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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presents bra pattern using the 3D measurements of the upper body subject to women 
in their 3이s. Brassieres available in the market are mostly designed for straight body shape and many women seem 
to have experienced bearing discomfort in a great extent as they grow older. Brassieres should be designed to cover 
diverse body types and the accurate measurement of body type and breast shape is needed to accomplish that.

As for the study method, 3D human body types were analyzed with RapidForm 2006, and the upper-body types 
and breast shapes were statistically classified through technical statistics analysis, cluster analysis, t-test, variance 
analysis, and cross analysis. The wearing tests went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brassieres of three makers in 
the market and the experiment brassieres（first and second） and then the evaluations were made by the subjects, the 
outer appearance assessment by experts, and 3D measurements. The rese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evaluation 
of experiment brassieres was excellent in every item, and the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out particularly in 
the items of pressure, rear center, front center, breast underneath, adequate level by wing, and adequate level by 
armhol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3D evaluation, experiment brassieres had a highest point in fitness with no 
physical pressure at the wing part and no overall deviation at the cup part.

Key words: 3D meas"emeWs（3차원 즉정）, upper body shape（상반신 체형）, breast shape（유방 유형）, deviation 
（공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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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브래지어는 2차 성징이 나타난 이후 모든 여성이 

거의 매일, 오랜 시간 동안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중요한 내의일 뿐 아니라 가슴에 볼륨감과 보정 효 

과를 증대시켜 자신감을 갖게 하는 품목으로 외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브래지어 착용할 때 다양한 유형 

의 불편함과 잘 맞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음이 보고 

되고 있으나13), 브래지어 설계에서 문제점을 해결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불편함과 맞음새의 원인 

중 하나는 상반신 체형과 유방 유형의 특성이 고려 

되지 않은 브래지어 설계 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슴 형태의 아름다움과 가슴을 올려주는 

보정 기능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상반신 체형의 다름 

과 유방 유형의 다름이 브래지어 설계에 우선 고려 

되어야 착용감이 우수하면서 아름다운 브래지어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브래지어는 20대를 기준으로 표준 체형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적합성이 낮은 실정이 

다令

브래지어의 사이즈 체계의 기본 신체 부위는 젖가 

슴둘레와 젖가슴아래둘레를 기본 부위로 한다》현 

브래지어 사이즈 체계는 인체 크기만으로 치수를 구 

분하고 있는 것으로 형태나 자세에 따른 체형 분류 

를 사이즈 체계에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 동일한 젖 

가슴둘레 사이즈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라 할지라도 3 
차원적 특성을 갖고 있는 유방의 형태와 상반신 체 

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젖가슴둘레와 젖가슴아래둘 

레만을 기본 부위로 하는 사이즈 체계와 패턴 구성 

방식은 상당수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형태의 부적합 

을 감수하게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30대 여성 

의 체형은 연령의 증가, 출산 수유, 비만, 중년기의 

호르몬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양한 체형 변 

화가 나타나며, 바른 체형과는 상당히 다른 신체 구 

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형의 차이에서 오는 형태 

의 부적합함은 착용감을 저하시키는 불만 요인이 되 

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방의 

형태와 상반신 체형의 3차원 인체 정보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고, 3차원 인체 정보가 반영된 브래지어 패 

턴 설계가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상반신 체형과 유방 유형 이 

고려된 브래지어의 설계와 생산이 요구되며, 이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제5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의 3 

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와 RapidForm(INUS Techno

logy, Inc., Korea)'!* 이용하여 30대 여성의 상반신 체 

형과 유방 유형을 분석하고, 30대 여성의 상반신 체 

형과 유방 특성이 반영된 적합성이 높은 브래지어 

패턴 설계를 제시하였다'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차원 인체 형상 자료와 3차원 인체 측정을 

통하여 3。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과 유방 유형을 분 

석하고 유형화한다. 같은 크기의 젖가슴아래둘레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반신 체형 특성과 유방 유형을 

제시하고 체형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시판 브래지어 3개사의 제품을 분석하고 연 

구 브래지어와 착의 실험을 하여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분류된 3차원 형상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30대 대표 체형 중에서 바른 체형 외에 젖힌 체형과 

숙인 체형에 대한 3차원 인체 특성이 반영된 브래지 

어 패턴을 제시한다.

n. 연구 방법 및 절차

1. 측정 도구 및 분석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인체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 

Cyberwa托사의 WB4 전신 스캐너를 이용하였다. 획 

득된 3차원 영상으로부터 필요한 인체 치수와 3차원 

정 보의 추출과 분석은 RapidForm 2006(INUS Techno

logy, Inc., Korea)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군집 분석, /-test, 분 

산 분석, 교차 분석을 통해 통계 처리를 하였다.

2) 김정화, 이선영, 홍경희, “중년여성의 감성 龄iere개발(제1보)-소비자 요구 분석을 기초로 한 제품 디자인

요소 추출,'' 한국의류힉"회지 24권 5호 (2000), p. 718,
3) 김정은, “시판 파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불만족 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p. 34.
4) 김영숙, 손희순, “성인여성의 연령집단별 유방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2호(2아。1), p. 

26.
5) 한국산업규격 파운데이션 의류치수 KS K 9404 ; 2004.

-489



82 3차원 인체 계측 방법에 의한 상반신 체형을 고려한 브래지어 패턴 설계 복식문화연구

2. 인체 계측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실시한 3차원 인체 치수 및 인체 형상 

을 사용하여 인체 정보를 추출하였고, 젖힌 체형과 

숙인 체형 각 1명의 모델을 인체 스캔하여 3차원인 

체 형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30세에서 39 

세까지의 성인여성 522명 중 30대 여성에게 가장 많 

이 분포하는 젖가슴아래둘레 75구간（72,5~77.4cm） 

에 해당하는 179명（41%: 한국산업규격파운데이션 의 

류치수 KS K 9404: 2004 부속서）을 선정하고, 이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174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30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전반과 후반 

의 체형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미혼, 기혼, 임 

신, 출산 등 다양한 신체 변화의 과정을 겪는 시기로 

다른 연령대의 여성들보다 신체 특성이 매우 다양하 

고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같은 크기 

에 젖가슴아래둘레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유방 유형 

의 특성과 상반신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젖가슴아 

래둘레의 크기를 75구간으로 제한하였다.

2） 계측방법 및 항목

인체 기준점과 계측 항목은 체형 파악과 브래지어 

구성에 필요한 항목으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인 

체측정 표준용어집（2004）과 선행연구 （박은미,2000; 

이현영, 2002）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측정 항 

목은 상반신의 크기와 형태를 나타내는 항목과 유방 

부위 세부항목으로 상반신의 높이 4항목（키, 목뒤 높 

이, 어깨높이, 허리높이）, 너비부위 4항목（어깨너비, 

가슴너비, 젖가슴너비, 허리너비）, 두께부위 5항목（겨 

드랑두께, 가슴두께, 젖가슴두께, 허리두께, 벽면몸 

통두께）, 둘레부위 5항목（목밑둘레, 가슴둘레, 젖가슴 

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길이부위 12항목 

（앞중심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앞품, 겨드랑앞접 

힘사이길이, 젖꼭지사이 수평길 이, 목옆젖꼭지길 이, 

어깨가쪽사이길이, 겨드랑뒤 벽사이 길이;뒤품, 겨드 

랑뒤 접힘사이길이, 목뒤 젖꼭지길이, 목뒤 젖꼭지 허리 

둘레 선길이, 목뒤등뼈 겨드랑수준길이. 등길이）, 각도 

부위 5항목（목뒤점f등각도, 목앞점—가슴각도, 허 

리뒤점t등각도, 허리앞점t가슴각도, 젖가슴아래점 

t가슴각도）, 유방부위 6항목（젖꼭지점t젖가슴아래 

점（하컵높이） 목앞점r젖가슴아래점수직길이, 젖꼭 

지점 r 젖가슴아래 점수직길이, 젖가슴아래 점 T 젖꼭 

지점수평거리, 유방상하직경, CUP）, 수평거리 7항목 

（목앞점, 젖가슴점, 젖가슴아래점, 허리앞점, 허리뒤 

점, 견갑골극돌출점, 목뒤점）, 계산치 2항목（허리뒤점 

-허리앞점, 로러지수）, 몸무게를 합하여 총 51항목이 

다 . 수평거리 및 각도의 기준점과 기준선은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의 인체 측면 귀구슬점에서 바닥에 

내린 수직선을 기준으로 상반신 측면의 기준점까지 

의 직선거리와 각도를 측정하였다.

3. 유형별 브래지어 설계

1） 비교 브래지어

본 연구자가 개발한 브래지어와 비교한 브래지어 

는 국내 여성 내의류 제조회사 중 매출액 기준 상위 

3사의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A, B, C사의 브래지어 

디자인과 패턴은 상하 분리형 3/4컵으로 동일하였다. 

선정된 브래지어 제품의 호칭 및 치수는 2005년 개 

정 된 한국산업 규격 파운데 이 션 의 류치 수 KS K 9404: 

2004의 호칭구분과 신체치수를 사용하였다.

2） 1차 연구 브래지어와 2차 연구 브래지어

1차 연구 브래지어는 1차 착의 실험에, 2차 연구 

브래지어는 2차 착의 실험에 사용된 브래지어로 디 

자인과 패턴은 시판 비교 브래지어와 동일하게 3/4컵 

으로 설계하였다. 2차 착의 실험은 1차 착의 실험에 

서 우수하게 판단된 시판 브래지어 1개와 1차 착의 

실험에서 수정 보완된 연구 브래지어와 비교실험하 

였다.

4. 착의 평가

비교 브래지어와 1차연구 및 2차 연구 브래지어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 

가대상자는 숙인 체형과 젖힌 체형 모델 1명씩으로 

선정하였으며 착의 평가 방법은〈표 1〉과 같다. 3차 

원 측정 평가는 RapidForm 2006의 Inspection 기능을 

이용하여 인체와 브래지어 사이의 공극 거리를 색상 

분포로 제시하였다. 3차원 측정의 색 분포도의 공극 

거리는 1cm에서 -1cm까지이며, -1의 파란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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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착의 평가 방법

항목 피험자의 착의 평가 전문가의 외관검사 3차원 측정

검사자
젖힌 체형 모델, 

숙인 체형 모델

파운데 이 션 업 체 디 자이 너 -2명 

파운데이션업체 MD』명 

의류업체 디자이너」명 

의상학과 교"—!명

Cyber ware WB4

평가방법

설문문항 24

Likert type

5점 평점 척도

실7무힘 11

Likert type
5점 평점 척도

Rapidform 2(XM

분석방법 순위 비교

평균, /-test

ANOVA

Duncan test

공극 거리의

색상분포도

은 공극 거리가 있어 큰 것을 나타내며, +1의 빨간색 

부분은 압박하고 있는 상태를, 0의 노란색 부분은 공 

극 거리가 없고 착용 상태가 적절함을 나타낸다.

皿 연구 결과

1. 상반신의 유형화

30대 여성의 상반신의 형태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저】5차 국민체위조사 3차원 인체 치수 및 인체 형상 

을 사용하여 인체 정보를 추출하였고, 젖힌 체형과 

숙인 체형 각 1명의 모델을 인체 스캔하여 3차원 인 

체 형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그 증 상반신 원형과 브 

래지어 제작에 필요한 신체치수 5!항목을 선별하여 

군집 분석하였다. 군집의 수는 군집 간 차이가 뚜렷 

하고 인원수가 고르게 분포된 3유형으로 분류하였 

다 각 체형의 분포는 바른 체형 33.9%（59명）, 젖힌 

체형 28.2（49명）, 숙인 체형 37.9%（66명）로 나타났다.

상반신 체형 간 신체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틀 살펴본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표 2〉와 같다.

상반신 체형 간 각 항목에 대한 차이를 고찰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숙인 체형은 등면 형태 및 측면 자세를 나타내는 

겨드랑뒤 벽사이 길이（뒤품）, 겨드랑뒤 벽접힘사이길 

이, 등길이, 허리 뒤점수평거리, 견갑골극돌출점수평 

거기, 목뒤점수평거리, 등면상부각도 항목이 유형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앞면의 형태를 나타내는 

목앞점수평거리, 젖꼭지 점수평거건］, 젖가슴아래 점수 

평거리, 허리 앞점수평거리, 앞면상부각도 항목들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어 숙인 체형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젖힌 체형은 앞면형태를 나타내는 가슴둘례, 젖가 

슴둘레, 앞증심 길이 목옆젖꼭지길이, 목뒤 젖꼭지길 

이, 목뒤 점 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젖가슴너럅 L 허리 

너비, 가슴두께, 젖가슴두께, 목앞점수평거리, 젖꼭 

지 점 수평 거 리, 젖 가슴아래 점수평 거 리, 허 리 앞점수평 

거리, 앞면상부각도 항목들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 

고, 등면의 형태를 나타내는 허리뒤점수평거리, 견갑 

골극돌출점수평거리, 목뒤 점수평거리 , 등면상부각도 

항목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바른 체형은 앞중심길이, 등길이, 목뒤젖꼭지허리 

둘레선길이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고, 유방하부 

직경, 유방높이 항목이 큰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항목이 중간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상하 길이에 해당하는 항목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앞중심길이, 등길이, 목뒤 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가 숙인 체형이나 젖힌 체형과 같이 한 쪽이 큰 값, 

반대쪽이 작은값을 나타내는 치우침이 없다.

목옆점에서 젖꼭지길이는 젖힌 체형이 간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 체형과 숙인 체형은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바른 체형의 평균 신장이 작았던 

것을 고려하면 숙인 체형이 상대적으로 가장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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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상반신 체형의 항목별 차이 및 유의 항목에 대한 체형 차이 구조 （단위 : mm）

항목 숙인 체형（66명） 바른 체형 （59 명） 젖힌 체형（49명） F 값

높이

항목
목뒤높이 1339.71 A 1321.15 B 1333.61 A 3.325*

둘레
가슴둘레 879.68 B 879.83 B 895.49 A 6.339*

항목
젖가슴둘레 856.24 B 855.69 B 873.92 A 8.848***
허리둘레 721.27 A 704.07 B 729.88 A 7.864**

앞중심길 이 320.39 B 310.31 C 330.16 A 16.775***
목옆젖꼭지길이 245.97 B 243.85 B 260.41 A 20.030***

길이

항목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뒤품） 368.53 A 358.97 B 368.67 A 6.888**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352.29 A 341.64 B 351.37 A 8.872***

목뒤젖꼭지길이 324.88 B 324.39 B 341.57 A 16.373"*

목뒤젖꽂지허리둘레선길이 477.64 B 470.03 C 491.53 A 17.221***

등길이 392.26 A 368.95 C 38459 B 31.118"*

너비 젖가슴너비 293.48 A 291.24 B 295.63 A 3.086*

항목 허리너비 261.92 A 254.53 B 264.06 A 8.537***

두께 가슴두께 203.44 B 206.14 B 209.00 A 3.宓*

항목 젗 가슴두께 223.65 B 222.85 B 230.29 A 5.702*

목앞점수평거리 14.2768 C 27.6281 B 36.7990 A 0L945***

측면 

수평 

거리

젖꼭지점수평거리 78.07 C 97.30 B 120.06 A 203.976***

젖가슴아래점수평거리 46.2192 C 64.9724 B 82.8886 A 182.756***

허리앞점수평거리 83.5045 C 9&6369 B 120.8890 A 119.43砂**

허리뒤점수평거리 98.9208 A 82.7742 B 64.2182 C 87’186***
항목

견갑골극돌춘점수평거리 127.7212 A 108.9090 B 95.2324 C 125.014***
목뒤점수평거리 76.6611 A 66.4408 B 60.5237 C 40.737***

각도

항목

앞면상부각도 22.0445 C 24.046하 B 26.7967 A 27.115***

젖가슴아래 점-가슴각도 32.1867 B 31.1019 B 34.8944 A 3.44驴
등면상부각도 17.5779 A 14.2232 B 11.6398 C 44.036***

유방
유방하부직경 59.6633 B 62.0303 A 63,7220 A 4.029*
유방 너비 31.9630 B 32.0851 B 37.1686 A 5.654"

세부
유방높이 49.7594 B 52.4956 A 51.2078 A 3.07驴

항목
목앞점젖가슴아태점수직길이 196.3769 B 2147708 B 2이.4008 A 6.802**

던컨데스트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A>B>OD） * ^^0.05, ** p^O.Ol, *** jP^O.OOl.

것을 알 수 있다. 겨드랑앞벽사이길이（앞품）과 겨드 

랑앞벽접힘사이길이, 젖꼭지사이수평길 이 항목은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항목이었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차원 

인체측정 시 착용하였던 측정복으로 인해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등길이와 앞사선길이（목옆점—BPt허리선）의 차 

이를 보면 젖힌 체형은 앞사선길이가 가장 길고（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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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앞사선길이와 등길이의 차이가 2.58cm 로 나타 

났고 숙인 체형은 등길이가 가장 길고（39.2m）, 앞사 

선길이와 등길이의 차이가 0.7cm로 가장 작게 나타 

났다. 김순자（1992）의 연구에서 측면체형은 등길이와 

앞길이의 비에 의해 판별이 가능하다는 결과와 상통 

하는 연구 결과이다.

허리둘레 항목은 젖힌 체형의 값이 크고 바른 체 

형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바른 체형은 가슴둘 

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많은 볼륨있는 상체를 나타 

내었고, 젖힌 체형은 허리둘레와 가슴둘레의 크기는 

크지 만 차이가 상대 적으로 작아 바른 체 형보다 밋밋 

한 체형임을 알 수 있다.

수평거리 항목에서 수직 기준선에서 앞면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목앞점수평거리, 젖꼭지 점수평거 

리, 젖가슴아래 점수평거리, 허리 앞점수평거리 항목 

은 모두 젖힌 체형이 가장 크고 숙인 체형이 가장 작 

았으며, 뒤면을 나타내는 허리뒤점수평거리, 견갑곡 

극돌출점 수평거리, 목뒤 점수평거리 항목은 반대로 

숙인 체형이 가장 크고 젖힌 체형이 가장 작은 것으 

로 나타나 숙인 체형은 신체의 뒷면이 젖힌 체형은 

신체의 앞면의 굴곡의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도 항목에서도 숙인 체형은 등면상부각도가 

크고 젖힌 체형은 앞면상부각도가 크게 나타나 위의 

결과와 똥일함을 나타내었다］ 유방 세부 항목에서 젖 

힌 체형이 유방하부직경, 유방 너버1, 유방높이, 목앞 

점젖가슴아래점수직길이 항목에서 가장 큰 값을 나 

타내었고 숙인 체형은 유방 세부 항목 모두에서 값 

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방의 유형화

30대 여성의 유방의 형태분석을 위해 3차원 인체 

형상 자료 중 젖가슴아래둘레 분포율이 가장 높은 

75구간에 해당하는 174명의 인체 형상 자료를 Rapid- 

Form 20。6을 이용하여 3차원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 

료 51항목들에 대해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손희 

순, 박은미의 연구에서와 같이 4유형으로 분류하였 

고 일본 와코루 인간과학 연구소의 분류 명칭을 사 

용하여 빈약유방 유형. 하수유방 유형, 반구유방 유 

형, 돌출유방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방 유형별 분포는 빈약유방 유형 20.1%（35 

명）, 하수유방 유형 293%（51명）, 반구유방 유형 

28.2% （49명）, 돌출유방 유형 22,4%（39명）로 4개 유형 

에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고 반구형과 하수형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돌출형이 높게 나타난 것은 30대가 

임신과 출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에서 기 

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방 유형 간 신체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과 

Duncan 岡를 실시한 결과 4개유형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표 3〉과 같다.

유방 유형 간 신체항목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둘레항목에서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크기는 돌 

출형, 하수형, 반구형, 빈약형의 순으로 큰 값을 나타 

내었으나, 가슴둘레는 반구형이 하수형보다 큰 값을 

나타내었다, 하수형의 젖가슴둘레는 반구형보다 크 

지만 가슴둘레는 반구형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 

다 이는 유방이 처지면서 위 가슴둘레 부분이 밋밋 

해진 현상이다. 하수형 유방 유형은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방 유형으로 브래지어 착용 시 반 

구형 유방 유형과 같은 컵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착 

용할 경우, 하 컵의 크기는 조금 작게 느껴지나 상 컵 

의 공간이 많이 남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브래지어 설계에서 고려 

되고 있지 않는 점으로 중년 여성을 위한 브래지어 

설계 시 유방 유형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사항 중 하 

나이다. 길이 항목에서 돌출형과 하수형의 특징이 나 

타나는 항목은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 와 겨드랑뒤접 

힘사이길이이다. 돌출형은 앞면의 크기가 크고 하수 

형은 뒤 면의 크기가 큰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돌 

출형 유방 유형의 상반신 체형은 젖힌 체형. 하수형 

유방 유형은 숙인 체형의 특징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장 및 앞면굴곡을 나타내는 목옆젖꼭지길이, 목 

뒤 젗꼭지 길 이, 목뒤 젖꼭지 허 리 둘레선길이 항목에서 

돌출형, 하수형, 반구형, 빈약형의 순으로 큰 값을 나 

타내었다. 돌출형 유방은 젖꼭지사이 수평길 이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 유두간격이 가장 벌어 

지고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너 

비항목에서 빈약형유방 유형과 반구형유방 유형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 

타내었으나, 빈약형유방 유형의 젖가슴너비와 허리 

너비는 반구형유방 유형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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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방 유형의 항목별 차이 및 유의 항목에 대한 차이검정 （단위: mm）

항목 빈약형 （35명） 하수형 （51 명） 반구 형 （49 명） 돌출형 （39 명）

허리높이 
항목

966.97 B 977.02 A 983.29 A 962.26 B 2.957*

匸 fl 가슴둘레
두 긔】

862.14 D 874.88 C 893.10 B 904.00 A 26.849***
하모 젖가슴둘레 842.91 C 86537 B 851.47 C 883.64 A 24.882***

허리둘레 701.66 C 726.20 B 699.59 C 744.46 A 1&926***

앞중심길 이 318.91 B 323.78 A 311.49 B 325.49 A 5.250*
겨드랑앞접힘사이길이 327.26 B 333.02 A 330.06 A 337.92 A 4.026*
젖꼭지사이수평길이 148.97 B 149.49 B 152.86 A 156.59 A 4.275*
목옆젖꼭지길이

기 Q
234.83 C 259.35 B 237.83 C 264.03 A 91.421***

어깨가쪽사이길이
하모

387.86 B 397.47 A 391.47 A 387.97 B 2.818*
겨드랑뒤벽사이길이（뒤품） 362.37 B 371.86 A 362.94 B 362.44 B 3.859*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343.49 B 359.10 A 345.47 B 350.44 A 3.504*
목뒤젖꼭지길이 316.00 B 339.63 A 318.04 B 342.38 A 36.313***
목뒤젖꽂지허리둘레선길이 474.63 B 484.80 A 471.22 B 484.97 A 5.603**

너비 가슴너비 312.51 B 323.71 A 316.61 B 326.82 A 10.889***
r 모 젖가슴너비 291.71 B 293.78 B 290.86 B 297.25 A 4.117*
항복

허리너비 256.31 B 264.00 A 253.39 B 266.46 A 11.029***

겨드랑두께 99.91 C 107.14 B 104.45 B 109.69 A 11.593***
두께 가슴두께 201.17 C 206.96 B 204.02 C 211.21 A 6.718***

°모 젖가슴두께8 卜'느丄
214.31 D 227.96 B 221.10 C 236.72 A 34.133***

허리두께 185.46 C 193.02 B 186.63 C 201.18 A 14.848***
벽면몸통두께 248.31 C 254.71 B 250.33 C 262.77 A 10.636***

스7 목앞점수평거리
수펴

21.05 B 24.15 B 24.80 B 30.56 A 3.981*
】: 젖꼭지점수평거리

기 구］
89.02 B 101.92 A 88.88 B 105.31 A 8.649***

허리앞점 100.27 A 102.37 A 에 6 B 104.03 A 4.171*
하모

허리뒤점 76.21 B 81.76 B 88.10 A 87.31 A 3.221*

앞면상부각도 24.58 A 25.11 A 23.30 B 23.19 B 2.80*
각도 앞면하부각도 -3.52 B 1.195 A -0.23 A 0.71 A 6.65***
항목 젖가슴아래점가슴각도 24.66 D 32.80 B 29.88 C 40.19 A 54.05***

등면하부각도 9.90 A 8.68 B 7.65 C 7.15 C 6.39***

유방하부직경 54.12 C 61.21 B 61.38 B 69.15 A 36.80***
유방 유방 너비 22.40 D 35.51 B 30.54 C 44.42 A 99.93***

세부 유방높이 49.03 B 49.44 B 53.07 A 52.63 A 5.28*
항목 유방상하직경 97.95 C 125.64 B 127.66 B 153.62 A 153.57***

목앞점젖가슴아래점수직길이 196.38 D 214.77 B 201.40 C 225.01 A 73.06***

던컨데스트 결과 p冬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A>BX>D） * p至0.05, ** p^O.Ol, *** p苴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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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유방 유형들 중 빈약형 유방 유형의 가슴둘 

레와 젖가슴들레의 차이 값이 가장 작다. 이는 빈약 

형 유방 유형의 유방이 단지 크기가 작다는 사실보다 

는 상반신 체형이 굴곡이 없는 밋밋한 체형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단서들이다. 이러한 단서들은 빈약 

형 유방 유형의 경우 시판되고 있는 브래지어를 착용 

했을 때 맞음새가 가장 부적절할 수 있는 경우를 설 

명하는 것이다. 젖가슴너비에서 젖가슴아래너하L 허 

리너비까지의 몸통이 밋밋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체 

형으로 젖가슴아래둘레를 기준으로 브래지어의 호 

칭 구간이 정해지는 시판 브래지어를 젖가슴아래둘 

레에 맞추어 제품을 착용했을 때 컵의 크기가 많이 

남는다. 브래지어의 컵의 크기는 젖가슴둘레와 젖가 

슴아래둘레의 차이가 IOcm 이상일 때 A컵, 그 차이 

가 일 때 AA, 그 차이가 5m일 때 AAA컵으로 

정하고 있다（KS K 9404:2004） 그러나 시판되고 있는 

성인용 브래지어를 조사해 보면, 가슴이 강조된 서구 

화된 체형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Bust up, 볼륨이 강조된 스타일만을 반영하여 A컵, B 

컵, C 컵은 생산되고 있지만, AA, AAA컵은 찾아보 

기 어렵다. 전체 유방 유형 중 빈약형 유방 유형이 

20.1%를 차지했던 것을 상기하면 빈약형 유방 유형 

을 위한 AA, AAA컵에 해당되는 브래지어의 생산이 

요구된다. 현재 AA, AAA컵은 주니어용 브래지어에 

서만 생산되고 있다. 각도 항목의 F값을 비교해 보면 

앞면상부각도보다 앞면하부각도나 젖 가슴아래점 가 

슴각도의 유의성이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 

판 브래지어 설계에서 1/2컵, 3/4커 Full 컵 등 다양 

하게 상 컵의 중요성 표현하는 대신 간과되고 있는 

하 컵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방 

세부 항목에서 유방상하직경은 돌출형이 가장 크고 

반구형과 하수형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목앞 

점에서 젖가슴아래점까지 수직길이 에서 하수형 이 

반구형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BP에서 

유방상부는 하수형과 반구형이 비슷한 값을 나타내 

지만 B.P. 아래 유방하부는 하수형 이 반구형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 하수형은 BP점 아래 유방하부 

가 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방 세부 항목의『값을 

비교해 보면 유방의 높이보다는 유방하부직경, 유방 

너비, 유방상하직경의 F값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이는 시판 브래지어 설계에서 젖가슴둘레와 

젖가슴아래둘레의 차이에 따라 A, B, C컵의 차이를 

두어 설계하는 방식에 한계를 지 적하는 것으로 유방 

하부직경, 유방 너비, 유방상하직경이 나타내고 있는 

가슴의 유형이 고려된 브래지어의 설계가 요구된다 

고 하겠다.

3. 상반신 유형과 유방 유형의 상관성

30대 여성의 유방의 유형과 상반신 유형에 대하여 

군집 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유방 유형과 상반신 체 

형의 교차 분석을 하였다. 교차 분석 결과, 빈약 유 

방 유형은 숙인 체형에서 10.3%（拓명）, 하수 유방 유 

형은 젖힌 체형에서 Uk9%（19명）, 반구형 유방은 바 

른 체형에서 1邓%（27명）, 돌출형 유방은 젖힌 체형 

에서 9.8 %（17명）로 나타났다. 하수 유방 유형은 각 

각의 체형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체형 변화가 나타나는 3。대의 체형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점차 유방 유형이 하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상반신 유형과 유방 유형의 

교차 분석 결과는〈표 4〉와 같다.

〈표 4> 유방 유형과 상반신 체형의 교차 분석 （단위 : 9任명））

반신 체형 
유방 유형^\

상반신 체형
전체 z2

숙인 체형
段?分秒，:强?繼읐玛 紀熟終S효於豆矽*欢kM*堆형

10.3（ IX）
贍鶴邮싀濒愚韻宼詞

바른 체형 젖헌 체형

빈약유방 5-2( 9) 4.6( 8) 20.1( 35)

.001

하수유방 9.8(17) 8.6(15) 10.^19) 29.3( 51)

반구유방 9.^17) 15.5（2^泾尊^蓊做對蒸落航亵館浸*诵 贖 2臾5) 28.2( 49)

돌출유방 8.0(14) 4.6( 8) （）.K（n
戶举蝉蘇谁韻麥^缨缈可

22.4( 39)

전체 37.9(66) 33.9(59) 28.2(49) 1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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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 브래지어 체형별 날개 패턴 중합도와

시판 브래지어 날개 패턴 중합도

4. 상반신 유형별 실험 브래지어

1） 실험 브래지어 설계

실험 브래지어 제도에 사용되는 신체계측 항목은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앞 

사선길이, 뒤품, 앞품, 목옆젖꼭지길이, 젖가슴수준 

사이길이, 유방하부길이, 유방높이이다. 실험 브래지 

어의 상반신 체형별 날개 패턴 중합도는〈그림 1〉과 

같으며, 비교 브래지어의 각 부위별 치수는〈표 5〉와 

같다.

2） 실험 브래지어의 착의 평가

브래지어 유형별 착용감 평가 결과 실험 브래지어 

는 신체를 조임 정도에서 숙인 체형과 보정 기능성 

평가에서 젖힌 체형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실험 

브래지어는 압박에 대한 평가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 

았으나, 유방을 모아주는 보정 기능에 대한평가에서 

는 컵의 볼륨과 와이어가 작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의 외관평가 결과 젖힌 체형은 젖꼭지 간격의 

위치항목, 유방 모아줌 항목, 뒤여밈부위항목, 진동 

둘레조임 항목, 전체조임 항목에서 실험 브래지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숙인 체형은 유방 감싸줌 항목, 

뒤여임부위 항목, 앞중심 항목, 유방윤곽선 항목, 날 

개조임정도, 진동둘레조임 정도, 전체 조임 정도 항 

목에서 실험 브래지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차원 

측정 평가 결과 젖힌 체형의 실험 브래지어는 날개 

부분의 압박이 가장 작고 컵의 공극 거리도 가장 작 

았다, 1차 착의 실험의 종합평가는〈표 6〉과 같다.

5. 상반신 유형별 연구 브래지어

1） 연구 브래지어 설계

연구 브래지어는 실험 브래지어의 컵의 볼륨과 와

（단위 : cm）〈표 5> 비교 브래지어 각 부위별 치수

명칭 A B C
실험

（젖힌/숙인）
명칭 A B C

실험

（젖힌/숙인）

젖가슴아래둘레 75 75 75 75 컵의 좌우직경 11.5 10 11 11

Cup 10 10 10 10 하컵 높이 7 6.5 7 7

젖꼭지 간격 12.5 11.5 11.5 12 와이어 길이 18 16 17.5 18

앞중심간격 2 2 2 2 앞중심〜날개끝 각도 101° 100° 116° 1077115°

앞중심 높이 6 5 4 5 하변테이프폭 12 10 10 10

앞가슴너비 27.5 27 27 26 어깨끈폭 12 14 8 10

총길이 62 61 62 62/68 어깨끈길이 37 28 32 34

컵의 상하직경 11.5 11 11 11 Hook & eye 2x3 2x3 2x3 2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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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체형별 착의 실험 종합 평가 （1차）

평가 방법

위 

치 

변 

화

피 조

험 임

자 정

의 더

착

의 보

평 정

가 성

평가 항목 젖힌 체형

어깨끈이 홀러내리지 않았다.

핲중짐亶貝훌亜차핞핬页 

뒤飞심이 올라가지 않았다.一一

와이어 부분이 올라가지 않았다.

가슴 옆부분이 痢帀厂핞如. ——一一 

저제적흐W亘丽可宥W百하지"핞W瓦

날개 부분의 조임이 적절하다. 
앞총심의 조임이 적절하다" ' 

회흐흐흐죠M현절흐타二 

저흐”如"적절휴讦一■—””

유방 옆 부분의 조임이 적절하다.

진동둘레의 조임이 적절하다.

어깨끈의 조임이 적절하다.

유방을 모아주었다.

휴방을 올려주었다.— — 

가슴 모양을 잘 정리해 주었耳 

垃구리 군잘을 정打해 주었讦「

A연구, A>C 
冨현구 

，연구, C>D

A, O연구, B 
島O 연구,曰 

島瓦衫혀目

C>A> 연구, B 
島O연구, R 
'6현구「撬 

aTo!1?,.B
C>A>연구, B
A>C>A연구

A, O연구, B
연구, A, B>C 
연구, a>b>E 
a, b> 연구, e 
~如0연구, 甘

차 

챀 

의 

실

험

컵의 크기가 적절하다.__________

전체 젖가슴아래둘레가 적절하瓦 

어깨끈의 위치가 적절하다. — 

와4어의 可치가 편하다. 一 

젔꼭지점흐3T치讦표저타一“一 

여밈-장차기「편하다, 

착용 상태가 편하다.

OA>A 연구 

O연굴, A, E 

Ea>연구, 6 
B>A>연구, C 
元”函현구无 

A>A연구, C 
£b> 연구, G

외 

관 

평 

가

보

정

성

젖꼭지 간격의 위치가 적절해 보인다. 

휴兩흘””应透홀百주沉 — 

丽如蒔호T잘3효주혔讦"一 

전체적으로 유방을잘 감싸 주었다. - 

泪밈 부可가 당겨 올라가지 않았다: 

핲중丽들専「핞如厂一一一i 
휴也휸퐉젼희휜츠가효르다"二 

와&어가 휴방을 잘 감싸 주었다.■一

연구 L, A>B, C 
유의한"하外헚§ 

"현"祯甘 

유의한 차이 없흠 

연구，a>b,E 
유의한 차이 없음 

휴읜한차^［허흘 

유의한 차이 없음

압

박

감

날개의 조임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W통툴丽W耳정袞「적저港고而〒

전체 조임의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A브라 젖힌 체형

유의한 차이 없음 

"현B, C'

숙인 체형 

〜현구顼=負厂 

苗현구 厂

연구, AA, 厂 

AA, O연구… 

…AA*현구一 

〜函E—o 현주一 

연구B, 厂 

연구，OA,
一현구Ma斗 c'— 
현 W人"8应一 

연구〉A>B, C~~ 
연구, A>B>S一 

연구, AA>C _ 
一甚、O 현孕 …

A, OA연厂 

AA, O 연 辛― 

B>A, C>연구 
AA 현구云L 

A, B, O 연구—」 

B> 연구, & 厂 

B〉C〉A> 연구一

—현구

一현舌或「厂

A,。연구, 厂 

유의한 차이 없음 

유의한 차이 없음 

휴흐i하—하。「헚흠 

연구 1, A>B, 6~ 
연구 1, A>B, 3 
'연구.E顽E 

…현주〒淑s 

유의한 차이 없음 

연구 1>A，B, 4 
"연구 瓦E

연구 1>A, B, C 연구 1>A, B, C

3 차원 

측정

.
5 ■

실험브라 젖힌 체형

C브라 젖힌 체형B브라.젖힌 체형

실험브라숙인 체형 A브라 숙인 체형

B브라 숙인 체형 C브라 숙인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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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가 작았던 부분을 수정하여 유방의 좌우 직경을 

넓히고 컵의 볼륨을 5習에서 74。로 증가시켰으며, 와 

이어를 확대 조정하였다 날개의 상, 하변에도 테이프 

를 두르고 신죽을 주어 종장을 68gir에서 65cm로 수 

정하였다. 연구 브래지어의 숙인 체형과 젖힌 체형의 

브래지어 패턴은〈그림 2, 3〉과 같다.

2） 연구 브래지어의 착의 평가

연구 브래지어의 착의 평가는 1차 착의 평가에서 

시판 브래지어 중 우수한 판정을 받은 A 브래지어와 

비교 평가하였다. 2차 착의 평가에서 착용감 평가와 

전문가의 외관평가 결과 연구 브래지어의 평가가 모 

든 항목에서 우수했다（숙인 체형의 '유방을 위로 잘 

올려주었다' 제외）（표 7）. 3차원 평가 결과 연구 브래 

지어는 날개 부분과 컵 부분, 앞중심 모두 공극 거리 

와 신체조임이 적절하게 나타나 적합성이 가장 높은 

결과를 얻었다. 숙인 체형의 연구 브래지어는 날개 

부분의 신체를 압박이 거의 없으며 컵 부위도 전체 

적으로 공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착의 실험 

의 종합 평가 결과는〈표 8〉과 같다.

M 결 론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제 

5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 

와 3치•원 측정을 이용하여 30대 여성의 유방 유형과 

상반신 체형을 분석하고, 젖가슴둘레와 컵 치수만으 

로 설계되어지고 있는 브래지어 패턴 설계에 형태와 

자세요인이 포함된 30대 여성용 브래지어 패턴 설계 

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 30대 여성의 3차원 상반신 체형 분석 결 

과, 바른 체형 33.9%, 젖힌 체형 28.2%, 숙인 체 

형 37.9%로 분류되었고,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 

였다

상반신 체형의 항목별 차이 및 유의 항목에 대

〈표 7> 체형별, 브래지어 유형간 외관검사 결과（2차）

하0

모

「 

\
\
\
'
자
 료

젖꼭지 

간격
올려줌 모아줌 감싸줌 뒤여밈 앞중심

유방밑 

윤팍선
와이어

날개

조임

진동둘 

레조임

전체

조임

젖

힌

'숙

인

젖

힌

숙

인

젖

힌

수^

인

젖

힌
5 젖

현

숙 

인

젖

힌

숙 

인

젖

힌

숙 

인

젖

힌

젖

힌

숙

인

젖

힌

숙 

인

젖 

헌

숙 

인

A 
브라

4.2 4.8 4.0 4.6 4.2 4.4 4.0 4.0 3.6 3.6 4.2 4.0 3.8 3.6 3.8 3.8 3.4 3.4 3.2 3.2 3.2 3.4

； 값 -.45 -.10 -.41 2.45* -.45 -.43 -.54 -1.5 -5.72*** — 3$** -4.0**

食 4.4
■

4.4 4.0 4.0 變
&

4.8 4.S 4.6 4.4
H

4.fs 4.6 44 4.4）

晝

-2.13 그!" -7.的* -i.y -134 -顷* -4.43*-* 輕 2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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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체형별 착의 실험 종합 평가 （2차）

평가 방법 평가 항목 젖힌 체형 숙인 체형

2 
차 

착 

의 

실 

험

피 

험 

자 

의

착 

의 

평 

가

위 

치 

변 

화

어깨픈이 안정되었다. 수정연구 =A 수정 연구 = A
앞중심 부분이 안정되었다. 수정연구〈A 수정연구 = A
뒤 중심이 안정되었다. 수정연구〈 A 수정연구〉A
와이어 부분이 안정되었다. 수정연구 =A 수정 연구 < A
가슴 옆부분이 안정되었다. 수정연구 = a 수정 연구 < A
전체적으로 브래지어 위치가 안정되었다. 수정연구 - A 수정 연구 > A

조 

임 

정 

도

날개 부분의 조임이 적절하다. 수정연구 >A 수정연구 = A
앞중심의 조임이 적절하다.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A
와이어의 조임이 적절하다.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A
컵의 조임이 적절하다. 수정연구 >A 수정연구 =A
유방 옆 부분의 조임이 적절하다. 수정연구 >A 수정연구 =A
진동둘레 조임이 적절하다. 수정연구 =A 수정연구 > A
어깨끈의 조임이 적절하다. 수정 연구 > A 수정 연구 > A

보

정

성

유방을 모아주었다. 수정연구=A 수정연구 = A
유방을 올려주었다. 수정연구 = a 수정 연구 = A
가슴 모양을 잘 정리해 주었다.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A
옆구리 군살을 정리해 주었다. 수정연구 = A 수정연구〉A

치 
수

컵의 크기가 적절하다. 수정연구〉A 수정연구〈A
전체 젖가슴아래둘레가 적절하다.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A
어깨끈의 위치가 적절하다. 수정연구〈 A 수정연구〈A
와이어의 위치가 편하다.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 A
젖꼭지점의 위치가 편하다. 수정연구 =A 수정연구〉A
여밈 장치가 편하다' 수성인구〈 A 수정연구 = A
착용 상태가 편하다 수징인十 - A 수정연구=a

외 

관 

평 

가

보

정

성

젖꼭지 간격의 위치가 적절해 보인디•. 유의한 지이 없음 유의한 차이 없음

유방을 위로 잘 올려주었다. 유의한 차이 없음 A > 수정연구

유방을 내측으로 잘 모아주었다. 유의한 차이 없음 유의한 차이 없음

전체적으로 유방을 잘 감싸 주었다. 유의한 차이 없음 유의한 차이 없음

뒤여밈 부위가 당겨 올라가지 않았다.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 A
앞중심이 들뜨지 않았다. 수정연구 > A 유의한 차이 없음

유방밑 윤곽선의 위치가 바르다. 수정연구 > A 수정연구〉A
와이어가 유방을 잘 감싸 주었다. 유의한 차이 없음 유의한 차이 없음

압 

박 

감

날개의 조임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수 정 연 구 > A 수정 연구> A
진동둘레의 조임 정도가 적절해 벼？인다. 수정연구 > A 수정 연구 > A
전체 조임의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수정연구 > A 수정 연구 > A

3 차원 

측정

A 브라 젖힌 체형

■■日

1
연구브라 젖힌 체형

1
貝富3嵐 wMHI

... ...... . :' ..■■■■ ... ■ .... 

연구브^라 숙인

. ':la, .. 'Um .■ its- .
球 Hii孑

■■ ~

체형

■Ki
i

A 브라 숙인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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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검정 결과 젖힌 체형이 높은 값을 나타 

낸 항목은 앞중심길이, 앞사선길이, 목옆점에서 

젖꼭지길이, 가슴둘레와 젖가슴둘레, 목앞점수 

평거리’ 젖꼭지 점수평거리, 젖가슴아래 점수평 

거리, 허리앞점수평거리 항목 등 앞면상부각도 

항목이다, 숙인 체형이 높은 값을 나타낸 항목 

은 등길이, 뒤품, 허리뒤점수평거리, 견갑곡극돌 

출점수평거근］, 목뒤점수평거리 항목 등 등면상 

부각도 항목이다.

바른 체형은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많 

은 볼륨있는 상체를 나타내었고, 젖힌 체형은 

허리둘레와 가슴둘레의 크기는 크지만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아 바른 체형보다 밋밋한 체형임 

을 알 수 있었다.

2. 30대 여성의 유방 유형 분석 결과, 빈약유방형 

20.1%, 하수유방형 29.3%, 반구유방형 282%, 

돌출유방형 224%로 분류되었고,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유방 유형의 항목별 차이 및 유의 항목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 높이항목에서 허리높이는 반구 

형이 높게 나타났다 각 유방 유형별로 키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반구형 유방 

유형의 상반신이 짧은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둘레 항목에서 젖가슴둘레와 허 리둘레의 크기는 

돌출형, 하수형, 반구형, 빈약형의 순으로 큰 값 

을 나타내었으나 가슴둘레는 하수형이 반구보 

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하수형의 유방 

이 처지면서 위 가슴둘레 부분이 밋밋해진 현상 

이다. 하수 유방 유형은 중년 여성에게 많이 나 

타나는 유방 유형이며 현재 시판되고 었는 브래 

지어 설계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는 점으로 중년 

여성을 위한 브래지어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사항 중 하나이다’ 길이항목에서 돌출형과 

하수형의 특징이 나타나는 항목은 겨드랑앞접 

힘사이길이 와 겨드랑뒤 접힘사이길이 다. 돌출형 

은 앞면의 크기가 크고 하수형은 뒤 면의 크기 

가 큰 값을 나타내었는더】, 이는 돌출유방 유형 

의 상반신 체형은 젖힌 체형, 하수유방 유형은 

숙인 체형의 특징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너비항목에서 빈약 유방 유형의 젖가슴너비와 

허리너비는 반구형 유방 유형보다 큰 값을 나타 

내었고 가슴둘레와 젖가슴둘레의 차이 값이 각 

유방 유형들 중 가장 작았다. 이는 빈약 유방 유 

형의 유방이 단지 크기가 작다는 사실보다는 상 

반신 체형이 굴곡이 없는 밋밋한 체형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단서들이다.

각도 항목의 F값을 비교해 보면 앞면상부각도 

보다 앞면하부각도나 젖 가슴아래점 가슴각도의 

유의성이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판 브 

래지어 설계에서 1/2컵, 3/4컵, Full 컵 등 다양하 

게 상 컵의 중요성 표현하는 대신 간과되고 있 

는 하 컵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유방 세부 항목의 F 값을 비교해 보면 유방 

의 높이보다는 유방하부직경, 유방 너비, 유방 

상하직경의 F값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 

다. 이는 시판 브래지어 설계에서 젖가슴둘레와 

젖가슴아래둘레의 차이에 따라 A,B,C.. 컵의 차 

이를 두어 설계하는 방식에 한계를 지적하는 것 

으로 유방하부직경, 유방 너비, 유방상하직경이 

나타내고 있는 가슴의 유형이 고려된 브래지어 

의 설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상반신 유형과 유방 유형의 교차 분석 결과, 바 

른 체형-반구형유방 유형 15.5%, 젖힌 체형-하 

수형유방 유형 10.9%, 숙인 체형-빈약유방 유형 

10.3%, 젖힌 체형-돌출형유방 9.8% 순으로 나타 

났다. 바른 체형.반구형유방 유형의 시판 브래 

지어 커버율은 15.5%에 그치고 있어 다양한 상 

반신 체형의 특성이 반영된 적합도 높은 브래 

지어 제품이 요구된다.

4. 상반신 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착의 평가 2차 결 

과, 착용감 평가에서는 연구 브래지어의 평가가 

가장 우수했다. 2차 외관 평가 결과, 모든 항목 

에서 연구 브래지어가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 

았다（숙인 체형의，유방을 위로 잘 올려주었다' 

제외）.

3차원 착의 평가 결과, 젖힌 체형의 실험 브래지 

어는 날개 부분의 압박이 가장 작고 컵의 공극 

거리도 가장 작았다 연구 브래지어는 날개 부 

분과 컵 부분, 앞중심 모두 공극 거리와 신체조 

임이 적절하게 나타나 적합성이 가장 높은 결과 

를 얻었다. 숙인 체형의 연구 브래지어의 3차원 

착의 평가 결과 날개 부분의 신체를 압박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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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으며, 컵 부위도 전체적으로 공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판 브래지어오｝ 연구 브래지어의 패턴 분석 

결과, 총길이와 날개 각도에서 차이가 났다. 총 

길이의 차이는 허리둘레의 차이에서 오는 다트 

량에서 기인하였다* 30대 여성의 평균 허리둘레 

75.3cm임을 고려할 때 시판 브래지어의 총길이 

를 3cm 정도 늘인 65士1如로 제안한다. 시판 브 

래지어의 날개 각도는 모든 제품이 수평에 가 

깝게 조정되어 있으나, 연구 브래지어의 앞중 

심 ~날개끝까지의 각도는 젖힌 체형 107°, 숙인 

체형 H5。로 차이가 있었다.

6. 브래지어 패턴 설계를 위한 제안

본 연구에서는 시판 브래지어와 비교하기 위하 

여 반구형 유방 유형을 중심으로 젖힌 체형과 

숙인 체형의 상반신 유형이 반영된 브래지어 

패턴을 제시하였다. 시판 브래지어 설계에는 

젖가슴둘레와 컵 치수만의 제한된 정보만 이용 

하고 있다. 그러나 상반신 유형별에 따라 등길 

이와 앞사선길이의 차이에 의한 상반신 다트량 

의 차이가 있으므로 상반신 다뜨량의 차이를 

컵의 볼륨에 차등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체형 

에 따라 날개와 몸판의 접합 각도를 다르게 반 

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리둘레를 세분화하 

여 날개 길이를 조정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 

다. 빈약 유방 유형과 하수 유방 유형을 고려한

제품도 섕산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3차원 인체 형상 자료가 측정 

복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어 유방 세부 항목 

연구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다. 후속 

연구는 본 연구에서 배제한 와이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와이어와 유방밑윤곽선의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정확한 이론 

에 근거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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