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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의 2022년 고령 인구 구성비는 17.4%(Sta-

tistics Korea, 2022)로 1970년 3.1%에 비해 5배 이상 증

가한 수준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7년에

는 46.5%로 높아질 전망이다(Statistics Korea, 2019). 

이러한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65세 이상 

고령자의 허리 통증 환자수가 2010년 약 30만 명에서 

2019년에는 약 39만 명으로 증가하였다(Health Insu-

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2021). 고

령자의 허리 질병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허리 보호

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허리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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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much more on improving tightness, size, freedom of movement, and easy attachment or detachment 

than designs for male waist protectors did.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new designs suggests that new de-

signs meet the satisfaction criteria of elderly consumers, who express willingness to purchase and us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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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령과 성별을 구분하여 소비자 선호도를 반영되

지 못하거나, 착용 방법이 어렵거나 형태가 척추의 움

직임에 제한을 주게 되어 장기간의 착용이 어려운 실

정이다(Kim & Hong, 2014). 또한, 허리 보호대의 컬러

나 문양의 다양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디자인, 활동성, 

원단 등에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고령자가 착

용 시 일반 성인에 비해 사이즈 조절이 쉽지 않고, 정교

한 피팅이 불가능하여 맞음새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

고 있다(Kang & Jung, 2016). 또한, 보호대 및 교정용

품의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Hong, 2017), 보호대 구

입 시 실제 착용하지 못하고 제품 이미지와 디자인에 

대한 설명만으로 보호대를 구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해지

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신체 특성 

변화 및 허리 보호대 디자인 구성요소를 이론적 고찰

을 통해 알아보고,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성별 선호도에 따라 각 디자인은 Adobe Illustra-

tor로 하였고, CL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상 프로토

타입을 개발한 후 아바타에 착장시켜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반영하여 디자인

을 실물로 제작한 후 착의 실험을 통해 만족도를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령층 소비자를 위한 만족도 높

은 허리 보호대 제품 상품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고령자의 신체 특성 변화

65세 이상 고령자는 다양한 체형 특성이 나타나고 극

단적인 체형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Lee, 2008), 바른

체형, 젖힌체형, 숙인체형, 휜체형으로 분류된다(Ryu 

et al., 2019). 체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근력의 

약화로 등뼈를 떠받치는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나 등이 구부러지는 원인이 되며, 다리를 넓게 벌

리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등의 보행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2022).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신체적 불편함

은 여성(31.9%)이 남성(15.5%)에 비해 약 두 배 수준으

로(Jung et al., 2017), 허리와 다리의 관절 사용이 요구

되는 행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Hwang & Park, 2007). 또한, 옷을 입고 벗

는 동작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Song 

& Park, 1998), 고령자를 배려하여 쉽고 간단한 여밈 

방법과 동작에 무리를 주지 않는 여밈 위치에 대한 고

려가 요구된다(Cha, 2008). 성별에 따른 비만 정도를 

살펴보면 고령 여성이 32.5%로 고령 남성(25.5%)에 비

해 비만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Jung et al., 

2017), 둘레, 두께, 너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복

부 전체와 아래가 돌출한 유형이 많다(Lee, 2017). 하

지만 대부분의 보조기구는 남녀공용이며, 신체 건강

한 20대를 기준으로 설계되므로 고령자가 사용 시 맞

음새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Lee et al., 2019). 따라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반영한 디자인 및 극단적인 체형 유형을 커버할 수 있

는 디자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허리 보호대의 디자인 구성요소

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잘못된 자세로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나 근육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패드 또는 지지대의 삽입이 

추천된다. 지지대는 요추 만곡을 조절하여 올바른 자

세를 유지하게 하고(Ko et al., 2011), 척추에 가해지는 

힘을 감소시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허리 보호대는 

본체와 보조벨트로 구성된 다중구조형이 62.5%로 가

장 많았으며(Kang & Jung, 2016), 골반과 허리를 감싸

주는 일체형의 경우 다리의 저항 운동 시 골반 및 허리

의 외적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J.-e. 

Lee et al., 2015). 고령자를 위한 제품을 디자인할 때, 

안전성, 사용성, 편리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Cui 

& Cho, 2015),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과 체형 변화를 반

영해야 한다(Kim & Cho, 2016).

또한, 대부분의 허리 보호대는 답답함으로 인해 장

시간 착용 및 옷 안 착용에 어려움이 있으며(Kang & 

Jung, 2016), 여밈 부분에 대해 불편한 것으로 조사되었

다(Hwang & Park, 2007). 따라서 혼자 입고 벗기 쉽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조작순서가 간단한 부자재를 활용

하여 취향에 따라 사이즈 및 조임 정도를 조절할 수 있

도록 설계하여 압박감으로 인한 답답함을 줄일 수 있

어야 하겠다. 보아핏시스템은 와이어를 다이얼로 mm 

단위로 미세 길이 조정이 가능하며, 가벼우며 나일론

에 싸인 49가닥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내구

성을 지닌다(BOA® Fit System, n.d.). 허리 보호대에 적

용할 경우, 압박감을 원할 때는 다이얼을 돌려서 조이

고, 압박감이 심할 때는 다이얼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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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느슨하게 풀어줄 수 있을 것이며, 빠르고, 쉽고, 정

교한 피팅이 가능하여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된다. 소재는 폴리우레탄(Kang & Jung, 2016)

이 함유된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 동작성과 내구성

을 높이며, 소재가 무거운 상태에서 신체에 압박이 가

해지면 신진대사량이 증가되고 호흡이나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므로 경량 소재가 고려되어야 한다(Lee et 

al., 2002). 또한, 세균 감염 및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자

에게 필요한 소재로 항균제 처리와 방취성이 추천되

며(Moon, 2006), 고령자를 위해 흡한속건 소재와 저자

극성 소재 등이 필요할 것이다(Song & Park, 1998). 시판

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아 ‘Free 

Size’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Kang & Jung, 

2016), 적합한 사이즈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겠다.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설계된 제품을 고령자

가 착용할 경우 사용상의 불편함이나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연령에 따른 체형의 차이점을 숙지하고 

고령자의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반영하여 제품을 설

계하는 것이 요구된다(Lee et al., 2019).

 

III. 연구방법및절차

1. 1차 설문조사: 허리 보호대의 기능과 디자인

에 대한 선호도

허리 보호대에 대한 기능과 디자인, 사용 특성에 대

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는 

2020년 3월 28일부터 2020년 4월 6일까지 데이터스프

링(https://www.d8aspring.com/ko) 웹사이트를 통해 이

루어졌다. 연구대상자는 유의추출 방법으로 허리 보호

대 착용 경험이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선정하였

다. 참여자는 총 256명이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16명을 제외한 240명(93.75%)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

였다. 설문지 문항은 총 85문항으로 인구통계학적 특

성 6문항, 건강상태에 5문항(Jung et al., 2017; Park & 

Koo, 2020), 제품 만족도 16문항, 허리 보호대의 기능 

및 디자인 선호도 58문항(Kang & Jung, 2016; Kim & 

Hong, 2014; H. J. Lee et al., 2015; Lee & Suh, 2010; 

Moon, 2006; Park & Lee, 2014; Park et al., 2010; Park & 

Koo, 2020)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

성 및 건강상태에 관한 문항은 선택형, 허리 보호대의 

만족도와 선호도에 관한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적 분석, 독립표본 t-test와 Welch의 일원배치분

산분석(ANOVA), Scheffé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93에서 .96으로서 .80 이상으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내적 일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Rhee et al., 2019).

 

2. 허리 보호대 디자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허리 보호

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고, 남성용 디자인 

A와 B, 여성용 디자인 C와 D를 개발하였다. 각 디자인

은 Adobe Illustrator로 하였으며, CLO를 이용하여 디

지털로 재봉하여 가상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후 남성

과 여성 아바타에 착장시켜 움직임을 확인하고, 디자

인을 완성하였다(Park & Koo, 2020).

 

3. 2차 설문조사: 디자인 평가와 만족도

소비자의 허리 보호대 디자인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를 위한 설문조사는 2020년 9월 3일부터 7일까지 데이

터스프링 웹사이트를 통해 1차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

으로 실시되었다. 참여자는 총 259명이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1명을 제외한 258명(99.61%)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총 53문항으로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6문항, 건강상태 

5문항, 디자인 만족도 26문항, 구매 및 사용/착용 의도 

여부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Adobe Illustrator와 

착용 모습의 구현을 위한 CLO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

상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설문문항은 선택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만족도와 구매 및 사용/착용 의도에 관한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고,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

적 분석, 독립표본 t-test와 Welch의 ANOVA, Scheffé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은 .94에

서 .95로서 .80 이상의 높은 내적 일관성을 지니는 것

으로 나타났다(Rhee et al., 2019).

 

4. 3차 설문조사: 실물 제작과 착의 평가

사전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개발한 최종 디자인 두 

개를 실물로 제작한 후, 착용 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

였다. 이를 위해 허리 보호대를 사용한 적 있는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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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남녀를 대상으로 개발한 허리 보호대를 착용한 후 

설문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고령

자의 주관적 인지체형 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으로 나

타난 표준체형 3명, 숙인체형과 젖힌체형이 각 1명으

로 Body Mass Index(BMI)가 정상 범위에 해당되는 

5명으로 선정하였다(Cho & Yi, 2018). 학습 효과를 예

방하기 위해 측정 전 1회 연습 후 5분간 휴식한 후 실

험하였고(Chang, 2020), 1 kg 박스를 들어 올리는 동작

은 앉아서 일어날 때까지 4초, 다시 처음 동작으로 돌아

갈 때까지 4초로 하여 총 1회당 8초 유지하도록 초시

계로 측정하였다(j.-s. Lee et al., 2016). 설문지 문항은 

사전 연구를 반영하였고, 총 26문항으로서 인구통계

학적 특성 5문항, 전반적인 만족도 2문항, 기능 2문항, 

디자인 7문항, 사용 특성 5문항, 구매 및 사용 의도 3문

항, 만족하는 부분 및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한 2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데이터는 SPSS 25.0을 사용하여 기술

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관식 응답은 코딩 후 주요 테

마를 추출하고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및고찰

1. 1차 설문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녀 각 120명(50.00%)으로 성

비가 균등하며, 평균 연령은 70세이며, 범위는 65~88

세로 나타났다(Table 1).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이

상 70세 미만이 123명(51.25%), 가구형태는 비독거가 

210명(87.50%)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특성으로는, 

키 155 cm 이상 160 cm 미만(27.09%), 몸무게는 60 kg 

Category Sub-category n (%)

Gender
Male 120 (50.00)

Female 120 (50.00)

Age

More than 65-less than 70 123 (51.25)

More than 70-less than 75 74 (30.83)

More than 75-less than 80 33 (13.75)

More than 80-less than 85 9 (13.75)

More than 85-less than 90 1 (10.42)

Living alone
Yes 30 (12.50)

No 210 (87.50)

Height 

(cm)

Less than 155 34 (14.17)

More than 155-less than 160 65 (27.09)

More than 160-less than 165 53 (22.08)

More than 165-less than 170 44 (18.33)

More than 170 44 (18.33)

Weight 

(kg)

Less than 50 24 (10.00)

More than 50-less than 60 79 (32.92)

More than 60-less than 70 84 (35.00)

More than 70-less than 80 40 (16.66)

More than 80 13 (15.42)

Body shape

Standard body shape 143 (59.58)

Leaned forward body shape 79 (32.92)

Leaned backward body shape 15 (16.25)

Curved body shape 3 (11.2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고령자를 위한 허리 보호대 디자인 개발-선호도 및 만족도 평가를 중심으로-

– 203 –

이상 70 kg 미만(3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지체형으로는 표준체형(59.58%)

과 숙인체형(32.92%)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숙인체형의 형태가 많아지는 

현상과 연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Lee, 2009).

 

2) 건강상태 특성

건강상태(M=2.74, S.D.=.82)를 알아본 결과, 42.92%

가 평소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게 평가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율은 44.59%

이고, 건강을 나쁘게 평가하는 고령자는 17.91%로 평

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허리 통증에 따른 주요 병명으로는 

요추 염좌(32.08%), 허리디스크(29.59%) 등의 순으

로 나타났으며, 발병 기간으로는 10년 이상이 22.91%

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회복속도

가 저하되면서 발병 기간이 긴 것으로 사료된다. 병명

에 따른 주요 증상으로는 활동하거나 구부릴 때 통증

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67%로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는 하지 저림(19.58%)이었다. Jeong et al. 

(1999)의 연구에서도 요통과 함께 허벅지까지 방사통

이 있는 경우가 4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요통은 오

래 서 있을 때(33.0%)와 몸을 구부릴 때(22.0%) 심해

지고, 허리에서 둔부와 허벅지로 전달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Song & Ahn, 2008).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주

요 원인으로는 척추 이상이 23.75%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무거운 물건 들기(20.83%), 자세불량(18.75%)

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허리 보호대 현재 사용 제품 만족도

허리 보호대 제품에 있어서 기능(M=4.70, S.D.=1.05)

보다 디자인(M=4.42, S.D.=1.03)에 덜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나<Table 2> 디자인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사용 용이성(M=5.05, S.D.=1.05)에 대한 만족도

가 가장 높았으며, 탈착 용이성, 보호 기능, 조임 정도/

사이즈, 관리 용이성, 착용 방식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휴대 용이성, 디테일, 색상/문양에 대한 만족도

는 평균 4.50 아래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휴대 용이성이나 디테일과 

색상/문양과 같은 디자인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사용 중인 허리 보호대 제품

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

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

미한 차이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임 정도/사이즈, 동

작 용이성, 탈착 용이성에 대해 더 만족하였다(p≤.05) 

(Table 3). 여성은 임신, 출산 등을 계기로 배 부위에 다

Category Sub-category Mean (S.D.)

Overall 

satisfaction

Overall design 4.42 (1.03)

Overall function 4.70 (1.05)

Function
Protection function 4.89 ( .99)

Relieve function 4.80 (1.04)

Design

Type 4.46 (1.02)

Detail 4.35 (1.06)

Color/Pattern 4.31 (1.17)

Fabric 4.49 (1.18)

Fastener 4.69 (1.15)

Wearing method 4.82 (1.12)

Fit/Size 4.88 (1.07)

Characteristic

Mobility 4.70 (1.12)

Ease of don and doff 4.94 (1.12)

Ease of care 4.86 (1.06)

Ease of use 5.05 (1.05)

Portability 4.43( 1.20)

Table 2. Satisfactions on the waist pro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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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피하지방이 형성되어 허리 단면이 둥근 원형으

로 바뀌는 등 다양한 체형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Lee, 

1992),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경우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아 적합한 사이즈의 제품을 착용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Kang & Jung, 2016).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신체적 불편함이 많고(Chung, 

2008), 요통 발병률이 더 높음에도(Lee, 2016) 불구하

고 20대를 기준으로 설계된 남녀공용의 제품을 사용

하였기에 조임 정도/사이즈에 대해 남성보다 만족도

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몸에 꼭 맞는 적합한 

사이즈의 제품을 착용하지 못함으로써 동작 시 불편

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작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소재의 경량화가 요구되고, 신장, 의복압 등을 고

려해 고령 여성의 몸에 허리 보호대가 밀착되어 동작 

시 불편함이 없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탈착 용이성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고 벗는 동작이 어렵

고 비교적 많은 시간이 필요해 지므로, 입고 벗을 때 편

리하고 기능적으로 설계하여 고령자가 최소한의 시간

과 힘으로 탈착이 가능하도록 고령자를 배려한 디자

인이 필요하겠다.

 

4) 허리 보호대 기능과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허리 보호대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 선호도를 알아

본 결과<Table 4>, 기능과 관련하여, 척추 변형을 예방

Category Sub-category Group Sub-group Mean (S.D.) t p

Design Fit/Size Gender
Male 5.03 (1.02)

2.184 .030
Female 4.73 (1.11)

Characteristic

Mobility Gender
Male 4.88 (1.08)

2.572 .011
Female 4.52 (1.13)

Ease of don 

and doff
Gender

Male 5.13 (1.13)
2.633 .009

Female 4.75 (1.07)

Table 3. Differences between genders in satisfactions

Category Feature Mean (S.D.)

F
u

n
ctio

n

Protection

Prevent spinal deformity 5.56 (1.06)

Accident prevention 5.55 (1.03)

Muscles protect 5.47 (1.01)

Relief

Relieve pain 5.97 (0.89)

Reduce the load in the lumbar spine 5.61 (1.06)

Relieve muscle tremors 5.08 (1.10)

D
esig

n

Type

All-in-one body covering only the wais 5.55 (1.04)

All-in-one body covering the pelvis and waist 5.42 (1.10)

Underwear type 4.90 (1.21)

Taping belt 4.86 (1.14)

Body & subsidiary belt (double belt) 4.84 (1.13)

T-shirt type 4.55 (1.16)

Body &  subsidiary belt & shoulder strap 4.45 (1.36)

Detail

Relieves back pain by providing adequate support strength 

and stable support effect by 2 supports inserted
5.43 (1.13)

Relieves back pain by providing adequate support strength 

and stable support effect by several supports inserted
4.72 (1.31)

Low support strength with no supports, and protection of the back muscles 4.65 (1.40)

Table 4. Preferences in functions, designs, and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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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eature Mean (S.D.)

D
esig

n

Color

Achromatic colors such as black, white and gray 5.02 (1.23)

Skin colors 4.87 (1.36)

Pastel colors 4.44 (1.31)

Mixed colors with multiple colors 4.28 (1.48)

Primary colors such as red, yellow, blue 3.40 (1.41)

Pattern

Solid color 5.28 (1.27)

Stripe 4.00 (1.35)

Check 3.85 (1.39)

Dot 3.81 (1.33)

Flower 3.70 (1.42)

Geometric 3.61 (1.37)

Fabric

Lightweight 6.08 (1.02)

Materials that do not sweat and have good breathability 5.98 (1.03)

Anti-bacteria 5.90 (1.08)

Soft materials 5.83 (1.04)

Materials with good resilience 5.80 (1.02)

Deodorizing material 5.79 (1.09)

Cool material 5.78 (1.07)

Materials that do not get well contaminated 5.68 (1.12)

High temperature material 5.54 (1.09)

Wearing 

method

Tuck in 5.58 (1.15)

Tuck in and out 4.48 (1.46)

Tuck out 3.61 (1.56)

Fit/Size

Perfect fit/Right 5.46 (1.01)

Small/Tight 4.50 (1.28)

Loose/Large 4.07 (1.46)

C
h

aracteristic

Mobility

Product without discomfort when walking or standing 6.05 (1.02)

Product without discomfort when sitting and standing up 6.03 (1.02)

Product without discomfort when bending the upper body 5.87 (1.03)

Ease of don 

and doff

Easy to wear 5.75 (1.01)

Easy to wear and take off 5.73 (1.11)

Easy to remove 5.27 (1.31)

Ease of care

Easy to wash 5.85 (1.07)

Easy to dry 5.81 (1.06)

Easy to repair 5.51 (1.20)

Ease of use

Ready to use without having to read the manual 5.68 (1.11)

Simple operation sequence 5.58 (1.25)

Soft clothing form that is easy to wear and manage 5.49 (1.18)

Portability

Made the products lightweight e.g., less than 200 g 5.50 (1.18)

Slim shape suitable for carrying without insertion of supports and pads 5.35 (1.21)

The length is 15 cm 5.20 (1.25)

Table 4.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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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M=5.56, S.D.=1.0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도 척추 이상이 

2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척추 변형은 발생 초

기에 자세 교정으로 인체의 좌우 균형을 통해 만성요

통을 방지할 수 있다(Kim & Hong, 2014). 따라서 허리 

보호대에 지지대 또는 패드를 장착하거나 테이핑 요

법을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보조 기능이 요구된다. 증

상 완화 기능 중에서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기능

(M=5.97, S.D.=.89)이 가장 선호되었다. 고령자의 경

우 척추 주변 근육의 위축과 근력의 저하로 자세의 유

지나 동작에 필요 이상의 힘이 들어가 허리 통증을 유

발한다(Kim, 2019). 허리 통증은 척추에 안정성을 향

상시켜 주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인데(Cho, 2009), 척

추에 안정성을 부여해 통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

자에 적합한 지지 강도로 안정적인 지지 효과를 제공

할 수 있는 디자인 설계가 요구된다.

선호하는 디자인은 허리만 감싸 주는 일체형(M = 

5.55, S.D.=1.04), 그 다음으로 골반과 허리를 감싸주

는 일체형(M=5.42, S.D.=1.10)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

내외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2중 벨트 타입의 다중구

조형 제품이 62.50%로 가장 많은 것과 상이한데(Kang 

& Jung, 2016),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디

자인과 간단하고 쉬운 작동법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선호하는 디테일로는 2개의 지지대가 

삽입되어 있어 지지 강도가 적당하고 안정적인 지지 

효과를 제공하여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제품(M=5.43, 

S.D.=1.1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허리 보호대에 지지

대의 적용은 실생활에서 자세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어서(Ko et al., 2011), 

지지대가 삽입된 제품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

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허리 주변 근육의 약화로 인

해 허리 통증과 함께 자세 균형 조절의 능력이 떨어지

게 되면서 자세가 앞으로 굽고 머리가 숙여지는데, 지

지대로 필요한 만큼의 고정력을 확보하여 바른 자세

를 유지하고, 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

된다(Choi et al., 2010). 선호하는 색상으로는 흰색, 검

정, 회색 등 무채색 색상(M=5.02, S.D.=1.23)이 가장 높

았고, 무늬가 없는 것(M=5.28, S.D.=1.27)이 가장 선호

되었다. 이는 고령자가 무늬가 없는 검정색을 가장 선

호한 사전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Park & Lee, 2014). 

선호하는 소재로는 경량(M=6.08, S.D.=1.02), 흡한속

건(M=5.98, S.D.=1.03), 항균(M=5.90, S.D.=1.08) 소재 

등의 순이었다. 국내외 제품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

분 신축성 소재를 사용하여 움직임이 편하도록 하였으

며, 통기성 및 흡한속건이 뛰어나며 항균방취 등의 기

능성이 있었다. 고령자의 의류 제품 소재의 선호도에

서도 경량 소재의 선호도가 높았는데(Park et al., 2010), 

제품 개발 시 가벼운 소재의 사용으로 움직임이 자유

롭고, 몸에 밀착하면서도 동작에 불편을 주지 않을 정

도의 신축성이 좋은 소재의 사용으로 활동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흡한속건이 좋지 않을 경우 발한 

시에 땀이 흡수되지 않아 불쾌감을 주거나 위생상 문

제가 되고 개인의 피부 민감도에 따라 접촉 부위에 알

레르기 및 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Lee et al., 2002)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흡한속건 소재를 

사용하여 보호대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선호하는 착용 방식에 관한 문항에서는 옷 속에 착용

하는 스타일(S.D.=1.15)이 5.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는데, Kang and Jung(2016)의 연구에서도 옷 안에 착

용해도 외관을 해치지 않는 허리 보호용 이너웨어를 

개발하여 불편 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선호

하는 조임 정도와 사이즈는 신체와 거의 같은 사이즈

로 조임 정도가 적당한 제품(M=5.46, S.D.=1.01)을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의료용 압

박 제품은 실제보다 작은 사이즈로 몸에 밀착되게 입

지만, 고령자의 경우 압박이 너무 강할 경우 착용감과 

압박감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J. Lee et al., 2015). 따

라서 부위별 의복압을 고려한 설계로 혈액 흐름의 방

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

제품이 충족시켜야 할 사용 특성과 관련하여, 동작 

용이성 부분에서는 걷거나 서 있을 때 불편함이 없는 

제품(M=6.05, S.D.=1.02)을 가장 선호하였다. 고령자

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해 이동을 위한 제품에 대

한 수요가 많다(Y. Lee et al., 2016). 하지만 대부분의 소

비자들이 허리 보호대를 집에서 착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기존의 판매 제품은 장거리 외출에 대한 활

동성에 오히려 제한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 

Jung, 2016). 또한, 무게로 인해 동작 가동성을 저하시

킬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무게에 대한 영향이 

크며(Lee et al., 2002), 장시간 착용하거나 움직임에 따

라 보호대가 하측으로 이동하여 허리를 정확하게 보호

할 수 없다(Choi et al., 2010). 따라서 소재에 대한 경량

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탈착 용이성 부분에서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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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 있는 엘라스틱 밴드로 입기 쉬운 제품(S.D.=1.01)

이 5.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벨크로가 부

착되어 혼자 입고 벗기가 쉬운 제품(M=5.73, S.D.=1.11)

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자는 손놀림이 둔화되며 관절

의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입고 벗는 과정이 어렵고 시

간이 오래 걸리므로 탈착 시 부담이 없도록 디자인하

는 것이 필요하다(Shim et al., 2017). 관리 용이성 부분

에서는 세탁이 용이한 제품(M=5.85, S.D.=1.07)이 가

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자들이 보호복이나 환

자복의 경우 세탁이 용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결과와 

연결된다(Lee & Kim, 2011). 고령자의 경우 체취와 땀 

배출로 인해 세탁이 쉽고 취급하기가 용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내구성이 좋은 소

재 사용 혹은 여밈 부분을 강화하여 세탁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사용 용이성 부분에서는 단순한 디자인으

로 사용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제

품(M=5.68, S.D.=1.1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의 경우 제품 구입 시 작동과 활용 방법이 쉽고 간단할 

때 적극적인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

며(Cui & Cho, 2015), 간단하고 쉬운 작동법이 요구된

다(Hwang & Park, 2007). 휴대 용이성 부분에서는 휴

대하기 적당한 200 g 이하의 초경량 제품(S.D.=1.21)이 

5.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존 판매되고 있는 

허리 보호대의 평균 무게는 200 g 이상으로 얇고 가벼

운 소재 및 부자재의 사용으로 휴대하기 적당한 초경

량 제품 개발이 필요하겠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허리 보호대의 기능 및 디자

인 선호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

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허리만 

감싸주는 본체만 있는 일체형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

았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파스텔 색상, 누드색, 플

라워 문양 등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p≤.05) 

(Table 5). 성별에 따른 색상 및 문양에 대한 선호도는 

Park and Lee(2014)의 낙상충격보호복에 관한 연구

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고령 여성의 선호

도 결과, 무채색(42.00%), 아이보리색(24.70%), 분홍

색 · 살구색(19.80%) 순으로 나타나 무채색 다음으로 

파스텔이나 누드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양으로는 무늬가 없는 것(70.40%)과 플라워 문양

(21.00%)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허리 보호대 디자인

사전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고령자를 위

한 허리 보호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였으며, 

고령자의 신체 특성 변화 및 선호도와 관련하여 성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용 디자

인 A와 B, 여성용 디자인 C와 D로 구분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다(Table 6). 디자인 A와 B는 허리만 감싸주

는 본체만 있는 일체형으로 디자인하였다. 내부에 삽

입되는 플라스틱 지지대의 길이는 14 cm로, 이는 허리

둘레선에서 샅점까지의 수직거리가 60세 이상 남성

은 평균 25.1 cm, 여성은 평균 22 cm로 나타나 3.1 cm 

정도 차이가 있었고(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 이를 반영하여 지지대

의 길이를 여성용은 11 cm, 남성용은 14 cm로 달리하여 

설계하였다. 소재는 나일론 85%와 폴리우레탄 15%

의 혼방률로 강한 충격에도 찢어지거나 파손이 적고, 

흡한속건이 뛰어난 소재(예: 쿨맥스)를 사용하였다

(Mcdavid, n.d.). 오드람프 봉제 기법으로 두꺼운 시접

을 제거하고, 피부와의 마찰을 극소화 시켜 동작이 용

Category Sub-category Group Sub-group Mean (S.D.) t p

Type All-in-one body covering Gender
Male 5.69 (1.99)

‒2.067 .040
Female 5.42 (1.07)

Color

Pastel colors Gender
Male 4.27 (1.30)

‒2.086 .038
Female 4.62 (1.30)

Skin colors Gender
Male 4.67 (1.39)

‒2.350 .020
Female 5.08 (1.30)

Pattern Flower Gender
Male 3.50 (1.30)

‒2.155 .032
Female 3.89 (1.51)

Table 5. Differences between genders in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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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고(Kim, 2008), 안쪽에 점선 모양의 의료용 실리

콘으로(Redbalance, n.d.) 말림 현상이나 보행 중 흘러

내림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디자인 C와 D

는 골반과 허리를 감싸주는 본체만 있는 일체형으로 

디자인하였으며, 배 부위의 의복압이 높지 않도록 앞

부분의 높이를 줄여 혈액 흐름의 방해를 최소화하도

록 하였다(J. Lee et al., 2015). 지지대의 길이는 11 cm이

며, 지지대에 구멍을 뚫어 통풍을 돕고 쾌적성을 향상

시켰으며(Empoia, n.d.),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

였다(PROIDEA, n.d.). 허리 보호대 밑단을 라운드 설

계하여 피트감을 높였으며, 척추에 안정성을 부여해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Mcdavid, n.d.). 

통기성이 뛰어나고 강한 탄성을 갖추고 있는 나일론 

85%와 폴리우레탄 15%의 매쉬 소재(예: 파워넷)를 

Name Design Virtual prototypes

Design A

Design B

Design C

Design D

Table 6. Designs A and B for men and Designs C and D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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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였고, 노인취와 같은 특유의 냄새 방지를 위해 

구리, 아연이 함유된 소재, 세균을 차단 · 살균하는 나

노실버가공의 무균 섬유 등이 사용되고 있다(Moon, 

2006). 심실링으로 피부 거슬림을 최소화하여 편안함

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H. J. Lee et al., 2015), 통기성 

부위에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착용감을 높이기 

위하여 웰딩 기법으로 봉제하였다(J. Lee et al., 2015). 디

자인 B와 D는 보아핏시스템 설계로 미세 조정 기능을 

통한 최적의 피팅으로 허리에 편안함과 안정성을 제

공하여 부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BOA® Fit System, 

n.d.), 뒷부분에 더블 벨트 스트랩으로 디자인하여 허

리를 효과적으로 지지한다(PROIDEA, n.d.). 모든 디

자인의 색상으로는 블랙 색상에 회색계열을 배색으로 

사용하였고, 무늬가 없는 것으로 디자인하였다. 옷 안

에 착용이 용이하도록 0.2 cm의 얇은 두께와 200 g 미

만의 가벼운 무게로 디자인하였으며, 앞여밈 부분에 

15 cm 폭의 넓은 벨크로의 경우 후크(hook)는 얇고 세

밀한 0.067 cm 두께의 나일론, 루프(loop)는 얇은 파일 

원단을 사용하였다(Koo et al., 2017). 여밈 부분에 눈

금을 표시하여 평소 자주 사용하는 곳에 벨크로 테이

프의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Redbalance, n.d.), 

여밈 손잡이 부분에 배색 컬러의 사용으로 사용 방법

에 대한 이해나 정보를 얻기 쉽도록 하였다.

 

3. 2차 설문조사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131명(50.78%), 여성 127명 

(49.22%)으로 평균 연령은 70세이며 범위는 65~84세

였으며, 그 중 65~70세가 162명(62.79%)으로 가장 많

았고 비독거가 238명(92.25%)으로 1차 설문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Table 7). 신체적 특성으로 키 

155~160 cm이 2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몸무게

는 60~70 kg이 35.66%로 1차 설문조사와 비슷하게 

Category Sub-category n (%)

Gender
Male 131 (50.78)

Female 127 (49.22)

Age

More than 65-less than 70 162 (62.79)

More than 70-less than 75 64 (24.80)

More than 75-less than 80 22 (18.53)

More than 80-less than 85 10 (13.88)

Living alone
Yes 20 (17.75)

No 238 (92.25)

Height

(cm)

Less than 155 30 (11.63)

More than 155-less than 160 63 (24.42)

More than 160-less than 165 56 (21.71)

More than 165-less than 170 51 (19.76)

More than 170 58 (22.48)

Weight

(kg)

Less than 50 19 (17.36)

More than 50-less than 60 89 (34.50)

More than 60-less than 70 92 (35.66)

More than 70-less than 80 45 (17.44)

More than 80 13 (15.04)

Body shape

Standard body shape 159 (61.63)

Leaned forward body shape 72 (27.91)

Leaned backward body shape 21 (18.14)

Curved body shape 6 (12.32)

Table 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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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주관적 인지체형으로는 표준체형이 61.63%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젖힌체형(27.91%) 순으로 조

사되었고, 표준체형에서 벗어난 응답자들의 분포가 

38.37%를 차지하였다. 1차 설문결과에서도 표준체형

이 아닌 응답자들의 분포가 40.42%로 나타났는데, 신

체적 노화 현상으로 가장 현저한 부위는 척추의 만곡

이며, 이는 노인 요통의 주요 발병 인자들이기도 하다

(Lee, 2016).

 

2) 건강상태 특성

연구대상자의 43.02%가 평소 건강한 편이라고 응

답하였는데<Table 8>, 1차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

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응답자 모두 요통으로 

Category Sub-category n (%)

Health condition

Very healthy 2 (00.78)

Healthy 111 (43.02)

Not so bad 102 (39.53)

Bad 41 (15.89)

Very bad 2 (00.78)

Disease type

Lumbar sprain 86 (33.33)

Lumbar herniated intervertebral disc 78 (30.23)

Osteoarthritis, Spinal stenosis 59 (22.87)

Ankylosing spondylitis 6 (02.33)

Cancer 2 (00.78)

Infectious disease 2 (00.78)

Other 25 (09.68)

Periods of outbreak

(year)

Less than 1 51 (19.77)

More than 1-less than 3 59 (22.87)

More than 3-less than 5 40 (15.50)

More than 5-less than 10 47 (18.22)

More than 10 61 (23.64)

Symptom

Increased pain when exercising or bending 15 (05.82)

Numbness in the legs 13 (05.04)

Increased pain when walking 57 (22.09)

Neuromyotonia 19 (07.36)

Morning stiffness 26 (10.08)

Stab of pain 108 (41.86)

Increased pain when coughing 5 (01.94)

Other 15 (05.81)

Cause of pain

Scoliosis 45 (17.44)

Lifting heavy objects 22 (08.53)

Wrong position 54 (20.93)

Age 45 (17.44)

Dystonia 22 (08.53)

Weight 62 (24.03)

Chronic cough 5 (01.94)

Other 3 (01.16)

Table 8. Healt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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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허리 보호대를 착용한 경험이 있다. 허리 통증에 

따른 주요 병명으로는 요추 염좌(33.33%), 허리디스크

(30.23%) 등의 순이었으며, 발병 기간으로는 10년 이

상(23.64%)이 가장 많았다. 주요 증상으로는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41.86%로 가장 높았으며, 요통의 

주요 원인으로는 몸무게가 24.03%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는 자세불량(20.93%)이었는데, 몸

무게가 증가할수록 서 있을 때 체중의 약 1.5배가 허리

에 부담이 되어 요통이 발생한다(Chong, 2019).

 

3) 디자인 평가 및 만족도

개발한 디자인 A, B, C, D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

<Table 9>, 남성용 디자인 A와 B는 형태를 제외하고 

5점대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Category Mean (S.D.) Rank

D
esig

n
 A

&
B

All-in-one body covering only the waist 4.68 (1.89) 11

Medical silicone inside prevents discomfort caused by curling up or running down the waist 

guard
5.26 (1.93) 9

Easily fixed and detachable with one touch by using 15 cm wide and powerful velcro 5.32 (1.93) 8

The color matching handle on the front fastening part makes it easier to wear a protective belt 5.33 (1.96) 7

Velcro can be attached by marking a scale on the fastening part that is used frequently 5.33 (1.91) 7

Using highly elastic polyurethane (15%) and durable nylon (85%) mixed material 5.26 (1.97) 9

Lightweight, materials that do not sweat and have good breathability (e.g., Coolmax), mesh 

material (e.g., Power net),  anti-bacteria 
5.64 (1.95) 4

Easy to carry with lightweight material less than 200 g and fabrics less than 0.2 cm thick 5.74 (1.94) 3

Mitigates the load in the lumbar spine and relieves back pain by inserting 14 cm length support 5.52 (1.98) 6

Use 4-needle stitch to improve functionality. Sewing method which minimizes galling and 

friction
5.57 (1.94) 5

Achromatic colors such as black, white and gray/Solid color 5.17 (1.00) 10

Adjusts the size and pressure to fit the body shape by applying the Boa® Fit System 5.93 (1.85) 1

Relieves pain by intensive compression of the lower back through double belt straps to limit 

improper posture and lower back bending
5.91 (1.88) 2

D
esig

n
 C

&
D

All-in-one body covering the pelvis and waist 5.04 (1.01) 13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aist and stomach areas where internal organs are located must refrain 

from clothing pressure. In order to avoid discomfort despite putting on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lothing pressure by area when designing clothes

5.33 (1.91) 11

Easily fixed and detachable with one touch by using 15 cm wide and powerful velcro 5.43 (1.92) 7

The color matching handle on the front fastening part makes it easier to wear a protective belt 5.37 (1.99) 9

Velcro can be attached by marking a scale on the fastening part that is used frequently 5.41 (1.98) 8

Using highly elastic polyurethane (15%) and durable nylon (85%) mixed material 5.36 (1.97) 10

Lightweight, materials that do not sweat and have good breathability (e.g., Coolmax), mesh 

material (e.g., Power net),  anti-bacteria 
5.66 (1.00) 4

Easy to carry with lightweight material less than 200 g and fabrics less than 0.2 cm thick 5.69( 1.00) 3

Mitigates the load in the lumbar spine and relieves back pain by inserting 11 cm length support 5.60 (1.99) 5

Seam sealing design to minimize skin irritation caused by seam during moving 5.59 (1.00) 6

Achromatic colors such as black, white and gray/Solid color 5.23 (1.00) 12

Adjusts the size and pressure to fit the body shape by applying the Boa® Fit System 5.95 (1.88) 1

Relieves pain by intensive compression of the lower back through double belt straps to limit 

improper posture and lower back bending
5.91 (1.96) 2

Table 9. Satisfactions on Design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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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보아핏시스템으로 

다이얼을 이용한 디자인(M=5.93, S.D.=.85)이었으며, 

다음으로는 더블 벨트 스트랩(M=5.91, S.D.=.88)이

었다.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던 통증 완화 기능을 보

완하기 위해 더블 벨트 스트랩으로 설계하여 허리를 

지지하고, 보아핏시스템을 이용하여 착용자의 취향

에 따라 조임 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자에 

적합한 지지 강도로 안정적인 지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휴

대 용이성(M=5.74, S.D.=.94)에 대한 부분에서 만족

도가 높았는데, 기존 제품의 경우 무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량 소재의 사용으로 200 g 

미만의 가벼운 무게를 제안하였다. 또한, 0.2 cm의 얇

은 두께로 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옷 안에 착용이 가

능하고 휴대가 용이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여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허리만 감싸주는 

본체만 있는 일체형(M=4.68, S.D.=.89)은 다소 낮은 결

과를 보였는데, 본체만 있는 일체형은 동작 시 요통 방

지에 효과가 덜 하기 때문에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으

로 판단된다. 여성용 디자인 C와 D는 5점대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

가 높은 부분은 보아핏시스템으로 다이얼을 이용한 

디자인(M=5.95, S.D.=.88)이었다.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부분은 더블 벨트 스트랩으로 바른 자세 유지 및 

통증 완화(M=5.91, S.D.=.96)였고, 0.2 cm 두께, 200 g 

미만의 무게로 옷 안에 착용이 가능하고 휴대가 용이

(M=5.69, S.D.=1.00), 경량 소재, 흡한속건 소재(쿨맥

스), 매쉬 소재(파워넷), 항균 소재의 사용(M =5.66, 

S.D.=1.00) 순으로 나타났다. 무채색 색상/무늬 없음

(M=5.23, S.D.=1.00), 골반과 허리를 감싸주는 본체만 

있는 일체형(M=5.04, S.D.=1.01)의 경우 만족도가 다

소 낮게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 파스텔 색상

과 누드색, 플라워 문양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 제품은 다양한 컬러와 문양의 제품 개발이 필요

하겠다.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B와 D 같

이 고령자가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사이즈 조절이 

쉬운 디자인이라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디자인 A, B, C, D의 구매 및 사용/착용 의도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 모두 평균 5점대 이상으로 개

발한 디자인에 대해 구매 및 사용/착용을 원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10). 모든 디자인에 대해 응답자의 절

반 이상이 구매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A: 56.60%, 

B: 71.70%, C: 67.50%, D: 79.90%), 64% 이상이 사

용/착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 64.00%, 

B: 74.80%, C: 64.70%, D: 79.10%). 응답자의 74% 이상

Category Sub-category Mean (S.D.) Rank

Purchase 

intention

I want to purchase Design A. 4.81 (1.91) 4

I want to purchase Design B. 5.24 (1.05) 2

I want to purchase Design C. 5.03 (1.95) 3

I want to purchase Design D. 5.45 (1.05) 1

Use

intention

I want to use/Wear Design A. 4.91 (1.91) 4

I want to use/Wear Design B. 5.32 (1.06) 2

I want to use/Wear Design C. 5.00 (1.98) 3

I want to use/Wear Design D. 5.50 (1.09) 1

Waist 

protection

Design A will help me to waist protection. 5.05 (1.86) 4

Design B will help me to waist protection. 5.55 (1.91) 2

Design C will help me to waist protection. 5.16 (1.94) 3

Design D will help me to waist protection. 5.60 (1.94) 1

Pain 

relief

I think it will be helpful for (alleviating waist pains)-Design A. 5.07 (1.92) 4

I think it will be helpful for (alleviating waist pains)-Design B. 5.59 (1.97) 2

I think it will be helpful for (alleviating waist pains)-Design C. 5.26 (1.95) 3

I think it will be helpful for (alleviating waist pains)-Design D. 5.79 (1.02) 1

Table 10. Purchase and use intention, waist protection and pain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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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발한 디자인의 제품이 허리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며(A: 74.10%, B: 84.90%, C: 

75.60%, D: 88.70%), 71% 이상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A: 71.80%, B: 85.30%, C: 

76.00%, D: 90.70%). 개발한 디자인의 구매, 사용/착용 

의도에 대해서는 디자인 D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디자인 B였다. 디자인 B와 D 

모두 보아핏시스템 설계로 다이얼을 돌려 취향에 맞

게 사이즈 및 압박 조절이 가능하고, 탈착이 용이하여 

고령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신축성이 뛰어

난 더블 벨트 스트랩을 이용하여 바른 자세의 유지가 

가능하고 허리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구매 및 사용/착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디자인 A, B, C, D의 만족도 및 사용/착

용 의도 여부에 대한 독립표본 t-test와 ANOVA 분석 

결과, 사용/착용 의도 여부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Table 11).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남성용 디자

인 A와 B를 구매 및 사용/착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p≤.001),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여

성용 디자인 C를 사용/착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5). 남성의 경우 허리 보호대 제품 구매 시 

동작 용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오드람프와 웰딩 기법으

로 봉제하여 시접을 제거하였고, 피부와의 마찰을 줄

여 동작이 용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남성용으로 

개발된 디자인 A와 B를 더 구매 및 사용/착용하고 싶

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C의 경우, 기존 제품의 

여성의 만족도가 낮았던 조임 정도/사이즈, 동작 용이

성, 탈착 용이성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여성용으로 개발된 디자인 C를 더 사용/착용하

고 싶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남

성용 디자인 A는 허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였으며(p≤.05), 남성용 디자인 A와 B는 통증을 완

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p≤.05, p≤.01).

 

4. 3차 설문조사 결과

사전 연구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디자인 B와 D

를 실물로 제작하였다(Table 12). 실물을 착용하고 움

직인 이후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7.40세(S.D.=3.78)였으

며, 성비는 남 60.00%, 여 40.00%이었다. 평균 키는 여

성 158.00 cm, 남성 168.00 cm였으며, 평균 몸무게는 

여성 55.00 kg, 남성 59.33 kg으로, BMI 정상체중에 해

당되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1). 

주관적 인지체형으로는 표준체형(60.00%)이 가장 많

Sub-category Group Sub-group Mean (S.D.) t p

I want to purchase Design A. Gender
Male 4.92 (1.90)

1.982 .048
Female 4.69 (1.91)

I want to purchase Design B. Gender
Male 5.50 (1.04)

4.012 .000
Female 4.98 (1.01)

I want to use/Wear Design A. Gender
Male 5.02 (1.91)

2.087 .038
Female 4.79 (1.91)

I want to use/Wear Design B. Gender
Male 5.48 (1.02)

2.531 .012
Female 5.15 (1.08)

I want to use/Wear Design C. Gender
Male 4.85 (1.95)

‒2.432 .016
Female 5.15 (1.99)

Design A will help me to waist protection. Gender
Male 5.17 (1.85)

2.177 .030
Female 4.94 (1.85)

I think it will be helpful for 

(alleviating waist pains)-Design A.
Gender

Male 5.24 (1.90)
3.217 .001

Female 4.88 (1.91)

I think it will be helpful for 

(alleviating waist pains)-Design B.
Gender

Male 5.76 (1.92)
2.769 .006

Female 5.43 (1.00)

Table 11. Results of t-tests and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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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그 다음으로 숙인체형과 젖힌체형이 각 20.00%

였다. 착용 후 전반적인 기능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M=4.40), 특히 통증 완화 기능이 5.80점으로 

가장 높았다(Table 13).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한 만족

도는 4.80점이었고, 가장 만족한 부분은 조임 정도/사

이즈와 색상/문양(각 M=4.80), 그 다음으로는 착용 방

식, 여밈 방식, 소재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판되고 

있는 허리 보호대에 대한 불편함이 개선된 것으로 보

이며, 보아핏시스템으로 고령자가 허리 보호대를 취

향에 맞게 몸에 밀착될 수 있도록 조임 정도/사이즈 조

절이 가능하여 허리에 편안함과 안정성을 제공하여 

허리 통증이 완화되고, 동작 시 불편함이 없어 허리 부

Category Mean (S.D.) Rank

Overall 

satisfaction

I am satisfied with the overall function. 4.80 (1.79) 1

I am satisfied with overall design. 4.40 (1.52) 2

Function
It is helpful to waist protection. 5.20 (1.64) 2

It is helpful for alleviating waist pains. 5.80 (1.64) 1

Design

I am satisfied with the (item type). 4.20 (1.92) 4

I am satisfied with the (detail). 4.40 (1.34) 3

I am satisfied with the (color/pattern). 4.80 (1.48) 1

I am satisfied with the (fabric). 4.40 (1.14) 3

I am satisfied with the (fastening method). 4.60 (1.67) 2

I am satisfied with the (wearing method). 4.60 (1.52) 2

I am satisfied with the (fit/size). 4.80 (1.79) 1

Characteristic

I am satisfied with the (mobility). 4.80 (1.30) 2

I am satisfied with the (ease of don and doff). 5.00 (1.22) 1

I am satisfied with the (ease of care). 5.00 (1.41) 1

I am satisfied with the (ease of use). 3.80 (1.10) 4

I am satisfied with the (portability). 4.40 (1.14) 3

Purchase/ 

Use intention

I want to purchase the waist protector. 4.80 (2.28) 2

I want to use the waist protector. 4.40 (2.30) 3

Table 13. Results on satisfactions after wearing waist protectors

Name Prototypes

Design B

Design D

Table 12. Prototypes of the waist prot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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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이얼을 

이용한 설계로 착용 방식, 여밈 방식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사용 특성으로는 탈착 용이성과 

관리 용이성(각 M=5.00)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사용 용이성은 3점대로 다소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

였다. 보아핏시스템의 경우 디자인에 대해서는 만족

도가 높았으나, 사용 용이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고령

자가 보아핏시스템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음을 보여주

는 결과로 사용 용이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

겨지는 간단하고 쉬운 작동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보아핏시스템 등의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향후 보완이 가능 하겠다. 각 설문문항에 

대하여 성별, 연령, 체형 등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만족하는 점에 대한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는 

60.00%가 허리에 안정감을 준다고 응답하였고, 반면

에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으로는 20.00%가 벨크로 부

분이 더 컸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부분을 제외

한 기능, 디자인, 사용 특성은 모두 4점대 이상으로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에 대한 구매(M=4.80) 

및 사용 의도(M=4.4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허리 보호대 착용 경험이 있는 만 65세 이

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허리 보호대의 기능 및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전 연구

와 설문결과를 토대로 고령층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만족도 높은 허리 보호대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디자인을 실물로 제작하고 착

의 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기능 및 디자인, 사용 특성에 대한 선

호도를 알아본 결과, 허리만 감싸주는 본체만 있는 일

체형을 선호하였으며, 2개의 지지대가 삽입되어 지지 

강도가 적당하고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제품을 선호

하였다. 무채색과 무늬가 없는 것이 선호되었고, 옷 

속에 착용하는 스타일, 조임 정도가 적당한 제품, 경량 

소재, 흡한속건 소재 등이 선호되었다. 사용 특성과 관

련하여, 걷거나 서 있을 때 불편함이 없고 입기 쉬운 제

품, 세탁이 용이한 제품을 선호하였으며, 단순한 디자

인, 휴대가 용이한 초경량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선호도 조사 결과, 성별에 따라 선호하

는 기능과 디자인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남성용 디자인 A와 B, 여성용 디자인 C와 D를 개발하

였다. 디자인 A와 B의 경우 허리만 감싸주는 본체만 

있는 일체형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내부에 삽입되는 

플라스틱 지지대는 길이를 14 cm로 설계하였고, 지지

대에 구멍을 뚫어 통풍을 돕고 쾌적성을 향상시켰으

며,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오드람프 

봉제 기법을 사용하여 두꺼운 시접을 제거하고, 피부

와의 마찰을 극소화 시켜 동작이 용이하고 편안한 착

용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쪽에 의료용 실

리콘을 사용하여 말림 현상이나 보행 중 흘러내림으

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디자인 C와 D의 경

우, 골반과 허리를 감싸주는 본체만 있는 일체형으로 

디자인 하였으며, 11 cm 길이의 지지대로 설계하여 고

령자의 요추 만곡을 조절하여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작 시 봉제선으로 인한 피부 거

슬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실링으로 설계하여 동작의 

가동성에 한계를 주지 않고, 보다 편안함을 줄 수 있도

록 하였다. 통기성 부위에는 무봉제 웰딩 기법을 이용

하였으며 시접을 최대한 납작하게 제작하여 공기의 

저항을 최소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였다. 디자

인 B와 D의 경우, 보아핏시스템 설계로 미세 조정 기

능을 통한 최적의 피팅으로 허리에 편안함과 안정성

을 제공하여 허리 부상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

이얼을 돌려서 고령자가 손쉽게 조임 정도/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뒷부분에는 더블 벨트 스트랩으로 디

자인하여 허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척추 변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개발한 디자인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 결과, 디자인 모

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보아핏시스템이 

적용된 디자인 B와 D에 대한 만족도와 기대감이 높

았다. 또한, 응답자의 56.60~79.90%가 구매 및 64.00~ 

79.10%가 사용/착용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장 선호된 디자인 B와 D를 실물로 제작하여 

착용 후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능, 디자인, 사

용 특성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제품 구매 및 사용 의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낮게 나타난 사용 용이

도를 높이기 위해 벨크로 너비 확대 및 보아핏시스템

의 직관적 사용성 등을 높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디

자인 만족도 평가는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

문항의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림과 함

께 설명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

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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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실제 제품을 제작하여 성능 시험을 진행하였

는데, 다양한 체형의 고령 남녀에 대해 착용성 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인구통계학적 배경의 다수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

로 고령자의 체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허리 보

호대 제품 개발 시 고령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관련 연구자료 구축 및 제품 상품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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