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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urchasing and wearing conditions of wetsuits, and analyzes consumer aware-

ness on wetsuit functional factors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brands. This research provides basic in-

formation on presenting competitiveness and developing suitable wetsuits for the Korean body shape through

an investigation of a size system.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to consider consumer awareness

with 10 persons of different levels of scuba diving experience. The survey variables consist of classified

suggestion of inquires for functional factors and size systems. We distributed 80 questionnaires to scuba

diving club members; subsequently, a total of 66 usable data sets were cod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rough

SPSS WIN 18.0. The result shows that respondents preferred imported ready-to-wear brands, whereas natio-

nal ready-to-wear brands were purchased less often. However, the difference in customer awareness of func-

tional factors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brands was not significant. In evaluating the size system of

six brands (including three domestic and three imported brands), wetsuits of domestic brands were better

fitted to the Korean body shape than imported brands; however, competitiveness has been hindered by pu-

blic perception that domestic brands imitate imported brands. The results suggest that domestic brands can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through promoting a lower price and size suited to Koreans while trying to

change public perception as imitators of imported brands.

Key words: Wetsuit, Scuba diving suit, Size system, Wearing condition, Product development; 웨트수트,

스킨스쿠버복, 사이즈 체계, 착용실태, 제품개발

I. 서 론

우리는 삶의 질과 여가활동에 관심이 높은 현대사회

에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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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고조됨에 따라, 최근 여가활동은 다양해지고 전문

화되어 가고 있다.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Korea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3)에 의하면

국민들의 여가활동방법 중 스포츠 활동의 비율이 2010년

20.5%에 비해 6.4%p 증가하여 2012년 26.9%로 나타났

다. 이처럼, 운동의 중요성이 높이 인식되어 가는 추세이

며, 수상레저 스포츠와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는 매니아

층을 중심으로 한 조직화된 동호회 형태로 전문성을 확

보해나가고 있다(Yoon et al., 2007).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가로서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에 적

합하며 세일링요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수상스키,

윈드서핑, 페러세일, 스쿠버다이빙, 워터슬레드 등 스릴

을 맛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Lee

& Choi, 2003). 수상레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착용

하는 특수 의복 중 가장 일반적인 의복은 웨트수트(Wet-

suit)이다. 웨트수트는 경제적이고 관리가 편리하기 때

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주로 착용된다(Kim, 2012).

웨트수트란 네오프렌과 같은 합성고무로 만든 잠수

복으로 수트와 신체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 물이 체온에

의해 따뜻해짐으로써 체온을 유지하게 된다. 웨트수트

에 있어서 체온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물속은 열전도력

이 공기보다 25배 크므로 체온의 급속한 열손실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깊이 잠수할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수압

이 높아져 9mm의 네오프렌의 두께가 수심 30m에서

3mm로 저하될 정도로 의복의 두께가 감소되어 단열력

이 급격히 저하된다. 웨트수트에 사용하는 네오프렌 소

재는 다양한 두께로 생산되며 아루믹스 네오프렌, 티타

늄 네오프렌, 루바텍스 네오프렌 등 다양한 종류가 있

다. 또한 네오프렌의 안과 밖에는 나일론 저지와 라이

크라 등을 내구성 향상을 위해 부착한다(Kim & Kwon,

2000). 웨트수트를 판매하고 있는 해외의 기업들은 4방

향으로 200% 신축성을 가지는 네오프렌, 인체공학 패

턴, 빨리 건조되는 웨트수트 등을 개발하여 그들만의 인

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 중 고기능성 의류시장의

수입은 급증하고 수출은 급감하고 있는 실태이며(Choi,

2001), 특히 국내의 웨트수트와 같은 고기능성 의류업

체들은 자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제품개발에 대한 투

자보다 외국 제품을 물성테스트나 주관적 테스트 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상품화,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hung & Kwon, 2004). 국내 스킨스쿠버복 생산실태를

조사한 Choi and Jeong(2009) 연구에 따르면, 국내 생산

업체들은 주로 OEM 방식을 채택하거나 수입만 하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규모가 협소하고 영세하다고 하였

다. 또한 사이즈를 정하는 기준에 있어 KS 규격을 사용

하지 않는 실정이다.

웨트수트에 관한 선행연구로 Choi and Jeong(2009)

의 국내 남성용 스킨스쿠버복 생산실태 및 소비자 만족

도에 관한 연구, Choi(2011a)의 30대 남성용 웨트수트

패턴 축소율에 관한 연구, Kim and Kwon(2000)의 잠수

복 의복재료의 단열력에 관한 연구, Yoon et al.(2007)의

수상레저 스포츠 참여자의 전문화 수준, 위험지각 및 만

족도와의 인과관계를 살펴 본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남성에 편중된 경향을 지니며 웨트수

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사이즈 체계에 관한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Choi and Jeong(2009)의 연

구에 의하면, 국내 기성 제품의 사용비율이 월등히 높았

으며, ‘몸에 맞는 정도’와 ‘디자인’의 항목에서 수입 제

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제품이 국내 기

성 제품에 비해 더 다양한 사이즈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품이 한국인의 체형이나 사이즈

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응답

자가 남성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으며 현재 대

중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국내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에

대한 사이즈 체계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

었다.

이에 본 논문은 웨트수트 구매와 착용실태를 파악하

고, 국내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 사이에 제품의 기능적

요소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외 브랜드 웨트수트의 사이즈 체계를 점검

함으로써 웨트수트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함과

동시에 국내 웨트수트 브랜드의 현 상황을 점검하여 경

쟁력이 있는 요소를 찾아내고, 향후 웨트수트의 국내

자체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설문조사

2013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대학교 포스

코 수영강사 2명과 아산시 스킨스쿠버 동호회원 6명을

대상으로 웨트수트 만족도와 동작편의성에 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심층면접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고 설문지 항목과 내용을 구성하

였다. 이후 1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스킨스쿠버 다이빙

초보자 1명과 전문가 1명을 심층면접하였다. 이를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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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항목과 내용을 수정 및 보

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의 스킨스쿠버 동호회원들

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80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66부를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1) 설문문항

본 연구는 웨트수트의 동작편의성, 선호도 및 만족도,

착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조

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작편의성은 3가지 항목으로, 먼저 물 속과 물 밖에

서 목, 어깨, 팔, 허리, 다리를 포함한 신체부위별 편의

성, 그리고 한 손을 위로 든 자세에서 신체부위별 부담

정도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편의성에 관한 각

항목은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웨트수트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세 항목으로 구성하

였다. 첫째, 착용해 본 잠수복 스타일과 그에 대한 선호

도, 둘째, 국내 ·외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기성복과 맞춤

복에 대한 선호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매우 선호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선호한다(5점)’까지의 5점 Lik-

ert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착용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른

다’를 포함시켰다. 셋째, 국내 ·외 브랜드에서 출시하는

기성복과 맞춤복의 디자인, 색상, 보온성, 착용감, 동작

편의성, 착용편의성, 가격, 신축성에 대한 만족도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만족도에 관한 각 항목은 ‘매우 불만

족한다(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5점)’까지의 5점 Lik-

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웨트수트의 착용실태 파악을 위한 사이즈에 관한 내

용은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첫째, 착용 시 신

체에 밀착 및 압박되는 정도, 둘째, 구매 및 대여 시 시

착횟수와 셋째, 착용하는 웨트수트의 사이즈에 관한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웨트수트의 대여실태는 잠수복 대

여 시 구비된 사이즈의 이용편의성, 맞는 사이즈가 없을

때 대체 사이즈 선택 행동, 잘 맞지 않은 사이즈 착용

시 불편한 점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웨트수트의 구매실태는 웨트수트 구매횟수, 구매한 브

랜드,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소비자 대상 조사내용은 크게 두 항목으로,

첫째, 응답자의 연령, 성별, 다이빙 경력, 다이빙 횟수를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과 둘째, 응답자의 키, 체중, 브래

지어 사이즈, 상의 사이즈, 바지 사이즈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표본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사항 중 연령분포는

‘19세’ 5명(7.6%), ‘20~25세’ 20명(30.3%), ‘26~30세’ 23명

(34.8%), ‘31~35세’ 10명(15.2%), ‘36~40세’ 4명(6.1%),

‘45세 이상’ 4명(6.1%)으로 20대가 65.1%인 절반 이상

을 차지하였으며, 성별은 ‘남성 응답자’ 36명(54.5%), ‘여

성 응답자’ 30명(45.5%)으로 나타났다. 다이빙 경력은

‘1년 이하’ 22명(33.3%), ‘2~3년’ 20명(30.3%), ‘4~5년’

8명(12.1%), ‘6~7년’ 4명(6.1%), ‘8~9년’ 4명(6.1%), ‘10년

이상’ 8명(12.1%)로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7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사이즈 체계 조사

국내 ·외 브랜드 웨트수트와 한국인 체형에 대한 적

합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시판되는 웨트수트

의 사이즈 체계와 스킨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대한 선호

가 높은 20~30대의 체형을 비교하였다. 한국인 20~30대

남성과 여성의 사이즈 정보는 사이즈 코리아에서 2010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진행한 제6차 인체치수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자료는 키, 몸무게, 가슴

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Ko-

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1).

각 브랜드의 사이즈 체계는 각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였다.

사이즈 체계 조사를 위해 선정한 브랜드는 총 6개로

국내 브랜드 3개와 수입 브랜드 3개를 포함한다. 국내 웨

트수트 브랜드 선정은 심층면접과 2차 자료를 통해 국

내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보급되어 있는 브랜드 3개

를 선정했으며, 선정된 국내 브랜드는 아마다스(Amad-

a's), 바다강(Badagang), 에스티엠(STM)이다. 아마다스는

1998년 설립된 국내 수영수트 전문 브랜드로 국내 국방

부와 해양경찰, 해양소방에 납품이 되고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이며, 웨트수트 가격은 230,000~300,000원이다.

바다강은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서 많은 인지도를

얻어 왔으며, 해외 유수 해양기업들에게 OEM 납품을 해

오다 자체 브랜드를 런칭한 국내 브랜드로, 웨트수트 가

격은 200,000~400,000원이다. 에스티엠은 2009년 설립

된 신생 브랜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소재의 우수성에

대한 입소문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국내 브랜드이며,

웨트수트 가격은 330,000~670,000원이다. 수입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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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또한 10명의 심층면접과 2차 자료를 통해 대중적

이며 인지도 있는 여러 개의 브랜드를 설정하고, 설문조

사를 통해 최종 3개의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수입 브랜드는 모비스(Mobby's, Japan), 아쿠아렁(Aqua

lung, U.S.A), 포스 엘레먼트(Fourth element, UK)이다. 모

비스는 1963년 일본에서 설립되어 국내에 수입된 지는

30년이 넘었으며, 한국인들의 체형에 맞춘 수트와 3D 스

캐너로 측정한 인체사이즈 데이터와 해부학적 연구가

결합된 웨트수트를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다. 모비스의

웨트수트의 가격대는 300,000~500,000원이다. 아쿠아렁

은 미국 브랜드로 1943년 설립되었으며 항공 인명 구조,

공중 안전, 군사 다이빙 작전을 위한 특수 장비를 제공

한다. 아쿠아렁의 웨트수트 가격은 480,000~780,000원

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포스 엘리먼트

는 영국 브랜드로 포스 엘리먼트의 가격대는 200,000~

300,000원 수준이다.

3. 통계분석

자료의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WIN Ver.18.0을 사

용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독

립표본 t검정, 상관관계분석, 일원분산분석(One-way AN-

OVA), 사후분석으로는 던컨(Duncan)과 LSD를 사용하

였다.

III. 연구결과

1. 웨트수트에 대한 선호도와 구매빈도

수입 기성복 브랜드의 웨트수트를 1회 이상 구매해

본 사람의 비율은 39.4%로 가장 높았고 수입 맞춤복 브

랜드의 웨트수트를 1회 이상 구매해 본 사람의 비율은

7.6%로 가장 낮았다. 국내 기성복 브랜드와 국내 맞춤

복 브랜드, 수입 기성복 브랜드와 수입 맞춤복 브랜드

를 착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각각 74.2%, 55.4%,

81.8%, 55.2%였다(Fig. 1).

각 브랜드를 착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착

용기간별 각 웨트수트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본 결과,

웨트수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에 있어 국내 브랜드

보다 수입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

한 차이는 없었다(국내 브랜드 선호도: 3.42±0.86, 수입

브랜드 선호도: 3.65±0.86, p=.077). 국내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를 각각 맞춤복과 기성복으로 세분화했을 때에

는 그룹 간 유의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p=.001). 국내 기

성복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국내 맞춤복 브랜드와 수

입 기성복 브랜드의 선호도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p<

.05), 수입 맞춤복 브랜드의 선호도보다 낮은 경향이 있

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1).

국내 기성복 브랜드, 국내 맞춤복 브랜드, 수입 기성

복 브랜드, 수입 맞춤복 브랜드 각각에 대한 착용기간

과 착용빈도에 따른 선호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시행한 결과, 오직 수입 맞춤복 브랜드 선호도에

대해서만 웨트수트 착용기간과 착용빈도에 따른 유의

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그 외의 브랜드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다(Fig. 2).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시행하였으

나, 성별에 따른 선호도에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

었다.

2. 웨트수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웨트수트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7가지 요인(착용감,

가격, 보온성, 착용편의성, 동작편의성, 디자인 및 색상,

신축성) 가운데 착용감이 가장 높았고(5.02±1.07), 그 뒤

를 이어 가격(5.00±1.15), 보온성(4.88±1.04), 착용편의성

(4.74±1.08), 디자인 및 색상(4.69±1.11), 동작편의성(4.69

±1.14), 그리고 신축성(4.40±1.08)의 순서로 많이 고려하

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국내 기성복 브랜드와 국내 맞춤복 브랜드, 수입 기

Fig. 1. Brand preference and purchase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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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 브랜드, 수입 맞춤복 브랜드 사이에 각 요소에 대

한 만족도를 착용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해 조사한 결

과, 각 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

=8.693, p<.001). 각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가격을 제외

한 여섯 가지의 요인들에 대해서 각 조건에 대한 유의

한 차이가 없었으며, 오직 가격에서는 국내 기성복 브

랜드가 다른 세 종류의 브랜드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만족도를 확인하였다(p<.05)(Table 2).

3. 웨트수트의 대여실태

웨트수트를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웨트수트를

대여해서 착용하는 사람은 총 25명 중 21명으로 84.0%

였으며, 이들 중 대여 시 자신에게 꼭 맞는 웨트수트 사

이즈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은 21명 중

6명으로 28.6%였다. 이들 중 일부는 꼭 맞는 사이즈가

없을 경우 좀 더 크거나 작은 사이즈를 착용한다고 응

답하였으며, 잘 맞지 않은 사이즈를 대여해서 착용했을

때 동작에서 더 불편함을 느끼고 쉽게 지친다고 응답한

사람이 총 4명으로 66.6%로 나타났다(Fig. 3).

웨트수트를 대여하여 입을 경우, 구매해서 입는 사람

들에 비해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모두에서 조금씩 불

편함을 더 느꼈지만, 독립표본 t검정 결과 구입 시 동작

편의성과 대여 시 동작편의성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다만 어깨부위에서는 유의수준에 근사한 값으로

대여 시에 구입 시보다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을 확

인하였다(p=.063)(Fig. 4).

4. 웨트수트의 동작편의성 조사

웨트수트는 물 밖과 물 속에서 모두 착용하는 의복이

므로, 동작편의성에 대해서 물 속과 물 밖을 구분해서

조사하였고, 이에 대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한 결과

목, 어깨, 팔, 허리, 다리의 신체부위 다섯 곳 모두에서

물 속보다 물 밖에서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p<.05). 물

Table 1. Brand preference according to periods of wearing wetsuits

Brand

type

Brand preference

Periods of wearing wetsuits

Less than 1 yr 2-3 yrs 4-5 yrs 6-7 yrs 8-9 yrs More than 10 yrs Mean

NRB
N=15 N=15 N=4 N=4 N=3 N=8 N=49

3.00±0.88 3.33±0.72 3.50±1.29 3.75±0.50 3.33±0.58 3.13±0.64 3.26±0.78

NCB
N=11 N=10 N=3 N=4 N=1 N=7 N=36

3.55±1.04 3.40±0.97 4.00±1.00 3.75±0.50 2.00 4.14±0.69 3.63±0.93

IRB
N=18 N=16 N=7 N=3 N=2 N=8 N=54

3.55±0.78 3.75±1.06 3.86±0.69 3.67±0.58 4.00±1.41 3.62±0.74 3.69±0.84

ICB
N=13 N=10 N=3 N=4 N=1 N=5 N=36

3.92±0.76 3.80±0.92 4.00±1.00 3.50±0.58 2.00 2.60±0.55 3.61±0.90

NRB = National ready-to-wear brand; IRB = Imported ready-to-wear brand; NCB = National custom-made brand; ICB = Imported 

custom-made brand

Brand preference scale: 1 = Non-preferred at all; 2 = Non-preferred; 3 = Neither; 4 = Preferred; 5 = Preferred a lot

Fig. 2. Distribution of brand preference of imported

custom-made brand and frequency of wear-

ing wetsuits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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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웨트수트를 착용하고 있을 때의 목과 어깨, 팔,

다리는 ‘조금 불편한’ 수준이었으며 허리는 이보다는 조

금 덜 불편한 수준이었다(Table 3).

5. 웨트수트의 사이즈 선택 및 브랜드 사이즈 체

계 조사

웨트수트의 사이즈 선택 시 신체사이즈와 동일한 수

트를 입어서 몸에 밀착되기는 하지만 압박되지는 않는

다(52.2%)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신체사이즈보다 약

간 작은 수트를 입어서 몸에 완전히 밀착되며 신체를 압

박하는 느낌이 다소 있다(37.4%)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신체사이즈보다 약간 큰 수트를 입어서 완전히 밀착되

지 않는다는 의견은 7.2%였고 신체사이즈보다 훨씬 작

은 수트를 입어서 몸에 완전히 밀착되면 신체를 꽉 압

박한다는 의견이 2.4%였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스킨스쿠버용 웨트수트 브랜드를

중심으로 국내 ·외 브랜드의 사이즈를 비교해 본 결과,

시판되는 웨트수트 기성복의 사이즈는 브랜드마다 사

이즈가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칭 표기는 브랜

드에 상관없이 대체로 S, M, L, XL로 사용하고 있었고,

기준이 되는 신체치수는 키와 몸무게, 그리고 가슴둘레

는 모든 브랜드에서 사용하였으며,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는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각 신체치수를 다른 브

랜드의 신체치수와 비교 시 브랜드별 큰 차이를 보였는

데 일부 브랜드의 M 사이즈는 다른 브랜드의 L 사이즈

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Table 4>는 한국의 20∼30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신

Table 2. Consumer satisfaction of wetsuits

Elements
NRB NCB IRB ICB

F
N=40 N=18 N=42 N=10

Design and color 3.88±1.31 3.94±1.00 4.26±1.13 4.6±0.97 01.772

Thermal insulation 4.33±0.83 3.94±0.73 4.43±0.83 4.40±1.08 01.465

Subjective wearing sensation 4.03±0.95 4.00±0.91 4.02±1.07 4.20±1.23 00.098

Motion comfortability 3.98±1.16 4.00±0.77 3.93±1.02 4.20±1.23 00.178

Wearing comfortability 3.90±1.28 3.72±1.02 3.62±1.01 3.80±1.55 00.405

Price 4.08±1.21 3.33±1.14 2.76±0.91 2.70±1.25 11.096***

Elasticity 3.70±1.09 3.83±0.92 3.83±1.01 3.90±0.88 00.180

***p<.001

NRB = National ready-to-wear brand; IRB = Imported ready-to-wear brand; NCB = National custom-made brand; ICB = Imported 

custom-made brand

Consumer satisfaction scale: 1 = Very dissatisfied; 2 = Dissatisfied; 3 = A little dissatisfied; 4 = A little satisfied; 5 = Satisfied; 6 = 

Very satisfied

Fig. 3. Rental experiences of wet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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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치수가 브랜드별 사이즈 체계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

여준다. 사이즈 코리아 6차 신체치수를 바탕으로 남성

과 여성 20~30대 평균치수(Mean)와 표준편차(S.D.: s)를

기준으로 브랜드 사이즈 체계를 비교하였다. 전체적으

로 국내 브랜드들이 20~30대 한국인의 체형과 더 유사

한 사이즈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브랜

드 중 아마다스는 20~30대 한국 남성의 ML에, 바다강

은 L에, 에스티엠은 M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

내 브랜드가 수입 브랜드에 비해 표준체형과 표준편차

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 브랜드로서 20~30대

한국 남성 표준체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일본 브랜드 모

비스(L 사이즈), 미국 브랜드 아쿠아렁과 영국 브랜드

포스 엘리먼트(이상 M 사이즈)를 들 수 있다. 사이즈 간

차이를 살펴보면, 3개의 국내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 모

비스는 전체 사이즈가 평균 체형치수와의 편차가 ±2s 내

외로 사이즈 간 크기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미

국 브랜드 아쿠아렁은 ±3s 내외이고 영국 브랜드 포스

엘리먼트는 −2s~+8s로 브랜드 사이즈 간 차이가 크고

그 범위가 넓음을 확인하였다. 여성용 사이즈 체계에서

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20~30대 한국 여성 표준체형에

더 가까운 사이즈는 국내 브랜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브랜드 아마다스와 바다강은 20~30대 한국 여성

의 M 사이즈에 해당하고, 에스티엠의 경우 S 사이즈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용과 마찬가지로 국내

브랜드의 경우 수입 브랜드에 비해 표준체형과의 표준

편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30대 한국 여성

표준체형에 가장 가까운 사이즈는 수입 브랜드로 일본

브랜드 모비스의 경우 ML, 미국 브랜드 아쿠아렁은 S,

영국 브랜드 포스 엘리먼트의 경우 M에 가장 가까운 것

으로 보인다. 여성용 사이즈 체계는 남성용보다 브랜드

별 차이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포스 엘리먼트의 경

우 남성용의 사이즈 간의 편차가 매우 컸으나 여성용은

다른 브랜드와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위별 사이즈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모비스는 가슴둘

레와 허리둘레 사이즈가 유난히 작게 설정되어 있고, 포

스 엘리먼트의 경우 키에 비해 다른 부위 치수에 작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웨트수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 차이

국내 웨트수트 소비자들은 국내 웨트수트 브랜드보

다 수입 웨트수트를 다소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

히 국내 기성복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조

사됐다. 실제로 구매하는 비율은 수입 기성복 브랜드가

가장 높았으며, 국내 기성복 브랜드가 그 뒤를 이었고

맞춤복 브랜드의 경우 선호도는 높았지만 실제 구매하

는 비율은 기성복에 비해 절반 이상 적었다. 선호도와

구매비율에서 이러한 차이가 관찰되는 이유는 가격요

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소

비자들이 웨트수트를 구매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

인 중 두 번째에 가격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가

격은 국내 브랜드가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고(p<.05), 수입 기성복 웨트수트의 가격은 국내 기성복

웨트수트 가격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200%까

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Table 3. Consumer satisfaction of wetsuit

Elements
Motion comfortability

†

t
Out of water In the water

Neck 2.83±1.13 3.39±1.08 4.049***

Shoulders 2.82±1.05 3.62±0.92 5.412***

Arms 2.88±0.90 3.50±1.13 4.207***

Waist 3.33±1.03 3.59±1.16 2.067***

Legs 2.77±0.97 3.41±1.08 4.514***

*p<.05, ***p<.001
†
Motion comfortability scale: 1 = Very uncomfortable; 2 = 

Uncomfortable; 3 = A little uncomfortable; 4 = Neither; 5 = 

Comfortable

Fig. 4. Comparison of motion comfortability between

rental and purchased wet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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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브랜드 카테고리의 네 가지 요인들 가운데 가격

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적 요인들(동작편의성, 착용감,

신축성)과 미적 요인(디자인 및 색상)에 대해서는 유의

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국내

기성복 웨트수트의 기능성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호도에 있어 다른 세 종류의 카테고리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국내 기성복 웨트수트 브랜드의 자체

적 R&D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기인할 가

능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 가운데 흥미로웠던 부분 중 하나는 착용

경력과 착용빈도에 따라 수입 맞춤복 웨트수트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특히 착용빈도

Table 4. Comparison of ready-to-wear wetsuit's size system

Brand Male Female

Amadas

(Korea)

Badagang

(Korea)

STM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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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p<.001 수준에서 부

적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다른 웨트수트(국내 기성복

브랜드, 국내 맞춤복 브랜드, 수입 기성복 브랜드)에서

는 착용경력에 따른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

은 것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러

한 현상이 관찰된 원인으로는 수입 맞춤복 브랜드의 기

능성에 대한 인식과 가격에 대한 인식을 참고해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수입 맞춤복 브랜드의 신축성, 착용

감, 동작편의성 등 기능적 요소에 대한 인식은 가격에

서 경쟁력이 높았던 국내 기성복 브랜드와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능에 비해 가격이 지

나치게 높다는 것을 경력이 길고, 착용횟수가 많은 소

Table 4. Continued

Brand Male Female

Mobby's

(Japan)

Aqua lung

(U.S.A)

Forth element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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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일수록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동작편의성에 대해서는, 물 속에서보다 물 밖에서 유

의하게 모든 신체부위에서 불편함을 더 느꼈는데, 이

는 웨트수트를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수상 스포츠에서도 착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주목할 만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기존의 웨트수트에 대

한 연구는 대부분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을 상대로 조사

되었으며, 물 밖에서 주로 활동하는 다른 수상 스포츠인

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두 집단

의 착용환경과 동적 자세가 상이하므로, 더 많은 착용

자를 고려한 웨트수트의 개발 혹은 착용환경에 따른 세

분화된 웨트수트와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2. 웨트수트 사이즈 체계의 문제점

한국에서 판매되는 웨트수트의 사이즈 체계를 조사

한 결과 사이즈 체계뿐만 아니라, 각 사이즈별 권장되

는 신체사이즈도 브랜드마다 상이하였는데, 이는 세 가

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첫째, 브랜드별로 상이한

사이즈 체계는 소비자들이 사이즈를 선택할 때 혼란을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입는 의복과 동일한 사이

즈의 웨트수트를 입었을 때 사이즈가 크게 달라 구매 시

착용횟수가 증가할 것이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

는 등 직접 착용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이즈 체계표를 꼼

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이상, 맞지 않는 사이즈를 선택

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 다른 비용을 야기한다.

둘째, 한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브랜드에서 키, 몸무게,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신체치수에 대한 범

위가 한국인의 표준체형과 각 항목별에 따라 지나치게

달라서, 소비자들이 사이즈 체계표를 보고 사이즈를 선

택하는 경우, 자신의 몸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할 때 자

신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항목도 있고 아닌 항목도 있어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선택할지에 대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비스(남성)의 경우, 키를 기준으로

할 경우 L를 입을 수 있는데,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하

는 경우에는 XL를 입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이

즈 체계를 조사한 여섯 브랜드 가운데 국내 브랜드가 가

장 한국인의 표준체형에 근접한 사이즈 스펙트럼을 보

여주었으나, 국내 브랜드 역시 키와 몸무게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선택할 때에는 M이더라도 허리둘레를 기준으

로 사이즈를 선택한다면 S을 선택해야하는 등 한국인의

표준체형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사이즈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신체사이즈, 특히 부위별 사이즈는 개인별

로 상이해서 일률적인 사이즈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경

우 불가피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 한계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표준체형에 가장 근접한

사이즈 체계로 수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3.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본 연구는 웨트수트에 대한 국내 브랜드의 활성화 방

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인의 웨트수

트에 대한 인식과 실제 수입과 국내 브랜드에서 제시하

는 사이즈표를 점검해보았다. 본 연구결과, 웨트수트의

구매에 있어 수입 브랜드를 다소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구매빈도도 수입 기성복 브랜드에서 가장 높았지

만, 웨트수트의 기능적 요소들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가격경쟁력은 국내 기성복 브랜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웨트수트를 구매할 때 가

격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파악된 바, 가격

경쟁력을 가진 것은 상당한 구매촉진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수입 맞춤복 브랜드의 경우 가격에 비해 기

능성의 우수함이 확인되지 않은 탓에 경력이 오래될수

록 선호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한 바 있으므로 국내 브랜

드가 다른 수입 기성복 브랜드와 기능적 요소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차이가 없으면서 가격경쟁력이 우수하

다는 점은 국내 브랜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함

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부분이다.

또한 사이즈 체계에 있어서도 국내 브랜드가 수입 브

랜드에 비해 한국인의 표준체형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브랜드인 모비

스의 경우, 한국인의 인체치수에 맞춘 웨트수트를 생산

하는 것으로 활발한 마케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인체치수와 사이즈표가 크게 달랐다. 이러한

점은 국내 브랜드가 보다 한국인 체형에 적합한 사이즈

체계를 제작하고 웨트수트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음을 나

타내고 있으며 이는 국내 브랜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브랜드가 가격경쟁력이 우수함에도 불

구하고 선호도가 낮았던 것은 국내 기성복 웨트수트 브

랜드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수입 브랜드의 모방이라

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R&D를 통해 독

자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를 소비자

들에게 인식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

웨트수트 브랜드의 경쟁력인 사이즈 체계와 가격을 더

욱 효과적으로 마케팅함과 동시에 수입 브랜드의 모방

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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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의 전환과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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