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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measure the absorption of commercially available urinary incontinence panty by 

applying a method of measuring the maximum saline amount of adult diapers in an international standard. 

The subject was 15 products from 3 brands on the market, and the SPSS 27.0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maximum absorption of commercial incontinence panty, it was found 

that the maximum absorption of product B was the highest and the maximum absorption of product C was 

the lowest. Even though the product was marked with the same absorption amount, it showed differences 

in the same product of the same brand, and it also showed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brand. The reflux 

amount of the injected physiological saline and the urinary incontinence panty showed a positive (+) 

correlation, and as the amount of the injected physiological saline increased, the reflux amount of the 

urinary incontinence panty increased. It was analyzed that the time when the leakage begins and the 

amount of leakage have a negative (-) correlation. In future research, it is believed that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pads that can increase absorption and reduce reflux and leakage should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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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제 규격으로 성인용 기저귀의 최대 식염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시판되

고 있는 요실금 팬티의 흡수량을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시판 3개 브랜드 15개 제품이

며, 분석에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시판 요실금 팬티의 최대흡수량을 측정한 결과, B

제품의 최대흡수량이 가장 많고 C제품의 최대흡수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흡수량으

로 표기된 제품임에도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에서도 차이를 나타냈고, 브랜드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주입된 생리식염수의 양과 요실금 팬티의 역류량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입되는 

생리식염수의 양이 증가할수록 요실금 팬티의 역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이 시작되

는 시점과 누출량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흡수량을 

증가시키고 역류와 누출을 줄일 수 있는 기능성 패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요실금, 팬티, 흡수량, 소변 역류, 소변 누출

∙First Author: Su-Joung Cha, Corresponding Author: Su-Joung Cha
  *Su-Joung Cha (carollain@mnu.ac.kr), Dept. of Fashion & Cloth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2022. 09. 29, Revised: 2022. 10. 28, Accepted: 2022. 10. 31.

Copyright ⓒ 2022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http://www.ksci.re.kr pISSN:1598-849X | eISSN:2383-9945



210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I. Introduction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57만 명으로 2020년보다 약 42만 명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속하였다. 우

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 고령

인구 비중이 20.6%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

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었다[1]. 이처럼 인간 수명이 길어

지고 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보다 병을 가지고 오

래 살아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2020년 출생아 기준

으로 여아의 유병 기간은 19.3년으로 일생의 22.3%, 남아

는 14.9년으로 일생의 18.6%를 차지하여 일생의 약 1/5

은 병을 앓으면서 살아가게 된다[2]. 대표적인 노인 질병으

로는 심장마비, 뇌졸중, 폐렴, 담석, 골절, 신장결석, 통풍, 

근감소증, 결핵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은 요도 괄약근의 노화, 방광 이상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유출되어 속옷을 적시게 

되는 현상으로 사회적 또는 위생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킨

다. 65세 이상 여성 100명 중 17∼55명은 매일 요실금 증

상을 경험하고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이 발생하면서 요

실금 증상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65세 이상 남성 100명 

중 11∼34명이 요실금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요실금은 신체적 증상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 외

출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

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어 고령친화산업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

다. 고령친화산업의 범위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착용

하는 용구․용품․의료기기, 주택(시설), 노인요양서비스, 금

융․자산관리서비스, 정보기기 및 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및 건강지원서비스, 농업용품 및 영농지원서비스, 의약품 

및 화장품,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관련 서비스, 건강기능식

품 및 급식서비스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다[4].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2012년 27조 3,809억 원

에서 2020년 72조 8,305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 중 

의료기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이다[5]. 특히, 요

실금 관련 제품 시장의 규모는 2020년 20억 9,865만 달러

에서 2030년에는 61억 7,932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

로 예측된다[6]. 국내 요실금 언더웨어 시장은 2018년 200

억대 규모로 성장하였고[7], 향후 6,000억 원 이상까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8].

이처럼 요실금 언더웨어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요실

금을 경험한 대다수가 요실금 전용 제품을 사용하기보다 

속옷을 갈아입거나 생리대 사용, 화장지 덧대기 등 임시방

편으로 요실금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9.3%에 불과하였고, 샤워를 

하거나 속옷을 갈아입는 경우가 49.0%, 생리대를 사용하

는 경우가 25.7%,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11.3%로 나

타났다[9]. 따라서 요실금 제품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실금 언더웨어 제품은 흡수량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

는데, 유한킴벌리 디펜드 제품의 경우 팬티형, 요실금 패

드/라이너 등으로 나뉘며 흡수량에 따라 300ml, 400ml, 

800ml로 분류되었다[10]. 요실금 팬티의 경우에는 소변의 

흡수량에 따라 15cc, 25cc, 30cc, 50cc, 80cc, 100cc, 

150cc 등으로 분류되었다[11]. 요실금 팬티 제품의 경우 

무엇보다도 소변의 흡수량이 중요하므로 실제 요실금 팬

티가 소변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가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규격으로 성인용 기저귀의 

최대 식염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시판되고 있

는 요실금 팬티의 흡수량을 측정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

여 소변의 흡수에 효율적인 요실금 팬티의 패드 부분 개발

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II. Theory Consideration

1. Absorption Layer Composition of 

Incontinence panty

시판 요실금 팬티 3종의 흡수층 구성을 분석한 결과, A 

제품의 경우 흡수층은 4층의 패드로 구성된다(Fig. 1). 피

부와 닿는 제일 윗부분은 흡수, 투습, 속건 기능이 있는 소

재로 구성되어 누출된 소변이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가 축

축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첫 번째 층은 폴리에스터 

100.0%로 되어 있는 고기능성 아쿠아홀 메쉬 원단으로 제

작되었다. 두 번째는 흡수, 항균, 소취 기능이 있는 소재로 

구성되어 소변을 흡수하는 층으로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층과 같은 흡수, 항균, 소취 기능성 소재로 구성되

어 누출된 소변을 흡수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한다. 

제일 아랫부분은 방수, 투습, 소취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

재로 구성되어 누출된 소변이 겉옷으로 배어 나오지 않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패드의 4면은 소변의 누출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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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특수 필름과 라이네이트한 방수 원단을 사용하여 

마감처리를 하였다[11].

Fig. 1. Absorption Layer Composition of A Panty

B 제품의 흡수층은 5층의 패드로 구성된다(Fig. 2). 첫 

번째 층은 도수층으로 흡수와 속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

재로 리놀 100.0%의 스판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층은 1차 흡수층으로 리놀 30.0%와 에어로쿨 70.0%

로 이루어진 코튼 기모 파일 원단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 

층은 2차 흡수층으로 리놀 30.0%와 에어로쿨 70.0%로 이

루어진 코튼 기모 파일 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층은 방수층으로 텐셀 100.0% 원단에 방수 필름을 압착시

킨 스판 방수 폴리지 원단으로 되어 있으며, 소변이 겉으

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섯 번째 층은 코튼 

싱글 스판 40수 원단으로 되어 있으며, 면 92.0%와 스판

덱스 8.0%로 구성된다. 패드의 3면은 방수포 원단을 사용

하여 샘방지 기능을 추가하였다. 패드의 중앙 부분에 지그

재그 봉제를 사용하여 한 번 더 스티치를 줌으로써 소변이 

새는 것을 방지하였다[12].

Fig. 2. Absorption Layer Composition of B Panty

C 제품의 흡수층은 6층으로 구성되며,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폴리우레탄, 폴리프로필렌, 카퍼 소재로 구성된다

(Fig. 3). 첫 번째 층은 집중 투수층으로 다공성 메쉬 조직

이 분비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층은 

1차 흡수층으로 소변이 빠르게 흡수되어 패드 외부로 누출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세 번째 층은 2차 흡수

층으로 소변이 집중되는 부분을 2중 보강하여 소변이 빠르

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층은 1차 방수층으로 

특수 피막을 형성하여 소변이 겉으로 새지 않도록 하는 기

능을 한다. 다섯 번째 층은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구성되어 

바늘구멍으로 새는 수분까지도 재방수하는 기능을 한다. 

여섯 번째 층은 전이를 방지하는 층으로, 패드 외로 유출

되는 소량의 소변도 안전하게 재흡수하는 기능을 한다. 패

드의 상하 부분을 방수 처리하여 팬티로 수분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고 패드의 가장자리 부분도 방수 처리를 하여 

새는 것을 방지하였다[13].

Fig. 3. Absorption Layer Composition of C Panty

III. Study Methods

1. Subjects of Study

요실금 팬티의 흡수량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시

판되고 있는 요실금 팬티 브랜드 중 일반 속옷 브랜드의 

요실금 팬티를 제외하고, 요실금 팬티를 전문으로 제작하

는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요실금 팬티 전문 브랜드 중 흡

수량이 명시되어 있고 공통된 흡수량과 치수가 있는 브랜

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브랜드는 베네러브, 하렌느, 큐

라 등 3개 브랜드로 각 5개씩 총 15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요실금 팬티의 흡수량은 3개의 브랜드에 공통으로 

있는 50cc인 제품으로 하였으며, 제품의 치수는 105 사이

즈로 하였다. 제품은 편의상 A, B, C로 명명하였다. 수집

된 여성용 요실금 팬티 제품은 <Fig. 4>와 같다. 

Div. A B C

Design

Fig. 4. Collected Women’s Incontinence Pan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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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udy Method

2.1. ISO 11948-1을 이용한 최대흡수량 측정[14-16]

① 실험 전에 요실금 팬티의 질량을 측정한다.

② 요실금 팬티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수조에 

0.9% 생리식염수를 채운 후 팬티를 뒤집어 요실금 팬티의 

흡수 부분이 아래로 향하도록 담근 후 30분 이상 방치하여 

생리식염수가 충분히 흡수되도록 한다.

③ 30분 후 생리식염수에서 요실금 팬티를 꺼내어 3mm 

굵기의 철사를 이용하여 25mm 간격으로 배치하여 제작

된 철망 위에 올려놓고 생리식염수가 자연 배출되도록 30

분 이상을 방치한다.

④ 자연배출이 완료된 요실금 팬티의 질량을 측정한 후, 

실험 전 요실금 팬티 질량을 빼 총흡수량을 계산한다. 

⑤ 앞의 실험 단계를 5벌의 같은 종류 요실금 팬티에 총 5

회 반복하여 총흡수량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2.2. 요실금 팬티의 역류량 측정

역류량은 요실금 팬티에 흡수된 소변이 인체 체중의 압

력으로 인하여 다시 새어 나오는 양을 말한다. ISO 

11948-2의 역류량 측정방법을 변형한 정경희 등[16]의 연

구 방법에 따라 소변의 역류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① 편평한 실험대 위에 폭 264mm의 연갈색 흡수지를 연

속으로 깐다. 

② 실험을 위해 요실금 팬티의 옆선을 절개하여 펼친 상태

로 실험대 위에 놓는다.

③ 요실금 팬티의 흡수 패드 중앙에 원통형 주입구를 대고 

50ml 실린더에 20ml의 생리식염수를 채운 후, 원통형 주

입구에 생리식염수를 조심스럽게 따른다.

④ 생리식염수가 흡수되도록 1분을 기다린다. 연갈색 흡수

지를 흡수 패드의 중앙에 위치시킨 후 직경 70mm, 질량 

500g의 황동 무게추를 10초간 올려 놓은 후, 무게추를 옮

겨 좌측과 우측에 차례로 올려 놓는다. 

⑤ 무게추를 제거한 후, 흡수지에 생리식염수가 흡수된 질

량을 측정한다. 실험 후 측정된 흡수지의 질량에서 흡수 

전의 흡수지 질량을 빼서 역류량을 계산한다. 

2.3. 요실금 팬티의 누출량 측정

누출량은 요실금 팬티에서 흡수된 소변이 제품의 외부

로 새어 나오는 양을 의미한다. 누출량 실험은 한국고령친

화용품산업협회의 단체표준에 따라 측정하고자 한다.

① 역류량 측정실험 후 무게추와 역류량 흡수지를 제거하

고 요실금 팬티의 주변부에 수분 흡수가 일어났는지를 관

찰한다.

② 요실금 팬티 아래의 흡수지의 질량을 측정한 후 실험 전

의 흡수지 질량을 빼서 요실금 팬티의 누출량을 측정한다.

③ 5회에 걸친 반복 실험 후에 총누출량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를 구한다.

3. Analysis Method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

였다. 실험 횟수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변동계수 등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IV. Results

1. Maximum Absorption of Incontinence Panties

시판 요실금 팬티 3종에 대한 ISO 11948-1[14-16]의 

흡수량 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A 제품

의 최대흡수량 평균값은 138.16±(7.238)g이다. 흡수량이 

가장 좋은 A 제품은 1번 샘플로 149.79g이었고, 가장 흡수

량이 낮은 A 제품은 4번 샘플로 130.78g이었다. B 제품의 

최대흡수량 평균값은 154.25±(11.235)g이다. 흡수량이 가

장 많은 B 제품은 1번 샘플로 172.94g이었고, 가장 흡수량

이 적은 B 제품은 3번 샘플로 142.56g이었다. C 제품의 최

대흡수량 평균값은 134.09±(12.644)g이다. 흡수량이 가장 

많은 C 제품은 1번 샘플로 155.42g이었고, 가장 흡수량이 

적은 C 제품은 2번 샘플로 122.83g이었다. A, B, C 제품 

중에서 최대흡수량 평균값은 B제품이 154.25g으로 가장 

높았고, C 제품이 134.09g으로 가장 낮았다. A 제품 같은 

규격의 샘플에서도 최대값 219.51g, 최소값 198.68g으로 

20.86g의 차이를 나타냈다. B 제품의 5개 샘플 중 최대값

은 244.48g, 최소값은 211.75g으로 32.73g의 차이를 나타

냈다. C 제품의 경우에는 5개의 샘플 중 최대값 232.89g, 

최소값 200.34g으로 32.55g의 차이를 나타냈다.

똑같은 흡수량 50cc의 제품이지만 같은 제품 안에서도 

최대흡수량에 20.86∼32.73g까지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 

브랜드에 따라서도 같은 50cc로 표시된 제품임에도 최대

흡수량에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최대흡수량은 제품에 

표기된 규격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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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sample Dry mass Wet mass
Urine 

absorbency
Dry mass Wet mass

Urine 

absorbency
Dry mass Wet mass

Urine 

absorbency

1 69.72 219.51 149.79 71.55 244.49 172.94 77.47 232.89 155.42

2 69.22 208.52 139.30 69.34 222.23 152.89 77.51 200.34 122.83

3 68.75 205.60 136.85 69.19 211.75 142.56 77.62 204.41 126.79

4 67.90 198.68 130.78 70.82 223.06 152.24 77.70 210.93 133.23

5 69.69 203.75 134.06 71.11 221.75 150.64 76.39 208.56 132.17

M 69.06 207.21 138.16 70.40 224.65 154.25 77.34 211.43 134.09

S.D. 0.758 7.751 7.238 1.071 12.005 11.235 0.538 12.662 12.644

Min 67.90 198.68 130.78 69.19 211.75 142.56 76.39 200.34 122.83

Max 69.72 219.51 149.79 71.55 244.48 172.94 77.70 232.89 155.42

Table 1. Maximum Absorption Applied with ISO 11948-1

(unit: g)

Weight measurement in 

dry condition

Prepare 0.9% saline 

solution to cover the 

underwear

Soak the absorption layer 

in saline solution for more 

than 30 minutes

Allow to drain naturally on 

wire mesh for at least 30 

minutes

Fig. 5. Absorption Experiment of Incontinence Panties

Div.
No. of injections

(accumulated amount)

Sample #
Mean S.D. C.V.

1 2 3 4 5

A

1(20ml) 0.93 0.73 0.89 0.74 0.90 0.84 0.095 11.31

2(40ml) 1.43 2.48 1.99 2.33 1.65 1.98 0.443 22.37

3(60ml) 2.98 3.32 3.17 3.27 3.27 3.20 0.136 4.25

4(80ml) 4.42 4.88 4.31 4.63 4.63 4.57 0.219 4.79

5(100ml) 5.91 5.65 5.74 5.81 5.75 5.77 0.096 1.66

6(120ml) 6.75 6.69 6.63 6.53 6.62 6.64 0.082 1.23

7(140ml) 7.01 sat sat sat 7.33 - -

8(160ml) sat* leak leak leak sat - -

9(180ml) leak leak - -

Urine absorbency(ml) 140.00 120.00 120.00 120.00 140.00 128.00 10.954

B

1(20ml) 1.38 1.47 1.26 1.34 1.43 1.38 0.081 5.87

2(40ml) 2.33 2.68 2.52 2.65 2.79 2.59 0.176 6.68

3(60ml) 2.96 3.41 3.24 3.44 3.61 3.33 0.246 7.39

4(80ml) 3.34 4.00 3.88 4.10 4.19 3.90 0.335 8.59

5(100ml) 4.51 5.48 5.08 5.18 5.55 5.16 0.413 8.00

6(120ml) 5.52 sat sat sat sat - -

7(140ml) sat leak leak leak leak - -

8(160ml) leak - -

Urine absorbency(ml) 14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4.00 8.944

C

1(20ml) 0.76 0.55 0.63 0.74 0.87 0.71 0.123 17.32

2(40ml) 1.90 2.14 1.99 2.26 2.44 2.15 0.215 10.00

3(60ml) 4.04 4.63 4.33 4.16 4.73 4.38 0.296 6.76

4(80ml) 6.79 sat 6.64 6.32 6.84 - -

5(100ml) sat leak sat sat sat - -

6(120ml) leak leak leak leak - -

Urine absorbency(ml) 100.00 80.00 100.00 100.00 100.00 96.00 8.944

Table 2. Backflow after Injection of Artificial U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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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 30 sheets of light brown 

absorbent paper and spread out 

the absorption pad of panty flat.

Place a cylindrical filler in the 

center of the absorption pad.

Put 20ml of saline solution in 

a 50ml graduated cylinder.

Carefully drain the saline 

solution and let it absorb.

Wait 1 minute for saline to be 

absorbed, then place 500g of 

bronze weight in the center of the 

absorption pad for 10 seconds.

Move left and right and place weights for 10 seconds each.
Put absorbent paper on the 

scale and measure the weight.

Fig. 6. Backflow Experiment of Incontinence Panties

2. Maximum Absorption due to Backflow of 

Incontinence Panties

시판 요실금 팬티의 역류량 실험 결과는 <Table 2>, 

<Fig. 6>과 같다. A 제품의 인공소변 역류량의 변동계수는 

1.23∼22.37%이었으며, 변동계수의 평균값은 7.60%이었

다. B 제품의 인공소변 역류량의 변동계수는 5.87∼8.59%

였으며, 변동계수의 평균값은 7.30%였다. C 제품의 인공소

변 역류량의 변동계수는 6.76∼17.32%였으며, 변동계수의 

평균값은 11.36%였다. 인공소변 주입 후 흡수지로 역류하여 

세 개의 원이 모두 그려질 때 인공소변이 포화된 것으로 간

주하여 실험을 중단하고 그때까지의 소변 주입량을 모두 합

하여 최대흡수량을 기록하였다. 역류에 의하여 흡수지 전체

가 젖는 현상은 A 제품의 경우 평균 7.40회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을 때 발생하였다. 전체가 역류하여 포화될 때까지 

주입한 생리식염수의 평균값은 128.00±(10.954)ml였다. A 

제품 5개 샘플 중 최대 주입 생리식염수 양은 140.00ml였으

며, 최소 주입 생리식염수 양은 120.00ml였다. B 제품의 경

우 흡수지 전체가 젖는 현상은 평균 6.20회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을 때 발생하였다. 전체가 역류하여 포화될 때까지 

주입한 생리식염수의 평균값은 124.00±(8.944)ml였다. B 

제품 중 최대 주입 생리식염수 양은 120.00ml였으며, 최소 

주입 생리식염수 양은 100.00ml였다. C 제품의 경우 흡수지 

전체가 젖는 현상은 평균 4.80회의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

을 때 발생하였다. 전체가 역류하여 포화될 때까지 주입한 

생리식염수의 평균값은 96.00±(8.944)ml였다. C 제품 중 

최대 주입 생리식염수 양은 80.00ml였고, 최소 주입 생리식

염수 양은 60.00ml였다.

인공소변량과 역류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Fig. 7>과 

같다. 소변의 역류는 아주 소량의 소변이 흘렀을 때도 발

생하였다. 20ml 주입 시 C 제품의 역류량이 가장 적었으

며, B 제품의 역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ml 

주입 시는 A 제품의 역류량이 가장 적었고, B 제품의 역류

량이 가장 많았다. 60ml 주입 시는 A 제품의 역류량이 

3.20g으로 가장 적었고, C 제품의 역류량이 4.38g으로 가

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C 제품은 소량의 소변에

서는 역류량이 적지만 소변의 양이 많아지면 급격하게 역

류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80ml 주입 시는 B제품

이 3.39g으로 가장 역류량이 적고 C 제품은 샘플 중 1개

에서는 이미 누출되기 직전까지 역류가 발생하였으며, 4개

의 샘플에서는 6.65g의 역류가 발생하였다. 100ml 주입 

시 B 제품이 5.16g으로 가장 적은 역류가 발생하였고, A 

제품은 5.77g의 역류가 발생하였다. C 제품은 1개 샘플에

서 누출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4개 샘플은 누출 직전까지 

역류가 발생하여 흡수지가 전부 젖었다. 120ml 주입 시 

제품은 6.64g의 역류가 발생하였고, B 제품은 1개의 샘플

은 5.52g의 역류가 발생하고 나머지 4개 샘플은 누출 직

전까지 역류가 발생하였다. C 제품은 모든 샘플에서 누출

이 발생하였다. 140ml 주입 시 A 제품은 2개의 샘플은 

7.17g의 역류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3개의 샘플은 누출 직

전까지 역류가 발생하여 흡수지가 전부 젖었다. B 제품의 

경우 1개 샘플은 누출 직전까지 역류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4개 샘플은 모두 누출이 발생하였다. 160ml 주입 시 A 제

품의 경우 2개 샘플은 누출 직전까지 역류가 발생하였고 3

개 샘플은 누출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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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ample #

Mean S.D. C.V.
1 2 3 4 5

A 3.72 2.83 3.29 2.33 4.05 3.24 0.687 21.20

B 4.88 5.77 6.02 5.87 6.84 5.88 0.699 11.89

C 2.19 12.1 8.44 6.74 12.04 8.30 4.130 49.76

Table 4. Leak Volume after Injection of Artificial Urine

(unit: ml)

Div.
Sample #

Mean S.D. C.V.
1 2 3 4 5

A 180 160 160 160 180 168.00 10.954 6.52

B 160 140 140 140 140 144.00 8.944 6.21

C 120 100 120 120 120 116.00 8.944 7.71

Table 3. Leak Point after Injection of Artificial Urine

(unit: ml)

Fig. 7. Relationship between Backflow and Artificial 

Urine Injection

A 제품이 가장 많은 소변을 흡수하여 128.00ml의 소변

을 흡수하였다. 다음으로 B 제품이 124.00ml, C 제품이 

96.00ml로 같은 흡수량으로 표기된 제품이었으나 흡수량

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냈다. 적은 양의 소변에 있어서 역

류가 가장 적은 제품은 C 제품이었으나 많은 양의 소변을 

흡수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역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B 제품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소변에 있어서는 

역류량이 가장 많았으나 소변량이 증가하였을 때는 오히

려 역류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A 제품의 경우에

는 가장 많은 소변을 흡수하고 있으며, 소변량에 비례하여 

역류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주입량과 역류

량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Check for Leaks

시판 요실금 팬티의 누출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은 생리식

염수를 주입하고 역류량 실험을 실시한 후, 팬티의 패드 부

분 아래 깔아놓은 연갈색 흡수지 30장에 식염수 누출이 발

생하였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연갈색 흡수지에 인공

소변이 새어 나오는 시점부터 누출로 간주하고 누출 시까지 

투여된 식염수의 양을 측정하였다. A 제품의 경우 평균 

168.00±(10.954)ml가 흡수되었을 때부터 누출이 시작되었

으며, 변동계수는 6.52%였다. B 제품의 경우에는 평균 

144.00±(8.944)ml가 흡수되었을 시점부터 누출이 시작되

었고 변동계수는 6.21%였다. C 제품은 평균 

116.00±(8.944)ml가 흡수되었을 때부터 누출이 시작되었

고 변동계수는 7.71%였다. A 제품이 가장 많은 소변이 투입

되었을 경우에 누출이 시작되었고 C 제품이 가장 적은 양의 

소변이 투입되었을 때 누출이 시작되었다. A 제품이 가장 

많은 소변을 흡수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Table 3).

요실금 팬티의 누출량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A 제품의 누출량은 평균 3.24±(0.687)g이었으며, 

변동계수는 21.20%였다. B 제품의 누출량은 평균 

5.88±(0.699)g이었고, 변동계수는 11.89%였다. C 제품의 

누출량은 평균 8.30±(4.130)g이었고 변동계수는 49.76%

였다. A 제품의 누출량이 가장 적었고, C 제품의 누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측정

한 양으로 누출량이 크지는 않았다. 

누출 시점과 누출량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누출이 늦게 시작되는 요실금 팬

티의 누출량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누출이 빨리 

시작되는 요실금 팬티의 누출량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A 제품은 2.0∼4.0g과 160.0∼180.0ml 사이에 분포

하고 있으며, B 제품은 5.0∼7.0g과 140.0∼160.0ml 사이

에 분포하고 있다. C 제품은 2.0∼12.0g과 100.0∼

120.0ml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제품의 

샘플별 편차가 가장 크고 B 제품의 샘플별 편차가 가장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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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between Leak Point and Leak Volume

V. Conclusion

본 연구는 국제 규격으로 성인용 기저귀의 최대 식염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시판되고 있는 요실금 팬

티의 흡수량을 측정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소변의 

흡수에 효율적인 요실금 팬티의 패드 부분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시판 요실금 팬티의 최대흡수량을 측정한 결과, B 제품

의 최대흡수량이 가장 많고 C 제품의 최대흡수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 B, C 제품 중 흡수량이 가장 많

은 제품은 172.94g을 나타냈고 흡수량이 가장 적은 제품은 

134.09g을 나타내 38.85g의 흡수량 차이를 나타냈다. 선행

연구에서는 325.48g의 최대흡수량을 나타냈으나 실험에 

사용된 제품의 흡수량을 알 수 없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16]. 다만 본 연구와 마찬

가지로 샘플에 따라서 흡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 같은 흡수량으로 표기된 제품임에도 같은 브랜드의 

같은 제품에서도 차이를 나타냈고, 브랜드에 따라서도 차

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최대흡수량을 측정하여 실제 제품

에 표기된 흡수량보다 높은 흡수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에서 시중에 유통 중

인 요실금 팬티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1개 제품에 대한 

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에서도 시판 제품의 소변 흡수량

은 43cc에서 120cc까지 2.8배의 격차를 나타냈다[17]. 

요실금 팬티의 역류에 의한 최대흡수량을 측정한 결과, 

A 제품이 최대 주입 생리식염수 양이 가장 많았고, C 제

품이 최대 주입 생리식염수 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A 제품은 최대 140.00ml까지 주입이 되었으나 C 제

품은 60.00ml까지만 주입이 되었다. 인공소변량과 소변 

역류량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입된 생리식염수의 양과 요

실금 팬티의 역류량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입되

는 생리식염수의 양이 증가할수록 요실금 팬티의 역류량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 요실금 팬티의 누출을 측정한 결과, A 제품이 가

장 늦게 누출이 시작되었고 C 제품이 가장 빨리 누출이 시

작되었다. 즉, A 제품이 가장 많은 소변을 흡수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누출이 시작되는 시점과 누출량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누출이 늦게 

시작되는 요실금 팬티의 누출량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누출이 빨리 시작되는 요실금 팬티의 누출량이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출이 빨리 시작된다는 것은 

그만큼 소변을 흡수하고 있는 양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소변이 주입되었을 때 배출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누출량이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A제품은 소변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드의 4면

을 방수필름과 라미네이트한 원단으로 처리하였고, B제품

은 패드의 중간에 스티치를 주어 소변을 가두는 기능을 추

가하였다. 그러나 C제품의 경우에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소변의 흡수량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흡수

량을 늘리고 소변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흡수 패드의 

구성뿐만 아니라 소변을 가둘 수 있는 패드 가장자리 처리

와 중간 부분의 처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시판되고 있는 요실금 팬티의 최대흡수량과 

소변의 역류량, 누출량 등을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0cc 제품에 한정하여 연구

가 진행되었고 3개 브랜드에 대한 제품만 실험하였다는 점

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또, 본 연구는 제품상에서의 흡수량, 누출량

과 역류량에 대한 연구로만 진행되어 실제 사용자의 유효

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사용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착용을 

통한 착용자가 느끼는 흡수정도와 누출정도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를 바탕으로 흡수량을 증가시키고 역류와 누출을 줄일 수 

있는 기능성 패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I. Discussion

주입된 생리식염수의 양과 요실금 팬티의 역류량은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입되는 생리식염수의 양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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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수록 요실금 팬티의 역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요실금 양이 증가할수록 피부에 닿게 되는 소

변의 양이 증가되어 불쾌감이나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험을 실시한 모든 요실금 팬티가 

20.00ml 정도의 소량 식염수에서도 역류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아주 소량이라도 요실금이 발생하면 속옷을 갈

아입는 등의 조치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소변의 역류를 줄

여줄 수 있는 요실금 흡수층 및 교체를 통해서 장시간 착

용이 가능한 보조 장치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역류된 소변이 빨리 재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속건기

능과 흡수기능을 피부와 닿는 패드의 제일 위층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판 요실금 팬티는 일정량의 소변이 흡수되면 어느 시

점에서 소변의 누출이 발생하게 된다. 소변이 일정한 양 

이상으로 배출되었을 때 겉으로 누출되는 소변이 발생하

므로 누출을 막아줄 수 있도록 방수 원단을 2중으로 구성

하여 방수기능을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으며, 누출된 소변

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층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시판 요실금 팬티의 패드 부분은 피부

와 닿는 부분은 속건기능과 흡수기능을 가진 원단을 사용

하고 제일 아랫부분은 방수기능을 가진 원단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소변이 누출되었을 때 방수 원단으로 인

해 패드 쪽으로는 흡수되지 못하므로 겉옷으로 배어 나오

게 된다. 따라서 겉옷으로 나오는 소변을 조금이라도 줄여

줄 수 있도록 겉옷과 맞닿는 부분에도 방수기능과 함께 흡

수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소변의 누출 시 패드의 가운데 부분보다는 가장자리 

부분에서 누출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 팬티의 다리 부

분에서의 방수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었다. 

대부분의 요실금 팬티가 패드의 가장자리 부분을 방수 처

리하여 샘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험 결과 

여전히 가장자리 부분에서 누출이 가장 먼저 발생하는 현

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팬티의 다리 부분 소변 누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삼각팬티가 아닌 사각팬티 개발 등 디자인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었다. 

다양한 패드 흡수층 구성을 통한 흡수기능 개선과 디자

인적인 개선을 통한 샘 방지 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그 필

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요실금 팬티의 기능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소변 누출 시의 불쾌감이나 

냄새, 활동의 제약 등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부층을 교체용 패드로 구

성하여 외출 시에도 요실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회용 

패드와 요실금 팬티 결합형 제품 개발을 통해 요실금 증상

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40-60대 여성의 하반신 몸통도 하반신 몸통의 수평 

요인, 하반신 몸통 높이 요인, 하반신 몸통 하부 요인, 하

반신 몸통 수직 요인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므로[18] 착

용자의 체형에 따라 패드의 형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두어

야 소변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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