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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세대의 운동유형에 따른 액티브 티셔츠 디자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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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ilver generation have clothing style of optimal daily life comparing than young generation because they
do not participate a specific sport event but daily- life exercise. As the human body ages, the figure of the silver generation
shows different body shape because upper body changes to curved figure including the belly and waist part. Therefore,
clothing characteristics for the silver generation should be considered with proper function, design and textiles to optimize
body movement.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exercise types according to motion analysis of the silver generation in
order to develop the design of the active T-shirts reflecting the structural properties and providing the optimum exercise
circumstance. The results to consider design needs are as followed; As the T-shirts design for the flexible exercise which
required frequent movement of upper body such as bending and waist twisting during body stretching, a stretch fabric
applied to the waist part considering T-shirts allowance and length to make extreme elongation and support for well-fitting
appearance of the T-shirts. As the T-shirts design for the instantaneous reactionary exercise, high elastic four-way stretch
fabric is applied to the part of arm hole to optimize skeletal and muscle movement for entire body and arm work. As the
T-shirts design for the endurance exercise such as climbing, cycling, and walking, the shoulder line of the back part has
cutting line allowance to make optimum movement of the upper body but no change of the wais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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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되고 전문화

되면서 제품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패션의 경

우 신체를 가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기능을 넘어서 착용 시 인체의 쾌적함과 안락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의복기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용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서 각종 스포츠나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스포츠웨어를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액티브 패션이 확

산되고 성장하고 있다(Kim, 2013a). 그 가운데에서도 퇴직과

육아에서 벗어나 비교적 일상생활의 시간 비중이 많아진 실버

들은 일상생활과 다양한 여가활동에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티

셔츠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과 수명의 연

장에 따라 활발한 사회적 경제력을 가진 실버세대들은 일률적

인 티셔츠보다 젊은 세대 못지않게 신체활동에 적합한 의류제

품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Kim, 2013b).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부위가 필요로 하는 신축성이나 경량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체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기능을 가진 소재나 편안함을

주는 디자인을 원하는 것이다(Kim, 2013a; Yang, 2007). 그래

서 옷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도 20~30대는 디자인과 유행성에 민

감하게 반응하고 40대가 되면 내구성과 품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50대가 되면 제품의 기능성과 소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Joo et al., 2010a). 그렇지만 실버세대는 젊은이들처

럼 몸에 타이트한 형태의 의복보다는 타이트하지만 기능성이

포함된 의류로 활동하는데 적합하고 간편한 옷차림을 선호하며

이렇게 의복으로 만들어진 좋은 이미지는 기분전환과 긴장감을

주며 스스로 만족하는 심리적인 기대효과로 사회적인 융화감까

지 가져다준다(Sin, 1996). 

실버세대(Silver Generation)란 인간의 생물적 노령화로 인한

생리적, 사회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행동능력 저하의 시기

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기(Seo, 1991)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으며, 해석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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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하다. 실버계층에 대한 범위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

고 있지만 인간은 연령의 정도에 따라 사회로부터 기대되는 바

람직한 개인의 역할 및 행동인 연령규범을 갖고 있으며, 생활

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Kim & Lee, 2007). 국제연합(UN)에서는 실버계층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과 생활

보호법, 통계청, 노인학회 등의 실정법에서 고령화를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Joo et al., 1997; Lee, 1995; Lee &

Kim, 2005). 하지만 근래에 와서 일반 기업체의 퇴직연령인 55

세를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로 보고(Han, 2009), 연구목적에 따

라 실버세대를 준비하는 55세를 예비실버로 정의하고 있다

(Cho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55세가 기

존의 실버보다 구매력이 더 높고 길기 때문에 예비실버까지 포

함하여 실버로 정의하였다.

신체의 적당한 움직임은 심리와 정서적 안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켜주고 생활만족도나 삶의

질을 높여주지만(Kim et al., 2002) 우리나라 실버 여가활동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TV시청이 20.9%로 가장 높았으며, 운

동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Yang, 2007). 고령이 될수록 수

반되는 육체적인 기능저하와 체형변화는 심리적 위축현상을 유

발하여 신체활동과 대인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나이

가 들수록 더 많은 인체의 움직임으로 육체의 긍정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여 생활기능 향상과 더불

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Han, 2003). 

이러한 인체 움직임의 동기유발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

만 편안하고 언제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복장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능적이고 감각적인 액티브

스포츠웨어가 실버들에게 더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스포츠 활동을 위한 경기용과 관람용

의복을 모두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으로(Jeong, 1996) 스포츠

활동 시 많은 활동과 과격한 움직임으로 인하여 인체에 과도한

무리가 가는(Lim, 2003) 것을 방지하면서 원활한 인체 움직임

과 더 나아가 인간의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기능성

을 제공하고 일상복과의 경계를 허물어 언제 어디서나 가벼운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활용성을 가진 의복을 말한다. 그 중에서

도 티셔츠는 아웃도어와 이너웨어의 활용도가 높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아이템으로 실버들처럼 운동과 일상생활의

경계 없이 입는 의복으로서 활용도는 매우 높지만 젊은 층의

의복처럼 운동 형태에 따라 세분되어 있지는 않다. 청, 장년처

럼 격한 운동을 할 때 입는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아니지만 스

포츠 활동의 성격을 가지는 스포츠웨어로 신체활동이 격하지

않는 실버들의 신체활동과 디자인 선호를 반영하여 운동 시 입

는 액티브 웨어의 티셔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액티브 스

포츠웨어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특정 스포츠웨어의 디자인과 소

재(Lee, 1993; Lee & Park, 2011; Lim, 2003), 스포츠웨어의

조형적 디자인 분석(Ha, 2000; Lim & Chae, 2002; Moon et

al., 2011) 스포츠 캐주얼웨어(Park & Yu, 2000) 연구가 있으

며, 실버들의 패션에 대한 연구는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패

턴 디자인과 선호도 연구(Kwen, 2012; Lee et al., 2009), 특

수, 안전복 개발(Han, 2011)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가 활동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정 운동종목의 스포츠웨어 개발(Joo,

2014; Kim, 2008; Lee, 2012b; Park, 2006)이 있을 뿐 실버

들의 신체 움직임을 반영한 의복개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실버들의 의복디자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실버들이 요구하는 의복은 고령자 전용이 아닌 젊은 층과 비교

하여 별 차이가 없는 디자인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것은 신체 기능의 일부가 저하되어 체형은 달라졌지만 트렌드

를 반영한 패션 스타일의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원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남녀 실버세대들의 다양한 운동유형

을 신체 동작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활동성과 쾌적성을 극

대화할 수 있는 소재와 디자인뿐만 아니라 트렌드를 반영한 실

버들을 위한 액티브 스포츠웨어용 티셔츠 개발에 대한 기초 연

구를 목적으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실버의 체형 변화와 운동유형의 특징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체는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연령층

에 따라 신체의 형태와 비례가 다른 독특한 체형으로 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체형은 여성에 비해 골격이 크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으며 어깨너비가 넓고 엉덩이는 좁아서 역

삼각형 모양으로 튼튼하고 건장한 느낌이 들고, 상반신이 하반

신에 비해 발달되어 있다(Hong, 2013). 하지만 청소년기와 성

년기, 노년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해 신체부위는 인체의 높이,

너비, 길이, 둘레 항목에 대하여 높이와 너비는 감소하는 반면

허리와 배둘레 값은 증가하여 성인 남성의 체형은 복부중심으

로 많은 변화를 보이다가 60세가 지나면 허리 쪽만 부각되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체형으로 변한다. 

반면, 여성은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가슴과 엉덩이는 커지고

허리부분이 들어가는 X자형의 몸매로 변화하는 성장기를 거치

다가 18세 정도가 되면서 성장을 멈추고, 20대 초반까지 볼륨

있고 균형 잡힌 체형을 유지하다가 임신과 수유, 출산 등으로

배와 엉덩이부위가 비만해진다. 나이가 들어 폐경기가 되는 시

기가 되면 상반신의 체형이 가슴둘레와 배꼽근처의 허리둘레가

거의 같아지고,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아 눈사람을 연상케 하는 몸매로 바뀌면서 젖가슴은 처지고 허

리 쪽으로 내려오는 경향을 볼 수 있다(Lee, 2009). 그러다가

실버세대의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치수는 감소하고,

허리둘레, 배꼽근처 허리둘레, 겨드랑이의 둘레는 증가한다. 그

러다가 80세 이후가 되면 모든 항목에서 다시 감소하여 왜소

한 체형으로 변화한다(Choe, 2002). 결국 남녀의 외형은 연령

이 증가할수록 뼈와 근육의 노화로 키 등의 높이 항목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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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앞길이는 짧아지고 등길이는 증가하여 숙인체형으로 변

하게 된다(Lee, 2009).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신체변화를 적용한 의복이 필요한 것이다.

활동 면에서도 청소년과 성인들의 운동에 비해 실버운동은

신체에 무리를 덜 주면서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단발성의 운동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움직임의 지속성을

필요로 한다. 나이가 들면 근력과 지구력은 물론 평형성과 민

첩성, 관절의 유연성까지 감소하는 반면 체지방과 비만, 불안과

우울감은 증가한다(Yang, 2007). 실버들의 운동을 효과별로 나

누어 살펴보면 유산소운동, 근력운동, 유연성운동과 지구력운동

(Choe, 2002; Han, 2003; Park, 2005)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조깅, 경보, 크로스컨트리 스키, 댄스, 수상 스키, 수영,

사이클과 같은 지구력운동은 심폐기능은 개선시키지만 근력강

화에는 효과가 거의 없고, 단거리 달리기, 미용 체조, 소프트볼

과 같이 단기간에 에너지를 요구하는 근력강화운동은 심폐기능

개선에는 효과가 적다(Joo, 2012). 이처럼 운동에서 발생되는

효과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실

버들은 자신들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

한 것이다. 걷기와 조깅이 실버들에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운

동 중 하나이지만 심한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등 척추나 하지

등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운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체중부하가 미치지 않는 수영과 자전거 타기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Kim, 2009). 

따라서 실버들의 운동은 단순한 신체활동 이전에 정확한 진

단을 바탕으로 한 단기간의 운동보다는 장기간의 운동으로 발

전시켜 심폐기능, 평형성, 지구력 강화를 위하여 규칙적이고 부

드러운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활

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많이 약해진 뼈와 관

절을 가진 실버들은 신경근육계에 과도하게 높은 운동 강도가

주어진다면 쉽게 피로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을 가

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매우 낮은 강도

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형태로 적용되어야 한다

(Han, 2003). 

신체적 부담이 적고 신체에 많은 무리를 주지 않으며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는 실버건강운동 프로그램으로 다리 전체의 근

육을 강화시키고,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를 강화해주는 걷기, 골

반에서 요추를 잡아주어 허리 근육의 강화와 안정성, 페달의 회

전운동으로 하부근육과 순환기계통의 호흡기 기능에 도움을 주

는 자전거 타기, 심장이나 폐에 무리를 주지 않고 몸 전체의

근육과 관절을 적절히 사용하는 운동으로 집중력과 허리, 복부

근육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게이트볼, 관절에 무리를 덜 주는 수

중운동과 아쿠아운동(Aquatic Exercise), 등, 배, 허리, 어깨의

근육을 이완시켜 척추교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스트레칭 운

동인 요가(Lee, 2012a), 걷기보다 조금 바른 형태의 달리기, 몸

의 회전과 굴곡 운동의 반복으로 팔, 다리, 복근 등의 근육발

달과 관절에 도움을 주는 전신운동인 배드민턴, 스포츠 댄스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Choe, 2008a; Park, 2008), 이러한 활

동들은 신체적 건강 이외에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프로그램 참여가 곧 실버들의 생

활기능 향상을 가져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2. 액티브 스포츠 티셔츠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경기 능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 중 또

는 전후에 착용하는 복장을 말하며, 스포츠 패션의 이미지보다

는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면이 더 강한 스포츠웨어를 말한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기능적인 면이 일

반 이지웨어에 접목되어 활동적이고 기능적이며 보편적인 개념

으로 활용되고 있다(Lee et al., 2006). 그리고 활동성과 기능성

들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액티브 스포츠웨어를 근무복과 통학복

으로 착용하거나 일상복과 코디하는 방식으로도 발전하고 있으

며 젊음에 관한 관심과 추구가 노년층에게 증대됨으로서 운동

시 입혀지던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강 단

련복이 되고 있다(Lee, 2011). 그래서 스포츠웨어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기능성을 부각시켜 쾌적성과 활동성을 부여할 수 있

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스포츠 룩뿐만 아니라 멀티웨어로 입

을 수 있게 디자인의 간결함과 기능성을 갖추어야 하며, 일상

생활에서의 편리성까지 고려하고 인체의 움직임을 반영한 디자

인이 되어야 한다(Park et al., 2015). 

이처럼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필요에

의해 생겨난 의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류보다 의류소재 또

한 동작 시에 생기는 인체의 체표면적 변화량(Lee & An,

1995)과 인체가 외부 착용조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흡한 속

건성, 수분 투과성과 내수성, 보온성과 냉각성 등의 복합적인

기능성을 필요로 한다(Jeong & Hong, 2003). 인체의 부위는

운동의 정도와 움직임에 따라 변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Lee,

2010) 일반의복과는 달리 스포츠웨어는 신체의 변화를 반영해

야 하므로 움직임이 자유로운 스트레치 성을 비롯한 다양한 기

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스포츠웨어의 신축성과 기

능성은 의복의 쾌적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실버들의

스포츠웨어도 Well-Being 유행 속에 고급화, 첨단화하는 소비

자심리를 반영하여 흡한 속건성을 갖춘 쾌적 섬유의 기능성과

항균성까지 겸비하여 건강함과 쾌적함을 추구한 제품(“Kolon,

the latest”, 2005)을 실버들은 젊은이 못지않게 원하고 있다.

미국의 듀폰사에서 1958년 최초의 인조 탄성섬유인 라이크

라(Lycra)를 출시한 이후 그 쓰임새는 더욱더 광범위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신축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라이

크라(Lycra) 원단으로 만들어져 압박효과는 극대화하며,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움직임을 잡아주고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 신체의

활동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종 천연섬유와 혼방하여 기

능성을 보완하고 통기성이 높은 원단으로 만들어져 열기와 땀

배출까지 원활하게 하고 있다(“Women training”, 2015). 이러

한 다양한 스포츠웨어의 기능성은 기능성 라인의 판매율을 계

속 상승시키고 있으며 매년 매출에 따른 스포츠웨어 시장의 성

장률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2009 domestic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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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최근의 액티브 스포츠웨어 디자인은 패션 트렌드를 반영하

여 몸에 피트되는 디자인으로 신체 부위의 의복 여유량이 없을

정도로 밀착되는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물자체의 신축성

을 높여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성을 위해 스트레치성이 높은 파

워 스트레치사의 활용도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이보

다 더 젊고 액티브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실버들의 활동에

맞고 신체의 움직임을 반영하는 티셔츠의 구조적 형태 변화로

직물의 스트레치성이 티셔츠 착용 시 쾌적감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인체의 운동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스포츠웨어의 디자인과 기

능은 다양하지만 실버세대의 체형과 운동 향상을 위한 액티브

스포츠웨어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체 체형 변화가 많이

일어난 실버들에게 인체의 운동 특성을 반영한 액티브 스포츠

웨어용 티셔츠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의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실버세대가 참여하는 운동유형의 분포와 특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운동유형에 따른 티셔츠의 디자인 선호경향에

대하여 알아본다. 

연구문제 3. 운동유형 별 디자인을 제안한다. 

3.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 논문은 55세 이상의 남, 여 실버를 대상으로 부산시내의

노인복지관과 사회체육센터, 등산로 및 체육공원 등에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14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600부를 배부하여 이 중 불성실한

응답 44부를 제외한 556부가 최종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선행논

문을 바탕으로 인구통계학(9문항)과 디자인개발(21문항), 소재

(2문항)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체의 움직임은 운동유

형에 따라 달라지며 스포츠웨어 요구도 또한 달라진다. 실버세

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을 선행논문(Choe,

2002; Han, 2003; Park, 2005)을 바탕으로 근력, 유연성과 순

발력, 지구력운동으로 나누어 남녀 요구도의 세부사항 차이를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 통계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정, 카이제

곱검정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논의

4.1. 참여 운동유형의 분포도

실버들이 많이 하는 운동 종목으로는 육상, 조깅, 등산, 맨손

체조 및 줄넘기, 산보, 에어로빅, 배드민턴, 게이트 볼 등이 있

는데(Choe, 2002; Han, 2003; Kim, 2007; Park, 2005), 본

연구에서는 게이트볼, 자전거 타기, 걷기(조깅), 등산, 배드민턴,

줄넘기, 테니스, 스트레칭 체조, 골프 등의 운동이 조사되었다.

이를 신체적 운동 효과 중심으로 근력, 유연성, 순발력, 지구력

운동으로 나누었지만 무산소운동인 근력운동은 나타나지 않았

다. 스트레칭 체조와 요가를 유연성 운동으로, 배드민턴, 스쿼

시, 게이트 볼, 줄넘기 등을 순발력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등

산, 걷기를 지구력운동으로 나누어 세부 사항들을 살펴본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운동유형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남, 여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지구력, 유연성, 순발력운동의 빈도가 높

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유연성, 지구력, 순발력운동의 빈도로

나타나 남성은 등산과 같은 지구력이 필요한 야외활동의 운동

이 많았고 여성은 문화센터 같은 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

가, 스트레칭 체조 등의 유연성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유연성운동은 몸의 움직임이 격하지 않고 신체 부위를 늘

리는 유산소운동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빈도가 많았고, 순발력

과 같이 다소 몸의 움직임이 빠른 동작이 있는 운동은 남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근력과 유산소운동의 성격이 강한 지구

력운동은 남성과 여성의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나 등산, 걷기와

같이 개인이 혼자 손쉽게 활동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그룹으

로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

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남성에게 필요한 유연성운동보다

지구력운동인 등산이나, 걷기 등과 같이 비조직적이고 저비용

활동에 치우쳐있는 것은 여성보다 남성들이 참여할만한 마땅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실버세대의 신체활동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친화적인 스포츠, 모험 스포츠, 웰

빙 스포츠와 같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

인다(Yang, 2007)는 의견에 동감할 수 있다.

운동유형의 특성에서 연령대, 주거형태, 직업, 소득과 학력에

Table 1. Exercise type distribution by gender N(%)

Sex F·E Q·E E·E Total χ
2

Male 56(10.1) 28(5.0) 130(23.4) 213(38.3)

151.542
***

Female 230(41.4) 7(1.3) 105(18.9) 343(61.7)

Total 286(51.4) 35(6.3) 235(42.3) 556(100.0)

Flexibility Exercise(F·E) Quickness Exercises(Q·E) Endurance Exercise(E·E)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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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연령대에서 남성, 여성

모두 예비실버를 포함한 60대의 빈도가 높았으며 주거형태에

서는 남성은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반면 여성은 배우

자와 거주하는 형태가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남성은 경영

직/자영업, 여성은 가정주부의 빈도가 높았고, 소득은 남, 여 모

두 500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다. 운동에 따른 소득을 살펴보면

지구력운동은 500만원 이상의 빈도가 가장 많았고, 순발력운동

은 400만원 미만, 유연성운동은 500만원 미만으로 차이를 보였

으며 여성은 유연성운동은 500만원 이상의 빈도가 높게 나타

났지만 지구력운동은 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운동유형에 따

Table 2. Common sports-related variables of the silver generation       N(%)

Category
Male Female

Total
F·E Q·E E·E Total F·E Q·E E·E Total

Age group

50’s 20(3.6) 13(2.3) 51(9.2) 84(15.1) 57(10.2) 3(0.6) 34(6.0) 94(16.8) 178(31.9)

60’s 24(4.3) 13(2.4) 58(10.5) 95(17.2) 72(12.9) 4(0.8) 48(8.6) 124(22.3) 219(39.5)

70’s 12(2.3) 2(0.4) 21(3.9) 35(6.6) 82(14.7) - 21(3.7) 103(18.4) 138(25.0)

Over80’s - - - - 19(3.3) - 2(0.4) 21(3.7) 21(3.7)

χ
2

= 209.533
***

,
 ***

p<.001 

Living type

Alone 6(1.1) 2(0.4) 9(1.6) 17(3.1) 45(8.1) 1(0.2) 17(3.1) 63(11.3) 80(14.4)

With spouse 23(4.1) 11(2.0) 47(8.5) 80(14.4) 94(16.9) 2(0.4) 38(6.8) 135(24.3) 215(38.7)

With children 6(1.1) 3(0.5) 12(2.2) 21(3.8) 25(4.5) 1(0.2) 11(2.0) 37(6.7) 58(10.4)

With grandchildren - 29(5.2) - 6(1.1) 35(6.3) 38(6.8)

With spouse and children 21(3.8) 12(2.2) 59(10.6) 92(16.5) 37(6.7) 3(0.5) 33(5.9) 73(13.1) 165(29.7)

χ
2 

=62.335
***

,
 ***

p<.001 

Occupation

Office worker 16(2.9) 9(1.6) 32(5.8) 57(10.3) 5(0.9) - 9(1.6) 14(2.5) 71(12.8)

Sales/service 5(0.9) 5(0.9) 13(2.3) 23(4.1) 132.3) - 4(0.7) 17(3.1) 40(7.2)

Self-employed 17(3.1) 8(1.4) 45(8.1) 70(12.6) 13(2.3) 2(0.4) 16(2.9) 31(5.6) 101(18.2)

Professional 11(2.0) 4(0.7) 25(4.5) 40(7.2) 12(2.2) 1(0.2) 10(1.8) 23(4.1) 63(11.3)

Housewife 1(0.2) 1(0.2) 3(0.5) 4(0.7) 172(30.9) 2(0.4) 62(11.2) 237(42.6) 241(43.3)

Others 6(1.1) 1(0.2) 12(2.2) 19(3.4) 15(2.7) 2(0.4) 4(0.7) 21(3.8) 40(7.2)

χ
2 

=280.432
***

,
 ***

p<.001 

Monthly household income(Won)

Under1,000,000 1(0.2) - 3(0.5) 4(0.7) 38(6.8) 1(0.2) 15(2.7) 54(9.7) 58(10.4)

Under2,000,000 7(1.3) 2(0.4) 25(4.5) 33(5.9) 43(7.7) 2(0.4) 16(2.9) 62(11.2) 95(17.1)

Under3,000,000 13(2.3) 6(1.1) 27(4.9) 46(8.3) 38(6.8) 2(0.4) 26(4.7) 66(11.9) 112(20.1)

Under4,000,000 6(1.1) 9(1.6) 24(4.3) 39(7.0) 34(6.1) - 17(3.1) 51(9.2) 90(16.2)

Under5,000,000 15(2.7) 4(0.7) 19(3.4) 38(6.8) 31(5.6) - 12(2.2) 43(7.7) 81(14.6)

Over 5,000,000 14(2.5) 7(1.3) 32(5.8) 53(9.5) 46(8.3) 2(0.4) 19(3.4) 67(12.1) 120(21.6)

χ
2 

=48.808
**

,
 ***

p<.001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0.2) - 2(0.4) 3(0.5) 55(9.9) - 7(1.3) 62(11.2) 65(11.7)

Middle school 4(0.7) - 3(0.5) 7(1.3) 61(11.0) - 21(3.8) 82(14.7) 89(16.0)

High school 21(3.8) 10(1.8) 46(8.3) 76(13.7) 78(14.0) 3(0.5) 43(7.7) 125(22.5) 201(36.2)

College or university 22(4.0) 15(2.7) 65(11.7) 102(18.3) 34(6.1) 4(0.7) 34(6.1) 72(12.9) 174(31.3)

Graduate school 8(1.4) 3(0.5) 14(2.5) 25(4.5) 2(0.4) - - 2(0.4) 27(4.9)

Total 56(10.1) 28(5.0) 130(23.4) 213(38.3) 230(41.4) 7(1.3) 105(18.9) 343(61.7) 556(100.0)

χ
2 

=169.808
***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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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득의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많

았고 여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운동유형에 따른 티셔츠의 요구도에서 운동유형에 상관없이

새로운 티셔츠를 원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정보수집, 구입

비용, 구입처의 빈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정

보에서는 운동유형과 성별에 상관없이 남성, 여성 모두 친구/

동호회/지인들과 매장종업원의 추천에 의한 직접적인 정보제공

의 빈도가 높았고, TV/라디오, 광고전단, 신문/잡지의 간접적인

정보 수집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에 관

한 정보수집이 가장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버들

에게 티셔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간접적인 정보제공보

다는 직접적인 정보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티셔츠의

구입비로는 남, 여 모두 10만원 미만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

났지만, 지구력운동을 하는 남성의 구입비는 20~30만원으로 높

게 나타나 다른 운동의 종목보다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처로 남성은 전문매장의 구입이 많았고, 여성은

상설할인 매장의 구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더 전문성

을 가진 기능성 티셔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shirts demands for the sports-related variables                N(%)

Category
Male Female

Total
F·E Q·E E·E Total F·E Q·E E·E Total

Necessary of T-shirt

Absolutely necessary 24(4.3) 16(2.9) 62(11.2) 102(18.3) 78(14.0) 3(0.5) 45(8.1) 126(22.7) 228(41.0)

Necessary 20(3.6) 8(1.4) 40(7.2) 67(12.1) 82(14.7) 1(0.2) 41(7.4) 125(22.5) 192(34.5)

Satisfied with the existing 8(1.4) 3(0.5) 18(3.2) 15(2.7) 55(9.9) 3(0.5) 14(2.5) 20(3.6) 101(18.2)

Not necessary 4(0.7) 1(0.2) 10(1.8) 29(5.2) 15(2.7) - 5(0.9) 72(12.9) 35(6.3)

Information of T-shirts

TV/radio 9(1.6) 1(0.2) 21(3.8) 31(5.6) 19(3.4) 2(0.4) 15(2.7) 36(6.5) 67(12.1)

Internet 3(0.5) 2(0.4) 11(2.0) 16(2.9) 5(0.9) 2(0.4) 3(0.5) 10(1.8) 26(4.7)

Leaflet 7(1.3) 4(0.7) 19(3.4) 30(5.4) 15(2.7) 1(0.2) 14(2.5) 30(5.4) 60(10.8)

Newspaper/magazine 3(0.5) - 8(1.4) 11(2.0) 11(2.0) - 8(1.4) 19(3.4) 30(5.4)

Store employees 8(1.4) 9(1.6) 22(4.0) 38(6.8) 41(7.4) - 18(3.2) 60(10.8) 98(17.6)

Friend/society/acquaintance 19(3.4) 12(2.2) 33(5.9) 64(11.5) 107(19.2) 2(0.4) 37(6.7) 146(26.3) 210(37.8)

Others 7(1.3) - 16(2.9) 23(4.1) 32(5.8) - 10(1.8) 42(7.6) 65(11.7)

χ
2 

=56.986
**

,
 **

p<.01
 

Yearly clothing expenditures(won)

Under 100,000 24(4.3) 2(0.4) 35(6.3) 61(11.0) 157(28.2) 2(0.4) 48(8.6) 207(37.2) 268(48.2)

100,000~200,000 11(2.0) 11(2.0) 30(5.4) 52(9.4) 40(7.2) 1(0.2) 30(5.4) 71(12.8) 123(22.1)

200,000~300,000 12(2.2) 9(1.6) 38(6.8) 58(10.4) 20(3.6) 3(0.5) 20(3.6) 44(7.9) 102(18.3)

300,000~400,000 5(0.9) 4(0.7) 12(2.2) 21(3.8) 9(1.6) - 3(0.5) 12(2.2) 33(5.9)

400,000~500,000 4(0.7) 2(0.4) 15(2.7) 21(3.8) 3(0.5) 1(0.2) 4(0.7) 8(1.4) 29(5.2)

Over 500,000 - - - - 1(0.2) - - 1(0.2) 1(0.2)

χ
2 

=106.669
***

,
 ***

p<.001 

Place of purchased T-shirts

Department store 12(2.2) 2(0.4) 20(3.6) 33(5.9) 19(3.4) 2(0.4) 17(3.1) 39(7.0) 72(12.9)

Specialized store 8(1.4) 17(3.1) 53(9.5) 78(14.0) 46(8.3) 3(0.5) 25(4.5) 74(13.3) 152(27.3)

Internet shopping mall 3(0.5) 2(0.4) 7(1.3) 12(2.2) 4(0.7) 1(0.2) 2(0.4) 7(1.3) 19(3.4)

Home shopping 4(0.7) - 3(0.5) 7(1.3) 2(0.4) - - 2(0.4) 9(1.6)

Outlet mall 17(3.1) 7(1.3) 28(5.0) 52(9.4) 70(12.6) - 29(5.2) 99(17.8) 151(27.2)

Traditional market 6(1.1) - 3(0.5) 9(1.6) 65(11.7) - 15(2.7) 80(14.4) 89(16.0)

Discount store 6(1.1) - 16(2.9) 22(4.0) 24(4.3) 1(0.2) 17(3.1) 42(7.6) 64(11.5)

Total 56(10.1) 28(5.0) 130(23.4) 213(38.3) 230(41.4) 7(1.3) 105(18.9) 343(61.7) 556(100.0)

χ
2 

=115.642
***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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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운동유형에 따른 티셔츠 디자인 선호경향

티셔츠는 인체에서 배출된 땀을 빨리 흡수·배출하고 건조

되는 투습 및 속건성이 기본으로 전재된 상태에서 체온 유지와

활동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소재가 고려되고 의복의 동작적합

성에 맞는 외형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Choe, 2008a; Eom,

2013).

티셔츠 디자인을 살펴본 결과 칼라, 길이, 밑단, 여유분에서

는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 소매는 남, 여 모두 RIB조직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칼라에서 남성은 전통적인

스포츠 칼라인 폴로칼라를 선호한 반면, 여성은 스포티하면서

도 차분한 형태로 운동복, 일상복으로 활용하기에 무난한 라운

드칼라를 선호하였으며 전체적인 빈도에서는 티셔츠 앞면에 지

퍼를 달아 체온변화에 따라 손쉽게 앞섶을 풀고 여밀 수 있는

지퍼칼라 형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퍼칼라의 선호는

Choe(2008b)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피부의 신축이 감소

하기 때문에 운동동작에 따라서는 상반신의 세로방향으로 가슴

둘레선 위쪽에 더 많은 여유분을 주어야 한다는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허리선 아래 5cm의

Table 4. T-shirt design suitability factors by types of exercise         N(%)

Category
Male Female

Total
F·E Q·E E·E Total F·E Q·E E·E Total

T-shirt collar

Zipper 10(1.8) 9(1.6) 54(9.7) 73(13.1) 63(11.3) - 42(7.6) 105(18.9) 178(32.0)

Polo 23(4.1) 9(1.6) 46(8.3) 77(13.8) 57(10.3) 3(0.5) 17(3.1) 78(14.0) 155(27.9)

Round 18(3.2) 8(1.4) 18(3.2) 44(7.9) 79(14.2) 4(0.7) 35(6.3) 118(21.2) 162(29.1)

V-neck 4(0.7) 2(0.4) 11(2.0) 17(3.1) 28(5.0) - 9(1.6) 37(6.7) 54(9.7)

Other 1(0.2) - 1(0.2) 2(0.4) 3(0.5) - 2(0.4) 5(0.9) 7(1.3)

χ
2
=45.333

***
,
 ***

p<.001 

Sleeve

Rubber band sleeve 8(1.4) 4(0.7) 19(3.4) 31(5.6) 41(7.4) 1(0.2) 22(4.0) 64(11.5) 95(17.1)

Rib stitches sleeve 31(5.6) 13(2.3) 68(12.2) 112(20.1) 114(20.5) 4(0.7) 46(8.3) 164(29.5) 276(49.6)

Straight sleeves 17(3.1) 11(2.0) 43(7.7) 70(12.6) 75(13.5) 2(0.4) 37(6.7) 115(20.7) 185(33.3)

χ
2
=3.934,

 
P=.950 

Length

The waist line 16(2.9) 6(1.1) 20(3.6) 42(7.6) 31(5.6) 1(0.2) 10(1.8) 42(7.6) 84(15.1)

5cm below the waistline 23(4.1) 12(2.2) 53(9.5) 88(15.8) 80(14.4) 4(0.7) 27(4.9) 111(20.0) 199(35.8)

Middle of the hip 16(2.9) 7(1.3) 37(6.7) 59(10.6) 76(13.7) 2(0.4) 45(8.1) 124(22.3) 183(32.9)

Length of covered hip 1(0.2) 3(0.5) 20(3.6) 24(4.3) 437.7) - 23(4.1) 66(11.9) 90(16.2)

χ
2
=32.428,

 
P=.006 

Hem

Rubber band hem 5(0.9) 4(0.7) 15(2.7) 24(4.3) 44(7.9) 3(0.5) 38(6.8) 86(15.5) 109(19.6)

Rib stitches hem 12(2.2) 2(0.4) 42(7.6) 56(10.1) 29(5.2) - 11(2.0) 40(7.2) 96(17.3)

Straight hem 30(5.4) 13(2.3) 46(8.3) 89(16.0) 101(18.2) 2(0.4) 35(6.3) 137(24.8) 227(40.8)

Front and back vent 7(1.3) 7(1.3) 17(3.1) 31(5.6) 38(6.8) 2(0.4) 9(1.6) 49(8.8) 80(14.4)

Tie hem 1(0.2) 2(0.4) 6(1.1) 9(1.6) 10(1.8) - 6(1.1) 16(2.9) 25(4.5)

No matter 1(0.2) - 4(0.7) 5(0.9) 8(1.4) - 6(1.1) 14(2.5) 19(3.4)

χ
2
=68.438

***
,
 ***

p<.001 

Ease 

Fitting style 13(2.3) 5(0.9) 19(3.4) 37(6.7) 20(3.6) 2(0.4) 7(1.3) 29(5.2) 66(11.9)

A little relaxed style 27(4.9) 15(2.7) 84(15.1) 125(22.5) 122(21.9) 3(0.5) 77(13.8) 203(36.5) 328(59.0)

Loose style 13(2.3) 8(1.4) 25(4.5) 46(8.3) 76(13.7) 2(0.4) 20(3.6) 98(17.6) 144(25.9)

No matter 3(0.5) - 2(0.4) 5(0.9) 12(2.2) - 1(0.2) 13(2.3) 18(3.2)

Total 56(10.1) 28(5.0) 130(23.4) 213(38.3) 230(41.4) 7(1.3) 105(18.9) 343(61.7) 556(100.0)

χ
2
=37.491

***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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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지구력운동을 하는 여성은 힙

중간정도의 길이가 조금 더 긴 티셔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운동유형과 성별에 상관없이 일직선 밑단을 가장 선호

하였다. 여유분에서는 운동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조금 여유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버들은 인체의 변화

로 인하여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트레이닝 복으로 입는 티셔츠는 박스형태의 티

셔츠가 많아 여유분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吐露)하지는 않지만

선행연구(Seo & Cheon, 2014)에 의하면 성인이 청소년보다

밀착되는 스타일의 티셔츠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기능적인 소

재와 디자인으로 피트되면서 편안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유분의 디자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의 조형적 요인인 문양과 문양의 위치, 색상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문양은 남성과 여성 모두 무

지의 선택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양을 넣을 때 문양

위치에 대해서 남성은 티셔츠 가슴에 문양이 위치해 있는 형태

를 선호하였고, 여성은 티셔츠 전체에 문양이 있는 티셔츠 빈

도가 높게 나타났다. 색상은 젊은 층에게는 유행과 소속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행보다는

그 사람의 고유한 기호도와 관련하기 때문에 선호색상은 연령

대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실

버들은 흰색, 파스텔 색상과 붉은색의 원색과 단색의 의복을 선

호하지만, 검정과 회색과 같은 무채색과 검은색의 선호도는 낮

아진다. 조사 대상자들의 색상선호는 운동 형태에 상관없이 남

성은 성취지향적인 하늘색과 파란색 계열의 빈도가 높았고, 여

성은 부드러운 이미지와 화사한 느낌을 주는 오렌지와 핑크색

Table 5. Pattern design suitability factors by types of exercise       N(%)

Category
Male Female

Total
F·E Q·E E·E Total F·E Q·E E·E Total

T-shirt patterns

Plain 34(6.1) 16(2.9) 72(12.9) 122(21.9) 93(16.7) 4(0.7) 56(10.1) 153(27.5) 275(49.5)

Floral 1(0.2) - 4(0.7) 4(0.7) 55(9.9) 1(0.2) 14(2.5) 71(12.8) 75(13.5)

Geometric 13(2.3) 10(1.8) 27(4.9) 50(9.0) 52(9.4) 1(0.2) 22(4.0) 75(13.5) 125(22.5)

Realistic 2(0.4) 2(0.4) 16(2.9) 20(3.6) 14(2.5) 1(0.2) 6(1.1) 21(3.8) 41(7.4)

Other 6(1.1) - 11(2.0) 17(3.1) 16(2.9) - 7(1.3) 23(4.1) 40(7.2)

χ
2 

=58.593
***

,
 ***

p<.001 

Pattern position

The center of T-shirt 4(0.7) - 8(1.4) 12(2.2) 31(5.6) - 8(1.4) 39(7.0) 51(9.2)

Collar 14(2.5) 10(1.8) 43(7.7) 67(12.1) 43(7.7) 3(0.5) 15(2.7) 61(11.0) 128(23.0)

The whole of T-shirt 8(1.4) 2(0.4) 19(3.4) 28(5.0) 93(16.7) 1(0.2) 32(5.8) 127(22.8) 155(27.9)

Chest 30(5.4) 16(2.9) 55(9.9) 101(18.2) 62(11.2) 3(0.5) 47(8.5) 112(20.1) 213(38.3)

Sleeve - - 5(0.9) 5(0.9) 1(0.2) - 3(0.5) 4(0.7) 9(1.6)

χ
2 

=77.849
***

,
 ***

p<.001 

Preference color 

Red 1(0.2) 3(0.5) 10(1.8) 14(2.5) 28(5.0) 2(0.4) 9(1.6) 39(7.0) 53(9.5)

Orange 6(1.1) 3(0.5) 8(1.4) 17(3.1) 34(6.1) 1(0.2) 18(3.2) 53(9.5) 70(12.6)

Pink 4(0.7) - 9(1.6) 12(2.2) 44(7.9) 1(0.2) 17(3.1) 63(11.3) 75(13.5)

Green 5(0.9) 3(0.5) 15(2.7) 23(4.1) 16(2.9) - 3(0.5) 19(3.4) 42(7.6)

Sky blue 3(0.5) 6(1.1) 18(3.2) 27(4.9) 24(4.3) - 13(2.3) 37(6.7) 64(11.5)

Blue 12(2.2) 2(0.4) 18(3.2) 32(5.8) 14(2.5) 2(0.4) 9(1.6) 25(4.5) 57(10.3)

Navy 3(0.5) 4(0.7) 6(1.1) 13(2.3) 14(2.5) - 3(0.5) 17(3.1) 30(5.4)

Plum 1(0.2) - 1(0.2) 2(0.4) 17(3.1) - 7(1.3) 24(4.3) 26(4.7)

Purple 2(0.4) - 8(1.4) 10(1.8) 19(3.4) - 2(0.4) 21(3.8) 31(5.6)

White 11(2.0) 2(0.4) 13(2.3) 26(4.7) 7(1.3) 1(0.2) 8(1.4) 16(2.9) 42(7.6)

Gray 4(0.7) 3(0.5) 12(2.2) 19(3.4) 5(0.9) - 6(1.1) 11(2.0) 30(5.4)

Black 4(0.7) 2(0.4) 12(2.2) 18(3.2) 8(1.4) - 10(1.8) 18(1.4) 36(6.5)

Total 56(10.1) 28(5.0) 130(23.4) 213(38.3) 230(41.4) 7(1.3) 105(18.9) 343(61.7) 556(100.0)

χ
2 

=120.107
***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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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붉은색 계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Kim, 2009)

에 따르면 의복을 구매할 때에 디자인과 색상, 스타일을 가장

중시 여기므로 50대와 60대 실버들의 디자인에 대한 구매기호

를 잘 받아들여 티셔츠를 디자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 운동유형별 최적소재와 디자인 선호도 

운동유형에 따라 실버들이 입는 티셔츠와 소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6). 착용하는 티셔츠 종류에서 남성은 전

문트레이닝 기능성 티셔츠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

성은 때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활용도가 높은 티셔츠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운동

유형에 따른 티셔츠 요구도와의 관계를 종합하면 실버 운동유

형에서는 순발력>지구력>유연성운동으로 전문성을 찾을 수 있

으며, 성별유형에서는 남성>여성으로 전문성을 찾을 수 있다.

소재는 중요한 의복 구성 요소 중 하나로써 의복의 목적에 맞

는 적절한 사용은 신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며 외부환경으로부

터 착용 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인체 상태를 쾌적하게 유지

하는데 도움을 준다(Kim, 2013a). 격렬한 움직임은 아니지만

활동의 제약을 받는 실버들의 움직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의 내·외적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기

능성 소재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티셔츠 소

재에서 남성의 경우는 유연성과 지구력운동은 면 100%의 소

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빈도에서는 기능성이

있는 쿨맥스와 매쉬 소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운동에 필요한

티셔츠 소재는 촉감이 부드럽고 땀 흡수가 잘 되어야 하며 건

조가 잘 되는 합성섬유 소재로 운동 시에 발생하는 열과 땀을

적절하게 보완해주는 기능성 소재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티셔츠 구입 특성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과 스타일, 색상, 가

격, 세탁성, 활용성, A/S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Table 7).

구입 시 남성은 디자인과 스타일, 색상, 유행성, 상징성, 가격,

탈의성, 소재기능성, 활용성, A/S에 대해서는 유연성운동이 높

게 나타났으며, 피트성, 착용감, 활동성, 세탁성은 순발력운동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디자인, 색상, 유행성, 가격, 탈의성, 활

동성, 세탁성, 소재기능성, 활용성, A/S에 대해서는 유연성운동

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상징성, 피트성, 착용감은 순발력운

동을 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순발력운동의 평균

이 유연성과 지구력운동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만족도와

제품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착용감, 탈의성, 활동성에 대하여 가

장 신경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유형별 티셔츠 디자인 개발에 앞서 구매 선택요인을 살

펴본 결과 착용하기 좋은 특성을 가진 편리성과 심미성, 활용

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8). 제 1요인으로 나타난 편리성

은 신체 활동에서 요구되어지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가

지의 기능성 소재 직물보다는 다기능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적

용된 소재의 사용으로 티셔츠의 개발 목적에 맞게 활동과 착용

이 편리한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버들

의 기호와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유행과 색상 등의 미적인

면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하며, 트레이닝복으로 뿐만 아니

라 일상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정리하면 Table 9와 같다.

5. 결 론

주 5일의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경제적인 여유와 함께 활발

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는 실버들은 젊은이 못지않게 많

Table 6. Optimum textile materials movement by types of exercise   N(%)

Category
Male Female

Total
F·E Q·E E·E Total F·E Q·E E·E Total

T-shirt during exercise

Functional T-shirt 12(2.2) 21(3.8) 51(9.2) 83(14.9) 49(8.8) 4(0.7) 20(3.6) 74(13.3) 157(28.2)

Normal cotton T-shirt 25(4.5) 2(0.4) 34(6.1) 61(11.0) 81(14.6) 3(0.5) 42(7.6) 126(22.7) 187(33.6)

Depend on situation 15(2.7) 5(0.9) 44(7.9) 64(11.5) 96(17.3) - 43(7.7) 139(25.0) 203(36.5)

Others 4(0.7) - 1(0.2) 5(0.9) 4(0.7) - - 4(0.7) 9(1.6)

χ
2 

=71.571
***

,
 ***

p<.001 

Materials of T-shirt

Cotton 100% 20(3.6) 3(0.5) 38(6.8) 61(11.0) 38(6.8) 3(0.5) 33(5.9) 74(13.3) 135(24.3)

Cotton blended 14(2.5) 7(1.3) 30(5.4) 50(9.0) 68(12.2) 2(0.4) 30(5.4) 101(18.2) 151(27.2)

Polyester 11(2.0) 12(2.2) 24(4.3) 47(8.5) 90(16.2) 1(0.2) 24(4.3) 115(20.7) 162(29.1)

Wool, silk, functional textile 7(1.3) 6(1.1) 33(5.9) 46(8.3) 22(4.0) 1(0.2) 15(2.7) 38(6.8) 84(15.1)

Others 4(0.7) - 5(0.9) 9(1.6) 12(2.2) - 3(0.5) 15(2.7) 24(4.3)

Total 56(10.1) 28(5.0) 130(23.4) 213(38.3) 230(41.4) 7(1.3) 105(18.9) 343(61.7) 556(100.0)

χ
2 

=53.703
***

,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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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 여가 시간의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신체활동을 한다. 고

령화가 될수록 수반되는 육체적 기능저하와 체형변화로 발생하

는 심리적 위축현상은 신체활동과 대인관계를 소극적으로 만들

기 때문에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에서 벋어날

Table 7. Purchasing preferences by types of exercise                M(SD)

Category
Male Female

Total F
F·E Q·E E·E Total F·E Q·E E·E Total

Design/style
3.45

(.66)

3.29

(1.05)

3.38

(.74)

3.38

(.77)

3.28

(.58)

2.71B

(.95)

3.24

(.62)

3.26

(.60)

3.31

(.67)
2.23

*

Color
3.64

(.65)

3.29

(1.01)

3.45

(.77)

3.48

(.78)

3.38

(.59)

2.86B

(.90)

3.36

(.67)

3.37

(.62)

3.41

(.69)
2.69

**

Trend
3.48

(.66)

3.32

(1.06)

3.32

(.83)

3.37

(.82)

3.29

(.64)

3.14

(.69)

3.27

(.74)

3.28

(.67)

3.31

(.73)

.82

p=.54

Brand
3.25

(.61)

3.11

(.74)

3.23

(.74)

3.22

(.71)

3.25

(.68)

3.29

(.76)

3.04

(.83)

3.18

(.73)

3.20

(.72)

1.47

p=.20

Price
3.11

(.91)

3.07

(.98)

3.01

(.91)

3.04

(.92)

3.33

(.85)

3.14

(.69)

2.99

(.93)

3.22

(.88)

3.15

(.90)
3.22

**

Fit 
3.57

(.78)

3.61

(.69)

3.57

(.82)

3.57

(.79)

3.54

(.76)

3.71

(.756)

3.36

(.74)

3.49

(.75)

3.52

(.77)

1.26

p=.28

Convenience
3.71

(.78)

3.61

(.79)

.633

(.79)

3.65

(.79)

3.68

(.75)

3.29

(.756)

3.45

(.73)

3.60

(.75)

3.62

(.76)

1.80

p=.11

Wearing sensation
3.64

(.77)

3.82

(.67)

3.72

(.77)

3.71

(.76)

3.67

(.72)

3.71

(.756)

3.46

(.80)

3.61

(.75)

3.65

(.75)

1.92

p=.09

Activity
3.70

(.83)

3.79

(.74)

3.67

(.80)

3.69

(.80)

3.69

(.81)

3.43

(.535)

3.49

(.77)

3.62

(.80)

3.65

(.80)

1.32

p=.26

Washability
3.18AB

(.88)

3.54A

(.79)

3.15AB

(.86)

3.21

(.86)

3.55A

(.91)

2.86B

(.90)

3.25AB

(.82)

3.44

(.90)

3.35

(.89)
5.09

***

Functionality of 

materials 

3.45AB

(.76)

3.36AB

(.68)

3.42AB

(.84)

3.42

(.80)

3.55A

(.83)

3.00B

(.82)

3.44AB

(.81)

3.50

(.83)

3.47

(.82)

1.12

p=.35

Usability
3.43A

(.91)

2.82BC

(.91)

3.26B

(.92)

3.25

(.93)

3.55A

(.87)

2.71C

(.49)

3.20AB

(.91)

3.43

(.90)

3.36

(.91)
5.96

***

A/S
3.11AB

(.95)

2.61BC

(.79)

3.00AB

(.94)

2.98

(.93)

3.38A

(.99)

2.14C

(.69)

3.03AB

(.88)

3.24

(.98)

3.14

(.97)
7.13

***

*

p<.05, 
**

p<.01, 
***

p<.001

Table 8. Applicative elements when developing a T-shirt

Item
Standardized 

loading
Cronbach’s α Eigenvalue %

Convenience

Comfort and activity .84

.92 4.8
36.58

(36.58)

Wearing comfort .84

Fitness .81

Easy to take off or wear clothes .81

Less changes of color and shape after repeated washings .69

Functional textile materials .68

Price .54

Esthetics

Latest fashion .83

.79 2.36
18.12

(54.70)

Social position .77

Color .62

Design and style .56

Utilization
The suitability of town wear(daily wear) .82

.73 2.25
17.29

(72.00)A/S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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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의복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버들은 30~40대와는 다른 신체변화를 겪고 있으며 활동

또한 다른 패턴을 보이지만 의복에서는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외형적인 의복을 통해 변화된 체형을 적절히 보완하고 자

신감을 얻고자 하며 다양한 생활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버들이 하는 운동유형을 알

아보고 그에 따른 요구도를 반영한 티셔츠 디자인을 제안하고

자 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유형에서는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성은 50, 60대의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지구력운동을 하는 빈도가 높았고, 여성은 고졸학력

의 60, 70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며 유연성운동을

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운동유형에 따른 티셔츠의 요구도에서 실버 남녀는 운

동유형에 상관없이 새로운 액티브 티셔츠를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친구, 지인, 매장 종업원들의 직접적인 정보를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전문매장, 여성은

상설할인 매장에서 10만원 미만으로 구입하고 있었으며, 지구

력운동을 하는 남성 집단이 다른 운동 집단에 비해 더 많은

구입비용과 기능성을 가진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동유형의 신체적합성에 따라 디자인의 형태는 조금

씩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남성은 스포츠의 대

표적인 폴로칼라가 가장 많았고 Rib 조직소매로 허리선 아래

5cm 정도 내려오는 길이의 일직선 형태 밑단을 선호하고 젊은

이들과 같이 신체에 많이 피트되는 형태보다는 조금 여유있는

여유분과 파란색 계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활

용성이 높은 라운드 칼라에 Rib 조직소매, 힙 중간 정도 길이

의 일직선 밑단과 조금 여유있는 여유분의 티셔츠를 선호하였

고 붉은색 계열의 무지를 선호하였다.

넷째, 착용하는 티셔츠 종류에서 남성은 전문트레이닝 기능

성 티셔츠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때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활용도가 높은 티셔츠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 운동유형에서는 순발력>지

구력>유연성운동으로 전문성을 찾을 수 있으며, 성별유형에서

는 남성>여성으로 전문성을 찾을 수 있었다. 티셔츠 소재에서

남성은 면 100%의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부에 닿

는 촉감이 부드러우면서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기능성이 있는 쿨맥스와 매쉬 소재

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소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세탁성과 내

구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운동유형에 따른 티셔츠 구입 시 중요시하는 요구도

를 살펴 본 결과 운동유형별로 선호하는 특성들이 상이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구매 선택기준에서는 착용하기 편한 편리성과

심미성, 활용성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종합하면 실버들은 운동유형에 따라 요구도와 기호

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반영한 티셔츠 디자인개발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스트레칭 체조와 요가 등은 나이가 들어가는 남성과 여성들

에게 유익한 유연성운동이며 스트레칭 시 상체 굽힘과 허리틀

기 동작으로 상체 움직임이 많아 신축성이 없는 소재와 타이트

한 디자인은 오히려 신체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남,

여 모두 유연한 신체 활동성을 위하여 겨드랑이 밑에서 허리

5cm 아래까지 세로로 절개를 넣고, 겨드랑이 밑 부분과 허리

부분에 여유분을 달리하는 삼각형 형태의 공간을 제공하여 허

리 움직임이 편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유연성운동의 티셔츠

디자인 외형은 실버들의 티셔츠 여유분과 길이 요구도를 반영

하여 남성은 스포츠 폴로칼라의 기존 티셔츠 형태에 허리 옆선

의 절개부분에 사방 스트레치사를 바이어스 재단하여 신축성이

허리를 고정시켜 주는 역할과 동시에 몸에 피팅되는 티셔츠가

Table 9. Details of the design development 

Category
Male Female

F·E Q·E E·E F·E Q·E E·E

Collar Polo Zipper, Polo Zipper Round Round Zipper

Sleeve Rib Rib

Length 5cm below the waistline 5cm below the waistline Middle of the hip

Hem Straight Straight Rubber band Rubber band

Ease A little relaxed style A little relaxed style

Patterns Plain Plain

Pattern position Chest The whole of T-shirt Collar & Chest Chest

Affiliated color Cool color Warm color Warm color, Cool color Warm color

T-shirt durin

exercise

Normal cotton 

T-shirt

Functional T-shirt

training suit

Depend on 

situation

Functional T-shirt 

training suit

Depend on 

situation

Materials Cotton 100%
Synthetic fiber 

100%

Cotton 

100%

Synthetic fiber 

100%
Cotto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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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성은 활용성이 많은 라운드칼라 형태

에 작은 무늬가 있는 합성섬유 100%의 기능성 티셔츠를 기본

외형으로 하고 몸판의 색상은 핑크색의 파스텔 톤으로, 옆선의

여유분은 명도와 채도가 낮은 붉은색 계열을 사용하여 정면에

서 보면 기존 티셔츠와 동일하지만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색

보다 짙은 색이 세로선으로 보이도록 하였다. 이것은 날씬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각적 착시효과로 조금 더 젊어보이고자 하는

실버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허리둘레의 군살들을 신축성소재

가 잡아주어 신체라인을 보정하는 역할도 하게 하였다. 

배드민턴, 줄넘기 등의 순발력운동은 전신의 움직임이 많고

팔 동작의 범위와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이 큰 운동으로 상의

티셔츠는 팔의 움직임과 겨드랑이의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

되어야 한다. 그래서 티셔츠의 기능성에서 남, 여 모두 어깨에

절개 부분을 두어 팔 동작 시 여유분이 생기도록 하였으며 디

자인 요구도에서 티셔츠 외형을 남성은 외부 공기의 유입이 쉬

운 지퍼칼라 형태로 하였으며 여성은 활용성이 높은 라운드칼

라 형태로 디자인 하였다. 배드민턴 운동을 할 때 남, 여 모두

공을 줍기 위한 동작이나 서브를 넣는 동작 등에서 상의 길이

가 충분하지 못하면 소매와 품, 길이에서 당김이 심해질 수 있

다. 그리고 줄넘기 동작에서는 어깨와 의복의 마찰로 일어날 수

있는 불쾌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동둘레 부분에 여유분을

두도록 한다. 이 때 여유분은 몸판의 조직과는 다른 사방 신축

성 스트레치 소재와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 겨드랑이의 땀을 빨

리 배출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의 사용으로 흡습속건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등산, 자전거 타기, 걷기 등의 지구력운동은 실버가 되면 체

형자체가 표준체형과는 다른 형태로 바뀌고 허리와 배 부위는

물론 상체가 약간 앞으로 숙여지는 체형으로 변하게 된다. 걷

기는 가장 편안한 움직임을 갖고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등산과 자전거의 경우 상체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등판에 적당

한 여유와 신축성으로 등 쪽의 옷이 당겨 올라가 속옷이 보이

는 불편함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구력운동에 적합한 액

티브 티셔츠의 외형은 남, 여 모두의 지퍼칼라 티셔츠를 기본

으로 하고, 여성의 경우 다른 티셔츠 보다 길이를 엉덩이 중간

길이로 길게 하여 인체의 특성과 요구도를 반영하였다. 그리고

등 쪽의 진동선을 가로지르는 가로 절개선을 넣어 디자인함으

로써 상체 굽힘에 여유분이 벌어져 활동의 편리성을 주고 허리

쪽 부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디자인하였다.

고령화의 심화로 신체적 여가활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

기에 노화로 인하여 변화된 체형을 배려하면서 인체 변화에 맞

는 요구도와 트렌드를 반영한 의류의 기능성과 적합성들이 향

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동작의 편안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언제 어

디서나 수시로 가벼운 생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복합적인 액티브적인 티셔츠 디자인의 재해석 또

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액티브 티셔

츠는 운동유형에 따른 요구도를 반영한 디자인 연구로 착의 만

족도가 평가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으며 후속으로 실버 건강

을 위한 다양한 의류 제작과 착의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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