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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 여성의 자전거의류 선호에 따른 디자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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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of the Bicycle Wear Design based on Active Senior Women’s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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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s preferred bicycle wear designs that can satisfy active senior consum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50-60’s women who periodically rode bicycles. The results indicated a preference for slim designs and red
colors. Jacket designs preferences were for a tight fit for size tolerance, stand collar style, and elastic band details for cuff
styles. Pants design preferences were for a whole band waist belt type with a tight fit style such as leggings in pants sil-
houette, zipper details on the side line and ankle length. They also preferred styles with pads attached to underpants in
the pad style and the part of the back waist in the pocket position. The survey showed four kinds of jacket design drawings
on an ordinal scale rating. Results indicated a preference for set-in variation jackets with the red and gray color com-
bination. Finally, we demonstrated bicycle wear design suggestions. The jacket applied different armhole line colors con-
nected to the sleeve to make the waist slimmer; in addition, stretchable material helped improve armpit part func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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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민들의 소득 수준 및 문화 의식 향상에 따른 레저 활동의

활성화와 건강 증진의 관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주목을 받고 있

으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Park & Yoo, 2012). 국내 자전거 시장 규모는 6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자전거 이용자는 120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Kim, 2015). 그 중 50대 이상 연령의 자전거 이용률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은 이용률을 보

이고 있다(Jeong, 2011b). 4대강 유역 등 전국에 자전거도로가

정비되면서 자전거동호회 활동이 증가하였고, 중장년층으로 구

성된 자전거동호회의 활동도 활발해졌다(Lee, 2011). 앉아서 페

달을 밟는 자전거 타기는 무릎과 발목 등 하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을 통

한 체중조절 및 근력 운동을 통한 근육강화 등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인 운동수단이 되며, 환경을 지키

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Jeong, 2011a). 조깅,

마라톤, 등산 등 다른 유산소 운동보다 무릎에 체중이 적게 실

려 관절염 환자들도 무리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며(Lee,

2014), 폐경기 여성의 신체조성, 근력, 골밀도 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친다(Nam et al., 2007).

자전거의류는 자전거 주행 시 착용하는 의복으로, 자전거 주

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소속된 단체의 상징성을 부각시킨다. 자

전거의류는 자전거를 타는 자세에 맞춰 디자인 및 패턴이 달라

져야 하며, 운동 시 쾌적성을 부여하고, 피로를 감소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Eum, 2013).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다양

한 기능을 가진 자전거의류를 원하고 있으며, 의복을 통해 신

체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함으로써 심

리적 만족감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는 자

전거의류 및 관련용품에서 보다 전문화된 제품을 추구하는 경

향으로 이어지고 있다(Cho, 2012). 

현재까지 진행된 자전거의류 연구는 착용감과 관련한 불편

사항 및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Cha & Lee, 2012; Kim,

2010; Lee et al., 2011; Lee & Suh, 2008; Yoo et al., 2011)

와 패턴 제작방법에 관한 연구(Choi, 2004; Eum, 2013; Jeong,

2005; Kim & Kim, 2003), 자전거 운동 시 인체 부위별 발한

량, 피부온, 의복기후를 측정한 연구(Park & Yoo, 2012; Park

& Yoo, 2014) 등이 있다. 그 대상은 대부분 젊은 층이나 남성

으로,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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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액티브 시니어는 기존의 장년층과 달리 은퇴 이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 도전하는 세대로 외모,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여가 및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 이들은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신체적, 인지적, 외양적

젊음을 추구한다. 또한 캠핑, 바이크 등 아웃도어 스포츠와 같

은 역동적인 레저 활동을 즐긴다(Kim, 2013). 이에 본 연구는

건강과 레저,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 여성

을 위한 자전거의류 제작을 위한 기초연구로 자전거를 주기적

으로 이용하는 액티브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로 자전거의류의

디자인 선호를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액티브 시니어

여성을 위한 기능성 자전거의류의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 여성의 자전거의류 디자인 선호도

를 알아보고 이를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2차에 걸

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설문은 자전거 동호회 회원 및

자전거 페스티벌에 참석한 50~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조사내용은 선행연구(Eum, 2013; Kim, 2010)를 참고로 하

여, 자전거의류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색상 및 여유량에 관한 문

항, 재킷과 팬츠의 디자인 선호에 관한 문항, 패드 및 주머니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차 설문은 50~60대로 구성된

부산시 여성자전거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의 결과를 바탕으로 4종의 재킷 디자인 도식을 제작하고, 응답

자에게 선호하는 순서대로 선택하게 한 다음, 1순위로 선택한

디자인의 컬러배색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응답자가 기

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스스로 질문지에 답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훈련된 조사원이 응답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다.

2.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1차 설문의

자료 조사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였으며,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19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표본

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78명(61.9%), 60대가 41명(32.5%)이

었다. 2차 설문의 자료 조사 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였으며,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14부가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표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65명

(57.0%), 60대가 49명(43.0%)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

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1차 설문은 명명척도와 등간척도

로 구성되어 모수통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교차분

석, χ
2
검증을 실시하였다. 2차 설문은 서열척도로 구성되어 비

모수통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Friedman test, Kendall W test,

비모수 χ
2
검증, Kruskal-Wallis test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자전거의류 디자인 선호 조사

자전거의류의 선호 스타일은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이 29명

(24.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스타

일 28명(23.5%), 젊어 보이는 스타일 26명(21.8%) 순으로 나

타났다. 선호 스타일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50대는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과

눈에 띄는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각각 22명(1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는 젊어 보이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는 응답이 15명(1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이

로써 50대 여성들은 자전거의류 착용 시 체형의 착시효과나 독

특한 디자인 등 시각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반면, 60대 여성들

은 실제 나이보다 젊어보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전거의류의 선호 색상과 여유량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선호 색상은 빨간색이 59명(32.8%)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으로 무채색이 31명(17.2%), 노란색이 30명

(16.7%) 순이었다. 빨간색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선행연구(Bae,

2010; Kim et al., 2011; Park, 2012; Park & Son, 2012)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시력이 약화되어. 붉은색 계열의 색을 잘

구분하기 때문이며, 그 중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길어서 망막

까지 도달하는 양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빨간색은 역동적인 분

위기를 조성해 엔돌핀을 많이 분비하게 하는 색으로, 나이가 들

수록 붉은색 옷을 입어서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증진하려는 성

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여유량은 타이트한 것을 선호한

다는 응답이 73명(6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으로 보통정도가 36명(30.3%)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전거 주행

시 몸에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옷을 입으면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되어 주행속도가 빨라지고 착용감 또한 좋아지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자전거의류 재킷의 선호하는 칼라 형태를 조사한 결과, 스탠

Table 1. Preference of style by age

Category

Age

Trendy

Freq.(%)

Slim

Freq.(%)

Young

Freq.(%)

Remarkable

Freq.(%)

Ordinary

Freq.(%)

Total

Freq.(%)

χ
2

p-value

50s 9(7.6) 22(18.5) 11(9.2) 22(18.5) 14(11.8) 78(65.5)

11.986
*

60s 2(1.7) 7(5.9) 15(12.6) 6(5.0) 11(9.2) 41(34.5)

Total 11(9.2) 29(24.4) 26(21.8) 28(23.5) 25(21.0) 119(10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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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칼라가 55명(46.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

탠드칼라에 탈부착후드의 조합이 25명(21.0%), 스탠드칼라에

후드의 조합이 23명(1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Eum, 2013)의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20~30대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칼라 형태인 후드가 없

는 스탠드칼라를 50~60대 여성들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칼라 형태의 선호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50대는 스탠드칼라의 선호

가 38명(31.9%)으로 가장 높고, 스탠드칼라에 후드의 조합이 9

명(7.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60대는 스탠드칼라에 후

드의 조합이 14명(11.8%)으로 다소 높은 선호를 보였다(Table

3). 이로써 50대 여성들은 심플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후드가

재킷에 부착되는 것을 꺼려하는 반면, 60대 여성들은 보온을

위하여 후드가 재킷에 부착되는 것도 어느 정도 선호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전거의류 생산 시 연령을 고려한 디

자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전거의류 재킷의 선호하는 소매 형태를 조사한 결과, 밴드

형소매가 38명(3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

반소매가 31명(26.1%), 벨크로와 밴드의 조합 형태가 20명

(16.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Eum, 2013)의 결과와 차이를 보여 20~30대 여성들이 가

장 선호하지 않는 소매 형태인 밴드형소매를 50~60대 여성들

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형태의 선호가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 50대는 일반소매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20명(16.8%)으로 밴

드형소매 19명(16.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60대는 밴드형

소매가 19명(1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이는

시니어 여성들이 입고 벗기 쉬운 형태의 의류를 선호하기 때문

Table 2. Preference of color and ease

Category
50s 60s Total

Freq.(%) Freq.(%) Freq.(%)

Color

Red 33(27.7) 26(21.8) 59(32.8)

Blue 17(14.3) 10(8.4) 27(15.0)

Yellow 18(15.1) 12(10.1) 30(16.7)

Green 5(4.2) 5(4.2) 10(5.6)

Violet 6(5.0) 1(0.8) 7(3.9)

Achromatic 24(20.2) 7(5.9) 31(17.2)

Pastel 6(5.0) 4(3.4) 10(5.6)

Gold & Silver 2(1.7) 1(0.8) 3(1.7)

Others 1(0.8) 2(1.7) 3(1.7)

Total

(Multiple response)
112(62.2) 68(37.8) 180(100.0)

Ease

Very tight 3(2.5) 2(1.7) 5(4.2)

Tight 46(38.7) 27(22.7) 73(61.3)

Normal 25(21.0) 11(9.2) 36(30.3)

Loose 4(3.4) 1(1.7) 5(4.2)

Very loose 0(0.0) 0(0.0) 0(0.0)

Total 78(65.5) 41(34.5) 119(100.0)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Table 3. Preference of collar style for jacket

Drawings
Total

Freq.(%)

χ
2

p-value

Type
Stand+hood

Freq.(%)

Round+hood

Freq.(%)

Stand

Freq.(%)

Stand+detachable hood

Freq.(%)

Age
50s 9(7.6) 12(10.1) 38(31.9) 19(16.0) 78(65.5)

9.256
*

60s 14(11.8) 4(3.4) 17(14.3) 6(5.0) 41(34.5)

Total 23(19.3) 16(13.4) 55(46.2) 25(21.0) 119(100.0)
*

p<.05

Table 4. Preference of cuff style for jacket

Drawings

Total
χ
2

p-value

Type
Normal

Freq.(%)

Band

Freq.(%)

Velcro

Freq.(%)

Velcro+band

Freq.(%)

Hidden band

Freq.(%)

Age
50s 20(16.8) 19(16.0) 15(12.6) 15(12.6) 9(7.6) 78(65.5)

10.518
*

60s 11(9.2) 19(16.0) 1(0.8) 5(4.2) 5(4.2) 41(34.5)

Total 31(26.1) 38(31.9) 16(13.4) 20(16.8) 14(11.8) 119(10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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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료되며, 이에 자전거의류 재킷 설계 시 소매부리 형태

를 밴드형으로 설계하는 것이 착의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자전거의류의 팬츠 디자인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연령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조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선호하는 허리 벨트 형태는 전체 밴드형이 69

명(5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분 밴드형이

20명(16.8%), 끈조절형이 17명(14.3%) 순이었다. 이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Eum, 2013)의 결과와 달리 20~30대

여성들이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 허리 형태인 전체 밴드형을

50~60대 여성들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시

니어 여성을 위한 자전거의류 팬츠 설계 시 신축성이 커 사이

즈에 따라 조절이 편리한 밴드형 허리벨트가 적합할 것으로 생

각된다. 

선호하는 팬츠의 실루엣은 레깅스처럼 달라붙는 형태가 63

명(5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밑단으로 갈수록

Table 5. Preference of pants style

Category Drawings Type
50s 60s Total

Freq.(%) Freq.(%) Freq.(%)

Waist

Belt 9(7.6) 2(1.7) 11(9.2)

Half band 16(13.4) 4(3.4) 20(16.8)

Whole band 37(31.1) 32(26.9) 69(58.0)

String 14(11.8) 3(2.5) 17(14.3)

Suspenders 2(1.7) 0(0.0) 2(1.7)

Total 78(65.5) 41(34.5) 119(100.0)

Silhouette

Straight 6(5.0) 1(0.8) 7(5.9)

Tapered 35(29.4) 14(11.8) 49(41.2)

Leggings 37(31.1) 26(21.8) 63(52.9)

Total 78(65.5) 41(34.5) 119(100.0) 

Detail

Zipper 29(24.4) 14(11.8) 43(36.1)

String 21(17.6) 12(10.1) 33(27.7)

Band 20(16.8) 14(11.8) 34(28.6)

Nothing 8(6.7) 1(0.8) 9(7.6)

Total 78(65.5) 41(34.5) 119(100.0)

Length

Knee 5(4.2) 1(0.8) 6(5.0)

Calf 23(19.3) 6(5.0) 29(24.4)

Ankle 36(30.3) 27(22.7) 63(52.9)

Foot 14(11.8) 7(5.9) 21(17.6)

Total 78(65.5) 41(34.5) 119(100.0)

: cell which frequency is the most in each statur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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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지는 형태가 49명(41.2%), 일자 형태가 7명(5.9%) 순이었

다. 이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Eum, 2013)의 결

과와 상반된 것으로 20~30대 여성들이 대체로 선호하지 않는

팬츠 실루엣인 레깅스 형태가 50~60대 여성들은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여성들이 레깅스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전거 주행 시 하체를 움직이는 동작이 많으므로 레깅

스형태의 실루엣이 페달을 밟는 동작에 용이하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선호하는 팬츠의 디테일은 옆선에 지퍼장식이 43명(36.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밴드형태가 34명(28.6%),

끈 조절 디테일이 33명(27.7%) 순이었다. 이는 자전거의류의

팬츠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밑단의 옆선부분에 지퍼가 있으면

입고 벗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선호하는 바지 길이는 발목길이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63명

(5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아리길이가 29

명(24.4%), 발등을 덮는 길이가 21명(17.6%) 순이었다. 이는

선행연구(Kim, 1996)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긴바지를 선호한

다고 밝힌 바와 같이 50~60대 여성들은 발목길이의 팬츠를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 여성들이 발목길이의 팬

츠를 선호하는 것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적절한 체온의 유지를

위해 보온의 효과를 중시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자전거의류의 패드는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안장과의 마찰에

의한 새들소어(saddle sore)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엉덩이

부분에 부착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선호하는 패드스타일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속

옷에 패드가 부착되어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0명(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탈부착 형태로 되어 있으면 좋

겠다는 의견이 34명(28.6%), 겉옷에 패드가 부착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30명(25.2%) 순이었다(Fig. 1). 선호하는 패드

스타일에 있어서는 세 가지 형태에 대한 의견이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현재 시판중인 자전거의류 팬츠에 부착되어 있

는 패드가 불편사항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결과(Kim, 2010)

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자전거의류 팬츠 설계 시 속옷에

부착된 형태로 패드를 제작하거나 탈부착 형태로 제작하여 기

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선호하는 주머니 위치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뒤허리쪽이 80명(67.2%)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허벅지 바깥쪽이 19명(16.0%)이었다(Fig.

2). 이는 뒤허리쪽이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휴

대전화나 물병 등 자전거 주행 시 필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보

관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단,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자전거의류의 주머니가 수납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

고 있으므로(Kim, 2010), 주머니에 물건을 넣고 빼기 쉽도록

인체공학적 주머니 각도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2. 자전거의류 재킷 디자인 설계

1차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자전거의류

재킷의 디자인을 소매구성법을 기준으로 셋인과 래글런으로 분

류하고, 이를 다시 각각 변형하여 총 4종의 재킷 디자인 도식

Fig. 1. Preference of pad style. 

Fig. 2. Preference of pocket position.

Table 6. Jacket design for active senior

Design  

Type Set-in A Set-in B Raglan A Ragla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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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완성하였다(Table 6).

디자인에 따른 평가자들 간의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Friedman test를 실시한 결과, 디자인에 따른 선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인B재킷이 평균 3.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래글런B재킷이 평균 2.54점, 셋인A재

킷이 평균 2.35점 순이었다. 시니어들이 단순한 디자인을 선호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셋인재킷과 래글런재킷 모두 변형된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액티브

시니어 여성들의 감각적 성향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평가자

들 간의 일치성 정도 조사하기 위하여 Kendall W test를 실시

한 결과, α=.001 수준에서 신뢰도가 있었다(Table 7).

디자인에 따른 순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셋인B재킷과 래글런A재킷에서

순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인B재킷을 1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53명(4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래글런A재킷을 1순

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16명(14.0%)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래

글런A재킷을 4순위로 선택한 응답자가 51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셋인B재킷을 4순위로 선택한 응답자는 6명(5.3%)으로

가장 적었다(Table 8). 이로써 액티브 시니어 여성들은 셋인B

재킷을 가장 선호하며 래글런A재킷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의 신체사이즈는 M사이즈를 가진 응답자가 63명

(5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L사이즈가 23명

(20.2%), S사이즈가 16명(14.0%) 순이었다. 신체사이즈에 따른

자전거의류 재킷 디자인 선호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test를 실시한 결과, 래글런B재킷에서 신체사이

즈에 따른 디자인 선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날씬한 체형은 래글런B재킷을 선호하였으나 신체사이즈가 큰

경우 래글런B재킷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Table 7. Friedman test score of the difference in design preference

Design Mean Rank N(df)
Chi-Square

p-value

Kendall’s W

p-value

Set-in A 2.35

114(df=3) 36.853
***

.108
***

Set-in B 3.06

Raglan A 2.05

Raglan B 2.54
***

p<.001

Table 8. Cross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design preference

 Rank

 Design

1
st

Freq.(%)

2
nd

Freq.(%)

3
rd

Freq.(%)

4
th

Freq.(%)
M(SD)

χ
2

p-value

Set-in A 18(15.8) 35(30.7) 30(26.0) 31(27.2) 2.35(1.1) 5.549

Set-in B 53(46.5) 21(18.4) 34(29.8)  6(5.3) 3.06(0.1) 41.860
***

Raglan A 16(14.0) 25(21.9) 22(19.3) 51(44.7) 2.05(1.1) 25.158
***

Raglan B 27(23.7) 33(29.0) 28(24.6) 26(22.8) 2.54(1.1) 1.018
***

p<.001

Table 9. Kruskal-Wallis test score of the difference in design preference by size

                    Size

 Design

S

(N=16)

M

(N=63)

L

(N=23)

XL

(N=12)

χ
2

p-value

Set-in A 39.25 60.37 58.43 64.96 6.441

Set-in B 42.88 61.18 50.91 70.29 7.645

Raglan A 56.81 57.75 55.39 61.13 0.279

Raglan B 91.63 51.63 63.13 32.04 28.669
***

***

p<.001

Table 10. Color variation of jacket for active senior

Color

variation
 

Type All red Red+gray Gray+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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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자전거의류 디자인의 컬러배색을 위해 컬러 선호도

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빨간색을 기본으로 두 번째로 선호

도가 높았던 무채색 중 회색을 배색컬러로 선정하였다. 전체빨

간색, 빨간색에 부분회색, 회색에 부분빨간색으로 배색을 달리

하여 Table 10과 같이 3종류를 도식으로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

는 컬러배색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빨간색에 부분회색의

조합을 선택한 응답자가 95명(8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3).

3.3. 액티브 시니어 여성을 위한 자전거의류 디자인 제안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전거의류의 디자인 선호 조사 결과를

토대로 Fig. 4와 같이 액티브 시니어 여성을 위한 자전거의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재킷과 팬츠로 구성되며, 자전거 주행 시

운동 기능성과 신체 적합성을 고려하여 심플하고 기능적인 디

자인에 중점을 두었다. 자전거의류의 치수는 시판중인 자전거

의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체치수와 달리 설문결과를 참고하여

여성용 M사이즈를 기준으로 50~60대 여성의 한국인 인체치수

를 반영하였다. 재킷의 소매구성은 현재 시판중인 자전거의류

에서 사용하고 있는 래글런 슬리브 대신 시니어 여성들이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난 셋인 슬리브로 설계하였다. 디자인에 변화

를 주기 위해 어깨 부분에 절개선을 넣었고, 설문 결과를 참고

로 하여 칼라 형태는 스탠드칼라, 소매부리는 밴드형 커프스로

디자인하였다. 몸판의 프린세스 라인에 주머니를 넣고 숨은 지

퍼로 처리하여 외관에 심플함을 주었으며, 뒤허리쪽 주머니는

세부분으로 분리하여 물건을 넣고 빼기 쉽도록 옆쪽 주머니 입

구를 사선으로 설계하였다. 재킷의 색상은 검정색이 대부분인

시판 자전거의류(Lee & Suh, 2008)와 달리 시니어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빨간색에 밝은 회색으로 배색 처

리하여 경쾌한 느낌을 주었다. 팬츠의 허리 형태는 전체밴드형

으로, 팬츠의 길이는 발목 길이로 설계하였으며, 팬츠의 실루엣

은 시니어 여성들이 자전거 주행 시 근피로도를 감소시켜 줄

수 있도록 다리 근육을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레깅스 형

태로 디자인하였다. 바지부리의 옆선에 지퍼 디테일을 주어 입

고 벗기 쉽도록 하였고, 자전거 주행 동작을 고려하여 절개선

을 넣었다. 팬츠의 색상은 신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어

두운 회색에 재킷과 어울리도록 배색 처리하였다. 소재는 자전

거의류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투습, 방수가 가능하고 지속적으

로 쾌적함을 줄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된 초경량 직물을 사용하

고, 겨드랑이와 소매 연결 부위의 통기성과 신축성을 위해 신

축성 있는 메쉬 소재를 사용하고자 한다. 앞여밈 지퍼는 부드

러운 소재를 사용하여 턱부분이 아프지 않도록 하며, 기타 부

자재 또한 시니어 여성들의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사용하고자 한다. 

4. 결 론

건강과 여가에 대한 시니어 세대의 욕구는 여가생활 패턴의

변화와 함께 자전거 이용자의 증가로 이어져 다양한 자전거의

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과 레

저,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액티브 시니어 여성을 대상으

로 자전거의류의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자전

거의류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자전거의류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날씬해 보이면서 눈에 띄

는 스타일을 선호하였다. 50대는 체형이나 시각적인 효과를 중

시하는 반면, 60대는 실제 나이보다 젊어보이기를 원하고 있었

다. 자전거의류의 색상은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위해 빨간색을

가장 선호하였고, 여유량은 자전거 주행 시 용이성을 고려하여

타이트한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의류 재킷의 칼라는 후드가 없는 스탠드칼라를 선호

Fig. 3. Preference of color combination.

Fig. 4. Bicycle wear design prototype for active se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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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소매형태는 밴드형 소매를 선호하였다. 이는 액티브 시

니어 여성들이 자전거의류 착용 시 입고 벗기 쉬운 형태를 선

호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자전거의류 팬츠의 허리 벨트 형태

는 전체 밴드형을 가장 선호하였고, 팬츠의 실루엣은 레깅스 형

태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는 자전거의류 팬츠의 소재로 신축성

소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팬츠의 디테일은 입

고 벗기 쉽도록 옆선에 지퍼장식이 있는 것을 선호하였고,

팬츠의 길이는 발목길이를 선호하였다. 자전거의류의 패드는

속옷에 패드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여 자전거 의류 팬츠

설계 시 속옷에 부착된 형태로 패드를 제작하거나 탈부착 형태

로 제작하여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주머니는 자전거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주행 시 필

요한 물품을 편리하게 보관하기에 적절한 뒤허리쪽을 선호하

였다.

자전거의류의 재킷 설계를 위해 4종의 재킷 디자인을 평가

한 결과, 셋인슬리브에 어깨에 절개선이 추가된 셋인B형 재킷

을 가장 선호하였다. 선택된 자전거의류 디자인의 컬러배색을

빨간색과 회색을 조합하여 3종으로 제시하여 선택하게 한 결

과, 빨간색에 부분회색의 조합을 가장 선호하였다. 자전거의류

선호 디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액티브 시니어 여성의 요구에

중점을 두어 재킷과 팬츠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재킷의 형태

는 스탠드칼라에 요크가 있는 셋인 슬리브 형태로 허리 실루엣

이 살아나도록 하였으며, 색상은 빨간색과 회색을 배색하여

사용하였다. 팬츠의 형태는 밴드형 허리벨트에 발목길이의 레

깅스 실루엣으로 하였으며, 어두운 회색에 재킷과 어울리도록

배색처리하였다. 투습방수와 스트레치 두 가지 다른 소재를 조

화롭게 접목하여 운동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

였다.

최근 자전거의류 업체에서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의 자전거

의류가 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액티브 시니어 여성 소비자

를 대상으로 그 요구에 맞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한된 지역에서 수집한 자료이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인체치수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패턴설계와

함께 기능성 소재의 사용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

한 기능성 자전거의류를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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