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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바지 개발을 위한 디자인 선호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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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sign P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Horse-Riding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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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concern for living a healthier and more active life has increased and the target market for the leisure-
sportswear will broaden. This study suggests ideas and directions to develop horse-riding pants that consider fit sat-
isfaction, demand performance and design requirements. A total of 203 riders were surveyed in Busan, Jeju, and
Gwacheon horse racing tracks from November to December 2011 and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2. Frequency anal-
ysis, ANOVA, t-test, and χ

2
-test were perform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using SPSS Win 21.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atisfaction of riding pants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riding career,
BMI, age, and riding level. Females showed lower satisfaction of pant length than males. Riders with 1-4 years riding
career showed more satisfaction of the front waist circumference. The group between 10 and 20 years more strongly pre-
ferred a rubber band waist than the group over 30 years. Those underweight preferred no pocket on the back. The inter-
mediate-high riding level showed more fit satisfaction than those at the high level. Beginners put more importance on
hip cushion, while riders over an intermediate level put more importance to sewing durability. Basic pants with beige and/
or black full patch attached to the velcro hem were preferred by most riders. In conclusion, it is confirmed that design
strategies in segmented riding pants market are necessary. 

Key words : horse-riding pants(승마바지), satisfaction(만족도), design preference(디자인 선호도), demand perfor-
mance(요구 성능)

1. 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와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승

마 등 스포츠레저 산업의 목표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승마는 정

부의 전 국민 대상 승마보급 확대와 승마지원 사업으로 상류계

층만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사라지면서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즐기는 대중 스포츠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 국내 말 산업

시장은 2000년 1조원 규모에서 2010년 2조 8000억 원대로 급

성장했으며 2015년에는 5조원 수준으로 더욱 팽창할 전망이다

(“Horse Industry”, 2011). 

승마는 동물과 함께하는 특수한 스포츠여서 전신운동으로 심

폐기능 및 소화기능을 왕성하게 하고(Yun, 1996), 말위에서 균

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세한 근육을 사용하여 자세교정 효과

와 신체 동적안정성 유지능력인 평형성의 향상(Cho et al.,

2013; Giagazoglou et al., 2012; Terada et al., 2004) 효과가

있다. 승마자세는 기본적으로 머리, 어깨, 허리, 발뒤꿈치를 연

결한 선이 수직이 되어야 하며, 좌골은 무게 중심이 된다

(Lovett et al., 2005). 승마운동은 장애인들의 보행 동작 시 발

목관절 근골격계 기능을 향상시키며 보행안정성, 근력강화와 균

형유지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좌·우 후족부의 압력을 감

소시키고 좌·우 전족부의 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발에 부하

되는 체중을 분산시켜 족저압을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Kim et al., 2013). 그러나 승마는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

험군 스포츠로서, 승마와 관련된 사고는 대부분이 낙마로 인한

골절 및 장기손상을 입는다(Abu-Kishk et al., 2013; Chitnavis

et al., 1996; Smartt & Chalmers, 2009). 승마와 관련된 사고

에 관한 연구(Abu-Kishk et al., 2013; Arundhati et al., 2000;

Chitnavis et al., 1996; Thompson & Von Hollen, 1996)에서

충격흡수 헬멧의 착용 유무에 따라 머리부상 정도 차이가 있고,

미끄럼방지 장갑과 부츠의 착용으로 일부 부상을 예방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승마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장비 착용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승마 시

인체동작 적응 및 인체보호 기능과 관련된 디자인 요소가 고려

되어야 할 승마의류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승마의 대중화로 인하여 승마의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승마바지 대부분이 수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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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독자적인 제품개발이 부족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적절

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에서는 최근 폴라텍

의 WindPro
®

 소재 사용으로 우수한 신축성은 물론 추운 날씨

에도 착용할 수 있는 방풍성과 방수성을 확보하거나 WindPro
®

소재의 표면 위에 끈적끈적한 PU코팅으로 그립(grip)성을 확보

한 승마바지 제품이 출시되었다(“Sticky seat”, 2013). 

바지의 관한 선행연구(Kim & Chun, 2004; Lee & Lee,

2010)에서 연령대별 체형 단점을 보완하면서 활동적이고 편안한

바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비만인의 증가에 따라

비만인을 위한 체형연구(Lee, 2000; Lee & Suh, 2011; Lim,

2009; Yoon et al., 2013)와 비만인을 위한 의류에 관한 연구

(Kim, 2006; Lee & Lee, 2013; Yoon & Suh, 2011)가 이루어

지고 있다. 승마는 비만 예방 및 치료 효과도 있기 때문에 비만

체형 소비자의 승마바지 제품 선택과 착용의 어려움은 정상체형

소비자에 비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비만도

는 물론 성별, 연령대별, 승마경력 등 다양한 특성을 갖는 승마

인이 승마바지에 대해 요구하는 성능, 치수 만족도와 더불어 디

자인 선호성향을 동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 승마의

류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특성 및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디자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성인 승마인을 대상으로 승마

바지 착용실태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성별, 연령대, BMI, 승마

경력 및 승마실력에 따른 치수 만족도, 성능 중요도, 디자인 선

호도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자 특성에 따른 선호도를 반영하는

승마바지의 디자인 개발의 기본 정보를 구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설문조사

본 연구는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실제 승마를 즐겨하는 승마

인이 착용하고 있는 바지 치수 만족도, 성능 중요도, 디자인 선

호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12월과 2012년 9

월~10월 네 달 동안 부산, 제주, 과천 소재 경마장에서 남녀

승마인 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Choi, 2011; Do, 2008; Do & Park, 2010)

를 참고하여 승마 시 착용하는 바지 치수 만족도, 승마바지에

대한 선호도 및 성능 중요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

하여 작성한 문항으로 자유응답식 문항과 리커트형 5점 척도

를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일

반적 사항 8문항, 치수에 대한 만족도 13문항, 승마바지의 성

능 중요도 17문항, 디자인 선호도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디

자인 선호도에 관련된 문항은 2011년 시판중인 승마바지 52점

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바지 뒤/앞 스타일, 포켓, 허리, 무

릎, 종아리, 밑단 형태를 분류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의미

미분척도는 좌측은 ‘매우 불편하다’에 1점을, 우측은 ‘매우 편

하다’에 5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2.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항별

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별, 연령대, 승마 시 착용하

는 바지 종류별, 승마경력, 승마실력 및 BMI 지수에 따른 바

지 치수 만족도, 성능 중요도, 디자인 선호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ANOVA, χ
2
-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승마바지 착용 현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조사대상

자는 총 203명으로 남성 108명(53.2%), 여성 95명(46.8)로 나

타났다. 연령은 40대가 55명(2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20대가 46명(22.7%), 30대가 44명(21.7%), 50대 이상이

34명(16.7%), 10대가 24명(11.8%)의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평균연령은 37.6±12.8세, 여성의 평균연령은 34.3±11.9세이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남성은 173.5±6.3 cm와

68.8±9.3 kg이며, 여성은 161.1±6.0 cm와 54.5±6.2 kg이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승마경력은 4년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

상자의 대부분이 승마 시 승마바지를 착용(85.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를 하는 목적으로 여가활동이 92명(46.7%)로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상 54명(27.4%), 건강관리 36명

(18.3%)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건강관리 차원

보다는 여가활동 목적으로 승마를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으로 전문직이 51명(25.1%)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학생이 42명(20.7%), 판매직이 27명(13.3%), 사무

직이 22명(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89명

(46.8%)이 자신의 승마실력이 초보(46.8%)라고 응답하였고, 다

음으로 중급(31.1%), 중-고급(13.2%), 고급(8.9%)의 순으로 응

답하였다. 조사대상자의 73.4%가 100,000원대 승마바지를 구

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00,000원대(55.4%),

300,000원 이상(24.4%), 100,000원 미만(21.3%)의 승마바지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착용하고 있는 바지 치수 만족도 차이

승마운동을 위해 주로 착용하는 바지 치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바지의 치수 만족도에 대해 전체적으

로 보통(3점)에서 만족한다(4점)의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만족감

을 나타냈다. ‘뒤허리선 위치’ 2.87점, ‘종아리둘레’ 2.91점, ‘허

벅지둘레’ 3.13점, ‘밑위부위’ 3.16점, ‘바지길이’ 3.05점으로 다

른 문항에 비하여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 다른 부위에 비해 ‘뒤

허리선 위치’, ‘종아리둘레’, ‘허벅지둘레’, ‘밑위부위’, ‘바지길

이’의 치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뒤허리

선 부위’의 치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승마 시 앉은자세에서

바지 뒤허리선의 길이가 짧아지고, 선자세에서 바지 뒤허리선

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종아리둘레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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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지둘레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승마운동으로 인한 하반신

자세변화에 따라 이 부위의 치수 변형이 크게 생기는데 비해

승마바지 소재 또는 패치 소재의 신축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선행연구(Kang & Kwon, 2013)에서 승마

자세 시 맞음새 향상을 위해 승마바지의 뒤허리선을 높이는 동

시에 앞대퇴부위의 둘레 증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사방향의

신축성이 우수한 원단 소재를 사용해야한다고 제안한 것과도

연관된다고 하겠다. 

성별에 따른 승마바지의 치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바지

길이’(p<.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3).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바지길이’ 치수 만족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승마바지는 ‘허리둘레’만 기준치

수로 설정되어 여성의 다양한 하반신 길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선행연구(Kim, 2001)에서 수선이

쉽지 않은 엉덩이둘레나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바지를 구입하므

로 바지길이가 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성인 여성의 다양한 하반신 체형에

따른 바지길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용 승마바지 치수체계

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승마바지 치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밑위

부위’(p<.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4). 연령대가

높을수록 ‘밑위부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특히 10대는 다

른 연령대에 비하여 ‘밑위부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밑위 수준이 바지 스타일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기준선

으로서(Yoon et al., 2007) 승마바지의 밑위수준은 일반바지에

비해 짧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밑위길이가 짧은 10대

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승마 시 착용하는 바지종류에 따른 치수 만족도 차이를 살

펴본 결과(Table 5), ‘앞허리선’(p<.005), ‘뒤허리선’(p<.005), ‘앞

허리둘레’(p<.005), ‘뒤허리둘레’(p<.005), ‘배둘레’(p<.005), ‘엉덩

이둘레’(p<.005), ‘밑위부위’(p<.05), ‘넙다리둘레’(p<.005), ‘바지

길이’(p<.05), ‘전체맞음새’(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f participants

Variables N(%)

Gender
Male 108(53.2)

Female  95(46.8)

Age

Under 20 years old  24(11.8)

20~29 years old  46(22.7)

30~39 years old  44(21.7)

40~49 years old  55(27.1)

Over 50 years old  34(16.7)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16(5.9)

High school 69(34.0)

College or University 92(45.3)

Post graduate studies 19(9.4)

Occupation

Professionals 51(25.1)

Students 42(20.7)

Sales 27(13.3)

Office workers 22(10.8)

Educators 16(7.9)

Housewife 15(7.4)

Own business 14(6.9)

Other 16(7.9)

Current riding pants type
General pants 30(14.8)

Riding pants 178(85.2)

Riding purpose

Leisure activity 92(46.7)

Occupation 54(27.4)

Health 36(18.3)

Business 6(3.0)

Diet 3(1.5)

Other 6(3.0)

Riding level

Beginner 89(46.8)

Intermediate 59(31.1)

Intermediate-high 25(13.2)

High 17(8.9)

Riding pants price (Won)

Under 100,000 21(12)

100,000~199,999 73(41.7)

200,000~299,999 57(32.6)

Above 300,000 24(13.7)

Table 2. Overall fit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Item Mean S.D.

Front waist line 3.34 .89

Back waist line 2.87 .59

Front waist circumference 3.34 .89

Back waist circumference 3.31 .77

Abdomen circumference 3.29 .77

Hip circumference 3.29 .80

Crotch position 3.16 .84

Thigh circumference 3.13 .84

Knee circumference 3.23 .88

Minimum leg circumference 2.91 .64

Pants hem circumference 3.29 .85

Pants length 3.05 .69

Overall 3.29 .85

1~5 scale 1: very dissatisfied, 3: neutral, 5: very satisfied 

Table 3. Fit satisfaction by gender 

 Gender

Item 

Male (N=95) Female (N=39)
t-value

Mean S.D. Mean S.D.

Pants length 3.31 0.76 2.87 0.77 -2.1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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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승마바지가 일반바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바지길이’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치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문승마바지가 일반바지에 비하여 ‘바지길이’에서 만족도가 낮

게 나타난 이유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전문승마바지의 대부분이

선진국 브랜드의 수입 제품으로서 한국 성인의 하반신 체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바지 치수체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승마바지의 바지길이는 일반바지처럼 수선이 어려우므로

한국 성인의 하반신 체형을 고려한 승마바지 치수체계의 개선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승마경력에 따른 승마바지 치수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Table 6), ‘앞허리둘레’(p<.005)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승마경력 5년 이상은 4년 이하에 비해 ‘앞허리둘레’에서 상

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승마경력이 많을수록

승마자세에서 승마바지의 앞허리둘레선이 뒤허리둘레선과 수평

면을 유지하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경험을 쌓았기 때문이

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승마실력에 따른 바지 치수 만

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7), ‘앞허리둘레’(p<.005) 이외

에도 ‘앞허리선’(p<.05), ‘뒤허리선’(p<.05), ‘뒤허리둘레’(p<.05),

‘밑위부위’(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신의 승마실

력이 높다고 인지할수록 승마바지의 허리부위 및 밑위부위의

치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승마바지의 기본 치수로 허

리둘레를 기준으로 선택되지만 앞허리둘레와 뒤허리둘레가 세

분화되지 않고 한국인의 밑위길이나 바지길이와 같은 치수가

승마바지 치수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

한 결과는 Kang and Kwon(2013)의 연구에서 정자세의 승마

Table 4. Fit satisfaction by age 

 Age

Item

10s

(N=24)

20s

(N=46)

30s

(N=44)

40s

(N=55)

Above 50s

(N=34) F

Crotch 

position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3.58A 0.93 2.95B 0.75 3.27AB 0.73 3.11B 0.96 3.03B 0.69 2.72
*

*p<.05

Table 5. Fit satisfaction by pants type 

 Pants type 

Item 

General pants

(N=28)

Professional riding

pants (N=170) t-value

Mean S.D. Mean S.D.

Front waist line 2.62 .57 3.46 .87 -4.75
***

Back waist line 2.61 .57 2.99 .56 -2.97
***

Front waist 

circumference
2.89 .42 3.38 .79 -3.16

***

Back waist 

circumference
2.89 .50 3.38 .79 -3.19

***

Abdomen 

circumference
2.96 .43 3.35 .80 -2.46

***

Hip circumference 2.82 .67 3.36 .79 -3.44
***

Crotch position 2.82 .67 3.21 .85 -2.31
*

Thigh circumference 2.71 .60 3.19 .85 -2.86
***

Pants length 3.29 .60 2.96 .71 2.17
*

Overall 2.79 .57 3.38 .86 -3.52
***

*p<.05, ***p<.005

Table 6. Fit satisfaction by riding career 

 Riding career

Item 

1-4 years

(N=129)

Above 5 years

(N=51) t-value

Mean S.D. Mean S.D.

Front waist circumference 3.36 .73 3.08 .82 2.23***

***p<.005

Table 7. Fit satisfaction by riding skill levels 

 Level

Item

Beginner (N=87) Intermediate (N=54) Inter-high (N=24) High (N=17)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Front waist line position
3.45

A
.94 

3.31

A
.75 

3.13

AB
.85 

2.82

B
.88 2.88*

Back waist line position
2.70

B
.57 

2.97

AB
.51 

3.20

A
.68 

2.63

B
.52 3.67*

Front waist circumference
3.43

A
.80 

3.30

AB
.60 

3.00

BC
.72 

2.71

C
.69 6.05***

Back waist circumference
3.36

A
.71 

3.29

A
.68 

3.21

A
.66 

2.76

B
.90 3.39*

Crotch position
3.26

A
.80 

3.11

A
.82 

3.08

A
.88 

2.59

B
.87 3.25*

*p<.05, ***p<.005

Duncan-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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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변화에 따라 승마바지의 뒤허리길이가 증가하고 앞허리길

이가 감소한다는 결과와도 관련이 있어 승마운동 시 승마바지

의 앞, 뒤허리선위치 변화로 바지허리와 밑위부위가 맞지 않다

고 인지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승마실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승마바지 착용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쌓게 되어 승마바지의

허리부위와 밑위부위 치수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따

라서 승마실력이 높은 소비자들의 치수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허리둘레를 앞허리둘레, 뒤허리둘레로 세분화하고 앞뒤 밑위길

이의 치수를 승마바지의 패턴 설계에 각각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승마바지의 성능 중요도의 차이

승마바지의 성능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Table 8), 승마바지의

성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요하게(4점 이상) 인식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마바지 소재의 ‘신축성’, ‘미끄럼

방지성’, ‘활동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마 시 무릎관절의 반복동작과 유연성을 요구하는 운동이

기 때문에 다양한 신체변형에 따른 승마바지 소재의 ‘신축성’과

‘활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승마

와 관련된 사고 중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Abu-Kishk et al., 2013; Ball et al., 2009; Chitnavis

et al., 1996; Smartt & Chalmers, 2009) 승마바지 착용 후 자

유로운 운동도 중요하지만 말 등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

해 ‘미끄럼방지성’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

과에서 승마바지는 표면마찰 저항이 큰 PU 또는 실리콘 코팅

소재나 신축성이 우수한 인조 스웨이드 소재로 된 패치가 사용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승마 시 착용하는 바지종류에 따른 성능 중요도 차이를 분석

한 결과(Table 9), ‘사이즈’(p<.05) 이외에도 ‘봉제내구성’(p<.01),

‘디자인’(p<.05), ‘색’(p<.01)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승마바지를 착용하는 소비자는 일반바지를 착용하는 소비

자에 비하여 ‘봉제내구성’, ‘디자인’, ‘사이즈’, ‘색’을 더 중요

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경력에 따른 승마바지 성능 중요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에 나타냈다. 승마경력에 따라 ‘봉제내구성’(p<.005), ‘땀

흡수성’(p<.01), ‘엉덩이 쿠션성’(p<.01), ‘사이즈’(p<.01)에서 각

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년 이상의 경력자는 4년 이상의 경

력자에 비하여 ‘봉제내구성’, ‘땀 흡수성’, ‘사이즈’를 더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엉덩이 쿠션성’은 덜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승마실

력에 따른 성능 중요도를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11), ‘봉제

내구성’(p<.05)과 ‘엉덩이 쿠션성’(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봉제내구성’은 승마실력이 높을수록 중요하게 생각

하는 반면, ‘엉덩이 쿠션성’은 승마실력이 낮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승마경력과 실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승마바지를 착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승마바지의 소비성

능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승마경력과 실력이

낮을수록 ‘엉덩이 쿠션성’을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부자유스러

운 승마운동으로 안장과 엉덩이부위 마찰과 충격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승마바지의 엉덩이 부위 소재는

승마동작에 따른 운동으로 땀을 원활하게 흡수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흡수된 땀이 빨리 방출될 수 있는 복합기능 소재

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하반신과 안장과의 마찰에 지탱할 수

Table 8. Required performance for riding pants 

Item Mean S.D.

Stretch 4.48 .57 

Non-slip 4.61 .59 

Lightness 4.29 .68

Ease wear 4.13 .85 

Sewing durability 4.25 .78 

Perspiration absorbent 4.39 .67

Vapor permeable 4.23 .74

Abrasion property 3.97 .76 

Activity 4.62 .59 

Soil resistance 3.96 .87

Skin irritation 4.12 .77 

Wearing sensation 4.35 .71 

Hip cushion 4.25 .86

Design 4.02 .85

Size 4.28 .69

Color 3.76 1.01

Price 4.06 .91

1~5 scale 1: not very important, 3: neutral, 5: very important 

Table 9. Required performance by pants type

 Pants type

Item 

General pants 

(N=30)

Riding pants 

(N=173) t-value

Mean S.D. Mean S.D.

Sewing durability 3.90 .92 4.31 .74 -2.72
**

Design 3.73 1.05 4.08 .81 -2.04
*

Size 3.97 .85 4.34 .64 -2.76
**

Color 3.30 1.18 3.84 .96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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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0. Required performance by riding career 

 Riding career

Item 

1-4 years 

(N=132)

Above 5 years 

(N=52) t-value

Mean S.D. Mean S.D.

Sewing durability 4.11 .82 4.49 .64 -3.01
***

Perspiration absorbent 4.29 .68 4.57 .60 -2.59
**

Hip cushion 4.31 .74 3.94 1.10 2.63
**

 

Fit 4.20 .69 4.43 .69 -2.05
*

*p<.05, **p<.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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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봉목강도가 우수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승마운동에 의한

찰과상을 입기 쉬운 종아리부위와 무릎부위의 패치는 평편하고

얇은 솔기로 봉제해야 할 것이다. 

승마바지의 활동성과 착용감은 바지패턴 및 봉제 상태에 의

해 영향을 받지만, 소재 성능과 관련된 ‘미끄럼방지성’, ‘신축

성’, ‘땀 흡수성’, ‘엉덩이 쿠션성’도 승마바지의 운동성과 착용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승마바지의 운동성과 착용감 향상을 위해 승마바지 소재에

중요시 여기는 ‘신축성’, ‘땀 흡수성’은 기능성 바지에 관한 선

행연구(Kim & Lee, 2004)에서도 중요시 여기는 성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승마바지용 패치 소재에는 이러한 성능 이

외에 ‘미끄럼방지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엉덩이

부위의 패치 소재에는 ‘미끄럼방지성’과 함께 충격흡수를 위한

‘엉덩이 쿠션성’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엉덩이

부위 및 무릎부위에 실리콘 소재의 점(dot) 패턴으로 코팅한 소

재를 사용하여 ‘미끄럼방지성’ 및 ‘쿠션성’을 확보하는 기술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초보자는 미끄럼

방지 및 충격흡수 기능이 있고 착용감이 우수한 승마바지의 착

용으로 낙마로 인한 두려움 감소와 상해를 방지하고 찰과상과

골절 등의 상해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3.4. 승마바지 디자인 선호도

승마바지 디자인 선호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

한 결과는 Table 12에 나타냈다. 조사대상자의 59.6%가 9부

길이의 승마바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바지 길이

로서 9부를 선호하는 이유는 허리둘레나 엉덩이둘레를 기준으

로 승마바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서양인에 비해 하반신 길이가

작은 한국인에게 승마바지 길이가 길어서 한국인 체형에 맞는

9부 길이의 승마바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승마바

지의 치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바지길이 항목에 대해 가장

불만족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도 연관된다고 하겠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엉덩이와 무릎 전체에 패치가 이어

진 풀패치(full patch/ 65.0%: 뒤, 68.7%: 앞)를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풀패치 형태의 승마바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이

유는 승마운동 시 엉덩이 부위에 충격, 마찰, 미끄럼방지 등에

의한 엉덩이 부위를 보호하고 승마바지의 내구성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조사대상자의 64.6%는 승마바지 패치 배색으로 유사색상을

선호하였다. 최근 시판되는 승마바지 중에는 패치를 대조 배색

Table 11. Required performance by riding levels 

 Level

Item

Beginner

N=89)

Intermediate

(N=59)

Inter-high

(N=25)

High

(N=17)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Sewing 

durability

4.06

B
.83 

4.31

AB
.79 

4.36

AB
.64 

4.59

A
.51 3.13

*

Hip cushion
4.42

A
.72 

4.27

A
.76 

3.76

B
1.09 

3.59

B
1.12 7.57

***

*p<.05, ***p<.005

Duncan-Test : A>B>C

Table 12. Preferred designs by participants 

Length N(%) Front patch design N(%) Back patch design N(%)

Full (Under lateral malleous 5 cm) 39(39.4) Full(From the hip to the hem) 68(68.7) Full(From the hip to the hem) 65(65.0)

Upper lateral malleous 59(59.6) From the knees to the hem 20(20.2) From the knees to the hem 20(20.0)

Under patella 1(1.0) Knee only 9(9.1) From the knees to the calf 11(11.0)

Total 99(100.0) No patch 2(2.0) Knee only 4(4.0)

Waist N(%) Color N(%) Hem N(%)

Rubber band 67(33.0) Beige 64(31.9) General 46(22.7)

Belt 107(52.7) Black 49(24.4) Velcro 132(65.0)

Partial rubber band 29(14.3) Blue 40(19.9) Button 13(6.4)

Calf N(%) Dark brown 22(10.9) Hook 8(3.9)

Calf separation 111(54.7) White 7(3.5) Rubber band 4(2.0)

No separation 92(45.3) Gray 16(8.0)
Patch color scheme N(%)

Front pocket design N(%) Others 3(1.5)

Out pocket 8(8.1) Back pocket design N(%) Same color 17(17.2)

Side pocket 48(48.5) Out pocket 59(29.2)
Similar color 64(64.6)

Lip pocket 35(35.4) Lip pocket 79(39.1)

No pocket 8(8.1) No pocket 64(31.7) Contrast color 18(18.2)

Textile pattern motive N(%) Textile pattern size N(%) Textile pattern N(%)

Check 31(51.7) Partial 41(47.7) Pattern 57(29.5)

Stripe 28(46.7) Whole 26(30.2) Solid 13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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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여 엉덩이 또는 종아리의 인체곡선이 더 부각되면

서 눈에 띄는 승마바지 스타일을 강조한 것이 많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승마바지 패치 색상은 대조색 보다는 유사색의 배

색의 디자인으로 더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승마바지의 포켓에 대해서는 앞포켓은 사이드포켓(48.5%), 입

술포켓(35.4%), 아웃포켓(8.1%)과 포켓 없음(8.1%)의 순으로 선

호하였고, 뒤포켓은 입술포켓(39.1%)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

로 포켓 없음(31.7%), 아웃포켓(29.2%)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조

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승마바지의 사이드 앞포켓과 입술 뒤포켓

을 선호하였는데, 승마바지 포켓은 승마운동에 방해되는 것이지

만 수납기능과 함께 심미적인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

다. 따라서 승마운동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간단한 수납이 가능

하고 외관상 보기 좋은 포켓 디자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승마바지 허리 형태로 일반 벨트형(52.7%)을 가장 선호하였

고, 종아리 형태는 절개형(54.7%)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바지밑

단으로 벨크로(65.0%)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개

형은 승마바지의 종아리 부위에 밀착되는 형태로 구성되어 승

마화를 신기 좋고 말과의 밀착되어 승마운동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승마바지용 선호 색상으로는

베이지(31.9%), 검정색(24.4%), 청색(19.9%), 진한 갈색(10.9%),

회색(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70.5%)

문양 없는 단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양이 들어간다면

부분적(47.7%)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

호 문양 유형으로는 체크(51.7%)와 스트라이프(46.7%)을 주로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와 스트라이프는 활동적이고 세련

된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승마바지는

베이지 단색을 사용하고 문양을 사용할 경우 부분적으로 체크나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풀패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승마바지

의 밑단은 벨크로로 처리하여 착탈이 용이하고 종아리와 발목부

위에 밀착되게 설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승마바지 디자인 선호도를 χ
2
-검정한 결과, Table

13에 제시한 것과 같다. 성별에 따라 ‘앞포켓’(p<.01), ‘허리’

(p<.01), ‘종아리형태’(p<.01), ‘원단과 패치배색’(p<.05)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앞포켓’의 형태에서 남성은 사이드 포

켓(27.3%)을, 여성은 입술포켓(25.3%)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바지의 ‘허리형태’로는 성별에 상관없이 벨트형

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남성은 여성에 비하여 고무밴드허리형

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승

마자세시 배둘레가 편안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허리가늘어 보이는 외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종아리형태’에서는 남성은 종아리 절

개형(63.9%)을, 여성은 종아리 절개 없는 형(55.8%)을 가장 선

Table 13. Preferred designs by gender                (Unit: N(%))

Item Gender Male Female  Total

Front pocket 

design

Out pocket 5(11.6) 3(5.4) 8(8.1)

Side pocket 27(62.8) 21(37.5) 48(48.5)

Lip pocket 10(23.3) 25(44.6) 35(35.4)

No pocket 1(2.3) 7(12.5) 8(8.1)

Total 43(100.0) 56(100.0) 99(100.0)

χ
2
=10.66

**

Waist

Rubber band 44(40.7) 23(24.2) 67(33.0)

Belt 55(50.9) 52(54.7) 107(52.7)

Partial rubber band 9(8.3) 20(21.1) 29(14.3)

Total 108(100.0) 95(100.0) 203(100.0)

χ
2
=10.05

**

Calf 

Calf separation 69(63.9) 42(44.2) 111(54.7)

No separation 39(36.1) 53(55.8) 92(45.3)

Total 108(100.0) 95(100.0) 203(100.0)

χ
2
=9.25

**

Patch color 

scheme

Same color 11(25.6) 6(10.7) 17(17.2)

Similar color 21(48.8) 43(76.8) 64(64.6)

Contrast color 11(25.6) 7(12.5) 18(18.2)

Total 43(100.0) 56(100.0) 99(100.0)

χ
2
=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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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4. Preferred designs by age                                                                                      (Unit: N(%))

 Age 

Item 
10s 20s 30s 40s Above 50s Total

Waist

Rubber band 11(45.8) 18(39.1) 12(27.3) 19(34.5) 7(20.6) 67(33.0)

Belt 11(45.8) 19(41.3) 26(59.1) 34(61.8) 17(50.0) 107(52.7)

Partial rubber band 2(8.3) 9(19.6) 6(13.6) 2(3.6) 10(29.4) 29(14.3)

Total 24(100.0) 46(100.0) 44(100.0) 55(100.0) 34(100.0) 203(100.0)

χ
2
=17.71

*

Textile pattern

Pattern 9(39.1) 4(9.1) 13(30.2) 18(34.6) 13(41.9) 57(29.5)

Solid 14(60.9) 40(90.9) 30(69.8) 34(65.4) 18(58.1) 136(70.5)

Total 23(100.0) 44(100.0) 43(100.0) 52(100.0) 31(100.0) 193(100.0)

χ
2
=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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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5년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마바지 ‘원단과 패치배색’은 성별에

상관없이 유사색상을 선호하나,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동일색

상과 대조배색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승마바지

는 벨트형 또는 고무밴드허리형과 사이드형 앞포켓으로 디자인

하고 종아리는 절개해서 디자인해야 한다. 여성 승마바지는 벨

트형 허리와 입술형 앞포켓으로 디자인하고 종아리는 절개하지

않고 디자인하더라도 활동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연령대에 따른 승마바지 디자인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 χ
2
-검정한 결과는 Table 14에 나타냈다. 연령대에 따라 승

마바지 ‘허리’(p<.05)와 ‘패턴’(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벨트형 허리는 30대 이후가 2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무허리밴드형은 10대, 20대가, 부

분적 고무허리밴드형은 50대 이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에서는 편안

한 고무허리밴드를 선호하고 30대 이후부터 허리를 가늘게 보

이는 외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50대 이상이 되면 복부

비만이 진행되기 때문에 벨트형과 고무허리밴드형의 중간의 부

분고무허리밴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결과에서 연

령대별로 허리둘레 형태를 고려한 승마바지 디자인 기획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연령대별로 문양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20대 이하는 20

대 이상에 비해 문양이 없는 단색의 승마바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용 승마바지에는 문양 소재보다는

단색의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BMI에 따른 승마바지 디자인 선호도 차이를 χ
2
-검정한 결과

Table 15에 제시한 것과 같다. BMI에 따라 ‘뒤포켓’(p<.05), ‘패

턴’(p<.01), ‘패턴종류’(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

체중 그룹(18.5 미만)과 정상체중 그룹(18.5~23 미만)은 단색의

승마바지를, 과체중 그룹(23~25 미만)은 부분 줄무늬패턴을, 비

만체중 그룹(25~30)은 부분 체크패턴을 각각 상대적으로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BMI에 따라 선호

Table 15. Preferred designs by BMI                                                                                     (Unit: N(%))

 BMI

 Item 

Under weight

(<18.5)

Normal weight

(18.5-22.9)

Over weight

(23-24.9)

Obesity weight

(25-30)
Total χ

2

Back pocket

Out pocket 9(37.5) 38(32.8) 6(17.6) 4(17.4) 57(28.9)

17.43**
Lip pocket 2(8.3) 47(40.5) 19(55.9) 11(47.8) 79(40.1)

No pocket 13(54.2) 31(26.7) 9(26.5) 8(34.8) 61(31.0)

Total 24(100.0) 116(100.0) 34(100.0) 23(100.0) 197(100.0)

Textile pattern

Pattern 7(30.4) 24(21.8) 15(44.1) 9(40.9) 55(29.1)

8.05*Solid 16(69.6) 86(78.2) 19(55.9) 13(59.1) 134(70.9)

Total 23(100.0) 110(100.0) 34(100.0) 22(100.0) 189(100.0)

Textile pattern motive

Check 5(55.6) 22(47.8) 6(33.3) 6(60.0) 39(47.0)

14.90*
Stripe 4(44.4) 8(17.4) 10(55.6) 3(30.0) 25(30.1)

Other 0(0.0) 16(34.8) 2(11.1) 1(10.0) 19(22.9)

Total 9(100.0) 46(100.0) 18(100.0) 10(100.0) 8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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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Horse-riding pants design by gender.

Fig. 2. Horse-riding breeches design by age.

Fig. 3. Horse-riding pants design by B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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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패턴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체형결정을 보완하는 승마

바지로도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연령대

별, BMI에 따른 선호도 차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는

승마바지의 기본디자인은 Fig. 1~Fig. 3에 나타난 것과 같다.

승마 시 엉덩이, 허벅지, 무릎, 종아리부위의 풀패치는 말안장

과 직접 닿기 때문에 ‘미끄럼방지성’, ‘흡수성’, ‘통기성’, ‘신축

성’이 우수한 복합기능성 소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승마인구가

증가하고 승마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승마인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대별, BMI별, 승마실력에 따른 승마바지의

치수 만족도, 성능 중요도, 디자인 선호도를 조사함으로서 승마

바지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설계 방향을 제안하는데 목

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얻은 승마바지 개발을 위한 기본 방

안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는 승마바지 소재의 신축성, 미끄럼방지성, 활

동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승마

바지 전체에 신축성이 우수한 소재를 사용하고 패치소재는 마

찰계수가 높은 것을 선정하거나 미끄럼방지 가공처리하여 활동

성 및 착용감에 방해받지 않으면서 성별, 체형별, 연령대별 하

반신 치수를 반영한 승마바지 패턴설계가 필요하다. 

2.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바지길이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밑위부위에서, 승마실력이 높을수록 앞허리선, 뒤허리선, 앞허

리둘레, 뒤허리둘레, 밑위부위에서 각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

다. 따라서 성별, 연령대, 승마수준에 따라 승마바지의 허리선

위치, 허리둘레, 밑위, 바지길이의 치수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승마바지는 베이지를 기본색으로 하며, 유사색상의 풀패치

로 디자인한다. 여성용 승마바지는 입술포켓의 종아리 절개선

이 없는 형태를, 남성용 승마바지는 사이드포켓의 종아리 절개

형태를 위주로 각각 디자인을 차별화한다. 

3. BMI에 따라 뒤포켓 형태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저체중은 뒤포켓 없이,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형은 입술

포켓의 승마바지로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4. 승마바지 허리둘레형태는 전 연령대에 걸쳐 벨트형태가 선

호되었지만 연령대에 따라 선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0대, 20대는 30대 이후 연령대에 비해 고무밴드형태의 선호도

가 높고 50대 이후는 부분 고무벨트형태의 선호도도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연령대별 승마바지의 벨트형태로 디자인을 다양

화할 필요가 있다. 

5. 승마경력과 실력이 높을수록 승마바지의 ‘봉제내구성’, ‘땀

흡수성’, ‘사이즈’를 중요하게 고려한 반면, 승마경력과 실력이

낮을수록 ‘엉덩이 쿠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전문가용 승마바지 소재는 땀을 원활하게 흡수할 뿐

만 아니라 흡수된 땀이 방출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다양한 신체변형과 승마운동에 따른 배김 없이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봉제솔기를 사용하도록 유의하고, 초보자용 승마바지의

밑위와 엉덩이부위 소재는 충격흡수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 승마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

로 성별, 연령대별, BMI, 승마실력 등에 따라 승마바지 개발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구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승마바지의 디

자인, 소재, 사이즈체계 및 패턴개발에 대한 후속연구의 기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승마바지의 입체적 패턴설계

및 시접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후속연구로 기수나 승마운동가들을 대상으로 말을 탄 상태

에서 승마바지의 착의실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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