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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D program has recently been introduced that can be directly developed into a three-dimensional human

body shape and made into a pattern. It is possible to fabricate a bra that reflects the volume and surface area

of the breast; however, it still needs to be verifi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verage size and shape of

20 big-breasted women and designs a brassiere pattern for women with large breasts using a 3D Flattening

function of OptiTex PDS v15.6. In addition, the study verifies the reli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com-

pared to a conventional brassiere patter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three dimensional measure-

ment values were smaller than the direct measurement dimensions when the three dimension measurement

dimensions of the subjects were compared with the direct measurement dimensions, the replica measurement

dimensions and the three dimensional measurement dimensions. Second, the 3D flattening pattern reflects the

actual shape, length, and area of the actual breast when comparing a brassiere pattern using a 3D shape

and pattern reflecting the direc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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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Kim(2008)의 연구에 따르면 유방이 큰 여성들은 브래

지어 선택 시 사이즈의 적합성을 가장 중시하지만, 시판

되는 브래지어의 경우 유방이 큰 여성의 흉부 특성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브래지어 착용 시 불

만족이 높으며, 특히 컵의 치수 및 형태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Lee et al.(2003)의 연구에서도 유

방의 부피는 표면적과 유저면적과는 매우 높은 상관성

이 있으나 현재 브래지어의 치수 호칭에 사용되는 컵치

수(젖가슴둘레-젖가슴아래둘레)의 경우는 유방 부피, 표

면적과 상관관계가 낮다고 하였다. 결국 현재와 같이

브래지어 제작 시 단순히 컵치수를 기준으로 컵의 형태

및 면적을 제작할 경우 유방의 큰 여성을 위한 맞음새

가 우수한 브래지어의 제작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 신영와코루, 남영 L&F 등 중견업체들은 고

기능성 파운데이션을 출시하였으며, 일반 속옷보다 다

양한 사이즈를 구비해 맞춤 속옷에 가까운 제품을 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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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Lee, 2007). 또한 잘 맞는 속옷을 찾기 힘든 여

성들의 맞춤 속옷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엑사브

라에 이어 2008년 아로마라이프, 2015년 럭스벨, 2016년

소울부스터 등 맞춤 속옷 브랜드들이 등장하고 있는 추

세이다.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직접 전개하여 브래지어 패

턴을 만드는 경우 소비자의 불만족이 가장 높았던 컵부

분의 맞음새 개선이 가능하며 젖가슴둘레와 젖가슴아

래둘레의 차이로만 컵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보다 유

방의 부피나 표면적을 더 잘 반영한 브래지어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직접 전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용화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패턴

설계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방의 용량이 400cc 이상이며, 브래지

어 컵치수 C컵 이상으로 유방이 큰 여성의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로부터 브래지어 패턴을 직접 전개(Flatten-

ing)하여 제작하여 이를 기존의 직접 측정치를 활용해 제

작한 패턴과 비교 분석하여 가슴이 큰 여성을 위한 3차원

패턴 설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피험자 선정 및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5차(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dards [KATS], 2004), 제6차(KATS, 2010), 제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KATS, 2015)의 20대 유방이 큰 여

성 평균치수와의 비교를 통해 젖가슴아래둘레 평균에

해당하며 반구형과 원추형에 해당하는 20대 유방이 큰

여성 5명을 피험자로 선정하였다. 

1) 레플리카 채취 및 측정방법

유방의 볼륨과 표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피험자의 오

른쪽 유방의 레플리카를 채취하였다. 레플리카 측정항

목 및 측정방법은 Sohn and Yi(2017)의 연구를 따랐으

나 평면화한 레플리카의 면적은 구적계가 아닌 Optitex

PDS v15.6으로 측정하여 각 부위별 면적과 전체 표면

적을 구하였다.

2) 3차원 측정 및 분석방법

피험자의 3차원 인체 형상 자료를 얻기 위해 3차원 인

체 스캐너는 Hamamatsu Photonics 3D Body Scanning

System(C9036-2), 인체 스캔 프로그램은 Hamamatsu Pho-

tonics 3D Scanning Measurement System(Body Manager

v1.3)을 사용하였으며 상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에서 측

정하였다. 피험자의 3차원 인체 형상 자료는 Geomagic

Design X 64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치수와 동일한 항목

에 대해 측정하였다.

직접 측정항목과 3차원 측정항목 간의 측정치 차이

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WIN 24.0을 활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5인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표본이

모수통계를 실시하기에 충분치 않고 동일 피험자의 두

측정치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항목별 기술통

계와 비모수 통계인 Wilcoxon test를 실시하였다.

2. 3차원 패턴 전개 방법을 활용한 원형 브래지어

패턴 설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원형 브래지어의 형태는 유방이 큰 유방 여

성에게 적합한 풀컵, 일자형의 넓은 날개, T절개, 와이

어형으로 <Fig. 1>과 같고 측정항목은 <Table 1>과 같다.

1) 직접 측정치를 반영한 원형 브래지어 패턴 제도 방법

피험자 5명의 2D 패턴 제도는 Choi(2017)의 연구에

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C 패턴 제도 방법을 사용하

였으나 Sohn and Yi(2017)에 따르면 유방의 볼륨이 큰

경우 T자 절개형이 유방 볼륨을 커버하기에 적합하므

로 하컵 패턴의 경우 Choi(2017)의 연구 패턴 제도와

Sohn and Yi(2017)의 절개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2) 3차원 패턴 전개 방법을 활용한 브래지어 패턴 설계

방법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인체 스캐너(Hamamatsu Photo-

nics 3D Body Scanning System(C9036-2))와 인체 스캔

프로그램(Hamamatsu Photonics 3D Scanning Measure-

ment System(Body Manager v1.3))을 사용하여 얻은 피

Fig. 1. Research brass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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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자 5명의 3차원 유방 형상 자료를 이용하였다. 유방의

3차원 현상은 Optitex PDS v15.6의 3D Flattening 기능

으로 원형 브래지어 패턴을 전개하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선 및 기준선 생성방법이며, <Ta-

ble 3>은 패턴 제도 및 전개 과정이다.

순서별로 정리한 패턴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Optitex PDS 상에서 3차원 인체 형상을 부른 후,

앞중심, 뒷중심 기준선을 표시하기 위해 “ Show Cen-

ter Axes”를 선택한다.

② “ Add Circumference Measure”를 사용해 <Table

2>에서 제시한 가로 기준선을 생성한다.

③ “ X Ray Display”를 선택해 인체 형상이 mesh로

보이도록 한다.

④ “ Draw path”를 사용하여 브래지어 하변 기준선

을 따라 앞중심부터 뒷중심까지 pin을 생성해 브래지어

하변을 그리고 브래지어 앞중심 상단에 pin을 생성한다.

⑤ 브래지어 앞중심 상단 pin과 이어지도록 유방아래

선을 따라 pin을 생성해 컵밑둘레선을 그린다. 컵밑둘

레선은 앞중심 상단 높이 기준선까지 연결하여 그린다.

⑥ 젖가슴둘레 기준선을 따라 유방안쪽점에서 유방

바깥쪽점까지 pin을 생성해 상컵과 하컵을 나눈다.

⑦ 겨드랑앞점 기준선을 참고하여 Full cup 선을 기준

으로 상컵 높이를 결정한 후 전상변을 자연스럽게 그린다.

⑧ 젖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브래지어 하변까지 선을

그려 하컵은 내측과 외측 패턴으로, 컵받침은 앞중심과

옆판으로 나눈다.

⑨ 날개하변 중심 pin을 선택한 후 뒷중심과 날개 상

변 기준선이 교차하는 곳에 pin을 생성한 후 컵과 자연

스럽게 연결되도록 pin을 생성해 가며 날개 상변 기준선

을 따라 날개 상변선을 그린다.

Table 1. Comparison of pattern measurement item

Measurement point Measurement item Measurement point Measurement item

c-d a-b

c-h b-c

h-d e-f

d-e f-g

e-h c⌒e

c⌒d f⌒g

d⌒h (Left) i-j

c⌒h i-o

h⌒d (Right) b⌒h

d⌒e k-f

e⌒h j-l

k-m f⌒h

l-n

– : Length, ⌒ :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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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전상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pin을 생성해 컵

옆 상변을 그린다.

⑪ 날개 상변선에서 겨드랑점을 기준하여 pin을 생성

하고 브래지어 하변선에서 옆허리점을 기준하여 pin을

생성해 옆선을 그려 날개와 옆판을 나눈다.

⑫ “ Edit pin”을 사용해 전체적으로 어색한 선은

드래그하여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바꾸고 pin을 옮기거

나 추가하여 수정한다.

⑬ “ Build path”를 사용하여 원하는 패턴 조각을

클릭해 상컵, 하컵 내측, 하컵 외측, 앞중심, 옆판, 날개

로 총 6개의 패턴을 떼어낸다.

⑭ 떼어낸 패턴의 어색한 선을 패턴 상에서 수정하고

패턴의 길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⑮ 본 연구는 직접 측정 패턴과 같은 원단 및 훅아이

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날개 패턴의 길이는 직접 측정

패턴과 동일하게 수정한다.

3) 패턴 비교 분석 방법

브래지어의 경우 타 의류에 비해 맞음새가 보다 중요

하고 신축률이 있는 소재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직접 측정 시 줄자와 신체와의 미세한 간격 때문

에 발생하는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또한 3차원 측정치수

로 브래지어 패턴을 설계할 경우에도 3차원 스캐너의

측정오차 및 프로그램의 치수 변환 시 오차도 있을 수

있으므로 2차원 측정치와 3차원 측정치를 모두 활용하

여 패턴을 제도하고 이를 비교하여 두 측정방법별 패턴

의 형태 및 치수를 우선 비교하였다.

피험자의 2D 패턴과 3D 패턴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

하여 하컵을 제외한 두 패턴을 중합하여 형태와 길이,

곡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길이 측정은 Optitex PDS v.

15.6을 사용하였고 곡률은 곡률계산 사이트(http://www.

handymath.com)를 이용하였다. 길이와 면적의 측정은

Optitex PDS v.15.6을 사용하였다.

Table 2. 3D pattern baselines & how to make baselines

Baselines How to create baselines

Center front line,

Center back line

Use the “Show Center Axes” tool with the 3D Flattening function to create a precise centerline of the 3D

human body shape.

Under bust line level Create a horizontal line through the lower breast to create the lower baseline of the bra.

Bust line level

Since the 2D and 3D cups have a nipple point, an inner breast point, and a breast outer point, a horizontal

line passing through the nipple point is displayed to create a baseline so that the upper and lower cups are

cut at the same position as the 2D pattern.

Under band line level
Create a baseline that is 2 cm below the perimeter of the bottom of the breasts to make the 2D pattern coa-

ster height equal to 2 cm.

Front height level
Create a baseline with a height of 9 cm from the lower baseline of the brace to make the front center length

of the 2D pattern equal to 9 cm.

Front armpit level To create the same height as the 2D cup pattern height, create a horizontal line around the axillary point.

Upper wing level
In this study we will create a baseline with a height of 5.8 cm from the lower baseline of the bra according

to the length of the hook and eye used for the circular b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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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ow to create 3D pattern

① Load 3D model & create center lines ② Create base lines

③ Show X ray display ④-⑥

⑦-⑫ ⑬-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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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피험자 인체 측정치 분석

<Table 4>는 피험자의 유방세부 3차원 측정치수와 직

접 측정치수 비교이다. 비교 결과 유방안쪽간격과 유방

위체표길이를 제외하고 p<.05 수준에서 3차원 측정치

수가 직접 측정치수에 비해 유의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은 두 항목 또한 3차원 측정치수

가 직접 측정치수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2. 3차원 패턴 전개 방법을 활용한 원형 브래지어

패턴 설계 및 분석

1) 패턴 비교 분석

피험자의 2D 패턴과 3D 패턴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

여 패턴을 중합하여 두 패턴의 각 부위별 면적, 길이, 곡

률을 비교하였다. 하컵 패턴의 경우 레플리카의 유방부

를 함께 중합하여 2D 패턴, 3D 패턴, 레플리카의 면적,

길이, 곡률을 비교하였다. 또한 하컵 패턴은 직접 측정치

와도 길이 비교가 가능하므로 2D 패턴, 3D 패턴, 직접

측정치의 길이 비교도 실시하였다.

<Table 5>는 하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2D 패턴,

3D 패턴 중합도이다. 패턴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2D 패턴, 3D 패턴의 중

합도를 살펴본 결과 특히 상컵이 2D 패턴과 3D 패턴이

형태 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D 상컵 패턴의

상하컵 연결부분이 3D 패턴에 비해 더 직선에 가까운 형

태로 나타났다. C 피험자를 제외하고 3D 패턴의 앞중심

하변이 2D 패턴에 비해 직선에 가깝게 나타났으며 컵과

연결부분의 곡선의 형태도 차이가 나타났다.

피험자의 2D 하컵 패턴, 3D 하컵 패턴의 면적이 실제

유방과 유사한지 비교하기 위하여 레플리카의 유방 하

부를 전개하여 중합하고 면적을 비교하였다. <Table 6>

Table 4. Comparison of 3D measurements & direct measurements of the subjects            (Unit: cm)

Subjects A B C D E
Total Mean

(S.D.) Wilcoxon

Z
Measurement item D 3D D 3D D 3D D 3D D 3D D 3D

Inner diameter of breast 8.60 8.43 11.20 11.20 9.00 9.71 8.50 8.12 9.70 8.30
9.40

(1.11) 

9.15

(1.31) 
0−.73*

Outer diameter of breast 7.50 6.73 11.00 9.82 9.00 8.20 7.00 5.98 8.80 6.88
8.66

(1.56) 

7.52

(1.51)
−2.02*

Upper diameter of breast 7.60 6.49 8.50 7.49 7.80 7.49 8.30 8.22 7.60 7.46
7.96

(1.42)

7.43

(1.62)
−2.02*

Lower diameter of breast 6.70 5.24 8.30 7.04 5.10 4.50 6.90 4.77 6.10 5.49
6.62

(1.17) 

5.41

(1.99)
−2.02*

Breast deepness inner 5.00 3.80 4.60 3.37 6.00 4.72 6.20 4.98 6.80 5.21
5.72

(1.90)

4.42

(1.79)
−2.02*

Breast deepness outer 10.00 8.96 7.00 6.61 7.00 6.56 8.00 6.98 9.50 8.59
8.30

(1.40) 

7.54

(1.15)
−2.02*

Breast deepness upper 6.00 5.09 5.80 5.72 7.00 4.67 6.00 4.65 6.60 5.20
6.28

(1.50)

5.07

(1.44)
−2.02*

Breast deepness lower 5.50 3.42 5.00 2.26 4.00 3.21 5.00 3.94 5.50 4.58
5.00

(1.61)

3.48

(1.86)
−2.02*

Inner length of breast 9.50 8.51 11.50 10.48 12.00 10.47 10.00 8.76 10.50 9.28
10.70

(1.04)

9.50

(1.93)
−2.02*

Outer length of breast 11.00 9.55 12.00 10.60 12.00 10.10 10.00 8.72 12.70 9.64
11.54

(1.05)

9.72

(1.70)
−2.02*

Upper length of breast 10.20 8.88 11.00 10.98 10.50 11.01 10.40 9.69 10.60 9.33
10.54

(1.30)

9.98

(1.97)
−1.48*

Lower length of breast 7.80 6.77 9.00 6.82 8.50 6.93 7.00 6.48 7.70 6.43
8.00

(1.77)

6.69

(1.22)
−2.02*

*p<.05

D: Direct breast measurement, 3D: 3D breas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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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D 하컵 패턴, 3D 하컵 패턴, 레플리카 유방 하부의

중합도와 면적 비교 결과이다.

2D 하컵 패턴, 3D 하컵 패턴, 레플리카를 중합하여 형

태를 살펴본 결과 피험자의 2D 하컵 패턴에 비해 3D 하

컵 패턴이 레플리카의 형상과 더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반구형의 피험자 B, C의 경우 원추형에 피험자에

비해 특히 3D 하컵 패턴이 레플리카와 좀 더 유사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실제 유방

의 형태와 3D 패턴이 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적 비교 결과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원추형

에 해당하는 A, D, E 피험자는 내측과 외측 모두 2D 패

턴이 가장 면적이 컸으며 두 번째가 레플리카, 3D 패턴

은 면적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2D 패턴 면적에 비해

3D 패턴의 면적이 레플리카의 면적과 더 가깝게 나타나

3D 패턴이 레플리카와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컵 패턴 면적은 피험자의 유방 유형에 따라 순서 상

의 차이가 있으나 각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

고 3D 패턴이 레플리카와 더 유사하게 나타나 3D 패턴

이 2D 패턴에 비해 실제 유방의 면적에 더 가까운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전체 패턴 중 2D 컵 패턴과 3D 컵

패턴의 형태 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하컵의

경우 3D 하컵 패턴이 레플리카의 형상과 매우 유사해

3D 하컵 패턴이 실제 유방 하부의 형태를 더 잘 반영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하컵의 맞음새가 3D 패

턴이 2D 패턴에 비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7>은 피험자의 2D 패턴, 3D 패턴, 직접 측정치

길이 비교이다.

분석결과 유방아래체표길이 및 하컵 절개선에 해당하

는 d-h 항목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다른 두 항목에서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d-h 길이

는 2D 패턴이 평균 9.52cm, 3D 패턴이 평균 7.64cm, 직

접 측정치수가 평균 8.00cm로 3D 패턴이 실제 유방보

다 약간 작지만 2D 패턴에 비해 실제 유방의 길이와 유

사하였다. 2D 패턴의 경우 실제 유방아래체표길이를 반

영하여 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측정치보다 값

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D 패턴 제도 시 볼

륨감을 주기위해 직선을 곡선으로 바꾸고 연결선을 자

연스럽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외의 길이항목의 경우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

나 모든 피험자가 3D 패턴이 2D 패턴에 비해 유방 세

부 직접 측정치수와 더 가깝게 나타났다. 또한 c-d, d-e

두 항목 모두 원추형에 해당하는 A, D, E 피험자는 3D

Table 5. Superimposing figure of 2D, 3D patterns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Subject D Subject E

Upper cup

Center front

Side panel

Wing

 2D pattern,  3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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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가장 짧고 2D 패턴이 가장 길게 나타났으나 반

구형에 해당하는 피험자 B, C의 경우 2D 패턴이 가장

짧고 직접 측정치수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하컵 패턴의 경우 유방 세부 직접 측정치수와 비교하

였을 때 c-d, d-e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3D 패턴이 직접 측정치수와 더 가까웠으며 d-h 항목은

유의차는 나타났으나 3D 패턴이 2D 패턴에 비해 직접

측정치수와 가깝게 나와 3D 패턴이 실제 유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플리카와 동일한 부위에 해당하는 항목의 길이와

곡률을 2D 하컵 패턴, 3D 하컵 패턴, 레플리카와 비교

하여 실제 유방과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비교 결과 길이 항목에서는 유의차가 발생하지 않았

으나 E 피험자의 c-h 길이를 제외하고 모든 피험자가

3D 패턴이 레플리카와 더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구형의

A, D, E 피험자의 경우 3D 패턴이 레플리카보다 짧게

나타났으며 원추형의 B, C 피험자의 경우 c-h 길이는

3D가 레플리카보다 짧고 h-e는 3D 패턴이 레플리카보

다 길게 나타났다. 곡률의 경우 하컵 절개선, 유방아래

체표길이에 해당하는 d⌒h(좌)와 상컵과 외측 하컵 절

개선, 유방바깥쪽체표길이에 해당하는 d⌒e가 p<.05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d⌒h(좌)는 A, D 피험

자의 경우 3D 패턴이 곡률이 가장 작고 레플리카, 2D

패턴 순으로 나타나 2D 패턴이 가장 직선에 가까운 것

으로 나타났다. B, C 피험자는 3D 패턴이 곡률이 가장

작았으며 2D 패턴, 레플리카 순으로 레플리카가 직선

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 곡률값은 D 피험자를 제외하

고 2D 패턴이 레플리카와 더 유사하게 나타나 앞선 형

태 비교 결과 3D 패턴이 레플리카와 더 유사하게 나타

났던 것과 차이를 보였다. d⌒e의 경우 A, D, E 피험자

는 2D 패턴, 3D 패턴, 레플리카 순으로 곡률이 커져 레

플리카가 직선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고 곡률값은 3D

패턴이 레플리카와 더 가깝게 나타났다. B, C 피험자는

2D 패턴, 레플리카, 3D 패턴 순으로 3D 패턴이 직선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으며 곡률값은 2D 패턴이 3D 패턴

에 비해 레플리카와 더 유사하게 나타났다.

길이항목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3D 패턴이 레플리카

Table 6. Comparison of the 2D, 3D and replica's area & superimposing figure_ lower cup pattern  (Unit: cm
2
)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Subject D Subject E
Total Mean

(S.D.)
Fried-

man

χ
2

2D 3D R 2D 3D R 2D 3D R 2D 3D R 2D 3D R 2D 3D R

Inner 55.1 48.3 49.7 52.9 56.0 59.0 59.9 58.6 62.6 49.9 40.4 42.1 56.9 48.3 52.2
54.90

(3.81)

50.23

(7.09)

53.09

(8.04)
4.80

Outer 47.1 41.0 42.1 56.0 58.9 61.5 56.0 58.2 59.1 58.0 41.1 43.8 58.0 49.3 50.5
55.00

(4.54)

50.28

(9.53)

51.40

(8.74)
1.20

Superim-

posing-

figure

- -

2D: 2D pattern, 3D: 3D pattern, R: Replica

 2D pattern,  3D pattern,  Replica

Table 7. Comparison of the 2D, 3D pattern and direct measurements_length of lower cup     (Unit: cm)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Subject D Subject E
Total Mean

(S.D.)
Fried-

man

χ
2

2D 3D D 2D 3D D 2D 3D D 2D 3D D 2D 3D D 2D 3D D

c-d 10.22 8.98 9.50 10.46 11.33 11.50 10.46 11.41 12.00 10.00 8.82 9.46 11.16 10.48 10.50
10.46)

(11.44)

10.20)

(11.25)

10.59)

(11.15)
02.80**

d-e 11.49 10.88 11.00 11.09 11.45 12.00 11.01 11.23 12.00 11.09 9.60 10.00 13.59 12.57 12.70
11.65)

(11.10)

11.15)

(11.07)

11.54)

(11.05)
02.80**

d-h 9.91 7.45 7.80 10.00 8.40 9.00 8.57 7.99 8.50 9.53 6.80 7.00 9.57 7.57 7.70
9.52)

(11.57)

7.64)

(11.60)

8.00)

(11.77)
10.00**

**p<.01

2D: 2D pattern, 3D: 3D pattern, D: Direct breas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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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더 유사하게 나타나 앞선 직접 측정치와의 비교 결

과와 종합하였을 때 3D 패턴이 실제 유방의 길이와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곡률의 경우 길이와

달리 3D 패턴이 모든 항목에서 레플리카와 더 유사하

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중합도와 비교해 볼 때 형태 상

으로는 3D 패턴이 레플리카와 곡률이 가장 유사해 보

이나 실제 곡률을 구하였을 때 2D 패턴의 곡률이 레플

리카와 더 가깝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는 곡률의 경

우 패턴의 직선거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육안 상으

로 확인하는 것과 곡률의 값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피험자의 2D 패턴과 3D 패턴 길이, 곡률을 비교한 결

과는 <Table 9>와 같다. 길이항목의 경우 상컵의 옆선

에 해당하는 e-f, 앞중심 하단길이에 해당하는 i-j, 날개

하변길이에 해당하는 l-n 항목이 p<.05 수준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e-f는 3D 패턴이 2D 패턴보다 평균

0.6cm 짧았으며 i-j는 3D 패턴이 1.12cm 길었다. l-n의

경우 3D 패턴이 2D 패턴에 비해 0.32cm 짧았으나 대부

분의 길이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고 3D 패

턴이 2D 패턴에 비해 짧았다.

곡률의 경우 상하컵 절개선에 해당하는 c⌒e가 p<.05

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었다. 2D 패턴의 곡률이 3D 패턴

보다 커 2D 패턴이 직선에 더 가깝게 나타나 형태 상으

로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패턴 비교를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유방 세부 3차원 측

정치와 직접 측정치, 레플리카 측정치를 비교하였을 경

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차가 있었고 모든 항목이

3차원 측정치가 더 작았다. 그러나 면적 2개, 길이 14개,

곡률 10개 총 26개 항목에서 7개 항목만 유의차가 있었

으며 길이항목의 경우 대부분 3D 패턴이 2D 패턴에 비

해 작은 경향이 있었다. 형태와 면적에서 3D 패턴이 레

플리카와 더 유사했고 직접 측정치, 레플리카 측정치와

비교 결과에서도 3D 패턴이 더 유사하게 나타나 3D 패

턴이 실제 유방의 형태와 면적, 길이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패턴 전개 기능을 활용하여 유

방이 큰 여성의 브래지어 패턴을 설계하고 이를 직접 측

정치를 이용해 제도하는 기존의 브래지어 패턴과 비교

하여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방이 큰

여성의 유방 치수, 3차원 패턴 전개 기능을 활용한 브래

지어 패턴을 제안하였다.

Table 8. Comparison of 2D, 3D pattern and replica_length and curvature of lower cup      (Unit: cm, R)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Subject D Subject E Total Mean (S.D.) Fried-

man

χ
22D 3D R 2D 3D R 2D 3D R 2D 3D R 2D 3D R 2D 3D R

Legnth

c-h 8.41 9.69 10.00 9.23 10.37 11.00 10.73 12.59 13.70 11.77 9.82 10.10 11.25 10.78 11.80
10.08

( 1.31)

10.65

( 1.17)

11.32

( 1.52) 
5.20

h-e 9.50 11.72 12.00 11.23 12.22 12.00 10.30 12.01 11.80 12.00 8.83 9.00 14.13 12.37 13.20
11.43

( 1.78)

11.43

( 1.47)

11.44

( 1.57) 
0.40

Curva-

ture

c⌒d 12.02 18.32 22.34 27.29 33.31 58.17 11.95 27.46 30.83 11.95 13.81 15.79 26.28 21.41 20.95
17.90

( 8.12) 

22.86

( 7.66) 

29.62

(16.85) 
3.60

d⌒h
(Left)

24.40 18.85 22.35 27.81 17.47 38.25 22.78 16.83 27.49 22.25 13.40 17.22 26.83 14.57 54.50
24.81

( 2.45) 

16.22

( 2.21) 

31.96

(14.81) 
7.60*

c⌒h 15.71 10.92 13.43 7.73 22.16 16.49 12.10 13.76 12.28 12.98 7.93 10.85 11.45 9.10 8.07
11.99

( 2.88) 

12.77

( 5.69) 

12.22

( 3.11) 
0.40

h⌒d
(Right)

24.40 29.00 34.33 27.81 29.55 33.15 22.78 39.11 28.85 22.78 28.16 24.13 33.90 29.00 28.16
26.33

( 4.70) 

30.96

( 4.58) 

29.72

( 4.11) 
2.80

d⌒e 15.18 31.45 65.13 26.93 36.85 28.25 17.39 22.96 19.40 12.53 13.53 17.15 22.70 27.81 40.10
18.95

( 5.82) 

26.52

( 8.86) 

34.01

(19.60) 
7.60*

e⌒h 8.79 12.84 13.15 12.30 12.05 21.63 9.52 8.56 9.09 9.51 6.70 9.96 12.50 13.15 14.38
10.52

( 1.74) 

10.66

( 2.87) 

13.64

( 4.97) 
5.20

*p<.05

– : Length, ⌒: Curvature
2D: 2D pattern, 3D: 3D pattern, R: Rep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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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방이 큰 여성용 브래지어 개발을 위해 유방이

큰 20대 피험자 5명을 선정하여 3차원 측정치수 분석결

과 직접 측정치수와 3차원 측정치수를 비교하였을 때

유방안쪽간격과 유방위체표길이를 제외한 항목에서 유

의차가 나타나 3차원 측정치수가 직접 측정치수에 비해

작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선정된 5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Optitex PDS

v15.6의 3D Flattening 기능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패

턴 제도를 위해 3D 패턴 제도 방법을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피험자의 3차원 형상을 이용하여 브래지어 패턴을

제도하고 직접 측정치를 반영한 패턴을 제도하여 두 패

턴 간 비교를 실시한 결과 3D Flattening 기능을 활용한

패턴이 실제 유방의 형태, 길이, 면적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평균적인 유방 유형이 반구형

과 원추형에 해당하여 두 유형만을 대상으로 브래지어

패턴을 설계하여 검증을 진행하였으나 이외의 유방 형

태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하수형 유방

의 경우 유방의 밑선이 보이지 않아 3차원 패턴 전개 기

능으로 브래지어 패턴을 제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하수형 유방은 유방의 형태를 그대로

전개하는 것이 아닌 보정을 거친 이후 패턴 전개가 필

요하므로 하수형 유방을 위한 새로운 측정방법을 제안

하고 보정 후 전개된 패턴을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Table 9. Length, curvature comparison of 2D pattern and 3D pattern                      (Unit: cm, R)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Subject D Subject E Total Mean (S.D.) Wilcoxon

Z2D 3D 2D 3D 2D 3D 2D 3D 2D 3D 2D 3D

Upper

cup

a-b 12.42 12.75 13.89 12.68 14.03 12.42 14.12 11.19 13.78 11.65
13.65

(0.70)

12.14

(0.69)
−1.75

b-c 2.92 2.54 2.48 2.14 2.58 2.21 2.38 2.70 1.58 2.50
2.39

(0.50)

2.42

(0.24)
0−.40

e-f 3.70 2.64 2.15 1.96 3.55 3.24 3.80 3.22 3.55 2.70
3.35

(0.68)

2.75

(0.52)
−2.02*

f-g 8.38 7.51 10.27 11.51 9.09 9.84 9.08 7.48 9.27 7.84
9.22

(0.68)

8.84

(1.79)
0−.94

c⌒e 38.20 20.40 41.21 22.95 47.84 31.82 47.84 17.84 47.84 19.11
44.59

(4.58)

22.42

(5.58)
−2.02*

f⌒g 6.46 6.80 8.15 7.60 5.56 8.34 5.44 7.65 6.29 8.26
6.38

(1.08)

7.73

(0.62)
−1.48

i-j 7.45 8.61 6.32 9.47 7.72 7.96 7.40 7.82 7.56 8.17
7.29

(0.56)

8.41

(0.67)
−2.02*

Center

front
i-o 1.60 0.40 1.40 1.05 1.45 2.00 1.40 1.13 1.40 0.75

1.45

(0.09)

1.07

(0.60)
−1.21

b⌒h 8.38 7.73 8.61 7.75 7.85 8.75 13.20 8.11 8.61 7.16
9.33

(2.19)

7.90

(0.58)
−1.21

Side

panel

k-f 3.16 3.00 2.88 2.88 2.40 2.31 2.40 2.20 2.87 2.83
2.74

(0.33)

2.64

(0.36)
−1.83 

j-l 8.89 9.88 8.51 8.86 8.38 10.26 8.44 8.16 8.81 9.07
8.61

(0.23)

9.25

(0.84)
−1.48 

f⌒h 8.75 8.40 9.19 9.66 10.09 10.15 10.26 6.65 9.19 10.26
9.50

(0.65)

9.02

(1.52)
0−.14

k-m 14.43 14.53 16.96 17.57 15.05 15.31 15.06 15.31 16.91 16.22
15.68

(1.17)

15.79

(1.16)
0−.67 

Wing

l-n 14.11 13.98 17.02 16.43 15.02 14.95 14.98 14.87 16.82 16.10
15.59

(1.27)

15.27

(1.00)
−2.02* 

*p<.05

: Length, ⌒: Curvature
2D: 2D pattern, 3D: 3D pattern, R: Repl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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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패턴을 활용하여 브래

지어를 제작하고 착의실험을 통해 두 패턴 제도법에 따

른 브래지어의 맞음새를 평가하여 3차원 유방 형상 자

료를 활용한 브래지어 패턴 설계의 적합성을 검토할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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