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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성의 ‘생리’는 신체적으로 성숙한 여성의 자궁

에서 약 28일의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출혈하는 생리

현상을 의미한다(“월경 [Menstruation]”, n.d.). 생리 

시 출혈되는 생리혈은 가임기 여성이 임신을 하지 않

았을 경우, 자궁내막이 호르몬의 분비 주기에 반응

하면서 저절로 탈락하며 배출되는 것으로, 건강한 

성인 여성의 정상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위

생용품, 즉 여성 생리대는 10세기 초부터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과거의 여성들은 생리대 흡수성을 위

한 재료로 낡은 옷이나 풀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Chakwana & Nkiwane, 2014). 일회용 생리대는 1888년

경에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오

늘날의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

용하는 의약외품으로 고시되고 있고, 현대 여성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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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다(Moon & Jeon, 

2014). 식품의약품안전처(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2017)의 조사결과 국내 생리대 시장의 규모는 

연간 3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국

내 여성들은 일회용 생리대, 탐폰, 다회용 생리대, 생

리컵 등의 다양한 생리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여성위생용품 업계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생리

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체

적합성이 높은 여성위생용품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생리대는 여성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닿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동안 일상생활의 활동에도 많

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제품의 착용감 및 맞

음새와 관련한 여성 소비자들의 니즈가 더욱 증대되

며 까다로워지고 있다(Koo, 2013). 이에 각 기업에서

는 여성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규격과 형태의 일회용 생리대 제품들을 생산 시판하

고 있으며, 관련 업계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 생리대에 관한 국내 표

준 규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생리대의 사

이즈 규격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소비자들의 생리대 착용감 증대에 대한 요

구를 실질적으로 여성위생용품 제품 개발에 반영하

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여성 소비자들

의 인체공학적 고급 생리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경

쟁력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

운데(Joo, 2003), 이를 위해 국내외 생리대 제품의 규

격 파악을 통한 맞음새 개선과 패턴 제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를 선정하여 생

리대의 실제 구조와 규격을 살펴보고, 사용자의 사이

즈 및 맞음새 사용성 평가 결과에 따른 항목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여

성위생용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배경

1. 국내 생리대 시장 현황

국내 생리대 시장 규모는 2018년도 기준으로 약 

5,000억 원 규모이며, 지속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

는 상품이다. 생리 주기에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

의 개수는 5~7일 기준으로 약 21.6개로 1년 사용량은 

259.2개이며, 초경에서 폐경을 경험하기까지 약 40년

간 사용하는 생리대의 개수는 약 1만 4000개다(Park, 

2019). 생리대는 제품 특성상 일정 매출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이라 볼 수 있었으나, 

지난 2018년 ‘유해 생리대 파동’으로 인하여 안정적

이었던 생리대 시장에서 생리대의 안전성이 명확하

게 검증되는 대체품을 찾아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어

나면서 생리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다. 

2. 생리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생리대와 관련된 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a-

kwana and Nkiwane(2014)은 재사용이 가능한 생리대 

소재 및 제품 개발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저비

용의 생리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Adika 

et al.(2011)은 사춘기 여학생의 월경 중 생리대 사용

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알아보는 연구를 통해, 생리

대 사용에 대한 행동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Mazgaj et 

al.(2006)은 오늘날 여성들은 월경 관리를 위해 다양

한 방법을 허용하며, 이에 일회용 생리대, 탐폰 및 기

타 대안 등이 포함되며, 제품의 선택은 소득, 라이프 

스타일 및 직업, 자기 자신의 상황 등을 기반으로 결

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해외 생리대 개발 사례를 살

펴본 결과, 소재를 통한 친환경 생리대 개발, 흡수재 

레이어 구조층 개발 등을 통한 생리혈 흡수용량 개선 

및 누출 방지 등의 성능 향상 목적을 위한 생리대 개

발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한편, 생리대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Kang(2002)의 일회용 생리대에 사용되는 고분자 물

질에 관한 연구, Ahn and Kim(2008)의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불편함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Jeon and 

Moon(2010)은 일회용 생리대 제품 개발을 위한 시판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Koo(2013)

의 천 생리대를 중심으로 친환경 여성 용품 개발에 

관련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생리대에 관한 해외 및 국내 선행연구

의 대부분이 일회용 생리대의 소재 및 사용성에 관한 

연구들로 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생리대 제품의 실제 규격에 따른 사용성 평가의 체계

화된 연구사례가 아직 미비하므로 생리대 사이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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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새와 관련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연구방법

1. 여성위생용품 선정 및 수집 

본 연구의 여성위생용품 수집은 2018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국내 생리

대 브랜드 17개의 브랜드평판지수 순위 결과를 바

탕으로, 상위 브랜드의 제품들을 중심으로 선정하

였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브랜드평판지수는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표로써 브랜드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소비자 참여 및 소통량, 미디어 관심도, 

소셜 대화량 등으로 측정된다(Korea Reputation Cen-

ter, 2018a, 2018b). 2018년 4월 생리대 브랜드평판 순

위는 시크릿데이(Secret day), 화이트(White), 나트라

케어(natracare), 유기농본(Organic Bon), 내추럴코튼

(Natural cotton), 좋은느낌(Goodfeel), 콜만(COR-

MAN), 바디피트(Bodyfit), 잇츠마인(It's mine), 위스퍼

(Whisper), 예지미인(Yejimiin), 허브데이(Herbday), 엘

리스(Elis), 라라문(Lalamoon), 잇츠미(It's me), 네띠

(Naty), 아임오가닉(I'm Organic) 순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8년 5월 생리대 브랜드평판 순위는 시크릿 

데이, 좋은느낌, 화이트, 나트라케어, 유기농본, 내추

럴코튼, 콜만, 바디피트, 예지미인, 위스퍼, 허브데이, 

라라문, 잇츠미, 앨리스, 네띠, 아임오가닉, 잇츠마인 

순으로 분석되었다(Table 1).

국내 시중에서 판매중인 일회용 생리대는 표면재

의 종류에 따라 필름과 부직포로 구분되고 있으며, 

유기나 생약성분 재료의 사용 여부에 따른 제품이 판

매되고 있다(Han,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국내 일회

용 생리대 사용성 평가에 필요한 생리대 브랜드 선정

은 탑 시트 표면재료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라 선정

하였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빅데이터 조사 결과 

수집된 17개 브랜드들 중 생리대를 일반부직포 표면

재 생리대, 순면부직포 표면재 생리대, 유기농 순면

부직포 표면재의 총 3가지 제품군으로 분류하였으

며, 제품군당 각 2개의 상위 브랜드를 선정하여 총 여

섯 브랜드 제품을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에 선정된 각 제품군의 생리대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일반부직포 제품에는 A, B 브랜드가 선

정되었으며, 순면부직포 제품군에는 C, D 브랜드가 

Ranks April 2018 May 2018

1 Secret day Secret day

2 White Goodfeel

3 natracare White 

4 Organic Bon natracare

5 Natural cotton Organic Bon

6 Goodfeel Natural cotton

7 CORMAN CORMAN

8 Bodyfit Bodyfit

9 It's mine Yejimiin

10 Whisper Whisper

11 Yejimiin Herbday

12 Herbday Lalamoon

13 Elis It's me

14 Lalamoon Elis

15 It's me Naty

16 Naty I'm Organic

17 I'm Organic It's mine

Reprinted from Korea Reputation Center (2018a, 2018b). http://www.rekorea.net

Table 1. Monthly sanitary pad ranks according to brand reputation index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3, 2020

– 488 –

선정되었다. 유기농 순면부직포 제품군에는 E, F 브

랜드가 선정되었다(Table 2).

또한, 위 생리대 여섯 브랜드 제품을 중심으로 사

이즈, 형태 등의 생리대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한방생리대 5개 브랜드와 해외생리대 9개 브랜드를 

추가적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제품군의 생리대 브랜

드는 다음과 같다. 한방생리대 제품군에는 국내 상

위 판매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G, H, I, J, K 브랜드를 

선정하였으며, 해외생리대 제품군에는 국내 상위 판

매 해외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중국은 스페이스7(SPA-

CE7), 일본은 로리에(Laurier)와 소피(SOFY), 미국의 

라엘(Rael)과 유바이코텍스(U BY Kotex)를 선정하

였으며, 유럽국가에서는 스웨덴의 나트라케어, 독일

의 콜만, 이탈리아의 힐리어스(healius), 스페인의 마

스미(masmi)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2. 일회용 생리대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형 날개형 생리대 총 20개의 브

랜드를 중심으로 생리대 구조 및 규격 특성을 살펴보

았다. 

1) 생리대 구조 

일회용 생리대 구조는 크게 표지층, 흡수체, 방수

막, 접착면, 날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층은 일

반적으로 커버라고 부르는 부분이며, 순면부직포나 

합성섬유, 표지용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이뤄진다

(Han, 2016). 표지층의 표면재는 사용자의 피부와 직

접 접촉하는 중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커버

에 ‘샘 방지선’이라고 불리우는 홈 부분은 생리혈을 

빠르게 흡수하는 기능과 함께 생리대 각 층 표지층, 

흡수층, 방수층을 고정하는 기능을 한다. 표지층 아

래 흡수층은 생리혈이 생리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

을 방지하는 ‘흡수체’로 구성된다(Jeong, 2013). 주로 

고분자 섬유 부직포나 고흡수성 고분자 소재 등으로 

제작되며 생리혈이 새어나가는 것을 한 번 더 방지하

는 사이드 개더가 함께 구성되기도 한다. 또한, 방수

층은 주로 통기성 방수막으로 구성되는데, 생리대를 

사용하게 되는 신체 부위는 폐쇄되고 투과성이 높은 

점막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리대 소재가 여

성의 생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Bijl & van Eyk, 2004). 생리대 방수막 뒷면은 접

착면으로써 생리대를 속옷에 고정시키기 위한 접착 

스티커 형식으로 구성되어있고. 생리대 본체의 양쪽 

옆날개 부분은 속옷과 팬티가 분리되지 않도록 고정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생리대 구조 및 각 부위 명칭

은 다음 <Table 3>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생리대 형

태를 가장자리 윤곽선을 형태로써 살펴보았다. 

2) 생리대 규격 

사용자의 생리 기간의 생리혈 양이나 신체 사이즈

에 따라 사용되는 생리대의 종류가 다르다. 소형 생리

대는 흡수량과 면적 사이즈가 가장 적은 생리대이며,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 생리대 순서로 점점 더 많은 

생리혈을 흡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20개 

일회용 생리대의 샘플 제품 규격 비교는 각 브랜드마

다 사이즈 구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사

이즈인 중형 사이즈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중형 사

이즈는 외관상 표시가 적게 나면서도 많은 양의 생리

혈을 흡수할 수 있는 사이즈로 주로 신체활동량이 많

은 날 사용되는 사이즈이며, 다양한 생리대 브랜드

에서 중형 사이즈가 가장 많은 종류로 출시되고 있다

(Koo, 2013).

본 연구에서는 중형 사이즈 생리대의 총 패드 길

이, 날개 길이, 날개 폭, 앞패드 폭, 뒤패드 폭, 앞패드 

길이, 뒤패드 길이 총 7개 항목을 측정하였으며, 각 

Classification Sanitary pad brand

Shape & size evaluation

Top sheet surface material Regular: A, B / Cotton: C, D / Organic cotton: E, F

Oriental sanitary pad G, H, I, J, K

Overseas sanitary pad 

China: SPACE7 / Japan: Laurier, SOFY /

 USA: Rael, U BY Kotex / 

Europe: natracare, CORMAN, healius, masmi

Usability evaluation Top sheet surface material Regular: A, B / Cotton: C, D / Organic cotton: E, F 

Table 2. Sanitary pad brand for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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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의 규격 치수 측정 기준은 <Table 4>와 같다.

3. 국내 일회용 생리대 사용자 사용성 평가 

1) 연구대상자 선정 및 조사방법 

본 연구의 여성위생용품 사용자 사용성 평가를 위

한 연구대상자는 20~30대 생리를 하는 건강한 성인 

여성 110명으로 선정하였다. 20대, 30대 각 연령별로 

55명씩 110명으로 연구대상자 수를 구성하였다. 참

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연구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를 작성한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일회용 생리대 사용성 평가를 위해 국내 

일회용 생리대 여섯 브랜드 제품을 각 2개씩 총 12개

를 제공하였다. 제품은 2018년 4~5월의 한국기업평

판연구소의 생리대 브랜드 평판 순위 결과를 바탕으

로 선정하였으며, 표면재료에 따라 일반부직포 생리

대, 순면부직포 생리대, 유기농 순면부직포 제품군

으로 분류하여 국내 일회용 생리대 여섯 제품을 번호 

스티커를 부착하여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자신

의 생리 기간 중 생리양이 가장 많은 이틀 동안 총 12개

의 생리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즉, 생리양이 가장 

많은 둘째 날 일정 시간 간격으로 6개 브랜드 제품을 

번호 순서대로 사용한 뒤, 셋째 날 6개 브랜드 제품

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착용한 직후 모바일 설문

지 링크를 통해 사용성 평가 설문을 응답하도록 하

였다. 

 Size measurement standard Number  Title 

① Total pad length

② Wing length

③ Wing width

④ Front pad width

⑤ Back pad width

⑥ Front pad length

⑦ Back pad length

Adapted from Koo (2013). p. 43.

Table 4. Sanitary pad size measurement standard

Structure Number Title Detailed structure

① Cover layer Leak prevention line

② Wing Adhesive side

③ Absorber Side gather 

④ Waterproof membrane Adhesive side

Adapted from Woo (2017). http://dongascience.donga.com

Table 3. Structure of sanitary 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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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는 착용자의 편안함과 냄새 및 감염을 예방

하기 위해 생리혈 양에 상관없이 적어도 3~4시간 동

안 교체해야하는 것이 권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생리대 착용자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간격으

로 생리대를 교체하도록 하였다. 설문 조사는 2018년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글 앱을 통하여 실시하

였으며, 중도 포기 및 불분명한 설문 응답을 제외한 

총 81명 연구대상자의 설문 내용을 본 연구결과에 반

영하였다. 

2) 일회용 생리대 사용성 평가 질문 구성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 측정 도구는 국내 서적 및 

선행연구들과 여성의학 관련 전문가의 조언들을 바

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질문 구성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변인(2문항), 연구대상자의 

생리 경험에 대한 기초조사(4문항), 생리대 사이즈 만

족도(6문항), 전반적인 핏 만족도(1문항)로 구성하였

다. 일반적인 변인 문항은 연구대상자의 나이 및 국

적에 대한 질문이며, 생리 경험 기초조사 문항은 생

리 주기, 평균 생리 기간, 생리통 정도, 생리양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생리통 정도는 0점(통증 

없음), 2점(약간의 통증), 4점(통증 있음), 6점(통증 

심함), 8점(통증 너무 심함), 10점(참을 수 없는 통

증)으로 6단계의 점수를 구분하여 연구대상자가 답

변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리양은 각 연구대

상자마다 생리혈 양이 가장 많은 날 2시간 내외로 착

용된 생리대의 생리혈 양에 따라 답변에 제시된 네 개

의 그림을 보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그림은 

‘조금 묻음’, 두 번째 그림은 ‘보통 묻음’, 세 번째 그

림은 ‘많이 묻음’, 네 번째 그림은 ‘매우 많이 묻음’을 

의미하며,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생리혈 양에 해당하

는 그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생리대 사이즈 만족

도와 관련된 문항은 각 생리대 6개 브랜드 사이즈에 

대한 응답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1점

은 짧다/좁다/얇다, 3점은 보통이다, 5점은 길다/넓

다/두껍다로 구성하였다(Table 5). 또한, 생리대 성능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은 연구대상자가 각 생리대 

6개 브랜드를 착용했을 시, 인체에 핏이 어느 정도 좋

은 것으로 느껴지는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1점 매

우 나쁨, 3점 보통, 5점 매우 좋음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 외 문항으로는 실제 중형 생

리대를 사용했을 경우, 크기와 관련하여 더욱 만족

할 수 있는 제안 사항을 기입형으로 응답하도록 문

항을 구성하였다.

IV .결과및분석

1. 국내 일회용 생리대 특성 분석

1) 생리대 형태 조사

본 연구에서 수집된 20개의 중형 날개형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형태 구분에 따른 특징을 살펴 본 결

Sanitary pad usability evaluation questions Contents

General variables of respondents 
Age

 Nationality

Menstruation characteristics

Menstruation cycle

Period of menstruation

Menstrual pain

Menstrual bleeding amount

Sanitary pad size satisfaction

Total pad length

Wing length

Wing width 

Front pad width

 Back pad width

 Thickness

Overall fit satisfaction Overall fit satisfaction when worn

Table 5. Questionnaire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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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Table 6>과 같다. 생리대 전체 윤곽선을 기준

으로 형태를 분류해 본 결과, 본체와 날개 부분이 이

어지는 모양에 따라 굴곡이 있는 모양 형태의 굴곡형

과 일자모양 형태인 일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생리대 앞패드 폭이 가장 넓은 가장자

리에서 뒤패드 폭이 가장 넓은 가장자리를 직선으로 

연결하였을 경우, 날개가 본체에서 이어지는 부분과 

직선과의 거리가 1cm 이상 차이나는 형태를 굴곡형

으로 구분하였으며, 1cm 이하는 일자형으로 구분하

였다. 굴곡형으로 분류된 생리대 브랜드는 A 브랜드, 

D 브랜드, E 브랜드, G 브랜드, I 브랜드, J 브랜드, 로

리에, 소피로 총 8개로 나타났으며, 일자형으로 분류

된 생리대 브랜드는 B 브랜드, C 브랜드, F 브랜드, H 

브랜드, K 브랜드, 스페이스7, 라엘, 코텍스, 나트라

케어, 콜만, 힐리어스, 마스미로 총 12개로 일자형 생

리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생리대 실측 치수 조사

본 연구에 선정된 일회용 생리대 20개 브랜드 제품

의 실측 치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총 패드 길이의 

평균은 24.5cm로 측정되었다. 나트라케어의 총 패드 

길이가 28.0cm로 길이가 가장 길며, 코텍스가 22.8cm

로 길이가 가장 짧게 측정되었다. 나트라케어(28.0cm)

의 다음으로는 B 브랜드와 K 브랜드(26.0cm), J 브랜

드(25.4cm), F 브랜드(25.0cm), 라엘(25.0cm), C 브랜

드(24.9cm), 소피(24.7cm), H 브랜드(24.6cm), 마스미

(24.5cm), 스페이스7(24.2cm), E 브랜드(24.0cm), 콜만

(24.0cm), 힐리어스(24.0cm), D 브랜드(23.9cm), A 브

랜드(23.8cm), G 브랜드(23.8cm), I 브랜드(23.3cm), 로

리에(22.9cm), 코텍스(22.8cm) 순서로 총 패드 길이가 

측정되었다. 

날개 길이의 평균은 8.8cm으로 측정되었다. 날개 

길이 역시 총 패드 길이와 마찬가지로 나트라케어

가 13.0cm로 길이가 가장 길고 라엘이 7.0cm로 길이

가 가장 짧게 측정되었다. 나트라케어의 다음은 콜

만(12.5cm), 힐리어스(12.5cm), E 브랜드(9.0cm), 마

스미(8.8cm), G 브랜드(8.6cm), I 브랜드(8.5cm), J 브

랜드(8.5cm), 코텍스(8.5cm), C 브랜드(8.3cm), F 브

랜드(8.3cm), H 브랜드(8.0cm), K 브랜드(8.0cm), 소

피(8.0cm), A 브랜드(7.8cm), B 브랜드(7.7cm), D 브

Disposable sanitary pad type

Curve

type

A D E G I  J Laurier SOFY

Straight

type

B C F H K SPACE7 Rael U BY Kotex

natracare CORMAN healius  masmi

Table 6. Disposable sanitary pad type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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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7.6cm), 스페이스7(7.5cm), 로리에(7.5cm), 라엘

(7.0cm) 순서로 날개 길이가 측정되었다.

날개 폭의 평균은 3.0cm으로 나타났다. D 브랜드

의 날개 폭이 3.4cm로 폭이 가장 넓고 마스미가 2.4cm

로 폭이 가장 좁게 측정되었다. D 브랜드의 다음으로

는 스페이스 7(3.3cm), B 브랜드(3.2cm), 소피(3.2cm), 

H 브랜드(3.1cm), J 브랜드(3.1cm), C 브랜드(3.0cm), 

F 브랜드(3.0cm), G 브랜드(3.0cm), K 브랜드(3.0cm), 

로리에(3.0cm), 라엘(3.0cm), 나트라케어(3.0cm), E 브

랜드(2.9cm), A 브랜드(2.8cm), 코텍스(2.8cm), I 브랜드

(2.7cm), 콜만(2.6cm), 힐리어스(2.6cm), 마스미(2.4cm) 

순서로 날개 폭 넓이가 측정되었다. 

앞패드 폭의 평균은 10.0cm으로 나타났다. I 브랜

드의 앞패드 폭이 11.1cm로 폭이 가장 넓고 스페이스

7이 9.0cm로 폭이 가장 좁게 측정되었다. I 브랜드 다

음으로는 K 브랜드(10.8cm), 라엘(10.6cm), D 브랜드

(10.5cm), G 브랜드(10.4cm), B 브랜드(10.3cm), A 브

랜드(10.2cm), 소피(10.2cm), H 브랜드(10.0cm), 로리

에(10.0cm), 나트라케어(10.0cm), 콜만(10.0cm), 힐리

어스(10.0cm), C 브랜드(9.9cm), F 브랜드(9.9cm), 마

스미(9.6cm), E 브랜드(9.5cm), J 브랜드(9.5cm), 코텍

스(9.1cm), 스페이스(9.0cm) 순서로 앞패드 폭 넓이

가 측정되었다. 

뒤패드 폭의 평균은 10.2cm으로 나타났다. I 브랜

드의 뒤패드 폭이 11.1cm로 폭이 가장 넓고 코텍스

가 9.3cm로 폭이 가장 좁게 측정되었다. I 브랜드 다

음으로는 라엘(11.0cm), K 브랜드(10.8cm), 로리에

(10.7cm), G 브랜드(10.6cm), D 브랜드(10.5cm), J 브

랜드(10.5cm), H 브랜드(10.4cm), B 브랜드(10.3cm), 

F 브랜드(10.3cm), A 브랜드(10.2cm), 소피(10.2cm), 힐

Sanitary pad brand Country
Total pad 

length

Wing 

length

Wing 

width

Front pad 

width

Back pad 

width

Front pad 

length

Back pad 

length

A 

Korea

23.8   7.8 2.8 10.2 10.2 11.8 12.0

B 26.0   7.7 3.2 10.3 10.3 11.3 14.7

C 24.9   8.3 3.0   9.9   9.9 11.7 13.2

D 23.9   7.6 3.4 10.5 10.5 11.9 12.0

E 24.0   9.0 2.9   9.5   9.5 12.0 12.0

F 25.0   8.3 3.0   9.9 10.3 11.2 13.8

G 23.8   8.6 3.0 10.4 10.6 11.8 12.0

H 24.6   8.0 3.1 10.0 10.4 10.8 13.8

I 23.3   8.5 2.7 11.1 11.1 11.6 11.7

J 25.4   8.5 3.1   9.5 10.5 12.7 12.7

K 26.0   8.0 3.0 10.8 10.8 11.5 14.5

Laurier 
Japan

22.9   7.5 3.0 10.0 10.7 10.1 12.8

SOFY 24.7   8.0 3.2 10.2 10.2 10.0 14.7

SPACE7 China 24.2   7.5 3.3   9.0   9.8 10.4 13.8

U BY kotex
USA

22.8   8.5 2.8   9.1   9.3 11.5 11.3

Rael 25.0   7.0 3.0 10.6 11.0 11.0 14.0

natracare Europe (Sweden) 28.0 13.0 3.0 10.0 10.0 14.0 14.0

CORMAN Europe (Germany) 24.0 12.5 2.6 10.0 10.0 12.0 12.0

healius Europe (Italy) 24.0 12.5 2.6 10.0 10.2 12.0 12.0

 masmi Europe (Spain) 24.5   8.8 2.4   9.6   9.6 12.2 12.3

Average 24.5   8.8 3.0 10.0 10.2 11.6 13.0

Standard deviation    1.2   1.7 0.2   0.5   0.5   0.9   1.1

Table 7. Analysis of dimensions of disposable sanitary pads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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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스(10.2cm), 나트라케어(10.0cm), 콜만(10.0cm), C 

브랜드(9.9cm), 스페이스7(9.8cm), 마스미(9.6cm), E 브

랜드(9.5cm), 코텍스(9.3cm) 순서로 뒤패드 폭 넓이

가 측정되었다. 

앞패드 길이의 평균은 11.6cm으로 나타났다. 나트

라케어의 앞패드 길이가 14.0cm로 길이가 가장 길고 

소피가 10.0cm로 길이가 가장 짧게 측정되었다. 나트

라케어 다음으로는 J 브랜드(12.7cm), 마스미(12.2cm), 

E 브랜드(12.0cm), 콜만(12.0cm), 힐리어스(12.0cm), 

D 브랜드(11.9cm), A 브랜드(11.8cm), G 브랜드(11.8 

cm), 시크릿데이(11.7cm), I 브랜드(11.6cm), K 브랜드

(11.5cm), 코텍스(11.5cm), B 브랜드(11.3cm), F 브랜

드(11.2cm), 라엘(11.0cm), H 브랜드 (10.8cm), 스페이

스7(10.4cm), 로리에(10.1cm), 소피(10.0cm) 순서로 앞

패드 길이가 측정되었다.

뒤패드 길이의 평균은 13.0cm로 나타났다. B 브랜드

와 소피의 뒤패드 길이가 14.7cm로 길이가 가장 길고 

코텍스가 11.3cm로 길이가 가장 짧게 측정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K 브랜드(14.5cm), 라엘(14.0cm), 나트라케

어(14.0cm), F 브랜드(13.8cm), H 브랜드(13.8cm), 스페

이스7(13.8cm), C 브랜드(13.2cm), 로리에(12.8cm), J 브

랜드(12.7cm), 마스미(12.3cm), D 브랜드(12.0cm), A 브

랜드(12.0cm), E 브랜드(12.0cm), G 브랜드(12.0cm), 콜

만(12.0cm), 힐리어스(12.0cm), I 브랜드(11.7cm), 코텍

스(11.3cm) 순서로 뒤패드 길이가 측정되었다.

생리대 실측 치수를 측정한 결과, 모두 같은 중형 

사이즈 생리대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길이는 

최소 22.8cm에서 최대 28.0cm로 약 5.2cm 길이 차이

에 따른 일관성이 부족하여 소비자가 생리대 사이즈

를 선택할 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한, 각 생리대의 앞패드 길이와 뒤패드 길이 차이를 

살펴보면 국내 생리대와 일본, 중국의 생리대는 앞

패드 길이에 비해 뒤패드의 길이가 긴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유럽의 생리대 나트라케어, 콜만, 힐리어

스, 마스미는 앞패드 길이와 뒤패드 길이가 거의 일

치하였다. 특히, 일본 생리대 로리에는 총 패드 길이

는 22.9cm로 타 브랜드 생리대의 총길이보다 짧은 길

이에 속하지만 앞패드와 뒤패드 길이 차이는 4.7cm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국내 생리대 B 브랜드

는 앞패드 길이에 비해 뒤패드 길이가 3.4cm 더욱 길

게 측정됨으로써, 두 번째로 길이 차이가 크게 나타

났다. B 브랜드는 본 연구에 선정된 국내 생리대 브

랜드 중에서는 총 패드 길이와 뒤패드 길이가 가장 

길게 측정된 브랜드이기에 생리대 총 패드 길이에 상

관없이 앞패드 길이와 뒤패드 길이는 브랜드마다 차

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유럽 생리대 브

랜드의 날개 길이는 평균 길이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

으며, 총 패드 길이나 폭은 평균 길이와 가깝게 측정

되었다. 

2. 국내 일회용 생리대 사용성 평가 결과 

생리대 사용에 따른 사이즈 및 맞음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미리 선정된 생리대 여섯 브랜드 제품

을 제공하고 사이즈에 대한 평가를 설문을 통해 조사

하였다. 본 연구의 사용성 평가 조사의 목적은 생리

대 맞음새에 관한 연구가 전문한 실정에서 사용자들

이 실제 생리대를 착용한 후, 사이즈에 대해 느낀 점

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생리대 개발을 위한 연구에 도

움이 되고자 함이다. 이에 연구대상자 총 81명의 설

문 결과를 바탕으로, 생리대 길이, 폭에 관한 설문 응

답 내용에 따른 국내 일회용 생리대 사이즈 및 맞음

새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나이는 20~24세가 27명, 25~29세 

27명 , 30~34세 16명 , 35~39세는 11명으로 20대가 

54명, 30대가 27명으로 연구대상자가 주로 20대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적은 한국인 69명, 중국인 

12명으로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한국인 여성임을 확

인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생리 경험 일반적 특성을 살

펴본 결과,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한 연구

대상자가 59명으로 ‘불규칙적’인 22명보다 훨씬 높

게 나타났다. 생리 기간에 대한 문항에서는 ‘3~7일’

인 연구대상자가 71명으로, ‘3일 미만’의 2명이나 

‘7일 이상’의 8명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 수보다 훨

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통에 대한 문항에서

는 통증 정도를 6점(0, 2, 4, 6, 8, 10)의 점수로 구분

하였을 경우, 4점(통증 있음)과 6점(통증 심함)이 각 

24명으로 동일하게 가장 많은 연구대상자가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0점(통증 없음)은 7명, 2점

(약간의 통증)은 14명, 8점(통증 너무 심함)은 11명, 

10점(참을 수 없는 통증)은 1명이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생리양 가장 많은 날 2시간 내외로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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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생리대의 생리혈 묻은 정도를 고르는 문항에서는 

세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많이 묻음’을 선택한 연구

대상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두 번째 

그림의 ‘보통 묻음’은 24명, 첫 번째 그림의 ‘조금 묻

음’은 3명, 네 번째 그림의 ‘매우 많이 묻음’은 7명으

로 나타났다(Table 8).

2) 일회용 생리대 사이즈 만족도 결과

일회용 생리대 사용성 평가의 사이즈 만족도는 다

음 <Table 9>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총 패

드 길이에서는 F 브랜드가 3.09점으로 가장 높아 길

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 브랜드가 3.07점, 

E 브랜드가 3.03점, A 브랜드가 3.01점, C 브랜드가 

2.99점, D 브랜드가 2.70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측

정된 총 패드 길이와 비교해 본 결과, F 브랜드(25.0cm)

와 B 브랜드(26.0cm) 모두 길이가 평균보다 길어 긴 

생리대에 속했다. D 브랜드(23.9cm)는 길이가 짧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탑 시트 표면

재에 따른 길이는 유기농 순면부직포 생리대, 일반

부직포 생리대, 순면부직포 생리대의 순서로 경향이 

Contents

General variables 

Age
20‒24 25‒29 30‒34 35‒39

27 (33.3) 27 (33.3) 16 (19.8) 11 (13.6)

Nationality
Korean Chinese

69 (85.1) 12 (14.9)

Menstruation

characteristics

Menstruation 

cycle

Regular Irregular

59 (72.8) 22 (27.2)

Period of 

menstruation

Less than 3 days 3 days‒less than 7 days 7 days or more

2 (2.5) 71 (87.7) 8 (9.8)

Menstrual pain*
0 point 2 point 4 point 6 point 8 point 10 point

7 (8.6) 14 (17.3) 24 (29.6) 24 (29.6) 11 (13.6) 1 (1.3)

Menstrual

bleeding

amount
3 (3.8) 24 (29.6) 47 (58.0) 7 (8.6)

Total 81 (100.0)

*: Menstrual pain: 0 point: No hurt, 2 point: Hurts little bit, 4 point: Hurts little more, 6 point: Hurts even more, 8 point: Hurts whole 

lot, 10 point : Hurts worst

Table 8. Results of general variables of respondents N (%)

Brand
A B C D E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otal pad length 3.01 ( .53) 3.07 ( .77) 2.99 ( .65) 2.70 ( .63) 3.03 ( .73) 3.09 ( .70)

Wing length 3.06 ( .62) 2.99 ( .63) 3.01 ( .47) 2.88 ( .58) 3.01 ( .65) 3.12 ( .53)

Wing width 2.97 ( .70) 3.00 ( .59) 3.10 ( .69) 2.86 ( .60) 2.97 ( .64) 3.00 ( .69)

Front pad width 3.13 ( .70) 3.06 ( .68) 2.81 ( .62) 2.87 ( .64) 2.81 ( .71) 2.91 ( .59)

Back pad width 3.04 ( .74) 3.12 ( .72) 2.80 ( .68) 2.80 ( .72) 2.88 ( .79) 2.86 ( .52)

Thickness 2.74 ( .68) 2.81 ( .60) 2.67 ( .59) 2.84 ( .68) 2.67 ( .59) 2.75 ( .67)

Total 2.99 ( .12) 3.01 ( .10) 2.90 ( .15) 2.83 ( .06) 2.90 ( .13) 2.96 ( .13)

Measure: 1 point-Short/Narrow/Thin, 3 point-Normal, 5 point-Long/Wide/Thick

Table 9. Sanitary pad size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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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Jeon and Moon(2010)에 의하면 생리대의 

소, 중, 대 사이즈 규격은 길이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하

였으나, 같은 중형 사이즈더라도 업체마다 길이가 

다르며, 소비자가 실제 중형 생리대를 착용했을 경

우에도 길이에 대해 길고 짧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서

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날개 길이에 대한 결과는 F 브랜드가 3.12점으로 

가장 높아 가장 길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A 

브랜드가 3.06점, C 브랜드와 E 브랜드가 3.01점, B 

브랜드가 2.99점, D 브랜드가 2.88점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측정된 날개 길이와 비교해 본 결과, F 브랜드

(8.3cm)보다 E 브랜드(9.0cm)가 0.7cm의 차이로 가장 

길이가 길었으며, D 브랜드는 7.6cm로 실제로도 길

이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Koo(2013)의 생리

대 날개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속옷과의 고정력이 더 

좋으며, 안정적일 것이라는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자가 길이가 가장 길다고 느낀 F 브랜드의 만족

도가 높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날개 폭은 C 브랜드가 3.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F 브랜드와 B 브랜드는 3.00점, E 브랜드와 A 

브랜드 2.97점, D 브랜드는 2.86점의 결과가 나타났

다. 실제로 측정된 날개 폭 너비와 비교해 본 결과, C 

브랜드(3.0cm)보다 D 브랜드(3.4cm)가 0.4cm의 차이

로 가장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 브랜드

는 착용 시 날개 폭이 가장 좁다고 느껴지는 브랜드

였으나, 실제로는 날개 폭이 가장 넓은 브랜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D 브랜드는 실제 날개 폭도 가장 

넓고, 날개 길이도 가장 길었던 브랜드였으나, 실제

로 착용 시에는 날개 길이에 비해 날개 폭이 상대적

으로 좁다고 느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날

개 폭이 가장 좁은 브랜드는 A 브랜드로 2.8cm로 측

정되었다. 

앞패드 폭은 A 브랜드가 3.13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B 브랜드는 3.06점, F 브랜드는 2.91점, D 

브랜드는 2.87점, E 브랜드와 C 브랜드는 2.81점이 나

왔다. 실제로 측정된 앞패드 폭 너비와 비교해 본 결

과, A 브랜드(10.2cm)보다 D 브랜드(10.5cm)가 0.3cm

의 차이로 가장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C 브랜

드와 E 브랜드는 실제 착용 시, 폭이 좁다고 느끼는 

정도가 동일하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C 브랜드(9.9

cm)보다 E 브랜드(9.5cm)가 0.4cm 차이로 가장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패드 폭은 B 브랜드가 3.12점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A 브랜드가 3.04점, E 브랜드가 2.88점, F 

브랜드가 2.86점, D 브랜드와 C 브랜드가 2.80점의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로 측정된 뒤패드 폭 너비와 

비교해 본 결과로는, B 브랜드(10.3cm)보다 D 브랜

드(10.5cm)가 0.2cm의 차이로 가장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 브랜드는 착용했을 시에는 뒤패

드 폭이 가장 좁다고 느껴지는 브랜드였으나, 실제

로는 뒤패드 폭이 가장 넓은 브랜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뒤패드 폭이 가장 좁은 브랜드는 E 

브랜드로 9.5cm로 측정되었다. 특히, 여섯 브랜드 모

두 뒤패드 폭과 앞패드 폭의 너비가 대부분 일치하였

다. F 브랜드만 앞패드 폭 9.9cm, 뒤패드 폭 10.3cm로 

0.4cm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착용 시 

뒤패드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을 느끼는 정도는 적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께는 D 브랜드가 2.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B 브랜드가 2.81점, F 브랜드는 2.75점, A 브랜

드는 2.74점, C 브랜드와 E 브랜드는 2.67점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께를 측정하지 않았으나, Han

(2016)에 따르면, 생리대의 두께가 얇을수록 사용자

가 편안하고 가벼운 착용감을 느낀다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자가 가장 두께가 얇다고 느낀 C 

브랜드와 E 브랜드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여섯 생리대를 사용한 결과, 

착용 시 인체의 핏이 좋은 브랜드를 선택하도록 한 

문항의 결과는 3.42점으로 E 브랜드가 가장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B 브랜드(3.30점), D 브랜

드(3.17점), C 브랜드(3.13점), F 브랜드(3.09점), A 브

랜드(3.04점)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Table 10).

3) 생리대 사이즈 및 맞음새 관련 사용성 평가 

연구대상자의 생리대 사용성 평가에 따른 사이즈 

및 맞음새에 대한 기입형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리대의 길이, 폭에 대한 의견은 많이 나타났으나 

생리대 두께와 관련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생리대의 길이에서 전체적인 길이보다 뒤

패드 길이가 앞패드 길이에 비해 긴 규격에 대한 긍

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생리대 폭의 넓이도 좁

은 것보다는 넓은 것을 선호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

다. 기타 속옷 및 신체와의 맞음새에 관한 의견,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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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날개 형태에 따른 불편감 및 속옷과 날개 고정과 

관련된 의견이 나타났다(Table 11). 

(1) 길이 

- 중형 사이즈의 총 길이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 중형 사이즈가 편하더라도 생리혈 샘 방지를 위

해 대형 사이즈를 착용한다. 

- 앞패드 길이가 짧은 생리대를 일부러 앞으로 더 

당겨서 착용했을 때, 속옷에 날개 부착이 어렵다.

- 뒤패드 길이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 날개 길이를 연장시켜 속옷에 더욱 안정적으로 

부착되었으면 좋겠다. 

(2) 폭 

- 뒤패드 폭이 넓을 때 형태적으로 안정감이 느껴

진다.

- 뒤패드가 더 넓고 긴 것이 사용하기 편하다. 

- 날개 폭이 좀 더 넓을 경우, 속옷 탈부착이 편한 

것 같다.

- 생리혈 샘 방지를 위해 날개 폭이 더욱 넓었으면 

좋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를 선정하여 실제 구조와 규격을 살펴보고, 사용자

의 사이즈 및 맞음새 사용성 평가 결과에 따른 항목

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여성위생용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생

리대 관련 문헌연구를 통해 생리대 브랜드 20개를 선

정하고 수집한 뒤, 실제 생리대의 구조 및 형태, 실측 

치수 규격을 분석 및 파악하였으며, 생리대 사용자

의 생리대 사용성 평가에 따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

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일회용 생리대 특성 분석을 위한 생리

대 형태를 조사한 결과, 생리대 앞패드 폭이 가장 넓

은 가장자리에서 뒤패드 폭이 가장 넓은 가장자리를 

직선으로 연결하였을 때, 날개가 본체에서 이어지는 

부분과 직선과의 거리가 1cm 이상 거리 차이가 나는 

형태를 굴곡형으로 구분하였으며, 1cm 이하 거리는 

일자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굴곡형은 총 8개, 일자

형은 총 12개로 구분되었으며, 전체적인 생리대 외

곽선 형태가 일자형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실제 인체와 속옷과 맞음새를 향상시킬 수 있

는 인체공학적 형태의 생리대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

하였다. 

둘째, 일회용 생리대는 크게 표지층, 흡수체, 방수

막, 접착면, 날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

내 시판 생리대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은 길이로써, 

생리대 규격 특성은 총 패드 길이, 날개 길이, 날개 

폭, 앞패드 폭, 뒤패드 폭, 앞패드 길이, 뒤패드 길이 

등을 통해 치수 측정이 가능하였다. 실제 생리대 실

측 치수를 측정한 결과, 모두 같은 중형 사이즈 생리

대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길이는 최소 22.8cm

에서 최대 28.0cm로 약 5.2cm 길이 차이에 따른 일관

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가 생리대 

사이즈를 선택할 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명확한 사이즈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국내 생리대와 일본, 중국의 생리대는 앞패드 길

이에 비해 뒤패드의 길이가 긴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유럽의 생리대는 앞패드 길이와 뒤패드 길이가 일치

Sanitary pad size usability evaluation 

Length Total pad length extension, Front pad length extension, Back pad length extension, Wing length extension

Width Wing width extension (Prevention of leaking, Ease of detachment), Back pad width extension (Stability)

Table 11. Analysis of sanitary pad size usability evaluation

Brand
A B C D E F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Total 3.04 ( .70) 3.30 ( .69) 3.13 ( .66) 3.17 ( .75) 3.42 ( .63) 3.09 ( .70)

Measure: 1 point-Very bad, 3 point-Normal, 5 point-Very good

Table 10. Overall fit satisfaction when wearing the sanitary p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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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생리대 총 패드 길이에 상관없이 앞패드 길

이와 뒤패드 길이는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생리대 사용성 평가에 따른 

사이즈 및 맞음새에 대한 단답형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생리대의 길이, 폭에 대한 의견이 주로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리대의 길이에서 전체적인 

길이보다 뒤패드 길이가 앞패드 길이에 비해 긴 규격

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생리대 폭의 넓

이도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을 선호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중형 사이즈를 사용하는 시기의 생

리혈 양이나 착용 상황을 고려하여 앞과 뒤 패드의 

길이나 폭 사이즈에 대한 차이가 있는 생리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회용 생리대의 형태적 특징, 소

재, 규격 등의 기초조사와 함께 실제 생리대 사용성 

평가에서 인체의 착용과 맞음새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인체공학적 형태 특성을 반영한 일회

용 여성 생리대 개발 연구의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일회용 여성

위생용품 개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

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

한된 생리대  20개 브랜드에 대한 연구결과로 전체 생

리대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

다. 또한, 동일한 생리대 사이즈를 사용하는 여성 소

비자일지라도 키, 몸무게 등 체형 유형에 따른 생리

대의 사용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 여성 소비자

들의 구체적인 체형 분석과 그에 따른 일회용 생리대 

사용성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국내 

가임기 여성들의 체형 크기 및 유형에 따른 인체공학

적 디자인과 패턴을 적용한 생리대를 개발함으로써, 

생리대 착용감 및 맞음새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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