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9권 제2호 (2021. 7)

323

● 요   약 ●  

본 연구는 애슬레저 레깅스의 주 소비층인 20대 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레깅스 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

구로,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레깅스의 착용실태를 알아보고 애슬레저 레깅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대 여대생 18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분석은 SPSS 26.0 프로그

램을 활용하였다. 레깅스는 운동용으로 착용하고 검은색의 발목까지 오는 밀착되는 기본 레깅스 디자인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Y존 부위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작 시에는 허리가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호 브랜드는 아디다스가 가장 많았고 레깅스에 몸매 보정 기능이 추가되기

를 원하였다. 선호하는 브랜드를 구매했을 경우 디자인, 치수, 소재, 활동성, 내구성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족도

가 높았다. 원단을 고려하여 레깅스를 구매한 경우에는 봉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브랜드를 고려하여 

구매한 경우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주의하여야 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연령대와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애슬레저(athleisure), 레깅스(leggings), 착용실태(wearing condition), 선호도(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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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실내 운동 열풍을 타고 매년 꾸준히 성장하던 레깅스 시장은 연평균 

5%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1]. 일상생활에서도 애슬레저 

스타일 코디를 위해 레깅스를 찾는 고객들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2]. 2021년 들어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에서도 레깅스

를 출시하고 있다. 최근 레깅스가 운동복에서 일상복으로, 일상복에서 

출근복으로 ‘워크레저룩’으로 진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애슬레저용 

레깅스의 주 소비층인 20대 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레깅스 패턴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애슬레저 레깅스의 

착용실태를 알아보고 레깅스의 선호도 및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20대 여성의 애슬레저 레깅스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II. Study Method

1.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애슬레저 레깅스의 착용실태 및 선호도를 알아보고자 한 설문지는 

착용실태 16문항, 구매실태 6문항, 디자인 선호도 7문항, 인구통계학

적 변인 7문항 등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Subjects and method

연구대상은 20대 여성이며, 설문조사는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링크를 

무작위로 배포한 후 수집된 189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Data analysis

자료 분석에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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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esults

본 연구에 참여한 20대 여대생의 평균 키는 161.25cm이고 평균 

몸무게는 54.13kg으로 캐주얼 스타일을 즐겨 입으며, 착용하는 의복 

사이즈는 M사이즈가 가장 많았다.

레깅스 착용실태를 살펴보면, 레깅스는 2-3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일주일에 1회 정도 착용하였다. 착용 이유는 

활동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레깅스의 용도는 운동용이 많았다. 

착용 컬러는 검은색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착용 치수는 M사이즈가 

가장 많았다. 레깅스 착용 시 불편사항으로는 Y존이 다른 부분에 

비해 불편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레깅스 착용 후 동작에 있어서는 

쪼그려 앉을 때 엉덩이 부분이 당기거나 상체를 구부릴 때 허리가 

나오는 것에 불편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레깅스 구매실태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구매가 가장 많았

고, 구매 시 고려사항으로는 원단, 브랜드, 디자인, 가격, 활동성 

순으로 분석되었다. 주로 구매하는 레깅스 브랜드로는 아디다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젝시믹스, 안다르, 나이키의 순이었다. 디자인, 

세탁 관리의 용이성, 바느질 상태, 소재, 브랜드, 활동성, 내구성 

등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격과 교환, 환불, 수선 등의 서비스

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선호도를 살펴보면, 색상은 검은색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밀착되는 디자인을 선호하였다. 레깅스를 평상복으로 착용하는 경우

도 많으나 대부분 운동 시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흡한속건 기능이 

있는 소재를 선호하였으며, 레깅스에 몸매를 정리해주는 군살 정리 

기능, 힙업 기능, 다리선 정리 기능, 복부를 눌러주는 기능 등이 

추가되기를 원하였다. 

레깅스 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착용하여 불편한 부위가 

없는 경우 동작 시에도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레깅스 제작 

시 맞음새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원단을 고려하여 레깅스를 구매한 

경우에는 봉제상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브랜드를 고려하여 구매한 

경우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호 브랜드를 구매할 

때는 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저항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선호하는 브랜드를 구매했을 경우 

디자인, 치수, 소재, 활동성, 내구성 등 대부분 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대 여성이 레깅스를 구매할 시 브랜드가 만족도

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IV. Conclusions

본 연구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애슬레저 레깅스에 대한 착의 

및 구매실태, 선호도 등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대 여대생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연령층에 

대한 레깅스에 대한 착용 및 구매실태, 선호도 등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주의하여야 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포괄적인 연령대와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Choi, M., "Mulaware, leggings launched that reflect 

customer needs in the athleisure market," BusinessKorea. 

http://www.business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

xno=63766

[2] Yang, H. M., "Syndromes hit leggings K2 simdrom 

leggings,“ Sportsdonga. https://sports.donga.com/article/a

ll/20210415/106432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