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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e days, the aging population is becoming a critical social issue; the activation of

the silver industry for the Y-O generation, meaning the young-old group of aged 55-64, is

accelerating now. Pants are very important item to this generation, since they pursue active

life with an exercise and leisure activities.

Therefore, the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characters as well as the changed life

style of women in the Y-O generation were reviewed, based on former studies and books.

The consumer's patterns and actual wearing conditions about slacks were researched and

analyzed through the survey toward 300 women aged 55-65 living in Seoul.

Based on this research, information was provided for the development of slacks pattern

which is suitable to the deformed body and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Y-O

generation.

Key Words : 고령화 세대 변형 체형(aging population), Y-O (Y-O generation), (deformed body),

미의식(aesthetic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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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Ⅰ

의학 발달에 의한 생명 연장과 소득향상에 따른

의식주 생활의 개선은 현대인의 평균수명을 연장시

켰으며 저출생 저사망의 인구구조와 더불어 노인, ․
인구의 급성장과 고령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가 세기의 중요한. 21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고령 신인류, 1)라 불리

는 영 올드 세대 이하- (Young-Old Generation ;

세대 에 대한 관심도 부각되고 있다Y-O ) .

은퇴라는 명목으로 생산 활동과 사회적 역할에서

밀려남으로써 피부양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과

거의 노년층과는 달리 뉴 실버세대라 불리는, ‘ ’ Y-O

세대는 고도의 경제성장에서 비롯된 탄탄한 경제력

을 지녔으며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한 신체와 더불.

어 퇴직 후 사회경제적 여가 활동 등 왕성한 사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한 운동이나 여행 레저 활동 노인 학교 등의 활, ,

동에 적극적인 세대에게 있어 바지는 중요한Y-O ,

아이템이다 김상희의 연구. 2)에 따르면 노년여성이 6

개월간 구입한 의복 아이템 가운데 바지의 수가 가

장 많았으며 이는 노년 여성들에 있어 바지의 착용,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 한다.

바지는 어느 의복보다도 기능성이 중요시되며 허

리 복부 엉덩이와 허벅지 등 복잡한 신체부위를, ,

감싸는 형태의 의복으로 특히 여성에게 있어 이러,

한 신체부위는 임신과 출산 노화 등에 의한 체형,

변화가 두드러지는 부위로 의복의 맞음새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처럼 맞음새의 문제점이 상반신보다.

하반신에서 크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

인 체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전신 또는 상반신

에 집중되어 있고3) 노년기 여성의 바지원형에 대한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대 여성의 신체적 심리Y-O ,

적 사회적 특징과 변화된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찰,

하고 이들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바지에 대한 소비,

패턴과 착용실태 및 바지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등

을 조사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화에 의해 변화· ,

된 체형에 적합하면서 이들의 미의식에 부합하는 바

지 원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과 선행연구를 통해 세대의 특Y-O

징을 고찰하고 세대 여성을 대상으로 바지의, Y-O

신체 적합성과 착용실태 구매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

며 세대에 해당하는 세에서 세의 연소노인, Y-O 55 65

여성으로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명을, 2009 1 11 17 30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

였으며 월부터 월까지 명을 대상으로 본 조, 2 4 300

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강남과 강북지.

역으로 나누어 노인대학 노래교실 백화점에서 편, ,

의 추출하였다.

조사내용은 응답자가 착용하는 바지의 신체 적합

성과 착용실태 구매 및 만족도, 4)와 노년여성들의 의

복 구매행동에 관한 선행연구5) 그리고 예비조사 결,

과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바지의 구매 및,․
착용실태 선호디자인 수선실태 일반적 사항 등으, , ,

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부가 배포되었으며. 300 ,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부를 제외한 최종 부22 278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통계 프. SAS 9.1

로그램을 이용한 빈도분석 및 백분율 등의 기술 통

계치를 사용하였다.

이론적 배경.Ⅱ

고령화와 실버패션마켓1.

세계보건기구 는 고령화를 거의 눈에 띄지(WHO) ‘

않게 조용히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향후 25

년 후에는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이라 정의’

했다.6) 우리나라는 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로65 7.2%

증가된 년 고령화 사회2000 7)로 진입하였으며 오는,

년에는 고령사회 년에는 초 고령사회에2018 ‘ ’, 2026 ’

도달하게 될 전망이다.8)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행되는 기간을 비교했을 때 프랑스가, 115

년 영국이 년 미국이 년이었던 반면 우리나, 47 , 73 ,

라는 불과 년으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19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9)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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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노쇠하고 병약한 존재가 아닌 건강하고 부유한

세대로 현대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커다,

란 사회계층으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경제력을 갖춘 고

령자 층의 증가는 이들 세대의 지위와 역할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은 노인,

용품에서부터 의류 화장품 식품 등을 비롯하여 의, ,

료 보건관리 여가 및 주거환경 금융 등에 이르기, ,

까지 확대되어 세기의 중요한 전략적 시장으로 급21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의류 업계에서 대 이상을. 60

대상으로 하는 실버시장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

은10)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실버 패션시장은 재래.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존 으로 분산되어 있거(zone)

나 백화점 내 고가의 부티크 존에 일부 한정되어,

있으며 노인 또는 실버라는 단어 대신 마담이, ‘ ’ ‘ ’ ‘ ’

라는 명칭으로 대의 중년 브랜드에서 대40 60 70․
이상의 노년 여성까지를 커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복에 관한 과거 노년층의 관심이 재정이나 건강

상의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11) 타인,

에게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명확한 패션 취향을

보유한 현대의 뉴 실버층은 고급스러우면서도 기호,

와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의복 스타일

을 추구한다.

이에 실버패션 업체는 이러한 시장구도 변화를 적

극 수용하고 타깃 연령층이 넓은 마담 브랜드와는

다른 전용 브랜드를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을, 5060

보이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는 그동안 완전히 비어있.

는 시장이나 다름없었던 이들 세대를 위한 브랜드를

시니어 브랜드로 명명하며 기존의 업체들이 전개‘ ’ ,

하는 스타일을 벗어나 새로운 컨셉을 제안하는 고급

실버 브랜드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12)13)

따라서 고령노인의 체형과 사이즈 디자인 선호도,

를 분석한 브랜드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갓 노인의

서열에 진입한 신 고령자층 즉 세대에 대한 연, Y-O

구와 배려가 있다면 이들 세대를 위한 실버 패션마

켓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세대의 일반적 고찰2. Y-O

세대란 심리학자 뉴가튼Y-O (Bernice L. Neugarten,

의 분류기준1974) 14)에 있어서 세의 연소노인55 64∼

(Young-Old) 그룹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각 단어의,

알파벳 첫 글자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OPAL(Old

족People with Active Life) ’15) 또는, ‘TONK(Two

족Only No Kids) '16), ‘2Y2R(Too Young to Retire)

세대17)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과거 노년 세대와 다’

른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고령 신인류‘ ’

로서 경제적 시간적 여유로 활동적인 삶을 즐기, ․
며 은퇴 후 자신들만의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세대,

이다.

노년기에 들어선 이들은 중년기와는 다른 신체적 ․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된다 세대에 해당. Y-O․
되는 연령대는 생물학적 노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진

행되는 시기로 신체 구간부의 형태 변화가 뚜렷해,

지며 개개인의 편차 또한 현저하게 나타난다 상반.

신에 있어서는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등과 어깨는

두꺼워져 만곡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출산과 연령의.

증가로 인해 허리둘레와 배 둘레의 현저한 증가 비,

만해진 엉덩이의 처짐 등으로 상체에 비해 하체가

비대한 체형으로 변화한다 전체적인 길이와 체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척추의 형태가 변화되고 체중을,

유지하는 연골 조직이 약화되며 신진대사율의 감소,

와 함께 체내 수분과 단백질이 결핍되므로 신장과

체중이 감소한다.18) 또한 사지부는 가늘고 짧아지며,

움직임이 둔화되고 손목과 무릎이 약간 굽어지는 현

상이 발생한다.

종래의 고령자들에게 있어서는 낡고 보수적이며, ,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를 꺼리는 부정적 관념이 지

배적이었던 반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노화를 추구,

하는 오늘날의 세대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고Y-O

약해지는 인간의 노화가 필연이 아닌 그들의 선택이

라고 생각한다.19) 이들에게 은퇴란 직업과 일상으‘ ’

로부터의 퇴출을 의미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 빼앗겼던 시간과 여유를 되찾는 것을 의미하

며 가족의 부양과 돈벌이 고민에서 해방되어 정말,

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삶의 르네상스‘ ’

를 뜻하는 것이다.20) 또한 이들 세대는 년대 이1960

후 경제 개발 성과의 혜택을 초기부터 경험하여 상

당한 부를 축적해온 첫 번째 세대21)로 스트롱 시니‘

어(strong senior)’22) 뉴 리치, ‘ (new rich)’23)라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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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경제력이 뒷받침되며 시간적으로도 여유로운.

이들은 생활의 고급화를 지향하고 고품격의 여가 및

취미생활을 추구하며 제 의 인생을 향유한다2 .

세대의 사회적 특징 중 이전의 세대와 구별되Y-O

는 특성은 구성원의 대다수가 전문지식을 갖춘 고학

력자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국제화된 첫 세대라,

는 점이다 이들은 은퇴 후에도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 활동 사회 환원을 위한 봉사 활동 등을 활발,

히 하며 사회 속에서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에이‘ (active senior)’, ‘

지드(active aged)’24)이다 종래의 노인이 사회적 역.

할상실에 따른 고독 소외감 등의 문제를 가졌던 반,

면 이들 세대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충족감을 느끼며 삶의 보람을 찾고 있다 따라서 이.

들은 자녀나 가족에게 자신의 노후를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립된 삶을 추구한다 자녀 세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에 기대지 않을 뿐더러 그들만의 프라

이버시를 유지하기를 원하며25) 인생의 제 신혼‘ 2

기를 즐기기 원한다’ .

이상과 같이, 세대는 상체 굴신형 하체 비만Y-O ,

형으로 변화되는 신체적 특징을 나타내며 신장과,

체중이 감소는 등 중년까지의 체형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또한 나이를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

고 인식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의 여유를 즐기

며 활동적인 노후를 설계하며 다양한 여가 및 취미,

활동을 통해 영원한 젊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은퇴 후에도 꾸.

준한 교육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고 독립된 자신들․
만의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사회적 특징을 나타낸다.

결과 및 고찰.Ⅲ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세대 여성의 일반적Y-O

사항은 표 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1> . 55-57

세가 로 가장 많았으며 세 세41.7% , 58-60 , 61-6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출산경험이98.9%,

있는 경우가 로 대부분이었다 직업이 있는97.5% .

응답자가 절반 이상인 로 이는 세대 여55.8% , Y-O

성의 상당수가 여전히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명< 1> (n=278 )

문항 구분 빈도 %

연령

세55~57 116 41.7

세58~60 86 30.9

세61~63 46 16.6

세64~65 30 10.8

결혼여부
기혼 275 98.9

미혼 3 1.1

출산경험
유 271 97.5

무 7 2.5

직업유무
유 155 55.8

무 123 44.2

바지의 구매 실태2.

응답자가 주로 구입하는 바지의 호칭은 77, 66,

사이즈 순으로 분석되었고 사이즈가 로55 , 77 37%

가장 많았으며 사이즈의 응답도 의 높은, 66 36.3%

비율로 나타나 사이즈가 세대의 보편적66, 77 Y-O

치수임이 나타났다 표.< 2>

표 구입 호칭 명< 2> (n=278 )

문항 구분 빈도 %

바지

호칭

55 38 13.7

66 102 36.7

77 103 37

88 31 11.2

기타 4 1.4

연간 구입 벌수는 벌이 로 가장 많았고1-2 52.5% ,

그 다음으로 벌 벌 순이었다 표3-4 , 5-6 .< 3>

구입 장소의 분석 결과 백화점이 전체의, 44.6%

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의류 도매시장 할인마, ,

트 순으로 나타났다 표 이러한 결과는 노년여.< 4>

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복 구매처가 도매시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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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간 구입 벌수 명< 3> (n=278 )

문항 구분 빈도 %

연중

구입

횟수

벌1-2 146 52.5

벌3-4 97 34.8

벌5-6 19 6.8

기타 16 5.9

는 박미애의 선행연구26)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나,

신노년층 여성이 의복 구입시 주로 이용하는 점포

유형으로 백화점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김수경의

연구27)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이는 한정된 경제력을.

가진 과거의 노년층이 의복 구매시 가격을 고려하여

재래시장을 선호했던 반면 오늘날의 신노년층은 기,

호에 따른 다양한 제품과 쇼핑하기 좋은 쾌적한 시

설 점포 분위기 등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즉 이들에게 있어 백화점은 단지 쇼핑만을. ,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표 구입 장소 명< 4> (n=278 )

문항 구분 빈도 %

구입

장소

백화점 124 44.6

할인마트 39 14.0

대리점 31 11.2

의류도매시장 63 22.6

홈쇼핑 6 2.2

기타 15 5.4

표 바지의 가격대 명< 5> (n=278 )

문항 구분 빈도 %

가격대

만원 미만5 71 25.7

만원5-10 109 39.2

만원10-15 50 17.9

만원15-20 26 9.4

만원 이상20 22 7.8

구입하는 바지의 가격대는 만원 이 로5-10 39.2%

가장 많았으며 만원 미만 만원 순으로 나, 5 , 10-15

타났다 표.< 5>

바지 구매시에 고려하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총

문항을 리커르트 척도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14 ,

색상 맞음새 디자인 가격(88.5%), (84.2%), (83.1%),

대 여밈의 위치와 종류 순의 고려정도(82.3%), (82%)

를 보였다 표.< 6>

이인수28)의 연구에서는 의복 구매시 가장 고려하

는 것이 맞음새 착탈의 용이성 디자인 가격대 순, , ,

이었던 반면 박은주, 29), 조필교 추태귀 구양숙, , 30)은

디자인이나 스타일을 이민정, 31) 또한 가격이나 편안

함 보다는 색상이나 디자인 등의 미의식을 더 중요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역시 세대. , Y-O

여성들이 노화에 의해 변화된 체형에 적합한 맞음새

뿐만 아니라 색상과 디자인과 같은 심미적인 요인

또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근,

소하였으므로 맞음새와 미의식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바지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바지 구매시 항목별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에 관해

총 문항을 점 리커르트 척도로 설문조사한 결과8 5 ,

세대 여성들이 바지 구매시 가장 불만족스러운Y-O

맞음새 항목으로는 바지 길이가 전체 로 가장69.7%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순의, ,

불만족도를 보였다 표 중년 여성복 업체에서.< 7>

패턴보정이 요구되는 부위에 대한 박유정32)의 조사

결과, 바지 길이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밑위길이, , ,

순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중년 이후의 체형변화가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더욱 급격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만족이 여전

히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불만족스러운 항목 가운데 바지 길이에 대한 불,

만족은 체형의 둘레와 길이가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

으며 이들 세대의 신체적 특징 또한 나이가 들어감,

에 따라 사지는 짧아지고 신장은 줄어드는 특징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그레이딩 방식으로 패턴을

제작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허리둘레에.

대한 불만족은 출산과 노화로 인한 복부비만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변,

화되는 신장의 감소 허리둘레와 복부둘레 등의 증,

가에 따른 체형의 특징을 보완할 수 있는 사이즈체

계의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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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바지 구매시 고려 사항 명< 6> (n=278 )

항목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고려한다

매우

고려한다

1 전체적인 맞음새 0(0) 3(1.1) 41(14.7) 155(55.8) 79(28.4)

2 전체적인 디자인 1(0.4) 4(1.4) 42(15.1) 142(51.1) 89(32.0)

3 색상 1(0.4) 4(1.4 27(9.7) 151(54.3) 95(34.2)

4 원단의 성분 2(0.7) 11(4.0) 70(25.1) 135(48.6) 60(21.6)

5 원단의 촉감 2(0.7) 5(1.8) 45(16.2) 135(48.7) 91(32.6)

6 스트레치 여부 0(0) 18(6.5) 69(24.8) 133(47.8) 58(20.9)

7 미어짐 여부 2(0.8) 8(2.9) 65(23.3) 132(47.5) 71(25.5)

8 원단의 원상복귀여부 1(0.4) 9(3.2) 75(27.0) 125(45.0) 68(24.4)

9 봉제 상태 1(0.4) 8(2.9) 49(17.6) 122(43.8) 98(35.3)

10 여밈의 위치와 종류 0(0) 3(1.1) 47(16.9) 159(57.2) 69(24.8)

11 세탁 및 관리의 용이성 0(0) 4(1.4) 52(18.6) 128(46.2) 94(33.8)

12 가격대 1(0.4) 9(3.2) 39(14.1) 135(48.7) 94(33.6)

13 유행정도 6(2.2) 52(18.7) 92(33.1) 90(32.3) 38(13.7)

14 브랜드 인지도 7(2.5) 40(14.4) 98(35.2) 95(34.2) 38(13.7)

계 278(100.0)

표 바지 구매시 항목별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 명< 7> (n=278 )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허리둘레 15(5.4) 111(39.9) 89(32.0) 45(16.2) 18(6.5)

2 엉덩이 둘레 23(8.3) 94(33.8) 119(42.8) 39(14) 3(1.1)

3 허벅지 둘레 20(7.2) 94(33.8) 122(43.9) 39(14) 3(1.1)

4 바지부리 둘레 3(1.1) 39(14.0) 119(42.8) 94(33.8) 23(8.3)

5 바지 길이 34(12.2) 160(57.5) 72(25.9) 11(4.0) 1(0.4)

6 밑위 길이 17(6.1) 79(28.4) 142(51.1) 36(12.9) 4(1.5)

7 허리 위치 16(5.8) 78(28.0) 152(54.7) 30(10.8) 2(0.7)

8 포켓 깊이 17(6.1) 73(26.3) 166(59.7) 20(7.2) 2(0.7)

계 278(100.0)

바지의 착용실태3.

일주일동안 바지의 평균 착용횟수를 살펴본 결과,

회인 경우가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3-4 51.8% ,

로 회 이상 회 순으로 나타난 반면 바지를5 , 1-2 , ‘

전혀 착용하지 않는다의 응답은 한 명도 없었다’ .

표 이는 바지가 세대 여성들이 착용하는< 8> Y-O

주요 아이템임을 보여주며 김상희, 33)의 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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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바지를 착용하는 이유는 활동하기 편함이‘ ’

라는 응답이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46% ,

체형보완 코디하기 쉬움 순의 결과였다 표, .< 9>

표 일주일동안 바지 착용횟수 명< 8> (n=278 )

표 바지착용 이유 명< 9> (278 )

표 바지 소재의 계절별 선호도 명< 10> (n=278 )

이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로 인해 사회 활동뿐 아니

라 여행과 스포츠 레저 등의 여가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이들 세대들이 신체적 제약을 주는 치마보

다 활동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바지의 착용을 선호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선호하는 바지소재와 색상을 계절별로 나누어 중

요도 순으로 분석한 결과 봄 가을의 선호소재로는, /

합성소재가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면49% , ,

울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선호색상은 곤색,

베이지 검정 순으로 비슷한(25.9%), (24%), (21.9%)

선호도를 나타냈다 여름에는 면이 로 가장. 39.6%

높은 소재 선호도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마 합, ,

성섬유 순이었다 또한 선호 색상은 흰색이. 49.6%

로 가장 높았으며 베이지 검정 순의 선호도를 보, ,

였다 겨울에 주로 착용하는 소재로는 울이. 80.9%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코듀로이 합성섬, ,

유 순으로 분석되었고 선호색상은 검정이 로, 64.9%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곤색 회색 순의 선호도를, ,

보였다 표 표.< 10>< 11>

바지의 소재로서 선호하는 문양은 무지가 62.5%

로 가장 많았으며 체크 스트라이프 순으로 나타났, ,

다 표.< 12>

바지 착용시 선호하는 맞음새의 결과이다 응답자.

중 보통으로 입는다가 로 가장 많았고 그 다‘ ’ 62% ,

음으로는 넉넉하게 입는다 몸에 꼭 맞게 입는다‘ ’, ‘ ’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이는 김상희.< 13> 34)의 연구

결과에서 조금 여유 있는 것이 좋다 몸에 꼭 맞‘ ’, ‘

는 것이 좋다 넉넉한 것이 좋다 순으로 나타난’, ‘ ’

맞음새 선호 결과와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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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절별 바지색상의 선호도 명< 11> (n=278 )

표 바지 소재의 선호 문양 명< 12> (n=278 )

선호하는 바지 디자인4.

세대가 선호하는 바지 디자인을 조사하기 위Y-O

해 실루엣 허리밴드 형태 허리여밈의 방법 포켓, , , ,

밑단의 형태 및 바지의 길이 등을 분석하였다.

응답자가 선호하는 바지의 실루엣은 일자형

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반나팔형(58.9%) , ,

타이트형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바지의 허리밴드 형태는 기본허리가 로 가68.7%

장 많이 선호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낸단 허리 허리, ,

옆 고무밴드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표.< 15>

바지의 여밈 방법으로는 여밈이 편리한 후크

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추(62.6%) , ,

스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응답자가 선호하는 바지의 앞판 허리형태는 표<

표 바지착용시 선호 맞음새 명< 13> (n=278 )

과 같이 주름이나 다트가 없는 형태 를17> (52.5%)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름 개 다트, 1 ,

순을 선호하였다 이는 주름이나 다트 없는 허리가.

다른 허리 형태보다 배가 덜 나와 보여 상대적으로

날씬해 보이며 단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선호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앞뒤판 포켓 형태는 표 와 같이 앞판은< 18, 19>‧
곡선모양의 포켓을 뒤판은 입술포켓을 선호하였다, .

앞판의 경우 포켓이 없는 스타일이 가장 낮은 선호

도를 보인 것으로 보아 이들 세대에게 있어 앞판,

포켓은 장식보다는 수납공간의 역할로서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뒤판 포켓의 경우 입술포켓 포. ,

켓이 없는 스타일순의 선호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

아 앞판에 비해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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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호하는 바지 스타일 명< 14> (n=278 )

문항 일자형 반나팔형 완전나팔형 통바지형 타이트형

도식화

빈도 164 54 4 12 44

% 58.9 19.4 1.4 4.3 16

표 바지의 허리밴드 형태 명< 15> (n=278 )

문항 기본허리 낸단허리 허리전체 고무밴드 허리옆 고무밴드 밴드없음

도식화

빈도 191 54 7 23 3

% 68.7 19.4 2.5 8.3 1.1

표 허리밴드의 여밈 방법 명< 16> (n=278 )

문항 단추 후크 스냅

도

식

화

빈도 101 174 3

% 36.3 62.6 1.1

표 바지의 앞판 형태 명< 17> (n=278 )

문항 주름 다트없음, 주름 개1 주름 개2 다트

도식화

빈도 146 76 27 29

% 52.5 27.3 9.7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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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바지의 앞판 포켓 형태 명< 18> (n=278 )

문항 곡선포켓 사선포켓 평행포켓 숨은포켓 포켓없음

도식화

빈도 69 46 88 57 18

% 24.8 16.5 31.7 20.5 6.5

표 바지의 뒤판 포켓 형태 명< 19> (n=278 )

문항 패치포켓 입술포켓 플랩포켓 포켓없음

도식화

빈도 33 125 38 82

% 11.9 44.9 13.7 29.5

주로 착용하는 바지의 허리위치는 표 과 같< 20>

이 제 허리선이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53.6% ,

는 배꼽선 반골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대는, .

출산과 노화로 인해 비대해진 복부 부위를 넉넉히

감싸는 밑위 길이가 긴 바지에 익숙해 있으므로 앉,

았을 때나 몸을 앞으로 숙였을 때 뒤 허리선이 내려

가는 불편함이 야기되는 골반 허리선보다는 제 허리

선 위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대가 선호하는 바지의 주름 여부에서는 주Y-O

름선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주름50.4%,

선이 없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로 거의49.6%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표.< 21>

표 바지의 허리위치 명< 20> (n=278 )

문항 제 허리선 배꼽선 반골반

도

식

화

빈도 149 113 16

% 53.6 40.7 5.7

표 바지의 주름 여부 명< 21> (n=278 )

문항 주름선 있음 주름선 없음

도식화

빈도 140 138

% 50.4 49.6

세대가 계절별로 선호하는 바지의 길이에 있Y-O

어서 봄 가을에는 발등까지 오는 부 길이, / 10 (51.4%)

를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복숭아 뼈까지,

오는 부 길이 복숭아뼈 윗길이인 부 길이 순으로9 , 8

분석되었다 여름에는 부 길이 를 가장 많이. 9 (27.7%)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부길이 부 길이 순, 7 , 10

이었다 겨울에는 부 길이가 로 가장 많았. 10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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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선호하는 바지의 길이 명< 22> (n=278 )

도식화 길이 구분
봄 가을/ 여름 겨울

빈도 % 빈도 % 빈도 %

무릎 3 1.1 17 6.1 4 1.4

부7 8 2.9 75 26.9 1 0.4

부8 17 6.1 41 14.8 2 0.7

부9 107 38.5 77 27.7 28 10.1

부10 143 51.4 68 24.5 243 87.4

표 선호하는 바지의 안감길이 명< 23> (n=278 )

도식화 길이 구분
봄 가을/ 여름 겨울

빈도 % 빈도 % 빈도 %

안감 없음 52 18.7 83 29.9 30 10.8

반바지 39 14.0 84 30.2 17 6.1

무릎 위 93 33.5 74 26.6 56 20.2

종아리 58 20.9 17 6.1 71 25.5

전체안감 36 12.9 20 7.2 104 37.4

고 그 다음으로는 부 무릎길이 순으로 나타났, 9 ,

다 표.< 22>

세대의 계절별 안감 길이에 대한 선호도에 있Y-O

어서 봄 가을에는 무릎 위 길이 를 선호하는, / (37.5%)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종아리 길이 안, ,

감 없음의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여름에는 반바지.

길이가 안감 없음이 로 거의 같은 비30.2%, 29.9%

율로 선호되었고 그 다음으로 무릎 위 길이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겨울에는 전체길이의 안감이.

로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종37.4% ,

아리길이 무릎 위 길이 등이었다 표, .< 23>

선호하는 바지단 형태는 커프스나 옆트임이 없는

기본 형태 를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62.9%)

았고 그 다음으로는 옆트임이 있는 형태 커프스가, ,

있는 형태 순의 선호도를 보였다 표.< 24>

바지 착용시 선호하는 신발의 높이는 굽5cm

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으로는(49.6%) , 3cm,

플랫 굽 없음 순이었다 표( ) .< 25>

표 바지단 형태 명< 24> (n=278 )

문항 기본 커프스 옆트임

도

식

%

빈도 175 42 61

% 62.9 15.3 21.8

수선실태5.

바지의 수선 실태를 분석 결과 응답자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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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길이에 대해 수선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는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79%),

순으로 나타났다 표(64%) .< 26>

표 선호하는 신발 높이 명< 25> (n=278 )

문항 구분 빈도 %

신발

높이

플랫 굽 없음( ) 18 6.5

3cm 103 37.1

5cm 138 49.6

8cm 18 6.5

10cm 1 0.3

수선시 사이즈를 늘리는 항목은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순이었고 줄이는 항목은 바지길이 허리둘레, ,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허리둘레는 줄이거나.

늘리는 항목 모두가 높은 빈도 축에 속하여 수선 빈

도가 잦은 부위임을 알 수 있으며 바지 길이는 다,

른 부위보다 수선의 빈도가 월등히 높고 수선의 내,

용 또한 줄이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

서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노년 여성의 신체적 특,

징을 감안한 바지 길이의 사이즈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결 론.Ⅳ

최근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노년세

대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 되었고 경제적으로 안정,

표 바지의 수선실태 명< 26> (n=278 )

문

항
구분

수선경험 수선내용

유 무 늘림 줄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수

선

실

태

허리둘레 79 28.3 199 71.7 42 15.5 37 13.3

엉덩이둘레 64 23.0 214 77.0 40 14.3 24 8.7

허벅지둘레 37 13.3 241 86.9 17 6.1 20 7.2

바지부리둘레 24 8.6 254 91.4 3 1.0 21 7.5

바지길이 174 63.0 104 37.3 5 1.8 171 61.2

밑위길이 9 3.2 269 96.6 8 2.9 1 0.3

된 뉴 실버층이 새로운 소비의 주체자로 대두되면서

이들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산업의 활성화도 가

속화 되고 있다 새로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이들 세대는 더 이상 노쇠하고 병약한 과Y-O

거 노인의 개념이 아닌 건강하고 부유한 뉴 실버세,

대로서 현대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

한 사회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 신인류라 불리는 세대Y-O

여성의 변화된 체형에 적합하면서 이들 세대의 기호

와 미의식이 가미된 바지원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세대 여성의 일반적 특징 및 변, Y-O

화된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찰하였고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세대 여성의 바지Y-O

에 대한 소비패턴과 착용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소비자의 일반적 사항에 있어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가 기혼이었으며98.9% ,

출산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구매 실태에 있어서 주로 구입하는 바지의,

호칭은 사이즈가 지배적이었고 연중 구매하66, 77 ,

는 바지벌수는 벌이 또한 구입하는 바지의 가격1-2 ,

대는 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구입 장소로는 주5-10 ,

로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는 색상 맞음새 디자인 가격대, , , ,

여밈의 위치와 종류순의 고려정도를 보였으며 구매,

시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는 바지길이 허리둘레, ,

엉덩이 둘레순의 불만족도를 보였다.

셋째 바지의 착용실태에 있어서 일주일동안의, ,

평균 착용빈도는 회가 가장 많았으며 착용 이유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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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활동하기 편함 체형보완 코디하기 쉬움‘ ’, ‘ ’, ‘ ’

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바지 소재를 분석한.

결과 봄 가을에는 주로 합성소재를 여름에는 면 소, / ,

재를 그리고 겨울에는 울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재의 선호색상은 봄 가을에는 곤색을, / ,

여름에는 흰색을 그리고 겨울에는 검정순의 선호도,

를 보였다 바지소재의 선호 문양으로는 무지가 가.

장 많았으며 바지 착용시 선호하는 맞음새는 보통, ‘ ’

으로 조금 여유있게 입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

분석되었다.

넷째 선호하는 바지 디자인을 조사한 결과 선호,

하는 실루엣은 일자형으로 기본 허리밴드의 형태를,

선호하였다 허리밴드의 여밈 방법은 착탈이 용이한.

후크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앞뒤판, ‧
포켓형태 중 앞판은 평행포켓을 뒤판은 입술포켓을,

가장 선호하였다 착용하는 바지의 허리 위치는 제.

허리선을 가장 선호하였고 바지의 밑단모양은 접은,

단이나 트임이 없는 기본 스타일을 선호하는 응답자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지 착용시 가장,

선호하는 신발의 높이는 굽인 것으로 분석되었5cm

다 마지막으로 바지의 수선실태에서 수선을 가장.

많이 하는 부위는 바지길이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

순이었으며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등은 줄이는 경, ,

우 보다 늘리는 경우가 더 많았고 바지길이 부리, ,

둘레 등은 늘리는 경우보다 줄이는 경우가 더 많았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 여성의 바지Y-O

에 대한 소비패턴 착용실태 바지 디자인에 대한, ,

선호도를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로는 이들의 체형에

적합하면서 미의식에 부합하는 바지 원형 개발을 제

안한다 특히 산업체 패턴기술을 활용한 바지원형.

연구가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그 연구대상도,

대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체 패턴을20-30 ,

응용한 세대 여성의 바지원형 개발을 제안하는Y-O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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