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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IT 기술의 발달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영양상태

가 좋아지고 활동량이 감소하면서 비만 인구가 증가하

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남성 10명 중 4명

이 비만으로 분석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

fare et al., 2021).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비대면, 언

택트 방식’으로 생활방식이 변화되면서 활동량이 감

소되어 체중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대한비만학회

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몸무게 변화

에 대해 20대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46%가 체중이 늘었다고 답하였다(Noh, 2021). 특

히, 30대 남성 중 절반에 가까운 47.2%가 비만으로 분

석되었으며, 비만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7).

이처럼 비만 남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대중매체 속

에서 투영되는 이상적인 남성의 체형은 큰 키의 마른 

체형으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다이어트, 운동, 성형

수술 등으로 날씬한 체형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

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가 되면서 자신을 꾸미고 관

리하는 것도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

게 되었다. 최근 들어 여성만큼 외모나 미용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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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보정 속옷이 남성들의 체형을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

해 착용되고 있다.

이는 남성 속옷의 판매에도 영향을 주어 남성 언더

웨어 베스트 상품 100위권의 15.0%를 보정 속옷이 차

지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사이트 G마켓에서는 남성용 

보정 제품 판매량이 12.0% 증가되었고, 옥션에서는 

34.0% 신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정 속옷도 사용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어 단순하게 배나 옆구리 살, 납

작한 엉덩이 등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속옷을 착용하

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부위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제품들도 등장하고 있다. 장점을 부각하기 위한 제품

으로 엉덩이 볼륨을 살리기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패

드나 어깨를 넓게 보이게 하는 어깨 패드 등이 있다. 어

깨 패드는 36.0%, 복대는 10.0% 가량 판매량이 성장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Kim, 2018). 남성들의 체

형 보정 속옷 착용 목적으로는 복부 보정이 7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슴 보정이 54.3%로 나타났

다. 이 밖에도 착용 실루엣 개선, 자세 교정, 운동 효율

성 향상 등을 위해 체형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Ji & Chun, 2019). 이처럼 체형 보정 속옷

을 착용하는 남성이 많아지면서 남성 보정 속옷도 점

차 기능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단순하게 신체를 조여 

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인체공학적인 패턴을 적용하여 

부위별 압박 정도를 다르게 하여 좀 더 편안하게 착용

할 수 있는 속옷이 개발되었고, 외관상 드러나지 않도

록 하는 자연스러운 디자인들이 증가되고 있다. 또, 겉

옷의 안쪽에 패드를 접목시켜 빈약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다양한 디자인들이 출시되고 있다(Shin, 2019).

이처럼 남성 보정 속옷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보정 속옷에 대한 의류학 분야

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남성 속옷 관련 선행

연구로는 남성의 속옷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J. Kim, 

2010; Lee & Hwang, 2010), 남성 속옷 패턴 설계에 관

한 연구(Ko & Kim, 2011) 등이 있다. 남성 보정 속옷 관

련 연구로는 상품 개발 및 소비 특성(Ji & Chun, 2019)

에 대한 연구 외에는 없어 점차 증가되고 있는 남성 보

정 속옷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즈 코리아의 제7차 인

체치수결과보고서(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에 따라 가장 비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30~40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질적인 연구방법인 Q방법론으로 남성 보정 속옷에 대

한 남성 소비자의 신념, 인식, 가치, 태도 등을 유형화

하고자 한다. 유형화된 남성 보정 속옷에 대한 인식유

형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남성 보정 속옷 산업의 활

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II. 이론적고찰

1. 남성 체형

성인 남성의 체형은 여성과는 다르게 골격이 크고 

근육이 발달되며, 엉덩이에 비해 어깨가 넓은 특성을 

나타낸다(Lee et al., 2002). 20대는 성장이 완료되어 다

른 연령 집단에 비해 비교적 균형 잡힌 이상적인 체형

을 가지고 있다(Seok, 2000). 그러나 30대 이후에는 가

슴, 허리, 엉덩이 부위를 중심으로 두께가 두꺼워져 전

반적으로 굵고 굴곡이 완만한 체형으로 변화된다(Lee 

et al., 2002).

Kim and Kim(2016)은 20대 남성의 체형을 4개 유형

으로 분류하였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큰 역삼각

체형, 어깨가 처지고 복부가 비만한 삼각체형, 키가 작

고 마른 작은 역삼각체형, 몸통이 전체적으로 굵고 굴

곡 없이 뚱뚱한 전형적인 비만 집단인 사각체형으로 

유형화하였다. Kim(2015)은 30대 남성의 상반신 체형

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0대 남성은 키가 작고 

상반신 길이가 짧으며 가슴 부위 너비가 좁고 뒤품과 

어깨 부위의 크기도 작은 비교적 왜소해 보이는 체형, 

키와 수직 크기가 가장 크고 상반신 부피 및 비만 정도

가 가장 작고 뒤품과 어깨 크기가 작은 마른 체형, 상반

신 부피 및 비만 정도가 가장 크고 팔과 상반신 길이는 

짧으며 뒤품과 어깨 크기가 가장 큰 체형 등으로 분석

되었다. Lee et al.(2013)은 40대 남성의 체형을 3개 유

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가장 마르고 하반신이 길며 상

반신은 짧고 어깨가 넓은 체형, 가장 비만하고 하반신

과 엉덩이길이 및 팔길이가 짧은 체형, 둘레는 중간 정

도이며 하반신은 짧으나 엉덩이길이는 길고 어깨가 

좁은 체형으로 나뉘었다.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중년 이후에 

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신진대사의 감소로 

복부에 지방이 침착되고 이에 따라 신체 비례도 달라

지게 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슴둘레와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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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의 차이가 줄어들고 허리둘레가 증가하여 신체 

굴곡이 없어지는 복부가 돌출된 일자형 체형으로 변

화된다. 또, 근육량과 대사량이 줄어들어 뚱뚱한 비만 

체형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3). 40대에

서 60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이항목과 길이항목

은 감소하였다. 둘레항목 중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

둘레, 배둘레 항목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

나 다른 둘레는 감소하였다. 즉,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는 감소하나 배둘레, 허리둘레 등은 증가하여 굴곡이 

줄어들었다(Kim et al., 2015).

 

2. 보정 속옷

보정 속옷이란 “신체의 결점 부분을 바르게 잡아 

주어 균형 있는 몸매로 보이도록 한 속옷”으로 정의된

다. 파운데이션(found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기

초 또는 토대라는 뜻으로 신체에 가장 밀착되어 몸매

의 라인을 고정시켜주고 실루엣(silhouette)을 아름답

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형을 가다듬고 몸 전체

의 곡선을 보정하여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기초 의류

를 말한다(Cha, 2017). 보정 속옷의 종류에는 브래지

어(brassiere), 거들(girdle), 보디 쉐이퍼(body shaper), 

올인원(all-in-one), 웨이스트 니퍼(waist nipper) 등이 

있다(Table 1).

외모를 가꾸는 남성이 증가하면서 몸매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남성이 증가하고 

있어 코르셋(corset)이나 어깨 패드, 힙업(hip-up) 패드, 

발바닥 패드 등의 상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남성 힙

업 팬티 판매량이 45.0% 증가하였고 남성용 코르셋 판

매량도 36.0% 증가하였다. 남성 보정 속옷의 대표 아

이템은 코르셋으로 뱃살과 허리를 조여주고 튀어나온 

가슴과 젖꼭지까지 가릴 수 있게 해준다. 이 외에도 좁

은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해주는 어깨 패드와 엉덩이에 

살이 없거나 엉덩이가 처진 단점을 보완해주는 힙업 

패드 팬티, 가슴과 어깨, 팔 등의 빈약함을 보완해주는 

패드 티셔츠 등이 있다(Shin, 2019).

남성 보정 속옷 브랜드 중 대표적인 네오바디(NEO-

BODY)는 상의, 기능성 상의, 복부 컨트롤, 하의로 나

뉘어 제품을 구성하는데, 상의의 경우에는 상체 전반

적인 보정력이 좋은 프리미엄 보정나시와 파워 보정

나시, 복부 보정에 특화된 코어 보정나시, 가슴에 특화

된 이지 보정나시 등이 있다. 기능성 상의는 파워넷 쉐

이퍼, 베스트 쉐이퍼, 스포츠 보정나시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복부 컨트롤은 편안하게 배를 감싸주는 복부 

슬립, 자세 보정용 허리 복대인 웨이스트 쉐이퍼, 벨크

로로 한번 더 조여 주는 울트라 쉐이퍼로 구성되어 있

다. 하의는 힙업 팬티와 복부를 눌러주는 쉐이프 팬티

로 구성되어 있다.

 

III. 연구방법

1. Q방법론

Q방법론(Q methodology)은 1935년 윌리엄 스티븐

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안된 연구방법이다

(Kim, 2008). 인간의 태도나 가치, 신념과 같은 주관성

Division
Hip-up pad 

underwear
Bodysuit corset Shoulder pad Waist nipper Girdle

Men's 

founda-

tion

Reprinted from 

CANDY PINK (n.d.). 

http://www.

candypink.co.kr

Reprinted from 

NEOBODY (n.d.). 

https://www.

neobody.co.kr

Reprinted from 

AUCTION (2021). 

http://itempage3.

auction.co.kr

Reprinted from 

Gmarket (n.d.). 

http://item.

gmarket.co.kr

Reprinted from 

Interpark (n.d.). 

http://shopping.

interpark.com

Table 1. Men'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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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로(Kim, 2007), 

인간의 행위를 인과관계에서 계량적으로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Kwon, 2010). 기존의 객관적인 접근

방법은 개인의 주관성을 연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객관적인 접근방법인 Q방법론을 이용하여 주관성

을 본질로 한 개인의 행동과 태도에 대한 과학적인 접

근이 가능하다(S.-d. Kim, 2010). Q방법론은 개개인

의 독특한 가치와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자의 폐쇄된 시각이 아닌 개인의 다양한 지각을 나타

낼 수 있다(Cho, 2018).

 

2. Q모집단과 Q표본 

Q모집단은 Q표본을 얻기 위한 남성 보정 속옷에 

관련된 진술문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진술

문은 남성 보정 속옷에 대한 의견과 태도를 말한다. 

본 연구는 남성 보정 속옷에 관련된 다양한 개인의 인

식과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Cho, 2006; Em-

brain Trend Monitor, 2013; Ji & Chun, 2019; Park, 2006)

를 고찰하여 총 60개의 진술문으로 Q모집단을 구성하

였다. 연구에 사용할 Q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e)으로 30대 남성 4명을 대상으

로 남성 보정 속옷에 관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과 면담은 패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3인이 실시하

였으며, 폐쇄형 질문보다는 개방형으로 질문을 진행

하여 피험자가 다양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총 31개의 Q표본을 추출하였

다(Table 2).

 

3. P표본

연구를 위한 P표본은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남성 보정 속옷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표집할 수 있다. Q방법론은 사람과 사람 사

이의 차이보다 한 사람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

미를 다루는 것이므로 대규모의 표본은 오히려 결과

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Kim, 2008). 본 연구에서는 

3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보정 속옷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보기 위해 P표본을 선정하였다. P표본은 나이

를 기준으로 30~40대에 속하는 남성 중 보정 속옷을 착

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을 의도적 표집으로 최종 20명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31일

까지 전남지역에서 실시되었다.

 

4. Q분류

Q분류는 연구대상자가 Q표본을 자신의 주관에 따

라 분류하는 것이다. P표본들은 Q표본을 읽고 먼저 

No. Q sample

1 I wear foundation for abdominal correction.

2 I wear foundation for chest correction.

3 I wear foundation for postural correction.

4 I wear foundation to improve exercise efficiency.

5 I wear foundation to hide weakness.

6 I wear foundation to make body more ideal.

7 I wear foundation for hip-up.

8 I wear foundation to make shoulders look wider.

9 I think it's OK for men to wear foundation.

10 Functionality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1 Activity of foundation is important.

12
The elasticity of the material is important for foun-

dation.

13 You have to try on the foundation and buy it. 

14 Design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5 Wearing sensation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6 Brand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7 I wear foundation to improve the fit of the garment.

18 I only wear foundation when going out.

19
I feel psychological satisfaction by wearing foun-

dation.

20 It's uncomfortable when I take off the foundation.

21 I sweat when I wear foundation.

22 I feel tired when I wear foundation

23 Wearing foundation prevents blood circulation.

24
Even if it is inconvenient to wear foundation, it is okay 

to correct body shape.

25
I think wearing foundation for a long time will change 

body shape.

26 It is difficult to breathe when wearing foundation.

27 Wearing foundation creates a fever.

28 I can't digest when I wear foundation.

29 Masculinity is emphasized by foundation.

30 Wearing foundation gives confidence. 

31 Compensation is important in foundation.

Table 2. Q sample for study



남성 보정 속옷에 대한 인식유형-30~40대 남성을 중심으로-

– 939 –

내용을 파악한다. 그리고 각 진술문을 동의, 비동의, 

중립의 세 그룹으로 분류한다. 동의하는 진술문 중 가

장 동의하는 것부터 오른쪽 끝에 배치한다. 다음으로 

비동의하는 진술문 중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부터 왼

쪽 끝에 배치하고 다음으로 중립 진술문들을 차례대

로 배치한다. 배치는 유사정규분포(quasi-normal dis-

tribution)로 하고 Q분류가 끝난 후 가장 동의하는 4개

의 Q표본과 가장 동의하지 않는 4개의 Q표본을 선정

하여 그 이유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내용

은 분석을 위해 활용된다(Fig. 1).

 

5. 데이터 분석방법

Q분석에는 쿼넬 pc 프로그램(QUANL pc program)

을 활용하였다. 입력점수는 변환점수(computational 

score)를 사용하였는데, ‘가장 동의’하는 Q표본은 9, 

‘가장 비동의’하는 Q표본은 1, ‘중립’은 5로 코딩하였

다. 요인회전을 위해서는 베리맥스(Varimax)방식을 사

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남성 보정 속옷 인식의 분석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30~40대 남성이 보

정 속옷 착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30~40대 남성이 남

성의 보정 속옷 착용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를 유형화하고 각 인식유형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

였다. 30~40대 남성의 보정 속옷에 대한 인식유형은 

4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Table 3).

추출된 4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30~40대 남성의 보

정 속옷에 대한 인식이 총 4개로 분류되었다. 요인적재

치(Factor loading)가 1.000 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여 이

상적인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남성의 보정 속옷 착

용에 대한 4가지 인식유형은 전체 변량의 81.16%를 설

명하였다. 제1유형은 ‘핏 개선 단점 커버형’, 제2유형

은 ‘가슴 보정 장점 부각형’, 제3유형은 ‘복부 보정 긍

정 착용형’, 제4유형은 ‘힙업 보정 기능 중시형’이었다. 

제1유형과 제3유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제1유형과 제4유형, 제2유형과 제3유형, 제3유

형과 제4유형, 제2유형과 제3유형, 제2유형과 제4

유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2유형과 제4유형의 상관

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4).

제1유형이 7명, 제2유형이 7명, 제3유형이 4명, 제4유

형이 2명으로 분석되었다. 제1유형은 평균 연령 35.57세

였고, 학력은 6명이 대학 졸업, 1명만 고등학교 졸업이

었다.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1명이었

으며 불만족하는 사람은 6명으로 분석되었다. BMI 지

수는 과체중이 2명, 경도비만이 5명이었다. 소유하고 

있는 보정 속옷에는 힙업 팬티 1명, 어깨 패드 1명, 복대 

1명, 나머지 4명은 런닝을 가지고 있었다. 제2유형은 

Neutral

  ←Disagree    Agree→

Q sample  2  3  3  4 5  4  3  3  2

Score ‒4 ‒3 ‒2 ‒1 0 +1 +2 +3 +4

C.S.  1  2  3  4 5  6  7  8  9

Fig. 1. Distribution chart for Q sorting.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4

Factor loading 5.164 3.536 1.541 1.232

Variance 0.258 0.177 0.077 0.062

Cumulative variance 0.258 0.435 0.512 0.574

Table 3. Q factor loading and var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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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 34.29세이고 학력은 1명만 고등학교 졸업이

고 나머지는 대학 졸업이었다. 제2유형은 전부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만 과

체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체중이었다. 소유하고 

있는 보정 속옷에 2명은 힙업 팬티, 나머지는 모두 런

닝을 가지고 있었다. 제3유형은 평균 연령 37.50세이

고 학력은 2명은 대학 졸업, 2명은 석사 졸업이었다. 자

신의 체형에 대해서는 전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제3유형 모두 경도비만에 속하였다. 소유하

고 있는 보정 속옷에는 1명만 런닝을 가지고 있고 나머

지는 복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유형은 

평균 연령 34.00세로 학력은 모두 대학 졸업이었다. 자

신의 체형에 대해서 1명은 만족하고 다른 1명은 불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MI는 모두 경도비만에 속

하였으며, 가지고 있는 보정 속옷은 거들로 분석되었

다(Table 5).

Division No.
Factor 
loading

Age
Weight

(kg)
Height
(cm)

Degree
Body shape
satisfaction

BMI Possess items

Type 1
(n = 7)

5 0.805 32 70 173 BA Satisfaction 23.39
Hip-up pad 
underwear

6 0.725 36 80 178 BA Dissatisfaction 25.25 Waist nipper

7 1.319 33 80 172 BA Dissatisfaction 27.04 Shoulder pad

9 0.941 40 72 168 BA Dissatisfaction 25.51 Inner shirts

15 1.393 35 70 168 High school Dissatisfaction 24.80
Half sleeve 
inner shirts

16 0.888 37 78 170 BA Dissatisfaction 26.99 Inner shirts

19 1.355 36 85 176 BA Dissatisfaction 27.44 Waist nipper

Type 2
(n = 7)

4 1.150 31 70 175 BA Satisfaction 22.86 Inner shirts

8 2.265 38 65 170 BA Satisfaction 22.49 Inner shirts

11 1.597 35 70 176 BA Satisfaction 22.60 Inner shirts

13 0.744 34 68 174 BA Satisfaction 22.46
Hip-up pad 
underwear

14 3.132 32 70 173 BA Satisfaction 23.39 Inner shirts

17 0.635 32 70 180 BA Satisfaction 21.60 Inner shirts

18 1.427 38 67 172 High school Satisfaction 22.65
Hip-up pad 
underwear

Type 3
(n = 4)

1 1.246 35 80 175 BA Dissatisfaction 26.12 Waist nipper

2 0.775 42 70 172 BA Dissatisfaction 23.66 Waist nipper

3 1.377 33 73 169 MA Dissatisfaction 25.56 Inner shirts

12 1.918 40 75 172 MA Dissatisfaction 25.35 Waist nipper

Type 4
(n = 2)

10 1.327 34 70 170 BA Satisfaction 24.22 Girdle

20 0.949 34 76 175 BA Dissatisfaction 24.82 Girdle

BA: Bachelor's degree, MA: Master's degree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4 types

Division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1 1.000 0.039 0.473 0.431

Type 2 0.039 1.000 0.113 0.052

Type 3 0.473 0.113 1.000 0.334

Type 4 0.431 0.052 0.334 1.000

Table 4. Correlation of 4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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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표준점수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제1유형은 

자세 교정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3), 신체 

단점을 감추기 위해 착용한다(No.5), 보정 속옷은 기능

성이 중요하다(No.10), 보정 속옷은 소재의 신축성이 

중요하다(No.12), 보정 속옷은 디자인이 중요하다(No. 

14), 보정 속옷은 착용감이 중요하다(No.15), 보정 속

옷은 브랜드가 중요하다(No.16), 의복의 핏 개선을 위

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17), 보정 속옷을 착용하

면 땀이 찬다(No.21)는 항목에서 높은 표준점수를 나

타냈다. 제2유형은 가슴 보정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

용한다(No.2), 운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4), 더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기 위해서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6), 어깨가 넓게 보이기 위

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8), 남성의 보정 속옷 착

용이 괜찮다고 생각한다(No.9), 보정 속옷은 활동성이 

중요하다(No.11), 보정 속옷을 착용하면 남성성이 강

조된다(No.29), 보정 속옷을 착용하면 자신감이 생긴

다(No.30), 보정 속옷의 보정물이 중요하다(No.31)는 

항목에서 높은 표준점수를 나타냈다. 제3유형은 복부 

보정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1), 외출 시에

만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18), 불편해도 체형을 보

정해주면 괜찮다(No.24), 보정 속옷을 착용하면 호흡

이 곤란하다(No.26), 보정 속옷을 착용하면 소화가 안 

된다(No.28)는 항목에서 높은 표준점수를 나타냈다. 

제4유형은 힙업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7), 

보정 속옷은 입어보고 사야 한다(No.13), 보정 속옷은 

착용감이 중요하다(No.15), 보정 속옷 착용으로 심리

적 만족감을 느낀다(No.19), 보정 속옷은 입고 벗을 때 

불편하다(No.20), 보정 속옷 착용 시 피로감을 느낀다

(No.22), 보정 속옷을 착용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No.23), 보정 속옷을 오래 착용하면 체형이 바뀐다고 

생각한다(No.25), 보정 속옷을 착용하면 열이 발생한

다(No.27)는 항목에서 높은 표준점수를 나타냈다(Ta-

ble 6).

 

2. Q유형의 구성

1) 제1유형: 핏 개선 단점 커버형

제1유형은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제1유형은 신체

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5), 

보정 속옷은 기능성이 중요하다(No.10), 의복의 핏 개

선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17), 보정 속옷은 

착용감이 중요하다(No.15), 보정 속옷은 소재의 신축

성이 중요하다(No.12), 보정 속옷을 착용하면 땀이 찬

다(No.21)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적인 체형을 

만들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No.6), 보정 속옷

을 착용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No.23), 보정 속옷

을 착용하면 소화가 안 된다(No.28), 보정 속옷을 착용

하면 호흡이 곤란하다(No.26), 남성의 보정 속옷 착용

이 괜찮다고 생각한다(No.9), 보정 속옷은 입어보고 사

야 한다(No.13) 등의 항목에는 동의하지 못하였다(Ta-

ble 7).

제1유형을 대표하는 15번(1.39) 응답자는 스스로가 

단점이라고 인식하는 신체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보

정 속옷을 착용하며, 어깨가 좁은 단점 때문에 어깨가 

넓어 보이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또, 보정 속옷이 불편하면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착

용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겉옷을 착용했을 때 

좀 더 남성적인 체형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의복의 핏 개

선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보

정 속옷 착용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였으

며, 보정 속옷의 구매도 직접 입어보고 구매하기 보다

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졌다. 엉덩이 부분에는 자신이 

있어 힙업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는 않으며, 보

정 속옷을 착용한다고 해서 소화에 문제가 생기지 않

는다고 생각하였다.

제1유형은 신체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 착용하며, 

보정 속옷은 기능성, 착용감과 소재의 신축성이 중요

하다고 생각하였다. 또, 의복 핏을 개선하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만 착용하면 땀이 찬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즉, 보정 속옷을 단점을 커버하고 의복의 실

루엣을 향상시키기 위해 착용하여 보정 속옷의 기능

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제1유형을 ‘핏 개선 단점 

커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2) 제2유형: 가슴 보정 장점 부각형

제2유형은 7명으로 구성되며, 제1유형과 상반된 인

식을 나타내는 유형이다. 제2유형은 남성의 보정 속옷 

착용이 괜찮다고 생각하며(No.9), 더 이상적인 체형으

로 만들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였다(No.6). 가슴 

보정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였고(No.2), 운동 효

율성 향상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였다(No.4). 또, 

보정 속옷을 착용하면 열이 발생하였다(No.27). 그러

나 보정 속옷이 입고 벗을 때 불편하지는 않고(No.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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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속옷을 착용한다고 혈액순환이 안 되지 않는다

고(No.23) 생각하였다. 신체 단점을 감추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 않으며(No.5)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

고 소화가 안 되지 않았다(No.28). 또, 복부 보정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No.1), 보정 속옷을 오래 

착용한다고 체형이 바뀌지 않으며(No.25), 보정 속옷

으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지 않다고(No.26) 생각하였

다(Table 8). 

제2유형을 대표하는 8번(2.27) 응답자는 가슴 근육

이 운동을 해도 돌출되지 않아 가슴 보정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며, 좀 더 남성다운 이상적 체형으로 보

이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고 인식하였다. 또, 운

동을 통해 몸이 좀 더 부각되도록 하는 운동 효율성 향

상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고 생각하였다. 남성

도 외모를 가꾸는 시대이므로 남성의 보정 속옷이 숨

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보정 속

No Statement Type 1 Type 2 Type 3 Type 4

1 I wear foundation for abdominal correction.  0.4 ‒1.5  2.1  0.7

2 I wear foundation for chest correction. ‒0.3  1.6 ‒1.2 ‒1.1

3 I wear foundation for postural correction.  0.6  0.1  0.1 ‒0.8

4 I wear foundation to improve exercise efficiency. ‒0.8  1.4 ‒1.6 ‒1.5

5 I wear foundation to hide weakness.  1.7 ‒1.2  1.6  0.3

6 I wear foundation to make body more ideal. ‒1.0  1.7 ‒0.5  0.1

7 I wear foundation for hip-up. ‒0.3 ‒0.0 ‒1.3  1.9

8 I wear foundation to make shoulders look wider.  0.3  0.5 ‒0.9 ‒1.2

9 I think it's OK for men to wear foundation. ‒1.7  1.8  1.5  0.0

10 Functionality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6  0.8  1.1  1.5

11 Activity of foundation is important. ‒0.4  0.2 ‒0.5  0.0

12 The elasticity of the material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3  0.2  0.4  0.9

13 You have to try on the foundation and buy it. ‒1.9 ‒0.5 ‒1.5  0.0

14 Design is important for foundation.  0.1 ‒1.0 ‒0.5 ‒1.5

15 Wearing sensation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4  0.3  0.5  1.4

16 Brand is important for foundation.  0.0 ‒0.4 ‒1.4 ‒1.0

17 I wear foundation to improve the fit of the garment.  1.4  0.5  0.5  0.2

18 I only wear foundation when going out.  0.2 ‒0.2  0.7 ‒1.5

19 I feel psychological satisfaction by wearing foundation.  0.8  0.5  1.0  1.1

20 It's uncomfortable when I take off the foundation. ‒0.2 ‒1.1 ‒0.5  0.8

21 I sweat when I wear foundation.  1.2  0.2  0.9  0.9

22 I feel tired when I wear foundation ‒1.0 ‒0.3 ‒0.7 ‒0.1

23 Wearing foundation prevents blood circulation. ‒1.3 ‒1.2 ‒0.5 ‒0.1

24 Even if it is inconvenient to wear foundation, it is okay to correct body shape.  0.2  0.4  1.1 ‒0.6

25 I think wearing foundation for a long time will change body shape.  0.7 ‒1.8 ‒1.3  1.3

26 It is difficult to breathe when wearing foundation. ‒1.6 ‒1.8 ‒1.0 ‒1.6

27 Wearing foundation creates a fever.  0.4  1.1  0.9  1.2

28 I can't digest when I wear foundation. ‒1.6 ‒1.3 ‒0.1 ‒0.6

29 Masculinity is emphasized by foundation. ‒0.5  0.7  0.1 ‒0.2

30 Wearing foundation gives confidence.  0.2  1.0  0.9  0.6

31 Compensation is important in foundation. ‒0.1 ‒0.4 ‒0.0 ‒1.0

Table 6. Standard scores by types of 4 factors (Z-score)



남성 보정 속옷에 대한 인식유형-30~40대 남성을 중심으로-

– 943 –

옷을 오래 착용한다고 체형이 바뀌지는 않으며 보정 

속옷은 운동으로 보완되지 않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

한 용도로 활용된다고 생각하였다. 보정 속옷은 브랜

드보다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점을 커버

하기 보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착용한다고 

생각하였다. 보정 속옷을 착용해도 신체를 많이 조이

지는 않아 호흡이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제2유형은 남성의 보정 속옷 착용이 괜찮다고 생각

하고 더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며, 가슴 보정을 위해 착용하였다. 또, 운동 효율

성 향상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만 착용하면 열

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즉, 주로 가슴 부

분의 보정을 통해 남성적인 체형으로 보이기 위해 보

정 속옷이 필요하고 운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착용 

시 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제2유형

을 ‘가슴 보정 장점 부각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제3유형: 복부 보정 긍정 착용형

제3유형은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유형, 제2유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5 I wear foundation to hide weakness.  1.68

10 Functionality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63

17 I wear foundation to improve the fit of the garment.  1.42

15 Wearing sensation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42

12 The elasticity of the material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31

21 I sweat when I wear foundation.  1.19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1 Standard score

6 I wear foundation to make body more ideal. ‒1.03

23 Wearing foundation prevents blood circulation. ‒1.30

28 I can't digest when I wear foundation. ‒1.56

26 It is difficult to breathe when wearing foundation. ‒1.61

9 I think it's OK for men to wear foundation. ‒1.69

13 You have to try on the foundation and buy it. ‒1.86

Table 8. Characteristics of type 2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9 I think it's OK for men to wear foundation.  1.77

6 I wear foundation to make body more ideal.  1.66

2 I wear foundation for chest correction.  1.64

4 I wear foundation to improve exercise efficiency.  1.38

27 Wearing foundation creates a fever.  1.06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2 Standard score

20 It's uncomfortable when I take off the foundation. ‒1.08

23 Wearing foundation prevents blood circulation. ‒1.15

5 I wear foundation to hide weakness. ‒1.23

28 I can't digest when I wear foundation. ‒1.34

1 I wear foundation for abdominal correction. ‒1.51

25 I think wearing foundation for a long time will change body shape. ‒1.79

26 It is difficult to breathe when wearing foundation. ‒1.82

Table 7. Characteristics of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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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는 구별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제3유형은 복

부 보정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고(No.1), 신체 단

점을 감추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였다(No.5). 남

성의 보정 속옷 착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였으며(No.9), 

불편해도 체형을 보정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보정 

속옷의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유형이었다. 그러나 가

슴 보정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No.2), 힙

업을 위해서도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 않았다(No.7). 

보정 속옷을 오래 착용한다고 체형이 바뀐다고 생각

하지 않고(No.25) 보정 속옷의 브랜드도 중요시하지 

않았다(No.16). 또, 보정 속옷을 입어보고 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No.13) 운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 않았다(No.4)(Table 9).

제3유형을 대표하는 12번(1.92) 응답자는 나이가 들

면서 복부가 돌출되어 복부를 눌러주기 위해서 보정 

속옷을 착용한다고 인식하였다. 또, 가장 눈에 띄는 단

점을 가리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며, 예전에는 남

성의 보정 속옷 착용이 이상하다고 인식되었으나 현재

는 착용으로 인해 만족감이 커진다면 상관없다고 생각

하였다. 보정 속옷을 착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

이 긍정적이어서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하였다. 그러

나 힙업보다는 복부 보정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

고 브랜드보다는 기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운동은 하지 않아서 운동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정 속

옷을 착용하지는 않는다고 인식하고, 다른 부분의 체

형은 괜찮은 편이라 복부가 들어가 보이도록 하기 위

한 용도로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은 복부 보정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며, 

남성의 보정 속옷 착용이 괜찮다고 생각하였다. 또, 단

점을 감추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고 불편해도 체

형을 보정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기능성을 중요

하게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즉, 남성의 보정 속옷 착용

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복부 보정이 보정 속옷 

착용의 주요 목적으로 분석되었다. 제3유형을 ‘복부 

보정 긍정 착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4) 제4유형: 힙업 보정 기능 중시형

제4유형은 2명으로 구성되며, 제1유형, 제2유형, 제

3유형과 구별되는 유형이었다. 제4유형은 힙업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고(No.7), 보정 속옷의 기능성(No. 

10)과 착용감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No.15). 또, 보

정 속옷을 오래 착용하면 체형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No.25), 보정 속옷 착용으로 열이 발생하며(No.27) 심

리적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이었다(No.19). 그러나 가

슴 보정(No.2)이나 어깨가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No. 

8)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는 않았다. 보정 속옷 브랜드

(No.16)나 디자인이 중요하지 않고(No.14) 외출 시에

만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는 않았다(No.18). 또, 운동 효

율성 향상을 위해서 보정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No.4) 

보정 속옷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하지는 않다(No.26)

고 생각하였다(Table 10).

제4유형을 대표하는 10번(1.33) 응답자는 엉덩이가 

쳐져서 엉덩이를 올려주는 힙업 기능 때문에 보정 속

옷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또, 보정 속옷의 몸매를 보정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1 I wear foundation for abdominal correction.  2.13

5 I wear foundation to hide weakness.  1.57

9 I think it's OK for men to wear foundation  1.48

24 Even if it is inconvenient to wear foundation, it is okay to correct body shape.  1.12

10 Functionality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08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3 Standard score

2 I wear foundation for chest correction. ‒1.19

7 I wear foundation for hip-up. ‒1.31

25 I think wearing foundation for a long time will change body shape. ‒1.35

16 Brand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36

13 You have to try on the foundation and buy it. ‒1.45

4 I wear foundation to improve exercise efficiency. ‒1.61

Table 9. Characteristics of typ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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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기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복

부가 많이 돌출되어 복부를 눌러 주기 위해 보정 속옷

을 착용하며, 착용 시 불편하면 착용하지 않아서 착용

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복부 보정을 위

해 착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 종일 착용해야 한

다고 인식하였다. 보정 속옷을 착용해도 먹는 데는 지

장이 없어 소화는 잘 되며, 어깨는 원래 넓은 편이라 어

깨 보정을 위한 보정 속옷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

였다. 보정 속옷은 보정물보다 눌러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제4유형은 힙업을 위해서 보정 속옷을 착용하고 보

정 속옷의 착용감과 기능성이 중요하며, 보정 속옷 착

용으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꼈다. 보정 속옷을 

오래 착용하면 체형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착용하면 

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즉, 보정 속옷의 

힙업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착용을 통해 만족감

을 느끼며 오랜 시간 착용하면 체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제4유형을 ‘힙업 보정 기능 중

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제1유형은 의복의 핏을 개선하고 단점을 감추기 위

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는 ‘핏 개선 단점 커버형’이었

고, 제2유형은 가슴을 보정하고 운동 효율성을 향상시

키며 더 이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

는 ‘가슴 보정 장점 부각형’이었다. 제3유형은 복부를 

보정하기 위해 불편해도 보정 속옷을 착용하며 남성

의 보정 속옷 착용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복부 보정 긍

정 착용형’이었다. 제4유형은 힙업을 위해 보정 속옷

을 착용하며 착용감과 기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힙업 보정 기능 중시형’이었다. 유형별 특성을 정리

하면 <Table 11>과 같다. 30~40대 남성의 보정 속옷에 

대한 인식은 가슴, 복부, 엉덩이 등 보정을 원하는 부

위, 보정 속옷 착용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

는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되

었다. 또, 단점 커버와 장점 부각 중 어떤 점에 중점을 두

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나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비만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인 30~40대 남

성을 대상으로 하여 Q방법론으로 남성 보정 속옷에 대

한 남성 소비자의 신념, 인식, 가치, 태도 등을 유형화

하고자 하였다. 유형화된 남성 보정 속옷에 대한 인식

유형별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남성 보정 속옷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남성의 보정 속옷에 대한 인식유형은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제1유형은 ‘핏 개선 단점 커버형’으로, 신

체 단점을 커버와 의복 핏 개선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

용하였다. 제2유형은 ‘가슴 보정 장점 부각형’으로, 이

상적인 체형으로 보이기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며, 

가슴 보정을 위한 용도로 착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

Items strongly agreed in type 4 Standard score

7 I wear foundation for hip-up.  1.95

10 Functionality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49

15 Wearing sensation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40

25 I think wearing foundation for a long time will change body shape.  1.31

27 Wearing foundation creates a fever.  1.22

19 I feel psychological satisfaction by wearing foundation.  1.09

Items strongly disagreed in type 4 Standard score

16 Brand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00

2 I wear foundation for chest correction. ‒1.09

8 I wear foundation to make shoulders look wider. ‒1.18

18 I only wear foundation when going out. ‒1.49

4 I wear foundation to improve exercise efficiency. ‒1.54

14 Design is important for foundation. ‒1.54

26 It is difficult to breathe when wearing foundation. ‒1.63

Table 10. Characteristics of typ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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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유형은 ‘복부 보정 긍정 착용형’으로, 복부 보정

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며, 체형을 보정해주면 불

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제4유형은 ‘힙

업 보정 기능 중시형’으로, 힙업을 위해 보정 속옷을 

착용하고 보정 속옷의 기능성을 중요시하였다.

Ji and Chun(2019)의 연구에서도 남성 보정 속옷 착

용 목적에 복부 보정 목적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

슴 보정 목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복부와 가슴 보정 

등을 통해서 신체를 좀 더 이상적으로 보이기 위해 보

정 속옷을 착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착용 목적과 같이 

복부 보정, 가슴 보정 등으로 남성 보정 속옷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도 가슴 형

태 보정 기능과 복부 지방 재배치 기능 등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남성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Kim & Chun, 2019). Park(2006)의 연구에서도 복부

를 날씬하게 보이는 속옷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힙업 기능과 허리를 날

씬하게 보이도록 하는 속옷, 가슴을 처져 보이지 않게 

하는 속옷의 순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 모두 복부와 

가슴 부분에 대한 보정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30~40대 남성은 가슴을 근육질로 보이기 위해, 엉

덩이를 올려주기 위해, 복부를 눌러주기 위해, 그리고 

착용을 통해 의복의 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도로 

보정 속옷을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성 보정 속옷을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크게 

3가지 분류로 보정 속옷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슴을 근육질로 보일 수 있도록 보정물을 

넣은 런닝, 복부를 눌러주는 기능성 거들이나 복대, 그

리고 엉덩이를 올려줄 수 있는 서포트 기능과 보정물

을 접목시킨 팬티 등의 아이템이 남성 보정 속옷에서 

요구되는 주 아이템임을 알 수 있다. 남성 보정 속옷에 

대해 남성들의 인식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

므로 향후 남성 보정 속옷 시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남성 보정 속옷의 디자인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기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정 속옷에 관한 연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보정 속옷에 대한 수요가 증가

되고 있음에도 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 선행연

구의 경우에도 실제 착용 실태 등에 대한 연구가 대부

분이며, 인식에 대한 유형을 분류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남

성 보정 속옷에 대해서 체형 변화가 커지는 30~40대 남

성들이 어떤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분류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30~40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50대 이상 남성의 보정 속

옷에 대한 인식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

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 구매실태와 

제품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ype Characteristics

Type 1

Fit improvement 

disadvantage cover type

- Wear for body disadvantage cover

- Wear to improve clothing fit

- Important functionality, wearability, and elasticity of material

- Sweaty

Type 2

Chest correction 

advantages highlighted type

- Wear to emphasize physical strengths

- Men's foundation underwear wear positive

- Wear to improve exercise efficiency

- Heat occurrence

Type 3

Abdominal correction 

positive wear type

- Wear for abdominal correction

- Wear for body disadvantage cover

- It's okay if it's uncomfortable with the calibration effect

- Important functionality

Type 4

Hip-up correction 

function important type

- Wear for hip-up

- Psychological satisfaction

- Body shape changes after wearing it for a long time

- Heat occurrence

Table 11. Characteristics of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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