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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7S1A5A2A01026909).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prototype� design� method� of� compression� wear�

for� women� professional� soccer� players.� Despite�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female� soccer� players� in� world� competition,� most� functional� wear� has� been�

developed� mainly� for� men,� so� professional� female� athletes� have� fewer� choices.�

Soccer� is� a� sport� requiring� core� and� lower� body� muscle� strength,� and� muscular�

endurance� for� long� periods� of� playing� or� walking� on� the� field.� Female� soccer�

players� did� not� differ� much� in� upper� body� compared� to� other� women,� but�

their� lower� body� had� a� smaller� hip� circumference� than� waist� circumference� and�

a� larger� thigh� circumference,� requiring� compilation� consider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movement� of� athletes.� Female� soccer� players� wear� sports�

bras� while� playing� but� � regular� bras� and� compression� wear� during� normal�

exercise� because� they� sweat� on� under� their� breast,� which� irritates� sensitive� skin.�

For� core� muscles� in� the� upper� body� and� to� support� for� thigh� and� hip� muscles�

in� the� lower� body,� the� uniform� in� this� study� was� designed� by� reducing� the�

body� size� of� a� professional� female� soccer� player� in� her� 20s� and� the� actual�

measurements� of� commercial� compilation� software� to� 81%� of� the� chest�

circumference,� 95%� of� the� � waist� circumference,� and� 78%� of� the� hip�

circumference.� The� design� experiment� in� this� study� was� a� simple� exercise� and�

did� not� produce� produce� results� for� long-term� exercise� and� performance�

improvement,� but� can� be� used� to� design� a� composition� pattern� system� for�

other� professional� female�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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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여자축구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채택을 계

기로 대회 참가를 위해 정부 및 대한체육회 차원의 요청으

로 1990년에 첫 여자대표팀이 구성되고 베이징 아시안게임

부터 참가하였다. 1991년부터 초, 중, 고, 대학팀이 생겨나

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회가 시작되고 2001년에 이르러서 여

자축구연맹이 구성되었다. 2009년 여자실업리그 WK리그의 

시작으로 2015년 WK리그 지역연고제가 본격 실시되면서 

인천현대제철, 창녕WFC, 서울시청, 보은 상무, 수원 도시공

사, 화천 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 스포츠토토, 경주 한국수

력원자력 등 8개팀(Korea Women’s Football Federation, 

2020)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여성 축구는 2003년 아시아 여자 선수권

에서 3위를 시작으로 2005년 동아시아 연맹 선수권 우승,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3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3

위 등 국제적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특히나 여자 청

소년 대표팀의 경우는 2004년 아시아 여자 청소년대회 우

승, 2008년 FIFA 여자 청소년(U-17) 월드컵 8강 진출, 

2009년 베오그라드 유니버시아드 대회 우승, 2009년 AFC 

U-16 선수권 우승, 2010년 FIFA U-20 월드컵 3위, 2010

년 FIFA U-17 월드컵 우승, 2012년 FIFA U-20 월드컵 8

강, 2013년 AFC U-19 선수권 우승, 2014년 FIFA U-20 

월드컵 8강에 진출하였다. 2010년 FIFA U-17 월드컵 우승

은 한국 축구가 FIFA 주관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것으

로 기록되어 있다(Korean Republic Women’s National 

Football Team, 2021). 다른 나라에 비해 여자축구 성장 기

간이 짧고 활동하는 축구선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라의 여성 축구의 기량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축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여성 축구리

그가 있기는 하지만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한 실정이다. 

대중적인 관심의 저조는 기업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 결과적

으로 여자축구는 생활체육으로 확대되거나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종목으로 자리잡기 전에는 여성 축구인을 위한 컴프레

션 웨어에 대한 투자 역시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컴

프레션 웨어는 전문 운동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경기중 선수

의 부상을 줄이고, 경기 후 피로회복 시간을 줄이는 등 다

양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컴프레션 웨어

는 여성용과 남성용이 패턴의 형태가 아닌 사이즈로 구분되

는 상황으로 여성 전문 운동선수를 위한, 특히 종목별 특성

에 따라 신체적 특성과 운동 동작을 고려한 컴프레션 웨어

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점차 확대되고 

있는 여자 축구의 관심과 함께 여자 축구선수의 체형 및 축

구동작을 고려한 컴프레션 웨어 설계를 그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배경

1.�축구선수의�동작과�상해�

축구는 상대 골에 골인시키기 위한 강한 슛, 헤딩, 그리고 

롱패스, 상대 골을 빼앗는 태클을 위한 근력과 근지구력, 스

피드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고, 높은 점프력과 강한 

킥을 위한 순발력,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동적 평형성을 유지

하는 구기 종목이다(Oh & An, 1998). 즉, 슈팅과 패스, 드

리블, 그리고 트래핑 등 기본적인 동작을 바탕으로 전후반 

90분 동안 지속해서 움직여야 하는 특성으로 강인한 체력이 

요구된다. 순간적인 파워를 필요로 하는 패스와 슈팅 등의 

동작과 민첩성을 필요로 하는 패스나 상황 판단 등의 요인 

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Jang, Shin, Kim, Kang, 

Moon, Lee, & Jo, 2017). 따라서 각각의 축구 동작을 원활

하고 민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코어와 하체 근육의 안정

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일례로 헤딩은 경우에 따라 

지면을 박차고 뛰어올라 몸통 전체를 이완, 수축, 이완을 반

복하고 착지한다(Moon, Moon, & Lee, 2005). 또한 슈팅

과 패스, 드리블의 경우에도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등 코어

와 허벅지 위쪽 근육을 주로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상해의 

빈도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 Lim, 2007). 코어와 

대둔근, 그리고 햄스트링 등의 근육은 몸통의 외재 근육으로 

이는 몸통의 중심안정성을 제공, 지면에 신체의 안정성을 증

가시켜준다(Neumann, 2010). Shin, Kim, Yoo, Shin, Jung, 

and Kim(2016)의 축구선수의 코어 안정성과 방향 전환 동

작연구에 따르면 브릿지와 플랭크 동작에서의 방향 전환시 

코어근육의 안정성과 고관절 신근이 안정화가 회전시 발생

하는 신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방향 전환 직전 

감속이 빠르고 안정화된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다.

  축구 경기의 경우 상대와 몸을 부딪치는 격렬한 운동 경

기로 다른 스포츠에 비해 그 부상의 정도와 범위가 다양하

고 빈도도 높으며 다른 부분보다 하체의 부상 빈도가 높다. 

또한 하지는 동작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공, 추진력과 평형을 

유지하는 등 기초가 되는 신체 부위이고 동시에 경기의 승

패를 가르는 슈팅의 동작에 가장 필요한 체력 요인이다(Lee 

& Lee, 1999; Kim & Mo, 2007). 축구의 슈팅 동작은 신

체 각 부위의 직선운동과 회전운동이 복합적이고 연속적인 

운동형태로 걷기나 달리기의 변형된 동작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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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Choi, & Shin, 1999). 여자 축구의 운동 상해에 관한 

Kim & Lim(2007)의 연구 결과에서 상해의 빈도는 발 > 다

리 > 팔 > 허리순 이었으며 상해 증상은 타박상, 근육통, 

요통, 염좌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Kim & Mo(2007)도 

축구선수의 상해는 발목, 무릎, 엉덩이와 허리의 상해가 주

를 이룬다고 보고하였다. 상해의 주된 원인으로는 본인의 부

주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피로, 준비운동 순이며 상해 

후에는 본인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상해 부위가 

완쾌되지 않는 경우는 충분한 휴식과 치료 없이 지속적인 

시합 참여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교 

선수의 중도 탈락 문제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부상에 대한 

요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Kim & Lim, 2007). 

  그 외에 여자 축구선수의 신체 특징에 관한 연구는 신체 

사이즈와 골반 변위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여자 축구선수

와 일반 선수 여성의 신체 치수를 비교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엉덩이둘레를 제외한 모든 측정 부위에서 작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넙다리중간둘레와 전완둘레에 유의한 차가 있

는 것으로 연구되었다(Kim & Jang, 2010). 또한 골반의 구

조적 특징은 남녀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여성 골

반이 섬세하고 폭이 남자에 비해 넓은 난원형으로 넓은 지

면을 가지고 높이가 짧다. 기능적으로 골반은 상체와 체중을 

지지하고 척추와 하지를 연결함으로써 기립시 척추에서 하

지로 체중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선 자세에서는 신

체의 무게를 양쪽 다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골반과 다리의 

정상적인 정렬이 요구된다(Jang, Jin & Jeon, 2006). 특히 

이동 시에는 골반과 다리가 연결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하체에 체중이 전달될 때마다 골반은 생체역학적으로 보상

작용을 보이며 하지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Kong, Mun, 

Jo, Ko, Song, & Lee, 2012). 체중의 이동시 골반에서의 움

직임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허리 부분에 많은 하중이 야기

된다. 따라서 여자 축구선수들의 골반은 드는 발쪽 장골의 

후하방 및 외측회전 변위를 주로 보이며 천골에 있어서는 

드는 발쪽의 전하방 위치변화율이 높고 골반 위치 변화에 

따른 개별화된 치료가 요구되며 운동 동작으로 사용되지 않

는 하지 및 고관절주위의 근력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Jang 

et al., 2006). 이와같이 여자 축구선수의 신체는 일반 여성

과 차이를 보이며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야기된 신체 불

균형을 바로 잡고 이를 보완할 컴프레션 웨어가 필요하다.  

2.� 컴프레션�웨어의�현황

컴프레션 웨어는 기능성 스포츠 웨어의 하나로 최근 퍼포먼

스 기어(performance gear)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운동시 착

용자의 신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 경기력 향

상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컴프레션 웨어는 

일반 스포츠 웨어가 가진 쾌적 기능성 이외에 전문 운동 선

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큰 인기

를 끌고 있다. 언더레이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컴프레션 

웨어는 점차 스포츠 업체에서 일반 패션업체로 확산되고 생

산,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컴프레션 웨어는 전문 

운동선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그 착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Kim & Na, 2014). 

  20세기 중반 이후, 의사들은 심부정맥 혈전증 환자를 치

료하기 위해 압축 의류를 사용했었으며 컴프레션 웨어는 장

시간 서서 근무를 하거나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사람에

게 유용하고 운동 후 회복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운동 후

에도 착용하기도 한다(Lee, Jun, & Choi 2015). 운동 중에 

착용하는 컴프레션 웨어는 피부에 밀착되어 혈류와 근육의 

산소공급을 도와 운동 효과를 높이고 민첩하고 정확한 움직

임과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함으로써 운동 시 최상의 컨디션

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Koo, 2011). 즉 컴프레션 웨어는 

몸을 쾌적하게 유지시키고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몸의 자세를 교정하고 근육진동억제로 지구력을 향상시키며 

근육손상을 유발하는 요소를 예방하고 부위별 압박감으로 

관절 부위를 지지해 부상 방지에 효과적이다. 

  현재 컴프레션 웨어는 일상 활동 속에서 패션성과 함께 

부수적인 역할 이외에 혈액 순환과 관련된 환자의 치료목적, 

전문 스포츠인들이 경기력 향상 이외에 부상을 방지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착용되어져 왔다(Seon, Jung, 

Lee, Lee,& Ki,2008). 단순히 몸에 피트되어 활동을 도와주

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따른 혈류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신체의 압박 부위와 정도를 조정, 혈류의 흐름을 도와 운동 

능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일정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진

화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컴프레션 웨어는 스포츠웨어, 부상

방지 보조기구 및 신체라인을 보정해주는 이너 웨어로도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컴프레션 웨어 개발은 북미와 호주, 일본이 이미 1990년

부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에 전문업체가 

시작되어 이러한 스포츠웨어 분야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컴프레션 기능성 의

류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활체육에 적합한 대중적인 의류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컴프레션 의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아웃도어 브랜드들에서 운동 기능성을 강조한 컴프레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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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생산을 늘리고 판매를 시작하고 있으나 전문 운동 선

수를 위한 컴프레션 웨어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전문 

운동선수를 위한 컴프레션 웨어를 생산하는 국내업체는 2개 

정도이며 해외 글로벌 브랜드들에 비해 그 규모가 상대적으

로 작다. 대부분 남녀의 구분없이 사이즈로만 아이템이 분류

되어 여성 전문 운동선수를 위한 컴프레션 웨어 또한 전무

한 실정이다(Park, 2018).  

III.� 연구방법�및�절차

한국여자축구연맹에 소속된 국내 성인 여자축구선수(전문, 

동호회 제외)는 대학 9개팀, 실업 9개팀, 선수는 약 440명에 

이른다(Korea Women’s Football Federation, 2019). 여기에 

동호회수는 대학 1팀을 포함 125개로 3,100여명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여자 축

구선수와 일반 성인여자 신체 조건의 차이를 조사하고 시판

Table� 1.�Women’s� Soccer� Team� and� Players

Seoul Inchon Daejeon Daegu Ulsan
Gyeong
gi

Gang
won

Chung
buk

Chung
nam

Jeon
nam

Gyeong
buk

Gyeong
nam

Sejong Total

Team
Unversity 1 0 1 0 1 0 1 0 1 1 2 0 1 9

bussiness 1 1 0 1 0 1 1 1 0 0 2 1 0 9

Player
Unversity 18 27 26 27 19 21 62 20 220

bussiness 23 27 20 26 27 23 53 22 221

Report� of� Korean� Soccer� Assisiation.� (2019)

Figure� 1.� Study� Processing
(drawn� by� author)

 

되고 있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여자 축구 선수를 위한 컴프

레션 웨어를 설계하고자 한다. Table 1은 현재 우리나라의 

여자 전문 축구선수의 현황이며, Figure 1은 연구 구성도이

다.

1.� 여자�축구선수�신체�치수�측정�및�설문

축구선수 경력 6년 이상의 20대 여자 전문 축구선수 총 21

명을 대상으로 목뒤높이,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넙다리중간둘레, 가슴너비, 윗팔사이너비, 어깨너비, 등길이 

팔길이, 위팔 길이, 허리높이, 허리높이에서 무릎높이를 감

한 길이, 엉덩이수직길이, 엉덩이옆길이를 측정하였다. 신체 

측정과 함께 컴프레션 웨어의 착용 유무, 착용시의 효과, 착

용하지 않는 이유 등을 신체 측정 후 직접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다. Table 2과 Table 3은 여자축구선수들의 실측 

사이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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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Women� Soccer� Players’Body�Measurment-To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cm)

Total
Length

Bust�
Girth

Front�
Width

Waist�
Girth

Hip� Girth
Shoulder�
Width

Back�
Width

Back�
Length

Arm�
Length

Elbow�
Length

1 134.5 77.4 29.0 63.4 85.0 35.0 31.0 38.5 52.0 29.5

2 139.0 88.5 32.0 78.0 92.8 39.2 32.7 41.5 53.5 30.0

3 133.2 85.5 29.5 68.5 94.0 35.2 30.5 41.0 50.0 28.0

4 130.5 70.8 31.0 60.0 81.5 36.0 30.5 38.5 49.5 28.5

5 142.3 85.4 32.5 70.0 93.0 40.5 36.0 40.0 57.0 29.0

6 143.5 83.6 32.0 67.5 95.0 40.5 35.5 42.5 57.0 32.0

7 136.4 78.0 27.5 63.5 87.0 37.5 29.5 41.0 53.5 30.0

8 142.0 80.5 28.0 61.0 91.5 38.0 30.0 41.5 55.5 29.5

9 136.5 82.0 31.0 64.5 87.4 39.0 30.5 40.5 56.0 31.5

10 138.6 84.5 32.2 66.0 92.0 40.0 33.5 40.0 55.0 30.5

11 137.0 84.0 29.5 71.2 93.2 40.5 31.5 38.7 52.0 30.0

12 136.0 85.5 31.0 65.0 90.0 40.0 30.0 40.0 52.0 29.5

13 144.0 86.0 31.5 73.5 90.5 41.0 33.5 41.0 57.5 33.5

14 134.0 83.0 29.5 68.5 92.0 37.0 32.0 37.0 23.5 30.5

15 136.0 83.5 29.0 68.0 93.0 39.0 31.0 38.0 52.0 31.0

16 134.0 83.0 32.0 65.0 92.5 39.5 34.0 38.0 52.0 30.0

17 136.0 84.5 30.5 68.0 93.0 38.0 33.0 40.0 53.0 29.5

18 139.5 87.0 33.0 72.5 92.0 40.5 34.0 41.5 54.0 30.0

19 140.3 78.3 27.0 62.4 87.6 35.9 29.5 39.5 56.5 31.0

20 142.0 90.5 31.5 79.0 93.3 39.8 33.4 42.5 55.3 30.5

21 139.5 84.0 29.2 64.7 91.5 39.4 31.0 39.6 56.0 30.5

Table� 3.�Women� Soccer� Players’Body� � Measurment-Botto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cm)

Waist� Girth Hip� Girth Leg� Length Knee� Length Thigh� Girth Hip� Length Crotch� Length

1 63.5 85.0 95.5 53.0 45.8 19.0 23.5

2 79.5 93.0 96.0 54.5 60.2 19.0 27.0

3 68.5 94.0 91.0 48.0 57.5 18.5 23.5

4 60.0 81.5 91.5 45.0 49.0 18.5 24.5

5 70.0 93.0 101.0 50.0 55.0 19.5 25.5

6 68.0 95.5 100.5 52.0 57.1 19.5 25.5

7 63.5 89.0 95.0 51.5 53.5 18.5 23.5

8 61.0 91.5 100.5 55.5 57.0 20.5 24.5

9 64.5 98.5 95.0 51.5 53.5 19.0 25.5

10 66.0 90.0 98.5 55.0 53.0 20.0 25.5

11 71.5 93.5 97.5 51.0 58.0 20.0 27.0

12 65.0 90.0 95.0 53.5 55.0 21.0 24.5

13 73.5 90.5 101.5 52.0 57.5 20.0 27.5

14 68.5 92.0 96.5 52.5 54.0 19.0 26.0

15 68.0 93.5 97.0 52.5 56.5 18.5 25.0

16 65.0 92.5 94.0 51.0 51.5 19.0 25.5

17 68.0 93.0 96.5 53.5 58.5 19.5 25.0

18 72.5 92.0 99.5 54.0 57.5 19.0 24.5

19 62.4 87.6 98.5 51.5 47.0 20.5 26.5

20 79.0 93.3 100.5 53.0 61.3 18.5 24.0

21 64.7 91.5 97.5 50.5 55.4 19.5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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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판�기능성웨어�실측치�

축구선수들의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상의, 하의(일반. V-cut 

쇼츠, 레깅스) 원형패턴(Choi, 2017)을 이용하여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실험복과 시판 컴프레션 웨어 중 코어와 

허벅지 근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2개의 실측사이즈를 

비교하여 프로토 타입 패턴을 설계하였다. 시판 컴프레션 웨

� Figure� 2.� Measurent� Area� of� Compression�Wear� on� Sale
(drawn� by� author)�

  

Table� 4.� Measurement� of� Compression�Wears� for� Sale

� � � � � � � � � � � � � � � � � � � � � � � � Brand
Size

Ite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 B

B:90/S B:95/M B:90/S B:95/M

Upper�

Garment

(unit:cm)

Bust� Girth 32.2 34.5 28.0 32.0

Front�Width 21.0 22.0 24.0 25.5

Back�Width 22.5 23.5 24.0 25.5

Waist� Girth 27.0 28.0 27.0 31.5

Hem� Girth 26.2 28.0 29.0 33.2

Neck� Girth 38.0 41.0 60.5 62.0

Armhole� Girth 43.0 45.0 39.0 40.0

Total� Length� F/B 46.0/49.0 48.0/52.0 39.5/47.0 41.0/48.0

Lower�

Garment

(unit:cm)

Waist� Girth 26.0 27.0 25.7 27.7

Hip� Girth 33.0 34.0 26.5 28.5

Thigh� � Girth� 17.0 18.0 15.0 16.2

HemGirth 13.5 14.2 10.5 11.5

Crotch� Length� F/B 16.6/24.4 16.0/25.5 17.7/21.0 19.5/22.8

Inseam� Length 25.0 26.5 40.0 41.0

Outseam� Length 37.0 39.0 49.0 59.0

어의 측정 부위는 Figure 2과 같다.

  1차 실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시판 컴프레션 웨어의 

실측치는 Table 4와 같다. 2종의 시판복은 모두 민소매 형

태로만 생산되며 여성용으로 스몰과 미디움 두 가지 사이즈

를 측정하였는데 이는 업체의 사이즈 구성 중 이 두 가지가 

여성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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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프레션�웨어�패턴설계

패턴설계는 1차 메리야스 기본 패턴설계, 2차 착의평가와 

시판 컴프레션 웨어 실측치를 응용한 비율 패턴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턴설계를 위한 수식을 제안하는 순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고 2차에서는 선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자

인과 패턴을 설계 제안하였다. 소매가 달린 형태보다는 민소

매형을 선호하였고 V-cut 쇼츠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연구복에서는 제외하였다. 1차 연구복에서 사용된 소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소재 1과 소재 3은 스포츠 의류업체에

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재로 소재 3이 소재 1보다 두께

감이 있는 소재이며 그 외의 소재는 흡한속건 소재로 기존

의 소재와 비슷한 두께의 것을 선별하였다(Table 5).

IV.�연구결과�및�고찰�

1.� 축구선수�신체�사이즈�및�설문

Table� 5.� Material� Properties� of� the� First� Compression�Wear

Material1 Materia� 2 Material3 Material4 Material5

Fiber� mixture� rate(%)�

KS� K� 02101:2018

Polyester 91.5 83.8 91.7 89.6

Nylon 89.4

Polyuretan 8.5 16.2 10.6 8.3 10.4

Mass(g/㎡)� KS� K� 0514:2017 156.4 184.7 293.3 134.7 191.7

density(zh/5cm)

KS� K� 0512:2017

wale 106.2 114.2 90.6 104.2 86.4

corse 179.2 175.6 122.4 153.6 145.6

tensile� strength(N)

KS� K� 0520:2015�

wale 190 270 490 250 390

corse 170 190 340 170 290

Elastic� recovery(%)

KS� K� 0642:2016

wale 98.5 98.5 99.0 98.0 97.0

corse 97.5 98.0 98.5 97.5 97.0

Water� vaper� permeability(g/(㎡·24h)� KS� K� 0594:2015 12,384 12.404 11,743 13,230 12,534

Dryness� speed(%)� KS� K� 0642:2016 137 162 270 165 195

Absorption� speed
wale 126 126 less� than� 1 55 115

corse 113 122 less� than� 1 41 113

Laundry� Dimension� Change� Rate(%)

KS� K� ISO� 5077:2007/KS� K� ISO� 6330:2012

Wale -0.5 -1.0 -2.0 -1.0 -0.5

Corse -0.5 -0.5 +0.5 +0.5 -0.5

Laundry� durability� KS� � K� ISO� 105� C06:2010 4-5 4-5 4-5 4-5 4-5

Sweat� durability� KS� K� ISO� 105� E04:2013 4-5 4-5 4-5 4-5 4-5

여자 축구선수 신체 사이즈 측정은 충청지역의 대표팀이자 

대학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실측치는 총 21명으로 

모두 만 19세에서 23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축구선수의 체형 

특징과 일반인과의 차이 등을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실측치는 다음과 같다.

  Table 6은 주요 둘레부위치수를 중심으로 선수 계측치와 

기존의 연구 계측치 그리고 20대 여성 표준 치수와 비교한 

것이다. 가슴둘레를 비롯한 대부분의 둘레치수가 일반 20대 

여성 표준과 비슷하지만 넙다리중간 둘레에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넙다리중간 둘레는 치수는 일반인에 비해 

8~10%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조

사에서 기능성 웨어 상하의 착용시 사이즈 선택에 대해 개

별로 문의해 보았을 때 상의를 S를 입으면 하의는 M, L 사

이즈를 선택한다는 응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선수

들은 일반적인 의류를 구매할 때에도 하의를 상의보다 큰 

치수를 구매하며 선수 신체의 특성상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

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굵은 넙다리중간 둘레로 인하여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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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ison� of� the� Body� Size� of�Women� in� Their� 20s� and� Soccer� Player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nit:cm)

Player Normal
mean

UNI.� player
the� standing�
army� of� the�
national� team

The� national�
teamBust� Girth� mean

Bust

Girth�
~80 ~84 ~88 ~92 82.9� 84.0 85.16 81.80 84.23

Waist� Girth 62.3 65.5 69.0 79.5 67.6 71.0 66.51 63.70 65.32

Hip�

Girth
85.2 92.2 92.1 93.0 91.0 92.7 92.45 88.99 89.08

Back� Length 39.5 39.4 40.5 42.0 38.7 40.1

Shoulder�

Width
36.1 39.1 39.3 39.4 40.0 39.5

Thigh

Girth
47.3 55.6 56.3 60.8 55.0 49.5 55.10 53.45 52.80

measurment� by� author

Human

Measurment�

Data.�

(2015)�

Kim&Jang(2010)

레치 소재의 운동복류를 주로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여자 축구선수을 위한 컴프레션 웨어의 경우는 넙

다리중간 둘레항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화되

는 경기용 운동복 규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축구의 컴프레션 웨어의 경우 이전에는 착용한 경기용 유

니폼 밖으로 이너웨어가 보이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지금은 

유니폼과 같은 색의 경우는 길이가 길어도 무관한 것으로 

수정되었다. 선수들은 축구경기의 특성상 유니폼의 색상은 

홈경기와 원정경기 등 기존의 룰을 따라야 하고 팀에 따라 

색상이 다양하게 나타나 색상까지 구분하여 착용하는 것은 

번거롭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장 많이 보일 수 있는 하의

의 경우 바지보다 긴 길이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선수의 무릎위치보다 길면 무릎관절의 활동범

위에 부정적 영향과 무릎 바로 아래 착용되는 삭스와 보호

구 등과 겹침을 야기하여 긴 길이의 하의는 활용성이 낮다

고 응답하였다.

  축구선수를 위한 컴프레션 웨어의 필요성은 응답자의 대

다수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경기중에는 스포츠브라를 착

용하지만 조여서 답답하고 땀이 차고 입고 벗기가 불편하며 

가슴아래부분의 밴드에 피부염이 발생한다는 응답을 하였다. 

그러면서 컴프레션 웨어가 흡한속건의 기능과 일반 브래지

어를 착용하고도 가슴의 지지해주는 것이었으면 한다라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축구선수를 위한 컴프레션 웨어는 근력

지지와 흡한속건 기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기타의

견으로는 여름운동을 위한 냉감과 UV 차단 효과도 있었으

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에 축구선수 신체 특성에 

맞는 사이즈 전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컴프레션 웨어의 

디자인 선호에 있어 브라와 일체형보다는 일반 민소매 상의 

형태를 가장 선호하였고 하의의 경우 V-cut 쇼츠 형태에 

대한 불호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옆선봉제선의 유무는 하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여자�축구선수를�위한�컴프레션�웨어�패턴�설계

1) 1차 메리야스 기본 패턴설계

최초 기본원형 설계는 메리야스직의 일반 언더웨어의 패턴

으로 신체와 의복사이의 여유분 없는 패턴을 기본으로 사용

하였다(Choi, 2017). 연구복은 사방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

는 것을 전제로 신체 사이즈에 여유분을 없애고 몸에 완전

히 밀착되도록 하였다(Figure 3). 패턴의 설계는 상의의 경

우 가슴둘레 83cm, 허리둘레 67.5cm를 기준으로 선수들의 

신체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하의 경우도 언더웨어의 패턴을 기준으로 허리둘레 67cm, 

엉덩이둘레 92cm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의 중 옆선에 봉제

선 있는 패턴의 경우 엉덩이 둘레보다 8cm 작게 설계하고

(Choi, 2017) 상하의 모두 길이 부분은 일상의복과 같은 비

율로 패턴을 설계하였다(Figure 4). 사용된 언더웨어 패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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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mpression�Wear� Prototype� Pattern� � Top
� (Choi,� 2017,� p.157)

Figure� 4.� Compression�Wear� Prototype� Pattern� � BottomeⅠ
(Choi,� 2017,� p.229-230� &� drawn� b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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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아래길이가 짧게 설계되므로 밑아래를 25cm 늘려 반바지

형태의 프로토 타입을 설계하였다. 

  Figure 5는 일반 레깅스의 형태로 옆선의 봉제선을 제거

한 패턴으로 봉제선을 축소시키고 패턴을 단순화하여 기능

성을 위한 패턴 설계를 용이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Figure 4의 패턴에 비해 엉덩이 둘레의 실측치가 크게 제작

되었다. Figure 3, Figure 4 그리고 Figure 5의 패턴은 몸을 

조여주는 기능이 거의 없이 신체에 밀착되는 형태로 컴프레

션 웨어의 특성인 근육 지지 기능이 발현되지 않아 전체적

으로 둘레 항목의 축소와 함께 패턴 수정이 요구되었다. 또

한 하의 경우도 상의보다는 좀더 몸에 피트되기는 하지만 

근육을 지지하는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깅스 

패턴은 여유분이 많고 입체감이 적어 2차에서는 제외하였다.

2) 2차 착의평가와 시판 제품 실측치를 응용한 패턴비율 설계

(1) 상의 패턴설계

상의 패턴의 경우 1차 기본패턴에 대한 착장 의견과 기존의 

시판 패턴의 실측 사이즈를 비교하여 새롭게 설계하였다. 스

트레치소재를 사용하거나 신체 보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재 

패턴의 리덕션(reduction)방법은 원자재를 좌우로 당겨 가로 

군주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여 바닥에 고정하고 그 위

� Figure� 5.� Compression�Wear� Prototype� Pattern� � Bottome�Ⅱ
(Choi,� 2017,� p.243� &� drawn� by� author)

에 다시 패턴을 그리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와 비슷한 사고

로 본 패턴을 계산식으로 다시 설계하지 않고 기존의 패턴

에서 축소비율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1차 연구실험복에서 사용된 소재들 중 소재 1을 기준으로 

패턴의 축소비율을 설계하였다. 소재 1과 소재 4가 소재 선

정에 있어 선수들에게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소재

가 4의 경우 착용시 피부에 닿는 촉감이 차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있어 소재 1을 사용하였다. 소매가 없는 형태의 상

의는 팔을 올리고 내릴 때 겨드랑이 아래 부분의 의복이 딸

려 올라가는 현상이 없으나 허리와 어깨를 활용한 스로인 

동작에서는 딸려 올라갈 수 있으므로 상의 길이를 어느 정

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컴프레션 웨어는 4방 스트레

치 소재를 사용하는 만큼 상의가 빠져나오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상·하의 겹침에 의해서 활동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 

범위 내로 패턴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복은 

반복된 패턴 피팅을 통해 1차 연구복과 비교하였을 때 가슴

둘레 기준으로 76%로의 축소와 길이 부분에서는 90~92% 

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허리둘레의 경우 앞 허리둘

레와 뒤허리둘레를 같은 사이즈로 유지하기 위해 앞은 85% 

수준으로 뒤는 87~88%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겨드랑이 점을 기준으로 여성의 경우 가슴둘레 부분에서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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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뒤의 차이를 보이지만 허리둘레의 경우는 차이가 없다. 

또한 허리둘레의 축소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가슴둘레 

부위가 좀 더 타이트하게 조절되면서 허리부위를 같은 비율

로 축소시 착용 후 답답함이 부가될 뿐 아니라 가슴부분에 

비해 운동 범위가 큰 허리 동작을 저해할 수 있다.

  1차 연구복은 엉덩이 둘레선까지 상의 길이를 유지하였으

나 착용결과 허리 아래 배꼽수준 허리에서 6~7cm 정도 내

려온 부분까지 겹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수들의 의견을 참

고로 수정하였다. 이는 코어근육을 충분히 지지해주기 위해

서는 어느 정도 상의의 길이가 유지되고 가슴너비, 윗팔사이

너비, 어깨너비는 가슴 둘레의 축소비율에 맞추어 축소하되 

패턴의 라인만을 정리하였으며 길이와 둘레에 모두 영향을 

받은 목둘레 역시 비율에 맞추어 축소하고 라인을 정리하였

다(Figure 6).  

(2) 하의 패턴설계

하의 패턴은 1차 기본원형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 허리에서 엉덩이선으로 이어지는 신체의 굴곡

이 남성과 다르고 허벅지 부분의 여유를 입체적으로 적용하

기 위해 옆선을 절개하는 패턴을 선택하였다. 이는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drop치를 고려할 때 옆선을 절개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밑아래 부분의 길이는 수정하지 않고 밑

위부분 길이는 90%로 축소하였다. 엉덩이둘레 부분은 약 

87%로 축소하고 중간 넙다리부위는 90~92%로만 축소하였

Figure� 6.� Pattern� Reduction� Rate-Top
� (drawn� by� author)

Figure� 7.� Pattern� Reduction� Rate� -Bottom
� (drawn� by� author)

다. 이는 축구선수의 허벅지가 굵은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고 

허리둘레는 엉덩이 둘레 축소 비율에 맞추어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Figure 7과 같다.

(3) 축소비율을 반영한 패턴 설계 방법

컴프레션 웨어의 패턴은 둘레항목의 치수를 축소하여 가슴

둘레의 경우 신체 실측치수의 81% 비율로 유지하고 밑단 

둘레는 가슴둘레와 동일하게 하였다. 다만 허리둘레의 경우 

가슴둘레의 축소율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5%내외로 적용하

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의 착용시 어깨를 통

과하기 위한 여유분과 착용 후 가슴부분이 압박되고 소재가 

늘어남에 따라 허리의 여유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Figure 8).

  상의 패턴(Figure 8)을 응용하여 소매있는 패턴(Figure 9)

을 설계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소매가 있는 패턴이 진동선을 

내려주지만 본 실험복과 같이 타이트한 상의 경우는 겨드랑

이 부분의 진동선을 연장하여 겨드랑이 점을 1.5cm 높여 

신체의 진동둘레선에 위치하도록 하여 팔을 높이 들어 올렸

을 때 상의가 딸려 올라감을 방지하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상의의 전체 길이 역시 소매가 없는 형태에 비해 길게 설계

하고 소매가 달린 상의는 조이면서 감싸는 신체부위가 확대

됨에 따라 갑갑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네크라인에 여유분을 

주었다. 이는 시판 글로벌 브랜드들에서도 주요 둘레항목 실

측치가 작은 브랜드의 경우 네크라인을 크게 제작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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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패턴의 엉덩이둘레 

폭을 약 1.3cm 정도 줄여 겨드랑이 점과 일직선으로 연결, 

Figure� 8.� Prototype� Pattern� � Top�
(drawn� by� author)

Figure� 9.� Prototype� Pattern� � Top� with� Short� Sleeve�
(drawn� by� author)

 

허리둘레의 변화없이 엉덩이 둘레 사이즈를 축소하였다.

  소매 패턴은 앞뒤진동둘레에 소매 easy 분량을 없애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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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진동둘레선보다 작게 소매산 둘레의 기준선을 축소하고 

소매산은 최대한 낮추어 설계하였다. 소매산은 전체 진동둘

레/4를 기준으로 하되 소매통이 24~26cm을 유지하도록 한

다, 소매 단의 폭은 소매폭에서 좌우로 2cm를 축소하여 옆

선을 연결하고 그 끝점을 약 0.3cm 내어 각이 지지 않도록 

밑단을 정리하였다. 어깨점도 민소매 패턴보다 확장시켰는데 

이는 소재가 봉제되는 위치와 신체의 어깨점 위치를 고려한 

것이다. 본 소매 패턴 연구복은 축구경기에서 프리드로우 외

의 동작에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겨드랑이 아래부분에

서 발생되는 많은 발한량을 빠르게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며 

다른 디자인설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하였

다(Figure 9). 

  하의 패턴의 경우 허리와 엉덩이둘레 치수 외에 사용되는 

길이 치수들 중 엉덩이옆길이는 키에 비례하여 설계하고자 

신장이 5cm 편차에 따라 키/10에서 0.2cm씩 더 감하여 사

이즈당 0.3cm 편차를 두었다. 엉덩이 폭은 앞과 뒤의 차이

를 두지 않고 엉덩이 부분의 근육을 조이도록 설계하였으며 

허벅지 옆선을 곡선으로 설계하여 여유분을 주었다. 여자 추

구선수는 일반 성인 여성에 비해 무릎 위쪽 근육이 발달하

였는데 이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킥을 하는 모든 동작에 필

Figure� 10.� Prototype� Pattern� � Bottom� �
(drawn� by� author)

요한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근육 모두 연결되어있기 때문이

다. 다만 실질적으로 무릎둘레는 발달 근육이 적어 바지의 

밑단은 시판제품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Figure 10).    

  각각의 실험복은 Table 2와 Table 3의 측정 선수 중 10

번, 11번, 15번 선수를 대상으로 50m의 가벼운 러닝 상태

에서 상체와 하체의 근육이 조이는 정도와 제자리 뛰기를 5

회 실시 후 착용 전과 착용 후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근육

의 흔들림 정도, 허리를 앞으로 90도 구부렸다 폈을 때, 팔

을 머리 위로 높게 들었다 내렸을 때 상의의 들림과 겹침 

정도와 앉았다 일어났을 때의 밑위 당김 정도를 조사하였다. 

근육이 조이는 정도는 5점 척도에서 엉덩이와 가슴 부분이 

가장 많이 조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한 조임으로 운동 

동작에 영향에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근육의 떨

림에 대한 응답에서는 착용시에 흔들림은 덜하지만 선수 개

개인의 주관적 평가와 더불어 장시간 운동 후 피로회복 시

간 등과 연관이 되어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다는 답

변과 함께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하였을 때 근육을 지지해주

는 느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Table 7과 Figure 11은 50m

의 가벼운 러닝 상태에서 상체와 하체의 근육이 조이는 정

도에 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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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ress� Evaluation� of� Compression�Wear�

� � � � � � � � � Item

Subject�

Top Bottom

Bust� girth Waist� girth Neck� gitrh
Armhole�
girth

Mid-hip�
girth

waist� girth hip� girth Thigh� girth
Crotch�
length

A 5 2 4 3 3 3 4 3 3

B 4 4 3 4 4 4 4 4 4

C 4 3 3 4 3 3 4 3 3

Mean 4.3 3.0 3.3 3.6 3.3 3.3 4.0 3.6 3.3

5:Much� tight� � � 4:Little� bit� tight� � � � 3:Tight� � � � 2.:Fit� � � � 1:Comfortable

Figure� 11.� Dress� Evaluation� of� Compression�Wear
(drawn� by� author)

  하의의 경우 앉았다 일어났을 때 밑위길이가 당겨지면서 

하의의 허리가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게 되므로 허리부분에 

끈으로 한 번 더 조일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상하의 겹침 부분에 좀더 두께감이 적은 소재 사용 

요구가 있었다. 또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에 대한 근육지지

를 보강과 겨드랑이와 등, 그리고 밑가슴부분에는 흡한속건 

소재 사용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여자 전문 축구선수를 위한 컴프레션 웨어의 원

형설계 방법을 정립함으로 여성 운동선수를 위한 의류 사이

즈 체계를 다양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지금까지 컴프

레션 웨어는 남성을 위주로 개발되어 전문 여성 운동선수들

은 선택의 폭이 적었다. 생활체육을 하는 일반 여성이 아닌

전문 운동 선수들의 종목간 신체적 차이를 구체화하고 이에 

맞는 기능성 웨어 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축구는 장

시간 필드에서 뛰거나 걷는 운동으로 상체의 코어와 하체 

근력과 근지구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운동이다. 따라서 여자 

축구선수의 경우 일반 여성에 비해 상체의 경우 크게 차이

가 없으나 하체의 경우 허리둘레에 비해 엉덩이둘레는 작고 

넙다리중간둘레는 큰 것으로 나타나 선수 신체 특성과 운동

동작을 고려한 컴프레션 웨어가 필요하였다.

  상체의 코어근육, 하체의 허벅지와 엉덩이부분 근육 지지

를 위해 본 연구실험복은 신체 치수에 비해 가슴둘레 약 

81%, 허리둘레는 약 95%, 엉덩이둘레 78% 비율로 설계되

었다. 다른 둘레부위와 달리 허벅지 부분의 축소 비율은 

90~92%로 적은데 이는 하체 근력을 많이 사용하여 일반여

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굵은 허벅지를 가진 여자 축구선수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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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의 축소비율은 여자축구선수들은 스포츠브라를 경기중

에는 착용하지만 선호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밑가슴 부분에 

땀이 차고 결과적으로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일

반 브래지어와 컴프레션 웨어를 착용하고자 하는 경향도 보

였다. 또한 소재의 물성에 따른 관심도 높았는데 이는 경기

중 스포츠브라와 함께 착용할 경우 발한에 의한 불쾌감이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이를 예방하는 아이템 역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허벅지부분이 일반 시판복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에 

대해 선수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넙

다리중간 둘레로 인해 하의의 치수를 항상 상의보다 크게 

선택함으로써 허리와 엉덩이 부분에 대한 불만족이 줄어들

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착장실험은 단순 운동 동작으로 이루어져 장시

간 운동과 경기력 향상에 대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으나 여

자 축구선수의 신체 특성에 맞는 컴프레션 패턴 체계를 설

계함으로서 다른 운동 종목의 여자 전문 운동선수들 위한 

컴프레션 웨어 설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컴프레션 웨어의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되기는 하지만 일반 스포츠웨어 시장

에서 비율은 적고 그마저도 남자 운동선수에게 집중되어 있

다. 여성용 컴프레션 웨어는 남자운동선수와 다른 신체 특성

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같은 패턴 형태의 

아이템에 치수로만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 왔다. 이는 여

자 전문 운동선수가 자신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컴프레션 

웨어를 선택을 고집하지 않는 이유가 되었다. 축구와 같은 

장시간 지속적이고 격렬한 움직임을 요구하는 구기종목의 

전문 여성선수를 위한 컴프레이션 웨어의 연구는 종목별로 

나뉘어 신체 특성과 운동동작 등에 대한 기본적 연구와 고

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여성이 참여하는 스포

츠 분야의 확대와 활성화를 야기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생활

체육 참여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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