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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파운데이션은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여 인체의 바

디라인을 균형 있게 보정해주며, 겉옷의 실루엣을 나

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의 기능성 기초의

류로써, 그 종류로는 브래지어, 거들, 콜셋, 바디슈트, 

웨이스트니퍼, 가터펠트 등이 있다. 이러한 파운데이

션 종류 중 성인여성의 97.7%가 착용하고 있는(Kim 

& Sohn, 1998) 브래지어는 인체의 가장 입체적인 부

분을 감싸고 있고, 인체 보정 효과 및 지지성을 가져

야하는 밀착의로 의류 제품 중에서도 정밀한 계측과 

인간공학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아이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양한 주제로 브래지어 연구가 진행되었

고, 크게 유방의 형태 분석 및 유형 분류에 관한 연구

(Choi et al., 2013; Kim et al., 2009; Kweon & Sohn, 2011; 

Lim, 2003; Pei et al., 2019; Sohn & Ko, 2000; Yi & Nam, 

2018), 착용실태 및 착용감에 관한 연구(Kim & Yi, 

2001; Lee, 2007; Pan et al., 2009), 브래지어의 패턴 설

계 등에 관한 연구(Cha & Sohn, 2010; Lee, 2013; Min 

et al., 2016; Park & Jang, 2008)로 분류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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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hape change of the breast according to the replica combination method of the lower 

cup and suggest a pattern construction for the end use purpose. To provide appropriate brassiere patterns to each 

individual who has various 3D shape characteristics, the ways of layout of 3D replicas were investigated as 

well as evaluated subjectively and objectively. As for experimental brassieres, basic replicas from the mold cup 

of long-run brassiere were combined into five different ways to find the appropriate lower brassiere cup pattern. 

Eighteen women wore experimental brassieres and their breasts were analyzed using the Geomagic Design X 

program (3D System, Inc., Korea). As result, the pattern that matched the vertexes of the four pieces of the replica 

and naturally spread the bottom part was best for raising and pushing toward the inside breasts. The fit was good 

in the case of a pattern in which the convex portions overlapped both sides of the four replica pieces where the

vertexes and the bottom part naturally spread apart. The subjects were able to differentiate comfortably fitted 

brassieres and highly functional brassi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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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여전히 복곡면 형상의 가슴을 아름답게 커버하

면서 맞음새 및 보정성이 우수한 브래지어의 패턴 원

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연구는 부재하다. 현재 브

래지어 패턴 설계 방법은 인체 측정치인 가슴둘레, 

밑가슴둘레 등을 사용한 2차원적인 평면 재단(Park 

& Sohn, 2001)을 기본으로 하여 전문인의 노하우에 

의해 수정하여 제작하고 있다. 또한, 업체에서 브래지

어 패턴의 공개적 발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적으로 알려진 패턴 설계법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유방은 기본적으로는 원뿔 형태라고 하지만 다

른 신체 부위에 비해 볼록하면서도 오목한 부분이 조

합된 복곡면적인 특성이 강하고, 상 ‧ 하 ‧ 좌 ‧ 우의 입

체 형태가 다른 자유 곡면이며, 힘에 의해 변형이 쉬

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부위보다 3차

원적 분석이 선행된다면 2차원 패턴을 구현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 3차원 데이터에 근거한 패턴 연구

는 여러 의복 아이템에서 2000년 초반에 시작되어 현

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Han & Yi, 2019; 

Kim, 2019; Lee & Hong, 2005; Sohn & Kweon, 2016; 

Wu & Hong, 2012). 그 중 Sohn and Kweon(2016)은 바

람직한 유방 유형에 속한 피험자들의 인체 비율을 적

용한 지수를 만들어 3차원으로 미적인 유방 형상을 

구현한 후 2차원의 패턴으로 전개하여 착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Kim(2019)은 3차원 스캔 및 패턴 제작

을 위한 기술을 활용하여 표준 사이즈의 다기능 스포

츠 브래지어를 개발하고, 디자인이 유사한 기존 제

품 2종과 비교하여 착용감 평가와 의복압을 측정하

였다. 한편, Han and Yi(2019)는 3차원 인체 스캐너를 

통해 획득한 유방 형상 데이터로부터 자동 전개 프

로그램을 통해 브래지어 패턴을 얻고, 직접 측정치

를 반영하여 제작한 2차원 패턴과 비교 및 분석하여 

가슴이 큰 여성의 경우 3차원 패턴 설계가 더 적합함

을 확인하였다. 다만, 3차원 자동 전개 프로그래밍에 

의한 패턴은 3차원 데이터에 기반하지만 메쉬 데이

터를 작게 분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평면화 작업 

시 왜곡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3차원 유방

의 표면 정보로부터 왜곡 없이 평면화가 가능한 크

기의 2차원 레플리카를 획득하고, 다시 이를 조합하

는 방법에 따른 패턴별 3차원 유방 형상 변화에 대한 

기초연구가 뒷받침되어야만, 3차원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가공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브래지어 제작 시 보정성 측면

에서 가장 주요 변인인 하컵(Choi & Khang, 1991)을 중

심으로 하컵의 3차원 형상을 2차원 레플리카로 전개

하고, 레플리카 조합 방법에 따른 브래지어를 제작 후 

착용 시 유방 형상 변화를 분석하여 맞음새 및 보정성 

향상에 적합한 하컵 패턴 제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

였다. 즉, 연구문제는 3차원 하컵의 2차원 레플리카 

조합 방법을 수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유방 형상 변화

를 매칭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

다. 이를 통해 목적에 맞는 최적의 브래지어 설계 및 

개발 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실험 절차 및 실험용 브래지어 제작

전반적인 실험 절차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먼

저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브래지어 80A 사이즈 

하컵 패턴에 해당하는 패드를 <Fig.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4개의 절개선을 넣어 2차원으로 전개한 후 

종이에 외곽선을 따라 그려 레플리카 조각을 얻어내

고, 조합 방법에 따라 5종의 하컵 패턴을 설계하였다

(Table 1). 전개된 하컵의 레플리카 조각은 하나의 패

Comparison

Experimental brassiere making using muslin  

Analysis of the human breast using 3D program Subjective evaluation

Development of the fundamental methodology of lower cup 2D pattern for end use 

Brassiere lower cup 2D patterns (five types) according to replica combination  Lower cup making using hard paper  

ComparisonComparison

Fig. 1. Experimenta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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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으로 재조합 시 조각끼리 겹치거나 벌어지게 되는

데, 이를 처리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하였듯 부재하

여 이의 원리를 찾기 위해 5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A는 하변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유두점 근처에서 벌

어지는 양을 상변에서 수정하여 상쇄시켰고, B는 상

변을 맞추고, 하변에서 벌어진 양을 하변에서 처리

하였다. C는 레플리카 조각 양변에서 볼록한 부분을 

겹치고 유두점과 하변 부위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

도록 한 후 겹쳐진 양을 유두점과 하변 부위에서 골

고루 처리하였다. D는 먼저 레플리카 1, 2와 3, 4를 각

각 C의 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두 개의 패

턴을 완성하고, 두 패턴의 정점을 유두점에서 만나게 

Fig. 2. Replicas of brassiere on sale.

Lower cup 2D patterns Methods of replica combination

A_2D Match the bottom part of the four replica pieces and  spread the vertex p naturally. 

B_2D Match the vertexes p of the four replica pieces and spread the bottom part naturally. 

C_2D
Overlapping the convex parts on both sides of the four replica pieces and spreading the vertex p 

and the bottom part. 

D_2D

Overlapping the convex parts on both sides of the two replica pieces (1 & 2, 3 & 4)  each other 

and spreading the vertex p and the bottom part. Then match vertexes p. There is a dart on the 

lower side.

E_2D
After processing the convex sides of the four replica pieces in a straight line, fit the vertex p and 

bottom part. Then put a dart in the middle.

The distance from p (BP) to q (center of the lower side) is constant (p-q: 7.6 cm).

Table 1. Lower cup 2D patterns of brassiere using replica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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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하변 부위를 다트 처리하였다. E는 레플리카의 

볼록한 양변을 직선으로 처리하고, 유두점과 하변을 

맞춘 후 가운데를 절개해 다트로 처리하였다.

조합 방법에 따른 패턴별 3차원 형상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1차적으로 마분지로 제작하여 입체화한 

후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그 다음 실제 실험용 브

래지어를 제작하여 피험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험

용 브래지어는 판매율이 높은 시중의 제품 1종을 구

입한 후 컵 부분을 제거한 후 상컵은 판매율이 높은 

시중 제품의 패턴으로, 하컵은 레플리카 조합에 의한 

5종의 패턴으로 대체하여 제작하였다. 따라서 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통일되었으며, 컵의 소재는 직

물 효과를 배제하고 패턴의 변화에 따른 맞음새 및 보

정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머슬린을 사용하

였다. 제작된 실험용 브래지어는 피험자에게 착용시

킨 후 3차원 데이터(Intek Plus, Co. Ltd., Korea)를 획

득하여 하컵 패턴 변화에 따른 유방 형태의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주관적 평가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

로 마분지로 만든 브래지어 하컵의 3차원 측정치와 

2차원 패턴과의 관계, 실제 제작된 브래지어 착용에 

따른 3차원 유방 형상 변화량 및 주관적 평가와의 상

호관련성을 비교 ‧ 분석하여 맞음새 및 보정성 향상

을 위한 패턴 제작의 기본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2. 피험자 및 분석 항목

피험자는 30~50대에 해당하는 여성 중 브래지어 

사이즈 80A를 착용하는 사람으로 총 18명을 선정하

였다. 이들의 평균 가슴둘레는 89.7 cm(±2.4), 평균 밑

가슴둘레는 79.2 cm(±2.1)이었다.

레플리카 조합에 의한 5종의 2차원 평면 패턴 특

성 분석을 위한 변수들은 <Table 2>에 나타내었고, 마

분지로 제작된 하컵(PB-3D; paper brassiere-3D)에 대

해서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 높이에 해

Variables How to create variables

a_2D A straight distance from the BP to the OBP

b_2D Vertical distance from ‘a_2D’ to the most convex point on the upper side of the lower cup (left)

c_2D A straight distance from the BP to the IBP

d_2D Vertical distance from ‘c_2D’ to the most convex point on the upper side of the lower cup (right)

e_2D A straight distance from the OBP to the IBP

f_2D The vertical distance from ‘e_2D’ to the most convex point on the underside of the lower cup

b/a_2D Indicator of the degree of convexity outside the upper side

d/c_2D Indicator of the degree of convexity inside the upper side

f/e_2D Indicator of the degree of convexity on the underside

①_2D Curve distance of the upper side (left) of the lower cup from the BP   to the OBP

②_2D Curve distance of the upper side (right) of the lower cup from the BP   to the IBP

③_2D Curve distance of the underside of the lower cup (left) from the OBP   to the BBP

④_2D Curve distance of the underside of the lower cup (right) from the IBP   to the BBP

Table 2. Variables fo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brassiere 2D lower cup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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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수치와 각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실

험용 브래지어에 착용에 따른 3차원 분석 항목은 길

이, 표면적, 부피 등이었고, 구체적으로 <Table 3>과 같

았으며, 프로그램은 Geomagic Design X program(3D 

Systems, Inc., Korea)을 이용하였다. 단, 3차원 분석에

서는 기준점이 중요하여 3차원 데이터 획득 전에 선행

연구(Lee et al., 2004)에 따라 인체 위에 랜드마크를 

부착하였다. 3차원 분석 항목 중 유방의 표면적과 부

피 측정을 위한 유방 윤곽 설정은 유방의 해부학적 형

태 특성을 근거로 정의하였고(Lee & Hong, 2002), 유

방의 윤곽을 따라 유방을 분리하여 표면적과 부피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분리된 유방으로부터 표면

적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측정하였으며, 부피는 유방

의 밑면을 상연점(UBP; upper breast point), 하연점(BBP; 

bottom bre-ast point), 내연점(IBP; inner breast point), 

외연점(OBP; outer breast point)과 가장 근접한 기준 평

면을 만들고, 그 평면으로부터 유방 밑면 쪽으로 3 cm 

떨어진 평면(offset plane)을 하나 더 만든 후 그 평면에 

유방을 투영(extrude)시켜 유방 밑면을 평면 형태로 

채워 측정하였다.

한편, 주관적 평가는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받쳐줌, 모아줌, 피트성(1점: 매우 그렇지 않다~4점: 

보통이다~7점: 매우 그렇다)과 구매의사가 가장 높

은 것을 선택하는 선호도를 실시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SPSS 24.0 Stati-

stics(IBM, USA)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하컵의 평면 

패턴과 입체 모형 각각의 측정치들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실험 브

래지어 종류에 따른 측정 항목의 차이와 주관적 평가

를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repeated measurement)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p<.05로 유의차 수준을 검

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레플리카 조합에 따른 브래지어의 2차원 하

컵 패턴 특성

레플리카 조합 방법에 따라 설계된 5종의 2차원 하

컵 패턴의 중합도는 <Fig. 4>와 같으며, 여러 측정치 결

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2차원 하컵 패턴의 길

이 항목은 ③_2D, ④_2D의 길이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었으며, 하컵 상 · 하변의 

볼록함, 곡률반경도 각기 다른 값을 가짐을 알 수 있

었다. 특히, 상변 외측(b/a_2D)과, 내측(d/c_2D), 하변

의 볼록함(f/e_2D)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상변을 맞추

고, 하변에서 벌어진 양을 하변에서 처리한 조합 방

법의 B 패턴이 모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

와 연관되어 B의 곡률반경이 ③_2D, ④_2D 부위에서 

가장 작았는데, 곡률반경이 작을수록 휘어짐이 크기 

때문에 제작했을 때 가슴을 올려주는 기능이 클 것으

로 예상되었다. 한편, A의 경우 ③_2D, ④_2D 부위에

서 곡률반경이 가장 커 곡선이 완만해 가슴을 올려주

는 기능보다는 맞음새가 좋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

고, 이는 3차원 형상 결과와 연관하여 뒤에서 다시 논

의하고자 한다.

2. 마분지를 이용한 2차원 하컵 패턴의 입체화

(PB-3D) 특성

레플리카법에 의해 전개된 하컵의 2차원 패턴으로 

Length _PB-3D
Angle Ɵ 

(PB-3D)

BP (bust point) height _PB-3D

∙

∙

BP (bust point)

Center of lower side

Fig. 3. Variables of PB-3D making for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brassiere lower cup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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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브래지어를 제작하여 착용실험에 앞서 <Fig. 

5>와 같이 마분지로 3차원 모형(PB-3D)을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B 패턴으

로 제작한 PB-3D의 경우 유두 높이가 4.70 cm로 가장 

낮았고, 각도(θ; 유두에서 하변 중심까지 이르는 선

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도 36.7°로 가장 작았다. 반

면, A 패턴으로 제작한 PB-3D는 3차원 형상화에서 

유두 높이가 5.80 cm로 가장 높았고, 각도 또한 49.2°

로 가장 커서 상대적으로 가슴을 변형시키는 정도가 

가장 작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

〮〮

〮

〮

〮

〮
FNP

CSP

BP

UBP

BBP

OBP IBP

FAP

=

=

    

〮

〮

〮

〮

〮

UBP

IBPOBP

BBP

BP
Zone1 Zone 2

Zone 3Zone 4

Reference

points

FNP  Front neck point CSP  Center shoulder point

UBP  Upper breast point IBP  Inner breast point

BP  Bust point OBP  Outer breast point

BBP  Bottom breast point FAP  Front armpit point

Measurement

variables

M1  Total radius of curvature (OBP-BBP-IBP) M18  BBP-IBP Z displacement

M2  Outer radius of curvature (OBP-BBP) M19  BBP-OBP Z displacement

M3  Inner radius of curvature (IBP-BBP) M20  BBP-UBP Z displacement

M4  FNP-IBP X displacement M21  BBP-FNP Z displacement

M5  BP-IBP X displacement M22  FNP-IBP distance

M6  BP-OBP X displacement M23  BP-IBP distance

M7  BP-UBP X displacement M24  BP-BBP distance

M8  IBP-BBP X displacement M25  BP-OBP distance

M9  IBP-UBP X displacement M26  BP-UBP distance

M10  BBP-OBP X displacement M27  BP-CSP distance

M11  UBP-OBP X displacement M28  BP-IBP surface distance

M12  FNP-CSP X displacement M29  BP-BBP surface distance

M13  FNP-IBP Y displacement M30  BP-OBP surface distance

M14  IBP-BBP Y displacement M31  BP-UBP surface distance

M15  OBP-BBP Y displacement M32  BP-CSP surface distance

M16  BP-BBP Y displacement M33  Breast surface area (Zone 1-4)

M17  BP-UBP Y displacement M34  Breast volume (Zone 1-4)

Table 3. 3D analysis items according to wearing on the experimental brass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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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마분지의 3차원 입체적 특성 지수와 

2차원 평면 패턴 요소 중 볼록함 정도를 나타내는 지

수와의 상관관계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하컵 패

턴 3D 모형화의 유두 높이와 각도(θ)는 양의 상관관

계(.980*)를 나타내어 각도(θ)_PB-3D가 크면 유두 높

이_PB-3D가 높고, 낮으면 유두 높이_PB-3D도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두 높이_PB-3D와 f/e_2D

(‒.974*), 각도(θ)_PB-3D와 f/e_2D(‒.999*)는 높은 음

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f/e_2D는 2차원 패턴에서 하컵

의 하변 부위 볼록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 값이 

크면 3차원 형상 형성 시 각도(θ)_PB-3D와 유두 높이

_PB-3D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2차원 패턴

상의 하컵의 하변 부위 볼록함 정도는 브래지어 착

용 시 맞음새 및 보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Fig. 4. Overlapping of the five 2D lower cup patterns.

        Lower cup 2D patterns

Variables
A_2D B_2D C_2D D_2D E_2D

Length

(cm)

①_2D 008.8 008.0 008.3 008.3 008.30

②_2D 008.7 007.8 008.0 008.0 007.00

③_2D 008.5 008.5 008.5 008.5 008.50

④_2D 009.1 009.1 009.1 009.1 009.10

a_2D 008.7 007.9 008.3 008.2 008.30

b_2D 000.6 000.7 000.4 000.5 000.00

c_2D 008.4 007.5 007.9 007.6 007.90

d_2D 000.5 000.8 000.4 000.4 000.00

e_2D 015.5 014.2 014.8 015.0 014.70

f_2D 003.7 004.5 004.2 004.2 004.40

Convexity

b/a_2D 00.07 00.09 0000.05 0000.06 000.00

d/c_2D 00.05 0 0.11 0000.05 0000.05 000.00

f/e_2D 00.24 00.32 0000.28 00000.280 000.30

Radius of curvature

(mm)

R of ①_2D 145.4 120.1 226.3 199.1 ∞0

R of ②_2D 214.9 094.6 198.3 241.8 ∞0

R of ③_2D 123.7 084.9 102.2 101.3 82.7

R of ④_2D 097.8 079.2 084.7 084.6 84.1

R of ③+④_2D 095.2 076.1 084.7 083.9 77.1

Table 4. Characteristics of 2D lower cup patterns using replica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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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3. 실험용 브래지어에 따른 인체상의 3차원 형

상 특성

1) 길이 항목

총 32개의 길이 분석 항목 중 8개 항목인 M5(BP~

IBP의 X 변위), M6(BP~OBP의 X 변위), M16(BP~BBP

의 Y 변위), M17(BP~UBP의 Y 변위), M23(BP~IBP의 

직선거리), M24(BP~BBP의 직선거리), M25(BP~OBP

의 직선거리), M26(BP~UBP의 직선거리)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이 중 브래지어 간의 유의

미한 차이가 컸던 측정 항목만 <Table 7>에 나타내

었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B는 M5(유두점에서 

내연점까지의 X 변위)는 작고, M6(외연점에서 유두

점까지의 X 변위)은 비교적 큰 것으로 보아 가슴을 

안쪽으로 밀어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16(유

두점에서 하연점까지의 Y 변위)이 2차원 패턴 B, E, 

C, D, A 순으로 큼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B가 가

슴을 올려주는 기능이 가장 크고, A가 가장 작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M17(유두점에서 상연점까지

의 Y 변위)에서도 반영되었다. 즉, A는 M17(유두점에

서 상연점까지의 Y 변위)의 값이 98.01 cm로 가장 커

서 유방이 아래에 위치하고, B는 91.57 cm로 유방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분지로 제작한 입체 모형화(PB-3D)에서 나타난 결

과와 일치하였다.

2) 표면적

실험 브래지어를 착용함으로써 유방의 어느 부위가 

강조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유방을 5개의 기준점

(UBP, BBP, BP, IBP, OBP)을 중심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M33(표면적)을 측정하여 그 분석 결

Fig. 5. PB-3D making of 2D pattern using replica combination (front view).

Lower cup

Measurement items

PB-3D

using A_2D

PB-3D

using B_2D

PB-3D

using C_2D

PB-3D

using D_2D

PB-3D

using E_2D

BP height_PB-3D (cm) 5.80 4.70 5.20 5.20 5.15

Straight length from the BP to the center

of lower side_PB-3D (cm)
5.00 6.30 5.60 5.55 6.10

Angle (θ)_PB-3D (°) 49.2 36.7 42.9 43.1 40.2

Table 5. Characteristics of PB-3D making of 2D pattern using replica combination

BP height_PB-3D Angle (θ)_PB-3D b/a_2D d/c_2D f/e_2D

BP height_PB-3D 01.00000

Angle (θ)_PB-3D 0.980* 01.00000

b/a_2D ‒.1080 0.0420 1.000

d/c_2D ‒.4520 ‒.3220 ‒.927 1.000

f/e_2D ‒.974* ‒.999* ‒.070 0.294 1.000

*p<.05

Table 6. Correlation between 2D pattern variables and PB-3D modeli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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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실험 브래지어 5종에 

대해 표면적 2에서만 유의미한 차이(p<.05)를 보였다.

앞서 2차원 B 패턴의 브래지어에서 유두점에서 하

연점까지의 Y 변위 길이가 가장 길고, 유두점에서 내

연점까지의 X 변위는 짧아 가슴을 올려주고 모아주

는 보정성이 우수하였는데, 이와 관련성이 큰 유방 상

부인 표면적 1영역에서는 유의차가 없었고, 표면적 

2영역에서는 오히려 A 패턴의 브래지어가 가장 컸다. 

이는 유방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데 문제점이 발생하

여 생긴 결과라 사료된다. 즉, <Table 3>과 같이 5개의 

기준점(BP, UBP, OBP, BBP, IBP)을 이용해 유방을 네 

부분으로 나눌 때는 유두점(BP)을 중심으로 유방의 

4개 윤곽점을 연결하면 브래지어에 따라 유방의 형

태가 바뀌어도 유두점을 중심으로 한 4개 영역 안에

서 표면적이 굴곡이 생기고 펼쳐지면서 이에 따른 표

면적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브래지어

의 목적이 유두점의 위치를 변화시키는데 있다면 이 

변화되는 위치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유두점과 같이 

변화되는 점은 기준점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흉곽상

의 유방의 윤곽선을 중심으로 기준 십자를 긋고 이 기

준선에 한 영역에서 유두점의 변화로 인한 표면적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

서 <Fig. 6>과  이브래지어를 착용해도 대체로 변화하

지 않는 점인 UBP, BBP, OBP, IBP를 기준으로 유방을 

네 부분으로 나누는 새로운  법을 제안해 보았다. 이 

방법의 타당성은 부피 값의 측정치로 검증하였다.

3) 부피 

M34(부피)는 표면적 측정 결과에 의해 새롭게 정의

한 유방 영역 분류 방법을 적용하여 네 부분으로 나

누어 분석하여 <Table 9>에 정리하였다.

<Table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피 1영역에서 유

의미한 차이(p<.05)를 보였는데, B 패턴의 브래지어

가 가장 컸다. 또한, 가슴을 위로 올려주며 모아주는 

보정성과 관련성이 큰 영역 1과 2의 합은 유의차는 

없었지만, B 패턴의 브래지어가 가장 큰 값을 가졌다. 

따라서 가슴의 보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2차원 

패턴의 하컵 하변 부분 곡선의 곡률반경이 작아서 

 Measurement items

Mean (S.D.)

FBR_3D

using A_2D

BR_3D

using B_2D

BR_3D

using C_2D

BR_3D

using D_2D

BR_3D

using E_2D

M5  (BP-IBP X displacement) 82.02 (1.97) A 81.04 (2.65) A 84.51 (2.23) B0 84.02 (2.15) B 85.21 (1.78) B0 13.983**

M6  (BP-OBP X displacement) 61.89 (1.66) C 62.61 (2.18) C 62.03 (1.76) C0 59.04 (2.61) B 57.12 (0.85) A0 21.955**

M16 (BP-BBP Y displacement) 63.23 (2.42) A 71.42 (1.68) C 68.24 (2.30) B0 67.59 (2.03) B 70.73 (1.92) C0 36.371**

M17 (BP-UBP Y displacement) 98.01 (2.26) D 91.57 (1.37) A 93.72 (2.25) BC 94.60 (1.90) C 92.51 (1.69) AB 24.164**

**p<.01

Duncan test results (A<B<C<D)

Table 7. Changes in the X, Y-axis of breast by wearing experimental brassieres Unit: mm

Surface area 

of breast

Mean (S.D.)

FBR_3D

using A_2D

BR_3D

usingB_2D

BR_3D

using C_2D

BR_3D

using D_2D

BR_3D

using E_2D

Zone 1 90.52 (23.91)0 88.37 (27.39)0 90.39 (25.70)00 87.03 (26.87)0 88.51 (30.49)0 1.9980

Zone 2 127.00 (29.50) C 120.34 (31.88) A 121.90 (32.41) AB 122.55 (30.59) B 123.16 (40.10) B 3.388*

Zone 3 36.61 (13.59)0 38.31 (17.11)0 37.59 (12.40)00 39.79 (11.88)0 38.33 (18.29)0 .728

Zone 4 53.03 (21.50)0 57.16 (19.37)0 54.87 (14.81)00 57.31 (17.33)0 56.61 (23.19)0 2.012

Total 307.16 (31.72)00 304.18 (35.21)00 304.75 (29.87)000 306.68 (32.59)00 306.61 (40.70)00 5.362

*p<.05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8. Surface area of breast by wearing experimental brassieres Unit: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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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한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인 브래

지어 2차원 패턴 설계법(Han, 2013)에 의한 80A 하컵 

패턴과 레플리카 조합에 의한 B 패턴을 비교하면 다

른 항목은 유사하나, 하컵 하변의 곡선 길이와 곡률

반경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하컵 하변의 길이

와 볼록 정도가 가슴을 올려주고 모아주는 보정성 향

상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

었다.

4. 실험용 브래지어에 따른 주관적 평가

하컵 패턴을 달리한 5종의 실험용 브래지어를 착

용한 후 주관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슴 올려줌, 모아줌, 맞음새 세 가지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p<.05). 가슴 올려줌 기

능은 패턴 B와 E의 브래지어가 우수했으며, 패턴 A

의 브래지어는 다소 떨어졌다. 모아줌의 기능에서는 

패턴 B의 브래지어가 가장 우수했으며, 브래지어 착

용에 따른 전반적인 맞음새에 대해서는 패턴 C와 D

의 브래지어가 가슴을 가장 잘 감싸주어 편안하다고 

응답하였다. 구매의사에 있어서는 보정성이 우수하

Volume 

of breast

Mean (S.D.)

FBR_3D

using A_2D

BR_3D

using B_2D

BR_3D

using C_2D

BR_3D

using D_2D

BR_3D

using E_2D

Zone 1 365.33 (078.41) A 375.87 (082.19) B 362.07 (069.28) A 360.93(062.12) A 375.37 (080.73) B 2.710*

Zone 2 394.29 (069.58)0 393.88 (071.30)0 394.76 (056.21)0 395.71 (069.27)0 386.61 (084.82)0 2.8690

Zone 3 168.42 (031.77)0 141.01 (037.83)0 155.86 (035.72)0 151.29 (039.49)0 149.85 (047.21)0 3.0070

Zone 4 200.89 (040.89)0 174.31 (036.42)0 196.85 (031.78)0 198.24 (033.62)0 200.58 (043.90)0 3.1470

Total (1+2) 759.62 (104.64)0 769.75 (121.66)0 756.83 (117.21)0 756.64 (109.27)0 761.98 (135.89)0 2.9490

Total (3+4) 369.31 (072.14)0 315.32 (080.42)0 352.71 (059.27)0 349.53 (069.88)0 350.43 (078.13)0 3.5430

*p<.05

Duncan test results (A<B)

Table 9. Volume of breast by wearing experimental brassieres Unit: cm3

Evaluation questions

Mean (S.D.)

FBR_3D

using A_2D

BR_3D

using B_2D

BR_3D

using C_2D

BR_3D

using D_2D

BR_3D

using E_2D

Bust-up 3.12 (0.55) A 6.89 (0.50) C 4.92 (0.51) B0 4.78 (0.46) B 6.83 (0.62) C 28.261**

Push toward the inside of the breast 6.04 (0.78) C 6.53 (1.04) D 5.71 (0.69) BC 5.19 (0.38) B 4.32 (0.68) A 27.594**

Fit 4.69 (0.71) B 5.20 (0.54) B 6.04 (0.46) C0 6.51 (1.01) C 3.24 (0.75) A 19.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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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 test results (A<B<C<D) 

Table 10. Subjective evaluation and duncan grouping result according to experimental brassieres

〮
〮

〮

〮

UBP

IBP
OBP

BBP

Zone 1 Zone 2

Zone 3Zone 4

Fig. 6. New classification of areas for the breast analy-

sis (four reference points; UBP, OBP, BBP, I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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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체형을 커버해줄 수 있는 패턴 B의 브래지어에 대

한 구매의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패턴 E의 브래지어의 경우에는 유방을 너무 많이 눌

러주어 인위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며 

선호도가 떨어졌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

신의 가슴을 적절히 감싸주어 편안함을 주는 브래지

어(A, C, D)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정성을 갖고 있는 브

래지어(B)를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브래지어 하컵의 입체 표면

에서 획득한 2차원 조각의 조합 방법에 따른 유방의 

형상 변화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여 제작 목적에 맞

는 패턴 제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2차원 하컵 패턴과 종이 입체화 모형(PB-3D)

의 특성 요소를 뽑아 상관관계 분석 결과, 2차원 하컵 

패턴상에서 하변의 볼록함 정도(f/e, convexity)와 종이 

입체화 모형화의 유두 높이와 각도(θ) 사이에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하컵 패턴 하변의 볼록함 정

도가 브래지어의 맞음새 및 보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2차원 하컵 패턴 변화에 따른 인체 착용 3차

원 분석 결과, 길이 항목 중 X, Y 방향의 변위는 유방

의 형태 분석에 가장 유효한 항목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변위 값을 통해 레플리카 네 조각의 상변을 맞춘 

후 자연스럽게 하변에서 벌어진 양을 하변에서 처리한 

B의 경우 하변 패턴의 곡선이 가장 볼록하여 가슴을 

올려주고 모아주는 보정성이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레플리카 네 조각의 하변을 맞추고 자

연스럽게 유두점 근처에서 벌어지는 양을 상변에서 

수정하여 상쇄시킨 A의 경우 상변을 그리기 위한 직선 

길이가 가장 길고, 하변의 곡률반경이 가장 커서, 가

슴 올려줌과 모아줌 기능 가장 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네 개의 레플리카 조각 양변에서 볼록한 부분

을 겹치게 하고, 유두점과 하변 부위를 자연스럽게 

벌어지도록 한 후 겹쳐진 양을 유두점과 하변 부위

에서 골고루 처리한 C, D의 경우에는 길이 항목, 표

면적, 부피 등 모든 항목에서 대체적으로 중간 값을 

나타냈으며, 표면적과 부피에서도 유방 네 부분에 

골고루 분포된 값을 나타내었다.

셋째, 2차원 하컵 패턴 변화에 따른 주관적 착용감 

평가 결과, 가슴 올려주는 보정성이 가장 탁월한 것

은 패턴 B와 E의 브래지어였으며, 패턴 A의 브래지

어가 가장 낮았다. 모아줌에 대한 평가에서는 패턴 B의 

브래지어가 가장 모아주며, E의 경우가 가장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나, 가슴을 올려주고 모아주는 보정

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패턴의 곡률반경과 

함께 패턴의 크기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구

매의사 평가 결과와도 연계되어 B를 가장 선호하였

고, E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레플리카 네 조각의 상변을 맞추고 자

연스럽게 유두점 근처에서 벌어진 양을 상변에서 수

정하여 상쇄시키면 가슴 올려줌과 모아줌의 보정성

이 향상되었고, 각각의 레플리카 조각 양변에서 볼

록한 부분을 겹치게 하고, 유두점과 하변 부위를 자

연스럽게 벌어지도록 한 후 겹쳐진 양을 유두점과 

하변 부위에서 골고루 처리하면 가슴 형상에 따른 

맞음새 기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브래지어 하컵의 입체 표면에서 획득한 

레플리카 조각을 목적에 맞는 패턴으로 재현하기 위한 

조합 방법을 연구하여 적합한 맞음새와 보정성을 제공

하는 브래지어 하컵 패턴 제작의 기본적 방법론과 

새로운 부피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목적에 따라 웨딩드레스, 무대의상, 바디

슈트 등의 화운데이션 및 특이 체형을 가진 사람을 

위한 맞춤 의복 제작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순수한 패턴만의 

효과를 보기 위해 실험 브래지어 제작 시 탄성이 없

는 머슬린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추후에는 탄성 

소재를 사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하컵 패턴의 조합 방법에 이어 상컵 

패턴도 연구하여 상 ‧ 하컵 패턴의 관계를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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