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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속옷 시장 

규모는 2조 4,358억 원으로 전년보다 28.6%가 성장하

는 등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도 활기를 띠는 것으로 나

타났다. 속옷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는 건강과 기후, 

라이프 스타일을 겨냥한 혁신 상품이 소비자에게 통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여름용 쿨링 속옷, 

겨울용 히팅 속옷 등 기능성 속옷이라는 카테고리가 

자리를 잡으며 외의 못지않게 시장의 성장견인으로

서 개발의 여지를 제시하는 아이템으로 인지되고 있

다(Kim, 2017).

대표적 여성용 속옷인 브래지어는 가슴을 보호하

고 받쳐주어 운동을 용이하게 하고 이상적인 실루엣

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여 여성에게는 필수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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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템이다. ‘브래지어(Brassiere)’라는 단어는 1907년

에 �보그(Vogue)�지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Park, 

2015), 현대적인 브래지어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은 

메리 펠프스 제이콥스(Mary phelps Jacobs)라는 여성

으로 1914년에 특허를 냈다(Jung, 2017). 미국을 시작

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1950년대를 통해 거의 모든 여

성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아시아에서는 제2

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본 여성들에게 브래지어가 도

입되어 한국 사람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40여년 정도 되었다(Kong, 2006). 짧은 도입 역

사에도 불구하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디자인 트렌드

의 변화, 소재, 제조방법 등 기술개발에 따라 그 형태, 

용도 변화는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관련된 특허

도 활발하게 등록출원이 시도되어 왔다.

브래지어에 관한 선행연구는 한국 청소년기 여성

의 브래지어 착용 실태 연구(Choi & Yang, 2017), 임산

부 대상 브래지어 실태 조사(Jang & Kim, 2017), 유방 

수술 환자용 보정용 브래지어 개발(Sohn & Yi, 2017; 

Yi & Choi, 2019) 유방 형태에 따른 브래지어 패턴 설

계(Han & Yi, 2019; Min et al., 2016), 브래지어 구조 형

태에 따른 압박감 평가(H. Lee et al., 2019; O. Lee et 

al., 2019; Park et al., 2019)에 대하여 연구되어져 왔다. 

Sohn and Kweon(2012)은 브래지어 기능성에 따른 착

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브래지어 기능성의 중요도

에 비해 착용 만족도는 유의하게 낮았으며 시판 브

래지어의 기능성의 연구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기능성 브래지어 개발을 위해서는 이미 도출

된 특허기술동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브래지어 관련 특허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브래지어 특허 관련 선

행연구로 기본형, 누드형, 롱형, 캐미솔형 등 11개의 

형태와 통기성, 체형보정, 피부자극경감, 사이즈조

절, 압력경감 등 단순 기능성 위주로 1995~2014년 특

허 255건에 대해 분류를 시도한 연구(Park, 2015)가 

있으나 2015년 이후 특허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연구

가 없어 최근 등록된 특허에 대한 분석이 향후 브래

지어 관련 기술개발이나 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시급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래지어가 최초 

출원된 1985년을 기점으로 2019년까지 35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출원 744건, 등록 533건

을 수집하여 브래지어 특허동향을 분석하고자 특허

청에서 제공되는 IPC 분류코드를 바탕으로 1차적 고

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특허에 적용된 기술 조사(Park 

& Lee, 2011) 결과 도출된 키워드들을 Park(2015), 

Kang and Lee(2018) 등의 카테고리 분류를 참고하여 

재설계함으로써 최근 국내 브래지어 특허동향의 질

적 기술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브래지어

의 개발 흐름을 이해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 및 

공백기술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고기능성은 물론 소

비자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브래지어

브래지어는 여성들의 필수 품목으로 유방의 형

태, 크기, 위치 등을 조정하며 가슴을 보정하고 인체

에 적당한 압력을 부여하는 미적인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활동적, 기능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Lee, 

2013).

브래지어의 기본적인 3대 구성요소는 컵(cup), 날

개(wing), 어깨끈(strap)이며, 5대 구성요소는 3대 구

성요소에 앞판(front panel), 훅 앤 아이(hook & eye)가 

추가된다. 기타 요소로는 전 상변테이프, 옆 상변테

이프, 앞 중심, 어깨끈 연결고리 등이 있다(Kim & Chu, 

1999). 날개는 브래지어가 착용자의 신체에 밀착될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신축력을 갖는 재질로 이루어지거

나 별도의 신축 소재를 날개에 재봉으로 고정하여 신

축력을 갖도록 제작된다. 이러한 밴드는 신체에 착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날개의 양쪽 끝단부에 

훅과 걸림 고리가 설치되어 있다. 브라 컵은 여러 가지 

크기로 제작되어 착용자의 체형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브라 컵은 외피와 내피로 이

루어지거나 또는 외피와 내피 사이에 적당한 볼륨감

을 제공하도록 쿠션이 삽입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브래지어를 사용자가 착용하게 되면 밴드

가 착용자의 가슴을 조여 주는 역할을 하면서 날개

와 어깨끈에 의하여 지지된 브라 컵이 가슴을 감싸

주게 된다(Fig. 1).

Park(2015)은 브래지어의 기술분야를 형태별로 기

본, 스포츠, 의료용, 수유용 등으로 나누었다. 기능적

인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었다.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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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ung(2008)은 기능적 측면, 장식적 측면, 위생적 

측면, 정신적 측면 총 4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였으

며 유방의 커버 정도에 따른 컵의 형태로 풀컵형, 3/4

컵형, 1/2컵형, 3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날개 형태에 

따라 U자형, 일자형, 테이프형으로 구분한다. Kong

(2006)은 기능에 따른 브래지어의 분류로는 컵의 측

면을 스트레치성 소재로 구성하여 날개의 폭이 넓은 

형태인 사이드 스트레치형과 컵의 전 상변과 옆 상변

을 스트레치성 소재로 구성한 풀사이드 스트레치형, 

앞이 V자로 파여진 네크라인이 깊게 파여 의복 속에 

착용하는 프렌징형, 앞이 깊게 파인 동시에 와이어

로 고정되어 있는 데콜데형, 어깨끈이 없는 형태인 

스트랩리스형, 뒷부분의 훅 앤 아이 대신 앞 중심에 

훅 앤 아이를 설치하는 프론트 후크형, 면 소재를 사

용해 땀 흡수가 잘되는 스포츠형, 컵 하단 부위에 통

기성 테이프를 사용하여 활동성을 높이는 언더매쉬

형으로 분류하였다.

브래지어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착용적합성, 착용 

실태 그리고 특수 목적을 위한 브래지어 개발 연구 

등으로 진행되어왔다. 착용적합성 관련 연구에서는 

의복압 측정 통하여 부위별 압박 정도를 살펴보았으

며, 어깨끈 부위의 압력이 가장 크고 와이어 바깥쪽, 

날개 순으로 높은 의복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on et al., 2015). 특히 하변밴드 부분에서는 브래지

어 형태에 상관없이 옆 하변밴드에서의 의복압이 가

장 높고, 컵 옆 상변밴드에서 가장 낮은 압박 부담감

을 얻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2012). 착용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평균 브래지어 착용 연령은 12세

로 나타났으며, 주로 유방의 처짐, 흔들림을 방지하

여 가슴 윤곽을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Choi & Yang, 2017). 특히 사이즈에 적

합한 컵 선택, 와이어의 불편함, 착용 중 가슴의 답답

함, 어깨끈 흘러내림, 가슴 모아줌의 항목에서는 불

편도가 높게 나타나 해당 항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Kwen, 2014). 특수 목적

을 위한 브래지어 개발 연구로는 산모용 브래지어와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 개발을 위한 선호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산모용 브래지어는 유방을 압박하지 않

으면서도 잘 받쳐주고 땀과 젖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Jang 

& Kim, 2017), 유방암 환자용 브래지어는 보정물 무

게, 외관, 활동 시 지지력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 Choi, 2001).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브래지어 의류의 특허분석을 통하여 선행

연구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적용된 주요 

특허기술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Fig. 1. Structure of a brassiere.

Adapted from Byeon (2015).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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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분석

특허는 무형 재산권의 일종으로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국가

의 산업경제와 관계가 깊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

자인권 및 상표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Kim, 2014).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제3자에 대해서는 공개된 기술정보를 이

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특허정보는 새

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며 표준화된 양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 자료의 

사용이 편리하고 조기공개제도로 인해 기술의 수준

과 개발 방향을 이른 시기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

한 축적된 특허정보를 통하여 특정 분야의 기술개발

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시행착오 및 

중복연구를 막을 수 있으며,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특허정보는 실제 산업에 

응용될 수 있어 산업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최

신 ·첨단 기술정보이므로 그 활용가치가 높다(Kim, 

2006).

21세기는 과학적 지시에 기반을 둔 혁신적 기술을 

얼마나 소유했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평가되기 

때문에 상품 자체보다 상품에 내재된 지식 · 기술 ·

서비스 · 디자인 등 무형의 지식 쪽으로 옮겨가는 지

식창조의 시대에는 지식재산권을 파악하고 이에 기

초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Kim, 2014).

특허정보는 선행특허문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특

허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특허분류코드(Interna-

tional Patent Classification code; IPC)를 사용하고 있

다. IPC 코드는 1968년 유럽특허조약에 따라 제1판

이 발행된 후 현재까지 기술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지고 있으며 그 분류체계는 섹션,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 순으로 분류 기재

되어 특정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매

우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다. 예로서 본 연구에서 검

색한 브래지어와 관련된 특허 분류 기술분야는 <Ta-

ble 1>에 나타나 있으며, 생활필수품섹션(A)에서 시작

하여 의류분야클래스(A41), 코르셋, 브래지어(A41C) 

분류 중에서도 브래지어를 관련한 메인그룹(A41C3)

으로 분류되며 A41C3은 다양한 분야의 서브그룹

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면에 잠금 장치가 있는 브래지

어(A41C3/02), 수유용 브래지어(A41C3/04), 끈 없는 

브래지어(A41C3/06), 다른 의류와 결합한 브래지어

(A41C3/08), 보강 또는 가슴 성형 삽입물을 가지는 것

(A41C3/10), 구성부품(A41C3/12), 경화물 또는 가슴 

형성용의 삽입물(A41C3/14) 등이 그 예이다.

한편 특허청에서 분류하고 있는 IPC 기준의 세분

IPC Main group Contents

A41C3/00 Brassieres

With stay means, made from one piece with one or several layers, with suspension construction 

for the breasts, with size and configuration adjustment means, with pockets, diffusing perfume 

or the like, specially adapted for specific purposes, for sport activities, for medical use or surgery, 

with interchangeable or detachable cups, with backless strap feature, with ventilation feature, 

with different cup sizes

A41C3/02 With front closures -

A41C3/04 For nursing mothers -

A41C3/06 Strapless brassieres -

A41C3/08
Combined with 

other garments
-

A41C3/10
With stiffening or 

bust-forming inserts
With inflatable inserts

A41C3/12 Component parts
Stay means, with an articulated or bridge construction, with additional means provided at the 

ends (e.g., For protection), using specific materials

A41C3/14
Stiffening or 

bust-forming inserts
Stiffening inserts, pads, containing liquid or gel filling, prosthetic brassieres

Reprinted from KIPRIS (n.d.). http://www.kipris.or.kr

Table 1. IPC classifica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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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기술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기술의 관점에

서만 분류되어 있어 특허분석에 한계가 있다(Kim & 

Choi,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브래지어 의류의 

특허분석을 위한 범주를 IPC와 선행연구 및 관련 특

허를 참조하여 브래지어의 구조와 적용기술을 토대

로 재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한국특허정보원(KIPRIS)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http://www.kipris.or.kr)를 이용하여 IPC “A41C”와 “br-

assiere”를 검색하여 출원된 특허정보를 얻었으며, 특

허검색범위는 브래지어 관련 개발이 처음 이루어진 

1985년부터 2019년까지로 제한하였다. 그 결과 총 

769건이 검색되었다. 중복 및 노이즈를 제거하고 최

종적으로 특허분석에 사용된 국내 출원은 744건이

며, 그 중 등록건수는 533건으로 <Table 2>와 같다.

2. 특허분석을 위한 범주 설계

특허는 일반적으로 IPC를 기준으로 분석하지만, 

이는 특징 · 기능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특정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의 관점에서 분류되어 있

어 특허분석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브래지어의 특허분석을 위한 범주를 IPC와 선행연

구 및 관련 특허를 참고(Kim & Choi, 2017; Park, 2015)

하여 브래지어의 구조에 따라 컵 충전재, 컵, 컵 상변, 

컵 하변, 와이어, 앞 중심, 날개, 어깨끈, 부자재(훅 앤 

아이, 어깨끈 조절 고리 등), 브래지어(전체)로 나누

어 총 10개로 나누었다. 기능은 편안함, 사용편이성, 

건강관리, 외관, 경제적 가치로 상위 카테고리를 설

정한 후 세부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편안함의 경우, 

생리적 편안함과 물리적 편안함이 있는데 생리적 편

안함을 위한 기능에는 온도조절, 통풍성, 소취, 항균

이 있으며, 물리적 편안함을 위한 기능에는 압박경

감, 충격완화, 전자파차단, 정전기차단, 피부자극경

감이 있고, 사용편이성에는 착용감 향상, 착 ·탈의 

편의성, 다른 의복과의 결합성, 스트랩리스, 수유용, 

일회용, 둘레조절 기술이 해당된다(Park, 2015). 건강

관리에는 의료용, 자세교정, 생체신호측정, 마사지 

기능이, 외관에는 가슴 모아줌, 볼륨향상, 패션성, 군

살보정, 매끄러운 외관이 있다. 경제적 가치에는 유

방 사이즈 확인, 변형방지, 가변형, 양면형, 효율적 제

조방법 기술이 포함되어 총 30개의 세부 기능들로 이

루어져 있다(Fig. 2). 이와 같이, 특허분석의 범주를 

다각화하여 브래지어에 요구되는 기술이나 용도 등

을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IV . 결과및논의

1. IPC 분류코드에 따른 분석

1) 브래지어 특허등록 점유율

브래지어 특허출원 및 등록동향을 살펴본 결과는 

<Fig. 3>과 같다. 연도별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1985년 브래지어 개발 관련 기술의 최초 출원을 기점

으로 1990~1994년 3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1995~

1999년 출원 50건, 등록 25건으로 점차 증가하여 2000 

~2004년 출원 273건, 등록 229건의 높은 출원수를 보

였다. 이는 2000년대 초반에 활발히 이루어진 수유

브래지어 개발(Choi et al., 2000), 유방 절제 환자를 위

한 보정용 브래지어(Choi & Lee, 2001), 브래지어 원

형개발 연구(Park & Sohn, 2001) 등의 개발 활동으로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2005~2009년 출원 176건, 등

록 110건을 거쳐 2015~2019년 출원 74건, 등록 82건

으로 서서히 출원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

체 특허출원 744건 대비 등록건수는 533건으로 나타

나 71.6%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세부 기술개발 동향

State
Number of application

A41C3/00 A41C3/02 A41C3/04 A41C3/06 A41C3/08 A41C3/10 A41C3/12 A41C3/14 Sum

Application 269 163 136 68 74 9 14 11 744

Registration 213 115 71 45 64 4 12 9 533

Table 2. Patent trends according to the IPC code of brass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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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브래지어(A41C3/00), 경화물 또는 가슴 

형성용의 삽입물(A41C3/14), 구성부품(A41C3/12) 관

련 기술이 가장 많은 특허출원과 등록이 이루어진 것

으로 나타났다.

2) 기술별 브래지어 특허동향

IPC 분류코드 체계에 따라 등록된 브래지어 기술

분야별 특허동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브래지

어(A41C3/00) 관련 개발 기술이 40.0% (213건)로 다

른 그룹보다 월등히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다음

으로 경화물 또는 가슴 형성용의 삽입물(A41C3/14) 

21.6% (115건), 구성부품(A41C3/12) 13.3% (71건)로 상

위 3개가 74.9%(399건)의 점유율을 보였으며, 보강 

또는 가슴 성형 삽입물을 가지는 것(A41C3/10) 12.0% 

(64건), 끈 없는 브래지어(A41C3/06) 8.4% (45건), 수

유용 브래지어(A41C3/04) 2.3% (12건), 다른 의류와 

Fig. 3. Ratio of registration to patent application by year.

Fig. 2. Categorizes for brassiere pa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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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브래지어(A41C3/08) 1.7% (9건), 전면에 잠금 

장치가 있는 브래지어(A41C3/02) 0.8% (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브래지어 관련 개발 활동이 상위 3개 

그룹의 기술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출원인별 브래지어 특허동향

IPC 코드에 따라 내국인 및 외국출원인의 특허등

록률을 분석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내국인의 특

허출원은 674건이며, 그 중 등록은 489건으로 나타

났다. 주요 개발 기술은 브래지어(A41C3/00) 41.5% 

(203건), 경화물 또는 가슴 형성용의 삽입물(A41C3/

14) 21.1% (103건), 구성부품(A41C3/12) 12.5% (61건), 

보강 또는 가슴 성형 삽입물을 가지는 것(A41C3/10) 

11.2% (55건)의 순으로 나타나, 브래지어 관련 기술 

개발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출원

인의 경우, 국내 특허출원 70건, 등록 44건으로 나타

났다. 경화물 또는 가슴 형성용의 삽입물(A41C3/14) 

관련 기술이 27.3% (12건), 브래지어(A41C3/00)와 구

성부품(A41C3/12) 22.7% (10건), 보강 또는 가슴 성형 

삽입물을 가지는 것(A41C3/10) 20.5% (3건)의 점유율

을 보여 각 그룹별로 비슷한 수준의 개발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수유용 브래지어(A41C3/04), 다른 의류와 

결합한 브래지어(A41C3/08), 전면에 잠금 장치가 있

는 브래지어(A41C3/02)의 경우 외국출원인의 국내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관련 그룹의 주요 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국 · 내외 출원인을 분석한 경우 건수의 차이

는 있지만 비율은 비슷한 양상임을 확인하였다.

2. 설계 범주에 따른 특허분석

1) 재설계에 따른 구조별 브래지어 특허동향

설계 범주 재설정에 따라 검색으로 얻은 533건의 

특허를 구조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결과 최종적으로 

850건의 데이터를 도출하였다(Table 3). 이는 한 개의 

특허 내에서 여러 기능을 가지는 특허의 경우 그 기

능의 수만큼 특허건수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브래지어 구조에 따라 분류한 결

과, 브래지어 컵에 관련된 특허기술이 37.9% (322건)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컵 충전재 16.5% 

(140건), 날개 13.2%(112건), 와이어 7.8%(66건), 부

자재 5.9% (50건), 어깨끈과 컵 하변 5.1% (43건), 브래

지어 4.7% (40건), 앞 중심 2.8% (24건), 컵 상변 1.2%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2) 기능별 브래지어 특허동향

재설정한 범주에 따라 세부 기술별 개발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컵 충전재의 경우, 외

관 향상을 위한 특허출원이 37.9% (53건)로 가장 많았

으며, 생리적 편안함 23.6% (33건), 사용편이성 15.0% 

Fig. 4. Patent registration trends according to the IPC code.

(A41C3/00: Brassieres, A41C3/02: with front closures, A41C3/04: for nursing mothers,

A41C3/06: Strapless brassieres, A41C3/08: component parts, A41C3/14: Stiffening of bust-forming ins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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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브래지어 착용 시 

편안함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Sohn 

& Kweon, 2012)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컵의 기

능별 특허출원 경향은 외관 28.0%(90건), 사용편이

성 20.5%(66건), 생리적 편안함 19.6%(6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 상변의 경우, 사용편이성 50.0%(5건), 

외관 40.0%(4건), 생리적 편안함 10.0% (1건)로 3개의 

기술향상과 관련된 특허가 전체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컵 하변은 외관 41.9% (18건), 물리

적 편안함 20.9%(9건), 사용편이성 14.0% (6건) 순으

로 나타났으며, 와이어는 물리적 편안함 25.8% (17건), 

사용편이성과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개발이 24.2%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 중심의 경우, 외관이 

62.5%(15건)로 압도적으로 높은 특허등록 경향을 

보였으며, 날개는 외관 42.9% (48건), 물리적 편안함 

18.8%(21건), 사용편이성 17.0%(19건)의 순으로 나

타났다. 어깨끈에서는 외관 향상을 위한 기술 34.9% 

(15건), 사용편이성 향상 기술이 32.6%(14건)의 점

유율을 보여 주를 이루었다. 훅 앤 아이와 어깨끈 연

결 등을 포함하는 부자재의 경우 68.0%(34건)의 높

은 점유율을 보이며 사용편이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

발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에 

대한 특허에 적용된 기능으로 물리적 편안함 향상을 

위한 기술이 30.0% (12건), 경제적 가치 향상이 27.5% 

(11건)로 높은 기술개발 경향을 보였다. 전체를 통합

하여 살펴본 결과, 외관이 30.8% (262건)로 가장 많

은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사용편이성 22.2%(189건), 

생리적 편안함 14.6%(124건), 물리적 편안함 14.2%

(121건), 경제적 가치 10.7% (91건), 건강관리 7.4% (6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 상변, 컵 하변, 날개 

부분에서 편안함에 대한 개발이 많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와이어의 불편함, 착용 중 가슴의 답답함, 

어깨끈의 흘러내림 등과 같은 브래지어의 인체 구

속성에 대한 불편도가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Kwen, 

2014)을 개선하고자 많은 연구가 나타남을 알 수 있

다.

3) 세부 기능별 특허출원동향

기능별 세부 기술개발 동향은 <Fig. 7>과 같다. 생

리적 편안함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통풍성이 82.3% 

Fig. 5. Patent trends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of brass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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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Function

Pad Cups
Neck

line

Bot-

tom

line

of cup

Wire Gore Wing Strap

Subsi-

diary 

mate-

rials

Bras-

siere

Total

N (%)

Com-

fort

Physio-

logical

Temperature control 1 1 0 0 0 0 0 0 0 1 3

124

(15)

Ventilation 27 53 1 1 0 0 11 3 2 4 102

Deodorization 5 4 0 1 0 0 2 0 0 2 14

Sterilization 0 5 0 0 0 0 0 0 0 0 5

 Phy-

sical

Pressure relief 6 27 0 6 15 3 20 7 3 3 90

121 

(14)

Shock relief 2 0 0 0 0 0 0 0 0 0 2

Electromagnetic 

blocking
3 6 0 0 0 0 0 0 0 2 11

Electrostatic 

blocking
1 1 0 0 0 0 0 0 0 0 2

Skin irritation relief 1 2 0 3 2 0 1 0 0 7 16

Usability

Fit improvement 11 19 4 4 15 1 7 13 10 0 84

189 

(22)

Operability 1 1 0 0 0 1 2 0 16 0 21

Adaptability to other 

items
1 0 0 0 0 0 0 1 2 1 5

Strapless 6 32 0 0 0 0 6 0 0 0 44

Breast-feeding 1 10 0 0 0 0 0 0 0 1 12

Disposable 0 2 0 0 0 0 0 0 0 1 3

Size adjustment 1 2 1 2 1 3 4 0 6 0 20

Health

care

Medical bra 1 1 0 0 0 0 0 2 0 1 5

63

(7)

Posture correction 0 0 0 0 0 0 2 0 0 0 2

Bio signal 

measurement
0 0 0 0 1 0 0 0 0 0 1

Massage 3 36 0 3 5 0 3 2 2 1 55

Appearance

Converge breast to 

the center
28 39 3 15 9 15 5 1 1 1 117

262 

(31)

Volume up 12 33 1 0 0 0 0 0 0 0 46

Fashionability 9 8 0 0 0 0 0 13 0 0 30

Flab correction 1 0 0 0 0 0 35 0 0 0 36

Smooth appearance 3 10 0 3 2 0 8 1 2 4 33

Economic 

value

Breast size check 0 1 0 0 0 0 0 0 0 0 1

91

(11)

Deformation 

prevention
13 22 0 5 15 1 2 0 4 0 62

Transformable 0 1 0 0 0 0 0 0 0 0 1

Reversible 0 0 0 0 0 0 1 0 0 3 4

Manufacturing 

efficiency
3 6 0 0 1 0 3 0 2 8 23

Total 140 322 10 43 66 24 112 43 50 40
850

(100)

Table 3. Number of brasier patents according to structure and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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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건)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신체 사

이즈에 꼭 맞도록 입는 브래지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땀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쾌적함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적 편안함 향상을 위한 세부 

기술로는 압박경감이 74.4% (90건)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나 장시간 착용 시 와이어나 날개부로부터 

느낄 수 있는 신체 압박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고자 시

도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Kwen(2014)의 선행연

구에서 나타났듯이 브래지어의 와이어, 날개부의 압

박으로 불편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 압박경감을 위

한 브래지어 기술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

용편이성 향상을 위한 관련 특허로는 착용감 향상을 

위한 기능이 44.4% (84건)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

며, 다음으로 부착하는 방식을 통해 쉽게 착용이 가

능한 스트랩리스 브래지어 관련 기술이 23.3% (55건)

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관련 기술로는 마사지 기능을 

부여한 기술이 87.3%(117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

으며, 주로 돌기 형성, 음이온 방출 등을 통해 혈액순

환을 촉진시키려 하였다. 외관 향상을 위한 기술로 

가슴을 모아주는 기술이 44.7% (62건)로 가장 많았으

며, 볼륨 향상 17.6% (46%), 군살보정 13.7% (36건) 순

으로 기술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

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특허로 변형방지 관련 기술이 

68.1%(62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효율적 제

조방법을 위한 특허가 25.3%(23건)의 출원율을 보

였다.

4) 브래지어의 기능별 특허출원 예시

특허권의 분류별 브래지어 예시를 나타낸 표는 

<Table 4>와 같다. 분류별로 사용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생리적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허로 

내 · 외부 컵에 공기 통로를 형성하여 여름에는 시원

하고 겨울에는 체온이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온도조절 효과를 부여한 브래지어(Korea Patent No. 

20-2006-0029168, 2006)가 있었으며, 올록볼록한 돌

기를 형성(Korea Patent No. 20-2000-0002033, 2000)

하여 피부와의 접촉면적을 최소화시켜 땀, 습기, 열

기 배출 효과를 높이는 등 통풍성을 향상시키고자 하

였다. 통풍성을 높이기 위해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

하거나 다수의 통기구멍을 생성하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소취와 항균을 위한 

특허기술로는 향기 캡슐 브래지어에 삽입한 브래지

어(Korea Patent No. 20-2003-0021835, 2003)와 은, 바

이오세라믹, 숯 분말 등을 함유한 브래지어 개발(Ko-

Fig. 6. Patent trends of function by structure of brass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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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 Patent No. 20-2001-0029483, 2001) 등이 있었다.

물리적 편안함을 위한 특허기술로는 어깨끈에 완

충 부분을 형성하여 어깨에 가하는 압력을 저감시키

고자한 압박경감 브래지어(Korea Patent No. 20-2013

-0002983, 2013)가 있었으며, 어깨끈 외에 컵의 중앙

부에 유두구멍을 형성하여 유두의 눌림을 방지하는 

유두보호 기능을 가진 브래지어 또는 탈착 가능한 와

이어를 활용하여 흉부의 압박을 최소화하려는 시도

들이 나타났다. 충격완화 효과를 위해서 견직물, 발

포 폴리우레탄으로 제작 쿠션 패드를 삽입하여 완충

력을 부여하는 방식의 브래지어(Korea Patent No. 20

-2013-0000014, 2013) 개발이 있었고 전자파 차폐 기

능을 갖는 브래지어(Korea Patent No. 20-2005-00167

50, 2005), 정전기차단(Korea Patent No. 20-2004-001

6071, 2004) 브래지어 개발 기술 등이 있었다. 피부자

극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주파를 이용한 연결방법을 

통하여 피부트러블 발생을 감소시키는 브래지어 개

발 기술(Korea Patent No. 20-2003-0016800, 2003)이 나

타났다.

사용편이성 향상과 관련된 기술특허로는 착용편

이성을 위하여 컵 상변의 밀착감을 높여 브래지어가 

들뜨거나 정확한 착용 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설

계한 브래지어(Korea Patent No. 10-2017-0085817, 2017)

가 있었으며, 착 ·탈의 편의성 부여를 위해 한손으로 

Fig. 7. Patent application trends by detai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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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rawings Korea Patent No. Title Contents

C

o

m

f

o

r

t

Physio-

logical

Temperature 

control
2020060029168

Multi functional 

brassiere

Fold the top of the cup between

the outer layers to remove the 

shoulder straps and wear them

with a strapless bra

Ventilation 2020000002033
Clothes for a body 

stimulus
Overhang to minimize contact

Deodori-

zation
2020030021835

Brassiere with 

long-last fragrance
Incense capsules coated on bra

Sterilization 2020010029483
Charcoal powder 

printed brassier

Insert charcoal powder coating pad 

into cup for deodorizing effect

 Phy-

sical

Pressure 

relief
2020130002983

Functionality 

brassiere

Shoulder strap buffer to reduce 

shoulder strap

Shock relief 2020130000014 Brassiere
Cushion pad made of silk fabric

or foamed polyurethane

Reprinted from KIPRIS (n.d.). http://www.kipris.or.kr

Table 4. Example of brassiere patent b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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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rawings Korea Patent No. Title Contents

C

o

m

f

o

r

t

 Phy-

sical

Electro-

magnetic 

blocking

2020050016750 Brassier cup
Use of electromagnetic shielding 

fabric outside the cup

Electrostatic 

blocking
2020040016071

Woman brassiere 

weaving with silver 

thread portion

Partially woven with silver thread

to block static

Skin 

irritation 

relief

2020030016800
Brassiere without 

sewing

Manufactured using high frequency 

to reduce wearer's skin trouble and 

discomfort

Usability

Fit

improve-

ment

1020170085817 Brassiere

A reinforcing mesh is formed on the 

top of the cup to prevent it from 

being lifted

Operability 1020140154385
Brassiere easy

to lift bra strap

Hold the lever with one hand and 

pull it back so you can pull it back

Adaptability 

to other

items

2020010022360
Brassiere combine 

under shirt

Snap button can be used

to combine t-shirts and bras

Strapless 1020000061191

Strapless and 

backless brassiere 

using vacuum 

adsorptive strength

Strapless bra with vacuum suction

Reprinted from KIPRIS (n.d.). http://www.kipris.or.kr

Table 4. Continue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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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rawings Korea Patent No. Title Contents

Usability

Breast-

feeding
2020060013345

Brassiere for 

nursing
Breastfeeding bra for easy opening

Disposable 1020180042214
Disposable 

brassiere
Disposable bra for easy operation

Size 

adjustment
1020160152161

Brassiere capable

of size and shape 

adjustment

Cup-sized bra adjustable via an 

adjustment member on the top

of the cup

Health

care

Medical bra 1020160073667

Brassiere for 

pressing breast

after mastectomy

Pressing the mastectomy site with 

shoulder straps of different lengths

Posture 

correction
2020010014013 A brassiere

Secure a thick support in the center 

of the back to prevent bending

of the spine

Bio signal 

measure-

ment

1020130045629

The brassiere wire 

and functional 

brassiere and

system for 

measuring 

biological signal

Wire providing electrode function 

and removable biometric module

Massage 1020150122165
Light stimulating 

brassiere

Optical stimulation module 

mounted inside the cup

to stimulate microvascular

Reprinted from KIPRIS (n.d.). http://www.kipris.or.kr

Table 4. Continued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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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Drawings Korea Patent No. Title Contents

Appearance

Converge 

breast to the 

center

2020150005672 Brassiere

Cross-type front band and flexible 

support panels inside the cup 

enhance bust volume

Volume up 2020000001338

Brassiere in 

silicon-pack for 

woman

Increased volume with

silicon pack inside cup

Fashion-

ability
2020040028429 Brassiere Halter neck shoulder straps

Flab 

correction
1020130042495

Functional brassier 

having bands free

of red marks

Lateral cellulite correction by 

adding elastic material to

the upper edge of the wing

Smooth 

appearance
1020050021111

Fixing structure 

hook of brassiere

No sewing to prevent hooks from 

appearing outside

Economic 

value

Breast size 

check
2020060002368

The breast size 

confrmatiom werr

a brassiere

Check the chest size and chest size 

by hanging a ruler on the connector

Reprinted from KIPRIS (n.d.). http://www.kipris.or.kr

Table 4. Continued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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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를 잡고 젖히면 해제가 되고, 착용 시 레일홈으로 

훅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착용을 용이하도록 한 

개발 기술(Korea Patent No. 10-2014-0154385, 2014)이 

있었다. 다른 의복과 결합성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

여 어깨끈 등의 연결부재를 개발(Korea Patent No. 20-

2001-0022360, 2001)하기도 하였으며, 착용감 향상을 

위해 진공 펌프의 원리를 이용하여 부착력을 가지는 

진공 흡착식 브래지어(Korea Patent No. 10-2000-006

1191, 2000)가 있었으며, 그 외, 실리콘 접착제를 도포

하여 쉽게 가슴부에 부착 가능하도록 설계한 브래지

어가 있었다. 사이즈조절이 가능한 브래지어 특허에

는 끈, 신축성 소재 등을 사용한 조절부재를 형성하

여 사이즈 및 간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술

(Korea Patent No. 10-2016-0152161, 2016) 등이 등록

되어 있었다. 개폐를 용이하도록 설계한 수유용 브

래지어(Korea Patent No. 20-2006-0013345, 2006)가 

있었으며, 일회용 마스크와 같이 주름형식을 적용한 

일회용 브래지어(Korea Patent No. 10-2018-0042214, 

2018)가 있었다.

건강관리를 위한 특허기술로 수술 부위 압박을 위

Category Drawings Korea Patent No. Title Contents

Economic 

value

Deformation 

prevention
1019980062626

Pad of brassiere

cup and process 

thereof

Prevent deformation by foaming 

silicone stock solution

into the mold

Transformable 2019890015271 Brassiere
Fold the top of the cup and wear it 

with a bra without straps

Reversible 2020030037968

Brassiere available 

on double-sided and 

without sewing

Both sides can be worn by 

combining different materials, 

colors and patterns inside and 

outside

Manufacturing 

efficiency
2019980028132 Mold brassiere

Integrate injection molded

bra cup and coaster to reduce

sewing process

Reprinted from KIPRIS (n.d.). http://www.kipris.or.kr

Table 4. Continued IV



국내 브래지어 특허기술동향 분석

– 337 –

한 의료용 브래지어(Korea Patent No. 10-2016-00736

67, 2016)가 있었으며 자세교정을 위해 넓은 가슴밴

드의 후방 중앙에 두꺼운 재질의 지지대를 봉제하여 

고정토록 함으로써 등뼈에서 가장 휘어지기 쉬운 곳

에 지지대가 밀착되어 착용자의 등뼈를 안정적으로 

지지하여 휘어짐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등뼈 

교정 브래지어(Korea Patent No. 20-2001-0014013, 

2001)가 있었다. 생체신호 측정에는 전극 기능을 제

공하는 브래지어 와이어와 생체신호 계측모듈을 손

쉽게 착 ·탈식으로 장착하여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편리하게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성 브래지

어(Korea Patent No. 10-2013-0045629, 2013) 개발이 

있었으며, 옥, 은, 숯 등의 재료를 도포하거나, 미세전

류,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출을 통해 혈액순환에 도

움을 주는 브래지어(Korea Patent No. 10-2015-01221

65, 2015) 관련 특허가 있었다.

외관 향상을 위한 특허로 교차형 앞 밴드와 컵 내

부의 신축성 지지패널로 가슴을 모아주는 특허(Ko-

rea Patent No. 20-2015-0005672, 2015)가 대표적이었

으며, 실리콘팩을 내장시켜 유방 볼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브래지어(Korea Patent No. 20-2000-0001338, 

2000)의 개발이 있었다. 최근에는 겉에서 만질 때 실

제 유방의 느낌과 전혀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볼

륨을 매우 크게 조절하더라도 착용자의 유방에 별도

의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는 브래지어가 개발되고 있

다. 패션을 위한 브래지어로 어깨끈이나 컵 외부를 장

식하거나 노출 시 패션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고안한 

특허(Korea Patent No. 20-2004-0028429, 2004)가 있

었다. 군살보정을 위하여 날개부에 플라스틱 본 등

의 심재보강을 추가하거나 날개부 상부에 엑스트라 

패널을 형성하여 부유방과 겨드랑이 살을 커버할 수 

있는 브래지어(Korea Patent No. 10-2013-0042495, 

2013)가 개발되었다. 매끈한 외관을 보일 수 있도록 

고안한 브래지어 특허에는 열융착, 무봉제 방식의 

제조를 통해 돌출된 부분이 없이 외관을 향상시킨 

브래지어(Korea Patent No. 10-2005-0021111, 2005) 관

련 개발 기술이 있었다.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한 특허출원기술로 유방 사

이즈 체크(Korea Patent No. 20-2006-0002368, 2006) 

브래지어 개발이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잘못된 사

이즈로 재구매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손

실을 방지하고자 개발되었다. 또한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변형방지 기술 관련 특허로는 세탁에 의한 패

드, 와이어 부분의 변형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방수처리, 형상기억합금 사용, 발포성형 

등의 제조방법(Korea Patent No. 10-1998-0062626, 

1998)을 사용하였으며, 변색 및 황색을 방지하기 위

해 오염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용도에 

따라 브래지어 형태를 변형 시킬 수 있는 가변형 브

래지어(Korea Patent No. 20-1989-0015271, 1989), 내

· 외측에 다른 원단을 사용한 양면착용 가능 브래지어

(Korea Patent No. 20-2003-0037968, 2003) 등이 있었

으며, 효율적인 생산 공정 확립을 위해 금형을 이용

하거나 일체형 사출방식을 적용한 컵 성형 특허기술

(Korea Patent No. 20-1998-0028132, 1998)이 개발되

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브래지어의 개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IPC 

“A41C”와 “brassiere”를 검색하여 1985~2019년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총 769건 중 중복 및 노이즈

를 제거하고 출원 744건, 등록 533건의 데이터를 추

출하여 IPC 코드에 따른 특허동향, 구조 및 기능별 범

주 재설정에 따라 국내 브래지어 특허동향을 살펴보

았다.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IPC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

과 8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다

음과 같다. 브래지어(A41C/00), 전면에 잠금 장치가 

있는 브래지어(A41C3/02), 수유용 브래지어(A41C3/

04), 끈 없는 브래지어(A41C3/06), 다른 의류와 결합한 

브래지어(A41C3/08), 보강 또는 가슴 성형 삽입물을 

가지는 것(A41C3/10), 구성부품(A41C3/12), 경화물 또

는 가슴 형성용의 삽입물(A41C3/14)로 구분되었다.

1985년 최초 출원을 시작으로 점차 증가하여 2000 

~2004년 출원 273건(36.7%), 등록 229건(43.0%)으로 

가장 활발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이후 서서히 출

원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5~2019년 출원 

74건(9.9%), 등록 82건(15.4%)으로 집계되었다. 특허

출원 대비 등록 점유율은 71.6%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IPC 분류별로 등록된 특허의 점유율을 살펴본 결

과, 브래지어(A41C3/00) 관련 기술이 40.0% (213건)로 

가장 많이 개발되었으며, 경화물 또는 가슴 형성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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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물(A41C3/14) 21.6% (115건), 구성부품(A41C3/

12) 13.3% (71건)로 나타나 상위 3개가 74.9% (399건)

의 점유율을 보여 기술개발이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674건, 등록은 489건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개발 기술은 브래지어(A41C3/00) 

41.5% (203건), 경화물 또는 가슴 형성용의 삽입물(A

41C3/14) 21.1% (103건), 구성부품(A41C3/12) 12.5% 

(61건), 보강 또는 가슴 성형 삽입물을 가지는 것(A41

C3/10) 11.2% (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출원인

의 경우, 국내 특허출원 70건, 등록 44건으로 나타났

으며, 주요 개발 기술은 경화물 또는 가슴 형성용의 

삽입물(A41C3/14) 관련 기술이 27.3% (12건), 브래지

어(A41C3/00)와 구성부품(A41C3/12) 22.7% (14건), 

보강 또는 가슴 성형 삽입물을 가지는 것(A41C3/10) 

20.5% (9건) 순으로 나타났다.

IPC에 따른 특허 분류체계는 단순히 기술의 관점

에서만 분류되어 있으므로 특허분석 시 한계가 있어 

구조 및 기능별 특징에 따라 분류범주를 재설계하였

다. 이를 통해 범주를 다각화하여 브래지어의 관련 

기술들을 검색하거나 브래지어에 요구되는 기술 및 

용도 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허청 

검색을 통해 추출한 533건의 등록된 특허를 구조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결과, 총 850건의 데이터를 도출

하였다. 이는 한 개의 특허 내에서 여러 기능을 가지

는 특허의 경우 그 기능의 수만큼 특허건수로 계산

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조별 분류로 컵 충전재, 컵, 컵 상변, 컵 하변, 와

이어, 앞 중심, 날개, 어깨끈, 부자재, 브래지어로 나

누어 총 10개로 분류하였으며, 기능별 분류를 위해서 

편안함, 사용편이성, 건강관리, 외관, 경제적 가치의 

5가지의 큰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 기능을 분류하였

다. 편안함의 경우, 생리적 편안함과 물리적 편안함

으로 다시 분류하였으며, 생리적 편안함을 위한 기능

에는 온도조절, 통풍성, 소취, 항균 기능이, 물리적 편

안함을 위한 기능에는 압박경감, 충격완화, 전자파

차단, 정전기차단, 피부자극경감이 있다. 사용편이성

에는 착용감 향상, 착 ·탈의 편의성, 다른 의복과의 

결합성, 스트랩리스, 수유용, 일회용, 둘레조절 기술

이, 건강관리에는 의료용, 자세교정, 생체신호 측정, 

마사지 기능이, 외관에는 가슴 모아줌, 볼륨향상, 패

션성, 군살보정, 매끄러운 외관이 있다. 경제적 가치

에는 유방 사이즈 확인, 변형방지, 가변형, 양면형, 효

율적 제조방법 기술이 포함되어 총 30개의 세부 기

능들을 제시하였다.

구조에 따라 특허출원 경향을 분석한 결과, 브래

지어 컵에 관련된 특허기술이 37.9% (322건), 컵 충

전재 16.5% (140건). 날개 13.2% (112건), 와이어 7.8% 

(66건), 부자재 5.9%(50건), 어깨끈과 컵 하변 5.1% 

(43건), 브래지어 4.7% (40건), 앞 중심 2.8% (24건), 컵 

상변 1.2% (10건) 순으로 많은 점유율을 보였다. 구조

별 적용된 주요 기능을 분석한 결과, 외관이 30.8% 

(262건)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였고 사용편이

성 22.2% (189건), 생리적 편안함 14.6% (124건), 물리

적 편안함 14.2%(121건), 경제적 가치 10.7%(91건), 

건강관리 7.4% (63건)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능에 따른 점유율 분석결과, 생리적 편안

함에는 통풍성이 82.3% (102건), 물리적 편안함 향상

을 위한 세부 기술로는 압박경감 74.4% (90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편이성 향상을 위한 특허

로 착용감 향상을 위한 특허가 44.4%(84건)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건강관리 관련 기술로는 마사

지 기능 87.3% (117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외관 

향상을 위한 기술로 가슴을 모아주는 기능이 44.7% 

(62건), 경제적 가치향상을 위한 기술로 효율적 제조

방법이 25.3% (23건)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연구결과, 구조에 따라서 컵에 대한 특허, 기능에 

따라서 통풍성, 압박경감과 같은 편안함을 위한 브

래지어의 개발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

행연구(Kwen, 2014; Sohn & Kweon, 2012)에서 알 수 

있듯이 브래지어의 선호도에서 착용성을 위한 브래

지어, 자세히는 의복압을 최소화하는 편안한 브래지

어가 가장 높이 나타난 것과 같이 브래지어에서 가

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착용성이기 때문인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착용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산

모용 브래지어, 유방암 환자를 위한 브래지어와 같은 

특수한 브래지어의 연구개발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산부용 

브래지어, 스포츠용 브래지어, 유방암 절제술 환자

의 브래지어, 유방 확대수술 환자용 브래지어 등 다

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허 부분에서는 

이러한 브래지어 개발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브래지어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 

다양한 기술을 지닌 특허출원 경향을 파악할 수 있

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특허기술 동향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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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향후 브래지어 제작 시 고려해야 할 기능적 설

계 요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특허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고부가가치를 가진 

브래지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특허를 통해 개

발된 브래지어가 잘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에 

출원된 특허만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특허정보를 분

석하였으며 브래지어의 전반적인 개발 경향을 분석

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해

외의 특허를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Beak, H. J. (2004). Woman brassiere weaving with silver thread 

portion, Korea Patent No. 20-2004-0016071. Daejeon: Ko-

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Byeon, H. H. (2015). A study on development of brassiere with 

viscose ray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Choi, H., Choi, J., & Kim, S. (2000).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nursing brassie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

ing and Textiles, 24(6), 918–927.

Choi, H.-S., & Lee, M.-K.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stectomy bras and breast prostheses (1) - Focused on the 

size specificati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1(3), 5–18.

Choi, S.-M. (2001). Brassiere combine under shirt, Korea Patent 

No. 20-2001-0022360.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hoi, Y.-L., & Yang, H. (2017). A study on the Korean adoles-

cent girls' wearing condition of brassiere. Journal of the Ko-

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1(4), 741–751. doi:

10.5850/JKSCT.2017.41.4.741

Han, C., & Yi, K.-H. (2019). Design of brassiere pattern for big 

size breast women-Based on 3D breast scanning data-. Jour-

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3(2), 204

–214. doi:10.5850/JKSCT.2019.43.2.204

Ihm, K. P. (2000). Strapless and backless brassiere using vacuum 

adsorptive strength, Korea Patent No. 10-2000-0061191. Dae-

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m, S. H. (2004). Brassiere, Korea Patent No. 20-2004-0028429.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Jang, M.-N., & Kim, D.-E. (2017). A study of preferences and sa-

tisfaction levels in maternity and nursing brassieres. The Re-

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5(4), 419–432. doi:

10.7741/rjcc.2017.25.4.419

Jang, W. J. (1998). Pad of brassiere cup and process thereof, Ko-

rea Patent No. 10-1998-0062626. Daejeon: Korean Intellec-

tual Property Office.

Jung, B. J., Park, J., Lee, S. y., Ha, M., Yu, S. K., & Jang, S. (2015). 

Light stimulating brassiere. Korea Patent No. 10-2015-0122

165.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Jung, I. S. (2017, May 2). 브래지어,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온 구속 [Brassier, a redemption that 

has been tolerated in the name of desire for beauty.]. Hiupress. 

Retrieved from http://hiupress.hongik.ac.kr/news/articleVie

w.html?idxno=448

Jung, K.-W. (2006). Multi functional brassiere, Korea Patent No. 

20-2006-0029168.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ang, M., & Lee, S. (2018). A study on the design improvement 

of protective footwear for firefighters. Fashion and Textiles, 

5:20. doi:10.1186/s40691-018-0134-4

Kim, C., & Choi, K. (2017). Patent information analysis of cycl-

ing wea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

tiles, 41(5), 901–913. doi:10.5850/JKSCT.2017.41.5.901

Kim, C. K. (1989). Brassiere, Korea Patent No. 20-1989-00152

71.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m, E. Y. (2017, August 31). ‘겉옷 안사고 속옷만 산다?’ 속옷 

시장 23.6% 성장… 30~40대 여성이 큰손 [‘They only buy 

underwear instead of outerwear?’ The underwear market grew 

by 28.6 percent… Women in their 30s and 40s have big hands.]. 

chosun.com. Retrieved from https://news.chosun.com/site/

data/html_dir/2017/08/31/2017083100053.html

Kim, H., & Chu, S.-H. (1999). A study on the sizing system and 

types of brassiere. 彗田大學 論文集, 17, 49–63.

Kim, H. G. (2006). 특허정보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patent 

information]. Fiber Technology and Industry, 10(1), 101–107.

Kim, H. J. (2014). Technological trend of functional clothing by 

analysis of Korea patent.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

nal, 16(1), 160–166. doi:10.5805/SFTI.2014.16.1.160

Kim, H. S. (2000). Brassiere in silicon-pack for woman, Korea 

Patent No. 20-2000-0001338.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m, J. K. (2013). Functionality brassiere, Korea Patent No. 20-

2013-0002983.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m, K.-Y. (2006). The breast size confrmatiom werr a brassiere, 

Korea Patent No. 20-2006-0002368. Daejeon: Korean Intel-

lectual Property Office.

Kim, M. S. (2014). Brassiere easy to lift bra strap, Korea Patent 

No. 10-2014-0154385.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m, S. K. (2001). A brassiere, Korea Patent No. 20-2001-0014

013.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m, S. K. (2006). Brassiere for nursing, Korea Patent No. 20-20

06-0013345.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2, 2020

– 340 –

Kim, Y.-J. (2012). Study on clothing pressure by brassiere bottom 

band desig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ung Wo-

men's University, Seoul.

Kim, Y. S. (2003). Brassiere available on double-sided and with

out sewing, Korea Patent No. 20-2003-0037968.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RIS. (n.d.). KIPRIS. Retrieved from http://www.kipris.or.kr

Kong, M. R. (2006). Design for innerwear. Seoul: Kcpub.

Kwen, J. (2014). A satisfaction survey on brassiere wearing by 

the body shape and breast size to develop woman wear custo-

mized to female college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So-

ciety of Design Culture, 20(1), 73–87.

Lee, H., Eom, R.-i., & Lee, Y. (2019). Analysis on pressure and 

wearing sensation according to the lower band design of spo-

rts brassiere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1(1), 67

–74. doi:10.5805/SFTI.2019.21.1.67

Lee, H. T. (2018). Disposable brassiere, Korea Patent No. 10-20

18-0042214.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Lee, I. H. (2003). Brassiere without sewing, Korea Patent No. 20

-2003-0016800.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Lee, i. y. (2005). Fixing structure hook of brassiere, Korea Patent 

No. 10-2005-0021111.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Lee, J. Y. (1998). Mold brassiere, Korea Patent No. 20-1998-00

28132.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Lee, K. M., & Choi, H. S. (2001). A study on the wearing condi-

tions of mastectomy bras and breast prosthe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4), 697–706.

Lee, K. Y., Lee, K. B., Lee, M.-S., Lee, H. S., & Kim, J. K. (2003). 

Brassiere with long-last fragrance, Korea Patent No. 20-2003

-0021835.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Lee, O., Lee, B., & Hong, K. (2019). Effects of brassiere wing le-

ngth and front panel band width on physiological response 

and sensorial pressure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8(4), 391–401. doi:10.5934/kjhe.2019.28.4.391

Lee, S. S. (2013). Brassiere, Korea Patent No. 20-2013-0000014.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Lee, S. S. (2015). Brassiere, Korea Patent No. 20-2015-0005672.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Lee, S. S., Lee, J., & Kim, J. (2017). Brassiere, Korea Patent No. 

10-2017-0085817.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Lee, S.-Y. (2013). Physiological reaction to brassiere use. Jour-

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4), 132–142. doi:10.

7233/jksc.2013.63.4.132

Min, Y.-S., Kweon, S.-a., & Sohn, B.-h. (2016). Brassiere pattern 

designed to fit into the breast shapes-based on ESMOD pat-

tern-.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0(4), 15–35. doi:10.12

940/jfb.2016.20.4.15

Oh, Y.-J. (2013). Functional brassier having bands free of red 

marks, Korea Patent No. 10-2013-0042495.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rk, E. M., & Sohn, H. S. (2001).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asic brassiere pattern for adult women-focusing on size 

75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5(4), 719–730.

Park, J. H., & Lee, J. (2011). Analysis on patent trends for medi-

cal clothing of Korea and U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5(4), 488–500. doi:10.5850/JKS

CT.2011.35.4.488

Park, J. Y. (2001). Charcoal powder printed brassier, Korea Pa-

tent No. 20-2001-0029483.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

perty Office.

Park, J. Y. (2015). A study on brassiere development for the new 

silver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Park, K, S., Kwon, S. J., & Kim, J. H. (2013). The brassiere wire 

and functional brassiere and system for measuring biological 

signal, Korea Patent No. 10-2013-0045629.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Park, S., Hong, K., & Lee, Y. (2019). Evaluation of pressure, sub-

jective wearing comfort and design preference of brassiere 

shoulder strap models.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21(2), 807–814. doi:10.5805/SFTI.2019.21.2.807

Peck, C. (2016). Brassiere for pressing breast after mastectomy, 

Korea Patent No. 10-2016-0073667. Daejeon: Korean Intel-

lectual Property Office.

Seo, Y.-H., & Chung, S.-H. (2008). Study of elderly women' buy-

ing behavior of panty and brassier and wearing test of brassi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2(7), 

1013–1022. doi:10.5850/JKSCT.2008.32.7.1013

Sohn, B. H., & Kweon, S. A. (2012). A survey on wearing of bra-

ssieres according to body and breast type of college wo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8), 

791–801. doi:10.5850/JKSCT.2012.36.8.791

Sohn, B.-h., & Yi, K.-H. (2017). Brassiere pattern development 

for augmentation mammaplasty patients. Journal of the Ko-

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1(4), 646–660. doi:

10.5850/JKSCT.2017.41.4.646

Son, B.-h., Choi, J.-y., & Kweon, S.-a. (2015). Clothing pressure 

and subjective sensations depending on breast and bra typ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9(4), 

586–600. doi:10.5850/JKSCT.2015.39.4.586

Yi, K.-H. (2016). Brassiere capable of size and shape adjustment, 

Korea Patent No. 10-2016-0152161. Daejeon: Korean Intel-

lectual Property Office.

Yi, K.-H., & Choi, H. O. (2019). Development of the post-opera- 

tive bra for breast augmentation patients. Journal of the Ko-



국내 브래지어 특허기술동향 분석

– 341 –

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3(2), 215'227. doi:10.

5850/JKSCT.2019.43.2.215

Yu, R. H. (2000). Clothes for a body stimulus, Korea Patent No. 

20-2000-0002033.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Yu, S. T. (2005). Brassier cup, Korea Patent No. 20-2005-0016

750. Daejeo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정 은 영

영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패션학과 석사

곽 선 경

영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패션학과 대학원생

박 순 지

영남대학교 의류패션학과 교수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None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Error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CMYK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tru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CreateJDFFile false
  /Description <<
    /ARA <FEFF06270633062A062E062F0645002006470630064700200627064406250639062F0627062F0627062A0020064406250646063406270621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645062A064806270641064206290020064406440637062806270639062900200641064A00200627064406450637062706280639002006300627062A0020062F0631062C0627062A002006270644062C0648062F0629002006270644063906270644064A0629061B0020064A06450643064600200641062A062D00200648062B0627062606420020005000440046002006270644064506460634062306290020062806270633062A062E062F0627064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648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6250635062F0627063100200035002E0030002006480627064406250635062F062706310627062A0020062706440623062D062F062B002E0635062F0627063100200035002E0030002006480627064406250635062F062706310627062A0020062706440623062D062F062B002E>
    /BGR <FEFF04180437043f043e043b04370432043004390442043500200442043504370438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c00200437043000200434043000200441044a043704340430043204300442043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c0020043c0430043a04410438043c0430043b043d043e0020043f044004380433043e04340435043d04380020043704300020043204380441043e043a043e043a0430044704350441044204320435043d0020043f04350447043004420020043704300020043f044004350434043f0435044704300442043d04300020043f043e04340433043e0442043e0432043a0430002e002000200421044a04370434043004340435043d043804420435002000500044004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0043c043e0433043004420020043404300020044104350020043e0442043204300440044f04420020044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800200441043b0435043404320430044904380020043204350440044104380438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863900275284e8e9ad88d2891cf76845370524d53705237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9069752865bc9ad854c18cea76845370524d5370523786557406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CZE <FEFF00540061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ed00200070006f0075017e0069006a007400650020006b0020007600790074007600e101590065006e00ed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1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740065007200e90020007300650020006e0065006a006c00e90070006500200068006f006400ed002000700072006f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e00ed0020007400690073006b0020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e002000200056007900740076006f0159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200750064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650076015900ed0074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5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1b006a016100ed00630068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c00200064006500720020006200650064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20020007300690067002000740069006c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100660020006800f8006a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5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61006400650063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7000720065002d0065006400690074006f007200690061006c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ETI <FEFF004b00610073007500740061006700650020006e0065006900640020007300e400740074006500690064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6500740073006500200074007200fc006b006900650065006c00730065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d0069007300650020006a0061006f006b007300200073006f00620069006c0069006b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6400650020006c006f006f006d006900730065006b0073002e00200020004c006f006f00640075006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730061006100740065002000610076006100640061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d0069006400650067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e0069006e0067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a00610020007500750065006d00610074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f006e00690064006500670061002e000d000a>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70007200e900700072006500730073006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GRE <FEFF03a703c103b703c303b903bc03bf03c003bf03b903ae03c303c403b5002003b103c503c403ad03c2002003c403b903c2002003c103c503b803bc03af03c303b503b903c2002003b303b903b1002003bd03b1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c403b5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3c003bf03c5002003b503af03bd03b103b9002003ba03b103c42019002003b503be03bf03c703ae03bd002003ba03b103c403ac03bb03bb03b703bb03b1002003b303b903b1002003c003c103bf002d03b503ba03c403c503c003c903c403b903ba03ad03c2002003b503c103b303b103c303af03b503c2002003c503c803b703bb03ae03c2002003c003bf03b903cc03c403b703c403b103c2002e0020002003a403b10020005000440046002003ad03b303b303c103b103c603b1002003c003bf03c5002003ad03c703b503c403b5002003b403b703bc03b903bf03c503c103b303ae03c303b503b9002003bc03c003bf03c103bf03cd03bd002003bd03b1002003b103bd03bf03b903c703c403bf03cd03bd002003bc03b5002003c403b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3c403b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3ba03b103b9002003bc03b503c403b103b303b503bd03ad03c303c403b503c103b503c2002003b503ba03b403cc03c303b503b903c2002e>
    /HEB <FEFF05D405E905EA05DE05E905D5002005D105D405D205D305E805D505EA002005D005DC05D4002005DB05D305D9002005DC05D905E605D505E8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5D405DE05D505EA05D005DE05D905DD002005DC05D405D305E405E105EA002005E705D305DD002D05D305E405D505E1002005D005D905DB05D505EA05D905EA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05D005DE05D905DD002005DC002D005000440046002F0058002D0033002C002005E205D905D905E005D5002005D105DE05D305E805D905DA002005DC05DE05E905EA05DE05E9002005E905DC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E002005DE05E105DE05DB05D90020005000440046002005E905E005D505E605E805D5002005E005D905EA05E005D905DD002005DC05E405EA05D905D705D4002005D105D005DE05E605E205D505E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5D5002D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5D505D205E805E105D005D505EA002005DE05EA05E705D305DE05D505EA002005D905D505EA05E8002E>
    /HRV (Za stvaranje Adobe PDF dokumenata najpogodnijih za visokokvalitetni ispis prije tiskanja koristite ove postavke.  Stvoreni PDF dokumenti mogu se otvoriti Acrobat i Adobe Reader 5.0 i kasnijim verzijama.)
    /HUN <FEFF004b0069007600e1006c00f30020006d0069006e0151007300e9006701710020006e0079006f006d00640061006900200065006c0151006b00e90073007a00ed007401510020006e0079006f006d00740061007400e100730068006f007a0020006c006500670069006e006b00e1006200620020006d0065006700660065006c0065006c015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61007400200065007a0065006b006b0065006c0020006100200062006500e1006c006c00ed007400e10073006f006b006b0061006c0020006b00e90073007a00ed0074006800650074002e0020002000410020006c00e90074007200650068006f007a006f00740074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6d006f006b00200061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e9007300200061007a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c0020007600610067007900200061007a002000610074007400f3006c0020006b00e9007301510062006200690020007600650072007a006900f3006b006b0061006c0020006e00790069007400680061007400f3006b0020006d00650067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900f900200061006400610074007400690020006100200075006e00610020007000720065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306a30d730ea30d730ec30b9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b306f30d530a930f330c8306e57cb30818fbc307f304c5fc598083067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ace0d488c9c80020c2dcd5d80020c778c1c4c5d00020ac00c7a50020c801d569d55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LTH <FEFF004e006100750064006f006b0069007400650020016100690075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6d006500740072007500730020006e006f0072011700640061006d00690020006b00750072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750072006900650020006c0061006200690061007500730069006100690020007000720069007400610069006b007900740069002000610075006b01610074006f00730020006b006f006b007900620117007300200070006100720065006e006700740069006e00690061006d00200073007000610075007300640069006e0069006d00750069002e0020002000530075006b00750072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10069002000670061006c006900200062016b007400690020006100740069006400610072006f006d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72002000760117006c00650073006e0117006d00690073002000760065007200730069006a006f006d00690073002e>
    /LVI <FEFF0049007a006d0061006e0074006f006a00690065007400200161006f00730020006900650073007400610074012b006a0075006d00750073002c0020006c0061006900200076006500690064006f0074007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6100730020006900720020012b00700061016100690020007000690065006d01130072006f00740069002000610075006700730074006100730020006b00760061006c0069007401010074006500730020007000690072006d007300690065007300700069006501610061006e006100730020006400720075006b00610069002e00200049007a0076006500690064006f006a006900650074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50073002c0020006b006f0020007600610072002000610074007601130072007400200061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c0020006b0101002000610072012b00200074006f0020006a00610075006e0101006b0101006d002000760065007200730069006a0101006d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die zijn geoptimaliseerd voor prepress-afdrukken van hoge kwaliteit.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3006f006d00200065007200200062006500730074002000650067006e0065007400200066006f00720020006600f80072007400720079006b006b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OL <FEFF005500730074006100770069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2000740077006f0072007a0065006e00690061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f300770020005000440046002000700072007a0065007a006e00610063007a006f006e00790063006800200064006f002000770079006400720075006b00f30077002000770020007700790073006f006b00690065006a0020006a0061006b006f015b00630069002e00200020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d006f017c006e00610020006f007400770069006500720061010700200077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9006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20006e006f00770073007a0079006d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d00610069007300200061006400650071007500610064006f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70007200e9002d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1006c0074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RUM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10163006900200061006300650073007400650020007300650074010300720069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6100200063007200650061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10064006500630076006100740065002000700065006e007400720075002000740069007001030072006900720065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7400610074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6100720103002e00200020004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c0065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70006f0074002000660069002000640065007300630068006900730065002000630075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15f00690020007600650072007300690075006e0069006c006500200075006c0074006500720069006f006100720065002e>
    /RUS <FEFF04180441043f043e043b044c04370443043904420435002004340430043d043d044b04350020043d0430044104420440043e0439043a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3e043704340430043d0438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e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3c0430043a04410438043c0430043b044c043d043e0020043f043e04340445043e0434044f04490438044500200434043b044f00200432044b0441043e043a043e043a0430044704350441044204320435043d043d043e0433043e00200434043e043f0435044704300442043d043e0433043e00200432044b0432043e04340430002e002000200421043e043704340430043d043d044b04350020005000440046002d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4b0020043c043e0436043d043e0020043e0442043a0440044b043204300442044c002004410020043f043e043c043e0449044c044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3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800200431043e043b043504350020043f043e04370434043d043804450020043204350440044104380439002e>
    /SKY <FEFF0054006900650074006f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5006e0069006100200070006f0075017e0069007400650020006e00610020007600790074007600e100720061006e0069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74006f007200e90020007300610020006e0061006a006c0065007001610069006500200068006f0064006900610020006e0061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e00fa00200074006c0061010d00200061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e00200056007900740076006f00720065006e00e9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90020005000440046002000620075006400650020006d006f017e006e00e90020006f00740076006f00720069016500200076002000700072006f006700720061006d006f0063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20006e006f0076016100ed00630068002e>
    /SLV <FEFF005400650020006e006100730074006100760069007400760065002000750070006f0072006100620069007400650020007a00610020007500730074007600610072006a0061006e006a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f0076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06b006900200073006f0020006e0061006a007000720069006d00650072006e0065006a016100690020007a00610020006b0061006b006f0076006f00730074006e006f0020007400690073006b0061006e006a00650020007300200070007200690070007200610076006f0020006e00610020007400690073006b002e00200020005500730074007600610072006a0065006e00650020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a00650020006d006f0067006f010d00650020006f0064007000720065007400690020007a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9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9006e0020006e006f00760065006a01610069006d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6c00e400680069006e006e00e4002000760061006100740069007600610061006e0020007000610069006e006100740075006b00730065006e002000760061006c006d0069007300740065006c00750074007900f6006800f6006e00200073006f0070006900760069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e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73006f006d002000e400720020006c00e4006d0070006c0069006700610020006600f60072002000700072006500700072006500730073002d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TUR <FEFF005900fc006b00730065006b0020006b0061006c006900740065006c0069002000f6006e002000790061007a006401310072006d00610020006200610073006b013100730131006e006100200065006e0020006900790069002000750079006100620069006c006500630065006b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6f006c0075015f007400750072006d0061006b0020006900e70069006e00200062007500200061007900610072006c0061007201310020006b0075006c006c0061006e0131006e002e00200020004f006c0075015f0074007500720075006c0061006e0020005000440046002000620065006c00670065006c00650072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6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6006500200073006f006e0072006100730131006e00640061006b00690020007300fc007200fc006d006c00650072006c00650020006100e70131006c006100620069006c00690072002e>
    /UKR <FEFF04120438043a043e0440043804410442043e043204430439044204350020044604560020043f043004400430043c043504420440043800200434043b044f0020044104420432043e04400435043d043d044f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56043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c0020044f043a04560020043d04300439043a04400430044904350020043f045604340445043e0434044f0442044c00200434043b044f0020043204380441043e043a043e044f043a04560441043d043e0433043e0020043f0435044004350434043404400443043a043e0432043e0433043e0020043404400443043a0443002e00200020042104420432043e04400435043d045600200434043e043a0443043c0435043d0442043800200050004400460020043c043e0436043d04300020043204560434043a04400438044204380020044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442043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4300431043e0020043f04560437043d04560448043e04570020043204350440044104560457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best suited for high-quality prepress printing.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ConvertToCMYK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DocumentCMYK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fals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fals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DocumentCMYK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UseDocumentProfile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