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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olescent girls experience significant breast growth is a significant secondary sexual characteristic dev-

elopment; their breasts are clearly different from adults' in volume, location and shape. This study was des-

igned to understand brassiere wearing conditions and practices of adolescent girls aged between 15 and 18,

as well as to identify problems and solutions so that it can serve as basic guidelines to develop patterns and

sizes for adolescent brassieres. This researcher first studied brassiere wearing conditions and size fitness of

adolescent girls. We analyzed the 439 collected responses from an online survey. The survey questionnaires

encompassed brassiere wearing conditions and practices, brassiere size awareness, brassiere design prefer-

ence, and brassiere purchase behavior. The survey found that 55.8% of the responders did not accurately

understand their brassiere sizes, and those who understood their size showed a higher satisfaction and less

discomfort than those who did not. This study found a requirement to educate adolescent girls on how to

select and wear the right-sized brassieres. It is also necessary to promote different brassiere designs for ado-

lescent girls' size and body shape.

Key words: Adolescent girl, Brassiere, Wearing condition, Wearing experience, Size; 청소년기 여성, 브

래지어, 착용 실태, 착용 경험, 사이즈

I. 서 론

청소년기(adolescence)는 생물학적으로 사춘기(pube-

rty)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서 신체 성

장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하며(Arnett, 2007), 심리

적으로 성숙을 위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심리적 재구

조화가 필요한 기간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급격한 신체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2차 성징이 나타나 아동기

체형에서 성인기 체형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청소년

기에는 여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내는 유방의 성장이 활

발하게 일어나며 또한 성인의 유방과는 볼륨, 위치 및

형태 등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Cha, 2005). 따라서

청소년이 성인용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경우, 성장기의

가슴 발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증으로 인하여

활동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McGhee & Steele, 2010). 이

에 따라 국내외 제조업체들은 청소년 체형을 반영하여 발

육 단계에 따른 주니어 브래지어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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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더웨어 제조업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브래지어 판매 수치를 분석한 결과, 판매 비중이 가

장 높던 75사이즈 A컵의 판매율이 소폭 감소하고, 대형

사이즈로 여겨지던 C, D컵의 판매는 급증하고 있다고

하였다. 2010년 7.8%에 불과했던 C컵의 판매 비중이

2012년 15.2%로 큰 증가세를 기록했고. D컵은 전년대

비 평균 3배 이상 판매율이 급증하여 여성의 가슴 사이

즈가 점차 서구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Kim, 2013).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 성인 여성들에게서만 아니라 청

소년기 여성에게도 발견되고 있다. 국내 언더웨어 업체

에서 소비자 신체 치수를 실측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에는 10대의 A컵 비율이 38.5%, B컵 이상의 비율이

61.5%였으나 2016년에는 10대의 A컵 비율이 29.2%, B

컵 이상의 비율이 70.8%로 변화하였다(Yoo, 2016).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방암 증가율 1위를 기록

하고 있으며 유방암의 발생에 있어 청소년기의 식이 및

운동습관, 잘못된 브래지어 착용법이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철사가 든 와이어 브래지어로 인

한 가슴 압박이 가슴에 통증을 초래하는 등 건강에 악영

향을 끼칠 수 있으나, 청소년의 발육 속도가 빨라지면서

적합한 사이즈의 청소년용 브래지어를 찾지 못한 소비

자들은 성인용 브래지어를 착용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

다(Han, 2013). 브래지어는 여성의 인체에 접하여 착용되

는 파운데이션 의복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이즈 착용

시 불편감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근육 긴장, 피로, 통증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브래지어에 있어 특히 맞

음새는 중요하다(Chen et al., 2010). 특히 청소년기는 신

체적 변화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 크며 심리적 안정이 요

구되므로 신체에 적합한 브래지어 착용이 매우 중요하

므로 청소년기 체형에 적합한 브래지어 패턴 및 사이즈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18세 청소년기 여성을 대상

으로 브래지어 착의 실태를 파악하고, 브래지어 착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청소년용 브래지어 패

턴 및 사이즈 개발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착용 실태 자료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

었다. 자료 수집은 2016년 8~10월에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자는 만 15~18세의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 612명이다. 이들 중 응답이 불성실한 173명을

제외한 43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브래지어 타

입은 오프라인에서 전문점과 온라인을 통해 매장을 운

영하고 있는 국내 주요 브랜드 4社의 제품을 분석하여

런닝탑브라, 노와이어패드, 와이어패드, 노와이어몰드,

와이어몰드 총 5종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2.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 항목은 선행연구(Cha, 2005; Shin, 2006)를

바탕으로 브래지어 착용 및 구매 특성을 측정할 수 있

는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징 5문항, 브래지어 착용 목적 및 기능 16문

항, 브래지어 사이즈 인지 현황 31문항, 브래지어 타입

별 착용 실태 13문항, 브래지어 구매 행동 4문항으로 총

6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구통계적 특징은 조사대

상자의 연령, 신장, 체중, 초경을 시작한 연령, 브래지어

를 처음 착용한 연령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브래

지어 착용 목적 및 기능은 착용 목적, 브래지어의 기능,

브래지어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한 문항으로, 브래지어

사이즈 인지 현황은 인지 여부, 브래지어 사이즈, 사이즈

를 인지하게 된 경위, 착용 만족도, 착용 불편에 대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브래지어 타입별 착용 실태는 첫 착

용 브래지어 타입, 타입별 첫 착용 연령, 최근 착용 타입,

선호하는 타입에 대한 문항으로, 브래지어 구매 행동은

사이즈 선택 방법, 구입의 어려움, 구매 주체, 구매 장소

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추가적으로, 중복되는 문항을 삽입하여 불일치하는 응

Table 1. Adolescent brassieres offered by 4 major brands

Running top bra Wireless padded Wired padded Wireless mold Wired mold

G* brand ○ ○ ○ ○ ○

P* brand ○ ○ ○ ○

C* brand ○ ○ ○ ○ ○

CT* bran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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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브래지어 착용 경험,

시기 등 연령에 대한 응답자들의 정확한 응답을 돕기 위

하여 출생년도-연령-일반적인 학년, 브래지어 타입에 대

한 사진과 도식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였다(Table 2).

3. 분석방법

브래지어 착용 및 사이즈 인지 경험 등의 문항은 빈도

분석, 교차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그룹별 응답 비교

를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사후분석으로는 Ducan test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 프

로그램으로는 SPSS Statistics 18.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징

조사대상자는 총 439명으로 15세 108명, 16세 114명,

17세 115명, 18세 102명으로 구성되었다(Table 3). 조사

대상자의 신장은 평균 160.2cm, 체중은 평균 53.3kg으

로 나타났다. 초경을 시작한 연령은 평균 12.6세, 브래지

어를 처음 착용한 연령은 평균 12.0세, 브래지어 착용 기

간은 평균 4.5년이었다(Table 4).

2. 브래지어 착용 목적 및 기능

1) 브래지어 착용 목적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목적에 대한 응답은 <Table 5>

와 같이,‘유방의 처짐이나 벌어짐 방지’ 20.5%, ‘동작 시

가슴의 흔들림 방지’ 18.5%와 같은 기능적인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가슴 윤곽이 의

복 위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 24.3%, ‘착용하지 않으면

수치심’ 10.6%와 같은 수치심 요인과 ‘겉옷의 형태 개

선’ 11.8%, ‘풍만하게 보임’ 6.8%와 같은 장식적 요인, ‘친

구들이 착용하기 때문에’ 5.8%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브

래지어를 착용하는 주요 목적으로 나타났다.

2) 브래지어의 기능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브래지어의 기능에 대한 응

답은 <Table 6>과 같이, ‘젖꼭지나 유방 형태를 가려줌’

32.9%, ‘유방의 흔들림 방지’29.0%, ‘유방을 받쳐줌’

18.4%, ‘유방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함’ 11.3%, ‘유방을

풍만하게 보이도록 함’ 8.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

상자들은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목적과 같이 장식적 기

Table 2. Brassiere images for each type presented by survey

Running top bra Wireless padded Wired padded Wireless mold Wired mold

Photo

Design

explanation

Table 4. Physiological characteristic

Survey questions Mean (S.D.)

Stature (cm) 160.18 (5.20)

Weight (kg) 053.37 (8.11)

First menstruation (age) 012.66 (1.24)

First brassiere wearing (age) 011.87 (1.44)

Duration of brassiere wearing (year) 004.49 (1.75)

Table 3. Age of subjects

Age Frequency (%)

15 108 ( 24.60)

16 114 ( 25.97)

17 115 ( 26.20)

18 102 ( 23.23)

Total 439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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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보정 기능을 브래지어의 주요 기능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브래지어 선택 기준

청소년들이 브래지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기준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Ta-

ble 7>에 따르면 대체로 사이즈, 착용감, 위생성, 원단이

4점을 초과하여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바느질 상태, 세탁편리성, 미용성(보정), 가

격, 디자인, 색상이 3점대로 평가되었다. 상표, 장식, 유

행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옷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령 그룹별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사이즈, 활동성,

Table 5. Purposes of wearing brassieres  (Unit: %)

Survey questions

Response rate

(N=1,371)

To prevent the breast shape (nipples) from

appearing on the surface of clothes

024.29

To prevent breasts from sagging or other-

wise deforming

020.50

To prevent breasts from wobbling when

moving

018.45

To improve appearance (outerwear silhou-

ette)

011.82

I would feel ashamed if don't wear brassi-

eres

010.65

Brassieres make my breasts look bigger 006.78

Because all my friends are wearing brassi-

eres

005.84

If I don't wear brassieres, my parents (or

teacher) would scold me

001.46

Brassieres make my breasts look smaller 000.22

Total 100.00

Multiple answers allowed

Table 6. Opinions on brassiere functions (Unit: %)

Survey questions

Response rate

(N=1,019)

To cover nipples or breast shape 032.88

To prevent breasts from wobbling 029.05

To tighten and support breasts 018.35

To make breasts look more beautiful 011.29

To make breasts look more bigger 008.05

To make breasts look more smaller 000.39

Total 100.00

Multiple answers allowed

Table 7. The result of ANOVA of key selection criteria

Age Age 15

(n=108)

Age 16

(n=114)

Age 17

(n=115)

Age 18

(n=102)

Total

(N=439) F

Item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Price 3.55 (0.72) 3.63 (0.71) 3.66 (0.78) 3.47 (0.89) 3.58 (0.77) 1.34*

Brand 2.58 (0.97) 2.55 (0.85) 2.72 (0.84) 2.73 (0.89) 2.64 (0.89) 1.15*

Size 4.34 (0.76) A 4.39 (0.74) AB 4.52 (0.61) AB 4.66 (0.55) B 4.48 (0.68) 4.60*

Design 3.48 (1.02) 3.67 (0.87) 3.65 (0.78) 3.65 (0.74) 3.61 (0.86) 1.12*

Color 3.62 (0.98) 3.69 (0.83) 3.74 (0.73) 3.53 (0.86) 3.65 (0.85) 1.23*

Trend 2.39 (0.99) 2.13 (0.86) 2.33 (0.94) 2.25 (0.84) 2.27 (0.91) 1.68*

Hygiene 4.33 (0.67) 4.29 (0.80) 4.20 (0.69) 4.20 (0.81) 4.26 (0.74) 0.91*

Material 4.27 (0.65) 4.22 (0.83) 4.19 (0.71) 4.17 (0.73) 4.21 (0.73) 0.38*

Feeling of wearing 4.46 (0.59) 4.47 (0.64) 4.43 (0.59) 4.31 (0.78) 4.42 (0.65) 1.33*

Decoration 2.38 (1.04) 2.57 (1.08) 2.76 (1.11) 2.64 (1.03) 2.59 (1.07) 2.41*

Good for activity 4.35 (0.63) B 4.29 (0.73) AB 4.19 (0.70) AB 4.09 (0.86) A 4.23 (0.73) 2.64*

Easy to wash 3.86 (0.77) 3.96 (0.86) 3.72 (0.89) 3.75 (0.89) 3.83 (0.86) 1.86*

Seams and stitches 3.91 (0.84) 3.98 (0.87) 3.83 (0.85) 3.89 (0.88) 3.90 (0.86) 0.57*

Beauty (Shape correction) 3.38 (0.99) A 3.48 (1.00) AB 3.68 (0.83) B 3.74 (0.84) B 3.57 (0.93) 3.51*

*p<.05

Duncan test results: A<B<C

1=Unimportant, 2=Somewhat important, 3=Quite important, 4=Very important, 5=Extreme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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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이즈 요인

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고 유방이 발달함에 따라 사이

즈를 중요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활동성 요인에 대해

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미용성(보

정)은 연령이 높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브래지어 사이즈 인지 현황

1) 브래지어 사이즈 인지 여부

<Table 8>에 따르면, 자신의 브래지어 사이즈를 정확

하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정확히 알고 있

다’ 55.1%, ‘잘 모른다’ 44.9% 비율로 응답하였다. 그러

나 본인의 브래지어 사이즈를 기재하도록 한 결과, 브래

지어 호칭 표기법에 맞추어 응답한 비율은 60.6%, 잘못

된 형식의 호칭을 응답한 비율은 39.4%로 나타났다. 잘

못된 형식의 호칭으로 분류된 응답은 주로 문자 표기(S,

M, L), 가슴둘레 표기(80, 85), 컵 사이즈(A, B) 등으로 나

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브래지어 사이즈를 실험 과정에서 직접

점검하지 못하였으므로 응답자가 기재한 사이즈가 정확

한 브래지어 사이즈일 것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브래지어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브래지어 호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는 본인은 브래지어 사이즈를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

였으나 실제로는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브래지어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고 응답

한 조사대상자 중에서 브래지어 호칭을 표기법에 따라

기재한 응답자는 호칭 표기법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

나 본인의 브래지어 사이즈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브래지어 사이즈를 ‘정확히 알

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브래지어 사이즈를 표기법에 따

라 작성한 조사대상자를 사이즈를 정확히 인지한 그룹

으로 정의하였다. 브래지어 사이즈를 ‘정확히 알고 있

다’고 응답하였으나 사이즈 표기가 잘못된 조사대상자

와 ‘브래지어 사이즈를 모른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를

사이즈를 불인지한 그룹으로 정의하였다.

2) 브래지어 사이즈를 인지하게 된 경위

<Table 8>에서 브래지어 사이즈를 인지하고 있는 그

룹으로 분류된 응답자들이 브래지어 사이즈를 인지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였다. 자신의 브래지어 사이즈를 어떻

게 정확히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판매 사원의

피팅’ 29.4%, ‘가슴둘레를 재어보고 사이즈 표와 비교’

27.3%, ‘부모님이 알려줌’ 22.7%, ‘매장 또는 배송된 제

품 착용’ 18.0%, ‘친구가 알려줌’ 1.0%의 순서로 응답하

였다(Table 9).

3) 브래지어 사이즈 인지/불인지 그룹의 착용 브래지

어 만족도 비교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만족도에 대한 12개 항목

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인의 브래지어 사

이즈를 인지한 그룹과 불인지한 그룹 간의 착용 브래지

어 만족도를 독립표본 t-test로 비교하였다. <Table 10>

Table 8. Result of cross analysis on brassiere size awareness and size recorded    (Unit: %, N=439)

Size recorded

Right format Wrong format Total

Brassiere size

awareness

Accurately know 44.19 10.93 055.13

Don't know 16.40 28.47 044.87

Total 60.59 39.41 100.00

Aware group and not aware group of the right brassiere size are marked with thick borders.

Table 9. Occasions to understand your brassiere size

(Unit: %)

Survey question

Response rate

(N=194)

Sales staff helped me with fitting and infor-

med the right size.

029.38

I found it out from the standard size table

after measuring my chest and breast circum-

ferences.

027.32

My parents told me. 022.68

I figured it out after trying brassieres at a

retail store or those delivered from online

stores.

018.04

My friends told me. 001.03

Others 001.55

Total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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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착용 브래지어 만족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인지 그룹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유방 형태에 잘 맞음’, ‘브래

지어 사이즈가 잘 맞음’, ‘컵 형태가 자연스러움’, ‘가슴

아래를 잘 받쳐줌’ 등과 같은 체형과 사이즈에 관련된

항목들이 높은 평균차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사

이즈를 정확히 인지하는 그룹은 본인의 신체에 적합한

브래지어를 선택하여 착용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4) 브래지어 사이즈 인지/불인지 그룹의 브래지어 불

편감 비교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불편감에 대한 16개 항목

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본인의 브래지어 사

이즈를 인지한 그룹과 불인지한 그룹 간의 착용 브래지

어 불편감을 독립표본 t-test로 비교하였다. <Table 11>

과 같이 착용 브래지어의 불편한 정도는 대부분의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불인지 그룹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착용 시 앞중심이

눌림’, ‘움직이거나 운동하면 말려 올라감’, ‘브래지어가

좌우로 돌아감’, ‘옆구리살이 울퉁불퉁함’과 같이 체형

과 사이즈 부적합, 동작 불편에 대한 항목이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이즈를 불인지한 그룹이 본

인의 신체에 적합한 브래지어를 선택하기 어려워 체형

에 맞지 않는 브래지어를 착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4. 브래지어 타입별 착용 실태

1) 처음 착용하였던 브래지어 타입

청소년기 여성이 처음으로 착용하였던 브래지어 유형

에 있어서는 <Fig. 1>과 같이 런닝탑브라 69.7%, 노와이

어부직포패드 17.3%, 와이어부직포패드 5.7%, 노와이어

몰드 3.6%, 와이어몰드 3.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처음 브래지어로 와이어부직포패드형, 노와이어몰드

형, 와이어몰드형 브래지어를 착용한 것으로, 유방의 발

달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시작했

거나 부적합한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착용한 것으로 예

상되었다. 이는 브래지어를 구입, 제공하는 보호자의 구

매 행동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며 향후 보호자의 청소년

자녀 브래지어 구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2) 브래지어 타입별 첫 착용 경험

런닝탑브라, 노와이어부직포패드형, 와이어부직포패

드형, 노와이어몰드형, 와이어몰드형 브래지어를 처음

착용하였던 연령을 조사하였다. <Fig. 2>와 같이 런닝탑

Table 10. Result of t-test for brassiere satisfaction

Group Aware of the

right size

(n=194)

Not aware of the

right size

(n=245)

Mean

difference

t

Variable Mean (S.D.) Mean (S.D.)

They support my breasts from bottom to top. 3.76 ( .81) 3.37 ( .76) .39 5.09***

They gather my breasts into the center. 3.28 ( .98) 2.99 ( .79) .29 3.44***

They make my breasts beautifully pouting. 3.36 ( .91) 3.21 ( .86) .15 1.72***

I like my breast shape adjusted by the brassieres. 3.23 ( .85) 3.02 ( .87) .21 2.51***

They fit my breast shape. 3.88 ( .87) 3.39 ( .85) .49 5.95***

They fit my breast size. 3.83 ( .80) 3.42 ( .86) .41 5.15***

It's easy to find well-fitting cup. 3.55 ( .96) 3.20 ( .83) .34 4.00***

The cup shapes look natural. 3.69 ( .80) 3.29 ( .79) .40 5.26***

The cup sizes fit well. 3.68 ( .82) 3.25 ( .77) .43 5.54***

They help preventing my breasts from wobbling. 3.62 ( .90) 3.33 ( .90) .29 3.35***

I am satisfied with my breast shape when I wear them. 3.47 ( .88) 3.27 ( .82) .20 2.46***

I am satisfied overall. 3.72 ( .72) 3.35 ( .78) .37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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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한국 청소년기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 실태 조사

– 747 –

브라의 첫 착용 연령은 11~13세에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노와이어부직포패드형의 첫 착

용 연령은 13세, 와이어부직포패드형, 노와이어몰드형,

와이어몰드형의 첫 착용 연령은 15세에 가장 높은 비율

을 나타내었다.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

는 처음 착용한 연령에 대한 응답이므로 브래지어 첫 착

Table 11. Result of t-test for brassiere discomfort

Group Aware of the

right size

(n=194)

Not aware of the

right size

(n=245)

Mean

difference

t

Variable Mean (S.D.) Mean (S.D.)

Shoulder straps press my shoulder. 2.64 (1.12) 2.76 ( .97) −.12 −1.16***

Shoulder straps are uncomfortably positioned. 2.40 (0.93) 2.70 (0.93) −.30 −3.35***

They press lower part of my breasts. 2.60 (1.10) 2.76 (0.01) −.16 −1.57***

They press my wings (under the armpits). 2.36 (1.01) 2.62 (0.95) −.26 −2.70***

My skin (flesh) bulges out on my back when I wear them. 2.21 (1.03) 2.42 (0.95) −.21 −2.19***

My skin (flesh) bulges out on the side when I wear them. 2.12 (0.98) 2.44 (0.93) −.32 −3.49***

They rolled up when I move or exercise. 2.40 (1.12) 2.77 (1.07) −.37 −3.46***

My chest feel suppressed when I wear them. 2.76 (1.15) 2.93 (0.97) −.18 −1.75***

Wires are uncomfortable. 2.61 (1.20) 2.79 (1.12) −.18 −1.61***

Shoulder straps are often slipping down. 2.99 (1.23) 3.26 (1.20) −.26 −2.24***

I feel something uncomfortable around shoulder strap adjust-

ing knots.

2.36 (0.97) 2.60 (0.99) −.24 −2.56***

The side (wing) part is rolling when I wear them. 2.14 (0.94) 2.37 (0.89) −.23 −2.57***

The front part is not properly attached to my chest when I

wear them.

2.49 (1.14) 2.76 (1.03) −.27 −2.60***

The front center is crushed when I wear them. 1.99 (0.77) 2.40 (0.81) −.41 −5.38***

Lower part of my breasts feels tight when I move. 2.22 (0.99) 2.44 (0.85) −.23 −2.55***

They move side to side. 2.03 (0.98) 2.36 (0.92) −.33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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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rongly disagree, 2=Disagree, 3=Neutral, 4=Agree, 5=Strongly agree

Fig. 1. First brassier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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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연령이 평균 12.0세이므로 이후 연령의 응답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3)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타입

최근(현재)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의 타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Table 12>, 전체적으로 런닝탑브라와 노와

이어부직포패드형의 응답이 매우 낮으며 와이어부직포

패드형, 노와이어몰드형, 와이어몰드형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와이어몰드

형의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런닝탑브

라와 노와이어부직포패드형의 비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와이어몰드형의 비율이 전체 49.2%에 달

하여 청소년기 여성의 절반 가까운 비율이 와이어몰드형

브래지어를 착용함을 나타나 청소년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4) 선호하는 브래지어 타입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브래지어 타입에 대한 조사결과,

와이어몰드형 40.5%, 와이어부직포패드형 21.4%, 노와

이어몰드형 15.0%, 런닝탑브라 13.4%, 노와이어부직포

패드형 9.6% 비율로 나타났다(Table 13). 이러한 응답

결과를 와이어형(와이어몰드형, 와이어부직포패드형)과

몰드형(와이어몰드형, 노와이어몰드형)으로 응답 비율을

합산하면 와이어형 61.9%와 몰드형 55.6%로 나타나 청

소년의 브래지어 선호 경향이 와이어와 몰드에 집중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Wearing experience by brassiere type.

Table 12. Brassiere type recently being worn                                          (Unit: %)

Age

Type

15

(n=108)

16

(n=114)

17

(n=115)

18

(n=102)

Total

(N=439)

Running top bra 00.91 00.23 001.14

Wireless padded 03.42 02.73 02.05 02.05 010.25

Wired padded 05.47 05.47 07.06 05.69 023.69

Wireless mold 04.56 03.87 03.87 03.42 015.72

Wired mold 10.25 13.67 13.21 12.07 049.20

Total 24.60 25.97 26.20 23.23 100.00

Table 13. Preferred brassiere type    (Unit: %)

Survey question

Response rate

(N=439)

Running top bra 013.44

Wireless padded 009.57

Wired padded 021.41

Wireless mold 015.03

Wired mold 040.55

Total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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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브래지어 타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하여 주관

식으로 작성하도록한 결과, 런닝탑브라는 ‘편할 것 같음’,

‘이런 타입이 있는지 몰랐음’, ‘압박감이 적을 듯함’ 등의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런닝탑브라에 대

한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되어 청소년 브래

지어 착용에 대한 교육과 정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5. 브래지어 구매 행동

1) 브래지어 구입 시 사이즈 선택 방법

청소년들이 브래지어를 구입하는 경우, 사이즈 선택

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부모님이 선택’ 37.6%, ‘사

주는 대로’ 17.5%, ‘대충 구입’ 16.6%, ‘내가 사이즈를 선

택’ 15.3%, ‘판매 사원의 권유’ 8.7%, ‘친구 또는 주변사

람의 권유’ 3.2%로 나타났다(Table 14). 이러한 응답 중,

‘사주는 대로’는 결국 대부분 부모에 해당하는 보호자의

선택일 것이므로 부모의 선택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주는 대로’ 착용한다는 응답은

제품 선택과 구입이 부모의 단독 행동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내어 브래지어 구입 행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청

소년의 비율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2)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 구입이 어려운 이유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를 구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정확한 브래지어 사이즈를 잘 모

름’ 45.1%, ‘브래지어 판매 가격이 비쌈’ 16.2%, ‘시판되

고 있는 브래지어의 사이즈가 잘 맞지 않음’ 15.9%, ‘브

래지어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음’ 14.4%, ‘브랜드마다 사

이즈가 다름’ 5.3%, ‘어려움이 없음’ 1.6%, ‘기타’ 1.6%로

나타났다(Table 15). 이러한 결과로 정확한 브래지어 사

이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판 브

래지어 사이즈 종류와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다름에 대

한 응답이 합계 21.2%에 이르러 제조자 측면에서 브래

지어 사이즈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이즈 제안이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브래지어 구입 주체

브래지어의 주요 구입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

에 ‘부모님’ 46.7%, ‘본인’ 24.8%, ‘부모님과 본인 함께’

23.9%, ‘언니와 본인 함께’ 2.7%, ‘친구와 본인 함께’

1.6%로 응답하였다(Table 16). 부모님이 구입하는 경우

와 부모님과 본인이 함께 구입하는 경우가 70.6%에 달

하여 브래지어 구입은 대체로 부모님에 의하여 이루어

짐을 확인하였다.

4) 브래지어 구매 장소

주된 브래지어 구입 장소에 대한 질문에는 ‘백화점 또

는 속옷전문매장’ 44.0%, ‘마트 또는 할인매장’ 31.9%,

‘인터넷 쇼핑’ 16.2%로 응답하였다(Table 17). 현재까지

Table 15. Causes difficult to find well-fitting brassi-

eres                                                           (Unit: %)

Survey question

Response rate

(N=439)

I don't know my size accurately. 045.10

Brassieres available in the market don't fit

me well. 

015.95

Brassiere sizes are not diverse enough. 014.35

Brassiere prices are expensive. 016.17

Sizes are different by brand. 005.24

No difficulty 001.59

Others 001.59

Total 100.00

Table 16. Subjects to purchase the brassiere

(Unit: %)

Survey question

Response rate

(N=439)

Myself 024.83

Parents 046.70

Me and my parents together 023.92

Me and my sister together 002.73

Me and my friend together 001.59

Others 000.23

Total 100.00

Table 14. Size selecting criteria on purchasing a bra-

ssiere                                                  (Unit: %)

Survey question

Response rate

(N=439)

As the retail staff recommends 008.66

As my parents recommend 037.59

As my friends (or others around myself)

recommend

003.19

I choose my size 015.26

Rule of thumb 016.63

I wear what my parents buy for me 017.54

Others 001.14

Total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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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브래지어 구매에 있어 인터넷 쇼핑의 비율이 오

프라인 매장에 비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브래지어 구매에 있어 부모의 관여도가 높고 사

이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온라인 구매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디서 구입하는지 모름이

7.5%에 달하여 청소년들이 브래지어 구입에 직접 관여

하지 않고 부모의 단독 행동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상당

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5~18세 청소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브래지

어 착의 실태를 파악하고, 브래지어 착용의 문제점과 개

선 방안을 제시하여 청소년용 브래지어 패턴 및 사이즈

개발의 기초자료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만

15세부터 18세 청소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착

용 현황과 브래지어 사이즈 적합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되었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439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문항은 총 6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브래지어

착용 현황으로는 브래지어 착용 목적과 기능, 브래지어

선택의 기준을 조사하였다. 브래지어 사이즈 인지 현황

으로는 브래지어 사이즈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브래지어 사이즈를 인지하게 된 경위, 브래지어 사이즈

를 인지하는 그룹과 불인지하는 그룹의 불편 정도를, 브

래지어 디자인 선호 실태로는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타입, 브래지어 타입별 착용 경험, 처음 착용하였던 브래

지어 타입, 선호하는 브래지어 타입을 조사하였다. 브래

지어 구매 행동으로는 브래지어 구입 시 사이즈 선택 방

법, 자신에게 맞는 브래지어 구입이 어려운 이유, 브래

지어 구입 주체와 장소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평균 브래지어 착용 연령은 12.0세로 대

체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목적으로는 주로 가슴 윤

곽이 의복 위로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고 유방의 처짐이

나 벌어짐 방지, 동작 시 가슴의 흔들림 방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은 유방이 외부로 두드러지는데 대

한 수치심과 기능적 목적으로 브래지어를 착용함을 보

여준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브래지어의 기능은 젖꼭지나

유방 형태를 가려줌, 유방의 흔들림 방지 등의 순으로 나

타나 브래지어 착용 목적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청소

년 브래지어 패턴 및 디자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둘째, 브래지어 사이즈를 인지하게 된 경위로는 주로

판매 사원의 피팅과 사이즈 표 비교, 부모님이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브래지어 사이즈를 인지한 그룹

과 불인지한 그룹의 착용 만족도 조사에서는 브래지어

사이즈를 정확히 인지한 그룹이 착용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사이즈를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본인의 신

체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착용 불편감에 있어서도 불인지 그룹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응답을 하여 사이즈를 불인지한 그룹은 본인의 신

체에 적합한 브래지어를 선택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셋째,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타입으로는 와이어몰

드형 브래지어가 49.2%에 달하였다. 브래지어 타입별

착용 연령에 있어 런닝탑브라는 11~13세에 높은 비율을

보이며 노와이어부직포패드형은 13세, 와이어부직포패

드형, 노와이어몰드형, 와이어몰드형은 15세에 가장 높

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현재 착용하고 있는 브래지어 타

입으로는 와이어부직포패드형, 노와이어몰드형, 와이어

몰드형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브

래지어 타입 역시, 와이어몰드형, 와이어부직포패드형,

노와이어몰드형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넷째, 브래지어 구입 시 사이즈 선택은 주로 부모님 선

택, 사주는 대로 입음, 대충 구입, 본인이 선택 순으로 나

타났다. 브래지어 구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정확한 브래

지어 사이즈를 모름, 시판 브래지어 사이즈가 맞지 않음,

브래지어 사이즈가 다양하지 않음 등이 높은 응답을 보

여 사이즈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다. 브래지어 구

입 주체는 주로 부모님과 본인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브

래지어 선택과 구입은 부모의 영향이 상당함을 알 수 있

다.

Table 17. Where to buy the brassiere   (Unit: %)

Survey question

Response rate

(N=439)

Online 016.17

Department store or dedicated underwear

store

043.96

Big box or discount store 031.89

Not sure 007.52

Others 000.46

Total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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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브래지어

사이즈 선택 방법과 착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브래지어 타입을 홍보하

여 유방 발육 상황에 적절한 브래지어를 선택하도록 청

소년 본인은 물론, 부모를 상대로 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수의 응답자를 모집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기반으로 조사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인체 측정을 통한 정확한 브래지어 사이즈 수

집과 그에 따른 비교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Act

on Information Network Promotion and Information Pro-

tection, etc.]」(2017)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14세

미만의 개인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있어 만 15~18세를 조

사대상으로 삼았다. 생일을 기준으로 연령이 바뀌어 인

터넷 가입이 가능하므로 14세 조사대상자를 모집하기도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제한된 연령을 대상으로 조사하

였다. 이에 따라 유방 발달 초기의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

학교 저학년의 응답을 수집하지 못하여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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