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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difference on recognition, preference, satisfaction and pos-
session of functional textile clothing in psychological comfort group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of the elderly and sug-
gest optimal physical, mental and healthy functional textiles for the elderl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62 respondents
in their age of over 55, who lived in Busan. SPSS 21.0 was used and t-test, cross tabulation analysis,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analysis were performed for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 groups of psychological com-
fort for both gender and age of the elderly showed higher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functional textiles, especially in
the high groups of the new silver generation and women. Second, the high groups of psychological comfort for both gen-
der and age of the elderly showed higher satisfaction of functional textiles. However, it was lower than preference of func-
tional textiles. Last, the possession of major clothing function over all the elderly was comfort, fitting·motion adaptability,
and health·safety function in order. Low groups of psychological comfort possessed fitting·motion adaptability textile cloth-
ing more than the high groups, and the high groups of psychological comfort possessed comfort and health·safety textile
clothing more than low group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showed the importance of functional textiles for the elderly
in terms of psychological comfort as well as the need for healthy·comfort textiles for the advanced activities of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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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2014년 세계 경제 3대 리스크

중 하나를 고령화를 꼽은 만큼(“New solution problems”,

2014),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실버 세대가 증가한다는 의미보

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을 의미하며, 각

국가들은 이에 발맞추어 실버산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와 행

동을 취하고 있다. 실버산업의 시장 규모 및 성장성 정부시책

에서 실버의류는 고령화산업에서 국가경쟁력, 시장매력도 및 공

공성에서 도출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34개 품목의 하나로

써, 건강 보조 스마트 웨어, 건강 개선용 레저 스포츠 웨어, 체

형보정용 이너웨어 상품의 발전이 전망되고 있다(Kwen, 2012).

앞서 말한 실버산업과 관련된 분야는 궁극적으로 노년층이 단

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의 노년층도 50.3%가 현재 운동

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Senior survey in

2011”, 2012)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과 행동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년

층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운동뿐만 아니라 쾌적한

의복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

래서 현재 노년층은 의복을 통해 일차적인 기능인 신체보호 외

에 자신의 생리적 특성에 잘 맞으면서도 신체적 결함까지 보완

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 특

히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향하는 신

노년층의 증대로 기능성 소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생리적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을 위해 기

능성 소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노년층을 위한 소재는 착

용 시 안락감과 편안함, 쾌적함 등의 감성적 요인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Moon, 2006). 하지만 의류학 분야에서 노년층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년층을 위한 건강 의복 소재의 중

요성은 인식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Cho et

al., 2010; Kim, 2010). 노년층의 건강 기능성 의류소재에 관한

연구로는 Hong and Choi(2009)의 노년층 소비자의 기능성 소

재 추구 혜택, 태도 및 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와 노년층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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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쾌적 기능성 소재 의류의 착용 행동에 관한 연구(Kim,

2010; Park et al., 2010)가 있다. 앞선 연구들에서 노년층을 위

한 기능성 소재가 쾌적성과 착용감을 높여 노년층의 심리적, 생

리적, 신체적 기능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노년층을

대상으로 기능성 소재의 의복이 심리적 쾌적성을 주는지에 관

한 연구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측면을 연계시켜, 노년층의 심리적 특

성과 의복디자인과 관련짓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지만(Kim & Lee, 1999), 노년층의 의복 심리적 안정감

은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의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

이며(Kang & Lee, 1990; Lim & Lim, 1986), 소재의 심리

적 안정감은 소재의 쾌적성의 측면에서 의복내 기후(Hirada,

2001)와 착의를 통한 온열적 쾌적성, 압박감에 한정되어 연구

되어 지고 있다(Choi, 2001; Jeong & Kim, 2009).

따라서 노년층에게 기능성 의복은 필요 불가결하지만, 현재

연령에 차별화 없이 시판되고 있는 기능성 소재의 의류제품이

노년층에게 신체적·생리적인 면을 얼마만큼 충족시키며, 기능

성 소재 의복을 통해서 노년층의 감성을 반영하여 심리적 안정

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년층이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 착용 시, 소재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의 중요도에 따라 고저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기

능성 의류제품의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소유도 차이를 파악

함으로써 노년층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최적의 신체·정

신적 건강 기능성 소재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소재와 심리적 안정감

노화는 인간의 정상적 성장과 발달 과정의 한 부분이며 적

어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노화의 과정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Birren, 1959). 생물학적 노화는 신체

의 기관과 체계의 구조 및 기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

는 것을 의미하며, 심리적 노화는 축적된 경험에 의한 행동, 감

각, 지각기능, 자아에 대한 인식 등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

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노화는 생활주기를 통하여 일어

나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

(Ghoi & Jang, 2010). 이러한 노화를 보완해 주는 것으로 쾌

적하고 매력적인 의복은 잃었던 자아를 지지해 주고 심리적 안

정감을 높여주며, 새로운 사회활동을 할 때 긍정적으로 작용한

다. 따라서 노년층에 적합한 의복은 노화과정을 역류시키거나

지연시키지는 못하나 노인을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일이며 일상생활 동작에서도 자립과 기능

유지, 노화 예방에 역할을 한다(Callis, 1982). 또한 현재 노년

층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웰빙의 사회적 트렌드로 의복

의 위생 및 건강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의복을 통해 신

체적 쾌적성을 요구하면서 의복의 심리적 측면과 디자인적 측

면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디자인적인 관심보다

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보다 중요하

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년층을 위한 의복은 가장 먼저 노년층의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심리성과 관련된 측면이 무엇보다

도 선행되어야하며,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기능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Kwen, 2012). 그 중에서 의복 소재

는 그 특성에 따라 쾌, 불쾌의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

에 개인의 취향에 따른 소재선택은 의복 형태는 물론 개인의

감정과 분위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hoi, 2012). 이처럼 의

복 소재는 의복의 품질 평가 변수 중 가장 우선시 되는 속성

으로(Hines & O’Neal, 1995), Row and Park(2011)의 연구결

과에서도 소재를 중·노년층 여성 소비자들이 정장 의류제품

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디자인 요소이며 소재의 종류, 촉감, 두

께, 태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소재의 심리적 안정감에 대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소재의 심리적 안정감은 주로 쾌적감으

로 사용되었고 이런 쾌적감은 생리적, 심리적 두 측면에서 접

근하고 있지만, 기능성 소재의 쾌적성은 대부분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착용자의 생리학적 감각으로 연구되어 지고 있

다(Choi, 2001; Jo, 2002; Kang et al., 2007). 생리학적 감각

이란 의복에 의해 인체와 주위환경 사이에 생긴 공기층의 미세

기후에 따라 느껴지는 덥고 추운 감각으로 체온을 유지할 때

쾌적한 감각을 느끼는 것이다(Moon, 2006). 이처럼 쾌적성을

기능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체에 착용되었을 때의 소재

의 물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은 실제 착용자가 일상생활을 하

면서 느끼는 쾌적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Jeong(2010)의 연구결과에서도 의류소재에 대한 성능의 평가와

인체에 대한 생리학적 안전성 및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은 특별

한 기능을 목표로 생산된 기능성 소재의 의복이 실제 사용자에

게 착용될 경우, 신체에 지각되는 생리적·심리적 쾌적성이 체

계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쾌적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소재를 설계할 때 의도했던 물리적 기능이 실제 소비자가 사용

할 때 생리적인 쾌적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착용자의 주관

적 지각에 따라 쾌적성이 달라지기 때문에(Tarafder &

Chatterjee, 1994), 현재 시판되고 있는 기능성 소재 의복에 대

해 노년층의 착용자들이 얼마만큼 기능성 소재에 대해 심리적

안정감을 중요시하며, 기능성 소재의 심리적 안정감 중요도에

따라 기능성 소재 의복에 대해 만족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2.2. 노년층을 위한 기능성 소재

기능성 소재란 섬유가 갖는 기존 형태에 특수한 기능을 새

로이 부여한 소재로, 소재의 기능성은 원사단계 또는 제작된 소

재에 물, 열,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가공기술로 외관

과 성능을 변화시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며, 인간의 의생활을

쾌적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해주는 기능성 제품으로 상품화

되고 있다(Jang, 2001). 의류용 기능성 소재로는 성능의 특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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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쾌적 지향 소재와 건강·안전 지향 소재로 구분되고(Park

et al., 2010), Eom and Lee(2010)는 기능성 섬유제품을 건강

보조기능성, 의료용 기능성, 스포츠/레저용 기능성, 지능형 지

능성 섬유디자인제품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Koo(2011)는 쾌적

소재, 건강·위생소재, 이지케어 소재, 안전 기능소재, 표식 기

능으로, Jo(2006)는 쾌적 소재, 안전 소재, 건강 소재, 운동기능

성 소재, 고기능성 소재로 분류하였고, Hong and Choi(2009)

는 노년층에게 필요한 기능성 소재를 '노년층의 신체적 변화를

생리적 측면에서 보완하고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

'로 조작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Jo(2006)와

Hong and Choi(2009)의 정의와 분류를 바탕으로 노년층을 위

한 기능성 소재를 쾌적 소재, 건강·안전 소재, 운동기능성 소

재로 분류하였고, 기능성 소재를 신체적, 생리적인 면에서 쾌적

감을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정감 주는 소재로 조작

정의하였다. 현재 기능성 소재는 성인복, 유·아동복, 스포츠

의류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소재로 인식되어 왔으나, 노

년의 신체 변화에 적합한 의복을 위한 기능성 소재는 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소득과 시간이 있는 노년층의 여가생활

을 위한 여가용 의류를 포함한 일반의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가 필요하다(Hong & Choi, 2009; Kim, 2010;

Park et al., 2010). 노년층을 위한 적합한 기능성 소재를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면, Park et al.(2010)과 Kim(2010)은 건강·쾌

적 기능성 소재, Moon(2006)은 천연소재가 가지고 있는 환경

친화적인 특성과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건강 기능성 소재의 특

성이 함께 요구된 복합적인 기능성 소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피부에 자극과 대전성이 적어 불쾌감을 주지 않고 활동하

기 편한 소재가 적합하며(Nam & Choi, 1997; Choi, 2002),

보온성, 통기성, 흡습·흡수성, 경량성, 신축성이 있는 소재(Eom

& Lee, 2010; Kim, 2013; Yeo, 2005)와 소취성, 항균성 처리

를 한 위생가공 소재, 황토 소재, 녹차 소재(Hong & Choi,

2009)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기능성 소재의 의복은 노년층만을 위한 특화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노년층의 연령, 성별에 따른 세분화된 대

상을 바탕으로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노화에 적합한 기능성

소재 의류가 필요하다. 

2.3. 노년층 세분화

노인의 기준연령은 각 사회마다 상이하며 동일한 사회에서

도 그 사회가 변함에 따라 기준 역시 변하게 되는데 우리 사

회에서도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이 사회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었

고 노인의 시작연령이 상승되는 추세이다. 그래서 Lee(2011)는

노년층에 대한 정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 따라 다

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또한 학문의 분야에 따른 목적이 다르

므로 이에 의해서도 정의되고, 해석되는 개념이 다양하다고 하

였다. 그래서 Jo(2009)는 노인의 범주에 대한 구체적 분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활연령

(chronological age)을 근거로 한 연대기적 기준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노인의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다양한 관점에서의 노년층의 나이 구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정법상으로 노인 복지법, 정부, 통계청, 노

인 학회 등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미

국 인구통계국에서는 노인의 연령층을 55~64세(the olders),

65~74세(the elders), 75~84세(the aged), 85세 이상(the very

old), 즉 4단계로 나누고 55세 이상을 그 기준점으로 사용한다

(Lee & Kim, 2004). 선행연구에서 노년층의 나이기준을 살펴

보면, 현재 노년층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로 노년층을 다양한 관

점에서 세분화시키고 있다. 그 중 연령에 따른 세분화는 실버

세대와 뉴 실버세대로 구분하고, 또한 노후를 대비하는 예비노

년층까지 포함하여 50대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노년층의

시작점을 50~60세(Choi et al., 2013; Chung, 2011; Eom &

Lee, 2010; Kang, 2010; Lee et al., 2011; Park et al.,

2010), 55~65세(Huh, 2012; Kim, 2006)로 구분짓고 있다. 이

처럼 노년층을 세분화시키는 것은 변화된 사회구조와 함께 실

버산업 내에서 노인들의 의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노인세

대를 하나의 소비계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새

로운 실버세대는 기존 실버세대와 동일시됨을 거부하고, 높은

자아의식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독자적인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Baek & Byun, 2011). 이렇게 전 세대와의 구별되

는 특성으로 새로운 실버세대는 '뉴 실버세대’ 라는 새로운 용

어를 탄생시켰고(Huh, 2012), 이들은 서구에서 제 2차 세계대

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1946~64년생)가 고령화되면서

등장하였다. 하지만 뉴 실버세대에 대한 연령 구분도 50세를

시작으로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적, 심리적 영향을 고려한 연령

계층의 시장세분화를 바탕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

로 여유가 있으며, 자신을 더 젊게 인지하면서 다양한 사회활

동 참여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만 55~64세를 뉴 실버세

대로, 65세 이상을 실버세대로 정의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노년층의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

의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의 인지도, 선호도, 만

족도 및 소유도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노년층의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

의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의 인지도, 선호도, 만

족도 및 소유도 차이를 알아본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노년층인 표본 집단의 특성상 예비설문을 통해 수정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설문 응답을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응답자

가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일대일 면접형식으로 설문지를 읽어주



814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6권 제5호, 2014년

고 응답 하도록 인터뷰 방법을 병행하였다. 예비조사는 2013년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 착용 경험이 있

는 만 55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정 보완 후 본

조사는 10월 20일부터 11월24일, 부산의 교회, 노인대학, 문화

센터, 노인정에 300부를 배부하여 28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가 있는 설문 18부를 제외한

262부의 자료가 결과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내용은 의복환경과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특성, 기능성

소재의 특성, 기능성 소재의 의류제품의 종류, 인구통계학적 특

성으로 구성하였다. 의류제품 착용 시 의복환경과 심리적 안정

감을 알아보기 위해 Jang(2011), Kim(2010), Ryu(2005)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온열감(2문항), 습윤감(4문항), 압박감(2문항),

접촉감(5문항)으로 총 13문항을 설정하고 심리적 안정감의 중

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

렇다)로 측정하였다. Jo(2006)의 분류방법을 바탕으로 기능성

소재를 쾌적 소재, 안전 소재, 건강 소재, 운동 기능성 소재로

분류하였고, 기능성 소재의 성능별 구분에 따른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Kim(2010)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현

재 시판되고 있는 쾌적 소재 5종(보온성, 흡수·속건 투습·발

수, 방향성, 정전기 방지 소재), 운동기능성 소재 2종(신축성,

경량성), 건강·안전소재 3종(자외선 차단, 항균·방취, 황토소

재)으로 총 10종류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소유도를

알아보기 위해 Kim(2010)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기능성 소재

의 성능별 구분에 따라 복합기능성 스포츠웨어(14종), 건강·

쾌적 캐주얼의류(17종), 의료용 섬유제품(2종) 총 33종을 다중

응답으로 측정하였고,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는 성별, 나이, 학

력, 직업, 본인 월수입, 월 의복비는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표

본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5세 이상~65세 미만 136명

(51.9%), 65세 이상 126명(48.1%), 남녀비율은 여성 174명

(66.4%), 남성 89명(33.6%)이다. 학력은 55세 이상~65세 미만

의 경우 대학교 졸업 이상이 76명(55.8%), 65세 이상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66명(52.4%)으로 많았고, 직업은 55세 이상

~65세 미만은 전업주부와 퇴직을 제외한 89명(65.4%)이 재직

중으로 전문직이 33명(24.3%)으로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은

전업주부와 퇴직을 제외한 73명(58%)이 재직 중으로 판매·서

비스직와 자영업이 각각 25명(19.8%)으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55세 이상~65세 미만은 500만원 이상이 40명

(29.4%)으로 가장 많았고, 65세 이상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가 35명(27.8%)으로 가장 많았다. 한 달 평균 의복 지출비

는 1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모든 노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분석방법은 SPSS 21.0을 이용하여 t-test, 교차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의복 소재의 심리적 안정감 집단 유형 구분

노년층이 의복 착용 시 소재 특성과 심리적 안정감과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해 온열감, 습윤감, 압박감, 접촉감으로 총 13

문항을 설정하고 심리적 안정감의 중요도를 5점 리커트 척도

로 측정하였다. 13문항의 평균값을 구하여 노년층의 연령과 성

별에 따라 평균값보다 낮은 점수를 가진 집단은 저집단으로, 평

균값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집단은 고집단으로 구분하였다

(Table 1). 

노년층의 연령에 따라 뉴실버의 평균값은 3.72로 저집단이

87명, 고집단이 49명이었고, 실버의 평균값은 3.64로 저집단이

38명, 고집단이 88명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평균값이

3.83으로 저집단이 35명, 고집단이 55명이었고, 남성의 평균값

이 3.39로 저집단이 99명, 고집단이 75명이었다. 뉴 실버세대

와 여성에서 소재의 심리적 안정감 저집단의 비율이 고집단 보

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과 뉴 실버세대는 기능성 소재 의

류제품 구입 시 실용성 보다는 디자인적인 면을 중요시하며(Jo,

2014; Kim & Na, 2008), 60~79세의 여성 실버층은 의복의

디자인적인 측면보다 착용함으로써 얻는 편안함과 심리적 만족

감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다는 연구결과(Kim, 2011; Kwen,

2012)에서 알 수 있듯이 뉴 실버세대와 여성은 소재의 기능적

심리적 안정감 보다는 소재의 디자인적인 면(색상, 문양)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4.2. 기능성 소재의 인지도

연령별로 소재의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에 따른 기능성소

재의 인지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Table

2). 뉴 실버세대와 실버세대 모두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기

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뉴 실버세대는 모

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고, 실버세대는 정전기 방지소재

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뉴 실버세대의 심

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실버세대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 보다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Park et

al.(2010)의 연구결과에서 신 노년층이 노년층보다 더 많은 기

능성 소재를 인지하는 것과 같이, 뉴 실버세대 특히 심리적 안

정감 고집단이 기능성 소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노년층은 신축성, 경량성,

보온성, 흡수·속건 소재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방

향성 소재, 항균·방취 소재보다 소비자들이 광고나 매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새로움 보다는 기능성 소재의 기본 사항

Table 1. Grouping of psychological comfort on clothing material

according to gender and age 

(N= 262)

Category (N) Low group N (%) High group N (%) Total

New Silver (136) 87 (64.0%) 49 (36.0%) 262

Silver (126) 38 (30.2%) 88 (69.8%)

Male (90) 35 (38.9%) 55 (61.1%) 262

Female (174) 99 (56.9%) 75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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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의 기능성소재 인지도

차이에서는 남녀 모두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들이 기능성 소재

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3). 여성의 경우 흡수·

속건 소재를 제외한 모든 기능성 소재의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남성의 경우 투습·발수 소재와 정전기 방지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심리

적 안정감 고집단이 남성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보다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4.3.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 구입 선호도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의 기능성소재 의류제

품 선호도 차이에서 뉴 실버세대는 모든 기능성 소재의 특성에

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001), 실버세대는 경량성 소재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뉴 실버세대가 실

버세대보다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기능성 소재를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 실버세대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

단이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게 나온 결과처럼, 뉴

실버세대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은 실버세대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 보다 기능성 소재에 대해 관심이 더 높다고 파악된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의 기능성소재 의류제

품 선호도 차이에서 여성과 남성모두 소재의 심리적 안정감 고

집단이 기능성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5).

여성은 모든 기능성 소재의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p<.001), 남성은 경량성 소재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은 평균 4점 이상으로 남성

Table 2. Recognition difference of psychological comfort groups according to age 

Functional textiles

New silver

t-value

Silver

t-value
Low group

(n=87)

M(SD)

High group

(n=49)

M(SD)

Low group

(n=38)

M(SD)

High group

(n=88)

M(SD)

 Comfort 

Insulation 3.27(.87) 3.87(1.03) -3.61
***

3.23(.78) 3.87(.90) -3.76
***

Moisture absorption & fast drying 3.57(.85) 4.00(1.06) -2.54
*

3.39(.88) 3.82(.93) -2.42
*

Water vapor permeability & water repellent 3.42(.88) 3.89(1.02) -2.82
**

3.28(.73) 3.67(.94) -2.21
*

Aromatic 2.60(.78) 3.63(.97) -6.69
***

2.50(.72) 2.88(.97) -2.19
*

Antistatic 3.31(1.01) 3.81(1.09) -2.71
**

3.21(.77) 3.52(1.00) -1.70

Fitting/motion

adaptability 

Stretch 3.45(.89) 3.95(.99) -2.98
**

3.50(.60) 4.03(.79) -3.70
***

Lightweight 3.27(.92) 3.97(1.07) -4.02
***

3.23(.48) 3.93(.91) -4.39
***

Safety·health

Anti-bacterial & Anti-odour 2.70(.76) 3.61(1.07) -5.73
***

2.50(.68) 2.96(1.04) -2.52
*

UV resistant 2.72(1.00) 3.63(1.09) -4.89
***

2.81(.72) 3.44(1.11) -3.18
**

Dyed loess 3.06(1.02) 3.93(.94) -4.89
***

3.13(.62) 3.67(1.07)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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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Recognition difference of psychological comfort groups according to gender 

Functional textiles

Female

t-value

Male

t-value
Low group

(n=99)

M(SD)

High group

(n=75)

M(SD)

Low group

(n=35)

M(SD)

High group

(n=55)

M(SD)

Comfort 

Insulation 3.44(.75) 4.01(.99) -4.28
***

2.88(.71) 3.69(1.03) -4.05
***

Moisture absorption & fast drying 3.71(.74) 3.98(1.07) -1.95 3.11(.86) 3.71(.98) -2.93
**

Water vapor permeability & water repellent 3.44(.70) 3.92(1.03) -3.60
***

3.22(.84) 3.56(1.06) -1.57

Aromatic 2.68(.79) 3.26(1.10) -4.02
***

2.51(.81) 2.92(.93) -2.11
*

Antistatic 3.41(.86) 3.74(1.18) -2.13
*

3.02(.74) 3.43(1.04) -1.98

Fitting/motion

adaptability\

Stretch 3.65(.75) 4.12(.97) -3.53
***

3.25(.65) 3.73(.92) -2.65
**

Lightweight 3.44(.87) 4.05(1.03) -4.20
***

3.08(.56) 3.69(.97) -3.36
***

Safety·health

Anti-bacterial & Anti-odour 2.87(.83) 3.24(1.14) -2.40
*

2.40(.69) 2.94(1.00) -2.78
**

UV resistant 2.90(.92) 3.76(1.12) -5.46
***

2.62(.84) 3.07(1.12) -2.00
*

Dyed loess 3.40(.93) 3.90(1.05) -3.32
***

2.82(.85) 3.26(1.04) -2.05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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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 보다 모든 기능성 소재의 특성에 대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4.4. 기능성 소재 의류 제품의 만족도

연령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의 기능성소재 만족도

차이에서 뉴실버 세대와 실버세대 모두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

이 기능성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뉴 실버세

대는 흡수·속건 소재, 투습·발수 소재, 방향성 소재, 자외선

차단 소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실버세대는 보온성 소재,

방향성 소재, 운동기능성 소재, 자외선 차단 소재, 황토소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6). 뉴 실버세대의 고집단은 실

버세대의 고집단보다 쾌적 소재와 운동 기능성소재에, 실버세

대의 고집단은 뉴 실버세대의 고집단 보다 건강·안전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뉴 실버세대의 고집단은 경량성 소재,

실버세대의 고집단은 신축성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기능성 소재

의 선호도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노년층이

착용하는 기능성 소재의 의류제품이 소재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게 추구하는 노년층들에게는 신체적, 생리적, 신체적 만족감

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의 기능성소재 만족도

차이에서 남녀 모두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의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지만, 여성은 흡수·속건 소재, 방향성 소재, 경량성 소재,

자외선 차단 소재, 황토 소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남성

은 흡수·속건 소재, 정전기 방지 소재, 신축성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7). 여성의 심

리적 안정감 고집단은 신축성 소재에, 남성의 심리적 안정감 고

집단은 경량성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

Table 4. Preference difference on functional textiles of psychological comfort groups according to age 

Functional textiles

New silver

t-value

Silver

t-value
Low group

(n=87)

M(SD)

High group

(n=49)

M(SD)

Low group

(n=38)

M(SD)

High group

(n=88)

M(SD)

Comfort 

Insulation 3.70(.83) 4.46(.73) -5.35
***

3.44(1.08) 4.14(.71) -4.27
***

Moisture absorption & fast drying 4.08(.81) 4.57(.57) -3.73
***

3.81(.76) 4.35(.67) -3.91
***

Water vapor permeability & water repellent 3.70(.76) 4.38(.70) -5.17
***

3.55(.60) 4.12(.84) -3.79
***

Aromatic 3.01(.76) 3.93(1.06) -5.84
***

2.92(.91) 3.82(.94) -4.98
***

Antistatic 3.88(.68) 4.59(.60) -5.97
***

3.86(.62) 4.36(.60) -4.15
***

Fitting/motion

adaptability

Stretch 3.88(.67) 4.51(.68) -5.18
***

3.86(.66) 4.28(.75) -2.93
**

Lightweight 4.12(.75) 4.63(.52) -4.13
***

4.13(.74) 4.35(.72) -1.55

Safety·health

Anti-bacterial & Anti-odour 3.57(.69) 4.51(.68) -7.60
***

3.15(1.00) 4.00(.97) -4.42
***

UV resistant 3.31(.73) 4.26(.86) -6.82
***

3.36(.71) 4.05(.80) -4.54
***

Dyed loess 3.25(1.11) 4.20(.97) -4.99
***

3.10(1.08) 3.82(.97)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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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Preference difference on functional textiles of psychological comfort groups according to gender 

Functional textiles

Female

t-value

Male

t-value
Low group

(n=99)

M(SD)

High group

(n=75)

M(SD)

Low group

(n=35)

M(SD)

High group

(n=55)

M(SD)

Comfort 

 Insulation 3.76(.75) 4.49(.70) -6.46
***

3.20(.96) 4.05(.84) -4.40
***

Moisture absorption & fast drying 4.13(.75) 4.50(.64) -3.46
***

3.74(.81) 4.32(.70) -3.54
***

Water vapor permeability & water repellent 3.64(.78) 4.30(.73) -5.64
***

3.60(.69) 4,24(.73) -4.13
***

Aromatic 3.20(.79) 4.10(1.02) -6.57
***

2.68(.96) 3.47(.84) -4.03
***

Antistatic 4.13(.58) 4.58(.59) -5.05
***

3.42(.55) 4.16(.69) -5.25
***

Fitting/motion

adaptability

Stretch 3.93(.78) 4.48(.66) -4.81
***

3.88(.40) 4.16(.77) -1.98
*

Lightweight 4.08(.75) 4.56(.62) -4.48
***

4.20(.67) 4.39(.74) -1.25

Safety·health

Anti-bacterial & Anti-odour 3.56(.81) 4.41(.77) -6.97
***

3.11(1.10) 3.98(.74) -4.39
***

UV resistant 3.57(.70) 4.45(.64) -8.47
***

2.88(.63) 3.64(.90) -4.31
***

Dyed loess 3.47(.92) 4.29(.88) -5.88
***

2.45(1.22) 3.62(.92) -5.08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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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우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 모두 선호도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보온성

소재와 자외선 차단소재에서 선호도 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

났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여성 노년층은 남성 노

년층 보다 기능성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여성 노

년층을 위해 심리적 안정감의 측면에서 세심한 소재 개발이 필

요하고 생각된다.

4.5. 기능성 소재 의복의 소유도 

4.5.1. 의류제품의 기능성 소유도

 의류제품의 기능성 소유도는 노년층 전체에서 쾌적 기능, 운

동 기능, 건강·안전 기능 순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쾌적 소재 중 보온성 소재를 가

장 많이 소유하고,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저집단 보다 더 많

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동 기능성 소재 중

신축성 소재를 많이 소유하고 심리적 안정감 저집단이 고집단

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ark et al.

(2010)과 Lee(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노년층은 신체기능

의 퇴화로 인한 체온조절 기능의 저하와 두드러진 체형 변화로

보온성 소재와 신축성 소재의 의류제품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

로 파악된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쾌적감과 건강을 위

해 일상 생활복의 기능성 의류제품을 많이 소유하는 반면, 심

리적 안정감 저집단은 운동 시 기능성 의류제품을 많이 소유하

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5.2.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의 소유도

기능성소재 의류제품 33종 소유도는 예비조사에서 빈도가 높

았던 보온성 소재, 투습·발수 소재, 흡수·속건 소재, 신축성

Table 6. Satisfaction difference on functional textiles of psychological comfort groups according to age

Functional textiles

New silver

t-value

Silver

t-value
Low group

(n=87)

M(SD)

High group

(n=49)

M(SD)

Low group

(n=38)

M(SD)

High group

(n=88)

M(SD)

Comfort 

Insulation 3.77(.74) 4.00(.88) -1.61 3.34(.93) 3.92(.74) -3.68
***

Moisture absorption & fast drying 3.71(.84) 4.16(.82) -3.00
**

3.92(.74) 4.02(.81) -.65

Water vapor permeability & water repellent 3.56(.81) 3.97(.80) -2.87
**

3.60(.75) 3.75(.80) -.94

Aromatic 3.08(.73) 3.44(1.06) -2.38
*

2.73(.72) 3.23(.88) -3.08
**

Antistatic 3.57(.81) 3.48(1.08) .51 3.76(.71) 3.92(.91) -.94

Fitting/motion

adaptability

Stretch 3.91(.65) 4.12(.72) -1.67 3.78(.77) 4.09(.75) -2.04
*

Lightweight 3.98(.63) 4.18(.66) -1.68 3.55(.60) 4.00(.84) -2.95
**

Safety·health

Anti-bacterial & Anti-odour 3.20(.90) 3.44(1.13) -1.36 3.21(.93) 3.47(.95) -1.44

UV resistant 3.34(.77) 3.63(.87) -2.12
*

2.97(1.07) 3.73(.89) -4.14
***

Dyed loess 3.21(.88) 3.44(.98) -1.40 2.89(.95) 3.52(.89)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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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Satisfaction difference on functional textiles of psychological comfort groups according to gender 

Functional textiles

Female

t-value

Male

t-value
Low group

(n=99)

M(SD)

High group

(n=75)

M(SD)

Low group

(n=35)

M(SD)

High group

(n=55)

M(SD)

Comfort

Insulation 3.72(.73) 3.88(.85) -1.26 3.37(1.00) 4.11(.66) -4.16
***

Moisture absorption & fast drying 3.77(.83) 4.08(.85) -2.33
*

3.80(.79) 4.04(.76) -1.73

Water vapor permeability & water repellent 3.60(.75) 3.73(.84) -1.04 3.54(.81) 3.98(.82) -2.45
*

Aromatic 3.05(.73) 3.41(1.00) -2.75
**

2.68(.67) 3.28(.90) -3.33
***

Antistatic 3.73(.85) 3.80(1.06) -.43 3.48(.50) 3.64(.94) -.89

Fitting/motion

adaptability 

Stretch 3.91(.66) 4.12(.83) -1.76 3.82(.74) 4.07(.61) -1.69

Lightweight 3.82(.71) 4.09(.87) -2.20
*

3.74(.61) 4.18(.52) -3.54
***

Safety·health

Anti-bacterial & Anti-odour 3.27(1.01) 3.38(1.05) -.72 3.00(.59) 3.64(.94) -3.64
***

UV resistant 3.39(.75) 3.78(.94) -3.04
**

2.62(.77) 3.77(.86) -6.32
***

Dyed loess 3.32(.89) 3.62(.99) -2.11
*

2.57(.73) 3.35(.78) -4.70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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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기타 기능성 소재에서 각 종류별로 빈도가 높은 상위 4

종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Fig. 2). 보온성 소재 의류제품

의 소유도는 모든 노년층이 보온성 점퍼의 소유도가 가장 높았

고, 그 중 남성 고집단이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보온성 속옷에 대한 소유도가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여

성 고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신체적, 생

리적 변화가 남성보다 두드러져 보온성 속옷의 소유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투습·발수 소재 의류제품의 소유도는 모든

노년층에서 점퍼, 바지, 운동복, 티셔츠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을 제외하고 심리적 안정감 저집단들이 고집단들보다 투습·발

수 소재의 의류제품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실버

고집단은 저집단보다 운동복, 티셔츠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남성의 고집단은 저집단보다 점퍼를 제외한 바지,

운동복, 티셔츠의 소유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뉴실버와 남성

노년층은 소재의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할수록 운동 시에 적합

한 투습·발수 소재 의류를 더 소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

년층 전체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들은 흡수·속건 소재의 속

옷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뉴실버와 남성의 심

리적 안정감 고집단은 흡수·속건 소재의 티셔츠를 저집단보

다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의 생리적 변

화로 땀의 발생량과 배출량이 줄어들어 피부가 건조하여 각질

이 일어나고 거칠기 때문에 땀을 잘 흡수하고 쉽게 건조시킬

수 있는 흡수·속건 소재의 속옷을 착용함으로서 심리적 안정

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년층은 신축성 바지의 소유도

가 가장 높았으며, 심리적 안정감 저집단들이 고집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심리적 안정감 고집

단에서 신축성 속옷의 소유도가 저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노년층이 체형보정 효과가 있는 기능성 속옷을 착용함으로

써 심미적인 목적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 이에

대한 소유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노년층의 심

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건강·안전 소재의 의류제품에 대한 소

유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저집단보다 황토 속옷과 자외선 차단 모자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ung et al.(2005)의 연구 결과에서 소

비자의 건강인지도와 의복관심도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의

복의 구매의도가 높게 나타난 것처럼, 소재의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여성 노년층과 뉴 실버세대는 건강과 외모(노화방지)

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운동 시에 필요한 기능성 소재뿐만 아

니라 건강유지와 노화방지를 위한 기능성 소재에 대해서도 관

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현재 실버의류시장에서 건강·쾌적·운동 기능

성 소재에 대한 높아진 수요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년층을 성별

과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 의류용 소재

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류용 소재가 노년층의 심리

적 안정감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고저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

단간의 기능성 의류제품의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소유도 차

이를 파악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최적의 신체甦ㅍ탔°

건강 기능성 소재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과 성별을 바탕으로 구분된 소재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의 기능성소재 인지도와 선호도 차이를 알

아본 결과, 연령과 성별 모두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기능성

소재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뉴 실버세대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과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과 성별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 고저집단의 기능성

소재 만족도 차이에서 모두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저집단보

Fig. 1. Possession of functional textile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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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능성 소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노년층의 심

리적 안정감 고집단들은 기능성 소재의 선호도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의류제품의 주요 기능성 소유도는 노년층 전체에서 쾌

적 기능, 운동 기능, 건강·안전 기능 순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의 심리적 안정감 저집단들은 고집단들보다 운

동기능성 소재를 더 많이 소유하고, 노년층의 심리적 안정감 고

집단들은 저집단들보다 쾌적 소재와 건강·안전소재를 더 많

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은 쾌적 소재 중 보온성

소재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심리적 고집단의 소유도가 더 높

게 나타났다. 그 중 보온성 점퍼의 소유도가 가장 높았고, 여성

고집단은 보온성 속옷에 대한 소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

음으로 운동 기능성 소재 중 신축성 소재를 많이 소유하고 그

중 신축성 바지의 소유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심리적 안

정감 저집단들이 고집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들은 신축성 속옷의 소유도

가 저집단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안전 소재의 의류제품

의 소유도는 전반적으로 노년층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높

게 나타났고, 특히 노년층의 심리적 안정감 고집단이 저집단보

다 황토 속옷과 자외선 차단 의류제품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노년층은 의복을 통해 심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

적 안정감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소재의 기능적인

측면과 함께 심리적인 측면이 연관되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Fig. 2. Possession of functional textile cl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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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둘째, 소재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노년층일수록,

특히 뉴 실버세대와 여성 노년층이 기능성 소재의 선호도에 비

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노년층을 세분화 시켜, 각

대상별로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기능성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소재에 심리적 안정감을 중요시할수록 쾌적 소재 중

보온성 점퍼와 보온성 속옷, 운동기능성 소재 중 신축성 속옷,

건강·안전소재의 의류제품을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아웃도어

웨어용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기능성 소재 의류제품이 다양하게 개발 되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파악된 기능성 소재에 대한 노년

층의 다양한 수요를 바탕으로 시각적 측면인 색상과 문양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실버 의류용 텍스타일 디자

인을 개발하여 기능성 소재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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