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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오토바이용 헬멧에 통기성을 강화하고 내부의 냉각기능을 보완한 쿨헬멧(cool helmet)의 필요성과 쿨헬멧 
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조사연구이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한 방법으로서, 2014.5.20 ~ 28까지 구 닥스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동호회를 상으로 오토바이 운 자 197명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 오토바이 헬멧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
는 이유로서는 ‘덥고 답답해서’와 ‘헤어스타일이 망가져서’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5  척도로 조사한 쿨헬멧의 필요성

은 평균 3.9 , 쿨헬멧에 한 구매의향은 평균 3.6 으로 나타났다. 한편, 쿨헬멧이 출시될 경우 오토바이 운 자들의 구매의

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쿨헬멧의 필요성 인식정도(오드비는 6.52)와 오토바이 헬멧에 쿨기능을 장착할 경우 헬멧에 한 
추가지불 의향 가격(오드비는 1.77)만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매의향 분석에 의하면 쿨헬멧의 목표시
장은 추가지불 가격이 4만원 이하의 비교  가형 쿨헬멧이나 10만원 이상 고가의 쿨헬멧 출시 략이 유효할 것으로 상

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쿨 헬멧의 구매의향과 련된 연구가 이루어진 이 이 논문의 기여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eeds for the cool motorcycle helmet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purchasing intention of cool helmet. The convenient sampling from motorcycle clubs were conducted during 
5/20/2014~5/28/2014 on Google DAX. As a result, 197 participants were surveyed. The main reasons of sensing 
unpleasant feeling wearing helmet were identified as ‘hot and uncomfortable feeling’ and ‘it ruins hair style’. The 
mean score expressed in terms of five point scale showed that the needs for cool helmet was 3.9 and the purchasing
intention of cool helmet was 3.6, respectively.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purchasing intention of cool 
helmet were identified as ‘the needs for cool helmet’ (odds ratio=6.52) and ‘extra paying intention for cool helmet’
(odds ratio=1.77). The main reasons of sensing unpleasant feeling wearing helmet were similar to the previous 
research. However, we can expect that the initial target market for cool helmet would be the low end (less than 
₩40,000 of extra paying intention) or the high end (more than ₩100,000 of extra paying intention).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topics related to the purchasing intention of the cool helmet.

Keywords : Cool helmet, Logistic regression, Motorcycle helmet, Needs for cool helmet, Purchasing intention of cool
hel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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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이륜자동차는 자동차등록 황[1]에 의하면 
2014.12 기 으로 200만 를 돌 하 다. 이륜자동차 
탑승자의 경우 1990년 8월 도로교통법에 의해 안 모 

강행규정이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안

모 착용률은 2014 기  77.98%로서 독일(99% 
‘12~’13 기 ), 일본(99% ‘12~’13 기 ), 랑스(93% 
‘12기 )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 을 보이

고 있다[2]. 
오토바이 헬멧에 한 범 한 연구는 Fernandes 

and Alves de Sousa[3]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에 의
하면 헬멧의 주요 기능으로서는 머리보호, 두부손상 방
지, 머리의 편안함 유지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헬멧의 종류를 머리와 얼굴 체를 감싸는 full 

face 헬멧, 턱 보호 는 없지만 안면보호 막 가 부착된 

modular 헬멧, 머리와 귀 부분을 감싸는 open face 헬멧, 
그리고 머리 부분만 보호할 수 있는 half 헬멧으로 분류
하고, 각각의 장단 에 해 제시하고 있다.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여

러 국가별로 조사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Fuentes et al[4]은 스페인 청소
년들의 헬멧 착용이유를 조사하 으며, ‘친구(혹은 가족)
들이 헬멧을 착용하기 때문에’만이 유의한 것으로 제시
하고 있다. Zamani-Alavijeh et al[5]은 이란에서 오토바
이를 타는 사람들에 해 헬멧을 착용하는 이유와 착용

하지 않는 이유에 해 헬멧 자체요인, 사회문화  요인, 
개인 /심리  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하 다. 그들
에 의하면 헬멧을 착용하는 이유로서는 타인의 권유, 집
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안 쓰면 사고에 취약해지기 때문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장애요인
으로서는 환기부족, 무거움, 헤어스타일이 망가져서, 정
차 시 보 장소가 없어서, 비싸서, 은이의 경우 쿨하게 
보이지 않아서, 사고 나면 헬멧이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
서 등의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Orsi et al[6]은 헬멧에 
한 불만요소를 크게 소음과 시야의 두 가지로 구분하

여 조사하 으며, 헬멧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요인으로서
는 BMI, 헬멧 유형, 과거의 사고이력 등만이 유의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Papadakaki et al[7]은 그리스에서 헬멧
의 사용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 으며, 헬멧 착용의 장애요인은 불편함, 험에 

한 과소평가, 험한 행동 등의 3개 요인으로 제시하
고 있다. Hung et al[8]은 베트남에서 헬멧의 착용자와 
비착용자를 구분하여 헬멧 착용에 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 다. 그들에 의하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요인
으로서는 단거리 운행, 착용 의무화가 안된 도로, 불편함 
등을 들고 있다. Khan et al[9]은 키스탄에서 헬멧 착
용집단과 미착용 집단의 요한 이유에 해 연구를 하

으며, 미착용 집단의 경우 ‘불편함’으로 인한 이유가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

는 요인에 해 다음의 Table 1에서와 같이 빈도를 정리
한 결과, 가장 많이 두되는 요인은 ‘불편함’으로 제시
되고 있으며, 불편함의 이유로서는 환기부족  더움, 무
거움, 분실우려, 시야 방해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
구결과들은 부분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조사된 내용으

로서, 온도조건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고 있는지에 한 확인이 필요하다. 
헬멧의 냉각기능과 련해서 신체물리학 인 에

서 헬멧 내부의 최 온도가 얼마인지에 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에 Hsu et al[10]은 산업용 헬
멧의 환기개선을 한 방법을 제시하 다. 한편, Bogerd 
and Bruhwiler[11]는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편안함을 느
끼기 해서는 환기가 필요하다는 을 제시하 으며, 
이를 해 full face 헬멧 착용자들의 열손실을 측정하여 
편안함을 느끼는 범 를 설정하 다. Wickwire et al[12]
은 헬멧 착용자들의 잠재 인 험요소가 머리로부터의 

방출열이 과다하다는 을 들어, cooling pad를 이용하
여 일시 인 냉각이 아닌 앞이마 부 에 한 지속 인 

냉각이야말로 실험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음을 제시

하고 있다. Orsi et al[6]은 헬멧 착용자의 경우 외부온도
가 15~36도일 경우 내부온도는 20~37도까지 상승한다
는 을 밝히고, 최 의 헬멧 내부온도는 24~27도라 제
시하여 쿨링기능의 정온도를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Kim and Choi[13]는 산업용 안 모에 통기구

멍을 내는 방안을 제시하 으며, Choi and Park[14], 
Park and Choi[15]는 산업용 안 모에 냉각팩을 넣어 헬

멧 내부의 온도변화를 실험한 바 있다. 즉, 오토바이 운
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쿨 헬멧의 내부온도 조건이 제

시됨으로써, 이 연구에서의 조사에 정의된 쿨 헬멧의 온
도조건을 명시할 수 있게 되었다.
불편함의 주요 요인 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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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cooling) 헬멧’과 련된 특허는 미국의 경우 

1984년 Thermo-electric cooled head gear에 한 특허
[18] 이후 Low profile helmet vents and venting 
system[19]에 이르기까지 약 14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왔
지만 오토바이 헬멧에 실제 용되어 출시되고 있는 경

우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쿨 헬멧에 한 최근의 
연구로서는 상변환물질(phase change material)을 이용
한 헬멧의 냉각방법[16], 열 소자(thermoelectric 
module)를 이용한 방법[17] 등이 제시되고 있어, 과거의 
특허에서 제시되었던 물리 인 방법으로부터 보다 최신

의 냉각기술을 응용한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
이 많은 특허와 논문에서 헬멧을 냉각시킬 수 있는 다양

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음에 반해 실제 용되어 출시

된 헬멧이 많지 않은 이유로서는 기술 , 가격 혹은 수요
부재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나, 기술
인 문제에 해서는 논외로 하고 무엇보다도 cool 
helmet에 한 수요가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cool helmet의 구매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한 정보를 악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단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오토바이 

탑승자들을 상으로 헬멧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이

유를 조사하고, 다음으로는 ‘헬멧 내부를 차게 함으로써 
운 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헬멧’(이하 쿨 헬멧)의 
구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해 조사하고

자 한다. 한, 쿨 헬멧이 출시될 경우 구매의향을 나타
낼 수 있는 가격 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쿨 헬멧의 목표
시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Table 1. Reasons for not wearing motorcycle helmet 
(from Literature review)

Reasons Appearance 
frequency References

Not comfortable (Trapping heat and lacking 
ventilation/Heavy/Possibility of theft/Blocking 
vision)

10 5,7,8,10

Regulation related (Lack of enforcement of 
helmet laws, incomplete regulation) 3 5,8

Style(Not cool-looking/Messing up riders’ 
appearance/Helmets are   unattractive) 3 5,6

Short riding distance 2 5,8
Low perception about injury 2 7
Previous experience of accidents 1 6
BMI 1 6
Too expensive 1 5
Perceived insecurity of helmet 1 5

2. 방법

2.1 설문의 구성

이 연구에서는 오토바이 이용자들을 상으로 쿨 헬

멧에 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쿨 헬멧에 한 
정의는 Wickwire et al[12]이 제시한 ‘이마 부 를 차게 

함으로써 쿨링 기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을 이용하여 
‘헬멧을 착용한 사람이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마 
부 의 체온을 낮춤으로써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헬멧’으로 정의한 후 조사하 다. 설문의 구성은 인
구통계학 인 성별과 연령 의 2개 문항, 오토바이 헬멧
과 련된 생각에 한 5개 문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토바이 주행과 련된 5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오토바
이 헬멧과 련된 조사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오토

바이 운 자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요인을 조사한 

후 이에 해 우리나라 오토바이 탑승자들의 의식을 조

사하고자 하 다. 세부 으로는 헬멧 착용 시 불편함으

로 느끼는 이유(멋이 나지 않아서/헤어스타일이 망가져
서/덥고 답답해서/귀찮아서/냄새가 나서/기타)를 조사하
으며, 정의된 쿨 헬멧 기능의 필요성(5  척도), 재 

사용하고 있는 헬멧의 가격 와 쿨 헬멧에 한 추가지

불 의향 가격 (선다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가격
의 쿨 헬멧에 한 구매의향(5  척도)을 조사하 다. 오
토바이 주행과 련하여 오토바이 타는 빈도(주 2일 이
하/3~5일/6일 이상), 헬멧 1회 착용시간(30분 미만/30
분~1시간/1~2시간/2~5시간/5시간 이상), 헬멧 1회 착용 
시 주행거리(km), 오토바이 타는 용도(택배 는 퀵/

/출퇴근/ 련직종 조사( 매 등)/기타), 헬멧 착용으로 
인한 답답함을 피하는 방법(개방형 설문) 등으로 구성하
다.

2.2 연구 대상자

이 연구는 오토바이 동호회(네이버 오토바이 동호회 
카페, 뽐뿌 바이크 포럼, 지인 등)를 상으로 구 닥스

를 이용한 인터넷 설문형식인 편의추출 방식으로 진행하

으며, 조사기간은 2014.5.20~28까지, 응답자들은 197
명으로 집계되었다.

2.3 분석 방법

우선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인 분포와 함께 기술통

계학  백분율을 그룹으로 나 어 표시하 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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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Values Freq %

Gender
Male 183 0.93
Female 14 0.07

Age

<20s 2 0.01
20s 104 0.53
30s 75 0.38
40s 14 0.07
50s 2 0.01

Reasons of sensing 
unpleasant feelings

Doesn't look cool 3 0.02
Ruins hair style 63 0.32
Hot and uncomfortable feeling 99 0.50
Irksome 12 0.06
Smelling damp 4 0.02
Others 16 0.08

Needs for cool 
helmet(5-point   
scale)

1(Extremely no) 4 0.02
2 24 0.12
3 40 0.20
4 54 0.27
5(Extremely yes) 75 0.38

Helmet price you 
are using(₩10K)

1~5 20 0.10
5~10 40 0.20
10~15 36 0.18
15~20 16 0.08
20~25 11 0.06
25~30 8 0.04
≥30 66 0.34

Extra paying 
intention for cool 
helmet(₩10K)
 

0 18 0.09
.5~1 18 0.09
1~2 28 0.14
2~3 26 0.13
3~4 19 0.10
4~5 32 0.16
5~7 14 0.07
7~10 11 0.06
≥10 31 0.16

Purchasing 
intention of cool 
helmet(5-point 
scale)
 

1(Extremely no) 7 0.04
2 20 0.10
3 61 0.31
4 60 0.30
5(Extremely yes) 49 0.25

Motorcycle riding 
frequency(days 
during a week)

≤2 54 0.27
3~5 73 0.37
≥6 70 0.36

Helmet Wearing 
duration at a 
time(Hr)

<.5Hr 37 0.19
.5~1Hr 73 0.37
1~2Hr 62 0.31
2~5Hr 19 0.10
≥5Hr 6 0.03

Driving distance 
on a single helmet 
wearing(km)

<10 46 0.23
10~50 96 0.49
50~100 36 0.18
100~300 11 0.06
≥300 8 0.04

Purpose of driving 
motorcycle

Delivery service 13 0.07
Leisure 90 0.46
Commuting 92 0.47

재 착용하고 있는 헬멧의 가격 와 쿨 헬멧 지불의향 

가격, 그리고 정 가격 의 쿨 헬멧 구매의향 변수들 간

의 상 계를 조사하 으며, 마지막으로 정 가격 의 

쿨 헬멧 구매의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별하기 

해 로짓 회귀분석을 수행하 다. 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난 요인에 해서는 오드비 분석을 수행하여 두 집단 

간의 비교를 행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는 
5% 유의수 을 사용하 다.

3. 결과

3.1 기술통계량

응답자들의 분포는 다음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이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 로는 20 (53%)
와 30 (38%)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헬멧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덥고 답답해

서’가 50%, ‘헤어스타일이 망가져서’가 32%를 차지하
고 있다. 5  척도로 조사된 쿨 헬멧의 필요성은 평균 

3.9 (표 편차 1.1)으로서, 4  이상의 응답자들은 65%
를 차지하고 있다. 재 사용하고 있는 헬멧의 가격은 

30%가 10만원 미만이라 응답한 반면, 30만원 이상이라
고 응답한 비율도 34%에 이르고 있다. 쿨 헬멧에 한 
추가지불 의향 가격은 4만원 미만이 55%에 이르고 있으
며, 7만원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도 22%에 이르고 있다. 
지불의향 가격 의 쿨 헬멧이 출시될 경우 5  척도로 

조사한 구매의향의 평균은 3.6 (표 편차 1.1)이며, 구
매의향이 높은 응답자(4  이상)는 45%로 나타났다.
주당 오토바이 타는 빈도는 3일 이상이 체의 73%, 

헬멧 1회 착용 시간은 1시간 미만이 56%, 1~2시간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헬멧을 착용한 후 1회 주행거리
는 50km 미만이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용
도는 용이 46%, 출퇴근용이 47%를 차지하고 있다.
답답함을 피하는 방법에 한 개방형 설문 결과 무언

가 답답함을 피하기 한 ‘행동을 취하는’ 경우인 ‘쉴드
오 (31%)/벗는다(26%)/통기성이 좋거나 큰 헬멧착용
(6%)/두건착용(6%)/끈을 느슨하게(1%)’ 등이 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의견 에서는 ‘답답하
지 않거나 참는다’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Table 2. Distribution of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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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ing 
uncomfortable   
feeling while 
wearing helmet

Open shield 61 0.31
Taking off helmet 52 0.26
Wearing   system/ bigger helmet 11 0.06
Wearing hood 10 0.05
Loosen chin strap 1 0.01
Endure 46 0.23
No reply 16 0.08

Variables Factors Categories Frequency(%) M±SD
Dep.
Vars

Purchasing 
intention of cool 
helmet (5-point 
scale)

No(≤3) 0 109 (0.55)
3.6±1.1Yes(≥4) 1 88 (0.45)

Indep 
Vars

Gender Male 0 183 (0.93)

Female 1 14 (0.07)
Age Low(Under 20s) 0 106 (0.54)

High(Over 30s) 1 91 (0.46)
Reasons of 
sensing unpleasant 
feelings

Hot and 
uncomfortable 
feeling

1 98 (0.50)

Others 0 99 (0.50)
Needs for cool 
helmet (5-point 
scale)

Low(≤3) 0 68 (0.35)
3.9±1.1High(≥4) 1 129 (0.65)

Helmet price you 
are using

Low(<₩100K) 0 60 (0.30)

Medium(₩100K~
₩300K) 1 71 (0.36)

High(>₩300K) 2 66 (0.34)

Extra paying 
intention for cool 
helmet

Low(<₩40K) 0 109 (0.55)
Medium(₩40K~₩
70K) 1 46 (0.23)

High(>₩70K) 2 42 (0.21)
Motorcycle riding 
frequency(weekly)

Low(<3 days) 0 54 (0.27)
High(≥3 days) 1 143 (0.73)

Wearing duration 
of helmet at a 
time

Low(<1 hour) 0 110 (0.56)
High(≥1 hour) 1 87 (0.44)

Driving distance 
on a single helmet 
wearing

Low(<50km) 0 142 (0.72)
High(≥50km) 1 55 (0.28)

Purpose of driving 
motorcycle

Delivery service 0 15 (0.08)
Leisure 1 90 (0.46)
Commuting 2 92 (0.47)

Avoiding 
uncomfortable 
feeling while 
wearing helmet

Doing some action 0 135 (0.69)

Others 1 62 (0.31)

3.2 상관분석

다음 세가지 변수들은 서로 상 이 있을 것으로 상

되며 따라서 이들 사이의 상 계수를 추정하 다. 우선 
‘쿨 헬멧에 한 추가지불 의향 가격’은 ‘ 재 사용하고 
있는 헬멧의 가격 ’와 양의 상 이 유의하게 나타났으

며 (r=0.31, p<0.0001) 동시에 ‘추가지불 가격 의 쿨 헬

멧에 한 구매의향’과도 유의한 양의 상 계가 존재 

(r=0.42, p<0.000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재 사용하고 있는 헬멧 가격’과 ‘쿨 헬멧에 한 구매
의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0.08, 
p-value =0.26)

3.3 로짓 회귀분석(Logit regression)

로짓회귀분석을 하여 변수를 다음의 Table 3과 같
이 그룹핑하 다. 우선, 종속변수는 ‘ 정 가격의 쿨 헬
멧 구매의향(5  척도)’로 선정하고, 4  이상의 응답을 

‘구매의향이 있다’로 단하 다. 독립변수는 Table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선다형 질문에 해 최빈값을 이용하

여 범주화하 다.

Table 3. Variables Categorization

로짓회귀분석 결과 다음의 Table 4에서와 같이 회귀
모형을 추정하 으며, ‘쿨 헬멧의 필요성’(p<0.0001)과 
‘쿨 헬멧에 한 추가지불 의향의 가격’(p=0.017)만이 
5% 유의수 에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의 
타당성은 Likelihood ratio에 한 카이제곱 검정결과 유
의한(p<.0001) 것으로 나타났다. 한, Table 5에서와 같
이 오드비분석 (odds ratio estimates) 결과 쿨 헬멧이 필
요하다고 응답(4  이상)한 응답자들은 그 지 않은 응

답자들에 비해 구매의향이 6.52배 높은 것으로 (95% CI: 
3.10~13.73) 나타났으며, 쿨 헬멧에 한 추가지불 의향
의 가격이 높은 응답자들의 구매의향이 그 지 않은 응

답자들에 비해 1.77배 높은 (95% CI: 1.1.11~2.83) 것으
로 나타났다.

Table 4. Analysis of Max Likelihood Estimates

Parameter df Estimate Std
Err

Wald
χ2

Intercept 1 -2.26 0.69 0.00
Gender 1 0.70 0.71 0.32
Age 1 0.59 0.36 0.10
Reasons of sensing unpleasant feelings 1 0.67 0.36 0.06
Needs for cool helmet(5-point scale) 1 1.88 0.38 <.0001*
Helmet price you are using 1 -0.42 0.26 0.11
Extra paying intention for cool helmet 1 0.57 0.24 0.017*
Motorcycle riding frequency(weekly) 1 0.55 0.42 0.19
Wearing duration of helmet at a time 1 0.32 0.43 0.45
Driving distance on a single helmet 
wearing 1 0.26 0.48 0.59

Purpose of driving motorcycle 1 0.00 0.29 0.99
Avoiding uncomfortable feeling while 
wearing helmet 1 0.14 0.38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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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dds ratio estimates (Purchasing intention=1)

Effect Point 
Estimate

95% Wald
Confidence 

Limits

Needs for cool helmet(5-point scale) 6.52 3.10 13.73
Extra   paying intention for cool 
helmet 1.77 1.11 2.83

4. 결론 및 고찰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의하면 30  이하

(90.9%)의 남성(93%)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오토바
이 동호회 구성원들은 은 30  이하 남성들이 주로 참

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헬멧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서는 ‘헤어스타

일이 망가져서’와 ‘덥고 답답해서’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란(FGI결과 헬멧 미착용의 가장 큰 요인
은 환기부족)[5], 그리스-터키-이태리(헬멧의 환기부족으
로 인한 불만이 27%로서 3 )[6], 터키(헬멧 착용에 가
장 유의한 장애요인은 불편함)[7], 베트남(헬멧을 착용하
지 않는 이유 의 3 로서 30% 차지)[8] 등의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답답함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쉴드를 올리

거나 벗는다’가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데, 오토바이 탑승 시 쉴드를 올린 상태에서의 운 은 시

야방해로 인하여 안 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며, 
더구나 헬멧을 벗고 운 한다는 것은 법규 반뿐만 아니

라 운 자의 안 에도 심각한 결과를 래할 수 있다. 이
는 앞서 언 한 기존의 연구[5-8]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주요한 요인이 ‘불편함’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토바이 헬멧 착용이 법제

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헬멧 착용률이 약 

78%(2014기 )에 머물고 있는 실을 반 할 때, 헬멧 
착용 시 덥고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요한 해결책 의 하나로서 쿨헬멧의 필요

성이 강조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연구에서
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헬멧 착용을 해하는 요인의 

악뿐만 아니라, 덥고 답답함을 피할 수 있는 쿨 헬멧의 
필요성에 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쿨 헬멧의 필요성(5  척도)에 한 응답에서는 

평균 3.6 으로서 ‘보통’을 상회하는 수를 보이고 있

으며, 4  이상의 응답도 65%를 차지하고 있어 오토바
이 탑승자들은 쿨 기능을 갖춘 헬멧에 한 요구가 상당

함을 보여주고 있다.
헬멧의 가격과 련된 질문에 해 재 착용하고 있

는 헬멧의 가격 는 20만원 미만이 56%로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30만원 이상도 33.5%를 차지하고 있
어, 조사 상이 은 층임에도 불구하고 비교  고가의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층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 
쿨 헬멧에 한 추가지불 의향의 가격 는 4만원 미만이 
반 이상인 55%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10만원 이상
의 고가격 지불 의향도 16%를 차지하고 있어, 고가격
의 쿨 헬멧에 한 지불의향이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임

을 알 수 있다. 
한편, ‘ 재 착용하고 있는 헬멧의 가격 ’와 ‘쿨 헬멧

에 한 추가지불 의향 가격 ’와의 상 계수는 0.31 
(p-value< 0.0001)로서, 재 사용하고 있는 헬멧의 가격
가 높을수록 쿨 헬멧에 한 지불의향 가격은 높아짐

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쿨 헬멧의 추가지불 가격 는 

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4만원 미만의 추가가격 지불의향
을 보이고 있어 쿨 기능 장착에 큰 비용증가를 래하지 

않는 기술 인 방법의 고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에 
‘ 재 착용하고 있는 헬멧의 가격 ’와 ‘쿨 헬멧에 한 
구매의향’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0.08, 
p-value=0.26), ‘쿨 헬멧에 한 추가지불 의향 가격’과
의 계를 고려할 때, 재 사용하고 있는 헬멧의 가격과
는 상 없이 쿨 기능에 한 욕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은 주당 오토바이 타는 횟수의 분포는 2일 

이하, 3~5일, 6일 이상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응답자들의 오토바이 타는 목 이 와 출퇴

근이 부분(93%)을 차지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하여 탑승 시 헬멧 착용시간도 2시간 미만이 
87%를 차지하고 있다는 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1회 운행거리는 50km 미만이 
72%를 차지하고 있어, 출퇴근이나  용도로서 헬멧

을 착용한 상태로 운행한다는 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
나,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50km 이상의 장거리 운행을 
하는 집단도 존재(28%)한다는 을 알 수 있지만, 1회 
헬멧 착용거리가 길수록 쿨 기능을 갖춘 헬멧이 필요한

지에 한 상 계는 5% 수 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r=0.13, p-value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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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가격 의 쿨 헬멧에 한 구매의향은 ‘쿨 헬멧의 
필요성’이 높을수록(b=1.875, p<0.0001), 그리고 ‘쿨 헬
멧에 한 추가지불 의향 가격’이 높을수록(b=0.572, 
p=0.0157)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쿨 헬멧에 한 구매
의향을 악하기 해서는 그 필요성에 해 어느 정도

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추가지불 의향 가격 가 높은지

에 해 악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오드비 분석 결과 쿨 헬멧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들의 구매의향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6.52배 높게 
나타났으며, 추가지불 의향 가격이 높은 응답자들의 구
매의향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구매의향이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헬멧의 쿨 기능에 한 욕
구의 크기와 추가지불 의향가격의 크기는 쿨 헬멧의 구

매의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악할 수 있다.
이상에 의하면 ‘ 재 사용하고 있는 헬멧의 가격’과 

‘쿨 헬멧에 한 추가지불 의향 가격’과 상 이 있다는 

과 로짓회귀분석 결과를 종합 으로 단할 때, 쿨 헬
멧 시장으로 진출할 경우의 우선 인 표 시장은 다음 

두 가지 의 하나로 목표를 정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i. 재 사용하고 있는 헬멧이 비교  가인 집단에 

해서는 쿨 기능 추가로 인한 가격상승은 4만원 
이하 수

ii. 재 비교  고가의 헬멧을 사용하는 집단에 해

서는 쿨 기능이 갖추어진 고가의 쿨 헬멧 개발  

출시 략

   
이상에서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우선기존의 연구에서

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운 자들이 헬멧 착용을 기피하

는 주요 요인에 한 조사를 수행하 으며, 헬멧 착용 시 
불편함을 느끼는 요인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존의 연구가 헬멧 착용 실태  착용을 
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 상 악’과 련된 
연구임에 비하여, 이 연구에서는 헬멧 착용시의 불편함
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쿨 헬멧을 정의하고, 이에 
한 수요와 가격 , 그리고 구매의향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악하 다. 이러한 시도는 쿨 기능을 갖춘 
헬멧에 한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에 한 기 인 조

사로서, 쿨 헬멧의 표 시장을 가시화하고 정 가격  

수 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의 조사는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쿨 헬멧에 하여 이론   개념 인 정의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쿨 헬멧을 제작하고 운 자

로 하여  이를 직  착용해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실험

인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

된다. 한, 재 사용하고 있는 헬멧의 가격 와 쿨 기

능에 한 추가지불 의향 가격 , 그리고 구매의향과의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표 시장에 한 구체

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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