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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유방 확대수술은 코헤시브

(Cohesive) 젤, 실리콘, 식염수 주머니를 겨드랑이나 

유방 둘레선, 유두 등 다양한 절개부위로 유방 조직 아

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유방 확대수술

용 보형물의 형태는 둥근형과 물방울형이 일반적이다.

유방 확대 성형수술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합병증과 재수술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수술 환자의 
45.2%가 1년 이내에 재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재수술을 시행하게 된 원인 중 모양에 대한 불만

은 유두 윗부위가 불룩한 경우와 비대칭이 가장 많

았고 보형물 탈출, 피막구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

었다(Lee, 2004). 유방 상부가 불룩해지는 등 부자연

스러운 유방 라인을 보이는 문제점은 수술 후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기도 한다.
재수술 가능성을 낮추고 유방 확대 보형물의 안착 

및 유방 형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술 직후부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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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압박밴드

나 압박의류의 착용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사전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는 유

방 확대수술 직후 유방의 형태 안정화를 위하여 압

박밴드나 붕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런 압박의류는 
소재의 신축성으로 인해 인체에 압력을 강하게 줌으

로써 근육이나 관절 등 피하지방에도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의료용 압박의류 제품의 기초연구는 최근 연구되

고 있으나, 일반적인 개발실태(Cho, 2015), 직물의 조

직과 관련된 연구(Sang & Park, 2013; Seok & Cho, 2017)
에 국한되어 있다. 또 의학 분야 연구의 경우 수술 후

의 환자에게 하지압박을 가하여 정맥혈전 등에 대한 
영향(Stanton et al., 1949) 연구가 있으며, 압박스타킹

과 고신축 타이츠는 하지정맥의 정체를 축소시키고 

환자들의 상처 치유효과(Dirik et al., 2001; Hafner et al., 
2000)와 대사량 증가(Lambert, 2005) 등의 효과가 있

다는 보고가 있다(Kim & Song, 2010). 압박의류의 착

용에 대한 연구들은 피로감 억제, 젖산 생성 감소, 근
육 진동 방지, 운동 후 조기 회복, 미세근육 손상 예

방, 부종 방지, 순환 개선, 항균, 정전기 방지, 통기성 

향상, 습기 억제, 체온 조절 등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

어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있어(Park & Sang, 2011), 국
내 성형외과에서는 유방 확대수술 직후 모든 환자의 
압박밴드나 압박의류의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유방 확대수술 직후 유방의 보정과 환부 

관리를 위해 착용되는 유방 확대수술용 압박밴드는 

형태가 인체 형태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소재 촉감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반면(Yi & Nam, 2017). 유방 확

대수술 환자를 위한 압박의류에 대한 의류학 분야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판 압박의류 4종류의 착용 실

험을 통하여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만족 요인을 반영하여 유방 확대수술 환

자들의 유방 특성에 맞는 수술 직후용 압박의류를 

제안하고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선정 및 유방부 측정

브래지어 밑가슴둘레 호칭이 70이나 75이면서 유

방 확대수술을 통하여 컵치수가 C, D컵으로 확대된 

여성 중 유방 유형이 반구형과 원추형인 여성 6명의 

피험자를 선정하였고, <Table 1>의 피험자 인체 측정

치를 이용하여 압박의류 패턴을 설계하였다. 또 동

일한 6인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시판 압박의류와 개

발 압박의류의 착의 실험 및 비교 검증 착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선정된 피험자의 유방부 측정은 피험자의 오른쪽 

유방에 측정점들과 유방 외곽선을 수성펜으로 표시

한 후 유방위점(Outer breast point), 유방안쪽점(Inner 
breast point), 유방아래점(Lower point), 유방바깥쪽점

(Outer breast point)을 마틴자와 줄자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였다.

유방 관련 측정점 및 측정항목은 선행연구(Sohn 
& Yi, 2017)와 같고 측정위치는 <Fig. 1>과 같다. 이상

에서 얻어진 측정치를 활용하여 수술 직후 브래지어 

패턴을 설계하였다.

2. 시판 압박의류 선정 및 착용 실험

착용 실험에 선정된 국내외 압박의류는 <Fig. 2>
와 같이 총 4종으로, 형태는 유방 상부만을 압박하는 

밴드형 2종, 유방 상부와 밑가슴둘레를 이중으로 압

박하며 앞중심포가 있는 이중밴드형 1종, 유방 상부

와 밑가슴둘레를 압박하며 앞중심에 여밈이 있는 파

워넷 소재의 훅앤아이 여밈형 1종을 선정하였다. 수
술 직후부터 1개월까지 착용하는 압박밴드 및 압박의

류는 선정된 6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착용 만족도 평

가만을 실시하여 시판 비교 압박의류를 최종 선정하

였다. 시판 압박의류 착용 만족도 평가 실험은 평균온

도 24°C, 습도 50%의 착용 평가실에서 수행하였고, 피
험자 6명의 밑가슴둘레 치수에 맞는 시판 압박의류 총 

4종을 무작위 순서로 직접 착용한 상태에서 착용 만족

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방법은 리커트 5점 척도

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 항목의 척도는 매우 

불만이 1점, 불만이 2점, 보통이 3점, 만족이 4점, 매우 

만족이 5점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판 압박의류 4종류의 착용 실험을 통하여 불만

족 요인과 만족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만족 

요인을 반영하여 피험자의 밑가슴둘레 치수에 맞는 

연구용 압박의류를 설계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차 검증을 위해 비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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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방법인 Friedman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압박의류 설계 및 착용 실험

선정된 시판 압박의류 4종류의 만족 요인을 반영

하여 연구용 압박의류 설계 시, 피험자의 인체 측정

치를 반영하여 컵받침과 날개 및 밴드를 제도하고 여

밈 형태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후 보정을 통해 최종 

연구용 압박의류를 완성하였다. 연구용 압박의류의 

여밈 형태에 따른 도식화<Fig. 3>와 같이 총 2종으로 

① 컵받침과 날개가 있으면서 앞중심에 3열 3단의 훅

앤아이 여밈 형태로 양쪽 옆선에서 밴드가 벨크로로 

앞중심에서 여며지는 형태로 앞여밈+앞중심포 분

리의 앞막이형(FA+C형), ② 앞막이형(FA+C형)과 다

른 구성요소는 동일하나 앞중심포가 없는 형태인 앞

여밈형(FA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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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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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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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b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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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st  1.5  1.7  1.4  0.5  1.0  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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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7 (1.15)

Outer diameter of breast  7.8  6.8  6.7  6.4 11.7  7.6 07.83 (1.98)

Upper diameter of breast  7.5  6.0  8.2  8.4 11.3  8.0 08.23 (1.73)

Lower diameter of breast  7.4  8.5  5.5  6.2  5.5  6.1 06.53 (1.19)

Breast deepness inner  6.0  5.3  7.3  6.5  7.0  7.2 06.55 (0.78)

Breast deepness outer  6.5  9.1  8.8  8.9  9.0 10.2 08.75 (1.21)

Breast deepness upper  6.0  6.3  6.0  6.8  9.5  7.0 06.93 (1.32)

Breast deepness lower  3.2  5.4  4.0  6.0  5.0  5.6 04.87 (1.06)

Inner length  9.0  9.0 11.3  9.2 11.0 10.0 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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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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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4)

Upper-outer length 10.0  9.5 19.8 14.0 13.1 12.0 13.07 (3.73)
Shadowed items were measured by the replica of the right side breast. 

Table 1. Body measurements of the subjects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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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압박의류의 패턴 제도방법은 선행연구

(Choi, 2017)에 따라 <Fig. 4>와 같이 S사이즈로 제도

되었고, 그레이딩은 컵라인에서 0.8cm, 옆선에서 1cm, 
뒷중심에서 2cm, 유방 상부의 밴드길이 4cm로 하여 

S, M, L사이즈로 패턴을 제작하였다. 각 사이즈는 피

험자의 실제 밑가슴둘레 측정치수를 기준으로 신축

률을 고려하여 6cm 작게 제도되었다.

패턴 제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유방 아래 체표길이이다.
② 컴퍼스를 이용하여 반원을 그린다. 이때, A는 

하컵의 유방 바깥쪽점이 된다. A~B는 3cm로 하였

으나 디자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③ 밑가슴둘레 70~75일 때 7cm, ④는 9cm, 14cm로 

제도한다.
⑤는 5.5cm, ⑥은 0.3~0.4cm, ⑦은 임의의 직각선으

로 ④와 같은 길이인 9cm이다.
⑧은 1.5cm, ⑨는 ④와 만나는 임의의 직선이다.

Straight band
style 

Curved band 
style

Dual bands style with 
detachable cloth 

Power net band style with
hook & eye

Fig. 2. Commercial compression garments sold in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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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ment items

1 i-B.P: Inner diameter of breast 9 i~B.P: Inner length of breast

2 o-B.P: Outer diameter of breast 10 o~B.P: Outer length of breast

3 u-B.P: Upper diameter of breast 11 u~B.P: Upper length of breast

4 d-B.P: Lower diameter of breast 12 d~B.P: Lower length of breast

5 id: Breast deepness inner 13 u⌒i: Upper-inner length

6 od: Breast deepness outer 14 i⌒d: Inner-lower length

7 ud: Breast deepness upper 15 d⌒o: Lower-outer length

8 dd: Breast deepness lower 16 o⌒u: Upper-outer length

B.P.: Bust Point
-: Straihgt length measurement
~: Length measurement along the body surface
⌒: Curve length measurement

Fig. 1. Measurement points and measurement items.
Reprinted from Sohn and Yi (2017). p.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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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은 3.2cm, ⑪은 12cm 임의의 직선으로 그리고 

⑫, ⑬은 ⑪과 각각 직각을 이루도록 하여 자연스

러운 곡선으로 처리한다.
⑬은 ⑤와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연구용 압박의류 중 S 사이즈의 앞중심포의 규격

은 다음 <Fig. 5>와 같다.
연구용 압박의류에 사용된 소재는 시판 압박의류

를 수집한 후 성형외과 전문의와 20년 이상의 브래지

       

Front       Back

① Front adjustable + Center piece style

                      

Front                                    Back

② Front adjustable style

Fig. 3. Compression garments prototypes.

Fig. 4. Patterns of compression g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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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제작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촉감이 

우수하면서도 보정이 가능한 압박감을 제공하는 것

으로 선정하였다. 밴드의 소재는 나일론 64.4%, 고무

사 24.4%와 폴리에스터 11.2%의 신축성 원단으로 적

정한 압력과 밀착도를 향상시켰고, 컵받침부위와 날

개의 소재는 파워넷 구조로 V사 보정용 의류에서 사

용하는 미디엄 타입의 신축을 갖는 나일론 74.7%, 폴
리우레탄 25.3%의 혼방소재를 사용하여 유방 주변

의 곡선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소

재의 물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용 압박의류는 옆선의 절개선이 없고 뒷중심

이 곬선이면서 두 겹의 파워넷 소재로 시접이 두 겹 

사이에 들어가게 제작되어 봉제선을 최소화하였으

며, 이를 통해 피부에 트러블이 없도록 하였고 탄성

을 높였다.
연구용 압박의류의 착용 실험은 시판 압박의류의 

착용 실험과 같은 연구실의 평균온도 24°C, 습도 50%
의 착용 평가실에서, 피험자 6명의 밑가슴둘레 치수

에 맞는 연구용 압박의류를 무작위 착용 순서로 수

행하였다. 시판 압박의류의 착용 실험 시와 같이 피

험자의 밑가슴둘레 치수에 따라 A와 B피험자는 S사

이즈, D와 E피험자는 M사이즈, C와 F피험자는 L사

이즈의 연구용 압박의류만을 착용하고 시판 압박의

류 실험 시와 같은 리커트 5점 척도의 착용 만족도 평

가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차 검

증을 위해 비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 분석을 실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시판 압박의류 착용 실험 결과

피험자 집단은 <Table 3>과 같이 상의에 시판 압박

의류만을 착용하고 착용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같이 길이 구분의 “밴드의 두

께가 여름철에도 적당한가”에서 p<.01 수준에서 유

의차가 나타났으며 이중 직선밴드형(A)과 파워넷 

밴드형(D)이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감 

구분에서는 “밴드의 촉감이 좋은가”와 “겨드랑부위 

접촉면 촉감이 좋은가” 문항이 p<.001 수준에서 유

의차가 있었고 이중 직선밴드형(A) 압박밴드가 가

장 높은 평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촉감 구

분의 “여밈 부분의 촉감이 좋은가” 문항이 p<.01에
서 유의차가 있었고 이중 직선밴드형(A) 압박밴드

가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내었다. 적합성에 관

한 “치수 조절이 용이한가” 문항이 p<.001 수준, “입
고 벗기 쉬운가” 문항이 p<.01 수준으로 유의차가 나

타났으며 직선밴드형(A)이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나타내었다.
착용 효과에 관한 “유방 상부의 압박이 적당한가” 

문항이 p<.001 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곡선

밴드형(B)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나타내었다. “브
래지어에 겹쳐서 착용할 경우 맞음새가 좋은가”, “전

Specimen Weight (g/m2)* Thickness (mm)**
Tensile strength (N)*** Recovery rate (%)****

Wale Course Wale Course

e-band 540.6 1.76 - - - 96.8

Power net 173.6 0.42 200.9 192.4 95.5 95.4

*: KS K 0514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7)
**: Vernier calipers method
***: KS K 0642:2016 B; Grab method (KATS, 2016)
****: KS K 0642,8.16.2:2016 D; Repeated stretching method (KATS, 2016)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the materials

Fig. 5. Center piece of the compression gar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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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보정 정도가 적당한가”, “전체적 기능이 확대

용으로 적합한가” 문항에서 각각 p<.01 수준에서 유

의차가 나타났고 직선밴드형(A)이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착용 만족도가 높은 
압박밴드 형태는 직선밴드형(A)으로 나타났지만, 여
름철에도 적합한 소재로 통풍에 좋고, 적절한 압박

이 있는 스타일로 윗가슴과 밑가슴둘레 모두를 효과

적으로 눌러주는 형태는 이중밴드형(C)임을 알 수 있

었다. 파워넷 밴드형(D)의 경우도 앞의 e-band 소재의 
압박밴드보다는 길이가 적절하며, 여름철 소재로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 압박의류의 착용 실험 결과 착용 효과와 착

용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우수하였던 직선밴드형(A)
의 형태와 촉감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이중밴드

형(C) 및 파워넷 밴드형(D)의 형태를 보완 수정하여 

연구용 압박의류 2종이 설계되었다. 연구용 압박의류 

2종 간 착의 실험 결과 평가점수가 더 우수했던 1종
을 최종 연구용 압박의류로 선정하였고 이를 시판 

압박의류와의 비교 착용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판 

압박의류 중 전반적인 평가점수가 높았던 직선밴드

형을 최종 비교 착의 실험복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용 압박의류 개발과 착용 실험 결과

연구용 압박의류는 앞의 시판 압박의류의 비교 착

용 실험 결과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직선밴드

형(A)을 기본으로 하여, 비교 착용 실험 결과에서 지

적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

의 연구용 압박의류 2종을 개발하였다. 첫 번째 연구

용 압박의류 앞막이형(FA+C)은 파워넷 소재를 기본

으로 하되, 컵받침이 있고 시판 직선밴드형(A)에 사

용된 e-band를 옆선에서 연결한 형태이다. 유방 수술 

Front Side Back

Straight band style
(A)

Curved band style
(B) 

Dual bands style with 
detachable cloth

(C)

Power net band style 
with hook & eye

(D)

Table 3. Wearing experiment of commercial compression ga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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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환자의 경우 유방 상부의 압박도 중요하지만, 
유방밑선의 위치 고정도 중요하므로 이중밴드의 효

과를 누릴 수 있도록 유방밑둘레 밴드는 파워넷 소

재로 구성하였다. 특히 좌우 임플란트가 앞중심으로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앞중심에 탈착이 가능

한 앞막이포를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두 번째 압박

의류 앞여밈형(FA)은 앞의 앞막이형(FA+C)과 같이 

컵받침이 있고 기본 형태 및 제원은 모두 동일하며, 
다만 앞막이가 없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연구용 압

박의류의 패턴은 앞의 <Fig. 4>‒<Fig. 5>와 같고, 2종
의 연구용 압박의류의 착의 모습은 <Table 5>와 같다.

<Table 6>의 연구 압박의류 착용 실험 결과 모든 

문항에서 앞여밈형이 착용 만족도 평가 점수가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밴드의 길이가 적당한가”, “밴
드의 폭이 적당한가”, “전체적인 형태가 확대용으로 

적합한가”에서 앞여밈형이 평균점수 4점 이상의 높

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 외 “여밈 부위 촉감이 좋은

가”, “입고 벗기 쉬운가”, “전체적인 착용 효과가 만

족스러운가” 문항에서 앞막이가 있는 앞여밈 형태보

다 앞여밈 형태의 연구 압박의류의 평가점수가 월등

히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종 개발 압박의류

로 앞여밈형 압박의류가 선정되었다.

3. 시판 압박의류와 개발 압박의류의 비교 결과

개발 압박의류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판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Friedman χ2

Straight band Curved band Dual bands Power net band

Length 

Is it long enough? 3.50 (1.22) 2.67 (1.21) 3.33 (0.82) 3.67 (0.82)   6.429

Is it a reasonable width? 3.83 (0.41) 3.33 (0.52) 3.00 (0.89) 3.00 (0.63)   6.391

Is the thickness appropriate even in the 
summer time? 3.17 (0.75) 1.83 (0.41) 3.50 (0.84) 3.50 (1.05) 10.529*

Tactile 
sensation

Is compression garment's touch good? 3.33 (0.52) 1.67 (0.52) 3.33 (0.82) 3.17 (0.75) 13.235**

Does the pressure feel good? 3.17 (0.41) 2.17 (0.75) 3.33 (0.82) 2.67 (1.03)   9.447*

Good ventilation? 3.00 (0.63) 2.33 (0.52) 3.33 (0.82) 3.17 (0.75)   4.977

Are the contact surfaces of the skin ple- 
asant to the touch? 3.50 (0.55) 1.67 (0.52) 3.83 (0.98) 3.33 (0.82) 11.250**

Suitableness

Is suitable for the breast area? 3.83 (0.41) 3.17 (0.41) 2.67 (1.21) 2.67 (1.37)   7.054

Does the overall shape of the bra proper 
for the breast augmentation patients? 3.50 (0.55) 2.83 (.75) 2.67 (1.21) 2.67 (1.03)   4.067

Is the size easily adjustable? 4.00 (0.00) 4.00 (0.00) 2.50 (0.55) 2.83 (1.17) 13.340**

Is it easy to wear and take off? 3.67 (0.52) 3.50 (0.84) 2.50 (0.84) 2.67 (1.21) 10.756*

Wearing 
effect

Is the pressure on the upper breast app- 
ropriate? 3.83 (0.41) 4.00 (0.00) 2.83 (0.75) 2.50 (0.84) 14.063**

Would you like a correct fit if it is worn 
over a bra? 4.00 (0.63) 3.83 (0.41) 2.17 (1.17) 3.00 (1.26)   8.214*

Does the bra reshape the body appropri-
ately? 3.83 (0.41) 3.83 (0.41) 2.67 (1.03) 2.33 (1.03) 10.188*

Is the overall effect of wearing the bra 
satisfactory? 4.00 (0.00) 3.00 (.63) 2.83 (0.98) 3.00 (1.10)   8.850

Do the overall functions of the bra fit 
for the breast augmentation patients? 4.00 (0.00) 2.83 (0.75) 3.00 (0.89) 2.67 (1.37)   7.884*

*p<.05, **p<.01
 : The question marked by a significant difference
 : The bra type with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among the items with significance

Table 4. Wearing satisfaction of commercial compression garments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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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의류 중 전반적인 평가 점수가 높았던 직선밴드

형(A)과 연구 압박의류 중 착용 만족도 평가가 우수

하였던 앞여밈형(FA)의 압박의류를 최종 비교하고, 
유의차 검증을 위해 비모수 통계방법인 Wilcoxon 분

석을 실시하였다.
<Table 7>의 “밴드의 두께가 여름철에도 적당한

가”, “통풍성이 우수한가”, “전체적인 보정 정도가 적

당한가” 문항이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났고, 

Front Side Back

Front adjustable style
with center piece 

(FA+C)

Front adjustable style
(FA)

Table 5. Developed compression garments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FA+C FA

Length

Is it long enough? 3.67 (0.52) 4.00 (0.00) 

Is it a reasonable width? 3.50 (0.55) 4.00 (0.00) 

Is the thickness appropriate even in the summer time? 3.17 (0.75) 3.67 (1.03) 

Tactile 
sensation

Is compression garment's touch good? 2.33 (1.03) 3.00 (1.10) 

Does the pressure feel good? 2.33 (0.82) 3.17 (1.17) 

Good ventilation? 3.67 (0.52) 3.67 (0.52) 

Are the contact surfaces of the skin pleasant to the touch? 3.17 (0.98) 3.33 (0.52) 

Suitableness

Is suitable for the breast area? 3.33 (0.52) 3.33 (0.52) 

Does the overall shape of the bra proper for the breast augmentation patients? 3.33 (0.82) 4.00 (0.63) 

Is the size easily adjustable? 3.33 (1.03) 3.83 (0.98) 

Is it easy to wear and take off ? 2.17 (1.17) 3.67 (0.82) 

Wearing 
effect

Is the pressure on the upper breast appropriate? 3.33 (0.82) 3.83 (0.41) 

Would you like a correct fit if it is worn over a bra? 3.17 (0.75) 3.67 (0.52) 

Does the bra reshape the body appropriately? 3.17 (0.41) 3.67 (0.52) 

Is the overall effect of wearing the bra satisfactory? 2.50 (0.55) 3.50 (0.84) 

Do the overall functions of the bra fit for the breast augmentation patients? 3.33 (0.52) 3.67 (0.52) 

FA+C: front adjustable style with center piece
FA: front adjustable style

Table 6. Wearing satisfaction of compression ga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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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압박의류의 착용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 길이 구분의 “밴드의 폭이 적당한가”와 촉감 

구분의 “여밈 부위의 촉감이 좋은가”, “겨드랑부위 

접촉면 촉감이 좋은가”와 적합성 구분의 “전체적인 

맞음새가 가슴부위에 적합한가”, “전체적인 형태가 

확대용으로 적합한가”, “치수 조절이 용이한가”와 착

용 효과 구분의 “유방 상부의 압박이 적당한가”, “브
래지어에 겹쳐서 착용할 경우 맞음새가 좋은가”, “전
체적인 착용 효과가 만족스러운가”, “전체적 기능이 

확대용으로 적합한가” 문항에서 개발 압박의류의 평

가점수가 현저히 높게 나타나 착용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최근 급신장하고 있는 유방 확대수술 

환자의 보정용 압박의류를 개발하여 유방 상부의 압

박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유방을 잘 받쳐주어 수

술로 인하여 변형된 유방을 적절하게 피복하여 아름

다운 유방으로 안착할 수 있는 압박의류를 개발하고 
그 우수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유방 확대수술 직후부터 1개월까지 착용하는 압

박의류의 착용 만족도 평가는 유방 확대수술자 6명
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평균온도 24°C, 습도 50%의 

착용 평가실에서 실시하였고, 피험자 6명의 밑가슴

둘레 치수에 맞는 압박의류를 무작위 순서로 직접 착

용한 상태에서 착용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모든 
착용 만족도 평가 실험은 항목의 척도가 매우 불만

이 1점, 불만이 2점, 보통이 3점, 만족이 4점, 매우 만

족이 5점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같은 착용 만족 평

가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문항 점수의 계

산에 오류를 방지하고자 평가문항은 모두 긍정형으

로 구성하였다.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Wilcoxon ZStraight band 
style

Front adjustable
style

Length

Is it long enough? 4.17 (0.41) 4.17 (0.41) ‒0.000*

Is it a reasonable width? 3.50 (0.84) 4.17 (0.41) ‒1.633*

Is the thickness appropriate even in the summer time? 2.83 (0.41) 4.67 (0.52) ‒2.232*

Tactile 
sensation

Is compression garment's touch good? 3.00 (0.63) 3.83 (1.60) ‒1.134*

Does the pressure feel good? 3.00 (0.00) 4.00 (1.55) ‒1.298*

Good ventilation? 2.67 (0.52) 4.33 (0.82) ‒2.232*

Are the contact surfaces of the skin pleasant to the touch? 2.83 (0.41) 4.17 (0.98) ‒1.841*

Suitableness

Is suitable for the breast area? 3.50 (0.55) 4.00 (0.89) ‒1.000*

Does the overall shape of the bra proper
for the breast augmentation patients? 3.50 (0.55) 4.33 (0.52) ‒1.890*

Is the size easily adjustable? 3.83 (0.41) 4.17 (0.75) ‒0.816*

Is it easy to wear and take off ? 4.00 (0.63) 3.83 (0.98) ‒0.447*

Wearing 
effect

Is the pressure on the upper breast appropriate? 3.67 (0.52) 4.17 (0.75) ‒1.732*

Would you like a correct fit if it is worn over a bra? 4.00 (0.63) 4.17 (0.75) ‒0.447*

Does the bra reshape the body appropriately? 3.17 (0.75) 4.33 (0.52) ‒2.070*

Is the overall effect of wearing the bra satisfactory? 3.50 (0.55) 4.00 (1.10) ‒0.828*

Do the overall functions of the bra fit for the breast augmentation 
patients? 3.33 (0.52) 4.17 (0.75) ‒1.518*

*p<.05
 : The question marked by a significant difference
 : The bra type with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among the items with significance

Table 7. Wearing satisfaction of evaluation of commercial and developed compression gar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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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압박의류의 개발에 앞서 시판 압박의류 
4종류의 착용 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만족 요인을 반영

하여 유방 확대수술 환자들의 유방과 인체 특성에 

맞는 수술 직후에 착용할 수 있는 압박의류의 개발

에 참고하였다.
시판 압박의류 4종류의 착용 실험 결과에서, 착용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우수한 압박밴드 형태는 직선

밴드형(A)이었고, 이중밴드형(C)은 통풍에 좋은 촉감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파워넷 밴드형(D)은 

앞의 e-band 소재의 압박밴드보다는 길이가 적절하

며, 여름철 소재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

선밴드형(A)의 형태와 촉감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

았던 이중밴드형(C) 및 파워넷 밴드형(D)의 형태를 

보완 수정하여 연구용 압박의류 2종이 설계되었다.
첫 번째 연구용 압박의류 앞막이형(FA+C)은 파워

넷 소재를 기본으로 하되, 유방 부위가 브래지어 형

태이며 e-band를 옆선에서 연결한 형태로 앞중심에 

탈착이 가능한 앞막이포를 제작하여 부착하였다. 두 
번째 연구용 압박의류 앞여밈형(FA)은 앞의 앞막이

형(FA+C)과 기본 브래지어 형태 및 제원은 모두 동

일하며, 앞막이가 없는 형태의 파워넷 소재로 제작

하였다. 연구용 압박의류 2종 간 착용 만족도 평가 결

과 평가가 더 우수하였던 최종 개발 압박의류로 앞

여밈형(FA) 압박의류가 선정되었다.
개발 압박의류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판 

압박의류 중 전반적인 평가점수가 높았던 직선밴드

형과 연구 압박의류 중 착용 만족도 평가가 우수하

였던 앞여밈형(FA)의 압박의류를 최종 비교하였고, 
유의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압박의류 4종에 

대한 비교 착용 평가결과, 밴드의 촉감, 여밈 부위의 

촉감을 포함하여 촉감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조끼 형

태의 압박의류의 피험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착용 만족도가 높은 형태는 직선밴드형

(A)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용 압박의류로 여밈 방법과 앞중심면

적의 적용 여부가 서로 다른 2종을 개발하였다. 하나

는 컵받침과 날개가 있으면서 앞중심에 3열 3단의 

훅앤아이 여밈 형태로 양쪽 옆선에서 밴드가 벨크로

로 앞중심에서 여며지는 형태의 FA+C형(앞여밈형+

앞중심분리형)이고, 둘은 앞의 앞중심분리형과 다른 
구성요소는 동일하나 앞중심분리면이 없는 형태인 

FA형(앞여밈형)을 개발하였다. 이중 FA형(앞여밈형) 
압박의류가 착용감 평가에서 우수함이 밝혀졌고 최

종 개발 압박의류로 앞여밈형이 선정되었다.
셋째, 각각의 착용 만족도 평가결과에서 우수한 

것으로 밝혀진 시판 직선밴드형(A)과 개발 압박의

류인 앞여밈형(FA)의 유의차 검증 결과 개발 압박

의류 FA형(앞여밈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그 우수

성이 입증되었다.
시판 압박의류 중 착용감이 가장 우수하였던 압박

의류는 직선밴드형(A)의 밴드로 유방 확대수술 환자

들의 유방 상부만을 눌러주는 단순한 형태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압박의류의 경우 컵받침과 날개가 

있으며 옆선위치에서 밴드를 부착하는 브래지어 형

태로 개발되어 단순히 유방 상부를 압박하는 기능 외

에도 유저면과 날개부위를 압박하여 위치의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방을 받쳐주고 
임플란트의 위치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점이 있어 시판 압박의류 대비 우

수성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유방 확대수술 환자들의 수

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용 압박의

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회복기 브래지어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 선정 시 유방 확대수술 경

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표집 시 어려움이 큰 탓

에 동일한 밑가슴둘레 여성의 표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동일 유방부 치수의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착용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비교 실

험에 사용된 시판 압박의류의 물성을 검증하기 어려

웠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실험실 

조건이 평균온도 24°C, 습도 50%의 착용 평가실에서 
수행되어 실제 생활 중 다른 환경 조건에서도 동일

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

요하다고 본다. 이외에도 유방 확대수술 환자들의 

압박의류 착용은 일상생활에서 1주일 정도의 착용 

후 착용 만족도 평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사료되나 
실험실에서의 단기 착용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었으며, 압박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피험자 6명
만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므로, 결과를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1, 2020

– 12 –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더 많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재로 

제작된 실험복을 포함시켜 착용 평가 및 성형외과 

전문의와의 공조에 따른 임상 착용 실험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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