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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관련 부위 

유형에 따라 요실금 팬티 패턴을 제작하여 하반신 몸통 유형별 요실금 팬티 패턴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유형 1의 패턴은 가장 길이가 길고 폭은 두 번째로 넓은 형태를 나타냈고, 유형 2는 길이가 가장 짧고 좁은 

형태를 나타냈다. 유형 3은 길이가 가장 짧고 폭은 가장 넓은 형태를 나타냈으며, 유형 4는 가장 폭이 좁고 

길이가 두 번째로 긴 형태를 나타냈다. 가상착의에 대한 평가결과, 유형 2가 앞면, 옆면, 뒷면 모두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유형 3은 허리와 복부, 엉덩이와 넙다리둘레가 가장 크고, 하반신이 짧은 비만 체

형으로 다른 체형과 같은 방식으로 패턴을 제작하였을 시 다리둘레와 엉덩이부위의 감싸는 분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키워드: 요실금(urinary incontinence), 팬티(underwear), 유형(type), 시뮬레이션(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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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여성의 출산 후 체형 변화로 임신기간 동안 늘어난 배가 탄력을 

회복하지 못해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어 엉덩이가 처지며,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골반전방경사 등이 유발되고 골반이 벌어지는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체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골반 근육이 약화되고 

골반의 이완으로 방광과 요도가 처지게 되어[1] 요실금 증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요실금 증상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요실금 

팬티나 패드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관련 부위 유형에 따라 요실금 

팬티 패턴을 제작하여 하반신 몸통 유형별 요실금 팬티 패턴을 비교․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맞음새가 우수한 요실금 팬티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Study Methods

1. Design of Subject

본 연구를 위한 요실금 팬티 디자인은 선행연구[2]를 참고하여 

맥시스타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요실금 팬티는 앞몸판, 크러치, 

뒤몸판의 3부분으로 구성된 디자인이다.

2. Drafting Method

40대에서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유형에 따른 요실금 팬티 

패턴 비교를 위한 패턴 제도법은 선행연구[3]에서 개발된 방법을 

활용하였다.

3. Measurement Parts and Application Size

제도된 팬티 패턴의 측정부위는 앞허리, 뒤허리, 앞길이, 뒷길이, 

크러치길이, 앞크러치폭, 뒤크러치폭, 앞다리길이, 크러치다리길이, 

뒤다리길이 등이다. 적용치수는 국가기술표준원 사이즈코리아의 제8

차 인체치수조사 데이터 중 40-69세 여성 1,543명을 분석한 유형별 

치수를 적용하였다.

4. Program and Data Analysis

3차원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CLO 3D를 사용하였고, 자료분석에

는 SPSS 27.0을 사용하였다.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0권 제2호 (2022. 7)

330

III. Results

1. Pattern Size and Shape

하반신 몸통 유형별 패턴 치수 및 형태를 비교한 결과, 패턴 제도 

시 주어진 치수를 대입하는 앞크러치폭, 뒤크러치폭은 유형별로 차이

가 없었고, 허리둘레, 앞뒤길이, 크러치길이 등은 하반신 몸통 유형별 

엉덩이길이, 허리둘레의 차이에 의해 패턴상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크러치길이는 엉덩이길이와 밑위길이의 차이치수가 클 경우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형 1의 패턴은 가장 길이가 길고 폭은 두 번째로 

넓은 형태를 나타냈고, 유형 2는 길이가 가장 짧고 좁은 형태를 

나타냈다. 유형 3은 길이가 가장 짧고 폭은 가장 넓은 형태를 나타냈으

며, 유형 4는 가장 폭이 좁고 길이가 두 번째로 긴 형태를 나타냈다.

2. 3D Simulation and Appearance Evaluation

하반신 몸통 유형별 요실금 팬티에 대한 가상착의를 실시한 결과, 

유형 2가 앞면은 앞허리둘레의 여유분, 앞엉덩이둘레의 여유분, 앞크

러치의 여유분, 앞다리둘레의 당김, 앞배둘레의 여유만 보통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는 적합으로 평가되었다. 옆면에서는 옆선의 수직

만 보통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었다. 

뒷면에서는 뒤크러치의 위치만 보통으로 평가되었고 다른 항목은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어 부적합한 부분 없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유형 3의 요실금 팬티 패턴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유형 

3은 허리와 복부, 엉덩이와 넙다리둘레가 가장 크고, 하반신이 짧은 

비만 체형으로 다른 체형과 같은 방식으로 패턴을 제작하였을 시 

다리둘레와 엉덩이부위의 감싸는 분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만한 체형의 경우에는 뒤몸판의 다리둘레 제도법 설정 시 평균 

체형보다 감싸는 분량을 더 많이 설정하는 새로운 제도법이 요구되었

다. 또, 넙다리둘레 치수가 커지게 되므로 고무줄 치수 설정 시 사이즈를 

그레이딩할 때 늘어나는 분량보다 여유량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크러치 부분의 경우 앞뒤 크러치폭의 경우 정해진 치수를 대입하여 

제도가 이루어져 유형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형별로 

크러치 부분의 맞음새에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Clothing Pressure

팬티는 인체에 밀착되는 의복이어서 의복압의 경우 대부분이 주황

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85.71-100.00 칼로파스칼의 압력을 나타

냈다. 다리둘레와 허리둘레는 3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상에서 고무줄 

처리를 하여 더 압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허리둘레는 원래 

길이의 70.00%, 다리둘레는 원래 길이의 80.00%로 고무줄을 적용하

였다.

I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40대, 50대, 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 체형에 따른 

요실금 팬티 패턴을 가상착의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크러치 

부분을 두 겹 처리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나 실제 흡수층을 

부착한 상태의 맞음새는 평가하지 못하였으며, 요실금 팬티에 있어 

맞음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샅부위의 착용감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40대, 50대,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흡수층이 부착된 요실금 팬티에 대한 착의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체형별 차이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다리 및 크러치 부분에 대한 제도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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