 한복으로 보기보다는 양복에 한국적인 복식요소

를 응용한 새로운 패션이라는 견해(황의숙, 1995)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자는 앞서 제시된 생활한복에 대한 두 가지의 견해

를 바탕으로, 생활한복이란 전통한복과 서양의복의 디자인 요

소를 믹스하고, 현대인의 life style에 맞추어 전통한복의 미를

유지하면서 한복의 단점인 착탈의 번거로움, 착용시 답답함, 작

업시 거추장스러움 등을 보완하는 실용성 중심의 디자인이 가

미된 한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생활한복의 아이템에 관한 명칭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전

통한복의 명칭에 따라 상의류는 저고리, 하의류는 치마와 바지

로 나누어 부르고 있다.(고정민, 1997; 김영미, 2000; 유혜원,

2001)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한복의 경우, 상의는

저고리, 자켓, 블라우스, 조끼, 셔츠 등의 명칭으로, 외의류는

두루마기 혹은 코트 등으로, 하의류는 치마 혹은 스커트 등의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 개념의 일반적

인 이해를 위해 양복에서 사용하는 의복의 아이템명인 재킷, 블

라우스, 조끼, 스커트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2.2.2. 생활한복 선행연구조사

고정민, 김영미, 박성숙(2001), 유혜원에 따르면 뉴실버세대

인 50대 이상의 여성은 생활한복을 대부분 착용해 보지 않거

나 소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착용해본 경우에도 일상복이 아닌

명절이나, 기념행사 용도로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생활한복 착

용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번쯤 착용해

보고 싶다.” 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김

영미). 또한 생활한복의 구매처로 50대 이상의 여성의 경우 전

문디자이너, 한복점, 주단점, 혼수점, 포목점등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김영미, 2000), 생활한복 구매 시 김영미는 가격

을, 유혜원은 옷감의 질을 주안점으로 생각하고 있어, 좋은 소

재의 사용과 합리적인 가격 제안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선결

과제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김영미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보다 50대 이상의 연령

대에서 생활한복 스타일로는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을 선호

하였으며 착용 계절로는 봄가을을 선호하였고, 유혜원의 연구

에 의하면 저고리 디자인의 경우, 길이는 전통한복길이 보다

10 cm도 긴 길이가, 소매모양은 전통 한복의 소매형태를, 깃 모

양은 둥근깃을, 치마는 전통한복 보다 10 cm정도 짧은 길이의

허리주름치마를 동일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의 경우, 손형남(2006)에 따르면 매끄럽고, 유연할수록

좋아하고, 반면 탄력성이 부족한 점, 뻣뻣한 점, 드레이프성이

적은 점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경 외(1999)는

생활한복의 착용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불만족을 조사한

결과, 한정된 소재 사용에 대한 불만족도 높았지만, ‘구김이 잘

간다, 후줄근하다, 세탁 후 다림질이 필요하다’ 등 관리적인 측

면에 대한 불만 또한 높게 나타났다. 최은경(2007)은 생활한복

구매 시 지연요인으로 직물의 질감, 색상의 향상 및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뽑았으며, 안현숙(2002)은 소재 선정 시 심미성보

다는 관리의 용이성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서 생활한복 활

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소재 개발을 제시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관리용이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만족

하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생활한복 디자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한지직물의 특성

한지직물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

지원단을 수십 가닥의 미세폭으로 전단하는 과정인 스리팅

(Sllitting)을 거쳐 일정한 장력으로 보빈에 감아 권취(Winding)

한 후, 일정한 꼬임을 부여하는 연사(Twisting)과정을 통해 강

도가 우수한 한지사를 만들어 직조한 원단이다.

한지사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섬유로서 다양한 기능성을

지니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염성 질

환의 주된 원인이 되는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해 99.9%의 정균

감소율을 갖는 항균성이 있으며, 둘째 생활 속에서 불쾌감을 주

는 3대 악취중 하나인 암모니아와 새집증후군의 원인인 포름

알데히드 등에 대한 탈취율이 매우 높은 위생섬유이다. 셋째 인

체의 땀 및 수분을 신속하게 흡수 발산시켜 언제나 쾌적한 상

태를 유지해주는 High-performance 섬유소재이다. 마지막으로

원적외선은 인체의 생리작용을 활성화시켜 인체 내의 노폐물제

거, 혈전분해,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4~1000 µm 파장영

역의 빛으로서 한지사는 황토수준의 원적외선을 방출한다.(한

국니트산업연구원, 2007) 이러한 기능적 특성을 지닌 한지사는

면사 대비 80%의 인장강도를 보유하고 섬유용 제품으로 응용

하기 충분하다. 또한 한지사는 타섬유와 혼직이 가능하고, 다양

한 물성을 지닌 소재로 응용이 가능하며, 셀롤로오스계 섬유와

동일한 염색법을 이용할 시 염색견뢰도가 높다. 또한 세탁내구

성도 20회 이상의 반복세탁에서도 형태안정성 및 내구성이 우

수하게 나타나 의류용, 내의용, 인테리어용, 생활용, 산업용 제

품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로하스 섬유소재의 특성

을 지니고 있어 신체적·생리적으로 기능이 감퇴된 뉴실버세

대를 위한 소재로의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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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뉴실버세대를 위한 한지직물 생활한복 디자

인을 위한 이론적 문헌연구와 설문 결과를 반영한 생활한복 디

자인 제시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뉴실버세대 여성의 생활한복 착용실태 및 선호도를 파악

한다. 

2)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을 위한 2008 F/W 패션 트렌드 정

보를 분석한다. 

3) 뉴실버세대 여성을 위한 한지직물을 활용한 생활한복 디

자인 및 실물을 제시한다. 

4) 제작된 실물을 전문가 집단의 디자인 평가를 통하여 신뢰

성을 검증한다.

3.2. 측정도구 및 분석 방법

3.2.1. 뉴실버세대 착용자 및 선호도 조사

뉴실버세대의 착용자 및 선호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고정

민(1997), 김영미(2000), 박성숙(2001), 유혜원(2001)의 문헌연

구를 토대로 학계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한 수정보완 과정

을 거쳐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해 3문항, 생활한복

착용실태에 관해 6문항, 선호도에 관해 21문항 등 총 30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대전시 거주하는 50,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08년 1월 3일

부터 25일 동안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92부가 회수

되었고, 그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지를 제외한 270(90%)부를

SPSS 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빈도,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3.2.2. 신뢰성 검증을 위한 디자인 평가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는 본 연구의 대상과 동일한 연령

대(50대이상 65세 미만)의 13명의 전문가 집단(관련 업체 종사

자 7명 및 관련 전공 교수 6명)을 대상으로 2008년 2월 11일

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5점 척도의 설문지 조사와 인터뷰

로 실시하였으며, 평가내용은 디자인1과 2의 전체 스타일 만족

도에 관한 문항 2개와 5개의 아이템별 디자인 만족도에 관한

문항-상의 9개, 하의 6개, 조끼 8개-총 48개로 구성하였다. 통

계는 SPSS 1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빈도, 평균, 백분율)를 실

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인구통계학적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Table 1과 같이 55세 이상 60

세 미만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세 이상 55세 미

만이 31.3%,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21.0%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을 50세이상 69세이하로 설정하였으나 조사지 대부분

이 뉴실버세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동호회 체육시설이나 노

인복지회관으로 비교적 활동적인 65세미만으로 결과가 나타나

뉴실버세대의 표본 집단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62.2%, 고졸 20.7%, 중졸 17.1% 순으

로 나타나 연령대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전이

라는 대도시의 지역적 특성상 타 지방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높

고 다양한 전문직종이 분포하여 이주자들의 학력이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 33.3%, 200만원 이상

26.9%, 50-100만원 미만 21.9%, 50만원 미만 18.9% 순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노후설계를 통한 기초생활이 가능

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2. 뉴실버세대의 생활한복 착용실태

대전지역 뉴실버세대의 생활한복 착용실태 조사 결과는

Table 2에서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68.1%가 착용 경험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활한복 보유의 경우는 71.1%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착용 경험자의 경우 착용 용도로는 명절용, 경

조사용, 일상용, 외출용, 개성연출의 순으로 응답하여 일상복으

Fig. 1. 한지사 제조 공정(www.lohashanji.com)

Table 1. 응답자의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인 구 통 계 적 변 인 빈도(명) 백분율(%)

연 령

50세 이상 55세 미만 84 31.3

55세 이상 60세 미만 129 47.7

60세 이상 65세 미만 57 21.0

계 270 100

학 력

중졸 46 17.1

고졸 56 20.7

대졸이상 168 62.2

계 270 100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51 18.9

50-100만원 미만 59 21.9

100-200만원 미만 90 33.3

200만원 이상 72 26.9

계 2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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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역할보다는 의례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생활한복 착용자에 대한 느낌은 입어보고 싶음 44.4%, 입기

망설여짐 32.6%, 특수직업이 연상됨 12.6%, 보기 좋지 않음

10.4%로 순으로 나타나 생활한복 착용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수 직업이 연상된다는 응답

은 최근 생활한복을 유니폼에 응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생활한복 희망 구입처로는 한복점

40.0%, 생활한복 전문 브랜드 31.9%, 재래시장 20.0%, 통신판

매 8.1% 순으로 나타나, 뉴실버세대가 여전히 전통한복에 익숙

함을 알 수 있었다.

가격은 5~10만원 34.8%, 10~20 만원 32.2%, 20~30 만원

28.6%, 30만원 이상 4.4%순으로, 30만원 이상을 제외한 가격

대의 분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다양한 가격대의 소비자

인식을 고려하여 소재, 디자인, 양산과정, 판매방식에 따른 다

양한 가격대의 제품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4.3. 뉴실버세대의 생활한복에 관한 선호도

생활한복 선호 착용 계절은 Table 3과 같이 봄,가을 53.3%,

여름 12.6%, 겨울 34.1%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한복이 여름용

으로 착용하기에 의복면적이 크다는 단점을 들 수 있었으며,

봄, 가을 두 계절에 비교하여 겨울에 대한 응답 또한 높이 나

타나 보온·방한용 소재 개발 및 기능적 디자인의에 관한 연

구가 요구되었다.

생활한복 선호 스타일은 Table 4와 같이 한복 멋 살린 활동

적 스타일 39.2%, 양장과 한복의 중간 스타일 36.6%, 한복에

가까운 스타일 17.8%, 양장에 가까운 스타일 6.4%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김영미(2001)의 연구에서 50대 이상이 한복에 가

까운 응용스타일을 선호한 것에 비교하여 기존실버세대와 다른

뉴실버세대의 활동적인 성향과 젊은 감성에 기인함을 알 수 있

었다.

선호하는 생활한복 상의에 관한 내용은 Table 5에서와 같이,

먼저 상의 길이는 전통한복보다 10 cm 긴 길이를 가장 선호하

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전통한복 20 cm 긴 길이, 전통한복길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전통한

복의 길이가 활동 시 불편하므로 너무 거추장스럽지 않은 정도

의 허리선 길이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소매 모양은 전통한복 소매 43.7%, 기모노 소매 43.0%, 스

트레이트 소매 7.7%, 타이트 소매 5.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비록 너른 폭이 활동 시 불편하지만 우리

한복의 가장 독특한 조형미로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

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선호 깃 모양은 둥근깃 25.1%, 맞깃 20.0%, 당코깃 15.6%,

칼깃 14.1%, 목판깃, 내리닫이깃 각 12.6% 순으로 나타났는데

Table 2. 생활한복 착용실태

변 인 빈도(명) 백분율(%)

생활한복 착용여부

예 86 31.9

아니오 184 68.1

계 270 100

생활한복 보유수

없음 192 71.1

1벌 62 23.0

2벌 10 3.7

3벌 1 0.3

4벌 이상 5 1.9

계 270 100

생활한복 착용용도 

일 상 용  10 11.6

외 출 용  9 10.5

경조사용  28 32.5

명 절 용 33 38.4

개성연출  6 7.0

계 86 100

생활한복 착용용자 느낌

보기좋지 않음 28 10.4

입어보고 싶음 120 44.4

입기 망설여짐 88 32.6

특수직업 연상 34 12.6

계 270 100

생활한복 희망구입처

생활한복 전문브랜드 86 31.9

한 복 점 108 40.0

재래시장 54 20.0

통신판매 22 8.1

계 270 100

생활한복 적정가격

 5~10 만원 94 34.8

10~20 만원 87 32.2

20~30 만원 77 28.6

30만원 이상 12 4.4

계 270 100

Table 3. 생활한복 선호 착용 계절

변 인 빈도(명) 백분율(%)

생활한복 선호 착용계절

봄.가을 144 53.3

여 름 34 12.6

겨 울 92 34.1

계 270 100

Table 4. 생활한복 선호 스타일

변 인 빈도(명) 백분율(%)

한복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48 17.8

양장과 한복의 중간스타일 99 36.6

양장에 가까운 응용스타일 17 6.4

한복 멋 살린 활동적 스타일 106 39.2

계 2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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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개량화된 전통한복의 깃모양

과 가장 유사한 둥근깃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한복의 선호 여밈 방식으로는 매듭단추 34.4%, 짧은 리

본 23.7%, 고름형태 13.3%, 단추 11.9%, 스냅 9.6%, 지퍼

6.7%, 벨크로 0.4%로 순으로, 전통미를 살린 매듭단추를 가장

선호하였다. 

생활한복 하의에 관한 선호도는 Table 6과 같이 치마

45.1%, 관계없음 39.3%, 바지 15.6%로 나타나 대체로 바지보

다는 치마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는데, 치마 선호 길이는 종아

리에서 발목 사이 37.8%, 무릎에서 종아리 사이 길이 27.7%,

전통한복 길이 24.4%, 무릎길이 10.1% 순이었다. 치마 선호

스타일은 허리치마 45.9%, 플레어 스커트 24.7%, 주름 스커트

19.4%, A-라인 스커트 9.6%, 타이트 스커트 0.4% 순으로 나

타나, 전통한복의 불편함을 보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길이와 형

태의 디자인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생활한복 선호 색상은 Table 7에서와 같이 무채색 계열

30.0%, 붉은색 계열 27.8%, 푸른색 계열 24.4%, 갈색 계열

17.8%순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무채색과 붉은색 푸른색 계열

이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성향을 알 수

있었다. 선호색 느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 40.3%, 점잖고

중후한 느낌 18.2%, 밝고 가벼운 느낌 17.0%, 젊고 발랄한 느

낌 9.6%, 신비스러운 전통색 느낌 8.2%, 눈에 띄는 선명한 느

낌 6.7%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혜원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뉴실버세대가 모던하고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

는 성향에 기인하였다 사료된다.

생활한복 선호 소재의 경우는 Table 8과 같이 부드러운 느

낌 65.6%, 무광택 느낌 10.7%, 광택 있는 느낌 8.9%, 얇아

보이는 느낌 4.4%, 두꺼워 보이는 느낌, 뻣뻣해 보이는 느낌

각각 3.7%, 깔깔한 느낌 3.0% 순으로 나타나 부드러운 느낌의

소재를 선호하고 있어 2008 F/W Retro Remix트렌드에서 제

시된 소재의 경향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생활한복 상의 관한 선호도

변             인 빈도(명) 백분율(%)

상의길이 

전통한복 길이 34 12.6

전통한복보다 10 cm 긴 길이 172 63.7

전통한복보다 20 cm 긴 길이 64 23.7

계 270 100

소매모양

전통한복 소매 118 43.7

기모노 소매 116 43.0

스트레이트 소매 21 7.7

타이트 소매 15 5.6

계 270 100

깃 모 양

칼 깃 38 14.1

목 판 깃 34 12.6

맞 깃 54 20.0

둥 근 깃 68 25.1

당 코 깃 42 15.6

내리닫이깃 34 12.6

계 270 100

여밈방법

고름형태 36 13.3

짧은리본 64 23.7

매듭단추 93 34.4

지 퍼 18 6.7

단 추 32 11.9

스 냅 26 9.6

벨 크 로 1 0.4

계 270 100

Table 7. 생활한복 선호 색상

변      인 빈도(명) 백분율(%)

생활한복

선호색상

붉은색 계열 75 27.8

푸른색 계열 66 24.4

갈색 계열 48 17.8

무채색 계열 81 30.0

계 270 100

생활한복

선    호
색 느 낌

밝고 가벼운 느낌 46 17.0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낌 109 40.3

눈에 띄는 선명한 느낌 18 6.7

점잖고 중후한 느낌 49 18.2

신비스러운 전통색 느낌 22 8.2

젊고 발랄한 느낌 26 9.6

계 270 100

Table 6. 생활한복 하의에 관한 선호도

변 인 빈도(명) 백분율(%)

생활한복

선호하의 

치마 122 45.1

바지 42 15.6

관계없음 106 39.3

계 270 100

생활한복

치    마
선호길이

생활한복

전통 한복 길이 66 24.4

종아리에서 발목 사이 길이 102 37.8

무릎에서 종아리 사이 길이 75 27.7

무릎 길이 27 10.1

계 270 100

생활한복

치마선호

스 타 일

허리 치마 124 45.9

주름 스커트 52 19.4

플레어 스커트 67 24.7

타이트 스커트 1 0.4

A-라인 스커트 26 9.6

계 2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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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한복 선택 시 소재특성 고려요인에 관한 결과는 Table

9와 같이 촉감, 흡습성, 보온성, 세탁성과 내추성, 가격, 내구성

, 기능성, 신축성 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Table 8의 부

드러운 촉감을 선호하는 소재선호에 관한 응답과 연계되는 결

과를 보였다. 기능성, 신축성은 비교적 낮은 응답을 보였는데 기

능성의 경우는 기능성 섬유에 대한 홍보 및 인식의 부족으로 사

료되며, 신축성의 경우 생활한복은 여유가 많은 형태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4.4. 디자인 제시

4.4.1. 디자인 컨셉

07/08 F/W 트렌드는 대표적인 디자인조사 기관인 인터패션

플레닝과, 삼성디자인넷에 발표된 메인스트림인 신귀족주의 감

성의 Neo Aristo, 1920년대 오리엔탈과 1940년대 글래머러스

룩을 접목한 Salon De Archives, 에콜로지와 테크놀로지가 접

목된 친환경 신기술 융합의 Eco Tech, 복고와 현대적 감각의

믹스가 돋보인 Retro Remix 4가지의 컨셉 중 Retro Remix

컨셉을 적용하였다. 

Retro Remix 컨셉은 클래식의 중후한 이미지에 젊은 스트리

트 감성의 실루엣과 독특한 디테일, 경쾌한 색상, 테크니컬한

소재를 입혀 ‘젊은’붐 레트로로 재완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컬러는 원색에 회색을 한 방울 떨어트린 듯 한 뉴트럴

톤과 모노톤이고, 스타일은 오버사이즈 코트, 미디스커트, 챙 넓

은 모자 등 70, 80년대를 연상하는 아이템으로 국내외 디자이

너의 컬렉션에서도 많이 적용되었다. Aquascutum은 적벽돌 컬

러의 광택 소재로 만든 클래식 코트를, Louis vuitton은 모노톤

의 미디플레어 스커트와 앙고라소재 니트 스웨터, 챙 넓은 모

자를 런웨이에 선보였으며, 이영희 역시 톤 다운된 컬러를 사

용하여 우리 전통의 깃모양, 고름 등을 응용한 다양한 디자인

을 광택감이 있는 소재를 이용하여 제안하였다. 국내 대표적인

중장년층 의류 브랜드인 앙스모드, 문영미의 07/08 컬렉션에서

도 뉴트럴톤과 전통적 문양, 한국적인 요소를 응용하여 큰 관

심을 끌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구의 조화를 포인트로 하는 패션트

렌드가 비록 신체 나이는 고령에 접어들지만 젊은 감성을 유지

하려는 뉴실버세대들의 심리적 특성과 유사하여, Retro Remix

컨셉을 바탕으로 모노톤과 뉴트럴톤의 그린컬러를 메인컬러로

사용하였으며 동양적인 느낌의 자카드 조직과 루즈한 실루엣,

미디길이의 플레어스커트 등을 적용하였다. 이는 생활한복이라

는 전통에 한지직물이라는 하이테크소재의 믹스로 전통적인 것

과 새로운 것의 만남으로 재해석 될 수 있다.

4.4.2. 디자인 제시

뉴실버세대를 위한 디자인은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08/09

F/W 시즌의 Retro Remix 컨셉과 생활한복 시장의 최근 동향

을 반영하여 한지직물을 활용한 생활한복을 Fig. 2와 같이 두

개의 스타일, 5개의 아이템으로 디자인 하였다. 선호도 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봄 가을용 생활한복을 디자인하였는데, 하의

의 경우는 바지보다 스커트를 더 선호하고 있어 스커트를 적용

하여 디자인 하였다. 

디자인I은 전통한복의 멋을 살린 활동적인 스타일로, 한지직

물 중 자카드 조직 원단을 활용한 조각배색 조끼, 맞깃 블라우

Table 9. 생활한복 소재특성 고려정도                                                                                  빈도(백분율)

 고려
 정도

요인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그저그렇다 고려한다 많이 고려한다 합계

신축성 18(6.7) 40(14.8) 108(40.0) 46(17.0) 58(21.5) 270(100)

촉 감 4(1.5) 22(8.1) 64 (23.7) 102(37.8) 78(28.8) 270(100)

흡습성 2(0.7) 20(7.4) 76(28.1) 98(36.3) 74(27.4) 270(100)

내구성 12(4.4) 18(6.7) 102(37.8) 82(30.4) 56(20.7)  270(100)

보온성 4(1.5) 16(5.9) 80(29.6) 88(32.6) 82(30.3) 270(100)

가 격 18(6.7) 32(11.9) 84(31.1) 92(34.1) 44(16.3) 270(100)

내추성 20(74) 16(5.9) 74(27.4) 94(34.8) 66(24.4) 270(100)

세탁성 6(2.2) 16(5.9) 88(32.6) 96(35.6) 64(23.7) 270(100)

기능성 22(8.1) 24(8.9) 94(34.8) 72(26.7) 58(21.5) 270 (100)

Table 8. 생활한복 선호 소재의 느낌

변 인 빈도(명) 백분율(%)

부드러운 느낌 177 65.6

뻣뻣한 느낌 10 3.7

광택 있는 느낌 24 8.9

무광택 느낌 29 10.7

얇아 보이는 느낌 12 4.4

두꺼워 보이는 느낌 10 3.7

깔깔한 느낌 8 3.0

계 27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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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조각 배색 스커트의 3-piece로 구성하였다. 조각배색 베스

트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한복보다 10 cm 긴 정도의

허리선 길이, 둥근깃, 매듭단추 앞여밈을 사용하였으며 전통요

소인 조각보 모티브를 배색으로 응용하고, 진동을 여유 있게 처

리하여 활동성 있게 디자인하였다. 스커트 역시 선호도를 반영

하여 발목에서 종아리 사이의 미디길이와 허리치마를 기본으

로, in-seam 포켓의 기능성과 옆선에 조각 배색의 무를 덧대고

매듭단추를 달아 폭의 조절을 가능케 함으로써 실용적이며 다

양한 실루엣 연출을 가능할 수 있는 디자인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뉴실버세대의 노화에 따른 복부 비대를 감안하여 허

리밴드에 부분 고무줄을 넣어 착용감이 좋고 입고 벗기 편리하

도록 고안하였다. 블라우스는 전통한복의 배래선과, 맞깃으로

한복의 멋을 응용하고 2개의 허리 다트를 넣어 시각적으로 날

씬해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길이는 허리선보다는 길고 베스

트 보다는 조금 짧게 하여 치마 안으로 넣거나, 겉으로 나오게

하여 다양한 연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소매부리에 매듭단

추를 달아 활동 시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디자인II는 양장과 한복의 중간 스타일로 모노톤의 누비 재

킷과 절개단 스커트, 2-piece로 구성하였다. 누비재킷은 노화에

따른 목주름을 커버할 수 있는 만다린 칼라와 전통 소매모양으

로 디자인하였으며, 길이의 경우는 선호도 조사를 바탕으로 허

리선에 페플럼 재킷과 같이 밑단을 넓게 처리하여 활동이 편리

Table 10. 패션트렌드, 소비자 및 개발디자인 연계성

구분 패션트렌드 소비자선호 개발 디자인

디자인I

스타일 클래식의 중후한 이미지 한복 멋 살린 활동적 스타일 한복 멋을 살린 활동적 스타일 

소재 쟈카드, 광택 등 부드러운 소재 부드러운 촉감 자카드 한지직물을 유연 처리하여 사용

색상 뉴트럴톤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 뉴트럴 톤의 그린컬러

디테일 동양적 느낌의 디테일 사용 둥근깃, 맞깃 전통 소매모양  매듭단추 
둥근깃 & 맞깃 모양 조각보 디테일 

매듭단추 활용

디자인II  

스타일 젊은 Retro 감성 양장과 한복의 중간 스타일 양장과 한복의 중간 스타일

소재 쟈카드, 광택 등, 부드러운 소재 부드러운 촉감
누비, 텐셀 안감 쟈카드 

한지직물을 유연 처리하여 사용

색상 모노톤 무채색계열 모노 톤의화이트 & 그레이컬러 

디테일 동양적인 디테일 전통 소매모양 누비 및 자수 모티브

Table 11. 디자인 제시

디자인명 도식화 완성사진

디자인
I

  

한복

멋을 
 살린 
활동적 
스타일

조각

배색

조끼

 

맞깃

블라

우스
 

조각

배색

스커트
 

디자인
  II  

양장과 
한복의

중간 
스타일

누비

자수

재킷

 
 

절개단

스커트  

     

  

  

  

  

Fig. 2. 스타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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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디자인하였다. 간절기 보온성을 고려하여 누빔 원단을

사용하고, 전통한복의 소매배래선, 자수 모티브로 전통미를 반

영하였다. 또한 노화에 따른 운동기능의 감퇴를 고려하여 13 mm

스냅을 적용함으로써 입고 벗기 편리하도록 고안하였다. 절개단

스커트는 원단의 겉과 안의 색상 차이를 배색으로 활용하고 덧

단에 절개를 넣어 젊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움직임의 불

편함을 보완하였다. 허리부분의 경우는 조각배색 스커트와 같

이 허리밴드에 부분 고무줄을 넣어 복부의 압박을 최소화 하였

다. 위와 같이 디자인을 고안하여 생활한복을 제작함에 앞서 한

지직물의 특성상 처음에 느껴지는 뻣뻣함을 제거하기 위해 유

연처리를 통해 뉴실버세대들이 선호하는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

공하여 사용하였다. 

개발된 디자인의 각 아이템은 Table 11과 같다.

4.5. 평가 및 논의 

실물 제작된 디자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평가결과는 다음

Table 12와 같다.

디자인 I과 디자인 II의 전체 코디된 스타일에 관한 만족도

는 디자인 II가 디자인 I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디자인 모두 전체적인 외관은 뉴실버세대를 위

한 디자인으로 적합하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디자인 I의 조각

보를 응용한 디테일과 매듭단추, 디자인 II의 누빔이나 자수장

식이 전통미를 잘 살렸다는 의견이 있었다.

각 아이템별 만족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디자인 I의 아이템별 만족도는 Table 13과 같이 조끼의 경우

깃 모양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소비자 선호도와 일치하

였으며, 착탈의 편의성, 활동성, 경량성, 심미성, 여밈방법의 순

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매의 부재, 넓은 진동,

매듭단추의 사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재촉감과 총길

이는 타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촉감의 경우 시접의 겹침이 뻣뻣한 느낌의 원인이 되

어 조각 연결 시 전통방식의 깨끼 바느질법 활용으로 개선이 가

능하며, 길이의 경우는 인체 특성에 따른 길이 조정이 요구되었

다. 맞깃 블라우스의 경우 경량성이 4.54로 가장 높은 만족도

를 보였는데, 이는 다른 아이템에 비하여 아이템 특성상 홑겹

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깃 모양 역시 선호도 조

사에서의 맞깃을 적용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활동성, 소매

모양, 심미성, 총길이, 소재촉감, 여밈 방법 모두 4.0이상의 만

족도를 보였다. 특히 소매디자인 끝에 단추를 달아 소매통을 조

절할 수 있게 디자인하여 활동성을 배려한 디자인으로 평가되

었다. 착탈의 편의성의 경우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단추가 부피감이 있는 작은 매듭형태로 착탈시 단추가 부

드럽게 조작이 되지 않는데 기인된 것으로, 단추의 크기와 소

재에 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각배색 스커트의 경우는 심미성, 착탈의 편의성, 총길이, 경

량성, 활동성, 소재촉감의 순으로 만족하였다. 특히 조각형태의

무와 폭 조절 가능 및 다양한 형태로의 연출, 허리의 부분 고무

줄 적용 등은 창의성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점으로 평가되었다. 

디자인의 아이템별 만족도는 Table 14와 같이 누비자수 재킷

의 경우 총길이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소비자

조사의 상의길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타 항목은

심미성, 여밈 방법, 착탈의 편의성, 활동성, 소재촉감, 깃모양,

경량성의 순으로 모두 만족하였는데, 심미성의 경우는 누빔과

자수모티브를 사용하여 전통미를 잘 활용한 것에 기인하며, 여

밈 방법의 경우는 선호도 조사 시 스냅의 낮은 결과에 비해 실

제 착용 시 착탈의가 편리한 것으로 나타나 선호도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스냅단추의 크기 및 재료를 고려한 결과

이며, 소재의 촉감은 텐셀 안감과 누빔을 사용하여 부드럽고 따

Table 12. 전체 코디된 스타일별 만족도                단위: 명

              만족도
변인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디자인 1 6 7 - - - 4.46

디자인 2 5 8 - - - 4.48

Table 13. 전체 코디된 스타일별 만족도                단위: 명

    만족도
변인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조각

배색

조끼

심미성 3 9 1 - 4.15

총길이 2 10 - 3.85

깃모양 7 4 2 - 4.38

여밈방법 4 6 3 - 4.08

활동성 4 8 1 - 4.23

착탈의

편의성
6 5 2 - 4.31

경량성 5 6 2 - -4.23

소재촉감 3 6 4 - -3.92

맞깃

블라

우스

심미성 3 10 - - 4.23

총길이 3 10 - - 4.23

소매모양 6 6 1 - 4.38

깃모양 7 5 1 - 4.46

여밈방법 4 6 3 - 4.08

활동성 6 5 2 - 4.31

착탈의

편의성
4 4 5 - 3.92

경량성 7 6 - 4.54

소재촉감 4 8 1 - 4.23

조각

배색

스커트

심미성 6 7 - - 4.46

총길이 4 9 - 4.31

활동성 2 10 1 - 4.08

착탈의

편의성
7 5 1 - 4.46

경량성 4 9 - 4.31

소재촉감 5 4 4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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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 느낌으로 평가되었다.

절개단 스커트의 경우 착탈의 편의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보

였으며, 경량성, 심미성, 총장, 소재촉감, 활동성 순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경량성은 디자인의 스커트와 같이 가벼운 한지소재

의 사용과, 심미성의 경우는 자카드 원단의 겉과 안을 배색으

로 사용한 디자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허리의 부

분고무줄 처리와 밑단의 절개 사용으로 착탈의 편의성과 활동

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두

디자인 및 각 아이템별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을

한다면 뉴실버 세대 여성에게 더욱더 적합한 디자인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존 실버세대와 차별화되어 독립적 자아가 강하

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뉴실버세대 여성

을 위한 한지직물 생활한복 디자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생

활한복에 관한 실태 및 디자인 전개를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대전지역 270명의 5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

였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뉴실버 여성들은 생활한복 착용 경험이 대부분 없었으며 소

유벌수도 없음이 가장 높게 나타나 생활한복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생활한복의 착용 여부는 명절이나, 경조사

에 주로 착용하였으며. 타 착용자를 보았을 때 한번쯤 착용하

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잠재적인 시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생활한복 희망구입처로는 한복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적정가격은 30만원 이상을 제외한 가격대의 분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소재와 디자인에 따른 다양한 가격대에 관한 소

비자 인식을 알 수 있었으며, 생산 공정의 다변화를 통한 합리

적인 가격대로 공급처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생활한복 선호 착용 계절은 봄·가을로 나타나 실제 명절이

나 경조사의 시기 외에 일상생활에서 한복의 멋을 살린 활동적

인 생활한복을 요구하고 있어 다양한 일상 생활한복 디자인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한복 상의에 관한 선호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길이는 전통한복보다 10 cm 정도 긴 길이,

소매 모양은 전통 한복 소매, 깃 모양은 둥근깃, 여밈 방식으로

는 매듭단추를 선호하여 활동성을 중요시 하면서도 한복이 가

지고 있는 고유의 조형미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한복 하의는 바지보다 스커트를 더 선호하였으며, 길이

는 종아리에서 발목 사이 미디 길이의 허리치마를 선호하였다.

생활한복 선호 소재로는 부드러운 느낌을 가장 중요시 하였

으며, 선호 색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무채색계열

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색 느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느

낌을 선호하여 뉴실버세대의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엿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의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 전개를 위해 08 F/W 트렌드를 적용하였다.

2. 소재의 경우는 항균성, 소취성, 경량성, 원적외선 방출, 흡

습성이 우수한 한지직물을 사용하였다.

3. 아이템의 경우는 상의와 하의로 구성하였는데 하의의 경

우는 선호도 조사를 근거로 스커트로 디자인 하였다.

4. 디자인은 한복의 멋을 살린 활동적 스타일과 양장과 한복

의 중간 스타일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1) 디자인 I

디자인I은 전통의 미를 강조한 활동적 스타일로 쟈카드 한지

직물의 블라우스, 스커트, 조끼의 3-Piece로 구성하였다. 조끼와

스커트에는 부분적으로 조각보를 응용하였으며, 블라우스의 경

우 소매는 한복의 배래선을, 깃은 맞깃을, 여밈은 매듭단추로

한복의 조형미를 강조하였다. 뉴실버세대로 구성된 전문가집단

의 평가 결과 디자인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조끼

의 경우 깃모양을, 블라우스의 경우 경량성을, 스커트의 경우

착탈의 편의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다만 블라우스의 경우

착탈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평가 되었는데 이

는 매듭단추의 크기 및 소재로 인해 부드럽게 조작이 되지 않

아 시간이 지체된 점을 감안한 단추 크기와 소재에 관한 수정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조끼의 길이는 개인 인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디자인 II

디자인II는 양장과 한복의 중간 스타일로서, 누비 재킷과 스

Table 14. 디자인Ⅱ의 아이템별 만족도                 단위: 명

 만족도
변인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누비 
자수

재킷

심미성 5 8 - - 4.38

총길이 6 7 - - 4.46

소매모양 4 4 5 - 3.92

깃모양 3 9 1 - 4.15

여밈방법 6 6 1 - 4.38

활동성 6 5 2 - 4.31

착탈의

편의성
6 5 2 - 4.31

경량성 2 9 2 - 4.00

소재촉감 4 8 1 - 4.23

절개단

스커트

심미성 4 7 2 - 4.15

총길이 4 7 2 - 4.15

활동성 2 10 1 - 4.08

착탈의

편의성
7 5 1 - 4.46

경량성 4 8 1 - 4.23

소재촉감 5 5 3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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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2-Piece로 구성하였다. 상의는 만다린 칼라와 페플럼을, 하

의는 허리의 부분 고무줄로 복부의 압박을 최소화하였으며 절

개단을 활용하여 기능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스냅부분의 자수

장식, 배래선 등으로 전통미를 반영·접목하였다. 

재킷의 경우는 총길이를, 스커트의 경우는 디자인I의 스커트

와 같이 착탈의 편의성을 가장 높게 만족하였다.

전체적으로 디자인II는 디자인I보다 조금 더 높은 만족도의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제시된 2개의 디자

인 모두 만족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5개의 아이템은 한지직물을 활용한 생

활한복으로 뉴실버세대의 건강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고유 한복의 조형미와 전통소재인 한

지직물이 연계된 전통상품 개발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되며, 최근 개도국위주의 OEM생산으로 주춤한 섬유산업 활

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기대된다.

본 연구는 대전이라는 국한된 지역의 선호도 조사로 인하여

디자인 선호 항목을 일반화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

한 지역의 연구조사를 통한 결과의 비교 분석이 요구되며. 또

한 디자인 평가 시 소규모의 전문가 집단 평가만 이루어져서

실제 착용 후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다루지 않았음을

연구의 한계성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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