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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나이가 듦에 따라 갖가지 질병이 발생하지만, 특히 

배뇨와 관련된 다양한 증상들이 노년층에서는 빈번하

게 나타난다.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

이 흘러나오는 증상으로, 65세 이상 여성 중 17~55%가 

요실금을 경험할 정도로 노년 여성에게 빈번한 증상 

중 하나이다(Cho, 2021). 요실금은 남성보다는 여성

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

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빈도도 높아진다(“요실

금 [Urinary incontinence]”, 2022). 포르투갈 상 주앙

(Portugal Sӓo Joӓo) 대학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요실금

은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이 있

는 여성은 요실금이 없는 여성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66.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죄책감이 심하며 자존감도 낮았다(Han, 2021). 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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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질염, 배뇨장애, 피부 질환, 대인 기피증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 2021). 요실

금의 종류는 복압이 올라갈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복압

성 요실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어 화장실에 가는 

도중에 소변이 흘러나오는 절박성 요실금, 복압성 요

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혼합된 복합성 요실금, 방광

에 소변이 가득 차서 넘쳐 흘러나오는 일류성 요실금, 

신경 질환이나 정신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심인성 요실금, 요관이나 방관에 구조적 이상으로 소

변이 나오는 진성 요실금 등이 있다(“요실금 [Urinary 

incontinence]”, 2022).

인구 고령화로 노년층 요실금 환자의 수는 10년 전

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Jang, 2021). 요실

금이 골반 근육 약화와 방광 신경 불안정 등으로 생겨

나므로 노화에 따른 증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요실

금 증상으로 인해 소변 냄새와 활동 제약으로 불편함

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실금 증상을 겪는 사람

들 중 86.5%가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지인 혹은 온라

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생리대와 요실금 패드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도 

7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21).

이처럼 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노년층이 증가

하면서 요실금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요실금 팬티와 

패드(기저귀) 등 요실금 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고 있다. 요실금 패드는 묽은 소변을 흡수하고 동시에 

수분 장벽을 제공하여 소변과 피부의 접촉을 최소화

하는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고, 요실금 팬티는 소변

의 양에 따라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Lee, 2021). 요실금 팬티는 15 cc, 25 cc, 30 cc, 50 cc, 

100 cc, 150 cc 등 소변의 흡수량으로 구분하여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e.g., www.beneluv.com), 요실금 패

드는 슬림, 파워, 중형, 대형, 특대형 등으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다(e.g., www.dependmall.com). 고령인구

의 비중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 인구 증가와 

함께 요실금 팬티 및 패드 시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

고 있어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35.2% 증가한 1조 

944억 엔의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 팬티 타입과 패드 

타입 시장뿐만 아니라 액티브 시니어 층을 겨냥한 얇

고 티가 나지 않는 요실금 패드 상품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h, 2021). 우리나라에서도 노

년층의 증가로 인해 노인용품들이 다양해지고 있으

며, 요실금 팬티와 패드가 다양한 브랜드에서 여러 기

능으로 출시되고 있다. 디펜드, 라엘 코리아, 베네러

브, 테나, 금비, 아텐토, 속옷 브랜드 쌍방울, 비너스, 비

비안 등에서 요실금 증상 정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 외에 요실금 관련 

제품에는 요실금 치료기, 요실금 소변 매트리스, 요실

금 소변 주머니 등이 있다.

요실금 팬티 및 패드에 대한 연구로는 요실금 팬티

의 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Jeong et al., 2019), 남성용 요

실금 팬티에 관한 연구(Kim, 2016; Koo, 2017, 2020; 

Lee, 2015), 노년기 요실금 팬티 실태에 관한 연구(Lee 

& Kim, 2016), 일회용 요실금 위생용품 사용 실태에 관

한 연구(Park & Han, 2011), 노년 여성 요실금 팬티 개

발에 관한 연구(Jo et al., 2001), 요실금 팬티가 피부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Trowbridge et al., 2017) 

등이 있다. 그러나 노년 여성이 자신의 요실금 증상과 

요실금 팬티 및 패드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요실금 증상과 요실

금 팬티 및 패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Q

방법론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노년 여성용 요실금 팬티 및 패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Q방법론

Q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 연구를 위해 심리학은 

물론, 사회 과학 분야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연구방법

인 동시에 분석방법이다(Kim, 2008). Q방법론은 여러 

사람들에 걸쳐 어떤 속성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행태주의 연구방법과는 반대로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사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Kim, 2008). 또,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동

시에 가지고 있는 상호보완적 연구방법론으로 개인

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고 개인의 주관성에 과학적인 

객관성을 부여하여 연구하는 방법이다(McKeown & 

Thomas, 2013). 따라서 Q방법론은 어떤 현상에 대해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과 의미를 부여하고 개개인이 

나타내는 반응의 개인차를 드러낼 수 있으며, 인간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가치, 신념, 아이디어, 이미지 등

을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영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다(Brow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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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모집단의 구성과 Q표본의 추출

Q모집단은 연구주제와 관련된 모든 진술문을 확

보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진술문은 요실금과 요실금 

팬티 및 패드에 대한 의견과 태도를 말한다. 요실금

과 관련된 선행연구(Jo et al., 2001; Kim, 2016; Lee & 

Kim, 2016)를 고찰하여 총 60개의 진술문인 Q모집단

을 구성하였다. 이 중 Q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e)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노

년 여성 3명을 대상으로 요실금에 관련된 설문과 심

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은 패션 

관련 전문가 3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피험자가 자유롭

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

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총 31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

다(Table 1).

 

3. P표본

P표본의 선정은 피험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소표본 

원칙(small sample doctrine)을 따르면 된다. Q방법론

No. Q sample

1 I think urinary incontinence is an aging phenomenon.

2 I hide urinary incontinence from others.

3 I wear urinary incontinence underwear.

4 I wear urinary incontinence pad. 

5 I use a sanitary pad. 

6 I avoi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cause of urinary incontinence.

7 I am reluctant to use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8 I think urinary incontinence needs treatment.

9 I am most worried about the smell of urine. 

10 I am most worried about the outward signs. 

11 I know that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are divided by absorption.

12 I sometimes have urinary incontinence symptoms. 

13 I have a lot of urinary incontinence.

14 I buy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myself. 

15 I go to the restroom often. 

16 I prefer disposable products. 

17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cause skin trouble.

18 Absorption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19 Waterproofing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20 Wearing sensation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21 Fitting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22 Price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23 I get urinary incontinence when I sleep.

24 I have urinary incontinence in strenuous activities. 

25 I get urinary incontinence when I sneeze or laugh. 

26 I am depressed by incontinence. 

27 Design is also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28 When I go outside, I figure out the location of the restroom first. 

29 I think urinary incontinence symptoms can improve. 

30 I am not comfortable with incontinence products. 

31 I am always nervous about incontinence. 

Table 1. Q sample for urinary incontin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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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 개인 안에서 의미의 중요성(intra-individual dif-

ference in significance)을 연구하는 것으로 많은 표본

이 필요하지 않다(Kim, 2008). 표본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인에 대해 이미 알려진 특성이다. 본 연구

에서는 노년 여성 중 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는 피험

자를 P표본으로 하였다. P표본은 의도적 표집을 통

해 20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7월 5일부터 

2021년 7월 20일까지 서울과 전남지역에서 이루어졌다.

 

4. Q분류

Q분류는 순서 정하기(rank ordering) 절차와 매우 유

사한 것으로 피험자가 특정 조건에 따라 자극물을 중

요한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다(Kim, 2008). P표본인 

피험자가 Q표본을 자신의 주관에 따라 분류하고 배

치하는 단계이다. P표본은 주어진 진술문을 모두 한번 

읽고 먼저 내용을 이해한다. 다음 단계로 진술문을 동

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한다. 가장 동

의하는 진술문은 오른쪽 끝에 배치하고 동의하지 않

는 진술문은 왼쪽 끝에 배치한다. Q분류는 유사정규

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로 배치한다. Q분류가 

끝난 후,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4개와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4개를 선정하여 선정 이유에 대한 심층면

담을 실시한다. 심층면담 내용은 분석에 활용하였다

(Fig. 1).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쿼넬 pc 프로그램(QUANL pc pro-

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

도록 변환점수(computational score)를 사용하여 1부

터 9까지의 점수를 입력하였다. ‘가장 비동의’하는 경

우 1을, ‘가장 동의’하는 경우 9를 입력하였다. 요인회

전은 베리맥스(Varimax)방식으로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요실금에 대한 분석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성에 객관성을 부여하는 방

법인 Q방법론을 활용하여 65세 이후 요실금이 있는 

노년 여성이 요실금 및 요실금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인

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 요실금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65세 이후 

여성의 요실금에 대한 인식유형은 3가지 요인이 추출

되었다(Table 2).

요인회전을 통해 추출된 3개 요인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년 여성의 요실금 및 요실금 제품에 대한 인식

은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이상적인 요

인의 수는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 1.000 이상인 요

인을 추출하여 결정하였다. 요실금 및 요실금 제품에 

Neutral

←Disagree  Agree→

Q sample  2  3  3  4 5  4  3  3  2

Score ‒4 ‒3 ‒2 ‒1 0 +1 +2 +3 +4

C.S.  1  2  3  4 5  6  7  8  9

Fig. 1. Distribution chart for Q sorting.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Factor loading 4.693 2.592 1.504

Variance 0.235 0.130 0.075

Cumulative variance 0.235 0.365 0.440

Table 2. Q factor loading and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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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유형 3개는 전체 변량의 70.69%를 설명하

였다. 제1유형과 제3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으

며, 다음으로 제1유형과 제2유형, 제2유형과 제3유

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과 제3유형이 가장 상

관관계가 낮았다(Table 3).

제1유형은 7명, 제2유형은 9명, 제3유형은 4명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의 평균 나이는 69.71세이며, 평

균 몸무게는 58.00 kg, 평균 키는 157.86 cm로 BMI지

수가 23.27인 과체중이었다. 제1유형 7명은 모두 출산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자녀의 수는 2.43명이

었다. 학력은 5명이 고등학교 졸업이었으며, 1명은 대

학교 졸업, 1명은 중학교 졸업으로 분석되었다. 사용

하는 요실금 제품으로는 요실금 팬티가 5명, 일회용 

팬티 타입 제품이 1명, 일회용 패드가 1명으로 요실금 

팬티에 대한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요실금 증상

으로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명, 없는 경우

가 3명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은 평균 나이가 67.56세

이며, 평균 몸무게는 59.67 kg, 평균 키는 158.56 cm로 

BMI지수가 23.73인 과체중이었다. 평균 자녀의 수는 

2.67명이었다. 제2유형은 대학교 졸업이 4명, 고등학

교 졸업이 3명, 중학교 졸업이 2명이었고, 1명을 제외

하고 모두 요실금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경험이 있었

다. 또, 요실금 제품 중에서 일회용 패드를 사용하는 경

우가 6명, 일회용 팬티 타입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3명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고 있

었다. 제3유형은 평균 나이가 70.24세이며, 평균 몸무

게는 56.75 kg, 평균 키는 155.00 cm로 BMI지수 23.62

인 과체중이었다. 제3유형 중 1명은 대학교 졸업, 2명

은 고등학교 졸업, 1명은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지

고 있으며, 평균 자녀의 수는 3.25명이었다. 3유형 중 

가장 출산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

하는 요실금 제품은 요실금 팬티가 2명, 일회용 팬티 

타입이 1명, 일회용 패드가 1명이었고, 1명을 제외하

고는 요실금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Table 4).

유형에 따른 표준점수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제1유

형은 요실금을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한다(No.1), 요실

금 제품은 가격이 중요하다(No.22), 재채기나 웃을 때 

요실금이 나타난다(No.25), 요실금으로 우울하다(No. 

26), 밖에 나가면 화장실 위치부터 파악한다(No.28), 

요실금으로 늘 불안하다(No.31)는 항목의 표준점수

가 높았다. 제2유형은 요실금을 다른 사람에게 숨긴다

(No.2), 요실금 패드를 사용한다(No.4), 생리대를 사용

한다(No. 5), 요실금으로 대인관계를 기피한다(No.6), 

요실금 제품 사용에 거부감이 있다(No.7), 요실금 제품

이 흡수량에 따라 나눠지는 걸 알고 있다(No.11), 요실

금 증상이 가끔 나타난다(No.12), 요실금 제품을 직접 

구매한다(No.14), 일회용 제품을 선호한다(No.16), 요

실금 제품은 방수기능이 중요하다(No.19)는 항목에

서 요인점수가 높았다. 제3유형은 요실금 팬티를 착용

한다(No.3), 요실금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No. 

8), 소변 냄새가 가장 걱정된다(No.9), 밖으로 표시나

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No.10), 요실금 양이 많다(No. 

13), 화장실을 수시로 간다(No.15), 요실금 제품은 피

부 트러블을 일으킨다(No.7), 요실금 제품은 흡수기능

이 중요하다(No.18), 요실금 제품은 착용감이 중요하

다(No.20), 요실금 제품은 맞음새가 중요하다(No.21), 

수면 시 요실금이 나타난다(No.23), 격렬한 활동 시 요

실금이 나타난다(No.24), 요실금 제품도 디자인이 중

요하다(No.27), 요실금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

한다(No.29), 요실금 제품이 불편하다(No.30)는 항목

에서 표준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5).

 

2. Q유형 구성

1) 제1유형: 우울 불안형

제1유형은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유형이 강하

게 동의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요실금으로 늘 불안

하고(No.31) 우울하며(No.26), 밖에 나가면 화장실 위

치부터 파악한다(No.28). 또, 요실금은 노화현상이라

고 생각하며(No.1), 요실금 제품은 흡수기능이 중요하

다(No.18)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실금 증상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0 0.204 0.369

Type 2 0.204 1.000 0.162

Type 3 0.369 0.162 1.000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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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No.29), 요실금 

제품이 흡수량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No.11), 요실금 제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No.14). 

또, 일회용 요실금 제품을 선호하지 않고(No.16), 요

실금 제품 대신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No.5)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6).

요인가중치가 큰 12번(1.37), 18번(1.83) 응답자는 

제1유형을 대표하였다. 12번 응답자는 “요실금으로 

우울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젊을 때는 없었던 

요실금이 생기면서 내가 노인이 된 거 같아서 우울하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밖에 나가면 화장실 위치를 

먼저 파악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변이 새는 경우 

화장실을 가야 해서 화장실 위치를 먼저 확인하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제품은 가격이 중요하다”

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요실금 제품 구입

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하

였다. 또, “요실금 제품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하였고, 이는 “요실금 제품을 오래 사용해 보니 일회용 

제품은 피부가 빨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

나 “요실금 제품이 흡수량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몰

랐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실금 제품은 다 같은 줄 알

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증상이 나아질 거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는 “나이가 더 들

어갈수록 나아지기보다는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제품을 직접 구매하지

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요실금이 있다

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회

용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회용 제품의 가격도 부담되고 피부도 자꾸 짓무르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8번 응답자는 “요실금으로 우울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실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 인생이 다 끝난 

거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으로 인해 늘 불

안하다”고 하였고, 이는 “요실금이 언제 나타날지 모

Division No.
Factor 

loading
Age

Weight

(kg)

Height

(cm)
Children

Academic 

background
Use product

Hospital 

visit
BMI

Type 1

(n = 7)

1 0.944 67 56 158 2 High school Pad No 22.43

3 1.102 74 58 158 3 High school Panty No 23.23

7 0.762 69 60 160 2 High school Panty Yes 23.44

10 0.990 72 59 157 3 High school Panty Yes 23.94

11 0.819 72 57 156 3 Middle school Panty type diaper No 23.42

12 1.365 65 60 159 2 High school Panty Yes 23.73

18 1.826 69 56 157 2 BA Panty Yes 22.72

Type 2

(n = 9)

2 1.447 65 55 160 3 BA Panty type diaper Yes 21.48

4 0.425 70 60 155 2 Middle school Pad Yes 24.97

8 0.444 66 57 156 4 Middle school Panty type diaper Yes 23.42

9 1.092 68 65 158 3 High school Pad Yes 26.04

13 0.722 65 57 160 3 High school Pad No 22.27

15 0.785 71 60 162 2 BA Pad Yes 22.86

16 0.393 70 58 158 3 High school Panty type diaper Yes 23.23

17 1.085 67 62 163 2 BA Pad Yes 23.34

20 0.694 66 63 155 2 BA Pad Yes 26.22

Type 3

(n = 4)

5 0.745 66 59 153 3 Middle school Panty type diaper Yes 25.20

6 1.284 65 52 156 4 High school Pad No 21.37

14 0.555 75 57 155 3 BA Panty Yes 23.73

19 1.962 75 59 156 3 High school Panty Yes 24.24

BA: Bachelor of Arts

Table 4. Factor loading by types of P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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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니까 늘 신경 쓰이고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때문에 대인관계를 피하게 된다”고 하였는

데, 이는 “수시로 요실금이 나타나서 나한테 냄새가 나

는 거 같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요실금 제품 사용을 꺼리게 된다”고 하였

는데, 그 이유는 “요실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사용하기 싫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그러나 “요실금 제품 대신 생리대를 사용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처음에는 사용해

봤으나 소변을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일회용 제품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는

데, 이는 “일회용 제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또, “요실금 제품을 직접 구매하지 않

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실금이 있다는 것을 다른 

No. Statement Type 1 Type 2 Type 3

1 I think urinary incontinence is an aging phenomenon.  1.3  0.7  0.5

2 I hide urinary incontinence from others.  0.3  0.7 ‒1.0

3 I wear urinary incontinence underwear.  0.3 ‒1.2  1.4

4 I wear urinary incontinence pad. ‒0.6  1.4 ‒1.1

5 I use a sanitary pad. ‒1.9 ‒0.2 ‒1.6

6 I avoi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cause of urinary incontinence. ‒0.1  1.7 ‒0.8

7 I am reluctant to use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0.4  0.3 ‒1.5

8 I think urinary incontinence needs treatment. ‒0.2 ‒0.0  0.5

9 I am most worried about the smell of urine.  0.8  0.1  1.3

10 I am most worried about the outward signs.  0.9  0.7  1.2

11 I know that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are divided by absorption. ‒1.2  1.0 ‒0.1

12 I sometimes have urinary incontinence symptoms.  0.2  0.4 ‒1.6

13 I have a lot of urinary incontinence. ‒0.7 ‒1.5  0.7

14 I buy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myself. ‒1.8 ‒0.0 ‒0.4

15 I go to the restroom often.  0.3  1.0  1.8

16 I prefer disposable products. ‒1.8  0.8 ‒1.1

17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cause skin trouble. ‒0.1 ‒0.8  0.7

18 Absorption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1.2  1.0  2.0

19 Waterproofing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0.5  1.2  0.9

20 Wearing sensation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0.4 ‒1.1  0.3

21 Fitting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0.8 ‒0.7  0.1

22 Price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0.5 ‒0.7 ‒1.1

23 I get urinary incontinence when I sleep.  0.0  0.4  0.8

24 I have urinary incontinence in strenuous activities. ‒0.0  0.5  0.7

25 I get urinary incontinence when I sneeze or laugh.  0.1 ‒0.3 ‒0.2

26 I am depressed by incontinence.  1.8 ‒0.5 ‒0.9

27 Design is also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0.9 ‒1.3 ‒0.8

28 When I go outside, I figure out the location of the restroom first.  1.7  0.4  0.6

29 I think urinary incontinence symptoms can improve. ‒1.1 ‒1.7 ‒0.6

30 I am not comfortable with incontinence products. ‒0.2 ‒0.9  0.0

31 I am always nervous about incontinence.  2.0 ‒1.4 ‒0.6

Table 5. Standard scores by types of 3 factors (Z-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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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는 것이 싫어서 자녀한테 부탁하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요실금 증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술하면 된다고 하

지만 수술 없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1유형은 요실금으로 인해 우울하고 불안하며, 대

인관계를 기피하고 외출 시 화장실 위치를 먼저 파악

하는 편이라고 인식하였다. 또, 일회용 요실금 제품 사

용을 선호하지 않으며 요실금 증상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요실금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아서 요실금 제품도 직접 구매하

지 않는 유형이었다. 제1유형을 ‘우울 불안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냄새 민감 은둔형  

제2유형은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유형과 구분

되는 인식을 나타내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는 항목은 소변 냄새가 가장 걱정되고(No.9), 

요실금으로 대인관계를 기피하며(No.6) 요실금 패드

를 착용한다(No.4)는 항목이다. 또, 요실금 제품은 방

수기능(No.19)과 흡수기능(No.18)이 중요하고 화장

실을 수시로 간다고(No.15)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요실금 제품은 착용감이 중요하고(No.20) 

요실금 팬티를 착용하며(No.3), 요실금 제품도 디자

인이 중요하다(No.27)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또, 요실금으로 늘 불안하고(No.31) 요실금 양이 많으

며(No.13) 요실금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No.29)는 항목에도 동의하지 않았다(Table 7).

요인가중치가 큰 2번(1.45)과 9번(1.09) 응답자는 

제2유형의 대표자이다. 2번 응답자는 “요실금으로 대

인관계를 기피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무래도 신

경이 쓰여서 약속이나 사람들을 덜 만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소변 냄새가 가장 걱정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소변이 조금씩 흘러서 겉으로 표시는 나지 

않지만 어른이다 보니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요

실금이 있다는 것을 숨긴다”고 하였는데, 이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요실금 제품의 방수기능이 중요하다”고 하였는

데, 이는 “소변이 겉으로 배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반면, “요실금 양이 많지는 않다”고 하였

는데, 이는 “속옷이 조금 젖을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제품은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요실금 제품은 디자인보다는 기능

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으로 인해 

우울하지는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조금 불편하기

는 하지만 우울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요실금이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

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 더 안 좋아지고 나아지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9번 응답자는 “요실금으로 대인관계를 피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혹시라도 나한테 냄새가 나지 않

을까 염려되어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외출 시 화장실 위치부터 파

악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혹시라도 소변이 나오면 

패드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패드를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소변으로 젖으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31 I am always nervous about incontinence.  1.99

26 I am depressed by incontinence.  1.85

28 When I go outside, I figure out the location of the restroom first.  1.69

1 I think urinary incontinence is an aging phenomenon.  1.32

18 Absorption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1.22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29 I think urinary incontinence symptoms can improve. ‒1.07

11 I know that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are divided by absorption. ‒1.15

14 I buy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myself. ‒1.76

16 I prefer disposable products. ‒1.81

5 My upper body is long. ‒1.94

Table 6. Characteristics of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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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교체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겉으

로 표시가 나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하였고, 이

는 “겉옷이 젖어서 표시가 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요실금 팬티를 착용하지

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실금 팬티는 소변이 

묻었을 때 교체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증상이 나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만 가능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에

게 요실금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

는 “굳이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요실금이 있어 불안하지 않다”고 하였고, 이는 “소변

이 새어 나왔을 때 신경이 쓰이기는 하지만 불안하지

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2유형은 요실금으로 인해 대인관계를 기피하고 

소변 냄새가 가장 걱정되며, 요실금 제품은 방수기능

과 흡수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주

로 요실금 패드를 착용하고 화장실에 수시로 간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을 ‘냄새 민감 은둔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기능 중시 화장실 빈번형

제3유형은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유형, 제2유

형과는 또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유형이었다. 제3유

형이 강하게 동의하는 항목은 요실금 제품의 흡수기

능이 중요하고(No.18) 화장실을 수시로 가며(No.15), 

요실금 팬티를 착용한다(No.3)는 항목이다. 또, 소변 

냄새가 가장 걱정되고(No.9) 밖으로 표시나는 것이 가

장 걱정된다(No.10)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러나 요실금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No.2) 요실금 제

품의 가격을 중요시하며(No.22), 요실금 패드를 착용

한다(No.4)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일회용 제품을 선호하고(No.16) 요실금 제품 

사용에 거부감이 있으며(No.7) 요실금 증상이 가끔 나

타난다(No.12)는 항목과 생리대를 사용한다(No.5)는 

항목에도 동의하지 않았다(Table 8).

요인가중치가 큰 6번(1.28)과 19번(1.96) 응답자는 

제3유형을 대표하였다. 6번 응답자는 “요실금 제품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킨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회용 

요실금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짓무르고 빨갛게 되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제품에서는 흡수기

능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이는 “소변이 얼마나 빨리 

흡수되느냐에 따라 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재

채기를 하거나 웃을 때 요실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

였는데, 그 이유는 “작은 움직임에 소변이 새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제품을 사용하는 게 불편하

다”고 하였고, 이는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해서 불편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회용 제품을 선

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이는 “일회용 제품이 피

부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제품의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가격보다는 얼마나 편안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9 I am most worried about the smell of urine.  2.08

6 I avoi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cause of urinary incontinence.  1.72

4 I wear urinary incontinence pad.  1.42

19 Waterproofing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1.21

18 Absorption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1.03

15 I go to the restroom often.  1.02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20 Wearing sensation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1.15

3 I wear urinary incontinence underwear. ‒1.16

27 Design is also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1.32

31 I am always nervous about incontinence. ‒1.44

13 I have a lot of urinary incontinence. ‒1.52

29 I think urinary incontinence symptoms can improve. ‒1.68

Table 7. Characteristics of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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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 “요실금 증상이 가끔 나타나지 않는다”

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요실금 제품은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다”

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에 착용하기 때문에 디자인

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9번 응답자는 “요실금 팬티를 착용한다”고 하였

는데, 이는 “요실금 양이 많은 편이라 패드는 소변이 

샐 수가 있어 팬티를 착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화장실에 자주 간다”고 하였고, 그 이유는 “수시로 소

변이 새기 때문에 자주 화장실에 가서 뒤처리도 하고 

소변도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겉으로 표시가 나

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고 하였고, 이는 “양이 많아 소

변이 새서 겉옷이 젖는 것이 가장 걱정되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또, “요실금 양이 많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냥 묻는 정도가 아니라 요실금 제품을 착용하지 않

으면 겉으로 젖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는 “요실금 

양이 많은 편이라 생리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 제품 사용에 대해 거부감은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증상 때문에 사용하는 거라 별로 거부

감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실금으로 대인관

계를 기피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실금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가끔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였

는데, 그 이유는 “수시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 요실금 

제품을 늘 착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3유형은 요실금 제품의 흡수기능이 중요하고 요

실금 때문에 화장실을 수시로 가며, 요실금 팬티를 주

로 착용한다고 인식하였다. 또, 소변 냄새가 나는 것이 

가장 걱정되고 밖으로 표시나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

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제3유형을 ‘기능 중시 화장

실 빈번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제1유형은 요실금으로 인해 우울감과 불안감이 있

다고 인식하는 유형으로 ‘우울 불안형’이었고, 제2유

형은 소변 냄새가 걱정되고 요실금으로 인해 대인관

계를 기피하는 유형으로 ‘냄새 민감 은둔형’이었다. 

또, 제3유형은 요실금 제품의 흡수기능을 중요시하

고 화장실을 수시로 가는 유형으로 ‘기능 중시 화장

실 빈번형’으로 분석되었다(Table 9).

 

IV. 결   론

본 연구는 요실금 증상을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

년 여성을 대상으로 요실금 증상과 요실금 팬티 및 패

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Q방법론으로 유

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노년 여성용 요실금 팬티 및 패드 개발의 방향을 설

정하고자 하였다.

65세 이상 요실금 증상이 있는 노년 여성의 요실금

에 대한 인식유형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분

석되었다. 제1유형은 우울 불안형이었으며, 요실금으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18 Absorption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1.96

15 I go to the restroom often.  1.76

3 I wear urinary incontinence panty.  1.39

9 I am most worried about the smell of urine.  1.27

10 I am most worried about the outward signs.  1.19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2 I hide urinary incontinence from others. ‒1.00

22 Price is important for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1.05

4 I wear urinary incontinence pad. ‒1.14

16 I prefer disposable products. ‒1.15

7 I am reluctant to use urinary incontinence products. ‒1.49

12 I sometimes have urinary incontinence symptoms. ‒1.57

5 I use a sanitary pad. ‒1.64

Table 8. Characteristics of ty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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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정신적으로 우울감과 불안함이 있다고 인식

하는 유형이었다. 또, 밖에 나가면 화장실의 위치를 가

장 먼저 파악하고 본인이 요실금이라는 것을 다른 사

람들에게 숨긴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제2유형은 

냄새 민감 은둔형이다. 요실금으로 인해 소변 냄새가 

가장 걱정되고 대인관계를 기피한다고 생각하는 유형

이었다. 또, 요실금 제품 중에서는 요실금 패드를 주로 

착용하며 요실금 양이 많지는 않고 요실금으로 인한 

불안감도 없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제3유형은 기

능 중시 화장실 빈번형으로, 요실금 제품의 흡수기능

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화장실을 수시로 간다고 생

각하는 유형이었다. 요실금 제품 중에서 팬티를 주로 

착용하며 요실금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또, 일회용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인

식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노년 여성용 요실금 팬티 및 패드

의 개발 방향은 인식유형에 따라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우울 불안형은 본인의 요실금 증상을 다른 사람

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고 일회용 제품을 선호하지 않

으므로 요실금 팬티 개발 시 겉으로 표시가 나지 않도

록 얇으면서 흡수력이 뛰어난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재 부분에서는 흡수층 소재를 압축하여 부

피감을 줄이고, 흡수층 구성 소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디자인 부분에서는 소변의 샘 방지를 위해서 기존의 

삼각팬티를 다리 부분이 내려오는 사각 디자인으로 

변경하여 샘 방지기능을 클러치 부분 가장자리와 다

리 안쪽 부분까지 연장함으로써 이중적으로 샘 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냄새 민감 은둔형의 경우 소변으로 인한 냄

새에 민감하므로 냄새를 줄여 줄 수 있는 제품 개발이 

요구된다. 흡수층의 소재 중 소취기능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일회용 패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요실금 

팬티를 개발하여 패드 교체를 통해 배출된 소변을 일

부 제거함으로써 냄새를 줄여 줄 수 있도록 팬티와 패

드가 결합된 요실금 팬티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되며, 소변에 오래갈 수 있는 향기 캡슐을 결합시킨 소

재 개발 및 적용을 통해 기능을 개선하는 방향의 개발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기능 중시 화

장실 빈번형으로 요실금 제품 본연의 흡수기능을 무

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흡수층을 구성하는 소재 

및 레이어의 구성 방법 변경을 통해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하

게 흡수 면적을 넓히거나 소변 흡수층을 두껍게 하는 

방향이 아닌 수분 흡수 능력이 우수한 소재 개발 및 흡

수성을 높이기 위한 표면 가공 등에 대한 개발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65세 이상 요실금 증상이 있는 노년 여성

들이 요실금 증상 및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

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존 요실금 제품의 

분석 및 착용 실태 조사를 통해 좀 더 기능적인 요실금 

제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V. 논   의

요실금은 삶의 질 손상, 고립, 우울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

용을 저하시키고(Holroyd-Leduc et al., 2004) 우울, 대

Type Characteristics

Type 1

Depression anxiety type

- Feel depressed.

- Be anxious.

- Find out the location of the restroom first.

- It hides what urinary incontinence is. 

Type 2

Smell-sensitive recluse type

- Worry about the smell of urine.

- Avoi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incontinence.

- Use an incontinence pad.

- I'm not anxious or depressed by incontinence.

Type 3

Functional-oriented toilet 

frequency type

- Absorption is important for incontinence products.

- I go to the restroom frequently.

- Wear incontinence underwear.

- I don't prefer disposable products.

Table 9. Characteristics b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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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피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idrich & 

Wells, 2004). 본 연구의 제1유형도 요실금으로 인해 

우울,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인식되어 선행연구와 같

은 결과를 나타냈다. 생명과 관련된 질병은 아니지만, 

사회적,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실금 제품 중 일상 활동을 주로 하는 경우 

일자 패드형의 제품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체가 편리하고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기 때문

으로 나타났다(Park & Han, 2011). 제2유형의 경우에

도 요실금 양이 많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 요실금 패

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 제품은 흐르

지 않는 흡수기능, 티 나지 않는 속옷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으며, 세탁이 가능한 팬티형 제품에 대한 선

호도가 높았다(Lee & Kim, 2016). 일반 속옷보다는 기

능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3유형

의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한 부분과 일치되는 결과였다.

요실금은 노화로 인해 생겨나는 질병 중 하나로, 일

상생활에 있어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

을 개선할 수 있는 요실금 제품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요실금 증상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냄새를 억제하고 요실금 제품의 착용이 표시

가 나지 않도록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또, 일회용 제품의 사용이 피부 트러블을 유발

하여 노년 여성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냈으

므로 세탁이 가능한 요실금 팬티 제품의 기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취기능과 빠른 흡수를 통해 

피부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흡수층 부분에 대한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자주 갈아입

는 것이 불가능한 원단 팬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적인 일회용 제품의 접목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요실금 증상의 단계 및 원인에 따른 

제품의 선호도 및 사용빈도 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실제 요실금 증

상에 따른 요실금 팬티 및 패드의 사용 실태 및 선호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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