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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

의 수명은 점차 길어지고 노년층은 증가하고 있다. 보

건복지부의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1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ng, 2020). 요즘 

떠오르는 신조어 중에 오팔(OPAL: Old People with Ac-

tive Life) 세대라는 말이 있다. 오팔 세대는 자신이 원

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 새로

운 소비층으로 부각되고 있다(“오팔 세대 [OPAL ge-

neration]”, 2020).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발간한 

�2020년 세계경제대전망�에서는 “만 65~75세 ‘욜드

(젊은 노인)’의 전성시대가 도래했으며, 젊은 노인들

은 건강하고 부유하여 앞으로 소비재 · 서비스 · 금융 

시장을 뒤흔들 것”이라고 하였다(The Economist, 2019, 

pp. 45–48). 액티브 시니어, 실버서퍼, 웹버족, 그레이

네상스 등의 용어들도 최근의 실버세대의 생활 및 소

비 형태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은퇴 후 탄탄한 경제력

을 바탕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IT기기를 능숙하

게 조작할 수 있는 60대 이상을 지칭하고 있다(Kim, 

2019). 노인세대들은 과거와 달리 경제력, 신체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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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력을 갖추고 소비 주역으로 내수시장을 주도하고 

있다(Jeon, 2020).

노인세대도 외모나 패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

하면서 2014년 대비 2018년 브랜드 의류의 소비는 

683%가 신장하였다(Jung, 2018). 노인들의 욕구나 패

션에 대한 감각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

세대를 위한 실버용품 시장의 발전은 노인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패션 시장에 있어서 과거

의 ‘노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젊고 세련된 분위기의 

실버 패션 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며, 온전히 노인을 

위한 브랜드 개발이 요구된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다양한 변화들

을 겪게 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경우 상

반신이 앞으로 숙여지는 등 굽음 현상으로 인하여 

등길이와 등너비는 증가되고 가슴너비와 앞길이는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배와 엉덩이 부분의 비대 

현상으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배둘레가 차이가 

없는 둥근 체형으로 변화되며, 유방의 처짐 현상으

로 젖꼭지점길이는 길어지게 된다. 팔다리가 몸에 비

해 가늘어지게 되며, 견갑골 주변이 피하지방으로 두

꺼워지는 등 두드러지는 체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Lee et al., 2006; Stoudt, 1981).

실버 의류는 노인의 체형에 적합하며, 노인 체형

을 아름답게 보완해주고 편안한 착용감을 줄 수 있

어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05년부

터 기존에 남성복, 여성복 등 두 종류로만 되어 있던 

의류치수규격을 아동복, 청소년복, 성인복, 노인복 

등 4가지 연령대로 구분하였으며, 노년 여성복을 추

가하였다. 노인복의 기준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정의

하였다(Kim, 2004). 그러나 속옷에 있어서는 노인을 

위한 의복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속옷은 신체에 밀착하여 체온 조절과 호흡, 땀과 노

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제2의 피부라 불리는 의복이

다. 특히, 브래지어는 성인 여성의 상당수가 착용하는 

파운데이션으로, 유방을 감싸서 형태와 위치를 아름

답게 교정해 주고 유지해 주는 의류이다(Cha, 2008). 

다른 어떤 의복 아이템보다 체형과 착용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판되고 있는 노년 여성

을 위한 브래지어는 부족한 실정이다. 2008년 ㈜비비

안에서는 ‘노블랑쥬(Noblelinge)’라는 노년 여성을 타

깃으로 한 속옷 브랜드를 론칭하여 브래지어, 팬티, 

바이쉐이퍼, 거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였으나 현

재는 없어졌다(Shim, 2009). 또, 2014년 ㈜쌍방울에서 

‘올쏘’라는 시니어 속옷을 출시하였으나 요실금 팬티

와 내의류 등이 중점을 이루었다(Lee, 2014). 이와 같

이 노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년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속옷 전문 매장이나 브랜드는 전무

한 실정이다.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에 관한 연구로는 노년 여성

의 유방 및 흉부 형태와 브래지어 치수규격에 관한 연

구(Park, 2002; Yi, 1995), 브래지어 디자인에 대한 연

구(Hur, 2017; Seo, 2009), 브래지어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Park, 2015),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Park et al., 

1996), 구매행동에 대한 연구(Seo & Chung, 2008) 등

이 있다. 그러나 노년 여성이 브래지어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류치수규격에서 노인

의 기준으로 제시한 60세 이상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태도 및 착용 효과에 대한 인

식 유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년 여성

용 브래지어 디자인에 요구되는 조건을 알아봄으로

써 노년 여성에게 신체적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아름

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노년 여성용 브래지어 개발

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용어 정의

본 연구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Q모집단: 연구를 위해 수집된 진술문의 집합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의견과 태도를 나타낸다.

② Q표본: 수집된 Q모집단에서 연구를 위해 의도

적 표집으로 선정한 진술문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

에 사용된 진술문을 나타낸다.

③ P표본: 주제와 관련된 응답자로 Q분류에 참여

하는 피험자를 의미한다. 즉,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태도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년 여성을 말한다.

④ Q분류: 응답자가 진술문을 읽고 순서를 정한 후, 

이를 제시된 분포도에 맞게 모형화하여 본인의 주관

성을 표현해가는 과정이다. 즉, 피험자가 진술문의 순

서를 정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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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모집단과 Q표본

Q방법론은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

에 의해 1935년 창안된 연구방법으로 인간의 주관성

(subjectivity)을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연구방법(Kim, 

2008)이다. Q방법론의 명칭은 알파벳 문자 배열 순서

에 의해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로부터 표현된 

R방법론과 비교해서 이보다 Q방법론이 선행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Brown, 1980). Q방법론은 그 동

안 객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주관적인 행위나 사고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Kim, 2012).

Q방법론은 주관적 속성들에 걸쳐 나타나는 사람

들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방법(Kim, 2008)으로 

과학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 또, Q방법론은 질

적인 방법과 양적인 연구방법론을 동시에 가지고 있

는 상호보완적인 방법론(McKeown & Thomas, 2013; 

Sell & Brown, 1984)이다. 피험자 스스로 진술문을 읽

고 순서를 정하여 자신의 주관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

하는 체계적인 수단이자 연구방법이다(Kim & Won, 

2000).

Q모집단은 Q표본의 토대가 되는 연구를 위해 수집

된 진술문의 집합을 의미한다. 진술문은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의견과 태도에 해당한다. 본 연

구에서는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과 관련된 다양

한 인식 확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하여 총 60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한 후,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e)을 

활용하여 진술문 추출을 위해 노년 여성 3인을 피험

자로 선정하였다. 피험자에 대한 설문 및 면담은 패션 

관련 학과 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3인이 진행하였다. 

피험자들이 연구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유로운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질문을 진행하여 면

담을 통해 총 31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Table 1).

3. P표본

P표본은 주제와 관련된 응답자로 Q분류에 참여하

는 피험자를 의미한다. Q방법론에서 P표본 선정은 소

규모 표본이론에 따른다(Stephenson, 1953). Q방법론

은 개인 간의 특성이나 차이보다 개인 내에서의 의미 

중요성에 차이를 두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태도를 분류하기 위하

여 65세 이상 노년 여성을 P표본으로 하였다. 편의표

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P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최종 20명의 P샘플을 선정하여 Q분류를 실시하였

다. 본 연구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

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실시하였다.

4. Q분류

Q분류는 응답자가 진술문을 읽고 순서를 정한 후, 

이를 제시된 분포도에 맞게 모형화하여 본인의 주관

성을 표현해가는 과정이다(Kim, 2008). Q표본을 9점 

척도의 강제적 유사정규분포(quasi-normal distribution)

로 배치하였다. P표본인 응답자가 Q표본을 긍정, 부

정, 중립의 3개로 분류하게 하였다. 그리고 긍정하는 

Q표본 중 가장 긍정하는 것부터 9점 위치에서 배치

하고 부정하는 Q표본 중 가장 부정하는 것부터 1점 

위치에서 배치하도록 하였다. 중립인 Q표본은 5점 

위치부터 배치하도록 하였다. Q분류의 분포상 양극

단에 놓은 긍정 4개와 부정 4개 Q표본의 경우 그 이유

에 대해 P표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한 후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결과에 활용하였다(Fig. 1).

5. 통계 및 분석방법

Q분류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쿼넬 pc 프로그램

(QUANL pc program)을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변환

점수(computational score)가 사용되었는데, 가장 부정

하는 Q표본은 1, 중립인 Q표본은 5, 가장 긍정하는 

Q표본은 9로 코딩하였다. 베리맥스(varimax)방식으

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에 적용된 Q방법론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객관적 시각을 위한 양적 연

구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인식은 인간의 주관성에 

국한된 부분이므로 인간의 내면을 측정하는데 초점

을 맞춰 이루어졌다. 개개인의 노년 여성이 브래지어 

착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심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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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석하였다. 유형화를 통하여 노년 여성의 브래지

어 착용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식을 진

단하였다. 먼저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인

식 유형은 3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요인

에 따라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인식 유

형은 총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의 수 결정은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가 1.00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인식 유형 3개는 전체 변

량의 68.12%를 설명하였고, 제2유형과 제3유형의 상

관관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1유형과 제3유형, 

제1유형과 제2유형의 순으로 나타나 제1유형과 제2유

형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유형으로 분석되

었다(Table 3).

제1유형은 10명, 제2유형은 7명, 제3유형은 3명으

Q sample

1  I wear a brassiere all day.

2  I only wear a brassiere when I go out. 

3  I wear a brassiere for covering the nipples. 

4  Brassiere has a push-up effect. 

5  I feel stuffy when I wear a brassiere.

6  I can't eat when I wear a brassiere.

7  I get a fever when I wear a brassiere.

8  I feel psychologically satisfied when I wear a brassiere.

9  I wear a brassiere for beauty.

10  Brassieres adds volume of the breast.

11  Brassiere has the uplifting effect.

12  Brassieres reduce the vibration of the breast.

13  I always wear a brassiere except for sleeping time.

14  When I wear a brassiere, the part that touches my skin itches.

15  I wear a wired brassiere.

16  I wear a padded brassiere. 

17  I get sweaty when I wear a brassiere. 

18  Brassiere smoothes out the back.

19  Brassieres clean up the flesh on the sides.

20  Brassieres are uncomfortable when worn and undressed.

21  The hook is released when the arm is moved back and forth.

22  I prefer to wear a brassiere. 

23  Wearing a brassiere causes shoulder pain. 

24  I feel tired when I wear a brassiere.

25  Brassiere cleans up the underarm fat well.

26  The brassiere is tightened around under-bust.

27  The brassiere wraps well around the breast.

28  Breathing is difficult when I wear a brassiere. 

29  The brassiere make my body pretty.

30  Brassieres cup part doesn't fit well.

31  The brassiere goes off depending on the movement.

Table 1. Q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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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제1유형의 경우 평균연령 71.1세로 나타

났으며, 자녀의 수는 평균 2.7명으로 나타났다. 학력

은 고졸이 7명, 중졸이 3명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 중 

BMI지수는 과체중이 5명, 경도비만이 4명, 정상이 

1명이었으며, 8명은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커졌다고 

답하였고, 2명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브래지어를 

주로 구매하는 장소로는 4명은 전문점, 4명은 시장, 

1명은 백화점, 나머지 1명은 기타라고 답하였다. 기

타 장소로는 사우나 등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제2유형은 평균연령 67.57세였으며, 자녀수는 2명

이었다. 학력은 대졸 3명, 고졸 4명인 것으로 나타났

다. 제2유형 BMI지수는 정상이 4명, 경도비만 2명, 과

체중이 1명으로 분석되었다. 제2유형 중 4명은 나이

가 들어도 가슴이 커지지 않았다고 답하였고 나머지 

3명은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커졌다고 답하였다. 브래

지어 구매 장소로는 3명이 전문점, 2명이 백화점, 나

머지 2명은 기타로 답하였다. 기타 답변에는 홈쇼핑

과 사우나 등의 장소가 언급되었다. 제3유형은 평균연

령 66.67세였으며, 자녀수는 1.67명으로 분석되었다. 

학력은 대졸이 1명, 고졸이 2명으로 나타났다. 제3유

형의 BMI지수는 2명은 정상이었고, 1명은 경도 비만

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 중 2명은 나이가 들어서도 

가슴이 커지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1명은 나

이가 들면서 가슴이 커졌다고 답하였다. 브래지어는 

백화점, 시장, 홈쇼핑 등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4).

요인 3개의 유형별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제1유형

은 외출 시에만 브래지어를 착용한다(No.2), 브래지

어를 젖꼭지를 가리기 위해서 착용한다(No.3), 브래

지어는 가슴을 올려주는(push-up) 효과가 있다(No.4), 

브래지어 착용 시 소화가 잘 안 된다(No.6), 브래지어

는 가슴을 모아주는 효과가 있다(No.11),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가슴이 답답하다(No.5)라는 항목에서 점수

가 높았다. 제2유형은 브래지어는 가슴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No.4),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심리적으

로 만족감을 느낀다(No.8), 브래지어를 아름다움을 

위해 착용한다(No.9), 브래지어는 가슴의 볼륨감을 

살려준다(No.10), 브래지어는 가슴을 가운데로 모아

주는 효과가 있다(No.11)라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은 브래지어는 아름다움을 

위해 착용한다(No.9), 브래지어는 유방의 진동을 감

소시켜 준다(No.12), 움직임에 따라 브래지어가 어긋

난다(No.31),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열이 난다(No.7),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겨드랑이 살이 잘 정리된다(No.

25)라는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

ble 5).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Factor loading 4.314 3.048 1.469

Variance 0.216 0.152 0.074

Cumulative variance 0.216 0.368 0.442

Table 2. Q Factor loading and variance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1 1.000 0.087 0.213

Type 2 0.087 1.000 0.301

Type 3 0.213 0.301 1.000

Table 3. Correlation of 3 types

     Neutral

←disagree agree→

Q sample  2  3  3  4 5   4   3   3   2

Score –4 –3 –2 –1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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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Distribution chart for Q 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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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유형 구성

1) 제1유형: 젖꼭지 커버 착용형

제1유형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유형이 강

하게 동의하고 있는 항목을 살펴보면, 브래지어를 젖

꼭지를 가리기 위해 착용한다고 생각하며(No.3), 브

래지어 착용 시 소화가 안 되고(No.6) 브래지어를 외

출 시에만 착용한다(No.2)고 하였다. 브래지어는 가슴

을 올려주는 효과(No.4)와 가슴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효과(No.11)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브래지어

를 아름다움을 위해 착용한다(No.9), 팔을 앞뒤로 움

직일 때 브래지어의 후크가 풀린다(No.21), 브래지어 

착용을 선호한다(No.22), 와이어 브래지어를 착용한

다(No.15), 브래지어를 24시간 착용한다(No.1)는 항

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

ble 6).

요인가중치가 큰 11번(2.04), 8번(1.47), 3번(1.39) 

응답자는 제1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11번 응

답자는 “젖꼭지를 가리기 위해서 브래지어를 착용한

다”라고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겉옷에 젖꼭지

가 도드라져 보여서 착용하며 그렇지 않다면 착용하

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소화가 안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브래지어를 착

용하고 차를 타면 멀미를 하고 음식을 먹으면 꼭 소화

제를 먹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브래지어를 착

용하면 열이 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답답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

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닿는 부분이 가렵다”고 하

였는데 그 이유는 “브래지어가 닿는 부분이 빨갛게 변

하고 가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브래지어를 

착용한다고 어깨가 눌리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브래지어로 어깨가 눌리거나 아프다고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브래지어 착용 시 밑가슴

둘레가 조이지 않는다”는 것은 “브래지어 사이즈를 

결정할 때 조금 헐렁한 치수를 선택하기 때문에 밑가

슴둘레가 조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브래지어 착

Division No. Factor loading Age No. of children Education Buying place

Type 1

(n=10)

1 0.978 74 3 High school Market

3 1.387 70 3 High school Market

7 0.866 69 1 High school Department store

8 1.472 70 3 Middle school Specialty store

11 2.038 74 4 High school Market

13 0.693 70 2 High school Specialty store

14 0.548 76 3 Middle school Market

15 0.554 70 3 High school Specialty store

17 0.663 66 1 High school Others

19 0.649 72 4 Middle school Market

Type 2

(n=7)

2 0.699 65 2 High school Others

4 0.999 66 2 University Department store

6 1.128 68 2 High school Specialty store

10 1.563 65 2 University Department store

16 0.404 66 2 High school Specialty store

18 1.059 70 2 High school Specialty store

20 1.266 73 2 High school Specialty store

Type 3

(n=3)

5 1.477 66 3 High school Specialty store

9 0.818 66 1 High school Department store

12 0.881 65 1 University Others

Table 4. Factor loading by types of P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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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시 겨드랑이 살이 정리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겨

드랑이 살이 많아서 브래지어가 눌리는 부분이 더 

튀어 나오기 때문”이었다. “브래지어 착용을 선호한

다”는 항목에도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브

래지어 착용이 불편해서 얇은 옷을 착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착용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8번 응답자의 경우 “외출 시에만 브래지어를 착용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

해 어쩔 수 없이 착용하며 가능하면 착용하고 싶지 않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젖꼭지를 가리기 위해서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겨울이나 헐렁한 옷을 

착용할 때는 젖꼭지가 드러나지 않아 브래지어를 착

No. Statement Type 1 Type 2 Type 3

1  I wear a brassiere all day. –1.6 –0.7 –1.8

2  I only wear a brassiere when I go out.  1.5 –1.7  1.2

3  I wear a brassiere for covering the nipples.  2.1  0.4 –0.7

4  Brassiere has a push-up effect.  1.3  2.3  0.8

5  I feel stuffy when I wear a brassiere.  0.9 –1.2 –0.5

6  I can't eat when I wear a brassiere.  1.5 –1.3 –1.7

7  I get a fever when I wear a brassiere.  0.6 –0.9  0.9

8  I feel psychologically satisfied when I wear a brassiere. –0.6  1.8 –0.6

9  I wear a brassiere for beauty. –1.2  1.0  1.9

10  Brassieres adds volume of the breast.  0.0  1.8 –0.5

11  Brassiere has the uplifting effect.  1.2  1.7  0.7

12  Brassieres reduce the vibration of the breast.  0.8  0.3  1.8

13  I always wear a brassiere except for sleeping time. –0.9  0.4 –0.1

14  When I wear a brassiere, the part that touches my skin itches.  0.7 –0.2 –0.9

15  I wear a wired brassiere. –1.6 –0.1 –1.5

16  I wear a padded brassiere.  0.9  0.5 –0.1

17  I get sweaty when I wear a brassiere.  0.6 –0.2  0.4

18  Brassiere smoothes out the back. –0.8 –0.6 –1.4

19  Brassieres clean up the flesh on the sides. –0.7 –0.3  0.7

20  Brassieres are uncomfortable when worn and undressed.  0.2  0.3  0.6

21  The hook is released when the arm is moved back and forth. –1.2 –1.0 –1.1

22  I prefer to wear a brassiere. –1.4  0.3  0.4

23  Wearing a brassiere causes shoulder pain. –0.8 –1.0  0.2

24  I feel tired when I wear a brassiere.  0.1 –1.2 –0.4

25  Brassiere cleans up the underarm fat well. –0.4 –0.5  1.1

26  The brassiere is tightened around under-bust. –0.9 –0.3 –0.2

27  The brassiere wraps well around the breast.  0.5  1.0  0.7

28  Breathing is difficult when I wear a brassiere. –0.0 –0.8 –1.0

29  The brassiere make my body pretty. –0.7  0.7  0.7

30  Brassieres cup part doesn't fit well. –0.9 –0.9 –0.8

31  The brassiere goes off depending on the movement.  0.8  0.1  1.1

Table 5. Standard scores by types of 3factors (Z-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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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브래지어를 착용

하면 피로감을 느낀다”고 하였는데, 이는 “브래지어

를 착용하면 얼른 집에 가서 벗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움직이면 브래지어가 같이 움직인다”고 한 

이유는 “팔을 올리거나 하면 계속 같이 따라 올라가

서 잡아내려 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아름다움을 위해서 브래지어를 착용하거나 브래지

어 착용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아

름다움보다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착용하며, 브래지

어 착용을 안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브래지어 착용 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지도 않

는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착용하지 않았을 때 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브래지어는 

몸매를 예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

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옷을 입어도 예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3번 응답자의 경우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였는데,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

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브래지어는 젖꼭지를 

가리기 위해서 착용한다”에도 동의하였는데, 이는 

“젖꼭지가 표시나지 않으면 착용하고 싶지 않으며, 

겨울처럼 옷이 두꺼워지면 외출 시에도 착용하지 않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브래지어는 가슴의 진동을 

감소시켜 준다”고 하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커져서 아래로 처지게 되니 움직일 때 흔들림이 있

어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패드 

브래지어를 착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와이어 브

래지어를 선호하지 않고 약간 패드가 있는 브래지어

가 젖꼭지를 잘 가려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와이어 브래지어를 선호하지 않고 24시간 브래지어

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와이어 브래

지어가 아프고 불편하기 때문이고 브래지어 자체가 

불편해서 외출 시가 아니면 착용하지 않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밑가슴둘레를 조여

주지는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브래지어를 한 사

이즈 큰 것으로 착용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브래

지어 착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브래지어 

자체가 불편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1유형의 경우 브래지어가 가슴을 올려주고 모

아주는 효과는 있지만, 브래지어 착용 시 소화가 안 되

기 때문에 외출 시에만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을 선

호하였다. 또, 젖꼭지를 커버하기 위한 용도로 브래지

어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유형을 ‘젖꼭지 

커버 착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질적 연구의 경우에

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에 대한 부분만 추출할 

수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젖꼭지 커버 착용형으로 

응답한 구체적인 이유 및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응

답도 추출할 수 있었다.

2) 제2유형: 기능지향 선호형

제2유형은 7명으로 구성되며, 제1유형과는 상반

된 인식 유형이었다. 제2유형이 강하게 동의하는 항

목을 살펴보면, 브래지어는 가슴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No.4), 브래지어 착용은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3 I wear a brassiere for covering the nipples. –2.11

6 I can't eat when I wear a brassiere. –1.47

2 I only wear a brassiere when I go out. –1.46

4 Brassiere has a push-up effect. –1.29

11 Brassiere has the uplifting effect. –1.17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9 I wear a brassiere for beauty. –1.16

21 The hook is released when the arm is moved back and forth. –1.21

22 I prefer to wear a brassiere. –1.40

15 I wear a wired brassiere. –1.55

1 I wear a brassiere all day. –1.57

Table 6. Characteristics of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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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No.8), 가슴의 볼륨감을 살려주는(No.10) 것으

로 나타났다. 또, 가슴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효과가 

있으며(No.11) 브래지어를 아름다움을 위해 착용하

는(No.9)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팔을 앞뒤로 움직

일 때 후크가 풀린다(No.21),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유방의 진동을 감소시켜 준다(No.12), 외출 시에만 브

래지어를 착용한다(No.2), 움직임에 따라 브래지어가 

어긋난다(No.31), 겨드랑이 살을 잘 정리해준다(No.

25)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였다(Table 7).

요인가중치가 큰 10번(1.56)과 20번(1.27) 응답자

는 제2유형의 대표 유형이다. 10번 응답자는 “브래지

어가 유방의 진동을 감소시켜준다”, “자는 시간을 제

외하고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브래지어는 가슴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아름다움을 위해 브래지어

를 착용한다”라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

유로는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가슴이 흔들리는 것이 

없어진다”, “잘 때는 벗고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하고 

있다”, “가슴이 탄력이 없어져서 안하고 있으면 가슴

이 배부분까지 내려오는데 브래지어를 하면 올려준

다”, “아무래도 조금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착용한

다”고 하였다. 반면 “브래지어 착용 시 닿는 부분이 가

렵다”, “와이어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브래지어를 

24시간 착용한다”,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 등살이 

매끄러워진다”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특별히 브래지어 때문에 

간지럽지는 않다”, “와이어 브래지어는 찌르는 느낌

이 있어 선호하지 않는다”, “24시간 착용하지는 않고 

잘 때는 벗는다”, “등에 살이 많아서 브래지어를 착용

하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해진다”라고 하였다.

20번 응답자는 “브래지어는 가슴을 올려주는 효

과가 있다”, “브래지어는 가슴을 모아주는 효과가 있

다”, “젖꼭지를 가리기 위해 착용한다”,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낀다”는 항목에 강

하게 동의하였다. 그 이유로는 “처진 가슴을 올려준

다”, “벌어진 가슴을 모아주어 예쁘게 해준다”, “젖꼭

지가 보여서 얇은 옷을 입기가 곤란할 때가 있는데 브

래지어를 착용하면 커버된다”, “브래지어를 착용하

면 몸매가 조금 예뻐지는 거 같아 만족스럽다”고 응답

하였다. 그러나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가슴이 답답하

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소화가 안 된다”, “브래

지어를 24시간 착용한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열

이 난다”는 항목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이유로는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지 않고 

편안하다”,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 “24시간 착용하

지는 않고 집에서는 벗고 있다”, “브래지어를 착용한

다고 특별히 열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응답하였다. 

제2유형의 경우 아름다움을 위해 브래지어를 착용하

였으나 응답자에 따라 몸매가 예뻐지기 때문이거나 

가슴을 모아주어서 예쁘게 해준다고 생각하여 이유

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제2유형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브래지어를 착용

하며 브래지어를 착용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브래지어가 가슴을 

올려주고 가운데로 모아주며, 볼륨감을 살려준다고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4 Brassiere has a push-up effect. –2.29

8 I feel psychologically satisfied when I wear a brassiere. –1.82

10 Brassieres adds volume of the breast. –1.81

11 Brassiere has the uplifting effect. –1.73

9 I wear a brassiere for beauty. –1.04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21 The hook is released when the arm is moved back and forth. –1.02

23 Wearing a brassiere causes shoulder pain. –1.03

24 I feel tired when I wear a brassiere. –1.16

5 I feel stuffy when I wear a brassiere. –1.17

6 I can't eat when I wear a brassiere. –1.26

2 I only wear a brassiere when I go out. –1.67

Table 7. Characteristics of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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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였다. 제2유형을 ‘기능지향 선호형’으로 명명

하였다.

3) 제3유형: 진동 감소 아름다움 추구형

제3유형은 3명으로 구성되는데, 제3유형은 아름다

움을 위해 브래지어를 착용한다(No.9), 브래지어는 

유방의 진동을 감소시켜 준다(No.12), 외출 시에만 브

래지어를 착용한다(No.2), 움직임에 따라 브래지어

가 어긋난다(No.31), 겨드랑이 살을 잘 정리해 준다

(No.25)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반면, 팔을 앞

뒤로 움직일 때 후크가 풀린다(No.21), 브래지어는 등

살을 매끄럽게 정리해 준다(No.18), 와이어 브래지

어를 착용한다(No.15),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소화가 

안 된다(No.6), 브래지어를 24시간 착용한다(No.1)

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못하였다(Table 8).

요인가중치가 큰 5번(1.48) 응답자는 제3유형을 

대표한다. 5번 응답자는 “외출 시에만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브래지어는 유방의 진동을 감소시켜준

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열이 난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어깨가 아프다”는 항목에 강하게 동의하

였다. 그 이유로는 “밖에 나가지 않을 때는 브래지어

를 잘 착용하지 않는 편이고 외출할 경우에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가슴

이 크다 보니 유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브

래지어를 착용한다”, “가슴이 커서 브래지어를 착용

하고 움직이면 열이 난다”, “큰 가슴을 지탱하다 보니 

어깨끈이 어깨를 눌러서 어깨가 아픈 경우가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브래지어를 24시간 착용한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소화가 되지 않는다”, “와이어 

브래지어를 착용한다”, “브래지어를 착용하면 호흡

이 곤란하다”라는 항목에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집에 있거나 밖에 나가

지 않을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고 지낸다”, “소화가 안 

된다고 느낀 적은 없다”, “나이가 들면서 가슴이 커지

다 보니 와이어 브래지어를 하면 더 크게 보이는 거 

같아 착용하지 않는다”, “브래지어를 느슨하게 하는 

편이어서 호흡이 곤란하지는 않다”고 응답하였다.

제3유형은 아름다움을 위해서 브래지어를 착용하

고 외출 시에만 브래지어를 착용하며, 유방의 진동

을 감소시켜 주고 겨드랑이 살을 잘 정리해 줘서 브

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브래

지어를 착용하면 움직임에 따라 브래지어가 어긋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3유형을 ‘진동 감소 아름다

움 추구형’으로 명명하였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Ta-

ble 9>와 같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의류치수규격에서 노인의 기준으로 제

시한 60세 이상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착

용에 대한 태도 및 착용 효과 등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 여성용 브래

지어 디자인에 필요한 조건을 파악해봄으로써 노년 

여성에게 신체적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노년 여성용 브래지어 개발에 필요한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9 I wear a brassiere for beauty. –1.86

12 Brassieres reduce the vibration of the breast. –1.80

2 I only wear a brassiere when I go out. –1.23

31 The brassiere goes off depending on the movement. –1.15

25 Brassiere cleans up the underarm fat well. –1.14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21 The hook is released when the arm is moved back and forth. –1.13

18 Brassiere smoothes out the back. –1.44

15 I wear a wired brassiere. –1.54

6 I can't eat when I wear a brassiere. –1.69

1 I wear a brassiere all day. –1.81

Table 8. Characteristics of ty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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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에 대한 태도 및 착용 효과 유

형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제1유

형은 ‘젖꼭지 커버 착용형’으로 브래지어가 가슴을 

올려주고 모아주는 효과는 있지만, 브래지어 착용 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외출 시에만 브래지어를 착용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또, 젖꼭지를 커버하기 위한 

용도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유형은 ‘기능지향 선호형’으로 아름다움을 위해

서 브래지어를 착용하며, 브래지어 착용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고 브래지어가 가슴을 모아주고 올려

주며, 볼륨감을 살려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제3유형은 ‘진동 감소 아름다움 추구형’으로 브

래지어는 외출 시에만 착용하며, 유방의 진동을 감

소시켜 주고 겨드랑이 살을 잘 정리해 줘서 아름다

움을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년 여성의 브래지어 구매행동에 대한 Seo and 

Chung(2008)의 연구에서 노년 여성은 브래지어의 와

이어가 눌려서 답답하고 어깨끈이 자주 내려가서 불

편하다고 하였다. 브래지어를 구매할 때 무엇보다 편

안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신

체 보정 효과에 대한 관심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서 

와이어 브래지어에 대한 선호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노년 여성들 대부분이 와이어 

브래지어를 선호하지 않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경우에는 노년 여성이 와이어 브

래지어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분석하였으

나 본 연구에서는 왜 노년 여성이 와이어 브래지어를 

선호하지 않는지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을 연구하였

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Q방법론은 개인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반응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는데, 노년 여성들이 와이어 브래지어를 선호

하지 않는 이유로 와이어가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

서, 소화가 되지 않아서, 브래지어의 젖꼭지를 가리는 

용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와이어 브래지어를 선호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ohn et al.(1996)의 연

구에서 노년 여성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목적으로 

동작 시 가슴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젖꼭지점 

등 가슴 형태가 의복 위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서, 처진 가슴을 받쳐주기 위해서라고 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노년 여성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가 젖

꼭지를 커버하기 위해서, 가슴을 모아주고 받쳐주기 

위해서, 움직임 시 가슴의 흔들림을 막기 위한 이유

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노년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 신체의 노화로 인

하여 유방의 탄력이 없어지고 가슴이 아래로 처지고 

벌어지는 등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조이는 보정 의복에 대해

서는 연령이 증가될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Type Characteristics

Type 1

Nipple cover non-preferred type

- Brassiere have the effects of push-up and uplifting breast

- Digestion is not possible when wearing a brassiere

- I prefer to wear a brassiere only when going out

- Wear a brassiere to cover the nipple

Type 2

Function-oriented preferred type

- Wear a brassiere for beauty

- Psychological satisfaction is felt when wearing a brassiere

- Brassiere have the effects of push-up and uplifting breast

- The brassiere gives the bust volume

Type 3

Vibration reduction beauty pursuit type

- Wear a brassiere for beauty

- I prefer to wear a brassiere only when going out

- Brassiere reduce breast vibration

- The brassiere keeps armpits well

- If you move, the brassiere will slip 

Table 9. Characteristics of brassiere wear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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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는 다르게 노년 여성의 다양한 취미활동, 종

교생활 등 사회생활이 증가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

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로 인해 외모의 중요성도 증

가되고 있다.

따라서 노년 여성들의 브래지어 착용에 대한 인식 

유형을 기준으로 노년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보정 속옷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노년 여성에 따라서 브래지어의 용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버용 브래지어 제

작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젖꼭지를 가려주는 브래

지어, 노화로 인해 처짐 가슴을 올려주는 브래지어 

본연의 기능을 가진 브래지어, 지방의 축적으로 커

진 유방의 흔들림을 감소시켜 주는 브래지어 등으로 

구분하여 불편하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노년 여성

용 브래지어 디자인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노년 여성들의 브래지어에 대한 태도 및 

착용 효과에 대한 인식을 유형화하여 노년 여성용 브

래지어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노년 여성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노년 여성용 브래지

어 개발을 통해서 착용감 및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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