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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 post-operative brassiere suitable for changed breast sha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breast augmentation patients. Six subjects who experienced breast augmentation surgery with a cup size of

C or D cup participated in the wearing test. We conducted a wearing test to evaluate the superiority of the

developed post-operative bra. As a result, the evaluation of the developed bra was excellent in the outer

cup, outer circle of breast front gore, shoulder straps and the wing pressures. Second the satisfaction of the

developed brassiere was high in the front center part, and in the evaluation of wearing satisfaction of the

subjects; in addition, the degree of close contact with the cup, flexibility, touch, and overall evaluation. The

satisfaction of the developed bra was also higher than a commercial bra. Third, the developed bra proved

superior in the adaptability test, such as prevention of breast shaking, prevention of bra and breast separation

during movements, and ease of body movement.

Key words: Breast augmentation, Post-operative bra, Functional bra, Bra pattern; 유방 확대수술, 수술

직후 브래지어, 보정 브래지어, 브래지어 패턴

I. 서 론

최근 작은 유방을 보다 크고 아름다운 유방으로 만들

기 위한 미용 목적의 유방 확대수술이 급속도로 증가하

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합병증과 재수술 사례도 함께 증

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유방 확대수술 후에도 보형물 손상에 대한 두려움으

로 유방검진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으며, 보형

물 손상은 수술받은 환자들에겐 불안요인으로 재수술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Lee et al., 2011). 이런 보형

물 손상과 함께 대표적인 유방 확대수술의 부작용으로

는 유방삽입물의 위치변동 및 가슴모양의 불만 등 수술

적인 문제에서 오는 경우와 회복기 중에 미숙한 관리에

서도 발생된다(Lee, 2004).

수술 후 회복기에 유방삽입물의 안착을 위한 운동의

제한 및 유방형태의 안정화를 위한 속옷 착용 등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한데 특히 유방형태의 안정화를 위한 보

정 속옷 착용이 필수적이다(Sohn & Yi, 2017). Yi et al.

(2017)은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도 유방 확대수술 직후

압박밴드나 붕대 착용시기가 지나면 유방의 형태 안정

화를 위하여 환자용 브래지어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하

였다. 그러나 병원에서 지급되는 환자용 브래지어의 경

우 착용에 따른 불만족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지속적

착용을 게을리 하거나 일반 브래지어를 착용하여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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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위치변동과 유방모양의 변형 및 부작용까지 초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방 확대수술 환자들은 안정화 이후 일반 브래지어

를 착용하는 것을 선호하나 잘 맞는 와이어 브래지어를

찾지 못해 스포츠브라를 착용해야만 하는 것이 불만이

라고 하였다. 수술 직후 보정과 이후 관리를 위해 착용

되는 전문적인 속옷은 종류 및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며,

착용효과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검증도 없는 실

정이다(Sohn & Yi, 2017). 특히 Yi and Nam(2017)의 기

존 유방 확대수술 후 브래지어 착용만족도 조사결과, 인

체형태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소재 촉감 및 기능성에 불

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방 확대수술 환자의 경우 유방의 크기 증가는

물론이고 유방의 형상에 있어서도 유방 하부조직에 보

형물을 삽입하였기 때문에 유방 하부길이가 길어지고

높아진다. 유방 확대수술 직후 유방 상부를 압박하지 않

는다면 일반 여성들에 비해 유방 상부가 더 볼록해지기

도 하고 가슴선보다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

서 유방 상부의 압박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유방을

잘 받쳐주고 모아주는 기능을 유지시키고 변형된 유방

의 형상을 적절하게 피복할 수 있는 수술 직후 브래지

어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 확대수술 환자들의 변화된 유방

의 형태 및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수술 후 처치가 용이

하며 외출 시에도 착용 가능한 보정용 브래지어를 개발

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유방부 측정

연구의 대상자는 유방 확대수술을 한 여성 중 밑가슴

둘레 호칭이 70이나 75이면서 컵치수는 C, D컵으로 유

방유형이 반구형과 원추형인 20~30대 여성 11명을 선

정한 후 인체측정을 통해 이중 6명을 착의 실험 대상자

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피험자의 유방을 마틴자와 줄자를 이용하여

유방부를 직접 측정하였고, 피험자의 오른쪽 유방의 측

정점들과 유방외곽선을 수성펜으로 표시한 후 알지네

이트 파우더를 이용한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떼어낸 후

자연스럽게 생기는 레플리카의 유방위점(Outer breast

point), 유방안쪽점(Inner breast point), 유방아래점(Lo-

wer point), 유방바깥쪽점(Outer breast point)에 이르는

레플리카 치수를 줄자로 측정하였다.

유방 관련 측정점 및 측정항목은 선행연구(Sohn &

Yi, 2017)와 같고 측정위치는 <Fig. 1>과 같다. 이상에

서 얻어진 측정치를 활용하여 수술 직후 브래지어 패턴

을 설계하였다.

2.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 설계

유방 세부항목 치수를 반영하는 국내 V사에서 근무하

였던 브래지어 패턴디자이너에게 패턴제도를 의뢰하여

유방 확대수술 환자들의 수술 후 변화된 유방의 세부치

수 및 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패턴을 제도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브래지어 제작과는 달리 유방안쪽점길이(i-

B.P), 유방바깥쪽점길이(o-B.P), 유방위길이(u-B.P), 유

방아래길이(d-B.P)와 유방아래점에서 안쪽점까지의 윤

곽선길이(i⌒d), 유방아래점에서 바깥쪽점까지의 윤곽선

길이(d⌒o), 안쪽점 사이간격(i-i) 치수 등을 직접 반영하

여 패턴을 제작하였다. 또, 유방볼륨의 증가로 인한 유

방밑선의 크기를 확장하고, 앞중심 폭을 변화된 유방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는 <Fig. 2>와 같이 컵부

분이 제거된 브래지어를 기본으로 이 위에 개폐가 가능

한 외컵을 달아 2중 구조로 설계하였다. 유방 확대수술

직후 환자의 특성상 와이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와이어를 삽입하는 대신 기존 유방

확대수술 직후 브래지어에 대한 비교착의 평가결과 가

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컵 없는 브래지어를 기반으로

하여 유방부를 커버하지 않는 컵부분이 제거된 브래지

어를 설계하였다. 이 때, 아래면 브래지어의 컵외곽둘

레는 유방의 크기나 회복 정도에 따라 둘레치수의 조절

이 가능하도록 치수조절용 걸고리를 부착하였다. 이는

또한 유방상부를 압박하여 압박용 밴드 외에도 보형물

의 위치를 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외컵의

경우 기존 컵 없는 브래지어의  유방 및 젖꼭지점을 피

복하지 않아 겉옷 착용 시 유방 및 젖꼭지점이 내비치

는 문제가 있어 외출 시 불만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외컵을 덧달아 2중 구조를 제작하였다. 외컵은 유방의

부피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컵 좌우를 나누는 곡선

의 절개형으로 구성하였으며, 컵상부에 컵 개폐형 어저

스터를 부착하여 처치 시 편리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외

어깨끈도 길이조절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연구용 브래지어에 사용된 소재는 전문 의료진과 브

래지어 제작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선정하였다.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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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의 물성을 보면 나일론 74.7%, 폴리우레탄 25.3%의

신축성 원단으로 기존 제품과 유사한 중간 압력의 압박

감을 지녀 밀착도가 높았다. 뿐만 아니라, 촉감이 우수

하고 기존 제품과는 달리 날개와 컵받침 및 앞중심 부

분에 파워넷 소재를 사용하여 신축성을 증대시키고 동

작 중에도 브래지어가 유방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

Measurement point

a: Side neck point

b: Midshoulder point

s: Lateral shoulder point

ax: Axillary point

i: Inner breast point

o: Outer breast point

u: Upper breast point

d: Lower point

Measurement items

i-B.P: Inner diameter of breast

o-B.P: Outer diameter of breast

u-B.P: Upper diameter of breast

d-B.P: Lower diameter of breast

id: Breast deepness inner

od: Breast deepness outer

ud: Breast deepness upper

dd: Breast deepness lower

i~B.P: Inner length of breast

o~B.P: Outer length of breast

u~B.P: Upper length of breast

d~B.P: Lower length of breast

u⌒i: Upper-inner length

i⌒d: Inner-lower length

d⌒o: Lower-outer length

o⌒u: Upper-outer length

-: Straihgt length measurement

~: Length measurement along the body surface

⌒: Curve length measurement

Fig. 1. Measurement points and measurement items.

From Sohn and Yi (2017). p. 648.

Fig. 2. Flat sketches of the developed 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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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구체적인 소재의 물성은 <Table 1>과 같다.

3. 착의 평가

1차 개발된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는 3차례 피

험자 피팅 과정을 거쳤고 외컵의 젖꼭지점 부위의 주름

을 없앴고 외컵둘레를 1cm 정도 늘리고 앞중심 간격을

0.5cm 줄였으며, 어깨끈 두께 수정 등 보정을 거쳐 최종

완성되었으며, 최종 수정된 디자인과 패턴을 활용하여

수술 직후 환자에게 적합한 보정용 브래지어를 제작하

였다. 이렇게 개발된 최종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의

적합성 검증과 시판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와 비교

를 위하여 착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비교를 위한 시판

브래지어는 착의 평가결과가 우수하였던 컵 없는 형을

선정하였다.

착의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인체측정에 참여하였던

유방 확대수술 환자 6명을 선정하였고, 피험자가 동작기

능성 평가와 착용감 평가를 실시하였다. 착의 평가 시 외

관평가는 전문가 8명이 평가하였다. 피험자는 <Fig. 3>

과 같이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전문가

들 앞에 서서 정면, 옆면, 후면의 순서로 외관평가를 실

시하였다. 착용만족도 평가와 동작기능성 평가는 6명의

피험자가 각 1종씩의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를 직

접 착용한 상태에서 평가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평가항목은 Choi(2017)의 브래지어 평가항목을 바

탕으로 유방 확대수술 후 브래지어에 필요한 항목을 개

발하기 위해 전문 의료진의 자문결과 및 Yi et al.(2017)

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차 검증을 위해 항목별 기술통계와 비모수 통계방

법인 Wilcoxon 검증의 Z값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인체측정 결과

유방 확대수술 여성의 경우 유방의 반경과 높이가 높

게 나타났으며 체표길이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직거리를 측정하는 젖꼭지간격, 유방안쪽간격,

유방바깥쪽간격, 유방위간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방 확대수술로 인하여 유방의 유저면은 확장되

지 않고 단지 젖꼭지점높이가 높아지면서 볼륨만 확장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Mass (g/m
2
) Thickness (mm)

Tensile strength (N) Recovery rate (%)

Wale Course Wale Course

173.6 0.4 200.9 192.4 95.5 95.4

Fig. 3. Bra styles and postures of appear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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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Table 2>와 같이 유방 세부

측정치 결과에 따라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 패턴제

도 시 “유방안쪽점길이”, “유방바깥쪽점길이”, “유방아

래쪽 길이”와 “유방안쪽점 사이간격”을 반영하였다.

2.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 개발 결과

수술 직후 환자는 피부감각이 예민해져 시판 브래지

어처럼 솔기를 피부면에 두는 방식보다는 브래지어 안

쪽에 봉제선이 느껴지지 않도록 모든 솔기를 겉면에 두

는 봉제방법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솔기를 겉면에 보

이도록 제작하였으며, 외컵의 경우 두 겹으로 재단하여

봉제 후 뒤집어서 끝단처리가 겉면에 보이지 않도록 제

작하여 외관을 좋게 하였다. 특히 두 겹 재단을 통해 젖

꼭지가 내비치는 것을 방지하여 외출 시 굳이 니플패드

를 붙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컵상단의 어깨끝과 만

Table 2. Body measurements of the subjects                                        (Unit: cm)

Item A B C D E F Mean (S.D.)

Chest circumference 78.0 76.0 83.2 79.5 80.0 85.0 80.28 (3.32)

Bust circumference 82.0 81.0 87.5 84.0 86.0 90.5 85.17 (3.56)

Under bust circumference 67.0 66.5 75.2 71.8 72.0 76.8 71.55 (4.18)

Chest breadth 27.3 27.0 29.6 26.3 28.0 27.8 27.67 (1.12)

Bust breadth 26.0 24.4 28.0 26.2 28.5 28.7 26.97 (1.70)

Under bust breadth 23.9 23.5 26.0 25.1 23.5 27.9 24.98 (1.74)

Bust depth 20.8 21.7 21.2 21.5 22.8 23.8 21.97 (1.12)

Under bust depth 15.9 16.4 17.5 18.0 17.3 18.6 17.28 (1.00)

Anterior neck to bust point 19.0 17.5 23.2 19.5 21.0 22.5 20.45 (2.18)

Neck point to bust 23.5 23.2 27.0 24.5 26.0 27.0 25.20 (1.70)

Midshoulder to bust point 22.6 22.0 25.0 22.5 24.5 24.5 23.52 (1.29)

Space between the inside points of breas 1.5 1.7 1.4 0.5 1.0 1.0 1.18 (0.44)

Bust point-bust point 15.0 17.2 19.5 17.4 19.0 18.0 17.68 (1.59)

Inner diameter of breast 6.5 7.7 8.9 8.0 9.8 7.5 8.07 (1.15)

Outer diameter of breast 7.8 6.8 6.7 6.4 11.7 7.6 7.83 (1.98)

Upper diameter of breast 7.5 6.0 8.2 8.4 11.3 8.0 8.23 (1.73)

Lower diameter of breast 7.4 8.5 5.5 6.2 5.5 6.1 6.53 (1.19)

Breast deepness inner 6.0 5.3 7.3 6.5 7.0 7.2 6.55 (0.78)

Breast deepness outer 6.5 9.1 8.8 8.9 9.0 10.2 8.75 (1.21)

Breast deepness upper 6.0 6.3 6.0 6.8 9.5 7.0 6.93 (1.32)

Breast deepness lower 3.2 5.4 4.0 6.0 5.0 5.6 4.87 (1.06)

Inner length 9.0 9.0 11.3 9.2 11.0 10.0 9.92 (1.03)

Outer length 12.0 13.0 110 11.3 14.0 14.0 12.55 (1.32)

Upper length 10.0 9.5 11.5 11.0 13.0 11.8 12.80 (3.43)

Lower length 8.0 10.0 7.0 8.0 7.0 8.0 8.00 (1.10)

Upper-inner length 14.5 11.0 13.5 9.5 13.5 13.5 12.58 (1.91)

Inner-lower length 10.7 9.0 13.0 10.0 13.0 10.6 11.05 (1.63)

Lower-outer length 11.1 9.7 10.0 11.4 12.2 11.3 10.95 (  94)

Upper-outer length 10.0 9.5 19.8 14.0 13.1 12.0 13.07 (3.73)

: Measured by the replica of the right side br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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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위치에 길이조절용 어저스터를 3단으로 달아 유방

의 크기에 맞추어 치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컵

의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컵받침과 날개의 넓이도

넓게 제작하여 커진 유방볼륨을 효과적으로 받쳐줄 수

있도록 하였다. 어깨끈 폭을 광폭으로 하고, 외컵 아래

의 브래지어의 컵둘레선에는 상컵부위에 유방을 눌러

줄 수 있는 밴드형태의 끈과 앞중심 끈을 부착하고 이

치수를 조절할 수 있는 어저스터를 설치하여 기존 브래

지어의 단점을 보완하였다.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

의 패턴 제도 결과는 <Fig. 4>와 같다.

3. 착의 평가결과

Yi et al.(2017)의 시판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에

대한 착의 평가결과 평가 점수가 가장 우수하였던 “컵

없는 형” 브래지어와 개발 브래지어에 대한 착의 평가

를 실시하였다. <Table 3>의 전문가 외관평가 결과 모든

문항에서 수술 직후 보정용 개발 브래지어가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정면 문항에서 “앞중심 높이가 적당한가”와 “앞중심

면적이 적당한가”, “어깨끈 너비가 적당한가”는 p<.001

Fig. 4. Developed post-operative bra pattern for breast augmentation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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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고 각각 3.95와 3.93, 4.07의 높

은 평가점수를 나타냈다. 후면 문항에서 “어깨끈 길이가

적당한가”와 “훅과 아이 개수가 적당한가”는 p<.001 수

준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전체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브래지어 모양이 좋은가”

와 “확대 환자용 브래지어로 형태가 적합한가”는 p<.00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고 각각 평균 4.10과 4.31의 높

은 평가점수를 나타냈었다. 피험자의 개발 브래지어 착

용 시 외컵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외관평가는 모든 문항

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고 수술 직후 보정용 개발 브래

지어가 특히 앞중심 높이와 면적이, 어깨끈 너비와 길

이, 훅과 아이 개수, 전체적인 브래지어 모양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확대 환자용 브래지어로 형태가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의 피험자의 개발 브래지어 착용 시 외컵을

탈의한 상태에서의 외관평가도 모든 문항에서 유의차가

Table 3. Appearance evaluation of post-operative bra of expert panel_in wearing outer bra cup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Wilcoxon Z
Bra without cup Developed bra

Front

Is the upper part of the front center fit well? 3.55 (0.67) 3.74 ( .63) −1.397***

Is the front centre upper width appropriate? 3.60 (0.59) 3.88 ( .55) −1.980***

Is the front centre height appropriate? 3.14 (0.78) 3.95 ( .58) −3.906***

Is the front center's size appropriate? 3.27 (0.71) 3.93 ( .64) −3.767***

Is the lower front center fit well? 3.76 (0.48) 4.07 ( .46) −2.595***

Is the cup breast cover suitable? - 4.07 (0.60) -

Is the breast cover on the side of the cup appropriate? 3.54 (0.64) 3.98 ( .64) −2.952***

Is the cup nipple point location appropriate? - 4.00 (0.66) -

Is the gap between the right and left nipples appropriate? - 3.95 (0.73) -

Is the nipple point inner length appropriate? - 3.95 (0.73) -

Is the nipple point outer length appropriate? - 3.93 (0.71) -

Is the pressure on the top of the cup appropriate? - 4.05 (0.79) -

Is the pressure of the upper cup proper? - 4.10 (0.66) -

Is the degree of close contact of the center front cup line appro-

priate?
3.67 (0.61) 4.14 ( .75) −2.611***

Is the degree of adhesion of the cup base appropriate? 3.79 (0.47) 4.17 ( .62) −2.618***

Is the width of the under band adequate? 3.62 (0.62) 4.19 ( .63) −3.308***

Is the shape of the front center bottom and the angle appro-

priate?
3.60 (0.54) 4.12 ( .63) −3.164***

Is there adequate spacing between the shoulder straps? 3.45 (0.67) 4.00 ( .73) −2.969***

Is the width of the shoulder strap appropriate? 3.43 (0.64) 4.07 ( .64) −3.767***

Length
Is the length of the under bust's height appropriate? 3.68 (0.47) 4.07 ( .60) −3.021***

Is under bust band's width appropriate? 3.71 (0.46) 4.10 ( .62) −3.021***

Back

Is the width of the back wing appropriate? 3.62 (0.49) 4.02 ( .78) −2.739***

Is the spacing between the shoulder straps appropriate? 3.52 (0.55) 4.05 ( .79) −3.128***

Is the length of the shoulder strap appropriate? 3.48 (0.74) 3.95 ( .85) −2.815***

Is the number of hook & eye proper? 3.45 (0.63) 4.02 ( .68) −3.870***

Is the breadth of the back flap appropriate? 3.55 (0.63) 4.05 ( .66) −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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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ssiere type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each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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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개발 브래지어가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내었

다. “앞중심 상단 들뜸/눌림이 적당한가”, “앞중심 상단

너비가 적당한가”, “앞중심 높이가 적당한가”, “앞중심

면적이 적당한가” 항목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브래지어 모양이 좋은가”,

“유방 확대 환자용 브래지어로 형태가 적합한가” 항목에

서 p<.001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고, 각각 4.36과 4.48

의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내어 새롭게 개발된 수술 직후

확대 환자용 보정 브래지어가 우수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발 브래지어의 외컵을 착용한 상태에서 <Table 5>

의 피험자 집단의 수술 직후 브래지어 착용만족도 평가

Table 3. Continued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Wilcoxon Z
Bra without cup Developed bra

Side

Is it appropriate pressure of the side? 3.45 (0.81) 4.05 ( .66) −3.470***

Is the keeper position appropriate? - 3.88 (0.63)

Is the degree of close contact with the wings? 3.46 (0.81) 4.05 ( .58) −3.434***

Is the lower edge of the wing close enough? 3.60 (0.66) 3.93 ( .71) −2.286***

Is side wing's width appropriate? 3.61 (0.49) 3.95 ( .70) −2.541***

Overall

Is it appropriate to push the breast in? - 4.00 ( .77) -

Is it appropriate to support the breast? - 4.05 (0.66) -

Is the cup shape appropriate? - 3.90 (0.73) -

Is the volume of the cup appropriate? - 3.90 (0.76) -

Does it naturally cover the breast? - 4.19 (0.63) -

Is the fastening system good? - 4.12 (0.59) -

Overall, the shape of the bra is good? 3.43 (0.50) 4.10 ( .76) −3.798***

Is it suitable for patient bra? 3.49 (0.55) 4.31 ( .60) −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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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ssiere type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each item

Table 4. Appearance evaluation of post-operative bras by the expert panel_in taking off outer bra cup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Wilcoxon Z
Bra without cup Developed bra

Front

Is front center top pressure appropriate? 3.55 (0.67) 4.21 ( .56) −3.731***

Is the front center height appropriate? 3.60 (0.59) 4.24 ( .62) −3.675***

Is the front center area appropriate? 3.14 (0.78) 4.31 ( .56) −4.612***

Is front center bottom pressure appropriate? 3.27 (0.71) 4.24 ( .62) −4.572***

Is front center bottom pressure appropriate? 3.76 (0.48) 4.19 ( .67) −2.747***

Is the breast cover on the side of the cup appropriate? 3.54 (0.64) 4.12 ( .71) −3.186***

Is the degree of close contact of the front cup line approp-

riate?
3.67 (0.61) 4.19 ( .59) −3.085***

Overall
Overall, the shape of a bra is good? 3.43 (0.50) 4.36 ( .62) −4.797***

Is a brassiere suitable for the enlargement of a patient in shape? 3.49 (0.55) 4.48 ( .63) −4.748***

Additional Is the inner bra cup circumference proper in shape? - 4.24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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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assiere type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each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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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앞중심 상단이 들뜨지 않는가”, “앞중심 상단 간

격이 적당한가”, “컵이 들뜨지 않는가”, “밑가슴 밴드 폭

이 적당한가” 항목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차를 나타

내었다. 특히, 유방 확대수술 직후 보정용 개발 브래지어

가 “앞중심 상단이 들뜨지 않는가”, “앞중심 하단이 들

뜨지 않는가”, “앞중심 상단 간격이 적당한가”, “앞중심

압박이 적당한가”, “컵상변이 들뜨지 않는가”, “컵옆상

변이 들뜨지 않는가”, “브래지어 내컵의 촉감이 좋은가”,

“전체적인 맞음새가 가슴부위에 적합한가”, “전체적인

형태가 확대용으로 적합한가” 항목에서 평균 4.50 이상

의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

ble 6>의 개발 브래지어의 외컵 탈의 상태의 피험자 집

단의 수술 직후 브래지어 착용만족도 평가결과 “앞중심

상단이 들뜨지 않는가” 항목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차

를 나타내었다. “앞중심 상단 간격이 적당한가”, “앞중

심 높이가 적당한가”, “앞중심 압박이 적당한가”, “컵상

Table 5. Wearing satisfaction of post-operative bras_in wearing outer bra cup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Wilcoxon Z
Bra without cup Developed bra

Center

front

Is the upper part of the front center fit well? 2.83 (1.17) 4.67 ( .52) −2.041*

Is the lower front center fit well? 2.67 (1.21) 4.50 ( .55) −1.890

Is the front central upper clearance appropriate? 2.83 (0.75) 4.67 ( .52) −2.041*

Is the front centre height appropriate? 2.83 (0.98) 4.33 ( .82) −1.656

Is the front central pressure appropriate? 3.00 (0.89) 4.50 ( .55) −1.841

Bra cup

joint

Is the cup size appropriate? 3.33 (0.82) 4.33 ( .52) −1.732

Is the cup shape appropriate? 2.83 (0.98) 4.17 ( .75) −1.633

Is the bra cup fit well? 3.00 (0.89) 4.33 ( .52) −2.070*

Does the cup prevent the breast from shaking? - 4.00 ( .63) -

Is the breast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up? - 4.17 ( .75) -

Does the position of the nipple and the cup fit well? - 3.83 ( .41) -

Is the cup pressure appropriate? 3.33 (1.03) 4.00 ( .00) −1.414

The rim

of a cup

Does the upper rim of the cup fit well? - 4.50 ( .55) -

Does the side rim of the cup fit well? 3.50 (0.84) 4.50 ( .55) −1.857

Does the line around the cup fit well? 3.50 (1.05) 4.17 ( .75) −1.300

Is the pressure of the cup line proper? 3.33 (1.03) 4.17 ( .41) −1.518

Does the under part of the cup fit well? 3.33 (0.82) 4.00 ( .00) −1.633

Is the pressure of under bust proper? 3.50 (0.84) 4.00 ( .00) −1.342

Wings
Is the right fit of the wing part? 3.67 (0.52) 4.17 ( .75) −1.134

Is the wing part under pressure? 3.50 (0.55) 4.00 ( .63) −1.134

Shoulder

strap

Are the shoulder straps wide enough? 3.67 (0.52) 4.17 ( .41) −1.732

Are the shoulder straps easy to adjust in length? 3.83 (0.41) 3.83 ( .41) .000

Are the shoulder straps' pressure proper? 3.83 (0.41) 4.00 ( .00) −1.000

Length
Is the height of the lower part appropriate? 3.67 (0.52) 4.00 ( .00) −1.414

Is the breast band width appropriate? 3.33 (0.52) 4.00 ( .00) −2.000*

Touch

Is it good to touch the inside cups? - 4.67 ( .52) -

Does the out bra cup feel good? 3.17  (0.75) 4.67 ( .52) −1.890

Does the compression feel good? 3.33 (0.52) 4.00 ( .89) −1.633

Is the ventilation good? 3.50 (0.84) 4.00 ( .00) −1.342

*p<.05

: Brassiere type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each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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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tinude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Wilcoxon Z
Bra without cup Developed bra

Fitness

Is the total fit suitable for the breast area? 3.67 (0.82) 4.50 (  .55) −1.512

Is the overall shape suitable for breast enlargement patients

bra?
3.67 (1.82) 4.50 (  .55) −1.512

Is it easy to adjust the size? 3.83 (1.75) 3.83 (1.17) -0.000

Is it easy to take off? 3.50 (1.55) 3.50 (1.05) -1.000

Wearing

effect

Is there adequate space between the breasts? - 4.33 (1.52) -

Is breast volume appropriate? - 4.33 (1.82) -

Is it appropriate to support the breast? - 4.00 (1.89) -

Is it appropriate to push the breast in? - 4.17 (1.75) -

Are the nipples showing up? - 4.17 (1.98) -

Is the under bust area shaped up? 3.67 (1.52) 4.33 (  .82) −1.633

Is the side wing part shaped up? 3.67 (1.82) 4.17 (  .75) −.756

Is the overall shaping up proper? 3.33 (1.82) 4.33 ( .82) −1.298

Are you satisfied with the overall effect of wearing? 3.33 (1.03) 4.17 (1.17) −.816

Is the overall function appropriate for patients with breast

enlargement.
3.50 (1.05) 4.33 ( .82) −1.134

*p<.05

: Brassiere type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each item

Table 6. Satisfaction assessment of the post-operative bras by the subjects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Wilcoxon Z
Bra without cup Developed bra

Center front

Is the upper part of the front center fit well? 2.83 (1.17) 4.50 ( .55) −2.041*

Is the lower front center fit well? 2.67 (1.21) 4.33 ( .52) −1.890*

Is the front central upper clearance appropriate? 2.83 (1.75) 4.50 ( .84) −1.857*

Is the front center height appropriate? 2.83 (1.98) 4.50 ( .55) −1.890*

Is the front central pressure appropriate? 3.00 (1.89) 4.50 ( .55) −1.841*

Bra cup

joint

Is the cup size appropriate? 3.33 (1.82) 4.33 ( .52) −1.604*

Is the cup shape appropriate? 2.83 (1.98) 4.33 ( .52) −1.841*

Are the cups fit well? 3.00 (1.89) 4.33 ( .82) −1.807*

The rim

of a cup

Does the upper rim of the cup fit well? - 4.67 ( .52) -

Does the side rim of the cup fit well? 3.50 (1.84) 4.33 ( .52) −1.633*

Does the line around the cup fit well? 3.50 (1.05) 4.17 ( .75) 0−.966*

Is the pressure of the cup line proper? 3.33 (1.03) 4.50 ( .55) −1.633*

Does the under part of the cup fit well? 3.33 (0.82) 4.17 ( .75) −1.289*

Is the pressure of under bust proper? 3.50 (1.84) 4.33 ( .52) −1.518*

Touch
Is it good to touch the fastener? 3.33 (1.52) 4.17 ( .75) −1.890*

Is the ventilation good? 3.50 (1.84) 4.33 ( .52) −1.518*

*p<.05

: Brassiere type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each item



유방 확대수술 환자용 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 개발

– 225 –

변이 들뜨지 않는가”, “컵둘레선의 압박이 적당한가”,

“전체적인 착용효과가 만족스러운가”, “전체적 기능이

확대용으로 적합한가”, “내컵둘레선 크기가 적당한가”,

“내컵둘레선 압박이 적당한가” 항목에서 개발 브래지어

가 평균 4.50 이상의 높은 평가점수를 보였다.

<Table 7>의 피험자 집단의 수술 직후 브래지어 동작

기능성 평가결과 몸통 좌우로 비틀기 동작의 “유방이

흔들림 없이 보정되는가” 문항이 p<.05 수준에서 유의

차가 있었고 개발 브래지어가 3.83의 평균점수를 나타

내었다.

특히 “컵과 유방의 위치가 잘 맞는가”와 “유방이 흔

들림 없이 보정되는가” 문항은 피험자의 모든 동작 시

에도 개발 브래지어 평가 평균점수가 높고 보정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 하변 밴드의 위치가 변하

지 않고 고정되는가”와 “어깨끈 위치변화가 없는가(흘

러내림 포함)” 문항은 모든 동작에서 개발 브래지어의

평가가 4.00 이상의 높은 평균점수를 보여 브래지어 보

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최근 유방 확대수술의 증가와 함께 유방 확대수술 후

의 보형물 손상이나 부작용, 유방모양의 불만도 함께 증

가하고 있다. 유방 확대수술 환자의 이런 불만은 수술

적인 문제에서 오는 경우와 회복기 중에 유방의 미숙한

관리와 잘못된 브래지어 착용에서도 발생된다. 대부분

의 성형외과에서도 유방 확대수술 직후 압박밴드나 붕

대 착용시기가 지나면 유방의 형태 안정화를 위하여 환

자용 브래지어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술 직후 보

정과 이후 관리를 위해 착용되는 전문적인 속옷은 종류

및 수량이 매우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착용효과도 검

증된 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방 확대수술

환자들의 유방상부의 압박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유

방을 잘 받쳐주고 모아주는 기능을 갖는 브래지어를 개

발하여 수술 후 변형된 유방의 형태에 적합하면서도 유

방부를 적절하게 피복할 수 있는 수술 직후 브래지어를

개발한 후 이에 대한 착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개발한 유방 확대수술 직후 보정용 브래지어는 V사

패턴제도법에 의해 유방 확대수술 환자들의 변화된 유

방의 형태 및 특성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고, 그 우수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험자 6명을 대상으로 착의 평가

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외관평가에서 앞면과 어깨끈, 날개부분

및 압박 정도의 적절성 등의 문항에서 전체적으로 새롭

게 개발된 브래지어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험자들의 착용만족도 평가결과에서도 개발

브래지어가 앞중심 부분과 컵의 밀착 정도, 유연성과 촉

Table 6. Continued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Wilcoxon Z
Bra without cup Developed bra

Fitness

Is the total fit suitable for the breast area? 3.67 (1.82) 4.33 ( .82) −1.000

Is the overall shape suitable for breast enlargement patients

bra?
3.67 (1.82) 4.33 ( .82) −1.000

Is the inside cup adjustable for the breast? 3.83 (1.75) 4.00 (1.55) 0−.106

Wearing

effect

Is the overall shaping up proper? 3.33 (1.82) 4.33 ( .82) −1.656

Are you satisfied with the overall effect of wearing? 3.33 (1.03) 4.50 ( .55) −1.633

Is the overall function appropriate for patients with breast

enlargement.
3.50 (1.05) 4.50 ( .55) −1.473

Additional

Is the armscye position appropriate? - 4.17 ( .75) -

Is the pressure around the armscye appropriate? - 4.17 ( .75) -

Is the width of the fastener appropriate? - 4.17 ( .75) -

Is the inside cup the right size? - 4.50 ( .55) -

Is the pressure of the inner cup appropriate? - 4.50 ( .55) -

*p<.05

: Brassiere type with the highest satisfaction for each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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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만족도

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작기능성 평가결과, 유방의 흔들림 보정, 동

작 시 유방과 브래지어 분리 방지 기능, 신체 움직임의

용이성 등의 평가문항에서 개발 브래지어가 우수한 것

으로 판명되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볼 때, 시판되는 기존의 유방 확

대수술 환자의 보정용 브래지어에 비해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보정용 브래지어의 우수성이 검증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유방 확대수술 환자의 보정용 브래지어

뿐만 아니라 후속연구로 진행하고자 하는 회복기의 브

래지어 개발에도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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