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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posture� braces� for� rounded� shoulders�

by� examining� characteristics� of� incorrect� postures� of� rounded� shoulders.� The�

review� of� information� in� literature� on� rounded� shoulder� postures,� correction�

exercise� methods,� and� posture� correction� devices,� has� prompted� this� study� to�

determine� the� design� and� material� of� a� proper� posture� brace� for� rounded�

shoulders.� In� order� to� develop� the� pattern� of� a� posture� brace� for� rounded�

shoulders� for� women,� the� study� carried� out� a� comfort� evaluation� of� the� braces�

based� on� the� 2D� patterns� through� drafting� method� by� utilizing� the� body�

measurements� and� relational� formulae� associated� with� the� major� body�

measurement� such� as� bust� circumference� and� on� the� 3D� patterns� of� the� brace�

which� were� obtained� from� 3D� human� model� of� women� in� their� early� 20s� in�

Korea.� Differences� in� angles� were� noted� when� 2D� and� 3D� patterns� of� shoulder�

posture� braces� were� compared.� The� side� neck� point� was� relocated� farther�

outside� in� the� 3D� pattern� to� allow� additional� flexibility� in� the� back-neck� area,�

and� the� shoulder� band� was� lowered� by� 14.8°,� increasing� armhole� area� comfort.�

The� upper� hemline� of� the� front� panel� was� found� to� rotate� upward� at� an� angle�

of� 22.0°� as� the� underarm� point� of� the� 3D� pattern� moved� upwards� than� the�

underarm� point� of� the� 2D� pattern,� which� enhanced� comfort� in� the� abdomen�

area.� The� 3D� designs� of� shoulder� posture� brace� was� preferred� in� this� study,� as�

they� significantly� improved� comfort� while� conducting� fit� evaluation� compared� to�

the� 2D� patterns� of� shoulder� posture� b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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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인들은 학습이나 근무에서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면서

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에서 빈번해지

면서 장시간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목, 어깨, 척추와 관련된 

근골격계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Kang, Park, Lee, Kim, Yoon, & Jung, 2012). 이는 컴퓨

터와 스마트폰의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일상생활 전반

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아동,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연

령대에서 나타나는 건강상의 문제로 잘못된 자세에 따른 신

체의 피로와 근골격의 통증, 자세 변형 등의 문제를 야기한

다(Kim, Kim, & Park, 2011; Moon, Lee, & Lee, 2017). 

청소년 시기부터 학습을 위해 오랜 시간 구부정하거나 불균

형한 자세로 앉아 있는 등의 생활습관과 부족한 신체활동은 

척추 변형이나 체형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성장하면

서 고착화되어 신체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습이나 컴

퓨터를 사용한 사무환경에서 장기간의 고정된 정적자세는 

머리, 목, 어깨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을 야기해 거북목이라 

불리는 전방머리자세(forward head posture)나 둥근어깨자

세(round shoulder posture), 등뼈뒤굽음(thoracic kyphosis) 

등의 바르지 못한 체형을 형성하게 된다(Kim, Yang, & 

Lee, 2013; Sahrmann, Azevedo, & Dillen, 2017). 이처럼 

변형된 체형은 신체의 기능적 문제뿐만 아니라 불균형하게 

Anterior� view� � � � � � � � � � � � � � � Lateral� view

Figure� 1.� Correct� Posture� of� a� Human� Body
(Vigué,� 2008,� p.172,� p.174)

보이는 외형으로 인한 자존감 저하, 우울증 등의 정신적 문

제를 유발하기도 한다(Rhim, 2011). 바른 자세는 일반적으

로 인체의 아름다운 외형뿐만 아니라 신체의 근골격이 이상

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한다(Park, Lee, & Kim, 2008). 

이는 척추가 정상적인 곡선을 이루고 골격이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상적인 정렬 상태로 Figure 1에서 보듯이 정면에

서 어깨선, 골반선, 무릎선이 각각 수평 평행을 이루고, 측

면에서 볼 때 귓바퀴, 어깨, 엉덩이두께 중심, 무릎 뒤와 발

목이 일직선상에 위치한 상태를 의미한다(Lee, 2005). 

  잘못된 자세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자세를 교정함으

로써 근육을 이완하고 균형을 맞추는 신전운동과 균형운동

인 스트레칭, 요가, 맥켄지운동과 같은 운동요법이 효과적이

며(Jang & Choi, 2012), 치료 교정의 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나, 카이로프랙틱 및 도수치료가 있고, 테이핑요법이나 보조

기구의 착용과 같은 교정기구 사용 방법이 근육과 관절 통

증의 감소와 근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Ammendolia, Kerr, 

& Bombardier, 2005). 반면에 운동이나 교정치료를 통한 

바른 자세로의 변화는 이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이전 상태

로 돌아가게 되는데(Ahn, Choi, & Kim, 2019; Choi & 

Kim, 2005; Yang, 2019), 이를 방지하고 교정의 효과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교정된 상태를 고정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의 사용이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조기구의 사용은 신체의 어느 한 부위에 집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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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과 압력을 분산시켜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Ammendolia et al., 2005)고 알려

져 있다. 이처럼 둥근어깨 자세를 포함한 바르지 못한 자세

로 인해 변형된 근육이나 골격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는 병

원이나 전문교정센터에서의 진료와 재활로 끝나지 않으므로 

가정이나 직장, 학교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한 관리와 

예방이 병행되어야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운동과 테이핑을 활용한 교정치료를 통한 둥근어깨 자세의 

변화와 개선에 대한 연구(Ahn et al., 2019; Qiu, 2021; 

Yang, 2019)는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체형 인식에 따

른 만족도에 관한 연구(Lee & Han, 2007)나 특정 운동자

세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Lee & Kim, 2014)는 시도되었으나 체형을 적극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의류 형태의 둥근어깨 교정보

조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없다. 이에 교정보조기의 착용을 

운동요법과 병행하는 것이 자세 교정 및 교정 효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잘못된 자세로 유발되는 어깨와 등 

부위의 변형을 예방하고 바른 자세로의 교정 효과를 제공하

는 성인 여성용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제작의 기본이 되는 

패턴을 개발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성인 여성의 모든 연령대에서 착용할 수 있는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제작을 위한 표준체형으로 20대 초반 여성의 평

균 체형을 정했다. 이는 근골격계가 형성되는 청소년기를 거

쳐 체형이 완성되고, 고정된 생활습관으로 뼈와 근육의 변형

이 고착되기 전의 20대 초반의 평균 인체를 가장 이상적인 

자세와 체형을 가진 상태인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여

성용 둥근어깨 자세 교정기 패턴을 설계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 20대 초반 여성의 인체계측치수를 활용하여 평면제도 

방법으로 설계한 것과 3D 인체 형상에서 패턴을 직접 추출

Table� 1.� Criteria� for� Selection� of� Subjects�

Physical� criteria

-� A� woman� with� a� shoulder� posture� having� a� height� of� 2.5cm� or� more� from� the� floor� to� the� back�

of� the� shoulder� peak� in� a� straight� lying� position�

-� A� person� who� has� not� received� treatment� or� surgery� due� to� orthopedic� or� neurosurgical�

conditions� of� the� arm� within� the� last� three� months

-� A� person� who� has� no� experience� in� regular� upper� body� posture� correction� or� muscular� exercise�

within� the� last� three� months

한 패널을 활용하여 설계한 3D 패턴을 바탕으로 제작한 둥

근어깨 교정보조기를 둥근어깨 자세 피험자가 착용한 후 주

관적으로 느끼는 교정을 위한 압박감, 착용 중 동작 용이성, 

착탈 편리성에 대해 착용감 평가한 결과를 통해 최종 둥근

어깨 교정보조기 제작을 위한 패턴의 제안을 연구의 내용으

로 하였다. 제안된 둥근어깨 교정보조기는 둥근어깨 자세 피

험자가 스트레칭 운동과 일상생활로 구성된 실험 프로토콜

에 따라 교정기를 착용한 후 둥근어깨 정도를 측정하여 어

깨 자세 교정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에 활용될 계획이

다. 

II.� 연구�방법

1.�피험자�선정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둥근어깨 자세 교정보조기의 패턴 

개발을 위해 피험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국내 20대 초반 여

성의 인체치수를 가지는 것과 둥근어깨 자세를 보이는 것이

었다. 따라서 한국기술표준원이 Size Korea에서 공개한 ‘제7

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 보고서(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를 참고하여 20

대 초반 성인여성 상반신 인체계측항목의 평균 계측치 오차

범위 내에 포함되는, 둥근어깨 자세를 가진 피험자를 선정하

였다. 국내 20대 초반 성인여성 평균치수를 가진 대상자 중

에서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견봉의 후면이 바닥과 2.5cm 이

상의 거리를 나타내는 둥근어깨 자세(Sahrmann et al., 

2017)를 가진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Table 1과 Figure 2에 

둥근어깨 자세 피험자 선정조건과 측정방법을 나타내었으며 

실험목적과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 6인을 최종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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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ker� to� the� back� of� the� shoulder�

peak� measurement� point

Place� both� arms� comfortably� next� to�

the� torso� in� a� supine� position� with� the�

back� on� the� floor

Measure� the� straight� line� from� the�

floor� surface� to� the� marking� sticker�

using� a� ruler

� Figure� 2.� Measurement� of� Rounded� Shoulder� Posture
(Photos� taken� by� authors)

2.� 둥근어깨�교정보조기�디자인�및�소재�선정�

본 연구를 위해 2020년 현재 시판되고 있는 어깨자세 교정 

관련 보조기 27종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고 

제품유형, 착용방법, 사용소재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사용자 

후기를 통해 제품의 성능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자세 교정보조기 관련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제작에 사용할 디자인과 소재를 결정하였다.

 

3.� 둥근어깨�교정보조기�패턴�전개� � �

평면제도 방법 중에서 인체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체계

측 항목에 직접계측치수를 계산치수보다 더 많이 적용하는 

방식의 여성용 길원형 제도법(Uh, 2000)을 참고하고 국내 

20대 초반 여성의 인체계측항목 평균 치수를 적용하여 여성

용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패턴을 평면 제도하였다. 젖가슴둘

레, 허리둘레, 등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

길이를 직접계측치수 항목으로 사용하였고, 진동깊이와 뒷목

너비는 젖가슴둘레 항목을 기준으로 하는 계산식을 사용하

였으며 이때, 교정기는 얇은 두께의 상의 위에 착용하는 방

식인 것을 고려하여 둘레항목에 여유량은 부여하지 않았다.

4.� 둥근어깨�교정보조기�착용감�평가�및�패턴�개선�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1차 교정보조기에 대한 착용감을 자세 

교정을 위한 압박감(7문항)과 착용 중 동작 용이성(4문항),

지속적 착용을 위한 착탈 용이성(4문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1점: 매우 나쁨/비선호, 3점: 보

통, 5점: 매우 좋음/선호)로 평가하였다. 1차 교정보조기의 

착용감 평가를 반영하여 인체에 대한 맞음새가 개선된 패턴

을 개발하기 위하여 3차원 인체 모델링 형상에서 패널을 추

출하는 방법으로 설계한 패턴을 활용하여 2차 둥근어깨 교

정보조기를 제작하고 1차 교정보조기의 착용감 평가와 동일

한 항목으로 착용감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2종류의 교정 보

조기의 착용감 평가 결과와 패턴 형태를 비교한 결과를 고

찰하여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제작을 위한 패턴을 제안하였

다.   

III.� 연구�결과�및�고찰 

1.� 피험자�체형�특성

국내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둥근어깨 자세 교정보조기의 

개발을 위해, 사이즈코리아의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

업 보고서(KATS, 2015)’의 362명의 20대 초반 성인여성 상

반신 인체계측 항목의 평균 계측치와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95% 수준의 신뢰구간의 최저 및 최고 범위를 산출해냈고

(Table 2 참조), 그 범위 내에 포함되면서 둥근어깨 자세를 

가진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Table 3에 선정된 피험자 6명의 

인체계측 치수와 BMI 신체지수를 나타내었으며 이들 모두 

국내 20대 초반 성인여성의 인체계측치 항목과 신체지수의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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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Measurements� Statistics� of� Korean�Women� Aged� Between� 20� to� 24� �

Body� measurement� items
Body� measurement� (㎝) Confidence� limit� (95%)

Mean(SD) Min. Max.

Height 160.9(5.2) 150.7 171.1

BMI � 21.3(3.1) � 15.2� � 27.4�

Waist� front� length � 35.2(2.0) � 31.3 � 39.1

Waist� back� length� � 40.1(2.1) � 36.0 � 44.2

Interscye� front � 32.0(1.7) � 28.7 � 35.3

Interscye� back � 36.7(2.0) � 32.8 � 40.6

Lateral� shoulder� length � 37.4(1.8) � 33.9 � 40.9

Shoulder� length � 11.5(0.9) � � 9.7 � 13.3

Chest� circumference � 85.0(5.8) � 73.6� � 96.4�

Bust� circumference� � 84.1(7.0) � 70.3� � 97.9�

Underbust� circumference� � 73.0(5.6) � 62.0� � 84.0�

Waist� circumference� � 71.0(7.1) � 57.0� � 85.0�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 76.1(7.7) � 61.0� � 91.2�

Abdominal� circumference � 80.8(7.6) � 65.9� � 95.7�

Armscye� circumference � 38.2(3.1) � 32.1� � 44.3�

Table� 3.� Body�Measurements� of� Six� Female� Subjects� � �

Subjects

Body� measurement� items
A B C D E F

Mean
(SD)

Height 161.5 165.5 152.5 164.0 160.5 156.5 160.1(4.8)

BMI � 22.7 � 22.8 � 20.6 � 20.0 � 19.5 � 19.9 � 20.9(1.5)

Waist� front� length � 35.0 � 36.0 � 34.2 � 35.7 � 36.0 � 36.0 � 35.5(0.7)

Waist� back� length� � 40.0 � 40.0 � 38.7 � 39.5 � 39.0 � 39.0 � 39.4(0.6)

Interscye� front � 32.0 � 33.0 � 31.0 � 32.0 � 31.5 � 32.0 � 31.9(0.7)

Interscye� back � 37.0 � 37.0 � 35.5 � 36.5 � 36.0 � 36.5 � 36.4(0.6)

Lateral� shoulder� length � 39.5 � 40.0 � 38.0 � 39.0 � 39.0 � 38.5 � 39.0(0.7)

Shoulder� length � 11.2 � 11.7 � 11.0 � 11.5 � 11.5 � 11.2 � 11.4(0.3)

Chest� circumference � 87.0 � 90.0 � 83.5 � 84.5 � 84.0 � 84.0 � 85.5(2.5)

Bust� circumference� � 88.5 � 92.0 � 82.0 � 84.0 � 82.0 � 81.8 � 85.1(4.3)

Underbust� circumference� � 76.0 � 80.0 � 70.0 � 73.0 � 72.0 � 73.0 � 74.0(3.5)

Waist� circumference� � 74.0 � 77.0 � 65.0 � 72.3 � 67.5 � 69.0 � 70.8(4.4)

Waist� circumference(omphalion)� � 78.0 � 83.5 � 68.0 � 75.0 � 71.0 � 72.0 � 74.6(5.6)

Abdominal� circumference � 82.0 � 88.0 � 73.0 � 79.0 � 76.5 � 77.5 � 79.3(5.2)

Armscye� circumference � 40.0 � 41.5 � 39.0 � 38.5 � 37.0 � 37.0 � 3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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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둥근어깨�교정보조기�디자인�및�소재�선정�

1) 시판 어깨 교정보조기 제품 분석  

2020년 5월 현재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깨 교정보

조기 27개의 제품 설명을 분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허

리와 등에 지지대가 있으며 팔을 끼우는 조끼형의 제품 16

개와 양쪽 팔을 끼워 어깨에 걸치는 밴드형 11개로 분류되

었다. 

  등지지대가 있는 조끼형은 등 지지대의 면적과 어깨밴드 

부위의 교차 여부에 차이가 있었고 밴드형의 경우 조임 형

식에 따라 수동형과 전자식의 자동형으로 구분되었다. 조끼

형은 착의한 상태에서 복부를 감싸 고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주로 어깨 부분에 부착한 밴드를 뒤로 당겨 등에

서 교차시킨 후 옆선을 지나 전면에 부착하는 이중 밴드 형

식을 취함으로써 어깨 교정 효과를 주었다. 밴드형은 고리 

형태의 밴드를 양쪽 어깨에 걸고 등에 연결된 버클을 활용

하여 밴드의 길이를 몸에 맞게 조절한 후 등 부위에서 고정

함으로써 어깨를 뒤로 당겨 자세를 교정하는 방식이었다.

Table� 4.� Types� of� Shoulder� Posture� Correction� Device� According� to�Wearing�Method� � �

Types Product� Images� and� relevant� web� sites

With� back�

support

type
Figure� 3

Enus� medical� babaka

(http://www.enusmedi.co

.kr/;�

https://smartstore.naver.

com)

Figure� 4
Taller�

posture� correcting� band
(https://www.coupang.c

om)�

Figure� 5
Melkin

correct� fit� band
(http://www.melkinsport

s.com)

Figure� 6
Neomed� JC-7030

(http://neomed1.com/;�

https://www.hyundaihm

all.com)

Armscye�

band� type Figure� 7
Body� &� posture�
correcting� band

�
(http://item.gmar

ket.co.kr/)

Figure� 8
Dr.Pro� posture�
correcting� band�

(https://shoppingho

w.kakao.com)� �

Figure� 9
Thuasne� ligaflex®�
clavicular� straps

(https://atomyaza.co.

kr/)� �

Figure� 10
Xiaomi� HI+� Smart�
posture� correcting�

band
(https://www.qoo1

0.com)

Figure� 11
Back� posture�

shoulder� up� band
�

(https://www.hmal

l.com/)�

  

시판 어깨 교정보조기의 소재로는 면, 폴리우레탄, 폴리에스

터, 폼 패딩, 나일론, 네오프렌, 폴리에스터 메쉬 원단 등이 

함께 사용되었으며 엘라스틱 밴드를 써서 당기는 효과를 주

고 있었다. 또한 교정보조기 제작에는 피부에 직접 닿는 데

에 무리가 없도록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가 사용되었다. 제품

에 따라 교정보조기를 고정하기 위해 버클이나 벨크로 테이

프를 사용하여 착용자가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2) 시판 어깨 교정보조기 사용 후기 분석  

어깨 교정보조기 제품에 대한 구매자의 사용 후기를 조사한 

내용을 제품 유형별로 구분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구

성적 측면에서의 교정보조기에 대한 후기를 살펴보면 조끼

형은 허리나 등에 지지대가 있는 형태가 허리를 곧게 펴게 

해줌으로써 착용자로 하여금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고 안정

감을 느끼게 한다고 평가되었다. 하지만 등과 허리부분을 감

싸는 형태여서 땀이 차기도 하여 계절에 따라 착용 만족도

가 달라지기도 하였고 겨드랑이 부위의 밴드가 조이거나 목 

뒤쪽과 등 부분에서 형태 적합성이 떨어져 아쉬움을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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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대체적으로 허리와 복부의 압박으로 자세교정의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

  어깨부위를 두르는 밴드형 제품들은 무게가 가벼워 간편

하게 휴대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자세교정의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어깨를 조이는 밴드의 

너비가 좁아 팔을 움직일 때 겨드랑이 부위에 말려들어 끼

거나 조여와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착용자의 신체에 맞

게 조인 후 고정시킬 때, 등 위쪽 부분에서 밴드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고정하는 어깨 교정보조기는 조작이 불편함을 

표하였다. 밴드형이지만 지지대가 있는 제품도 있었으나 교

정의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디지털 자동 

제품의 경우 작동을 위한 컨트롤 패널이 등 부분에 부착되

어 있음을 불편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업체마다 

제공하는 제품의 사이즈 호칭 기준이 키-몸무게 혹은 허리

둘레 치수에 따라 달랐는데 이처럼 사이즈 체계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구매 시 선택을 어렵게 하여 제품 사이즈 호칭 체

계를 일관되게 통일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어깨 교정보조기 사례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

하여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제작에 적용할 형태 및 소재 결

정 사항은 착용자의 몸에 최대한 밀착되어 착용감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 유형(Kang & Jung, 2016)의 어깨 교정보조

기를 제작하기 위하여 신축성이 높은 원단과 여밈을 위한 

유연한 부자재의 사용을 고려할 것이 제안되었다. 또한 자세

Table� 5.�Wearing� Reviews� of� Commercial� Shoulder� Posture� Correction� Devices� by� Product� Type�

Types
Review

Pros Cons

With� back�

support

type

-� Easy� to� adjust� pressure� and� tightness

-� Stable� around� the� entire� back� �

-� Back� support� leads� to� correct� posture

-� Effective� for� scapular� pain

-� Stuffy� with� tightness� in� the� abdomen

-� Uncomfortable� and� painful� armpits� � when� worn� for� a�

long� time

-� Back-crossing� bands� are� twisted

-� Unfit� part� of� the� body� happens

-� Unpleasant� due� to� heat� sensation� depending� on�

garment� conditions

Armscye� band�

type

-� Easy� to� carry� and� store

-� Lighter� weight�

-�Weak� pressure�

-� Little� effect� to� correct� posture

-� Not� fixed� on� operation

-� Causing� pain� in� the� armpit� when� wearing� the� thin� and�

narrow� shoulder� band�

-� Hand� and� arm� numbness� when� worn� for� a� long� time

-� Difficult� to� control� and� adjust� the� band� length� for�

tightening� and� softening� are� behind� the� back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등 부위에 지지대를 구성하여 

상체를 곧은 자세로 유지하는 형태가 제안되었고 어깨밴드

에 어깨와 등을 교차하는 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 굽은 어

깨를 직접 뒤로 당겨줌으로써 굽은 어깨 자세를 교정하는 

기능이 보강된 교정보조기의 형태가 제안되었다.

3) 1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디자인 선정   

어깨 교정보조기 관련 선행연구와 기존 제품의 사례조사 결

과를 기초로 구성한 둥근어깨 교정보조기의 디자인 도식화

는 Figure 12와 같다. 뒤판은 등과 허리의 안정적인 지지를 

위해 세로로 플라스틱 지지대를 넣어준 채널로 구성하였다. 

진동 부위는 기존 교정보조기 제품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겨드랑이 부분의 조임을 피하기 위해 실험 어깨 

교정보조기의 어깨밴드가 암홀 전체를 감싸는 대신 몸통과 

버클로 연결하여 착용 시 길이를 착용자의 체형에 맞게 조

절할 수 있게 하였다. 앞판은 젖가슴아래둘레선에서 배둘레

선까지 상하복부 전면을 감싸주어 교정기가 신체에 용이하

게 고정되도록 구성하였다.  

4) 1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소재 선정  

실험용 교정보조기의 소재에 있어 신축성이 필요한 패널에

는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하였고, 어깨밴드에 추가로 부착하

여 굽은 어깨를 직접 뒤로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어깨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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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Flat� Sketch� of� the� First�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Figure� made� by� authors)

Table� 6.�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Used� for� the�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Developed� � �

Fabrics�
Attributes

A
(Neoprene� double� knitted)

B
(Double� bonded)

Note

Fabric� contents�

Rubber� (cr� 50%� or� over)

Jersey� (nylon� 100%)�

Knit� (nylon� 100%)�

nylon� 80%

polyester� 20%�
-

Fabric� structure�
non-woven

Knitted�

non-woven

Warp� knitted�
-

Thickness� (mm) 2.70 1.23 KS� K� ISO� 5084:2011

Weight� (g/m²) 660.0 220.0 KS� K� 0514:2017

Tensile� strength� (N) - � 66.1 KS� K� 0642:2016�

Elongation� (%) 200.2* - KS� K� 0642:2016�

Tear� strength� (N) 18.6 14.7 KS� K� 0536:2019

Stretch� (%) 18.8 2.4 KS� K� 0642:2016

*� The� tensile� strength� of� fabric� A� was� not� able� to� measure� to� the� maximum� load� of� 184.2� N,� so� it� was� replaced� with�

elongation� according� to� KS� K� 0642� regulations

교차밴드에는 비신축성 이중접착포 소재를 사용하였다. 개발 

교정보조기 제작에 사용할 소재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

가기술표준원의 KS규격을 참고하여 두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 및 신장률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신축성 소재(A)는 18.8%의 신장률을 보였으며 비신축성 

소재(B)는 2.4%의 신장률을 보였다. 교정보조기의 몸판은 

신장률이 좋은 신축성 소재(A), 네오프렌 접합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되면서 적당한 압박으로 조여짐에 불편함이 없게

하였고, 어깨밴드는 신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재(B)를 사

용해 뒤로 당겨주어서 앞으로 굽은 어깨를 교정하는 힘으로 

사용하였다.

3.� 1차�실험�둥근어깨�교정보조기�설계�및�착용감�평가� �

1) 1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설계 및 제작   

20대 초반 여성의 인체계측항목 평균치수를 사용하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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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깨교정보조기를 평면 제도할 때, 직접계측치수를 적용

하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은 Uh(2000)의 여성용 길원형 

제도 방법을 참고하여 교정보조기의 스타일 라인을 설계하

였다. Figure 13에 1차 실험용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패턴 

제도 과정을 나타내었다. 필요 직접계측 인체치수항목으로는 

Table 1에서 보인 등길이,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겨드랑앞

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를 사용하였고 진동깊이와 

앞, 뒷목너비는 젖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한 계산식을 사용하

였다. 

  뒤판 제도에서 먼저 보조기의 뒤중심선은 등길이에 허리

둘레선 아래로 5cm를 내려오도록 연장하여 제도하였다. 목

뒤점에서 바깥쪽으로 젖가슴둘레/12-0.5cm 이동한 목옆점

과 착용 시 뒷목둘레의 움직임에 용이함을 주기 위해 목뒤

점에서 2cm 내려준 곳을 연결하여 뒷목둘레선을 그렸다. 어

깨밴드의 폭은 시판 어깨 교정보조기 사용자들이 만족한 것

으로 나타난 6cm 폭을 참고하여 어깨길이를 6cm로 결정하

Figure� 13.� Patternmaking� for� the� First�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Figure� made� by� authors)

였다. 진동깊이는 젖가슴둘레/4 계산식을 사용하였고, 허리

둘레선 상에 뒤중심선으로부터 허리둘레/4 만큼 떨어진 지

점을 옆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때 겨드랑이점은 옆선에 허리

둘레선에서부터 7.5cm 올라간 지점에 표시하였다. 등 지지

대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진동깊이를 3등분하고 아래쪽 첫 

3등분 지점에서 수평으로 6.5cm 진동방향으로 나간 지점을 

표시하여 교정기의 등너비를 결정하였다. 교정기의 뒤판 옆

선에서 앞판이 연결되는데, 복부를 감싸고 앞중심선을 기준

으로 겹쳐 여미기 위한 분량을 포함시켜 연장하여 오버랩되

는 패널을 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허리둘레선에서 5cm 평

행하게 올려 앞판 오버랩 패널의 윗단선으로 제도한 것을 

뒤어깨끝점과 등너비인 점 B, 겨드랑이점을 지나 앞판의 윗

단선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교정기의 앞판은 앞중심선에

서 여미는 형태이며 안정적으로 복부를 감싸주기 위해 앞중

심선에 8cm의 여밈분을 더하여 제도하였다. 허리밴드의 여

밈 부분 전체에 벨크로를 사용하여 착탈의 용이성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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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어깨밴드는 앞판을 제도한 후 밴드의 스타일 선을 추

출하였다. 먼저 앞중심선을 그리고 중심선으로부터 겨드랑앞

벽사이길이/2 만큼 평행선을 그려 앞품선을 표시하였다. 뒷

목너비와 같은 너비만큼 앞목너비를 정한 지점에 목옆점을 

표시하고 어깨선을 그린 위에 6cm 폭의 어깨끝점을 표시하

였다. 가슴둘레선에서 앞품너비/2를 2등분한 점에서 1cm 바

깥쪽으로 이동하고 가슴둘레선에서 2cm 올라간 지점에 어

깨밴드 길이의 끝점을 표시하고 진동선을 고려하면서 어깨

밴드를 6cm 폭으로 그렸다. 

  1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제작 시 유의사항은 교정보조기 

어깨밴드 길이 조절을 위해 몸판에 부착하는 테이프를 

Figure 14에서와 같이 겨드랑이점에서 옆선을 따라 7cm 아

래쪽으로 내린 지점에 부착하고 어깨밴드에 부착된 버클에 

연결하여 교정기의 몸판과 어깨밴드가 연결되도록 제작한 

것이다. 이는 교정보조기의 어깨밴드 길이를 조절한 후 버클

로 고정하기 위해 몸판에 부착한 테이프를 겨드랑이점에 달

면 진동부위가 조이고 팔 움직임 시 위 팔 안쪽에 불편함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이다. 

2) 1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착용감 평가  

1차 교정보조기의 착용감을 평가하기 위해서 선정된 피험자 

6인이 30분간 교정보조기를 착용하고 준비된 착용감 평가 

질문지에 5점 척도(1점: 매우 나쁨/비선호, 3점: 보통, 5점: 

Figure� 14.� Prototyping� the� First�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Photos� taken� by� authors)

매우 좋음/선호)로 평가하였다. 질문지 문항은 자세 교정을 

위한 압박감 7문항, 그리고 교정기 착용 중 팔, 어깨 및 허

리를 움직이는 동작 시의 용이함 4문항, 그리고 착탈 시의 

용이함을 평가하는 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Table 7에 실험

용 둥근어깨 교정보조기의 착용감을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보면 등과 허리 부위의 압박감에 대하여 각각 4.4점

과 4.0점으로 평가함으로써 착용자가 교정기 착용 중 어깨 

자세 교정을 위한 압박감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와 관련하여 교정기가 상반신을 곧게 펴는 데에 도움을 준

다는 점에서 만족한다고 구두로 응답하기도 하였다. 하복부 

부위에 대한 압박감은 4.2점으로 착용 압박감이 좋음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개인마다 교정기 벨크로 앞여밈 패널로 

조임의 정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족한 것

으로 보인다. 동작 용이성 측면에서 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4.5점 이상의 평가 결과를 볼 때 동작 용이성은 높은 것으

로 나왔지만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의 압박감에 대한 평가가 

각각 3.6과 3.2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온 것은 어깨밴드가 

몸에 밀착 고정되지 않고 진동선 쪽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불편하다고 직접 응답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

다. 뒷목 부분의 압박감에 대한 평가는 3.8점으로 나왔다. 

교정기의 착탈 용이성에 대해서는 어깨밴드를 착용할 때 버

클로 몸에 맞게 조이는 방식에 대해 3.8점으로 평가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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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tistics� of� Subjective� Comfort� Evaluation� of�Wearing� the� First�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Categories Questions� Mean(SD)

Clothing� pressure

Clothing� pressure� of� shoulder� area 3.6(0.9)

Clothing� pressure� of� armpit� area 3.2(0.4)

Clothing� pressure� of� underbust� area 3.6(1.1)

Clothing� pressure� around� waist 4.0(0.7)

Clothing� pressure� of� lower� abdominal� area 4.2(0.8)

Clothing� pressure� in� the� back� neck� 3.8(0.4)

Clothing� pressure� in� dorsal� area 4.4(0.5)

Motion� easiness�

Motion� easiness� during� forearm�movement� 4.6(0.5)

Motion� easiness� during� lateral� and� posterior� arm�

movement
4.8(0.4)

Easiness� of� movement� of� the� torso� including� the� waist 4.2(0.4)

Motion� easiness� during� rest 4.6(0.5)

�Wearing� easiness

Easiness� of� wearing� shoulder� bands 3.8(0.4)

Easiness� of� wearing� waist� bands 4.4(0.5)

Easiness� of� removing� shoulder� bands 4.4(0.5)

Easiness� of� removing� waist� bands 4.0(0.0)

통 이상의 용이함이라는 의미였지만 다른 착탈 용이함 항목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허리밴드의 착탈과 

어깨밴드의 탈의는 4점대로 좋음의 평가를 받아 착탈은 전

반적으로 용이하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1차 

교정보조기의 뒷목 부분의 압박감에 대해 불편하다고 응답

한 것과 어깨밴드를 고정하는 버클이 팔 안쪽에 닿는 불편

함을 지적한 사항,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시 교정기의 밑

단이 위로 당겨 올라간 후 허리둘레선에 그대로 놓여 있는 

등 허리 부위가 고정이 잘 되지 않는 것과 허리 아래쪽을 

덮는 부위의 길이가 짧아 지지감이 약하다고 지적된 사항을 

2차 교정기 제작에 반영하였다.   

4.� 2차�실험�둥근어깨�교정보조기�설계�및�착용감�평가

1) 2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설계 및 제작

1차 교정보조기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하고 1차 교정보조기

의 착용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착용감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어깨와 목 부위의 맞음새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즈코

리아에서 제공한 20대 여성의 3D 표준인체형상을 활용하였

다. 평면제도법은 인체의 직접계측치와 경험적 치수, 그리고 

직접계측치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로 치수를 계산하는 관

계식을 활용하여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인데 여유량이 부여

된 일반적인 의류를 위한 패턴에서는 인체치수의 오차를 적

절하게 수용하지만 인체에 밀착된 의복의 경우 연령별 특징

과 체형의 변화를 적용하기 어려워 신체 적합성이 떨어지게 

된다(Yoon, 2008). 이를 보완하여 연령별 체형 특징을 반영

하고 치수와 인체 형태에 대한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대상인 인체의 3D 형상을 활용하여 체표면에 기준선을 

설치하고 설정한 외곽선을 추출하여 2차원으로 평면화시킨 

패턴을 전개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3D 인체 형상 모델

링을 활용하는 연구(Park & Choi, 2008; Hong, 2013)가 

수행되고 있다. 선택된 인체의 표면 형상을 추출하여 전개한 

패턴으로 제작된 의복은 인체에 대한 적합성을 향상시키고 

맞음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Hong, 

2013)를 토대로 사이즈코리아(KATS, 2015)에서 제공한 국

내 20세 여성의 3D 표준인체형상 모델링 데이터를 둥근어

깨 교정보조기 3D 패턴 제작에 활용하였다. Figure 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세 여성의 3D 표준인체형상 위에 2차 실

험 교정보조기의 스타일 라인을 직접 설정하여 패턴으로 추

출하였다. 2차 실험 교정기의 개선 사항은 먼저, 목뒤점은 1

차 교정기와 동일하게 아래로 2cm 내려간 위치로 정하였고 

뒷목 부위의 압박감을 개선하기 위해 목옆점을 2cm 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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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이동한 목옆점으로부터 6cm 폭의 어깨밴드를 그려

주기 위해 어깨끝점을 설정하였다. 어깨밴드는 앞 암홀라인

을 따라 스타일 라인을 설정하였다. 뒤판은 뒷중심선에서 양

쪽 겨드랑뒤벽 폭을 8cm로 정한 뒤품점을 어깨끝점과 겨드

랑이점에서 아래로 10cm 내려준 새로운 겨드랑이점까지 연

결하여 뒤 암홀라인을 그려주었다. 교정보조기의 허리둘레와 

하복부 부분을 더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1차 교정보

조기와 비교하여 교정기의 뒤판의 길이를 5cm 더 길게 늘

이고 앞판 허리밴드 길이를 1차 교정기보다 10cm 더 늘려 

배둘레선이 지나는 하복부 최대 돌출 부위를 덮음으로써 

Front side Back 3/4� lateral

Figure� 15.� Designating� Style� Lines� of� the� Second�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Using� a� 3D� Standard� Human� Body�Model� of� 20-Year-Old� Korean�Women

(Figure� made� by� authors)

Figure� 16.� Flat� Sketch� of� the� Second�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Figure� made� by� authors)

전면 허리밴드가 하복부 부위를 안정적으로 감싸주고 움직

임 시에도 위로 당겨 올라가지 않게 지지하는 효과를 주었

다. 앞중심선의 여밈부분은 교정보조기를 고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복부를 받쳐주는 역할도 하므로 앞중심선을 기준으

로 양쪽으로 여밈분을 부여함으로써 복부전체를 충분히 감

싸주도록 스타일 라인을 정하였다. 1차 교정기의 여밈분이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것으로 응답되어 1cm 줄인 7cm 여밈 

분량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어깨와 등을 교차하는 밴드를 추

가하여 착용자의 굽은 어깨부위를 뒤로 당기는 기능을 강화

하고 등에서 교차시킨 벨트를 옆선을 지나 교정기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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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로 보내어 허리밴드 위에서 벨크로로 고정시키는 형태

의 이중 조임 방식의 조끼형 교정기로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Figure 16에 2차 실험 교정보조기의 도식화를 나타내었다. 

  Geomagic Design X(3D Systems, Inc.)를 사용하여 국내 

20세 여성 3D 표준 인체형상 모델 표면에 2차 실험 교정보

조기의 스타일 라인을 Figure 15와 같이 직접 설정하고 

Figure 17에서와 같이 각각의 패널로 표면을 분할 추출한 

것을 dx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여 Fusion 360™(Autodesk, 

Front side Back 3/4� lateral

Figure� 17.� 3D� Panel� Extraction� for� the� Second�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Using� a� 3D� Standard� Human� Body�Model� of� 20-Year-Old� Korean�Women

(Figure� made� by� authors)

Figure� 18.� Patterns� of� the� Second�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Based� on� 3D� Panels� Extracted� �
(Figure� made� by� authors)

Inc.)과 연동된 ExactFlat(Tri-D Technologies, Inc.) S/W를 

사용하여 2차 실험 교정보조기의 패턴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 

  Figure 18은 3D 인체형상에서 추출한 패널을 바탕으로 

전개한 패턴의 외곽선을 스무딩하여 완성시킨 2차 실험 교

정보조기 패턴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

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를 제작하였다(Figur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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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Prototyping� the� Second�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Photos� taken� by� authors)

2) 2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착용감 평가  

1차 교정기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의 압박감에 대한 만족

도가 각각 3.6점과 3.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사실

을 고려하여 이들 부위의 맞음새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둥근어깨 자세는 어깨가 앞쪽으로 굽어 있으므로 바

른 자세의 경우와 비교해 겨드랑앞벽 바깥쪽으로 어깨 밴드

가 이탈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

용감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1차 둥근어깨 교정보

조기의 어깨밴드의 형태가 교정을 위한 압박감을 제공하기 

이전에 인체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결론

에 도달하게 하였다. 따라서 2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는 국

내 20세 여성의 3D 표준인체형상 모델의 표면을 활용하여 

어깨와 겨드랑앞벽 부분의 인체 곡면을 따라 어깨밴드의 외

곽선을 추출하여 어깨밴드 패턴을 설계하도록 제안되었다. 

또한 어깨-등을 교차하는 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 앞쪽으로 

말린 어깨 부위를 직접적으로 뒤로 당겨 둥근어깨 자세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2차 교정보조기의 착용감 평가

는 1차 교정보조기의 착용감 평가를 위해 선정된 피험자 6

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30분간 교정보조기를 착용하고, 1차 

교정보조기 평가와 동일한 질문지 문항에 2차 교정기의 변

경된 어깨-등 교차밴드에 대한 교정을 위한 압박감과 착용

과 탈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3항목이 더해진 질문지 문항에 

5점 척도(1점: 매우 나쁨/비선호, 3점: 보통, 5점: 매우 좋

음/선호) 방법으로 응답하도록 진행하였다. 각 질문 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는 Table 8에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이것을 보면 2차 교정보조기의 어깨-등 교차밴드의 착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가 3.6점을 얻음으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허리밴드를 몸통의 움직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앞여밈 길이를 늘인 사항으로 인해 허리밴드 

착용 용이성 항목이 1차 교정기의 경우 4.4점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2차 교정기가 4.2점을 받아 용이성이 더 낮게 평

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사항은 몸통의 움직임 이후 

허리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움직임에 대한 만족감이 

4.2점에서 4.6점으로 개선된 것과 하복부 부위의 압박감에 

대한 만족도 역시 4.2점에서 4.6점으로 높아진 것, 그리고 

허리밴드 착용 용이성은 1, 2차 교정기 모두 이미 4.0 이상

의 평가결과를 보임에 따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감

안한다면 허리밴드 길이를 늘인 것이 교정기의 착용감 개선

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깨-등 교차밴드

의 부착 사항은 견갑골 부위의 압박감에 대한 만족감의 개

선 결과(4.4점에서 4.8점으로 향상)를 보임에 따라 둥근어깨 

교정보조기의 어깨 자세 교정을 위한 세부 디자인 요소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의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2차 교정기가 모두 4.2∼5.0점의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 1차 

교정보조기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1차 및 2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패턴 비교  

평면패턴 제도방법으로 설계한 1차 및 3D 표준인체 모델에

서 추출한 패턴을 적용한 2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의 착용

감 평가의 결과를, 두 교정기의 패턴의 형태를 비교한 결과

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이들 두 패턴의 목뒤점을 기

준삼아 겹쳐 나타낸 Figure 20을 보면 두 패턴의 목옆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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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거리가 4.45cm로 2차 패턴의 목옆점을 1차 패턴의 목

옆점과 비교해 원래 목옆점에서 2cm를 더 파준 사실을 감

안하고도 2.26cm만큼 바깥쪽으로 더 이동함에 따라 2차 패

턴의 목둘레에 여유가 더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패

턴의 변화는 1차 교정기에 비해 2차 교정기의 목둘레 부분

의 압박감에 대한 평가가 3.8점에서 4.8점으로 눈에 띄게 

개선된 결과와 관계가 있다.  

  1차 및 2차 교정보조기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의 착용감

이 각각 3.6점에서 4.6점으로, 3.2점에서 4.2점으로 개선된 

결과 역시 두 패턴을 비교했을 때 나타난 각도와 형태의 차

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Figure 20에서 보

는 것과 같이 2차 교정기 패턴의 목옆점으로부터 어깨끝점

까지의 어깨 경사 각도가 20.0°로서 1차 교정기 패턴의 어

깨 경사 각도인 29.0°보다 더 완만한 경사를 보임으로 목

옆과 연결된 어깨 부위의 들뜨는 현상이 줄어들어 맞음새가 

향상되었다. 교정보조기의 어깨밴드 각도는 등중심선을 기준

으로 1차 교정기가 31.3° 각도를 이루며 배치된 것에 비해 

2차 교정기는 46.0°로 어깨밴드가 14.7°더 바깥쪽으로 벌

어지게 배치된 형태로 나타났다. 2차 교정기의 어깨밴드

Table� 8.� Statistics� of� Subjective� Comfort� Evaluation� of�Wearing� the� Second�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

Categories Questions� Mean(SD)

Clothing� pressure

Clothing� pressure� of� shoulder� area 4.6(0.5)

Clothing� pressure� of� armpit� area 4.2(0.4)

Clothing� pressure� of� underbust� area 4.4(0.5)

Clothing� pressure� around� waist 4.8(0.4)

Clothing� pressure� around� shoulder-back� crossing� bands* 4.4(0.5)

Clothing� pressure� of� lower� abdominal� area 4.6(0.5)

Clothing� pressure� in� the� back� neck� 4.8(0.4)

Clothing� pressure� in� dorsal� area 4.8(0.4)

Motion� easiness�

Motion� easiness� during� forearm�movement� 5.0(0.0)

Motion� easiness� during� lateral� and� posterior� arm�movement 5.0(0.0)

Motion� easiness� of� the� torso� including� the� waist 4.6(0.5)

Motion� easiness� during� rest 4.8(0.4)

Wearing� easiness

Easiness� of� wearing� shoulder� bands 4.2(0.4)

Easiness� of� wearing� waist� bands 4.2(0.4)

Easiness� of� removing� shoulder� bands 4.6(0.5)

Easiness� of� removing� waist� bands 4.6(0.5)

Easiness� of� wearing� shoulder-back� crossing� bands* 3.6(0.5)

Easiness� of� removing� shoulder-back� crossing� bands* 4.6(0.5)

*� Added� evaluation� questions� for� changes� of� the� 2nd� round� shoulder� posture� brace�

가 평면패턴 제도를 활용한 경우보다 더 바깥쪽을 향해 배

치된 형태는 인체의 암홀 형상을 따라 추출한 3D 어깨밴드

가 자연스럽게 겨드랑이 부분을 감싸주며 교정기의 진동둘

레 부위의 맞음새를 향상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옆점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뒤목둘레의 여유량을 확보하고 맞음새

를 개선하였고, 어깨 경사 각도와 어깨밴드 배치 각도의 차

이가 2차 어깨 교정보조기의 뒤목, 어깨, 겨드랑이 부위의 

착용감을 개선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앞판 패널인 허리밴드의 윗 단선도 1차 및 2차 교정보조

기의 겨드랑이점을 기준으로 볼 때 2차 패턴의 겨드랑이점

이 인체 형상에서 패턴을 추출함에 따라 몸통 부위의 곡면

으로 인해 1차 패턴보다 2.26cm 더 위로 이동하였고 윗 단

선이 22° 각도만큼 상향 피봇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의 차이는 1차 교정기의 허리밴드의 윗 단선이 착용 시 

아래쪽으로 쳐지게 되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고 입체적으로 

몸통을 적절히 감싸줌으로써 착용감을 개선하게 되었다. 2

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의 밑가슴과 허리 부위의 착용감 평

가가 각각 1차의 3.6점에서 4.4점으로, 그리고 4.0점에서 

4.8점으로 개선된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여 준다(Tabl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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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houlder�

brace� pattern

2nd� shoulder�

brace� pattern

  

  

Figure� 20.� Comparison� of� 2D� and� 3D� Patterns� of� the� Rounded� Shoulder� Posture� Braces�
(Figure� made� by� authors)

IV.� 결론�및�제언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성인 여성용 둥근어깨 자세 교정보

조기를 개발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사례 조사를 거쳐 등지

지대가 있는 이중밴드 방식의 조끼형의 교정보조기 디자인

을 결정하였다. 국내 20대 초반 여성의 체형을 성인 여성 

기준 체형으로 선정하고 그 인체치수를 바탕으로 평면제도

한 후 1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를 제작하여 피험자 6인을 

대상으로 착용감을 평가하였다. 1차 교정보조기에 대한 자

세교정을 위한 압박감과 착용 중 동작 용이성, 착탈 용이성

으로 구성된 착용감 평가로부터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디

자인을 수정하고, 인체 적합성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20세 

여성의 3D 표준인체 모델 형상으로부터 2차 교정보조기 패

턴을 추출하였다. 2차 교정보조기를 제작한 후 동일한 피험

자를 대상으로 수정된 구성 요소 외에 1차 교정기와 같은 

문항으로 착용감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둥근어깨 교

정보조기를 제안하였다. 1차 및 2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패턴 설계의 특징과 착용감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체에 밀착되는 형태의 1차 둥근어깨 교정보조기

의 패턴 설계 방법은 인체계측항목 중 등길이,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를 직접

계측치수 항목으로 사용하였고, 진동깊이와 앞, 뒷목너비는 

젖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한 계산식을 사용하여 평면제도 방

법으로 전개하는 것이었다. 2차 교정보조기의 패턴은 3D 인

체모델 형상을 활용하여 인체 표면 위에 스타일 라인을 직

접 도식하고 각 단면을 추출하고 패턴으로 전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D 인체모델 형상에서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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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밀착된 의류를 개발하는 경우 대상으로 삼은 인체의 

체형 특징을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인체 형상에 대한 적

합성을 높이는 패턴 개발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1차 및 2차 교정보조기 패턴의 형태 특징과 함께 

고찰한 어깨와 겨드랑이 부위의 착용감 평가 결과는 1차 교

정보조기 패턴의 어깨경사 각도가 29.0°로 2차 교정기의 

어깨경사가 20.0°인 것에 비해 경사가 큰 것이 어깨선 부

위의 맞음새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어깨 

경사각도를 완만하게 개선한 사항이 교정보조기의 어깨 부

위 착용감 평가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1차 교정

보조기 어깨밴드의 배치 각도는 등중심선을 기준으로 

31.3°로 2차 교정기의 어깨밴드가 46.0°인 것에 비해 몸 

안쪽으로 모여지는 형태였다. 이러한 어깨밴드의 배치 각도

의 차이는 교정보조기의 겨드랑이 부위 맞음새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1차 둥근어깨 자세 교정보조기를 착

용감 평가한 결과, 어깨밴드 위치와 길이가 인체 움직임에 

적합하지 않아 어깨부위의 자세 교정을 위한 압박감 항목에 

대한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3D 

인체형상에서 추출 전개한 패턴을 바탕으로 제작한 2차 교

정보조기의 착용감 평가결과는 어깨밴드가 착용 후에도 의

도한 위치에 고정되면서 겨드랑이 영역의 맞음새가 개선되

어 어깨부위의 자세 교정을 위한 압박감의 만족감을 높였다. 

  셋째, 허리밴드를 설계할 때 겨드랑이점에서 수평을 이루

도록 앞판 패널을 제도한 1차 교정보조기는 앞, 뒤 허리둘

레선 아래로 5cm 내려오는 길이를 가졌다. 이를 착용한 상

태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 시 교정기가 전반적으로 위

로 당겨 올라간 후 원래대로 내려오지 않아 불만족하다고 

지적되었다. 이런 착용 불만족 요인을 고려하여 2차 교정보

조기는 뒤판은 허리둘레선 아래 5cm 내려온 길이에 5cm를 

더하여 주었고 앞쪽은 허리둘레선 아래 5cm의 길이에 

10cm를 더하도록 수정하였다. 3D 인체모델 체표면으로부터 

추출한 2차 교정보조기 입체 패턴의 특징은 겨드랑이점이 

몸 안쪽으로 모이도록 위치가 높아진 것과 허리밴드의 윗 

단선도 22.0° 상향 피봇된 것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차이는 

1차 교정기의 허리밴드 윗 단선이 착용 시 아래쪽으로 쳐지

게 되는 현상을 바로잡아 주고 입체적으로 몸통을 적절히 

감싸줌으로써 착용감을 개선하게 되었다. 2차 둥근어깨 교

정보조기의 밑가슴과 허리 부위의 착용감 평가가 각각 1차 

교정기에 비해 3.6점에서 4.4점으로, 그리고 4.0점에서 4.8

점으로 개선된 결과를 이끌어냈다.  

  결론적으로 2차 교정보조기 착용 시 등과 복부 부위를 안

정적으로 지지하고 압박하는 성능이 1차 교정보조기의 경우

보다 향상되고 인체에 대한 맞음새가 개선되었으며 새롭게 

추가된 어깨와 등을 교차하는 밴드를 통한 어깨 자세 교정

을 위한 압박감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왔으므로 이를 최

종 둥근어깨 교정보조기로 제안하였다. 이후 제안된 둥근어

깨 교정보조기를 사용한 둥근어깨 자세 개선 성능 실험을 

통해 어깨 자세 개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후속 연구로 

수행될 것이다. 실험은 일정 기간 동안 둥근어깨 자세를 가

진 20대 초반 여성 인체계측치 범주 안의 피험자를 대상으

로 적절한 스트레칭 운동과 일상생활로 이루어진 실험 프로

토콜에 따라 착용한 후 둥근어깨 정도를 측정 분석하여 둥

근어깨 자세 교정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제안된 둥근어깨 

교정보조기의 지속적 착용을 통해 바른 어깨 자세를 유지하

는 예방과 교정 효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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