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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is for providing data about men's functional sport underpants. It provides the fundamental data of biomechanics by

measuring and analyzing the functionality of various underpants using infrared thermal image camera.

Method : Then author drew a conclusion based on the final analysis of 965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about issues on men's functional sport

underpants after discarding invalid questionnaires, as following. Change in body temperature while wearing functional underpants compared to

general briefs or boxer pants showed lower temperature by approximately 1~2 degrees Celsius. In the case of general underpants, wearer sweats

and feels hotter due to the friction of penis, scrotum and thigh. However functional sport functional underpants improved this issue with ergonomic

3D design by putting penis towards the lower part of the abdomen(below the navel) while putting the scrotum comfortably on the testicles, which

enables to make room between the penis, scrotum and thigh of a wearer.

Results : This was analyzed to lower the temperature of penis and scrotum. The survey results about the quality of functional underpants showed

that 78% of the respondents felt comfortable while driving; 68.5% replied that frictional heat decreased while working out; 78.7% felt less sweat

and humidity; 81.7% replied as highly wearable and comfortable; 77.1% replied functional sport underpants were the most comfortable in routine

lives or in workout times. Putting all such results together, it is possible to conclude that functional sport is an excellent product.

Conclusion : This can be evaluated as an excellent functional sport underpants, towards the penis abdomen (under the navel) in 3D human

engineering design, by the scrotum to wearing to be easier to scrotum of pocket, the penis and scrotum and thighs were separated and analyzed

with a function that will lower the body temperature of the penis and scro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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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에 들어선 첫 10년간 패션 현상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가 ‘속옷의 겉옷화 현상(outerization)’이다(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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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신체 노출에 대한 사회적 관용도가 높아지고 패션을 

통한 개성표현의 욕구가 강해지면서 속옷은 위생상의 필요라

는 기능에서 탈피, 옷차림의 의외성과 신선미를 제공하는 특

별한 아이템으로 폭넓게 인정받기 시작했다(Lee & Cho, 2010;

TexHerald, 2012).

패션채널(2010)은 속옷을 착용하면 의복의 최내층 기후를 

형성하여 체온을 조절하며,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고 체내에서 분비되는 분비물과 외기의 오염을 흡착하

므로 위생적이라고 발표했다. 속옷에는 체형을 보정시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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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을 보완해 주는 파운데이션, 보온이나 발한을 목적으

로 하는 내의류, 장식성이 높은 란제리 등이 있으며,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화 및 고급화 되어감에 따라 다양한 소재, 디자인,

색상의 속옷이 생산되고 있다. 특히 신축성, 흡한속건성, 항균 

및 항취성, 흡습발열성, 원적외선 방출, 전자파 차단, 피부 자

극이 없는 등 고기능성 소재로 만든 고가의 패션 속옷이 시판

되고 있으며, 각 업체에서는 기능성 속옷의 비중을 전년 대비 

20-30% 늘리고 있다(Park, 2010). 한국생활과학회지에서 운동

용 속옷의 착용효과에서 소재별 발한량과 체중감량을 중심으

로 연구했었는데 그 효과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Na, Kim, &

Jeong, 2002).

최근 속옷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이 스포츠 전문 언더웨어 '지

엑스 핏(GX FIT)' 수주회를 개최했었는데, 지엑스 핏은 충남

대학교 의류학과 CIAT 연구진의 3D 패턴 의류 설계 기술과 

좋은사람들의 속옷 개발 노하우를 결합해 만든 스포츠 패션 

언더웨어는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Kim, 2015).

‘GX FIT’은 인체 움직임을 3D로 분석한 의류 설계 기술과 

좋은사람들의 속옷 개발 노하우가 결합돼 스포츠 활동 시 최

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첨단 기능성 언더웨어이므로 팔, 복부,

무릎 등 각 부위에 최적의 압력을 가해주고, 근육의 안정성과 

활동성을 높여주는 ‘오픈 네트형 실리콘 프린팅’ 기법이 피로 

회복 및 운동 효과를 극대화 시켜줘 스포츠 마니아부터 입문

자까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Newstap,

2015).

오랜 옛날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공

통된 것은 바로 ‘속옷’이다. 속옷 중에서도 팬티는 청결을 유

지해주고 가장 첫 번째로 입는 옷이자 사전적으로 인체와 직

접 닿게 입는 옷을 총칭하기 때문에 ‘제2의 피부’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속옷 시장의 규모는 2008년 이전 줄곧 7∼8천억원

대를 유지해 오던 국내 속옷 시장규모가 2009년 1조원을 넘

어서더니 2010년에는 1조 4천억 원대로 고공 점프를 하며,

2011년에 2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속

옷시장의 확대는 겉옷에만 치중하던 소비자들이 이젠 속옷에

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Hankyung, 2011).

이러한 원인으로는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새

로운 유통 경로의 성장, 여름에는 흡습속건성으로 시원함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발열성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기능성 

속옷을 들 수 있다. 얇고 가볍고 따뜻한 소재로 만든 기능성 

속옷을 입으면 옷맵시를 낼 수 있고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낮추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윤리적 소

비’에 도움이 된다(Kim, 2011).

속옷업체에서는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전용 브랜드를 

증가시켰고, 속옷에 대한 개념이 ‘겉옷같이 남에게 보여 주고 

싶은 속옷’으로 전환되어 자신의 신체 라인을 강조할 수 있는 

패션성과 신체적 활동성 및 안락감을 제공하는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었다(Fashionchannel, 2010; TexHerald, 2012).

과거 남성들은 의복에 때한 관심이 낮은 편이며, 의복을 사

회적 신분과 직업적 성공의 수단으로 여겼으나 최근 남성역할

의 변화와 활동영역의 증가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어 

의복이 사회적 역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의복을 

자기표현의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Yang, 2006; Kim, 2010). 따라서 여성 

못지않게 외모를 가꾸는 남성들이 증가하였고, 천연색, 호피무

늬, 꽃무늬 등의 과감한 패션의 변화를 불러왔고, 이와 같은 

변화는 남성 속옷이 무조건 무난해야 한다는 오랜 고정관념도 

깨뜨리고 있다(Lee & Baek, 2011; Kim, 2010).

Park(2006)은 성인여성들의 기능성 속옷에 대한 태도 요인

으로 디자인, 착용감, 브랜드, 온라인 구매방식, 계절 관련 특

성, 오프라인 구매방식 등의 요인을 들었고, 성인남성들의 경

우 브랜드 및 디자인, 착용감, 온라인 구매방식, 계절 관련 특

성, 오프라인 구매방식 등의 요인들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선

행연구들의 속옷에 대한 태도의 요인과 기능성 속옷에 대한 

태도의 요인을 비교해 보면 기능성 속옷에 대한 요인에는 계

절 관련 특성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매 관련 요인이 추가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복은 개인적 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개성을 표현하

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다차원적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한 개인의 어떤 대상에 대한 

비교적 지속적이면서 일관성있는 평가, 감정, 취향으로 사람들

로 하여금 그 대상을 좋아하게 하거나 싫어하게 하는 결과를 

낳으며, 일단 형성되면 바꾸기 어렵다(Lee, 2011). 소비자는 

인지적 요소를 통해 지식과 신념을 형성하여 좋거나 싫은 감

정을 일으키며, 이에 따라 어떤 제품에 대해 행동을 취할 가

능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상호밀접한 관계가 있다(Breckler, 1984).

기능성 소재란 섬유가 갖는 기존 형태에 특수한 기능을 새

로이 부여한 소재로, 소재의 기능성은 원사 단계 또는 제작된 

소재에 물, 열,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가공하면 외관과 성능을 

변화시켜 새로운 소재로 만든 것이다. 의류용 기능성 소재는 

성능의 특성에 따라 쾌적 지향 소재와 건강, 안전지향 소재로 

구분된다. 쾌적 지향 소재에는 보온성 소재, 흡수, 흡습성 소

재, 투습, 방수 또는 발수성 소재, 신축성 소재, 경량소재가 있

다. 또 건강, 안전지향 소재에는 항균, 방취 소재, 자외선 차단 

소재, 전자파 차단 소재, 방향성 소재 등이 있다(Cho, 2003).

이러한 기능성 소재는 합성섬유의 특성을 개선하여 천연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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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에 근접하게 만들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천연

섬유 보다 더 나은 기능을 가질 뿐 아니라 이전에는 없던 새

로운 섬유 특성도 개발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능성 소재 시장

은 신축성이 큰 스판덱스, 흡한속건, 투습방수, 항균, 항취, 원

적외선을 방사하는 소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방풍, 자외선 

차단, 자동온도조절, 정전기 방지 기능을 갖는 소재로 확대되

어 합리적인 가격의 스포츠웨어나 속옷이 생산되고 있다. 기

능성 소재를 생산하는 기술도 발전하여 특수한 원사 단면이나 

표면적을 변화시키는 종전의 기술에서 나노섬유와 초극세사와 

같은 첨단 소재와 숯, 대나무, 녹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천연 

소재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기능성 의류 소재와 고

감성 패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여 소비자의 의생활을 

다양화하고 고급화시켜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

여할 것이다(Fashionchannel, 2010).

소비자들은 감성과 가치를 기반으로 속옷을 선택하기 시작

하여, 속옷은 저관심 제품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감성과 개

성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Choi, 2002), 국내 

유명브랜드에서도 브랜드를 확장하여 기능성 속옷을 출시함으

로써 속옷시장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착용

자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속옷 구매 또는 착용에 관한 선행연

구들(Choi, 1998; Choi, 2002; Kim, 2006; Kim, 2011)은 이상

과 같이 기능성 소재를 중심으로 패션화 및 고급화로 급속도

로 변화하는 속옷시장에 관한 소비자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남성들의 기능성 팬티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은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기능성 팬티에 관한 다양

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촬영한 다양한 기능성 팬티들의 기능을 측정·분석하여 생체역

학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남성들의 기능성 팬티에 관련된 

문제들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료들을 융

복합학적인 측면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 5종류의 팬티 특성(국내 유명 브랜드 제품인 일반 

면 소재의 스포츠 팬티 ; A, B, C, D, 텐셀 소재의 기능성 스

포츠 팬티 ; E)과 팬티 형태는 A팬티(삼각 팬티)와 B, C, D,

E(트로즈 팬티)로 색상과 디자인 특성은 <Figure 2>와 같다.

자료수집을 위한 연구 설문지는 전국 생활 근거로 살고 있

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

터 2014년 1월 5일까지 작성된 질문지를 L 사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 1,000부를 수집하였다.

수거한 1,000부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된 것으로 판

단되는 질문지를 제외한 후 총 96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으며,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2>와 같으며 20대 

15.2%, 30대 34.9%, 40대 32.4%, 50대 이상 17.5%였고, 미혼 

36.3%, 기혼 63.7%였다.

Figure 1. Experimental setup & infrared camera(NEC, 2011)

2. 측정도구

1) 실험장비(스포츠 팬티로서의 기능평가)

본 연구의 기능성 팬티 착용시 체온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

하여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InfReC Thermography R300; NEC,

2011)를 이용하여 <Figure 1>과 같이 측정하였다.

2) 측정도구(스포츠 팬티에 대한 태도인식 설문지)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인구통계적 변인, 기능성 스포

츠 속옷에 대한 태도, 기능성 스포츠 속옷 착용경험, 기능성 

스포츠 속옷구매의도, 기능성 스포츠 착용실태 등을 측정하는 

30문항을 선행연구(Choi, 2002; Kim, 2006; ; Lee & Jeong,

2006; Park, 2006; Hyang & Lee, 2008; Jeon & Oh; 2009)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실험방법

팬티 착용시 체온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열화상 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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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카메라(NEC, 2011)를 이용하여 S대학생 1명(연령; 23 yr,

신장, 180.0 cm, 체중; 68.0 kg, 허리둘레; 97.5 cm)에게 일반 

스포츠 팬티(삼각팬티, 트로즈팬티), 기능성 스포츠팬티를 착

용하게 한 후 <Figure 1>과 같이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Infrared camera)와 피험자 사이의 거리는 1.5 m 로 하여 정

지상태에서 촬영하였다. 영상촬영을 위한 실험실의 실내온도

는 17.2°C 였다.

실험방법은 5가지(A, B, C, D, E) 팬티를 착용하게 한 후 

기능성 팬티 착용 시 체온의 변화를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60초, 90초, 120초 3차례에 걸쳐 측정한 최대와 최

소의 체온 변화를 촬영하였다.

2) 설문지 측정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인구통계적 변인, 기능성 스포

츠 속옷에 대한 태도, 기능성 스포츠 속옷 착용경험, 기능성 

스포츠 속옷구매의도, 기능성 스포츠 팬티 착용실태 등을 측

정하는 30문항을 구성하였다.

(1) 기능성 팬티 착용 경험 및 구매의도를 파악한 후,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2) 남성들의 속옷 태도의 요인 구조를 파악한 후 인구통계

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다.

(3) 남성들의 인구통계적 변인, 기능성 스포츠 속옷에 대한 

태도, 기능성 스포츠 속옷 착용경험, 기능성 스포츠 팬

티 구매의도, 기능성 스포츠 착용실태, 기능성 스포츠 

속옷 착용경험이 기능성 속옷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설문지 30문항을 5점 Likert

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도와 일치하는 정도가 높거나 

경험 또는 구매 의도가 높음을 의미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기능성 팬티 착용시 체온의 변화를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5가지(A, B, C, D, E)의 팬

티를 착용하게 한 후 60초, 90초, 120초 3차례에 걸쳐 측정한 

최대와 최소의 체온 변화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교분

석하였다. 설문지 자료는 SPSS PC(Ver. 21.0)을 사용하여 다

음과 같이 통계 분석하였다.

인구통계적 특성과 속옷 선택 및 착용실태를 파악하기 위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

이를 분석하였으며, 기능성 스포츠 팬티의 품질에 관한 설문

결과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후 그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분

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열화상 카메라 측정 자료 및 영상

기능성 팬티 착용시 체온의 변화를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를 활용하여 5가지(A, B, C, D, E)의 팬티를 착용하게 한 후 

60초, 90초, 120초 3차례에 걸쳐 측정한 최대와 최소의 체온 

변화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비교한 결과 <Table 1,

Figure 2>와 같았다.

(The order from top to bottom : A, B, C, D, E)
Figure 2.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 difference in the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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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ts
type

60sec 90sec 120sec
Min temperature

M±SD
Pants
type

60sec 90sec 120sec
Max temperature

M±SD

A 26.12 26.15 26.12 26.1±0.02 A 35.91 35.91 35.90 35.9±0.01

B 26.74 26.70 26.75 26.7±0.03 B 35.83 35.81 35.84 35.8±0.02

C 26.52 26.54 26.55 26.5±0.02 C 36.05 36.02 36.07 36.0±0.03

D 26.92 26.91 26.94 26.9±0.02 D 35.70 35.72 35.74 35.7±0.02

E 24.65 24.61 24.66 24.6±0.03 E 35.60 35.65 35.61 35.6±0.03

Table 1.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 difference in the pants
(unit: ° C)

기능성 팬티 착용시 체온의 변화는 <Table 1, Figure 2>와 

같이 A팬티 착용시 최저 체온을 나타낸 부위는 흰 십자가 표

시된 음경부위로 26.1±0.02°C 를 나타냈고, 최고 체온을 나타

낸 부위는 검은 십자가가 표시된 배꼽부위로 35.9±0.01°C를 

나타냈다. B팬티 착용시 최저 체온을 나타낸 부위는 흰 십자

가 표시된 음경부위로 26.7±0.03°C 를 나타냈고, 최고 체온을 

나타낸 부위는 검은 십자가가 표시된 배꼽부위로 35.8±0.02°C

를 나타냈다. C팬티 착용시 최저 체온을 나타낸 부위는 흰 십

자가 표시된 음경부위로 26.5±0.02°C 를 나타냈고, 최고 체온을 

나타낸 부위는 검은 십자가가 표시된 배꼽부위로 36.0±0.03°C

를 나타냈다.

D팬티 착용시 최저 체온을 나타낸 부위는 흰 십자가 표시된

음경부위로 26.9±0.02°C 를 나타냈고, 최고 체온을 나타낸 부위

는 검은 십자가가 표시된 배꼽부위로 35.7±0.02°C를 나타냈다.

E팬티 착용시 최저 체온을 나타낸 부위는 흰 십자가 표시된 음

경부위로 24.6±0.03°C 를 나타냈고, 최고 체온을 나타낸 부위는

검은 십자가가 표시된 배꼽부위로 35.6±0.03°C를 나타냈다.

2. 인구통계학적 설문 결과

설문지 1,000부를 수집한 후 수거한 1,00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질문지를 제외한 총 965부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령은 20대 15.2%, 30대 34.9%, 40대 32.4%, 50대 이상 

17.5%였고, 미혼 36.3%, 기혼 63.7%였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미만 8.1%, 100-200미만 15.2%, 200

-300미만 28.1%, 300-400미만 20.9%, 400만원이상 27.7%, 연

간 속옷구입비는 5만원미만 13.6%, 5-10만원미만 36.6%, 10

-15만원미만 32.4%, 15만원이상 17.4%, 속옷구입빈도는 한달

에 한번 4.6%, 계절에 한번씩 42.4%, 일년에 두 번 39.2%, 일

년에 한 번 13.9%로 나타났다.

Determinant Category
Frequency
(person)

Percentage
point (%)

Age

20
30
40

over 50

146
337
313
169

15.2
34.9
32.4
175

Marital status
Single

Married
350
615

36.3
63.7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1,000,000 won
1,000,000-2,000,000 won
2,000,000-3,000,000 won
3,000,000-4,000,000 won

over 4,000,000 won

78
147
271
202
267

8.1
15.2
28.1
20.9
27.7

Annual
underwear
purchasing

costs

less than 50,000 won
50,000-100,000 won
100,000-150,000 won

over 150,000 won

131
353
313
168

13.6
36.6
32.4
17.4

Underwear
purchase
frequency

Once a month
Once a quarter
Twice a year
Once a year

44
409
378
134

4.6
42.4
39.2
13.9

Total 965 people (1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3. 기능성 스포츠 팬티의 품질에 관한 설문 결과

기능성 스포츠 팬티의 품질에 관한 설문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운전 업무 중 편안함을 느낀다. 라는 설문에 조금 편

안하다 36.4%, 매우 편안하다 41.6%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들이 78%이상으로 나타났다. 운동시 마찰열 감소했다. 라는 

설문에 조금 감소되었다. 36.2%, 매우 많이 감소되었다.

32.5%,로 마찰열이 감소되었다. 라는 설문에 68.5% 이상으로 

나타났다.

타사와 비교하여 땀과 습기에 있어서 땀과 습기가 감소되

었다. 41.2%, 상쾌한 느낌이 들 정도로 땀과 습기가 감소되었

다. 37.5%로 땀과 습기가 감소되었다. 라는 설문에 78.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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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 Category
Frequency
(person)

Percentage
point (%)

Comforts
during

workout,
driving,
working

No reply
Not comfortable at all

Not comfortable
Average

Comfortable a little very
comfortable

47
10
36
120
351
401

4.9
1.0
3.7
12.4
36.4
41.6

Friction heat
reduction

during
workout

No reply
Not reduced at all

Not reduced
Average

Reduced a little
Reduced a lot

45
6
50
201
349
314

4.7
0.6
5.2
20.8
36.2
32.5

Sweat and
humidity

relative to
competitors

No reply
More sweat and humidity

A little more
Average

Less sweat and humidity
Considerably less sweat and

humidity

57
1
9

138
398
362

5.9
0.1
0.9
14.3
41.2
37.5

Wearability
of functional
sport relative

to
competitors

No reply
Very uncomfortable

Uncomfortable a little
Average

A little comfortable
Very comfortable as if not

wearing any

47
6
29
95
519
269

4.9
0.6
3.0
9.8
53.8
27.9

When one
feels the

most
comfortable
in functional

sport

No reply
routine activity

Workout and leisure sports
Studying and office work
Driving for a long time

Others

47
515
229
75
75
24

4.9
53.4
23.7
7.8
7.8
2.5

Total 965 people (100%)

Table 3. Information about the quality of functional sport pant

상으로 나타났다. 타사와 비교하여 기능성 스포츠 팬티 착용 

느낌이 편안했다. 라는 설문에 조금 편안했다. 53.8%, 입지 않

은 듯 편안했다 27.9%로 착용감이 편안했다. 라는 답변이 

81.7%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스포츠 팬티 착용 후 타사 속옷을 착용했을 때 다

른 속옷보다 기능성 스포츠 팬티가 더 편안했다. 51.8%, 기능

성 스포츠 팬티 외 타사 속옷을 입기 어렵다. 34.3%로 착용감

이 다른 회사 속옷보다 편안했다. 거나 다른 속옷은 착용하기 

어렵다. 라는 답변이 86.1% 이상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스포

츠 팬티 착용시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였는가? 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은 평상시 활동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53.4%, 운동 및 레포츠 활동 중 편안함을 느낀다. 23.7%로 기

능성 스포츠 팬티 착용시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는 평상시나 

운동을 할 때 라는 답변이 77.1% 이상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1. 열화상 카메라 측정 자료 및 영상분석 논의

기능성 팬티 착용시 체온의 변화를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를 활용하여 5가지(A, B, C, D, E) 팬티를 착용하게 한 후 60

초, 90초, 120초 3차례에 걸쳐 측정한 결과 <Table 1, Figure

2>와 같이 5가지 팬티 모두 음경부위에서 최저 체온이 나타

났다. 최저 체온은 A팬티 26.1±0.02°C, B팬티 26.7±0.03°C, C

팬티 26.5±0.02°C, D팬티 26.9±0.02°C, E팬티 24.6±0.03°C 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서혜부와 음경과 음낭의 

온도가 올라가면 남성에게 좋지 않다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음

낭과 음경 그리고 허벅지를 자연스럽게 분리시켜주는 남성 기

능성 스포츠 팬티를 개발하였다(Lee & Baek, 2011). E 팬티

(기능성 스포츠 팬티)가 음경과 음낭 부위에서 다른 A, B, C,

D 팬티 보다 약 1∼2°C 정도 낮은 체온을 나타냈다. 이와 같

이 기능성 스포츠 팬티가 다른 A, B, C, D 팬티 보다 약 1∼

2°C 정도 낮은 체온을 나타낸 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 기능

성팬티에 비해 기능성 스포츠 팬티는 <Figure 3>과 같이 3D

인체공학이 접목된 창의적인 설계 기술로 남성 기능성 스포츠 

팬티 특허를 획득하여 일반 팬티의 경우 남성의 음경과 음낭

이 중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아래로 처지게 되어 음낭과 음

경이 붙게 되고, 온도가 높아지게 되며, 땀이 차게 되어 운동

능력을 감소시키고, 착용감을 나쁘게 할 수 있는데 반해 이러

한 점을 개선한 기능성 스포츠 팬티는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기능성 스포츠 팬티는 땀이 덜 차기 때문에 항

상 쾌적한 상태로 남성의 성기주변을 유지시켜준다. 음낭은 

33.5°C 일 때 정자와 남성호르몬 생성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기능성 스포츠 팬티가 남성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남

성 불임을 예방하는 등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다. 이 팬티는 허벅지와 음낭 그리고 음경을 완전히 분리하는 

3D 인체공학적 특허기술에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텐셀

(tencel)’이라는 기적의 천연섬유로 만들어 통기성과 흡습성이 

좋아 땀이 흐르는 즉시 흡수해주므로 피부가 맞닿는 허벅지 

사이에 세균 서식공간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Lim, 2011; Lee

& Baek, 2011).

기능성 스포츠 팬티는 <Figure 3>과 같이 팬티 전면의 가

로 봉제선이 음경과 음낭의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음경은 

단전(배꼽밑)을 향하게 하고, 음낭은 음낭주머니에 편히 놓이

도록 착용함으로써 압박감 없이 편안한 착용감으로 남성의 음

경과 음낭 그리고 허벅지를 분리시켜 음경과 음낭의 온·습도

를 조절해주는 기능을 한다(Lee & Baek, 2011). 기존의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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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eneral pant & functional sport pant

팬티나 사각팬티의 경우 음경이 안쪽 허벅지와 별도 공간 없

이 한 데 모여 있도록 된 구조라 일상생활 중 서로 밀착해 맞

부딪치면서 땀이 찬다. 그 결과 음낭 부위에 냄새와 가려움증 

등을 유발하는 세균들이 증식하기 쉽다(Lashevan, 2012).

최근 속옷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이 스포츠 전문 언더웨어 '지

엑스 핏(GX FIT)' 수주회를 개최했었는데, 3D 패턴 의류 설

계 기술과 좋은사람들의 속옷 개발 노하우를 결합해 만든 스

포츠 패션 언더웨어로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Kim, 2015).

사각팬티의 남성 건강 유익설은 고환의 온도는 낮아야 한

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면 정자 생

산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긴다(Kandeel, & Swerdloff, 1988). 동

물연구이긴 하지만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고환의 온도를 인위

적으로 올려주면 생식세포의 자멸과정(apoptosis)이 가속화되더

라는 것이다(Lue, Sin, Kim, & Im, 1999).

음낭은 인체 부위 중 자동 온도조절장치가 가장 잘 돼 있

다. 정자는 체온보다 3∼4° C 정도 낮아야 가장 왕성한 활동

을 하기 때문에 음낭은 더운 여름철엔 가능한 몸에서 멀리 떨

어져 열전도를 차단시키고, 반대로 추운 겨울에는 바짝 오그

라들어 사타구니 가까이 접촉됨으로써 정상온도를 유지하는,

신축성이 대단한 기관이다(Seo, 2004). 사타구니 사이에 고환

이 있음으로 여성보다 공간이 협소하고 고환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땀 배출을 음낭에서 많이 하는데, 음낭피부로 나온 땀 

배출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사타구니를 습하게 만

들면서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음낭이나 피부에서 땀 배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기주변의 곰팡이가 잘 자라게 되고, 겨울

에는 땀 배출이 적기 때문에 좀 호전되는 양상을 반복하게 된

다. 이런 병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타구니에 착색을 남겨

서 피부가 검게 되는 경우도 있다(Lee, 2004).

고환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동상이 걸려 자신도 모르

게 불임이 되는 사람이 있다. 고환이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온도는 체온보다 3∼4° C 정도 낮다(Kim, 2004). 이러한 온

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타구니를 감싸고 조여 주는 팬티보

다는 사방이 트인 개방형 팬티(트렁크)나 노팬티가 훨씬 유리

한 것이다. 고환을 젊고 싱싱하게 유지하려면 고환 주위의 온

도를 높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환에 외

부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 역시 삼가야 한다(Kim,

2004).

폴리에스터로 만든 딱 달라붙는 팬티를 12개월간 입히면서 

남자들을 관찰해보니, 고환의 온도가 올라가는 건 사실이지만,

정자의 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는 연구결과가 있다(Wang,

McDonald, Leung, et al., 1997). 또, 사각팬티와 일반 팬티를 

비교해보니 고환의 온도에는 차이가 없더라는 연구도 있다

(Munkelwitz, & ilbert, 1998).

Resnick 박사 연구팀은 50세에서 91세 사이의 417명의 남

성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수치와 단백

질에 예속된 호르몬의 수치를 10년에 걸쳐 측정 분석한 결과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지적 능력 수행

이 우수한 것을 발견하였다(Moffat, Zonderman, Metter,

Blackman, Harman, & Resnick, 2002). 심지어 뜨거운 물 샤워

나 잦은 사우나도 정자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연구결

과도 있다(Oldereid, Rui, & Purvis, 1992).

이와 같이 선행연구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해보면 일반 팬티의 경우 음낭과 음경 그리고 

허벅지가 붙게 되므로 온도가 높아지고 땀이 차게 되어 운동

수행능력을 방해 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점을 개선한 기능성 

스포츠 팬티는 3D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팬티 전면의 가로 봉

제선이 음경과 음낭의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음경은 단전을 

향하게 하고, 음낭은 음낭주머니에 편히 놓이도록 착용하게 

함으로써 음경과 음낭 그리고 허벅지를 분리시켜 압박감 없이 

편안한 착용감으로 세 부위 사이의 온·습도를 낮추어 주는 기

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능성 스포츠 팬티는 

일반 팬티와 다른 3차원 디자인 특성으로 음경, 음낭 그리고 

서혜부를 분리시켜 서혜부위의 체온을 낮추어 줌으로써 운동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인구통계학적 설문 결과 논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연령은 30대 34.9%,

40대 32.4%로 대부분 30∼40대가 참여했으며, 기혼자가 

63.7% 설문에 참여했다. 월평균소득은 200-300미만 28.1%,

300-400미만 20.9%가 대부분이었고, 연간 속옷구입비는 5-10

만원미만 36.6%, 10-15만원미만이 32.4% 였다. 속옷 구입 빈

도는 대부분  계절에 한번씩 42.4%, 또는 일년에 두 번 정도 

39.2%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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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은 학년이 높거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장식적 속옷인 란제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우

월감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을수록 고급 상표나 소재,

대담한 디자인의 속옷을 선호하였다. 또 20대 여성들의 속옷

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장식성, 고급지향성, 실용성, 청결 및 

기능성 등이 연구되었다(Jeon & Oho, 2009). Park(2006)은 성

인여성들의 기능성 속옷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디자인, 착용

감, 브랜드, 온라인 구매방식, 계절 관련 특성, 오프라인 구매

방식 등의 요인을 들었고, 성인남성들의 경우 브랜드 및 디자

인, 착용감, 온라인 구매방식, 계절 관련 특성, 오프라인 구매

방식 등의 요인들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속옷에 

대한 태도의 요인과 기능성속옷에 대한 태도의 요인을 비교해 

보면 기능성 속옷에 대한 요인에는 계절 관련 특성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매 관련 요인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Park, 2006). 한국생활과학회지에서 운동용 속옷의 착용효과

에서 소재별 발한량과 체중감량을 중심으로 연구했었는데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Na, Kim, & Jeong, 2002).

남성팬티에 관한 인구통계학적 설문조사를 수행한 선행연

구결과가 없었으나 성인남성들의 경우 브랜드 및 디자인, 착

용감, 온라인 구매방식, 계절 관련 특성, 오프라인 구매방식 

등의 요인들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속옷에 대한 

태도의 요인과 기능성속옷에 대한 태도의 요인을 비교해 보면 

기능성 속옷에 대한 요인에는 계절 관련 특성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매 관련 요인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

구에서는 남성팬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가 없

어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3. 기능성 스포츠 팬티의 품질에 관한 설문 결과 논의

기능성 스포츠 팬티의 품질에 관한 설문 결과는 <Table 3>

과 같이 운전 업무 중 편안함을 느낀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

이 78% 이상으로 나타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동시 마찰열 감소했다. 라는 설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찰

열이 감소되었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68.5% 이상으로 나타

났다. 땀과 습기가 감소되었다. 라는 질문에 78.7% 이상 긍정

적인 답변을 나타냈다. 기능성 스포츠 팬티의 착용감이 편안

했는가? 라는 질문에 81.7% 이상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냈다.

기능성 스포츠 팬티 착용 후 타사 속옷을 착용했을 때 다

른 속옷보다 기능성 스포츠 팬티가 더 편안했는가? 라는 질문

에 기능성 스포츠 팬티가 보다 편안했다. 라는 답변이 86.1%

이상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냈다.

기능성 스포츠 팬티 착용시 가장 편안함을 느낄 때가 언제

였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평상시나 운동을 할 때 가

장 편안함을 느낀다. 라는 답변이 77.1%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들과 비교분석해보면 여중생들은 

생리시 활동에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거들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30∼40대 여성들은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거들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 성인 여성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10∼20대 보다 겨울철에 신체 보온에 신경을 많

이 쓰고, 추운 겨울에 원피스나 스커트를 입고 외출해야 할 

경우 보온을 목적으로 거들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30∼

40대 여성들은 하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혈액순환과 생리통 완

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온 기능성 거들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도가 10∼20대보다 높았다(Choi, 2002; Kim, 2006:

Hwang & Lee, 2008).

과거 남성들은 의복에 때한 관심이 낮은 편이며, 의복을 사

회적 신분과 직업적 성공의 수단으로 여겼으나 최근 남성역할

의 변화와 활동영역의 증가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어 

의복이 사회적 역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의복을 

자기표현의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Yang, 2006; Kim, 2010). 따라서 여성 

못지않게 외모를 가꾸는 남성들이 증가하였고, 천연색, 호피무

늬, 꽃무늬 등의 과감한 패션의 변화를 불러왔고, 이와 같은 

변화는 남성 속옷이 무조건 무난해야 한다는 오랜 고정관념도 

깨뜨리고 있다(Lee, 2011; Kim, 2010). Park(2006)은 성인여성

들의 기능성 속옷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디자인, 착용감, 브랜

드, 온라인 구매방식, 계절 관련 특성, 오프라인 구매방식 등

의 요인을 들었고, 성인남성들의 경우 브랜드 및 디자인, 착용

감, 온라인 구매방식, 계절 관련 특성, 오프라인 구매방식 등

의 요인들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속옷에 대한 

태도의 요인과 기능성 속옷에 대한 태도의 요인을 비교해 보

면 기능성 속옷에 대한 요인에는 계절 관련 특성과 온라인 또

는 오프라인 구매 관련 요인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GX FIT’은 인체 움직임을 3D로 분석한 의류 설계 기술과 

좋은사람들의 속옷 개발 노하우가 결합돼 스포츠 활동 시 최

상의 기능을 발휘하는 첨단 기능성 언더웨어이므로 팔, 복부,

무릎 등 각 부위에 최적의 압력을 가해주고, 근육의 안정성과 

활동성을 높여주는 ‘오픈 네트형 실리콘 프린팅’ 기법이 피로 

회복 및 운동 효과를 극대화 시켜주므로 스포츠 활동에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Newstap, 2015).

이와 같이 선행연구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해보면 일반 팬티에 비하여 기능성 스포츠 팬

티의 품질에 관한 설문 결과 일반 팬티의 경우 음낭과 음경 

그리고 허벅지가 붙게 되므로 온도가 높아지고, 땀이 차게 되

어 운동수행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점을 개선한 

기능성 스포츠 팬티는 3차원 구조의 인체공학적 디자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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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음경, 음낭 그리고 서혜부를 분리시켜 서혜부의 온·습도

를 낮추어 줌으로써 운동환경을 개선하고, 마찰열, 땀, 습기를 

감소시켜 편안한 착용감으로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Ⅴ.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남성들의 기능성 스포츠 팬티 개발 관련 자

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하여 촬영

한 다양한 팬티들의 기능성을 측정·분석하여 생체역학적인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 남성들의 기능성 팬티에 관련된 문제점들

은 1,000부의 설문지를 통하여 불성실하게 응답된 것으로 판

단되는 질문지를 제외한 후 총 965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기능성 스포츠 팬티 착용 시 체온의 변화는 일반 삼각팬티

나 사각팬티에 비교하여 기능성 스포츠 팬티가 음경과 음낭 

부위에서 다른 팬티 보다 약 1∼2°C 정도 낮은 체온을 나타

냈는데, 이러한 원인은 일반 팬티의 경우 음낭과 음경 그리고 

허벅지가 붙게 되므로 온도가 높아지고 땀이 차게 되어 운동

수행능력을 방해 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점을 개선한 기능성 

스포츠 팬티는 3D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음경과 음낭 그리고 

허벅지를 분리시켜 압박감 없이 편안한 착용감으로 온·습도를 

낮추어 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팬티에 비하여 기능성 스포츠 팬티의 품질에 관한 설

문 조사결과 일반 팬티의 경우 음낭과 음경 그리고 허벅지가 

붙게 되어 온도가 높아지고, 땀이 차게 되어 운동수행능력을 

방해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점을 개선한 기능성 스포츠 팬티

는 운동시 마찰열, 땀, 습기를 감소시켜 편안한 착용감으로 음

경, 음낭, 허벅지 사이의 온·습도를 낮추어 운동수행능력을 향

상시켜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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