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All rights reserved.
– 96 –

I. 서   론

현대사회는 웰빙의 개념을 넘어 행복과 건강의 의

미까지 포함하는 웰니스가 각광 받고 있으며, 이러

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현대인들에게 운동은 일

상화가 되고 있다. 특히 여성들은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요가, 필라테스, 스피닝, 러닝,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여러 운동을 선호하는 추세

이다(Yang, 2019). 또한 스포츠 웨어를 일상복으로 활

용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애슬레저 웨어라는 새로

운 용어까지 생겨났다. 애슬레저(Athleisure)의 사전

적 의미는 애슬레틱(Ath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

어로 애슬레저 웨어는 완벽한 스포츠 웨어는 아니지

만 운동 시 착용하는 기능성 웨어를 다른 아이템과 

함께 착용하여 스포츠와 레저, 일상의 경계를 넘어 

운동복의 기능성과 일상복의 편안함 및 패션성이 결

합된 패션 웨어를 의미하며(Lee et al., 2017), 최근 요

가 팬츠나 브라탑 등의 스포츠 웨어와 일상복을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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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스타일인 애슬레저 룩이 이미지 기반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Kwon, 2019). Lee 
et al.(2017)에 의하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까지 

전 세계적으로 애슬레저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

다. 그러나 애슬레저는 요즘 트렌드로 아직까지 이에 
따른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애슬레저용 

브래지어의 연구는 없는 실정이었다. 즉, 애슬레저 

웨어 측면에서 접근하여 일상복의 편안함, 운동복의 
기능성, 패션성까지 결합된 언더웨어 개발 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요구되고 있다.

애슬레저 측면의 브래지어 연구가 거의 없어 지금

까지의 스포츠 브래지어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소재와 디자인에 따른 유방의 흔들림 정도와 주

관적 착의평가를 분석하거나(H. S. Lee, 2007), 스포

츠 브래지어 착용 후 운동 동작 시 유방의 움직임을 

측정하였다(Lee & Kim, 2013). 그 외에 스포츠 브래

지어 생산실태를 조사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사이

즈 체계와 디자인을 분석하기도 하였고(Park & Jang, 
2016), 40~50대 중년여성을 중심으로 스포츠 브래지

어의 착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며(Park & Jang, 2017), 
스포츠 브래지어의 하변 밴드 설계에 따른 압력과 

착용감 분석(Lee et al., 2019)하는 연구도 이루어졌

다. 이 외에 빈약 유방(H.-Y. Lee, 2007), 유방암 환우

(Lee, 2000), 실버층(Hur, 2017) 등 특수 인체 형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스포츠 
브래지어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체적인 착용감, 가슴

의 움직임, 사이즈 체계,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

를 이루었고, 어깨끈의 디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은 특수 브래지어에도 일반 브래지어에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Park et al.(2019)에 따르면 브

래지어 어깨끈의 주관적인 착용감 및 디자인 선호도 
분석 결과 소비자는 브래지어와 루즈한 일상복을 겹

쳐 입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어깨끈이 드러나는 홀터

(halter-neck)형 디자인을 선호하는데, 주관적인 착용

감 측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홀터

형 어깨끈 디자인의 브래지어를 착용하였을 때 어깨

끈 위치에 따른 압력, 주관적 착용감과 압박감 및 디

자인 선호도 사이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최적의 

애슬레저용 홀터형 브래지어 개발 시 활용할 수 있

는 인간공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선정

피험자 선정은 제7차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에
서 제공하는 20~40대의 여성 평균 사이즈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하는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에 참여시켰다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 피험자의 평균 치수 정보는 <Table 1>에 나타

내었고, 피험자의 체성분 분석은 인바디(In-body Inc. 
Ltd., Korea)로 측정한 결과 몸무게는 모두 평균 범위 

내에 들었으며, 골격근량, 체지방률, BMI(Body Mass 
Index) 등은 <Table 2>와 같았다. 실험 기간은 2019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Age
(years)

Height
(cm)

Chest
(cm)

Bust
(cm)

Underbust
(cm)

Subjects
Mean 30.4 161.7 85.1 83.0 73.6

S.D. 07.2 002.5 04.3 03.0 03.3

20-40s women
(KATS, 2015)

Mean
20-40s

160.4 85.8 85.9 74.1

S.D. 005.2 07.6 06.0 09.2

Table 1. Body size of participants and SizeKorea mean of 20-40s women

Weight
(kg)

Skeletal muscle mass
(kg)

Body fat mass
(kg)

Body mass index
(kg/m2)

Percent body fat
(%)

Mean 53.2 20.3 15.6 20.5 29.0

S.D. 04.5 01.5 03.2 02.3 03.9

Table 2. Result of body composition for participants



한국의류학회지 Vol. 44 No. 1, 2020

– 98 –

IRB(201807-SB-101-01) 승인을 받았다.

2. 홀터넥 어깨끈 디자인

선행연구(Park et al., 2019)에 의하면 일자형, X자

형, 홀터형의 어깨끈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홀터형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지만, 디자인은 선호한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양한 홀터형 중 앞중심에서 

시작하는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홀터형에 초점을 맞추어 <Table 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스트랩리스(strapless)형 브래지어에 앞

중심 모임 홀터형 어깨끈인 E를 기본으로 하고, 어깨

끈의 불편함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앞 형태는 동일

하고 뒤는 다른 4종의 홀터형을 제작하였다. 
E-1의 경우는 E와 동일한 디자인이나 기존에 어깨

끈의 길이를 소재의 지커트 신장률 70%를 적용하던 

것에서 50%만 반영하여 어깨끈이 루즈해져서 착용

감이 개선되도록 하였고, H는 앞의 디자인은 중심점

이 모아진 홀터형을 유지하되 목옆점이나 목뒤점을 

지나지 않도록 뒷부분을 11자형으로 하면서 견갑골

의 움직임이 편안하게 가로지는 선을 추가하여 운동 
시에도 어깨끈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

로 H는 뒤 프린세스라인에서 중심 쪽으로 7.0cm 이동

시켜 스트랩리스형 브래지어에 연결하였고, 11.0cm 
위로 올라오는 위치에 6.0cm 가로 끈을 부착하였다. 
이를 통해 어깨끈이 목밑둘레선에서 벗어나 다소 인

체 외측이나 하부로 이동시켜 해부학적으로 예민한 

부위를 벗어나도록 하였다. Y 역시 어깨끈이 목뒤로 

올라가지 않고, 목밑둘레에서 벗어나 아래로 당겨질 
수 있도록 Y 원단을 스트랩리스형 브래지어 뒷중심

에 연결하였다. 어깨끈 소재는 CDP(Cation Dyable Pol-
yester) 77%, 폴리우레탄 23% 조성의 신축성 있는 것

을 사용하였고, 소재의 신장률은 지커트 방법(Zie-
gert & Keil, 1988)에 의해 측정하였다. 어깨끈의 길이

는 앞서 언급한 이유에 의해 E-1을 제외하고, 선행연

구(Jeong, 2006; Kim & Hong, 2012)에서 제안하는 쾌

적 범위인 소재 지커트 신장률의 70%를 그대로 적용

하였다.

3. 홀터넥 어깨끈 압력 및 위치 측정

실험복 착용순서는 디자인이 4개이기 때문에 순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4×4의 라틴스퀘어법에 의해 

브래지어를 피험자에게 제시하면서 어깨끈 압력과 

주관적 평가를 실행하였다. 압력 측정 위치는 <Table 
4>에 나타낸바와 같이 각 실험복의 어깨끈이 지나가

는 목옆점(Point 3)을 기준으로 약 2.5cm 간격으로 앞

으로 두 점(Point 2, Point 1)과 뒤로 두 점(Point 4, Point 
5), 그리고 목뒤점(Point 6)이었다. 따라서 각 실험복은 
모두 총 6점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즉, 각 측정 위치

마다 앞에서부터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
int 5, Point 6으로 표기하였다. 단, H 끈의 디자인이 목

뒤점을 지나지 않아 어깨끈 압력을 측정한 Point 5와 

Point 6의 경우 다른 디자인과 측정 위치가 달랐다.

E / E-1 H Y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Table 3. Four types of halter-neck athleisure brassiere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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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깨끈의 위치는 인체의 목옆점과 목뒤점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 측정하였다. 기준점으

로는 목옆점(SNP), 목뒤점(BNP)을 찾아 표시하고, 
목옆점을 기준으로 어깨선의 위치(BL)와 목뒤점을 

기준으로 어깨선의 위치(BC)를 측정하여 분석하였

다(Fig. 1). BL은 목옆점에서 어깨끈이 내측이면 +, 
외측이면 –로, BC는 목뒤점에서 어깨끈이 상방향이

면 +, 하방향이면 –로 측정하였다.

4. 주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는 홀터형 애슬레저 브래지어 착용 후 
운동 전후를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운동 전에 주

관적으로 느끼는 디자인 선호도와 착용감 선호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그리고 팔운동, 어깨운동, 목운동

을 실시하고, 목옆점과 목뒤점 부위에서 느끼는 압박

감과 목옆점과 목뒤점 부위에서는 느끼는 착용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모든 실험 후 종합적 
착용감, 종합적 압박감, 착탈의 선호도를 물어보았다. 
주관적 착용감, 디자인 선호도, 착탈의 선호도는 1
(전혀 선호하지 않음)~7(매우 선호함), 압박감은 1
(아주 압박이 없음)~7(매우 압박이 심함)로 7점 척도

로 평가되었다.

5. 자료 처리

실험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Stati-
stics 24.0을 이용하여 평균값(Mean)과 표준편차(S.
D.)를 산출하였으며, 실험복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Duncan)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깨끈의 위치, 어깨끈 압력, 주관

적 착용감 및 압박감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분석(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홀터넥 디자인에 따른 어깨끈 길이 및 축소율

디자인에 따른 원래 어깨끈의 길이와 축소율이 적

용된 어깨끈의 길이는 <Table 5>에 정리하였다. 디자

인에 따른 어깨끈의 길이는 제7차 Size Korea(KATS, 
2015)의 평균 사이즈에 해당하는 인대에서 측정하였

E E-1 H Y

Original shoulder strap length on the manikin 51.0 51.0 42.0 51.0

Strap length after applying pattern reduction rate 47.4 48.4 39.1 47.4

Table 5. Original shoulder strap length on the manikin and reduced strap length for the four halter-neck ath- 
leisure brassieres (Unit: cm)

E / E-1 H Y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Table 4. Six points of strap pressure measurement of four halter-type athleisure brassieres 

Fig. 1. Measurement distance (BL, BC) for experi- 
mental athleisure brassi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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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길이는 E, E-1, Y의 경우 모두 51.0cm로 같았

고, H만 42.0cm로 짧았다. 어깨끈에 사용한 소재의 

지커트 신장률은 9.8%였으며, E, H, Y는 이 값의 70%
를 반영하여 축소하였고, E-1만 50%를 반영하여 패

턴 축소율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불편했

던 어깨끈(E)은 길이가 길어지면(E-1) 착용감이 상승

하는지, 해부학적으로 예민한 부위를 피한 인간공학

적 디자인(H, Y)은 기존의 길이 축소율로도 착용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 홀터넥 디자인에 따른 어깨끈 위치

E, E-1, H, Y의 어깨끈 위치는 <Table 6>에 정리하

였고, 실제 착용사진은 <Table 7>에 제시하였다. 먼
저 목뒤점을 기준으로(BC) E는 2.1±0.4cm, E-1은 1.8
±0.3cm, Y는 1.0±0.1cm 상방향에 위치하여 E가 목의 

Items
Designs

Front Back Side

E

E-1

H

Y

Table 7. Strap positions of four halter-neck athleisure brassieres with different back designs

E E-1 H Y F

BC
Mean 2.1b 1.8b - 1.0a

021.863***
S.D. 0.4 0.3 - 0.3

BL
Mean 1.1a 0.9b ‒.9bc 0.1d

130.507***
S.D. 0.1 0.1 ‒.4bc 0.1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

Table 6. Distance from the reference points of four halter-neck athleisure brassieres with different back designs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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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E-1은 축소율이 E에 비

해 적어 조금 더 하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Y는 뒷중심에서 목뒤점 아래로 잡아당겨주는 디

자인으로 인해 뒷면 어깨끈의 위치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였고, H의 경우 디자인상 어깨끈이 목뒤점을 

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목뒤점을 기준으로 어깨

끈의 위치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실험복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고, 사후검정에서 Y가 상대적으로 

다른 디자인보다 아래에 있었다(p=.000). 목옆점을 

기준으로 한 위치에서도 경향은 유사하였다. E와 E-1
은 목옆점보다 인체 내측으로 1.1±0.1cm, 0.9±0.1cm
에 각각 위치하였고, H는 목옆점보다 인체 외측으로 

즉, 어깨점 쪽으로 0.9±0.1cm, Y는 내측으로 0.1±0.1cm 
위치하였다. 즉, 목옆점 근처에서 어깨끈의 위치는 

실험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4종이 모두 다른 그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p
=.000). 결과적으로 앞은 같은 홀터형 디자인이나 패

턴 축소율이 달라지면 착용 시 목 부위를 지나는 어

깨선의 위치도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디자인에 

따라 의도적으로 목옆점이나 목뒤점의 위치를 인체 

외측이나 하측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홀터넥 디자인에 따른 어깨끈 압력 측정

E, E-1, H, Y 어깨끈 디자인에 따른 압력 측정 결과

는 <Table 8>에 정리하였다. 각 디자인에 따른 부위

별 압력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디자인에 상

관없이 목옆점 근처인 Point 3에서 가장 높은 압력 값

을 보였고, Point 1에서 가장 낮은 압력 값인 것을 알 

수 있었다.

4. 홀터넥 디자인에 따른 주관적 선호도

실험용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운동 동작 전 착용

감 선호도와 디자인 선호도 응답 결과<Table 9>, 착
용감의 선호도는 H(6.0점)를 가장 편하다고 답하였

고, E(3.3점)를 가장 불편하다고 하였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p=.000). 디자인의 선호

도는 H(6.1점)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실험복 간의 차

이도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9). 한편, E-1은 
E와 디자인이 동일하여 디자인 선호도 결과는 유사

하였으나, 적은 축소율이 적용되어 착용감 선호도는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어깨끈의 축소

율이 착용감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간단한 목운동, 팔운동, 어깨운동을 한 

후의 목옆점과 목뒤점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압박감

과 착용감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10>에 정리하였

Items Pressure
of shoulder strap Mean S.D. F

E

Point 1 0.8ac .3

24.128***

Point 2 1.6cc .3

Point 3 1.9dc .2

Point 4 1.8cd .2

Point 5 1.6cc .3

Point 6 1.2bc .2

Average of point 1-6 1.5cc .5

E-1

Point 1 0.6ac .2

32.857***

Point 2 1.3cc .2

Point 3 1.5ec .3

Point 4 1.5de .3

Point 5 1.3cd .2

Point 6 0.9bc .1

Average of point 1-6 1.2cc .4

H

Point 1 0.6ac .3

33.789***

Point 2 1.1bc .2

Point 3 1.8dc .2

Point 4 1.7dc .3

Point 5 1.4cc .3

Point 6 1.2bc .2

Average of point 1-6 1.3cc .5

Y

Point 1 0.9ab .6

11.350***

Point 2 1.5de .3

Point 3 1.7ec .3

Point 4 1.3cd .3

Point 5 1.1bc .2

Point 6 0.8ac .1

Average of point 1-6 1.2cc .5

***p<.001
Duncan test results a<b<c<d<e

Table 8. Pressure of experimental halter-neck ath- 
leisure brassiere on shoulder strap point 
1-6 (Unit: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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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적으로 목옆점과 목뒤점의 압박감은 H가 가

장 낮았으며, E가 가장 높았다. 착용감도 마찬가지로 
H가 가장 편했으며, E가 가장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모든 주관적 평가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고, 사후분석도 마찬가지로 H가 목뒤 부근이

나 목옆 부근에서 압박감이 가장 작고 착용감은 가

장 좋았다. 요약하면 목뒤점 및 목옆점 부근에서 주

관적 압박감과 어깨끈의 압력, 착용감이 모두 가장 

나빴던 E에서 어깨끈 패턴 축소율을 변화시키거나

(E-1) 예민한 목밑둘레 내측이나 상측을 피하면서 인

간공학적 설계를 하면(H, Y) 심미성을 유지하면서도 
압력을 감소시키고 주관적 착용감을 상승시킬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어깨끈이 목 주변의 어느 

지점을 지나는가에 따라 객관적 어깨끈의 압력과 주

관적으로 느끼는 압박 정도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운동 동작을 한 후 종합적인 착용감과 

압박감 선호도 및 착탈의 선호도를 평가한 결과는 <Ta- 
ble 11>에 정리하였다. 종합적인 착용감은 H(6.3점)>
Y(4.9점)>E-1(4.6점)>E(3.6점) 순으로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압박감도 착용감과 마찬

E E-1 H Y F

Wearing preference
Mean 3.3a 5.2bc 6.0c 4.7b

9.690***
S.D. 1.3c 1.1c 0.7c 1.3c

Design preference
Mean 3.7a 3.9a 6.1b 4.1a

4.506***
S.D. 1.7c 1.8c 1.1c 1.9c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9. Subjective preference of four halter-neck athleisure brassieres designs before exercise

Items Mean S.D. F

Pressure sensation of
back neck point area

E 5.6c 1.2

15.742***
E-1 3.8b 1.3

H 1.7a 1.0

Y 4.1b 1.6

Wear comfort of
back neck point area

E 2.6a 1.6

09.517***
E-1 4.2b 1.5

H 6.1c 1.3

Y 4.1b 1.5

Pressure sensation of
side neck point area

E 5.7c 0.8

16.450***
E-1 3.4b 1.4

H 2.4a 1.0

Y 3.9b 1.1

Wear comfort of
side neck point area

E 2.6a 1.2

15.936***
E-1 4.3b 1.4

H 6.0c 0.7

Y 4.2b 1.0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10. Subjective evaluation of four halter-neck athleisure brassieres designs after exercise around back 
neck and side neck point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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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H(6.6점)>Y(4.3점)>E-1(4.2점)>E(2.7점) 순으

로 선호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000). 또한, 착탈의 선호도 결과도 H
(5.5점)>Y(3.8점)>E-1(3.2점)>E(2.2점) 순으로 종합적

인 압박감과 착용감의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H
의 경우 앞에서 제시한 <Table 6>의 착용사진에서 보

듯이 개구부가 상대적으로 E, E-1, Y에 비해 좀 더 커

서 착탈의 선호도가 좋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홀터형 
디자인의 경우 입고 벗기의 편안함이 디자인 요소 중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와 어깨끈 압력의 상관

관계 결과는 <Table 12>에 정리하였다. 이때 주관적인 

평가 항목은 목옆점과 목뒤점 부위에서의 압박감, 
목옆점과 목뒤점 부위에서의 착용감, 전체적인 압박

감, 전체적인 착용감, 착탈의 선호도였고, 어깨끈 압

력은 Point 1~6의 측정치였다. 결과적으로 주관적인 

평가 항목 모두 Point 2 위치에서 어깨끈 압력과 유의

하게 상관이 나타났다. 주관적인 목옆점과 목뒤점의 
압박감이 심할수록 Point 2에서의 어깨끈 압력은 높

았으며, 목옆점과 목뒤점의 착용감과 착탈의 선호도

가 좋을수록 Point 2에서의 어깨끈 압력도 높았다. 그
러나 전체적인 압박감과 착용감이 나쁠수록 Point 2
에서의 어깨끈 압력이 높았다. 또한 주관적인 항목

의 목옆점 부위에서의 압박감은 Point 2, 3, 5에서의 

Items Mean S.D. F

Total wear
preference

E 3.6a 1.1

12.503***
E-1 4.6b 1.4

H 6.3c 0.5

Y 4.9b 0.9

Total pressure
preference

E 2.7a 1.2

20.501***
E-1 4.2b 1.1

H 6.6c 0.7

Y 4.3b 1.4

Preference of
putting on and taking off 

E 2.2a 0.8

16.700***
E-1 3.2b 1.0

H 5.5c 1.2

Y 3.8b 1.2

***p<.001
Duncan test results a<b<c

Table 11. Total subjective evaluation of four halter-neck athleisure brassieres

Pressure 
sensation of 

side neck area

Wear comfort
of side neck 

area

Pressure 
sensation of 

back neck area

Wear comfort
of back neck 

area

Total wear 
preference

Total pressure 
preference

Put on and take 
off preference

Point 1 .258*** ‒.218** ‒.044** ‒.137** ‒.080* ‒.011* ‒.049**

Point 2 .526*** ‒.498** ‒.431** ‒.493** ‒.357* ‒.370* ‒.403**

Point 3 .318*** ‒.189** ‒.007** ‒.104** ‒.090* ‒.114* ‒.068**

Point 4 .214*** ‒.073** ‒.178** ‒.050** ‒.106* ‒.291* ‒.098**

Point 5 .334*** ‒.259** ‒.008** ‒.130** ‒.098* ‒.019* ‒.124**

Point 6 .049*** ‒.011** ‒.171** ‒.119** ‒.159* ‒.224* ‒.029**

*p<.05, **p<.01, ***p<.001

Table 12.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evaluation and pressure of experimental halter-neck athleisure bra- 
ssiere on shoulder strap poin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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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끈 압력과 유의하게 상관이 나타났다. 즉, 그 위

치에서의 어깨끈 압력이 높으면 주관적인 목옆점 압

박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Point 2 
부위인 목옆점에서 약간 앞에 해당하는 위치는 주관

적 감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목뒤점에서의 어깨끈의 위치 BC, 목옆점에

서의 어깨끈의 위치 BL과 주관적인 평가 항목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3>과 같다. 목뒤점에서의 

어깨끈의 위치는 주관적인 평가 항목과 유의차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목옆점에서의 어깨끈의 위치가 목 

쪽으로 올라갈수록 목옆점, 목뒤점의 압박감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적인 착용감과 전

체적인 압박감의 선호도도 어깨끈의 위치가 목 쪽으

로 올라갈수록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목옆 부위에 

위치하는 끈은 목옆 부위뿐만 아니라 목뒤의 주관적 
감각까지 영향을 미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살펴본 상관분석에서 목옆점 부위가 주관적으

로 예민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고찰하기 위해 해

부학적으로 목옆점 부위의 특징을 순환계통, 신경계

통, 림프계통, 면역계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Ro-

berts, 2016/2017). 목옆 부위는 순환계통<Fig. 2(a)> 
측면에서 바깥 목정맥과 빗장 밑 동맥이 크게 지나

가고 있는 위치로 이 두 정맥은 각각 얼굴과 머리로

부터 혈액을 배출하고, 위팔 및 아래팔과 손에 혈액

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또한 신경계통

<Fig. 2(b)> 측면에서 목신경은 척수에서 시작한 척수

신경 31쌍 중 8쌍이 포함되며, 이는 감각신경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게다가 림프계통과 면역계통

<Fig. 2(c)> 측면에서 목옆 부위는 모인 림프가 혈액

으로 합류를 하는 곳이며 이 부위가 막히게 되면 혈

액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면역력도 낮아지게 된

다. 이처럼 홀터형 스타일의 어깨끈이 지나가는 위

치인 목옆 부위는 많은 혈관과 신경 및 림프들이 지

나가는 중요한 부위로 어깨끈의 위치 설정이 고려해

야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애슬레저용 브래지어 어깨끈 디자인 

E, E-1, H, Y의 목옆점과 목뒤점을 기준으로 어깨끈

의 위치(BC, BL), 목옆점에서 2.5cm 앞으로 이동, 목
옆점, 목뒤점에서의 어깨끈의 압력(Point 2, Point 3, 
Point 6), 운동 후 종합적인 주관적 착용감, 디자인 선

Pressure sensation 
of SNP area

Pressure sensation 
of BNP area Total wear preference Total pressure preference

BC .216*** .215*** ‒.247*** ‒.264***

BL .599*** .674*** ‒.654*** ‒.711***

***p<.001

Table 13.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e evaluation and distance from the reference points (BC, BL)

(a) (b) (c)

Fig. 2. Circulatory system, nervous system, lymphatic system and immune system of the neck
         (a) Circulatory system (b) Nervous system (c) Lymphatic system and Immune system.

Reprinted form Roberts (2016/2017).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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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목옆점과 목뒤점 부위에서의 압박감 간의 관

계는 종합하면 <Fig. 3>과 같다. 주관적 착용감과 디

자인 선호도가 가장 좋은 H는 상대적으로 어깨끈이 

지나가는 위치가 목옆점을 기준으로 더욱 어깨점 쪽

으로 위치하였고 목뒤점은 지나가지 않았으며, Point 
2의 어깨끈 압력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관적 

착용감이 가장 낮은 E는 목 부위의 모든 어깨끈 압력

이 가장 높았고, 목옆점과 목뒤점 기준으로 모두 목 

쪽으로 올라가 위치하여 어깨끈이 지나가는 위치가 

착용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기

본 홀터형인 E의 어깨끈 축소율을 기존의 쾌적한 범

위였던 소재 신장률의 70%가 아닌 50%를 적용하여 

패턴을 축소하면 약간의 주관적 착용감을 향상시키

는데 효율적임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애슬레저 
브래지어의 어깨끈 디자인에 따른 어깨끈 압력을 분

석하고 그에 따른 주관적 착용감과 디자인 선호도를 
비교 및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앞중심에서 시작하는 기본 홀터형(E)에서 변형 홀

터형 3종(E-1, H, Y)을 설계한 근거는 목뒤점에서의 

압력을 줄이거나 가능한 한 아래쪽으로 지나가게 하

고, 해부학적으로 민감한 목옆점을 피해서 외측으로 
보내는 디자인을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E-1은 패

턴 축소율을 지거트 신장율의 50%로 적게 적용하여 

어깨끈의 길이를 늘려 목뒤 부분과 특히 목옆 부근 

압력을 감소시켰고, H는 목뒤를 지나지 않도록 하였

고 Y는 목뒤끈을 아래로 잡아당길 수 있는 지지구조

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H는 앞은 홀터형이지만 목

뒤점 부근을 전혀 압박하지 않았으며 어깨끈이 해부

학적으로 신경이나 림프절을 지나지 않고 목옆점 외

측에 위치하였다. 동시에 견갑골을 거스르지 않도록 
위치하여 운동 동작 시 불편하지 않았고 착용 쾌적감

이 가장 좋았다. Y의 경우도 목뒤점에서 아래로 끌어

내리는 구조가 있어서 목뒤점 부근에서의 압력이 작

아졌고, 목옆점에서도 H 다음으로 외측에 위치하여 

착용 쾌적성과 의복압이 낮았다. 즉, 적절한 패턴 축

소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감각적으로 예민한 목 
주변으로 끈이 지나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홀터형 어깨끈을 변인으로 인체 

착용 시 어깨끈 위치와 압력의 관계를 인간공학적 측

면에서 파악하고, 그것이 착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해부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된 애슬레저 브래지어 어깨끈 설계를 제안했다

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홀터형 뒷부분의 디자인이 

달라서 어깨끈 압력 측정 위치에 차이가 발생했는

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시 다른 평가 방법을 적

용하여 실험 프로토콜을 변경하고자 하며, 브래지어

에 어깨끈의 디자인은 바꾸었지만 어깨끈의 너비를 

한 가지로 한정하였기에 이 또한 추후 이를 변인으

로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디자인에 따

Fig. 3. Result of z-score from experimental halter-neck athleisure brassiere (E, E-1, H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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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착용감을 높이기 위한 브래지어의 컵(유방의 모

양과 크기), 밴드 등 여러 요소의 최적 설계 조건도 도

출하여 애슬레저 브래지어 개발 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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