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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 wearing evaluation of fall impact protective clothing developed in the previous

study that evaluated activity, appearance, and practicality for elderly women. A total of 6 kinds of pants,

which consisted of the three kinds of pads and two kinds of designs, were evalua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ctivity of the protective clothing was tested with six women in their 60's and scored hi-

ghly in most criterions that indicated satisfactory activity. The honeycomb type pad was superior in four of

ten criterions for the activity evaluation results by pad types. Design B without a knee pad was evaluated as

more comfortable on two motions that put pressure on the knee area. Second, the expert group considered

design A to be better than design B, while the subject group preferred design B over design A in design

appearance evaluation. Both the subject group and expert group evaluated that design A is better than des-

ign B in consideration of pads. Third, in the assessment of practicability, both the expert group and the sub-

ject group provided the highest score on the question of if elderly women needed protective clothing. The

evaluation of washing ability indicated no noticeable change in the clothing form and size before and after

washing.

Key words: Impact protective clothing, Wearing evaluation, Activity, Appearance, Practicality; 충격 보호

의류, 착의평가, 활동성, 외관, 실용성

I. 서 론

낙상은 현 위치보다 낮은 위치나 바닥에 본인의 의사

와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것으로(Tinetti et al.,

1988), 우리나라 노인의 낙상발생률을 보면 매년 지역사

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약 20%, 양로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약 30%가 낙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o

et al., 2001),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재가 노인의 1/3, 시설

노인의 1/2 이상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Ruchinskas, 2003).

노인들은 반사기능과 균형감각의 저하, 시력 감퇴 등

으로 젊은 사람에 비해 잘 넘어지게 되고, 골다공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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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력의 약화로 인해 약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한

다. 낙상을 하게 되면 뼈의 골절뿐만 아니라 피부와 조

직의 손상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노인들은 세포 재생능

력이 떨어져 골절 발생 후 치료기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

해 뇌졸중과 심장마비, 폐렴과 욕창 등의 합병증을 유발

하게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Cho, 2011). 이처럼 낙상

으로 인한 골절은 노인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

인이 되고(Donaldson et al., 2005), 노인이 병원이나 의료

기관에 입원하게 되는 기간을 늘려 의료비 지출을 증가

시키게 되어(Jeon et al., 2001),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

게도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준다.

노인 골절은 여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질병이므로 골

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 종

류의 힙 프로텍트 패드에 충격을 주는 실험연구(van Sc-

hoor et al., 2006)에서 보호패드가 충격을 다소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말굽형 패드

와 일반형 패드가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 패드의 형태도 힙 프로텍트의 효능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aing & Robinovitch, 2008).

Duma et al.(2006)은 에어백 형태의 힙 프로텍터를 제안

하였는데 약 85% 정도의 충격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연구에서 힙 프로텍트 패드

의 효과가 증명된 것과는 다르게 임상연구에서는 착용

시 압박감, 불편함 혹은 부적절한 착용으로 인해 힙 프

로텍트 패드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

다.

충격 보호복은 충격 흡수기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웨

어러블한 특성도 가져야 하며, 프로텍트 패드의 위치가

충격 흡수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Minns et

al., 2007)를 참고로 할 때 보호부위의 적합성에 대한 부

분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복은 신체활동을 제약하지 않아 안전하고, 특

이하지 않은 형태이면서 입고 벗기에도 쉬운 것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Park & Lee, 2016)에서 개발

된 충격 보호용 팬츠에 대한 착의평가를 통해 일상생활

에서 입을 수 있는 충격 보호복으로서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낙상충격 보호팬츠는 낙상으로부터의 충격 보

호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 전에 앞서 본 연

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팬츠 프로토타입들 중

보다 나은 대안 선택을 위해 의류학 분야의 전문가와

노년 여성 착용자를 대상으로 외관, 활동성, 실용성 등

의 측면만 우선 평가하였다.

II. 연구방법

선행연구(Park & Lee, 2016)에서 노년 여성을 대상으

로 개발한 팬츠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외관

과 실용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착용자 집단을 대상

으로 활동성, 외관, 실용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1. 낙상 보호팬츠의 구성

팬츠의 디자인은 엉덩이 ·고관절 ·무릎 부위를 보호

하는 ‘디자인 A’와 엉덩이 ·고관절 부위를 보호하는 ‘디

자인 B’로 하였고, 보호패드는 절개형, 타공형, 조각형

으로 구성하였다. 절개형은 부분적으로 슬릿을 삽입한

형태이며, 타공형은 17mm의 간격으로 직경 5mm의 구

멍을 뚫어준 것이고, 조각형은 한 변의 크기가 15mm인

정육각형 폼을 메쉬원단 사이에 벌집형태로 배치한 것

이다. 팬츠의 디자인과 패드의 대표적인 사진은 <Table

1>에 제시하였으며, 2종의 디자인에 각각 3종의 보호패

드를 삽입하여 총 6종의 샘플을 구성하였다. 6종의 샘

플에 대한 코드의 앞자리는 팬츠 디자인을 의미하고,

뒷자리는 패드종류를 표시한다. 선행연구(Park & Lee,

2014)의 낙상 실태조사에서 겨울에 낙상을 경험한 비율

이 64.4%로 가장 많았기에 팬츠의 겉감은 가볍고 보온

성이 좋은 원단을 선정하였으며, 섬유조성은 탁텔(Tac-

tel®) 50%, 써모라이트(Thermolite®) 40%, 라이크라(Ly-

cra®) 10%이다. 패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안감은 쿨맥

스(Coolmax®) 100%의 메쉬원단을 사용하였다. 패드에

사용된 소재는 선행연구(Park et al., 2016)에서 가장 충

격 흡수성능이 좋았던 CR(Chloroprene Rubber) 폼이며,

소재의 물성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팬츠의 세부적인 구성과 피험자가 팬츠를 착용한 모

습은 선행연구(Park & Lee, 2016)에서 제시하였으며,

CLO Enterpris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제작한 팬츠의 3차

원 가상착의 모습과 보호패드 위치가 표시된 이미지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2. 전문가 집단의 외관 및 실용성 평가

6종의 팬츠를 60대 여성 피험자 3인에게 착용하게 하

여 10명의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

가 집단에게 외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피험자

는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orean Agency for Te-

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04)의 60대 여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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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표준편차 범위 안에 해당하는 3명으로 선정하였다.

피험자는 한 명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6종의 팬츠를

하나씩 착용하고 평가단에게 앞 ·옆 ·뒷모습을 보여주

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옷의 순서는 랜덤으로

설정하고 연구자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외관평가문항

은 디자인, 패드부위의 외관, 맞음새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용성 평가는 평가단에게 6종의 팬츠 실

물을 제공하여 실제로 만져보고 내부까지 살펴보고 문

Table 1. Design of impact protective pants

Pants Pad type Code

Design A  

Hip pad Cut type AC

Hip joint pad Porous type AP

Knee pad Honeycomb type AH

Design B

Hip pad

Cut type BC

Porous type BP

Hip joint pad

Honeycomb type BH

Table 2. Properties of pad material

Items Measured value Standard

Thickness (mm) 5.3 KS K ISO 5084: 2011

Density (kg/m
3
) 160.0 ASTM D 1056: 2007

Tensile strength (MPa) 7.0 ASTM D 1056

Elongation (%) 210.0 ASTM D 1056

Hardness 20.0 ASTM D 2240

Absorptivity (%) 1.1 S M ISO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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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3D virtual image of impact protective pants

Front Back Side 3/4 view

Design A

 Pad positions of

design A

Design B

Pad positions of

desig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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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척도는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를 1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보호패

드의 종류에 따른 외관과 실용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프리드만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팬츠 디자인에 따른 외

관과 실용성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서열 검

정을 실시하였다.

3. 착용자 집단의 활동성 · 외관 · 실용성 평가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ATS, 2004)의 60대 여성

평균체형에 가까운 60대 여성 6명을 착용자 집단으로

하여 6종의 팬츠에 대하여 활동성 ·외관 ·실용성 평가

를 실시하였다. 겨울용으로 제작된 낙상 보호팬츠에 대

한 착용평가는 2014년 2~3월 동안 부산에서 실시되었으

며, 2014년 2월 부산의 평균기온은 5.8
o

C, 평균습도는

62.0%였고, 3월의 평균기온은 9.8
o

C, 평균습도는 60.0%

였다. 평가방법은 낙상충격 보호용 팬츠 6가지 종류를 각

각 하루(4시간 이상)씩 착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한 후 평

가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팬츠의 부위별 치수는 허리

둘레 82.0cm, 엉덩이둘레 92.0cm, 무릎둘레는 40.0cm, 바

지부리는 36.0cm, 엉덩이길이 19.5cm, 밑위길이 26.0cm,

바지길이 95.0cm이며, 피험자의 인체치수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활동성 평가를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행하는 동

작 9가지를 수행하게 한 후 각 동작에 대한 편한 정도

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외관평가는

팬츠를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 거울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항목은 보호패드가 삽입된 부위

의 자연스러운 정도, 디자인, 여유량에 관한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실용성 평가는 충격 보호성능과 착용감을 고

려한 보호패드의 위치 ·크기 ·두께에 관한 항목, 부피감

과 무게감, 착용감, 착탈의편의성, 관리편이성, 효용성

측면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평가척도는 ‘매우 그렇다’를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를 1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보호패

드의 종류에 따른 활동성 ·외관 ·실용성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해 프리드만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팬츠 디자인

에 따른 활동성 ·외관 ·실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을 실시하였다.

4. 세탁성 평가

착용자의 활동성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절개형

패드타입(디자인 A, 디자인 B)에 대하여 KS K ISO 50

77(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A], 2007)과 KS K

ISO 6330(KSA, 2011)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세탁

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세탁성 평가는 가정용 자동드럼

세탁기를 사용하여 40
o

C의 물에 액상형 세제를 사용하

여 표준세탁 모드로 3회 세탁하였으며 세탁 전 ·후의 치

수변화와 형태변화를 살펴보았다. 팬츠의 측정위치는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허벅지둘레, 무릎둘레, 밑단둘레,

인심, 아웃심이며, 측정위치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

여 측정위치에 흰색 실로 홈질하여 표시하였다. 패드는

Table 4. Body size of subjects                                                   (Unit: cm)

Factors
Subjects 60's women*

1 2 3 4 5 6 Mean S.D. Mean S.D.

Stature 155.0 156.0 156.5 150.0 150.0 151.0 153.1 3.1 151.8 5.0

Waist circumference 78.0 80.0 77.5 81.5 81.5 80.0 79.8 1.7 85.3 8.0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83.0 84.5 83.0 85.7 92.0 83.2 85.2 3.5 90.8 8.0

Hip circumference 93.0 92.0 91.5 91.0 92.9 91.0 91.9  .9 92.3 5.0

Thigh circumference 53.0 54.0 53.5 53.5 56.3 53.0 53.9 1.2 52.7 4.2

Knee circumference 34.0 35.0 35.0 33.3 36.3 34.0 34.6 1.1 34.4 2.4

Calf circumference 35.0 34.0 33.2 32.0 34.0 33.8 33.7 1.0 33.0 2.5

Ankle circumference 22.5 24.0 22.5 22.5 24.3 22.0 23.0  .9 23.8 1.3

Waist to hip length 20.5 21.0 22.0 21.0 21.5 20.0 21.0  .7 21.4 3.6

Body rise 26.5 26.0 27.0 26.0 27.5 26.0 26.5  .6 26.0 2.6

Waist to lateral malleolus 90.0 87.0 88.0 87.3 87.0 89.5 88.1 1.3 89.0 4.2

*: KATS. (2004). http://siz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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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츠 안에 영구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형태이며 세탁 후

패드가 삽입된 부위에서 형태적 변형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세탁 전 ·후 패드의 변형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별도의 패드샘플을 추가적으로 만들

어서 팬츠와 동일한 조건으로 세탁성 실험을 실시하였

다. 패드샘플은 15.5cm, 세로 16.5cm의 직사각형 모양의

절개형 패드를 제작 한 후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고 가

장자리를 봉제하였으며, 세탁 후 원단을 제거하고 패드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전문가 집단의 외관 및 실용성 평가

1) 전문가 집단의 외관평가

전문가 집단의 외관평가는 팬츠의 색상과 소재, 디자

인, 보호패드, 맞음새에 관한 평가로 구성하였고, 결과는

<Table 5>−<Table 7>과 같다. 보호패드와 관련한 항목

은 패드가 삽입된 부위의 외관, 패드의 삽입위치, 패드

의 형태, 패드의 크기에 대하여 부위별(힙, 고관절, 무릎)

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팬츠의 디자인에 따른 외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

ble 6>과 같다. 디자인 관련 항목에서는 실루엣, 절개선

의 위치와 모양에 대한 차이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디자

인이 만족스러운지 묻는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

었고 디자인 A에 대한 평가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패드 관련 항목에서는 힙 패드부위의 외관을 제외

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디자인 A가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디자인에 따라 패드의

위치 ·형태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데, 전문가 집단의 경

우 좀 더 안정적으로 고관절부위를 넓게 감싸는 디자인

A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맞음새 관련 항

목에서는 디자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패드종류에 따른 외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

리드만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디자인 관련 문항에서 실루엣에 대한 패드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절개선과 전체적인 디자인 만족도에 관하여

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절개형 타입의 패드가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보호패드 관련 항목은 힙 패드부위의 외

관, 무릎 패드부위의 외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절개형과 조각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힙부위

의 패드면적이 크고 무릎부위는 곡률이 커서 인체의 굴

곡을 따라 적절하게 변형되는 패드와 평면적인 패드 사

이의 차이가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맞음새 관련 항목

에서는 샅부위의 당김이나 주름, 팬츠길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인 평균점수<Table 7>를 살펴보면, 맞음새 항

목에 대한 평가에서 대부분의 항목이 4.00점 이상의 점

Table 6. The appearance evaluation of expert group (Wilcoxon signed-rank test and Friedman result)

Division Items

Wilcoxon signed-rank test Friedman result

Mean

(S.D.)

Signed rank

(B-A)

Z

Mean (S.D.) 

χ²

Mean rank

Design

A

(N=90)

Design

B

(N=90)

− + =
Cut

(N=60)

Porous

(N=60)

Honeycomb

(N=60)

Design

Silhouette of pants
3.97

( .46)

3.93

( .73)
22 22 46 −0.42*

4.07 ( .61) 3.85 ( .58) 3.93 ( .63)
03.88**

2.12 1.88 2.00

Position and shape of

the cutting lines in pants

4.02

( .60)

4.06

( .59)
21 24 45 −0.37*

4.17 ( .56) 3.97 ( .61) 3.98 ( .60)
08.07**

2.18 1.91 1.92

Overall design of pants
4.18

( .46)

4.00

( .58)
26 13 51 −2.32*

4.22 ( .52) 4.08 ( .53) 3.97 ( .52)
10.62**

2.16 2.00 1.84

*p<.05, **p<.01, ***p<.001

In knee-related items of friedman result, n=30

Table 5. Expert group evaluation of the color and fa-

bric of pants                                            (N=10)

Items Mean S.D.

Color 4.40 .52

Fabric 4.3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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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inued

Division Items

Wilcoxon signed-rank test Friedman result

Mean

(S.D.)

Signed rank

(B-A)

Z

Mean (S.D.) 

χ²

Mean rank

Design

A

(N=90)

Design

B

(N=90)

− + =
Cut

(N=60)

Porous

(N=60)

Honeycomb

(N=60)

Pad

Appearance of

the part where

the protective pads

are inserted

Hip
3.92

( .78)

3.80

( .77)
27 18 45 −1.30***

3.95 ( .77) 3.68 ( .79) 3.95 ( .75)
6.39*

2.12 1.78 2.10

Hip

joint

4.11

( .68)

3.72

( .72)
39 13 38 −3.91***

3.95 ( .70) 3.87 ( .77) 3.93 ( .71)
0.28*

2.02 1.96 2.03

Knee
3.96

( .63)
- - - - -

3.97 ( .61) 3.73 ( .64) 4.17 ( .59)
8.22*

2.03 1.72 2.25

Position of

the inserted

protective pads

Hip
4.22

( .58)

3.94

( .70)
31 11 48 −3.32***

4.13 ( .60) 4.07 ( .73) 4.05 ( .70)
0.33*

2.03 2.00 1.97

Hip

joint

4.12

( .62)

3.81

( .69)
33 8 49 −3.96***

4.02 ( .65) 3.98 ( .65) 3.90 ( .71)
1.49*

2.07 2.00 1.93

Knee
3.93

( .56)
- - - - -

3.90 ( .61) 3.80 ( .55) 4.10 ( .48)
4.77*

1.97 1.83 2.20

Shape of

protect pads

Hip
4.02

( .56)

3.73

( .63)
31 7 52 −3.92***

3.97(0.58) 3.85(0.71) 3.82(0.54)
2.60*

2.09 2.00 1.91

Hip

joint

4.21

( .53)

3.81

( .56)
33 7 50 −4.26***

4.07 ( .48) 3.98 ( .62) 3.98 ( .62)
0.90*

2.06 1.97 1.98

Knee
4.11

( .57)
- - - - -

4.00 ( .59) 4.13 ( .51) 4.20 ( .61)
1.19*

1.92 2.00 2.08

Size of

protect pads

Hip
4.00

( .69)

3.68

( .60)
36 10 44 −3.69***

3.90 ( .66) 3.87 ( .68) 3.75 ( .65)
3.72*

2.08 2.05 1.88

Hip

joint

4.11

( .59)

3.66

( .60)
38 6 46 −4.82***

3.95 ( .59) 3.85 ( .59) 3.85 ( .66)
2.00*

2.08 1.97 1.95

Knee
4.10

( .52)
- - - - -

4.10 ( .48) 4.03 ( .56) 4.17 ( .53)
1.68*

2.02 1.90 2.08

Fit

Location of waist 

circumference

4.17

( .68)

4.09

( .66)
16 8 66 −1.35***

4.12 ( .72) 4.17 ( .64) 4.10 ( .66)
1.11*

1.98 2.07 1.96

Waist circumference
4.21

( .59)

4.16

( .54)
16 11 63 −.96***

4.18 ( .57) 4.23 ( .56) 4.13 ( .57)
2.14*

2.01 2.08 1.92

Hip circumference
4.18

( .70)

4.11

( .73)
16 11 63 −1.10***

4.17 ( .69) 4.13 ( .79) 4.13 ( .65)
0.05*

2.02 1.99 1.99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tretch at crotch area

3.59

( .73)

3.58

( .78)
18 19 53 −.03***

3.63 ( .76) 3.67 ( .82) 3.45 ( .68)
6.76*

2.03 2.13 1.84

Leg width of pants
3.98

( .52)

3.99

( .51)
11 14 65 −.38***

4.05 ( .62) 3.98 ( .39) 3.92 ( .50)
3.84*

2.10 2.00 1.90

Pants length
4.08

( .48)

4.03

( .53)
12 9 69 −.73***

4.10 ( .54) 4.12 ( .49) 3.95 ( .47)
6.96*

2.03 2.09 1.88

*p<.05, **p<.01, ***p<.001

In knee-related items of friedman result,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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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appearance evaluation of expert group (Mean and S.D.)

Division Items
AC

(n=30)

AP

(n=30)

AH

(n=30)

BC

(n=30)

BP

(n=30)

BH

(n=30)

Total

(N=180)

Design

Silhouette of pants
Mean 4.07 3.90 3.93 4.07 3.80 3.93 3.95

S.D.  .52  .40  .45  .69  .71  .78  .61

Position and shape of

the cutting lines in pants

Mean 4.20 3.93 3.93 4.13 4.00 4.03 4.04

S.D.  .55  .64  .58  .57  .59  .61  .59

Overall design of pants
Mean 4.27 4.20 4.07 4.17 3.97 3.87 4.09

S. D.  .45  .48  .45  .59  .56  .57  .53

Pad

Appearance of

the part where

the protective pads

are inserted

Hip
Mean 4.07 3.73 3.97 3.83 3.63 3.93 3.86

S. D.  .78  .83  .72  .75  .76  .78  .78

Hip

joint

Mean 4.10 4.20 4.03 3.80 3.53 3.83 3.92

S.D.  .61  .71  .72  .76  .68  .70  .72

Knee
Mean 3.97 3.73 4.17 - - - 3.96

S.D.  .61  .64  .59 - - -  .63

Position of

the inserted

protective pads

Hip
Mean 4.23 4.30 4.13 4.03 3.83 3.97 4.08

S.D.  .57  .53  .63  .61  .83  .76  .68

Hip

joint

Mean 4.17 4.13 4.07 3.87 3.83 3.73 3.97

S.D.  .59  .63  .64  .68  .65  .74  .67

Knee
Mean 3.90 3.80 4.10 - - - 3.93

S.D.  .61  .55  .48 - - -  .56

Shape of protect pads

Hip
Mean 4.07 4.07 3.93 3.87 3.63 3.70 3.88

S.D.  .58  .69  .37  .57  .67  .65  .61

Hip

joint

Mean 4.27 4.23 4.13 3.87 3.73 3.83 4.01

S.D.  .45  .57  .57  .43  .58  .65  .58

Knee
Mean 4.00 4.13 4.20 - - - 4.11

S.D.  .59  .51  .61 - - -  .57

Size of protect pads

Hip
Mean 4.00 4.10 3.90 3.80 3.63 3.60 3.84

S.D.  .74  .66  .66  .55  .61  .62  .66

Hip

joint

Mean 4.13 4.13 4.07 3.77 3.57 3.63 3.88

S.D.  .63  .51  .64  .50  .68  .61  .64

Knee
Mean 4.10 4.03 4.17 - - - 4.10

S.D.  .48  .56  .53 - - -  .52

Fit

Location of waist circumference
Mean 4.13 4.27 4.10 4.10 4.07 4.10 4.13

S.D.  .78  .58  .66  .66  .69  .66  .67

Waist circumference
Mean 4.13 4.33 4.17 4.23 4.13 4.10 4.18

S.D.  .68  .55  .53  .43  .57  .61  .56

Hip circumference
Mean 4.17 4.20 4.17 4.17 4.07 4.10 4.14

S.D.  .75  .76  .59  .65  .83  .71  .71

Good appearance without

wrinkle/stretch at crotch area

Mean 3.57 3.73 3.47 3.70 3.60 3.43 3.58

S.D.  .77  .83  .57  .75  .81  .77  .75

Leg width of pants
Mean 4.07 3.90 3.97 4.03 4.07 3.87 3.98

S.D.  .64  .48  .41  .61  .25  .57  .51

Pants length
Mean 4.10 4.13 4.00 4.10 4.10 3.90 4.06

S.D.  .61  .43  .37  .48  .55  .55  .50



노년 여성을 위한 낙상충격 보호팬츠의 착의평가

– 623 –

수인데, 밑위부위의 군주름이나 당김에 관한 항목에서

3.58점 정도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아서 밑위부위의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호패드를 삽입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전문가 집단의 실용성 평가

전문가 집단의 실용성 평가는 부위별 패드의 두께, 패

드의 고정 및 마무리, 낙상충격 보호팬츠의 필요성에 대

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결과는 <Table 8>−<Ta-

ble 9>와 같다.

팬츠의 디자인에 따른 실용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8>, 패

드의 고정 및 마무리에 관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으며 디자인 A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

인 A의 경우 패드가 삽입되는 부위의 외곽선을 팬츠의

절개선과 일치시킴으로써 패드가 좀 더 안정적으로 고

정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패드종류에 따른 실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리드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8>, 힙부위의 패드

두께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조각형 패드가 가

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패드의 두께가 같을

지라도 패드를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두께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패드에서 더 큰

차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며 조각형 패드의 형태적 특

성을 고려할 때 작은 조각들로 분할되어 있어 두께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용성 관련 항목에서 노년층 대상의 낙상충격 보호

팬츠의 필요성에 대한 항목이 평균 4.48점으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Table 9).

2. 착용자 집단의 활동성 · 외관 · 실용성 평가

1) 착용자 집단의 활동성 평가

활동성 평가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수행하는 9가지 동

작과 전체적인 활동성에 대한 평가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결과는 <Table 10>−<Table 11>과 같다. 

팬츠의 디자인에 따른 활동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10>,

쪼그려 앉기와 무릎을 최대로 굽혀올리기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디자인 B가 더 좋은 것으로 나

Table 8. The practicality evaluation of expert group (Wilcoxon signed-rank test and Friedman result)

Items

Wilcoxon signed-rank test Friedman result

Mean

(S.D.)

Signed rank

(B-A)
Z

Mean (S.D.)

χ²
Mean rank

Design A

(N=30)

Design B

(N=30)
− + =

Cut

(N=20)

Porous

(N=20)

Honeycomb 

(N=20)

Thickness of

protective pads

Hip
3.90

( .80)

3.83

( .75)
9 5 16 −.41

3.65 ( .88) 3.85 ( .81) 4.10 ( .55)
6.16*

1.78 1.93 2.30

Hip joint
4.00

( .64)

3.93

( .64)
7 4 19 −.54

3.85 ( .67) 3.90 ( .72) 4.15 ( .49)
4.65*

1.83 1.93 2.25

Knee
4.00

( .96)
- - - - -

3.90 ( .57) 4.10 ( .74) 4.00 ( .82)
1.18*

1.85 2.20 1.95

The fixed and

finished condition of

protective pads

Hip
4.30

( .92)

3.97

( .81)
11 3 16 −2.24*

4.10 ( .91) 4.05 ( .95) 4.25 ( .79)
3.92*

1.93 1.88 2.20

Hip joint
4.50

( .57)

4.23

( .63)
8 1 21 −2.31*

4.35 ( .67) 4.35 ( .59) 4.40 ( .60)
 .64*

1.95 1.98 2.08

Knee
4.20

( .81)
- - - - -

4.20 ( .79) 4.20 ( .79) 4.20 ( .92)
 .00*

2.00 2.00 2.00

Need for the protective pants

targeting the silver generation

4.50

( .51)

4.47

( .51)
2 1 27 −.58

4.40 ( .50) 4.50 ( .51) 4.55 ( .51)
2.80*

1.88 2.03 2.10

*p<.05

In knee-related items of friedman result,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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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practicality evaluation of expert group (Mean and S.D.)

Items
AC

(n=10)

AP

(n=10)

AH

(n=10)

BC

(n=10)

BP

(n=10)

BH

(n=10)

Total

(N=60)

Thickness of

protective pads

Hip
Mean 3.70 4.00 4.00 3.60 3.70 4.20 3.87

S.D.  .95  .82  .67  .84  .82  .42  .77

Hip joint
Mean 3.90 4.00 4.10 3.80 3.80 4.20 3.97

S.D.  .74  .67  .57  .63  .79  .42  .64

Knee
Mean 3.90 4.10 4.00 - - - 4.00

S.D.  .57  .74  .82 - - -  .69

The fixed and

finished condition of

protective pads

Hip
Mean 4.20 4.40 4.30 4.00 3.70 4.20 4.13

S.D. 1.03  .84  .95  .82  .95  .63  .87

Hip joint
Mean 4.50 4.60 4.40 4.20 4.10 4.40 4.37

S.D.  .53  .52  .70  .79  .57  .52  .61

Knee
Mean 4.20 4.20 4.20 - - - 4.20

S.D.  .79  .79  .92 - - -  .81

Need for the protective pants

targeting the silver generation

Mean 4.40 4.60 4.50 4.40 4.40 4.60 4.48

S.D.  .52  .52  .53  .52  .52  .52  .50

Table 10. The activity evaluation of subject group (Wilcoxon signed-rank test and Friedman result)

Items

Wilcoxon signed-rank test Friedman result

Mean

(S.D.)

Signed rank

(B-A)
Z

Mean (S.D.) 

χ²
Mean rank

Design A

(N=18)

Design B

(N=18)
− + =

Cut

(N=12)

Porous

(N=12)

Honeycomb 

(N=12)

Chair-sitting
4.11

( .58)

4.44

( .78)
1 7 10 −1.44**

4.25 ( .62) 4.08 ( .90) 4.50 ( .52)
03.60**

1.88 1.88 2.25

Crouching-down
3.50

( .71)

4.00

( .69)
0 8 10 −2.71**

3.67 ( .65) 3.25 ( .45) 4.33 ( .65)
14.21**

1.92 1.46 2.63

Sitting cross-legged
4.00

( .69)

4.11

( .68)
3 4 11 −.52**

4.00 ( .85) 3.83 ( .58) 4.33 ( .49)
02.48**

1.96 1.79 2.25

90 degrees bending forward

at the waist

4.11

( .58)

4.39

( .61)
1 5 12 −1.67**

4.08 ( .67) 4.08 ( .52) 4.58 ( .52)
06.25**

1.79 1.79 2.42

Bending forward to

the maximum

4.11

( .68)

4.33

( .59)
2 5 11 −.95**

4.25 ( .62) 4.00 ( .74) 4.42 ( .52)
01.46**

2.00 1.83 2.17

90 degrees bending knee
3.67

( .69)

4.06

( .80)
3 7 8 −1.65**

3.67 ( .78) 3.50 ( .52) 4.42 ( .67)
10.60**

1.79 1.58 2.63

Bending knee to

the maximum

3.67

( .69)

4.17

( .71)
3 9 6 −1.98**

3.67 ( .49) 3.67 ( .78) 4.42 ( .67)
11.40**

1.63 1.75 2.63

Walking
3.89

( .83)

3.94

( .80)
4 7 7 −.05**

3.83 ( .72) 3.67 ( .89) 4.25 ( .75)
05.36**

1.92 1.71 2.38

Climbing stairs
3.94

( .73)

3.78

( .73)
5 3 10 −.91**

4.00 ( .74) 3.42 ( .67) 4.17 ( .58)
05.79**

2.08 1.58 2.33

Overall activity
4.06

( .64)

4.00

( .77)
3 3 12 −.33**

3.75 ( .45) 3.75 ( .75) 4.58 ( .52)
11.40**

1.63 1.75 2.63

*p<.05, **p<.01

In knee-related items of friedman result,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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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는 디자인 A에는 무릎에 보호패드가 있고, 디

자인 B에는 무릎에 보호패드가 없기 때문에 무릎부위

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동작을 할 경우에 무릎의 패드

가 활동성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패드의 종류에 따른 활동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프리드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10>, 쪼그려 앉기,

무릎 굽혀올리기(90도, 최대로), 전체적인 활동성의 항

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조각형 패드가 다른 타

입의 패드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각형 패드

가 다른 패드에 비해 유연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인체의 활

동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모

든 항목들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

았지만 조각형 패드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활동성 측면에서 우수한 특성을 보였다.

활동성 평가의 전체적인 평균점수<Table 11>를 살펴

보면 의자에 앉기, 양반다리로 바닥에 앉기, 상체를 앞으

로 굽히기(90도, 최대로), 전체적인 활동성 문항은 4.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쪼그려 앉기, 무릎 굽혀올리기

(90도, 최대로),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문항에서는 3.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2) 착용자 집단의 외관평가

착용자 집단의 외관평가는 팬츠의 디자인, 보호패드

삽입상태의 외관, 맞음새, 일반 팬츠와의 차이에 관한 평

가로 구성되었으며, 결과는 <Table 12>−<Table 14>와

같다.

팬츠의 디자인에 따른 외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

여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

ble 13>과 같다. 디자인과 관련한 모든 문항(실루엣, 절

개선의 위치와 모양,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으며, 디자인 B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전문가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실제

Table 11. The activity evaluation of subject group (Mean and S. D.)

Items
AC

(n=6)

AP

(n=6)

AH

(n=6)

BC

(n=6)

BP

(n=6)

BH

(n=6)

Total

(N=36)

Chair-sitting
Mean 4.00 4.00 4.33 4.50 4.17 4.67 4.28

S.D.  .63  .63  .52  .55 1.17  .52  .70

Crouching-down
Mean 3.33 3.00 4.17 4.00 3.50 4.50 3.75

S.D.  .52  .00  .75  .63  .55  .55  .73

Sitting cross-legged
Mean 3.67 4.00 4.33 4.33 3.67 4.33 4.06

S.D.  .82  .63  .52  .82  .52  .52  .67

90 degrees bending forward

at the waist

Mean 4.00 3.83 4.50 4.17 4.33 4.67 4.25

S.D.  .63  .41  .55  .75  .52  .52  .60

Bending forward to the maximum
Mean 4.00 3.83 4.50 4.50 4.17 4.33 4.22

S.D.  .63  .75  .55  .55  .75  .52  .64

90 degrees bending knee
Mean 3.33 3.50 4.17 4.00 3.50 4.67 3.86

S.D.  .52  .55  .75  .89  .55  .52  .76

Bending knee to the maximum
Mean 3.50 3.33 4.17 3.83 4.00 4.67 3.92

S.D.  .55  .52  .75  .41  .89  .52  .73

Walking
Mean 3.67 3.83 4.17 4.00 3.50 4.33 3.92

S.D.  .82  .98  .75  .63  .84  .82  .81

Climbing stairs
Mean 4.17 3.50 4.17 3.83 3.33 4.17 3.86

S.D.  .75  .55  .75  .75  .82  .41  .72

Overall activity
Mean 3.83 3.83 4.50 3.67 3.67 4.67 4.03

S.D.  .41  .75  .55  .52  .82  .52  .70

Table 12. Subject group evaluation of the color and

fabric of pants                                        (N=6)

Items Mean S.D.

Color 4.33  .82

Fabric 4.5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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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he appearance evaluation of subject group (Wilcoxon signed-rank test and Friedman result)

Items

Wilcoxon signed-rank test Friedman result

Mean

(S.D.)

Signed rank

(B-A)
Z

Mean (S.D.)

χ²
Mean rank

Design A

(N=18)

Design B

(N=18)
− + =

Cut

(N=12)

Porous

(N=12)

Honeycomb 

(N=12)

Design

Silhouette of pants
4.06

( .80)

4.33

( .59)
5 13 18 −2.24*

4.25 ( .75) 4.17 ( .72) 4.17 ( .72)
0.50*

2.08 1.96 1.96

Position and shape of

the cutting lines

3.67

( .69)

4.11

( .76)
2 9 7 −2.14*

3.92 ( .79) 3.50 ( .52) 4.25 ( .75)
9.25*

2.04 1.54 2.42

Overall design of

pants

3.83

( .62)

4.28

(0.46)
0 6 12 −2.27*

4.08 ( .67) 3.92 ( .52) 4.17 ( .58)
1.56*

2.04 1.79 2.17

Appearance of

pad parts

Hip
4.00

( .59)

3.72

( .75)
6 2 10 −1.51*

3.92 ( .67) 3.83 ( .84) 3.83 ( .58)
0.20*

2.08 1.96 1.96

Hip joint
4.00

( .84)

3.78

( .73)
6 3 9 −.92*

3.83 ( .72) 3.67 ( .78) 4.17 ( .84)
1.65*

1.92 1.83 2.25

Knee
3.61

( .98)
- - - - -

3.67 (1.21) 3.33 ( .52) 3.83 (1.17)
1.20*

2.00 1.75 2.25

Overall fitness
4.17

( .51)

4.50

( .51)
0 6 12 −2.45*

4.50 ( .52) 4.25 ( .45) 4.25 ( .62)
3.00*

2.25 1.88 1.88

No difference from the general

pants in the appearance

3.67

( .69)

3.83

( .79)
3 6 9 −1.00*

3.83 ( .84) 3.50 ( .52) 3.92 ( .79)
3.16*

2.13 1.67 2.21

*p<.05

In knee-related items of friedman result, n=6

Table 14. The appearance evaluation of subject group (Mean and S. D.)

Items
AC

(n=6)

AP

(n=6)

AH

(n=6)

BC

(n=6)

BP

(n=6)

BH

(n=6)

Total

(N=36)

Design

Silhouette of pants
Mean 4.17 4.00 4.00 4.33 4.33 4.33 4.19

S.D.  .75  .89  .89  .82  .52  .52  .71

Position and shape of

the cutting lines

Mean 3.67 3.50 3.83 4.17 3.50 4.67 3.89

S.D.  .82  .55  .75  .75  .55  .52  .75

Overall design of

pants

Mean 3.83 3.67 4.00 4.33 4.17 4.33 4.06

S.D.  .75  .52  .63  .52  .41  .52  .58

Appearance of

pad parts

Hip
Mean 4.00 4.17 3.83 3.83 3.50 3.83 3.86

S.D.  .63  .75  .41  .75  .84  .75  .68

Hip joint
Mean 4.00 3.67 4.33 3.67 3.67 4.00 3.89

S.D.  .89  .82  .82  .52  .82  .89  .78

Knee
Mean 3.67 3.33 3.83 - - - 3.61

S.D. 1.21  .52 1.17 - - -  .98

Overall fitness
Mean 4.33 4.17 4.00 4.67 4.33 4.50 4.33

S.D.  .52  .41  .63  .52  .52  .55  .53

No difference from the general

pants in the appearance

Mean 3.50 3.50 4.00 4.17 3.50 3.83 3.75

S.D.  .84  .55  .63  .75  .55  .98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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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대상자인 60대 이상 여성은 절개선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보다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패드가 삽입된 상태의 외관(힙, 고관절, 무릎)은 팬

츠 디자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

체적인 맞음새에 있어서는 디자인 B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팬츠와 외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에 관

한 문항에서도 디자인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패드종류에 따른 외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

시한 프리드만 검정결과<Table 13>, 절개선의 위치와 모

양에서 패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조각형

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절개선 항목을 제외

한 다른 외관평가항목에서는 패드에 따른 유의미한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패드가 삽입된 상태의 외관에 대한 평가에서 무

릎부위의 점수(3.61)가 고관절(3.89)과 엉덩이부위(3.86)

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는 착용자들의 체형

에 따라 무릎높이가 달라서 잘 맞지 않는 현상으로 인

해 무릎부위의 외관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낮아진 것으

로 생각된다(Table 14).

착용자 집단은 여유량에 대한 평가에서 4.33점을 주어

맞음새의 만족도가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팬

츠와 외관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서 3.76점

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절개선을 보호패드

삽입부위에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패드삽입으로 인해

생기는 시각적인 두께 차이를 극복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의견으로는 엉덩이부분에 패드가 들어감으로 인해

쳐진 엉덩이에 볼륨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 좋다는 의견

이 있었다(Table 14).

3) 착용자 집단의 실용성 평가

착용자 집단의 실용성 평가는 패드의 위치 ·면적 ·두

께 ·부피감 ·무게, 패드의 고정 및 마무리, 착용감, 보온

성, 촉감, 낙상충격 보호팬츠의 필요성, 구입의사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결과는 <Table 15>−<Ta-

ble 17>과 같다.

팬츠의 디자인에 따른 실용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하여 윌콕슨 부호-서열 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15>,

고관절패드가 삽입된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디자인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착용자들은 전

문가들과 동일하게 디자인 A에 대하여 더 좋게 평가하

였으며, 고관절부위 패드의 면적이 좀 더 커서 안정적으

로 감싸주는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패드종류에 따른 실용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able 15. The practicality evaluation of subject group (Wilcoxon signed-rank test and Friedman result)

Items

Wilcoxon signed-rank test Friedman result

Mean

(S.D.)

Signed rank

(B-A)
Z

Mean (S.D.)

χ²
Mean rank

Design A

(N=18)

Design B

(N=18)
− + =

Cut

(N=12)

Porous

(N=12)

Honeycomb 

(N=12)

Position and area of

the inserted

protective pads

Hip
3.94

( .54)

3.67

( .49)
5 1 12 −1.67*

3.83 ( .39) 3.50 ( .52) 4.08 ( .52)
7.00*

2.08 1.58 2.33

Hip

joint

4.22

( .73)

3.61

( .50)
11 1 6 −2.84*

4.08 ( .67) 3.67 ( .65) 4.00 ( .74)
3.71*

2.25 1.67 2.08

Knee
3.44

( .71)
- - - - -

3.33 ( .82) 3.33 ( .82) 3.67 ( .52)
0.67*

1.92 1.92 2.17

Thickness of

protective pads

Hip
4.06

( .54)

3.89

( .68)
5 2 11 −.79*

4.00 ( .60) 3.83 ( .39) 4.08 ( .79)
1.83*

2.04 1.79 2.17

Hip

joint

4.11

( .58)

4.00

( .59)
3 1 14 −.56*

3.92 ( .67) 4.08 ( .29) 4.17 ( .72)
2.00*

1.79 2.00 2.21

Knee
3.94

( .54)
- - - - -

4.00 ( .63) 3.83 ( .41) 4.00 ( .63)
1.00*

2.08 1.83 2.08

*p<.05

In knee-related items of friedman result,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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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15>, 힙패드가 삽

입된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패드타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착용자들은 절개형 패드를 가장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패드 간의 차이가 없

지만 패드의 가공방법에 따라 착용했을 때의 느낌에는

차이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가지 항목

(고관절패드의 위치 및 면적, 착탈의편의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지만 절개형 패드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서

착용자들의 패드에 대한 선호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평균점수<Table 16>를 살펴보면, 착용자 집

단의 ‘보호패드가 삽입된 위치와 면적’에 대한 평가에

서 엉덩이는 3.94점, 고관절은 4.22점을 받았으나 무릎

부위는 3.4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는 착용자들의 체형에 따른 무릎위치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호패드의 두께와 부피감에 대한 점수는 3.89~4.11점

의 점수를 받아 5mm 두께의 패드가 삽입되었음에도 착

용감을 크게 저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보호패드의 무게감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

인 3.56점을 받아 약간의 무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호패드의 고정 및 마무리에서는 엉덩이는 4.11점, 고

관절은 4.17점을 받았으나 무릎부위에서는 3.60점으로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엉덩이와 고

관절부위는 절개선을 활용하여 구획을 나누고 안감과

겉감 사이에 패드를 넣어 안정적으로 고정한 반면 무릎

부위는 절개선을 활용하지 않고 안감 두 장 사이에 패드

를 넣고 겉감에 부분적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견고하

게 고정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착탈의편의성에 대

해서는 4.06점을 받았다.

6종의 팬츠에 공통적으로 묻는 실용성 평가항목에서

착용감, 보온성, 촉감에 관해서도 4.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실버세대에게 필요한 의복인지 묻는 문항과

이러한 의복이 실제 판매된다면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도 4.5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실용성 측

Table 15. Continued

Items

Wilcoxon signed-rank test Friedman result

Mean

(S.D.)

Signed rank

(B-A)
Z

Mean (S.D.)

χ²
Mean rank

Design A

(N=18)

Design B

(N=18)
- + =

Cut

(N=12)

Porous

(N=12)

Honeycomb 

(N=12)

Sensation of volume of

the protective pads

Hip
3.89

( .68)

3.83

( .62)
3 3 12 0−.33

3.75 ( .45) 3.58 ( .52) 4.25 ( .75)
5.83

1.92 1.71 2.38

Hip

joint

3.94

( .54)

3.83

( .62)
4 1 13 0−.71

3.92 ( .52) 3.67 ( .49) 4.08 ( .67)
3.43

2.00 1.75 2.25

Knee
3.89

( .58)
- - - - -

4.00 ( .63) 3.67 ( .52) 4.00 ( .63)
2.00

2.17 1.75 2.08

Sensation of weight of

the protective pads

3.56

( .86)

3.56

( .71)
4 3 11 −0.00

3.67 ( .89) 3.25 ( .62) 3.75 ( .75)
3.30

2.21 1.63 2.17

The fixed and finished

condition of

protective pads

Hip
4.11

( .47)

3.89

( .47)
3 1 13 −1.41

4.00 ( .43) 3.83 ( .39) 4.17 ( .58)
2.63

2.00 1.79 2.21

Hip

joint

4.17

( .71)

3.94

( .54)
5 1 12 −1.63

4.08 ( .52) 3.92 ( .67) 4.17 ( .72)
1.65

2.08 1.79 2.13

Knee
3.56

( .62)
- - - - -

3.50 ( .84) 3.50 ( .55) 3.67 ( .52)
1.00

1.92 1.92 2.17

Convenience of wearing and 

taking off clothes

4.06

( .42)

4.39

( .61)
1 7 10 −1.54

4.08 ( .67) 4.33 ( .49) 4.25 ( .45)
2.00

1.88 2.13 2.00

In knee-related items of friedman result,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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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높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0).

3. 세탁성 평가

세탁 전 ·후의 형태변화<Table 18>와 치수변화<Table

19>−<Table 20>를 살펴본 결과, 패드가 삽입된 각 부위

의 형태의 뒤틀림이 없었으며, 팬츠 각 부위 치수의 변

화도 없었다. 별도로 제작된 패드샘플에서도 형태와 치

수에 있어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낙상충격 보

Table 16. The practicality evaluation of subject group

Items
AC

(n=6)

AP

(n=6)

AH

(n=6)

BC

(n=6)

BP

(n=6)

BH

(n=6)

Total

(N=36)

Position and area of

the inserted

protective pads

Hip
Mean 3.67 3.33 4.67 4.00 4.00 4.00 3.94

S.D.  .58  .58  .58  .00  .00  .00  .54

Hip joint
Mean 4.00 3.67 4.33 4.67 4.33 4.33 4.22

S.D. 1.00  .58 1.15  .58  .58  .58  .73

Knee
Mean 3.33 3.00 4.00 3.33 3.67 3.33 3.44

S.D. 1.15 1.00  .00  .58  .58  .58  .70

Thickness of

protective pads

Hip
Mean 4.00 4.00 4.00 4.33 4.00 4.00 4.06

S.D.  .00  .00 1.00  .58  .00 1.00  .54

Hip joint
Mean 3.67 4.00 4.33 4.33 4.33 4.00 4.11

S.D.  .58  .00  .58  .58  .58 1.00  .58

Knee
Mean 3.67 3.67 4.00 4.33 4.00 4.00 3.94

S.D.  .58  .58 1.00  .58  .00  .00  .54

Sensation of volume of

the protective pads

Hip
Mean 4.00 3.33 4.67 3.67 3.67 4.00 3.89

S. D.  .00  .58  .58  .58  .58 1.00  .68

Hip joint
Mean 4.00 3.67 4.33 4.00 4.00 3.67 3.94

S.D.  .00  .58  .58 1.00  .00  .58  .54

Knee
Mean 3.67 3.33 4.00 4.33 4.00 4.00 3.89

S.D.  .58  .58 1.00  .58  .00  .00  .58

Sensation of weight of

the protective pads

Mean 3.33 2.67 4.33 4.00 3.67 3.33 3.56

S.D. 1.15  .58  .58 1.00  .58  .58  .86

The fixed and finished

condition of

protective pads

Hip
Mean 4.00 3.67 4.33 4.33 4.00 4.33 4.11

S.D.  .00  .58  .58  .58  .00  .58  .47

Hip joint
Mean 3.67 4.00 4.00 4.67 4.33 4.33 4.17

S.D.  .58 1.00 1.00  .58  .58  .58  .71

Knee
Mean 3.33 3.33 3.67 3.67 3.67 3.67 3.56

S.D. 1.15  .58  .58  .58  .58  .58  .62

Convenience of wearing and

taking off clothes

Mean 4.33 4.33 4.00 3.67 4.00 4.00 4.06

S.D.  .58  .58  .00  .58  .00  .00  .42

Table 17. The practicality evaluation of subject group

(Common response)                             (N=6)

Items Mean S.D.

Wearing sensation 4.00  .63

Thermal property 4.33  .52

Tactile sensation 4.17  .75

Need for the protective pants 

targeting the silver generation
4.83  .41

Purchase intention 4.6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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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복에 대하여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착의평가 실시하

여 활동성, 외관, 실용성을 평가하고, 세탁성 테스트를

시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집단은 외관평가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절개선이 더 많이 들어가고 엉덩이,

고관절, 무릎을 보호하는 디자인 A를 선호하는 것으로

Table 18. Appearance of pants and a honeycomb type pad

AH BH Pad

Before washing

After washing

Table 19. Dimensional change in pants in washing

Items Before washing (cm) After washing (cm) Change (%)

Waist circumference/2 38.0 38.0 0.0

Hip circumference/2 48.0 48.0 0.0

Thigh circumference/2 29.0 29.0 0.0

Knee circumference/2 20.0 20.0 0.0

Ankle circumference/2 18.0 18.0 0.0

Inseam 67.0 67.0 0.0

Outseam 88.0 88.0 0.0

Table 20. Dimensional change in a pad in washing

Items Before washing (cm) After washing (cm) Change (%)

Width 15.5 15.5 0.0

Length 16.5 16.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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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착용자 집단은 실루엣, 절개선, 전체적인 디

자인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절개선이 심플하고 엉덩이와

고관절을 보호하는 디자인 B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전문가 집단은 패드부위의 외관, 패드위치와 모

양 등 보호패드 관련 항목에서 디자인 A를 더 좋게 평가

하였으며, 패드의 고정 및 마무리 항목에서도 절개선으

로 패드외곽을 둘러싸서 좀 더 안정적으로 패드를 고정

한 디자인 A를 더 좋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실용성 관련 항목 중에서 실버세대에게 필요한 의복

인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가장 높은 점수(4.48)를 주

었다.

셋째, 60대 여성 피험자 6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수행하는 동작을 중심으로 활동성을 평가한 결과,

패드가 삽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드종류에 따른 활동성 평가를 위해 프리드

만 검정을 실시한 결과, 10가지 평가항목 중 4가지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로 조각형 패드가 다른 패드에 비해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항목에서의 점수가 4.00점

이상이었다. 디자인에 따른 활동성의 차이는 무릎부위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2가지 동작에 대하여 무릎패드가

없는 디자인 B가 더 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착용자 집단은 고관절패드의 위치와 면적에 대

한 항목에서 디자인 A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드 관련 항목에 대하여 패드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힙 패드위치와 면적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로 조각

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항목에서 조

각형 패드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즉, 팬츠 착용 시 패드

의 가공방법에 따라 패드에 대하여 느끼는 주관적 감각

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패드설계 시 적절한 형태로 패

드를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3가지 패드 가운데 조각형이 활동

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가지 소재를 사용하여 조금 유연성이 떨어지더

라도 충격 흡수성능이 뛰어난 소재를 외부로 향하게 하

고, 인체에 닿는 면의 소재는 유연한 소재를 사용하여

패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격 보호성능에 대한 실험을 진행

하고자 한다. 또한, 무릎부위의 패드위치 설정에 있어서

개개인의 체형의 차이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

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며, 무릎부위에 외관을 해

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패드를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낙상충격 보호복에 대한 요구는 높은 상황이지만 실

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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