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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wearing conditions of compression wear for weight training. Compression wear

has recently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from the public and athletes as high-level functional sportswear.

The survey was conducted on 373 men in their 20s for general information on purchase behavior, preferred

brand, function, and preferred design.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n=181) were aware of the function of

compression wear. The most selected reason for wearing compression wear was for its convenience during

sports activities. Respondents had the greatest preference for designs with a round neckline, regular leggings

type, upper arm-length sleeve, and thigh-length bottom. Respondents also wanted a stronger compression in

the core muscle part (abdomen, back, and w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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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현대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쳐 스포츠 참여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현대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련된 스포츠 장비, 스포츠웨어에 많

은 투자를 한다. 스포츠 용품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

게 늘어나면서 스포츠웨어는 더 패셔너블해지고 더 다

양한 기능성이 접목되어 소비자들의 니즈에 발맞춰 발

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바쁜 현대인들이 시간과 날

씨에 제약받지 않는 인도어 스포츠를 선호함에 따라 피

트니스 센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Lim, 2014).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헬스

클럽(피트니스 센터)이 정착되어 웨이트 트레이닝이 국

민 생활 스포츠로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Hong, 199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

이 2013년에는 100만 명이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보디빌

딩(헬스)이 걷기, 등산 다음으로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

다(Choi, 2014). 이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은 균형 잡힌 체

격과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체 활동으로 인기 있는

생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다.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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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스포츠 활동이 되었다. 더불어 웨이트 트레이닝 시 착용

하는 컴프레션웨어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 주로 많이 착용하는 컴프레션웨어는 최근

주목받는 기능성 스포츠웨어이다. 엘리트 선수들의 경우

근육 이완,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컴프레션웨어를 착용

해 왔지만 일반인들에게 컴프레션웨어가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 들어서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많은 소비자가 패션성을 갖춘

스포츠 상품에서 컴프레션웨어 같은 최첨단 기능성 의

류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Lee, 2012). 실제로 롯

데백화점에 따르면 2012년 1~7월 스포츠 의류 매출이

작년 동기간보다 46.4% 늘었고, 이 배경에는 컴프레션

웨어의 폭발적인 매출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따

라서 유통업계에서도 더 많은 컴프레션웨어 브랜드를

도입하고 매장을 개편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즉각적으

로 반응하여 매출 증대를 노리고 있다(Lee, 2012). 이처

럼 컴프레션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시장 또한 확

대됨에 따라 국내 컴프레션웨어 브랜드가 많이 생겼으

며 패션성을 더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고유 기술을 개발

해 더 세부적인 고기능성의 컴프레션웨어를 시장에 선

보이며 경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술에 비해 해외

브랜드 기술이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브랜드

보다 해외 브랜드가 선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시 착용하는 남성 컴

프레션웨어의 구매 관련 행동과 착의 실태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웨이트 트레

이닝 활동에 적합한 컴프레션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며, 국내 컴프레션웨어 브랜드의 발전에 도

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1. 컴프레션웨어

컴프레션웨어란 근육의 떨림을 잡아주고 신체 혈액

순환을 도움으로써 근육의 피로도를 보다 빨리 회복시

키고 착용자의 신체 보호와 신체 기능 강화, 부상 예방

등의 효과를 주는 기능성 의류이다. 컴프레션웨어는 엘

라스틱 스타킹과 함께 오래전부터 혈관 질환자들의 치

료를 돕기 위한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Lawrence

& Kakkar, 1980; Mayberry et al., 1991).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는 중요한 문화 요소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스

포츠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컴프레션웨어는 운동 선

수들을 위한 의복으로 연구, 개발되었다(Wallace et al.,

2006). 국내에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국

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이너웨어로 착용을 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고, 프로골프 선수나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주 착용하면서 이슈가 되었다(Lee, 2012). 많은 선수

들이 컴프레션웨어를 훈련 시, 경기 중 혹은 회복 시에

착용한다. 컴프레션웨어는 혈액 순환을 향상시키고 혈

중 젖산 농도를 줄여 빠른 회복에 도움을 주며 근육의

진동을 억제하고 근육과 신경의 장애를 유발하는 혈중

크레아틴 키나아제(Creatine Kinase)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Agu et al., 2004; Bringard et al., 2006; Chatard et

al., 2004; Gill et al., 2006; Ibegbuna et al., 2003).

의학적으로 검증된 컴프레션웨어의 효과가 운동 퍼

포먼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컴프레션

웨어의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한 가지 사례로 아디다스의 컴프레션웨어를

착용 후 인체 활동 실험을 한 결과 파워가 5.5% 증가하

고 수직 점프력은 4.0% 향상, 속도는 1.1%가 증가하였

다고 한다(Sunwoo, 2013).

2. 웨이트 트레이닝

트레이닝이란 계획적인 강화 훈련을 통해 체력과 기

술을 포함한 모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합적

인 훈련과정을 말한다(Nam et al., 2010). 트레이닝을 통

해 일반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고 증진

시킬 수 있으며 운동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목표로 높

은 수준의 체력을 육성할 수 있다(Nam et al., 2010). 인

간이 환경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가기 위한 능

력을 활동력 또는 행동체력이라 하며 그 중에서 근력은

가장 중요한 체력 요소이다(Nam et al., 2010).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트레이닝은 방법과 종류가 매

우 다양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은 가장 기본적이고 전

통적인 트레이닝 중 하나이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력

트레이닝 또는 저항 트레이닝으로 일컬어지며 일반인을

비롯해 운동 선수의 체력 단련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운

동 형태 중 하나이다(Kim, 2004). 웨이트 트레이닝은 덤

벨이나 바벨 등 자유 중량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 기구나

신체 자체의 중량을 부하로 이용하는 운동, 중량물을 케

이블로 연결시킨 웨이트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밴드나

짐볼, 슬링 등의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등으로 다양하며

(Nam et al., 2010), 원하는 부위를 운동하기 위한 자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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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다. 과거에는 근육 발달과 근력 증가를 위하여 소수의

운동 선수들만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하였지만 체지

방 감소, 근육 노화 방지, 근력 증가, 골격 강화, 신체의

균형적 발달, 재활 등의 목적으로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있다(Jang &

Ahn, 1998).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과 조사기간

본 연구는 웨이트 트레이닝 경력이 있고 컴프레션웨

어를 입어본 경험이 있는 20대 남성 4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시기는 2015년 5월 27일부터

6월 13까지 수도권 체육대학, 태릉선수촌, 피트니스 센

터에서 이루어졌다. 회수된 449부 중 답변이 불완전한

76부를 제외한 373부가 연구자료로 이용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조사에 앞서, 웨이트 트레이닝 경력자들의 컴프레

션웨어 구매 관련 행동 및 착의 실태 조사를 위해 체육

대학 학생, 트레이너 10명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과 스포츠웨어 선행연구(Kim

et al., 2011; Kim et al., 2014; Kim et al., 2015)를 참고하

여 예비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예비조사는 2015년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여 30부를 회수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 설문지를 수정, 보완

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측정도구의 항목은 크게 3부분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 컴프레션웨어 구매에 관한 문항, 컴

프레션웨어 착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은 연령, 신장, 체중,

운동 선수 혹은 운동 관련 직종 여부, 주당 웨이트 트레

이닝 참여 횟수, 웨이트 트레이닝 참여 목적을 묻는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구매 관련 문항은 컴프레션웨어 기

능 인지 여부, 구매 장소, 연간 구매 횟수, 컴프레션웨어

보유 수량, 컴프레션웨어 구매 기준, 구매 경험이 있는

브랜드, 선호하는 브랜드와 선호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구매 기준은 설문문항 작성 전 실시한

인터뷰 내용과 스포츠웨어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선호하는 브랜드를 묻는 문항에서

는『2014/2015 한국패션브랜드연감』(The Apperal News

Editorial Department, 2014)과 컴프레션웨어와 관련된

각종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컴프레션웨어 브랜드를 조

사하여 설문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착용 관련 문항은 착

용하는 컴프레션웨어의 종류, 착용하는 이유, 시급한 개

선점, 컴프레션웨어에 필요한 기능성의 중요도, 선호색,

선호하는 디자인 형태, 압박이 필요한 부위, 코어 개념

의 인지 여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구매 기준,

필요한 기능성의 중요도와 선호색은 5점 척도로 조사하

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항목의 중요도나 선호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 이외의 문항은 선택형을 사용

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자료는 SPSS 21.0 for Window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빈도

분석, 다중응답분석, t-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0~24세가 362명(97.1%), 25~

29세가 11명(2.9%)으로서 대부분 20대 전반 연령층이

었다. 조사대상자의 웨이트 트레이닝 경력은 5년 이상

인 응답자가 116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 86명(23.1%), 1년 이상 3년 미만 84명(22.6%), 1년

미만이 86명(23.1%)으로 나타났다. 운동 관련 직종 종사

유무에서는 운동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이 289명

(78.1%), 웨이트 트레이닝 경력은 있지만 운동 관련 직

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가 81명(21.9%)이었

다. 조사대상자의 주당 웨이트 트레이닝 참여 횟수는 주

4회 이상 주 7회 미만이 114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주 3회 109명(29.4%), 주 2회 64명(17.3%), 주 1회 미만

41명(11.1%), 주 1회 31명(8.4%), 주 7회 12명(3.2%) 순이

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신체적 특성은 신장 172.3cm,

체중 73.1kg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웨이트 트레

이닝 참여 목적은 운동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 184명(50.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근육 증가

134명(36.5%), 체중 감량 23명(6.3%), 건강 관리 17명

(4.6%), 취미 활동 8명(2.2%), 기타 1명(0.3%)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은 컴프레션웨어 구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

항을 나타내고 있다. 컴프레션웨어의 기능 인지에 관

해서는 컴프레션웨어의 기능을 모른다는 응답이 190명

– 777 –



4 한국의류학회지 Vol. 40 No. 5, 2016

(51.2%)으로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을 안다는 응답도 181명(48.8%)이 있다. 컴프레션

웨어가 주목받은 시점이 최근인 것을 미루어 볼 때 컴프

레션웨어를 단순히 유행하는 스포츠웨어로 판단하기보

다는 48.8%라는 상당수의 소비자가 컴프레션웨어의 기

능성을 인지하고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전문적으로 소비자들의 착의 실태와 선호도를 파악하여

컴프레션웨어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컴프레션웨어 구매 장소는 전문대리점에서 구매한다

는 응답이 102명(27.7%)으로 가장 많았고 상설할인매장

83명(22.6%), 온라인 쇼핑몰 64명(17.4%), 백화점 54명

(14.7%), 대형할인매장 47명(12.8%), 기타 12명(3.3%),

시장 혹은 일반 상가 6명(1.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응답한 경우는 엘리트 선수들이 스폰서를 통해 후원을

받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컴프레션웨어 연간 구매 횟수

는 1년에 1~2회가 164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1년에

1회 미만이 134명(36.2%), 1년에 3~4회 55명(14.9%), 1년

에 5회 이상 17명(4.6%) 순으로 나타났다. 컴프레션웨어

는 비교적 고가의 스포츠웨어이며 전문적인 기능성 웨

어이므로 구매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직은 소비자들에게 컴프레션웨어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하고 착용 시의 맞음새를 가늠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쉽게 본인에게 알맞은 컴프레션웨어를 구매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구매 장소도

구매 시 직접 전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전문대리

점을 이용하거나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점이 있는 상설

할인매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컴프레션웨어 구매 시 사이즈 선택 기준은 일상복과

같은 사이즈로 구매하는 경우가 223명(72.4%)로 가장 많

았고, 일상복보다 작은 사이즈를 구매하는 경우는 62명

(20.1%)로 나타났으며, 일상복보다 큰 사이즈를 구매하

는 경우가 23명(7.5%)이 있었다.

컴프레션웨어 보유 수량에서 상의 항목은 1~2개를 보

유하였다는 응답이 146명(39.5%)으로 가장 높았고 3~4개

보유 123명(33.2%), 5개 이상 보유 53명(14.3%), 보유한

상의 없음 48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하의

항목은 1~2개를 보유하였다는 응답이 132명(41.4%), 3~

4개 보유 77명(24.0%), 보유한 하의 없음 66명(20.6%),

5개 이상 보유 46명(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설문지는 컴프레션웨어를 착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므로 보유 수량 없음에 관한

응답은 과거 컴프레션웨어를 착용해 본 경험은 있으나

현재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3>은 구매 경험 브랜드로서 다중응답으로 조

사하였다. 나이키가 289명(79.2%), 아디다스가 277명

(75.9%)으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 데상트

Table 1. General information on participants

Item Frequency %

Recognition of compression wear function

Know the function 181 48.8

Do not know the function 190 51.2

Total 371 100.0

 Compression wear purchase location

Department store 54 14.7

Large discount store 47 12.8

Permanent discount store 83 22.6

Specialized retail store 102 27.7

Online shopping mall 64 17.4

Market / shopping complex 6 1.6

Other 12 3.3

Total 368 100.0

Purchase frequency

Under once per 1 year 134 36.2

Once or twice / year 164 44.3

3-4 times / year 55 14.9

Over 5 times / year 17 4.6

Total 3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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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언더아머가 20%를 넘어 비교적 구매 빈도가 높은

편이었다.

선호하는 브랜드는 1개만 택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선호 브랜드는 나이키가 158명(42.7%)

로 가장 많았고 아디다스 119명(32.3%), 언더아머 34명

(9.2%), 데상트 15명(4.1%), 스킨스가 9명(2.4%)으로 구

매 경험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선호 브랜드도 해외 유명

브랜드가 강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경험 브랜드와

선호 브랜드는 19개의 브랜드와 기타 기재하는 항목을

제시하여 조사하였다. 기타에 기재된 브랜드는 아틀라

스, 아식스, 미즈노, RUN, TAKES, 테이크파이브, 빅터,

카파, 휠라, 페르자가 있었다. 설문문항에 제시되거나 설

문에서 조사된 컴프레션웨어 브랜드 외에도 애플라인

드, 퓨어라임, 트루카프, 액스티브 등 국내외에서 런칭

한 다양한 브랜드가 있고, 계속해서 컴프레션웨어 브랜

드가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며, 컴프레션웨어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제작하여 판

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매 경험이 있

는 브랜드와 선호 브랜드는 해외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

디다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에너스킨, 애

플라인드, 퓨어라임과 같은 국내 브랜드도 많이 생기고

있으므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컴프레션웨어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결과로 수요도 늘어나 앞으

로 컴프레션웨어 브랜드들이 국내외로 더욱 많아질 것으

Table 2. Possession number of the compression wear

Item Frequency %

Top

None 48 13.0

1-2 146 39.5

3-4 123 33.2

Over 5 53 14.3

Total 370 100.0

Bottom

None 66 20.6

1-2 132 41.1

3-4 77 24.0

Over 5 46 14.3

Total 321 100.0

      Table 3. Purchased brand (Multiple response)

(N=365)

Item Frequency %

Nike 289 79.2

Adidas 277 75.9

Descente 95 26.0

Under Armour 74 20.3

New Balance 65 17.8

Reebok 52 14.2

Puma 48 13.2

Le Coq Sportif 40 11.0

Prospecs 30 8.2

Other 30 8.2

Skins 28 7.7

Lecaf 24 6.6

Super Featuring 20 5.5

Scelido 20 5.5

Head 20 5.5

2xu 13 3.6

Enerskin 12 3.3

Compressport 11 3.0

Vitro 6 1.6

Fixgear 3 0.8

Total 1157 100.0

Table 4. Preferred brand

Item Frequency %

Nike 158 42.7

Adidas 119 32.2

Under Armour 34 9.2

Descent 15 4.1

Skins 9 2.4

Other 9 2.4

Compressport 4 1.1

Super Featuring 4 1.1

New Balance 4 1.1

Puma 4 1.1

2xu 3 0.8

Lecaf 2 0.5

Enerskin 1 0.3

Reebok 1 0.3

Scelido 1 0.3

Prospecs 1 0.3

Le Coq Sportif 1 0.3

Vitro 0 0.0

Fixgear 0 0.0

Head 0 0.0

Total 3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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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되며 브랜드 간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디자인과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이

105명(28.3%), 웨이트 트레이닝 시 동작적합성이 좋아서

84명(22.6%), 소재의 기능성이 적합해서 60명(16.2%), 착

용감이 좋아서 40명(10.8%)이었다. 동작적합성과 소재

의 기능성, 착용감을 주요 기능적 요소로 볼 때 이 3가지

가 차지하는 비율을 합했을 때 49.6%였다. 그 다음은 브

랜드 이미지가 좋아서 29명(7.8%), 가격이 적당해서 19명

(5.1%), 요즘 유행하는 제품이라서 8명(2.2%), 기타 7명

(1.9%), 봉제 상태 및 내구성이 좋아서 6명(1.6%)의 순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컴프레션웨어와 같은

기능적인 스포츠웨어를 구입할 때 동작적합성, 소재의

기능성 및 착용감을 중요시하면서도 디자인, 색상 등과

같은 표현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한 브랜드 선호 이유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능적인 요소는 모든 브

랜드에서 본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디자인이 브랜드 선호 이유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6>은 컴프레션웨어 구매 기준에 관한 조사결과

이다. 평균치를 살펴볼 때, 피부에 닿는 촉감이 좋아야

한다(3.76), 세탁 관리가 편리해야 한다(3.75), 통풍 기능

이 중요하다(3.74), 땀이 잘 말라야 한다(3.72), 입고 벗기

편리해야 한다(3.71)가 비교적 높은 점수로 나타나 컴

프레션웨어를 설계할 때 소재의 촉감과 통풍, 관리성,

착탈용이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가장 높은 점수의 피부에 닿는 촉감의 경우는 컴프레션

웨어 특성상 이너웨어 없이 피부에 직접 밀착되기 때문

에 다른 의복보다 신체 곡선, 피부의 예민도 등을 고려

Table 6. Purchase standard according to the participants' type of the occupation

Variable
Total

Mean (S.D.)
Ranking

Sports related occupation
t-value

Relevant Mean (S.D.) Irrelevant Mean (S.D.)

Good wearing feeling 3.76 ( .92) 1 3.86 ( .84) 3.41 (1.12) 3.955**

Washing and care convenience 3.75 ( .89) 2 3.81 ( .87) 3.51 ( .91) 2.768**

Ventilation 3.74 ( .82) 3 3.77 ( .83) 3.67 ( .76) .989**

High speed drying 3.72 ( .83) 4 3.78 ( .84) 3.54 ( .81) 2.253**

Easy to don/doff 3.71 ( .86) 5 3.80 ( .82) 3.41 ( .95) 3.645**

Durability and long-lasting 3.68 ( .88) 6 3.72 ( .85) 3.56 ( .96) 1.512**

Good sewing quality 3.68 ( .85) 7 3.74 ( .83) 3.47 ( .91) 2.502**

Design 3.57 ( .89) 8 3.55 ( .90) 3.62 ( .87) −.610**

Reasonable price 3.52 ( .86) 9 3.54 ( .87) 3.47 ( .85) .633**

Looking slim 3.39 ( .84) 10 3.39 ( .85) 3.41 ( .82) −.241**

Good fit 3.33 ( .87) 11 3.35 ( .85) 3.24 ( .95) 1.066**

Accentuates muscle 3.31 ( .91) 12 3.35 ( .88) 3.17 ( .98) 1.531**

Brand 3.13 ( .93) 13 3.17 ( .94) 3.03 ( .89) 1.241**

A current trend 3.08 ( .92) 14 3.09 ( .92) 3.05 ( .92) .323**

Want to feel more compression 3.05 ( .90) 15 3.06 ( .89) 3.04 ( .94)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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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reason for the preferred brand

Item Frequency %

I like the design and color 105 28.3

Convenient for movement

during weight training
84 22.6

Suitability for the fabric function 60 16.2

Good wearing feeling 40 10.8

Brand image 29 7.8

Reasonable price 19 5.1

Trendy item 8 2.2

Other 7 1.9

Sewing quality & durability 6 1.6

Suitable size 4 1.1

I like the compressed feeling 4 1.1

Washing and care convenience 3 0.8

I like the fit 2 0.5

Total 3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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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봉이 요구된다.

<Table 5>의 결과를 참고하여 해석하자면 컴프레션웨

어 구매 시 동작적합성은 기본적으로 컴프레션웨어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므로 컴프레션웨어 설계 시

에는 동작적합성은 물론이고 <Table 6>의 구매기준 항목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동 관련 직종 종사 유무에 따라 컴프레션웨어 구매

기준의 차이를 t-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

ble 6>과 같다. 땀에 잘 마르는 성질, 착탈용이성, 봉제,

세탁관리, 촉감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운

동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이 일반 남성보다 그 특성

들을 모두 더 중요시하였다.

컴프레션웨어 착용 형태는 상의만 착용한다는 응답

이 157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상 ·하의 모두 착용

147명(40.1%), 하의만 착용이 63명(17.2%)으로 나타났

다(Table 7). 일반적으로 남성의 체형에 대하여 역삼각

형의 실루엣이 이상적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건강

미 넘치는 체형에 대한 열풍과 함께 남성들 사이에서 복

근, 어깨, 가슴 근육을 성형하는 것이 인기를 끌었다(Oh,

2013; Song, 2015). 이처럼 남성들은 상체 실루엣에 대

해 관심도가 높고 웨이트 트레이닝 시에도 남성들이 상

체 운동을 위주로 하므로(Jo, 2008; Jung & Kim, 2009)

컴프레션웨어 착용 또한 상의 착용 빈도가 하의 착용 빈

도보다 더 높은 것이라 해석된다.

<Table 8>은 컴프레션웨어의 시급한 개선점에 관한 조

사결과이다. 가격이 너무 고가이다가 174명(47.0%)으로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착탈의 시

불편하다 74명(20.0%), 운동 시 활동성이 나쁘다는 25명

(6.8%)으로 나타났다. 착탈의 시 불편하다는 점은 의복

구성 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운동 시 활

동성에 대하여 큰 수치는 아니지만(6.8%) 일부 응답자들

에게 필요한 개선점으로 지목되었다. 운동 시 활동성이

중요한 컴프레션웨어의 개선점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것에 대하여서는 <Table 9>의 결과를 참고해보면 전

반적으로는 컴프레션웨어의 운동 시 활동성이 좋기 때문

에 컴프레션웨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소 불편

함이 나타나는 부위가 있어 개선할 점도 있을 것으로 해

석된다. 불편 부위나 불편함을 유발하는 동작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Table 8>에서 사이즈 선택이 어

렵다가 25명(6.8%)이었는데, 본 설문에 참여한 조사대상

자들의 신장과 체중, 인지 체형, 의복 착용 사이즈를 기

반으로 조사대상자들이 평상시 착용하는 일상복과 압박

복 사이즈를 분석하였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근육

이 많이 발달한 체형의 경우 신장 대비 신체의 둘레가 신

Table 7. Method of wearing compression wear

Item Frequency %

Only top 157 042.8

Only bottom 63 017.2

Top and bottom all together 147 040.1

Total 370 100.0

Table 8. Necessary improvement of the compression

wear

Item Frequency %

Inconvenient

in donning and doffing
74 20.0

Movement for sports activities 25 6.8

Too expensive 174 47.0

Hard to choose a size 25 6.8

Limited design 21 5.7

Feeling embarrassed

by the tightness to the body
22 5.9

Limited item choice

for limited brand types
14 3.8

Not afrequently worn

garment by others
15 4.1

Total 370 100.0

Table 9. Reasons to wear compression wear

Item Frequency %

Movement for sports activities 262 70.6

To prevent sports injury 23 6.2

Feel professional 14 3.8

Psychological factor 17 4.6

To accentuate muscle 3 0.8

When I wear compression wear,

it is cool
7 1.9

Because of an improved

exercise capacity
9 2.4

I like the fabric function 14 3.8

To prevent unnecessary

muscle tremors
10 2.7

Better comfort than

general sports wear
11 3.0

I like the design 1 0.3

Total 3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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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작지만 근육의 발달로 신체 둘레가 커지는 등 일반

적인 신체 비율과 달라져 의류 구매 시 제시되는 사이즈

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이즈 선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컴프레션웨어가 주는 낯

선 압박감, 개인별로 선호하는 압박감의 차이 등 압박감

에 대한 문제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몸에 밀착되

어 민망하다 22명(5.9%),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다 21명

(5.7%)의 항목들의 경우에도 컴프레션웨어의 기능성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디자인 면에서 다양한 시도와 연구

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9>는 컴프레션웨어를 착용하는 이유에 대한 분

포도로서 운동 시 활동성이 좋아서가 262명(70.6%)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외에도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 23명(6.2%), 일반 운동복에 비해 쾌적성이 좋아서는

11명(3.0%), 근육의 불필요한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명(2.7%), 운동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이 9명(2.4%) 있

었다.

선호하는 컴프레션웨어 디자인은 네크라인, 하의 형

태, 소매 길이, 하의 길이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Table 10). 네크라인의 경우 라운드형, V-형, 반폴라형 중

라운드형이 266명(71.3%)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하의

형태는 일반 레깅스형, 발고리 레깅스형, 일반 레깅스와

반바지 일체형, 발고리 레깅스와 반바지 일체형 중 일반

레깅스형이 218명(58.6%)으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소매 길이는 민소매, 위 팔뚝 길이 수준의 소매,

팔꿈치 바로 위 길이 수준의 소매, 아래 팔뚝 길이 수준

의 소매, 손목 길이 수준의 소매 중 위 팔뚝 길이 수준의

소매가 181명(48.9%)로 가장 선호되었고, 하의 길이는 샅

바로 아래 길이 수준의 하의, 허벅지 길이 수준의 하의,

종아리 길이 수준의 하의, 발목 길이 수준의 하의 중 허

벅지 길이 수준의 하의가 196명(53.3%)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크라인과 하의 형태의 경우는 라

운드형 네크라인과 일반 레깅스형의 가장 일반적인 디

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체에서 진행한

남성들의 이너웨어 선호 형태 조사에서도 V-형 네크라

인보다 라운드형 네크라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Um, 2015). 이는 남성들의 보편적인 디자인 선호

형태가 컴프레션웨어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소매

길이와 하의 길이는 팔꿈치 부분과 무릎 부위가 압박될

경우 활동성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움직임과 활동성에 관

련된 관절 부위가 포함되지 않은 위 팔뚝 길이 수준의

소매와 샅 바로 아래 길이 수준의 하의가 선호된 것으로

해석된다.

컴프레션웨어 착용 시 집중적인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부위는 가슴 부위 근육이 140명(38.4%)로 가장 많

았다(Table 11). 가슴 부위 근육을 제외하고 배 부위 근육

46명(12.6%), 등 부위 근육 41명(11.2%), 허리 부위 근육

38명(10.4%)이 비교적 많이 선택되었다. 이 부위들은 코

어와 관련이 있는 부위들로 몸의 중심부의 근육 압박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코어 항목을 직접적으로 선

택한 응답률도 31명(8.5%)로 나타났다. 넓은 의미로 몸

의 중심부를 본다면 하체 부위에서 허벅지 부위 근육도

29명(7.9%)이었다. 동작의 주체가 되는 사지 부위는 압

박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움직임이 많은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컴프레션웨어의 경우 동작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정도의 압박 적용 부위를 고려하여 운동 상해를 예

방하는 컴프레션웨어 설계가 요구된다.

<Table 12>는 컴프레션웨어에 필요한 소재의 기능성

의 중요도에 관한 조사결과이다. 모든 항목이 비교적

중요하게 평가되었는데 특히 잦은 세탁에도 잘 견디는

내구성(3.95)이 가장 중요한 기능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동 후 항상 세탁해야 하는 스포츠웨어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활발한 활동을 위한 신축성(3.88),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경량성(3.85)의 중요도도 비교적 높

았다. 이는 컴프레션웨어가 제2의 피부라 불려지는 만큼

스포츠 활동 시 동작성과 피부 마찰을 고려하여 활동성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컴프레션웨어의 우선

조건임을 시사한다. 바람이 잘 통하는 통기성(3.78), 땀을

빨리 흡수, 발산하는 흡한속건성(3.72), 체온의 항상성을

위한 보온성(3.70)의 기능은 warm-up과 cooling-down,

의복 착용 시 쾌적감 등 운동 시의 복합적인 인체의 열

반응을 고려하여 컴프레션웨어 설계를 해야 함을 시사

한다.

운동 관련 직종 유무에 따른 기능성의 중요도를 t-검

정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활발한 활동을 위한 신축

성,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경량성, 세탁내구성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어, 운동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일반인보다

신축성, 경량성, 세탁내구성을 더 중요한 기능성으로 평

가하였다.

색상의 선호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배색(3.13)

보다는 단색(3.32)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옅은색

(2.95)보다는 짙은색(3.44)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인터뷰와 예비설문조사에서 주관식 문항에

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몸에 밀착되는 컴프레션웨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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옅은색일 경우 이너웨어나 살이 비쳐 민망하다는 의견

이 있었다. 원색 등의 튀고 화려한 색(2.94)보다는 무채

색 계열의 색상(3.11)을 더 선호하였다.

운동 관련 직종 유무에 따라 선호하는 색을 t-검정으

로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운동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 일반인보다

무채색 계열과 무늬 있는 소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을

나타냈다.

Table 10. Preferred compression wear design

Item
Total

Frequency / Percentage (%)

Neck line 373 / 100.0

Round neck V-neck Half turtle neck

266 / 71.3 53 / 14.2 54 / 14.5

Bottom 372 / 100.0

Regular leggings Step-on leggings
Regular leggings

+ Shorts

Step-on leggings

+ Shorts

218 / 58.6 47 / 12.6 97 / 26.1 10 / 2.7

Sleeve length

Sleeveless 54 / 14.6

370 / 100.0

Upper arm length 181 / 48.9

Right above the elbow length 22 / 5.9

Lower arm length 9 / 2.4

Wrist length 104 / 28.1

Bottom length

Right below crotch length 28 / 7.6

368 / 100.0

Thigh length 196 / 53.3

Calf length 34 / 9.2

Ankle length 110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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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운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활동은

국민 생활 스포츠로서 체력 향상, 운동 능력 향상, 컨디

션 조절, 쉬운 접근성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엘리트 선

수부터 일반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컴프레션웨어의 수요가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활

동 중심의 컴프레션웨어의 착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웨

이트 트레이닝 경력이 있고 컴프레션웨어를 착용한 경

험이 있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착용

과 구매에 관련된 현황, 브랜드 선호, 기능성, 디자인 선

호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컴프레션웨어 구매에 관한 일반적 사항의 조사

결과, 컴프레션웨어의 기능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이

190명이었으나 기능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81명으로

과반수가 그 기능을 알고 있었다. 컴프레션웨어가 최근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을 고려한다면 독특한 외형이나

Table 11. Areas that need concentrated compression

Item Frequency %

Pectoral muscle 140 038.4

Back muscle 41 011.2

Abdomen muscle 46 012.6

Waist muscle 38 010.4

Hip muscle 2 000.5

Core 31 008.5

Thigh muscle 29 007.9

Knee muscle 5 001.4

Calf muscle 9 002.5

Ankle muscle 5 001.4

Shoulder muscle 15 004.1

Upper arm muscle 3 000.8

Elbow muscle 0 000.0

Wrist muscle 1 000.3

Total 365 100.0

Table 12. Importance of the functional aspects of compression wear fabric

Variable
Total

Mean (S.D.)
Ranking

Sports related occupation
t-value

Relevant Mean (S.D.) Irrelevant Mean (S.D.)

Durability for frequently wash 3.95 ( .85) 1 4.02 ( .84) 3.72 ( .85) 2.843**

Elasticity for vigorous activities 3.88 ( .82) 2 3.93 ( .82) 3.68 ( .82) 2.486*

Light weight 3.85 ( .82) 3 3.90 ( .82) 3.69 ( .82) 2.066*

Ventilation 3.78 ( .81) 4 3.82 ( .79) 3.63 ( .86) 1.906

Moisture absorption and

quick evaporation of sweat
3.72 ( .83) 5 3.76 ( .83) 3.57 ( .84) 1.804

Thermal to maintain

body temperature
3.70 ( .87) 6 3.72 ( .88) 3.63 ( .8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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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3. Preferred compression wear color

Variable
Total

Mean (S.D.)
Ranking

Sports related occupation
t-value

Relevant Mean (S.D.) Irrelevant Mean (S.D.)

Dark color 3.44 ( .82) 1 3.43 ( .82) 3.48 ( .82) −.473

Solid color 3.32 ( .87) 2 3.33 ( .85) 3.32 ( .95) .039

Combination of colors 3.13 ( .84) 3 3.15 ( .85) 3.06 ( .81) .822

Achromatic color 3.11 ( .85) 4 3.14 ( .80) 3.00 ( .99) 1.304

Textile pattern 2.99 ( .92) 5 3.03 ( .88) 2.84 (1.05) 1.662

Pale color 2.95 ( .78) 6 2.93 ( .78) 3.03 ( .82) −.948

Primary or loud color 2.94 ( .90) 7 2.96 ( .88) 2.91 ( .98)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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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닌 컴프레션웨어의

기능성이 주목받고 소비자들 또한 스포츠웨어의 기능

성을 중시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구매 장소는 전문

대리점이 27.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연간

구매 횟수는 1년에 1~2회가 4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컴프레션웨어는 고가의 기능성 스포츠웨어

에 속하고 구매 시 보다 전문적인 정보가 필요한 의복이

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구매 시 직접 정보를 얻고 구

매할 수 있는 전문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프레션웨어의 연간 구매 횟수가 비교적 낮고 상설할

인매장 또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컴프레션웨어의 시급한 개선점으로 지적된 높은 가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컴프레션웨어 구매 시 사이

즈 선택 기준은 일상복과 같은 사이즈로 구매하는 경우

가 72.4%로 가장 많았으며 컴프레션웨어 보유 수량은

상의의 경우 1~2개가 39.5%, 하의의 경우 1~2개 41.1%

로 조사되었다.

둘째, 브랜드 관련 조사결과로 구매 경험이 있는 브랜

드로 나이키가 79.2%, 아디다스가 75.9%로 압도적으

로 많았다. 선호 브랜드 또한 나이키 42.7%, 아디다스

32.2%로 컴프레션웨어 분야도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선

점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국내 브

랜드도 많이 생겨나 컴프레션웨어 시장에 가세하여 소

비자들의 수요에 발맞춰가고 있다. 선호하는 브랜드의

선택 이유는 디자인과 색상이 마음에 들어서라는 응답

이 28.3%로 가장 높았는데 스포츠웨어도 일반적으로 의

류를 선택하는 기준과 유사하며 디자인성은 컴프레션

웨어에서도 중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컴프레션웨어

의 고기능성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라 다양

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컴프레션웨어

를 선보인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될 컴프레션웨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컴프레션웨어 구매 기준은 세탁 및 관리의 편리

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고 직종의 운동 관련성에 따

라 컴프레션웨어를 구매하는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피

부에 닿는 촉감, 착탈편리성, 세탁 및 관리의 편리성, 속

건에 대한 기능성, 봉제 상태에 관한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컴프레션웨어 착용 형태에서는 상의만 착용

하는 경우가 42.8%로 가장 많았고 근소한 차이로 상 ·

하의 모두 착용한다는 경우가 40.1%로 나타났다. 컴프레

션웨어의 시급한 개선점으로는 가격이 너무 고가이다

(47.0%)로 조사되었다. 컴프레션웨어를 착용하는 이유

는 운동 시 활동성이 좋아서가 70.6%로 압도적으로 높

았다. 이외에도 부상 방지, 쾌적성, 근육 떨림 방지 등의

컴프레션웨어의 기능성과 관련된 항목들이 착용 이유로

조사되었다. 컴프레션웨어의 활동용이성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중요한 요소이고 이미 다양한 기능성들

이 접목된 컴프레션웨어도 개발되어 출시되고 있다. 소

비자들의 선호도와 각 스포츠 종목별 특성에 맞는 기능

적 측면을 고려한 세부적인 컴프레션웨어의 설계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컴프레션웨어 디자인으로 가장 선호되는 형태는

라운드형 네크라인(71.3%), 일반 레깅스형 하의(58.6%),

위 팔뚝 길이 수준의 소매(48.9%), 허벅지 길이 수준의 하

의(53.3%)로 조사되었다.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

인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이 컴프레션웨어 디자인 선호

형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소매와 하의 길이는 운

동 시 동작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관절 부위가 포함되

지 않도록 선택한 것으로 보아 컴프레션웨어 설계 시 인

체의 관절 가동 범위와 스포츠 종목별 동작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적인 압박이 필요한 부

위로는 가슴 부위 근육이 38.4%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

으며, 배 부위, 등 부위, 허리 부위, 코어 등 넓은 의미에

서 코어 부위에 해당하는 신체 부분들이 집중적 압박이

필요한 부위로 선택되었다. 코어를 집중적으로 압박하

는 컴프레션웨어를 개발한다면 컴프레션웨어를 착용함

으로써 코어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스포츠 활동

시 운동 상해를 예방하고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컴프레션웨어에 필요한 소재의

기능성 중요도에서는 흡한속건성, 통기성, 신축성, 보온

성, 경량성, 내구성 모든 항목이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

되었다. 직종의 운동 관련성에 따라 중요시되는 소재의

기능성을 살펴보면 내구성, 경량성, 신축성 항목에서 유

의차가 나타났다. 컴프레션웨어의 선호색으로는 배색보

다는 단색, 옅은색보다는 짙은색, 원색 등의 튀고 화려

한 색보다는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많은 조사대상자들이 튀지 않는 보편적인 디자

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설문결과에 따르

면 컴프레션웨어의 디자인이 다양하지 않다는 부분도

불만사항으로 나타났다. 컴프레션웨어의 대부분은 기능

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컴프레션웨어가 고기능성의 스포츠웨어로서 기본적으

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소비자들의 구

매 결정에는 디자인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

으로 판단된다. 컴프레션웨어 시장에서는 기능성 측면

에만 치우치기보다는 디자인적 측면 또한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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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입지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연구는 국내 스포츠웨어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컴프레션웨어 착의 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

의 니즈에 맞는 컴프레션웨어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해외 브랜드가 선점하고

있는 컴프레션웨어 마켓에서 국내 브랜드들이 한국 소

비자들을 위하여 적합한 컴프레션웨어를 개발하고, 나

아가 아시아 마켓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제

공할 수 있도록 컴프레션웨어의 연구와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가 20대에 한정되어 있으며,

30대와 40대의 착의 실태가 함께 조사되지 못하였으며,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

것에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로는 연령층을 확대하여

조사함으로써 한국 남성들의 컴프레션웨어 착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며, 여성들의 운동 참여도 많아지고 있으

므로 여성의 컴프레션웨어 착의 실태에 대해서 연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착의 실태를 기반으로 하여

소비자들의 필요에 대응하는 컴프레션웨어 개발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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