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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aim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outdoor apparel market 

for new seniors. To achieve this goal, influence of new seniors’ lifestyle and 

apparel purchase criteria of design preferences of outdoor apparel products 

were investigated. An online-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fifties who have 

bought outdoor apparel within one year. The collected data were carried out 

for factor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22.0. Results showed that new seniors’ lifestyles were composed of 

appearance-orientation, well-being diet, well-being exercise, self-development, 

and challenge-orientation. Purchase criteria of outdoor apparels were factored 

out as practical, aesthetic, and social. Appearance -orientation and 

self-development affect aesthetic and social factors. Well-being diet influences 

all factors of purchase criteria. Challenge -orientation has effect only on social 

factor. Women favored round-and V-neckline more than men did as well as 

preferred half and 3/4 long for sleeve. Customers who value practical 

purchase criteria preferred half-sleeve, zipper, and button-closure designs. In 

contrast, customers who have aesthetic purchase criteria like round/V-neckline 

and cap sleeve. Social factor affected high neckline and vivid-tone color 

preference significantly. As outdoor design for new senior it is critical to 

introduce differentiation of outdoor brand with various designs combining 

functionalities of outdoor activities and style looking young and dandy, which 

is highlighted as trendy and casual, over current outdoor apparels’ unifie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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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최근 뉴시니어 세대는 구매력 여유로운 감성 자신감까지 , , 

장착하여 유통업계의 로 부상하고 있다 뉴시니어는 VIP . 

기존의 실버세대와 달리 문화 여가 레저 활동 등 동적인 , , 

활동을 좋아하고 소비활동에 있어서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적극적인 소비의 특징을 보인다 국내의 (Kim, 2013). 

경우 년 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 ~1963

대로 기존의 시니어 세대와 다른 소비행동 보이며50-60 , 

건강과 외모에 관심이 많고 자기개발지향에도 적극적인 

특징을 지닌다 최근 국내 백화점은 젊은 (Kim, 2015). 

고객층의 이탈로 인해 지속적인 매출 감소추세에 있지만 

뉴시니어 세대는 꾸준한 성장세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어 

백화점의 중요한 목표고객으로도 주목 받고 있다(Lee & 

이와 함께 인구의 고령화와 뉴시니어의 Hong, 2016). 

구매력 증대 추세에 따라 뉴시니어를 연구대상으로 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뉴시니어가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이전 세  , 

대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뉴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이 쇼핑

성향 및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거나(Kim, 

뉴시니어의 사회적 목표2006; Shin, Lee, & Kim, 2003), 

와 패션관여도가 패션정보원 활동이나 패션점포선택 기준

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도 하였다 뉴시(Ghal, 2014). 

니어가 선호하는 의복 디자인과 특징에 관한 연구들로는 

선호하는 색채를 알아보거나 특정한 아이템이(Lee, 2014), 

나 브랜드를 선정하여 선호하는 디자인과 디테일 등을 분

석하고(Bae & Lee, 2015; Baek & Byun, 2011; Kim & 

뉴시니어의 체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Kwon, 2015), 3D 

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자인 개발을 하거나(Ji & Choi, 

실물로 제작하여 디자인을 제시하였다2015) (Cho, Son, & 

이처럼 뉴시니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디자인에 Lee, 2014). 

대한 연구들은 주로 단편적인 조사에 그칠 뿐 디자인 선호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의복 디자인 선호도는 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및 . 

소비자가 의복구매 시 고려하는 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예를 들면 의 연구에. , Choi, Hwang, and Kim (2009)

서 사교적이며 계획구매의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소비자는 

의복 구매 시 디자인 요인을 중시하며 디자인 선호도에 있

어서는 여성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며 유행중시형, 

의 소비자는 디자인 뿐만 아니라 조화와 다양성 요인을 중

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특히. , 과거 실버 브랜드는 디자인

이 지나치게 올드하고 젊은 브랜드는 핏이 달라 옷을 고, 

르기 어려워하는 뉴시니어가 많아 이들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Kim, 2012a; 

Baek & Byun, 2011), 뉴시니어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의복선택기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의복선택기준이 의류제품 

구매 시 선호하는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결 지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아웃도어 의류제품은 디자인 및 . , 

유행성보다 기능성이 강조되는 제품들이 많아 뉴시니어가 

선호하는 제품이며 해외 여행지에서 화려한 비비드 컬러, 

의 아웃도어 의류제품을 입은 사람이 곧 한국인이라는 말

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Keyword to break”, 2015). 

그러므로 아웃도어 의류제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의복디. 

자인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여전히 가장 큰 요인에도 불

구하고(Suh & Lee, 2012; You, 2000 아웃도어 의류제품 ) 

디자인 연구에 있어서는 남녀의 디자인 선호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웃도어 . 

의류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뉴시니어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기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고, 

이러한 구매기준이 아웃도어 의류제품 디자인 선호도에 미

치는 영향력 및 성별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I 이론적� 배경I.�

라이프스타일1.�

라이프스타일이란 개인의 태도 관심 의견을 반영하면서 , ,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의 생활의식 생활행동의 패턴화된 , 

시스템으로 한 개인이 어떻게 시간과 (Shin et al., 2003), 

돈을 사용하고 선택하는가를 반영하는 소비패턴을 의미한

다 시장세분화에 따른 표적집(Solomon & Rabolt, 2004). 

단 유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라이프스타일 연

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 라이

프스타일 패션 라이프스타일 웰빙 라이프스타일 등으로 , ,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삶의 방식에 따라 , 전통보수형 자아신뢰형 성취도전, , 

형 유행추구형으로 분류하거나, (Jung, 2011), 소비지향 사, 

회지향 개인 만족 지향 사교 지향 여가 지향의 라이프스, , , 

타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라이프스타(Huh, 2006). 

일을 의류제품의 구입과 관련된 소비자 태도 관심 의견과 , , 

관련지어 살펴본 것이 패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이는 패션소비자의 구매특(Gutman & Mills,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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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Zhang, 

의 연구에서 패션 라이Sun, & Wang, 2013). Han(2016)

프스타일을 복합적 지향집단 감각 중시집단 실용성 중시, , 

집단 브랜드 중시집단으로 구분하였고, , Ku, Park, and 

는 패션무관심형 유행개성추구형 합리추구형으Lee (2001) , , 

로 분류하였다 는 개성추구 실용추구 과시추구. Lee(2012) , , 

로 패션라이프 스타일을 유형화하기도 하였다 웰빙 라이. 

프스타일은 건강과 웰빙 친환경에 가치를 두는 라이프스, 

타일로서 건강 식생활 천연화장품 소비 적극적 스포츠활, , , 

동 사회지향적 소비 자아 존중 건강 정책 관심 지역봉사, , , ,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Hong & Koh, 2009). 또한 스

포츠레저웨어 소비자에 의한 웰빙 라이프스타일로 자심감

과 긍정적인 사고 운동의 생활화 환경의식적 사회의식, , , 

건강 환경 정책 관심 건강 친환경 식생활 환경의식적 폐/ , / , 

기 자연친화적 의생활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 친환경적 , , , 

주생활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Chung, 2009). 

뉴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연구를 살펴보면  , 

는 뉴실버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유형을 Kim and Lee(2008)

사교활동지향 외모관리지향 성취 도전지향 첨단매체 활용, , · , 

지향 라이프스타일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외모관, 

리지향과 첨단매체활용지향의 라이프스타일이 뉴실버 여성

소비자에게 가장 두드러진 유형이라고 하였다. Shin et al. 

의 연구에서는 중상층 노년여성소비자의 라이프스타(2003)

일을 외모지향 쇼핑지향 고급여가지향 사회적 활동지향, , , , 

혁신지향으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외모지향 라이프스타일, 

이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의 뉴시니. 

어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들을 일반적 라이프스타일과 패

션 라이프스타일을 주로 다루었다 하지만 뉴시니어는 주. 

관적 연령을 인지함에 있어서 실제 자신의 연령보다 젊게 

인지하므로 변화와 도전을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새로운 라

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다 최근 중장년층은 더 건강하고 . 

젊게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려는 데 높은 관심과 노력을 보

이는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Hot Trend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스타일과 패션 라이2015). 

프스타일 뿐만 아니라 웰빙 라이스타일을 포함할 것이다.

은 대의 라이프 스타  Han, Yang, and Kim (2002) 50-60

일에 따라 의복구매기준에도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예를 들면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전통적 가족지향형 실리, , 

적 물질추구형 활동적 경제절약형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 

하는 경우 가격 세탁 관리의 용이성 다른 옷과의 조화, / , , 

품질을 포함하는 요인인 실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뉴.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이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구매기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의복구매기준2.�

의복구매기준은 소비자가 의복을 구입할 때 고려하는 의복

의 속성을 뜻하며 구매행동에서 구매(Lee & Kim, 2007),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의복 속성으로 스타일 색상(Lee, 1995). , , 

문양 어울림 옷감 바느질 편안성 관리성 가격 상표 등, , , , , , , 

이 있고 이러한 의복 속성은 제품자체의 특성을 평가기준

으로 보는 내적 기준과 제품의 외부에서 기인하는 평가기

준으로 보는 외적 기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Davis, 

따라서 내적 기준은 유행 스타일 색상을 포함하는 1987). , , 

심미적 기준과 소재 품질 착용감 관리성을 포함하는 실, , , 

용적 기준으로 구분되고 외적기준은 브랜드 생산국가 구, , 

입매장 가격 등을 포함하는 상품의 외부에 기인하는 평가, 

기준을 의미한다 (Hlavaty, Harp, & Horridge, 1997). 

의 연구에서도 중년여성의 Choi, Ko, and Chung (2011)

의류 구매기준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된 구매기준은 가격과 

체형의 맞음새가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의 의류제품의 구매

기준에서 실용적 기준의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Kim and 

의 중년여성 재킷 구매 기준에서는 치수의 Kweon(2007)

맞음새보다 외관과 가격이 중요한 구매기준으로 나타났고, 

는 뉴시니어 소비자가 헬스케어 섬유Eom and Lee(2010)

제품 구매 시 상표와 유행 가격은 크게 고려하지 않으며, , 

색상과 소재 기능성과 문양 등 제품의 디자인과 기능성을 , 

중요하게 고려하여 구매한다고 했다 또한 은 . Kim(2012b)

아웃도어 재킷 구매 시 평가기준으로 디자인 유행을 가장 ·

중요시 하였고 다음으로 기능성 소재 품질 브랜드명을 고, · , 

려하였다 따라서 기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웃도어 . 

의류제품의 경우에는 다른 구매기준보다 디자인에 대한 고

려가 우선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시니어 여성소비자의 지각연령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뉴시니어 소비자는 , 

사회적 심미적 요인보다 실용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을 ,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 2006). Choi 

은 심미적 요인에 디자인 또는 스타일 색상 무늬(2003) , / , 

개성 외모와의 어울림 다른 옷과의 조화 체형과의 적합성 / , , 

등을 포함시켰고 실용적 기준에는 관리의 용이성 착용용, , 

도의 다양성 옷감의 품질 등으로 포함시켰는데 라, , 이프스

타일 유형 중 패션지향과 계획구매지향 남녀평등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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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 라이프스타일은 제품의 심미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중년남성의 의복선택기.  Son(2009)

준의 요인으로 실용성 조화성 개성 유행성 상표 유명도, , / , 

를 살펴보았다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을 때. , 

패션 외모 지향형을 제외한 나머지 라이프스타일 유형에서 /

의복선택 시 실용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전통가치 성취지향형은 의복선, /

택 시 조화성을 더 중요시 하는 반면 패션 외모지향형은 , / 

개성 유행성 상표 유명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에 따르면 의복을 통해 추구하려는 Han and Kim(2014) , 

혜택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였을 때 집단의 성향과 선호하, 

는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추구 이미지와 색상에 차이가 있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품을 내적기준으로 . 

보는 심미적 구매기준 실용적 구매기준과 제품의 외부적, 

인 요인으로 보는 외적기준을 사회적 구매기준으로 내적·

외적 구매기준을 같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뉴시니어 소비자의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기준이 아

웃도어 의류제품의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한다.

아웃도어�의류제품의�디자인�선호도3.�

은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Kim, Choi, and Lee (2011)

한 연구에서 이들은 트렌디하고 젊어 보이는 이미지를 추

구하며 캐주얼 하면서도 세련된 의복을 선호한다고 하였

다. 기존의 뉴시니어 의류제품 디자인 선호도 연구를 살펴

보면 뉴시니어 여성은 단순활동적인 스타일을 선호하고 , 

기품우아 이미지를 선호했으며 부드러운 것 신축성 있는 , 

것의 질감의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은 노년여성의 디자인은 현재 2009). Seok and Han(2011)

유행하는 경향을 반영하면서도 활동성과 체형의 특성을 고

려한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젊은 층과 다른 디자인 개

발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 

노년 여성의 재킷 칼라의 선호도는 긴 길이의 테일러드 칼

라 피터팬 칼라 순이었고 스커트 디자인은 플리츠 스커트, , 

플레어 스커트 순으로 밑단이 여유가 있는 스타일을 선호

하는 경향이 있었다 바지의 경우는 스트레이트 스타일 바. 

지를 가장 선호했고 바지의 허리선 위치는 유행과 상관없

이 허리둘레선 보다 더 높은 위치를 선호했다는 것은 시니

어의 체형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

었다 네크라인 선호도를 보면 라운드 네크라인 브이 네크. , 

라인 순으로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은 골프웨. Park(2002)

어 디자인 선호도 전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심플한 스타일

을 선호하지만 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스타일에 대한 선

호도는 대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50 . 

뉴시니어의 색상 선호도를 보면 검정색 및 빨간색 등의   

단색으로 된 의류제품을 선호하고(Kim, 2009; Seok & 

색상 톤에 있어서는 연한 톤과 선명한Han, 2011), (pale)

톤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vivid) (Min, 2009). , 

아웃도어 재킷의 선호색상에서 대의 젊은 층은 회색20-30 , 

검정 계열을 선호하였지만(Cha, 2004; Han & Lee, 

대는 빨강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 50

골(Han & Lee, 2011; Im, Seo, Park, and Kim, 2011). 

프 웨어 자켓과 셔츠에서는 무채색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나 제품에 따른 색상의 (Koo, 2001; Park, 2002) 

선호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웃도어 의류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선호도를 살  

펴보면 스포티 캐주얼 모던한 이미지의 디자인과 품의 , , , 

여유가 있고 허리라인이 있는 디자인이 선호됨을 알 수 있

다 는 아웃도어 의류디자인 선호도 연구. Cho et al.(2014)

에서 기존의 일반적인 아웃도어 특징이 절개가 들어간 디, 

자인보다는 심플한 디자인 요소로 절제된 디자인이 선호도

가 높으며 인기가 있는 제품의 경우 고무밴드를 이용해 , 

허리라인이 날씬해 보이거나 몸에 붙는 핏에 모든 아이템

에 절개가 많이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Cho et al., 

특히 아웃도어 의류제품 중 티셔츠와 바지는 아웃2014). , 

도어 활동보다는 일상복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활용 용도에 따른 디자인 개

발 및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Lee & Park, 

2013).

이와 같이 이전의 뉴시니어의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디자인 요인별로 나누어 파악할 필요가 있다 뉴. 

시니어가 일반 의복에서 선호색에 대한 연구(Koo, 2001; 

결과가 무채색Kim, Kim, Hahn, Hong, and Kim, 2014) 

과 중성색인 반면에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에 있어서는 

비비드톤을 선호한다는 연구(Han & Lee, 2011; Im, et 

al., 2011; 결과를 통해 아웃도어 의류Ji & Choi, 2015) 

제품에서 색상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의 신체적 . 50

특성으로는 갱년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체온의 변화에 민감

하다는 점과 목주름과 늘어난 팔꿈치의 주름을 가리기 위, 

하여 네크라인 여밈방법 및 소매길이에 많은 신경을 쓴다, 

는 점을 들 수 있다(Ji & Choi, 2015; Lee, Domhors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Lee, Kozar, and Martin, 2012). 

구 대상을 대로 한정하여 신체적 특성과 관련하여 중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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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자인 요인을 네크라인 소매길이 여밈방법 색상으로 , , ,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의복 디자인의 선호도에. 

서는 성별의 차이가 중요한 변인이었다(Suh & Lee, 2012; 

You, 2000).예를 들면 남자는 라운드 네크라인에 셋인 슬

리브가 달린 보통길이의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고 

여자는 브이 네크라인에 긴 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성별

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다(Suh & Lee, 

이러한 성별에 따른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는 아웃2012). 

도어 의류제품에서도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뉴시니어 . 

소비자의 성별에 따른 아웃도어 의류제품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III.�

연구모형�및� 연구문제1.�

연구모형1) 

본 논문의 연구모형은 에 제시하였다Figure 1 .

연구문제2) 

연구문제 뉴시니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1. 

차원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뉴시니어 소비자의 아웃도어 의류제품   2. 

구매기준의 하위차원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뉴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이 아웃도어 의류제  3. 

품의 구매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Figure� 1.� Research�Model
  

연구문제 뉴시니어 소비자의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  4. 

기준이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뉴시니어 소비자의 성별에 따른 아웃도어   5. 

의류제품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자료수집�및�분석방법2.�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전문 설문, 

조사 업체인 엠브레인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이루(Embrain)

어졌다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대 중 아웃도어 . 2016 2 22 25 50

의류제품을 최근 년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1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 SPSS 22.0 

여 자료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요인분석 독립표본 , ,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test, .

측정도구3.�

본 연구에서는 대 뉴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이 아웃도어 50

의류제품의 구매기준에 미치는 영향력과 함께 구매기준에 

따른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디자인 선호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구매기준  , ,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디자인선호도 인구통계적 특성의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라이프 스타일 측정도구는 . Huh(2007), 

Hwang and Lee(2010), Jeon and Lee(2008), Kim(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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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수정 Kim(2010), Min(2009)

및 보완하여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아웃도어 의류제품20 , 

의 구매기준 문항과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디자인 선호도13

에 대한 문항은 의 연구를 Choi et al.(2009), Cho(2014)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 및 보완하

여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아웃도5 . 

어 의류제품의 디자인 선호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에게 구

체적인 이미지 자극물을 사용하여 디자인 선호도를 측정하 

기 위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dobe Illustrator CS 6 

과 같이 여름용 셔츠를 도식화로 제작하였다Appendix 1 . 

여름용 셔츠로 아이템을 제한한 이유는 실물이 아닌 도식

화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비교적 디자인이 단순한 셔츠가 

다른 아이템에 비해 디자인 요소가 잘 드러날 수 있기 때

문이었다 각각의 자극물을 제시하면서 해당 디자인에 대. 

한 선호 정도를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 에서 매우 선호한‘ ’ ‘

다 까지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5 . 

조사대상자의�인구통계적�특성4.�

자료 분석에 사용한 조사대상자 명의 인구통계적 특성430

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명 남성 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여267 (62.1%), 163 (37.9%) , 

대상자의 거주지는 서울특별시가 명 가장 많았149 (34.7%), 

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명 순으로 전국을 대상으93 (21.6%) 

로 실시하였다 직업은 회사원 명 주부 명. 179 (41.6%), 1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만원에(30.9%) . 400

서 만원미만이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500 91 (21.2%)

로 만원에서 만원미만 명 과 만원에서 500 600 77 (17.9%) 300

만원미만이 명 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400 76 (17.7%) . 

균 의복 구입비는 만원에서 만원 미만이 명10 20 179

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원 미만이 명(41.6%) 10 91 (21.2%), 

만원에서 만원미만이 명 순으로 높게 나타20 30 82 (19.1%) 

났다 월평균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구입비는 만원미만이 . 10

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원에서 만원 미만191 (44.4%) 10 20

이 명 만원에서 만원미만이 명165 (38.4%), 20 30 47 (10.9%)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및�논의IV.�

뉴시니어의�라이프스타일의�하위차원�1.�

뉴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의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을 20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회전법을 사용하, Varimax 

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분석(Table 1). 

결과 라이프 스타일의 하위차원은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5

었으며 전체분산의 를 설명해주었다 요인 은 외모65.79% . 1

나 패션에 대한 관심 관한 문항으로 외모지향 이라 명명하‘ ’

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72 18.61%

였고 신뢰도는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 는 건강, .88 . 2

식품의 이용에 관한 문항으로 웰빙식품지향 이라고 명명하‘ ’

였다 요인의고유치는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였. 2.65 13.27%

고 신뢰도는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 은 건강을 , .82 . 3

위한 활동에 관한 문항으로 웰빙운동지향 으로 명명하였‘ ’

다 요인의고유치는 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였. 2.53 12.66%

고 신뢰도는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 는자신의 , .79 . 4

능력개발과 일에 대한 성취감에 대한 내용으로 자기개발‘

지향 이라 명명하였다 요인의고유치는 로 나타났으며 ’ . 2.18

설명력은 였고 신뢰도는 의 신뢰도로 신뢰할만한 10.91% , .74

수준을 보였다 요인 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에 관한 문. 5

항으로 도전지향 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 ’ .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였고 신뢰도는 의 2.07 10.34% , .71

신뢰도로 신뢰할만한 수준을 보였다

아웃도어�의류제품�구매기준의�하위차원�2.�

뉴시니어의 아웃도어 의류제품에 대한 구매기준을 살펴보

기 위하여 구매기준에 관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13

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회전법을 이, Varimax 

용한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구매기준의 . 

하위차원은 총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전체분산의 설3

명력은 로 나타났다 고유값은 모두 을 넘었으며60.59% . 1 , 

이와 같은 결과는 에 제시하였다 요인 은 세탁 관Table 2 . 1

리의 용이성 서비스 가격 품질 활동성으로 구성하여 실, , , , ‘

용적 기준 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으로 ’ . 2.86

나타났고 설명력은 였고 신뢰도는 로 높은 신뢰22.02% , .81

도를 보였다 요인 는 디자인 색상 나이보다 젊게 보임. 2 , , , 

체형 보완 유행의 반영으로 구성되어 심미적 기준 이라고 , ‘ ’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 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2.56

였고 신뢰도는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19.72% , .78 . 3

은 광고 브랜드 이미지 주변 권유로 이루어져 사회적 기, , ‘

준 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의 고유치는 으로 나타났고 ’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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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Lifestyl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Appearance-

Orientation

I have interest in appearance. .85

3.72
18.61

(18.61)
.88

Decoration of appearance is an important part 

for my life and activity.
.82

I'd like to be recognized as fashionable person. .76

I have interest in decent style and new fashion. .72

I have to concern appearance when getting old. .71

When buying clothes, fashion is more important 

than comfort.
.64

Well-Being 

Diet

Take healthy and organic food frequently. .81

2.65
13.27

(31.89)
.82

Eat selective diet food for health. .76

Concern nutrition information when eating. .74

Eat dietary supplement regularly. .71

Well-Being 

Exercise

Exercise for health. .78

2.53
12.66

(44.55)
.79

Spend time for mental health and relax of stress. .77

Do sports or leisure activities regularly. .74

I have interest in health and leisure activities. .64

Self-

Development

I'd like to learn something if conditions are 

allowed.
.81

2.18
10.91

(59.43)
.74I prefer working when getting old. .80

I am satisfied for achievement when working.

(job, volunteering, religious, housework, etc.)
.67

Challenge-

Orientation

I have interest in new electronic gadget. .77

2.07
10.34

(65.79)
.71

I am an early adapter for new function and 

products.
.73

I enjoy new challenges. .60

설명력은 였고 신뢰도는 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18.85% , .80

다.  

뉴시니어�라이프스타일이�아웃도어�의류제품3.�

구매기준에�미치는�영향� �

뉴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이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기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뉴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차원인 외모지향 웰빙운동지향 웰빙식품지향 자기개, , , 

발지향 도전지향을 독립변수로 하고 아웃도어 , 의류제품 

구매기준의 하위차원인 실용적 심미적 사회적 , , 요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실용적 기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6.04, p<.001), R2은 으로 나타.16

났다 또한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심미적 기준에도 유의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41.74, p<.001), R2

은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스타일 요인은 사.33 . 

회적 기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19.41, p<.001), R2은 로 나타났다19 . 

라이프스타일 요인이 구매기준에 미치는 영  향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웰빙식품지향, ( = .11, β p 과 자기개발<.05)

지향( = .33, β p 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개<.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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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of� Purchasing� Criteria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Varianc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Practical

Criteria

Easiness of cleaning .797

2.86
22.02

(22.02)
.81

Service (return etc.) .765

Price .720

Quality/Materials .672

Comfortable fit .651

Aesthetic

Criteria

Design .785

2.56
19.72

(41.74)
.78

Color .739

Looking younger .670

Body type adjustment .557

Newest trend .520

Social

Criteria

Advertisement .841

2.45
18.85

(60.59)
.80Brand value .809

Recommendation .780

Table� 3.� The� Influence� of� Lifestyle� on� Purchase� Criteria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value
R2

(R2
adj)

F-value

Practical

Criteria

Appearance-orientation .02 .44

.16

(.15)
16.04***

Well-being exercise .05 .87

Well-being diet .11 1.97*

Self-development .33 6.62***

Challenge-orientation -.03 -.51

Aesthetic

Criteria

Appearance-orientation .43 9.11***

.33

(.32)
41.74***

Well-being exercise -.04 -.79

Well-being diet .20 4.12***

Self-development .09 1.96

Challenge-orientation .03 .55

Social

Criteria

Appearance-orientation .29 5.50***

.19

(.18)
19.41***

Well-being exercise .04 .73

Well-being diet .12 2.19*

Self-development -.15 -3.13**

Challenge-orientation .16 3.02**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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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지향이 더 크게 영향을 주었다 심미적 구매기준에 미치. 

는 영향은 외모지향( = .43, β p 과 <.001) 웰빙식품지향( = β

.20, p 이었다 의 연구 결과에서도 개성외모 <.001) . Je(2012)

추구 집단은 디자인 스타일 유행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 , 

타났다 또한 의 연구에서도 패션. Kim, Lee, & Park(2015)

과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리더형 경우 심미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웰빙운동지향을 . 

제외한 라이프스타일인 외모지향( = .29, β p 웰빙식<.001), 

품지향 ( = .12, β p 자기개발지향<.05), ( =-.15, β p<.01), 

도전지향( = .16, β p 이었으며 외모지향이 가장 큰 영<.01)

향을 주었다 이는 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Son(2009) , 

대 라이프스타일 중 패션 외모지향형은 실용성 조화40.50 / , 

성 개성 유행성 상표의 유명도라는 의복선택기준 중 개성, / , 

유행성 상표 유명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 , 

를 보면 외모지향 라이프스타일은 유행과 브랜드에 민감, 

한 공통된 결과로 일치된다 의 연구에서도 건. Kwon(2012)

강지향 및 성취지향이 상표과시 추구혜택에 영향을 준 결

과와 본 연구결과인 웰빙식품지향과 도전지향이 사회적 구

매기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지지한다 또한 자기개발지향은 . 

실용적 구매기준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사회적 구매기

준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 

도나 개발에 가치를 높게 두는 라이프스타일의 소비자는 

제품의 품질이나 기능 등의 내적 기준을 중시하므로 주변

의 권유 광고 브랜드 가치 등의 제품의 외적 기준은 배제, , 

한다고 사료된다.

Table� 4.� The� Influence� of� Purchase� Criteria� on� Neckline� Design� Prefer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value
R2

(R2
adj)

F-value

Round

Practical .032 .595

.063

(.057)
9.581***Aesthetic .181 2.976**

Social .086 1.613

V

Practical .044 .792

.043

(.036)
6.323***Aesthetic .172 2.795**

Social .018 .333

High

Practical .014 .258

.052

(.046)
7.826***Aesthetic -.086 -1.414

Social .256 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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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니어의�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기준이� 아웃도어� �4.�

의류제품�디자인�선호도에�미치는�영향� � �

뉴시니어 소비자의 아웃도어 구매기준이 아웃도어 의류제

품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매

기준의 하위차원인 실용적 심미적 사회적 기준을 독립변, , 

수로 하고 디자인요인인 네크라인 소매길이 여밈방법 색, , , 

상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분석 결과 구매기준 요인은 라운드 네크라인 디자인 선호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9.581, 

p<.001), R2은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기준은 브이 .063 . 

네크라인 디자인 선호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6.323, p<.001), R2은 으로 나타났다 마.043 . 

지막으로 구매기준은 하이 네크라인 디자인 선호도에도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7.826, p<.001), 

R2은 였다 크라인 디자인 선호도의 경우 심미적 구.052% . , 

매기준은 라운드 네크라인( = .18, β p 과 브이 네크라<.01)

인( = .17, β p 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쳤다<.01) (Table 6). 

이는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 시 디자인 색상 체형보완, , , 

젊게 보이는 것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소비자는 일반

적인 아웃도어 디자인보다 심플하고 캐주얼하여 젊고 세련

되어 보이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 

회적 구매기준은 하이 네크라인( = .26, β p 선호도<.0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사회적 요인을 중시, 

하는 소비자가 광고 브랜드가치 주변의 권유를 중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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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Influence� of� Purchase� Criteria� on� Sleeve� Design� Prefer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value
R2

(R2
adj)

F-value

Sleeveless

Practical .104 -.036

.010

(.003)
1.490Aesthetic .114 .004

Social .073 .102

Cap

Practical -.075 -1.358

.047

(.040)
6.985***Aesthetic .189 3.087**

Social .085 1.568

Short

Practical .150 2.782**

.085

(.079)
13.267***Aesthetic .098 1.630

Social .134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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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Influence� of� Purchase� Criteria� on� Closure�Method� Design� Preference�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t-value
R2

(R2
adj)

F-value

Zipper

Practical .148 2.685**

.040

(.033)
5.854**

Aesthetic -.033 -.544

Social .133 2.465*

Button 

Practical .115 2.070*

.022

(.015)
3.130*Aesthetic -.047 -.750

Social .106 1.947

No-closure

Practical .129 2.362*

.055

(.049)
8.333***Aesthetic .080 1.317

Social .096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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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과 관련되어 조사 당시 국내 아웃도어 의류제품에서 선

호도가 높았던 하이 네크라인 디자인에 높은 선호도를 보

인 것으로 여겨진다.

구매기준 요인이 소매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구매기준 요인은 캡소매 디자, 

인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6.985, p<.001) R2은  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기준 .047 . 

요인은 반소매 디자인 선호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13.267, p<.001), R2은  로 나타.085

났다 소매 디자인의 선호도의 경우 심미적 구매기준은 캡. , 

소매( =.19, β p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01) (Table 

이는 대 여성의 체형적 특징 상 노출을 피하려 할 것5). 50

이라는 예상과 달리 캡소매를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는 캐주

얼한 디자인의 아웃도어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과 개성 추

구성향을 보여준다 실용적 구매기준(Son, 2009). ( =.15, β

p 과 사회적 구매기준<.01) ( =.13, β p 은 모두 반소매 <.01)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아웃도어 . 

여름용 셔츠제품에서 착용의 편안함 품질 가격을 우선적, , 

으로 생각하는 실용적 구매 기준을 가진 소비자가 트렌디

한 디자인보다 베이직한 디자인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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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Influence� of� Purchase� Criteria� on� Color� Prefer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β t-value
R2

(R2
adj)

F-value

Pale Tone

Practical .099 1.803
.055

(.048)
8.215***Aesthetic .113 1.844

Social .089 1.651

Vivid Tone

Practical .111 2.021*

.053

(.047)
8.007***Aesthetic .017 .276

Social .169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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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광고 주변의 권유를 구매의 기준으로 보는 사회적 구, , 

매기준을 지닌 소비자 또한 아웃도어 의류제품에서 일반적

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매기준 요인이 여밈방법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구매기준 요인은 지퍼 여밈방법 선, 

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5.854, p<.01), R2은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기.040 . 

준 요인은 단추 여밈방법 선호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3.130, p<.05), R2은 로 나타.022

났다 마지막으로 구매기준 요인은 단추 여밈방법 선호도.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8.333 

p<.001), R2은 로 나타났다 여밈방법 선호도의 경우.055 . , 

실용적 구매기준은 지퍼( = .15, β p 를 선호하였고 단<.01)

추( = .12, β p 여밈없음<.05), ( = .13, β p 을 모두 선호<.05)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뉴시(Table 6). 

니어 소비자가 지각하는 여밈방법 디자인은 심미성 보다는 

실용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매기준 요인이 색상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  

석 결과를 살펴보면 구매기준 요인은 파스텔톤에 유의한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215, p<.001), R2은  

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비드톤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055 .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007, p<.001), R2은  으.053

로 나타났다 색상 선호도의 경우 사회적 구매기준은 비비. , 

드톤( = .17, β p 과 다크 그레이쉬톤<.01) ( =.14, β p 선<.01)

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실용적 기준은 비비드톤, ( = .11, β

p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크 그레<.05) (Table 7). 

이쉬톤의 경우 사회적 구매기준을 지닌 소비자에게 선호도

가 높았는데 다크 그레이쉬톤이 비비드톤보다 채도가 낮, 

은 대신 고급스러운 세련미를 주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세

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소비자에게 선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의 연구에서 브랜드를 중시Han(2016)

하는 소비자가 아웃도어 의류에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

구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뉴시니어�성별에�따른�아웃도어�의류제품5.�

디자인선호도의�차이� � �

뉴시니어 소비자의 성별에 따른 아웃도어 의류제품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검정을 T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네크라인 (Table 8). , 

선호도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라운드 네크라인과V 

네크라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 . 50

여성은 실내복 네크라인 중 라운드 네크라인을 가장 

선호한다는 연구 의 결과와 일치한다(Jung, 2009) . 

소매길이의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부 5

소매와 부 소매를 더 선호하였으며 여밈 방법의 선호도 7 , 

차이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여밈이 없는 여밈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단추 , 

여밈방법을 더 선호하였다 남녀의 색상 선호도 차이의 .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파스텔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풀오버 . 

니트웨어의 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Suh & Lee, 

에서 남성은 베이직한 디자인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2012)

베이직스타일과 유행을 가미한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선호했고 색상과 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없이 무채색 

계열과 부드러운 색상의 파스텔톤을 선호했다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남성 소비자는 좀 더 베이직하고 실용적인 . , 

디자인의 선호가 높은 반면 여성은 유행성향에 민감함과 , 

다양한 디자인의 욕구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은 . 

디자인과 유행을 남성은 착용감이 편안하고 기능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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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Influence� of� Design� Preference� by� Gender�

Factor
Men Women

t-value
M(SD) M(SD)

Neckline 

Design

Round 3.08(0.88) 3.41(0.85) -3.81***

V 2.84(0.92) 3.20(0.93) -3.88***

High 3.31(0.97) 3.11(1.03) 2.04*

Shirt 3.47(0.85) 3.25(0.90) 2.60*

Hood 2.65(0.96) 3.02(1.09) -3.66***

Sleeve

Design

Sleeveless 2.25(0.89) 2.18(0.89) 0.77

Cap 2.50(0.91) 2.76(1.01) -2.80**

Short 3.74(0.59) 3.75(0.68) -0.26

Above Elbow 2.90(0.88) 3.22(0.94) -3.56***

3/4 2.80(1.01) 3.27(1.05) -4.60***

Long Sleeve 3.63(1.00) 3.67(1.04) -0.40

Closure 

Method

Zipper 3.56(0.71) 3.47(0.81) 1.25

Button 3.50(0.76) 3.33(0.76) 2.24*

No-closure 2.90(0.82) 3.30(0.88) -4.76***

Color

Pale tone 3.38(0.77) 3.57(0.75) -2.44*

Vivid tone 2.95(0.85) 3.03(0.97) -0.86

Dark grayish tone 2.99(0.88) 3.02(0.95) -0.27

Achromatic color 3.44(0.84) 3.48(0.89)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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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제품을 선호한다는 Paek, Hwang, Jeong and Lee 

과 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2013) Lee and Park(2013) . 

또한 의 등산복 추구 이미지 Han and Kim(2014)

연구결과에서 여성은 매력 패션 감각적 이미지를 선호한 /

반면 남성은 단순 단정한 이미지를 가장 선호하고 색상에 / , 

있어서는 여성이 연하고 엷은 색조의 화사하고 부드러운 

색조를 선호했다는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결론V.�

본 연구는 대 남녀 뉴시니어를 대상으로 뉴시니어 50

라이프스타일이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기준에 미치는 

영향 및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기준이 아웃도어 의류제품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뉴시니어 . ,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하위차원을 추출한 결과 외모지향, ,

웰빙식생활지향 웰빙운동지향 자기개발지향 도전지향 , , , 

다섯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둘째 뉴시니어 소비자의 . ,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기준의 하위차원을 살펴본 결과, 

실용적 심미적 사회적 기준으로 추출되었다 셋째, , . , 

뉴시니어 라이프스타일이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구매기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라이프스타일 중 , 

외모지향은 심미적 사회적 구매기준 요인에 정적 영향을 , 

주었고 자기개발지향은 실용적 구매기준에는 정적인 , 

영향을 준 반면 사회적 구매기준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웰빙식생활지향 라이프스타일은 실용적 심미적 사회적 , , 

구매기준 모두 정적 영향을 도전지향 라이프스타일은 , 

사회적 구매기준 요인만 정적 영향을 주었다 넷째. , 

뉴시니어 소비자의 아웃도어 의류제품 구매기준이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디자인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심미적 구매기준은 라운드 네크라인과 브이 , 

네크라인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심미적 구매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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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소매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적 구매기준은 지퍼 단추 여밈없음의 세가지 , , 

여밈방법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 

사회적 구매기준은 비비드톤과 다크 그레이쉬톤 색상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고 실용적 기준은 비비드톤 선호와 ,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뉴시니어 소비자의 . 

성별에 따른 아웃도어 의류제품 디자인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은 네크라인 디자인 중 라운드 네크라인과, V 

네크라인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고 여름용 셔츠의 소매길이 

중 부 소매와 부 소매 디자인을 더 선호하여 성별에 따른 5 7

디자인선호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또한 여성은 여밈 , 

방법의 디자인 중 여밈 없음의 디자인을 높게 선호하여 

성별에 따른 디자인선호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문적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국내의 상. , 

황에서 이전의 시니어와 다른 뉴시니어의 특징을 파악하

고 특히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국내 아웃도어 , 

의류산업 위기에서 다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해결

책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시의성이 있다 둘째 대부분의 . , 

의류디자인 선호도를 다룬 연구들이 단편적인 실태조사에 

그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소비자의 구매기준과 디자인선

호도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이상의 결과로 뉴시니어를 위한 아웃도어 의류제품에 관  

한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뉴시니어는 신체적 건. , , 

강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연령대로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려

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결과를 . 

바탕으로 실제 구매 타켓의 연령대보다 젊은 브랜드 이미

지의 강조가 마케팅의 포인트가 될 것이며 외모관리에 관, 

한 정보 및 건강과 미용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정보를 주

는 이벤트 행사나 간접광고는 뉴시니어의 여성의 브랜드에 

대한 관심에서 브랜드 충성도로 유도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아웃도어 구매 시 외모지향과 자기개발지향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는 심미적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영향

을 주므로 제품 디자인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요소와 유행색

상의 적극적인 활용과 대 뉴시니어의 체형이 보완될 수 50

있고 젊고 세련되게 보이는 일상 캐주얼복으로 활용이 가

능한 디자인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광고 및 브랜드이미지 

구축에서도 이러한 점을 일괄되게 강조하여 구매를 자극시

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셋째 소비자의 구매기준의 유형. , 

에 따라 아웃도어 브랜드를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해보

면 실용적 구매기준을 지닌 뉴시니어를 타겟으로 하는 아, 

웃도어 기업에서는 베이직한 디자인의 아웃도어 의류제품

을 강조하고 자사의 고객이 심미적 구매기준을 중시하는 , 

기업에서는 젊고 캐주얼함을 강조하고 독특한 디자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제안 할 수 있다 또한 . 

브랜드 파워가 커 사회적 구매기준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는 광고를 통한 프로모션을 강조하고 

현재 가장 트렌디한 아웃도어 의류제품디자인을 제시가 중

요하다고 사료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 실물제작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  3D 

한 가상 착의로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착의한 형태를 제시

하지 못한 점과 여름용 상의에 한정하여 상하의 의류제품

의 관계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또한 뉴시니어 . 

라이프스타일 요인 도출에서 선행연구의 라이프스타일의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뉴시니어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척도개발이 필요하다 후속연구의 . 

제안으로 상하의 조합으로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보거나 

겨울 점퍼를 대상으로 아웃도어 의류제품의 아이템간의 특

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대 남녀를 대상으로 세, 20-30 2

대 아웃도어 의류제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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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timulus

Factor Design� Variable

Neckline

Round V High

 

Shirt
Hood

Sleeve

Sleeveless Cap Short Above elbow 3/4 Long

Closure 

method

Zipper
Button No-closure

Color

Pale tone Vivid tone Dark grayish tone Achromatic col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