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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yoga clothing market for women over 50 years old. The study found that the

target demographic felt that many brands were participating in the Yoga Wear market, but most targeted 20-

30 year old women. They felt it was difficult to find brands for women over 50 years old. One common

complaint by the target demographic was that they experienced discomfort when wearing Yoga Wear

currently available in the market. They attributed this to the fact that even the largest sizes available were not

appropriate for their body size. They also noted that there is a large variety of designs presently available in

the market; however, most are too colorful and revealing for their tastes. Females in their 50s or older

preferred less colorful and less revealing clothes. They noted that they reacted sensitively to fat in the

forearms due to changes in body shape as they grew older and wanted looser clothes. Elasticity and

hygroscopicity of material are therefore very important buying criteria for the target demographic. These

criteria were used to propose a prototype yoga suit designed for women over 50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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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

I. 서 론

현재 50대에서 60대 중반의 액티브 시니어 세대는 소

득 수준이 높아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이를 위해 좋은 먹거리와 운동에 시간을 꾸준히 투자하

고 있다. 특히 여성은 건강과 함께 젊은 세대와 같은 몸

매 유지를 희망하면서 남성에 비해 다양한 실내 운동 참

여율이 높은 추세이다. 이들은 여러 가지 실내 운동 중 아

름다운 바디 형상을 만들어주며, 계절에 상관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요가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았다.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 요가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

과 요가를 꾸준히 할 경우 건강 유지 및 비만 관리, 심장

질환 개선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im et al., 2008; Lim & Lim, 2008). 뿐만 아니라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요가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련

지표 및 면역세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율

신경지표 요소들이 개선되었으며, 스트레스 반응, 스트

레스 호르몬 농도가 개선되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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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Park et al., 2008). 또한 요가 수련은 신체 기능의 향

상 및 심신의 안정을 부여하여 심폐 기능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며 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3; Park, 2008; Park &

Lim, 2004). 이외에도 중년뿐 아니라 여성 노인들을 대

상으로 12주간의 요가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

의 혈압, 체력, 혈액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동 후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켜 인체에 긍정적인 변

화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력 측면에서는 근

육을 포함한 신체 기관에 혈액량을 증가시켜 심장의

부담을 줄여 혈액 순환이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운동 후 근력과 근지구력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혈액 변인의 경우에는 혈중지질 수준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요인을 감소시

켜주었다(Yoo et al., 2010). 게다가 요가는 체지방, 혈압,

콜레스테롤 등을 감소시키고, 우울증의 감소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와 체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6). 이에 따라 요가와 관련된 상품의 판매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 사회단체나 시청, 구청, 문화

센터 등에서 요가 강의가 신설되고 있다(Moon, 2007).

그러나 이들을 위한 요가복을 공식적으로 판매하고 있

는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어 대부분 일상복을 착용하

고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불어 최근 고령화 시대로 50대 이상을 타켓으로 하

는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련 연구도 많

이 진행되고 있다. 뉴 시니어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디

자인 개발, 체형에 따른 특정 아이템의 원형 개발, 기존

브랜드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패턴 연구, 새로

운 아웃도어웨어 패턴 개발, 체형 특성을 고려한 이너

웨어 브라탑 개발 및 사이즈 스펙 개발 등 다양한 의복

아이템을 다루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뉴 시니

어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를 파악하여 이들이 감

성 및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개발(Cho

et al., 2014)되기도 하였고, 55~69세 남성을 중심으로 아

웃도어웨어를 개발한 후 시니어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맞음새를 향상시킬 수 있는 패턴을 제안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6). 혹은 액티브 시니어 남성을 위

한 캐주얼 재킷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내 남성복 브랜드

의 캐주얼 재킷 생산실태와 착용소비자를 대상으로 구

매 및 착의실태, 구성디자인 선호도, 기능성 소재에 대

한 선호도를 조사하기도 하였다(Back & Jang, 2015). 그

밖에 시니어 여성의 체형을 고려한 팬츠 패턴을 개발하

기 위해 패션업체 및 교육용 팬츠 패턴을 비교 분석도 하

였다(Kim et al., 2017). 한편 뉴 시니어 여성이 선호하는

자전거 의류의 디자인과 패턴을 설계하여 기능성 소재

및 부자재로 자전거 의류를 제작(Jung & Lee, 2016)하

거나, 뉴 시니어 여성의 소비 특성을 파악하여 선호도

및 체형 특성을 분석하여 아웃도어웨어 여름용 상의 디

자인을 개발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 디자인을 평가하고

분석(Ji & Choi, 2015)하는 등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또

한 아웃웨어가 아닌 이너웨어의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었다. 50대 액티브 시니어 여성 브라탑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시판 제품의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

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디자인 요소를 도출하기도 하였

고(Jun & Oh, 2015), 체형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

하여 50~60대를 대상으로 브라탑의 사이즈 스펙 개발

(Choi et al., 2013) 등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웃도어웨어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밀착 의복 아이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나 50대 이상의 여성에게 인기 있는 요

가 운동 시 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의복 개발은 매우 미

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밀착 의복 중 하나인 요가복

개발을 목적으로 현재 5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

층 면접을 통해 요구도를 파악하고, 백화점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요가복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들을 위한 요가복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시장조사

시장조사는 백화점(아웃도어나 운동복 판매하는 곳)

과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브랜드는 다양한 여러 사이트에서 요가복의 검색 순위

가 높은 것으로 선정하였다. 즉, 아디다스(Adidas)(http://

www.adidas.co.kr), 나이키(Nike)(http://www.nike.co.kr),

데상트(Descente)(http://www.descente.co.kr), 룰루레몬(Lu-

lulemon)(http://www.lululemon.com), 아보카도(Avocado)

(http://avocadokorea.co.kr), 블루베리 아웃핏(Blueberry

outfit)(http://www.blueberryoutfit.co.kr), 아몬드온(Alm-

ondon)(http://www.almondon.co.kr)으로 총 7브랜드를 연

구대상으로 하였다. 시장조사를 한 시기는 2017년 9월부

터 2018년 1월까지였고, 백화점은 대전지역 백화점 3곳

을 조사하였다. 인터넷 쇼핑몰 자료수집은 해당 홈페이

지에서 검색 키워드에 여성 운동복, 요가복, 요가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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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탑, 레깅스 등으로 검색하여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

였다. 반면 백화점 자료는 샵마스터에게 요가복을 판매

하는지를 질문하여 추천해주는 의복을 대상으로 분석

하였다. 상의의 경우 티셔츠, 브라탑 등을 분석하였고,

하의의 경우에는 레깅스와 팬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디자인, 색상, 절개선 라인, 소재의 무늬와 패턴, 소

재 물성, 가격대, 사이즈 등을 분석하였다. 시장조사한

브랜드별 요가복의 상의와 하의 수는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아디다스는 상의 43벌, 하의 41벌, 나이키는 상

의 31벌, 하의 53벌, 데상트는 상의 57벌, 하의 50벌, 룰

루레몬은 상의 28벌, 하의 49벌, 아보카도는 상의 46벌,

하의 52벌, 블루베리 아웃핏은 상의 32벌, 하의 48벌,

아몬드온은 상의 51벌, 하의 52벌로 총 633벌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2. 심층 면담

현재 요가를 하고 있는 50대 여성 2명, 60대 여성 1명,

총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요가 운동 중

의복 착용 현황 및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구

체적으로 면담 내용은 운동 동기, 일주일에 운동하는 시

간, 운동을 하는 목적, 요가 시 착용하는 운동복 구매 장

소, 요가복 구매 시 고려하는 점, 선호하는 요가복 디자

인, 요가복을 입고 운동할 때의 장점과 단점 등으로 총

13개 문항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심층 면담은 미리 준비

한 질문지를 순서대로가 아닌 융통성 있게 대화를 이끌

어나가면서 피험자의 동의하에 처음부터 면담 내용을

녹취하였고,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50분에

서 1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면담 분석은 녹취한 파일을

다시 들어보면서 한글파일에 대화 형식으로 글을 옮겨

적고 질문한 내용에 대한 필요한 답변을 표시하여 요가

복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3. 프로토타입 디자인

시장조사와 심층 면담을 근거로 50대 이상 여성의 요

가복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제시하고, 제작하였다. 사용

된 소재는 현재 스포츠웨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각 소재의 신장률을 Ziegert 방법

(Ziegert & Keil, 1988)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5cm

×10cm(가로×세로) 크기의 원단에 250g의 추를 30분 동

안 방치한 후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다음의 <Eq. 1>

로 계산하였다.

신장률(%) =

[(늘어난 길이 − 원 길이) / 원 길이] × 100% ...... Eq. 1.

III. 연구결과

1. 브랜드별 요가복 현황

브랜드별 대표 판매 제품의 상의와 하의 이미지 및 특

징은 <Table 2>에 정리하였고, 특징별 빈도수는 상의와

하의로 나누어서 <Fig. 1>−<Fig. 2>에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요가복’이라는 명칭 없이 트

레이닝복을 판매하는 코너에서 요가복을 구매할 수 있

었다. 상의는 주로 티셔츠의 종류가 많았고, 그 중 긴소

매가 가장 높은 비율인 약 35%, 민소매와 반소매는 각

각 약 19%, 약 16%였으며, 브라탑은 약 30%였다. 가격

대는 35,000~99,000원이었다. 하의는 레깅스가 약 85%

로 높았으며, 색은 약 80% 이상이 무채색이었고, 디자

인은 약 95%가 단순하였다. 특이한 점은 레깅스 위에

반바지가 붙어져 있는 디자인이 많이 눈에 띄었다. 가격

대는 59,000~189,000원으로 상의에 비해 가격 범위가 넓

었다.

반면 오프라인 나이키 매장은 요가복 명칭이 붙여진

운동복이 구비되어 있었고, 온라인 쇼핑몰에도 요가복

코너가 따로 있어서 요가복을 구매하기가 수월했다. 디

자인의 경우 상의는 브라탑과 티셔츠 종류가 다양했으

며, 특히 브라탑의 빈도수가 약 45%로 높은 편이었다. 상

의의 가격대는 35,000~105,000원이었다. 하의는 주로 어

두운 색상으로 약 91%가 블랙이었고, 약 96%가 레깅스

Table 1. Total amount of surveyed Yoga Wear

Adidas Nike Descente Lululemon Avocado
Blueberry

outfit
Amondon

Top 43 31 57 28 46 32 51

Bottom 41 53 50 49 52 48 52

Total 84 84 107 77 98 80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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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racteristics of surveyed Yoga Wear by brand

Brand Image Analysis Contents

Adidas

Top

▪ Color: Combination of achromatic and vivid colors

▪ Fabric: Polyester, spandex, recycled polyester, etc.

▪ Detail: Various pattern lines

▪ Price: 35,000-99,000 won

Bottom

▪ Color: Bright colors and colorful patterns

▪ Fabric: Polyester, polyurethane, nylon, etc.

▪ Detail: Many pieces of pattern are divided, design of shorts on

top of leggings

▪ Price: 59,000-189,000 won

Nike

Top

▪ Color: Various achromatic 

▪ Fabric: Polyester, nylon, etc.

▪ Detail: Various kinds, body suits, etc.

▪ Price: 35,000-105,000 won

Bottom

▪ Color: Black and dark navy or hunter green

▪ Fabric: Polyester, spandex, etc.

▪ Detail: Separate yoga line

▪ Price: 59,000-189,000 won

Descente

Top

▪ Color: Colorful, splashing colors and flower patterns

▪ Fabric: Polyester, polyurethane, etc.

▪ Detail: Gorgeous design and various of back strap design

▪ Price: 45,000-149,000 won

Bottom

▪ Color: Color contrast is clear and pictures like pictures are used as 

patterns.

▪ Fabric: Nylon, polyester, polyurethane, etc.

▪ Detail: Design is targeted for young people

▪ Price: 79,000-169,000 won

Lululemon

Top

▪ Color: Uses mostly tone down color

▪ Fabric: X-static textiles 

▪ Detail: Designed to bind and solve designs, designed to be wear

as everyday clothes

▪ Price: $49-178 (54,000-198,000 won)

Bottom

▪ Color: Many gray tones, dark brown, and green tints

▪ Fabric: Four way stretch, spandex, etc.

▪ Detail: Variety of leggings design, sometimes boot cut training

pants

▪ Price: $88-198 (98,000-220,000 won)

From Adidas (n.d.). http://shop.adidas.co.kr; Nike (n.d.). https://www.nike.com; Desente (n.d.). https://shop.descentekorea.co.kr;

Lululemon (n.d.). https://shop.lululemon.com; Avocado (n.d.). http://avocadokorea.co.kr; Blueberry outfit (n.d.). http://www.blueberry-

outfit.co.kr; Almondon (n.d.). http://www.almondon.co.kr; Daejeon the Galleria Timeworld department store 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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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가격대는 59,000~189,000원으로 아디다스와 비

슷한 수준이었다.

데상트의 경우에는 상의와 하의 모두 디자인과 컬러

가 화려한 것이 약 50% 정도 차지하였다. 상의는 긴소매,

민소매, 반소매, 브라탑의 빈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상의 중 티셔츠 디자인은 절개선이 많아 복잡

했고, 브라탑은 뒤 어깨끈에 디자인이 많아 화려했다. 가

격대는 45,000~149,000원으로 아디다스나 나이키에 비

해 고가 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하의는 레깅스의 비율

이 약 62%로 높았지만, 바지도 약 38%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의의 특징은 데상트의 로고를 크

게 넣어 활동감을 더해주었으며, 사진을 직접 레깅스에

프린팅한 특별한 디자인도 볼 수 있었다. 하의의 가격대

는 79,000~169,000원으로 아디다스와 나이키보다 약간

저렴하였다. 데상트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20~30대를 위

한 요가복이 많이 판매되고 있었다.

Table 2. Continued

Brand Image Analysis Contents

Avocado

Top

▪ Color: Various of vintage colors

▪ Fabric: Cotton, modal, polyester, nylon, etc.

▪ Detail: Bust and armhole are deeply exposed, designed to coor-

dinate with the bra top

▪ Price: 28,000-178,000 won

Bottom

▪ Color: Gorgeous patterns of geometric patterns

▪ Fabric: Nylon, spandex, polyester, etc.

▪ Detail: Leggings design is the same, but the fabric uses differently

colorful patterns

▪ Price: 39,000-128,000 won

Blueberry

outfit

Top

▪ Color: Many bright colors, colorful patterns, various patterns

▪ Fabric: Sufflex, lycra, polyester, spandex, nylon, etc.

▪ Detail: Exposed using lace material

▪ Price: 9,000-56,000 won

Bottom

▪ Color: Colorful butterflies, flowers and geometric patterns

▪ Fabric: Sufflex, lycra, polyester, spandex, etc.

▪ Detail: Designed leggings with mesh material, designed to look

slim with lots of lines

▪ Price: 9,900-58,000 won

Amondon

Top

▪ Color: Mostly achromatic, pale tone (using sky blue, olive)

▪ Fabric: Goliath material, signature fabric duraflex, mesh ma-

terial, etc.

▪ Features: The design is simple, but the design of the back  shoulder

strap is gorgeous

▪ Price: 45,000-52,000 won

Bottom

▪ Color: Most black colors

▪ Fabric: Signature fabric, neoflex, etc.

▪ Detail: Mesh material on the back and beside line, and design

to wear in everyday wear

▪ Price: 38,000-62,000 won

From Adidas (n.d.). http://shop.adidas.co.kr; Nike (n.d.). https://www.nike.com; Desente (n.d.). https://shop.descentekorea.co.kr;

Lululemon (n.d.). https://shop.lululemon.com; Avocado (n.d.). http://avocadokorea.co.kr; Blueberry outfit (n.d.). http://www.blueberry-

outfit.co.kr; Almondon (n.d.). http://www.almondon.co.kr; Daejeon the Galleria Timeworld department store F8.



한국의류학회지 Vol. 43 No. 2, 2019

– 248 –

다음으로 룰루레몬은 상의의 디자인은 단순하였으나,

등을 많이 드러내거나 앞이 랩 형식으로 되어 가슴 노출

이 되는 의상이 많았다. 또한 랩 형식을 활용하여 묶거나

풀 수 있도록 하여 여러 가지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옷

들이 대부분이었다. 상의의 가격대는 $49~178(약 54,000

~200,000원)로 가격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 하의는 레깅

스(약 43%)보다 바지(약 57%) 비율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였

Fig. 1. Frequency analysis of characteristics for top.

Fig. 2. Frequency analysis of characteristics for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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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소재와 다른 색 실로 오드람프 봉제하여 디자인

라인을 강조하는 것들도 있었다. 하의의 가격대는 $88~

198(약 100,000~222,000원)로 고가의 브랜드임을 알 수

있었다.

아보카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든 브랜드로 빈

티지한 느낌의 요가복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독특한 염

색기법인 빈티지 다잉이나 타이 다잉들이 활용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상의의 경우 긴소매 티셔츠의 비율이

약 52%로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브라탑이 약 35%로 높

은 비율을 나타냈다. 디자인은 상의, 하의 모두 심플한

것이 약 87%로 높았다. 가격대는 28,000~178,000원으로

옷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

었다. 하의는 주로 레깅스의 비율이 약 90%로 높았으며,

디자인은 단순해도 현란한 패턴을 사용하여 아주 화려

하고 두드러진 무늬가 특색적이었고, 가격대는 39,000

~128,000원이었다.

블루베리 아웃핏은 브랜드 대표가 요가 지도자로서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과 디테일, 디자인까지 살린

요가복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상하의 모두 노출이 많

았고 레이스와 메쉬 소재를 많이 사용하여 섹시미를 더

했다. 또한 꽃무늬, 나비무늬, 기하학무늬 등 다양하고

화려한 무늬의 디자인이 많았다. 상의의 경우 반소매

티셔츠와 브라탑이 각각 약 47%, 약 53%로 비율이 비

슷했으며, 긴소매와 소매 없는 티셔츠는 거의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았다. 상의의 가격대는 9,000~56,000원이

었다. 하의는 다른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레깅스가 약 94%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격대는 9,900~58,000원

으로 조사 브랜드 중 가장 가격대가 낮았다.

아몬드온은 상의 디자인이 앞은 심플하였지만, 뒤는

어깨끈의 디자인으로 화려하게 포인트를 주었다. 상의

의 품목 중 브라탑이 약 55%로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의는 레깅스와

편한 바지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레깅스의 비율이 약 54%

로 높았다. 레깅스의 경우는 땀이 배출되는 부위에 메쉬

소재를 사용하였고, 통이 넓은 바지는 바지부리에 끈을

달아 요가할 때는 묶고 요가를 하지 않을 때는 풀어서 두

가지 용도로 입을 수 있는 옷을 판매하고 있었다. 색상

도 주로 차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무채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가격대는 상의의 경우 45,000~52,000원이

었고, 하의의 경우는 38,000~62,000원으로 블루베리

아웃핏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종합적으로 대부분의 쇼

핑몰이 상의는 노출이 많은 브라탑의 비중이 약 36%로

높았고, 몸에 붙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가슴이나

등을 드러내는 것도 많았다. 소재 또한 시스루 되는 레

이스나 메쉬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하의 역시 거의 모든

브랜드가 레깅스 위주로(약 75%) 몸에 밀착이 심해 엉

덩이의 실루엣이 드러나서 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입기

에는 민망한 옷이 많았다.

다음으로 중년 여성이 입을 수 있는 M 사이즈와 L 사

이즈를 기준으로 7개 브랜드의 사이즈 현황을 조사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브랜드마다 인체 부위별로 cm

로 표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블루베리 아웃핏만

Free(44~66)로 제시되고 있었다. M 사이즈를 기준으로

브랜드의 인체 사이즈 범위는 가슴둘레: 82.0~97.0cm, 허

리둘레: 67.0~81.0cm, 엉덩이둘레: 82.5~105.0cm로 분

석되어, 브랜드별로 사이즈 범위가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L 사이즈의 경우에는 가슴둘레: 86.0~104.0cm,

허리둘레: 71.0~88.0cm, 엉덩이둘레: 92.0~112.0cm임

을 알 수 있었다. 2010년 제6차 Size Korea(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0)에서 제

공하는 50~60대 여성의 평균 사이즈는 가슴둘레: 94.0±

6.8cm, 허리둘레: 84.8±7.7cm, 엉덩이둘레: 92.5 ±5.1cm

로 브랜드마다 차이는 있지만 50~60대 여성이 M 사이

즈를 착용하기에는 허리둘레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 사이즈의 경우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가 모두 평균 사이즈 내에 해당은 되나 모든 제품

이 축소 패턴을 사용하여 착용 시 너무 밀착되어 몸매

를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들

을 위한 사이즈 체계 정립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2. 심층 면담을 통한 소비자 요구도

심층 면담 결과 50대 이상의 대부분 여성들은 요가복

을 구입하고 싶어도 파는 곳이 없어 구매를 못하고 있었

다. 또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려고 해도 사이즈를 정확

히 몰라서 선택이 어려웠고, 특히나 입어볼 수 없어 구매

가 불편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요가복을 구매하지 않

고 편한 반바지나 티셔츠를 착용하거나 요가원에서 빌

려주는 대여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운

동복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큰 사이즈의 요가복을 구매

하는 것이 아니라 마트나 운동복 판매 코너에서 그냥 저

렴한 것을 구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복 구매

시 고려하는 주요한 요인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능

성 소재라고 언급하였다. 요가 동작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아야 하고, 요가 동작을 유지하다 보면 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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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기 때문에 땀이 잘 흡수되는 소재를 선호하였다.

또한 50대 이상의 여성은 뱃살과 팔뚝살에 민감했으며

몸매가 드러나지 않고 몸매를 커버할 수 있는 옷을 원하

고 있었다. 무엇보다 상의의 경우 뱃살과 팔뚝살이 가

려지기를 원하고 있어 나시나 반팔보다는 소매가 길고

상의의 길이가 허리 아래까지 내려와서 엉덩이를 가릴

수 있는 디자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의의 경

우에도 레깅스는 아니면서 배는 감싸주고, 다리의 핏은

살려주어 일상복에서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선호하

고 있었다. 색상은 화려한 색보다는 무채색 계열이 좋다

고 대답하였다.

반면 현재 요가복을 착용하고 운동하는 여성 대부분

이 요가복을 입을 경우 스트레치 소재로 요가 동작이 용

이하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장점이 있다고 하지는 않

았다. 따라서 요가복 디자인 시에는 20대와는 다른 디자

인 요소를 반영하여야만 성공적인 개발이 될 것으로 예

상되었다. 심층 면담을 통한 응답 중 몇 개를 추려서 그

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생겨서 운동을 하려고 시작하게 되었

어요. 나는 요가가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그냥 나가서 쉬엄쉬엄해

요. 앞으로도 요가를 안 할 생각은 없어요. 계속 나가서 운동할거

Table 3. Analysis of Yoga Wear size range by brand                                 (Unit: cm)

Brand Item Measurement M size L size

Adidas

Top
Bust 90.0 94.0

Waist 68.0 71.0

Bottom
Waist 68.0 71.0

Hip 97.0 99.0

Nike

Top
Bust 90.0-97.0 097.0-104.0

Waist 74.0-81.0 081.0-88.0

Bottom
Waist 74.0-81.0 081.0-88.0

Hip 98.0-105.0 105.0-112.0

Descente

Top
Bust 82.0 86.0

Waist 68.0 72.0

Bottom
Waist 69.0 74.0

Hip 96.0 101.0

Lululemon

Top
Bust 91.5 96.5

Waist 72.5 77.5

Bottom
Waist 72.5 77.5

Hip 99.0 104.0

Avocado

Top
Bust 86.0-91.5 91.5-96.5

Waist 67.0-72.5 72.5-77.5

Bottom
Waist 67.0-72.5 72.5-77.5

Hip 82.5-98.0 98.0-103.0

Blueberry outfit

Top
Bust Free (44-66) Free (44-66)

Waist Free (44-66) Free (44-66)

Bottom
Waist Free (44-66) Free (44-66)

Hip Free (44-66) Free (44-66)

Amondon

Top
Bust 80.0 86.0

Waist 73.0 80.0

Bottom
Waist 73.0 80.0

Hip 86.0 92.0



시장 조사에 근거한 50대 이상 여성의 요가웨어 프로토타입 디자인 제안

– 251 –

에요.”

“요가복을 구입하고 싶어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잘 안 나

와 있고, 젊은 사람을 위한 요가복만 많이 나와 있고... 또 입어보

고 사야하는데... 사이즈 표를 봐도 잘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겠

고... 구매를 하기가 난감해요. 입어볼 수가 없는게 젤 불편하지.”

“보통 내 나이의 사람들을 보면 헐렁한 옷을 입고해요. 배도

나오고... 몸매가 안 예쁘잖아요. 헐렁한 티랑 바지를 입는데, 헬

스도 겸해서 하는 사람은 츄리닝 세트를 주로 입고해요.”

“신축성이 좋아야 해요. 몸을 유연하게 하는 동작이 많으니...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오니까 뱃살 가려야 하는데...

몸에 딱 달라붙지 않고... 신축성이 좋아야 몸매가 커버되고... 그

리고 땀 흡수가 잘돼야 해요.”

3. 요가복 프로토타입 디자인 제안

요가복 시장조사와 심층 면담의 결과를 바탕으로 <Ta-

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제안

하였다. 요가복 상의의 디자인은 가슴은 잡아주기 위해

티셔츠 안쪽으로는 브라탑을 부착하고 뱃살과 엉덩이

라인을 가리기 위해 티셔츠 길이를 길게 디자인하였다.

즉, 브라탑 형태를 내부에 배치하여 두 겹 구조로 가슴

은 잡아주면서 배 부분은 루즈하여 가릴 수 있도록 하

였다. 소매길이는 민소매나 짧은 소매를 선호하지 않는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팔뚝살을 가리며 팔꿈치 위까지

오도록 하였다. 또한 상체의 라인을 살리기 위해 프린세

스 라인을 넣어주고, 사이드 패널엔 메쉬 소재로 하여

통풍이 잘 통하도록 제안하였다. 땀이 많이 배출되는 앞

과 뒤 부분의 목라인에도 메쉬 소재를 제안하였다. 한

편 하의의 디자인은 뱃살을 잡아주기 위해 허리밴드 부

분이 배꼽 위쪽까지 올라오도록 디자인하였고, 바지 옆

에 라인을 넣어 날씬한 착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주었

으며,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시원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바지의 라인은 전체적으로 인체에 밀착되지 않도록 하

였으며, 특히 발목에 붙지 않도록 바지부리를 넓게 하

여 일상생활에도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Table 5>는 제안한 프로토타입 디자인 스케치를 바

탕으로 제작한 요가복의 특성과 착장한 이미지이다.

상의에 사용한 겉감원단<Table 5(Fabric A)>은 흡습

속건 후가공이 되어있고, 폴리에스터 91%, 스판덱스

9%의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였다. 배색원단<Table 5

(Fabric B)>은 에어로쿨을 함유하고 있으며, 흡습속건

의 기능을 가진 폴리에스터 92%, 스판덱스 8%의 메쉬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였다. 한편 하의에 사용한 겉감

원단<Table 5(Fabric C)>은 스포츠웨어에 많이 사용하

는 것으로 폴리에스터 44%, 나일론 41%, 스판덱스 15%

를 사용하였다. 하의의 배색원단은 상의에 사용한 배

Table 4. Design protocol and detail characteristic

Design protocol Detail characteristic 

Top

▪ The overall length of the top is till the beginning of the hip-line.

▪ Three quarter sleeves for functional and aesthetic aspects.

▪ A line outline for providing a space to cover belly as well as a

space for adding a design line to create an illusion.

▪ The double structure with bra top inside of top. 

Bottom

▪ The position of the waist line is set to cover the belly.

▪ The leg opening appears similar to regular pants rather than leggings.

▪ The design line creates an illusion effect like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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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원단과 같은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참고로 상

의의 겉감원단의 신장률은 경사방향 20%, 위사방향

30%였으며, 하의의 겉감원단은 경사방향 27%, 위사방

향 28%였다. 그리고 배색원단은 경사방향 25%, 위사

방향 48%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50대 이상 여성의 체형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여 프로토타입 요가복의 디자인을 제안하기 위해

현재 인지도가 높은 7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여 실태를 파

악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 소비자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1. 시장조사로 총 7개의 브랜드를 비교 분석해 본 결

과 대부분의 브랜드는 ‘요가복’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하

는 운동복은 없었고, 일반적으로 20~30대를 타켓으로 한

디자인이 많았다. 따라서 50대 이상의 여성은 단순히 소

비자 취향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체적인

브랜드별로 아이템의 품목은 상의의 경우 브라탑이 약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하의의 경우 레깅

스의 비율이 약 7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대는

브랜드별로 차이가 많이 나며 다양하였고, 조사한 브랜

드 중 저렴한 브랜드는 블루베리 아웃핏과 아몬드온은

최저가 1만 원 이하부터 최고가 7만 원 이하로 나타났

다. 나머지 브랜드는 최저가 2만 원 이상부터 25만 원 이

하로 가격의 폭이 다양했다. 요가복의 종류와 소재에 따

라 가격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사이즈 또한 브랜드

Table 5. Mechanical characteristic and image of prototype Yoga Wear

Prototype Yoga Wear Mechanical characteristic

Top

Type of

material

Fabric A 91%polyester, 9%spandex

Fabric B 92%polyester 8%spandex

Elongation
Fabric A Wale: 20%, Course: 30%

Fabric B Wale: 25%, Course: 48%

Bottom

Type of

material

Fabric C 44%polyester, 15%spandex, 41%nylon

Fabric B 92%polyester, 8%spandex

Elongation

Fabric C Wale: 27%, Course: 28%

Fabric B Wale: 25%, Course: 48%

Wearing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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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기준이 다르고, 사이즈 체계가 상이하여 소비자들

이 어떤 사이즈를 구매해야하는지 혼란을 주고 있었다.

게다가 브랜드 중 하나는 Free로 사이즈가 표기가 되어

있어 구매가 쉽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적으로 M 사이즈의 경우 이들이 착용하기에 허리둘레

가 너무 작았으며, L 사이즈의 경우 인체 사이즈는 제품

에서 제시하는 착용대상에 해당은 되었으나, 패턴을 축

소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착용 후 몸매가 드

러나게 되어 선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까지

중년 여성의 체형을 고려한 요가복을 판매하는 브랜드

는 거의 없었으며, 이를 통해 50대 이상의 여성을 위한

요가복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2. 심층 면담을 통해 50~60대 여성의 요가복 요구도

는 다음과 같았다. 요가복의 디자인 측면에서는 체형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을 원했고, 컬러도 너무 화려하지 않

은 무채색을 선호하였으며, 구매 시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소재를 언급하였다. 즉, 50대 이상의 여성을 위한 요

가복 디자인 요인으로는 체형 커버, 적합한 소재 선정,

몸매를 드러내지 않은 라인, 색채가 중요한 변인임을 확

인하였다.

3. 50~60대 여성을 위한 요가복 상의의 프로토타입

제안은 체형을 고려하여 A라인으로 엉덩이둘레선까지

내려오도록 길게 디자인하였으며, 프린세스 라인을 넣

어 날씬해 보이도록 하였다. 또한 사이드 부분에 메쉬 배

색 소재를 배치하여 디자인하였다. 그리고 상의의 안쪽

으로 브라탑 형태를 만들어 두 겹 구조로 가슴을 잡아주

며 속옷을 입지 않고 하나만 입고 운동할 수 있도록 디

자인하였다. 소매는 팔꿈치 위로 오도록 디자인을 하여

요가 동작에도 팔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

로 앞과 뒤의 목 부위에 땀이 많이 나는 것을 배출하기

위해 사이드 부분에 배치한 메쉬 배색 소재를 사용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4. 요가복 하의의 프로토타입 제안은 허리 부분이 다

른 레깅스와 다르게 배를 커버하기 위해 밴드를 하이웨

이스트로 높게 디자인하였고, 아웃심쪽으로 라인을 추

가하여 메쉬 배색원단 배치로 통풍이 잘되도록 하였으

며, 바지라인은 레깅스 형태가 아닌 일자바지 형태로 디

자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브랜드 현황 조사와 심층 면담으로 50

~60대를 위한 요가복 디자인을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

으나, 소재의 특성과 인체의 부위별 밀착 선호도를 고려

하여 패턴을 축소하지 않았으며, 요가 운동 시의 착용평

가를 하지 않아 제한점이 있다. 추후 제안한 프로토타입

디자인으로 피드백을 통해 50~60대를 위한 요가복을

개발 시 활용하여 최적의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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