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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민 경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하반신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하반신 부위

별 형태의 특성에 적합한 스커트패턴 자동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하여 하반신 유형에 따른 타이트스커트 맞음새를 개선하고 의류산업에 있

어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 자동설계 생산방식을 제안함으로써 매스 커스

터마이제이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69세 성인 여성 592인을 대상으로 하반신 인체형상의 높이, 너

비, 두께, 둘레, 길이, 각도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하반신 인체형상의 외곽

을 감싸는 최외곽둘레선 프레임을 형성하였고 하반신 주요 부위와의 거리

를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표항목에 대한 각 지수와 각도 항목으

로 요인분석하여 하반신 형태를 구성하는 요인은 하반신 앞면형태, 허리․

배돌출형태, 엉덩이돌출형태에 관련된 요인으로 나누어졌다.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요인 점수로 군집분석을 하였으며 앞면(Front Type) 4유형, 허리․

배돌출(Side Front Type) 4유형, 엉덩이돌출(Side Back Type) 4유형에 대

한 예측 모형식을 개발하였다. 하반신 유형별 예측모형식은 3차원 형상이

각 유형에 포함될 확률을 산출하였고 이를 유형 특성을 정량화하는 지수로

제시하였다.

둘째, 3차원 인체형상의 체표패턴을 분석하여 하반신 유형에 따른 체표

패턴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이러한 차이를 타이트스커트 패턴 자동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하반신 유형별 예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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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의하여 분류된 206인의 3차원 스캔 형상의 앞면유형, 허리․배돌출유

형, 엉덩이돌출유형별 체표패턴을 추출하여 이를 세부 부위별로 분석하였

으며 유형별 차이가 있었다. 하반신 유형에 따라 옆선 다트비율, 앞․뒤허

리높이비율, 앞․뒤허리다트비율, 앞․뒤다트길이비율과 관련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준 유형에 대한 패턴의 부위별 특성과 기준

점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패턴변형 방식을 정의하였다. 타이트스커트 패턴

의 기준점은 하반신 유형별 형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직이동, 수평

이동, 회전으로 변형방법을 정의하였다. 변형량은 본 연구의 기준유형 체표

패턴 특성을 기준으로 차이에 해당하는 양을 변형량으로 설정하여 패턴변

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패턴 변형량은 하반신 부위별 유형 확률을 이

용하였으며, 개발된 각 유형별 알고리즘은 스커트패턴 자동설계 프로그램

에 적용하였다. 스커트패턴 자동설계와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변형 자동

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의류업체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반신 유형별 착

의대상 4인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실험복을 제작하였고, 피험자별 착용평

가, 전문가 관능평가, 공극량평가, 가상착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패턴변

형 알고리즘에 의하여 변형된 연구패턴이 기존 방식에 의한 비교패턴보다

맞음새가 우수하고 공극량이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스커트 설계방법에서 발생된 넙다리돌출유형과 허리․배돌출유형이 큰 체

형의 맞음새 문제점들은 엉덩이둘레 치수가 아닌 최외곽둘레 치수적용으로

맞음새를 개선하였다. 또한 각 부위별 세부 형태특성에 대한 앞․뒤허리다

트량비율, 앞․뒤허리높이비율, 옆선 다트량비율, 앞․뒤다트길이비율 차이

를 반영함으로써 개인별 체형의 단점이 보완되었으며 맞음새가 개선되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성인 여성 하반신 유형을 분류하고 하반신 부위별 형태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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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이트스커트 패턴에 반영할 수 있는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

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하

반신 형태분류에 있어 기존의 제한적인 하반신 유형분류 방식에 세부 부위

별 유형 조합에 의한 다양한 하반신 유형 분류 기준을 도입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하반신 유형별 예측모형식을 제시함으로써 부위

별 유형 특성을 정량화하여 패턴변형의 유형별 확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진다.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개발은 하반신 부위별 유형 특성

을 보유한 정도에 따라 패턴 변형량을 산출할 수 있어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의 맞춤화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패턴 자동설계 및

변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설계의 자동화 방안을

제안하여 의류산업에 있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의 활성화에 기

여할 것이다.

주요어 : 하반신 유형, 체표패턴, 패턴변형,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3차원 

인체 형상

학번 : 2009-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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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의류패션산업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과거 생산자 중심의 대량 생산 체계에서 벗어나 3차원 기술에 기반을 둔

고객지향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과 개별맞춤

(Made-To-Measure) 생산방식이 세계 의류산업의 새로운 생산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이수연. 2010; 조준우. 2010). 이처럼 맞춤양산형 매스 커스

터마이제이션과 MTM 의류제품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은 소비자들의 다양

한 개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 생산방식으로 의류산업의 새로운

거대 시장 창출을 위해 제안되는 시스템이다. 의류패션산업의 차세대 패러

다임인 맞춤 자동패턴설계 생산방식은 의류제품의 기획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 중 디자인․설계․생산 단계를 자동화함으로써 상품의 다양성과

고객화가 가능한 생산방식이다.

의류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류 시장을 확대하

기 위해 시장 세분화, 디자인의 차별화, 체형 적합화 등에 역점을 두고 고

객을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대응하고자 한다(하희정, 성옥진. 2006). 기성복

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족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인체의 특

성을 파악하여 맞음새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시행되고 있는

KS 의류치수에는 인체 치수를 중심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체형 특성을 만

족시키는데 한계점이 많다. 또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을 위해 현

단계에서는 의류업체의 기성복 패턴을 소비자 체형에 맞추는 과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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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에 따라 기성복 패턴에 반영할 형태특성 적용 기준과 디자인․스타

일이 변형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안의 하나로 기성복 의류산업의 입장에서도 체형에 적합하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가진 의복을 생산하기 위해 신체 크기만을 고려한 치수

규격보다는 먼저 인체의 부위별 형태요소를 포함한 과학적인 체형연구로

형태별로 치수규격을 분류하는 작업이 요구된다(이미란, 이정순. 2004). 인

체 유형별 형태 특성을 반영한 패턴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소비자의 개별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이 의류산업에서 안

정적인 시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에 적합한 품목으

로 제시되고 있는 남성복의 드레스 셔츠 체계화는 많이 시도되고 있으나,

여성복에서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 체계화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장성은. 2007). 이는 여성복이 남성정장에 비하여 비정형화된 스타일을 가

지고 있어 소비자의 디자인 선택 폭이 커 주문한 스타일을 개발하는데 소

요되는 시간이 비교적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복 의류 중에서 정확한

맞음새가 요구되면서 의복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정형화된 스타일을 갖고

있는 타이트스커트는 하반신 형태특성에 따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

에 적합한 의류 품목으로 평가된다. 성인 여성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타이

트스커트는 넓은 연령층에서 정장이나 사무복으로 애용되고 있지만(김정

숙. 1992; 조정미. 김혜경. 1992), 주로 20대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성화경,

최경미, 1997 ; 문명옥, 2001). 또한 중년 및 노년 여성에 대한 연구는 있지

만(문지연, 2002; 김금화, 최혜선, 2000; 심정희, 함옥상, 1996), 패턴과 연계

된 연구가 미흡하며, 젊은 기혼 여성 또는 Plus –Size 체형은 고객 지향

의 의복이 더욱 필요한 대상이지만 이들의 체형 분석과 패턴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하희정, 성옥진. 2006).

인체의 형태 변화는 연령에 따라 상반신보다 하반신이 크게 나타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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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마다 골격, 근육, 특히 피하지방층의 두께와 침착의 위치 및 자세로

인해 달라지므로 연령 증가에 따른 성인 여성의 형태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체의 3차원적 신체 크기와 함께 신체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최영림. 2008). 하지만 기성복 업체의 사이즈 체계

는 주로 분류가 비교적 용이한 인체의 크기에 의한 사이즈 분류만을 반영

하고 있어 기성복의 맞음새가 적합하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따

라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주문생산환경에서는 개인에 대한 의복의 맞음

새가 중요하므로 개인의 형태특성이 의복원형에 반영되어야함을 지적하였

다(박혜진. 1999). 여성 하반신의 유형분류에 대한 연구는 둘레, 두께, 너비,

길이, 높이, 옆면 각도 등의 직․간접 인체 측정치에 의한 요인분석과 군집

분석으로 분류하여 대부분 하반신 형태특성을 3～5가지로 유형화하였다(김

혜경, 임지영. 1999; 임지영. 2003; 이연순 등. 2008). 하지만 이와 같이 한

정된 유형분류에 의한 패턴 설계방법은 개인의 형태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의 하반신 유형에 보다 잘 맞는 의복을 제작하기 위

해서는 기존의 사이즈 기준인 기성복 패턴에 인체의 각 부위별 크기뿐만

아니라 형태, 곡률의 변화 등에 대한 앞면과 옆면 부위의 형태특성을 부위

별로 살펴보고 유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인체의 크

기와 형태의 특징을 수량화하여 패턴 자동설계와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의복 패턴에 하반신 형태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개인 인체 유형에

맞추어 패턴을 제도하는 방식으로 주로 인체의 부위별 측정치와 평면패턴

사이의 회귀식을 도출하여 의복 패턴의 형태를 예측하는 방식(양정은,

2004 ; 한미숙, 2004 ; 배주원, 2005 ; 서동애 등, 2006 ; Chan 등, 2005)이

있다. 그리고 3차원 인체 형상을 평면전개하여 체표패턴을 생성하는 방식

(McCartney 등, 1999 ; Kang & Kim, 2000 ; Griffey & Ashdown, 2006 ;

Yang & Zhang, 2007a)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 개인의 인체 유형에 맞는

의복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그레이딩 원리에 기초하여 기성복 생산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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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을 각 소비자의 하반신 유형에 맞추어 변형하는 방법이 생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Istook. 2002; Yang 등,

2007b). 즉, 하반신 각 부위별 유형과 기준유형에 대한 체표패턴 차이 분석

을 통하여 하반신 유형별 형태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개인별 맞춤 패턴 설계의 자동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

이다. 성인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의 패턴

자동설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착용자의 사이즈 구분에 관한 체격

정보, 패턴메이킹에 대한 형태특성에 대한 정보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 즉,

패턴 자동설계 시스템, 3차원 인체 스캔에 의한 인체치수 자동측정, 3차원

가상착의 등이 개발되어 서로 연계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필요에 의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의 하반신 형태를 앞

면과 옆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 체표패턴 특성

을 고찰하여 타이트스커트 패턴을 앞면과 옆면 형태의 특성에 따른 스커트

패턴 자동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인의 하반신 유형 분류, 하

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변형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패턴설계 프로그램을 연

계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을 위한 맞춤 패턴 자동설계 시스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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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하반신 유형을 분류하고 하반신 부위별 형태특성

에 적합한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타이트스커트 패턴 자동설계 및

변형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하

반신 유형에 적합한 기성복 패턴 생산의 자동화를 가능케 하여 매스 커스

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행할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내용 1] 하반신 유형을 분류한다.

1-1. 성인여성 하반신의 너비, 각도, 옆면 기준에 의한 앞․뒤두께, 인체 부

위별 단면 부위별 거리, 엉덩이의 처짐, 엉덩이 곡면 형태 등 하반신 

앞면과 옆면 형태를 구성하는 3차원적 인체형상 분석 요인을 추출 한

다.

1-2. 하반신 부위별 형태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의복의 맞음새에 영향

을 주는 하반신 앞면형태, 허리․배돌출형태, 엉덩이돌출형태에 대한 

부위별 하반신 유형을 분류한다.

1-3. 통계분석에 의해 분류된 각 부위별 유형 특성 결과, 하반신 각 부위별 

유형특성을 세분화하여 너비, 두께, 각도, 단면거리 등을 조합하여 하

반신 유형을 부위별로 정량화하는 예측모형식을 개발한다.

[연구내용 2] 하반신 부위별 형태적용 패턴변형 알고리즘 및 패턴 자동설

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1. 하반신 형태 유형별 3차원 형상 데이터를 평면화하여 체표패턴을 추

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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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체표패턴을 분석하여 하반신 부위별 형태 특성과 체표패턴의 부위별 

관련성을 고찰한다.

2-3. 하반신 기준 유형에 대하여 각 유형 특성에 따른 체표패턴의 부위별 

형태특성이 반영된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2-4. 개인별 치수에 의한 패턴설계와 하반신 유형에 의한 패턴변형이 가능

한 패턴 자동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별 하반신 형태특성을 반

영하는 패턴 자동설계 시스템으로 제안한다.

[연구내용 3] 패턴변형 알고리즘 및 패턴 자동설계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3-1. 스커트패턴 자동설계 프로그램에 의해 설계된 하반신 기준유형에 대

한 비교패턴의 실제 착의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유형에 대한 비교패턴

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3-2. 하반신 유형 특성이 다른 피험자를 선정하여 각 피험자에 따른 실제 

착의평가와 가상착의를 실시하여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검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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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1. 의류패션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Mass Customization)은 대량맞춤을 개념화하여

개인 소비자의 특성, 선호도에 탄력적 제조기능을 결합화한 것으로 1987년

Stanley M . Davis의 Future Perfect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매스 커스터마

이제이션의 대표주자인 B. Joseph Pine Ⅱ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대

량 (Mass)의 기초화에 개별화된(Customized) 상품을 개발하고 생산, 마케

팅, 배송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B. Joseph Pine Ⅱ, 1993). 이 용

어는 대량생산(Mass Production)과 고객화(Customization)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개별 고객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대량생산 방식은 효율성을 높이는 생산 방식으로 동질적인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인 반면, 매스 커스터마

이제이션은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별 고객의 욕구에 맞는 고객

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 방식을 말한다. 의류 제품에서 적용

될 때, 의류제품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은 대량생산 시스템을 이용

하여 낮은 원가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다양성을 높여 고객의 개별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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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피드백 순환고리(Pine, 199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개별 고객의 욕구

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생산 방식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화된 욕구를 만족시

켜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지오더(Easy Order)라는 방식으로 소개되어 제

조기술에 대한 젊은 인력의 외면으로 주문복 생산을 담당할 전문 기술자가

부족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지오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

다(김노호, 1999).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의 기호와 체형에 맞추어 의류를

제작하는 MTM(주문형 맞춤생산, 개별맞춤, Made-To-Measure) 방식으

로 소개되고 있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개성추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

는 수단으로 신사복 업계에 빠르게 확장되었다. 남성복 브랜드인 Brooks

Brothers 뉴욕 매장에서는 바디 스캐너를 통해 고객의 치수를 측정하고 쇼

룸에서 원하는 색상, 디자인, 직물 등을 선택해 3주 뒤에 ‘나만의 정장’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맞춤복업체 삼손(Samson)은 고

객의 신체 형태를 스캐너로 담아낸 뒤 이를 3D 이미지로 전송해 체형 특

성에 따른 정확한 옷을 만드는 3D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가상 원격

양장업체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내에는 1980년대 후반에 이지오더 생산방식이 도입되었으나 개별주문

생산된 의복의 가격이 기성복의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호응

도가 낮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객의 다양한 체형을 소화할 수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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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문제작 생산방식을 통하여 재고부담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이지

오더 양복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국내 기성복 업체에서 실

시하고 있는 이지오더 시스템은 남성복 정장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한정된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그레이딩 방식으로 변형하는 시스템으로

주문 제작된다. 이 방법은 고객의 체형요소를 완벽히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직까지는 수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 완벽한 자동화를 위

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자동 생산방식의 체계화

2.1. 어패럴 캐드에 의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의류패션 분야에서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연구들로는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Connel 등, 2002 ; Lee 등

2002 ; 박진아, 2003 ; 정인희, 2003 ; Choy & Locker, 2004 ; 양희순,

2005). 또한 개인 소비자의 사이즈와 인체 형태에 따른 패턴 설계와 생산

을 연계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박혜진(1999), 김혜수(2001), 서동애

등(2006)이 있다.

박혜진(1999)은 패턴 제도법을 컴퓨터 프로그램화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C++ 언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슬랙스 패턴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자동제도를 이용한 패턴 생성 방식은 패턴제도 과정 전체를 자동

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도법이 프로그램 상에 입력된 상태로 고

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양한 디자인의 옷

을 생산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김혜수(2001)는 설문조사에 의하여 중년 남성용 정장 상의의 개별주문

방식에 대한 생산 실태 파악을 통하여 기성복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체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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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고 그러한 체형특성에 맞는 개별 주문용 패턴을 제안하였다.

서동애 등(2006)은 인체의 형태 정보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남성복 재

킷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D 스캔 데이터를 평면으로 전개

하고 맞춤 재킷 패턴과 비교하여 그레이딩 포인트에서의 변화량을 측정하

였고 각 그레이딩 포인트별 회귀식을 산출하여 3D 스캔 데이터에서 남성

재킷 패턴을 제작할 수 있는 패턴 설계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소비자 체형에 맞는 의복 패턴을 제작하기 위하여

MTM CAD를 이용하여 맞춤패턴 생산을 제안하는 방법(임호선, 2003), 3

차원 형상 데이터를 평면화하여 평면 패턴을 생성하는 방법(Griffey et al,

2006)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회귀식에 의하여 그레이딩

포인트별로 원형을 변형하는 방법(김소라, 2001 ; 서은숙, 2003 ; 서동애

등, 2006)이 대부분이었다. 회귀식에 의한 그레이딩 변형 방법은 패턴을 사

이즈 단계에 맞추어 X, Y축으로 동일한 비율로 변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인체의 형태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Istook(2002)은 어패럴 CAD에 의한 패턴 변형으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

션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어패럴 캐드 시스템들은

자동으로 개인의 치수를 반영하여 패턴을 변형함으로써 매스 커스터마이제

이션을 실행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캐드 시스템의

내부 구조 차이에 의해서 자동 변형을 하기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요구되었

고, 이를 위하여 캐드 시스템에서 의복의 자동 맞춤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그림 2). 패턴 변형 알고리즘은 패턴이 변형되는 양 뿐만 아니

라 패턴의 각 점들이 이동하는 방향을 맞추어 다양한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체형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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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패턴변형기법 개발 예 (Istook, 2002)

Apeagyei & Oteino(2007)는 의류산업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있어

어패럴 캐드 시스템의 활용과 기술적 수준을 조사하였다. 현재의 어패럴

캐드 시스템은 소비자 체형을 반영한 의복 패턴 변형, 3차원 스캔 데이터

의 사이즈 측정, 3차원 가상 시뮬레이션과 착의 공극량 평가 등 3차원 형

상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가상 착의에 의한 맞음새 평가는 여

전히 실험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의복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

션 생산을 위해서는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이 실제 착의상태를 정확하게 반

영하여 완성 제품의 맞음새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레이딩 기법에 기초한 패턴변형 연구들은 그레이딩 룰의

개발뿐만 아니라 패턴 변형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어패럴 캐드 시스템 역시, 기존

의 그레이딩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체형 특성별 패턴변형 방법을 제공하거

나 패턴변형의 자동화, 가상 착의 시뮬레이션 등 의류산업에 있어 매스 커

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의 실행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기성복 패

턴에 인체의 형태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기준 패턴에서 개인의 인체 특성

차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의 형

태특성에 의한 패턴 자동설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기성복의 표준 패턴



- 12 -

에 대한 소비자 개인의 유형에 따른 패턴 자동변형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2. 3차원 가상 착의 시스템 적용에 의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최근 들어 3차원 인체 스캐너의 상용화, 3차원 인체 바디 모델의 표현기

법의 개발, 3차원 인체측정, 3차원 가상 드레이핑 알고리즘, 3차원 패턴 등

이 개발되고, 이들 기술이 웹기반 응용 기술이나 정보통신 기술 등에 접목

되면서 본격적으로 3차원 디지털 기술을 패션산업에의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체측정 데이터로부터 각 개인의 원형을 제작함으로써 주문형 맞춤생산

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체에 적합한 의복을 제시할 수 있다. 그

일환으로 MTM 테일러링과 e-Business 분야에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가상착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의복착의

편리성과 웹상에서도 소비자의 의복 맞음새를 검토할 수 있는 노력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패션 디자이너들이 아바

타 패션 및 자신만의 매장을 디자인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으며

의류산업에 MTM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방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

이다.

패션산업에 IT 기술이 접목된 3차원 가상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

년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외

에서 개발된 3차원 데이터에 기반을 둔 3D 착장시스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Lectra 3D 착장시스템, 테크노아(TECHNOA)의 i-Designer, Optitex,

3D PAD, D&M Technology의 NARCIS, 서울대학교의 Digital Clothing

Center에서 개발한 DC Suite, (주)클로 버추얼패션의 CLO 3D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국내에서도 맞춤형 제작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CAD

기술의 개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용 분야에 대한 연구 사업이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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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어져 오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

구가 다양하게 발표되었으나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

및 가상착의를 통한 패션분야에 있어서 실제적인 활용과 그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양정은, 김숙진(2006)은 3D 의상 모델링소프트웨어

QUALOTH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가상모델의 착의 평가는 디자인 분야에

서의 사용 가능성과는 달리 현재까지는 근소한 패턴의 수치차이의 불인식

과 랜더링 시 속도의 문제, 의상캐드와의 호환성, 조작 기능의 단축 및 안

정성, 권장 컴퓨터 사양 환경에서만 작업해야 하는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

고 하였다. 하지만 근소한 차이로 착용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패턴 및

소재로 인한 밀착성 등의 문제해결방안이 프로그램에 보완된다면 실제로

의상을 제작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착의 평가가 더욱 편

리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3D의상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통

한 온라인 시장에도 웹을 통한 MTM 방식으로 이어지는 마케팅으로 중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하였다.

강인애(2007)는 3D 의상 CAD의 발전적인 개발을 위하여 기본 시스템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i-Designer와 NARCIS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박근혜(2007)는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예

측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20대 비만

체형 여성을 대상으로 플레어스커트의 폭과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

지를 요인분석을 통해 실제착의와 가상착의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주현(2007)은 NARCIS를 이용하여 실제착의와 가상착의를 비교해봄으

로써 가상착의의 표현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NARCIS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교결과 가상착의에서 의복에 작용하는 힘이 실제와 차이를 보여

착의 공극량에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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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2009)은 3D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3D CAD System에서 활용이

가능한 3D 바디 모델을 실제 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된 3D 의복

모델로부터 2D 평면 패턴을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이를 드레

이프가 있는 드레스 제작과정을 통해 3D 의복 제작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3D 의복 모델과 3D 인체의 가상 착의를 디자인 단계

에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고영아(2009)는 실제 의복을 3D 상으로 표현한 시각적 평가를 통해 시제

품 생산 공정에서 가상의복이 실제의상을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하

여 실제의상을 대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색상과 재질에 관한

표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외관평가에만 의존하여 3D 가상의상과

실제의상을 동시에 비교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탁성은(2007)은 의류산업을 작업 단계별 3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단계

별 디지털 기술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을 사용

하여 패션디자인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앞으로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 연구

하였다. 이 연구에서 3차원 가상 착의 시스템이 가상으로 디자인 단계를

접근함으로써 실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수작업보다 빨리 결과물을 시

각적으로 비교,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최진(2008)은 i-Designer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제와 가상으로 병행하

여 실시된 착의평가 유의성 검증 결과, 실제와 가상 착의평가의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아 가상 착의평가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회음부와 같이 3차원 스캔 형상의 손실이 큰 부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는 가상 착의평가의 여유량 및 공극량 평가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

에 의한 착의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상의 연구들과 같이, 최근 의류학 분야에서는 3차원 가상착의를 이용

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및 MTM 방식과의 연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맞음새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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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및 디자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제품

생산 전에 고객의 가상 모델에게 착용시켜 컴퓨터상에서 착의평가가 이루

어 질 수 있다면 실제 샘플 제작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합리적인 생산시스템을 유지하며, 고객의 체형 특성으로 인한 인체 적합성

과 반품율 증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인체의 형태특성에 따른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적합성

검증에 3차원 가상착의를 연계하여 가상공간에서의 시각적 맞음새 평가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하반신 유형에 대한 고찰

의복구성학 분야에서의 체형연구는 주로 기성복 산업에 있어 소비자의

치수 불만족을 줄이고 인체의 크기에 대한 고려와 인체의 형태적 요소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치수 규격을 목적으로 인체를 유형화하는 연

구를 진행해왔다. 특히 3차원 인체 스캔 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인체의 부

위별 상세 치수는 물론, 3차원 형상을 이용한 체형 유형화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체형 분석의 기준에 있어서는 대부분 과거의 2차원적인

인체 분석 기준이 반복되고 있어 3차원 스캔에 의하여 획득된 인체의 3차

원 형상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존 연구의 체형 분석 기준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3차원 형

상에 대한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하반신 유형분류를 위해 측정된 데이터

의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체형분석의 기준으로 옆면기준선(Plumb Line), 앞뒤 수



- 16 -

직선, 사각형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기준선에 의한 체형 분석 연구들은 귀

구슬점에서 내린 수직선, 허리옆점에서 내린 수직선, 또는 발길이의 이등분

수직선을 기준선으로 하여 인체의 옆면 형상을 숙이거나 젖혀진 체형으로

분류하였다. 앞뒤 수직선에 의한 체형 분석 연구는 인체의 앞, 뒷면에서 가

장 돌출된 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리고 인체의 각 부위가 이 수직선과

갖는 공간 특성에 의하여 체형을 분석하였다. 하반신 옆면의 형태적 분석

을 위한 측정 기준선으로 정명숙․이순원(1998)은 발길이의 2등분선에서

위로 수직선을 그어 설정하였으며, 성화경 등(1997), 임지영(2003)은 허리두

께의 이등분점을 지나는 수직선으로 설정하였다. Song(2011)은 배최대돌출

과 엉덩이최대돌출점의 이등분점을 지나는 수직선에 의한 배돌출특성과 엉

덩이돌출특성을 분석하였다. 3차원 스캔 데이터의 경우 레이저 카메라의

특성에 의하여 발부위의 형상 데이터가 완전하기 어려워 측정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허리중

심점 또는 앞․뒤 최대돌출 이등분점에 의한 하반신 체형 분석법을 사용하

고 있다(최영림, 2008).

대부분의 하반신 체형 유형들은 직접측정과 간접측정을 이용한 체형 분

석이 많았으며, 3차원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접측정치 뿐만 아니라 3차원

형상을 이용한 체형 분석들이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3차원 인체 스캔 데이

터를 이용한 각도측정을 활용한 하반신 형태분석도 이뤄지고 있다(그림 3).

[그림 3] 엉덩이형태 분석 예 (조영숙,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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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정희경(2005)은 국내외 인대를 대상으로 의복 형상을 연구함에

있어 스커트 입체 조형의 기준이 되는 인대의 하반신 형태를 분석하기 위

해 3차원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직․수평단면 분석법을 활용하여 앞면

과 옆면에 대한 하반신 인대 유형을 분류하였다.

Loker 등 (2005) 등은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부위별 단면을 측

정하여 단면특성에 의한 측정치의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5가지 군집으로 하

반신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유형별 횡단면 분석과 시각적 분석으로 군집별

유형을 제시하였다(그림 4).

이처럼 최근 컴퓨터의 급격한 발달로 3차원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

들이 진행되면서(이명희, 정희경. 2005; 조영숙. 2009; Loker. et al. 2005),

인체의 단면 형상을 이용한 체형 분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민

경 2009; 김선영. 2009; 신주영. 2009). 단면분석은 체형의 형태 분석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부위별 단면 중합에 의한 거리차 측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군집 1

군집 2

사이즈별 
단면 형태 
차이 분석

[그림 4] 단면분석에 의한 하반신 유형 비교 (Loker 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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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적 분석 기준에 3차원적 개념을 도입하여 의복을 인체를 감싸는 통

으로 파악한 연구에는 三吉滿智子(2002)와 安東武男(2002)의 연구가 있다.

三吉滿智子(2002)는 <그림 5>와 같이 인체의 하반신을 감싸는 가장 단순

한 형태로 인체의 바깥쪽 돌출부에 닿는 통모양을 설정하여 하반신 원형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러한 외곽둘레는 하반신 원형으로써 인체의 수평단면

중합도에서 외곽을 연결하여 추출할 수 있으며 인체를 감싸는 의복을 체형

분석의 틀로 설정한데에 의미가 있다.

[그림 5] 하반신최외곽둘레에 의한 스커트의 기본 입체와 

수평단면 중합도 (三吉滿智子. 2002)

이상의 선행연구와 같이 옆면의 기준선 및 부위별 체형 분석 연구는 기

존의 2차원적인 인체 형상 정보, 즉 인체의 실루엣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인체의 바깥쪽 돌출부에 닿는 통모양에 의한 체형 분석 연

구는 인체를 분석하는 틀로 인체를 둘러싼 외곽포의 개념을 각각 수직선과

타원형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3차원 스캐너의 도입으로 최외곽둘레선에 의

한 타원형 프레임에 대한 부위별 단면과의 거리, 공간량에 의한 체형 분석

이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반신 체형특성 분석을 위하여 옆면기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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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과 후면의 형태적 특성 분석과 의복을 인체의 앞, 옆, 뒷면의 최외곽둘

레선을 감싸는 프레임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프레임을 기준으로 주요 부위

별 인체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3차원적인 형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또

한 하반신 앞면과 후면의 형태적 분석을 위한 측정 기준선은 Song 등

(2011)의 배앞돌출점과 엉덩이최대돌출점의 Z좌표값을 이용하여 배돌출점

과 엉덩이돌출점 사이의 중간 지점을 이용하여 앞두께와 뒤두께를 측정하

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옆면 기준점 설정방법들

을 반영하여 옆면 기준에 따른 앞․뒤 인체치수를 측정하여 하반신 유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반신 유형 분류는 인체의 다양한 형태를 앞면․뒤면․옆면으로 나누어

몇 개의 유형으로 요약하고 종합하여 분류한 연구와 부위별로 본 연구가

있다. 이는 개인별 하반신 유형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하반신

의복원형 설계를 위해서 하반신을 부위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형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였다. Rasband(1994)는 하반신 유형에 따른 슬랙스와 스커

트의 보정법을 설명하기 위해 인체의 맞음새에 영향을 주는 하반신 형태를

부위별로 설명하였다. Rasband(1994)는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실루엣뿐만

아니라 다리형태에 따른 분류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Rasband와 비슷한 분류로는 Singer(1987)가 자세한 허리형태

(Waist Contour), 엉덩이형태(Hip Contour), 넙다리형태(Thigh Contour),

배옆면형태(Abdomen Profile), 엉덩이옆면형태(Seat Profile)의 5가지에 대

해 각각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정란 등(2008)는 출산에 따른 30대 여성의 하반신 형태 연구로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여성 128명을 대상으로 직접․간접인체 측정을 실시하여

허리에서 엉덩이부위까지의 하반신 체형 특성을 고찰하였다. 드롭을 기준

으로 하반신 유형별 특징을 밝히고, 이를 다시 엉덩이돌출정도를 나타내는

엉덩이윗면각도와 엉덩이길이를 변수로 하여 5유형으로 나누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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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유형5

Ap형 Am형 Nm형 Hm형 Hf형
W:허리높이  A:배높이  H:엉덩이높이  C:샅높이

[그림 6] 하반신 유형별 앞면․옆면 실루엣 (이정란 등. 2008)

1차․2차원적인 치수측정에 3차원적인 측정방법이 함께 반영됨으로써 복

잡한 인체의 형태적 특징을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면서 보다 정

확한 유형분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측정방법과

도구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인체를 측정, 관찰하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

및 자료를 단순 기초통계적인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다변량분석

(Multivariate Analysis)을 적용하여 하반신 유형화에 기초가 되는 신체특

성을 추출하거나 또는 연령적 변화를 파악하는 시도가 여러 방법으로 진행

되고 있다. 의복구성학 분야에서는 체형을 분류하는 연구방법으로는 시각

적 관찰에 의한 방법과 측정치에 의한 통계분석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

다. 시각적 관찰에 의한 체형 분류는 먼저 바른 체형이나 표준체형을 선정

한 후 이를 기준으로 다른 유형과 구분하고 있다. 통계적 분석에 의한 유

형 분류는 인체의 수직․수평 크기 및 자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을 적용한 연구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많은 인체 측정

항목 중에서 형태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도출하여 몇 개의 특징적 유형으

로 집단화하는 군집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을 분류한다. 하반신 유형은

인체 여러 부위의 수직크기와 수평크기 및 자세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입체

적 형상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체형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서 다변량분석

을 적용한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반신 유형 분류는 주로 인체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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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인분석하고 요인점수를 군집 분석하는 방식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연

구들이 발표되었으며, 연구자에 따른 하반신 유형 분류 연구는 <표 1>과

같다.

하반신에 관한 연구는 20대 젊은 여성층을 위한 연구들이 많았으며(성화

경 등. 1997; 이영주 등. 1997; 조정미, 1992), 중년여성과 노년여성에 대한

체형분류와 이에 따른 패턴 설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선행연구의 다양한 하반신 유형 분류 연구들에서와 같이 하반신의 유형

화 방법으로는 직․간접 측정치에 대해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으로 유형분류

대상을 몇 개의 집단으로 묶어주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을 사용하여 유

형분류에 기여도가 높은 항목을 찾아 그 항목들을 독립변수로 한 판별함수

로 개인의 유형을 판별하기도 하였다(정명숙. 1994). 체형연구와 관련된 선

행연구들은 체형평가 대상이 어떤 유형인지를 식별하는 분석법으로 판별분

석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판별분석은 종속변수가 단지 이변량일 경우

그 현상을 예측하는데 적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로지

스틱 회귀분석법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이변량에 대한 발생 비율과 전반

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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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분류대상
인체
측정
방법

유형분류

성화경 등
(1997)

18~24세 
여성

직접
간접

하반신 전후면 유형은 5가지로 분류(굴곡형, 밋밋한 사
각형, 서양배형, 피망형, 납작한 일자형).
하반신 옆면 유형은 4가지로 분류(짧은 편평형, 긴 편평
형, 큰 항아리형, 오리엉덩이형).

이영주 등
(1997)

20대 
여성

직접
간접

유형1.후면이 다이아몬드형, 옆면은 정체형.
유형2. 허약한 체형. 옆이 납작하며 엉덩이가 나오고 처
진 유형.
유형3. 옆면이 반신인 체형으로 높이항목과 길이 항목이 
작은 유형
유형4. 옆면이 전경체형
유형5. 비만한 체형으로 횡적 크기가 가장 큰 유형.

임희경․
문명옥

 (1998)

중년여성
 

35～59세

직접
간접

옆면 유형 분류
유형1. 3유형 중에서 가장 크고 하반신 옆면두께(뒤)값
이 커서 귀구슬선을 기준으로 뒤로 치우친 체형.
유형2. 하반신의 횡적크기를 나타내는 항목들이 가장 작
은 값을 가진 체형.
유형3. 하반신의 횡적크기를 나타내는 항목들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고 키가 가장 작아 아랫배의 돌출이 두드러
지고 엉덩이가 밋밋한 체형.

정명숙․
이순원
(1998)

성인여성(
18~49세

)

직접
간접

4유형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각 유형의 특징을 점수화.
유형1. 가장 굵고 길이는 중정도의 하반신.
유형2. 굵기는 두 번째, 길이는 짧은 하반신.
유형3. 가장 길고 허리에서 넓적다리부위까지의 굵기가 
중하의 굵기인  하반신.
유형4. 가장 마르고 짧은 하반신.

이수정․
홍정민
(1999)

성인여성
(미혼, 
기혼)

직접
미혼여성 3유형(마름모형, 후충실형, 사각형)
기혼여성 5유형(마름모형, 항아리형, 사각형의 오리궁둥
이형, 복부가 나온 마름모형, 짧고 통통한 항아리형)

이진희
(2000)

30~59세 
비만 여성

직접
간접

유형1. 하반신 두께, 너비는 가장 작으면서 다리가 길고, 
엉덩이가 돌출된 형태
유형2. 다리가 비교적 짧으면서 엉덩이길이는 길고, 다리
하부가 비만인 체형.
유형3. 다리가 길고, 엉덩이부위는 비만이고 넓적다리부
위도 비만인 체형.

박정희․
홍정민
(2003)

20대 
초반 

여대생

직접
간접

유형1. 비만도가 낮으면서 허리와 엉덩이의 굴곡이 현저
한 체형.
유형2. 비만도가 가장 높으면서 엉덩이길이와 앞뒤 밑위
길이가 짧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볼 때 다리가 긴 체형.
유형3. 하반신의 높이와 길이가 길고, 허리와 엉덩이의 
굴곡이 적은 가늘고 긴 체형.

이연순 등
(2008)

20대 
여성

직접
유형1. 앞면 실루엣이 크고 허리가 둥근 체형.
유형2. 허리가 편평하고 엉덩이가 튀어나온 체형.
유형3. 세 유형 중 허리편평율이 중간이 체형.

[표 1] 하반신 유형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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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분류대상
인체
측정
방법

유형분류

이정란 등
(2008)

30대 
기혼여성

직접
간접

허리에서 엉덩이부위까지의 하반신 드롭에 의한 체형 고
찰.
허리가 가는 체형, 보통체형, 허리가 굵은 체형에 대하여 
각각 큰형․평균형․작은형으로 분류

최진․도월희
 (2008)

성인여성
20~30대

3차원 
인체측

정

유형1. 대부분의 항목에서 중간 값, 넙다리부위 항목은 
높은 값을 나타내는 유형.
유형2. 하반신 비만요인인 둘레 항목들이 높은 값을 나
타내고 있으며, 허리와 엉덩이너비의 차와 하드롭의 차이
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는 유형.
유형3은 세 유형 중 키가 가장 크고 하반신의 비율이 길
며, 마른체형의 유형.

J. Y. Lee. 
등 (2007)

미국과 
한국여성 

18세 
이상

3차원 
측정

성인 여성의 전신에 대한 체형 분류로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미국과 한국의 성인 여성의 체형을 비교.

H. K. Song 
& S. P. 

Ashdown 
(2011)

18~35세 
성인여성

3차원 
측정

자동맞춤을 위한 하반신 인체 형태 분류로 너비, 앞뒤두
께, 앞뒤호길이 등의 치수로 하반신 유형을 3가지로 분
류.

[표 1(계속)] 하반신 유형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1>에 정의한 연구자에 따른 하반신 유형 연구

방법을 참고하여 인체의 프로포션을 나타내는 지수치와 인체의 형태를 나

타내는 변수들을 기초로 하여, 하반신 형태특성을 분류하는 다양한 변수들

로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함으로써 하반신 부위별 유형특성을 분류하였

다. 분류된 유형별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제시하여 하반신 유형의

형태적 특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체표패턴 분석과 단면 부위

별 거리차이 분석을 통해 패턴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다트량․

다트위치 설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 제시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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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3차원 형상의 평면전개 고찰

3차원인 인체의 평면 형상은 의복 패턴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정확

한 원형을 획득하기 위하여 연구되고 있다. 3차원 스캐너의 도입 이전에는

드레이핑에 의한 체표면의 형상 추출, 인체의 부위별 비율에 의한 패턴 제

도식으로 평면원형 구성, 인체 레플리카를 이용한 체표 전개도 추출 등의

방법으로 인체 표면의 평면 형상을 연구해왔다. 1990년대부터 3차원 인체

스캐너를 이용한 측정이 점차 증가하면서 인체 스캔 데이터를 이용하여 체

표면의 평면도를 추출하거나 원형을 제작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3

차원 입체의 2차원 평면화 방법은 크게 삼각 또는 사각 메쉬의 전개, 3차

원 상에 설정된 Wireframe에 의한 전개(그림 7), Virtual Scissoring 방법

에 의한 전개(그림 8) 등으로 분류하였다(Park, Lee. 2011).

정연희 등(2005)는 3차원 형상을 삼각단순화(Triangle Simplification)와

Runge-Kutta 방법을 이용하여 3차원의 스캔 정보를 2차원 평면화하는 프

로그램 2C-AN을 제시하여 3차원 인체형상의 효율적인 2차원 평면화 방법

을 제시하였다(그림 9).

[그림 7] 상반신 3차원 형상 평면전개를 통한 바디스 원형 개발

(Yang Yunchu. 2007)



- 25 -

[그림 8] Virtual scissoring 방법에 의한 평면전개(Cho et al., 2006)

분할된 3차원 TS의 자유 낙하, 평면화 삼각조각의 조합

[그림 9] 2C-AN의 삼각조각 평면화 과정(정연희 등. 2005)

3차원 형상의 평면전개에 관한 연구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는 3차원 인체

표면의 평면전개에 의한 패턴 생성은 인체의 입체적인 체형 특성이 반영된

체표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 체표패턴을 기성복 패턴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나 인체의 3차원적 형상과 2차원적 의복 패턴 사이

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체표패턴을 생성하는 Grid Method(최영림 등. 2006; 최명해 등. 2007; 윤

미경 등. 2007)방법 등은 측정과 분석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다수의 피

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한계점이 많다. 따라서 최영림(2008)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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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불규칙하게 구성되어 평면전개의 자동화를 이루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하여 Patternmaker2008을 개발하였으며, 의복모델에 의한 체표패

턴을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그림 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3차원 인체 형상의 체표패턴 자동 평면화

를 위하여 3차원 형상의 주요 측정점을 기준으로 단면을 추출하여 재구성

된 체표면을 자동 평면전개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하반신 형태특징에

따른 체표패턴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림 10] 의복모델을 이용한 3차원 형상의 평면전개(최영림. 2008)



- 27 -

연구자 평면전개 방법 비고

Okabe 등
(1992)

3차원 형상 위에 의복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평면전개

McCartne
y 등

(1999)

3차원 버텍스(vertex)들간의 힘의 최소화
를 통해서 삼각 표면을 2차원 패턴으로 
평면 전개

3차원 표면은 
D e l a u n a y 
triangulation를 이
용하여 삼각형 메쉬
로 변환

Kang 
․ Kim

(2000)

격자를 이용하여 의복의 3차원 모형을 구
성하여 각 격자 교차점의 위상적인 관계
와 절대적인 공간좌표를 얻어 원형으로 
전개

접촉식 스캐너에 의
한 체표면의 격자 
생성

김성민․강태
진

(1999)

3D 좌표를 입력하여 핏존을 완성시킨 후 
fit zone. fashion zone을 완성하여 디자
인에 따른 자동 패턴으로 활용

파라메트릭 바디를 
활용하여 체표면 생
성

Wang 등
(2003)

3차원 버텍스(vertex)가 스프링의 힘에 
의해 더 나은 위치로 이동하도록 이끌어
주며, 또한 계산 시간을 최소화

spring-mass 시스
템을 사용하여 
McCartney의 알고
리즘을 향상

서동애, 
천종숙
(2004)

스캔된 인체 형상데이터에 수직과 수평의 
polyline으로 변환, 기준선과 기준점을 설
정하여 AutoCAD에서 앞․뒤판으로 평면전
개

기본원형 패턴이나 
재킷패턴으로 변환 
가능

정연희 등
(2006)

3차원 인체스캔 데이터를 구획화하여 
Runge-kutta method에 의하여 자유낙
하 함으로써 평면전개

T r i a n g l e 
Simplification에 의
하여 삼각조각을 단
순화

Cho 등
(2006)

드레이핑 기법을 3차원 형상에 적용하여 
평면전개. 직물의 전단에 대한 한계각도를 
제어함으로써 직물이 구부러지는 현상을 
막고 제어.

직물격자를 수직, 수
평의 기준으로 삼음

Griffey 등
(2006)

지질학적 지도와 같이 하반신의 가장 좁
은 둘레와 가장 넓은 둘레 치수 사이의 
구간을 전개하는 스커트 패턴의 자동제도 
방법을 개발

형상 특성에 따른 
다트량과 다트 위치 
자동 설정

Petrak 등
(2006)

computer-generated body model 위에 
구성한 의복을 3차원 커팅을 이용하여 변
형함으로써 2차원 패턴으로 전개

[표 2] 3차원 형상의 평면전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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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평면전개 방법 비고

정미애
(2007)

성인 남자의 3차원 형상자료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파라메트릭 바디를 생성한 후 
세미 타이트 기본 원형으로 평면 전개하
여 착용실험

성인 남성 하반신을 
대상으로 

윤미경 등
(2007)

성인 여성 대표체형에 그리드를 생성한 
후 평면 전개하여 밀착 슬랙스인 누드패
턴을 개발

성인 여자 하반신을 
대상으로 체표길이
에 의한 전개

최명해
(2007)

Grid method를 이용하여 3차원 인체형상
을 평면 전개함으로써 체형 유형에 따른 
평면패턴의 특성 비교

남성상반신 평면전
개의 기준 제시

Choi 등
(2007)

Grid method에 의하여 3차원 인체 상에 
격자형 커브를 생성하고 커브의 길이에 
의하여 평면 삼각형을 생성

체표길이에 의한 평
면전개

Yang․Zhan
g

(2007a)

체표면을 10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3차
원 wireframe을 생성하여 인체 형상에 
적합화시킨 후 체표면의 주요 커브의 길
이를 유지하여 평면전개

Bunka원형의 절개
선과 수직, 수평기준
을 유지

Daanen․Ho
ng

(2008)

덩이부위 3차원 형상을 단순화하여 이를 
평면 전개

타이트스커트 패턴
개발

[표 2(계속)] 3차원 형상의 평면전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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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타이트스커트 패턴에 관한 고찰

스커트는 의복의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의복으로 동작에 지장이 없을 정

도의 여유분이나 기능적 디테일을 고려해야한다. 신체에 적합한 스커트 패

턴제작을 위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1. 스커트 패턴 설계를 위한 하반신 체표의 기능분포

체표는 한 장으로 연결된 피부에 덥혀져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복 설계를 전제로 하여 인체를 살펴보면, 그 체표상에 4종류의

기능으로 구분되며, 각각 피트 죤(Fit-Zone), 액션 죤(Action-Zone), 프리

죤(Free-Zone), 디자인 죤(Design-Zone)으로 설정할 수 있다(中澤. 1999.

그림 11).

의복의 착용감, 적합성, 드레이프의 효과 등은 옷감이 걸쳐지는 인체의

부위, 즉 피트죤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하반신의 피트죤은 허리선

을 기점으로 하여 앞면의 배부위, 뒤면의 엉덩이부위를 연결하는 라인의

범위이다. 이 부분은 슬랙스, 스커트의 허리가 피트되는 부위인 지지부에서

이루어지므로 하반신 의복은 대부분 이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적합성이

요구된다. 하반신의 액션죤은 피트죤에서 밑위 밑에 해당되는 프리죤까지

의 범위이다. 하반신의 디자인죤은 밑위의 프리죤에서 바닥까지의 범위이

다. 주로 스커트, 바지의 길이, 너비 등 모양의 미적 효과에 대한 표현죤이

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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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의복설계를 위한 체표상의 기능분포(中澤. 1999)

2. 타이트스커트 패턴 설계 원리 

스커트는 여성의 대표적인 하반신 의복으로써 허리, 배, 엉덩이, 넙다리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능성과 심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되

어야 한다(홍순태. 1993). 스커트는 다트량이나 옆선 및 허리선의 위치에

따라 맞음새가 크게 좌우 되는데 평균적 치수나 형태도 중요하지만 특히

개인차가 다양한 하반신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형태적 특징을 고

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스커트 원형 설계 시 반영되었던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치마길이, 엉덩이 길이 치수들은 스커트패턴 제도 시

개인의 형태적 특성과 패턴변형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스커트는 다양한 실루엣의 스타일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타이트스커

트는 허리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피트(Fit)되고 엉덩이돌출선부터 밑단까지

는 직선인 H-라인 실루엣 스커트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변형될 수 있는 기

본 패턴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타이트스커트는 신체 밀착형 의복으로 하

반신 실루엣을 가장 많이 보이는 의복인 동시에 하반신 동작을 구속하여

피로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실루엣을 유지하기 위한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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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국내에 출판되어 있는 의복구성 교재에서의 스커트 패턴은 각기 다양한

패턴 제도법을 제시하고 있으며(표 3), 대부분의 제도법은 20대 표준체형을

대상으로 한 방법으로 중년․노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법을 제시한 경

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20대 표준체형을 대상으로 한 패턴제도법으로는 성

인여성의 다양한 연령층과 형태특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

대 표준유형만을 대상으로 한 제도법이 아닌, 성인 여성들의 다양한 형태

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에 대한 여유분, 다트량, 다트위치, 허리

선의 경사, 옆선 설정 등에 대한 스커트 패턴제작의 정량적 기준이 필요하

다. 또한 모든 패턴 교재들은 표준체형에 대한 제도법에 차이가 있었으며,

맞음새 보정작업 또한 정량적 기준이 아닌 대략적인 정성적 표현으로 제시

하여 자동맞춤 생산방식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남윤자 등. 2007; 三吉

滿智子. 2002).

현재 대부분의 패턴 제도법은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제도를 하지만, 인

체 옆외곽선의 최대돌출점 위치가 넙다리쪽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엉덩이

둘레가 아닌 하반신 전체의 외곽둘레를 적용하여야 한다(三吉滿智子.

2002). 하반신 전체의 외곽둘레는 인체단면도(수평단면중합도)에 의해 구할

수 있으며, 단면도에서의 하반신 전체 외곽둘레는 타원에 가까운 모양을

보인다. 하반신 전체 외곽둘레는 비만, 두께, 너비 등의 형태적 특성에 따

라 차이를 보이므로 하반신 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여유량이 최소인 타이트스커트의 경우는 스커트를 지지하는 피트

죤, 활동영역인 액션죤 뿐만 아니라 넙다리둘레를 감싸는 프리죤과 디자인

죤에서도 여유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맞음새 불만족이 다른 스타일의

스커트보다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하반신 표준유형을 기준한 패턴으로 제

작된 의복은 모든 체형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맞춤복생산과정에서는

패턴 설계 후 가봉의 단계를 통해서 맞음새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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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스커트 패턴 제도법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옆선위치설정

남윤자 등
(2010)

뒤
W/4+(0.3~0.4)-0.2+다트
치수 

H/2+1~1.4

H/4+(0.5~0.7)+0
.5

앞
W/4+(0.3~0.4)+0.2+다트
치수 

H/4+(0.5~0.7)-0.
5

이형숙․
남윤자
(2001)

뒤
W/4+0.5(여유분)-0.5(앞
뒤차)+다트치수 H/2+1~2

H/4+(0.5~1)

앞 W/4+0.5+0.5+다트치수 H/4+(0.5~1)

어미경․
Injoo Kim

(1999)

뒤
W/4+0.5(여유분)-0.5(앞
뒤차)+다트치수 H/2+2

H/4-0.5

앞 W/4+0.5+0.5+다트치수 H/4+0.5

오순․이의길
(2010)

뒤
W/4+다트치수(dart)+오
그 림 분
(ease/0.3~0.6/0~0.3)

H/2+2

H/4-0.6

앞
W/4+다트치수(dart)+오
그 림 분
(ease/0.3~0.6/0~0.3)

H/4+0.6

개인 맞춤제작 과정은 본봉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비적 조형을 위해 착의

평가를 통해 부적당한 곳을 보정함으로써 체형에 맞추는 과정으로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패턴을 정확하게 제도하여 구성하였다 할지라도 사람마

다 형태적 특징이 다르므로 부분적인 보정작업을 할 경우가 발생한다. 여

러 의복구성 교재들은 간단하게 몇몇의 맞음새 불만족 경우에 대하여 대략

적인 패턴 수정 원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착의에 의한 보정작업은 기존의

맞춤복 생산방식에서는 가능하지만 자동 패턴설계에 의한 매스 커스터마이

제이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 패턴설계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현재 업체에서 기본 표준 패턴원형으로만 설계하고 있는 패턴 시스

템을 개인의 하반신 유형 특성에 따라 패턴이 자동변형 될 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차이를

분석하여 패턴 자동설계 및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 33 -

제 3 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인여성의 하반신 부위별 유형 특성과 체표패턴과의 연관성

을 분석하여 하반신의 앞면․옆면 형태의 부위별 특성을 반영하는 패턴설

계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기성복 스커트 패턴을 하반신 부위별 특성에

따라 변형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각 단계별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방법은 <그림 12>와 같다.

하반신 유형 분석
• 둘레, 두께, 너비, 길이, 높이, 각도 등의 인체치수 측정

• 최외곽프레임에 의한 인체의 각 부위별 단면 추출 -> 8개 측정부위에 대한 

단면중합의 최외곽둘레선 설정 및 부위별 15˚씩 거리 측정

• 하반신 인체 지수치, 각도, 단면 부위별 거리 지수치를 이용하여 하반신 형태 

특성을 유형화

• 하반신 부위별 유형을 예측하는 모형식 제시  

하반신 유형에 따른 형태적용 패턴 알고리즘 개발 
및 패턴 자동설계 프로그램 개발

• 3차원 스캔 데이터의 체표패턴 평면화

• 체표패턴의 부위별 측정에 의한 하반신 형태 특성과 체표패턴과의 관련성 고

찰

• 하반신 유형별 체표패턴과 3차원 인체 형상에 의한 인체측정치와의 관련성 

고찰

• 하반신 형태에 따른 체표패턴의 부위별 패턴변형 알고리즘 개발 -> 패턴 각 

부위 변형 시 변형분량, 변형방향, 변형 기법 개발

• 패턴 자동설계 및 패턴변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적용

패턴변형 알고리즘 검증
• 하반신 유형에 따른 기존패턴과 변형패턴의 스커트 맞음새 착의 평가

 -> 하반신 기준 유형에 대한 기준패턴의 맞음새 적합성 평가.  

 -> 기존패턴과 변형패턴의 실제 착의비교로 피험자 착용평가, 전문가외관평

가, 3차원 형상의 공극량 분석, 3차원 가상착의. 

[그림 12] 연구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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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하반신 형태 분석

1. 인체 측정

1-1. 측정 대상

본 연구의 연구 자료는 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실시된 2004 사이즈코리아

자료 중 18～69세 성인 여성 592인의 3차원 형상자료를 선정하였으며, 연

령대 구분은 여성 기성복 산업에서 분류한 기준으로 5개 집단으로 나누었

다(기술표준원, 2005). 연령대에 따른 집단별 피험자수를 유사한 비율로 유

지하고자 하였으나, 50～60대는 2004 사이즈코리아에 수집된 자료가 적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표 4).

연령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합계

합계 178 155 149 73 37 592

[표 4] 성인 여성의 하드롭과 연령에 따른 분포 (단위 ; 명)

1-2. 하반신 부위별 치수 및 각도 측정

측정항목은 하반신 옆면의 전․후면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옆

면의 기준에 의한 앞․뒤두께, 앞․뒤둘레 등의 전면과 후면에 대한 세부

적인 치수를 측정하였다. 이때 분류 기준점은 <표 5>와 같이 2종류로 설

정하여 SNU AutoBA 프로그램(김민경 등, 2012)에서 2종류의 기준점에 의

한 앞면과 뒤면의 두께, 둘레 등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과 측정된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된 항목은 총 70개로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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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측정점 정의

01 허리앞점
앞에서 보아 옆 윤곽선에서 가장 들어간 위치에서 수평
선과 앞 정중선과의 교점

02 허리뒤점
옆면에서 보아 허리가 가장 잘록하게 들어간 높이로 뒤 
정중선 상에 위치하는 점

03 배꼽점 배꼽의 가운데 점

04 배돌출점
옆면에서 보아 배가 가장 볼록하게 나온 높이로 앞 정
중선 상에 위치한 점

05 엉덩이최대돌출점
옆면에서 보아 엉덩이 부위에서 가장 뒤쪽으로 돌출한 
점

06 볼기고랑점
볼기와 넙다리의 연결부분에서 아래 주름의 가장 아래
쪽 점

07 넙다리최대돌출점_앞면 앞면에서 넙다리부위에서 옆으로 가장 돌출한 점

08 넙다리최대돌출점_옆면 옆면에서 넙다리부위에서 앞으로 가장 돌출한 점

09 넙다리최대둘레점 넙다리부위의 최대둘레가 되는 위치점

10 넙다리중간점
엉덩이돌출점 수준과 무릎뼈가운데점 수준 상의 중간 
위치점

11 무릎점 무릎뼈 중간점

12 허리두께중점 허리뒤점과 허리앞점의 앞뒤 수평 거리를 2등분한 점

13 최대두께중점
엉덩이돌출점과 배돌출점간의 앞뒤 수평거리를 2등분
한 점

[표 5] 하반신 측정 기준점

인체의 옆면 실루엣 분석을 위하여 옆면에서의 체표 각도를 측정하며, 3

차원 스캔 데이터의 옆면 윤곽에 의하여 엉덩이부위 각도를 측정하였다.

각도측정을 위하여 앞면과 옆면 실루엣의 기준이 되는 허리점, 배최대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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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넙다리점, 엉덩이최대돌출점, 엉덩이밑점을 각도측정의 기준점으로 정

의하였다. 이들 측정 기준점에 의하여 형성되는 각도를 측정하며 각도항목

은 총 9개로 <표 6>과 같다.

번호 측정항목 정의

21 (Ang)둔부상면각
허리점수준 뒤중심점과 둔부 최대돌출점을 연결한 직
선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

22 (Ang)둔부하면각
엉덩이뒤밑점에서 엉덩이최대돌출면과의 접선이 수직
선과 이루는 각

23 (Ang)복부상면각
허리점수준 앞중심점과 배최대돌출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

24 (Ang)복부하면각
엉덩이앞점에서 배최대돌출면과의 접선이 수직선과 이
루는 각

25 (Ang)복부측면각
허리점수준 옆점에서 배최대돌출점수준점을 연결한 직
선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

26 (Ang)둔부측면각
허리점수준 옆점과 엉덩이점수준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

27 (Ang)대퇴측면각
허리점수준 옆점과 엉덩이밑점수준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

28 (Ang)둔구측면각
허리점수준 옆점과 넙다리점수준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

29 (Ang)하반신체축경사각
허리두께1/2점과 발목1/2점을 연결한 직선이 수직선
과 이루는 각

[표 6] 각도 측정항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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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반신 부위별 단면분석 및 부위별 단면 거리 측정

본 연구에서 하반신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대상 범위는 허리앞점수준에서

무릎점수준 사이의 하반신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체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인체 3차원 형상의 외곽범위에 해당하는 최외곽프레임에 의한 방

법을 제시하였다. 최외곽프레임은 옆면의 세로기준선에 의하여 하반신 옆

면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과 수평단면 중합도에 의하여 하반신 유형을 분석

하는 방법을 조합한 유형분석 기준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인체를 감싸

는 의복의 형성 기준이 되는 앞․옆면으로 구성하였다.

3차원 인체 스캔데이터를 대상의 허리앞점 수준에서 무릎점 수준 사이로

인체형상의 앞, 옆, 뒷면의 최외곽을 감싸는 타원형의 프레임을 생성하였

다. 프레임은 인체의 형상데이터 최외곽 범위에 위치하도록 하였다(그림

13). 3차원 좌표계는 좌우방향을 X축, 높이방향을 Y축, 앞뒤방향을 Z축으

로 하였다.

[그림 13] 형상데이터의 최외곽범위를 감싸는 최외곽둘레프레임 생성 

하반신의 부위별 단면중합도 및 부위별 거리측정을 위하여 허리중심점을

최외곽둘레프레임 전체의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의 중심

으로 택한 허리중심점은 허리앞점에서 YZ평면과 XZ평면으로 커브를 생성

하여 허리둘레선과 앞중심선이 교차하는 점에 의하여 X축 값을, 허리둘레

선을 생성한 높이에 의하여 Y축 값을 결정하였고 허리둘레선의 Z축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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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이등분하여 Z축 값을 결정하였다(그림 14).

[그림 14] 최외곽둘레프레임의 중심점 설정 

단면형상측정은 형상의 단면 외곽형태를 측정하는 단면 기본측정 방법과

하반신의 위치관계 및 허리 다트량 산출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곡선

형상측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스커트 제작 시에는 기본으로 앞면의 배돌출부위와 뒷면의 엉덩이돌출점

을 감싸주어야 한다(그림 15). 이러한 특성을 살려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한

측정 방법 중 수평단면도로 해석하여 스커트 제도에 필요한 치수를 산출할

수 있다. 수평단면중합도에서 하반신외곽둘레를 지나는 임의의 새로운 둘

레선을 설정하여 새롭게 설정되는 하반신 최외곽둘레선(Lower Half

OutLine)을 설정하기위해 허리앞점, 허리뒤점, 배꼽점, 배돌출점, 엉덩이중

간점, 엉덩이돌출점, 볼기고랑점, 넙다리점 수준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단면

추출 위치와 하반신 최외곽둘레선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그림 16, 표

5). 앞면에서는 앞면최대돌출점을 지나고 옆면에서는 최대 너비돌출부위를

지난다. 뒷면에서는 엉덩이의 오른쪽 최대돌출점을 지나 왼쪽 엉덩이 돌출

점까지는 직선으로 이어주며 왼쪽 또한 오른쪽과 동일한 원리로 각 단면의

돌출점을 지나도록 한 임의선의 총 둘레길이를 하반신 최외곽둘레선으로

정의하였다.

곡선형상측정은 모든 단면이 허리 단면의 중점을 지나도록 하며 이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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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중합의 중심이 된다. 이 점은 각 개인의 중심단면이 될 수 있다고 판

단한 허리단면의 중간점이 되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위치관계를 쉽게 파

악 하고자, 앞뒤 구분점을 기준으로 단면 중점에서의 최외곽둘레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다. 거리측정은 15° 간격으로 균일 분할하여 각 단면간의

거리를 측정하였다(부록 2). 원점에서 하반신 단면중합도의 최외곽둘레선까

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각 유형간의 허리 다트위치와 다트량의 위치관계를

정량화 하고자 하였다(그림 16). 각각의 중심에서의 최외곽둘레선프레임까

지의 거리 측정치를 지수치로 환산하여 각 유형에 따른 차이를 체표패턴과

연계하여 각 부위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 18.0을 이용하

였다.

[그림 15] 스커트의 입체와 전개 원리

[그림 16] 하반신 최외곽둘레프레임 생성 및 부위별 단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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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반신 인체치수, 단면별 거리의 지수항목

하반신 부위별 인체특성 분석을 위해 측정된 부위별 두께, 너비, 높이,

둘레 등의 항목들을 측정하였으며, 부위별 거리는 인체 각 부위에서 XZ평

면을 기준으로 단면을 구하여 하반신 부위별 거리차를 측정하였다. 하반신

은 옆면에서 봤을 때 엉덩이돌출형태와 허리․배돌출의 형태 차이가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앞면에서는 허리․엉덩이․넙다리최대돌출 부위의

너비형태가 맞음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하반신 각 부위의

형태 특성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께, 너비, 높이, 둘레 등의 인체 측

정치는 높이, 둘레, 두께, 너비에 대하여 기준항목에 의한 지수치를 사용하

였다. 또한 허리중심점을 기준으로 앞면과 뒷면 하반신 부위별 단면 중합

에 의해 생긴 최외곽둘레에 대한 각 부위별 거리차에 의한 지수치를 사용

하여 인체의 크기에 의한 특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하반신 부위별 거리

지수치들은 하반신 형태 특성뿐만 아니라 체표면과 연계하여 평면패턴의

설계에 하반신 유형별 형태적 특성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2. 하반신 부위별 유형 분류

2-1. 3차원 형상 측정치에 의한 하반신 부위별 형태 분석 및 유형화

하반신 유형분석을 위해 측정한 항목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측정치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요약하기위하여 요인분석 방법 중 주성분모형을 실시

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스크리 테스트(Scree-Test) 결

과, 고유치 1.00이상으로 설명력이 크게 변화되지 않는 점에서 결정하였다.

최초의 요인구조를 회전하여 각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추출된 요인을 Varimax 방법에 의해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하여 인자의 내용을 밝히며, 하반신 부위별 인체 특성 차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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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증을 위해 Duncan's test를 실시하였다.

하반신 부위별 유형 특성에 따른 유형을 군집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

과로 추출된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하였다. 요인에

대해 각 사례별로 변수들이 선형결합되어 산정된 요인점수(Factor Score)

를 사용하였으며, 유사성 척도로는 유클리드 거리(Euclidean Distance) 측

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앞면형태․허리배돌출형태․엉덩이돌출형태에 대한

각 부위별 형태특성 차이와 분포율을 반영하여 유형수를 결정하였다. 분류

된 하반신 부위별 유형들의 형태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요인점수 및 각 측

정항목에 대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로 다중범위검정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3차원 인체 형상을 선정하여 하반신 유형특

성을 나타내는 요인을 추출하여 군집분석에 의한 하반신 부위별 형태를 유

형화하였다.

2-2. 하반신 유형 예측 모형식

하반신 인체 지수치들에 의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에 의해 분류된 유형

특성 도출하는 회귀식을 산출하고 각 유형별 특성과의 관계를 요약하기위

한 모형식이 필요하였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요약

하여 보는 방법으로 최소제곱법에 의한 회귀분석을 사용한다. 최소제곱법

에 의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의 하나는 모든 변수가 등간척도이어야 한다

는 것이다(Bohrnstdt & Carter. 197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반신 부위

별 유형(종속변수)과 부위별 특성(독립변수)간의 상대적 관계를 모형화하는

방법으로 기준범주로짓(Baseline-Category Logit)을 이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인체 부위별 너

비, 두께, 거리 지수치와 각도 등을 예측변수로 이용하여 모형을 구축하면,

하반신 부위별 유형 특성이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될지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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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범주로짓을 이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   ⋯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아래식을 이용하여 개별관측치가 기준체형유

형(J)에 비해 다른 체형유형(j)에 속할 승산비의 추정값을 계산하고, 각 유

형에 포함될 수 있는 확률 P(Y=j)을 산출할 수 있다.

   
  ⋯ 

  
  

 

  ⋯ 

기준이 되는 유형과 짝지어진 반응값별로 개별 예측변수()의 효과가

다르게 추정이 된다. 이 효과()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관심예측변수가

개별 유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여 하반

신 유형적 특성을 정량화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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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하반신 유형에 따른 형태적용 패턴 알고리즘 

및 패턴 자동설계 프로그램 개발

3차원 형상 데이터의 체표패턴을 추출하여 체표패턴의 부위별 특성과 인

체의 하반신 부위별 형태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성복 패턴에 반

영할 수 있는 패턴설계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1. 3차원 인체 형상의 평면 전개

본 연구에서는 BodyAnalyzer(Korea No. C-2012-009074. 2012)를 이용하

여 3차원 형상 데이터의 체표면을 평면상에 투영함으로써 2차원 체표패턴

을 생성하였다. 3차원 인체 형상 표면에 재구성된 메쉬들은 인체의 볼록

(Convex)한 형상을 감싸도록 단순화된 3차원상의 절대좌표이다. 이 방법은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평면화할 연구대상의 신체부위를 최적의 매트릭

스가 설정되도록 인체 부위를 분할하여 각 블록별 커브를 설정한다. 스커

트는 하반신의 가장 큰 치수인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인체를 둘러싸지만,

넓적다리 부위가 엉덩이 부위보다 더 발달된 경우에는 기준치수로 넙다리

수준의 둘레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스커트

연구에서의 평면화를 위한 위치로 제안된 엉덩이둘레선 설정과 달리(조영

숙. 2009) 최외곽둘레가 반영되도록 허리둘레선에서 넙다리중간둘레선까지

를 체표패턴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1-1. 2D 평면 패턴으로의 전개

BodyAnalyzer는 3차원 인체 형상의 주요 단면점을 추출하여 절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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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와 메쉬의 수에 따라 설정된 점들의 재구성을 통해 분할하여 평면상에

투영함으로써 2차원 체표패턴을 생성한다(그림 17).

[그림 17] 단면 추출에 의한 3차원 형상의 평면전개

3차원 인체 모델 형상을 수평선․수직선을 기준으로 세분화하며, 이때

세분화는 인체 표면의 곡면을 반영하여 분할하였다. 본 연구는 타이트스커

트를 착용하였을 때의 평면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 18>과 같

이 3차원 형상 데이터의 최외곽선을 재구성하였다. 엉덩이 부분은 컨벡스

클로져(Convex Closure) 방법을 이용하여 엉덩이최대돌출점을 기준으로

최대외곽선을 설정하여 전체적인 형태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인체 단면

의 주요 기준별 각 블록의 수평기준선을 등분하여 위․아래 수평기준선을

연결하는 커브를 설정하여 각 개인의 허리, 배, 엉덩이, 넙다리 부위의 형

태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3차원 형상 데이터를 2차원 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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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으로 전개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BodyAnalyzer를 개발하여 하반신 곡면에 맞추어 변형하고 절개선의 위치

에 의하여 분할하여 평면상에 투영함으로써 2차원 체표패턴을 생성하였다

(그림 17).

[그림 18] 3차원 형상데이터 분할 및 삼각메쉬 설정

그러나 3차원 입체 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겹치는 부분과 곡선 부

분 등을 직접 평면에 투영하는 경우, 메쉬(Mesh)의 모양들이 왜곡되어 패

턴을 정확히 표현 할 수 없다(그림 19). 이러한 오차를 줄여 주기 위해서 3

차원 메쉬 각 변의 길이와 평면에 투영된 패턴 메쉬의 각 변에 대한 길이

를 같게 해 주어 왜곡된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각

변의 길이차이의 관련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은 요소의 개수,  삼각형 요소 의 번째 변의 길이이다.

BodyAnalyzer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체표패턴을 추출한다.

[그림 19] Schematic diagram of 2D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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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면전개를 위한 절개선 위치 설정

다양한 복곡면으로 구성된 인체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평면화하기 위해

서는 인체의 굴곡진 부위를 나누며 의복을 앞뒤로 구분할 수 있는 절개선

이 요구되었다. 드레이핑에 기초하여 인체 절개선의 위치를 설정한 Hilde

& Nurie(1993), 평면전개를 위하여 인체를 세분화한 정연희 등(2005), 최영

림 등(2006), 최명해(2007), 오염군(2009)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절개선 위

치를 설정하였다.

평면전개를 위한 기본 수직 절개선으로는 앞뒤중심선(허리앞 중심점을

지나는 수직선, 허리뒤 중심점을 지나는 수직선), 옆선으로 정하였다. 또한

앞판의 앞중간 수직 기준점과 뒤중간 수직 기준점은 앞판과 뒤판에서 각각

2등분하여 설정한다, 수평기준점으로 허리둘레점, 허리뒤둘레점(옆면에서

봤을 때 가장 잘록하게 들어간 점), 배돌출점, 엉덩이최대돌출점, 샅점, 최

대넙다리둘레선을 기준으로 하였다(표 7). 배돌출점과 엉덩이돌출점은 스커

트 패턴의 다트길이 설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수평기준점으로 설

정하였다(남윤자 등. 2007) 이들의 기본적이 수평 기준선들의 수직 거리가

3cm 이상이 되는 블록들은 추가적인 세분화 과정으로 N등분으로 각각의

블록들을 세분화하여 복곡면의 형태에 따라서 기준선의 세밀화 작업을 추

가하여 체표패턴을 전개한다. 세분화 과정은 각각의 단위 블록별로 일정한

등분으로 분할하며, 맞음새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 피트죤, 액션죤 부위에서

는 좀 더 세밀하게 분할할 수 있다. 평면 전개는 인체의 좌우가 대칭이라

가정하여 획득된 3차원 인체형상 중 1/2만을 2차원 평면으로 전개하였다.



- 47 -

기준 단면 항목 정의

허리둘레 허리점을 지나는 수평둘레선

배돌출둘레 배돌출점을 지나는 수평둘레선

엉덩이둘레 엉덩이돌출점을 지나는 수평둘레선

엉덩이중간둘레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1/2에 해당하는 높이의 수평
둘레선

넙다리둘레 넙다리점을 지나는  수평방향의 둘레선

넙다리중간둘레
넙다리점과 무릎높이사이의 1/2에 해당하는 높이의 수평둘
레선

앞중심선 허리앞둘레 2등분점을 지나는 수직선

뒤중심선 허리뒤둘레 2등분점을 지나는 수직선

앞다트기준선
앞면에서 본 허리앞오른쪽둘레 3등분점과 넙다리중간앞둘
레 3등분점을 연결한 선

뒤다트기준선
뒷면에서 본 허리뒤오른쪽둘레 3등분점과 넙다리중간뒤둘
레 3등분점을 연결한 선

[표 7] 평면화를 위한 체표면의 절개선 위치 설정

2. 체표패턴 분석

2-1. 연구 대상

하반신 체표패턴을 생성하고 이를 측정하여 인체의 하반신 형태 특성이

의복 패턴에 반영되는 부위와 양을 규명함으로써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다. 연구 자료는 하반신 부위별 체형 특성을 모형화하기 위하여 실

시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여 하반신 체형 유형별 확률이 98%이

상 나타내는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2-2. 체표패턴 측정

3차원 형상의 평면전개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하반신 부위의 체표패턴을

생성하여 패턴의 상세부위를 측정하였다. 체표 패턴의 측정부위는 너비부

위 16항목, 높이 9항목으로 <표 8>과 같으며 측정방법은 <그림 20>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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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표패턴의 측정부위별 측정치에 의한 지수치 19항목을 산정하였으며

항목의 정의는 <표 9>와 같다. 패턴의 부위별 측정에는 AutoCAD2005를

사용하였다.

[그림 20] 체표패턴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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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명 정의

w1 허리앞중심다트 앞판 앞중심에서 허리다트너비

w2 앞1허리다트
앞판 앞중심쪽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절개선에
서의 허리다트너비

w3 앞2허리다트
앞판 앞중심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절개선에
서의 허리다트너비

w4 앞옆선허리다트 앞판 옆선에서의 허리다트너비

w5 허리뒤중심다트 뒤판 뒤중심에서 허리다트너비

w6 뒤1허리다트
뒤판 뒤중심쪽에서 왼쪽으로 첫 번째 절개선에서
의 허리다트너비

w7 뒤2허리다트
뒤판 뒤중심쪽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 절개선에서
의 허리다트너비

w8 뒤옆선허리다트 뒤판 옆선에서의 허리다트너비

w9 앞옆선배다트 앞판 옆선 배돌출수준에서의 다트너비

w10 뒤옆선배다트 뒤판 옆선 배돌출수준에서의 다트너비

w11 앞옆선엉덩중간다트 앞판 옆선 엉덩이중간수준에서의 다트너비

w12 뒤옆선엉덩중간다트 뒤판 옆선 엉덩이중간수준에서의 다트너비

w13 앞옆선엉덩다트 앞판 옆선 엉덩이돌출수준에서의 다트너비

w14 뒤옆선엉덩다트 뒤판 옆선 엉덩이돌출수준에서의 다트너비

w15 앞판최대너비 앞판 최대너비

w16 뒤판최대너비 뒤판 최대너비

h1 앞중심허리배길이 앞판 앞중심 허리에서 배돌출수준까지의 길이 

h2 앞중심배엉덩길이
앞판 앞중심 배돌출수준에서 엉덩이돌출수준까지
의 길이

h3 앞중심엉덩최대너비길이
앞판 앞중심 엉덩이돌출수준에서 앞판최대너비수
준까지의 길이

h4 옆선허리엉덩길이 옆선에서 허리에서 엉덩돌출수준까지의 길이

h5 뒤중심허리엉덩길이 뒤판 뒤중심 허리에서 엉덩이돌출수준까지의 길이

h6 앞1허리다트높이
앞판 앞중심쪽에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절개선에
서의 허리다트 높이

h7 앞2허리다트높이
앞판 앞중심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절개선에
서의 허리다트 높이

h8 뒤1허리다트높이
뒤판 뒤중심쪽에서 왼쪽으로 첫 번째 절개선에서
의 허리다트 높이

h9 뒤2허리다트높이
뒤판 뒤중심쪽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 절개선에서
의 허리다트 높이

[표 8] 체표패턴 분석을 위한 측정항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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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명 정의

01 (R)앞중심허리다트비
앞중심의 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트량에서 차지하
는 비율

02 (R)앞1허리다트비
앞판의 첫 번째 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트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03 (R)앞2허리다트비
앞판의 두 번째 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트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04 (R)앞1_2허리다트비
앞판의 허리다트절개선의 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
트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05 (R)허리앞옆다트비
앞판 옆선의 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트량에서 차지
하는 비율

06 (R)뒤중심허리다트비
뒤중심의 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트랴에서 차지하
는 비율

07 (R)뒤1허리다트비
뒤판의 첫 번째 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트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08 (R)뒤2허리다트비
뒤판의 두 번째 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트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09 (R)뒤1_2허리다트비
뒤판의 허리다트절개선의 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
트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10 (R)허리뒤옆다트비
뒤판 옆선의 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트량에서 차지
하는 비율

11 (R)허리앞뒤옆다트비
옆선의 앞뒤허리다트량이 전체 허리다트량에서 차지
하는 비율

12 (R)배돌출앞뒤옆다트비
옆선의 앞뒤배돌출수준에서의 다트량이 전체 배돌출
수준다트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13 (R)엉덩중간앞뒤옆다트비
옆선의 앞뒤엉덩이중간수준에서의 다트량이 전체 엉
덩이중간수준에서의 다트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14
(R)허리앞옆높이차_엉덩
이길이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앞중심 높이(h1과 h2의 합)
에서 옆선 높이(h4)차이를 엉덩이길이로 나눈 비율 

15
(R)허리뒤옆높이차이_엉
덩이길이비

허리에서 엉덩이까지의 뒤중심 높이(h5)에서 옆선 높
이(h4)차이를 엉덩이길이로 나눈 비율 

16 (R)앞1허리다트길이비
앞판 앞중심길이(h1과 h2의 합)에서 앞1허리다트높
이(h6)을 뺀 값에 대한 엉덩이길이로 나눈 비율

17 (R)앞2허리다트길이비
앞판 앞중심길이(h1과 h2의 합)에서 앞2허리다트높
이(h7)을 뺀 값에 대한 엉덩이길이로 나눈 비율

[표 9] 체표패턴 분석을 위한 지수항목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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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명 정의

18 (R)뒤1허리다트길이비
뒤판 뒤중심길이(h5)에서 뒤1허리다트높이(h8)을 뺀 
값에 대한 엉덩이길이로 나눈 비율

19 (R)뒤2허리다트길이비
뒤판 뒤중심길이(h5)에서 뒤2허리다트높이(h9)을 뺀 
값에 대한 엉덩이길이로 나눈 비율

[표 9(계속)] 체표패턴 분석을 위한 지수항목 정의

3. 패턴변형 알고리즘 및 자동 패턴설계 프로그램 개발

3-1. 패턴변형 알고리즘 개발

하반신 형태에 따른 체표패턴의 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측정치와 지수치

를 종속변수로 하고 각 부위별 하반신 형태 집단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원

배치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하반신 유형별 비율과 각도에

의한 차이를 분석하여 하반신 유형별 형태 특성에 따른 패턴 변형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패턴 변형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패턴 부위별 기준점 명

칭은 <그림 21>과 <표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22>와 같이 타이트스커트는 하반신 형태 앞면의 형태에 따라서

옆선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옆면의 배돌출과 엉덩이돌출에 따라 허리

다트량, 다트위치, 다트길이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엉덩이 부위보

다 배 부위의 돌출과 넙다리 부위가 더 발달될 경우에는 최대둘레 기준치

수가 배돌출과 넙다리돌출의 둘레치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하반신의 유형

에 따라서 빗금 친 부분이 달라질 것이므로 하반신을 감싸는 최외곽둘레선

프레임과 인체간의 관계 분석과 체표면 분석에 의한 유형별 차이를 패턴에

반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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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패턴변형을 위한 기준점

[그림 22] 인체와 스커트와의 관계 (남윤자 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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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항목명 정의

01 (P)허리뒤점 허리뒤점

02 (P)허리뒤옆점 뒤판 허리옆점

03 (P)허리앞옆점 앞판 허리옆점

04 (P)허리앞점 허리 앞점

05 (P)뒤다트중심점1 뒤다트 1번의 중심다트점

06 (P)뒤다트끝점1 뒤다트 1번의 다트끝점

07 (P)뒤다트옆점1_1 뒤다트 1번의 옆다트점_좌측

08 (P)뒤다트옆점1_2 뒤다트 1번의 옆다트점_우측

09 (P)뒤다트중심점2 뒤다트 2번의 중심다트점

10 (P)뒤다트끝점2 뒤다트 2번의 다트끝점

11 (P)뒤다트옆점2_1 뒤다트 2번의 옆다트점_좌측

12 (P)뒤다트옆점2_2 뒤다트 2번의 옆다트점_우측

13 (P)앞다트중심점1 앞다트 중심점1

14 (P)앞다트끝점1 앞다트 끝점1

15 (P)앞다트옆점1_1 앞다트 옆점1_좌측

16 (P)앞다트옆점1_2 앞다트 옆점1_우측

17 (P)앞다트중심점2 앞다트 2번의 중심다트점

18 (P)앞다트끝점2 앞다트 2번의 다트끝점

19 (P)앞다트옆점2_1 앞다트 2번의 옆다트점_좌측

20 (P)앞다트옆점2_2 앞다트 2번의 옆다트점_우측

21 (P)엉덩이뒤점 뒤판 엉덩이점

22 (P)엉덩이뒤옆점 뒤판 옆엉덩이점

23 (P)엉덩이앞옆점 앞판 옆엉덩이점

24 (P)엉덩이앞점 앞판 엉덩이점

25 (P)밑단뒤점 뒤판 스커트길이 끝점

26 (P)밑단뒤옆점 뒤판 스커트길이 옆점

27 (P)밑단앞옆점 앞판 스커트길이 옆점

28 (P)밑단앞점 앞판 스커트길이 앞점

29 (P)뒤트임점 뒤트임 위치점

30 (CP)1 뒤판옆선변경점1 뒤판 옆선의 곡선화 변경 포인트 위치점

31 (CP)1 앞판옆선변경점1 앞판 옆선의 곡선화 변경 포인트 위치점

[표 10] 패턴변형을 위한 부위별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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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동 패턴설계 및 패턴변형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 고객의 인체치수와 하반신 유형별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의

한 패턴 자동 생성을 수행할 수 있는 APA(Automatic Pattern Alteration.

2012)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C++로 작성되었으며

Windows XP 이상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에서 작동되도록 되었다.

APA 프로그램은 패턴의 제작과정을 스크립트 언어로 표현하여 패턴 제

도법을 입력해 놓음으로써 필요한 측정 변수에 따라 자동으로 패턴이 설계

되고 변형되는 프로그램이다. 스크립트 창은 2개의 구획으로 나뉘어 있으

며 위쪽이 스크립트 편집기이고 아래쪽은 에러 발생 시, 에러내용을 알려

주는 테이블로 구성하였다. 개인의 인체치수 적용 창에는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 엉덩이길이, 스커트길이, 여유량 등의 치수를 입력하도록 구성하였으

며 입력된 변수에 의해 개인의 치수가 반영된 패턴이 자동설계되도록 하였

다. 설계된 패턴은 개인의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 변형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변형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변형된 패턴은 DXF파일로 저장되

도록 구성하였다. DXF로 저장된 파일들은 기타 어패럴 캐드와 호환 가능

하여 3차원 가상착의 및 패턴 출력이 가능하다.

APA 프로그램은 자동 패턴설계와 패턴 변형으로 구성되며 실행 화면은

<그림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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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화면 패턴설계 치수 입력

자동 패턴 설계 패턴변형 유형 선택

유형별 패턴변형 알고리즘 적용 DXF 패턴 출력

[그림 23] Automatic Pattern Alteration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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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턴변형 알고리즘 검증 

1. 하반신 기준 유형에 대한 비교패턴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 분류한 앞면과 옆면 유형에 대하여 기준유형을 선정하여 패

턴변형의 기준으로 하였다. 기준유형에 적합한 스커트 패턴을 선정하기 위

하여 기존의 스커트 패턴 중에서 하반신의 3차원 형태를 반영한 스커트 원

형 2종류를 선정하여 맞음새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2종류의 기존 스커트인

비교패턴의 설계 방법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스커트 패턴 A식과 B식

의 패턴에 의한 스커트 실험복을 제작하고, 겉감과 안감소재의 물리적 특

성은 <표 11>과 같다.

직물명 직조방법
섬유조성 두께 밀도 (올/5cm)

(%) (mm) 경사 위사
울혼방 2/1 Twill weave 울,폴리(50:50%) 0.442 157 149

폴리 Plain weave 폴리(100%) 0.092 118 120

[표 11] 실험복 소재의 물리적 특성       

2종류의 스커트 비교패턴 중 형태 적합성이 가장 우수한 스커트 패턴을

선정하기 위한 외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의복 구성 전문가 10명이 관

능검사를 하였으며, 1점은 ‘매우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그렇다’의 5점 스커트 척도로 평가하

게 하였다. 설문 문항은 허리, 배, 엉덩이, 넙다리, 전체 외관 등의 부위에

대하여 위치, 수평, 여유량, 군주름/당김 등의 맞음새 관련 문항으로 구성

하였으며 설문지는 <부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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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에 의한 패턴변형 알고리즘 검증

2-1. 착의 대상 및 원형 제작

각 연령별 하반신 유형 특성을 나타내는 성인여성 4인을 피험자로 선정

하였다. 4인의 피험자는 3차원 인체 스캔을 통해 3차원 가상 시뮬레이션과

정량적 분석을 위한 공극량 분석에 활용할 3차원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스

캔 시 착의 상태는 5차 SizeKorea의 측정복을 착용하였으며, 측정 자세는

스커트 맞음새 분석을 위해 기본 선 자세와 응용 선 자세를 활용한 양발을

모은 자세로 2가지를 측정하였다.

하반신 기준유형의 패턴으로 선정된 비교패턴의 설계방식에 의해 제작된

실험복과 개인의 하반신 유형을 적용한 연구패턴으로 실험복을 제작하여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착의평가를 위한 실험복은 타이트스커트 소재로 많이 이용되는 울 혼방

과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비교스커트 선정 시 사용한 원단과 동일한 소재로

제작하였다(표 11).

또한 대표 피험자들의 3차원 인체 형상을 이용한 3차원 가상착의를 통해

실험복 간의 비교분석을 하였다. 3차원 가상착의 결과를 앞면․옆면․뒷면

자극물로 제시하여 실험복에 따른 맞음새 차이를 평가하였다. 3차원 가상

착의의 소재 특성은 실험복 제작에 사용된 소재 물성값을 적용하였다. 3차

원 시뮬레이션은 CLO 3D를 이용하였으며, <그림 24>와 같이 각 피험자의

체형 특성을 반영하기위해 3차원 모델이 아닌 각 피험자의 3차원 인체 스

캔 형상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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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Clo3D : 3차원 가상착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2-2. 맞음새 평가

착의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4명의 착의 피험자와 10인의 전

문가 평가단에 의해 실시하였다.

1) 정성적 평가 : 피험자 맞음새 착용평가와 전문가 외관 관능평가

대표 피험자들은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의한 실험복을 착용하여 부위별

맞음새 평가를 하였다. 맞음새 평가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부위별 맞음새와

미적인 측면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1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외관 관능평가는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을 대상으로 하며, 스커트를 착장한 앞․옆․뒷면 사진을 제시하

여 하반신 인체 특성에 따른 맞음새 평가를 하였다.

전문가 관능평가는 위치, 여유량, 군주름/당김, 부위별 외관, 전체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관능검사 평가지는 <부록 8>에 첨부하였다. 맞음새 평

가는 5점 척도로 평가하며, 관능평가 결과는 대응표본 t-test에 의해 하반

신 체형별 특성에 따른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간의 적합성을 비교하고자 하

였다.

2) 정량적 평가: 3차원 인체형상과 의복과의 공극량 평가

각 연령별 피험자의 3차원 인체 형상에 의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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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제 피험자와 3차원 형상에 대하여 비교 실험복

과 연구 실험복을 착용한 3차원 데이터의 각 부위별 공극량을 분석하였다.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으로 제작한 실험복을 착용한 4명의 피험자는 3차원

스캐너로 스캔하여 착의 상태의 3차원 형상정보를 획득하고 3차원 형상 분

석 소프트웨어에서 중합하여 인체형상과 착의형상간의 편차(Deviation)를

관찰하였다. 또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을 이용한 3차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상에서의 의복압과 부위별 공극량을 분석하

였다. 3차원 형상 데이터 추출에는 Hamamatsu사의 Body Line Scanner를

사용하였으며 3차원 형상 데이터 분석에는 RapidForm2006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사이즈코리아 3차원 인체 정보 활용, 참여 연구자에 대한 맞

음새 착의평가, 전문가 외관관능평가와 관련된 실험과정에 대하여 서울대

학교 연구윤리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IRB No.1205/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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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18～69세 성인 여성의 하반신을 대상으로 하반신 인체치수, 각도항목, 부

위별 단면 거리를 측정하여 하반신 형태특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분석하였

다.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요인점수로 하반신 유형을 군집화 하였으며, 하

반신 유형별 예측 모형식을 개발하여 패턴변형 시 하반신 유형특성의 정량

적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분류된 하반신 유형별 형태 특성을 타이트스커트

패턴에 반영하여 기준체형에 대한 차이로 하반신 유형별 패턴변형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개인별 패턴 자동설계와 하반신 유형별 패턴변형 알고리

즘에 의한 패턴설계의 자동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성복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에 의한 정성적․정략적 평가를 통해 하반신 유형에

따른 형태특성을 반영한 패턴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제 1 절  하반신 앞면․옆면 유형 분류

하반신 형태 분석을 위하여 3차원 인체 형상을 대상으로 인체 치수와 부

위별 단면 형태를 분석하여 하반신 부위별 세부 형태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반신 의복 설계 시 중요하게 작용되는 피트(Fit-Zone), 액

션(Action-Zone) 부위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中澤. 1999), 자세, 다리의 형

태(x자형, o자형)는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하반신 형태별 치수는 SizeKorea

2004년의 3차원 형상자료를 이용하여 하반신 형태분석을 위한 인체치수 측

정에 80항목, 3차원 형상 단면측정에 의한 각도별 거리 252항목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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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성인 여성의 하반신을 형태상 특징을 갖는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하

기 위해, 먼저 앞면과 옆면으로 나누었으며, 옆면 유형도 옆면의 전면과 옆

면의 후면으로 나누어 유형화 한 후 각 부위별 형태특성을 고찰하였다. 앞

면과 옆면의 유형 조합에 의하여 하반신 전체에 대한 다양한 유형들을 제

시하였다.

1. 하반신 앞면 유형 분류

성인 여성의 하반신 앞면 유형을 구성하는 형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앞면 측정치를 요인분석 하였다. 하반신 앞면 형태를 유형화하기 위한 군

집분석은 요인분석 결과 얻어진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1-1. 하반신 앞면 형태의 요인 특성

성인 여성의 하반신 앞면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측정한 다수의 측정치들

을 몇 개의 형태 요인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총 28개 항목을 요인분석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체형의 크기와 형태 중 형태를 우선하여 하반신 형태를

유형화하려고 하므로, 신체 기준선을 중심으로 측정한 각도, 지수치, 계산

치들을 요인분석에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는 크기 인자를 배제하고 앞

면 하반신 실루엣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 요인을 추출할 수 있도록 앞면 측

정치를 지수치로 변환하였다.

요인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지수치 16항목, 각도 4항목, 그리고 부위간의

거리차를 나타내는 계산치 8항목으로 총 28개 항목이다. 요인분석은 주성

분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Varimax법에

의한 직교회전방법을 사용하였고 요인수는 고유치가 1.00 이상인 요인까지

선택하였다.

처음 선별한 28개 항목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여 본 결과 8개의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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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출되었고, 요인1의 고유치와 기여율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비율이 상

대적으로 높아 다른 요인들의 설명력이 낮아졌다. 또 요인1의 내용에 있어

서 앞면 하반신 형태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부분적으로 함축된 요인 내용을 갖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였다. 유효한 요인을 명확히 도출하기 위해서는 항목의 선택이 중요하

므로, 하나의 인자에 대해 높은 인자부하량을 갖지 못하고 여러 인자에 걸

쳐 중간 정도의 인자부하량을 나타내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여러 차례 요

인 분석을 거듭함으로써 지수치들에 대한 하반신 앞면의 형태적 특성을 보

다 명확히 나타내는 요인으로 묶여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처

음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던 28개 항목 중 16개 항목이 선별되었으며, 최종

으로 추출된 하반신 앞면 형태 구성 요인들은 <표 18>과 같다.

<표 12>를 보면, 고유치 1.00 이상인 5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83.541%

를 설명하여, 항목을 선별하기 전의 요인분석 결과에 비해 요인 수는 3개

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출된 요인들이 전체변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비슷한 비율을 설명하였다. 이는 요인분석 시에

항목이 적절히 선택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전 항목에 근거한 분석 결과와

잘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성분의 의미가 보다 명확해 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요인1은 엉덩이돌출점 수준, 볼기고랑점 수준, 넙다리점 수준, 배돌출점

수준에 대하여 허리옆점과 이루는 각도(Angle), 허리점 수준의 너비

(Width)와 엉덩이돌출점 수준의 너비차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Ang)둔부측

면각, (Ang)대퇴측면각, (Ang)둔구측면각, (Ang)복부측면각, (W)엉덩이

돌출점_허리점너비차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들 항목들은 허리에서 엉덩이

돌출점 수준까지의 부위에 대한 앞면 너비 형태요인, 또는 허리에서 엉덩

이에 이르는 옆선 형태에 대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허리에서 넙다리점

수준까지의 각도와 항목간의 너비 차이는 허리에서 둔부까지의 앞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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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1의 고유치는 3.735이고 변량의 기여율은

23.344%이다.

요인2는 (H)허리높이, (H)배높이, (H)엉덩이높이, (H)넙다리높이, (H)샅

높이로 구성되어 하반신의 높이(Height) 항목으로 하반신 높이에 관한 요

인이라 할 수 있다. 허리점과 넙다리점 사이에 있는 높이 항목들이 다리길

이와 상관이 있는 샅높이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반신 앞면

형태특성을 분석하는데 2번째로 높은 설명력을 가진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2의 고유치는 3.679이고 전체 변량의 22.993%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3은 (W)엉덩이돌출점너비, (W)샅너비, (W)넙다리너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앞면의 하반신 실루엣에서 엉덩이돌출점 아래의 실루엣을 형

성하는 대표적인 너비 요인이다. 이들 엉덩이, 샅, 넙다리 부위의 너비로

형성되는 세 개의 수평선은 하반신 앞면 실루엣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할 요인으로 엉덩이둘레선아래 너비형태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고유치 2.569이며, 전체 변량의 16.057%를 설명하고 있다.

요인4는 허리점, 엉덩이중간점, 엉덩이돌출점간의 거리 차이(Cross

Sectional Distance)에 대한 항목으로 (CSD)엉덩이돌출점-엉덩이중간점 거

리차, (CSD)엉덩이돌출점-허리점거리차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들 허리, 엉

덩이중간, 엉덩이돌출 부위의 너비는 하반신 앞면 실루엣을 형성하는 대표

적인 너비 요인으로, 엉덩이둘레선 위 형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4의

고유치는 2.191이고 전체 변량의 13.691%을 차지하였다.

요인5는 엉덩이돌출점과 샅점 부위간의 너비차에 대한 항목으로 요인3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며, 엉덩이돌출점너비와 샅너비가 대비되면서 형성하

는 하반신 앞면형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인 5의 고유치는 1.193이며,

전체변량의 7.457%를 설명하고 있다.

하반신 앞면 형태 특성 항목으로 사용된 지수치들 중에서 허리에서 엉덩

이돌출점 사이의 각도와 너비차, 엉덩이돌출점에서 넙다리점까지의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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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너비차를 구하여 이들을 엉덩이둘레선 위와 엉덩이둘레선 아래의 실

루엣 형태를 의미하는 요인으로 분류되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체의 비

만과 크기 요인을 배제하고 형태 요인을 중심으로 하여 요인분석을 시도하

였고, 5개 요인 고유치나 변량의 기여율 면에서 치우침이 없도록 하였다.

이는 하반신 앞면의 형태를 구성하는 전체 형태에 대하여 5개의 요인이 거

의 비슷한 비율로 영향을 미치도록 함으로써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군집분석에서 신체 각 부위의 형태적 특성이 고루 반영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요인 항목 성분

허리에서 
둔부까지

의 
앞면형태

(Ang) 둔부측면각 .917 .094 -.031 .198 -.090

(Ang)대퇴측면각 .905 .154 -.038 .278 -.135

(Ang)둔구측면각 .905 .154 -.039 .278 -.134

(Ang)복부측면각 .786 .041 -.019 -.118 .043

(W)엉덩이돌출점_허
리점 너비차 .627

.012 .063 .558 .078

하반신  
높이

(H)샅높이 .210 .881 -.158 .041 .048

(H)넙다리높이 .048 .867 -.112 .046 -.138

(H)엉덩이높이 -.039 .850 -.130 -.132 -.194

(H)허리높이 .235 .808 -.152 .054 .087

(H)배높이 .007 .760 -.116 .198 .038

엉덩이둘
레선아래 

너비

(W)샅너비 .059 -.182 .913 .058 -.285

(W)엉덩이너비 -.028 -.254 .913 -.009 .254

(W)넙다리너비 -.096 -.159 .881 -.095 -.133

엉덩이둘
레선위형

태

(CSD)엉덩이돌출점-
엉덩이중간점거리차 .101 .082 .003 .902 -.128

(CSD)엉덩이돌출점-
허리점거리차

.306 .059 -.081
.876

-.030

엉덩이와 
샅너비 
대비

(W)엉덩이돌출점_샅
점 너비차 -.154 -.093 -.139 -.120 .944

고유치 3.735 3.679 2.569 2.191 1.193

변량의기여율(%) 23.344 22.993 16.057 13.691 7.457

누적 기여율(%) 23.344 46.337 62.393 76.084 83.541

[표 12] 하반신 앞면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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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군집분석에 의한 하반신 앞면 형태의 유형화 

하반신 앞면 형태를 몇 개의 특징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

결과로 얻어진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하반신 앞면의 유

형 분류를 위해 요인분석 결과로 얻어진 5개 요인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수

로 하여 군집분석을 하였으며, 유사성 척도로는 Ward의 유클리드 거리 측

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계층적 군집분석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케이스들의 거리행렬이 요구되

고, 군집을 형성해나가면서 새로운 거리행렬이 계속 요구되기 때문에 대량

자료의 경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K-평균

군집분석은 거리행렬이 요구되지 않고 군 중심 간의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배치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대량 자료의 경우

에 유용하나 특이점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도 있으니 사전 군집수 조사

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워드의 최소 분산방법에 의

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한 후, 군집수를 결정하여 K-평균군집분석으로 성

인여성의 하반신 앞면유형을 분류하였다.

요인 점수에 의해 분류된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하반신 앞면

유형별 요인점수, 형태관련 항목의 지수값의 평균, 크기 항목의 절대치들에

대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하였다.

하반신 앞면 형태 유형은 FT(Front Type)로 표기하였다.

하반신 앞면을 구성하는 요인의 유형별 차이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하반신 앞면 형태를 유형별로 각 집단의 특성을 하반신 앞면 유형별 평균

치로 제시하여 <그림 25>와 같다. 형태의 구체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

여 군집분석에 투입된 지수치와 각도항목의 유형별 차이를 제시하였다(표

14). 유형별 요인점수와 지수치의 평균값을 종합하여 유형별로 하반신 앞

면 형태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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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유형
유형1

(FT1)

유형2

(FT2)

유형3

(FT3)

유형4

(FT4)
F

요인1 -0.631 0.1622 1.015 -0.36807 150.955

허리에서 둔부까지의 형태 D B A C ***

요인2 0.783 -0.236 -0.189 -0.310 62.99

하반신 높이 A B B B ***

요인3 0.164 1.027 -0.344 -0.690 185.116

엉덩이둘레선 아래형태 B A C C ***

요인4 -0.631 0.421 -0.648 0.693 154.123

엉덩이둘레선 위형태 C B C A ***

요인5 -0.251 0.395 .0663 -0.111 20.76

엉덩이와 샅너비 대비 C A B C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0.001

[표 13] 하반신 앞면의 유형별 평균요인점수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

트 

유형1(FT1)은 요인점수의 비교에서 하반신 높이와 관련된 요인 2의 값

이 집단 평균보다 커서 하반신이 긴 집단이며, 하반신 앞면의 너비형태와

관련된 요인1, 요인4, 요인5가 집단 평균보다 작아 엉덩이돌출점과 허리둘

레점 너비차가 가장 작은 집단으로 허리너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편에

속하고 있어 허리너비가 크고 엉덩이너비는 상대적으로 작은 형태를 가진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유형별 하반신 인체 측정치의 절대치에

대한 분산분석과 다중비교를 제시한 <표 15>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허리둘레에서 가장 큰 치수를 보인 반면 엉덩이둘레와 넙다리둘레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치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형1(FT1)은 허리너비와 엉

덩이너비를 두 축으로 했을 때 하반신 앞면 실루엣은 허리너비가 가장 크

고, 엉덩이너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특징을 보이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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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하반신 앞면 유형별 지수치 및 각도 Z-Score

유형2(FT2)는 평균 요인점수의 비교를 보면 요인3과 요인5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W)샅너비, (W)엉덩이너비, (W)넙다리너비, (W)엉

덩이돌출점_샅점 너비차 항목이 큰 편에 속하여 엉덩이돌출점 수준아래의

너비들이 큰 형태임을 의미한다. 또한 높이 항목인 요인2의 평균값이 작은

편이었으며 절대치 분석에서도 유형2의 높이항목들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또한 허리둘레는 유형1보다는 작게 나타났지만 큰 편이었으며, 엉덩이둘레

와 넙다리둘레 측정치는 4개 유형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형별 요

인점수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요인1의 값은 두 번째로 큰 형태로 허

리너비와 엉덩이너비를 두 축으로 했을 때 유형 2의 하반신 앞면 실루엣은

허리너비와 엉덩이너비차가 큰 특징을 띠었다.

유형3(FT3)은 허리에서 둔부까지의 형태 요인인 요인1 항목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어 (Ang) 둔부측면각, (Ang)대퇴측면각, (Ang)둔구측면각,

(Ang)복부측면각, (W)엉덩이돌출점_허리점 너비차 항목이 가장 큰 편에

속하여 허리너비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W)엉덩이너비, (W)샅너비,

(W)넙다리너비는 세 번째로 큰 편에 속하여 허리너비와 엉덩이너비 차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 25>에서와 같이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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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각 항목들에서는 다른 유형들과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허리

너비와 엉덩이너비를 두 축으로 했을 때 허리에서 배까지의 너비변화가 가

장 큰 특징을 나타낸다.

 항목        유형　
유형1(FT1) 유형2(FT2) 유형3(FT3) 유형4(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Ang) 둔부측면각
9.222 10.896 11.209 10.478 83.048

D B A C ***

(Ang)대퇴측면각
9.219 10.893 11.203 10.477 63.149

D B A C ***

(Ang)둔구측면각
4.788 5.141 5.204 4.948 62.996

D B A C ***

(Ang)복부측면각
10.287 12.328 12.799 11.678 95.989

C B A C ***

(W)엉덩이돌출점_
허리점 너비차

0.2485 0.3443 0.3537 0.3434 67.330

B A A A ***

(H)샅높이
0.445 0.435 0.439 0.436 25.426

A C B C ***

(H)넙다리높이
0.429 0.417 0.420 0.419 41.722

A C B BC ***

(H)엉덩이높이
0.496 0.480 0.484 0.482 34.296

A C B BC ***

(H)허리높이
0.622 0.615 0.619 0.616 19.593

A C B C ***

(H)배높이
0.553 0.545 0.544 0.548 16.315

A C C B ***

(W)샅너비
1.311 1.400 1.417 1.409 120.444

B A A A ***

(W)엉덩이너비
1.245 1.344 1.354 1.343 168.046

B A A A ***

(W)넙다리너비
0.629 0.667 0.666 0.661 103.188

B A A A ***

(CSD)엉덩이돌출점-
엉덩이중간점 거리
차

0.067 0.104 0.875 0.111 80.737

C A B A ***

(CSD)엉덩이돌출점-
허리점거리차

0.252 0.315 0.280 0.324 81.031

C A B A ***

(W)엉덩이돌출점_
샅점 너비차

-0.066 -0.055 -0.063 -0.0631 4.274

C A AB BC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0.001

[표 14] 하반신 앞면의 유형별 지수치 및 각도항목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

컨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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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형
유형1(FT1) 유형2(FT2) 유형3(FT3) 유형4(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H)허리높이
988.39 969.35 989.05 989.24 14.541 

A B A A ***

(H)배높이
878.70 858.93 869.23 880.33 14.827 

A C B A ***

(H)엉덩이높이
787.50 756.04 772.74 773.45 33.664 

A C B B ***

(H)샅높이
707.01 684.94 701.84 699.92 15.808 

A C AB B ***

(H)넙다리높이
681.85 656.57 671.73 672.69 21.594 

A C B B ***

(W)허리너비
275.14 265.64 253.05 252.81 61.788 

A B C C ***

(W)배너비
317.41 320.79 312.42 301.28 53.982 

B A C D ***

(W)엉덩이중간
너비

323.57 328.41 319.34 310.75 74.633 
B A C D ***

(W)엉덩이너비
341.61 355.61 341.13 338.44 103.779 

B A B C ***

(W)샅너비
358.70 370.07 356.83 354.80 54.513 

B A BC C ***

(W)넙다리너비
172.07 176.29 167.76 166.64 62.594 

B A C C ***

(C)허리둘레
755.13 735.16 690.78 697.63 68.575 

A B C C ***

( C )허리만곡둘
레

787.93 766.33 736.95 722.44 57.343 
A B C D ***

(C)배둘레
870.37 869.18 841.52 821.55 39.924 

A A B C ***

( C )엉덩이중간
둘레

885.03 889.39 859.35 844.39 60.132 
A A B C ***

(C)엉덩이둘레
928.14 952.98 914.11 916.77 63.211 

B A C C ***

( C )넙다리최대
둘레

539.17 547.97 522.24 528.55 27.171 
B A D C ***

( C )좌우넙다리
둘레

912.49 936.85 905.97 908.12 33.369 
B A B B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0.001

[표 15] 하반신 앞면 유형별 절대치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

(단위:mm)

유형4(FT4)는 엉덩이둘레선 바로 윗부분의 형태특성 요인인 요인4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CSD)엉덩이돌출점-엉덩이중간점 거리차, (CSD)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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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이돌출점-허리점 거리차 항목에서 가장 큰 경향을 보였지만 (W)허리너

비, (W)배너비, (W)엉덩이너비, (W) 샅너비항목이 4가지 유형 중에서 가

장 작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허리너비와 엉덩이너비를 두 축을 했을 때

허리비와 엉덩이너비의 차가 크지만, 절대치가 가장 작은 편으로 나타나 4

개의 유형 중 가장 마른 앞면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형태에 우선하여 하반신 앞면을 유형화하였으나 이들 각 유

형이 크기 면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하반신 앞면의

유형별 크기 항목의 절대치에 대하여 다중비교를 하였다(표 15).

군집분석에 의한 각 유형별 직접측정치의 절대치의 평균값은 각 유형별

로 유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각 유형별 절대치를 고찰하였다. 이

는 하반신 유형을 형태인자에 근거하여 분류할 경우 각 유형마다 신체의

형태는 같으면서 다양한 크기를 가진 피험자들이 속하게 되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신체의 크기와 관련된 측정치의 평균값이 집단 간에 유의차로 나

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던컨데스트 결과 <표 14>에 제시된 전 항목에서 p≤ 0.001 수준에서 유의

차가 나타났으며, <표 15>에 제시한 하반신 앞면 유형별 크기 항목의 절

대치 값을 간략하게 비교․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높이항목은 유형

1(FT1)이 크고 유형2(FT2)가 작게 나타났으며 허리부분의 둘레항목은 유

형3(FT3)과 유형4(FT4)가 가장 작고, 유형1(FT1)이 가장 큰 경향을 보였

다. 엉덩이 아랫부분의 둘레와 너비항목은 유형2(FT2)가 가장 큰 집단이며

유형3(FT3)과 유형4(FT4)는 대체로 작은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

의 형태 구성 인자를 위주로 하여 체형을 분류하여도 각 유형의 형태와 신

체의 크기는 관련이 높다는 정명숙(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만, 지수

치와 절대치에 대한 유형별 차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크기 순서에

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각 유형별 절대치의 평균값으로 분석한 것으로

그 표준편차 값이 크게 나타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절대치에 의한 형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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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최유경. 1997). 따라서 하반신

유형의 형태와 크기는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中澤. 1993), 절대치에 의한

형태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절대치는 형태와 크기와의

상관관계 분석에 참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한 결과 하반신 앞면 형태의 유형별 출현빈도와 실루엣 특성

은 <표 16>과 같으며 앞면형태 유형별 차이를 보였다. 유형1(FT1)은 하반

신 높이 요인이 가장 크고 허리너비와 둘레가 가장 큰 유형이며 상대적으

로 엉덩이너비와 엉덩이둘레가 작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유형2(FT2)는 하

반신 높이 요인이 가장 작은 집단으로 엉덩이, 샅너비 부위가 허리 너비보

다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이면서 하반신 둘레 요인이 큰 경향을 보이는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유형3(FT3)은 거의 모든 항목이 중간 정도의 크기

를 나타내었지만 상대적으로 허리부위가 가늘어 허리에서 둔부까지의 옆면

각도항목들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유형4(FT4)는 엉덩이 아래부위보다 상

대적으로 허리부위가 많이 가는 형태로 마른 경향을 보였다.

앞면
유형

유형1(FT1) 유형2(FT2) 유형3(FT3) 유형4(FT4)

출현빈도
(명, %)

138명
(23.3%)

129명
(21.8%)

139명
(23.5%)

186명
(31.4%)

실루엣

[표 16] 하반신 앞면형태 유형별 출현빈도와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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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반신 옆면 유형 분류

성인 여성의 옆면을 구성하는 형태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옆면 기준선

에 의해 측정된 앞・뒤의 두께, 각도 등의 항목들을 요인분석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얻어진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옆면의 전면부인 허

리・배돌출형태와 후면부인 엉덩이돌출 형태를 유형화하였다.

2-1. 하반신 옆면 형태의 요인 특성

성인 여성의 하반신 옆면 형태 구성 인자를 추출하기 위하여 높이와 옆

면 기준선에 대한 앞․뒤 두께의 지수치 25항목, 높이 지수치 6항목, 옆면

각도 4항목, 부위별 거리 10항목, 그리고 주요 부위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계산치 10항목으로 하반신 옆면 구성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

분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Varimax법에

의한 직교회전방법을 사용하였고 요인수는 고유치가 1.00 이상인 요인까지

선택하였다.

옆면 요인분석에서 두께항목은 옆면의 전・후면의 돌출정도를 고려하기

위해 기준선을 중심으로 앞뒤 두께를 모두 사용함으로써 정보가 중복되어

투입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인자마다 양의 값과 음의 값에서 가

장 큰 인자 부하량을 나타내는 항목과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은 제외하고,

또 여러 요인과 중복하여 상관을 나타내는 항목을 제외한 후 다시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성인 여성의 하반신 옆면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는

요인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처음 요인분석에 사용되었던 55항

목 중에서 26항목이 선별되었으며, 최종 추출된 하반신 옆면 구성요인들은

<표 17>과 같다.

요인분석 결과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6개 요인의 누적기여율은

88.997%로 <표 17>에 제시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항목을 선별하



- 73 -

기 전의 요인분석과 비교할 때, 요인의 개수는 6～7개로 비슷하였으며 누

적기여율 또한 83.58%～91.27%로 다양하였다. 항목을 선별하기 전의 요인

분석 결과보다 각각의 요인이 전체에 대하여 고르게 기여하며, 엉덩이돌출

과 허리・배의 돌출형태를 나타내는 인자들의 기여도가 고르게 분포하였

다. 요인1과 요인3은 기준선에 의해 분리되는 옆면의 후면 뒤두께(Back

Thickness, BT)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요인2/요인5/요인6은 옆면의 전면

앞두께(Front Thickness, FT) 항목과 각도(Angle, Ang)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그리고 요인4는 하반신 높이(Height, H) 항목으로 추출되었다.

하반신 옆면 요인분석 결과를 요인별로 고찰하였다.

요인1은 허리에서 엉덩이돌출점까지의 뒤두께 차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BT)엉덩이돌출점_배돌출점뒤두께차, (BT)엉덩이돌출점_배꼽점뒤두께차,

(BT)엉덩이돌출점뒤두께, (BT)엉덩이돌출점_허리점뒤두께차 항목이 포함

되었다. 이들 항목으로 엉덩이돌출점을 기준으로 하반신 부위의 뒷면 두께

차이에 대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는 허리에서 엉덩이돌출점 사이

의 뒷면 두께 차이에 해당하므로 엉덩이가 돌출된 정도와 형태에 대한 요

인이라고 할 수 있어 엉덩이돌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1의 고유치는

4.725이고 전체 변량의 19.685%를 차지하였다.

요인2는 허리점, 배돌출점, 엉덩이돌출점 수준에서의 앞두께 및 부위별

앞두께 차이에 해당하는 항목과 허리에서 배돌출점 간의 각도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Ang)복부상면각, (FT)배꼽수준점앞두께, (FT)배돌출점앞두께,

(FT)허리점앞두께와 (FT)엉덩이돌출점_배돌출점앞두께차, (FT)엉덩이돌출

점_배꼽점앞두께차, (FT)엉덩이돌출점_허리점앞두께차 항목이 포함되었다.

이들 항목은 허리와 엉덩이 부위 사이에서의 배돌출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

이다. 특히 배두께가 클수록 허리에서 배돌출부위까지의 각도가 크게 나타

났으며, 배돌출과 엉덩이돌출점 앞두께의 차이는 배두께와 양의 상관이 있

어 배가 돌출할수록 엉덩이돌출점의 앞두께차가 크게 나타남을 의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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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요인2는 배돌출 정도에 대한 요인으로 배돌출 형태요인으로 명

명하였다. 요인2의 고유치는 4.536이고 전체 변량의 18.900%를 설명하였다.

요인3은 허리에서 배돌출점 사이의 후면 두께에 해당하는 (BT)허리뒤점

뒤두께, (BT)배꼽수준점뒤 두께, (BT)배돌출점뒤두께, (BT)허리점뒤두께

항목이 포함되었다. 요인3은 허리에서 배돌출 부위의 뒤두께가 항목이 포

함되어 있어 하반신 뒤허리 만곡부위의 형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자세를 나

타내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옆면 기준선에 대해 하반신

의 허리와 배부위의 후면의 두께와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어 배부위후면

형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고유치는 4.482이고 전체변량의 18.677%를 차지

하였다.

요인4는 하반신의 높이 인자로 (H)샅높이, (H)넙다리높이, (H)엉덩이높

이, (H)허리높이, (H)배높이 항목이 포함되었다. 하반신의 길이와 상관이

있는 허리높이와 배와 엉덩이돌출점 등의 높이로부터 옆면 하반신의 형태

와 높이와의 관계 파악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요인4의 고유치는 3.695

이고 전체 변량의 15.396%를 설명하였다.

요인5는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앞면 두께에 해당하는 (FT)배꼽점_허리

점앞두께차, (FT)허리점앞두께, (FT)배돌출점_허리점앞두께차 항목이 포함

되었다. 이들 항목은 허리와 배돌출 부위간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허

리점앞두께가 작을수록 배돌출점과의 두께차가 크게 나타나 허리점과 배돌

출점 앞두께와의 차이는 부의 상관이 있어 허리가 두꺼울수록 배돌출점과

의 두께차가 작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성인 여성의 옆면 형태에서 배돌출

의 정도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지만 허리의 두께도 중요한 형태요인임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인5의 고유치는 2.866이며, 기여율은 11.941%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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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항목 성분

엉덩이
돌출
형태

(BT)엉덩이돌출_배
돌출점뒤두께차

.977 .002 -.113 .012 .030 -.077

(BT)엉덩이돌출_배
꼽점뒤두께차

.969 -.038 -.141 -.013 .005 -.029

(BT)엉덩이돌출점 
뒤두께

.947 .054 .279 -.057 .006 -.023

(BT)엉덩이돌출_허
리점뒤두께차

.930 .035 -.243 .018 -.138 .080

배돌출
형태

(FT)배돌출_엉덩이
돌출점앞두께차

.319 .917 -.020 .114 -.024 .074

(FT)배꼽_엉덩이돌
출점 앞두께차

-.418 .866 .071 .050 .045 .057

(Ang)복부상면각 -.046 .813 .350 -.107 .039 .028

(FT)허리_엉덩이돌
출점앞두께차

-.076 .742 .201 .022 .577 .078

(FT)배꼽수준점 앞 
두께

.478 .644 .361 -.099 -.291 .007

(FT)배돌출점 앞두
께

-.277 .643 .511 -.169 -.252 -.001

(FT)허리뒤점 앞두
께

.120 .636 .323 -.124 -.525 -.045

배부위
후면형

태

(BT)허리뒤점 뒤두
께

-.118 .083 .922 -.150 .122 -.137

(BT)배꼽수준점 뒤 
두께

-.102 .199 .913 -.093 .003 .014

(BT)배돌출점 뒤두
께 

-.102 .118 .904 -.158 -.056 .127

(BT)허리점 뒤두께 .161 .038 .877 -.127 .232 -.170

하반신 
높이

(H)샅높이 -.042 -.081 -.174 .892 .080 .019

(H)넙다리높이 -.005 -.168 -.081 .864 -.064 .075

(H)엉덩이높이 -.025 -.262 .164 .862 -.118 .099

(H)허리높이 -.036 -.027 -.188 .826 .177 -.031

(H)배높이 .085 .174 -.337 .747 -.121 -.157

허리
부위 

앞돌출
형태

(TF)배꼽점_허리점 
앞두께차

.438 .030 .208 -.033 .807 .042

(FT)허리점앞두께 .115 .537 .171 -.063 -.803 -.023

(FT)배돌출점_허리
점앞두께차

-.432 -.057 .292 -.088 .802 .029

배돌출
각도

(Ang)복부하면각 -.031 -.078 -.096 .026 .070 .957

고유치 4.725 4.536 4.482 3.695 2.866 1.056

변량의기여율(%) 19.685 18.900 18.677 15.396 11.941 4.399

누적 기여율(%) 19.685 38.585 57.262 72.658 84.599 88.997

[표 17] 하반신 옆면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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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6은 엉덩이앞점에서 배최대돌출면과의 접선이 수직선과 이루는 각으

로 (Ang)복부하면각이 클수록 배돌출량이 많아지므로, 배돌출 각도요인으

로 명명하였다. 요인6의 고유치는 1.056이고, 기여율은 4.399%이다.

이상 하반신 옆면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하반신 옆면의 다양한 형태 인

자를 허리․배부위의 형태요인과 엉덩이부위의 형태요인을 중심으로 분석

할 수 있었다. 하반신 옆면의 기준선을 중심으로 전․후의 신체에 대해 비

교적 고르게 형태 요인들이 분류되어 허리돌출 요인, 배돌출 요인, 엉덩이

돌출 요인, 그리고 배부위 후면형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형태를 설명하면

서 동시에 자세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도 추출되었다. 따라서 이상의 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6개의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하반신 부위별 형태특성을

유형화 한다면, 하반신 옆면의 전면과 후면의 형태를 유형화할 수 있을 것

으로 나타났다.

2-2. 군집분석에 의한 하반신 옆면 형태의 유형화 

하반신 옆면을 분류하기 위해 6개 요인으로 옆면 유형화를 한 결과 유형

수를 많이 하였을 경우 다양한 옆면 유형의 형태를 추출할 수 있었다. 하

지만 그 형태적 특성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각 유형별 특

성을 정의 내리는데 한계점들이 많아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부위별

형태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요인분석 결과에서 나타

난 요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반신 옆면 유형을 옆면 기준선에 의한 전면

과 후면에 대한 분석으로 허리・배돌출형태와 엉덩이돌출형태로 파악하고

자 하였다. 옆면 요인분석으로 분류된 요인들 중에서 허리・배돌출과 엉덩

이돌출의 형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을 이용하여 하반신 부위별 옆면 형

태를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유형화하였다.

하반신 옆면 부위별 유형 분류를 위해 요인분석 결과로 얻어진 6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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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인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하였으며, 유사성 척도로는

Ward의 유클리드 거리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군집의 수는 앞면과 같은

방법으로 워드의 최소 분산방법에 의한 계층적 군집분석을 한 결과, 유형

별 분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성인 여성의 배돌출 형태 유형을 4개로, 엉덩

이돌출 형태를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옆면의 유형별 인자점수, 형태

와 관련이 있는 주요 측정 기준점의 높이 및 앞․뒤두께 항목의 지수치의

평균, 인체측정치 항목의 절대치에 대하여 옆면 유형별 분산분석 및 던컨

테스트를 사용하여 다중비교하였다.

또한 하반신 옆면의 부위별 유형의 요인점수와 지수치의 평균값을 종합

하여 유형별로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2-2-1. 하반신 옆면 전면부의 허리․배돌출 유형화

옆면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6개의 요인들 중에서 허리․배돌출 요인과

관계된 요인2/요인5/요인6과 하반신 높이 요인인 요인4를 이용하여 배돌출

유형을 분류해본 결과, 요인2/요인5/요인6으로 분류된 허리․배돌출 유형이

허리와 배의 옆면 형태에 따른 특성을 뚜렷하게 분리하였다. 유형수로는 4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을 때 옆면에서의 전면 형태 특성별 유형화가 가장

적절하게 분류되었다. 하반신 옆면 유형 분류에서 전면부에 해당되는 허

리・배돌출유형은 SFT(Side Front Type)로 표기하였다.
유형별 요인점수와 지수치의 평균값들을 종합하여 유형별로 하반신 옆면

의 허리․배돌출 형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표 18, 표 19, 그림 26).

유형1(SFT1)은 요인점수의 비교에서 요인2, 요인5, 요인6의 값이 집단

평균보다 작게 나타난 집단으로 (FT)허리점앞두께, (FT)배돌출점앞두께,

(Ang)복부하면각, (Ang)복부상면각 등의 항목에서 가장 작은 편에 속하여

하반신 옆면의 전면부위가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것은 유형별 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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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인체 측정치의 절대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유형1(SFT1)

은 배두께, 허리두께, 앞허리두께, 앞배두께에서는 가장 작은 치수를 보인

반면, 앞엉덩이 두께는 가장 큰 값을 보여 전면의 형태가 허리에서 배, 엉

덩이 부위까지 뚜렷한 굴곡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

1(SFT1)의 경우 배높이, 엉덩이높이, 샅높이, 넙다리높이가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나타나 높은 하반신 특성을 보이면서 허리에서 엉덩이부위까지

의 전면이 납작한 특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유형1은 허리두께와 엉덩이두

께를 축으로 했을 때 옆면 전면 실루엣이 밋밋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20

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유형2(SFT2)는 (FT)배꼽점_허리점앞두께차, (FT)배돌출점_허리점앞두께

차 항목이 가장 큰 경향을 보이며, 요인5의 허리 형태에 음의 영향을 미치

는 (FT)허리점앞두께는 가장 작은 경향을 보여 하반신 옆면의 전면 유형

중에서 허리두께가 가장 작은 특징을 보였다. 배돌출정도는 유형1과 비슷

한 경향을 보이지만 허리와 엉덩이부위의 앞두께가 유형1보다 작게 나타나

는 특징을 보여 유형2의 하반신 옆면 전면 실루엣은 허리두께와 엉덩이두

께를 축으로 했을 때 허리와 엉덩이 두께가 가늘어 배가 상대적으로 돌출

되어 보이는 유형으로 마르거나 보통 체형이지만 배가 돌출된 유형이다.

유형2(SFT2)는 3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유형3(SFT3)은 (FT)허리점앞두께, (FT)배돌출점앞두께가 크게 나타나

하반신 옆면의 돌출이 큰 유형이다. 특히 유형3(SFT3)의 경우 허리점앞두

께가 가장 크게 나타나 옆면의 실루엣으로 허리부위에서 가장 돌출된 형태

로 상복부가 돌출된 형이다.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

으로 복부부위의 지방이 집중적으로 침착되면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유형4(SFT4)는 배돌출과 관련된 (Ang)복부상면각, (FT)배꼽수준점앞두

께, (FT)배돌출점앞두께 항목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하여 요인2의 값이 하반

신 옆면 전면 유형 중 가장 큰 경향을 보였다. 유형4(SFT4)는 배의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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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큰 유형으로 배돌출과 관련된 값들이 대체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

는 절대치 값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허리와 배두께가 큰 경향을 보

였지만, 유형3(SFT3)은 허리가 배보다 더 두꺼운 형태를 보였으며, 유형

4(SFT4)의 경우 배가 조금 더 두꺼운 형태로 전체적으로 복부 비만형으로

나타났다.

요인             유형
유형1
(SFT1)

유형2
(SFT2)

유형3
(SFT3)

유형4
(SFT4)

F

요인1 -0.097 -0.098 0.087 0.111 33.742

엉덩이돌출형태 B B A A ***

요인2 -0.768 0.125 0.215 1.279 219.778

배돌출형태 C B B A ***

요인3 -0.020 -0.049 -0.032 0.158 1.235

배부위후면형태 A A A A 　

요인4 0.007 0.050 0.006 -0.125 0.797

하반신 높이 A A A A 　

요인5 -0.410 0.860 -1.074 0.232 269.690

허리형태 C A D B ***

요인6 -0.319 -0.358 0.924 0.557 102.130

배돌출각도 C C A B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0.001

[표 18] 하반신 옆면 허리․배돌출 유형별 평균요인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과 던컨테스트 결과

성인 여성의 하반신 옆면 실루엣 중에 전면형태에 대하여 유형별로 그

형태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옆면 유형들은 허리와 배부위의 돌출 정도

에 따라 그 특징이 분류되었으며(표 20),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돼 옆면 허

리․배돌출 유형별 신체 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허리․배돌출 유형별 크기 항목의 절대치의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로 다중

비교하였으며 검증 결과는 <표 21>와 같다. 앞면의 경우와 같이 옆면에서

도 유형별로 대부분의 크기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앞면은 형태와

크기와의 관련이 있어 형태별 집단 간의 크기 측면에서도 허리․배돌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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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비슷한 순서로 크기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옆면은 앞면에 비하여

형태를 이루고 있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므로 크기 항목의 절대치 비교로

그 형태를 정확히 묘사하는 것은 한계가 많았으며, 앞면보다 더 어렵게 나

타났다.

  항목               유형　
유형1
(SFT1)

유형2
(SFT2)

유형3
(SFT3)

유형4
(S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FT)엉덩이_배돌출점 앞두께차
-0.010 -0.015 -0.015 -0.022 184.961

A B B C ***

(FT)엉덩이_배꼽점 앞두께차
-0.048 -0.095 -0.101 -0.154 156.619

A B B C ***

(Ang)복부상면각
9.191 13.325 13.711 17.820 145.070

C B B A ***

(FT)엉덩이_허리점 앞두께차
-0.019 -0.015 -0.093 -0.095 90.337

A A B B ***

(FT)배꼽수준점 앞두께
0.609 0.624 0.638 0.642 85.086

C B A A ***

(FT)배돌출점 앞두께
0.642 0.659 0.656 0.659 62.009

B A A A ***

(FT)허리뒤점 앞두께
0.593 0.595 0.633 0.611 70.471

C C A B ***

(FT)배꼽점_허리점 앞두께차
0.003 0.009 0.001 0.007 169.773

C A D B ***

(FT)허리점 앞두께
0.580 0.545 0.631 0.584 130.743

C D A B ***

(FT)배돌출점_허리점 앞두께차
0.061 0.114 0.025 0.075 141.067

C A D B ***

(Ang)복부하면각
14.297 14.091 18.265 16.942 58.917

C C A B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0.001

[표 19] 하반신 옆면 허리․배돌출 유형별 지수치 및 각도항목에 대한 분

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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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하반신 옆면 허리․배돌출 유형별 지수치 및 각도 Z-Score

옆면 
형태 
유형

유형1(SFT1) 유형2(SFT2) 유형3(SFT3) 유형4(SFT4)

출현빈도
(명, %)

219명
(37.0%)

207명
(35.0%)

88명
(14.9%)

78명
(13.2%)

실루엣

[표 20] 하반신 옆면 허리․배돌출형태 유형별 출현빈도와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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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형

유형1
(SFT1)

유형2
(SFT2)

유형3
(SFT3)

유형4
(S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H)허리높이
986.76 991.17 976.09 972.83 10.223

A A B B ***

(H)배높이
876.32 874.94 867.87 863.12 4.632

A AB BC D **

(H)엉덩이높이
779.72 772.69 771.85 757.26 13.840

A B B C ***

(H)샅높이
701.52 702.73 694.46 687.20 7.417

A A B C ***

(H)넙다리높이
675.63 672.44 670.26 657.59 9.142

A A A B ***

(C)허리둘레
715.89 708.27 724.78 743.53 11.092

BC D B A ***

(C)배꼽수준허리둘레
778.75 787.71 798.97 830.61 25.004

D BC B A ***

(C)배둘레
839.82 840.87 858.26 878.74 16.289

C C B A ***

(C)엉덩이중간둘레
856.98 865.99 869.97 897.17 25.151

C B B A 　

(C)엉덩이둘레
925.26 919.89 936.04 939.48 12.938

B B A A ***

(FC)앞허리둘레
375.37 359.01 397.43 389.99 86.106

C D A B ***

(FC)앞배꼽수준허리둘레
415.69 418.64 432.07 443.19 50.825

C C B A ***

(FC)앞배둘레
442.57 441.99 452.84 458.35 30.664

C C B A ***

(FC)앞엉덩이중간둘레
446.54 447.59 453.48 459.71 21.590

C C B A ***

(FC)앞엉덩이둘레
464.12 454.52 462.34 454.55 14.889

A B A B ***

(FT)앞배돌출_앞허리
두께차

11.47 20.97 4.90 14.97 144.894

C A D B ***

(FT)앞배꼽_앞허리두
께차

5.22 14.59 1.30 11.66 170.958
C A D B ***

(FT)앞배돌출_배꼽두
께차

6.25 6.39 3.60 3.31 15.814
A A B B ***

(FT)앞엉덩이돌출_앞
허리두께차

-3.91 -3.23 -18.09 -18.94 88.670
A A B B ***

(FT)앞엉덩이돌출_앞
배돌출두께차

-15.38 -24.20 -22.99 -33.91 185.320
A B B C ***

(FT)앞엉덩이돌출_앞
배꼽두께차

-9.13 -17.82 -19.39 -30.60 153.337
A B B C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0.001

[표 21] 하반신 옆면 허리・배돌출 유형별 절대치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

테스트 결과(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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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하반신 옆면 후면부의 엉덩이돌출 유형화

옆면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6개의 요인들 중에서 하반신 옆면의 후면 형

태를 나타내는 요인은 요인1과 요인3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1은 엉덩이

돌출 형태를 나타내며 요인3은 배부위 후면형태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 하반신 옆면의 후면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1과 요인3을 이용하여

엉덩이돌출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엉덩이돌출형태 유형분류를 위해 군집수

를 3, 4, 5으로 분석해 보았으나, 엉덩이돌출형태를 표현하는데 4개의 군집

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당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 이유로는 엉덩이돌출

유형을 3개로 하였을 때는 유형1이 45명으로 분류되고, 유형2는 207명, 유

형3이 340명으로 분류되었다. 5유형으로 분류한 경우는 유형1이 64명, 유형

2가 173명, 유형3은 143명, 유형4는 20명, 유형5는 172명으로 분포되었다.

엉덩이돌출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였을 때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할

수 있지만, 분류된 형태 중 유형1과 유형5가 서로 비슷한 형태특성을 가지

고 있어 4개의 유형분류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옆면의

후면인 엉덩이돌출유형은 4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엉덩

이돌출형태 유형은 SBT(Side Back Type)으로 표기하였다.

유형별 요인점수와 지수치의 평균값들을 종합하여 유형별로 하반신 옆면

의 허리․배돌출 형태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표 22, 표 23, 그림 27).

유형1(SBT1)은 요인점수의 비교에서 요인1과 요인3에서 두 번째로 큰

경향을 보였으며, 요인1의 경우는 유형2를 제외한 다른 3가지 유형에서 전

체적인 크기에 차이가 있지만 허리와 엉덩이 두께의 돌출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유형1(SBT1)의 (BT)허리뒤점뒤두께, (BT)배꼽수준

점뒤두께, (BT)배돌출점뒤두께, (BT)허리점뒤두께, (BT)엉덩이돌출점 뒤

두께 항목들은 두 번째로 큰 경향을 보였으나 (BT)엉덩이돌출_배돌출점뒤

두께차, (BT)엉덩이돌출_배꼽점뒤두께차, (BT)엉덩이돌출_허리점뒤두께차

항목에서는 작은 편에 속하여 전체적으로 하반신 옆면의 후면이 큰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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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서 배돌출점뒤두께와 엉덩이돌출점 뒤두께차가 작은형으로 나타났

다. 중년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엉덩이돌출 유형으로 허리에서 엉덩이돌

출의 실루엣이 완만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뒤허리 부

위에 지방이 침착되고 엉덩이돌출은 작아지면서 뒤허리와 엉덩이돌출의 두

께 차이가 작은 형태특성을 보인다.

유형2(SBT2)는 하반신 옆면 엉덩이돌출 유형 중 (BT)허리뒤점뒤두께,

(BT)배꼽수준점뒤두께, (BT)배돌출점뒤두께, (BT)허리점뒤두께, (BT)엉

덩이돌출점뒤두께 항목들이 가장 작은 편이지만, (BT)엉덩이돌출_배돌출점

뒤두께차, (BT)엉덩이돌출_배꼽점뒤두께차, (BT)엉덩이돌출_허리점뒤두께

차 항목에서 가장 큰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유형2는 마른편이지만 허리와

엉덩이부위의 형태적 실루엣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20대의

연령층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다.

유형3(SBT3)은 유형1(SBT1)과 비슷한 옆면 형태를 보이는 듯하지만, 약

간의 차이가 있다. 유형3(SBT3)은 (BT)허리뒤점뒤두께, (BT)배꼽수준점뒤

두께, (BT)배돌출점뒤두께, (BT)허리점뒤두께, (BT)엉덩이돌출점 뒤두께

항목 모두에서 일정하게 4유형 중 세 번째로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BT)엉덩이돌출_배돌출점뒤두께차, (BT)엉덩이돌출_배꼽점뒤두께차, (BT)

엉덩이돌출_허리점뒤두께차 항목에서는 큰 경향을 보여 상대적으로 배후면

의 실루엣이 유형1(SBT1)보다 좀 더 잘록하게 들어간 형태로 엉덩이돌출

정도가 표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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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유형
유형1
(SBT1)

유형2
(SBT2)

유형3
(SBT3)

유형4
(SBT4)

F

요인1 -0.179 0.079 -0.099 -0.174 46.464

엉덩이돌출 B A B B ***

요인2 0.246 0.012 -0.090 -0.082 3.178

배돌출형태 A AB B B *

요인3 1.233 -0.865 0.266 2.535 1265.856

배부위후면형태 B D C A ***

요인4 -0.002 0.031 -0.037 0.051 .263

하반신 높이 A A A A 　

요인5 -0.025 -0.097 0.193 -0.706 9.787

허리형태 A A A B ***

요인6 -0.198 0.032 0.010 0.593 5.341

배돌출각도 B B B A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0.001

[표 22] 하반신 옆면 엉덩이돌출 유형별 평균요인점수에 대한 분산분석

과 던컨테스트 결과

[그림 27] 하반신 옆면 엉덩이돌출 유형별 지수치 및 각도 Z-Score

유형4(SBT4)는 하반신 옆면의 엉덩이돌출 유형 중에서 가장 큰 형태적

특성을 갖는 유형으로 (BT)허리뒤점뒤두께, (BT)배꼽수준점뒤두께, (BT)

배돌출점뒤두께, (BT)허리점뒤두께, (BT)엉덩이돌출점뒤두께 항목들이 가

장 큰 편에 속하지만, 배후면의 두께가 엉덩이돌출점 뒤두께보다 상대적으

로 큰 비율을 보여 (BT)엉덩이돌출_배돌출점뒤두께차, (BT)엉덩이돌출_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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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점뒤두께차, (BT)엉덩이돌출_허리점뒤두께차 항목에서는 가장 작은 편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유형4(SBT4)의 옆면 엉덩이돌출 실루엣은 두께가 가

장 크지만 허리와 엉덩이의 두께차이가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밋밋한

특징을 보였다. 유형4(SBT4)는 6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뒤

허리와 엉덩이 두께차가 가장 작고 엉덩이가 많이 처진 형태적 특징을 나

타내는 유형이다.

  항목               유형　
유형1
(SBT1)

유형2
(SBT2)

유형3
(SBT3)

유형4
(SB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BT)엉덩이돌출_배돌출점뒤두께
차

0.096 0.203 0.126 0.050 149.702

C A B D ***

(BT)엉덩이돌출_배꼽점뒤두께차
0.149 0.282 0.196 0.0931 173.726

C A B D ***

(BT)엉덩이돌출점 뒤두께
0.610 0.6794 0.644 0.584 118.758

C A B D ***

(BT)엉덩이돌출_허리점뒤두께차
0.133 0.299 0.200 0.095 152.789

C A B D ***

(BT)허리뒤점뒤두께
0.477 0.380 0.444 0.490 648.753

A C B A ***

(BT)배꼽수준점뒤두께
0.461 0.397 0.448 0.491 630.688

B D C A ***

(BT)배돌출점뒤두께 
0.514 0.4763 0.518 0.534 574.920

B C B A ***

(BT)허리점뒤두께
0.438 0.354 0.411 0.456 498.115

B D C A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0.001

[표 23] 하반신 옆면 엉덩이돌출 유형별 지수치 및 각도항목에 대한 분산

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

하반신 옆면의 후면 형태요인에 의해 분류된 엉덩이돌출 유형별 출현빈

도와 실루엣은 <표 24>와 같이 각 유형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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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면 형태 
유형

유형1(SBT1) 유형2(SBT2) 유형3(SBT3) 유형4(SBT4)

출현빈도
(명, %)

85명
(14.4%)

209명
(35.3%)

269명
(45.4%)

29명
(4.9%)

실루엣

[표 24] 하반신 옆면 엉덩이돌출형태 유형별 출현빈도와 실루엣

성인 여성의 하반신 옆면 실루엣에 대하여 유형별로 그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이 옆면 유형들이 신체 크기에서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옆면의 유형별 크기 항목의 절대치에 대하여

다중비교법으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하였다(표 25).

앞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엉덩이돌출유형에서도 유형별로 (T)넙다리두

께와 (T)샅두께를 제외한 대부분의 크기 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다. 이

는 신체의 형태와 크기 간에는 서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즉 형태는 신체 각 부위의 크기와 차이에 의해 구성되므로,

각 형태의 특징을 추출하여 같은 형태를 가진 집단 내에서 크기에 의한 패

턴이 제공된다면 개인 소비자의 신체 사이즈뿐만 아니라 형태적 특성까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으로 성인 여성의 옆면 실루엣을 전면인 허리․배돌출형태와 후면의

엉덩이돌출형태에 따른 유형별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옆면

유형을 전면과 후면 부위로 분리하여 유형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선행연

구들에서 제시한 하반신 옆면유형 분류에 비하여 세부적으로 유형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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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하반신 유형화를 앞면과 옆면으로만 분류하여 옆

면의 경우에도 체형의 유형을 3～4개로만 제한함으로써 허리・배돌출형태
와 엉덩이돌출형태의 다양한 형태적 특성을 패턴개발에 적용시키기에 제한

이 많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하반신의 옆면유형을 전면과 후면으로 각

각 유형화하여 재조합함으로써 다양한 하반신 유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의 패턴 자동설계를 위해서는 각 소비자들의 하반신

형태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최상의 맞음새를 제공할 수 있는

패턴이 요구되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성인 여성의 하반신 유형을 앞면과 옆면으로 분리하여 유형화 한 결과로

앞면형태 유형, 허리․배돌출형태 유형, 엉덩이돌출형태 유형으로 분류하였

으며, 분류된 각각의 부위별 4가지 유형들은 다시 재조합되어 다양한 하반

신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재조합된 하반신 유형은 총 64 유형이 되므

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3～4개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제도

법보다 다양한 하반신 유형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매

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은 개인의 형태적 특성이 반영된 패턴이 설

계되어야 하므로,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다양한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

턴변형 알고리즘으로 각 개인의 의복 맞음새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반신 유형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패턴과의 관련성은 각 유형별 체표패턴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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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형
유형1(SBT1) 유형2(SBT) 유형3(SBT3) 유형4(SB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H)허리높이
961.96 996.77 982.81 941.52 51.193

C A B D ***

(H)배높이
850.15 889.53 865.59 827.47 73.315

C A B D ***

(H)엉덩이높이
760.25 778.33 771.87 762.83 10.627

C A AB BC ***

(H)샅높이
682.10 709.05 696.16 664.80 35.644

C A B D ***

(H)넙다리높이
654.79 679.54 669.80 645.17 27.178

C A B D ***

(C)허리점둘레
784.15 682.25 725.00 833.99 288.038

B D C A ***

(C)허리뒤점둘레
821.03 711.26 761.34 866.47 293.882

B D C A ***

(C)배꼽수준허리
둘레

845.46 756.19 804.75 900.58 211.987

B D C A ***

(C)배둘레
902.62 811.81 861.91 949.91 211.551

B D C A ***

(C)엉덩이중간둘
레

910.95 843.15 873.04 946.51 182.825

B D C A ***

(C)엉덩이둘레
937.21 921.86 927.52 952.97 12.337

B C BC A ***

(C)넙다리최대둘
레

539.96 531.38 534.02 548.33 4.342

AB B B A **

(BC)허리점
뒤둘레

399.36 308.60 352.63 434.04 506.201

B D C A ***

(BC)허리뒤점뒤
둘레

401.44 316.12 359.63 432.85 412.355

B D C A ***

(BC)배꼽수준점 
뒤둘레

413.72 338.57 379.82 452.74 404.323

B D C A ***

(BC)배돌출점
뒤둘레

445.44 373.31 414.50 479.31 385.099

B D C A ***　

(BC)엉덩이중간
점뒤둘레

453.52 397.02 423.04 479.34 301.138

B D C A ***

(BC)엉덩이돌출
점뒤둘레

480.94 461.60 468.50 493.93 40.4

B D C A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0.001

[표 25] 하반신 옆면 엉덩이돌출 유형별 절대치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테

스트 결과(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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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유형
유형1(SBT1) 유형2(SBT2) 유형3(SBT3) 유형4(SB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T)허리점두께 213.65 177.97 192.82 231.77 295.290

B D C A ***

(T)허리뒤점두
께

212.94 176.66 192.08 229.95 331.284

B D C A ***

(T)배꼽점두께 219.64 187.65 204.06 241.20 246.294

B D C A ***

(T)배돌출점두
께

239.29 205.20 223.36 258.59 367.672

B D C A ***

(T)엉덩이돌출
점두께

234.32 219.22 226.08 250.40 109.069

B D C A ***

(T)넙다리두께 170.80 173.85 171.67 173.97 2.509

A A A A

(T)샅두께 190.07 191.14 188.94 188.06 1.729
A A A A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0.001

[표 25(계속)] 하반신 옆면 엉덩이돌출 유형별 절대치에 대한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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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반신 부위별 유형 예측

군집분석을 통해 분류된 성인여성의 하반신 앞면․옆면형태 유형을 도출

하는 회귀식을 산출하고 각 유형과 형태특성의 관계를 요약하기 위하여 다

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에 의한 모형식을

제시하였다. 하반신 유형에 대한 앞면과 옆면에 대한 요인점수의 분산분석

과 던컨테스트 결과로 하반신 형태의 특성이 앞면과 옆면으로 분류되고,

옆면형태의 특성은 허리․배돌출과 엉덩이돌출에 대한 특성으로 세분화됨

을 알 수 있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는 부위별 특성에 대

한 설명력이 높은 항목으로 앞면과 옆면에 관한 세분화된 회귀모형을 구하

여 세부 부위별 형태특성 모형식에 의한 확률로 제시하였다.

3-1. 앞면형태의 유형에 따른 예측모형

3-1-1. 앞면형태의 유형에 따른 모형식 제시

모형설정은 주효과로 변수입력은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였고, <표 27>의

우도비 검정 결과에서 보면 앞면 너비지수와 거리지수 항목 중에서는 (W)

엉덩이돌출점_허리점 너비차, (W)엉덩이너비, (W)넙다리너비, (W)샅너비,

(CSD)엉덩이돌출점-허리점거리차, (CSD)엉덩이돌출점-엉덩이중간점거리

차가 유의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앞면에서의 높이지수 항목과

측면각도 항목 중에서 허리에서 둔부에 해당하는 (H)허리높이, (H)배높이,

(H)엉덩이높이, (H)샅높이, (Ang)복부측면각, (Ang)둔구측면각이 유의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표 26>의 β 추정값을 계수로 하여 로짓모형을

성립한다.

앞면형태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므로 3개의 모형이 만들어진

다. 로짓모형1에 의하여 산출되는 확률은 유형1(FT1)로 분류될 확률, 로짓

모형2에 의하여 산출되는 확률은 유형2(FT2)로 분류될 확률, 로짓모형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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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산출되는 확률은 유형3(FT3)으로 분류될 확률이며 4개 유형 각각

에 해당할 확률의 합은 1이므로 유형4(FT4)에 분류될 확률은 로짓모형 없

이 산출이 가능하다.

유형 1(FT1)의 확률을 산출하는 로짓모형1을 아래에 예로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의 의미는 (Ang)둔구측면각도가 한 단위 커지면 유형 4(FT4)보다

유형 1(FT1)에 포함될 승산이 1974.59배 감소하며, (W)엉덩이돌출점․허리

점너비차가 한 단위 커지면 유형 4(FT4)보다 유형 1(FT1)에 들어갈 승산

이 20072.57배 감소함을 의미한다.

log유형
유형

 ……
<표의 추정값회귀계수>

log유형 
유형 

   복부측면각
 둔구측면각
 엉덩이돌출점․허리점너비차
 엉덩이너비
 넙다리너비샅너비
 엉덩이돌출점․허리점공극거리차
 엉덩이돌출점․엉덩이중간점공극거리차
허리높이  배높이
엉덩이높이 샅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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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 추정값(회귀계수)

항목
로짓모형1 로짓모형2 로짓모형3

절편 -94080.26 -75825.77 -25838.79

(Ang)복부측면각 3558.46 5680.43 13360.56

(Ang)둔구측면각 -1974.59 9161.54 29881.56

(W)엉덩이돌출점_허리점  

너비차
-20072.57 11677.11 -10752.69

(W)엉덩이너비 13850.87 218803.87 84426.12

(W)넙다리너비 126817.89 127848.90 75087.64

(W)샅너비 35143.90 -72728.48 -74633.62

(CSD)엉덩이돌출점-허리

점거리차
-9295.65 -2704.52 -11885.52

(CSD)엉덩이돌출점-엉덩

이중간점거리차
-20338.09 -9500.24 -25193.46

(H)허리높이 40200.42 25434.31 22678.27

(H)배높이 17867.13 13577.66 -12190.11

(H)엉덩이높이 51196.09 4025.90 14395.94

(H)샅높이 31171.76 9287.49 -1523.82

[표 26] 하반신 앞면형태(FT) 4유형의 β 추정값

모형식에 의하여 각 유형에 해당될 확률을 예측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

한 확률은 인체 데이터가 앞면형태 유형별 특성을 보유하는 지수로서 각

유형별 특성을 정량화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므로
유형 


  

 exp 
exp

이 된다.

<표 27>은 공변량 (Ang)복부측면각, (Ang)둔구측면각, (W)엉덩이돌출

점_허리점너비차, (W)엉덩이너비, (W)넙다리너비, (W)샅너비, (CSD)엉덩

이돌출점_허리점거리차, (CSD)엉덩이돌출점_엉덩이중간점거리차, (H)허리

높이, (H)배높이, (H)엉덩이높이, (H)샅높이를 포함한 최종모형에서 개별적

효과를 나타내는 우도비 검정이다. 개별적 효과에 대한 검정은 특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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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대한 효과가 최종모형으로부터 제거되었을 때 -2(로그 가능도)의 변

화된 값에 근거한다. 만약 특정한 효과에 대한 모든 계수들이 “0”이면, 이

변화량은 제거된 효과의 자유도와 동일한 자유도를 갖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표 27>으로부터 12개 변수 모두가 하반신 앞면형태 분류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여 앞면형태를 예측하는 로짓모형을 제시

하였으며 예측모형에 의하여 각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반응확

률을 구할 수 있었다. 반응확률은 로짓모형식에 의하여 인체가 각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내며 4유형에 대한 반응확률의 합은

1이 된다. 4유형에 대한 반응확률 중에서 가장 큰 확률을 가진 유형이 하

반신 앞면형태 유형으로 선정되었다. 반응확률과 예측범주는 <표 28>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A0001 샘플은 유형 3(FT3)에 포함될 확률

이 1.00, 유형4에 포함될 확률이 .0으로 나타나 유형 3(FT3)으로 예측되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아래 <표 29>와 같다. 모형의 분류표에 의하면, 유

형 1(FT1)에 해당되는 138명중 138명이 모형에 의하여 정확히 분류되어

100.0%의 분류정확도를 보이며 유형 2(FT2), 유형 3(FT3), 유형 4(FT4)

모두에서 분류 정확도가 100.0%로 오분류율이 0%로 매우 높은 분류정확

도를 나타내었다.



- 95 -

효과
축소모형의 

-2 Log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667.285 667.279 3 .000

(Ang)복부측면각 330.628 330.623 3 .000

(Ang)둔구측면각 425.382 425.377 3 .000

(W)엉덩이돌출점_허리점  너비차 115.741 115.736 3 .000

(W)엉덩이너비 447.761 447.756 3 .000

(W)넙다리너비 201.110 201.105 3 .000

(W)샅너비 166.492 166.487 3 .000

(CSD)엉덩이돌출점-허리점거리차 185.917 185.911 3 .000

(CSD)엉덩이돌출점-엉덩이중간점거리

차
282.205 282.199 3 .000

(H)허리높이 97.063 97.058 3 .000

(H)배높이 128.200 128.194 3 .000

(H)엉덩이높이 208.263 208.258 3 .000

(H)샅높이 94.506 94.500 3 .000

[표 27] 하반신 앞면형태 4유형의 우도비 검정

샘플
유형1(FT1)

반응확률
유형2(FT2)

반응확률
유형3(FT3)

반응확률
유형4(FT4)

반응확률
예측범주

A0001 .0 .0 1.0 .0 3

A0002 .0 1.00 .0 .0 2

A0003 .0 .0 .0 1.0 4

A0004 1.00 .0 .0 .0 1

A0005 .0 .0 .0 1.0 4

[표 28] 앞면유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반응확률과 예측범주 예

관측수준
예측수준

유형1(FT1) 유형2(FT2) 유형3(FT3) 유형4(FT4) 분류정확 %

유형1(FT1) 138 0 0 0 100.00

유형2(FT2) 0 129 0 0 100.00

유형3(FT3) 0 0 139 0 100.00

유형4(FT4) 0 0 0 186 100.00

전체 % 23.30 21.80 23.50 31.40 100.00

[표 29] 하반신 앞면형태 4유형의 분류정확도



- 96 -

3-1-2. 앞면 유형 예측모형식의 적합도 검정 및 타당성 평가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여 예측모형식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예

측모형식의 관측된 자료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형의 적

합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합도 검정에 사용한 피어슨 카이제곱 통계량은 다차원분

류에서 관측도수와 기대도수(예측빈도)사이의 차이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모든셀기대도수

관측도수기대도수 

피어슨 카이제곱값이 크면 관측도수와 기대도수간의 차이가 큼을 의미하

여 모형이 잘 적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유의수준이 낮으면 관

측 모형이 관측값을 잘 적합 시킨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가 높으면 관측된 관측빈도와 예측빈도 사이의 차이가 작다는 의미

이며 유의수준 값이 커진다. 자유도는 특정한 독립변수들의 관측 조합수,

독립 로짓의 수, 추정할 모수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하반신 앞면 형태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치, 각도 항목들을 이용하여 제

시한 하반신 앞면형태 예측모형의 모형적합도는 <표 30>과 같다. 유의확

률이 높게 나타나 관측집단과 예측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예측

모형이 관측값을 잘 적합시킴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003 2250 1.000

편차 .005 2250 1.000

[표 30] 앞면형태 4유형의 예측모형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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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옆면형태 유형에 따른 예측모형

3-2-1. 허리․배돌출유형에 따른 모형식 제시

모형설정은 주효로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였으며, 우도비 검정 결과에서

보면 측면각도 항목 중에서는 배돌출에 해당하는 (Ang)복부상면각, (Ang)

복부하면각과 옆면에서의 전면부위 두께지수로는 (FT)허리점앞두께, (FT)

배돌출점앞두께, (FT)엉덩이돌출점앞두께, (TF)배꼽점_허리점앞두께차 항

목이 유의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표 32). 또한 높이지수 중에서는 (H)

허리높이 항목이 유의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표 31>의 β 추정값을

계수로 하여 로짓모형이 성립된다.

본 연구에서는 옆면형태를 전면과 후면을 분리하여 유형화하였기 때문에

<표 31>의 분류된 로짓모형은 허리․배돌출유형에 대한 형태를 4유형으로

분류하여 3개의 모형을 만들었다. 로짓모형1에 의하여 산출되는 확률은 유

형1(SFT1)로 분류될 확률, 로짓모형2에 의하여 산출되는 확률은 유형

2(SFT2)로 분류될 확률, 로짓모형3에 의하여 산출되는 확률은 유형

3(SFT3)으로 분류될 확률이며 4개 유형 각각에 해당할 확률의 합은 1이므

로 유형4(SFT4)에 분류될 확률은 로짓모형 없이 산출이 가능하다.

허리․배돌출형태의 유형 1(SFT1)을 예측하는 로짓모형 1을 아래에 예

로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의 의미는 (Ang)복부상면각가 한 단위 커지면 유

형 4(SFT4)보다 유형 1(SFT1)에 포함될 승산이 0.34배 감소하며, (FT)허

리점앞두께가 한 단위 커지면 유형 4(SFT4)보다 유형 1(SFT1)에 들어갈

승산이 497.03배 감소함을 의미한다.

log유형
유형

 ……
<표의 추정값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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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유형  
유형  

   복부상면각 복부하면각
 허리점앞두께 배돌출점앞두께
 엉덩이돌출점앞두께
 배꼽점․허리점앞두께차
 허리높이  배높이

β 추정값(회귀계수)

항목
로짓모형1 로짓모형2 로짓모형3

절편 432.48 228.56 227.64

(Ang)복부상면각 -0.34 -1.13 0.67

(Ang)복부하면각 -2.82 -3.64 0.53

(FT)허리점앞두께 -497.03 -2144.23 1469.95

(FT)배돌출점앞두께 -4396.23 328.68 -4967.81

(FT)엉덩이돌출점앞두께 5533.80 730.14 5166.78

(TF)배꼽점_허리점앞두께차 -4056.91 -967.06 -3705.84

(H)허리높이 -667.16 -144.47 -558.50

(H)배높이 150.73 37.36 143.12

[표 31] 하반신 옆면 허리․배돌출형태 4유형의 β 추정값

효과
축소모형의 -2

Log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252.604 108.472 3 .000

(Ang)복부상면각 194.815 50.682 3 .000

(Ang)복부하면각 695.814 551.681 3 .000

(FT)허리점앞두께 442.973 298.840 3 .000

(FT)배돌출점앞두께 307.858 163.726 3 .000

(FT)엉덩이돌출점앞두께 451.902 307.769 3 .000

(TF)배꼽점_허리점앞두께차 413.404 269.271 3 .000

(H)허리높이 228.000 83.867 3 .000

(H)배높이 151.161 7.029 3 .071

[표 32] 하반신 허리․배돌출형태 4유형의 우도비 검정

모형식에 의하여 허리․배돌출형태 4유형의 형태 특성에 대한 확률을 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옆면의 전면부 돌출지수로 예측할 수 있다.

허리․배돌출형태의 예측 모형의 반응확률과 예측범주는 <표 3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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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B0001 샘플은 유형1(SFT1)에 포함될 확률

이 .98, 유형3(SFT3)에 포함될 확률이 .02로 나타나 유형1(SFT1)로 예측되

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샘플
유형1

반응확률
유형2

반응확률
유형3

반응확률
유형4

반응확률
예측범주

B0001 .98 .00 .02 .00 1

B0002 .14 .86 .00 .00 2

B0003 .00 .00 .00 1.0 4

B0004 1.00 .00 .00 .00 1

B0005 .00 .01 .00 .99 4

B0006 .00 1.00 .00 .00 2

B0007 .00 .65 .00 .35 2

B0008 1.00 .00 .00 .00 1

[표 33] 허리․배돌출유형의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반응확률과 

예측범주 예

허리․배돌출형태 모형의 분류정확도는 아래 <표 34>와 같다. 모형의

분류표에 의하면, 유형1(SFT1)에 해당되는 219명중 210명이 모형에 의하

여 정확히 분류되어 95.9%의 분류정확도를 보이며 유형2(SFT2)는 97.6%,

유형 3(SFT3)은 96.6%, 유형4(SFT4)는 93.6%가 정확히 분류되어 전체 분

류 정확도는 96.3%이며 오분류율은 3.7%로 상당히 높은 분류정확도를 나

타내었다.

관측수준
예측수준

유형1(SFT1) 유형2(SFT1) 유형3(SFT1) 유형4(SFT1) 분류정확 %

유형1(SFT1) 210 3 5 1 95.9

유형2(SFT2) 3 202 0 2 97.6

유형3(SFT3) 3 0 85 0 96.6

유형4(SFT4) 0 5 0 73 93.6

전체 % 35.5 34.1 14.4 12.3 96.3

[표 34] 하반신 허리․배돌출형태 4유형의 분류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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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여 옆면의 전면부 허리․배돌출형태 예측

모형을 설정하였다. 피어슨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표 35>와 같이 유의수준이 높게 나타나 관측집단과 예측집단 사이에 유

의한 차이가 없으며 예측모형이 관측값을 잘 적합시킴을 알 수 있다.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309.381 2262 1.000

편차 144.133 2262 1.000

[표 35] 허리・배돌출형태 4유형의 예측모형 적합도

3-2-2. 엉덩이돌출유형에 따른 모형식 제시

옆면형태 후면인 엉덩이돌출형태에 의한 체형특성과 관련된 모형식을 생

성하였다. 변수의 입력은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였고, <표 37>의 우도비 검

정 결과에서 보면 (Ang)둔부상면각허리, (BT)허리점뒤두께, (BT)배꼽수준

점뒤두께, (BT)엉덩이돌출뒤두께, (H)배높이, (H)엉덩이높이는 매우 높은

유의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BT)배돌출점뒤두께, (H)허리높이도

유의한 변수이다. <표 36>은 하반신 옆면 후면부위로 엉덩이돌출형태에

대한 β 추정값을 계수로 성립된 모형식이다. 모형식에 의하여 옆면의 후면

형태 4개 유형의 엉덩이돌출 특성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엉

덩이돌출지수로 예측할 수 있다. 엉덩이돌출형태를 4유형으로 분류하였으

므로 3개의 모형이 만들어진다.

유형2(SBT2)의 확률을 산출하는 로짓모형2를 아래에 예로 제시하였으며

이 모형의 의미는 (Ang)둔부상면각도가 한 단위 커지면 유형4(SBT4)보다

유형 2(SBT2)에 포함될 승산이 15.33배 증가하며 (BT)엉덩이돌출뒤두께가

한 단위 커지면 유형 4(SBT4)보다 유형 2(SBT2)에 들어갈 승산이

9086.90배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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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유형
유형

 ……
<표의 추정값회귀계수>

log유형  
유형  

   둔부상면각 허리점뒤두께
 배돌출점뒤두께 배꼽수준점뒤두께
 엉덩이돌출점뒤두께허리높이
 배높이 엉덩이높이

β 추정값(회귀계수)

항목
로짓모형1 로짓모형2 로짓모형3

절편 2783.23 3246.86 3057.88

(Ang)둔부상면각 14.00 15.33 14.55

(BT)허리점뒤두께 3809.03 2336.30 2913.56

(BT)배돌출점뒤두께 -14148.90 -14693.11 -14462.40

(BT)배꼽수준점뒤두께 113.74 -653.75 -217.27

(BT)엉덩이돌출뒤두께 -7684.71 -9086.90 -8477.10

(H)허리높이 1830.32 1925.30 1889.90

(H)배높이 -484.09 -34.01 -253.10

(H)엉덩이높이 -4738.52 -5815.09 -5333.32

[표 36] 하반신 옆면 엉덩이돌출형태 4유형의 β 추정값

효과
축소모형의 -2

Log 우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절편 387.384 206.235 3 .000

(Ang)둔부상면각허리 219.703 38.554 3 .000

(BT)허리점뒤두께 245.911 64.762 3 .000

(BT)배돌출점뒤두께 195.688 14.540 3 .002

(BT)배꼽수준점뒤두께 219.898 38.749 3 .000

(BT)엉덩이돌출뒤두께 248.615 67.466 3 .000

(H)허리높이 194.478 13.329 3 .004

(H)배높이 217.721 36.572 3 .000

(H)엉덩이높이 386.926 205.777 3 .000

[표 37] 하반신 엉덩이돌출형태 4유형의 우도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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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분류표는 <표 38>과 같다. 모형의 분류표에 의하면, 유형

1(SBT1)에 해당되는 85명 중 80명이 모형에 의하여 정확히 분류되어

94.1%의 분류 정확도를 보인다. 유형 2(SBT2)는 95.7%, 유형 3(SBT3)은

93.3%, 유형 4(SBT4)는 100.0%가 정확히 분류되어 전체 분류 정확도는

94.6%이며 오분류율은 5.4%로 나타났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여 옆면의 엉덩이돌출형태 예측모형을 설

정하였다. 피어슨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표 39>와

같이 유의수준이 높게 나타나 관측집단과 예측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예측모형이 관측값을 잘 적합시킴을 알 수 있다.

관측수준
예측수준

유형1(SBT1) 유형2(SBT2) 유형3(SBT3) 유형4(SBT4) 분류정확 %

유형1(SBT1) 80 0 5 0 94.1

유형2(SBT2) 0 200 9 0 95.7

유형3(SBT3) 6 12 251 0 93.3

유형4(SBT4) 0 0 0 29 100.0

전체 % 13.5 33.8 42.4 4.9 94.6

[표 38] 하반신 엉덩이돌출형태 4유형의 분류정확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Pearson 368.821 2262 1.000

편차 181.149 2262 1.000

[표 39] 엉덩이돌출형태 4유형의 예측모형의 적합도

이상과 같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여 앞면형태와 옆면형태를

예측하는 로짓모형을 각각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으며 예측모형에 의하여 각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반응확률을 구할 수 있었다. 반응확률은

로짓모형식에 의하여 인체가 각 유형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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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며 앞면 4유형, 허리․배돌출형태 4유형, 엉덩이돌출형태 4유형에 대

한 반응확률의 합은 각각의 부위에서 1이 된다. 하반신 부위별 형태의 4개

유형에 대한 반응확률 중에서 가장 큰 확률을 가진 유형이 앞면형태, 허

리․배돌출형태, 엉덩이돌출형태 중 한 유형으로 선정되었다. 반응확률과

예측범주는 <표 40>과 같이 구할 수 있으며 C001 샘플은 앞면형태 유형

중 유형1(FT1)에 포함될 확률이 1.0으로 예측되었으며, 옆면형태 유형중

허리․배돌출유형이 유형1(SFT1)에 포함될 확률이 0.98, 유형3(SFT3)에

포함될 확률에 0.02로 나타나 허리․배돌출유형 중 유형1(SFT1)로 예측되

었다. 또한 C001 샘플은 엉덩이돌출유형 중 유형1(SBT1)에 포함될 확률이

1.0으로 나타나 엉덩이돌출형태는 유형 1(SBT1)로 예측되었다. C0002,

C0003, C0004와 같이 하반신 부위별 반응확률은 하반신 형태가 한 유형으

로 분류되어도 해당 유형의 특성만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별

특성을 보유하거나 가장 영향력이 높은 유형에 분류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형별 확률은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적용에 있어서도 각 유형별 확

률을 투입하여 변형량을 산정함으로써 패턴변형에 체형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샘플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예측범주 

앞면형태

(FT)

반

응

확

률

C0001 1.0 .0 .0 .0 1

C0002 .0 .0 0.99 .01 3

C0003 1.0 .0 .0 .0 1

C0004 .0 .0 .0 1.0 4

옆

면

형

태

허리배

돌출

유형

(SFT)

반

응

확

률

C0001 0.98 .0 0.02 .0 1

C0002 .0 1.0 .0 .0 2

C0003 0.11 0.21 0.06 0.62 4

C0004 0.95 0.05 .0 .0 1

엉덩이

돌출

유형

(SBT)

반

응

확

률

C0001 1.0 .0 .0 .0 1

C0002 .0 0.89 0.11 .0 2

C0003 1.0 .0 .0 .0 1

C0004 .0 0.45 0.55 .0 3

[표 40] 하반신 부위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반응확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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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에 의해 제시된 하반신 앞면과 옆면에 대한 모형식은 세분화

된 각 부위별 형태특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였다. 세부 부위별 유형 분

류는 세부적인 형태유형에 따른 패턴차이 분석에는 용이하지만, 하반신 전

체를 대상으로 할 패턴 설계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성인 여성의

하반신 부위별 특성을 모두 조합하여 하반신 전체에 대한 유형별 패턴차이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하반신 앞면형태

(FT) 4유형, 허리․배돌출 형태(SFT) 4유형, 엉덩이돌출형태(SBT) 4유형

의 특성을 조합함으로써 예측될 수 있는 하반신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4. 앞면․옆면형태 조합에 의한 하반신 유형 

앞에서 분류된 앞면형태 4유형, 허리․배돌출형태 4유형, 엉덩이돌출형태

4유형에 대한 유형 간의 관계를 교차분석에 의해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앞면과 옆면의 조합에 의해 총 64개의 하반신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그림

28). 앞면형태 유형은 FT(Front Type), 허리・배돌출형태(SFT, Side
Front Type)와 엉덩이돌출형태(SBT, Side Back Type)의 조합에 의한 옆

면형태 유형은 ST(Side Type)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앞면과 옆면의 각

유형에 의해 분류되는 하반신 전체에 대한 유형은 T(Type)로 표기하였다.

<표 41>은 허리․배돌출유형과 엉덩이돌출유형의 옆면 16유형과 앞면 4

유형의 조합에 의한 하반신 유형별 출현율을 고찰하였다. 앞면과 옆면 유

형의 교차분석 결과, 각 유형에 따라 출현율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두 변수

간의 독립성 검정으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Pearson 카이

제곱 통계량(253.010)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로 앞면과 옆면 유형 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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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이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므로 앞면과 옆면의 유형 간에 서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앞면과 옆면의 조합에 의해

다양한 체형이 제시되지만, 본 연구의 피험자 중에서 나타나지 않은 유형

들이 나타났다. 총 64유형 중 0명인 유형은 21유형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돌

출 4유형이 조합된 하반신 유형에서 0명의 출현율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엉덩이돌출 4유형의 형태적 특성이 중년층 이상에서 나타나는 엉덩이돌출

유형으로 20․30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피험자에 의해 발생한 현상

으로 분석된다. 21유형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할 인체 데이터가 없는 것

으로 하반신 유형과 체표패턴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28] 앞면과 옆면 형태 유형별 하반신 전체 체형 유형 도출 과정

본 연구는 하반신 유형별 체표패턴의 차이 분석에 의한 패턴변형 알고리

즘을 개발하는 것으로 체표패턴 분석을 위해 피험자가 최소 10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하반신 앞면과 옆면의 조합에 의한

출현율이 전체 인원에 대해 3%(18명 이상)이상인 15유형은 본 연구의 전

체 피험자 592명 중 415명이 해당되는 유형으로 총 70.10%의 피험자를 반

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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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형태 4유형(Front Type)

FT1 FT2 FT3 FT4 전체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옆
면
 

유
형
 
허
리

배

유
형
 
엉
덩
이

유
형

ST11 20 16 0 0 36

ST12 2 2 23 39 66

ST13 22 10 34 38 104

ST14 13 0 0 0 13

ST21 24 0 7 0 31

ST22 6 6 32 36 80

ST23 28 11 29 28 96

ST24 0 0 0 0 0

ST31 1 2 0 0 3

ST32 2 22 3 13 40

ST33 2 18 4 5 29

ST34 8 8 0 0 16

ST41 5 10 0 0 15

ST42 3 2 5 13 23

ST43 2 22 2 14 40

ST44 0 0 0 0 0

전체 138 129 139 186 592

[표 41] 앞면 4유형과 옆면 16유형 조합에 의한 하반신 유형 출현율 

이상과 같이, 하반신 인체․단면거리 지수치, 각도 항목들을 이용하여 하

반신 부위의 형태적 특성을 앞면형태, 허리․배돌출형태, 엉덩이돌출형태로

각 부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각 유형별 예측 모형식을

개발하였으며 모형식에 의하여 앞면과 옆면 형태 특성을 확률로 제시하였

다. 유형별 확률은 하반신 앞면과 옆면형태의 특성을 양으로 제시하고 있

어 의복 패턴에 하반신 유형 특성을 반영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반신 유형별 예측 모형식은 64개의 유형을 모두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

하였으며, 하반신 유형별 체표패턴의 분석은 각 유형별 피험자가 전체 대

상에 대하여 3% 이상인 15유형의 피험자 415명 대상으로 선정하여 하반신

형태특성과 체표패턴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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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하반신 유형에 따른 형태적용 패턴 알고리즘 

및 패턴 자동설계 프로그램 개발

앞 장에서 분류된 하반신 형태 유형별 연구대상을 선정하여 체표패턴을

생성하고 이를 분석하여 형태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하반신 체표패턴의 유

형별 차이를 기준으로 타이트스커트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스커트패턴 자동설계 및 변형 프로

그램에 적용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에 적용하는 방안으로 제

안하였다.

1. 하반신 체표패턴 평면화

1-1. 하반신 3차원 체표패턴 평면전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인체형상의 체표패턴 자동 생성을 위한 3차원 인체

의 평면화 프로그램(BodyAnalyzer. 그림 29)을 사용하여 여성 하반신의 3

차원 형상 데이터의 체표패턴을 추출하였다. 체표패턴을 추출하는 연구대

상은 15유형의 415명에 대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예측된 각 유

형의 특성이 98% 이상 일치하는 형상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체표패턴

분석의 연구대상 분포는 <표 42>와 같이 유형별 피험자를 선정하여 총

206명의 형상 자료를 사용되었다. 엉덩이돌출형태 유형4(SBT4)는 유형분

류 시 그 빈도가 29명으로 SBT4유형의 특성을 98%이상 일치하는 케이스

가 아주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하반신 유형별 특성에 따른 체표패턴 분석

에서 엉덩이돌출형태 유형4(SBT4)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앞면형태

유형은 FT1유형이 53명, FT2유형이 34명, FT3유형은 52명, FT4유형은 67

명으로 나타났다. 허리・배돌출형태 유형은 SFT1과 SFT2가 많이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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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이는 SFT1유형과 SFT2유형이 20～30대에서 많이 나타난 유형으

로 피험자수가 중년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SFT1유형은 98

명, SFT2유형은 74명으로 높은 분포빈도를 나타내었다. 엉덩이돌출형태

유형은 SBT2와 SBT3에서 많이 나타나, SBT1유형은 28명, SBT2유형은

71명, SBT 3유형은 107명의 분포를 보였다.

▶

[그림 29] BodyAnalyzer

      대상
유형       전체(명)

체표패턴 대상자

FT SFT SBT 빈도(명) 비율(%)
T111 20 1 1 1 12 5.83 

T113 22 1 1 3 15 7.28 

T121 24 1 2 1 16 7.77 

T123 28 1 2 3 10 4.85 

T232 22 2 3 2 14 6.80 

T233 18 2 3 3 10 4.85 

T243 22 2 4 3 10 4.85 

T312 23 3 1 2 13 6.31 

T313 34 3 1 3 15 7.28 

T322 32 3 2 2 10 4.85 

T323 29 3 2 3 14 6.80 

T412 39 4 1 2 22 10.68 

T413 38 4 1 3 21 10.19 

T422 36 4 2 2 12 5.83 

T423 28 4 2 3 12 5.83 

전체 415 206 100

[표 42] 평면전개 연구 자료의 유형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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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체표패턴의 정확도 평가

하반신 체표 자동 생성 프로그램 BodyAnalyzer에 의하여 추출된 체표패

턴을 이용한 하반신 유형별 패턴변형 알고리즘 개발에 앞서 체표패턴의 인

체 형상 반영도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었다. BodyAnalyzer에 의한 체표패

턴을 측정하여 SNU AutoBA(Korea No. C-2012-011236. 2012)로 측정된 3

차원 형상의 인체측정치와 부위별 일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

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표 43).

대응 N 상관계수 유의확률

대응 1 허리둘레 206 .989 .000

대응 2 배돌출둘레 206 .977 .000

대응 3 엉덩이둘레 206 .962 .000

대응 4 최외곽둘레 206 .983 .000

대응 5 허리앞둘레 206 .969 .000

대응 6 배돌출앞둘레 206 .959 .000

대응 7 엉덩이뒤둘레 206 .954 .000

대응 8 허리-배돌출길이 206 .991 .000

대응 9 허리옆-엉덩이길이 206 .754 .000

대응 10 허리뒤-엉덩이길이 206 .978 .000

[표 43] 체표패턴과 인체측정치의 대응표본 상관계수

체표패턴과 인체측정치를 대응표본 t-test한 결과, 체표패턴과 인체측정

치의 상관계수는 <표 43>과 같이 유의수준 0.000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체표패턴의 부위별 측정치는 인체 측정치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관계수에 있어서는 대부분 항목의 체표패턴과 인체 측정치 상관계수

가 높게 나타났다.

측정항목별로 체표패턴과 인체측정치의 평균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비교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신뢰구간

95%와 자유도 205에서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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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에 의하면 길이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BodyAnalyzer의 체표패턴 생성 과정에

서 인체에 생성된 절개선과 최외곽커브가 인체의 굴곡부분을 줄여주는 과

정에서 발생한 오차, 동일한 측정항목과 측정점에 있어서도 3차원 형상과

2차원 평면의 측정경로의 차이가 존재하여 발생한 차이로 해석되었다. 이

러한 체표패턴과 3차원 인체측정치 차이는 의류제품 치수 허용 범위(기술

표준원, 2004a) 내에 해당하여 의복패턴 제작 시 허용되는 오차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배돌출과 엉덩이돌출 형태에 따른 패턴변형의 중

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엉덩이길이는 스커트 패턴설계 적용을 위하여 3차

원 인체 형상측정으로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대응
측정항목

체표패턴 인체측정치

t

유의
확률

(양쪽)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허리둘레 709.46 45.42 709.97 43.66 -0.117 .907

배돌출둘레 843.01 42.64 843.58 43.03 -0.719 .473

엉덩이둘레 933.90 38.91 932.45 37.14 -0.111 .911

최외곽둘레 943.92 39.46 943.49 39.83 -0.603 .304

허리앞둘레 366.79 29.60 362.08 28.43 -0.523 .602

배돌출앞둘레 439.61 21.19 438.66 20.90 -0.811 .418

엉덩이뒤둘레 476.56 22.65 477.77 22.50 -0.798 .482

허리-배돌출길이 117.33 19.62 114.29 19.26 2.18 .013*

허리옆-엉덩이길이 216.94 19.91 214.63 18.46 0.630 .314

허리뒤-엉덩이길이 220.82 18.75 218.63 18.46 2.57 .017*

n=206 *p≤0.05, **p≤0.01, ***p≤0.001

[표 44] 체표패턴과 인체측정치의 대응표본 t-test 결과(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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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반신 유형에 따른 체표패턴의 부위별 측정치 분석

하반신 앞면․옆면 유형분류에 의한 하반신 형태 특성별 체표패턴 측정

치를 분석하여 스커트 패턴설계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체표패턴은

엉덩이둘레선을 수평으로 맞추어 정렬하였으며 체표패턴의 부위별 측정치

와 지수치를 구하였고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에 의하여 유형별 차이

를 비교하고 던컨테스트로 사후검정하였다.

2-1. 하반신 옆면형태에 따른 앞․뒤 허리선높이 분석

허리선 높이 부위의 분산분석과 던컨 테스트 결과, 앞․뒤허리선 위치는

허리․배돌출(SFT) 유형과 엉덩이돌출(SBT) 유형과 밀접한 관계를 보였

다(표45, 표46). 허리뒤점높이에서 허리옆점높이를 뺀 (R)허리뒤옆높이차이

와 (R)허리뒤옆높이차이비는 엉덩이돌출 형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 허리와 엉덩이돌출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SBT2유형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R)허리뒤옆높이차이비는 인체측정치인 엉덩이길이로 나눈

지수항목으로 값이 클수록 허리뒤옆점 높이 차이가 큰 것으로 체표패턴에

서의 허리뒤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허리뒤옆높이차이비가 가장 크게

나타난 SBT 2유형은 SBT 1유형보다 허리뒤옆높이 차이가 3%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허리는 잘록하게 들어가고 엉덩이 부위의 돌출이

가장 커 체표면의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체표패턴에서 허리뒤점은 허리앞점 높이에서 뒤중심선과 만나는 위치로

인체상에서는 동일한 높이에 있다(기술표준원, 2004b). 그럼에도 체표패턴

에서 허리앞뒤높이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허리선수준에서 엉덩이선수준

사이의 인체가 사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반신 SFT유형과 SBT유형에 따라

체표면 길이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R)허리앞옆높이차이 항목에 있어

SFT2유형과 SFT4유형이 양의값을 나타낸 이유는 허리․배돌출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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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인체가 사선을 이루었기 때문에 체표면 길이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앞면유형
측정항목

SFT1 SFT2 SFT3 S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R)허리앞옆높이차이
-1.142 0.727 -1.061 2.563 19.427 

C B C A ***
(R)허리앞옆높이차이_엉덩
이길이비

-0.005 0.004 -0.005 0.012 19.661 
C B C A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p≤0.05, **p≤0.01, ***p≤0.001

[표 45] 체표패턴의 하반신 허리․배돌출 유형별 앞허리선위치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단위 ; mm)

앞면유형
측정항목

SBT1 SBT2 SBT3
F

평균 평균 평균

(R)허리뒤옆높이차이
0.290 5.838 2.526 35.398

C A B ***

(R)허리뒤옆높이차이_엉덩이길이비
0.001 0.030 0.012 31.806

C A B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p≤0.05, **p≤0.01, ***p≤0.001

[표 46] 체표패턴의 하반신 엉덩이돌출 유형별 뒤허리선위치 분산분석

과 던컨테스트 결과(단위 ; mm)

체표패턴에서 허리앞점과 허리뒤점의 높이차이 항목에 있어 하반신 옆면

유형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실제 의복에서는 체표패턴과 같이 체표

정도와 밀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양의 여유분을 포함하여 허리․배돌

출 유형과 엉덩이돌출 정도에 따른 사선에 의한 길이차이가 체표패턴과 같

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패턴변형 알고리즘에서는 체표패턴에 의한 앞․뒤허

리높이차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스커트 패턴 변형

에는 체표패턴에 의한 측정치를 반영하기보다 허리와 각 돌출부위와의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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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 커브(Convex curve) 사선길이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앞․뒤허리높이

에 대한 패턴변형은 3차원 인체 형상을 이용하여 측정한 컨벡스 커브 길이

비를 반영하는 것이 스커트 맞음새 개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2. 하반신 앞면형태에 따른 옆선 다트량 분석

스커트 제도 시 옆선 다트량을 설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허리둘레

와 다트량을 합한 값과 엉덩이둘레와의 차에 의한 옆다트 설정방법과 옆선

위치를 설정 후 허리둘레와의 차에 의한 다트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이용된

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허리둘레가 너무 작을 경우는 옆선이 너무 길어

지며, 허리둘레가 길어질 경우는 옆선이 ‘〈’모양이 되어버려 아름다운 옆

선이 되지 않는다(체형 가봉 패턴 보정.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반

신 앞면 형태특성에 따른 허리옆다트량을 설정하여 패턴변형 순서로 옆선

위치를 먼저 결정한 다음 앞․뒤허리다트량을 결정하도록 진행하였다.

체표패턴의 옆선부위에 해당되는 허리둘레선 위치, 배돌출둘레선 위치,

엉덩이중간둘레선 위치에 대한 앞뒤 공간량비를 분석하였으며, 공간량비는

각 부위별 전체 공간량에 대한 지수치를 사용하였다. (R)허리앞옆다트비,

(R)허리뒤옆다트비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반신 앞면 유형에 따

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스커트의 옆선 다트량은 앞뒤 동일한 양을 적

용하므로 각 부위별 앞뒤옆선부위에 해당되는 허리, 배, 엉덩이 위치의 옆

선부위에 해당되는 앞뒤 공간량 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R)허리앞 옆

다트비, (R)허리뒤 옆다트비, (R)허리앞뒤 옆다트비, (R)배돌출앞뒤 옆다트

비, (R)엉덩이중간앞뒤 옆다트비, (R)허리높이앞옆 높이차이비의 분산분석

과 던컨테스터 결과는 <표 47>에 제시하였다.

스커트의 옆선위치에 해당되는 허리․배․엉덩이중간점 위치상의 전체

공간량에 대한 옆선다트량비 항목 모두가 하반신 앞면 유형3(FT3)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하반신 앞면 유형분류에서의 유형별 측면각도 항



- 114 -

목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 체표패턴 옆선부위의 다트량은 하반신 앞

면 유형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앞면유형
측정항목

FT1 FT2 FT3 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R)허리앞옆다트비
0.22 0.27 0.25 0.25 3.071

B A AB AB *

(R)허리뒤옆다트비
0.14 0.16 0.18 0.15 3.681

B AB A B *

(R)허리앞뒤옆다트비
0.36 0.43 0.43 0.40 6.911

C A A B ***

(R)배돌출앞뒤옆다트비
0.49 0.55 0.61 0.50 8.248

B B A B ***

(R)엉덩중간앞뒤옆다트비
0.46 0.54 0.57 0.51 6.607

C AB A BC ***

(R)허리높이앞옆 높이차이
비

-0.004 0.003 0.000 0.004 5.405

B A A A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p≤0.05, **p≤0.01, ***p≤0.001

[표 47] 체표패턴의 하반신 앞면 유형별 옆선부위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단위 ; mm)

(R)허리높이앞옆높이비는 허리선 위치에서의 체표패턴의 허리옆점 높이

에서 허리앞점 높이를 뺀 차이 항목을 엉덩이옆길이로 나눈 지수항목 값이

며, 이 값이 클수록 체표패턴의 허리옆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R)허리높

이앞옆높이차이비는 허리와 엉덩이 위치에서의 측면각도와 너비차가 크게

나타난 FT 2유형, FT 3유형, FT 4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허리옆점과 엉덩이옆점의 너비차가 작게 나타나면 이들을 연결하는 사

선길이가 짧아지므로 옆선 부위의 형태가 완만한 FT 1유형은 체표면을 따

르는 옆선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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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반신 옆면형태에 따른 앞․뒤허리다트 비율과 다트길이 분석

허리다트량은 하반신 최외곽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에 의하여 산정되는

것으로(피복구성학, 1998) 하반신 형태의 특성에 의하여 허리다트량을 결정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허리다트 비율은 하반신 옆면 형태 특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각 부위의 다트량이 허리부위 다트량 전체에서 차지

하는 백분율을 구하였고 이러한 지수치로 허리부위의 허리다트량비율을 분

석하였다(표 48, 표49).

앞판의 부위별 허리다트량에 해당하는 (R)앞중심허리다트비, (R)앞1허리

다트비, (R)앞2허리다트비 항목과 앞판 허리다트 길이에 해당하는 (R)앞1

허리다트길이비, (R)앞2허리다트길이비에서 하반신 허리․배돌출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측면유형
측정항목

SFT1 SFT2 SFT3 S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R)앞중심허리다트비
0.028 0.057 0.007 0.048 19.726 

B A C A ***

(R)앞1허리다트비
0.075 0.155 0.016 0.114 43.752 

C A D B ***

(R)앞2허리다트비
0.121 0.134 0.049 0.082 26.298 

A A B C ***

(R)앞1_2허리다트비
0.168 0.231 0.058 0.149 56.426 

B A C B ***

(R)앞판허리다트비
0.197 0.288 0.064 0.197 74.958 

B A C B ***

(R)앞1허리다트길이비
0.448 0.563 0.348 0.405 26.451 

B A C B ***

(R)앞2허리다트길이비
0.502 0.585 0.411 0.453 17.563 

B A C BC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p≤0.001

[표 48] 체표패턴의 유형별 앞허리다트부위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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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판의 부위별 허리다트량에 해당하는 (R)뒤1허리다트비 항목에서 하반

신 엉덩이돌출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R)뒤중심허리다트비,

(R)뒤2허리다트비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R)뒤

2허리다트비와 (R)앞2허리다트비 항목은 허리․배돌출 형태와 엉덩이돌출

형태뿐만 아니라 허리에서 배돌출수준과 엉덩이돌출수준까지의 비스듬한

앞옆면․뒤옆면 부위의 형태특성을 반영한다. 이들 항목을 개별적으로 분

석하여 패턴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뒤판과 앞판의 부위별 허리다트

비율을 합산하여 (R)앞중심_1허리다트비, (R)앞1_2허리다트비, (R)앞판허리

다트비 항목을 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앞중심에서의 허리다트량과 앞중

심 옆에 설정된 첫 번째 다트에서의 허리다트량을 합하여 (R)앞중심_1허리

다트비 항목으로 명하였으며, 앞중심에서 차례로 설정된 다트량의 합을

(R)앞1_2허리다트비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R)앞판허리다트비는 앞판 전체

의 허리다트량으로 해당되는 다트량 모두를 합하여 구한 값이다. 뒤판의

부위별 허리다트비율도 앞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합산하여 (R)뒤중심_1

허리다트비, (R)뒤1_2허리다트비, (R)뒤판허리다트비 항목을 구하였다.

(R)앞판허리다트비는 허리와 배돌출 형태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SFT2유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SFT3유형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R)뒤판허리다트비는 SBT2유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SBT3과 SBT1에

서 작게 나타났다. 이는 허리와 배돌출의 두께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앞

판의 허리다트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되며, 뒤판의 허리다트비율은 엉

덩이돌출과 허리뒤두께와의 차이가 커지면서 뒤허리다트비율이 높아진 것

으로 해석되었다.

앞판의 허리다트 2개에 대하여 각각 엉덩이길이로 나눈 지수항목을 평가

한 결과, 앞중심에서 옆선쪽 방향으로 앞다트1과 앞다트2를 지정하였으며,

이 위치에서의 지수항목 (R)앞1허리다트길이비, (R)앞2허리다트길이비 항

목을 구하였다. 앞판 허리다트길이는 SFT2유형에서 가장 길게 나타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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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FT3유형에서 앞다트1과 앞다트2에서 모두 가장 짧음을 알 수 있었

다.

뒤판의 허리 다트도 앞판과 동일한 방법으로 뒤중심에서 옆선쪽 방향으

로 뒤다트1과 뒤다트2를 설정하였다. 뒤다트1에 대한 엉덩이길이로 나눈

지수항목으로 (R)뒤1허리다트길이비, (R)뒤2허리다트길이비를 구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뒤판 허리점높이에서 다트끝점까지의 길이가 긴 것을 의미한

다.

측면유형
측정항목

SBT1 SBT2 SBT3
F

평균 평균 평균

(R)뒤중심허리다트비
0.016 0.015 0.012 0.853 

A A A

(R)뒤1허리다트비
0.151 0.241 0.185 34.757 

C A B ***

(R)뒤2허리다트비
0.158 0.168 0.161 0.589 

A A A

(R)뒤1_2허리다트비
0.310 0.409 0.346 19.817 

C A B ***

(R)뒤판허리다트비
0.325 0.424 0.358 19.862 

B A B ***

(R)뒤1허리다트길이비
0.942 1.047 1.016 18.249 

B A A ***

(R)뒤2허리다트길이비
0.815 1.037 0.978 39.528 

C A B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p≤0.05, **p≤0.01, ***p≤0.001

[표 49] 체표패턴의 유형별 뒤허리다트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단위 

; mm)

이상과 같이 하반신 각 유형의 체표패턴을 부위별로 측정하여 하반신 앞

면과 옆면 유형에 의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비만과 사이즈에 의한 체표면

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율 차이에 의한 지수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으며 하반신의 앞면과 옆면 형태특성이 체표패턴에 반영됨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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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반신 형태의 특징 변화가 스커트 설계요소에 미치는 변화를 분석

함으로써 스커트 설계 요소별 변화와 하반신 형태 특성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체표패턴의 부위별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던

(R)허리옆다트비, (S)앞판허리다트비, (S)뒤판허리다트비 등의 부위에서 하

반신 형태에 따른 스커트 패턴 설계의 변화가 발생될 것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스커트 설계의 허리선 위치와 관계가 있는 (R)허리앞옆높이차이_엉

덩이길이비, (R)허리뒤옆높이차이_엉덩이길이비도 유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체표패턴의 측정치는 체표면의 굴곡에 의해 그 길이가 길어졌

으므로 의복패턴설계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스커트 설계요소

에 해당되는 측정항목에 대하여 3차원 인체형상과 관련 항목을 추가 측정

하였으며, 3차원 인체 측정치와 체표패턴의 측정치와의 비교 분석으로 하

반신 유형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3. 하반신 유형에 따른 스커트 요소의 부위별 인체치수 측정치 분석

체표패턴 분석 결과 하반신 유형별 스커트 설계요소들과의 유의한 관계

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허리선 앞·뒤길이에 대하여 체표면 길이를

그대로 반영한 체표패턴 측정치의 분석결과를 의복 패턴설계에 그대로 반

영하는 것은 부적합하였다. 엉덩이돌출 유형에 따른 체표면 길이차이가 확

인되었으나, 실제 의복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3차원 인

체형상을 이용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앞의 체표패턴 분석을 통해 하반신 유형별 차이를 나타낸 항목을 중심으

로 3차원 인체 형상에서 부위별 거리차비 분석, 하반신 유형별 엉덩이길

항목들과 체표패턴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패턴제도

시 주요한 체크포인트로 결정된 옆다트량비, 앞․뒤허리다트량비, 앞․뒤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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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높이비에 해당되는 인체부위별 단면거리와 인체측정치를 분석하였다. 거

리차비는 3차원 인체형상의 하반신 부위의 주요 단면중합에 의해 생성된

최외곽둘레단면의 각도별 측정치수를 지수항목으로 하여 적용하였다. 단면

별 거리 분석은 15°간격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에는 SNU

AutoB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1. 앞․뒤허리높이 부위에 대한 체표패턴과 인체측정치와의 관계 분석

체표패턴의 엉덩이길이 분석결과, 하반신 옆면의 배돌출․엉덩이돌출 정

도와 형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엉덩이길이는 엉덩이둘레

선 수평높이에서 위쪽으로 벨트를 착용하는 허리둘레선까지의 체표에 따른

세로방향의 길이로 <그림 30>과 같이 계측되어야 한다(피복 구성학.

1998). 앞․뒤허리선 위치 분석을 위해 3차원 인체형상에서 측정한 항목은

(C)엉덩이돌출 컨벡스길이와 (C)배돌출 컨벡스길이이다. 컨벡스 길이는 컨

벡스 헐(Convex Hull)기법을 이용하여 생성된 컨벡스 커브(Convex Curve)

를 측정한 것으로, (C)엉덩이돌출 컨벡스길이는 허리뒤점에서 엉덩이돌출

부위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와 접선의 Y축 좌표 위치에서 엉덩이돌출점까

지의 체표면길이를 더한 길이이다. (C)배돌출 컨벡스길이는 허리앞점에서

배돌출 부위에 접하는 접선의 길이와 접선의 Y축 좌표에서 엉덩이돌출점

까지의 수직거리를 더한 길이이다. (C)엉덩이돌출 컨벡스길이_엉덩이길이

비와 (C)배돌출 컨벡스길이_엉덩이길이비는 (C)엉덩이돌출 컨벡스길이와

(C)배돌출 컨벡스길이를 엉덩이길이로 나눈 지수항목이며, 그 값이 클수록

앞․뒤 허리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차원 인체형상에서 측정한 (C)엉덩이돌출 컨벡스길이_엉덩이길이비는

체표패턴의 (R)허리뒤옆높이차이_엉덩이길이비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

SBT2유형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표 50). 이 결과로 뒤허리선 높이는 엉덩

이돌출 형태 특성이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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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허리선 위치에 대한 (C)배돌출 컨벡스길이_엉덩이길이비는 허리․배돌

출유형에 따른 체표패턴에서 측정한 (R)허리앞옆높이차이_엉덩이길이비의

유형별 차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확인되었다(표 51). (C)배돌출 컨벡스길이_

엉덩이길이비는 허리․배돌출이 가장 큰 SFT4유형과 SFT2유형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SFT3유형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앞허리점 위치의 이러

한 특성은 허리점 수준에서 배돌출점 수준사이의 인체가 사선을 이루기 때

문에 허리․배돌출 유형에 따라 체표면 길이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

이 STF4유형과 STF2유형은 배돌출에 의하여 배길이가 사선으로 휘어져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유형들 보다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 같은 형태특

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허리높이는 평균 앞허리높이보다 크게 설정되어야

스커트길이의 맞음새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STF3유형

은 체표패턴에서는 SFT1유형과 비슷한 높이차이비를 나타내었으나, 3차원

인체측정치에 의한 (C)배돌출 컨벡스길이_엉덩이길이비에서는 짧게 나타났

다. 이는 SFT3유형이 배돌출보다 허리선수준의 돌출이 더 큰 유형으로 앞

허리선수준에서 엉덩이돌출수준까지 직선거리가 측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림 30] 앞․뒤․옆 엉덩이길이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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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유형
측정항목

SBT1 SBT2 SBT3
F

평균 평균 평균

(C)엉덩이돌출 컨벡스길이_엉덩이길
이비

0.797 0.916 0.849 18.736

C A B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p≤0.05, **p≤0.01, ***p≤0.001

[표 50] 체표패턴의 하반신 엉덩이돌출 유형별 뒤허리선위치 분산분석

과 던컨테스트 결과(단위 ; mm)

앞면유형
측정항목

SFT1 SFT2 SFT3 S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C)배돌출 컨벡스길이_엉
덩이길이비

1.020 1.031 1.014 1.028 18.346 
B A C A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p≤0.05, **p≤0.01, ***p≤0.001

[표 51] 체표패턴의 하반신 허리․배돌출 유형별 앞허리선위치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단위 ; mm)

위의 결과, 전반적으로 앞중심 엉덩이길이비가 뒤중심 엉덩이길이비 보

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스커트 설계에 적용되는 허리선 높

이 설계법을 뒷받침해주었다. 배가 돌출된 경우에는 앞중심선이 당겨 올라

가 옆선이 쏠리는 맞음새 문제가 발생되어 앞판의 허리위치를 더 길게 수

정해 줘야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하반신 허리․배돌출 특성 중 허리돌

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돌출이 강하게 나타난 SFT2유형과 SFT4유형은

다른 유형들 보다 상대적으로 허리높이가 더 크게 설정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허리앞돌출이 가장 큰 SFT3유형은 허리에서 스커트 밑단선

까지 체표면을 따르는 곡선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허리높이가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엉덩이돌출 정도에 따른 뒤중심 엉덩이길이의 차이 결과 엉덩이 형태에

따라서 허리선 높이를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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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돌출 특성에 따른 맞음새 문제로는 엉덩이가 튀어나와 옆쪽에서 엉

덩이를 향하여 당겨 올라가는 군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뒤중심길이를 길게

해주어야하며, 엉덩이가 납작하여 엉덩이 부분에 가로로 군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남은 주름분을 뒤중심에서 내려줘야 함을 증명해주었다.

3-2. 옆선부위에 대한 체표패턴과 부위별 거리차비와의 관계 분석

체표패턴의 옆선부위에 해당되는 3차원 인체 형상의 거리(Cross

Sectional Distance) 차이비 분석 항목은 (CSD)배돌출점_허리점, (CSD)엉

덩이돌출점_허리점, (CSD)엉덩이돌출점_배돌출점, (CSD)엉덩이돌출점_엉

덩이중간점이며, 각 거리차비를 분산분석, 던컨테스트하였다. (CSD)배돌출

점_허리점_거리차이비, (CSD)엉덩이돌출점_허리점_거리차이비, (CSD)엉덩

이돌출점_배돌출점_거리차이비, (CSD)엉덩이돌출점_엉덩이중간점_거리차

이비는 각 부위별 최외곽둘레선까지의 거리로 나눈 지수항목에 대한 차이

를 비교한 것이다. (CSD)배돌출점_허리점_거리차이비 값이 클수록 배돌출

점 수준과 허리점 수준의 거리차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체표패턴의 공간량차와 3차원 인체 형상의 부위별 거리차가 서로 유의미

한 관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체표패턴의 옆선다트량 부위에 해

당되는 3차원 인체에서의 옆선 거리 측정치를 분석하였다. 또한 하반신 앞

면 형태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들 중 거리 항목에 해당되었던 (CDS)엉덩이

돌출점-허리점 거리차와 (CDS)엉덩이돌출점-엉덩이중간점 거리차 항목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다(표 52).

부위별 거리차비는 앞장의 체표패턴의 옆다트량에 대한 분석 결과와 같

은 결과를 보였다. (CSD)배돌출점_허리점_거리차이비는 체표패턴의 (R)엉

덩중간앞뒤옆다트비에서 동일한 경향으로 하반신 앞면 유형별 차이를 보였

으며, (CSD)엉덩이돌출점_허리점_거리차이비, (CSD)엉덩이돌출점_배돌출

점_거리차이비, (CSD)엉덩이돌출점_엉덩이중간점_거리차이비는 체표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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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R)허리앞뒤옆다트비와 동일한 앞면 유형별 차이를 나타냈다. 앞면 유

형을 분류하는 요인 중 거리차비가 체표패턴의 옆선부위의 다트량 비율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하반신 앞면유형은 하반신 옆선부위의 허리옆다트

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면유형
측정항목

FT1 FT2 FT3 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CSD)배돌출점_허리점_거
리차이비

0.13 0.15 0.17 0.14 12.890

C B A C ***

(CSD)엉덩이돌출점_허리
점_거리차이비

0.17 0.26 0.25 0.24 50.058

C A AB B ***

(CSD)엉덩이돌출점_배돌
출점_거리차이비

0.05 0.11 0.08 0.10 28.511

C A B A ***　

(CSD)엉덩이돌출점_엉덩
이중간점_거리차이비

0.04 0.08 0.06 0.08 16.724

C A B A ***

(C)엉덩이옆길이_엉덩이길
이비

1.37 1.481 1.443 1.464 9.753

B A A A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p≤0.05, **p≤0.01, ***p≤0.001

[표 52] 하반신 앞면 유형별 옆선부위의 부위별 거리차비, 엉덩이옆길이비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과(단위 ; mm)

3-3. 허리다트 비율에 대한 체표패턴과 거리차비와의 관계 분석

다트량을 이론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허리둘레선 외에 하반신의 각 방

향에서 돌출부의 수평단면을 추출하여 그 중합도를 작성함으로써 추출된

중합도에 의해 산출하게 된다. 다트량의 계측방법의 예로서 15° 간격으로

분할선을 넣어, 그 사이의 최외곽둘레와 허리둘레의 비를 구하였다. 15° 간

격으로 나누어진 각 단면에 대한 거리비 차이를 분석하여 각각 어느 정도

의 거리차가 존재하는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부위별 단면중합도는 <그림 31>과 같이 분류하였으며, 15° 간격별로 측

정된 거리는 부위별 명칭을 앞중심선에서부터 A1으로 명명하였으며 거리

CSD1을 의미한다. 옆선의 위치는 A7 부근의 최외곽둘레의 옆쪽 최대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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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의 관계에서 정해지며, 옆선의 거리는 CSD7에서의 각 단면별 거리차

이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뒤 허리다트량비의 분포 분석을 위해

단면 부위별 거리차 분석 위치를 A3(CSD3), A5(CSD5), A9(CSD9),

A11(CSD11)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3차원 형태의 곡면 형태가 반영된 하반신 단면 중합도에서 허리위치에

따른 다트량을 예측할 수 있다. 다트량은 모든 구간에서 동일하게 분배되

어 있지 않았으며, 다트량이 가장 적은 부위는 <그림 32>, <그림 33>에서

와 같이 직선적인 앞중심 부근에서는 다트량이 적게 나타났다.

[그림 31] 하반신 수평단면중합도에서의 다트량 산출방법

<그림 32>의 A1～A6 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비 결과, SFT3 유형은

A1～A3에서는 허리다트량이 분포되지 않고, A4～A6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반신 최외곽둘레는 엉덩이둘레보다 크며, 하반

신 최외곽둘레 형상과 허리둘레선 외곽둘레 형상 중 외곽곡선이 옆으로 기

울어진 부분에서 다트량이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최외곽둘레의 곡률이 변

해서 허리둘레선과 최외곽둘에선의 거리가 크게 떨어진 부분에서는 최외곽

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커지며 다트량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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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다트로서는 앞뒤중심 가까이는 불필요하며, 비스듬한 옆면에서 옆에

걸쳐 모아 잡아주도록 되는 것으로 입체재단에서의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해석되며, 허리돌출보다 상대적으로 배돌출이 강한 옆면 유형에서는 A2,

A3 영역에서 다트량 비율이 높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

의 체표패턴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엉덩이돌출유형에 따른 거리차이 비교 결과, 허리외곽선과 엉덩이외곽선

의 거리차이는 A11, A12, A13 위치에서 크게 나타났다. 즉, 최외곽둘레와

허리둘레 각 각도 사이의 구간 내 외곽둘레와 허리둘레의 차가 다트량으로

적용되어 뒤허리둘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엉덩이둘레를 갖는 SBT2유형

에서 가장 큰 거리 차이비를 나타냈다. 이는 체표패턴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거리분석에 따른 비율이 체표패턴의 허리다트량 비율 설정과

높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3>은 배돌출선의 단면과 허리단면과의 거리에 대해 각도별로 측

정된 최외곽둘레선 길이로 나눈 지수항목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하

반신 단면 중합의 비스듬한 옆면에 해당되는 A4, A5, A6, A11, A12의 위

치에서 거리차비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허리다트량 설정 시 옆선쪽에 다

트량이 집중되어야 함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하반신 부위별 거리 분석결과 스커트 패턴에서의 다트량은 허리부위와

최외곽둘레 형상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트량의 배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하반신 형태 유형별 체표패턴 차이를 분석하여 스커트 패턴

변형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스커트 패턴변형 요소와 관련된 3차원 인체치

수와 부위별 거리차이를 분석하였다. 사이즈와 비만에 의한 체표면의 차이

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율, 차이에 의한 지수치를 사용하였다. 하반신 형태

의 특성이 체표패턴에 반영되었던 것과 같이 하반신 유형별 3차원 인체 형

상의 거리차이와 체표패턴 차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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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표패턴과 인체측정치에 의한 부위별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던 (R)허리앞뒤옆다트비율, (C)엉덩이옆길이_엉덩이길이비, (C)배돌

출 컨벡스길이_엉덩이길이비, (C)엉덩이돌출 컨벡스길이_엉덩이길이비, (S)

앞판허리다트비율, (S)뒤판허리다트비율 등의 부위에서 하반신 형태가 드

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1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A2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A3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A4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A5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A6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그림 32] 각도별 각 부위에 대한 거리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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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A9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A10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A11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A12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A13위치에 대한 부위별 거리차

[그림 32(계속)] 각도별 각 부위에 대한 거리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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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돌출단면과 허리단면 거리차 배돌출단면과 뒤허리단면 거리차

엉덩이돌출단면과 허리단면 거리차 엉덩이돌출단면과 뒤허리단면 거리차

엉덩이돌출단면과 배돌출단면 거리차 엉덩이돌출단면과 엉덩이중간단면 

거리차

하반신 옆면 유형에 따른 각도별 거리차비

[그림 33] 두 단면부위에 대한 각도별 거리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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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반신 유형별 패턴 변형량

의복 패턴은 인체 형상의 체표패턴 자체가 아닌 여유분과 스타일이 포함

되므로 체표패턴에 의하여 도출된 결과를 절대치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스커트 패턴 설계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표준패턴 설계법에

의한 스커트를 제작하고 다양한 사이즈로 그레이딩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출현율이 높은 하반신 중 성인여성의 표준체형 인대(산업자원부, 2006)의

하반신 유형과 유사한 T413유형(FT4, SFT1, SBT3)을 기준으로 이에 대

한 항목별 차이를 산정하여 패턴 변형량으로 삼았다.

하반신 앞면형태와 옆면형태의 유형에 따른 체표패턴의 부위별 분산분석

과 던컨테스트 결과를 조합하여 하반신 유형의 패턴변형 부위를 선정하였

다. 하반신 유형의 부위별 특성과 스커트패턴 설계 요소간의 유의한 관계

를 나타내는 항목을 중심으로 스커트패턴 변형부위를 선정하였다. 스커트

패턴에 하반신 부위별 형태를 반영하여야할 부위는 허리옆다트비율, 허리

옆점높이, 허리다트비율, 허리다트길이, 앞허리점높이, 뒤허리점높이 항목으

로 정리되었다(표 53).

스커트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부위별 변형량은 하반신 형태의 특성을

100% 보유한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하반신 앞면과 옆면의 비율에 의하여

변형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하반신 앞면 형태 비율, 옆면의 허리․배돌

출형태 비율, 엉덩이돌출형태 비율에 의하여 변형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허

리옆다트비율은 하반신 앞면형태 옆선굴곡 특성 모형식에 의하여 옆선굴곡

특성의 확률을 곱하여 변형량을 적용한다.

앞허리점높이와 앞허리다트량 비율은 하반신 옆면 형태의 허리배돌출 특

성 모형식에 의하여 허리배돌출 특성의 확률을 곱하여 변형량을 반영한다.

뒤허리높이와 뒤허리다트량 비율은 하반신 옆면형태의 엉덩이돌출 특성

모형식에 의하여 엉덩이돌출 특성의 확률을 곱하여 변형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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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유형
측정항목

FT1 FT2 FT3 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R)허리앞뒤옆다트비
0.36 0.43 0.43 0.40 6.911 

C A A B ***

(C)엉덩이옆길이_엉덩이길
이비

1.37 1.481 1.443 1.464 9.753

B A A A ***

          허리배돌출유형 SFT1 SFT2 SFT3 SFT4
F

평균 평균 평균 평균

(C)배돌출 컨벡스길이_엉
덩이길이비

1.020 1.031 1.014 1.028 18.346 

B A C A ***

(R)앞판허리다트비
0.197 0.288 0.064 0.197 74.958 

B A C B ***

(R)앞1허리다트비
0.180 0.312 0.061 0.291 39.822 

B A C A ***

(R)앞2허리다트비
0.295 0.279 0.177 0.216 21.436 

A A B C ***

(R)앞1허리다트길이비
0.448 0.563 0.348 0.405 26.451 

B A C B ***

(R)앞2허리다트길이비
0.502 0.585 0.411 0.453 17.563 

B A C BC ***

엉덩이돌출유형 SBT1 SBT2 SBT3
F

평균 평균 평균

(C)엉덩이돌출 Convex길
이_엉덩이길이비

0.797 0.916 0.849 18.736 

C A B ***

(R)뒤판허리다트비
0.325 0.424 0.358 19.862 

B A B ***

(R)뒤1허리다트비
0.2894 0.3797 0.3283 18.576 

C A B ***

(R)뒤2허리다트비
0.333 0.285 0.307 16.282

A B AB **

(R)뒤1허리다트길이비
0.942 1.047 1.016 18.249 

B A A ***

(R)뒤2허리다트길이비
0.815 1.037 0.978 39.528 

C A B ***

던컨테스트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

*p≤0.05, **p≤0.01, ***p≤0.001

[표 53] 체표패턴 부위별 차이 항목 중 하반신 유형별 패턴변형 적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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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변형 부위에 대한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변형량은 다음과 같다.

허리옆다트의 비율은 하반신 앞면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요소로 하

반신 앞면유형에 따른 체표패턴 분석 결과로 허리옆다트비율을 변형하였

다. FT1유형은 FT4유형보다 허리옆다트 비율을 4%적게 하고, FT2유형과

FT3유형은 3%크게 변형량을 정하였다. FT1유형과 같이 허리와 엉덩이 너

비차가 작은 경우 패턴 옆선점 위치를 완만하게 하며, 줄어든 옆선다트량

은 허리앞․뒤다트량에 반영한다.

허리앞․뒤높이는 실제 인체의 앞중심엉덩이길이와 뒤중심엉덩이길이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표패턴의 허리앞점높이와 허리뒤점높이

에 대한 유의차 평가는 의미가 적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패턴의 허리

앞․뒤높이는 인체의 엉덩이길이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C)배돌

출컨벡스길이_엉덩이길이비와 (C)엉덩이돌출컨벡스길이_엉덩이길이비를 산

정하여 패턴의 변형량을 제시하였다. SFT2유형은 SFT1유형보다 허리앞높

이를 1.1% 크게 SFT4유형은 0.8% 크게 하고, SFT3유형은 0.6%작게하였

다. 허리앞뒤점 높이 변형량(%)은 엉덩이길이에 대한 백분율이다.

체표패턴에서 다트량을 분석함에 있어서 앞판 허리둘레 다트량과 뒤판

허리둘레 다트량은 각각 허리․배돌출형태와 엉덩이돌출형태 유형에 따라

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전체 다트량에 대한 앞판 허리다트량비율과

뒤판 허리다트량비율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3차원 인체형상에 의한 부

위별 다트량비율 결과를 반영하였다. 앞판 허리다트량 비율은 허리배돌출

형태에 따라서 다트 길이비와 다트량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앞판의 앞중

심쪽 앞1허리다트비율로 SFT2유형은 SFT1유형보다 13.2%크게 하고,

SFT4유형은 11.1% 크게 하였으며, SFT3유형은 11.9% 적게 변형량을 정

하였다. 앞2허리다트비율은 STFT2유형이 SFT1유형보다 1.6% 적게,

SFT3유형은 11.8% 적게, SFT유형은 7.9%적게 앞허리다트량의 비율을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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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판 허리다트량은 엉덩이돌출형태에 따라서 뒤중심 쪽에 위치한 뒤1허리

다트량비율은 SBT1유형이 SBT3유형보다 3.3% 적게 하고, SBT2유형은 

6.6% 크게 변형량을 적용하였다. 뒤2허리다트량은 SBT1유형은 SBT3 유형

보다 2.6% 크게 하고, SBT2 유형은 2.2% 작게 변형량을 정하였다.

5. 스커트 패턴변형 방법

이상의 하반신 유형별 체표패턴의 부위별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여 허리

옆다트비율, 허리옆점높이, 허리다트비율, 허리다트길이, 허리앞점높이, 허

리뒤점높이가 패턴변형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이들 부위는 의복패턴에 있

어 상호독립적인 항목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한 항목에서의 변형이 다른

항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복패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부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패턴변형 과정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변형방법

과 순서에 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패턴변형 방법은 스커트 제도 시

적용되는 순서를 반영하였다.

5-1. 허리앞․뒤높이 패턴변형

허리점높이를 변형하기 위해서는 엉덩이다트끝점을 기준으로 수평 절개

하여 패턴의 C부위는 부족한 길이만큼 (P)뒤허리점을 Y축 방향으로 수직

이동하였다. 패턴의 D부위는 (CP)뒤옆선곡선변경점을 기준으로 (P)뒤다트

끝점1이 이동된 위치까지 회전하여 패턴 D부위를 이동한다. 이때 (P)뒤허

리점을 수직 이동하는 과정에서 (P)뒤다트옆점1_1과 (P)뒤다트끝점1은 Y

이동량과 동일하게 이동하며, (P)뒤다트옆점1_2, 절개된 옆선쪽 패턴 B부

위는 이동된 (P)뒤다트끝점1과 같이 (P)뒤다트옆점2_1, (P)뒤다트옆점2_2,

(P)뒤다트끝점2, (P)뒤허리옆점은 함께 회전한다.

허리앞점을 변형하는 방법은 허리뒤점 변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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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리앞․뒤 높이 부위의 패턴을 변형하기 위한 주요 이동점과 동반 이

동점을 <표 54>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허리선 위치 이동에 의해 변경된

허리다트량 비율은 다음 단계의 앞·뒤허리다트량 패턴변형에 의해 수정한

다.

->

주요 이동점 동반 이동점 변형방법

(P)뒤허리점
(P)뒤다트끝점1

(P)뒤다트옆점1_1
(P)뒤다트옆점1_2
(P)뒤다트옆점2_1
(P)뒤다트옆점2_2
(P)뒤다트끝점2
(CP)뒤옆선곡선변경점

수직이동, 회전

(P)앞허리점
(P)앞다트끝점1

(P)앞다트옆점1_1
(P)앞다트옆점1_2
(P)앞다트옆점2_1
(P)앞다트옆점2_2
(P)앞다트끝점2
(CP)앞옆선곡선변경점

수직이동, 회전

[표 54] 앞·뒤 허리선 위치의 패턴변형방법

5-2. 허리옆다트량 패턴변형

하반신 형태에 따른 옆선의 곡선 형태를 변형하기 위하여 허리옆다트비

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허리옆 다트량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P)앞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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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옆점, (P)뒤허리옆점을 X축 방향으로 수평이동 한다. 허리옆다트곡선 형

태에 따른 배돌출부위의 맞음새 개선을 위하여 옆선곡률에 따른 허리옆다

트곡선이 변경되어야 한다. 허리옆다트곡선 형태 변형을 위하여 (CP)앞판

옆곡선변경점, (CP)뒤판옆곡선변경점을 X축 방향으로 수평이동하며, (CP)

앞판옆곡선시작점, (CP)뒤판옆곡선시작점을 Y축 방향으로 수직이동한다.

허리옆선 다트 부위의 패턴을 변형하기 위한 주요 이동점과 변형방법을

<표 55>에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주요 이동점 동반 이동점 변형방법

(P)앞허리옆점
(CP)앞판옆곡선변경점
(CP)앞판옆곡선시작점

수직, 수평이동

(P)뒤허리옆점
(CP)뒤판옆곡선변경점
(CP)뒤판옆곡선시작점

수직, 수평이동

[표 55] 허리옆 부위의 허리옆다트비율 패턴변형방법

5-3. 허리옆다트높이 패턴변형

허리옆점 높이를 변형하기 위하여 (P)앞허리옆점과 (P)뒤허리옆점을 Y축

방향으로 수직이동한다. (P)앞허리옆점과 (P)뒤허리옆점이 수직이동하는

과정에서 배돌출둘레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CP)뒤판옆곡선변경점의 X축

좌표값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Y축 방향으로만 이동한다. 허리옆점 높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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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변형하기 위한 주요 이동점과 변형방법은 <표 56>에 그림으로 나

타내었다.

주요 이동점 동반 이동점 변형방법

(P)앞허리옆점
(CP)앞판옆곡선변경점
(P)앞다트옆점2_2
(P)앞다트옆점2_1

수직, 수평이동

(P)뒤허리옆점
(CP)뒤판옆곡선변경점
(P)뒤다트옆점2_2
(P)뒤다트옆점2_1

수직이동

[표 56] 허리옆 부위의 허리옆점 높이 패턴변형방법

5-4. 앞·뒤판 허리다트량 패턴변형

뒤판 허리다트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뒤판 전체 다트량 비율에서 옆선

다트량을 제외한 허리뒤다트 비율 변형량을 산정한다. 허리뒤다트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P)뒤다트중심점1, (P)뒤다트옆점1, (P)뒤다트중심점2, (P)

뒤다트옆점2를 X축 방향으로 수평이동 한다. (P)뒤다트끝점1, (P)뒤다트끝

점2은 X축 방향으로 수평이동하며 동시에 Y축 방향으로 다트끝점을 이동

한다.

허리앞다트비율을 변경하기 위하여 (P)앞다트옆점1_1, (P)앞다트옆점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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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다트옆점2_1, (P)앞다트옆점2_2는 X축 방향으로 수평이동 한다. (P)앞

다트끝점1과 (P)앞다트끝점2는 X축, Y축 방향으로 이동한다. 허리다트 부

위의 패턴을 변형하기 위한 주요 이동점과 동반 이동점을 <표 57>에 그림

으로 나타내었다.

주요 이동점 동반 이동점 변형방법

(P)뒤다트끝점1
(P)뒤다트옆점1_1
(P)뒤다트옆점1_2
(P)뒤다트끝점2
(P)뒤다트옆점2_1
(P)뒤다트옆점2_2

수직, 수평이동

(P)앞다트끝점1
(P)앞다트옆점1_1
(P)앞다트옆점1_2
(P)앞다트끝점2
(P)앞다트옆점2_1
(P)앞다트옆점2_2

수직, 수평이동

[표 57] 허리 부위의 허리다트비율 패턴변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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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반신 유형별 패턴변형 알고리즘

이상과 같이 하반신 형태 유형별 체표패턴의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결

과에 의하여 각 유형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을 중심으로 하반신

스커트 패턴을 변형할 부위를 선정하였다(표 58). 패턴의 부위별 변형량은

T 413유형을 기준으로 스커트의 앞․옆․뒤 부위별 차이항목에 의하여 설

정하였다. 패턴 변형량은 하반신 부위별 형상 특성을 100% 나타내는 경우

를 위한 변형량으로 제시되었으므로 하반신 유형별 형상특성에 따라 비율

을 조절하여 패턴에 반영하였다.

패턴변형 순서와 조건을 설정한 알고리즘은 <그림 34>와 같다.

변형항목 하반신 유형

FT1 FT2 FT3

허리옆 
다트비율

앞 4% -3% +3%

뒤 -4% +3% -3%

허리높이 옆 -9.4% 1.7% -2.1%

SFT2 SFT3 SFT4

앞허리
다트비율

1다트비율 +13.2% -11.9% +11.1%

1다트길이 -11.5% 10.0% 4.3%

2다트비율 -1.6% -11.8% -7.9%

2다트길이 -8.3 9.1% +4.9

허리높이 앞 +1.1% -0.6% 0.8%

SBT1 SBT2

뒤허리
다트비율

1다트비율 -3.89% 5.14%

1다트길이 -7.4% 3.1%

2다트비율 2.6% -2.2%

2다트길이 -16.3% 5.9%

허리높이 뒤 -3.3% 6.6%

패턴변형량(%) = 체표패턴에서 측정된 유형별 차이비율에 대한 백분율

[표 58] 하반신 유형별 패턴 변형량 비율(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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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스커트 패턴변형 알고리즘 순서도

하반신 형태특성에 따른 스커트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의하여 T413유형

을 기준으로 제작된 스커트 패턴을 하반신 부위별 형태 특성을 반영하여

변형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패턴의 변형부위와 하반신 유형

별 확률에 의한 변형량 계산식은 <표 59>와 같으며 표의 변형량은 하반신

형태의 앞면과 옆면 특성을 100% 나타내는 경우를 대상으로 기준체형의

체표패턴 특성을 기준으로 차이에 해당하는 양을 변형량으로 설정하여 패



- 139 -

턴변형 알고리즘에 적용 할 수 있다(최영림.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스커트패턴 자동변형을 위하여 실제 패턴 변형량은 하반신 유형별 변형량

과 유형별 확률을 곱하여 합산하여 구하며 패턴 변형량을 구하는 방식(최

영림. 2008)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하여 하반신 유형별 패턴

변형량을 산출하였다.

패턴변형량    

     앞면형태 유형별 패턴변형량
    앞면형태 유형별 확률

패턴변형량      

  허리배돌출형태 유형별 패턴변형량
    허리배돌출형태 유형별 확률

패턴변형량    

     엉덩이돌출형태 유형별 패턴변형량
    엉덩이돌출형태 유형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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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항목 좌표구분
하반신 유형

SFT2 SFT3 SFT4

허리높이

앞
x1, y1

(0 , +1.1%) (0 , -0.6%) (0 , +0.8%)

×××

x2, y2 (P)앞허리옆점 이동량

뒤
x3, y3

SBT1 SBT2

(0 , -3.3%) (0 , 6.6%)

 × ×

x4, y4 (P)뒤허리옆점 이동량

FT1 FT2 FT3

허리옆 
다트비율

앞

x5, y5

옆선다트변형 비율에 의한 계산 

(4% , 0) (-3% , 0) (+3% , 0)

×  × ×

뒤
(-4% , 0) (+3% , 0) (-3% , 0)

 ×  ×  ×

허리옆
높이

옆 x6, y6

엉덩이 옆길이 비율에 의한 계산

(0 , -9.4%) (0, 1.7%) (0 , -2.1%)

 ×  ×  ×

SFT2 SFT3 SFT4

앞허리
다트

1다트비율 x7, y7

앞판허리다트변형비율에 의한 계산

(+13.2% , 0) (-11.9%, 0 ) (+11.1% , 0)

×××

1다트길이 x8, y8
(0 , -11.5%) (0 , 10.0%) (0, 4.3%)

×××

2다트비율 x9, y9
(-1.6% , 0) (-11.8% , 0) (-7.9% , 0)

×××

2다트길이 x10, y10
(0, -8.3% ) (0, 9.1%) (0, +4.9)

×××

X축 : (＋) = right, (－) = left
Y축 : (＋) = up, (－) = down

[표 59] 패턴변형 부위와 하반신 유형별 확률에 따른 패턴변형량과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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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항목 좌표구분
하반신 유형

SBT1 SBT2

뒤허리
다트

1다트비율 x11, y11

뒤판허리다트변형비율에 의한 계산

(-3.89% , 0) (5.14% , 0)

 × ×

1다트길이 x13, y13
(0 , -7.4%) (0 , 3.1%)

 × ×

2다트비율 x12, y12
(2.6% , 0) (-2.2% , 0)

 ×  ×

2다트길이 x13, y13
(0 , -16.3%) (0, 5.9%)

 × ×

X축 : (＋) = right, (－) = left
Y축 : (＋) = up, (－) = down

[표 59(계속)] 패턴변형 부위와 하반신 유형별 확률에 따른 패턴변형량과 

계산식

6-1. 앞․뒤 허리높이

①(P)앞허리점, (P)앞다트끝점1, (P)앞다트옆점1_1을 (x1, y1) 수직이동한

다.

②(CP)앞옆선곡선변경점을 기준으로 이동된 (P)앞다트끝점1의 위치까지

(P)앞다트옆점1_2, (P)앞다트옆점2_1, (P)앞다트옆점2_2, (P)앞다트끝점

2, (P)앞허리옆점이 위치한 B패턴 영역을 y1만큼 이동회전한다.

③(CP)앞옆선곡선변경점을 기준으로 회전되면서 형태 변화가 발생된 옆

선 곡선 수정을 위해 (P)앞허리옆점이 이동된 X, Y축에 의한 좌표

이동량(x2, y2)를 측정하여 (CP)앞옆선곡선변경점을 수직, 수평이동한

다.

④(P)뒤허리점, (P)뒤다트끝점1, (P)뒤다트옆점1_1을 (x3, y3) 수직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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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⑤(CP)뒤옆선곡선변경점을 기준으로 이동된 (P)뒤다트끝점1의 위치까지

(P)뒤다옆점1_2, (P)뒤다옆점2_1, (P)뒤다트옆점2_2, (P)뒤다트끝점2,

(P)뒤허리옆점이 위치한 D패턴 영역을 y3만큼 이동회전한다.

⑥(CP)뒤옆선곡선변경점을 기준으로 회전되면서 형태 변화가 발생된 옆

선 곡선 수정을 위해 (P)뒤허리옆점이 이동된 X, Y축에 의한 좌표 이

동량(x4, y4)를 측정하여 (CP)뒤옆선곡선변경점을 수직, 수평이동한다.

<그림 35>에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앞뒤허리높이를 변형하는

방법을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5] 스커트 패턴변형 알고리즘 적용 – 앞뒤허리높이

6-2. 허리옆다트비율과 옆점높이  

①전체허리다트량을 측정하여 앞판 옆선 허리 다트량 변형비율에 해당하

는 양을 x5, y5으로 정의한다.

 옆선허리다트변형비율
전체다트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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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P)앞허리옆점을 (x5, y5) 수평 이동한다.

③(CP)앞판옆곡선변경점을 ( 


  ) 수평이동한다.

④(P)뒤허리옆점을 (-x5, y5) 수평이동한다.

⑤(CP)뒤판옆곡선변경점을 ( 


  ) 수평이동한다.

⑥(P)앞허리옆점, (P)뒤허리옆점을 (x6, y6) 수직이동한다.

<그림 36>에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허리옆선다트비율과 허리옆

점높이를 변형하는 방법을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6] 스커트 패턴변형 알고리즘 적용 – 허리옆선다트비율

6-3. 앞·뒤허리다트비율

①앞판허리다트량을 측정하여 앞1허리다트량과 앞2허리다트량 변형 비율

에 해당하는 양을 (x7, y7), (x9, y9)으로 정의한다.

 앞허리다트변형비율
앞판허리전체다트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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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허리다트변형비율
앞판허리전체다트량

× 


  

②(P)앞다트옆점1_1을 (x7, y7)이동하고, (P)앞다트옆점1_2을(-x7, y7) 이

동한다.

③(P)앞다트옆점2_1을 (x9, y9)이동하고, (P)앞다트옆점2_2을(-x9, y9) 이

동한다.

④엉덩이길이에 대한 앞1허리다트 길이량 변형 비율에 해당하는 양을

x8, y8으로 정의한다. (P)앞다트끝점1을 (x8, y8) 수직이동한다.

⑤엉덩이길이에 대한 앞2허리다트 길이량 변형 비율에 해당하는 양을

x10, y10으로 정의한다. (P)앞다트끝점2를 (x10, y10) 수직이동한다.

뒤판의 허리다트량 변형 비율 적용방법과 순서는 앞판과 동일하게 진행

한다.

<그림 37>에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앞뒤 허리다트비율을 변형

하는 방법을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37] 스커트 패턴변형 알고리즘 적용 – 앞․뒤허리다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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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앞장에서 분류된 하반신 유형별 3차원 형상을 평면화하여

체표패턴을 추출하고 유형별 체표패턴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하반신 앞면

유형에 따라 허리옆다트비율, 허리옆점높이비율과 관련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반신 옆면유형은 허리앞․뒤 높이차, 허리다트비율,

허리다트길이와 관련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412유형(앞

면유형4, 허리․배돌출유형1, 엉덩이돌출유형2)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부위

를 중심으로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6-4. 하반신 유형에 따른 스커트 패턴변형

스커트 설계요소와 하반신 부위별 형태특성간의 연계성에 따라 적용되어

야하는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하반신 유형별 변형치를 반영하여 변형패턴을

제시하였다(그림 38).

앞면유형과 연계된 스커트 설계요소 부위는 옆선부위로 앞면유형에 따라

옆다트량비율과 옆선점 높이가 다르게 나타났다. 옆선다트비율은 하반신

앞면형태와 유사하게 변형되었으며, 옆선점은 FT2에서 가장 높아졌고,

FT1의 옆선점높이 비율은 감소하였다.

옆면유형은 앞․뒤허리선높이를 변형시키며, 앞․뒤판의 부위별 허리다

트량 비율과 다트길이비가 수정되었다. 허리․배돌출유형에 따라서 앞허리

선높이는 SFT3이 가장 짧은 경향을 보였으며, SFT2의 앞허리선높이 비율

이 증가하였다. 앞판다트에 대한 비율 변화 결과, SFT3은 앞1다트에서 가

장 작은 비율을 보여 허리․배돌출 형태특성 확률에 따라 앞2다트에 집중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SFT2의 앞1다트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다트길이비율도 가장 길게 증가하였다.

엉덩이돌출형태의 영향을 받은 뒤판 부위는 SBT1의 허리선높이가 가장

낮게 변경되었으며, 다트비율도 짧게 나타났다. 뒤판의 부위별 허리다트비

율로는 뒤1다트비율을 엉덩이돌출 유형별 비율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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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트비율은 비율의 차이가 근소하게 나타나 엉덩이돌출에 따라서 뒤1다트

량이 크게 변화됨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앞면과 옆면 유형에 의한 스커트 패턴변형

이상과 같이, 앞장에서 분류된 하반신 앞면과 옆면의 유형별 3차원 형상

의 평면화에 의하여 체표패턴을 추출하고 하반신 유형과 체표패턴의 차이

를 비교함으로써 스커트 설계 시 인체특성과 연계되어야 할 부위와 스커트

변형요소를 고찰하였다.

하반신 유형별 체표패턴에 대한 차이 비교분석 결과, 앞면유형에 따라

옆선허리다트와 옆선높이와 관련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옆면유형에 따라서 앞허리점높이와 뒤허리점높이, 앞허리의 다트비율과 뒤

허리의 다트비율, 앞허리의 다트길이비와 뒤허리의 다트길이비와 관련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하반신 유형들 사이에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체표패턴의 부위별 차이 비교

와 패턴의 변형량 설정에 있어 사이즈에 의한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비

율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적용에 있어서는 앞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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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하반신 형태 분류 모형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확률을 측면 특성의

양으로 삼아 패턴변형량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7. 자동 패턴설계 및 패턴변형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변형 알고리즘이 적용 가능

한 자동 패턴설계 및 패턴변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패턴 자

동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생산의 자동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7-1. 자동 패턴설계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C++ 언어를 이용하여 스커트패턴 자동설계 및 패턴변형

을 할 수 있도록 Automatic Pattern Altera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

인의 스커트패턴 설계를 위해 스크립트로 작성 된 프로그램에서 인체 측정

치를 입력받도록 하였고 입력된 데이터에 의해 개인의 스커트패턴 제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입력 화면은 <그림 39>와 같으며, 입력 데이터는 인체측정치와 패턴설

계 시 적용되는 스커트 여유량 및 기준선 설계를 위한 치수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인체측정치는 개인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길이, 스커트길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도 자유롭게

스커트패턴 설계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패턴설계 시 적용되는 여유량과

기준선 위치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여유량과 기준

선 위치값을 적용으로 다양한 패턴 설계법에 의한 패턴제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패턴 설계 시 변형 가능한 변수는 엉덩이 전체 여유량, 허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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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량, 스커트 앞뒤판 차이량, 옆선 위치, 앞․뒤 다트 길이와 위치, 허리

선 위치 항목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림 39] APA프로그램의 인체치수 입력 및 패턴설계 여유량 설정

입력 치수에 의해 자동 생성된 패턴은 개인의 하반신 유형에 따라 자동

변형되도록 구성하였으며, 패턴변형 포인트 수는 개인의 하드롭(엉덩이둘

레와 허리둘레 차)에 따라서 허리다트 수가 1개 또는 2개로 분류되므로 최

대 31개의 변형 포인트를 적용하였다. 패턴변형 위치별 포인트명은 패턴

스크립트 설계 시 사용된 기준점 이름을 반영하였으며, 부위별 정의는 <표

60>과 같다. 하반신 유형별 입력된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의해 변형되어 최

종적으로 생성된 패턴은 패턴의 내․외부선 모두가 DXF 파일로 저장되도

록 하였다. 전개된 패턴은 다른 종류의 Pattern CAD와 호환 가능하도록

하여 플로터를 이용한 패턴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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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번호 포인트명 항목명 정의

01 BW (P)허리뒤점 허리뒤점

02 SD11 (P)허리뒤옆점 뒤판 허리옆점

03 SD21 (P)허리앞옆점 앞판 허리옆점

04 FW (P)허리앞점 허리 앞점

05 BD1 (P)뒤다트중심점1 뒤다트 1번의 중심다트점

06 BP1 (P)뒤다트끝점1 뒤다트 1번의 다트끝점

07 BP12 (P)뒤다트옆점1_1 뒤다트 1번의 옆다트점_좌측

08 BP11 (P)뒤다트옆점1_2 뒤다트 1번의 옆다트점_우측

09 BD2 (P)뒤다트중심점2 뒤다트 2번의 중심다트점

10 BP2 (P)뒤다트끝점2 뒤다트 2번의 다트끝점

11 BP22 (P)뒤다트옆점2_1 뒤다트 2번의 옆다트점_좌측

12 BP21 (P)뒤다트옆점2_2 뒤다트 2번의 옆다트점_우측

13 FD1 (P)앞다트중심점1 앞다트 중심점1

14 FP1 (P)앞다트끝점1 앞다트 끝점1

15 FP11 (P)앞다트옆점1_1 앞다트 옆점1_좌측

16 FP21 (P)앞다트옆점1_2 앞다트 옆점1_우측

17 FD2 (P)앞다트중심점2 앞다트 2번의 중심다트점

18 FP2 (P)앞다트끝점2 앞다트 2번의 다트끝점

19 FP21 (P)앞다트옆점2_1 앞다트 2번의 옆다트점_좌측

20 FP22 (P)앞다트옆점2_2 앞다트 2번의 옆다트점_우측

21 4 (P)엉덩이뒤점 뒤판 엉덩이점

22 SSB5 (P)엉덩이뒤옆점 뒤판 옆엉덩이점

23 SSF5 (P)엉덩이앞옆점 앞판 옆엉덩이점

24 6 (P)엉덩이앞점 앞판 엉덩이점

25 7 (P)밑단뒤점 뒤판 스커트길이 끝점

26 SSB8 (P)밑단뒤옆점 뒤판 스커트길이 옆점

27 SSF8 (P)밑단앞옆점 앞판 스커트길이 옆점

28 9 (P)밑단앞점 앞판 스커트길이 앞점

29 BPK (P)뒤트임점 뒤트임 위치점

30 SD12 (CP)1뒤판옆선변경점
뒤판 옆선의 곡선화 변경 포인트 
위치점. 

31 SD22 (CP)2앞판옆선변경점
앞판 옆선의 곡선화 변경 포인트 
위치점. 

[표 60] 패턴변형 위치별 포인트명과 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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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의류생산을 위한 패턴설계 및 변형 공정도

본 연구는 기성복 업체에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소비자 개인에게 있어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앞 장의 모형식

에 의한 앞면과 옆면형태 유형을 반영한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설

계되는 패턴 자동설계 과정을 제시하였다. 기성복 생산방식에 매스 커스터

마이제이션 생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고객의 인체를 3차원 스캐너로 스

캔하여 하반신 유형을 분류하고 몇몇 주요 인체 치수를 추출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고객의 패턴설계 생산과정은 <그림 40>과 같다.

일반적인 대량생산방식에서의 의류제품 생산과정은 기획단계, 생산단계,

검품․배송단계의 흐름으로 제작된다.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을 위해

서는 기존의 제품 생산과정 중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되었던 패턴설계를 각

고객의 인체특성을 반영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3차원 인체 스

캐너로 고객의 형상 데이터를 구하여 형태 정보에 따라 패턴을 변형하는

과정은 개인 사이즈에 의한 패턴설계와 하반신 형태에 따른 패턴 변형으로

나뉘었다. 일반적으로 기성복 업체는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기준으로 그

레이딩하여 설계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의 치수를 반영한

패턴설계로 허리둘레, 하반신최외곽둘레, 엉덩이길이, 스커트길이를 적용하

여 표준패턴을 생산하였다. 다음 단계로 고객의 패턴에 대하여 개인의 하

반신 형태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반신 유형 분류 모형식에 의한 하반

신 유형별 확률을 추출하고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대입하여 변형량을 산출

함으로써 하반신 형태에 적합한 패턴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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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의류제품 생산단계 중 패턴설계의 공정도

고객의 하반신 형태특성에 맞추어 스커트 패턴이 자동 설계되고 변형되

는 과정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고객 맞춤 패턴이 설계되도록 하였다. 고객

의 하반신 형태 특성에 적합한 패턴설계를 위하여 하반신 치수측정 소프트

웨어(SNU AutoBA)를 사용하여 3차원 인체형상 치수를 추출하였다. 패턴

변형을 위한 고객의 하반신 유형분류는 본 연구의 모형식에 의하여 분류하

고 각 유형별 확률을 기재하여 패턴을 변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

다.

기성복 업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패턴설계 방식은 호칭의 키와 관계

없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 비례하여 길이를 그레이딩 하여 고객의 인

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턴설계

시 둘레와 길이를 고객의 개인 인체치수를 적용하여 신체 사이즈가 보다

정확히 반영된 패턴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변형은 본 연구의 하반신 형태 분류 모형식에 의하여 패턴변형 알고리

즘을 적용하여 고객의 인체치수 추출에서부터 패턴 자동설계 및 고객 맞춤

패턴변형의 자동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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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패턴변형 알고리즘 검증 

하반신 유형별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하반신

기준유형에 대한 비교패턴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비교패턴과 패턴변형 알

고리즘에 의해 자동 설계된 연구패턴의 적합성을 검증을 하였다. 검증은

실제착의와 가상착의로 평가하였으며, 실제와 가상착의에 의한 정성적 평

가와 정량적 평가를 통해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1. 하반신 기준유형에 대한 기준패턴의 적합성 평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하반신 기준 유형에 대한 맞음새 적합성 평가를

통해 스커트패턴 변형을 위한 기준 패턴을 선정하였다. 기존의 스커트 원

형 설계방법에 의해 제작된 스커트패턴 A식과 B식의 설계방법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2종류의 기존 스커트패턴 중 형태 적합성이 가장 우수한

스커트 패턴을 선정하기 위한 외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의복구성 전문

가 10명이 관능검사를 하였으며, 1점은 ‘매우그렇지 않다.’, 2점은 ‘그렇지

않다’, 3점은 ‘보통이다’, 4점은 ‘그렇다’, 5점은 ‘매우그렇다’의 5점 스커트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관능검사에 사용된 평가지(부록 4)와 A식, B식

스커트의 앞면, 옆면, 뒷면의 착의 사진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스커트 패턴 선정을 위한 2종류의 기존 스커트에 대한 외관 관능검사 결

과는 <표 61>과 같으며, 전문가 10명의 검사자간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0.981로 신뢰도 계수가 0.7이상일 때

채택 가능하므로(이은영, 2002) 관능검사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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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패턴
A식 B식

t-값
평균 평균

앞

허리둘레 위치 3.25 3.88 -3.416 *
허리둘레 여유분 3.25 3.75 -2.646 *
허리둘레선 수평 3.50 3.75 -1.000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3.50 -3.989 **
배부위 여유분 2.00 3.38 -5.227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00 3.50 -7.937 ***
엉덩이둘레  여유분 2.00 3.38 -5.227 ***
넙다리 여유분 2.63 3.63 -3.742 **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25 3.75 -2.646 *
옆선외관 2.13 3.63 -7.937 ***

옆

허리둘레위치 2.50 3.38 -2.966 *
허리둘레 여유분 2.50 3.75 -3.416 *
허리둘레선 수평 2.25 3.13 -3.862 **
허리둘레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3.50 -5.000 **
뒤허리둘레선_측면 2.25 3.38 -4.965 **
배부위 여유분 1.88 3.75 -8.275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00 3.38 -7.514 ***
엉덩이둘레  여유분 2.00 3.50 -5.612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00 3.63 -8.881 ***
엉덩이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3.63 -5.227 ***
넙다리 여유분 2.63 3.50 -2.966 *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3.50 -1.871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외관 2.38 3.88 -5.612 ***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까지의 외관 2.13 3.75 -4.333 **

뒤

허리둘레 위치 2.88 3.50 -2.376 *
허리둘레 여유분 3.00 3.75 -2.393 *
허리둘레선 수평 3.13 3.63 -1.871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3.75 -5.612 ***
배부위여유분 1.88 3.50 -8.881 ***
엉덩이둘레여유분 2.25 3.38 -4.965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00 3.38 -7.514 ***
엉덩이군주름당김 2.25 3.63 -3.667 *
넙다리 여유분 2.63 3.63 -3.742 **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25 3.63 -2.049 
옆선외관 2.25 3.63 -7.514 ***

전
체

허리둘레위치 2.88 3.63 -2.393 *
허리둘레여유분 2.75 3.63 -2.966 *
허리둘레선수평 2.25 3.38 -4.965 *
허리둘레부위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25 3.75 -5.612 ***
배부위여유분 1.88 3.50 -8.881 ***
배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00 3.50 -7.937 ***
엉덩이둘레여유분 2.13 3.50 -5.227 ***
엉덩이중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00 3.63 -8.881 ***
엉덩이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25 3.63 -5.227 ***
넙다리 여유분 2.63 3.63 -3.742 **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25 3.63 -2.049 *
전체맞음새 2.13 3.88 -7.000 ***
전체외관 2.13 3.88 -7.000 ***

[표 61] 하반신 기준유형에 대한 기존 스커트 2종류의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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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스커트의 맞음새 평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A식 스커트는 허리 부위의 수평과 여유분을 묻

는 항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낮음 점수로 나타났으며, B식 스

커트는 앞․옆․후면에서 대체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로 나타나 A식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기준유형의 형태 적합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A식

패턴은 B식 패턴에 비하여 옆선 다트량 설정값이 작으며 엉덩이길이가 B

식 패턴보다 1cm 짧아 곡선 시작위치가 위쪽에 위치하여 옆선에서 군주름

이 나타나 기준유형의 옆선 실루엣에 대한 맞음새가 낮게 평가되었다. 또

한 3차원 형상의 공극량 분석에서도 옆선 다트량 비율이 달라지면서 앞·뒤

판에 적용되는 다트량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배부위와 엉덩이부위

에 적용되는 다트량 차이와 길이차가 기준유형에 대한 스커트 적합성의 차

이를 나타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1).

앞면 옆면 뒤면

A식 
스커트 
착용

B식 
스커트 
착용

[그림 41] 기존 스커트의 착의 형상에 의한 공극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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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하반신 기준유형의 피험자가 착용한 스커트 A와 B 중에

서 스커트 형태 적합성이 좋게 평가된 B식 스커트가 앞면, 옆면, 후면에서

하반신 기준유형에 대한 형태 적합성이 고르게 높은 점수로 평가되어 스커

트 패턴변형을 위한 기준 스커트 패턴으로 B식 패턴을 선정하였다.

2. 실제착의에 의한 패턴변형 알고리즘 검증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정성적 맞음새 평가를 위해 피험자 착용 평

가와 전문가 외관평가를 하였다.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정량적 맞음

새 평가는 각 피험자의 스커트 착용 3차원 형상에 의한 공극량 분석을 하

였다.

착의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하반신 유형 중 4명의 피험자를 선정하였으

며, 각 피험자들의 3차원 스캔 데이터를 SNU AutoBA로 측정하여 하반신

유형분류 모형식에 의하여 앞면과 옆면의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피험자들의 부위별 형태특성에 대한 유형별 확률 정보는 <표 61>과 같다.

각 피험자들은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을 착의하여 맞음새 착용평가를 하였

으며, 전문가 10명에 의한 각 피험자별 외관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10명의 검사자간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T312유형은 0.888, T323유형은 0.928, T243유형은 0.959 그리고 T232

유형은 0.953으로 신뢰도 계수가 높게 평가되어 관능검사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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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의대상
유형별 확률

Subject A Subject B Subject C Subject D

T312 T323 T243 T232

앞면

FT1 0 0 0.16 0.08

FT2 0 0 0.84 0.92

FT3 0.98 0.95 0 0

FT4 0.02 0.05 0 0

옆면

SFT1 0.97 0.18 0 0

SFT2 0.03 0.82 0.06 0

SFT3 0 0 0 1

SFT4 0 0 0.94 0

SBT1 0 0 0 0

SBT2 1.00 0.11 0.24 0.82

SBT3 0 0.89 0.76 0.18

[표 62] 피험자별 하반신 유형별 형태특성 

2-1. 실제착의에 의한 맞음새 착용평가와 전문가 관능평가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4명의 피험자는 2종류의 스커트에 대한 착

용평가를 하였으며, 각 피험자별 맞음새 평가 설문지와 결과는 <부록 6>

에 제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사진관찰에 의한 관능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부록 7>과 같으며 맞음새 착용평가와 동일하게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

하였으며 측정한 결과의 평균으로 값이 클수록 여유량이 적합하거나 군주

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지 내용은 허리, 배, 엉덩이, 넙다리, 무릎에

대한 부위별 여유분과 군주름/당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실험

복 제작 시 울혼방 소재를 사용하여 스커트 제작 시 엉덩이둘레선, 중심수

직선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엉덩이둘레선 수평에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였

다. 4명의 피험자가 착의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실제착의 사진은 <부록

8>에 첨부하였다.

T312유형의 피험자A는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을 착용한 결과, 허리․배․

엉덩이 부위에서 맞음새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엉덩이부위에 대한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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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부록 6). 피험자 착용 평가 결과에서 배와 엉

덩이에 대한 여유분과 군주름/당김에 대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맞음새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 관능평가 결과인 <표 63>의 대응

표본 t-test에 의한 T312유형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착의상태 비교 평가

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구패턴이 비교패턴

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허리부위에 대한 평가에서는 차이가 낮게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엉덩이둘

레 부위에서 기준유형보다 엉덩이돌출이 커 발생된 엉덩이중간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 현상, 스커트 뒤밑단의 들림 현상이 개선되었으며,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의하여 허리에서 엉덩이둘레까지의 옆선에서의 옆선 다트량과

옆선의 곡선형태에 의한 군주름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면에서 관

찰된 옆선의 외관평가는 비교패턴이 평균 2.50이며 연구패턴이 평균 4.13로

연구패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에 의하면, T323유형인 피험자B가 착용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의 착의상태를 관능평가 한 결과, 허리둘레 위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피험자B의 맞음새 평가결과, 배부위

와 엉덩이 부위에 대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부록 6), 이는 전문가

관능평가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앞면과 옆면에서는 배부위의 맞음새가 낮

았으며 뒷면에서는 엉덩이 부위에서 낮게 평가되었으나 연구패턴에 의하여

이들 부위의 맞음새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와관과 엉덩이돌출까지의 전문가 관능평가 결과, 측면의 전면은 비교패턴

의 평균은 2.13, 연구패턴의 평균은 3.56이며, 뒷면은 각각 1.50과 3.50으로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5>는 T243유형의 피험자C에 대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착의상

태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로 대응표본 t-test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피험자

C의 경우는 허리부위에 대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연구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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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가 높아 패턴변형에 의하여 여유량, 군주름/당김 문제뿐만 아

니라 최대돌출부위를 지나는 외곽실루엣에서 맞음새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험자 C의 맞음새 평가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 허리 부위에

대한 맞음새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배, 엉덩이, 허리에서 배돌출

점을 지나는 외관 등의 항목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부록 6).

특히, T243유형의 피험자C는 배돌출로 인한 앞면에서의 당김 현상과 옆

다트량 조절에 의한 옆선의 군주름이 개선되었다. 또한 최외곽둘레 측정에

의하여 배돌출정도가 적용되어 하반신 전체를 감싸는 최외곽형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의해 옆다트량이 조절되면

서 뒤트량 분량이 많아져 엉덩이 뒤쪽에서 발생된 주름들이 줄어들어 맞음

새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패턴에서 발생된 배와 엉덩이 부위에

서의 여유량, 군주름/당김에 의한 맞음새 불만족이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의한 연구패턴을 착용함으로써 상당히 개선되었음 알 수 있다.

<표 66>에 의하면, T232유형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착의상태를 관능

평가한 결과에 있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피험

자 D의 경우, 하반신 형태 특성에 따른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의하여 패턴

을 앞면형태․배돌출형태․엉덩이돌출형태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어 스커

트 설계 시 최외곽둘레 치수가 다르게 적용되었다. 또한 하반신 부위별 형

태특성에 따른 패턴변형을 적용하여 옆다트와 허리앞․뒤다트량, 다트길이

가 변경되어 맞음새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험자 D에 의한 착의평

가 결과에서도 배부위의 맞음새가 매우 낮았으며 배와 엉덩이돌출에 의한

전체 엉덩이둘레 적용 치수에서부터 맞음새 불만족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부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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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패턴
비교 연구

t-값
평균 평균

앞

허리둘레 위치 4.13 4.13
허리둘레 여유분 3.75 4.00 -1.528
허리둘레선 수평 3.75 4.50 -2.393 *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3.88 -2.966 *
배부위 여유분 2.88 4.13 -3.989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50 4.25 -10.693 ***
넙다리 여유분 3.00 3.50 -2.646 *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38 4.13 -3.000 *
옆선외관 2.50 4.13 -3.870 **

옆

허리둘레위치 3.38 3.75 -2.049
허리둘레 여유분 3.50 3.88 -2.049
허리둘레선 수평 3.38 3.38 1.528
허리둘레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3.88 -6.177 *
뒤허리둘레선_측면 3.63 3.75 .552
배부위 여유분 2.63 4.25 -6.177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50 4.25 -4.782 **
엉덩이둘레  여유분 2.25 3.88 -5.017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1.88 4.13 -4.965 **
엉덩이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3.88 -7.000 ***
넙다리 여유분 3.25 3.75 -2.646 *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25 4.00 -4.583 *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외관 2.75 4.00 -5.000 **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까지의 외관 2.63 3.88 -3.416 *

뒤

허리둘레 위치 3.25 4.00 -2.393 *
허리둘레 여유분 3.00 4.13 -2.366 *
허리둘레선 수평 3.13 3.75 -2.376 *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50 4.00 -5.612 **
엉덩이둘레여유분 2.75 3.88 -4.965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4.00 -5.584 **
엉덩이군주름당김 2.25 3.88 -8.881 ***
넙다리 여유분 3.13 3.50 -2.049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50 3.88 -2.049

옆선외관 2.75 4.00 -5.000 **

전
체

허리둘레위치 3.50 4.00 -2.646 *
허리둘레여유분 3.50 4.00 -1.528
허리둘레선수평 2.88 3.38 -2.646 *
허리둘레부위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25 3.88 -6.177 ***
배부위여유분 2.63 4.13 -5.612 **
배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38 4.00 -8.881 ***
엉덩이둘레여유분 2.25 3.88 -8.881 ***
엉덩이중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25 3.88 -5.017 **
엉덩이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38 3.88 -7.937 ***
넙다리 여유분 3.00 3.63 -3.416 *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38 4.00 -3.416 *
전체맞음새 2.25 3.88 -8.881 ***
전체외관 2.25 4.00 -7.000 ***

[표 63] 피험자 A(T312유형)의 비교, 연구패턴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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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패턴
비교 연구

t-값
평균 평균

앞

허리둘레 위치 4.00 4.00 
허리둘레 여유분 3.25 3.63 -2.049 
허리둘레선 수평 3.88 4.00 -0.424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25 3.88 -1.930 
배부위 여유분 2.75 4.00 -2.758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88 4.25 -4.245 **
넙다리 여유분 3.63 4.00 -2.049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75 4.25 -2.646 *
옆선외관 2.50 4.13 -5.017 *

옆

허리둘레위치 3.38 3.50 -1.000 
허리둘레 여유분 3.13 3.63 -1.871 
허리둘레선 수평 3.00 3.25 -1.000 
허리둘레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3.63 -5.227 **
뒤허리둘레선_측면 3.25 3.63 -1.426 
배부위 여유분 2.38 3.88 -5.612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50 3.88 -3.667 *
엉덩이둘레  여유분 2.50 3.88 -5.227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4.13 -4.320 *
엉덩이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4.13 -5.351 
넙다리 여유분 3.50 3.75 -0.683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38 4.13 -4.583 **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외관 2.13 3.63 -5.612 ***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까지의 외관 1.50 3.50 -10.583 ***

뒤

허리둘레 위치 3.25 3.50 -1.528 
허리둘레 여유분 2.88 3.63 -2.393 *
허리둘레선 수평 3.38 3.38 0.000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3.38 -3.989 **
엉덩이둘레여유분 2.75 3.88 -3.813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1.88 3.63 -10.693 ***
엉덩이군주름당김 1.88 3.50 -5.017 **
넙다리 여유분 3.63 3.75 -0.357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63 4.13 -2.646 *

옆선외관 2.38 3.63 -7.638 ***

전
체

허리둘레위치 3.38 3.63 -1.528 
허리둘레여유분 3.38 3.50 -1.000 
허리둘레선수평 3.25 3.50 -1.528 
허리둘레부위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25 3.75 -5.612 ***
배부위여유분 2.75 3.63 -3.862 **
배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38 3.75 -5.227 ***
엉덩이둘레여유분 2.63 3.63 -5.292 ***
엉덩이중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00 3.50 -5.612 ***
엉덩이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00 3.50 -5.612 ***
넙다리 여유분 3.38 3.88 -2.646 *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63 4.13 -2.646 *
전체맞음새 1.88 3.75 -8.275 ***
전체외관 1.88 3.50 -6.177 ***

[표 64] 피험자 B(T322유형)의 비교, 연구패턴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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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패턴
비교 연구

t-값
평균 평균

앞

허리둘레 위치 3.88 4.00 -1.000 　
허리둘레 여유분 3.63 3.63 　
허리둘레선 수평 4.25 4.13 1.000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3.63 -1.930 　
배부위 여유분 3.00 4.13 -3.813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3.88 -4.965 **
넙다리 여유분 3.75 4.00 -1.528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88 4.13 -1.528 　
옆선외관 2.88 4.00 -4.965 **

옆

허리둘레위치 3.88 3.63 1.528 　
허리둘레 여유분 3.50 3.75 -1.000 　
허리둘레선 수평 4.25 3.75 1.871 　
허리둘레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4.00 -2.758 *
뒤허리둘레선_측면 3.63 3.75 -1.000 　
배부위 여유분 2.50 4.25 -4.782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38 4.00 -3.529 **
엉덩이둘레  여유분 2.63 4.00 -5.227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1.75 4.13 -7.333 ***
엉덩이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4.00 -7.000 ***
넙다리 여유분 3.75 4.00 -1.528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63 4.25 -2.376 *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외관 2.88 4.25 -7.514 ***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까지의 외관 1.75 4.25 -13.229 ***

뒤

허리둘레 위치 3.88 3.25 3.416 *
허리둘레 여유분 3.50 3.75 -1.000 　
허리둘레선 수평 4.00 3.25 3.000 *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50 4.00 -3.550 **
엉덩이둘레여유분 2.63 3.88 -5.000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4.13 -6.110 ***
엉덩이군주름당김 2.38 4.25 -8.275 ***
넙다리 여유분 3.75 4.00 -1.528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88 4.13 -1.528 　
옆선외관 2.88 4.13 -5.000 **

전
체

허리둘레위치 4.00 3.63 2.049 　
허리둘레여유분 3.50 3.75 -1.000 　
허리둘레선수평 3.88 3.25 3.416 *
허리둘레부위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50 4.00 -3.550 **
배부위여유분 2.50 4.13 -6.177 ***
배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50 3.88 -3.274 *
엉덩이둘레여유분 2.63 4.00 -5.227 ***
엉덩이중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00 4.13 -9.379 ***
엉덩이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38 4.00 -8.881 ***
넙다리 여유분 3.75 4.00 -1.528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88 4.25 -2.049 *
전체맞음새 2.13 4.13 -10.583 ***
전체외관 1.88 4.00 -9.379 ***

[표 65] 피험자 C(T243유형)의 비교, 연구패턴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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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패턴
비교 연구

t-값
평균 평균

앞

허리둘레 위치 3.38 3.88 -2.646 *
허리둘레 여유분 2.75 4.00 -2.758 *
허리둘레선 수평 3.25 3.75 -2.646 *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50 3.75 -3.416 *
배부위 여유분 2.25 4.25 -5.292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00 4.00 -7.483 ***
넙다리 여유분 3.38 4.25 -3.862 **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38 4.13 -3.000 *
옆선외관 1.75 3.88 -6.065 ***

옆

허리둘레위치 3.38 3.50 -1.000 　
허리둘레 여유분 2.38 3.88 -4.583 **
허리둘레선 수평 3.25 3.25 .000 　
허리둘레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50 3.63 -3.211 *
뒤허리둘레선_측면 3.13 3.50 -2.049 　
배부위 여유분 2.13 4.25 -9.379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00 3.88 -6.355 ***
엉덩이둘레  여유분 2.25 3.75 -7.937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3.88 -10.693 ***
엉덩이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4.00 -7.000 ***
넙다리 여유분 3.25 4.25 -5.292 ***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13 4.13 -3.742 **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외관 1.88 3.63 -7.000 ***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까지의 외관 2.50 3.63 -9.000 ***

뒤

허리둘레 위치 3.00 3.63 -3.416 *
허리둘레 여유분 1.88 4.13 -4.965 **
허리둘레선 수평 3.25 3.63 -2.049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00 4.00 -6.110 ***
엉덩이둘레여유분 2.00 3.88 -5.351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3.88 -7.000 ***
엉덩이군주름당김 2.13 4.00 -6.355 ***
넙다리 여유분 3.38 4.25 -2.966 *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13 4.13 -3.742 **
옆선외관 1.75 4.00 -5.463 ***

전
체

허리둘레위치 3.13 3.38 -1.528 　
허리둘레여유분 2.25 3.88 -3.870 **
허리둘레선수평 3.13 3.13
허리둘레부위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38 3.88 -4.583 **
배부위여유분 2.00 4.13 -5.338 ***
배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00 3.88 -5.351 ***
엉덩이둘레여유분 2.25 3.88 -6.177 ***
엉덩이중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00 3.75 -7.000 ***
엉덩이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00 4.00 -5.292 ***
넙다리 여유분 3.38 4.25 -3.862 **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25 4.25 -3.742 **
전체맞음새 1.63 4.00 -6.333 ***
전체외관 1.88 4.00 -5.338 ***

[표 66] 피험자 D(T232유형) 비교, 연구패턴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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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제착의에 의한 3차원 스캔 형상 데이터의 공극량 관찰 

4명의 참여 연구자에 대하여 비교패턴과 하반신 유형에 따라 패턴을 변

형한 연구패턴을 각각 착의시켜 3차원 스캐너에 의하여 3차원 형상 데이터

를 획득하였다. 공극량 분포를 관찰하기 위하여 인체와 착의상태의 형상

데이터들을 중첩시켰으며 3차원 형상간의 편차를 이용하여 형상 데이터간

의 차이를 분석하여 공극량으로 제시하였다. 형상간의 편차 대소를 색으로

표현하고 있어 가시적으로 전반적인 공극량 분포를 손쉽게 판단할 수 있

다. <그림 42>과 같이 푸른색은 실험복이 원본형상과 밀착되는 부분을 보

여주며 붉은색으로 진행될수록 여유가 있는 부분의 분포를 나타낸다. 형상

간의 공극량 편차 분석에는 RapidForm2006을 사용하였다.

<그림 42>는 피험자 A가 착용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착의상태를 스캔

한 형상 데이터를 중첩하여 공극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인체의 오목한 부

분을 간략화하는 의복의 특성에 의하여 배돌출 부분과 엉덩이돌출 부위 아

래로 공극량이 크게 나타났다. 비슷한 현상으로 뒤허리둘레, 엉덩이돌출부

위에서는 약간의 공간량이 발생하였으며, 엉덩이돌출부위와 넙다리부위에

서는 공간량이 적게 나타났다. 엉덩이중간둘레 부위에서의 공간량으로 비

교패턴은 0～9.52mm의 공극량을 나타내었으며, 연구패턴에서는 0～

7.61mm의 공극량을 나타내 엉덩이돌출에 맞음새 문제가 완화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43>은 피험자 B가 착용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착의상태로 앞

면의 넙다리부위의 공극량 차이비교 결과, 엉덩이둘레가 최외곽둘레보다

작아 발생된 당김 현상이 엉덩이둘레 치수 조절과 허리옆다트량 조절에 의

해 뒤다트량 적용 분량 비율의 증가에 의하여 공간량이 상당히 감소된 것

을 나타났다.

<그림 44>의 피험자 C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공극량 분포는 배돌출

에 의해 비교패턴이 연구패턴에 비해 배 부분의 공극량이 작게 나타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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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비교패턴에서는 엉덩이부위에서 사선으로 공극량이 크

게 나타났으며, 연구패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공극량이 더 작게

나타나 연구패턴에서의 공극량 분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허리옆다트량 비율이 달리 적용된 후, 남은 허리다트량이

허리앞과 허리뒤로 분포하게 됨으로써 허리뒤쪽에서 더 많은 다트량이 설

정되면서 허리뒤에서 나타난 공간량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험자C

의 전체 공극량 평균은 비교패턴이 4.325mm이며, 연구패턴은 4.998mm로

엉덩이둘레 적용치수는 크게 적용되었지만, 군주름/당김현상에 의한 문제

가 완화됨으로써 전체 공극량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5>는 피험자D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공극량 분포이다. 피험자

D는 허리배돌출이 큰 유형으로 엉덩이둘레 치수 기준에 의해 제작된 비교

패턴 스커트의 여유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여 공극량 분포

에서 연구패턴보다 작게 나타났다. 특히 배돌출 부위와 엉덩이돌출부위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그 주위에 당기는 주름이 발생한 것으로 연구

패턴에서는 최외곽둘레 치수와 허리높이를 수정하여 맞음새가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과정에서 하반신유형별 모형식에 의하여 3차원 인체 형상의 하반

신형태 특성을 분석하고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하반신 유형별 연

구패턴을 제작하였다.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을 4명의 피험자에 착의평가 한

결과 맞음새 착용평가, 전문가 외관관능평가와 공극량평가 모두에서 맞음

새가 개선되어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의한 패턴변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반신 각 부위별 특성은 독립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반

신 전체의 패턴설계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맞음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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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피험자 A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공극량 분포(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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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피험자 B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공극량 분포(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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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피험자 C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공극량 분포(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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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피험자 D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공극량 분포(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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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공극량 분석은 실제 피험자가 착의한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것으로 스커트 착의 스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인해 공극량 분석에서 실제 인체와 의복 착용간의 정확한 공극량 편차분석

에 한계가 있었다.

3. 가상착의에 의한 패턴변형 알고리즘 검증

피험자 4명의 3차원 인체형상을 이용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3차원 가

상착의에 의한 외관관능평가와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이용한 공극량 분석을

하였다. 3차원 가상착의의 활용은 고객지향 추구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을 더욱 확대시켜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착의에 의한 맞음새 평가를 통해서 가상착의에 의한 상품

의 맞음새 및 디자인 검토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1. 가상착의에 의한 3차원 데이터의 전문가 관능평가

가상착의는 실제 피험자 4인의 3차원 인체 형상을 모델로 사용하였으며,

소재의 물성은 실제 스커트의 물성을 반영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으며 그 결

과는 <부록 9>에 제시하였다. 3차원 가상착의 결과, 비교패턴의 경우는 실

제 의상에서 발생되었던 위치에서 유사한 맞음새 부적합 문제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연구패턴에 의한 가상착의 결과에서 주름 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착의와 동일한 형태를 제시하지 못해 아직

까지는 가상착의에 의한 맞음새 평가를 대체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가상착의의 관능평가는 실제착의에 의한 관능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

가하였으며 설문지는 <부록 7>과 같으며, 그 결과는 <부록 10>에 제시하



- 168 -

였다.

가상착의에 의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이미지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 피

험자 4인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비교패턴보다 연구패턴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실제착의의 전문가 관능평가에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 부위에 대하

여 가상착의에서도 맞음새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가상착의에 의한 3차원 데이터의 공극량, 응력 관찰

가상착의는 실제 피험자 4인의 3차원 인체 형상 데이터를 이용하며, 시

뮬레이션에 의한 3차원 형상을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의한 공극량을 분석

하였다. 가상착의 결과에 의한 3차원 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은

RapidForm2006에 의한 공극량 분석과 CLO 3D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의

하나로 응력에 의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3차원 인

체 형상에 의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가상착의 공극량은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 <그림 49>과 같으며, 응력, 패턴변형량 차이는

<부록 1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 4인 모두에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의한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차원 가상착의에 의한 3차원 데이터를 이용하여 공극량분

석을 한 결과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서의 공극량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실제착의와 유사한 맞음새 차이를 확인된 부분으로 스커트 옆선

에서 발생된 군주름과 엉덩이 뒷면에서 발생된 주름들은 비교패턴과 연구

패턴에 의한 차이를 뚜렷하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당김에 의한 주름은 실

제에서는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가상착의에서는 시뮬레이션에

의한 물성계산 특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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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가상착의에 의한 피험자 A의 비교/연구패턴의 공극량 

분포(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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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가상착의에 의한 피험자 B의 비교/연구패턴의 공극량 

분포(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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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가상착의에 의한 피험자 C의 비교/연구패턴의 공극량 

분포(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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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가상착의에 의한 피험자 D의 비교/연구패턴의 공극량 

분포(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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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착의는 실제의상에 적용된 소재의 물성값을 반영하였으나, 실제착의

에서와 같이 외곽선과 드레이프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따

라서 가상착의를 통해서 정확한 맞음새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패턴의 차이에 따른 시각적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어 소

비자들의 맞음새 불만족 및 디자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는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과정에서 3차원 가상착의에 의한 맞음새 평가 결과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관능평가에서 맞음새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의한 패턴변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

만 시뮬레이션 과정에서의 물성계산에 의한 주름이 사방으로 퍼짐으로 인

해 실제의상에서의 드레이프 및 주름과는 차이가 발생하여 실제착의에 의

한 공극량과 가상착의에서 나타난 공극량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학적으로 프로그램상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의 사용과 비교평가 연구를 통해 3차원 가상의복에 대하여 검증

이 진행된다면 현재의 온라인 시장에서의 의복 주문과 구입에서 발생되는

맞음새 문제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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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성복의 맞음새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8～69세 성인 여성의

하반신 형태를 유형화하여 특징적인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하반신 앞면과 옆면 형태의 특성을 의복 패턴에 반영하여 알고리즘을 개발

하여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의류생산을 위한 체형 특성에 따른 패턴의 변

형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 여성의 하반신 유형을 앞면과 옆면으로 분류하여 각 부

위에 대한 형태를 유형화하고, 각 부위별 유형화의 결과에 의한 하반신 유

형을 일반인들도 알기 쉽도록 기호로 명명 하였다.

성인여성 592명을 대상으로 3차원 인체형상을 이용하여 기준선에 의한

인체측정을 실시하였으며, 하반신 주요 부위별 단면 중합에 의하여 최외곽

둘레를 생성하여 각 부위별 거리를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에 의해 많은 인

체측정 항목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몇 개의 형태특성 구성 요인

으로 요약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 군집분석을 하여 하반신 유형을 앞면 4

유형, 허리․배돌출 4유형과 엉덩이돌출 4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된 하

반신 유형별 형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유형별 측정치를 비교분석하였

다. 군집분석에 의한 분류 결과, 3차원 형상의 너비, 앞두께, 뒤두께, 단면

별 거리차이 측정 항목의 지수치, 측면 각도를 이용하여 하반신 앞면과 옆

면의 유형을 분류하는 모형식을 개발하였다. 하반신 유형별 체표패턴을 분

석하여 하반신 유형에 따른 체표패턴간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이러한 차이

를 기준으로 의복 패턴에 하반신 부위별 형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패

턴변형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 스크립

트 형식으로 구성된 자동 패턴설계 및 패턴변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

의 인체 측정치에 의한 자동 패턴설계와 하반신 형태 특성을 반영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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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변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착의 평가에 의하여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기성복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1. 성인여성의 하반신 형태분석에 의한 유형분류

성인여성 592인의 3차원 형상 데이터의 하반신 앞면과 옆면을 구성하는

형태적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앞면과 옆면 부위에 대한 측정치를 요인분

석하였다.

앞면 형태를 구성하는 요인은 측면각도에 의한 허리에서 둔부까지의 앞

면 형태 요인, 하반신 높이 요인, 엉덩이둘레선아래 형태 요인, 엉덩이둘레

선위형태 요인, 엉덩이와 샅너비 대비 요인이며 5개의 요인은 총 변량의

83.541%를 설명하고 있다. 앞면의 체형을 몇 개의 특징적인 유형으로 분류

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하였으며, 군집분석 결과 앞면을 4가지 체형으로 분

류하였다.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여 앞면유형 예측모형식을 제시

하고 전체 연구대상의 앞면형태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면 유형은 FT(Front Type)으로 명명하였다.

군집분석에 의하여 성인여성 592인의 앞면형태를 분류하였으며 앞면 유

형별 지수치, 단면별 거리 지수치, 측면각도를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

Z-score에 의하여 비교하였다.

FT1은 하반신 높이 요인이 가장 크고 허리너비와 둘레가 가장 큰 유형

이며 상대적으로 엉덩이너비가 작게 나타나는 유형이다.

FT2는 하반신 높이 요인이 가장 작은 집단으로 엉덩이, 샅너비 부위가

허리 너비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이면서 하반신 둘레 요인이 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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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는 유형이다.

FT3은 대부분의 항목이 중간 정도의 크기를 나타내었지만 상대적으로

허리부위가 가늘어 허리에서 둔부까지의 옆면 각도항목들이 가장 크게 나

타나는 유형이다.

FT4는 엉덩이 아래부위보다 상대적으로 허리부위가 많이 가는 형태로

허리너비와 엉덩이너비차가 큰 유형이다.

하반신 앞면 유형을 분류하는 예측 모형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모형식을 제시하였다. 예측모형식은 3차원 형상이

각 유형에 포함될 확률을 제시하여 하반신 앞면 유형을 정량화하는 지수로

사용될 수 있다. 앞면 유형 예측모형식의 명중률은 오분류율 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피어슨 카이제곱에 의하여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옆면 형태를 구성하는 요인은 뒤두께차에 의한 엉덩이돌출 요인, 앞두께

차와 복부상면각에 의한 배돌출형태 요인, 배부위 후면 형태 요인, 하반신

높이 요인, 허리돌출 형태 요인, 배돌출 각도 요인으로 6개 요인은 총 변량

의 88.997%를 설명하고 있다. 옆면의 형태를 몇 개의 특징적인 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허리․배돌출 유형과 엉덩이돌출 유형에 대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옆면을 각각 4가지 체형으로 분류하였다. 옆면의 허

리․배돌출 4유형과 엉덩이돌출 4유형의 예측모형식을 제시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으며, 전체 연구대상의 옆면형태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반신 옆면 유형은 허리․배돌출유형을 SFT(Side Front Type)로 명명

하였으며, 엉덩이돌출유형을 SBT(Side Back Type)로 명명하였다.

허리․배돌출 형태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FT1은 허리두께와 엉덩이두께를 축으로 했을 때 옆면 전면 실루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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밋밋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SFT2는 배돌출정도는 SFT1유형과 비슷한 경향보이지만 옆면 전면 실

루엣은 허리두께와 엉덩이두께를 축으로 했을 때 배가 돌출되어 허리와 배

돌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마른 체형이지만 배돌출이 뚜렷이 나타난 유

형이다.

SFT3의 경우 허리점앞두께가 가장 크게 나타나 옆면의 실루엣으로 허리

부위에서 가장 돌출된 형태로 상복부가 돌출된 유형이다.

SFT4는 허리와 배두께 모두 큰 경향을 보였지만, 배가 상대적으로 더

두꺼운 형태로 복부 비만형으로 나타났다.

엉덩이돌출 형태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BT1은 전체적으로 하반신 옆면의 후면이 큰 형태를 보이면서 배돌출점

뒤두께와 엉덩이돌출점 뒤두께 차가 두 번째로 작은형으로 나타났다.

SBT2는 하반신 옆면 엉덩이돌출 유형 중, 허리와 엉덩이부위의 실루엣

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허리뒤두께와 엉덩이뒤두께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유형임을 알 수 있다.

SBT3은 SBT1과 SBT2의 중간정도의 돌출 형태로 배후면의 실루엣이

SBT1유형보다 좀 더 잘록하게 들어간 유형으로 표준에 가까운 유형이다.

SBT4는 하반신 옆면의 엉덩이돌출 형태 유형 중에서 후면의 두께가 엉

덩이돌출점 뒤두께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보여 허리와 엉덩이의 뒤두

께차이가 가장 작아 다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밋밋한 특징을 갖으며, 엉

덩이가 처진 유형이다.

하반신 옆면 유형을 분류하는 예측모형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옆면 형태

특성을 분류하는 유의한 변수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옆면 예측모형식은 3차원 형상의 허리․배돌출 유형과 엉덩이돌출

유형을 정량화하는 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옆면 유형 예측모형식의 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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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로 허리․배돌출 유형(SFT)은 96.2%, 엉덩이돌출 유형(SBT)은 95.6%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피어슨 카이제곱에 의하여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2. 하반신 유형에 따른 형태적용 패턴 알고리즘 개발 및 패턴 자동

설계 프로그램 개발

성인 여성의 3차원 인체 형상 체표패턴을 분석함으로써 3차원 형상 특성

을 의복패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하

반신 앞면과 옆면 유형별 체표패턴을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를 반영하여 의복 패턴을 변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반신 앞면과 옆면 형태 예측모형식에 의하여 분류된 유형별 연

구대상 206인을 선정하여 체표패턴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부위별로 분석하

여 유형별 차이를 고찰하였다. 앞면 유형에 따라 옆선 다트비율, 허리․배

돌출유형에 따라 앞허리점 높이와 앞허리다트량․길이비율, 엉덩이돌출 유

형에 따라 뒤허리점 높이와 뒤허리다트량․길이비율과 관련된 항목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둘째, 패턴의 부위별 특성과 기준점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패턴 변형 방

법을 정하였다. 의복 패턴의 기준점은 하반신 앞면과 옆면의 형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직이동, 수평이동, 회전으로 변형방법을 정의하였고 변

형량은 하반신 FT4유형, SFT1유형, SBT3유형의 체표패턴 특성을 기준으

로 다른 유형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양을 변형량으로 설정하여 패턴변형 알

고리즘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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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맞춤 패턴 설계가 가능하도록 패턴

자동설계 및 패턴변형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스크립트 방식의

자동 패턴설계 프로그램은 스커트 설계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다양

한 디자인이 변경되는 기성복 생산 방식에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하반신 유형별 패턴변형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패턴변형 기능이 함께 적용

되어 기성복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에 하반신 형태 특성에 따

른 패턴변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패턴변형 알고리즘 검증 

패턴변형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준유형에 대한 비교패

턴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4인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평가를 실시하여 맞음새 착용평가, 외관평

가, 공극량평가를 하였다. 각 피험자들의 하반신 부위별 형태를 분류하는

모형식에 의한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맞음새 착용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의한 기준유형 T413에 대하여 형태 적합성이 우수

한 스커트 패턴을 선정하기 위하여 2종류의 패턴에 대한 맞음새 평가를 실

시하였다. 그 결과, B식에 의한 스커트 패턴이 기준유형과의 맞음새 적합

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하반신 유형에 따른 패턴변형을 위한 비교패턴

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피험자 실제착의에 의하여 패턴변형 알고리즘을 검증하였다. 하반

신 유형 중 착의대상 4인으로 선정된 피험자는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의

해 제작된 스커트를 착용하여 부위별 맞음새 착용평가를 하였으며, 피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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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착의 사진으로 전문가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패턴변형 알고

리즘에 의하여 설계되고 변형된 연구패턴이 비교패턴보다 맞음새가 우수하

고 여유량이 고르게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극량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상착의를 통한 패턴변형 알고리즘 검증은 각 피험자의 3차원 인체 데

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실제 제작된 스커트 소재의 물성을 적용하였다. 가상

착의에 의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맞음새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비교패

턴에 의한 가상착의보다 연구패턴에 의한 가상착의에서 높음 맞음새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상착의에서 의복에 작용하는 힘이 실

제와 차이가 있어 스커트의 물리적 특성을 동일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앞․

뒤․옆 등의 외곽선과 드레이프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따

라서 가상착의를 통해서 정확한 맞음새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패턴의 차이에 따른 시각적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소

비자들의 맞음새 불만족 및 디자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제

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이템을 스커트로 한정하여 하반신의 샅부분과 같은 세부 부

위에 대한 형태분석과 패턴변형에 대한 정보가 없어 슬랙스 패턴에 반영하

기에 부족하다. 슬랙스는 스커트보다 더욱 다양한 인체 정보가 반영되는

의복으로 슬랙스 패턴 설계에 반영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하의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위해 하반신에 대한 더욱 다양한 형태분석과

패턴변형의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위한 의복의 패턴변형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 적용 가능한 인체 형상 수의 제한으로 패턴변형 알고리즘 개발 범위

를 한정하였으나 실제로 다양한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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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3차원 인체 형상 측정을 위한 측정 항목

측정항목 측정부위

둘레항목
(18개)

허리둘레, 허리뒤둘레, 허리앞둘레, 배꼽수준허리둘레, 배꼽수준뒤허
리둘레, 배꼽수준앞허리둘레, 배둘레, 배뒤둘레, 배앞둘레, 엉덩이중
간둘레, 엉덩이중간뒤둘레, 엉덩이중간앞둘레, 엉덩이둘레, 엉덩이뒤
둘레, 엉덩이앞둘레, 넙다리최대둘레, 넙다리중간둘레, 무릎둘레

높이항목
(7개)

키, 허리높이, 배높이, 엉덩이높이, 샅높이, 넙다리높이, 무릎높이

길이항목
(5개)

엉덩이길이, 앞뒤밑위길이, 배꼽수준앞뒤밑위길이, 엉덩이옆길이, 배
길이

너비항목
(7개)

허리너비, 배꼽수준허리너비, 배너비, 엉덩이중간너비, 엉덩이너비, 
샅너비, 넙다리너비

두께항목
(17개)

허리두께, 허리앞두께, 허리뒤두께, 배꼽수준허리두께, 배꼽수준허리
앞두께, 배꼽수준허리뒤두께, 배두께, 배앞두께, 배뒤두께, 엉덩이두
께, 엉덩이앞두께, 엉덩이뒤두께, 넙다리두께, 넙다리뒤두께, 넙다리
앞두께, 샅두께

계산항목
(16개)

허리 편평율, 엉덩이뒤-허리뒤 둘레차, 엉덩이뒤중간-허리뒤중간 
둘레차, 엉덩이뒤-엉덩이뒤중간 둘레차, 배편평율, 엉덩이 편평율, 
엉덩-허리 너비차, 엉덩이중간-허리 너비차, 하드롭(엉덩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뒤두께-허리뒤 두께차, 배앞두께-허리앞 두께차, 
엉덩이중간뒤-허리뒤 두께차, 엉덩이앞-허리앞 두께차, 엉덩이앞-
배앞 두께차, 허리-엉덩이 둘레비(WHR), BMI

[표 67] 하반신 측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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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SNU AutoSlice 측정 방법

  ①랜드 마크 설정    ②단면 추출 위치 및 중심축 설정

  ③단면 추출․거리 측정 ④인체 치수․거리 저장 

[그림 50] SNU AutoSlice에 의한 단면 각도별 거리 측정

(김민경 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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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기존패턴 A식과 B식 스커트 패턴 제도법

A식

스커트

패턴

B식

스커트

패턴

허리둘레선
(Waist line)

몸통의 가장 가는 부위로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를 다트로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앞허리보다 뒤허리선이 약간 처져있다.

엉덩이둘레선
(Hip line)

몸통의 가장 굵은 부위로서 스커트 패턴의 가로 폭을 결정한다. 

옆선
(Side seam)

앞판과 뒤판을 나누는 선으로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차이가 클수
록 패턴의 옆선 기울기가 증가한다. 

앞다트
(Front dart)

배돌출점 위치에 따라 다트 길이가 결정되므로 앞다트는 뒤다트보다 
길이가 짧다.

뒤다트
(Back dart)

엉덩이돌출점 위치에 따라 다트 길이가 결정되므로 뒤다트는 앞다트
보다 길이가 길며, 돌출정도가 커서 다트량도 많다. 

[그림 51] A식과 B식 스커트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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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기준 패턴선정을 위한 전문가 관능평가 설문지

[표 68] 비교패턴 2종류에 대한 전문가 관능평가 설문지

부위
평가 내용

평가대상

스커트 A 스커트 B

앞 옆 뒤 전
체

앞 옆 뒤 전
체

허리 1.허리둘레선의위치는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2.허리둘레의여유분은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2번문항의 응답이 '1' 혹은'2'일 경우 이유는? (1: 매우작음, 2:작음, 
3:  큼, 4: 매우큼)

3.허리둘레선은수평인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4.허리둘레부위는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5.뒤허리둘레선의위치는적당한가?(측면에서봤을때)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배 6.배부위의여유분은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6번문항의 응답이 '1' 혹은'2'일 경우 이유는? (1: 매우작음, 2:작음, 
3:  큼, 4: 매우큼)

7.배부위는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엉덩
이

8.엉덩이둘레의여유분은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9번문항의 응답이 '1' 혹은'2'일 경우 이유는? (1: 매우작음, 2:작음, 
3:  큼, 4: 매우큼)

9.허리에서엉덩이부위중간위치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10.엉덩이부위는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넙다
리

11넙다리의여유분은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11번문항의 응답이 '1' 혹은'2'일 경우 이유는? (1: 매우작음, 2:작음,  
3: 큼, 4: 매우큼)

12.넙다리부위는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외곽
선

13.옆허리에서스커트밑단까지의외관이자연스럽고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14.허리에서배돌출점부위를지나스커트밑단까지의외관이자연스럽고좋은
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15.뒤허리에서엉덩이돌출부위를지나스커트밑단까지의외관이자연스럽고
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전체 16.전체적인맞음새는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17.전체적인외관은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 회색음영은 평가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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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기존 A식과 B식 스커트 패턴 착의 사진과 3차원 형상

앞면 옆면 뒤면

A식 
스커트 
착용

B식 
스커트 
착용

[그림 52] 기존 스커트의 착의 사진과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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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피험자별 맞음새 착용 평가 

설문지 및 결과

항목               패턴
비교 연구

앞 옆 뒤 전 앞 옆 뒤 전

허

리

허리둘레 위치는 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

렇다⑤매우그렇다)

3 5 5 4 5 5 5 5

허리둘레 여유분은 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

렇다⑤매우그렇다)

4 5 5 5 5 5 5 5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4 4 4 4 5 5 5 5

배
배돌출 수준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1 2 1 5 4 5

배돌출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1 2 1 4 4 4

엉

덩

이

엉덩이둘레 수준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1 2 2 5 5 5

엉덩이중간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

기는가
2 2 2 4 4 4

엉덩이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

가
1 2 2 3 4 4

넙
다
리

넙다리 여유분은 적당한가 4 4 4 4 5 5 5 5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4 4 4 4 5 5 5 5

무
릎

무릎 여유분은 적당한가 5 5 5 5 5 5 5 5
무릎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5 5 5 5 5 5 5 5

부
위
별

허리에서 스커트 밑단까지의 옆선외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

좋다)

2 2 3 3

허리에서 배돌출점 부위를 지나는 외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2 2 4 4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 부위를 지나는 외
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3 3 4 4

전
체

전체맞음새는 적당한가 4 5
스커트 밑단은 수평인가 4 5
전체외관은 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

좋다)

3 5

[표 69] 피험자A 비교, 연구패턴의 맞음새 착용평가 결과

* 회색음영은 평가제외 항목



- 194 -

항목               패턴
비교 연구

앞 옆 뒤 전 앞 옆 뒤 전

허

리

허리둘레 위치는 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

렇다⑤매우그렇다)

4 4 4 4 4 4 4 4

허리둘레 여유분은 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

렇다⑤매우그렇다)

4 5 5 5 5 5 5 5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4 4 4 4 5 5 5 5

배
배돌출 수준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 4 4 5 5 5

배돌출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 3 3 4 5 4

엉

덩

이

엉덩이둘레 수준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3 3 3 5 5 5

엉덩이중간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

기는가
2 3 3 4 5 4

엉덩이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

가
3 3 3 4 5 4

넙
다
리

넙다리 여유분은 적당한가 4 4 4 4 5 5 5 5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4 4 4 4 5 5 5 5

무
릎

무릎 여유분은 적당한가 5 5 5 5 5 5 5 5
무릎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5 5 5 5 5 5 5 5

부
위
별

허리에서 스커트 밑단까지의 옆선외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

좋다)

3 3 5 5

허리에서 배돌출점 부위를 지나는 외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3 3 4 4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 부위를 지나는 외
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3 3 5 5

전
체

전체맞음새는 적당한가 4 5
스커트 밑단은 수평인가 4 5
전체외관은 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

좋다)

4 5

[부록 6(계속)]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피험자별 맞음새 착용 

평가 설문지 및 결과

[표 70] 피험자B 비교, 연구패턴의 맞음새 착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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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계속)]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피험자별 맞음새 착용 

평가 설문지 및 결과

항목               패턴
비교 연구

앞 옆 뒤 전 앞 옆 뒤 전

허

리

허리둘레 위치는 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

렇다⑤매우그렇다)

3 3 3 4 3 4 4 4

허리둘레 여유분은 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

렇다⑤매우그렇다)

4 3 4 4 4 4 4 4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4 4 4 4 4 5 5 5

배
배돌출 수준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3 4 4 5 4 5

배돌출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 3 3 5 5 4

엉

덩

이

엉덩이둘레 수준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 4 4 4 5 4

엉덩이중간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

기는가
3 3 3 4 5 5

엉덩이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

가
3 3 3 5 5 5

넙
다
리

넙다리 여유분은 적당한가 3 3 3 3 5 5 5 5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4 5 4 5 4 4 5 5

무
릎

무릎 여유분은 적당한가 5 5 5 5 5 5 5 5
무릎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5 5 5 5 5 5 5 5

부
위
별

허리에서 스커트 밑단까지의 옆선외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

좋다)

3 3 5 5

허리에서 배돌출점 부위를 지나는 외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3 3 5 5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 부위를 지나는 외
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2 2 5 5

전
체

전체맞음새는 적당한가 4 5
스커트 밑단은 수평인가 3 5
전체외관은 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

좋다)

4 5

[표 71] 피험자C 비교, 연구패턴의 맞음새 착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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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계속)]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피험자별 맞음새 착용 

평가 설문지 및 결과

항목               패턴
비교 연구

앞 옆 뒤 전 앞 옆 뒤 전

허

리

허리둘레 위치는 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

렇다⑤매우그렇다)

4 4 4 4 5 5 5 5

허리둘레 여유분은 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

렇다⑤매우그렇다)

4 4 5 4 5 5 5 5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4 4 4 4 4 5 5 5

배
배돌출 수준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2 3 2 4 5 5

배돌출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 2 2 4 5 5

엉

덩

이

엉덩이둘레 수준의 여유분은 적당한가 4 4 4 5 5 5

엉덩이중간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

기는가
3 3 3 5 4 5

엉덩이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

가
4 3 3 5 5 5

넙
다
리

넙다리 여유분은 적당한가 5 5 5 5 5 5 5 5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4 5 5 5 4 5 5 5

무
릎

무릎 여유분은 적당한가 3 5 5 4 5 5 5 5
무릎둘레 수준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5 5 5 5 5 5 5 5

부
위
별

허리에서 스커트 밑단까지의 옆선외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

좋다)

4 4 5 4

허리에서 배돌출점 부위를 지나는 외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3 3 4 4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 부위를 지나는 외
관은 자연스럽고 좋은가

4 4 5 5

전
체

전체맞음새는 적당한가 4 4
스커트 밑단은 수평인가 4 5
전체외관은 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

좋다)

3 4

[표 72] 피험자D 비교, 연구패턴의 맞음새 착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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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전문가 관능평가 설문지

[표 73] 피험자별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에 대한 전문가 관능평가지

부위
평가 내용

평가대상

스커트1 스커트2

앞 옆 뒤 전
체

앞 옆 뒤 전
체

허리 1.허리둘레선의위치는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2.허리둘레의여유분은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2번문항의 응답이 '1' 혹은'2'일 경우 이유는? (1: 매우작음, 2:작음, 
3:  큼, 4: 매우큼)

3.허리둘레선은수평인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4.허리둘레부위는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5.뒤허리둘레선의위치는적당한가?(측면에서봤을때)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배 6.배부위의여유분은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6번문항의 응답이 '1' 혹은'2'일 경우 이유는? (1: 매우작음, 2:작음, 
3:  큼, 4: 매우큼)

7.배부위는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엉덩
이

8.엉덩이둘레의여유분은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9번문항의 응답이 '1' 혹은'2'일 경우 이유는? (1: 매우작음, 2:작음, 
3:  큼, 4: 매우큼)

9.허리에서엉덩이부위중간위치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10.엉덩이부위는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넙다
리

11넙다리의여유분은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11번문항의 응답이 '1' 혹은'2'일 경우 이유는? (1: 매우작음, 2:작음,  
3: 큼, 4: 매우큼)

12.넙다리부위는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①매우많다,②많다,③보통이다,④적다,⑤매우적다)

외곽
선

13.옆허리에서스커트밑단까지의외관이자연스럽고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14.허리에서배돌출점부위를지나스커트밑단까지의외관이자연스럽고좋은
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15.뒤허리에서엉덩이돌출부위를지나스커트밑단까지의외관이자연스럽고
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전체 16.전체적인맞음새는적당한가?
(①매우그렇지않다,②그렇지않다,③보통이다,④그렇다,⑤매우그렇다)

17.전체적인외관은좋은가?
(①매우나쁘다,②나쁘다,③보통이다,④좋다,⑤매우좋다)

* 회색음영은 평가제외 항목



- 198 -

[부록 8]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스커트 착용 사진과 3차원 형상

앞면 옆면 뒤면

비교
패턴

연구
패턴

[그림 53] 피험자 A의 실제착의 및 3차원 스캔 데이터의 공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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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계속)]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스커트 착용 사진과 3차원 형상

앞면 옆면 뒤면

비교
패턴

연구
패턴

[그림 54] 피험자 B의 실제착의 및 3차원 스캔 데이터의 공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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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계속)]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스커트 착용 사진과 3차원 형상

앞면 옆면 뒤면

비교
패턴

연구
패턴

[그림 55] 피험자C의 실제착의 및 3차원 스캔 데이터의 공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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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계속)]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스커트 착용 사진과 3차원 형상

앞면 옆면 뒤면

비교
패턴

연구
패턴

[그림 56] 피험자D의 실제착의 및 3차원 스캔 데이터의 공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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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스커트의 가상착의 결과 사진

앞면 옆면 뒤면

비교
패턴

연구
패턴

[그림 57] 피험자 A의 가상착의 결과

앞면 옆면 뒤면

비교
패턴

연구
패턴

[그림 58] 피험자 B의 가상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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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계속)] 비교패턴과 연구패턴 스커트의 가상착의 결과 사진

앞면 옆면 뒤면

비교
패턴

연구
패턴

[그림 59] 피험자 C의 가상착의 결과

앞면 옆면 뒤면

비교
패턴

연구
패턴

[그림 60] 피험자 D의 가상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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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가상착의에 의한 전문가 관능평가 결과

항목                             패턴
비교 연구

t-값
평균 평균

앞

허리둘레 위치 4.13 4.25 -1.000
허리둘레 여유분 3.88 4.13 -1.528
허리둘레선 수평 3.75 4.50 -2.393 *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3.88 -2.966 *
배부위 여유분 3.00 4.13 -3.813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50 4.25 -10.693 ***
넙다리 여유분 3.13 3.63 -2.646 *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38 4.13 -3.000 *
옆선외관 2.63 4.00 -5.227 **

옆

허리둘레위치 3.50 3.88 -2.049
허리둘레 여유분 3.50 3.88 -2.049
허리둘레선 수평 3.38 3.38 　
허리둘레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3.88 -7.000 ***
뒤허리둘레선_측면 3.63 3.75 -1.000
배부위 여유분 2.75 4.25 -5.612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4.13 -4.965 **
엉덩이둘레  여유분 2.88 3.88 -5.292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4.00 -7.000 ***
엉덩이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38 3.88 -7.937 ***
넙다리 여유분 3.25 3.75 -2.646 *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25 4.00 -4.583 ***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외관 3.13 4.00 -7.000 ***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까지의 외관 3.13 3.88 -3.000 **

뒤

허리둘레 위치 3.25 4.00 -2.393 *
허리둘레 여유분 3.25 4.13 -2.497 *
허리둘레선 수평 3.13 3.75 -2.376 *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50 4.00 -5.612 **
엉덩이둘레여유분 3.00 3.88 -7.000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4.00 -5.292 **
엉덩이군주름당김 3.13 4.00 -7.000 ***
넙다리 여유분 3.25 3.63 -2.049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50 3.88 -2.049
옆선외관 3.13 4.13 -5.292 **

전
체

허리둘레위치 3.50 4.00 -2.646 *
허리둘레여유분 3.50 4.00 -1.528
허리둘레선수평 2.88 3.38 -2.646 *
허리둘레부위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00 3.88 -7.000 ***
배부위여유분 2.50 3.88 -7.514 ***
배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38 4.00 -8.881 ***
엉덩이둘레여유분 3.00 4.00 　 　
엉덩이중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38 3.75 -4.245 **
엉덩이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00 3.88 -3.862 **
넙다리 여유분 3.00 3.63 -3.416 *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50 4.00 -2.646 *
전체맞음새 3.00 3.88 -7.000 ***
전체외관 2.88 4.00 -4.965 **

[표 74] 피험자 A의 비교, 연구패턴 가상착의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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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계속)] 가상착의에 의한 전문가 관능평가 결과

항목                                패턴
비교 연구

t-값
평균 평균

앞

허리둘레 위치 4.13 4.13
허리둘레 여유분 3.63 3.88 -1.528
허리둘레선 수평 3.00 3.13 -1.000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38 3.88 -1.871
배부위 여유분 3.25 4.13 -2.966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88 4.25 -4.245 **
넙다리 여유분 3.63 4.00 -2.049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75 4.25 -2.646 *
옆선외관 2.50 3.88 -5.227 **

옆

허리둘레위치 3.38 3.63 -1.528
허리둘레 여유분 3.13 3.63 -1.871
허리둘레선 수평 3.00 3.25 -1.000
허리둘레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3.63 -3.416 *
뒤허리둘레선_측면 3.38 3.63 -1.528
배부위 여유분 2.38 3.88 -5.612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3.88 -4.965 **
엉덩이둘레  여유분 3.13 4.00 -7.000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4.13 -4.710 **
엉덩이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4.00 -5.584 ***
넙다리 여유분 3.50 3.75 -.683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38 4.13 -4.583 **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외관 2.38 3.63 -5.000 **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까지의 외관 3.00 3.75 -4.583 **

뒤

허리둘레 여유분 3.13 3.63 -1.871
허리둘레선 수평 2.25 2.50 -1.528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88 4.13 -7.638 ***
엉덩이둘레여유분 3.25 3.88 -2.376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3.63 -5.612 ***
엉덩이군주름당김 2.75 3.88 -4.965 **
넙다리 여유분 3.63 3.75 -.357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63 4.13 -2.646 *
옆선외관 2.88 4.13 -7.638 ***

전
체

허리둘레여유분 3.38 3.63 -1.528
허리둘레선수평 3.25 3.50 -1.528
허리둘레부위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88 3.75 -7.000 ***
배부위여유분 2.63 3.50 -3.862 **
배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25 3.75 -7.937 ***
엉덩이둘레여유분 2.63 3.63 -5.292 ***
엉덩이중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25 3.50 -3.989 **
엉덩이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63 3.75 -9.000 ***
넙다리 여유분 3.38 3.88 -2.646 *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63 4.13 -2.646 *
전체맞음새 2.75 3.75
전체외관 2.38 3.50 -9.000 ***

[표 75] 피험자 B의 비교, 연구패턴 가상착의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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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계속)] 가상착의에 의한 전문가 관능평가 결과

항목               패턴
비교 연구

t-값
평균 평균

앞

허리둘레 위치 4.00 4.25 -1.528
허리둘레 여유분 3.75 3.88 -1.000
허리둘레선 수평 4.25 4.13 1.000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13 3.63 -1.528
배부위 여유분 3.38 4.25 -3.862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75 3.88 -4.965 **
넙다리 여유분 3.75 4.00 -1.528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88 4.13 -1.528
옆선외관 2.88 4.00 -4.965 **

옆

허리둘레 여유분 3.50 3.75 -1.000
허리둘레선 수평 4.25 3.75 1.871
허리둘레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25 4.00 -2.393 *
뒤허리둘레선_측면 3.63 3.75 -1.000
배부위 여유분 2.50 4.25 -4.782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88 4.00 -3.211 *
엉덩이둘레  여유분 3.13 4.00 -7.000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4.13 -10.583 ***
엉덩이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4.00 -7.000 ***
넙다리 여유분 3.75 4.00 -1.528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63 4.25 -2.376 *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외관 2.88 4.25 -7.514 ***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까지의 외관 3.00 4.25 -7.638 ***

뒤

허리둘레 위치 3.88 3.25 3.416 *
허리둘레 여유분 3.50 3.75 -1.000
허리둘레선 수평 4.00 3.25 3.000 *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4.00 -3.055 *
엉덩이둘레여유분 3.13 3.88 -4.583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4.13 -6.110 ***
엉덩이군주름당김 3.00 4.38 -7.514 ***
넙다리 여유분 3.75 4.00 -1.528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88 4.13 -1.528
옆선외관 3.25 4.13 -7.000 ***

전
체

허리둘레여유분 3.63 3.75 -1.000
허리둘레선수평 3.88 3.25 3.416 *
허리둘레부위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00 4.13 -3.813 **
배부위여유분 2.50 3.88 -7.514 ***
배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38 3.88 -4.583 **
엉덩이둘레여유분 2.63 4.00 -5.227 ***
엉덩이중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75 4.00 -7.638 ***
엉덩이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88 4.00 -9.000 ***
넙다리 여유분 3.75 4.00 -1.528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88 4.25 -2.049
전체맞음새 3.13 4.13
전체외관 2.88 4.00 -9.000 ***

[표 76] 피험자 C의 비교, 연구패턴 가상착의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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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계속)] 가상착의에 의한 전문가 관능평가 결과

항목                      패턴
비교 연구

t-값
평균 평균

앞

허리둘레 위치 4.00 4.13 -1.000 　

허리둘레 여유분 3.63 4.25 -2.376 *

허리둘레선 수평 3.25 3.75 -2.646 *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3.63 -3.416 *

배부위 여유분 3.13 3.88 -4.583 **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00 4.00 -7.483 ***

넙다리 여유분 3.50 4.38 -3.862 **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50 4.25 -3.000 *

옆선외관 2.13 3.75 -8.881 ***

옆

허리둘레 여유분 3.13 4.00 -3.862 **

허리둘레선 수평 2.75 2.75

허리둘레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00 3.75 -4.583 **

뒤허리둘레선_측면 3.13 3.50 -2.049 　

배부위 여유분 2.00 3.63 -5.017 　

배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3.75 -7.937 ***

엉덩이둘레  여유분 3.00 3.75 -4.583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3.88 -10.693 ***

엉덩이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25 4.00 -7.000 ***

넙다리 여유분 3.25 4.25 -5.292 ***

넙다리부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3.25 4.13 -2.966 *

허리에서  배돌출까지의 외관 2.13 3.75 -6.177 ***

뒤허리에서  엉덩이돌출까지의 외관 3.00 3.88 -7.000 ***

뒤

허리둘레 위치 3.00 3.63 -3.416 *

허리둘레 여유분 3.00 4.13 -3.813 **

허리둘레선 수평 3.25 3.63 -2.049 　

허리둘레부위의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88 4.00 -9.000 ***

엉덩이둘레여유분 2.75 3.88 -3.211 *

엉덩이중간  군주름/당김이 생기는가 2.13 3.88 -7.000 ***

엉덩이군주름당김 2.88 4.13 -5.000 **

넙다리 여유분 3.50 4.25 -3.000 **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38 4.13 -3.000 **

옆선외관 3.00 4.25 -7.638 ***

전
체

허리둘레여유분 3.13 3.88 -3.000 *

허리둘레선수평 2.75 2.63 1.000 　

허리둘레부위의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00 4.00 -5.292 ***

배부위여유분 2.13 3.88 -7.000 ***

배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00 3.88 -5.351 ***

엉덩이둘레여유분 2.25 3.88 -6.177 ***

엉덩이중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13 3.63 -7.937 ***

엉덩이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2.88 4.00 -4.965 **

넙다리 여유분 3.50 4.25 -3.000 *

넙다리부위군주름/당김이생기는가 3.38 4.25 -3.862 **

전체맞음새 2.63 4.00 -7.514 ***

전체외관 2.38 4.00 -6.177 ***

[표 77] 피험자 D의 비교, 연구패턴 가상착의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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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가상착의에 의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응력, 패턴변형율

분포 앞면 옆면 뒤면

비
교
패
턴

응
력

변
형
률

연
구
패
턴

응
력

변
형
률

[그림 61] 가상착의에 의한 피험자 A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응력/변형률 분포(단위 ; g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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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계속)] 가상착의에 의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응력, 패턴

변형율

분포 앞면 옆면 뒤면

비
교
패
턴

응
력

변
형
률

연
구
패
턴

응
력

변
형
률

[그림 62] 가상착의에 의한 피험자 B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응력/변형률 분포(단위 ; g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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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계속)] 가상착의에 의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응력,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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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가상착의에 의한 피험자 C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응력/변형률 분포(단위 ; g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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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계속)] 가상착의에 의한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응력,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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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가상착의에 의한 피험자 D의 비교패턴과 연구패턴의 

응력/변형률 분포(단위 ; g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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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tomatic Skirt Pattern Design according to

Lower Body Types for Mass Customization

Kim, Minkyoung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lower body types of adult

females, in order to develop a pattern alteration algorithm that will be

suited for the shape of each lower body part, and to apply it to a

customized mass production. This will contribute to invigorating mass

customization by improving the fit of tight skirts and also makes a

suggestion to the apparel industry regarding making an automatic

customized pattern production for each customer’s body type.

The detail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height, width, thickness, circumference, length and angle of

the lower bodies of 592 adult females between the ages of 18 and 69

are measured. With the maximum lower body circumference frame that

covers the lower body shape, the measurements of the distance from

the main parts are used for analysis. Based on the factor analysi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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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surements quotient and angle item of the representative item,

the factors of the lower body type are divided into the factors of front

type, prominence from a waist point to abdomen, and hip projection.

The points of each measurement that are obtained from the factor

analysis are used to make a cluster analysis, upon which a predictive

formula is devised for four front types, four side front types and four

side back front types. For the predictive formula, after calculating the

probability that a three-dimensional figure will be included in each type,

the result is presented in the form of a quotient that enables body

characteristics to be quantified.

Second, upon an analysis of surface patterns of the 3D figure data, a

comparison is made on surface patterns different from each lower body

type to devise a pattern alteration algorithm that will factor in the

differences when making tight skirt patterns. After extracting surface

patterns of front types, side front types and side back types from the

3D figures of 206 persons that are categorized by a predictive formula

for lower body types, further analysis is made on smaller parts of the

lower body. As a result, meaningful differences are found in items

regarding the side-dart ratio, front/back waist-height ratio, front/back

waist-dart ratio and front/back dart-length ratio. A form of pattern

alteration is determined with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each

part of a pattern and the connections between the reference points. For

a reference point for a tight skirt pattern, vertical, horizontal and rotary

movements are used to define measures of alteration for factoring in

different figures of each type. The disparity is determined by the

different amount from the surface patterns of the standard body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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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ed in this study. The type probability for each part of the lower

body is used for disparities of patterns, while each algorithm developed

for each type is applied to an automatic pattern design program. The

linkage with the automatic pattern alteration program according to the

type of lower body offers a recommendation for mass-customization in

the clothing industry.

Third, for the validity of the pattern alteration algorithm, clothes for

testing are made for comparison patterns and research patterns of four

fitting subjects with each lower body type. The pattern alteration

algorithm is proved valid after wearing evaluation by the test subjects,

functional evaluation by experts and evaluation on deviation. In addition,

based on a fitting evaluation from virtual clothing, consideration is

given as to how virtual clothing can be applied to mass-customization

production system. The finding is that the research pattern altered by

the pattern alteration algorithm is superior to the existing comparison

pattern in terms of fitting and the even distribution of volumes of

voids. Although some body types with large thigh prominence and the

prominence from waist point to abdomen cause a problem in the

existing skirt design methods, applying the measurement of the

maximum circumference, not the measurement of hip circumference,

helps settle the issue. Further to this, in consideration of specific

differences of each part of the lower body, the front/back waist-dart

ratio, front/back waist-height ratio, side-dart amount ratio and

front/back dart-length ratio are factored in. The result is that imperfect

body shapes of individuals are corrected with clothing and that clothing

fits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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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thor develops a pattern alteration algorithm that can categorize

lower body shapes of adult females and factor into differences of each

part of the lower body when designing a tight skirt pattern. This study

presents it as a way to improve a customized mass production.

Exceeding the limits of the existing categorization of lower body types,

the range of categorization is broadened with the combination of types

of different part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or its quantific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of lower body types with the predictive regression

formula, which is obtained from th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s the pattern alteration algorithm makes it possible to

determine the amount to be modified according to quantified differences

of each part of the lower body, it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pattern

customization to individual body types. Lastly, an automatic pattern

design program is developed in this study in pursuit of the automation

of pattern alteration based on individual lower body types, which

hopefully leads to the invigoration of the mass-customization system in

the apparel industry.

Keywords : Lower Body Types, Surface Pattern, Pattern Alteration,

Mass Customization, 3D Scan Data

Student Number : 2009-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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