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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umbar disc is one of the first parts of the human body to age. Female discs start to age at twenty

and completely age between fifty and sixty. The number of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patients is

increasing rapidly; however, studies on protective inner wear are insufficient. This study develops protective

inner wear equipment for bodies. The following were the study methods and procedures. First, the protec-

tive design, pattern and making of the inner wear were based on the analysis of collected data. Second, one

subject was selected, then human body parts were measured to create the inner protective pattern. The inner

pattern was made by the basic size of the subject. The inner protective equipment was made for lumbar

disc disease patients after a wearing test and after correcting the pattern. Third, inner protective equipment

was thoroughly tested to verify the compatibility of lumbar pads. The following were the study results and

observations. First, lumbar pads who had inner protection were easily worn and the design was very ladyish

in contrast to other lumbar pads on the market. Second, the pattern was completed by referring to, Lee

Hyoung Sook's, torso and her lumbar pad shape. The fabric was mesh (for good ventilation) and poly span-

dex (for elasticity). Third, lumbar inner protective equipment was verified through a subject assessment and

a major assessment. This study showed high scores on appearance and functional satisfaction versus exist-

ing disc lumbar pads in the market. This study predicts that new waist protective inner wear can help the

female patient's health and social life because it has great functionality and can maintain outer lin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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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허리디스크는 추간판 탈출증이라 불리며,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이다. 허리디스크는 다른 근골격계와 달리 10대 후반이

나 20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어렸을 때부터

척추가 변형되지 않도록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의자에 앉아 오랜 시간

업무를 보는 직장인과 장시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척

추나 관절에 무리가 오기 쉽기 때문에 척추 질환 발병

률이 매우 높다(Choi, 2016)고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5년 사이 진료 인원 증

가율이 가장 높았던 질환은 추간판 장애로 73.1%의 증

가율을 보였고 디스크 질병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 추세

를 보이나 특히 2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환자의 증가율

이 두드러지게 관찰(Kim, 2016)되었다고 한다.

외적인 미를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의 디스크 질환 발

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허리디스크 환자들의 허리디

스크 보조기에 대한 불만족(Kang & Jung, 2016)에도 불

구하고 심미적인 허리디스크 보조기 개발에 대한 연구

는 매우 부족하다. 선행연구(Kang & Jung, 2016)에서 시

판 허리디스크 보조기 분석과 허리디스크 환자의 보조

기 착용실태 조사를 통해서도 다른 질병을 가진 환자를

위한 의료용 의류에 대한 선행연구는 있었지만, 허리디

스크 환자를 위한 허리보호용 의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Kang & Jung, 2016)를 통하여 기존의 허리

디스크 보조기에 대하여 디자인, 활동성, 원단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 정도가 높고 옷 안에 착용이 가능하며,

외관을 해치지 않는 허리디스크 보호복의 필요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허리만 두르는 밴드 형

태의 허리디스크 보호복이 아닌 속옷 일체형 보호복 패

턴을 설계하고 제작을 통하여 새로운 개념의 허리보호

용 이너웨어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디자인

선행연구(Kang & Jung, 2016)의 디자인 초안을 근거

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를 디자인하였다. 허리디스크 보

조의 기능을 갖추면서 착용하기 쉽고, 시판하고 있는 디

스크 보조기와 달리 여성스러운 외관의 랩 스타일 이너

웨어로 디자인하였다.

2. 피험자 선정

디자인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패턴 제작과 제품 제

작, 착의실험을 위하여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선행연구

(Kang & Jung, 2016) 설문조사 결과 허리디스크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나타났고 허리디스크 보조

기 경험이 있는 5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을 피험자로 선

정하였다. 피험자의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패턴 제작을

위한 기본 인체치수와 참고치수는 <Table 1>과 같다.

3.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설계 및 제작

1) 이너웨어 패턴 제도

이너웨어 패턴 제도를 위한 기본 원형으로 이형숙식

토루소 원형(Lee & Nam, 1997)을 사용하였다. 이형숙식

토루소 원형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착

의실험을 한 뒤 만들어진 원형(Seo, 2011)으로 피험자의

인체치수로 토루소 원형을 제도하고 허리보호용 이너

웨어 디자인에 맞게 패턴을 변형하여 허리보호용 이너

웨어 패턴을 완성하였다.

2) 이너웨어 소재 선정 및 제작

소재는 선행연구(Kang & Jung, 2016)의 시판 보조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허리를 지지해줌과 동시에 이너웨

어의 기능을 갖춘 신축성과 통기성이 뛰어난 폴리우레

탄 파워네트, 나일론 메시, 면을 함께 사용하였고, 허리

지지대로는 휘어지는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용하였다.

제작은 통기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메시 소재를 사용

하였고, 허리를 지지하는 부분은 플라스틱 지지대를 사

용하여 허리를 지지해 주는 효과를 주었다.

4. 피험자 착의평가

완성된 연구 이너웨어가 연구목적에 적합한가를 평가

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주관적 평가와 전공자 외관 평가

를 진행하였고, 환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허리보조

기와 허리보호용 이너웨어의 적합성을 비교하였다.

주관적 평가(Seo & Chung, 2008)는 피험자가 기존에

사용한 보조기와 연구개발한 이너웨어를 각각 착용한

상태에서 평가지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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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항목이었다. 평가항목 중 ‘장시간 사용에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피험자가 1일 동안 착용 후 평가를 하게 하였

으며, ‘입고 벗기 편리한가’에 대하여는 피험자가 1일 동

안 아침에 착의하고 저녁에 탈의하면서 느낀 결과를 평

가하였고, ‘세탁이 쉬운가’에 대한 항목은 피험자가 세

탁기로 세탁을 한 후 평가하도록 하였다.

외관에 대한 타당성 검증(Park & Lee, 2012)은 의류

학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류학 전공자 5명

이 평가지에 응답하였고, 항목으로 총 9항목을 제시하였

다. 평가방법은 리커트 타입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

며, ‘만족’은 5점, ‘약간 만족’은 4점, ‘보통’은 3점, ‘약간

불만족’은 2점, ‘불만족’은 1점으로 환산하였다.

착의평가는 2014년 4월과 2014년 5월 2차례 실시되

었다. 1차 착의평가 후 개선 제작한 허리보호용 이너웨

어로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착의평가 시 브래지어, 팬

티 및 타이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기존에 착용한 보조기

와 연구개발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를 각각 착장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디자인

선행연구(Kang & Jung, 2016)의 디자인 초안과 시판

하고 있는 허리디스크 보조기의 형태를 고려하여 디자인

한 이너웨어는 <Fig. 1>과 같다. 선행연구(Kang & Jung,

2016)의 디자인 초안에서 가슴과 겨드랑이에 다트를 주

었으며, 밑단 부분에 굴곡을 주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디

자인을 완성하였다. 캐미숄, 오버랩 스타일로 시판하고

있는 보조기와 달리 여성스러운 외관을 보여주며, 착용

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길이 조정이 용이한 어깨끈을

부착했다. 이너웨어 색상은 이너웨어에서 주로 사용되

는 스킨컬러(살구색)로 하였다.

2. 1차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개발과 착의평가

선행연구(Kang & Jung, 2016)를 토대로 이너웨어를 개

발하였다. 의복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는 1차원의 평면

상의 패턴뿐만 아니라 3차원의 입체형상에서 평가되어

야 하며, 착용자의 체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Kim et al.,

2001). 1차 실험은 피험자 기본 치수개발 패턴으로 가봉

한 이너웨어를 착의실험하였다.

1) 1차 이너웨어 패턴 및 제작

토루소 원형(Lee & Nam, 1997)을 이용하였고, 이너웨

어(Choi et al., 2010), 캐미솔(Jung et al., 2006), 보조기,

오버랩 스타일의 블라우스 등의 패턴 자료(Bunka Publi-

shing Bureau, 1993)를 참고하여 연구패턴을 제작하였다.

연구개발 패턴은 <Fig. 2>−<Fig. 4>와 같다. <Fig. 2>는

시판하고 있는 보조기의 형태를 참고하여 개발한 패턴

이다. 개발된 이너웨어는 신축성이 높고 탄성이 강하므

로 일반적 스트래치 소재에 대한 패턴(Choi et al., 2010)

을 참고하여 패턴을 개발하였다. <Fig. 3>−<Fig. 4>는 캐

미숄, 오버랩 스타일의 패턴을 참조하여 토루소 원형과

보조기 형태를 참고한 허리지지대 개발 패턴을 조합하

여 완성된 패턴이다. <Fig. 5>는 연구패턴 원형이다. 가

슴, 겨드랑이둘레에서 다트를 주었으며, 랩 스타일 연출

을 위해 여밈 부분을 넓게 하였다.

1차 제작한 이너웨어는 <Fig. 6>와 같이 신축성 있는

폴리우레탄을 전체적으로 사용하였다. 폴리우레탄은 신

축성이 매우 크고, 세탁이 가능하며, 수영복, 파운데이

션, 스타킹 등 신축성 있는 의류를 제작하는 소재(Ebe-

rle et al., 1989/2000)이므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소재Fig. 1. Design of protective inner wear.

Table 1. The body measurements of the subject                              (N=1, Unit: cm)

Body measurements of the subject

Breast circumference 101 Under chest circumference 88 Waist circumference 92

Hip circumference 98 Abdomen circumference 94 Armpit circumference 35

Back length 44 Center front length 47 Shoulder to shoulder length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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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부분적으로는 높은 통풍성

과 방추성이 있는 나일론 메시 소재를 사용하여 피부접

촉 쾌적성을 높였고, 지지대와 옷 여밈 부분에 신축성이

없는 면을 사용하여 지지대 및 벨크로의 고정효과를 높

였다.

2) 1차 이너웨어 착의평가

제작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에 대하여 1차 착의평가

를 실시하였다. <Fig. 7>은 1차로 제작한 이너웨어를 피험

자가 착의한 상태이며, <Fig. 8>은 1차 제작한 이너웨어

위에 몸매가 드러나는 의복을 착용한 상태를 보여준다.

1차 제작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의 기능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피험자에 대하여 총 10문항

의 평가를 진행하였다. 모든 항목에서 평균 3 이상의 높

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구성, 소재에서는 매우 만족 또

는 만족을 보여주었으나, 허리디스크 보호대에서 가장

중요한 허리보호 기능성에 대한 항목에서는 다른 항목

보다는 조금 낮은 점수를 보였다. 1차 제작한 이너웨어

의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허리를 지지해 주는 조임 정도

와 허리보호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패턴을

보정하여 2차 착의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차 제작한 이너웨어의 외관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Table 3>과 같이 전공자 5명에게 총 9문항에 대한 설문

을 실시하였다. 전체 문항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

내었으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의 외관과 다트 및 어

깨끈의 위치, 이너웨어 위 겉옷 착용 시 외관의 평가는 만

Fig. 2. Primary protective inner wear - Front and back.

Fig. 3. Primary inner wear - Front.



허리디스크 환자를 위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개발 연구(제2보)-여성 이너웨어 개발과 착의평가-

– 145 –

족으로 평가하였고 여밈과 지지대 위치의 평가에서는

보통을 보였다. ‘지지대의 위치는 적당한가’ 문항에서

외관에서 ‘지지대의 위치가 양호하지만 뒤 중심에 지지

대를 추가로 넣어 지지대의 위치의 균형을 이루었으면

Fig. 4. Primary inner wear - Back.

Fig. 5. Primary pattern.

Fig. 6. Primary inner wear.

Fig. 7. Wearing appearance of primary inner wear.

Fig. 8. Clothes wearing over the primary inner wear.

Table 2. Primary functionality evaluation   (N=1)

Functionality evaluation article A/V

Q1. It is suitable for human curvature 5

Q2. Waist tightening is proper 3

Q3. Waist tightening helps protect the back 4

Q4. Shoulder strap can be adjusted easily 5

Q5. It is well ventilated 4

Q6. Prolonged use is proper 5

Q7. Easy to wear and take off 5

Q8. Easy to wash 5

Q9. It is wearable 4

Q10. There is purchasing inten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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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 것 같다’는 전공자의 의견이 있었다.

3. 2차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개발과 착의평가

1차 개발한 이너웨어의 착의평가 분석을 바탕으로 개

선하여 제작한 2차 허리보호용 이너웨어를 착의실험하

였다.

1) 2차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패턴 및 제작

1차에서 착의평가 결과, 기능성에서는 허리지지대의

조임이, 외관에서는 여밈과 지지대의 위치가 낮은 점수

를 보였는데, 이를 중점으로 보완하여 허리보호용 이너

웨어 2차 패턴을 완성하였다. <Fig. 9>는 시판하고 있는

보조기의 형태를 참고하여 개발한 패턴이다. 첫째, 허리

지지대의 조임을 주기 위하여 1차 패턴의 허리, 힙 부분

에서 2cm씩 줄여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제작하였다. 둘째,

허리지지대의 조임뿐만 아니라 1차 외관에서 낮은 점수

를 보인 지지대의 위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밈을 1차

패턴에서 3cm 줄여 10cm로 나타내었다. 셋째, 1차 착의

평가에서 ‘지지대의 위치가 양호하지만 뒤 중심에 지지

대를 추가로 넣어 지지대의 위치의 균형을 이루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전공자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지대 뒤

중심에 지지대 4개를 추가로 넣어 외관의 균형뿐만 아

니라 허리를 더욱 지지해 주도록 설계하였다. <Fig. 10>

−<Fig. 11>은 토루소 원형과 1차 허리지지대 개발 패턴

을 보완하여 완성한 2차 허리지지대 개발 패턴을 조합

하여 완성된 패턴이다. <Fig. 12>는 1차 이너웨어 패턴

을 보완하여 완성한 2차 연구패턴 원형이다. 가슴 부분

의 다트량을 1차 이너웨어 패턴보다 1cm 더 주어 가슴

부분의 들뜬 상태를 수정하였다.

2차 착의평가를 하기 위하여 1차 착의평가 후 개선할

Table 3. Primary appearance assessment                                                 (N=5)

Question A/V (S.D.)

Appearance

Q1. It makes a good front appearance 4.8 ( .40)

Q2. It makes a good side appearance 4.2 ( .80)

Q3. It makes a good back appearance 4.2 ( .80)

Q4. It makes a good overall appearance 4.2 ( .80)

Q5. The position of meeting style is proper 3.8 ( .80)

Q6. The position of the dart is proper 4.6 ( .60)

Q7. The position of the shoulder strap is proper 4.4 ( .60)

Q8. The position of the support fixture is proper 3.8 ( .80)

Q9. Developed inner wear can maintain outer line patterns 4.6 ( .60)

Fig. 9. Secondary protective inner wear - Front and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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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참고하여 허리보호용 이너웨어를 2차적으로 제작

하였다. <Fig. 13>과 같이 폴리우레탄 파워네트를 전체

적으로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파워네트(Korea Diction-

ary Research Publishing Compilation Committee, 1997)는

엘라스틱 파워네트라고도 일컬으며, 고무실, 폴리우레

탄 섬유 등의 탄력 있는 실을 짜 넣은 편직물 및 직물로

서 코르셋이나 거들 등의 파운데이션류에 사용되는 소

재로 허리를 지지해 주는 것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너

웨어 안쪽에는 허리의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

로 피부접촉 쾌적성이 높은 나일론 섬유로 직조된 구멍

이 작은 메시 소재를 덧대었으며, 이너웨어 앞면 가슴 및

부분에 구멍이 큰 나일론 메시를 이용하여 통풍성을 높

였고, 지지대 부분에 신축성이 없는 면을 사용하여 지지

대의 고정효과를 주었다.

2) 2차 이너웨어 착의평가

2차 제작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에 대하여 착의평

가를 실시하였다. <Fig. 14>는 2차로 제작한 이너웨어

를 피험자가 착의한 상태이며, <Fig. 15>는 2차 제작한

Fig. 10. Secondary inner wear - Front.

Fig. 11. Secondary inner wear - Back.

Fig. 12. Secondar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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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웨어 위에 몸매가 드러나는 의복을 착용한 상태를

보여준다.

기능성에 대한 검증에서는 <Table 4>와 같이 모든 항

목에서 만족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1차 제작한

이너웨어를 보완하기 위하여, 허리 중심에 4개의 지지대

를 추가로 넣었고, 신축성 및 탄성이 강한 폴리우레탄 파

워네트 소재를 사용하여 허리의 조임 정도를 높였다. 그

결과, 1차 제작한 이너웨어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

던 ‘허리를 지탱해 주는 조임 정도가 적당한가’와 ‘허리

를 지탱해 주는 조임이 허리보호 효과가 있는가’에서 만

족, 매우 만족을 나타냈다.

2차 외관 평가에서는 <Table 5>와 같이 모든 항목에

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차 제작에서는 폴리우레탄

파워네트 소재를 주 소재로 사용하여 허리보호뿐만 아

니라 밀착 보정을 하여 외관이 향상되었다고 분석되었

다. 특히 ‘지지대의 위치는 적당한가’에 대한 전공 평가

자 의견을 반영하여 뒤 중심에 지지대를 추가로 넣어 허

리지지대로서의 외관을 나타냈다.

4. 현재 사용 중인 보조기와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의 기능성 및 외관 비교

연구개발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와 현재 시판하고 있

는 허리디스크 보조기의 기능성 및 외관을 비교하기 위

하여, 피험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 닥터메드(Dr.

MED)에 대하여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닥터메드는 선

행연구(Kang & Jung, 2016)에서 허리디스크 보조기 제

품조사 결과 가장 많은 종류의 보조기를 보유한 브랜드

로 나타났다. <Fig. 16>은 피험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

는 보조기를 착용한 사진이다. <Fig. 17>은 허리디스크

보조기 위에 의복을 착용한 상태를 보여준다. 기존 시판

되는 닥터메드 보조기(Dr.MED, n.d.)는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었으며, 맨살에 착

용하기에는 소재가 두꺼워 알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

다. <Fig. 17>에서 뒤, 옆 부분에서 살의 겹침 등과 같은

보기 좋지 않은 외관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닥터메드 보조기의 기능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Table

6>과 같이 허리디스크 보조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허

리보호 기능은 높게 평가되었지만, 소재와 구성 부문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외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Fig. 13. Secondary inner wear.

Fig. 14. Wearing appearance of secondary inner wear.

Fig. 15. Clothes wearing over the secondary making

inner wear.

Table 4. Secondary functionality evaluation  (N=1)

Functionality evaluation article A/V

Q1. It is suitable for the human curvature 5

Q2. Waist tightening is proper 4

Q3. Waist tightening helps protect the back 5

Q4. Shoulder strap can be adjusted easily 5

Q5. It is well ventilated 5

Q6. Prolonged use is proper 5

Q7. Easy to wear and take off 5

Q8. Easy to wash 5

Q9. It is wearable 5

Q10. There is a purchasing inten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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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과 같이 지지대 위치는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

타내었으나, 앞, 옆, 뒤, 여밈 등 전체적인 외관과 겉옷

착용 시 외관에서는 보통 미만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Fig. 18>은 피험자가 기존에 사용한 보조기와 연구

개발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위에 의복을 착용한 상태

를 보여주고 있다. 1차 제작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는

기존에 사용한 보조기인 닥터메드와 비교하였을 때 뒤,

옆 부분에서 더 좋은 외관을 나타내었다. 1차 제작한 허

리보호용 이너웨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작한 2차 허

리보호용 이너웨어는 신축성뿐만 아니라 탄성이 강한

파워네트 소재를 전체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피험자가

기존에 사용한 보조기와 1차 제작 이너웨어와 비교하였

을 때 앞, 뒤, 옆 모든 부분에서 좋은 외관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허리를 지탱해 주는 압박 정도가 강화되어

닥터메드 착용 시는 앞, 뒤, 옆 부분의 실루엣이 H라인

이었으나 2차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착용 시 아워글래스

실루엣을 보여주었다.

환자가 기존에 착용한 보조기 닥터메드와 1차 제작

허리보호용 이너웨어, 2차 제작 허리보호용 이너웨어의

기능성 및 외관 평가 비교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

었다.

기능성 평가점수 평균에서 환자가 기존에 착용한 보

조기는 평균 3.3점을 보였고, 1차 제작 이너웨어는 평균

4.5점, 2차 제작 이너웨어는 평균 4.9점을 나타내었다.

외관 평가 점수 평균에서 환자가 기존에 착용한 보조

기는 평균 2.0점을 나타냈고, 1차 제작 이너웨어는 평균

4.2점, 2차 제작 이너웨어는 평균 4.8점을 보였다.

Table 5. Secondary appearance assessment                                          (N=5)

Question A/V (S.D.)

Appearance

Q1. It makes a good front appearance 4.8 ( .40)

Q2. It makes a good side appearance 5.0 ( .00)

Q3. It makes a good back appearance 4.8 ( .40)

Q4. It makes a good all appearance 4.8 ( .40)

Q5. The position of meeting style is proper 4.8 ( .40)

Q6. The position of dart is proper 5.0 ( .00)

Q7. The position of shoulder strap is proper 4.8 ( .40)

Q8. The position of support fixture is proper 5.0 ( .00)

Q9. Developed inner wear can maintain the outer line patterns 4.8 ( .40)

Fig. 16. Wearing appearance of the Dr.MED lumbar

pad.

Fig. 17. Clothes wearing over the Dr.MED lumbar pad.

Table 6. Dr.MED lumbar pad functionality evaluation

(N=1)

Functionality evaluation article A/V

Q1. It is suitable for the human curvature 3

Q2. Waist tightening is proper 5

Q3. Waist tightening helps protect the back 5

Q4. Shoulder strap can be adjusted easily -

Q5. It is well ventilated 2

Q6. Prolonged use is proper 1

Q7. Easy to wear and take off 5

Q8. Easy to wash 2

Q9. It is wearable 3

Q10. There is a purchasing inten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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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는 여성 허리디스크 환자의 일상생활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허리보호복을 개발하고자 진행되었다. 기

존의 허리보호복 착용 시 심미성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허리를 보호하는 기능성뿐만 아니라 겉옷

의 외관을 해치지 않는 여성 허리디스크 환자를 위한 허

리보호용 이너웨어를 개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첫째, 허리보호용 이너웨어는 착용하기 쉽도록 랩 스

Table 7. Dr.MED lumbar pad appearance assessment                                   (N=5)

Question A/V (S.D.)

Appearance

Q1. It makes a good front appearance 2.4 ( .60)

Q2. It makes a good side appearance 1.8 ( .80)

Q3. It makes a good back appearance 1.8 ( .80)

Q4. It makes a good all appearance 1.2 ( .40)

Q5. The position of meeting style is proper 2.4 ( .60)

Q6. The position of dart is proper -

Q7. The position of shoulder strap is proper -

Q8. The position of support fixture is proper 3.2 ( .80)

Q9. Developed inner wear can maintain outer line patterns 1.2 ( .40)

Fig 18. Clothes wearing on the Dr.MED lumbar pad and making inner 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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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로 구성하였으며, 시판되고 있는 허리보호대와 달

리 여성스러운 외관으로 디자인하였다.

둘째, 토르소 원형과 시판 허리보조기 형태를 참고하

여 패턴을 개발하였고, 폴리우레탄을 주 소재로 허리보

호용 이너웨어를 제작하였으며, 1차 착의평가를 분석, 보

완하여 2차 허리보호용 이너웨어를 완성하였다.

셋째, 개발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에 대하여 피험자

의 주관적 평가와 전공자의 외관 평가를 실시하여 허리

디스크 보조기로서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2차 연구 허

리보호용 이너웨어가 환자가 기존에 착용하던 보조기와

1차 제작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의 외관, 기능성 만족

도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허리를 지탱해 주는

조임 정도가 적당한가’라는 한 가지 문항에서는 기존에

착용하던 보조기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연구개

발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가 만족을 주지만, 기존의 보

조기보다는 조임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품 개발 연구자와 이너웨어 개발 연구자와 함께 보다 개

선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에 대한 후속적인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연구개발한 이너웨어의 신

체적합성 검증은 다양한 체형의 피험자에 대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피험자에 대해 이루어진 한계점

이 있으며 다양한 체형에서도 신체적합이 높게 나타나는

패턴을 설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허리보호용 이너웨어는 허리보조

기로서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겉옷의 착장 외형을 해치

지 않기 때문에 여성 허리디스크 환자의 일상생활 및 건

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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