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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완경기의 시작과 함께 노화의 진행을 겪게 되는 중년

여성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체형이 변화되거나 연령

이 증가하면서 신진대사 기능의 감소로 배와 어깨, 등

과 같은 특정 부위에 피하 지방이 침착되어 두꺼워지는 

형태적 변화를 보이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로 인해 중년여성들은 자신의 체형에 불만족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잃어 위축되기도 하며 의

복 착용 시에도 체형의 변화에 따른 맞음새가 적합하지 

않은 사실에 불만족을 느낀다(Moon et al., 2008). 이러

한 기성복의 맞음새에 대한 불만족과 같은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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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ive commercial body shaping foundation items on clothing pressure, 

blood flow, body shaping effectiveness, and wearer satisfaction for middle-aged women. The study measured 

clothing pressure at each of the 10 designated measurement points for twelve subjects wearing the foundations. 

Blood flow changes were recorded and body shaping effectiveness was analyzed by comparing differences in 

girth when wearing and not wearing the foundations. The subjects rated wearer comfort along a 7-point Likert 

scale. The results were that clothing pressure was present at all measurement points, and all foundations placed

the least pressure on the anterior underbust girth. In addition, clothing pressure was high in the order of the lat-

eral, posterior, and anterior areas. As clothing pressure increased, blood flow and velocity decreased and over-

all wearer satisfaction was assessed to be less comfortable. Body shaping effectiveness was evident across all 

the items, as all decreased girth measurements significantly. In conclusion, the appropriate level of clothing 

pressure provided by experimental foundations which is positive for blood flow and has an excellent body 

shaping effect was found to be between 0.53 and 1.77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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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중년여성들의 인체를 항목별로 계측하여 체형

특성을 고찰한 연구(Shim & Hahm, 2001; Yoon & Suh, 

2009)에서는 중년여성들의 인체계측항목에서 너비, 

두께, 둘레 계측치수가 증가하며, 정면에서 볼 때 가슴, 

허리, 엉덩이 너비항목의 차이가 적어 굴곡이 밋밋한 

체형,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젖가슴둘레나 엉덩이둘레보

다 복부가 더 돌출된 형상, 등 면 상부의 지방 침착 등과 

같은 변화된 체형의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35~ 

59세까지 연령의 증가와 비례하여 로러지수가 증가하

는 것을 보고하였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의류 

패턴에 대하여 토르소 원형(Kim & Park, 2011), 스커트 

패턴(Lee & Goo, 2004), 슬랙스 원형(Song & Lee, 2001), 

니트 슬랙스 원형(Lee, 2015), 그리고 3차원 가상착의를 

활용한 슬랙스(Cha, 2017)와 한복 저고리 원형(Lim & 

Lee, 2012)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다각도로 

중년여성의 체형을 고려한 의류 패턴개발에 대한 내용

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노년층을 위

한 연구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Bang and Kim(2013)

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

고 사회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면서 노년층 역시 변화하

는 신체 특징에 적합하면서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의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체형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의복의 불편한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

는데 중년 이후의 변화하는 체형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

한 의류 제품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고 중요함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년여성의 변화된 신

체에 보정효과를 주는 파운데이션 의류의 착용에 대한 

태도와 실태를 조사한 연구(Lee & Nam, 1999)와 중년

기 이후의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의 압력과 착용감에 대

한 연구의 일환으로 바디 셰이퍼를 착용함으로 허리 부

위에서 3 cm 이상 둘레치수가 줄어들어 보정효과를 평

가하는 데에 3차원 인체 스캐너를 활용한 연구사례가 

보고되었다(Kim et al., 2019). 하지만 이러한 바디 셰이

핑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의복을 착용할 때 체형을 정

돈하여 외관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대부

분이며 중년여성들이 실제 바디 셰이퍼를 착용할 때 함

께 고려해야할 기능성, 즉 의복압 수준에 따른 객관적 

혈류 반응에 대한 측정과 착용 쾌적감 평가에 대한 사

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 5종을 선정하고 국내 중년여성을 대상으

로 12인의 피험자를 선정하여 시판 체형보정용 파운데

이션 5종과 대조군으로서의 루즈핏 웨어를 착용할 때

의 의복압, 혈류량, 인체치수 변화를 측정하고 주관적 

착용 쾌적감 평가를 통해 생리적 반응과 보정효과 및 

착용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

한 연구는 중년여성의 의복 착용 시 외관에 대한 만족

감을 높이고 혈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형

보정용 파운데이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1. 피험자 선정

본 연구의 피험자는 40~50대 연령대의 국내 여성으

로,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을 착용한 경험이 없는 대

상자로 모집하였다(IRB: 1040271-201909-HR-025). 실

험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자로 

40대 2인, 50대 10인으로 최종 12명(평균 키: 156.7±5.4 

cm; 평균 체중: 59.5±4.3 kg; 평균 BMI: 24.2)을 선정하

였다. <Table 1>에 Size Korea(Korean Agency for Tech-

nology and Standards [KATS], 2015)의 제 7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보고서의 40대(피험자 수 360명)와 

50대(피험자 수 359명) 성인여성의 키, 몸무게, 젖가슴

둘레,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주요 인체계측항목의 평균 계측치를 나

타내었으며 이들 항목별 95% 신뢰구간 범위 내에 포

함된 피험자의 평균 인체계측치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2. 실험복

본 연구의 실험복은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체형보

정용 원피스형 파운데이션 5종이고, 각 피험자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실험복을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Table 

2>는 실험복 5종 파운데이션 중, Size 80B를 기준으로 

한 이미지와 섬유 조성률 및 신장률에 대한 정보를 나

타내었다.

실험복 섬유 조성률은 제품에 부착된 레이블의 정보

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실험복의 사용 섬

유는 모두 나일론과 폴리우레탄을 사용하였으나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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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measurement 

Size Korea (KATS, 2015)
Subjects  (N=12)

40s (N=360) 50s (N=359) 

Mean (S.D.)
95% confidence 

interval
Mean (S.D.)

95% confidence 

interval
Mean (S.D.)

Stature 157.0 (5.2) 146.8 167.2 154.7 (5.2) 144.5 164.9 156.7 (5.4) 

Bust circumference  89.7 (5.9)  78.1 101.3  92.8 (6.3) 80.4 105.2 94.0 (3.8) 

Underbust 

circumference
 77.6 (5.1)  67.6  87.6  90.6 (5.2) 80.4 100.8 92.3 (4.3) 

Waist circumference  78.8 (8.2)  62.7  94.9  82.5 (7.6) 67.6  97.4 84.8 (7.7) 

Waist circumference 

(omphalion)
 82.9 (7.9)  67.4  98.4  85.6 (7.1) 71.7  99.5 87.6 (7.4) 

Hip circumference  93.5 (5.3)  83.1 103.9  92.9 (5.2) 82.7 103.1 96.3 (4.1) 

Weight  (Unit: kg)  58.2 (8.4)  41.7  74.7  58.8 (7.6) 43.9  73.7 59.5 (4.3)

BMI  23.6  19.4  26.7  24.6 21.0  27.1  24.2

Table 1. Body features of subjects and Korean women in 40s and 50s                       Unit: cm

Experimental Image
Fabric 

contents

Stretch (%)

Front

(Wale/Course)

Back

(Wale/Course)

Shaper_1
Nylon 82%,

Polyurethane 18% 
11.0/15.0 7.5/10.0

Shaper_2

Nylon, Polyester, 

Polyurethane, etc.

(Missing detailed % 

information)

10.0/7.5 7.5/11.5

Shaper_3

Nylon, 

Polyurethane, etc.

(Missing detailed % 

information)

8.5/10.0 7.5/10.0

Table 2. Image and fabric types used for 5 commercial body sh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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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Image
Fabric 

contents

Stretch (%)

Front

(Wale/Course)

Back

(Wale/Course)

Shaper_4

Nylon, 

Polyurethane, etc.

(Missing detailed % 

information)

3.0/1.5 8.5/2.5

Shaper_5

Nylon, Polyester, 

Polyurethane, etc.

(Missing detailed % 

information)

10.0/5.0 10.0/6.5

Table 2. Continued

 

한 섬유 조성률을 명기하지 않았으므로 Ziegert and 

Keil(as cited in Kim & Hong, 2019)의 방법을 참조하여 

실험복의 신장률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

복의 앞판과 뒤판의 동일한 위치에서 wale과 course 2 

방향으로, 가로 20 cm × 세로 20 cm 크기로 500 g 추를 

30분간 매달아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원길이 대비 

신장률을 제시하였다. 신축성 소재를 사용한 의류 제

품은 신장률에 따라 의복압뿐만 아니라 착용감에도 영

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을 함께 고찰하고자 하였다.

실험복 5종 파운데이션의 사이즈를 비교하기 위해 

모든 구매 실험복 중 실험복별로 동일한 Size 80B를 

선택하여 <Fig. 1>과 같이 실험복의 둘레 및 길이를 총 

7곳에서 실측하였고, 측정치는 <Table 3>과 같다. 둘

레항목 측정 시 실험복을 테이블 위에 주름 없이 평평

하게 놓은 후, 너비를 측정하여 2배를 계산하였다. 앞

판과 뒤판의 총길이는 어깨 최고점을 기준으로 수평

 

Measuring part
1. Underbust circumference
2. Waist circumference
3. Hip circumference
4. Hem circumference
5. Shoulder strap width 
6. Total front length 
7. Total back length 

Fig. 1. Measurement parts of the experimental body sh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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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part
Experimental body shapers

Shaper_1 Shaper_2 Shaper_3 Shaper_4 Shaper_5

1. Underbust circumference 60.0 60.0 55.0 58.0 67.0

2. Waist circumference 54.0 58.0 56.0 57.0 60.0

3. Hip circumference 69.0 68.0 76.0 68.0 74.0

4. Hem circumference 70.0 74.0 84.0 68.0 79.0

5. Shoulder strap width  2.5  1.0  1.5  4.5  3.0

6. Total front length 55.0 59.0 61.0 56.0 60.0

7. Total back length 56.0 62.0 64.5 60.0 65.0

Table 3. Size measurements of 5 experimental body shapers (Size code: 80B)                Unit: cm

 

방향으로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앞 ·뒤판

의 밑단까지 ‘Total front length’와 ‘Total back length’를 

실측하였다.

3. 실험 순서

피험자는 실험실에 도착한 후, 20분 동안 휴식을 취

하며 실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준비하였다. 12명

의 피험자는 각자의 인체 사이즈에 맞는 실험복 5종을 

하루에 한 종류씩만 착용하고 각 실험복 착용 시 의복

압과 혈류, 치수 변화를 측정하였고, 착용감 평가에서

도 실험복 종류에 의해 바이어스되지 않도록 지급하는 

순서를 무작위 배정하였다(Fig. 2). 이때, 피험자 간의 

실험복 착용 순서의 중복을 방지하도록 피험자와 실

험복을 순차적으로 통제하여 배치하는 라틴 스퀘어 방

식을 이용하였다. 라틴 스퀘어 방식은 실험 설계에서 

사전에 검정할 두 요인, 즉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와 실

험복 요인을 하나는 종축, 다른 하나는 횡축으로 처치

의 수만큼 설정하고, 종축과 횡축 안에서 각 처치가 횡

열과 종열에서 단 한 번씩만 나타나게 하는 설계이다

(Keedwell & Dénes, 2015).

4. 의복압 측정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은 인체를 부분적으로 가압

하는 형태이며 인체 부위에 따라 의복압의 정도가 다르

다. 피험자가 5종의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을 착용했

을 때 인체 부위별로 의복압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

할 때 측정 장비는 공기주입식 센서(AMI 3037-2, AMI 

Techno, Co., Ltd., Japan)이고, 측정 위치는 Wang et al. 

Rest time in the lab. for 20 min

Clothing pressure measurement

Blood flow measurement

Subject’s body size measurement

Wearer comfort evaluation

Is subject’s body

temperature in the 

normal range?

Yes

No
Dropout

Fig. 2. Sequence of the experiment.  

(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Fig. 3>에서 보인 것과 같

이 10개 측정점을 설정하였다. 정자세에서 전면 젖가

슴아래둘레(P1), 전면 허리둘레(P2), 전면 복부최대돌

출부위둘레(P3), 후면 젖가슴아래둘레(P4), 후면 허리

둘레(P5), 후면 복부최대돌출부위둘레(P6), 측면 젖가

슴아래둘레(P7), 측면 허리둘레(P8), 측면 복부최대돌

출부위둘레(P9)로 동일한 둘레 위치에서 전면, 후면, 

측면 지점을 각각 측정하였고, 추가로 어깨끈 위치의 

측정점(P10)을 선정하여 총 10곳에서 1분간 측정하였

다. 데이터 분석은 측정값의 앞, 뒤 10초 이내의 데이터

는 노이즈(noise)로 처리하고 40초 간 측정한 압력의 평

균값을 계산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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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 pressure measuring points 
P1: Anterior underbust
P2: Anterior wiast 
P3: Anterior abdomen 
P4: Posterior underbust
P5: Posterior wiast 
P6: Posterior lower waist 
P7: Lateral underbust
P8: Lateral wiast 
P9: Lateral lower waist  
P10: Shoulder strap 

Omphalion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Fig. 3. Clothing pressure measurement points.

 

5. 혈류 측정

5종의 파운데이션 실험복을 착용했을 때 의복압에 

따른 혈류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혈류량과 혈류 

속도를 분석하였다. 혈류량 측정에 앞서 피험자는 체

온계(IRT 4520, Mexico)로 귀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이 

35.4~36.7°C 범위에 속하는 경우 정상체온으로 간주

하고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Shim, 1996). 의복으로 

인체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실질적으로 혈류 변화의 유

발 여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실험 대

조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험 대조군(Control)은 

신체 사이즈보다 더 크고 면 100%로 제작된 루즈핏 롱 

원피스를 상반신 속옷 없이 착용함으로써 인체 가압을 

최소화시킨 상태의 혈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실험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복 착용 시 형태상 

하지 부분 노출로 인해 체온이 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혈류 측정 결과에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압박

력이 거의 없는 일회용 부직포 실험용 가운을 실험복 

위에 착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혈류 측정 

센서는 오른손 세 번째 손가락 안쪽 끝에 부착하고, 등

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

서 15분간 측정하는 방법(Kim & Hong, 2019)을 적용

하였다. 측정 장비는 레이저 도플러 혈류 측정(Laser dop-

pler-Flowmetry) 방식의 FLO-C1(OMEGAWAVE, INC., 

Japan)을 사용하였고 혈류량(blood flow)과 혈류 속도

(blood velocity)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6. 인체 둘레항목 계측

실험 파운데이션 착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체형의 보

정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복 착용 전과 후의 인체 

둘레항목을 계측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실험복 착

용 전 둘레항목 측정 시 피험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탈의한 상태에서 몸에 압박이 거의 없는 민소매 탑(폴

리에스터 100%)을 착용하게 하였다. 둘레 측정 위치는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와 배꼽

아래7cm수준둘레로 선정하였다. 배꼽아래7cm수준

둘레를 계측 위치로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피험자들

이 40대 후반의 연령대의 2인을 제외하고 50대가 주를 

이루었으므로 Size Korea(KATS, 2015)에서 제공하는 

50대 여성의 3D 표준인체 형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3D 

형상 분석 S/W인 Geomagic Design X(3D Systems, Inc., 

Korea)로 검토하였을 때 복부에서 둘레 최대치가 되는 

돌출 지점이 배꼽아래로 7  cm의 수준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Fig. 4). 따라서 추가로 배꼽아래7cm수준둘

레 계측치를 측정하고 이 부위에서의 체형보정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7. 주관적 착용감 평가

착용감 평가는 실험복을 대상으로 바디 셰이퍼로 제

공하는 인체의 압박감에 대한 착용자의 주관적 쾌적감

을 측정하기 위해 피험자가 실험복 착용 상태로 인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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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cm

Omphalion

Fig. 4. Utmost circumference body measurement 

item: 7 cm below waist circumference (om-

phalion) of women in 50s.

역 별로 압박감에 대한 선호도 측면의 착용 쾌적감을 평

가하였다. 주관적 압박감은 실험복의 가슴, 허리, 복부, 

어깨 영역에서의 평가와 실험복 전반적 쾌적감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피험자는 실험복을 착용

하고 간단한 신체 운동 동작(‘허리 앞으로 굽혔다 펴기’ 

10회 실시와 ‘허리 좌 ·우 돌리기’ 10회 실시) 수행 중에 

느끼는 압박감에 대해 선호도를 평가하도록 안내하였

다. 평가 지표는 1점(매우 나쁨/매우 비선호)~4점(보통) 

~7점(매우 좋음/매우 선호)의 7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하도록 하였다.

8. 자료 분석

실험 결과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4.0(IBM 

Soft, USA)을 사용하여 혈류와 의복압 측정 및 주관적 

압박감 평가 결과는 각 변인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

석(Repeated measured ANOVA)과 그 결과에 대한 검

증으로 Duncan test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및고찰

1. 의복압 측정 결과

12인의 피험자가 5종의 실험복 파운데이션을 착용

하고 각 실험복을 10개 측정점<Fig. 3>에서 의복압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에 의하면 

의복압은 모든 측정점에서 실험복 간의 차이가 95 % 수

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인다. 대부분의 측정점에서 

가장 높은 의복압 측정치를 나타낸 실험복은 Shaper_3

과 4이고 경우에 따라 Shaper_1, 2, 5는 측정점에 따라 

순위 변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측정점 간의 

의복압 측정치 결과는 95~99%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났고 이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실험복의 

인체 부위별 의복압은 전면 젖가슴아래둘레(P1)에서 

 

Experimental body shapers' Mean (S.D.)

Measuring

points
Shaper_1 Shaper_2 Shaper_3 Shaper_4 Shaper_5 F

Anterior 

P1  .79 (  .24) b  .96 (  .35) b 1.23(  .41) c 1.42 (  .33) d  .53 (  .17) a 282.771**

P2 1.28 (  .32) b 1.54 (  .28) c 1.71 (  .31) d 1.90 (  .42) e 1.19 (  .24) a 127.242*

P3 1.53 (  .41) b 1.67 (  .35) bc 2.01 (  .31) c 2.14 (  .27) d 1.36 (  .22) a 141.263**

Posterior

P4 1.12 (  .27) b 1.26 (  .34) c 1.41 (  .26) cd 1.63 (  .41) d  .71 (  .23) a 139.319*

P5 1.31 (  .23) a 1.86 (  .38) b 1.96 (  .43) b 2.10 (  .36) c 1.34 (  .31) a 142.318**

P6  1.62 (  .31) ab 1.74 (  .27) b 2.19 (  .29) c 2.38 (  .31) d 1.43 (  .27) a 156.934**

Lateral

P7 1.32 (  .26) b 1.45 (  .38) bc 1.58 (  .14) c 1.72 (  .16) d  .92 (  .14) a 280.830**

P8 1.56 (  .19) ab 1.72 (  .32) b 2.12 (  .42) c 2.31 (  .53) c 1.23 (  .05) a 171.062*

P9 1.77 (  .32) ab 1.99 (  .36) b 2.35 (  .42) c 2.42 (  .38) c 1.52 (  .33) a 187.617*

Shoulder P10 1.32 (  .21) ab 1.46 (  .35) b 2.31 (  .41) c 2.48 (  .43) d 1.23 (  .34) a 135.760**

Table 4. ANOVA test on clothing pressure results among 5 experimental body shapers            Unit: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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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e)



한국의류학회지 Vol. 45 No. 3, 2021

– 502 –

Body 

shaper

Measuring points' Mean (S.D.)

FAnterior Posterior Lateral Shoulder

P1 P2 P3 P4 P5 P6 P7 P8 P9 P10

Shaper_1
(  .79 

(  .24) a

(1.28 

(  .32) c

(1.53 

(  .41) e

(1.12 

(  .27) b

(1.31 

(  .23) c

(1.62 

(  .31) e

(1.32 

(  .26) c

(1.56 

(  .19) d

(1.77 

(  .32) f

(1.32 

(  .21) c
  76.380*

Shaper_2
(  .96 

(  .35) a

(1.54 

(  .28) c

(1.67 

(  .35) d

(1.26 

(  .34) b

(1.86 

(  .38) e

(1.74 

(  .27) d

(1.45 

(  .38) c

(1.72 

(  .32) d

(1.99 

(  .36) f

(1.46 

(  .35) c
  98.843*

Shaper_3
(1.23

(  .41) a

(1.71

(  .31) c

(2.01 

(  .31) d

(1.41 

(  .26) b

(1.96 

(  .43) d

(2.19 

(  .29) d

(1.58 

(  .14) c

(2.12 

(  .42) e

(2.35 

(  .42) e

(2.31 

(  .41) e
103.199***

Shaper_4
(1.42

(  .33) a

(1.90 

(  .42) d

(2.14 

(  .27) e

(1.63 

(  .41) b

(2.10 

(  .36) e

(2.38 

(  .31) fg

(1.72 

(  .16) bc

(2.31 

(  .53) f

(2.42 

(  .38) g

(2.48 

(  .43) g
  81.436***

Shaper_5
(  .53 

(  .17) a

(1.19 

(  .24) bc

(1.36 

(  .22) d

(  .71 

(  .23) b

(1.34 

(  .31) e

(1.43 

(  .27) e

(  .92 

(  .14) b

(1.23 

(  .05) c

(1.52 

(  .33) f

(1.23

(  .34) cd
159.763*

Table 5. ANOVA test on clothing pressure results among 10 clothing pressure points of 5 experimental body sha-

pers                                                                                                                                                  Unit: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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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e<f<g)
 

가장 낮았고 측면 복부최대돌출부위둘레(P9)에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체 방향에 따라서도 의복압

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측면>후면>전면의 순서로 의복

압이 높았다. 인체의 둘레항목별로도 의복압의 차이

가 나타났다. 복부최대돌출부위둘레선>허리둘레선의 

순서로 의복압이 높게 측정되었고 젖가슴아래둘레의 

의복압이 가장 낮았다. 각 실험복의 의복압 범위 및 가

장 높은 의복압과 가장 낮은 의복압의 차이를 살펴보

면, Shaper_1의 경우 0.79~1.77 kPa 수준이고 0.98 kPa 

차이가 났으며, Shaper_2는 0.96~1.99 kPa의 범위이고 

1.03 kPa 차이가 났다. Shaper_3은 1.23~2.35 kPa 정도

이고 1.12 kPa 정도 차이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실험복 

5종 중 신장률이 가장 낮게 나온 Shaper_4는 의복압

이 대체로 가장 높은 1.42~2.48 kPa 범위이고 1.06 kPa 

의복압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의복압 수

치를 보인 Shaper_5는 의복압이 0.53~1.52 kPa 수준이

고 0.99 kPa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복의 신장률

은 두 번째로 낮게 나왔지만 제품의 둘레치수가 다른 

실험복에 비해 큰 것 때문에 의복압이 낮은 결과를 초

래한 것으로 보인다(Table 2)‒(Table 3). 하지만 동일한 

의복을 착용했어도 의복압은 자연호흡을 하느냐 심호

흡을 하느냐와 같이 호흡 방법에 의해서도 차이가 발

생하고, Nam and Lee(2002)는 식사 전에 비해 식후에 

허리둘레가 약 6% 증가한다고 보고함에 따라 식전보

다 후에 의복압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의

복압 측정 시 실험 조건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체형보정용 파운데

이션 착의 시 의복압 결과를 종합해 보면, 5종 실험복

의 의복압은 전면 젖가슴아래둘레 측정점이 가장 낮

게 나타났고 측면 복부최대돌출부위둘레 측정점이 

가장 높았다. 어깨끈 위치를 제외하고 인체 방향에 따

라서는 후면, 측면 순으로 높은 의복압을 보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Jung and Ryu(2002)가 올인

원을 착용하고 선 자세에서 의복압은 배둘레와 엉덩

이둘레 측면 부위에서 의복압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

다고 보고한 것과, 또 다른 연구(Jeong & Kim, 2006)에

서도 파운데이션 의복 종류를 대상으로 실험했을 때

에 어깨끈 위치와 허리옆점에서 가장 높은 의복압 측

정치를 나타냈다고 보고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

는 것이다. 한편 전면 젖가슴아래둘레(P1) 측정점의 

경우에는 타 부위보다 의복압이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비신축성 코르셋 착용 시 전면 가슴 부위에서

의 의복압이 타 부위보다 낮은 측정치를 보인 Na and 

Kim(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2. 혈류 측정 결과 

루즈핏 웨어를 착용했을 때의 혈류량을 Control로 설

정하고 의복압 수준이 유의하게 차이나는 체형보정

용 파운데이션 실험복 5종을 착용했을 때에 측정한 

혈류 측정 데이터를 혈류량과 혈류 속도로 나누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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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

1) 혈류량

실험복 착용 시 혈류량의 변화는 <Table 6>과 같다. 혈

류량은 Control의 경우 27.26 ml/s/100 g이었고, 이를 

제외한 5종 실험복의 혈류량은 모두 Control보다 상대

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검정한 결과, 실험복 Shaper_2에서 15.4%, Shaper_3이 

16.3%, Shaper_4에서 22.7%로 유의한 수준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외의 실험복, Shaper_1과 5는 Con-

trol과 서브세트(ab)로 Control과 유의한 차이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즉, Shaper_1과 5가 나타낸 의복압의 범

주인 0.53~1.77 kPa 정도의 의복압을 제공하는 체형보

정용 파운데이션은 건강한 중년여성이 착용해도 혈류

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혈류 역학적 관점

에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5종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 실험복은 비록 

동일한 의류 아이템이라 해도 의복압의 정도에 따라 혈

류량이 각기 다른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실험 결

과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 연

구(Lee, 2013)에서 와이어가 없는 스포츠 브래지어와 

와이어가 있는 브래지어 착용 시의 혈류량과 브래지어

를 착용하지 않은 Control의 혈류량을 비교하였을 때, 

스포츠 브래지어 착용 시 혈류량은 미착용 시보다 감소

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와이어가 있는 브

래지어 착용 시는 혈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내용과 함께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연구로 

Na(2015)는 3종의 비신축성 코르셋을 선정하고, 지지

대 없는 종류, 플라스틱 지지대 0.5 cm 간격으로 구성

한 종류와 2 cm 간격으로 구성한 종류의 코르셋 실험

복을 착용했을 때의 혈류량과 코르셋을 착용하지 않

은 Control의 혈류량을 비교한 결과, 지지대가 있는 코

르셋을 착용했을 때 혈류량이 유의한 감소를 보였고, 

실험복 종류에 따라 혈류량의 감소율에 차이를 보였

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0.5 cm 간격으로 지

지대를 삽입한 종류의 코르셋을 착용했을 때의 혈류

량이 가장 감소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는 의복으로 인한 인체 압박을 통해 착

용자의 혈류량의 변화가 유발되는 것과, 동일한 종류

의 의복이라도 의복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의 구성 

방식에 따라 의복압이 달라지며 혈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준다.

2) 혈류 속도

혈류 속도는 <Table 7>과 같이 Control 상태에서 2.30 

mm/s로 평가되었고, 5종 파운데이션 실험복 착용 시 

측정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Shaper_5 실험복은 Cont-

rol의 혈류 속도와 서브세트(ab)관계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Shaper_5의 의복압이 다른 실험복보다 의복압이 

가장 낮은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

한 나머지 실험복은 Control과 비교 시 유의미한 수준

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Shaper_4는 31.7%까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Shaper_3은 29.6%

의 감소율을 보였다. 이를 제외한 Shaper_1과 2는 20% 

대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신축성 코르셋을 착

용하고 자세와 동작을 변인으로 했을 때 비착용 Con-

trol에 비해 코르셋을 착용했을 때 모든 요인에서 혈류 

속도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관련 연구결과(Na & Kim, 

2011)와도 일치한다.

혈류 변화를 종합해보면, 5종의 실험복 파운데이션

의 혈류 반응을 설명하는 혈류량과 혈류 속도 변인은 

　Blood flow (ml/s/100 g)　

Mean (S.D.) Change (%) F

Control 27.26 (  4.36) a

2.401*

Shaper_1 23.71 (  4.11) ab ‒13.0

Shaper_2 23.07 (  3.43) b ‒15.4

Shaper_3 22.81 (  4.42) b ‒16.3

Shaper_4 21.08 (  2.42) b ‒22.7

Shaper_5 24.05 (  3.59) ab ‒11.8

Table 6. ANOVA test on blood flow results when wearing 5 experimental body shapers and control

*p<.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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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d velocity (mm/s)　

Mean (S.D.) Change (%) F

Control 2.30 (  .55) a

2.708*

Shaper_1 1.81 (  .34) b ‒21.3

Shaper_2 1.76 (  .58) b ‒23.5

Shaper_3 1.62 (  .26) b ‒29.6

Shaper_4 1.57 (  .18) b ‒31.7

Shaper_5 2.01 (  .40) ab ‒12.6

Table 7. Blood velocity results when wearing 5 experimental body shapers and control

*p<.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의복압 수준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혈류량의 경

우 Control일 때의 수준으로 나타난 실험복은 Shaper_1

과 5이고 나머지 실험복은 모두 Control에 비해 감소하

였다. 하지만 혈류 속도는 Shaper_5만 Control과 유사

한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실험복은 모두 감소하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로써 동일한 의복 종류의 실

험복임에도 불구하고 의복압의 변화가 있다면 혈류 

변화를 설명하는 두 지표 간의 변화 양상은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관련 

연구의 결과와 함께 밀착형 의복의 기능성에 대한 보

다 심화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Kim and 

Hong(2019), 그리고 Kim and Lee(2019)의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밀착형 의복의 혈류량과 혈류 

속도를 측정하였다. Kim and Lee(2019)는 컴프레션 스

포츠 웨어 하의를 측정하였고, Kim and Hong(2019)은 

아래팔 중에서 손목과 근육 위치를 가압한 형태의 팔

토시를 측정하였으나 이들 연구에서는 혈류량과 혈류 

속도 모두 동일하게 함께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한 

점이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르다. 이는 밀착형 의복이라 

하여도 의복압 수준이나 가압 위치와 면적 등 의복압

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밀착형 의복을 개발하는 관련 연구에서

는 의복압을 변인으로 했을 때 혈류량과 혈류 속도를 

함께 측정하고 두 지표 간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그 기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체형보정 효과

5종 실험복의 체형보정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실험

복 착용 전과 착용 후의 피험자 신체 둘레치수를 측정

하고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평가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둘레 측정 위치는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

꼽수준허리둘레, 배꼽아래7cm수준둘레이다. 실험복 

착용 전보다 착용 후에 모든 둘레 측정 위치에서 유의

한 수준으로 둘레치수의 감소를 나타내 실험복 파운데

이션의 체형보정 효과는 명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측정 위치별 치수 변화 순위를 살펴보면 우선, 젖가슴

아래둘레는 Shaper_5를 착용 시 1.2 cm로 가장 작은 변

화를 나타낸 반면 Shaper_4가 2.7 cm 감소로 가장 큰 변

화를 보여 Shaper_4 실험복이 젖가슴아래둘레 부위에

서 체형보정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젖가슴아래둘레의 체형 변화는 Shaper_5와 Shaper_1

(동순)<Shaper_2<Shaper_3과 Shaper_4(동순)의 순서

로 변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허리둘레 측정치 변화

도 Shaper_5와 Shaper_1(동순)<Shaper_2와 Shaper_3

(동순)<Shaper_4의 순서로 변화 정도가 크게 나타나 

젖가슴아래둘레 측정치 변화 순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

였다. 실험복 착용 전과 후의 허리둘레 측정치 변화는 

Shaper_4가 3.1 cm로 가장 크게 줄었고 이것은 wale과 

course 2 방향에서 신장률이 가장 낮았던 Shaper_4가 

허리둘레 체형보정 성능을 효과적으로 제공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Shaper_5가 1.2 cm로 가장 작은 체

형보정의 변화량을 보인 것은 실험복의 제품 치수가 다

른 실험복들의 경우보다 더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배꼽수준허리둘레는 Shaper_2와 Shaper_1(동순)< 

Shaper_5<Shaper_4와 Shaper_3(동순)의 순으로 체형

보정 효과가 나타나 배꼽수준허리둘레의 체형보정 효

과는 Shaper_4와 Shaper_3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

다. 배꼽아래7cm수준둘레 치수의 변화는 Shaper_5와 

Shaper_1(동순)<Shaper_2, Shaper_3, Shaper_4(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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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rcumference

            measurement

Body shaper

Underbust Waist
Waist

(omphalion)

7 cm
below waist 

(omphalion)

Mean (S.D.)

Nude 92.3 (4.3) c 84.8 (7.7) c 87.6 (7.4) c 92.8 (5.2) b

Shaper_1 90.8 (2.1) b 83.2 (4.2) b 85.6 (3.1) b 90.4 (2.8) ab

Shaper_2 90.5 (3.4) ab 82.5 (3.7) ab 85.9 (4.3) b 90.1 (3.6) a

Shaper_3 89.9 (2.2) a 82.1 (4.4) ab 84.4 (3.9) a 89.6 (2.9) a

Shaper_4 89.6 (2.7) a 81.7 (4.1) a 84.6 (3.2) a 89.2 (3.4) a

Shaper_5 91.1 (1.8) b 83.6 (3.5) b 85.0 (2.6) ab 90.6 (2.7) ab

Difference

(Nude-experimental 

body shaper) 

Shaper_1 ‒1.5 ‒1.6 ‒2.0 ‒2.4

Shaper_2 ‒1.8 ‒2.3 ‒1.7 ‒2.7

Shaper_3 ‒2.4 ‒2.7 ‒3.2 ‒3.5

Shaper_4 ‒2.7 ‒3.1 ‒3.0 ‒3.6

Shaper_5 ‒1.2 ‒1.2 ‒2.6 ‒2.2

F 26.708* 53.068* 56.354** 59.128**

Table 8. Measurements in circumferences when wearing and not wearing 5 experimental body shapers   Unit: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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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Shaper_4와 Shaper_3이 각각 

3.5 cm, 3.6 cm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Shaper_5는 배

꼽아래7cm수준둘레 치수가 2.2 cm 줄어 체형보정 효

과가 가장 적었으나 5종의 실험복 파운데이션은 착용 

시 모두 유의미한 수준으로 체형보정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험복의 체형보정 효과를 의복압과 함께 살펴보았

다. 의복압이 높을수록 모든 인체 부위에서 체형보정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반드시 의복압과 

체형보정 효과가 비례하여 나타나지는 않음을 알 수 있

게 되었다. 예를 들어, <Table 4>의 전면 젖가슴아래둘

레의 의복압를 살펴보면 Shaper_5<Shaper_1과 Sha-

per_2 (동순)<Shaper_3<Shaper_4의 순서로 의복압이 

유의하게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둘레측정치의 변화는 

Shaper_5와 Shaper_1이 같은 정도의 치수 감소를 보인 

그룹이었고 그 다음으로 Shaper_2, 그리고 Shaper_4와 

Shaper_3이 체형보정 효과가 같은 그룹에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런 현상은 허리둘레선과 배꼽아래7cm수준둘

레 위치의 의복압과 체형보정 효과의 관계에서도 유사

한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인체 부위별 둘레측정치의 

변화는 의복압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체형보정 효과는 

비례하여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Chun and 

Kim(2012)의 연구에서도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거들 

착용에 따른 치수 변화에 대해 관찰하고, 의복압이 상

대적으로 높은 곳보다 오히려 더 적은 가압의 수준으로

도 신체 치수가 더 많이 줄고 체형보정 효과가 크게 나

타날 수 있는 부위가 있다고 보고한 것을 고려하면 인

체의 체형보정 효과는 인체 부위마다 다를 수 있고 같

은 부위라도 연령별로 지방의 침착 정도와 체형의 특성

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4. 주관적 착용감 평가 결과

1) 주관적 압박감 선호도

실험복 착용 시 가슴, 허리, 복부, 어깨의 부위와 실

험복 전체 압박감에 대한 선호도를 7점 리커트 척도법

을 활용하여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9>에 나타내

었다. 평가 결과는 척도가 낮을수록 압박감이 높기 때

문에 ‘불편하다’, ‘비선호한다’로 해석하고, 4점은 ‘보

통’ 수준이며 5점부터 압박감에 대해 ‘편하다’, ‘선호

한다’로 해석된다.

<Table 9>에 의하면 이러한 쾌적감 평가를 통한 실

험복 파운데이션의 주관적 압박감에 대한 선호도 평가 

결과는 모든 실험복 부위 항목에서 실험복의 간의 차이

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파운데이션 전체 압

박감에 대한 쾌적감 항목은 실험복 중에서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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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shaper

Body part

Mean (S.D.)
F

Shaper_1 Shaper_2 Shaper_3 Shaper_4 Shaper_5

Chest 4.08 (  .74) bc 4.00 (  .58) bc 3.25 (  .62) b 2.42 (  .78) a 4.75 (  .62) c 3.602*

Waist 3.83 (  .69) c 2.75 (  .60) b 1.83 (  .55) ab 1.58 (  .49) a 4.50 (  .50) d 5.288*

Abdomen 3.08 (  .64) c 2.50 (  .50) b 1.58 (  .49) ab 1.25 (  .43) a 4.42 (  .49) d 8.990**

Shoulder strap 2.75 (  .60) bc 2.00 (  .58) b 1.42 (  .49) ab 1.17 (  .37) a 3.08 (  .49) c 2.817*

Whole 3.42 (  .49) c 2.25 (  .60) b 1.75 (  .37) ab 1.42 (  .49) a 4.08 (  .64) d 8.652*

Table 9. Clothing pressure perceived when wearing 5 experimental body sh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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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d)
 

것이 Shaper_5로 나타났으나 어깨 스트랩 부위 항목에 

대해서는 3.08로 ‘보통’ 이하, 즉 ‘불편’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어깨 스트랩 부위 항목에 대한 다른 실험복들

의 평가 점수도 Shaper_5보다 낮은 1.17부터 2.75의 

3.00점 이하의 척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운데이션

이 제공하는 높은 압박감이 어깨 스트랩 부위에서는 좁

은 면적에 집중되므로 착용자들이 압박감에 대해 더 예

민하게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Shaper_5의 

다른 부위의 압박감에 대한 평가항목은 4점대로 응답

되어 다른 실험복들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실험복 Shaper_1, 2에 대한 결과는, 가슴 부위에서 

4점대로 ‘보통’ 수준의 쾌적감을 느꼈지만 이 외의 영

역에서 2∼3점대로 평가되어 이들 실험복은 압박감이 

크므로 ‘비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per_4와 

Shaper_3의 가슴 영역은 Shaper_4가 3보다 더 높은 의

복압을 제공하는 것과 비례하여 Shaper_4를 3보다 더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제외

한 허리, 복부, 어깨 스트랩 및 실험복 전체에 대한 평가

에서는 통계적 사후검증 결과 Shaper_4와 3의 평가 결

과가 서브세트 관계로 확인되었으며 두 실험복 모두 압

박감에 대해 유사하게 불편함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 실험복 Shaper_4와 Shaper_3은 타 실험복

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복압이 높게 측정되었고, 압박

감 측면에서 가장 비선호하는 파운데이션이었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파운데이션은 의복압이 높을수록 압

박감에 대한 불편함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Jeong and Kim(2006)은 브래지어 착용 시 의복압 측정

치와 주관적 압박감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측정 부위

에 따라 의복압 측정치가 높을수록 압박감 때문에 불편

함을 많이 느끼는 부위가 있는 반면, 의복압이 높아도 

압박감을 쾌적하게 느끼는 부위가 있다고 하였다.

2) 착용 쾌적감 

Slater(as cited in Yoo, 2013)에 의하면 착용 쾌적감

은 의복 착용 시 느끼는 인체와 환경 간에 심미적, 생리

적, 물리적으로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의 ‘기분 좋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과 

같이 압박감을 제공하는 의류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착용 쾌적감을 측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정량적 연구결과와 함께 고찰하여야 할 것이

다. 이처럼 착용 쾌적감은 생리적 혹은 심리적 쾌적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는 실험복 착용 시 의복압과 혈류와 같은 기능적 측면

과 압박감을 고려하면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일 때 

최고점인 7점, 반면에 매우 불쾌감을 느낀다면 1점으

로 평가하도록 안내하였다. 평가 결과는 <Table 10>에

서 보듯이, 실험복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착

용 쾌적감은 Shaper_4<Shaper_3<Shaper_2<Shaper_1 

<Shaper_5의 순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

은 의복압의 측정치가 높고 압박감에 대해 불편함을 느

낄수록 착용 쾌적감은 낮게 평가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반면 Shaper_1과 Shaper_5는 모두 4점대로 ‘보

통’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를 볼 때, 쾌적감이 높게 평가된 실험복 Shaper_1과 

Shaper_5의 의복압<Table 4>과 주관적 압박감 선호도

<Table 9>, 그리고 체형보정 효과 측정<Table 8>에 대

해 함께 고찰하면, 정량적으로 측정한 의복압과 실험

복의 압박감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 평가의 관계 측면에

서 Shaper_5는 0.53~1.52  kPa 범주의 의복압을 제공

하였으며 압박감에 대한 주관적 선호도 척도는 4.08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Shaper_1의 경우 0.79~ 

1.77 kPa 범주의 의복압을 나타내면서 주관적 압박감 

선호도 척도는 3.42로 ‘비선호한다’로 평가되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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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rating

Mean (S.D.) F

Shaper_1 4.08 (  .72) c

30.278**

Shaper_2 3.75 (  .53) b

Shaper_3 2.08 (  .79) b

Shaper_4 1.67 (  .49) a

Shaper_5 4.83 (  .67) c

Table 10. Wearer comfort perceived when wearing 5 experimental body shapers

**p<.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지만 Shaper_1의 경우는 가슴 부위에서 압박감이 다른 

실험복들 보다 높게 ‘선호한다’고 평가되었고, 체형보

정 효과도 젖가슴아래둘레, 허리둘레, 배꼽수준허리

둘레, 배꼽아래7cm수준둘레 치수항목 모두에서 골고

루 높게 나타나 심리적으로 착용 쾌적감에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보인다. 의복으로 인체를 압박할 때 동일한 

의복압을 적용한다 해도 상의인지 하의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고 동일 인체계측항목에 대해서도 전

면, 측면 또는 후면 영역에 따라서도 ‘쾌적하다’, ‘불쾌

하다’와 같은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해서 

Wang et al.(2018)은 의복압에 의한 쾌적감의 한계 수

준(threshold)을 인체 영역별로 제안하였고, 그에 따르

면 상체에서 하체로 갈수록 의복압은 더 높은 수준에

서 쾌적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체의 영역

에서는 후면>측면>전면 순으로 더 높은 의복압을 적

용했을 때 쾌적감이 높다고 하였고, 가슴보다 복부에

서 더 높은 수준의 의복압을 적용했을 때 쾌적감이 높

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본 연

구에서 나타난 젖가슴아래둘레의 낮은 의복압에 따

른 높은 착용 쾌적감을 보인 결과와 함께 고려할 때, 밀

착형 의복 개발 시, 전면 가슴 부위에서의 낮은 의복압

은 착용 쾌적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체형보정용 원피스형 올인원 바디 셰이퍼

를 착용한 경험이 없는 40~50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시판용 원피스 형태의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을 착용

하고 의복압, 혈류 반응, 인체계측항목 둘레치수 변화

와 같은 기능성 평가와 주관적 착용 쾌적감 평가를 실

시하였다. 이와 같은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에 대한 

평가 연구는 파운데이션이 제공하는 의복압에 따른 착

용자의 혈류 반응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기

본적인 중년여성의 체형보정 효과를 충족시키면서 생

리적 반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복압 수준을 

도출하여 제안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

론과 결과는 유사한 의류 아이템 개발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합적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시판중인 5종의 체형보정용 원피스형 파운데

이션 Shaper_1~Shaper_5를 착용한 상태에서 부위별 

의복압 측정 결과는 실험복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Shaper_1은 1.13~1.75 kPa, Shaper_2는 1.22~1.81 

kPa, Shaper_3은 1.31~2.08 kPa, Shaper_4는 1.28~2.12 

kPa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Shaper_5는 1.08~1.66 kPa

로 5개 실험복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것은 실험복의 신

장률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장률이 가

장 적은 Shaper_4의 의복압이 가장 크게 측정되었다. 

실험복 내의 의복압의 차이는 Shaper_1~Shaper_5의 

순서대로 0.62 kPa, 0.59 kPa, 0.77 kPa, 0.84 kPa, 0.58 

kPa로 나와 Shaper_4의 경우가 가장 컸고 Shaper_2와 

Shaper_5는 유사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각 측정점 

위치에 따라서도 의복압은 실험복 간에 차이가 나타났

으나 모든 실험복에서 가장 높은 측정치를 보인 곳은 

어깨 스트랩 위치였고, 가장 낮은 곳은 전면 젖가슴아

래둘레 부위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측정점

은 실험복에 따라 순위가 다르게 나타났지만 전반적으

로 전면<후면<측면 순위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의복

압이 높게 측정되었다. 

둘째, 실험복 파운데이션을 착용함으로써 의복압이 

주어진 상태에서 피험자의 혈류 변화는 혈류량과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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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속도의 두 변인으로 관찰하였다. 혈류량과 혈류 속

도는 압박이 거의 없는 Control보다 Shaper_5가 11.8%, 

Shaper_1은 13.0%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검정에서 두 

실험복 모두 동일 그룹으로 Control과 차이가 크지 않

았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3종 실험복 Shaper_2

는 15.4%, Shaper_3은 16.3%, Shaper_4는 22.7%로 유

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혈류 속도는 Shaper_5 착

용 시 Control 대비 12.6% 감소하였으나 Control과 동

일 그룹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Shaper_5를 제외한 나

머지 실험복은 21.3~31.7%까지 유의미한 수준으로 

Control 대비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로써 체

형보정용 파운데이션의 의복압은 정도에 따라 혈류 반

응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 혈류 속도를 방해함으로 인

체의 생리적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인자

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신체 둘레치수 변화는 모든 실험복에서 유의

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체형보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체의 계측항목별로 체형보정 효과는 실험

복 간의 차이가 있었고, 대체로 의복압이 높을수록 둘

레치수가 줄어 체형보정 효과가 있었으나 반드시 의복

압이 높다고 해서 체형보정 효과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

었다. 이는 의복압을 볼 때 동일한 둘레에서라도 전면, 

측면, 후면 영역에 따라 의복압이 달라지고 동일한 압

력이 주어진다 해도 가압되는 인체 부분의 지방두께, 

근육, 뼈 등과 같은 인체를 구성하는 요소의 특성에 의

해 체형보정 효과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넷째, 주관적 착용감 평가에서 압박감은 실험복 간

의 차이가 있었고 Shaper_4와 3에 대해 대체로 가장 압

박감을 크게 느낌으로 ‘비선호’로 평가되었고, 착용 

쾌적감도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반면 의복압이 상대

적으로 가장 낮았던 Shaper_5와 1의 실험복은 전체 실

험복 압박감에 대해 4점대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

었고 착용 쾌적감 측면에서도 4점대로 높게 평가되었

다. 하지만 나머지 실험복은 압박감과 착용 쾌적감의 

점수 정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2~3점대로 대체로 압박

감도 높아 ‘불편하다’고 평가하였고 착용 쾌적감에서

도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은 의복압의 정

도가 혈류량, 혈류 속도, 체형보정 효과 및 주관적 쾌적

감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복

압에 따른 혈류 변화는 의복압 정도에 따라 인체에 생

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정 의복압을 도출

하는 연구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의복압은 선정

된 측정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 몇몇 측정된 의

복압만으로 인체 생리적 또는 심리적 반응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일한 둘레 위치에서 전면, 측

면, 후면 영역으로 나누어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는 방

법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시판 체형보

정용 파운데이션의 기능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와 주관적 착용감 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혈류에 방해

가 되지 않고 체형보정 효과도 우수하며 심리적으로 만

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실험복은 Shaper_5와 1이

고, 이들 파운데이션이 나타낸 의복압의 범위는 0.53~ 

1.77 kPa로 실험복 중 가장 적정 의복압인 것으로 제안

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는 시판용 체형보정용 파운

데이션의 의복압 측정과 둘레치수 변화 측정을 통해 생

리적 반응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쾌적하고 체형보정 

효과도 우수한 의복압 수준을 제안할 수 있었다.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중년여성을 위한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을 개발하고, 

연구의 결과는 개발 파운데이션의 성능 평가를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혈류 측정 시 단시간 

측정과 앉은 자세에서만 혈류 측정을 수행하였다는 것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발 의류에 대

한 성능 평가 시 장시간 착용과 다양한 자세 및 운동 시

에도 혈류를 측정하는 것이 제안된다. 이와 더불어 심

전도 또는 뇌파 등과 같은 생리적 요인의 측정을 통해 

체형보정용 파운데이션의 기능성을 더 세심하게 평

가하고 주관적 착용감 평가를 병행한다면 의복압에 

따른 생리적, 심리적 반응을 보다 심도 깊게 관찰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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