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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lies in the measurements of breast shapes and upper body types for the women in 
their 4이s, with the use of 3D measurement system, and in the presentation of brassiere patterns fit for their bod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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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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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ings of the study in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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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ttern comparison 
showed the differences in the parts of total cup angle, cup circumference length, lower cup height, wing length, 
and wing angle.

Key words: 3D measurements^차원 즉정）, brassiere（브래지어）, fit（맞음새）, upper body shape（상반신 체형）, 

deviation（공극 량）.

시판되는 브래지어는 표준 체형에만 적합하게 설계

I . 서 론 되어 있어 상당수 여성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령이 증가될수록 부적합은 더욱 심화되 

우리나라 40대 여성들의 체형은 표준 체형 이외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체형에 적합한 다양

숙인 체형, 젖힌 체형이 다양하게 분포한다. 그러나 한 브래지어의 설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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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E-mail : mskim@khu.ac.kr

502

mailto:mskim@khu.ac.kr


제 16 권 제 3호 조신현-김미숙 95

그러나 가슴둘레와 밑가슴둘레의 차이로 브래지 

어의 컵 사이즈를 결정하는 현 호칭 시스템만으로는 

체형 차이에서 오는 부적합함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 

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여성 체형은 젖가슴둘레 

에 해당하는 등 부위의 피하지방 구성과 골격 형태 

가 각기 다르며，컵 치수와 유방 용적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刀

또한, 체형에 적합한 설계를 위해서는 정확한 유 

방의 형태 측정과 체형 구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방의 외형은 복, 곡면의 입체적 특성과 선 자세에 

서 인체상 뚜렷한 윤곽선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 

고, 호홉과 같은 작은 외부 힘에도 형태 변형이 쉽기 

때문에 유방의 형태를 1, 2차원적 계측 방법으로 정 

확히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为

본 연구는 정확한 즉정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3 

차원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유방 유형과 상반신 체형을 측정하고 반구형 유방 

유형을 대상으로 숙인 체형, 젖힌 체형에 적합한 브 

래지어 패턴을 제시하였다. 반구 유방유형을 대상으 

로 선정한 이유는 돌출 유방이나 하수 유방을 위한 

브래지어가 시판되고 있지 않으며, 시판 브래지어와 

의 비교 연구를 위하여 반구 유방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차원 형상 자료를 이용하여 40대 여성의 

상반신 체형과 유방 유형을 유형화한다.

둘째, 시판 브래지어 3개사의 제품을 분석하고 연 

구 브래지어와 착의 실험을 하여 차이를 분석한다.

셋째, 3차원 형상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젖가슴둘 

레와 컵 치수만으로 설계되어지고 있는 브래지어 패 

턴 설계에 적용한다.

넷째, 반구형 유방을 대상으로 젖힌 체형(연구 설 

겨】), 숙인 체형(연구 설겨】)의 브래지어 패턴을 제시하 

고 바른 체형(시판 제품)과 착의 평가하여 체형에 따

른 적합도를 비교한다.

n. 연구 방법 및 절차

1. 측정 도구 및 분석 프로그램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실시한 3차원 인체 치수 및 인체 형상 

을 사용하여 인체 정보를 추출하였고, 젖힌 체형과 

숙인 체형 각 1명씩의 모델을 인체 스캔하여 3차원 

인체 형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획득된 3차원 영상으 

로부터 필요한 인체 치수와 3차원 정보의 추출과 분 

석은 RapidForm 2006(INUS Technology, Inc.s Korea) 

을 사용하였다. 자료에 대한 통계 처리는 SPSS 

WIN120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분석, 군집 분석, 

Rest, 분산 분석, 교차 분석을 하였다,

2. 인체 계측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40세에서 49세까지의 성인여성 272 

명이다. 40대 여성의 젖가슴아래둘레 평균은 79.8cm 

이고, 브래지어 호칭 구간별 분포는 75(28.7%), 80 
(32.7%) 85(188%)틀 나타내었다導 따라서 40대 여 

성에게 가장 많이 분포하는 젖가슴아래둘레 80구간 

(77.5〜82.4cm)어】 해당하는 89명을 선정하고, 이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한 83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40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령 증가에 

따라 유선 조직이 퇴화되어 현저한 유방의 형태적 

변화가 나타나고, 호르몬 변화와 지방 침착으로 인한 

신체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 

다. 또한, 다른 연령대보다 30대와 40대 연령 집단 사 

이에서 유방 형태의 특징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 

다折. 같은 크기에 젖가슴아래둘레에 해당하는 사람

1) 박유신, “2。대 여성의 브래지어 치수 설정 및 의복압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 18.

2) 이경미, 최혜선, “유방 용적 측정과 인체 계측에 관한 연구-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권 12호 

(2000), p. 255.
3) 이현영, “3차원 계측에 의한 중년 여성용 브래지어의 설계 요소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 2.
4) 한국산업 규격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KS K 9404:2004 부속서 표4-4.
5) 김 영숙, 손희순, “성인 여성의 연령 집단별 유방 형태 문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권 2호 (2001),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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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차원 측정 유방 부위 세부 항목

항목 정의

목옆젖꼭지점

젖꼭지사이수평길이

유방내측길이

유방외측길이

유방 밑 윤곽선길이

유방하부길이

유방두께

유방높이

유방상하길이

목앞점—젖가슴아래점

젖가슴아래점〜가슴각도

목옆점에서 젖꼭지점까지의 사선 길이 

양쪽 젖꼭지점 사이의 직선거리

앞중심선에서 젖가슴아래점까지의 유방밑윤곽선길이 

젖가슴아래점에서 유방외연점까지의 유방밑윤곽선길이 

앞중심선에 서 유방외 연점 까지 의 유방밑윤곽선길이 

젖꼭지점에서 젖가슴아래점까지의 

젖가슴아래점에서 젖꼭지점까지의 

젖가슴아래점 에서 젖꼭지점까지 의 

젖가슴아래점 에서 유방상연까지 의

목앞점에서 젖가슴아래 점까지의 수직길이 

젖가슴아래점에서 가슴까지의 각도

직선거리 

수평길 이 

수직길이 

수직길이

이라도 바른 체형, 젖힌 체형, 숙인 체형의 상반신 체 

형과 유방 유형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젖가슴아래둘레의 크기를 80 

구간으로 제한하였다.

2) 계측 방법 및 항목

인체 기준점과 계측 항목은 기술표준원 인체 측정 

표준용어집(2004)과 선행 연구(박은미: 2000, 이현영: 

2002)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측정 부위는 높이 4항 

목, 너비 4항목, 두께 5항목, 둘레 5항목, 길이 12항 

목, 각도 5항목, 유방 6항목, 수평거리 7항목, 계산치 

로러지수, 몸무게를 합하여 총 51 항목이다.

3) 3차원 측정의 기준점과 기준선

3차원 계측 항목의 기준선은 인체 측면 귀구슬점 

에서 바닥에 내린 수직선이다. 유방 세부 항목의 계 

측부위는〈표 1〉에 정리하였다.

3. 3차원 인체 형상 분석 절차

1) 3차원 인체 형상의 상반신 체형 분석

획득된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에 기준점과 기준 

선을 표시하고 형상 곡선과 경계 곡선을 생성하여 

곡선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 러 개의 곡면과 plane에 

투영시킨 점들의 편차, 각도를 측정하여〈그림 1> 측 

정 된 자료를 SPSS12.0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하였다.

2) 3차원 인체 형상의 유방 유형 분석

3차원 측면 인체 형상데이터의 젖가슴아래점, 목 

앞점, 젖꼭지점에 plane을 만들고 plar比의 젖가슴아래 

점-젖꼭지점까지의 수평거리, 젖가슴아래점-젖꼭지 

점까지의 수직거리, 젖가슴아래점-유방상연이 plane 
을 빠져나가는 점까지의 수직거리, 젖꼭지점-젖가슴 

아래 점까지의 직선거리, 젖가슴아래 점-젖가슴점까지 

의 각도, 젖꼭지점사이거리, 목옆점-젖가슴점까지 

의 길이를 측정하여 유방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유방 

Reference Point 설정 방법은 Detail View에 보이는 

Reference Point오｝ 기준선을 만들기 위해서 X축에 평 

행한 평면을 기준으로 인체 형상에 Reference Point를 

기준으로 하는 평면을 Slice를 하여 Curve를 생성하 

였다. Slice된 Curve를 이용하여 Reference Point를 생 

성하고(그림 2), Z축 Plane에 평행한 평면에 Refe

rence Point를 이동시킨 후 이 점과 수직하고 Curve와 

교차하는 곳에 유방 Reference Point를 생성 하였다.

4. 유형별 브래지어 설계

1) 비교 브래지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구 브래지어와의 비교실험 

에 사용한 시판 브래지어는 국내 여성 내의류 제조 

회사 중 매출 규모가 높은 3사에서 각각 하나의 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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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3차원 인체 형상 분석을 위 

한 형상 곡선 측면

此岬駐例般w횩明滨蜘 ：.：■<.；：■：；<

的携*&f*X版;压鈴飾叛 也糸80彝，说斛本齐

也fgWWw； O.QWM d 钮网，丄的

〈그림 2〉유방 Reference Point와 각도 측정.

지어를 선정하였다（이하 비교 브래지어 A, B, C）. 비

교 브래지어 A, B, C의 디자인과 패턴은 상하 분리형 

3/4컵으로 비교 브래지어간 디자인의 차이가 최소인 

제품으로 하였다’ 그러나 소재와 칼라는 각기 달라 

가외 변인이 통제되지 못했다. 선정된 브래지어 제품 

의 호칭 및 치수는 20侪년 개정된 한국 산업 규격 파 

운데 이션 의류 치수 KS K 9404:2004의 호칭 구분과 

신체 치수를 사용하였다.

2） ［차 연구 브래지어

1차 착의 실험을 위해 제작한 브래지어（이하 실험 

브래지어）로 디자인과 패턴은 시판 버〕교 브래지어와 

동일하게 3/4컵으로 설계하였다, 2차 착의 실험을 위 

해 제작한 브래지어（이하 연구 브래지어）는 실험 브 

래지어의 1차 착의 실험 후 수정 보완하였다.

3） 2차 연구 브래지어

2차 착의 실험은 1차 착의 평가에서 우수하게 판 

단된 시판 브래지어 1개와 수정된 연구 브래지어를 

비교 실험하였다. 시판 제품은 바른 체형과 반구형유 

방 유형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 브 

래지어는 시판 제품과의 비교를 위하여 반구형 유방 

유형을 대상으로 젖힌 체형과 숙인 체형에 적합한 

브래지어를 설계하고 착의 평가하여 체형에 따른 맞 

음새를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브래지어의 소재 

특성은〈표 2〉와 같다.

5, 착의 평가

1차와 2차 착의 평가는 피험자의 착용감 평가와 

전문가 집단의 외관 검사, 3차원 측정 평가 3가지 방 

법으로 하였다. 3차원 측정 평가는 RapidForm 2006 
（INUS technology, Inc.. Korea）의 Inspection 기 능을 이 

용하여 인체와 브래지어 사이의 공극 거리를 색상 

분포로 제시하였다, 공극 거리는 Ocni에서 2em까지 

이며 0의 파란색 부분은 공극 거리가 없고 착용 상태 

가 적절함을 나타낸다' 착의 평가 방법은〈표 3〉과 

같다.

皿 연구 결과

1. 상반신의 유형화

40대 여성의 상반신 형태틀 몇 개의 특징적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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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비교 • 실험 브래지어의 소재 특성

구분 소재 구성 기 타 부자재

비교

브라

A사

날개 Power net 어깨끈: 12mm, 상변 테이프: 10mm

하변 테이프: 14mm
와이어: memory wire
훅앤아이: 32mm 2x3

컵

겉: chemical lace

안: knitted cotton 60's

심지 : 4mm 부직포

B 사

날개 Cotton melange 어깨끈: 14mm, 상변 테이프: 10mm
하변 테이프: 10mm

와이 어 : memory wire

훅앤아이: 32mm 2x3
컵

겉: cotton melange

안: knitted cotton 60's

심지 : 4mm 부직포

C 사

날개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어깨끈: 12mm, 상변 테이프: 10mm
하변 테이프: 14mm

오｝이 어: memory wire
훅앤아이: 32mm 2x3

컵

겉: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안: knitted cotton 60's

심지 : 4mm 부직포

실험브라

날개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어깨끈: 12mm, 상변 테이프: 10mm

하변 테이프: 14mm

와이 어: memory wire
훅앤아이: 32mm 2>〈3

컵

겉: 폴리에스테르, 폴리우레탄

안: knitted cotton 60's

심지 : 4mm 부직포

〈표 3> 착의 평가 방법

항목 피험자의 착의 평가 전문가의 외관 검사 3차원 측정

검사자
젖힌 체형 모델, 

숙인 체형 모델

파운데이션업체 디자이너-2명 

파운데이션업체 MDJ 명 

의류업체 디자이너-1 명 

의상학과 교수-1명

Cyber ware WB4

평가 방법

설문문항 24

Likert type

5점 평점 척도

설문문항 11

Likert type
5점 평점 척도

Rapidform 2006

분석 방법 순위 비교

평균, 仁test

ANOVA

Duncan test

공극 거리의

색상 분포도

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반 

신 원형과 브래지어 제작에 필요한 신체치수 51항목 

을 선별하여 군집 분석을 하였고, 3개의 유형으로 나 

누었다.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각 유형별 

3차원 측정치와 계산치에 대한 일원 분산 분석과 

Duncan test를 하였다. 또한, 3차원 인체 형상의 X, Y, 

Z축을 기준으로 가슴둘레,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 

가슴둘레, 허리둘레의 3차원 단면을 생성하여 상반 

신 체형의 형상이 특징을 분석하여 각 유형의 특징 

을 파악흥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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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은 38명으로 40대 여성 45.8%가 이 유형예 

속했다, 모든 수평거리항목과 각도 항목에서 중간 크 

기의 값을 나타내는 바른 체형의 형태이다. 가슴둘레 

가 큰 값을 나타낸 것은 40대 바른 체형의 특징으로 

숙인 체형에 비해 하수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형 2은 21명으로 40대 여성 25.3%가 이 유형에 

속했다. 등면 형태를 나타내는 등길이, 허리뒤점수평 

거리, 목뒤 점수평거리, 견갑골극돌출점수평거리, 등 

면상부각도 항목이 큰 값을 나타내었다. 앞면의 형태 

를 나타내는 목앞점수평거리, 젖꼭지점수평거^, 젖 

가슴아래 점수평거리, 허리 앞점수평거든］, 앞면상부각 

도 항목들은 유형 3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 었다. 따라 

서 숙인 체형의 형태이다.

유형 3는 24명으로 40대 여성 28.9%가 이 유형에 

속했다. 앞면의 형태를 나타내는 목앞점수평거리’ 젖 

꼭지점수평거리, 젖가슴아래 점수평거리, 허리 앞점수 

평거리, 앞면상부각도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등면을 나타내는 값은 등면하부각을 제외하고 모두 

작아 젖힌 체형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등면하부각이 

큰 값을 나타낸 것은 앞면 젖혀짐을 나타내는 것으 

로, 견갑골극돌출점 수평거리와 허리뒤 점 수평거리의 

차이가 바른 체형 3.04, 숙인 체형 3.11, 젖힌 체형 

3.75로 젖힌 체형의 값이 가장 크다.

상반신 체형 간 신체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과 

Duncan test를 실시한 결과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표 4〉와 같다.

상반신 체형의 유의 항목에 대한 체형 차이 구조 

에서 숙인 체형의 특징이 나타나는 겨드랑뒤벽사이 

길이(뒤품),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항목과 젖힌 체 

형의 앞면 형태를 나타내는 너비 항목과 유장과 관 

계되는 목옆젖꼭지길 이, 목뒤 젖꼭지길 이, 목뒤 점 젖 

꼭지 허 리둘레 선길이 에서 유의 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30대 체형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다른 

양상으로 40대의 체형이 지방 침착과 유방하수 등으 

로 윤곽선이 모호해지고 체형 변형이 진행되고 있음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2. 유방의 유형화

40대 여성의 유방의 형태 분석을 위해 3차원 인체

〈표 4> 40대 상반신 체형의 항목별 차이 및 유의 항목에 대한 체형 차이 구조

항목 바른 체형 숙인 체형 젖힌 체형

둘레 항목 가슴둘레 93.45a 91.81b 92.35a 3.613*

길이 항목 등길 이 39.42a 39.32a 38.20b 3.179*

목앞점수평거리 3.22b 1.72c 4.14a 34,517***
젖꼭지점수평거리 11.54b 9.51c 13.44a 76.498*^*

수평 젖가슴아래점수평거리 7.60b 5.67c 10.14a 120.682***
거리 허리앞점수평거리 11.85b 9.80c 14.03a 65384*

항목 허리뒤점수평거리 8.33b 9.96a 5.44c 87.354朴*

견갑골극돌출점수평거리 11.37b 13.07a 9.19c 70,112***

목뒤점수평거리 6.45b 7.20a 5.80c 2.473"*

앞면상부각도 25.82b 23.98c 29.45a 23.182*
각도 항목 등면상부각도 16.07b 19.02a 11.18c 36,503"

등면하부각도 &32b 8.83b 10.98a 4.262*

유방세 부 유방너비 3.94a 3.84a 3.31b 3.763*
항목 유방상하 직경 12.8()a 12.93a 10.82b &7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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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X>D) * ps0.05, ** p^Q.Ol,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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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자료 중 젖가슴아래둘레 분포율이 가장 높은 

80구간에 해당하는 83 명의 인체 형상 자료를 Rapid- 

Form 2006을 이용하여 3차원 분석하였다. 분석한 자 

료 51항목들에 대해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손희 

순, 박은미의 연구에서와 같이 4유형으로 분류하였 

고 일본 와코루 인간과학연구소의 분류 명칭을 사용 

하여 빈약 유방 유형, 하수 유방 유형, 반구 우.방 유 

형, 돌출 유방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은 13명으로 15.7%가 이 유형에 속했다. 젖 

가슴아래점과 허리앞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 

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주목해 볼 것은 젖가슴 

아래점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젖가슴둘 

레는 가장 작아 빈약형 유방 유형에 속한다, 즉, 몸통 

둘레는 다른 유형과 차이가 없으나 젖가슴둘레는 가 

장 작다.

유형 2은 28명으로 33.7%가 이 유형에 속했다. 상 

반신 체형을 나타내는 항목은 2유형과 3유형의 차이 

가 거의 없다. 그러나 유방 세부 항목의 유방너비, 유 

방상하 직경, 목앞점-젖가슴점아래수직길이 항목에 

서 3유형보다 큰 값을 나타내어 3유형보다 유방이 

하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목옆젖꼭지길이와, 목뒤 

젖꼭지길이 항목은 3유형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하수형 유방이 숙인 체형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 

바튼 체형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고 추정된다,

유형 3은 26명으로 313%가 이 유형에 속했다. 체 

형에 관한 항목은 중간 값을 나타내었으나, 두께 항 

목은 큰 값에 속하고 유방 세부 항목은 2유형보다 작 

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 반구형 유방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유형 4은 16명으로 19.3%가 이 유형에 속했다. 유 

방하부직경, 유방너비, 유방상하 직경, 목앞점젖가슴 

아래 점수직길이 항목이 가장 크다. 또한, 앞면상부각 

도값이 가장 작고 등면상부각 값이 가장 크다 이는 

유방의 무게로 등면 상부가 숙여져 있으나 앞 가슴 

부분은 유방이 돌출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 

출 유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유방 유형별 빈도에 의하면 한국인 40대 여성의 

유방은 하수형과 반구형이 많으며, 돌출 유형과 빈약 

유형도 비교적 고른 분포를 나타내었다. 유방 형태 분 

류에 대한 선행 연구 박은미의 연구에서 40대의 유 

방 유형별 분포는 접시형 4.5%（6명）, 반구형 37.9% 

（50명）, 접시형과 반구형의 중간형 31.1%（41명）, 산양 

형 26.5%（35명）으로 나타났다分 반구형과 중간형은 

본 연구의 반구형, 하수형과, 산양형은 돌출 유형, 접 

시형은 빈약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각각의 분포를 비 

교해 보면 반구형과 하수형의 분포는 비교적 비슷하 

나 산양형은 26.5%에서 돌출형 193%로 줄고, 접시형 

은 4.5%에서 빈약형 E7%로 늘어난 차이가 있다. 그 

원인은 건강, 비만, 외모에 관심과 사회 참여가 확산 

되면서 40대 여성들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유방 유형 간 신체 항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과 

Duncan t顷를 실시한 결과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표 5〉와 같다.

하수형은 유방이 처지면서 위가슴둘레 부분이 밋 

밋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40대 하수형의 위가슴 

둘레는 반구형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40대 이후 비 

만이 원인이 되어 체형이 변형된 것으로 생각된다. 

목옆젖꼭지 길이는 하수형이 반구형보다 짧게 나타 

났다. 이는 하수 유방 유형이 숙인 체형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 상체가 숙여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벽 면몸통두께 와 수평 거 리 항목의 젖 가슴아래 점 , 

허리앞점 3항목을 비교해 보면 돌출 유방 유형은 벽 

면몸통 두께에서 가장 큰 값은 나타내 유방이 가장 

돌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젖가슴아래점과 

허리앞점에서는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돌출 유형은 몸통 굵기는 작지만 유방은 큰 체형임 

을 알 수 있다. 반면, 빈약 유방 유형은 벽면몸통두께 

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젖가슴아래점 

과 허리앞점에서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유방크 

기보다는 상반신 앞면 굴곡이 거의 없는 밋밋한 체 

형에 주목하여 브래지어 패턴 설계에 그 특징을 반 

영하여야 할 것이다. 각도 항목에서 돌출 유방 유형 

은 앞면상부 각도 값이 가장 작고 등면상부각 값이 

가장 크다’ 이는 돌출 유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유방의 무게로 등면 상부가 숙여져 있으나, 

앞 가슴부분은 유방이 돌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6） 박은미, “20대와 40대 여성의 유방 유형 형태 분류, 대한가정학회지 34권 2호 （1996）,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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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0대 유방 유형의 항목별 차이 및 유의 항목에 대한 차이검정

항목 빈약형 •니，스r '犬q C 尸— 반구형 독추혓 尸값

몸무세 몸무게 56.96b 60.66a 53.73b 55.72b 3.016***

둘레

항목

가슴둘레 90.88c 92.91b 92.41b 94.50a 6.094***

젖가슴둘레 90.35c 91.94b 91.45b 94.50a 11.286***
허리둘레 75.83c 78.11b 77.96b 80.90a SR]"*

목옆젖꼭지길이 25.64c 26.97c 25.83b 28.88a 24.9幻***

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뒤품） 36.46b 37,30b 37.41b 38.80a 5.134**
항목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35,23b 35.95b 35,48b 37.31a 5.93()***

목뒤젖꼭지길이 33.27c 33.97c 35.33b 37.04a 16.177***

너비 항목 허리너비 27.41b 28.03b 27.72b 28.90a 5.751***

겨드랑두께 10.85b LI 44쳖 11.82a 3.05 伊

두께 젖가슴두께 23.24c 24.73b 24.32b 25.88a 17.W**
항목 허리두께 20.38b 21.07b 21.32a 21.90a 3.136*

벽면몸통두께 26,04b 27.00a 26.94a 27.70a 3.317*

수평 

거리 

항폭

젖가슴아래점 8.85a 7.37b 8.57a 6.67b 5.875***
허리앞점 12.35a 11.60a 12.71a 11.05b 3.044*

허리뒤점 6.62c 8.26b 7.18b 9.51a 7.721***
견갑골극돌츨점 10.27b 11.43 b 10.68b 12,25a 4248첨*

앞면상부각도 27.43b 25.41b 28.07a 24.6 (北 5.364**

각도 앞면하부각도 -3.08b .03b -1.33a 3.24a 4163**
항목 젖가슴아래점가슴각도 27. lid 40.35b 34.77c 44.01a 27.150***

등면상부각 12.33c 15.93a I4.71b 18.06a 5.420**

유방
유방하부직경 5.14c 6.27b 6.05b 7.01a 22.582***

유방너비 2.35d 4.05b 3.41c 4.84a 60562***
세 뿌

항목
유방상하 직경 8.84d 12.97b 11.40c 15.18a 117.826***
목앞점젖가슴아래점수직길이 20.44c 22.07b 20.58c 23.97a :30.693**

던컨데스트 결과, pWQ.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하였다 

（A>R>OD ） * p^0.05,心 p^O.Ol, *** 0.001,.

3. 상반신 유형과 유방 유형의 상관성

40대 여성의 상반신과 유방의 형태를 유형한 결과, 

체형과 유방 유형이 바른 체형과 반구 유방 유형 이 

외에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을 얄 수 있었다. 그러 

면 시판 브래지어가 설계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바른 체 형*반구 유방형의 분포와 그 외 상반신 체 형 

과 유방 유형의 분포는 어떠한지 상반신 체형과 유 

방 유형의 교차 분석을 하였다 교차 분석 결과, 바른 

체형의 경우 하수 유방 유형 14.5%（12명）, 반구 유방

유형 13.3%（11^）, 돌출 유방 유형 12、0%（10명）로 각 

유방 유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젖힌 체형은 

반구형유방이 !33%（U명）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 

며, 숙인 체형은 하수형 유방이 명）로 높게

분포하였다. 40대에 높게 나타난 유방 유형은 하수 

유방 유형과 반구 유방 유형이었다 돌출 유방 유형 

은 바른 체형에서만 12’0%（10명）로 높게 나타났다. 

40대의 바른 체형-반구유형은 133%에 불과하다. 그 

러나 반구형 유방이면서 숙인 체형 또는 젖힌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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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40대 유방 유형과 상반신 체형의 교차 분석 (단위 : 須명))

반신 체형 
유방 유형^

상반신 체형 *1뺿11꿿繼얿^^鑿薑

바른 체형 숙인 체형 젖힌 체형

빈약 유방 6.0( 5) 2.4( 2) 7.2( 6) 専11^邇|?| 뺴뻃플 III曄
하수 유방 14.5(12) 12.0(10) 7.2( 6) 蠡宇喪1 빼囊 mi
반구 유방 13.3(11) 4.8( 4) 13.3(11) 31.3(2 ⑴ .014

돌출 유방 12.0(1(1) 6.0( 5) 1.2( 1) il 目！建寧11 햬 量
전체 45.8(38) 25.3(21) 28.9(24) 100.0(8?) ■

忿妾忘镣矛釜袋題添^绽熙館逾魂魂瞧除赚蘇渗

인 경우는 18.1%로 바른 체형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 

낸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체형 

이 변형되어 바른 체형-반구유형 이외의 다양한 유 

형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판 브래지어의 적 

합성도 낮아져 불만 요인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상반신 체형의 특성과 유방 유형이 

반영된 적합성 높은 브래지어 제품이 더욱 요구된다.

40대 여성의상반신 유형과 유방 유형의 교차 분석 

결과는〈표 6〉과 같다.

4. 실험 브래지어

1) 실험 브래지어 설계

실험 브래지어 제도에 사용되는 신체 계측 항목은 

젖가슴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앞 

사선길이, 뒤품, 앞품, 목옆젖꼭지길이, 젖가슴수준 

사이길이, 유방하부길이, 유방높이이다. 다음은 비교 

• 실험 브래지어의 각 부위별 측정 부위〈그림 3〉과 

치수〈표 7〉이다.

〈그림 3> 브래지어 제품 치수 측정 부위.

2) 실험 브래지어의 착의 평가

브래지어 유형별 착용감 평가 결과, 실험 브래지 

어는 위치 변화, 보정 기능성, 치수 평가 항목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다. A 브래지어는 조임 정도에서 실험 

브래지 어 보다 조금 높은 평 가를 받았다 전문가의 외 

관 평가 결과, 젖힌 체형에서 실험 브래지어가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젖꼭지 간격항목, 감싸줌항목, 

뒤여 밈항목, 앞중심 항목, 유방밑윤곽선항목, 와이어 

항목, 날개 조임항목, 진동 조임항목, 전체 조임항목 

이다. 유방을 올려줌 항목과 모아줌 항목에서만 A 브 

래지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숙인 체형은 실험 브 

래지어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차원 

측정 평가 결과, 젖힌 체형의 실험 브래지어는 오른 

쪽 진동둘레 부분의 공극량이 관찰되고, A 브래지어 

와 B 브래지어는 오른쪽 진동 부분과 앞중심에 공극 

량이 관찰된다. C 브래지어는 진동, 앞중심, 왼쪽 컵 

의 공극량이 관찰되었다. 숙인 체형의 실험 브래지어 

는 오른쪽 하컵 부분과 왼쪽 상 컵에 공극이 관찰되 

었고, A 브래지어는 오른쪽 하컵 부분과 앞중심에 공 

극량이 4개 브래지어 중 가장 많이 나타났다. B 브래 

지어는 앞중심과 왼쪽 하컵부분에 공극이 나타났고, 

C 브래지어는 양쪽 하컵 측면과 앞중심에 공극량이 

많아 컵이 잘 맞지 않음이 나타났다. 브래지어 착용 

부분이 아닌 어깨와 겨드랑이에 나타난 연두색은 3 
차원 촬영시 피험자의 숨쉬기 등에 의한 상체의 미 

세한 흔들림으로 RapidFonn2006을 이용한 합치과정 

에서 목앞점에서 4mm의 오차가 발생하여 나타났다. 

1차 착의 실험의 종합 평가는〈표 8〉과 같다.

5. 연구 브래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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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cm）〈표 7) 비교 • 실험 브래지어 각 부위별 제품 치수

번호 측정 항목
제품 치수

A 브라 B 브라 C 브라 실험복

1 밑가슴둘레 80 80 80 80

2 가슴둘레 90 90 免 90

3 총길이 65 65 64 68

4 앞중심 간격 2 2 2 2

5 앞가슴 너비 33 32 31.5 32

6 젖꼭지 간격 12.5 11.5 11.5 12

7 앞중심 높이 6.3 3.7 4 6

8 컵 의 상하 직 경 12 11 12 12

9 컵의 좌우 직경 12 11.5 13 11

10 하컵 높이 7.5 7 8 7.5

11 컵둘레 실이 19 19.5 20.5 20

12 와이어 길이 18.5 18.5 19 18.5

13 옆선높이 8.5 7.5 8.5 8.5

14 어깨끈 길이 36 36 34 34

15 어깨끈 폭(mm) 12 10 10 10

16 하변 테이프 폭(mm) 12 10 10 10

17 앞중심〜날개끝 각도 101。 100° 116° 103°/ 115°

1) 연구 브래지어 설계

연구 브래지어의 설계는 체형별로 등길이와 앞길 

이 뒤품 앞품 허리둘레의 차이를 다트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체형별로 날개 각도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 

나 컵은 시판 브래지어와 같게 반구형 유방 유형에 

맞추었으므로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조절하였다(그 

림 4).
다음은 실험에 사용된 비교 브래지어와 연구 브래 

지어 숙인 체형과 젖힌 체형의 패턴 중합도이다｛그 

림 4).

2) 연구 브래지어의 착의 평가

2차 착의 실험에서 착용감 평가와 전문가의 외관 

평가 결과, 연구 브래지어의 평가가 모든 항목에서 우 

수했다(표 9). 외관 평가 결과, 젖힌 체형의 경우, 압 

박감을 나타내는 항목(9, 10 항목)과 뒤여밈 부위가 

당겨 올라가지 않았다',，앞중심이 들뜨지 않았다', 

，유방밑 윤곽선이 바르다', '날개 조임', '진동둘레조 

임，항목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숙인 체형에서 

도 압박감을 나타내는 항목(9, 10, 11 항목)과 감싸 

줌',，앞중심', '와이어', '날개 조임', '진동둘레조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문가의 외관 검 

사 결과는〈표 10〉과 같다. 3차원 평가 결과, 젖힌 체 

형의 연구 브래지어는 날개 부분의 신체 압박이 없 

으며 컵 부위도 전체적으로 공극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나 적합성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 숙인 체형의 연 

구 브래지어는 앞중심의 맞음새는 적절하게 나타났 

으나 오른쪽 하 컵 부분과 왼쪽 상 컵의 공극이 관찰 

되었다. 그러나 공극량은 1〜2mm로 매우 미미하다. 

A 브래지어의 경우-, 젖힌 체형과 숙인 체형 모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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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40대의 체형별 착의 실험 종합 평가 （1차）

평가 방법 평가 항목

어깨끈이 흘러내리지 않았다.

앞중심 부분이 올라가지 않았耳 

뒤 중심이 올라가지 않았다. 一 

와이어 부분이 올라가지 않았다. 

가슴 옆부분이 올라가지 않았다.

젖힌 체형 숙인 체형

1
차 

착 

의 

실 

험

조

피 임

험 정

자 두

의

착

의
보

평
정

가
성

치

수

전체적으로 브래지어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날개 부분의 조임이 적절하다.
핲충짐흐—-조임이 적절하다.

와이어의 조임。-] 적절하다. 一

유방의 조임이 적절하다.

유방 옆 부분의 조임이 적절하다.

진동둘레의 조임이 적절하다.

어깨끈의 조임이 적절하다.

유방을 모아주었다.

유방을 올려주었다.

가슴 모양을 잘 정리해 주었다.

옆구리 군살을 정리해 주었匸"

컵의 크기가 적절하다.

전체 젖가슴아래둘레가 적절하다. — — 

어깨끈의 위치가 적절하다.

와이어의 위치가 편하다.

젖꼭지점의 위치가 편하다.

여밈 장치가 편하다.

착용 상태가 편하다.

젖꼭지 간격의 위치가 적절해 보인다. 

유방을 위로 잘 올려주었다.
휴방을 내측으로 잘 모아주었다. 

전체적으로 유방을 잘 감싸 주었다.
뒤혀「밈 후위가 당겨 올라가지 않았瓦 

앞중심이 들뜨지 않았다. ——

유방밑 윤곽선의 위치가 바르다. 

와이어가 유방을 잘 감싸 주었다.

압

박

김

3 차원 

측정

날개의 조임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진동둘레의 조임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전체 조임의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B 브래지어 C 브래지어

젖힌 체형

연구=A=B>C 
연구〉A=B=C 
연구"" 

연구"B=C 
연구〉A=B>C 
연구 >A=B〉C 
연구=A>BY 
연구〉a=aG 
연구〉B>A=C 
연구 >A=B〉C 
연구=a>M 
연구=B>A=C 
연구=A=OB 
연구〉A〉C>B 
연구=A>C>B 
연구=A>M 

연구〉A=6B 
연구〉A>B=C 
연구〉展阮 

연구=A>B=C 
연구=A=B>C 
연구 >A=B〉C 
연구=A=B〉C 
현구〉A>B=C

연구〉A>BAC 
A> 연구〉M 

A> 연구〉B>C 
연구〉A>B>C 
연구〉A>B>C 
연구〉A>B〉C 
연구〉A>B>C 
연구〉A>B>C

연구 =A=B=C 
연구 =A>OB 
연구〉A=OB 
연구=a>a@ 
연구=A=B=C 
연구=A>C后 

연구=A=B〉C 
연구〉A>B=C 
연구 =AX>B 
A> 연구 =B〉C 
연구 =A>B=C 
연구=OA=5 

연구〉a>aG 
연구=A>昵 

A> 연구=说 

연구=A>B=C 
연구=A=B=G 
연구=B>A〉C 
연구 >A=B〉C 
연구=a=b£ 
연구=A〉C>B 
O 연구 =A=B 
A=B> 연구=C 
연구=A=应

연구〉A>B〉C 
연구〉A>B〉C 
연구〉A>B>0 

연구〉A>B>C 
연구〉A>B>d 

연구〉A>B>C 
연구〉A>»d 
연구〉A>B=d

연구〉A>B〉C 연구〉B>A>C
연구 =A>B=C 
연구〉A>B〉C

연구〉B=OA
연구〉A>B>C

B 브래지어

숙인 체형

C 브래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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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비교 A 브래지어와 연구 브래지어의 패턴 

중합도.

중심에 공극량이 나타나고 젖힌 체형의 좌우 하컵 

부분 공극이 나타났다 숙인 체형에서도 진동둘레에 

서 하 컵에 이르는 부위에 들뜸 현상이 나타났다. 즉, 

반구유형이지만 숙인 체형이나 젖힌 체형이 시판 브 

라를 착용하였을 때 바른 체형과 달리 들뜸 현상이 

나타났다. 2차 착의 실험의 종합 평가 결과는〈표

11〉과 같다.

6. 비교 브래지어와 연구 브래지어의 패턴 비교

1） 컵 패턴 비교

브래지어의 총 다트분량（각도）은 A 브래지어가 

74°로 비교적 컸으며 B 브래지어는 69° C 브래지어 

는 55。로 작게 나타났다. 연구 브래지어는 6罗로 측 

정되 었다.

2） 앞 가슴너비（앞판）와 날개 패턴 비교

앞판은 늘어나지 않는 부분으로 앞 중심에서 좌우 

로 날개가 봉제 되어 진 부분까지를 측정 하였다. 앞가 

슴 너비는 브래지어별로 미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얖 

중심너비는 차이가 없었다. 날개 패턴은 길이와 앞중 

심에서 날개끝까지의 각도는 차이를 보였다. 다음은 

연구 브래지어와 비교 브래지어의 패턴 치수 비교이 

다（표 12）.

M 결론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제 

5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 

와 3차원 측정을 이용하여 40대 여성의 유방 유형과 

상반신 체형을 분석하고, 형태와 자세 요인이 포함된 

중년 여성용 브래지어 패턴 설계를 제안하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 및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인 40대 여성의 3차원 상반신 체형 분석 결 

과 3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숙인 체형 25.3 

咒⑵명）, 젖힌 체형 28.9%（24명）, 바른 체형 

45.8%（38명）로 나타났다.

상반신 체형의 항목별 차이 및 유의 항목에 대 

한 차이검정 결과, 바른 체형은 모든 수평거리

〈표 9> 40대의 브래지어 간 착용감 항목의 종합평가 （2차）

평가 항목 위치 변화 조임 정도 보정기능성 치수

연구 브라 25.5 30.5 17 30

A 브라 21.5 26 1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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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40대의 체형별, 브래지어 유형 간 외관 검사 결과 （2차）

문항 체형 A 브라 연구브라 값 문항 체형 A 브라 연구브라 £ 값

젖꼭지 4.20 4.S0 1.1 "1 유방밑
題簸 1춊終讒1齒農§ 3.(•心 4.-4() 2.30()*

간격 숙인 체헝 4.6() 5.00 -1.633 윤곽선 숙인 체형 .，、、나 4.4<| -1.897

올려줌
4.20 43)

와이어

葬횈 1 3.6(1 4JX) 是

숙인 체헝 4.20 4.40 —.632 숙이 체형 .，니， 4叫 2.>s( r

외
모아줌

||眞||^靈 4.4(1 4.X0 1.26? 날개 3.SO 丄N 3.5W
관

평
수인 체형 4.20 4.80 -1.414 중심 수인 체헝 3.6() 5.()() -5.715***

가
감싸줌

身' 괴시 4.00 4.(1() 1.5(H) 진동둘레
§逐施혜혀 ill 3.-MJ 4.S0 4土尸휘

숙인 체헝 3.80 4.80 — 3.536** 조임 上-1
으｝ 1 1 /니| <3 3.41' -1511

뒤여밈

^潔1轟 4.(1() 5.00 전체
爨尋舗變 3.4() 4.SU 횊1뽸태뻐

숙인 체헝 4.00 4.80 -2.138 조임 숙인 체형 3.80 5.00 -6.000***

앞중심

1関窶1 3.SU 5J «1

숙인 체형 3.40 4.80 — 4.427**

및 각도 항목에서 중간값을 나타내었다. 젖힌 

체형이 높은 값을 나타낸 항목은 목앞점수평거 

리, 젖꼭지 점수평거리, 젖가슴아래 점수평거리, 

허리앞점수평거리, 앞면상부각도이다. 숙인 체 

형이 높은 값을 나타낸 항목은 등길이, 허리뒤 

점수평거리, 목뒤 점수평거리, 견갑골극돌출점 

수평거리, 등면상부각도이다. 앞면의 형태를 나 

타내는 목앞점수평거리, 젖꼭지점수평거리, 젖 

가슴아래점수평거리, 허리 앞점수평거리, 앞면 

상부각도들은 젖힌 체형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 

었다. 상반신 체형의 체형 차이 구조에서 숙인 

체형의 특징이 나타나는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뒤품）, 겨드랑뒤벽접힘사이길이 항목과 젖힌 

체형의 앞면 형태를 나타내는 너비 항목과 유장 

과 관계되는 목옆젖꼭지길이, 목뒤젖꼭지길이, 

목뒤점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에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2. 40대 여성의 유방 유형 분석 결과 빈약 유방형 

15.7%（13명）, 하수유방형 33.7%（28）, 반구 유방 

형 31.3%（26명）, 돌출 유방형 19.3%（16명）의 분 

포를 나타내었다. 유방 유형의 항목별 차이 및 

유의 항목에 대한 차이검정 결과 40대의 하수 

유형은 30대 하수유형과 달리 위 가슴둘레 부 

분이 밋밋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벽면몸 

통두께와 수평거리항목의 젖가슴아래점, 허리 

앞점 3항목 비교에서 돌출 유방 유형은 벽면몸 

통두께에서 가장 큰 값은 나타내었으나, 젖가 

슴아래점과 허리앞점에서는 가장 작은 값을 나 

타내고 있어 몸통 굵기는 작지만 유방이 큰 체 

형임을 알 수 있다. 빈약 유방 유형은 벽면몸통 

두께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젖 

가슴아래점과 허리앞점에서 큰 값을 나타내고 

있어 상반신 앞면굴곡이 거의 없는 밋밋한 체 

형임을 알 수 있다. 주목하여 브래지어 패턴 설 

계에 그 특징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각도 항목에서 돌출 유방 유형은 앞면상부각도 

값이 가장 작고 등면상부각 값이 가장 크다. 이 

는 돌출유형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것으로 

유방의 무게로 등면 상부가 숙여져 있으나, 앞 

가슴부분은 유방이 돌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 상반신 유형과 유방 유형의 교차 분석 결과 시 

판 브래지어 설계의 기준이 되는 바른 체형-반 

구 유방형은 13.3%에 그치고 있다. 반구 유방

죽인 체형, 반구 유방- 젖힌 체형은 18.1%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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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40대의 체형별 착의 실험 종합 평가 （2차）

평가 방법 평가 항목

피 

험 

자 

의

착 

의 

평 

가

위 

치 

변 

화

조 

임 

정 

도

보 

정 

성

2 
차 

착 

의 

실 

험

치
수

보

외 정

관 성

평

가

압

박

감

어깨끈이 안정되었다.

앞중심 부분이 안정되었다.

뒤 중심이 안정되었다.

와이어 부분이 안정되었다. 

가슴 옆부분이 안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브래지어 위치가 안정되었다. 

날개부분의 조임이 적절하다.

W중심의 조임이 적절하다. 

와이어의 조임이 적절하다. 

蔔의 조임이 적절하다. 

유방 옆 부분의 조임이 적절하다. 

진동둘레 조임이 적절하다.

m깨끈의 조임이 적절하다. 

유방을 모아주었다.

휴방을 올려주었다.

가슴 모양을 잘 정리해 주었다.

옆구리 군살을 정리해 주었다.

컵의 크기가 적절하다.

전체 젖가슴아래둘레가 적절하다. 

어깨끈의 위치가 적절하다.

와이어의 위치가 편하다.

젖꼭지점의 위치가 편하다. — 

여밈 장치가 편하다.

착용 상태가 편하다.

젖꼭지 간격의 위치가 적절해 보인다. 

유방을 위로 잘 올려주었다.

유방을 내측으로 잘 모아주었다. 

전체적으로 유방을 잘 감싸 주었다. 

뒤여밈 부위가 당겨 올라가지 않았다.

앞중심이 들뜨지 않았다. - 一 

유방밑 윤곽선의 위치가 바르다. 

와이어가 유방을 잘 감싸 주었다. 

날개의 조임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진동둘레의 조임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전체 조임의 정도가 적절해 보인다.

젖힌 체형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A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A 
수정연구〉A 
수정연구 > A 
수정 연구〉A 
수정연구 =A 
수정연구 >A 
수정연구〉A 
수정연구〉A 
수정연구〉A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A 
수정연구 > A 
수정연구〉A 
수정연구〉A 
수정연구〉A 
수정연구 > A 
수정 연구 M A 
수정연구 MR 
-수정연구〉A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 A 
- 수정연구 

「수정연구〉A 

수정연구 >A 
-수정연구：A 

「수정연구 > A 
' 수정연구 >A 
-수정연구3 A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A

숙인 체형 

수정연구=厂 

수정연구 

수정연구 그 

수정연구 二A 
수정연구 > X 
수정연구 = 厂 

수정연구 = A 
수정연구〉G 

수정연구 = K 
수정연구 =X 
수정연구 =X 
수정연구 >2 
수정연구 = U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X 

수정연구 

수정연구 =k 
수정연구〉Q 

수정 연구 > W 

수정연구 

수정연구 =k 
수정연구 >1 
수정연구 = A? 
수정연구 >1 

수정연구 >A 
수정연구 

수정연구〉f 

수정연구 > A 
수정 연구〉A 
수정연구 >X 
수정연구 >R 
수정연구〉X 
수정연구〉R 

수정연구 

수정연구

3 차원 

측정

수정연구 브래지어수정연구 브래지어 A 브래지어

숙인 체형

A 브래지 어 

젖힌 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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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cm）〈표 12〉비교 , 연구 브래지어의 패턴 치수 비교

종류 부위 A 브라 B 브라 C 브라 연구브라

총 컵 각도 74° 69。 55° 69°
컵 컵 둘레길이 19 19.5 20.5 20

하컵 높이 7.5 7 8 7.5

앞중심 너 비 2 2 2 2
앞판 앞가슴너비 33 32 31.5 32

옆선길이 8.5 7.5 8.5 8.5

날개
날개길 이 19.5 18 17.7 20.5
날개각도 101° 100° 116° 107이 H5。（젖힌/숙인）

와이어 와이어 길이 18.5 18.5 19 18.5

른 체형-반구 유방형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 

었다. 이는 40대 여성의 시판 브래지어의 적합 

성이 매우 낮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바른 체형은 하수 유방 유형 14.5%（12명）, 반구 

유방 유형 13.3%（11명）, 돌출 유방 유형 12.0% 

（10명）로 각 유방 유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 

었다. 젖힌 체형은 반구형 유방이 13.3%⑴명） 

로 가장 많이 분포하였으며, 숙인 체형은 하수 

형 유방이 12.0%（10명）로 높게 분포하였다. 돌 

출 유방 유형은 바른 체형에서만 120%（10명） 

로 나타났다.

4. 상반신 유형에 따른 브래지어 착의 실험 결과, 

피험자의 착용감 평가에서 실험 브래지어는 위 

치 변화, 보정 기능성, 치수 평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의 외관평가 결과 젖힌 체형에서 실험 브 

래지어가 높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젖꼭지 간 

격, 감싸줌, 뒤여밈, 앞중심, 유방밑윤곽선, 와이 

어, 날개 조임, 진동 조임, 전체 조임 항목이다, 

유방을 올려줌과 모아줌 항목은 A 브래지어보 

다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숙인 체형은 실험 

브래지어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차원 측정 평가 결과, 젖힌 체형의 실험 브래지 

어는 오른쪽 진동둘레 부분의 공극량이 관찰되 

고, 숙인 체형의 실험 브래지어는 오른쪽 하컵 

부분과 왼쪽 상 컵에 공극이 관찰되었다. 2차 착 

의 실험에서 착용감 평가와 전문가의 외관 평가 

결과, 연구 브래지어의 평가가 모든 항목에서 

우수했다. 3차원 평가 결과, 젖힌 체형의 연구 

브래지어는 날개 부분의 신체 압박이 없으며, 

컵 부위도 전체적으로 공극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적합성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 숙인 체형의 

연구 브래지어는 앞중심의 맞음새는 적절하게 

나타났으나 오른쪽 하 컵 부분과 왼쪽 상 컵의 

공극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공극량은 1〜2mm 

로 매우 미미하였다,

5. 시판 브래지어와 연구 브래지어의 패턴 분석 

결과 컵의 총 다트 분량（각도）과, 총길이, 날개 

길이, 날개각도, 하컵 높이, 앞가슴 너비 부위에 

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판 브래지어와 비교하기 위하 

여 반구형 유방 유형을 중심으로 젖힌 체형과 

숙인 체형의 상반신 유형이 반영된 브래지어 

패턴을 제시하고 착의 실험을 통하여 맞음새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유형별 체형 특성에 적 

합한 맞음새 및 착용감을 가진 브래지어의 제 

품 개발을 위한 업체의 노력을 제안한다. 본 연 

구는 실험 대상을 숙인 체형 1명, 젖힌 체형 1 
명으로 하여 연구의 제한점이 되었으며 추후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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