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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ovides basic reference data to develop sports brassieres appropriate for women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The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exercise status, brassiere-wearing conditions, purchase con-

ditions, preferred design and functionality by age as well as exercise strength based on 393 questionnaires.

Middle-aged women favorite exercises included running, yoga and golfing; in addition the most important

purpose to exercises was healthcare. The largest number of respondents exercised once to three times a week

for 3 years or longer. The analysis on sports brassiere-wearing conditions by exercise strength showed that

those who favor intense exercise tended to wear sports brassieres more frequently. In addition, many com-

plained about breast-shaking and an unsatisfactory shape when they wore a sports brassiere. The analysis on

purchase conditions showed that increased interest in intense sports led to more use of specialized sports

shops. The analysis of the design and functionality preference showed that increased interest in intense sports

increased interest in a body-wrapping sports brassiere design. The most frequently required functions also

included the prevention of breast-shaking and a fixed brassier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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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보편화되면서 현대인에게

운동은 일상이 되고 있다. 특히 연령과 계절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즐기고자 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스포츠용품

뿐만 아니라 스포츠웨어 시장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패션계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

하여 스포츠웨어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애슬레저 라

인을 개발하고 있다(Jo, 2017). 재킷, 치마와 같은 여성

스러운 의류를 주로 판매하며 운동복과는 거리가 멀었

던 중년여성 브랜드에서도 애슬레저 제품강화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젊게 개선하기도 하며(Park, 2016) 아

웃도어에 집중하던 브랜드도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영향에 힘입어 스포츠라인을 개발하는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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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쏟고 있다(Lee, 2017). 이처럼 스포츠의 생활화는 젊

은세대뿐만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전문적인 스포츠용품

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있으며, 그 중 피부에 가장 먼

저 닿는 기능성 이너웨어 제품의 중요성이 인지되고 있

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스포츠웨어에 대한 인식이 높아

졌다고는 하나, 아직 많은 제품의 타겟이 20~30대에 맞

춰져 있는 것이 현재 스포츠웨어 시장의 실정이다. 또한

국내 스포츠웨어는 국외의 유명 스포츠웨어와 달리 운동

의 종류, 즉 운동의 강도에 따라 제품이 세분화되어있지

않아 다양한 운동을 즐기는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40~50대 중년여

성을 대상으로 현재 즐겨하고 있는 운동과 스포츠브래

지어 착용실태, 구매실태와 더불어 선호하는 스포츠브래

지어 디자인 및 기능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연령대별,

운동강도별로 분석하여 중년을 타겟으로 한 스포츠브래

지어 개발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중년여성의 연령대별 운동실태를 파악한다.

두 번째, 운동강도별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실태 및 구

매실태를 파악한다.

세 번째, 운동강도별 선호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제품

디자인과 제품기능성을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여성의 가슴은 근육이 없고 주로 섬세한 쿠퍼인대에 위

치한 얇은 선형조직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운동 시

일어나는 가슴의 움직임이나 흔들림이 인대를 조금씩 늘

어나게 하여 장기적으로 가슴처짐의 주요 원인이 된다

(Shock Absorber, 2008). 특히 중년기는 출산을 거쳐 호르

몬 변화로 인해 체형과 함께 가슴형태도 변화가 생기는

시기로 변화한 가슴형태를 아름답게 보정할 뿐만 아니라

약해진 가슴을 보호해 주는 브래지어 착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성들이 일반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운동을 할 경

우 브래지어와 피부의 반복적인 마찰로 피부가 손상되기

쉽고, 브래지어의 와이어가 가슴을 압박하여 운동기능

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시 가슴흔들림을 최

소화시켜주고,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기능성 재료를

사용하며, 격한 움직임에도 착용위치의 변화가 적은 스

포츠브래지어의 착용이 필수적이다(Lee, 2013).

국내 스포츠브래지어 제품은 이너웨어 전문 브랜드 제

품과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제품으로 특성을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이너웨어 전문 브랜드에서 생산되는 스포츠

브래지어는 패턴 및 디자인에 일반브래지어의 제작기술

을 활용하고 있고,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에서 생산되는

스포츠브래지어는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외 스포츠브래지어 제품은 전문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제작하고 있어 스포츠웨어에 적

합한 패턴과 원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의 종

류에 따라 운동강도를 나누어 그에 알맞은 스포츠브래지

어 제품을 권장하고 있다(Park & Jang, 2016). 또한 Page

and Steele(as cited in Lee, 2013)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

츠브래지어는 형태별로 크게 압축형(Compression type)

과 캡슐형(Encapsulation type)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압

축형 스포츠브래지어는 소매가 없는 짧은 티셔츠 형태

로 주로 S, M, L과 같은 의복호칭 사이즈로 판매되고 있

으나, 캡슐형 스포츠브래지어는 두 개의 일체형 가슴컵

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일반브래지어와 같이 젖가슴

아래둘레와 컵사이즈로 판매되고 있어 압축형 스포츠브

래지어에 비해 다양한 가슴사이즈에 적합한 피팅이 가

능하다. 압축형 스포츠브래지어는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

여 운동 시 가슴흔들림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강한 압박으로 인하여 착용 시 가슴형태가 납

작해지는 단점이 있으며, 캡슐형 스포츠브래지어는 가슴

형태를 아름답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압축

형 스포츠브래지어에 비해 운동 시 가슴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에

앞서 운동목적에 적합한 스포츠브래지어의 선택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브래지어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으로는 스포츠

브래지어의 착용현황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Choi & Sh-

on, 1996; Chun & Jang, 2012), 소재에 따른 유방의 진동

에 관한 연구(Jang & Chun, 2014; Shon et al., 1996), 스

포츠브래지어 개발연구(Lee, 2013; Lee, 2007) 등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나 20~30대를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중년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III. 연구방법

1. 설문대상 및 기간

중년여성의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실태를 조사하기 위

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산, 울산, 대구,

경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50대 여성 408명을 조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진행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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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정기적인 운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묻고 정기적

인 운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설문하였으며,

수집된 408개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불성실

한 것을 제외한 393개의 설문지를 유효한 자료로 분류

하였다.

2. 설문내용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신체특성과 운동실태에 대해 연령대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40대와 50대 2개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운동강도에 따른 스포츠브래

지어의 착용실태, 구매실태, 디자인 선호도, 기능성 선

호도를 알아보고자 전문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제공

하는 스포츠강도 표기를 참조하여 중년여성의 운동실

태에 맞추어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Nike, n.d.a).

먼저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년여성이 즐겨하는

운동종류 상위 10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운동의

강도를 강, 중, 약으로 분류하였다. 선정된 운동종류 중

달리기, 댄스,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를 강한강도의 운

동으로, 등산 ·걷기, 근력운동, 골프를 중간강도의 운동

으로, 요가, 필라테스를 약한강도의 운동으로 분류하였

다.

설문의 항목은 총 34항목으로 조사대상자의 신체특성

에 대한 4문항, 운동실태에 대한 5문항,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실태에 대한 5문항, 스포츠브래지어 구매실태에 대

한 4문항, 선호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세부디자인에 대한

13문항, 스포츠브래지어에 요구되는 소재 및 기능성에

대한 2문항과 함께 개발된다면 착용하고 싶은 스포츠

브래지어의 디자인이나 기능성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교차분석과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중년여성의 연령대별 운동실태

중년여성의 연령대별 운동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393명

의 조사대상자를 40대와 50대로 구분하여 신체특성과

함께 자주하는 운동 및 운동목적, 운동횟수, 운동경력 등

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신체특성

중년여성의 신체특성 4항목 모두 연령대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키는 연

령을 통틀어 ‘160~165cm 미만’이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40대는 ‘160~165cm 미만’이

98명(49.5%), 50대는 ‘155~160cm 미만’이 72명(36.9%)

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몸무게는 연령의 차

이 없이 ‘50~55kg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40대는 ‘45~50kg 미만’이 다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

낸 반면, 50대는 ‘55~60kg 미만’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

다. 착용하는 브래지어 사이즈의 경우, 연령을 통틀어

‘85B’ 사이즈를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었고, 젖가슴아래

둘레 ‘80~85cm’ 구간의 분포비율이 높았으나, 다음 순으

로 40대는 ‘70~75cm’ 구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50대는 ‘90~95cm’ 구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이항목을 줄어들고, 둘레항목과 비만도는

증가한다는 Park and Ryoo(2004)의 중년기 여성 체형분

석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슴유형은 연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body type for subjects

Item Factor
40s

(n=198)

50s

(n=195)

Total

(N=393)
χ
2

Stature

(cm)

Less than 150 005 (002.5) 006 (003.1) 011 (002.8)

21.004***

150 to 155 015 (007.6) 030 (015.4) 045 (011.5)

155 to 160 047 (023.7) 072 (036.9) 119 (030.3)

160 to 165 098 (049.5) 064 (032.8) 162 (041.2)

165 to 170 031 (015.7) 019 (009.7) 050 (012.7)

More than 170 002 (001.0) 004 (002.1) 006 (001.5)

Total 198 (100.0) 195 (100.0) 393 (100.0)

Mean (S.D.) 160.4 (04.8) 158.4 (05.1) 159.4 (05.1)

**p<.01,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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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을 통틀어 ‘돌출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50대에

비해 40대의 돌출형 가슴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으며, 50대는 ‘하수형’이 많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슴탄력이 저하되어 가슴처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결과는 Park

and Shon(1996)과 Lee(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여

중년여성이 20~30대와는 다른 체형특성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시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년여성을 위한 스포

츠브래지어 제품개발 시 젊은층과는 차별화된 제품설

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Continued

Item Factor
40s

(n=198)

50s

(n=195)

Total

(N=393)
χ
2

Weight

(kg)

45 to 50 046 (023.2) 025 (012.8) 071 (018.1)

21.930***

50 to 55 083 (041.9) 072 (036.9) 155 (039.4)

55 to 60 032 (016.2) 065 (033.3) 097 (024.7)

60 to 65 027 (013.6) 022 (011.3) 049 (012.5)

65 to 70 010 (005.1) 008 (004.1) 018 (004.6)

More than 70 000 (000.0) 003 (001.5) 003 (000.8)

Total 198 (100.0) 195 (100.0) 393 (100.0)

Mean (S.D.) 53.6 (05.5) 55.1 (05.1) 54.3 (05.4)

Bra size

70C 002 (001.0) 000 (000.0) 002 (000.5)

42.801***

70D 000 (000.0) 002 (001.0) 002 (000.5)

75A 009 (004.5) 011 (005.6) 020 (005.1)

75B 022 (011.1) 002 (001.0) 024 (006.1)

75C 006 (003.0) 000 (000.0) 006 (001.5)

80A 019 (009.6) 017 (008.7) 036 (009.2)

80B 031 (015.7) 036 (018.5) 067 (017.0)

80C 040 (020.2) 026 (013.3) 066 (016.8)

80D 005 (002.5) 008 (004.1) 013 (003.3)

85A 019 (009.6) 025 (012.8) 044 (011.2)

85B 034 (017.2) 038 (019.5) 072 (018.3)

85C 03 (001.5) 009 (004.6) 012 (003.1)

85D 001 (000.5) 006 (003.1) 007 (001.8)

90A 01 (000.5) 004 (002.1) 005 (001.3)

90B 004 (002.0) 005 (002.6) 009 (002.3)

90C 002 (001.0) 005 (002.6) 007 (001.8)

95A 000 (000.0) 001 (000.5) 001 (000.3)

Total 198 (100.0) 195 (100.0) 393 (100.0)

Breast type

Protrusion 079 (039.9) 057 (029.2) 136 (034.6)

12.658**

Drooping 062 (031.3) 065 (033.3) 127 (032.3)

Cone 034 (017.2) 037 (019.0) 071 (018.1)

Flat 009 (004.5) 026 (013.3) 035 (008.9)

Hemisphere 014 (007.1) 010 (005.1) 024 (006.1)

Total 198 (100.0) 195 (100.0) 393 (100.0)

**p<.01,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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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즐겨하는 운동 및 운동목적

중년여성이 즐겨하는 운동의 종류와 운동을 하는 목

적을 복수응답으로 설문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즐겨하는 운동의 경우, 40대는 ‘달리기’

186명(93.9%), ‘요가’ 125명(63.1%), ‘골프’ 107명(54.0%)

순으로 즐겨하는 반면, 50대는 ‘골프’ 128명(65.6%), ‘요

가’ 116명(59.5%), ‘등산 ·걷기’ 101명(51.8%) 순으로 즐

겨하는 것으로 나타나 40대는 다양한 강도의 운동을 고

르게 선호하는 반면, 50대는 중간강도 이하의 운동을 주

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운동을 하는 목적의 경

우, 연령을 통틀어 ‘건강유지’의 목적이 가장 컸으며, 40대

는 ‘건강유지’ 188명(94.9%), ‘다이어트’ 99명(50.0%), ‘스

트레스 해소’ 93명(47.0%) 순으로 나타난 반면, 50대는

‘건강유지’ 195명(100.0%), ‘동호회 참여’ 108명(55.4%),

‘다이어트’ 93명(47.7%) 순으로 나타나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와 함께 소속집단의 친목도모 역시 운

동목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운동횟수 및 운동경력

주별 운동횟수와 운동경력 중 운동횟수에서 연령대별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운동횟수의 경우, 연령을 통틀어 ‘주 2~3회’ 운동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

면 40대는 ‘주 4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가 89명(44.9%),

50대는 ‘주 2~3회’ 운동하는 경우가 96명(49.2%)으로 높

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운동경력의 경우, 연령의 차이 없

이 모두 ‘3년 이상’의 운동경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운동강도별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실태

중년여성의 운동강도별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앞서 운동실태조사에서 선호하는 운동강

도를 단일설문한 결과, 393명의 응답자 중 115명이 강한

강도의 운동, 175명이 중간강도의 운동, 103명이 약한강

도의 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운동

강도별로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여부, 착용시간, 착용 시

불편했던 점, 주로 착용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스타일 등

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

브래지어 착용여부에서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

상자들에게만 스포츠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를

설문하였고,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시간, 착용 시 불편했

던 점, 주로 착용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스타일 항목에서

는 스포츠브래지어 비착용자 역시 착용경험을 토대로 설

Table 2. Favorite sports and purpose of the exercises

Item Factor
40s

(n=198)

50s

(n=195)

Total

(N=393)

Favorite

sports

Strong

Running 186 (093.9) 93 (047.7) 279 (071.0)

Dance 63 (031.8) 99 (050.8) 162 (041.2)

Badminton 50 (025.3) 46 (023.6) 96 (024.4)

Ping-pong 33 (016.7) 42 (021.5) 75 (019.1)

Tennis 38 (019.2) 25 (012.8) 63 (016.0)

Moderate

Golf 107 (054.0) 128 (065.6) 235 (059.8)

Muscular exercise 95 (048.0) 93 (047.7) 188 (047.8)

Hiking · Walking 82 (041.4) 101 (051.8) 183 (046.6)

Weak
Yoga 125 (063.1) 116 (059.5) 241 (061.3)

Pilates 74 (037.4) 85 (043.6) 159 (040.5)

Total 198 (100.0) 195 (100.0) 393 (100.0)

Purpose

of exercise

Health care 188 (094.9) 195 (100.0) 383 (097.5)

Diet 99 (050.0) 93 (047.7) 192 (048.9)

Join club 70 (035.4) 108 (055.4) 178 (045.3)

Release stress 93 (047.0) 57 (029.2) 150 (038.2)

Leisure life 45 (022.7) 71 (036.4) 116 (029.5)

Total 198 (100.0) 195 (100.0) 393 (100.0)

Observed frequency for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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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게 하였다.

1)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여부

스포츠브래지어의 착용여부에서 운동강도별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운

동강도를 통틀어 스포츠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경우가 착

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으나, 강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전체 비율이 ‘스포츠브

래지어를 착용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중간강도의 운동

에서는 130명(74.3%)이 ‘착용한다’, 45명(25.7%)이 ‘착용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49명(47.6%)이 ‘착용한다’, 54명(52.4%)이 ‘착용하지 않

는다’라고 응답하였다. 강한강도의 운동을 즐겨하는 집

단일수록 스포츠브래지어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있었

으며, 약한강도의 운동을 즐겨하는 집단일수록 스포츠

브래지어 착용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스포츠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스포츠브래지어의 착용여부<Table 4>에 대한 설문에

서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그 이유

를 설문하였다. 스포츠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

에서 강한강도의 운동에 대한 비율은 나타나지 않았고,

중간강도와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만 운동강도별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중간

과 약한강도의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착용 시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스포츠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다’라

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중간강도의 운동에서

는 ‘입었을 때 가슴모양이 예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다음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약한강도의 운동

에서는 ‘입고 벗기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3)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시간

스포츠브래지어의 착용시간에서 운동강도별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운

동강도를 통틀어 운동 시에만 스포츠브래지어를 착용

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강

한강도의 운동을 즐겨하는 집단에서 약한강도의 운동

을 즐겨하는 집단으로 갈수록 운동을 할 때 뿐만이 아

니라 항상 스포츠브래지어를 착용하거나 일반브래지어

와 구분 없이 가끔 착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Exercises frequency and career

Item Factor
40s

(n=198)

50s

(n=195)

Total

(N=393)
χ
2

Time of

exercise

Once a week 35 (017.7) 48 (024.6) 83 (021.1)

15.175***
2 to 3 times a week 74 (037.4) 96 (049.2) 170 (043.3)

More than 4 times a week 89 (044.9) 51 (026.2) 140 (035.6)

Total 198 (100.0) 195 (100.0) 393 (100.0)

Exercise

career

Less than a year 50 (025.3) 37 (019.0) 87 (022.1)

02.289***
More than a year less than 3 years 72 (036.4) 75 (038.5) 147 (037.4)

More than 3 years 76 (038.4) 83 (042.6) 159 (040.5)

Total 198 (100.0) 195 (100.0) 393 (100.0)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Table 4. Whether to wear sports brassiere

Item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χ
2

Wearing 115 (100.0) 130 (074.3) 049 (047.6) 294 (074.8)

79.295***None wearing 000 (000.0) 045 (025.7) 054 (052.4) 099 (025.2)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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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브래지어 착용 시 불편했던 점

스포츠브래지어 착용 시 불편했던 점에 대해 복수응답

으로 설문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

다. 강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운동 중 가슴흔들림이 심하

다’라는 응답이 101명(87.8%), ‘가슴보정기능이 부족하

여 가슴모양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응답이 94명(81.7%),

‘입고 벗기 불편하다’라는 응답이 91명(79.1%) 순으로

나타났고,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운동 중 가슴흔들림

이 심하다’라는 응답이 163명(93.1%), ‘가슴보정기능이

부족하여 가슴모양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응답이 130명

(74.3%), ‘피부에 압박감이 있다’라는 응답이 115명(6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운동 중 가

슴흔들림이 심하다’라는 응답이 90명(87.4%), ‘운동 중

어깨끈이 흘러내린다’라는 응답이 88명(85.4%), ‘가슴보

정기능이 부족하여 가슴모양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응

답이 86명(83.5%) 순으로 나타났다. 운동강도를 통틀어

운동 중 가슴흔들림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고, 착

용 시 가슴모양이 아름답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공통

적으로 드러났다. 위 결과는 스포츠브래지어를 착용하

지 않는 이유<Table 6>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며, 스포츠브래지어 제품개발 시 개선되어야 할 점

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주로 착용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종류

시판중인 스포츠브래지어 스타일을 4가지로 분류하

여 주로 착용하는 스포츠브래지어의 종류에 대해 설문

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운동

강도를 통틀어 ‘기본 탱크탑 스타일’을 가장 많이 착용

하고 있었으나, 강한강도와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몰

드컵 브래지어 스타일’을 다음 순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

는 반면,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탱크탑 어깨끈 스타일’

을 많이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한강도의 운동을

즐겨하는 집단에 비해 압박이 적은 스포츠브래지어를 착

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운동강도별 스포츠브래지어 구매실태

중년여성의 운동강도별 스프츠브래지어 구매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선호하는 브랜드, 구매장소, 구매가격 등

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호하는 브랜드와 선호하는 이유

스포츠웨어 및 이너웨어 브랜드 15곳과 기타 1항목

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브랜드를 제시하였고, 선호하는

브랜드와 그 이유를 복수응답 설문하였으며, 이를 분석

Table 5. Reasons for not wearing sports brassieres

Item
Moderate

(n=45)

Weak

(n=54)

Total

(N=99)
χ
2

Include feeling tight 19 (042.3) 26 (048.2) 45 (045.5)

94.228***

Inconvenienced at the time of wearing or removing 4 (008.8) 15 (027.7) 19 (019.1)

Unsatisfactory breast shape 12 (026.7) 5 (009.3) 17 (017.1)

Include feeling rough 7 (015.5) 5 (009.3) 12 (012.1)

High prices 3 (006.7) 3 (005.5) 6 (006.1)

Total 45 (100.0) 54 (100.0) 99 (100.0)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Table 6. Duration of the wearing of sports brassieres

Item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χ
2

Wear during exercise 103 (089.6) 151 (086.3) 78 (075.7) 332 (084.5)

11.571*
Wear occasionally regardless of general bra 12 (010.4) 21 (012.0) 20 (019.4) 53 (013.5)

Always wear 0 (000.0) 3 (001.7) 5 (004.9) 8 (002.0)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p<.05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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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Inconveniences experienced at the time of wearing sports brassieres

Item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Intense breast-shaking at the time of exercise 101 (087.8) 163 (093.1) 90 (087.4) 354 (090.1)

Unsatisfactory breast shape caused by insufficient breast correction 94 (081.7) 130 (074.3) 86 (083.5) 310 (078.9)

Pressed skin 68 (059.1) 115 (065.7) 62 (060.2) 245 (062.3)

Difficulties in wearing and removing 91 (079.1) 96 (054.9) 58 (056.3) 245 (062.3)

Changing position during exercise 67 (058.3) 83 (047.4) 88 (085.4) 238 (060.6)

Feeling rough by seams 57 (049.6) 81 (046.3) 58 (056.3) 196 (049.9)

Unpleasant feelings caused by the insufficient absorption of sweat 52 (045.2) 45 (025.7) 30 (029.1) 127 (032.3)

Unsatisfactory design 29 (025.2) 67 (038.3) 24 (023.3) 120 (030.5)

Shoulder straps slipping 35 (030.4) 48 (027.4) 31 (030.1) 114 (029.0)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Observed frequency for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Table 8. Styles of frequently worn sports brassieres

Item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χ
2

48 (041.7) 68 (038.9) 36 (035.0) 152 (038.7)

11.458

Basic tank-top style

45 (039.1) 56 (032.0) 29 (028.2) 130 (033.1)

Mould cup bra style

17 (014.8) 40 (022.9) 34 (033.0) 91 (023.2)

Tank-top shoulder strap style

5 (004.3) 11 (006.3) 4 (003.9) 20 (005.1)

Camisole style with mould cup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Figure from Nike. (n.d.a, n.d.b). http://www.nik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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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선호하는 브랜드의 경우,

운동강도를 통틀어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순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강한강도와 중간강도의 운동에

서는 ‘쇼크업소버’, ‘언더아머’, ‘프로스펙스’ 등을 다음

순으로 선호하는 반면,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트라이

엄프’, ‘와코루’, ‘비너스’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든 운동강도에서 글로벌 브랜드를 가장 선호하였

지만 공통적인 상위 3순위를 제외한 결과로 볼 때, 강한

강도의 운동을 즐겨하는 집단이 전문 스포츠웨어 브랜

드를 선호하는데 비해 약한강도의 운동을 즐겨하는 집

단이 이너웨어 브랜드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택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로 강한강도의 운동에서

는 ‘기능성’ 100명(87.0%), ‘브랜드 인지도’ 97명(84.3%),

‘소재’ 96명(83.5%) 순으로 응답하였고, 중간강도의 운

동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147명(84.0%), ‘기능성’ 129명

(73.7%), ‘소재’ 121명(69.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약

한강도의 운동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85명(82.5%), ‘기

능성’ 83명(80.6%), ‘착용감’ 68명(66.0%) 순으로 응답하

였다. 운동강도를 통틀어 구매제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소재와 기능성, 착용

감 등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스포츠브래지어 구매장소와 구매제품 가격

스포츠브래지어 구매장소와 구매제품 가격대에서 운

Table 9. Preferred brands and reasons

Item Factor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Preferred Brand

Nike 107 (093.0) 151 (086.3) 89 (086.4) 347 (088.3)

Adidas 95 (082.6) 124 (070.9) 86 (083.5) 305 (077.6)

Puma 87 (075.7) 105 (060.0) 79 (076.7) 271 (069.0)

Shock Absorber 81 (070.4) 92 (052.6) 39 (037.9) 212 (053.9)

Underarmour 77 (067.0) 91 (052.0) 44 (042.7) 212 (053.9)

Prospecs 79 (068.7) 73 (041.7) 13 (012.6) 165 (042.0)

Triumph 36 (031.3) 63 (036.0) 62 (060.2) 161 (041.0)

Venus 34 (029.6) 58 (033.1) 51 (049.5) 143 (036.4)

Arena 54 (047.0) 65 (037.1) 18 (017.5) 137 (034.9)

Wacoal 28 (024.3) 49 (028.0) 54 (052.4) 131 (033.3)

Victoriassecret 23 (020.0) 51 (029.1) 43 (041.7) 117 (029.8)

Mulawear 20 (017.4) 30 (017.1) 50 (048.5) 100 (025.4)

CKunderwear 22 (019.1) 33 (018.9) 18 (017.5) 73 (018.6)

Kolonsport 15 (013.0) 17 (009.7) 27 (026.2) 59 (015.0)

Vivien 12 (010.4) 6 (003.4) 9 (008.7) 27 (006.9)

Etc. 4 (003.5) 6 (003.4) 2 (001.9) 12 (003.1)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Reason for

brand preference

Brand awareness 97 (084.3) 147 (084.0) 85 (082.5) 329 (083.7)

Functionality 100 (087.0) 129 (073.7) 83 (080.6) 312 (079.4)

Material 96 (083.5) 121 (069.1) 67 (065.0) 284 (072.3)

Wearing sensation 94 (081.7) 103 (058.9) 68 (066.0) 265 (067.4)

Price 60 (052.2) 88 (050.3) 51 (049.5) 199 (050.6)

Design 72 (062.6) 82 (046.9) 31 (030.1) 185 (047.1)

Durability 62 (053.9) 52 (029.7) 26 (025.2) 140 (035.6)

Easy care 34 (029.6) 45 (025.7) 12 (011.7) 91 (023.2)

Beautiful breast forms 11 (09.6) 27 (015.4) 16 (015.5) 54 (013.7)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Observed frequency for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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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도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

ble 10>과 같다. 구매장소의 경우, 운동강도를 통틀어 ‘온

라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한강

도의 운동에서는 ‘오프라인’ 67명(58.3%), ‘온라인’ 33명

(28.7%), ‘TV쇼핑’ 15명(13.0%) 순으로 많이 이용하였고,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오프라인’ 79명(45.1%), ‘온라

인’ 76명(43.4%), ‘TV쇼핑’ 20명(11.4%) 순으로 많이 이

용하였다. 반면,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온라인’ 68명

(66.0%), ‘오프라인’ 21명(20.4%), ‘TV쇼핑’ 14명(13.6%)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한강도의 운동을

즐겨하는 집단일수록 전문 매장을 직접 찾아 제품을 구

매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구매제품 가격대

의 경우, 운동강도를 통틀어 ‘5~7만 원대’의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한강도의 운동에서

는 ‘7~9만 원대’ 45명(39.1%), ‘5~7만 원대’ 38명(33.0%),

‘10만 원 이상’ 19명(16.5%) 순으로 많이 구매하였고, 중

간강도의 운동에서는 ‘5~7만 원대’ 73명(41.7%), ‘7~9만

원대’ 68명(38.9%), ‘10만 원 이상’ 17명(9.7%) 순으로 많

이 구매하였으며,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5~7만 원대’

42명(40.8%), ‘3~5만 원대’ 30명(29.1%), ‘7~9만 원대’

17명(16.5%) 순으로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한강도의 운동을 즐겨하는 집단일수록 스포츠브래지어

제품의 구매가격대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운동강도별 스포츠브래지어 선호도

중년여성의 운동강도별 선호하는 스포츠브래지어 디

자인과 기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포츠브래지어의 세부

디자인과 소재, 기능성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브래지어 디자인 선호도

연구자의 선행연구(Park & Jang, 2016)를 참조하여 분

류한 13항목의 스포츠브래지어 세부디자인 중 선호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장식항목을 제외한 12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브래

지어 형태의 경우, 강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압축형’ 브

래지어를, 중간강도와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캡슐형’

브래지어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강한강도와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압축형’과 ‘캡슐형’의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압축형’과 ‘캡슐

형’의 비율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가슴패턴 절개 유

무의 경우, 강한강도와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절개형’

을,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비절개형’을 가장 선호하였

으나, 강한강도와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절개형’과 ‘비

절개형’의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절개형’과 ‘비절개형’의 비율의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네크라인 디자인의 경우, 모든 운동강도에서

‘라운드형’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강한강도의 운동에서

는 ‘라운드형’이 6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반면, 중간

강도와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60% 미만의 비율로 나타

나 ‘브이형’과 ‘스퀘어형’ 또한 고르게 선호하고 있었다.

앞중심 높이의 경우, 모든 운동강도에서 ‘풀타입’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강한강도와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반면,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70%

미만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오버풀타입’을 선호하는 비

Table 10. Sports brassieres purchasing channels and prices

Item Factor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χ
2

Purchase

channel

On-line 33 (028.7) 76 (043.4) 68 (066.0) 177 (045.0)

36.135***
Off-line 67 (058.3) 79 (045.1) 21 (020.4) 167 (042.5)

TV shopping 15 (013.0) 20 (011.4) 14 (013.6) 49 (012.5)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Purchase

price

10,000 to 30,000 0 (000.0) 2 (001.1) 8 (007.8) 10 (002.5)

54.345***

30,000 to 50,000 13 (011.3) 15 (008.6) 30 (029.1) 58 (014.8)

50,000 to 70,000 38 (033.0) 73 (041.7) 42 (040.8) 153 (038.9)

70,000 to 90,000 45 (039.1) 68 (038.9) 17 (016.5) 130 (033.1)

Over 100,000 19 (016.5) 17 (009.7) 6 (005.8) 42 (010.7)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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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다른 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앞단길이의 경우,

모든 운동강도에서 ‘짧은형’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중간

강도와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80% 이상의 비율을 차

지한 반면, 강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짧은형’과 ‘긴형’이

39.1%로 같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캐미솔형’을 선호

하는 비율이 다른 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뒤어깨

끈 디자인의 경우, 강한강도와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레이서백형’을,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라운드형’을 가

Table 11. Preferred sports brassiere design

Item Factor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χ
2

Bra

type

106 (092.2) 85 (048.6) 11 (010.7) 283 (072.0)

86.210***

Compression

9 (007.8) 90 (051.4) 92 (089.3) 110 (028.0)

Encapsulation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Breast pattern

type

77 (067.0) 94 (053.7) 51 (049.5) 222 (056.5)

07.713***

Cut

38 (033.0) 81 (046.3) 52 (050.5) 171 (043.5)

Non-cut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Neckline

design

72 (062.6) 78 (044.6) 55 (053.4) 205 (052.2)

09.306***

Round

30 (026.1) 64 (036.6) 32 (031.1) 126 (032.1)

V

13 (011.3) 33 (018.9) 16 (015.5) 62 (015.8)

Square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p<.05,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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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inued I

Item Factor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χ
2

Center front

height

86 (074.8) 110 (062.9) 83 (080.6) 279 (071.0)

019.250***

Full

19 (016.5) 55 (031.4) 11 (010.7) 85 (021.6)

Overfull

10 (008.7) 10 (005.7) 9 (008.7) 29 (007.4)

Half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Front hem

length

45 (039.1) 155 (088.6) 90 (087.4) 290 (073.8)

101.177***

Short

45 (039.1) 12 (006.9) 8 (007.8) 65 (016.5)

Long

25 (021.7) 8 (004.6) 5 (004.9) 38 (009.7)

Camisole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Back strap

design

41 (035.7) 49 (028.0) 35 (034.0) 125 (031.8)

045.758***
Racer back

33 (028.7) 37 (021.1) 38 (036.9) 108 (027.5)

Round

*p<.05,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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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inued II

Item Factor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χ
2

Back strap

design

15 (013.0) 29 (016.6) 24 (023.3) 68 (017.3)

45.758***

V-back

25 (021.7) 36 (020.6) 3 (002.9) 64 (016.3)

Cross back

1 (000.9) 24 (013.7) 3 (002.9) 28 (007.1)

Straight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Shoulder strap

type

78 (067.8) 126 (072.0) 33 (032.0) 237 (060.3)

62.497***

Vest

22 (019.1) 27 (015.4) 58 (056.3) 107 (027.2)

Complex

15 (013.0) 22 (012.6) 12 (011.7) 49 (012.5)

Strap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Side wing

width

110 (095.7) 133 (076.0) 92 (089.3) 335 (085.2)

23.150***

Wide

5 (004.3) 42 (024.0) 11 (010.7) 58 (014.8)

Narrow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p<.05,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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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ontinued III

Item Factor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χ
2

Closure

type

34 (029.6) 106 (060.6) 59 (057.3) 199 (050.6)

68.161***

Back

68 (059.1) 27 (015.4) 22 (021.4) 117 (029.8)

No opening part

13 (011.3) 42 (024.0) 22 (021.4) 77 (019.6)

Front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Wire

type

102 (088.7) 175 (100.0) 103 (100.0) 380 (096.7)

32.501***

No-wire

13 (011.3) 0 (000.0) 0 (000.0) 13 (003.3)

Wire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Breast pad

separation type

87 (075.7) 161 (092.0) 81 (078.6) 329 (083.7)

16.240***

Padded

28 (024.3) 14 (008.0) 22 (021.4) 64 (016.3)

Removable pad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Color

preference

Achromatic 54 (047.0) 66 (037.7) 15 (014.6) 135 (034.4)

43.838***

Red 20 (017.4) 54 (030.9) 43 (041.7) 117 (029.8)

Skin 29 (025.2) 25 (014.3) 35 (034.0) 89 (022.6)

Blue 12 (010.4) 30 (017.1) 10 (009.7) 52 (013.2)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p<.05,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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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끈 형태의 경우, 강한

강도와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조끼형’을,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끈형과 조끼형이 혼합된 ‘복합형’을 가장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옆날개 너비의 경우, 모든 운동

강도에서 ‘넓은형’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강한강도와 약

한강도의 운동에서는 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 반면,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80% 미만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좁은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강도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여밈형태의 경우, 강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입는

형’을, 중간강도와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뒷여밈형’

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강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입는형

(59.1%)>뒷여밈형(29.6%)>앞여밈형(11.3%) 순으로 선

호하였고,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뒷여밈형(60.6%)>앞

여밈형(24.0%)>입는형(15.4%)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약

한강도의 운동에서는 뒷여밈형(57.3%)>입는형=앞여밈

형(21.4%)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와이어 유

무의 경우, 모든 운동강도에서 ‘노와이어형’을 월등한 비

율로 선호하였으나, 강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와이어형’

을 일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슴패드 분리 유무

의 경우, 모든 운동강도에서 가슴컵이 분리되지 않는 ‘일

체형컵’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강한강도와 약한강도의

운동에서 20% 이상이 ‘분리형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호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색상의 경우, 강한강

도와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검은색과 회색, 흰색 등의

‘무채색 계열’을,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붉은색 계열’

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강한강도의 운동에서는 무채색

계열(47.0%)>피부색 계열(25.2%)>붉은색 계열(17.4%) 순

으로 선호하였고,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무채색 계열

(37.7%)>붉은색 계열(30.9%)>푸른색 계열(17.1%) 순으

로 선호하였으며,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붉은색 계열

(41.7%)>피부색 계열(34.0%)>무채색 계열(14.6%) 순으

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스포츠브래지

어 장식의 경우, 모든 운동강도에서 공통적으로 ‘포인트

색상의 디테일’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브랜

드 로고가 삽입된 디테일>무늬 디테일>레이스 디테일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포츠브래지어 소재 및 기능성 선호도

시판 스포츠브래지어 제품의 기능성을 참조하여 선

호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소재 및 기능성에 대해 복수응

답 설문하였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

다. 선호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소재의 경우, 강한강도의

운동에서는 ‘흡습속건 원단’을, 중간강도와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신축성 원단’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강한강

도의 운동에서는 ‘흡습속건 원단’ 115명(100.0%), ‘볼륨

패드가 삽입된 가슴컵’ 89명(77.4%), ‘신축성 원단’ 58명

(50.4%) 순으로 선호하였고, 중간강도의 운동에서는 ‘신

축성 원단’ 175명(100.0%), ‘흡습속건 원단’ 123명(70.3%),

‘볼륨패드가 삽입된 가슴컵’ 120명(68.6%) 순으로 선호

하였으며,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신축성 원단’ 103명

(100.0%), ‘흡습속건의 원단’ 96명(93.2%), ‘착탈이 편리

한 여밈장치’ 57명(55.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강도의 운동에서 ‘흡습

속건 원단’과 ‘신축성 원단’, ‘볼륨패드가 삽입된 가슴컵’

의 부자재를 주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스포츠브래지어 기능성의 경우, 모든 운동강도에서 가슴

흔들림을 방지하는 기능성을 가장 선호하였으나, 강한강

도의 운동에서는 ‘가슴흔들림 방지기능성’ 115명(100.0%),

‘운동 중 브래지어 위치고정기능성’ 102명(88.7%), ‘동작

용이기능성’ 87명(75.7%) 순으로 선호하였고, 중간강도

의 운동에서는 ‘가슴흔들림 방지기능성’ 160명(91.4%),

‘가슴모양 및 몸매보정기능성’ 127명(72.6%), ‘운동 중 브

Table 11. Continued IV

Item Factor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χ
2

Decoration

preference

Point color 62 (053.9) 74 (042.3) 59 (057.3) 195 (049.6)

12.963

Logo 36 (031.3) 57 (032.6) 22 (021.4) 115 (029.3)

Pattern 13 (011.3) 38 (021.7) 19 (018.4) 70 (017.8)

Lace 3 (002.6) 6 (003.4) 2 (001.9) 11 (002.8)

Etc. 1 (000.9) 0 (000.0) 1 (001.0) 2 (000.5)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p<.05, ***p<.001

Observed frequency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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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지어 위치고정기능성’ 108명(61.7%) 순으로 선호하였

으며, 약한강도의 운동에서는 ‘가슴흔들림 방지기능성’

81명(78.6%), ‘운동 중 브래지어 위치고정기능성’과 ‘동

작용이기능성’이 각 77명(74.8%), ‘가슴모양 및 몸매보

정기능성’ 61명(59.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율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강도의 운동에서 ‘가슴흔

들림 방지기능성’, ‘운동 중 브래지어 위치변화 방지기능

성’, ‘가슴 및 몸매보정기능성’, ‘동작용이기능성’을 주로

선호하고 있었으며, 강한 운동강도를 즐기는 집단일수

록 아름다운 가슴형태를 위한 미적 기능성보다는 스포

츠브래지어의 근본적인 착용목적에 해당되는 동작기능

성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40~50대 중년여성에게 적합한 스포츠브래

지어 개발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393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중년여성의 운동실태,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실

태, 구매실태, 선호 디자인 및 기능성을 연령대별, 운동강

도별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년여성의 신체특성과 운동실태를 40대와 50대

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

드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몸무게는 늘어나는 경향을 나

타내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이항목은 감소하고, 둘레

항목과 비만도는 증가한다는 중년기 여성의 체형특성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착용하는 브래지어

사이즈는 85B>80B>80C 순으로 많이 착용하고 있었으

며, 가슴유형은 ‘돌출형’과 ‘하수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년여성이 즐겨하는 운동 중 ‘달리기’,

‘요가’, ‘골프’, ‘근력운동’, ‘등산 ·걷기’ 등이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었고, 운동을 하는 목적으로 ‘건강유지’,

‘다이어트’, ‘동호회 참여’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운

동은 ‘주 2~3회’, ‘3년 이상’ 지속해온 비율이 높게 나타

난 것을 보아 중년여성의 생활에 운동이 일상화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스포츠브래지어 착용실태를 운동강도별로 분석

Table 12. Preferred sports brassiere material and functions

Item Factor
Strong

(n=115)

Moderate

(n=175)

Weak

(n=103)

Total

(N=393)

Material

(fabric &

subsidiary)

Elastic fabric 58 (050.4) 175 (100.0) 103 (100.0) 336 (085.5)

Moisture absorption and quick dry fabric 115 (100.0) 123 (070.3) 96 (093.2) 334 (085.0)

Bra-cup with volume pad to support under the breast 89 (077.4) 120 (068.6) 56 (054.4) 265 (067.4)

Breathable fabric 39 (033.9) 40 (022.9) 32 (031.1) 111 (028.2)

Convenient removable closure device 31 (027.0) 22 (012.6) 57 (055.3) 110 (028.0)

Fluffy and wide shoulder straps 14 (012.2) 12 (006.9) 19 (018.4) 45 (011.5)

Shoulder straps without skin irritation 7 (006.1) 11 (006.3) 10 (009.7) 28 (007.1)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Function

Prevent breast vibration 115 (100.0) 160 (091.4) 81 (078.6) 356 (090.6)

Fixed bra-position 102 (088.7) 108 (061.7) 77 (074.8) 287 (073.0)

Breast and body correction 81 (070.4) 127 (072.6) 61 (059.2) 269 (068.4)

Comfortable activity 87 (075.7) 104 (059.4) 77 (074.8) 268 (068.2)

Comfortable wearing and removing 20 (017.4) 96 (054.9) 44 (042.7) 160 (040.7)

Rapid sweat absorption and drying 83 (072.2) 36 (020.6) 34 (033.0) 153 (038.9)

Improved discomfort caused by tightening bra 30 (026.1) 72 (041.1) 33 (032.0) 135 (034.4)

Beautiful bra-design 21 (018.3) 68 (038.9) 18 (017.5) 107 (027.2)

Improved feeling soft of sewing seams 52 (045.2) 16 (009.1) 29 (028.2) 97 (024.7)

Prevent slipping shoulder straps 25 (021.7) 9 (005.1) 19 (018.4) 53 (013.5)

Total 115 (100.0) 175 (100.0) 103 (100.0) 393 (100.0)

Observed frequency for multiple response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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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강한운동을 선호하는 집단이 스포츠브래지어

를 더 많이 착용하고 있었고, 다른 강도의 운동에 비해

운동 시에만 주로 착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스포

츠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운동

강도를 통틀어 ‘운동 중 가슴흔들림’과 ‘착용 시 가슴형

태의 불만족’을 꼽았고, 주로 착용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스타일은 ‘압축형’의 ‘기본 탱크탑 스타일’을 착용하고

있었다.

셋째, 스포츠브래지어 구매실태를 운동강도별로 분석

한 결과, 모든 운동강도에서 글로벌 브랜드인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한운동을 즐겨하는 집단일수록 전문 스포츠웨어 브랜

드를, 약한운동을 즐겨하는 집단일수록 이너웨어 브랜

드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기능성’과 ‘소재’ 등이 좋아

서라고 많이 응답하였다. 스포츠브래지어 구매장소는

운동강도를 통틀어 ‘온라인’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

으나, 강한운동을 즐겨하는 집단일수록 ‘오프라인’ 매장

을 이용하여 직접 착용해보고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구매하는 스포츠브래지어 제품의 가격대는 운동강

도를 통틀어 ‘5~7만 원대’의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고

있었으나, 강한강도의 운동을 즐겨하는 집단일수록 높

은 가격대의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었다.

넷째, 선호하는 스포츠브래지어 디자인 및 기능성을 운

동강도별로 분석한 결과, 강한강도의 운동을 선호하는 집

단은 ‘압축형’ 스포츠브래지어를, 중간강도와 약한강도

의 운동을 선호하는 집단은 ‘캡슐형’ 스포츠브래지어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강도가 강할수

록 가슴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체를 많이 감싸

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었고, 운동강도가 약할수록 인

체를 감싸는 면적은 작지만 가슴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호하는 스포

츠브래지어 소재는 운동강도를 통틀어 동작이 편한 ‘신

축성 소재’와 땀을 흡수하고 건조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

는 ‘흡습속건 소재’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기능성으로는

운동 중 ‘가슴흔들림 방지기능’과 ‘브래지어 위치가 변하

지 않는 기능’을 가장 요구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중년여성을 위한 스포츠브래지어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운동강도에 따라 적합한 스포츠브래지어의 디자인

과 기능성이 다름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국내 제품개발

시 다양한 운동종류에 전문화된 제품제작을 하는데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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