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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preference and wearing characteristics of existing fitness compression wear for 
elderly women and identifi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xisting fitness apparel. Preference and wearing char-
acteristics for 6 types (A-F) of upper and lower fitness compression wear were evaluated. Photos and drawings as well 
as the preferred designs and details were investigated after presenting the evaluation clothing. Evaluations were made 
on a 5 point Likert scale for the fitness, allowance, pressure, ease of movement, fabric material, and overall satisfaction 
after wearing. The design preference indicated that B type (26.6%) and C type (23.4%) were preferred in the top with 
C, E and F type preferred to the same ratio of 19.4% in the slacks. The fitness and allowance amount of the top B type 
were the most appropriate (≥ 4), the C type was in close contact (2.86), and the F type was inadequate in the neck cir-
cumference (1.77). The feeling of pressure was high in the waist, abdomen, thighs, and knees. The area where the elderly 
people want to improve their strength was the legs; in addition, a pattern design was needed to strengthen leg muscles 
when designing fitness compression wear. However, a design with excessive adhesion due to a muscle support band was 
shown to be not preferred. Therefore, depending on the activit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itness compression wear 
that applies an optimum stretching ratio of fabric based on body surface area changes.

Key words: fitness compression wear (피트니스 압박웨어), evaluation of preference (선호도 평가), wearing characteristics             
(착용특성), elderly women (여성노인)
   

   

 

   

 

    

 

 

 

   

   

   

    

  

 

  
1. 서  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빠른 속       

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에       

13.5%에 이르렀으며, 2030년에는 24.3%, 2060년에는 40.1%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Life        

table”, 2016). UN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고령화 사회(7~14%), 고령사회(14~20%), 초 고령      

사회(20% 이상)로 분류하고 있으며, UN 분류 기준을 적용하       

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단계이다. 우리나라는 현       

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만성질환 및 노인 의료비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Seo & Park, 2010). 고령     

자의 건강관리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 의료비는 2012년의     

경우 GDP의 7.1%(약 82.9조 원)로 큰 폭의 사회경제적 손     

실비용이 발생되고 있다(“Increase trend of elderly medical     

expenses”, 2015; Kim et al., 2015).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     

인의 진료비는 2014년 전체 의료비의 35.5%(19조 3천551억     

원), 2015년 36.8%(21조 3천643억 원), 2016년 38.0%(24조     

5천643억 원)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Medical expenses over     

65 years”, 2017).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문제는 고령자를 대상     

으로 한 국가 차원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관리 시스     

템 구축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고령자의 신체활동     

은 독립생활, 삶의 질 향상, 만성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Goldspink, 2005). 따라서 고령자들의     

신체활동을 통한 기초체력과 근력의 향상은 가파르게 상승하     

고 있는 고령자의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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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근육 감소 및 근력 저하는 노인들의 신체 기         

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며, 낙상과 같은 문제를 유발시켜 노        

인들의 삶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Park, 2017). 고령자       

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척추 길이 감소, 허리 측만증, 흉추와 경         

추의 형태 변형로 인해 높이 항목은 감소하고 둘레 항목은 증         

가하는 체형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신체 기능 및 체형         

변화는 노년 후기로 갈수록 심화되어 일상생활 중에 심각한 부        

상과 함께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반신 굴신의        

정도는 등길이와 앞중심길이의 차이로 확인할 수 있는데 연령       

이 높아질수록 등길이와 앞중심길이의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Kim, 2019). 그러나 고령자의 신체 기능과 체형 변화는       

피트니스 운동으로 기초 근력과 근활성도를 향상시킬 경우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다(Yoon et al., 2017). 또한, 고령자 사용         

제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착의평가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데 착의평가에 관한 연구는 사이클 팬츠에 대한 의복압 및        

주관적 착의평가(Jeong & Hong, 2015), 라이딩 웨어 디자인       

착의평가(Shin & Eum, 2016), 액티브 시니어 브라탑 디자인       

(Jun & Oh, 2015) 등의 연구가 있으며, 고령자용 의복에 대한         

착의평가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피트니스 압박웨어를 착용      

할 경우 운동 시 기초 근력과 근활성도를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고령자용 피트니스 압박웨어 개발이 시급한 시점에서(Lee,      

2008)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개발 및 착용평가를 통한 개선안       

도출이 필요하다. 현재 고령 친화제품 중 기거용품, 이동용품,       

생활용품의 개발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고령      

자의 움직임을 보조하는 압박웨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피트니스 운동은 고령자들의 근력 감퇴를 단기간의 회복시      

키고 고령자의 이동 능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        

유로 고령자의 근력 향상을 위한 피트니스 운동이 필요하며, 운        

동 시에는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착용을 통해 근육 활성도를 상        

승시킬 필요가 있다(Hong et al., 2015; Kim & Chun, 2013).         

피트니스 압박웨어는 근육을 압박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동작      

시에 발생하는 젖산이 혈액순환을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        

게 하여 피로감을 감소시킨다(Kim & Song, 2010). 또한, 피        

트니스 압박웨어는 보조 근육의 역할과 근육을 고정해주는 역       

할을 하며(Lee et al., 2015), 근력 증강 효과 및 생리적 부담          

을 완화하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Park & Chun, 2013). 그러        

나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피트니스 압박웨어는 대부분이 젊은 층        

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디자인, 치수, 패턴 등이 고령자의        

체형에 적합하지 않다. 기존 제품은 대부분이 과도하게 밀착되       

는 형태로 고령자가 착용하기 힘든 디자인이며, 고령자의 신체       

특성과 동작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부위별 여유량과 절개선 위        

치가 고령자에게 적절하지 않다. 또한 피트니스 압박웨어는 근       

육의 위치에 따라 소재의 최적 신축률을 적용하여 적정한 압력        

으로 근육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지만 시판 제품은 노인       

의 근육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복지법상 노인의 연령 기준인       

65세를 기준으로 전, 후 나이대의 한국 여성 노인(60~70세, n =     

22)을 대상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피트니스 압박웨어에 대한     

선호도 및 착용 특성을 평가하여 기존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문     

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피험자 및 평가 기간

본 연구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피트니스 압박웨어에 대한 선     

호도 및 착용 특성 분석을 위해 2017년 6월~12월에 걸쳐 시     

판 제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착의 평가 및 브랜     

드 선호도 관련 선행 연구(Jeong & Hong, 2015; Jun & Oh,     

2015; Kim, 2009; Shin & Eum, 2016)를 조사하였다. 피트니     

스 압박웨어에 대한 시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에 사용할 피     

트니스 압박웨어 상·하의 6종(A-F)을 선정하였으며, 선행 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목별 평가 문항을 선별하였다. 평가는     

항목별로 설문지(피트니스 운동 경험 및 특성, 피트니스 압박     

웨어 수용도)와 대상자 인터뷰(디자인 및 디테일 선호도, 착용     

특성, 개선 요구사항) 방법을 활용하였다. 평가 참여자는 60~     

70세의 여성 노인 22명이며, 평가는 2018년 7월 10일~13일     

총 4일간 진행되었다. 평가 참여자의 기본 정보 평균은 나이     

64.9세, 신장 155.1cm, 몸무게 57.7cm, 가슴둘레 95.7cm, 허리     

둘레 82.7cm, 엉덩이둘레 94.6cm, 허벅지둘레 53.9cm, 종아리     

둘레 36.7cm로 확인되었다. 평가 참여자 22명은 2세 단위 연     

령대별로 5명씩을 선정하였으며, 63∼68세에 해당되는 인원 중     

피트니스 압박웨어 착용 경험이 있는 인원을 2명 추가하여 선     

정하였다.

2.2. 선호도 및 착용 특성 평가 방법 

선호도 및 착용 특성 평가 문항에는 기본 정보(개인 신상,     

신체 치수) 이외에 피트니스 운동 경험 및 특성 5개 항목(운동     

경험, 운동 종류, 운동 시간, 운동 이유, 근력 강화 부위), 피트     

니스 압박웨어 수용도 6개 항목(피트니스 압박웨어 인지도, 필     

요도, 구매 경험, 압박 부위, 착용 경험, 구매 의사), 피트니스     

압박웨어 선호도 2개 항목(디자인 선호도, 디테일 선호도), 착     

용 특성 6개 항목(맞음새, 여유량, 동작용이성, 압박감, 소재, 전     

반적 만족도)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자유기술 문항으로 구성     

되었다(Table 1). 

피트니스 압박웨어 선호도는 평가용 피트니스 압박웨어 제     

품을 제시하여 디자인을 인지하게 한 후 사진 및 도식화를 보     

고 선호하는 디자인과 디테일을 확인한 후 최종 선정하도록 하     

였다. 평가에 사용된 피트니스 압박웨어는 사전에 수행된 피트     

니스 압박웨어 시장조사 및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별된     

상·하의 6종의 제품을 사용하였다(Fig. 1). 선별된 상·하의 6종     

은 각각 절개선의 위치와 형태가 상이하고 소재 및 색상이 다     

른 제품을 사용하였다. 선호도 및 착용 특성 평가는 평가용 피     

트니스 압박웨어를 착용한 후 4개 동작(쪼그려 앉기, 의자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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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일어서기, 걷기)을 수행하게 한 후 설문 문항별로 조사자가        

설문 대상자에게 질문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착용 특성 평가는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하의 각        

각 선호디자인 2종, 비선호 디자인 1종씩을 선정하였으며, 선       

정된 평가복을 무작위로 착용한 후 착용자가 느끼는 맞음새, 여        

유량, 동작용이성, 소재,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보통,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착용특성 평가를 위       

해 선정된 6종은 여유량과 밀착정도가 상이한 제품으로 여유       

량 많은 제품(B, C type), 여유량이 적당한 제품(A, E type),         

여유량이 적은 제품(D, F type)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맞음새는        

소매길이, 상의길이, 바지 길이, 가슴둘레, 목둘레, 허리밴드에     

대해, 여유량은 호흡용이성, 여유량, 밀착 정도에 대해, 동작용     

이성은 착용할 때 편안, 서있을 때, 앉아있을 때, 동작 시, 근육     

지지 효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소재는 촉감, 두께, 흡수성, 통기     

성, 신축성에 대해, 전반적 만족도는 디자인, 디테일, 솔기 부위,     

절개선, 착·탈의 용이에 대해 평가하였다. 착용 특성 평가 항     

목 중 부위별 압박감 항목은 인체 도식화를 제시하고 착용하     

고 있는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14개 부위(목둘레, 가슴둘레, 허     

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밑위, 등/어깨, 상완, 팔꿈치, 손     

목,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에 대한 압박의 정도를 평가하     

도록 하였다. 압박감 평가 시에도 피트니스 압박웨어를 착용     

Table 1. Evaluation items 

Evaluation items Contents

Fitness exercise

characteristics
Experience, type, time, reason for exercise, muscle-strengthening body part

Acceptance
Awareness, need, purchase experience, compression area, use experience, purchase intension

(exercise effect, criteria for purchase, price)

Preference

Design preference 

Detail preference 
Color, ease, textile, top length, slacks length, sleeve length, neck circumference,

waist circumference, waist height, top cutting line, slacks cutting line

Wearing characteristics

Fit Sleeve length, top length, slacks length, bust circumference, neckline, waist band

Allowance Breathing easy, allowance, easy breathing fit

Movability Wearing comfort, standing comfort, sitting comfort, motion comfort, muscle supporting 

Pressure
Neck circumference, bust circumference, abdomen circumference, crotch, thigh, knee,

back, upper arm, elbow, wrist, hip, calf, ankle part

Material Tactile, thickness, absorption, ventilation, elasticity

Satisfaction Design, detail, seam, cutting line, easy to dress/undress

Comments Free description Fabric, wearing sensation, design, detail

Fig. 1. Fitness compression wear for design and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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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4개 동작(쪼그려 앉기, 의자에 앉기, 일어서기, 걷기)을       

수행하게 한 후 부위별로 압박이 되는 정도를 설문지에 체크        

하고 압박의 이유를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였다. 선호도 및 착        

용 특성 평가에는 약 45여 분이 소요되었으며, 평가 절차는        

Fig. 2와 같다.

3. 결과 및 논의

3.1. 피트니스 운동 경험 및 특성

피트니스 운동 경험 및 특성 평가 결과, 참여자의 86.4%가        

피트니스 운동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운동으로는 요        

가 및 피트니스 50.0%, 에어로빅 28.1%, 걷기 12.5%, 등산        

3.1%, 기타(수영, 승마, 고전무용) 6.3% 등의 운동을 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1일 운동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30분~1시간 23.8%, 2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도 23.8%로 참여자의 대부분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운동 이유는 건강 68.0%, 근력 향상 20.0%, 미         

용 12.0%의 순으로 나타나 고령자의 88.0%가 건강과 근력 향        

상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력 향상을 원하        

는 부위는 다리 부위가 8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허        

리 부위가 13.6%로 고령자들은 운동을 통해 다리 근력 강화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령자용 피트니스      

압박웨어는 고령자의 다리 근육의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피       

트니스 운동 시 다리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3.2. 피트니스 압박웨어 수용도 

피트니스 압박웨어 수용도 평가 결과, 참여자의 90.0%가      

피트니스 압박웨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95.5%가 피트니스      

압박웨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피트니스 압박웨어 구매     

경험에서는 약 60%가 구매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        

트니스 압박웨어 착용 시에 신경 쓰이는 부위는 배 부위 61.3%,         

가슴 22.6%, 엉덩이 6.5%, 허벅지 3.2%, 허리 3.2%, 목 3.2%         

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고령자용 피트니스 압박웨어      

는 착용했을 경우 근력 향상 효과와 더불어 신체 부위 특히,         

배 부위의 보정과 같은 미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피트니스 압박웨어 착용 경험은 착용한 경험이 있다 63.6%,     

착용 경험이 없다 36.4%로 조사되었으며, 착용 회수는 1일 1     

회가 57.1%, 1주일에 1~2회가 42.9%로 나타났다. 피트니스 압     

박웨어에 대해 68.2%가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86.3%     

가 착용 시에 운동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응답하였다. 피트     

니스 압박웨어 구매 기준은 소재 31.3%, 가격 31.3%, 디자인     

18.8%, 색상 9.4%, 기타 9.4%로 파악되었다(Fig. 3(a)). 피트     

니스 압박웨어의 가격은 상·하의 한 벌에 8~10만원 77.3%, 5~     

6만원 9.1%, 10~15만원 9.1%, 16~20만원 4.5%로 조사되었다.     

피트니스 압박웨어 착용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외관상 문제     

(35.5%), 동작 불편(25.8%), 밀착감(16.1%), 세탁 및 관리 어려     

움(9.7%), 소재 불만(9.7%), 가격 불만(3.2%)등으로 파악되었다     

(Fig. 3(b)).

Fig. 2. Experiment protocol.

Fig. 3. Acceptance of fitness compression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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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피트니스 압박웨어 선호도

디자인 선호도 평가 결과, 상의는 B type(26.6%)과 C type        

(23.4%)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D type(15.6%), A type       

(12.5%), E type(11.0%), F type(10.9%)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하의는 C type(19.4%), E type(19.4%), F type(19.4%)       

을 유사한 비율로 선호하였으며, 다음으로 A type(16.1%), B       

type(16.1%), D type(9.7%)을 선호하였다(Fig. 4). 피트니스 압      

박웨어 디자인 선호도 평가 결과, 상의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경향성이 나타난 반면 하의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 명확한 차        

이가 없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들의 경우 의        

복 선정 시 하의보다는 상의 디자인에 많은 비중을 두는 특징         

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디테일 선호도 평가 결과에서 선호하는 색상을 문의한 결       

과 파스텔톤(57.1%), 선명한 색(17.9%), 브라운(14.3%), 검정     

(10.7%), 기타(32.1%) 등으로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다. 피트니스     

압박웨어 착용 시 여유량은 약간 조임을 40.9%가 선호한 반면        

느슨함을 선호하는 비율은 4.5%로 낮게 나타났다. 디테일 선호       

도 평가는 상의길이, 하의길이, 소매길이, 목둘레, 허리둘레, 허       

리높이에 대한 도식화를 각각 제공하고 선호하는 디테일을 평       

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 상의길이는 배를 가려주는 허리선       

아래(72.7%) 길이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하의길이는 종아      

리길이(45.5%)와 발목길이(45.5%)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소매길이는 9부 소매(56.5%)를 가장 선호하였으며, 긴소매      

(4.3%)는 크게 선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둘레는 목       

파임이 적은 라운드형을 59.1%가 선호하였으며, 허리둘레는 고      

무허리(54.5%)를 선택하였고 허리높이는 허리선을 지나는 보통     

높이를 50.0%가 선호하였다. 절개선은 세로 절개선(상의: 69.6%,      

하의: 69.0%)을 선호하고 직선보다는 곡선(상의: 54.5%, 하의      

: 59.1%) 절개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복의 절개       

선은 Fig. 5와 같이 상의는 D type(44.0%)와 C type(40.0%)의        

절개선을 선호하였으며, 하의는 E type(37.5%)과 C type(20.8%)     

의 절개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령자들은 착용 시     

날씬하게 보이는 세로 방향의 절개선과 인체형상을 감싸주는     

곡선 형태의 절개선을 선호하며, 절개선이 많이 적용된 디자인     

보다 간략한 형태의 절개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피트니스 압박웨어 착용 특성 평가 

피트니스 압박웨어 맞음새와 여유량 분석 결과, 상의는 B     

type이 상의길이, 가슴둘레, 목둘레, 호흡용이, 여유량, 밀착 정     

도, 소매길이 7개 평가항목에서 가장 적절(≥ 4)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Fig. 6). 상의 C type은 여유량이 너무 많아 밀착 정도     

(2.86) 항목에서 적절하지 않았으며, F type은 밴드 칼라 부착     

으로 인해 목둘레(1.77) 부위가 매우 불편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하의는 A type이 허리밴드, 바지길이, 호흡용이, 여유량, 밀     

착 정도 5개 평가항목에서 적절(≥ 3.4)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 type과 F type은 여유량(2.86, 2.59)과 밀착 정도(2.95, 2.45)     

항목에서 불편함이 있었으며, F type은 허리밴드(2.27)에서도 불     

편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 결과, 상의의 맞음새와     

여유량은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의는     

과도한 밀착감으로 인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동작용이성을 분석한 결과, 상의 3종은     

움직일 때, 착용할 때, 서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동작할 때 등     

5개 평가항목에서 불편함이 없는(≥ 4)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육     

지지 효과는 B type(3.14), C type(1.59), F type(3.05) 평가복     

모두 부족하였으며, 특히 C type은 여유량이 많은 디자인과 느     

슨한 니트 소재로 제작되어 근육지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7). 하의 A type은 움직일 때, 서있을 때, 근     

육지지 효과 3개 항목에서 불편함이 없는(≥ 4) 것으로 파악되     

었으며, 착용할 때(3.36), 앉아 있을 때(3.86), 동작할 때(3.95)     

에도 편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하의 C type과 F type     

Fig. 4. Design preference of fitness compression wear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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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착용하기 불편(2.55, 1.55)한 반면 근육지지 효과는 우수       

(4.09, 3.82)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작용이성 평가 결과, 절개       

선이 유사한 형태로 삽입되었다 하더라도 소재의 신축성과 원       

단의 바이어스 방향의 적용 등에 따라 동작용이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부위별 압박감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       

에서 제시한 14부위 중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       

무릎, 종아리 6개 부위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Fig. 8). 상의에서는 허리둘레(B type: 32.0%, C type: 30.6%,        

F type: 29.6%), 배둘레(28.0%, 20.4%, 20.4%), 엉덩이둘레      

(4.0%, 6.1%, 5.6%) 부위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하의에서는 허벅지(A type: 20.0%, C type: 18.4%, F type:     

14.8%), 무릎(4.0%, 12.2%, 11.1%), 종아리(8.0%, 12.2%, 9.3%)     

부위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의에서는 B     

type을 착용했을 때 허리둘레(32.0%)와 배둘레(28.0%)에서 가     

장 많은 압박감을 느꼈으며, 하의에서는 A type이 허벅지     

(20.0%)에서 가장 많은 압박감을 느꼈으나 무릎(4.0%)과 종아     

리(8.0%)에서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Fig. 8에는 조사한 부위     

중 압박감을 많이 느끼는 부위를 선별하여 제시하였으며, 미세     

하게 압박을 느끼는 기타 부위로는 어깨, 상완 부위 등으로 조     

Fig. 5. Detail preference of fitness compression wear (unit: %).

Fig. 6. Wearing evaluation for fitness and allow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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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착용 특성 평가용 의복 착용 시 공통적으로 압박을        

느낀 부위로는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 무릎, 종       

아리 부위로 피트니스 압박웨어 패턴 설계 및 소재 신축율 적         

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위로 확인되었다.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소재 및 전반적 만족도 분석 결과, 상        

의는 B type이 촉감, 두께, 신축성, 디자인, 디테일, 솔기 부위         

편안함, 절개선 위치, 착·탈의 용이 8개 항목에서 우수(≥ 4)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의 C type은 촉감, 두께, 흡수성, 통기성,        

솔기 부위 편안함, 착·탈의 용이 6개 항목, F type은 촉감, 두          

께, 흡수성, 통기성, 신축성, 솔기 부위 편안함 등 6개 항목에서         

우수(≥ 4)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9). 반면 하의는 A type이        

촉감(4.32), 신축성(4.32)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나머지 8개 항     

목은 소재 및 만족도가 보통 수준(≥ 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의 C type은 촉감, 두께, 신축성, 디자인, 디테일, 솔기 부위     

편안함, 절개선 위치 7개 항목에서 보통 수준(≥ 3)이였으며, 흡     

수성(2.45), 통기성(2.41), 착·탈의 용이(1.77)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 type의 절개선이 무릎을     

중심으로 위, 아래로 형성되어 있으며, 절개 부위에 근육지지용     

고무 소재가 적용되어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F type     

에서는 촉감, 두께, 디자인, 디테일, 솔기 부위 편안함, 절개선     

위치 6개 항목에서 보통 수준(≥ 3)이였으며, 흡수성(2.95), 통     

기성(2.68), 신축성(2.50), 착·탈의 용이(1.45) 항목에서 만족도     

Fig. 7. Wearing evaluation for ease of motion.

Fig. 8. Wearing evaluation for pressure.



한국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피트니스 압박웨어 선호도 및 착용 특성 평가  343  

 

    

  

  

    

   

   

  

  

  

   

   

 

     

    

   

   

    

 

    

 

    

 

   

  

   
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의 F type의 경         

우 소재의 과도한 탄성으로 착용 시 압박감이 크게 느껴졌으며,        

절개선 사용이 많고 절개선 부위에 압박밴드가 적용됨에 따라       

소재 및 전반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3.5. 개선 요구사항 

착용 평가를 통해 파악된 개선 요구사항은 소재, 착용감, 디        

자인, 디테일 관련 사항으로 분류되었다. 소재 관련 사항은 통        

기성, 흡수성, 신축성, 탄성이 좋은 소재 적용, 촉감 개선, 압         

박감이 적은 소재 적용, 동·하계 구분 등으로 확인되었다. 착        

용감은 피트니스 압박웨어 착용 시 심한 압박감과 밀착감에       

대한 개선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피트니스 웨어 착용 시에        

배 부위에서 배 형상의 굴곡이 심하게 드러나 불쾌감과 수치        

심을 유발하므로 바지의 허리밴드를 넓은 형태로 제작하여 배       

부위를 고르게 눌러주어 체형을 보정해 주는 효과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착·탈의 관련 사항으로 바지의 경우 다리 부        

위의 근육 고정용 밴드로 인해 착용이 어렵고 힘들다는 의견        

이 있었다. 디자인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근육은 압박하되 과       

도한 밀착감 보다는 여유량이 있으면서 팔, 다리의 동작이 편        

안하고 날씬해 보이는 설계를 요청하는 의견이 있었다. 디테       

일에서는 절개선은 최소화 및 단순화하고, 칼라는 삭제, 9부       

소매 적용, 상의길이는 배를 덮는 길이로 제작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착용 평가에 사용한 평가복은 젊은 층을 대상으       

로 제작된 스포츠 제품으로 고령자의 신체특징을 고려하지 않       

아 소재, 착용감, 디자인, 디테일 관련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        

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고령자용 피트니스 압박       

웨어는 한국 노인의 인체특성 및 체형 특성과 동작 특성을 분         

석하여 근육 활성도는 향상시키되 착용감은 편안하도록 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피트니스 압박웨어에     

대한 설문 평가를 수행하여 피트니스 운동 경험 및 특성과 피     

트니스 압박웨어의 수용도, 선호도, 착용 특성, 개선 요구사항     

등이 파악되었다. 평가 참여자의 86.4%가 피트니스 운동 경험     

이 있었으며, 건강과 근력 향상을 위해 요가 및 피트니스, 에     

어로빅, 걷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동 경험     

및 특성 조사를 통해 고령자들의 피트니스 압박웨어 착용 경험     

(63.6%), 구매 의사(68.2%), 운동 향상 효과(86.3%)에 대한 의     

견들이 취합되었다. 또한, 피트니스 압박웨어 수용도 조사를 통     

해 평가에 참여한 고령자의 95.5%가 피트니스 압박웨어가 필     

요하다고 하였으며, 피트니스 압박웨어 설계 시 개선을 가장 원     

하는 부위로는 배 부위(64.3%)로 확인되었다. 

피트니스 압박웨어 상의 디자인은 B type과 C type이 맞음     

새와 여유량, 동작용이성이 우수하고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 F type과 같이 칼라가 부착되거나 자세 교정을 위해 등 부     

위에 절개선이 적용된 디자인은 목 부위 불편과 어깨 당김 등     

과 같은 이유로 선호하지 않았다. 반면 하의 디자인은 평가복     

모두 선호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뚜렷한 선호 경향이 파악되     

지 않았다. 고령자의 경우 운동을 통해 근력 향상을 원하는 부     

위로는 다리 부위(81.8%)가 가장 많았으나 피트니스 압박웨어     

의 디자인은 하의보다 상의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디테일 선호도에서 색상은 참여자의 파스텔톤을 가     

장 선호하였으며, 착용 시 조임 정도는 약간 조이는 정도를 선     

호하였다.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적절한 길이로는 상의는 허리     

선 아래길이, 하의는 종아리와 발목길이, 소매는 9부 길이를 선     

호하였다.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맞음새와 여유량은 상의는 B type이 상     

의길이, 가슴둘레, 목둘레, 호흡용이, 여유량, 밀착 정도 6개 평     

Fig. 9. Wearing evaluation for material and overall satisfac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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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목에서 가장 적절(≥ 4)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자들은       

피트니스 압박웨어 상의의 경우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여유량       

이 많을 경우 만족도가 낮았으며, 칼라가 부착된 형태는 목둘        

레 조임 등의 불편함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또한, 하의의 경우        

는 절개선 부위에 근육 지지 밴드가 부착된 경우 여유량과 과         

도한 밀착감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동작용이성은 상의의 경우      

평가복 모두 움직일 때, 착용할 때, 서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동작할 때 등 5개 평가항목 모두 불편함이 없는(≥ 4)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근육지지 효과가 부족하였다. 하의에서는 평가복      

모두 착용하기는 불편하였으나 착용 시에 근육지지 효과는 우       

수하다고 응답하였다. 피트니스 압박웨어 착용 시 부위별 압박       

감은 상의는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에서 압박감을 느꼈      

으며, 하의는 허벅지, 무릎, 종아리 부위에서 압박감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설계 시에는      

착용 시 동작용이성 제공과 더불어 적정한 근육 압박과 근육지        

지 효과에 대한 객관적(EMG; electromyography 평가)으로 검      

증된 자료를 기반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소재 및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하의 평       

가복 모두에서 촉감, 두께, 디자인, 솔기 부위 편안함, 절개선        

위치 등의 항목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흡수성, 통기성, 신축성, 착·탈의 용이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피트니스 압박웨어의 소재 개선이 필요       

하다. 더불어 개선 요구사항에서도 소재의 통기성, 흡수성, 신       

축성, 신장력, 촉감, 얇은 소재, 동·하계 구분 등의 의견이 있었         

으며, 과도한 압박감과 밀착감 개선을 요구하였다. 디자인 관련       

개선 요구사항은 절개선 최소화 및 단순화, 칼라 삭제, 9부 소         

매, 상의길이는 배를 덮는 형태를 원하였고 솔기 부위 자극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기존 피트니스 압박웨어에 대한 착용 특        

성과 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고령자용 피트니스 압박웨어를      

설계할 경우 한국 노인 체형에 적합한 맞음새를 제공하고 운동        

시 근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한국 노인의 3D        

인체계측자료를 활용한 치수분석과 3D scanning을 통한 피트      

니스 동작 시 체표면적 및 체표 길이 변화율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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