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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30대 여성체형에 적합도가 높은 토르소 패턴을 개발

하고 해당 연구 집단의 3차원 형상을 분석하여 의복패턴 그레이딩에 반

영하는 것이다. 연구 자료는 2004년 사이즈 코리아의 30~39세 여성의 

인체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30대 여성의 그레이딩 기준이 되는 마

스터 패턴 개발을 위해 기존의 토르소 원형 제도법 4종을 비교·분석한 

후 전문가 외관평가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1종의 원형을 참고하여 

비교원형으로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대상의 인체측정치 및 3차원 형상 

측정치인 체표길이, 단면 공극거리, 어깨형상 부위 측정치를 반영하여 

마스터 패턴을 개발하였다. 

 그레이딩 편차개발을 위해 인체측정치 및 3차원 형상 측정치를 사용하

여 편차를 도출하였으며 그레이딩 편차 검증을 위해 기존 업체 편차 1

종을 선정하여 개발된 마스터 패턴에 각각 적용한 후 의복 구성 전문가 

집단에 의한 외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30대 여성의 마스터 패턴개

발과 그레이딩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집단의 인체측정치 및 3차원 인체형상 분석치를 분석한 결

과에 의하면 높이, 길이, 둘레, 너비, 두께 항목의 젖가슴둘레 및 키 항

목과의 상관분석 결과 높이항목은 키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길이 항

목은 젖가슴둘레 및 키 항목 모두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레, 두께, 너비 항목은 젖가슴둘레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타나났다. 3차

원 형상을 나타내는 체표길이를 측정한 결과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

덩이둘레 수준에서 각 부위간의 체표길이 차이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옆면 기준선을 이용하여 측정된 앞 호 뒤 호의 길이 비교 

결과에 의하면 앞 호가 뒤 호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단면 공극거

리 분석을 통해 다트 설정에 활용되는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의 

경우 앞면 45도 구간과 뒷면 330도 구간에서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어깨형상 부위의 분산분석 결과 젖가슴둘레 치수에 따라 

어깨끝앞사선길이, 젖꼭지길이 등의 항목에서 가장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으며 목뒤어깨뼈위돌출길이나 어깨끝사선길이, 목옆어깨뼈위돌출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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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30대 여성의 마스터 패턴 개발을 위해 앞서 측정된 인체측정치 

및 3차원 형상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연구 집단의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

는 젖가슴둘레 91cm와 키 160cm를 기준 치수로 사용하여 3차원 분석

치의 호길이를 반영하여 앞뒤 두께 차이를 패턴에 반영하였으며 앞품과 

뒤품의 여유분, 어깨부위의 보정, 앞처짐 분량 1.5cm와 단면 공극거리 

분석을 통해 다트 위치를 설정하였다. 3차원 인체형상 측정치와 예비실

험 등을 통해 개발된 마스터 패턴에 대한 전문가 외관평가에 따르면 기

존의 토르소 원형 제도법 4종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비교원형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원형의 외관평가 결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그레이딩 편차개발을 위해 30대 여성의 3차원 인체형상 분석치

인 호 길이, 체표길이, 어깨부위 형상길이 등 총 22개 항목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그레이딩 부위를 설정하

고 그레이딩 편차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인체형상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6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요인은 허리~엉덩이 길이요인, 젖가

슴~허리 형태요인, 등돌출 뒤어깨 요인, 앞가슴 젖꼭지 길이요인, 어깨

길이 요인, 앞허리 다트 요인 등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로 해당하는 

구성항목을 사용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으며 회귀식의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상관분석 결과 해당 항목들과의 상관도가 높으며 상의 원형 그레이

딩에 활용되기 용이한 젖가슴둘레와 키를 사용하였다. 제1요인인 허리~

엉덩이 길이 요인에는 0.8cm 편차를 적용하였으며 제2요인인 젖가슴~

허리 형태요인은 길이 관련 구성요소와 둘레 관련 구성요소가 함께 도출

되었다. 길이와 관련하여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에 0.4cm편차를 설정하

였으며 둘레와 관련하여 뒤허리 다트부분의 편차 분량을 다르게 설정해 

주었다. 등돌출 뒤어깨 요인에서는 0.4cm 편차를 앞가슴 젖꼭지 길이 

요인에서는 0.7cm편차가 도출되었다. 어깨길이는 0.1cm편차, 앞 허리 

다트 요인은 기준치수에서 커지거나 작아질 때의 편차를 다르게 설정하

였으며 해당 편차를 반영하여 토르소 원형을 제작하였다.

 넷째, 연구 개발된 그레이딩 편차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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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편차 1종을 선정하였으며, 해당 편차는 기존의 그레이딩 방식을 비교 

분석결과 업계에서 사용되는 편차 부위와 편차량이 비슷하여 그레이딩 

편차 검증에 무리가 없는 편차로 선정하였다. 개발된 마스터 패턴에 기

존 그레이딩 편차와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각각 반영하여 젖가슴둘레 구

간별로 6개 치수 구간, 키 구간별로 4개 치수 구간을 제작하여 전문가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둘레 그레이딩 및 길이 그레이딩 모두 

기존 그레이딩 편차에 비해 연구 그레이딩 편차가 맞음새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둘레 그레이딩 편차 및 길이 그레이딩 편

차를 함께 반영하여 85-155, 88-160, 91-165 3개 구간의 검증용 

원형을 제작하였으며 검증 원형 또한 기존 그레이딩 편차를 반영한 동일 

구간의 토르소 원형을 제작하여 외관평가 및 착의단면을 비교하였다. 결

과적으로 연구 그레이딩 기존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했을 때에 토르소 원

형의 기준선이 틀어지지 않고 수평을 유지하며 앞면 밑단 부분의 들뜨는 

현상을 개선하였으며 적절한 편차분량으로 인해 기존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함으로서 발생하였던 군주름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전문가들의 외관평가에서 연구 그레이딩 편

차를 적용했을 때 외관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는 30대 여성의 기성복 제작에 활용되어 기준 치수에서 멀어지

는 구간에서도 맞음새를 높이는 연구 그레이딩 편차개발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마스터패턴과 그레이딩 편차의 외관평가 결과를 활

용하여 그레이딩시의 피트형 토르소 원형을 위한 편차를 반영하여 30대 

여성을 위한 다양한 의복 디자인에 활용되며 의복 맞음새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토르소 원형, 마스터패턴 개발, 그레이딩, 편차개발, 3차원 스

캔 데이터, 단면 공극거리 

학번 : 2009-3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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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나의 패턴으로부터 치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그레이딩은 기준 패턴의 

적합도에 따라 다수를 만족시키는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품 생산시에 기준이 되는 마스터 패턴(master pattern)의 적합률은 

그레이딩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이즈 전개가 이루어진 후

의 맞음새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마스터 패턴의 인체 적합도를 높

이기 위해서는 타겟으로 하는 브랜드의 체형특성이 충분히 파악되어 의

복제작 대상의 체형을 반영한 마스터 패턴과 각 부위의 변화량을 반영한 

그레이딩 편차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레이딩이 기성복 생산 시스템

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마스터 

패턴의 맞음새 부적합이나, 연령별 체형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기준 치수

에서 멀어지는 구간에서는 수선비율이 높고 맞음새 불만족이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기성복 그레이딩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체형의 특

성이 반영되지 않은 일률적인 편차 설정으로 기준 치수에서 멀어질수록 

옷의 맞음새가 좋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Taylor, Patrick. J. & Sho

ben, Martin. M, 1984; 장승옥, 1999; 최정욱, 2000;Petrova, Adrian

a. & Ashdown, Susan. P., 2011).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

는 기존의 그레이딩 편차 설정 방식에 있어서 표준화된 치수편차 설정이 

아닌 패터너(patterner)들의 오랜 경험에 의존한 편차가 전수되는 경우

가 많아 표준화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패턴 그레이딩이 불

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성복 생산의 필수적인 과정임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류업체는 아직도 기준호수나 호수별 치수범

위, 치수 편차 등 업체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그 값의 근거도 체계

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미진하기 때문이다(손부현, 홍경희, 2005). 

그레이딩시 부위별로 동일하고 단순한 편차가 적용될 경우 생산과정에서

는 용이하나 의복을 접하는 소비자의 경우 수선율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상의 그레이딩에 관한 연령별 비교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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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대의 잘 맞지 않는 부위로 대두되는 인체부위로 둘레관련 부위, 

어깨부위, 길이관련 부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선, 2001). 그 

밖에도 앞품과 뒤품의 편차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인체의 앞뒤두

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앞부분이 들리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고되

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부위에 일률적인 편차를 적용하더라도 참고부

위에서는 인체 변화에 맞는 편차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레이딩 편차 설정시에 체형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체형 특

성과 변화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여성의 체형은 나이가 들면서 길이항목

의 치수는 줄어들고 둘레항목의 치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변화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특히 30대 여성의 체형은 임신과 출산으로 20대 여성의 체형과 

비교하였을 때 유두위치가 낮아지며 허리가 굵어지고 엉덩이가 처지는 

현상을 보이며 측면에서는 굴곡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허리둘레가 커지고 체간부가 굵어지는 체형특성이 나타나 그레이딩에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업체에서 사용되는 몸판 그레이딩에서는 체형 분석에 

따른 증감량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대에 비해 30~40대로 갈수

록 의복수선 비율이 높아지고 상의 그레이딩에서 인체 부적합이 많은 부

위로 체간부의 둘레부위가 대두되므로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그레

이딩에 있어 이러한 체간부 형태변화를 패턴 그레이딩에 반영해야 한다. 

체간부의 형태변화는 둘레 뿐 아니라 길이 분량을 함께 고려해야하며 패

턴 상에 반영하기 위해 앞뒤 길이차이와 체형별 사이즈별 다트량 설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장승옥, 1997 ; 최윤선, 2002). 

 그레이딩에 있어서 소비자의 인체 적합성에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사이즈는 가장 큰 사이즈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레이딩을 위해서는 연령별 체형특성과 함께 사이즈 증가에 따른 형태

변화를 파악하여 패턴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그레이딩 방식에서

도 인체측정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나라의 체형에 맞게 편차를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뮐러부자(Mϋller. M.)는 젖가슴둘레 100cm 

이상에서 어깨너비, 진동둘레, 젖꼭지사이수평길이 등의 치수편차를 다

르게 설정하였으며 젖가슴둘레나 엉덩이둘레에 비하여 변화가 큰 허리둘

레는 3cm, 4cm, 5cm편차를 두어 체형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영국의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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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Cooklin. G.)은 목옆점~젖꼭지점까지길이, 젖꼭지점~허리선까지길

이의 비율을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더 많이 주어 앞가슴둘레의 증감분

과 뒷가슴둘레의 증감분의 차이를 둔 것을 알 수 있다. 패턴제작과 그레

이딩 작업을 할 때는 앞뒤 증감분 뿐 아니라 체형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한 수치를 적용시켜야 한다(石丸寿代 ; 1986, 조영아 ; 1999).  

 체형분석이나 패턴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체측정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대규모 인체측정에 3차원 측정을 도입하고 있다.(Size Korea, Size 

USA, Size UK 등). 3차원 스캐너를 통해 측정된 3차원 스캔 데이터는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단순 수치 정보 뿐 아니라 인체

의 단면이나, 기준점, 각도, 체표면적이나 체표길이 등 다양한 속성의 입

체적인 DB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인체 스캔을 통해 얻어지는 데이터는 

단순 수치에서는 알 수 없는 인체의 형태나 형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

므로 3차원 스캔 데이터는 의류분야에서 패턴개발 및, 바디개발, 가상착

의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또한 2차원 치수 정보에서는 얻기 어려

운 체표길이나 단면 공극거리 등의 3차원 스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측정치는 상반신 토르소 원형 설계를 위해 고려해야하는 옆선의 

설정, 여유량, 어깨부위의 형상, 다트위치와 양 등의 요소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토르소 원형의 인체적합도와 인체치수에 근거한 

그레이딩 편차 설정은 그레이딩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체

측정치에 근거한 원형설계와 편차설정이 필요하다. 인체는 3차원적인 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차원적인 치수정보만으로는 인체의 형상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준치수에서 멀어지는 큰 치

수나 작은 치수의 맞음새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레이딩 편차 설정에 3차

원 인체형상 자료가 활용되어야 한다(이성지, 2013). 3차원 형상 자료

를 통해 분석된 인체측정치의 경우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기본적인 2차원 치수변화에 따른 참고부위의 변화량과 변화부위까

지 파악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부위와 변화량을 실제 그

레이딩에 반영하여 그레이딩에 활용한다면 궁극적으로 의복 맞음새를 향

상시킬 수 있다.  

 현재 그레이딩 관련 선행 연구로는 사이즈체계 제안연구(권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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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정명숙, 2000; 조진숙, 최정욱, 2002; 조은정, 2004; 임지영, 

2010)와 그레이딩 방식 관련(조윤경, 1994)연구가 있으나 3차원 인체

형상 변화량과 부위를 탐색하여 편차를 설정하거나 실제적인 검증으로 

이어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의 제작기준 치수

인 젖가슴둘레와 키의 치수 증감에 따른 참고부위 및 변화량을 파악하여 

실제 마스터 패턴을 개발하고 그레이딩 편차를 도출하여 맞음새 평가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인체 스캔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30대 여성의 토

르소 마스터 패턴을 개발하고, 인체의 치수변화에 따른 변화부위와 변화

량을 탐색하여 그레이딩 편차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마스터 패턴

과 그레이딩 편차는 기존의 기성복 그레이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하고 체형 특성이 반영된 편차 개발을 통하여 기성복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기존의 기성복 생산시스템에서 사용되던 그레이딩 방식에 

고객의 체형분석을 통해 고객화(customized)된 패턴 그레이딩이나 치수

체계가 반영된다면, 기존의 대량(mass)생산방식과 고객화(customized)

가 합쳐져 두 가지 생산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생산방식에 활용을 기대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30대 여성체형에 적합도가 높은 토르소 패턴을 개발

하기 위해 30대 여성의 3차원 형상을 분석하여 의복패턴 그레이딩에 반

영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0~39세 여성 

456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을 이용한 시각적 분류를 실시하여 바른

체형을 도출하고 30대 바른체형 여성의 인체측정치와 단면요소, 어깨형

상요소, 체표길이요소 등의 3차원 형상을 나타내는 항목을 측정한다. 인

체형상 측정치를 사용하여 체형특성을 반영한 마스터 패턴을 개발하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인체형상 변화 요인을 도출하여 해당 요인의 인체

부위 변화양상을 반영한 그레이딩 편차를 도출해낸다. 마스터 패턴과 그

레이딩 편차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둘레용 검증바디 6개와 길이용 

검증바디 4개, 둘레 및 길이 검증용 3개의 재현 바디를 제작하여 기존 

그레이딩 편차와 개발된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각각 적용하여 재현바디

에 착장시켜 착의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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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여성의 체형 고찰

 체형은 매우 다양하며 복잡한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체형을 분

류하는 기준과 체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체형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변화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성인 여성의 연령별 체형특성을 살펴보고 크기변화에 

의한 형태적 특성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어 본 연구의 대상인 30

대 여성의 체형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1.1. 성인 여성의 체형특성

 성인 여성의 연령변화에 따른 체형 특성을 살펴보면 조길수(1980)는 

나이가 들수록 척추의 점진적인 축소현상에 따라 길이 및 높이 항목은 

감소하고 둘레항목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특히 성인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경험을 통해 체형에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며 연령이 증가

함에 따라 인체치수와 프로포션(proportion)에 변화를 갖는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인체변화는 의복 설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정명

숙(1994)은 연구에서 성인 여성은 연령층별로 지배적인 유형들이 다르

게 나타나 연령층별 특징적인 체형이 존재하며, 연령층에 따른 서로 다

른 의복설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 인체의 연령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 비만화를 꼽았다. 즉 연령에 따른 체형의 변화는 크기변화에

서 오는 형태변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적절한 의복설계가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위와 같은 변화가 패턴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김경선(2010)의 논문에서는 연령에 따른 체형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인

체 지수치를 사용하여 20~89세 한국 성인 여성의 형태변화 양상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증가에 따라 높이항목이 감소하며 키의 감소와 

더불어 몸무게의 증가에 의해 체간부의 둘레항목과 너비항목, 두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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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치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 증가에 따라 인체는 점차로 

두껍고 둥근 체형으로 변화해 가며 허리부위에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

남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체간부 변화의 원인은 여성의 체형이 구간부를 중심으로 

피하지방이 침착하기 쉬워 체표면이 완만한 커브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

다. 또한 이러한 피하지방의 침착은 연령과 함께 증가되어, 사춘기 이후

의 여성은 체간이 사지에 비하여 집중적으로 증가된다고 하였다(최정욱, 

2000). 

 체간부가 굵어지는 체형특성은 그레이딩에도 반영되어야 하나 업체에서 

사용되는 몸판 그레이딩이 체형에 따른 증감량이 적용되지 않아 일정한 

증감으로 인해 앞길이가 짧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앞판 다트 역시 체

형별 사이즈별 증감이 이루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

승옥, 1997). 최윤선 외 2인(2002)의 연구에서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체형이 변화하며, 특히 크기와 비만 수치가 증가하고 이 크기의 변화가 

계속될 경우 형태도 변화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신체

변화는 의복설계 및 패턴 그레이딩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타겟 연령에 따

른 그레이딩 편차를 제시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고 하였다.  

 기본 그레이딩 편차를 사용하여 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과정

에서는 용이할 수 있으나 의복을 접하는 소비자의 경우 수선률이 높아지

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한 예로 상의 그레이딩에 따른 인체 부적합

이 가장 많은 부위로 30~40대로 갈수록 인체 비례에 따른 둘레부위 항

목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어깨부위나 

길이, 인체의 앞뒤두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그레이딩 편차 설정시 참고부위에서는 인체 변화에 맞는 편차

가 설정되어야 한다. 참고부위의 편차 설정을 위해서는 인체의 크기변화

에 의한 형태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성인 여성의 크기 및 형태변화에 따른 체형 특성을 살펴보면 최유경

(1997)의 연구에서는 크기와 형태에 의한 체형의 유형화의 경우, 신체

를 직접 측정하여 얻어지는 자료의 상당 부분은 신체의 크기 및 비만과 

관련된 항목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영향으로 체형은 신체의 

크기 위주로 분류되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체형의 크기와 형태의 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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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면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형태상 특징의 많은 부분이 

크기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테일러와 쇼벤(Taylor & Shoben, 1984)은 영국 표준치수(BS 3666)

로부터 사이즈 12와 사이즈 22의 실제 측정치를 토대로 인체의 실루엣

의 정면과 측면으로 겹쳐 인체변화 양상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

한 인체 부위별 단면형상을 보면 인체가 늘어날 때에 부위별로 늘어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그레이딩을 위해서는 어느 부위에 어느 정

도의 증감량을 부여할 지에 대해서 체형분석에 의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림1> 신체부위별 사이즈에 따른 증가양상 및 부위별 단면형상 
그림출처: Taylor, Patrick. J. & Shoben, Martin. M., 1984

 선행연구를 통해 성인 여성의 체형변화를 살펴본 결과 연령 증가에 따

라 인체치수와 신체의 비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키는 줄어들고 체간부는 두꺼워지기 때문에 치수가 커지

며 점차 둥근 체형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체형의 특성은 크기와 형태

인자에 의해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절한 의복설계와 그레이딩이 

되기 위해서는 체형 반영시에 크기요인 뿐 아니라 형태변화 양상을 반영

해야 한다. 

2.1.2. 30대 여성의 체형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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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표준체형과 30대 표준체형의 측정항목을 비교한 결과 30대 여성

은 20대 여성보다 키와 높이항목이 작았으며 너비항목은 30대가 20대

보다 더 컸다(사이즈 코리아, 2004). 그 중에서도 겨드랑두께, 가슴두

께, 허리두께, 엉덩이두께 등의 측면요소의 변화폭이 가장 컸는데 20대

에서 30대로 진행될 때에 인체의 정면보다 측면의 변화양상이 더 크다

는 것을 나타낸다.

  남윤자(1983)는 연구에서 30~50대의 여성은 허리-가슴, 허리-엉덩

이의 차이가 감소하여 유방과 둔부가 처지는 체형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최유경(1992)의 연구에서는 30대는 전반과 후반에 따라 매우 다른 양

상을 나타내며 30대 후반에서 40대에 이르는 연령대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신체 여러 부분의 크기의 증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그 크기의 증가가 계속되었을 때 형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분기점이 포함되어 있는 연령대라고 하였다. 성인 여성의 연령

층별 특징에 관한 정명숙(1994)의 연구에서는 30대 전반은 20대보다 

높이 항목이 작고 더 비만하며 30대 후반은 상반신 높이와 길이인자 및 

비만 인자가 30대 전반과 비슷하나 등면길이 인자는 더 크다고 하였다. 

<그림3>에서 여성 체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령 구분의 하나로 27세

에서 42세 전후의 체형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유두위치가 2cm정

도 낮으며 허리가 굵어지고 엉덩이가 더 처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

적으로 미스에 비하여 굵어지고 처지므로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굴곡이 사

라지는 형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의 패턴제작과 그레이딩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체형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한 수치를 적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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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30대 여성 표준체형의 
정면형상

 20대와 30대 여성 표준체형의 
측면형상

<그림2> 20대와 30대 표준의 정면 측면 형상   
그림출처: 사이즈 코리아, 2004

<그림3> 미스와 미세스 실버체형의 비교   
그림출처: 石丸寿代, 1986

 이와 같이 30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체형의 형태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30대의 체형특성을 고려한 기준패턴과 그레이딩 

편차를 개발,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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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여성복 상의 원형에 대한 고찰

  의복 원형은 인간의 동적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에 

밀착되는 기본 옷을 말한다(임원자, 2006). 원형은 형태와 목적, 방법 

등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토르소(torso)원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2.1. 토르소 원형

  몸에 꼭 맞는 원형은 슬로퍼(sloper)라고 하며 다른 원형을 제도하기 

위한 기본 원형이다. 의복 원형의 종류에는 길(bodice)원형, 소매 원형

(sleeve block), 스커트 원형(skirt block). 토르소 렝스 슬로퍼(torso 

length sloper)등이 있다. 토르소 렝스 슬로퍼는 토르소 원형이라고도 

불리며 길원형을 연장하여 엉덩이 둘레선 부근까지 제도한 원형을 말한

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토르소 원형은 재킷이나 원피스 등으로 활용도

가 매우 높은 원형이다<표1>. 

 의복 원형은 제도하는 방법에 따라 단촌식 제도법과 장촌식 제도법으로 

나뉜다. 단촌식 제도법은 인체를 세밀하게 측정하여 제도하는 방법으로, 

인체의 많은 부위를 측정하여 제도하기 때문에 체형에 잘 맞는 원형을 

얻을 수 있지만 인체측정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장촌식 제도법은 

인체 부위중 대표가 되는 부위의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부위의 치

수를 계산하여 제도하는 방법이다. 대표가 되는 부위만 재기 때문에 숙

련된 측정자가 필요하지 않고 일정한 균형을 가진 원형을 얻게 된다(이

형숙, 남윤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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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길 원형과 토르소 원형

 

 의복원형
길 원형 토르소 원형

 의복 원형은 평면의 천이 입체인 인체에 감싸지면서 의복구성 요소가 

반영된 것이다. 즉 가슴돌출 부위와 허리돌출 부위가 달라서 생기는 공

간에 다트(dart)라는 의복구성 요소가 생기면서 평면이 입체화되는 것이

다. 토르소 원형은 길 원형이 엉덩이 둘레선까지 연장된 것으로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공간까지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림4> 인체와 토르소 원형 패턴의 관계 
그림출처: 블라우스 원피스 드레스, 2013

  

 기존의 개발된 토르소 원형은 표준체형 치수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경우

가 많으며 표준체형의 체형특성을 반영한다. 체형특성을 원형에 반영하

기 위해서 스캔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인체의 형태 특성을 반영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형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 측면 바른 체형으로 

연구대상을 지정하고 측면 형태변화에 의한 패턴변형에 대해서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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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측면의 형상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3차원 스캔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여 표준체형은 물론, 치수가 증가되어 형태의 변화가 생기더라

도 맞음새를 높일 수 있는 토르소 원형을 개발하고 인체형상 변화에 적

합한 그레이딩 편차를 도출하여 인체변형에 적합한 패턴변형을 도출하고

자 한다. 

2.2.2. 상의 원형 설계시 고려요소

 토르소 원형을 제작할 때에는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예

를 들어 상의 원형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어깨의 경우 길이의 차이는 크

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앞뒤두께가 반영되어야 인체에 잘 

맞는 원형을 얻을 수 있다. 정면에서 관찰되기 어려운 두께 요소 등은 

측면 치수와 3차원 형상을 적절히 이용하여 원형에 반영할 수 있다.  

2.2.2.1. 옆선

 의복의 패턴 개발에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옆선의 

설정이다. 기존의 패턴 제도법 중에서 기준선 설정시 1/2가슴둘레 치수

에 여유분을 포함한 값을 앞과 뒤에 동일하게 배분하여 옆선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둘레치수를 앞과 뒤에 동일하게 배분할 경

우 표준체형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사이즈가 증가하는 비만체형에서는 맞

음새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논문(신주영, 2009)에서는 목옆점과 

허리옆점을 연결하여 상반신 형태변화를 살펴본 결과, 인체가 비만해짐

에 따라 앞부분이 늘어나는 양이 더 많았으며 각도에 따른 공극거리에서

도 변형부위가 달랐다. 일본의 20~33세 여성 30명의 인체의 단면연구

에서도 편평률에 따라 인체를 구분했을 때 좌우너비보다 앞뒤두께 차이

가 많았다고 하였다(三吉滿智子, 2002). 이는 둘레가 커질수록 대체로 

두께가 있는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나타내며 의복 그레이딩 시에 옆선분

석에 따른 인체의 앞뒤두께차를 다르게 설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체형분석이나 패턴개발을 위한 인체측면의 옆선설정에는 인체기준점을 

설정하여 연결하거나, 특정기준점에서 수직선을 그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측면 최대돌출점의 이등분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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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장단점을 가지므로 연구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인체 측면의 

기준선 설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인체의 이등분점을 사용한 연구에는 발길이의 이등분점에서 수직선을 

그어 앞두께와 뒤두께를 비교한 연구(이정임, 2002; 정명숙, 1994)와 

겨드랑부위의 이등분점에서 바닥에 수직선을 내린 연구가 있다(Rasban

d, 1994; Ashdown, 2008). 인체 측정점에서 기준선을 내린 연구에는 

귀구슬점에서 바닥으로 수직선을 내려 유형분류를 한 남윤자(1991)와 

남윤자, 최인순(1997)의 연구가 있다. 기존의 인체 측정점에서 기준선

을 내린 연구의 경우 3차원 스캔시에 손상되기 쉬운 단점을 가진 부위

이다. 인체의 끝부분인 발길이나, 머리부위의 영향을 받는 귀구슬점의 

경우 머리 부분이 흔들려 스캔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깨지기 쉬

운 부위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체의 특징점을 연결하여 

기준선으로 사용한 연구로는 어깨끝점과 엉덩이두께의 이등분점을 연결

한 선을 기준선으로 사용한 황수연(2000)의 연구, 허리옆점과 가쪽복사

점을 연결한 신수진(2005)연구, 상하반신을 다르게 설정한 현은경(200

9)과 신주영(2009)의 논문이 있다. 현은경(2009)의 논문에서는 진동너

비나 겨드랑부위의 이등분점에서 수직선을 내려 옆선을 설정할 경우 숙

인체형이나 젖힌체형에서 옆선이 앞 혹은 뒤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어깨가쪽점과 허

리옆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선으로 사용하여 옆선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두 측정점을 연결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어깨형태에 따라 인체의 기준선

이 앞이나 뒤로 치우쳐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갖는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깨가쪽점과 허리옆점을 연결한 선은 허리둘레선 아래로 기준선이 

치우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이지만, 단면분석과 다트설정에 주로 이용되

는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선까지의 분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옆선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2.2.2.2. 여유

 의복 원형이 인간의 동적인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인체에 밀착되

는 옷이므로 원형에는 각 부위에 동작에 대한 기본적인 여유가 포함된다

(임원자, 2006). 여유량은 의복의 기능성을 위해 신체에 더해주는 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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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어로는‘이즈(ease)’라고 한다. 인체와 의복간의 공간을 나타내

며 패턴 상에서는 인체 한 부위의 체표길이와 의복의 길이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최소 의복 필요량에 의해 인체형태나 동작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한다(박혜숙 외, 1998). 여유량을 설

정하는 방법으로는 체표패턴 분석을 통해서 동작시의 신장율을 계산하는 

방법(함옥상, 1984; 구미지, 1996; 조성희; 1993, 박진희; 1993)과 일

정치수를 더해서 착의평가를 통해 수정하는 방법이 있으며 최근의 연구

로는 동작분석을 통해서 여유분을 설정한 연구(한설아, 2009; 이주현, 

2012)가 있다. 원형의 종류에 따라서도 피티드 원형과 박스형 원형으로 

나뉘며 피티드 원형의 경우 인체를 커버하는 기초 여유량을 부여하며 박

스형 원형의 경우에는 활동에 구애받지 않는 넉넉한 여유분이 추가된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여유분 설정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2.2.2.1.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여유분

 기존의 토르소 원형 설계에서는 제도 방법에 따라 가슴둘레/2에 최소 

1cm~5cm까지의 여유량이 추가되며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가슴둘레 

치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여유량은 일상의 가벼운 동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여유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 이외에도 의복종류에 

따른 여유와 패션적인 여유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복장조형론, 

1998). 토르소 원형의 경우 상반신과 하반신을 동시에 피복하므로 상반

신만 피복하는 길원형에 비하여 상반신과 하반신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여유분이 반영되어야 한다. 활동성에 지장이 없는 기능적 여유분 설정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상하반신 인체부위의 둘레에 따른 신장률을 고찰

하는 방법(함옥상, 1984; 구미지, 1996; 박영득, 1993; 조성희, 1993; 

박진희, 1993)과 체형의 형태에 따라 비율적인 여유분을 부여하여 신체

적합도를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황수연, 1999; 박혜진, 1999). 

 상반신의 경우 연령에 따라 체형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선행연구들

을 충분히 고찰하여 여유분을 설정해야 한다. 구미지(1996)의 연구에서

는 19~24세 피험자 15명을 대상으로 팔동작시 체표변화에 따른 길 원

형의 여유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팔동작은 정립시와 앞동작 앞옆 동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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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범주, 5가지 동작에 따른 체표전개도를 구하여 신축율을 살펴보았

다. 팔 옆으로 90도 들기나 팔 위로 180도 들기 등의 기본동작에서 가

슴둘레와 허리둘레 신장률은 2% 이내였다. 

 함옥상 외1인(1984)의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4가지 동작

별 체표변화에 따른 신장량과 신장률을 고찰하였다. 가슴둘레와 허리둘

레의 신장량과 신장률 역시 2%이내였다. 특히 가슴둘레는 0.5%내외의 

매우 적은 신장률을 나타냈다. 

 김나영(2005)의 연구에서는 18~24세 여성 8명의 기준자세를 포함한 

앞으로 90도 올리기 옆으로 90도 올리기와 앞으로 135도 올리기, 옆으

로 135도 올리기 등의 동작시 체표전개도를 분석하였다. 타이트 길원형

의 최소한의 여유량으로 상지동작을 고려하여 젖가슴둘레/2=3cm, 허리

둘레/2=1.5cm, 겨드랑깊이=1.5cm, 겨드랑앞벽사이길이/2=0.6cm로 제

시하였다. <표2>에 따르면 허리둘레의 신장률은 1~4%내외로 자세와 

동작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엉덩이둘레의 경우 10%까지도 나타났지

만 이는 실험의복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표2> 상반신 동작에 따른 둘레 변화량

   

연구자

부위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신장량

자세

신장량

(cm)

신장률

(%)

신장량

(cm)

신장률

(%)

신장량

(cm)

신장률

(%)

구미지

(1996)

기본자세 83.63 68.43
팔옆으로 9

0도 들기
0.02 0.06 -0.7 1.01 · ·

팔 위로 18

0도 들기
0.04 1.01 -0.25 -0.37 · ·

함옥상

(1984)

기본자세 80.36 64.34
팔을 앞으로 

90도 들기
0.19 0.23 0.99 1.53 · ·

팔을 옆으로 

90도 들기
-0.32 -0.40 0.91 1.41 · ·

김나영

(2005)

기본자세 83.22 69.08
팔앞으로 9

0도 올리기
-1.52 -1.83 -1.8 -2.61 · ·

팔 옆으로 1

35도 올리

기

1.56 1.85 -1.18 -1.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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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신 동작에 따른 둘레 변화량에 이어 토르소 원형 특성을 고려하여 

하반신 동작에 따른 둘레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토르소 원형이 상하반신

이 연결된 구조이긴 하지만 엉덩이부분이 개방되어 있으므로 슬랙스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3> 하반신 동작에 따른 둘레 변화량

   부위

연구자

부위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신장량

자세

신장

량

(cm)

신장

률

(%)

신장량

(cm)

신장률

(%)

신장량

(cm)

신장률

(%)

함옥상

(1981)

기본자세 63.63 87.00

의자에 바르

게 앉기
· · 1.81 2.84 4.08 4.7

앞으로 90

도 허리굽히

기

· · 1.38 2.17 -0.54 -0.6

박영득

(1993)

기본자세 65.9 90.0

의자에 바르

게 앉기
· · 1.5 2.3 5.0 5.6

쭈그리고 앉

기
· · 2.9 4.4 6.2 6.9

조성희

(1993)

기본자세 67.9 90.1

의자에 바르

게 앉기
· · 1.77 2.7 10.0 11.2

계단오르기 · · 1.25 1.9 6.48 7.2

  위의 연구들에서 동작시 체표패턴에 의한 둘레변화량을 살펴보았다면 

황수연(1999)의 연구에서는 18~24세 성인여성을 피험자로 하여 토르

소 패턴 개발을 위해 인체 부위별로 살펴보았다. 가슴둘레에 따라 동일 

분량의 여유량을 설정할 때에 표준체형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슴둘

레가 큰 경우 개인차가 고려되지 않은 여유량이라고 했다. 따라서 국민

표준체위조사(1997)의 결과를 활용하여 체간부 형태에 따라 여유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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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설정하였다. 가슴둘레 치수에 일정치수의 동일한 여유분이 부여

되는데 이는 표준체형에서는 맞음새 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가슴둘레가 

커지는 비만체형 집단에서는 맞음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상반

신 의복 원형의 가로 너비의 경우 가슴둘레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고, 세

로길이의 경우 키에 의해서 계산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일분

량의 여유량 설정시 체간부 형태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

한 점을 수정 및 패턴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체형에 따라 여유분량을 다

르게 설정하거나 동일 여유분을 설정 한 후 체간부 단면연구를 통해서 

다트 분량이나 길이 등의 치수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표4> 체간부 유형에 따른 여유분량 설정

   부위

연구자

가슴둘레 허리둘레/엉덩이둘레 엉덩이둘레

황수연
(1999)

S <78

% cm

S 0.69

% cm

S <86.20

% cm

3 2.63 4 2.39 3 2.51

M
≤
78~85
.20

% cm

M 0.73

% cm

M
≤
86.20~
92.20

% cm

4 3.26 3.5 2.28 3.5 3.12

L
≥
85.20

% cm

L 0.79

% cm

L ≥92.20

% cm

4.5 3.99 3 2.17 4 3.80

2.2.2.3. 다트

 다트는 평면적인 옷감을 입체화시키거나 단곡면을 복곡면화 하기 위한 

중요한 의복 구성기법이다. 총 다트량은 몸판 넓이에서 가슴둘레/2+여

유분을 제외한 나머지이지만 실제 어디에 어느 정도의 다트량이 생기는

지 알기 위해서는 입체재단을 통해 인체에 피트시켜 파악하거나 수평단

면중합도에서 측정한다(박혜숙 외, 1998). 인체를 원통모양의 입체라고 

가정하고 몸판을 둘러싸는 외곽둘레를 설정하려면 상반신의 최대돌출점

을 기준으로 감싸지게 된다. 외곽둘레와 단면도에서 부위별로 떨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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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위가 큰 곳이 다트량이 많아지므로 다트생성 위치가 된다. 상반신

의 경우 주로 앞겨드랑점, 뒤겨드랑점, 젖꼭지점, 견갑골최대돌출점 등이

다. 보통 외곽둘레의 경우 가슴둘레/2+여유량이 되므로 이 치수와 체표

길이의 차이를 반영하면 다트량을 계산할 수 있다. 하반신 의복 패턴의 

다트 위치 역시 외곽둘레에서 허리둘레 길이를 뺀 차이 값으로 다트량을 

산출 할 수 있다. 三吉滿智子(2002)의 연구에 따르면 뒤겨드랑점 부위

에 허리 다트량 전체의 43%, 견갑골 아래 부위가 19.9%, 앞겨드랑점 

부위가 18.4%, 젖꼭지점 아래 부위가 16.5%로 뒤겨드랑점 부위 허리 

다트량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이는 등으로 돌아가는 인체의 곡률이 큰 

부위로 평면전개도상의 벌어짐 분량이 많은 부위이기도 하다. 

<그림5> 상반신 외곽둘레 설정 및 상반신 단면도를 통한 최외각 돌출점

2.2.2.4. 어깨

 어깨선은 어깨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깨 경사각도를 의복원형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복잡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 원형의 어깨기울

기를 좌우하는 인체요인은 인체의 어깨기울기, 앞어깨의 상태, 어깨끝의 

두께 및 같은 높이에서 정중선 부위의 몸통두께 차이 등이다(三吉滿智

子, 2002). 어깨기울기를 좌우하는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패턴에 적용

하는 데에는 몇몇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깨각도만을 반영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측정되는 어깨기울기와 실제 관상면에서 관찰되는 앞어깨각

도의 차이로 인하여 단순어깨각도를 패턴에 적용하게 되면 맞음새에 문

제가 발생한다. 이는 인체의 관상면에서 횡단면을 볼 경우 정확하게 관

찰 할 수 있다. 목옆점과 어깨가쪽점을 연결한 선을 정면에서 관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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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기울기를 측정할 수 있으며 관상면에서 살펴보면 앞어깨 각도가 뚜

렷하게 보인다<그림6>.

  

정면 관상면
<그림6> 어깨기울기와 앞어깨 각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깨각도를 패턴에 옮기기 위해 체표패턴을 분석하

거나 제도상에 어깨경사를 반영하기 위해 단촌식 원형 제도법을 사용하

기도 한다(박혜숙 외, 1998). 단촌식 제도 방법에도 어깨각도를 패턴에 

반영하기 위해 어깨처짐을 일정치수로 지정하는 방법(Mϋller & Sohn, 

1985: 박혜숙, 1995; 남윤자į이형숙, 1997)과 앞뒤어깨경사길이를 반

영하는 방법(Amstrong, 1987; 위수영, 1995), 어깨각도를 일정하게 지

정하는 신문화식방법(三吉滿智子, 2002)등이 있다(황수연, 1999). 3차

원 스캔 데이터의 경우 체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체표길이 측정을 통해 통계처리를 실시하여 형태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그림7>. 

앞 뒤   원형패턴 
<그림7> 체표길이를 이용한 패턴에 어깨각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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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3차원 형상자료를 활용한 연구

 
 3차원 스캐너는 Laser방식으로 이루어지는 WBX, WB4(Cyberware), 

Hamamatsu(Bodyline scanner), Cyberware(CySize), Hamao(Voxel

an), Vitronic(Vitus Smart) 등이 있으며 Light 방식의 TC2 Image T

win(2T4)가 있다. 3차원 스캐너의 발전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3

차원 인체 측정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다. 3차원 인

체 측정 소프트웨어는 치수 추출 과정에 따라 랜드마크의 표시부터 측정 

경로 설정 및 치수 측정까지 전 과정을 완전히 자동으로 진행하는 자동 

측정 방식, 랜드마크를 수동으로 표시하면 측정 경로를 자동으로 설정하

고 치수를 측정하는 반자동 측정 방식이 있으며 대부분의 자동 측정 방

식의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랜드마크를 표시 할 수 있는 반자

동 측정 기능을 지원한다(박선미, 2004). 대표적인 3차원 인체 자동 측

정 소프트웨어는 BMS[TC2, U.S.A), DigiSize(Cyberware, U,S,A), B

L Manager(Hamamatsu Photonics, Japan), Vitus(TechMath, Germ

any) 등이 있으며, BMS는 5년마다 실시되는 대규모 인체측정사업과 동

일한 Size USA사업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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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amatsu           Cyberware               TC2 

                 

                               
              사이버웨어              Vitronic

<그림8> 3차원 스캐너와 인체측정 소프트웨어 

 3차원 바디 스캐닝은 1995년부터 이용 가능하게 된 복잡한 측정 기술

이다(Susan P. Ashdown외 2인, 2005). 이러한 기술은 의복 분야의 

인체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바디 스캐닝에 의한 스캔 데이터는 체

형분석에 이용되어 의복의 맞음새 향상을 위한 연구에 활용된다. 3차원 

측정 기술의 장점은 측정시에는 인체와의 접촉이 없고, 한 번 획득한 정

보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원 치수 정보와는 차별되

게 3차원 인체 정보는 부피나 면적, 단면도, 각도 등으로 다각도로 접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3차원 스캔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몇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째, 체형분

석 및 사이즈 조사에 사용되거나, 둘째, 가상맞춤시스템을 이용한 맞음

새 평가나 착장 시뮬레이션(fitting simulation) 등에 사용된다. 셋째로

는 패턴 평면화(pattern flattening) 기술과 접목시켜 연구에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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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는 가상바디 등에 이용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3차원 스캔

데이터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예전에는 인체치수조사사업이 직접측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많

았으나 3차원 스캐닝 기술이 발달하면서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한 국가적

인 인체 사이즈 조사에 3차원기술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Size UK(20

01~2002), Size USA(2002~2003), Size Korea(2003~2004)를 비

롯하여 최근에는 스웨덴과 프랑스를 비롯한 중국에서도 이루어졌다. Su

ng Min kim 외 1인(2002)의 연구에서는 3차원 스캔 데이터로부터 사

이즈 정보를 얻어 가상 바디제작 및 3차원 패턴 평면화에 이용하였다

<그림9>. 의류학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식품영양학 쪽에서도 3차원 스

캔데이터가 활용된다. Jonathan CK Wells외 2인(2007)의 연구에서는 

Size UK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차원 스캔 데이터를 이용한 BMI지

수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체 형태 분석을 통해 단순 측정정보에서 

얻지 못하는 3차원 데이터의 장점을 활용하여 형태와 BMI간의 관련성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간 차이와 연령에 따른 차이를 도출하였으며 

3차원 스캐닝이 연구 자료를 재사용하기에 적절하며 인체조직을 훼손시

키지 않는 기술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림9> WB4 whole body scanner by Cyber USA의 body data
그림출처: Sung Min kim 외 1인, 2002    

 3차원 스캐닝은 체형분석이나 사이즈 조사 이외에도 제품개발이나 전

자상거래목적으로도 사용된다. 3차원 스캐닝을 통해 구한 세부 자료는 

대량 맞춤생산(Mass Customization)에 활용될 수 있다. Elizabeth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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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외 1인(2010)의 연구에서는 의복의 훌륭한 핏(fit)을 제안하기 위해 3

차원 스캔 모델을 이용한 fit분석을 사용하였다. 3차원 스캐너는 신체와 

의복의 관계에서 생기는 정확한 모습을 포착하여 색상이나 소재와 같은 

시각적으로 방해되는 요소를 최소화한다고 하였다(Ashdown et al., 20

04). 이러한 스캔데이터의 장점을 이용하여 pants와 dress의 착용 데이

터를 사용하여 맞음새 관련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다. Andriana P.외 

1인(2008)은 3차원 바디 스캐닝 기술을 사용하여 여성의 팬츠 맞음새

를 분석하고 의복의 여유량을 측정하였다. 스캐닝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이전의 전통적인 인체측정법에 비해서 더욱 정교하고 덜 비싸고 빠른 장

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논문에서 허리, 배, 엉덩이, 허벅지 등의 

둘레 및 단면적의 측정과 표면적의 부위별 측정에 스캐닝 기술을 활용하

였다. 하지만 연구의 한계점으로 준비시간이 오래 걸리고 측정하는데 시

간이 소요되며 스캔 과정에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단점을 꼽았다. 또

한 사이즈와 맞음새 연구에 바디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은 개발의 시작단

계이므로 매우 힘 있는 도구이지만 의복에 적용하기 위해 보다 더 자세

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Joohyun Lee외 4인(2007)의 연구에서는 BMI에 의한 체형별로 스커

트와 슬랙스의 가상착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가상의복과 실제의복의 

착의 외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의복 맞음새 정보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

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3차원 가상착의 시스템이 착의 평가 수단으

로 맞음새 평가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그림10>.  

 Phoebe(2010)의 연구에서는 실물크기의 3D 바디 모델을 만들어 인체

측정 치수를 반영한 아바타와 마네킹을 만들어 맞음새 문제를 개선하고

자 하였다. 맞음새 만족도를 높일 경우 반품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의류사이즈 및 맞음새 만족도 제고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3차원 바디 스캐닝 기술의 개발은 인체 측정치의 빠르고 일관된 

도출을 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수의 사람이라도 주문자 착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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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실제착의와 가상착의 비교   그림출처: Joohyun Lee, 2007

<그림11> 아바타를 이용한 맞음새 평가   그림출처: Phoebe, 2010

 3차원 더미를 활용한 Yang외 1인(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바디 

형태에 따른 패턴 개발을 목적으로 Pattern flattening기술을 활용하였

다. 여기에서 사용된 개인바디는 3차원 스캐닝을 이용하여 더미를 생성

하고 더미위에 표면 세부분할을 통해서 flattening을 실시한 것을 말한

다. 한편, Younglim Choi외 1인의(2009)의 논문에서는 3차원 형상 데

이터를 사용하여 측면체형분류 후 형상데이터로부터 체형별 체표패턴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3차원 형상 데이터를 이용한 평면전개를 목적으로 

patternmaker 2008을 개발하였다<그림12>. 체표패턴의 부위별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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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특성을 반영하여 의복 패턴의 맞음새를 높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림12> Pattern Flattening    그림출처: Younglim Choi외 1인, 2009 

 마지막으로 3차원 스캔데이터를 통해서 의복의 기초가 되는 바디를 가

상공간에서 변형시키는데 사용하거나 의복 draping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제 인체형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바디모델링이나 더미제작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박선미(2009)의 연구논문에서는 노인 여성들이 장시간 인

체측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3차원 스캔데이터를 이용하여 보

완하고 의복제작과 관련된 체형요소를 유형화 하여 개인의 다양한 체형

특성이 반영된 의복생산용 가상바디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가상바디는 

온라인 쇼핑몰의 피팅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Kasap, M.

과 Magnenat-Thalmann(2007)은 연구에서 실제모델을 가상의 모델로 

생성하고 변형시키는데 3차원 스캐너를 이용하였다. 인체사이즈를 변형

시키기 위해 해부학적 형태를 반영하여 파라미터들을 변형하도록 하였

다. Jituo Li(2007)의 논문에서는 형태기반한 파라메트릭 인체 모델의 

자연스러운 변형을 제안했다. 인체 모델의 뼈대를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데 실제 인체 스캔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다<그림13>. Yunchu Y외 1인

(2011)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체형을 기반으로 가상 의상에 착장시키기 

위해 중국 여성의 스캔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날씬한 체형부터 육

중한 체형 등 4개의 집단으로 연구 집단을 분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서 3D 스캐닝 자료의 프레임을 분석하여 그룹별 평균체형의 바디를 만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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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Jituo Li(2007)의 인체형상을 활용한 가상더미 변형 

 이상과 같이 3차원 스캔 데이터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에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측정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요컨대, 3

차원 스캔은 이전의 직접측정에 비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시간과 비용

을 절약하면서 얻을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갖는 바, 이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면 의복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체형의 고객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개

념의 Mass Customization에 현실화 될 수 있다. 

2.3. 그레이딩 특성 고찰

2.3.1. 그레이딩의 개념 및 원리

 의복기술의 분야에서 패턴 그레이딩이란 기본이 되는 하나의 사이즈 패

턴을 바탕으로 밸런스를 흐트러짐 없이 결정된 치수 혹은 가상의 치수로 

증가, 감소해 나가는 방법을 말한다(김선주, 2009). 기성복 업체의 경우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패턴 제작시에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

의 체형과 사이즈에 맞게 그레이딩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소라 외 2인, 

2002). 

 그레이딩이 이루어질 때,‘패턴’은 각 사이즈 간의 차이를 두지 않으

면 안되지만‘패턴’의 실루엣을 유지해야한다. 그러므로 사이즈가 변하

더라도 사이즈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위는 인체의 체표면적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이 offset 과의 차이점으로 들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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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크기만큼 이동시키는데 반하여 그레이딩은 

전체적인 이동이 아닌 각 부분의 이동량을 적절히 계산하여 구성한다(박

정숙 2003). 전체를 offset하는 경우 인체 부위별로 맞음새에 불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레이딩에는 인체부위별 변화량이 적절히 반

영되어야 맞음새나 사이즈 불만족을 줄일 수 있다. 

<그림14> offset과 grading의 차이   그림출처: 김선주, 2009

 다음은 그레이딩이 이루어질 때 사용되는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해 살

펴보았다. 

2.3.1.1.  마스터 패턴(Master pattern)

 그레이딩의 기준이 되는 패턴으로 마스터 패턴을 중심으로 사이즈의 확

대,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사이즈의 패턴이 제작된다. 기준패턴으로

부터 치수 증감이 이루어지더라도 실루엣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레이딩

의 기본원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기준패턴의 체형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

다. 업체에서 쓰이는 바에 따르면 샘플 패턴(Sample pattern)이나 디자

인 패턴(Design pattern)에서 대량생산 과정을 위해 샘플의 패턴을 수

정 보완하여 보정이 완료된 개념의 마스터 패턴(Master pattern)은 생

산 공정에 필요한 모든 표시들이 구성된 패턴으로 볼 수 있다. 마스터 

패턴은 작업 공정에 따라 시접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뉘

는데, 어패럴 캐드를 이용하는 자동화 공정과정에서는 시접을 넣고 그레

이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잡업 공정시에는 추가적인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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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이성을 위해 시접을 넣지 않고 그레이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스터 패턴은 시접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여 사용하

고자 한다. 

2.3.1.2. 그레이딩 포인트(Grading point) 및 기준점(Zero point)

 

 그레이딩 포인트는 패턴에서 그레이딩의 증감량이 반영되는 부위로 설

정한다. 그레이딩 포인트는 주로 패턴 제작시에 필요한 신체항목을 대표

하는 점들과 패턴의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 주요점들로 구성되며, 이 점

에서 치수 변화에 따라 패턴이 이동되어 그레이딩 패턴이 완성된다(조윤

경, 1994; 최정욱, 2000).  

 그레이딩 포인트 중 하나인 기준점은 제로 포인트(Zero point)나 카디

날 포인트(Cardinal point)로 불리는데, 포인트 그레이딩 시에 x, y 값

이‘0’인 지점을 말한다. 어패럴 캐드에서는 G점으로 읽히고 사용되나 

일반적으로 제로 포인트라고 불린다. 보통 상의 원형 그레이딩시에 가슴

둘레를 G점으로 설정한다. G점은 기준이 되는 점으로서 그레이딩 증감

량이 반영되더라도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치수에서 동일한 지점으로 

설정된다. 즉 G점은 의복의 종류나 작업자의 습관과 편의성에 의해 다

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그레이딩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Taylor, 

Patrick. J. & Shoben, Martin. M. 1984). <그림15>는 기준점 변화에 

따른 시각적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Nancy A. Schofield(2006)의 연구

에서 사용된 그레이딩에서 기준점을 보면 인체의 랜드마크에 기반해야 

함을 나타낸다. <그림16>에서 보면 왼쪽은 패턴상의 기준점(cardinal 

point)을 오른쪽은 인체의 랜드마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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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기준점 변화에 따른 패턴 그레이딩  
그림출처: Taylor, Patrick. J. & Shoben, Martin. M., 1984

<그림16> Grading rule값을 위한 기준점 및 랜드마크
그림출처: Nancy A. Schofield, Karen L. LaBat., 2006  

2.3.1.3.  증감량(Grading rule)

 증감량이란 그레이딩 포인트에서 x, y방향으로 이동되는 양을 나타낸

다. 각각의 블록에 배분된 증감분을 모아 산출한 그레이딩 분량으로 기

준점에 따라 값이 변화한다(최정욱, 2000). 그레이딩 포인트나 증감량

을 설정할 때에는 인체의 변화부위와 변화량을 반영한 체형특성을 바탕

으로 해야 한다. 인체부위의 증감량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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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 일률적인 편차적용이 아닌 인체변화에 근거한 편차설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

2.3.2. 치수체계

 그레이딩은 많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편차 설정은 사이즈 차

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사이즈 차트에 사용되는 인체측정 데이터는 

인체치수 조사사업을 통해 구해지는데, 1979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1986년, 1992년, 1997년, 2003~4년에 제 5차 조사사업이 이루어졌

고, 2011년 6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03년에서 2004년에 이루

어진 제5차 사이즈 코리아 사업은 직접측정치 뿐만 아니라 동적 측정치

와 3차원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진흥청 주관 하에 국민체위조사를 실시하여 1981

년에 KS의류치수규격을 만들었으며, 이후 1990년도에 한차례 수정이 

이루어졌다. 1997년에는 국민체위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남성복 치수

(KS K 0050)와 여성복 치수(KS K 0051)가 개정 고시되었고, 현재는 

의복치수 표준화의 일환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한국산업표준인 

성인 여성복의 치수(KS K 0051 : 2009)를 제시하고 있다. 현행 기성

복 치수는 1999년부터 사용되어 오는 체계로 제4차 국민표준체위조사

의 인체 데이터를 적용한 것이며, 남성복 치수, 여성복 치수, 드레스 셔

츠의 치수, 유아복 치수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산업자원부, 2004). 

 한국산업표준의 성인 여성복 치수에서는 "가슴둘레-엉덩이둘레(체

형)-키"의 조합으로 표기하며 피트성이 있는 의류의 경우 가슴둘레, 허

리둘레, 및 엉덩이 둘레는 3cm 간격, 키는 5cm 간격으로 연속한다. 피

트성이 없는 의류의 경우 가슴둘레 5cm간격으로 연속하여 치수 간 편

차가 다르다<표5>. 

 그레이딩은 기준편차에 따라 참고부위 편차값을 정하게 되므로 목적에 

맞게 기준 편차값을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적합도가 높은 

피트형 원형의 개발을 하고자 하므로 KS규격의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의 

치수 전개를 참고하여 가슴둘레를 3cm편차와 키 5cm편차로 나누어 인

체측정 자료를 분석하고 그레이딩 편차를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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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KS규격의 피트성이 필요한 경우의 신체 치수

기본신체 부위 신체 치수 
가슴둘레 ...73, 76,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허리둘레 ...61, 64, 67, 70, 73, 76, 79, 82, 85, 88, 91, 94...
엉덩이둘레 ...82, 85, 88, 91, 94, 97, 100, 103...
키 ...145, 150, 155, 160, 165, 170...

2.3.3. 그레이딩 방법

 어패럴 CAD(Computer-Aided-Design) 시스템은 텍스타일 디자인과 

의복디자인, 패턴 디자인을 포함한다. 생산과정에 사용하는 시스템은 C

AM(Computer-Aided Manufacturing)으로 어패럴 CAD와 CAM을 모

두 생산하는 업체는 미국의  거버(Gerber), 프랑스의 렉트라(Lectra), 

스페인의 인베스트로니카(Investronica), 독일의 아시스트(Assyst)이

다. 이외에 어패럴 CAD만을 생산하는 업체로는 일본의 유카(Yuka), 아

사히 카세이(Asai Kasei), 도레이(Thorei), F-CAD, 캐나다의 PAD, S

tyle CAD, 이스라엘의 옵티텍(Optitech) 등이 있다(김소라, 2005). 그

레이딩 원리는 그레이딩 하고자 하는 패턴을 불러서 프로그램 내에 있는 

룰 테이블(rule table)을 이용하거나, 그레이딩 포인트의 편차를 입력하

여 적용시키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레이딩 방식에는 크게 점이동 방식과 절개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Shoben & Taylor 1990). 점이동 방식에는 래디얼(Radial)방식, 쉬

프트(Shift)방식, 쉬프트 밸류(Shift value)방식이 있고 절개방식으로는 

스플릿(Split)방식으로 불리는 방법이 있다. 이밖에 어떤 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수작업 그레이딩, 컴퓨터 그레이딩으로 나뉠 수 있

다. 

 컴퓨터 그레이딩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점이동 방식

은 패턴의 각 포인트에서 룰값과 이동방향을 지정해 주어서 그레이딩을 

하는 방식이며 자동 패턴 그레이딩을 위해서는 어패럴 CAD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현 가능하다.

스플릿 방식은 패턴이 어느 위치에서 절개되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방법이며, 각 블록에 적용되는 수직 수

평 방향의 증감분은 제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합산되어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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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포인트에 분배시킨다. 이렇게 산출된 각 그레이딩 포인트에서의 증감

분은 실제 그레이딩 시에 그레이딩 룰값이 되는데, 대부분의 컴퓨터 그

레이딩의 경우 점이동 방식을 사용한다. 절개방식 역시 점이동 방식과 

비슷한 원리로 패턴이 어느 위치에서 절개되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의 분량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정해주는 방법이며, Yuka CAD에서

는 2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점이동방식(shift방식) 절개방식(split방식)

               

<그림17> Grading전개 방식   그림출처: 조윤경, 조진숙, 1996

 CAD를 사용하던 초창기에는 주로 점이동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점차 스플릿 방식을 사용한 연구와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예로 

조윤경, 조진숙(1996)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점이동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절개방식이 사용에 있어 편리하고 그레이딩 결과

에 있어 정확성도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논문상에서 이를 밝

히고자 실제 점이동 방식(shift)과 절개방식(split)을 이용하여 각각의 

그레이딩을 할 경우 같은 결과의 패턴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오히려 일

일이 룰 테이블을 작성하고 룰넘버를 기입하는 대신 절개선과 절개분량

만을 기입하는 방식이 간단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오염

군(2009)의 연구에서도 점이동 방식보다 절개방식에서 패턴의 적합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점이동 방식과 절개방식에 

의한 결과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이 편리하고 활용도가 높은 절개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자 한다. 

 그레이딩에 반영되는 편차는 연구자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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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상의 그레이딩에서는 젖가슴둘레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대량생산을 위한 간편함과 둘레기준을 사용한 편

리성을 위함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체의 모든 부위가 젖가슴둘레와 

상관성이 높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커버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기준이 되는 항목을 사용하여 회귀식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 때에 

회귀식의 회귀계수가 그레이딩 룰값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이를 이용한 

몇몇 선행연구들이 있다.

 김혜경(1997)의 연구에서는“목깊이, 가슴너비 등너비 등과 같이 일반

적으로 손쉽게 측정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재기 어려운 부위는 측정하기 

쉬운 가슴둘레 치수와의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고 하였다. 예를 들어 뒤목너비를 가슴둘레/20+2.7cm의 식을 통계치로 

회귀식을 산출하였다면 뒤목너비는 뒤목에서 재지 않고, 가슴둘레를 이

용한 계산식을 사용하여 제도하여 사용하게 되며 이 때의 회귀계수가 그

레이딩 시의 적정치로 사용되게 된다고 하였다. 

  Choi, Y. 외 2인(2009)의 이지오더(Easy-order)시스템을 위한 의복

그레이딩 연구에서는 양방향 그레이딩 방식을 제안하였다. 키와 가슴둘

레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에 따라 다빈도 구간을 사이즈 구간으로 설정 

한 후 인체측정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둘레와 높이, 어깨요인으

로 분류하였다 둘레와 어깨요인을 통합하여 높이와 둘레로 측정항목을 

이원화하였으며, 이원화된 높이와 둘레항목을 각각 키와 가슴둘레를 독

립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회귀계수를 활용한 그레이딩 룰을 산출하

였다.

 정은숙, 김희은(2003)의 연구에서는  상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가슴둘레 사이즈 이외에 진동둘레나 목너비와 같은 참고 부위에 대해서 

작업자가 편차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본 사이즈

의 비율과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맞음새가 좋은 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는 기본 부위의 편차뿐만 아니라 참고 부위에도 신체 증감량을 고려한 

편차가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상의원형 중에서도 진동둘레의 그레이

딩 편차값을 신문화식 원형제도의 각 부분 산출식에서 계수를 몸판의 그

레이딩 편차에 적용하였다. 포인트 그레이딩과 스플릿 그레이딩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제안하였는데 포인트 그레이딩 방식에서 각 지점의 (x,y)



- 34 -

값을 원형제도식의 회귀계수 값을 사용하여 도출하였다. 제도식에서부터 

회귀계수를 이용한 그레이딩 편차값은 어패럴 CAD 시스템에서 손쉽게 

활용될 수 있으며 기성복 대량생산 체제에서 필수적인 그레이딩 작업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인체측정치 분석을 통하여 편차값을 살펴보고 해당 

편차의 규칙성이 있는 항목의 경우, 기준이 되는 항목과의 회귀식을 구

성하여 편차값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에 반영되는 편차값과 편차반영 

부위를 고찰해보기 위해 외국의 그레이딩 방법에 대해 비교하였다. 

2.3.4. 기존 그레이딩 방법 비교 

 독일의 뮐러(M. Mϋller)부자 시스템의 그레이딩 방식과 영국의 쿠클린

(G. Cooklin), 미국의 프라이스와 젠코프(J. Price & B. Zamkoff). 일

본의 이시마루(石丸壽代)의 상의 원형 그레이딩 방식 고찰을 통해 외국

의 그레이딩 방법을 비교하고 국내 업체에서 사용되는 편차부위와 편차

값을 살펴보았다. 

2.3.4.1. 독일의 뮐러부자 시스템

 독일의 정상적인 여성체형의 기준사이즈는 40으로 키 164cm에 젖가

슴둘레 92cm를 나타낸다. 키는 2cm간격으로 치수가 변화하고 젖가슴둘

레와 엉덩이둘레는 4cm간격으로 변화한다. 허리둘레는 치수변화에 따라 

편차를 3cm, 4cm, 5cm로 다르게 적용하여 허리둘레 증가에 따른 신체

부위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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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뮐러부자 시스템의 상의 그레이딩을 위한 치수표          (단위:cm)

               치수

항목
36 38 40 42 44 46 48

체형

치수

(cm)

키 160 162 164 166 168 170 172
젖가슴둘레 84 88 92 96 100 104 108
허리둘레 62 65 68 72 76 80 85

엉덩이둘레 90 94 98 102 106 110 114
소매길이 58.2 58.6 59 59.4 59.8 60.2 60.6

치수

간격

(mm)

목뒤너비 4 2

체형40

=

기본

체형

2 4 6 8
진동깊이 10 5 5 10 15 20
등길이 0 0 0 0 0 0

재킷길이 5 2.5 2.5 5 7.5 10
앞길이 12 6 6 12 21 30
뒤품 11 5.5 5.5 11 15 19

진동두께 8 4 4 8 12 16
앞품 21 10.5 10.5 21 33 45

젖꼭지간격 8 4 4 8 12 16
목앞깊이 4* 2* 2* 4* 6* 8*
목앞밑점 17 8.5 8.5 17 27 37
목뒤점 7 3.5 3.5 7 9 11

어깨너비 7 3.5 3.5 7 9 11
암홀 9 4.5 4.5 9 13.5 18

* 앞품이 둘로 나누어져야 하는 앞길에서 목앞깊이는 젖꼭지간격-목뒤너비이다 

 뮐러부자 시스템의 그레이딩에서 눈여겨 볼 점은 체형44(가슴둘레 

100cm)를 기점으로 어깨너비, 암홀, 젖꼭지간격 등의 부위에 치수편차

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사이즈 증가에 따라 앞 어깨 다트의 크기를 다르

게 주었다. 뮐러부자의 편차 반영부위를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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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뮐러부자 시스템의 상의 그레이딩 부위

2.3.4.2. 영국의 쿠클린

 쿠클린은 그레이딩의 기준척도로 가슴둘레 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젖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를 같은 양으로 변화시켜 사용한다고 

하였다. 젖가슴둘레 편차에 따라 참고부위 항목의 편차를 비율로 표시하

였으며 나라별로 비교하였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젖가슴둘레 5cm편차를 

사용하며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젖가슴둘레 4cm편차를 기본으로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젖가슴둘레 편차를 100cm로 했을 때 다른 

참고부위의 늘어나는 양을 비율(%)값으로 나타낸 표이다<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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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젖가슴둘레에 따른 참고부위 치수편차 비율분석표      (단위 : %)

측정항목

젖가슴둘레 치수편차에 대한 비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조사

평균

미국

쿠클린

젖가슴, 허리 & 엉덩이둘
레
(Bust, waist & hip girt
h)

100 100 100 100 100 100

앞가슴둘레
(Bust arc anterior)

62.6 62.6 - - 62.6 62.5

등너비
(Across back)

25 22.8 25 27.5 24.9 25

목둘레
(Neck base girth)

16.9 15 17.5 27.5 18.68 25

어깨길이
(Shulder length)

3.6 3.9 2.5 - 3.27 12.5

젖꼭지간격
(Width of bust point)

12.6 17.5 - 21.5 16.79 25

등길이
(Back neck to waist)

Dynamic Static

Static

(1983 

Dynamic)

Static

According to 

National size 

charts

암홀깊이
(Function of armhole de
pth)

12.5 20 - - 15.81 25

목옆점-젖꼭지점까지길이
(Part function of front n
eck to bust point level)

20.5 23 24.2 23.1 22.66 25

젖꼭지점-허리선까지길이
(Part function of bust p
oint to waist level)

11 10.8 12.4 11.37 12.5

목옆점-젖꼭지점-허리선
까지길이(Function of ove
rall front length of wais
t)

31.5 33.8 36.6 - 33.96 37.5

엉덩이길이
(Waist to hip)

- 8.66 - - - 12.5

 

 그레이딩을 위한 측정항목을 살펴보면 쿠클린은 그레이딩을 위해 둘레

별, 길이별, 둘레 및 길이별로 그레이딩 편차 설정을 위해 참고부위 항

목을 분석하였다. 또한 앞가슴둘레의 증감분과 뒤가슴둘레의 증감분의 

차이를 두어 앞부분의 증감량을 더 많이 주어 체형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특히 목옆점~젖꼭지점까지길이, 젖꼭지점~허리선까지길이의 비

율을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나라에 비해 더 많이 준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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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목뒤너비와 어깨길이와 같이 증감량이 매우 적은 부위는 치수편차 

비율이 전체의 18.6%(목뒤너비), 9%(어깨길이)이더라도 25%(목뒤너

비), 12%(어깨길이)로 늘려서 적용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치

수차이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레이딩 기준편차를 가슴둘레 5cm로 설정하였으며 편차표에는 

4cm 그레이딩 편차와 6cm 그레이딩 편차도 함께 제시하였다. 편차반영 

부위를 살펴보면 여성체형의 특성상 앞가슴 부위에 편차부위가 뒷면 등

부위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젖가슴둘레선을 기점으로 윗부분에 

편차부위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9> 쿠클린식 상의 그레이딩 부위

2.3.4.3. 미국의 프라이스와 젠코프

 프라이스와 젠코프의 그레이딩에서 젖가슴둘레 1과 1/2인치(=3.81c

m)가 변화할 때에 참고부위 편차를 설정하였으며 인치를 기준단위로 사

용하였다. 둘레 그레이딩시의 편차값과 길이 그레이딩시의 편차값을 각

각 제시한 후 둘레 및 길이 그레이딩 편차를 제시하였다. 프라이스와 젠

코프는 앞가슴둘레와 뒷가슴둘레를 동일 비율로 설정하였다. 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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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에서 옆솔기 부분, 목둘레, 뒷목깊이, 어깨길이 등의 부위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림20> 프라이스와 젠코프의 원형 및 토르소 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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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일본의 이시마루

 
 이시마루식의 일본식 그레이딩에서는 편차를 3cm간격으로 설정하였으

며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편차를 다르게 주고 있다. 우리나

라와 체격조건이 비슷한 일본식 그레이딩에서는 앞뒤 몸판을 32등분하

여 신체변화를 반영하고자 하였다(조영아, 1999). 앞가슴둘레와 뒷가슴

둘레의 편차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앞가슴둘레

의 커짐과 앞 다트 크기에 대한 고려가 없다(전은정, 2004).

<표8> 이시마루의 그레이딩 치수표                             (단위: cm)

       호수

항목   
9호 11호 13호 편차

젖가슴둘레 82 85 88 3

허리둘레 63 66 69 3

등길이 36 37 38 1

엉덩이둘레 90 92 94 2

 

    

<그림21> 이시마루식 체형세분화 및 상의 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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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뮐러, 쿠클린, 프라이스와 젠코프, 이시마루 등의 외국 그레이딩 방식을 

살펴본 결과 독일의 뮐러는 젖가슴둘레 4cm를 기본편차로 사용하고 있

었으며 기준 치수구간이 키 164cm에 젖가슴둘레 92cm로 일본식 그레

이딩에서 젖가슴둘레 3cm편차에 기준 치수로 젖가슴둘레 85cm로 사용

하는데 비해 그 치수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식 그레이딩은 젖가슴

둘레 3.81cm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영국에서는 5cm를 기본 편차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기본 그레이딩 편차는 4cm나 5cm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체형의 일본 그레이딩 기본 편

차를 3cm로 설정하였다. 일본식 그레이딩 편차에 비해 편차부위나 항목

이 많았으며 다트 부분의 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밖에 

독일의 뮐러나 영국의 쿠클린은 상의 원형 그레이딩에서 앞가슴둘레의 

변화량을 뒷가슴둘레의 변화량보다 더 크게 주어 체형을 반영하고자 하

였다. 또한 독일과 영국식 그레이딩에서는 뒤품에 비하여 앞품의 증가량

을 더 크게 하여 앞가슴 증가량을 반영하였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에서

는 앞뒤의 증가량을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기존의 그레이딩 방식을 비교

해본 결과, 상의 원형의 그레이딩에 체형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앞가

슴 증가량과, 옆면 기준선에 의해 앞뒤 증가량을 다르게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라별로 나타나는 체형특성이 다르므로 편차설정에 있어서 체

형분석이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비교가 용이하도록 본 연구에서 

설정한 3cm편차에 따라 몸판 부위 변화량을 정리하였다<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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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젖가슴둘레 3cm편차로 증가시 몸판 부위 변화량          (단위 : cm)

              방식

항목
M. Mϋller G. Cooklin J. Price & 

B. Zamkoff 石丸壽代

키 2 0 0 0
젖가슴둘레 3 3 3 3
허리둘레 3 3 3 3
엉덩이둘레 3 3 3 3
앞가슴둘레 0.79 0.95 0.75 0.75
앞허리둘레 0.79 0.95 0.75 0.75
뒤가슴둘레 0.71 0.55 0.75 0.75
뒤허리둘레 0.71 0.55 0.75 0.75
앞품 0.49 0.75 0.45 0.50
뒤품 0.41 0.37 0.45 0.50
어깨길이 0.26 0.18 0.26 0.25
젖꼭지간격 0.3 0.50 0.23 0.25
앞길이 0.45 0.56 0.45 0.60
목옆점-젖꼭지점까지 
길이 0.45 0.37 0.45 0.60

젖꼭지점-허리선까지 
길이 0 0 0.23 0.30

옆목점-젖꼭지점-허
리선까지의 길이 0.45 0.37 0.68 0.90

뒤목너비 0.15 0.18 0.15 0.13
등길이 0.34 0.37 0.60 0.90

상의길이 0.55 when 
required 0.60 0.90

 선행연구들을 통해 국내 업체 그레이딩 편차부위와 편차값에 대해 살펴

보았다. 최정욱(2000)은 연구에서 국내 여성의류업체의 샵 마스터

(shop master)를 대상으로 그레이딩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레이딩에 사용되는 편차반영 기본부위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에 동일한 편차로 적용하는 업체가 전체 40개 업체 중 91%로 나타

났으며 동일하지 않은 경우는 9%로 조사되었다. 특히 큰 호수로 갈수록 

가슴둘레나 엉덩이둘레보다 허리둘레의 변화를 신중히 고려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기본부위 이외에 편차가 반영되는 부위로는 

가슴너비, 등너비, 어깨너비, 등길이, 목둘레, 재킷길이 등의 항목이 있었

다. 

 조윤경, 조진숙(1996)의 연구에서는 국내 어패럴 CAD 시스템 사용업

체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그레이딩 편차부위 및 편차량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그레이딩에 사용되는 사이즈 간 편차는 가슴둘레 편차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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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m, 4cm, 5cm로 나뉘며 참고부위 항목은 어깨너비, 등길이, 앞품, 뒤

품, 목둘레, 재킷길이 등으로 나타났다<표10>.

 대부분의 업체 그레이딩에서 사용되는 절개선의 수와 위치는 달랐으며 

그들의 실정과 경험에 의하여 설정된 독자적인 사이즈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트성을 필요로 하는 디자인일수록 정확한 그레이딩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절개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최윤선(2001)의 연구에서는 그레이딩 편차 산출 근거로 30대 브랜드

에서는 48%가 자회사에서 개발된 편차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편차를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전체의 95.74%에 

달했으며 편차반영 부위로는 앞품, 뒤품, 겨드랑너비, 어깨너비, 목너비, 

앞목깊이, 뒷목깊이, 진동깊이, 앞길이, 등길이, 재킷길이 등으로 나타났

다. 

 국내 업체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편차부위는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

덩이둘레 등의 기본 부위와 앞품, 뒤품, 어깨너비, 등길이, 재킷길이 등

이었다. 목과 관련된 부위는 목둘레가 사용되거나 목너비 항목이 사용되

었다. 

<표10> 업체별 그레이딩 차트에 따를 사이즈 편차의 범위  (단위:cm) 

          편차 

부위
3cm 그레이딩 4cm 그레이딩 5cm 그레이딩

가슴둘레 3.00 3.81~4.00 5.00~5.08
허리둘레 3.00~4.00 3.81~5.00 5.00~5.08
엉덩이둘레 3.00~4.00 3.81~5.00 5.00~5.08
어깨너비 0.50~0.60 0.60~1.27 0.64~1.00
등길이 0.50~0.60 0.32~0.64 0.32~0.50
앞품 0.50~0.60 0.95~1.27 1.00~1.27
뒤품 0.50~0.60 0.95~1.27 1.00~1.27
목둘레 0.60 0.64~0.80 0.64

재킷길이 0.50~1.00 0.64~1.27 0.50~0.64

 

표출처: 최정욱, 2000

 다음은 위의 연구들을 토대로 30대 여성 브랜드의 상의 그레이딩에 가

장 많이 사용되는 편차와 참고부위 편차항목을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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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30대 여성 브랜드의 상의 그레이딩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편차

항목 편차1(편차범위) 편차2(편차범위) 편차3(편차범위)
가슴둘레 5.08(2.54~5.08) 3.81 5.08
허리둘레 5.08(2.54~6.35) 3.81 5.08(5.08~7.62)
엉덩이둘레 5.08(2.54~5.08) 3.81 5.08
앞품(1/2) 0.64(0.00~0.64) 0.47 0.63(0.32~0.79)
뒤품(1/2) 0.64(0.00~0.64) 0.47 0.63(0.32~0.79)
어깨너비

(1/2)
0.64(0.50~1.00) 0.47(0.40~0.47) 0.47(0.32~0.71)

등길이 0.64(0.00~0.64) 0.64 0.64(0.00~0.64)
재킷길이 0.64(0.00~1.00) 0.64 0.64(0.00~1.00)
목둘레 0.64(0.64~1.27)
목너비(1/2) 0.16(0.08~0.32) 0.16(0.12~0.32)
앞목깊이 0.16(0.00~0.32) 0.00~0.16(0.00~0.32)
뒷목깊이 0.00(0.00~0.16) 0.00(0.00~0.32)
진동깊이 0.64(0.64~0.80) 0.64(0.50~0.64)
앞길이 0.64 0.64(0.00~0.64)
겨드랑이너비

(1/2)
0.47 0.63(0.47~0.95)

표출처: 최윤선, 2001, 최정욱, 2000

 <표11>의 편차1은 최정욱(2000)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내용이며 편

차2와 편차3은 최윤선(2001)의 논문에서 연구결과 나타난 편차부위 및 

값을 정리하였다. 국내 업체 그레이딩에서는 가슴둘레 3.81cm, 5.08cm

등의 인치를 변환한 수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편차1은 그레이딩시 

9개 항목에 편차값을 부여했으며 편차2와 편차3은 14개 항목에 편차값

을 반영했다. 이 중에서 편차범위가 가장 큰 값은 가슴둘레 5.08cm를 

사용할 때의 허리둘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그레이딩시 편차가 반

영되는 부위와 편차값, 국내 업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된 편

차부위와 편차값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존 그레이

딩시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2.3.5. 기존 그레이딩 방법의 문제점

 기존의 기성복 그레이딩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체형의 특성이 반영

되지 않아 기준 치수에서 멀어질수록 옷의 맞음새가 좋지 않은 점과 일

률적인 편차 적용에 의해 다양한 체형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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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김혜순 ; 1984, Taylor, Patrick. J. & Shoben, Martin. M ; 

1984, 장승옥 ; 1997, 유희숙 ; 1999, 최정욱 ; 2000, 이미숙 ; 2003, 

Petrova, Adriana., & Ashdown, Susan. P. ; 2011). 올바른 그레이딩

이 되기 위해서는 체형을 충분히 파악하여 각 부위의 변화량을 반영하여 

사이즈의 적합(fit)성을 고려한 그레이딩이 되어야 한다(조영아, 1999). 

그레이딩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김혜순(1984)은 국내의 기성복 업체의 그레이딩 편차가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에 동일하게 반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률적

인 편차 적용은 체형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맞음새가 좋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패트릭과 마틴(1984)은 그레이딩 연구에서 어깨각도가 달라져야 하지

만 실제 패턴에서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체측정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장승옥(1997)은 연구에서 몸판 그레이딩시에 체형별 그레이딩 증감량

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하게 증감되어 큰 사이즈에서 앞길이가 

짧아 옷이 들뜨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앞품과 뒷품의 증감량

이 다르지만 같게 증감시켜 큰 사이즈로 갈수록 앞품은 작고 뒷품은 크

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어깨길이 역시 사이즈 증가에 따

라 매우 적은 양이 늘어나지만 실제 그레이딩에서 너무 많은 양이 반영

되고 있다고 하였다. 하의 그레이딩에서는 허리 앞뒤의 증감량이 같아 

허리둘레의 치수 차이가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사이즈에 따라 엉

덩이의 앞뒤 증가분량이 달라 다트량이 변화되어야 하지만 다트의 양이 

일정하게 그레이딩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희숙(1999)은 현행 그레이딩의 문제점으로 노년 여성의 상의 원형 

부위별 신체치수를 반영한 그레이딩 방법과 가슴둘레의 비례를 이용한 

그레이딩 방법을 비교한 결과 기존의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한 그레이딩

의 경우 진동깊이가 실제보다 길어졌으며 옆선길이는 실제보다 짧아졌다

고 하였다. 또한 앞뒤길이가 동일하게 그레이딩 되어 다트의 양이 고려

되지 않았으며 목앞점과 목옆점의 높이가 고려되지 않아 체형에 따른 어

깨경사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레이딩에 신체 각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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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치수를 반영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

며 가슴둘레 분포가 넓은 노년여성의 경우 신장과 가슴둘레를 동시에 고

려한 그레이딩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정욱(2000)은 현행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별

로 타겟 집단의 표준이 되는 기준 키 치수를 결정하고 키가 작거나 큰 

집단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고 있으며 호수가 커짐에 따라 둘레항목이 

일률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키 치수가 기준 키보다 작거나 큰 체형은 둘

레항목과 길이항목의 비율이 적합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미숙(2003)은 기성복 바지 그레이딩 관련 연구에서 큰 사이즈로 갈

수록 인체 적합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의류업체나 그레이딩 

연구에서 사이즈 간격에만 치중하여 룰값 적용방식에 따른 의복의 맞음

새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스코필드와 라밧(2005)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그레이딩의 편차설정

이 인체측정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인체

측정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큰 사이

즈의 여성들에게 맞음새 불만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그레이딩되는 

의복의 기준치수 맞음새가 그레이딩이 된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기

본적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체측정치에 기반한 편차설정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페트로바와 애시다운(2011)은 몸에 잘맞는 의복을 소비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형태에 기반한 사이즈와 그레이딩 시스템이 적용된 

의복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특정 인체 형태의 그룹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체의 다양한 형태변화가 

일어나는 30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대상에게 적합한 기준패

턴을 개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30대 여성의 측

면 굴곡이 사라지고 젖꼭지점이 낮아지며 허리부위가 굵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체형특성과 인체측정에 기반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체형특성이 반영된 편차를 통해 표준화된 그레이딩 체계가 필요하다. 기

존 그레이딩 연구는 치수조합이나 그레이딩 편차표를 제시하는데 그치거

나 인체측정을 바탕으로 편차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제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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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3차원 형상 분석을 통해 형태적 특성을 반영한 편차개발과 착의실험

을 통한 검증과정이 수행된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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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30대 여성체형에 적합도가 높은 토르소 마스터 패턴

을 개발하고 3차원 형상을 분석하여 의복패턴 그레이딩에 반영하는 것

이다. 그레이딩의 기준이 되는 마스터 패턴 개발을 위해 인체측정치 및 

3차원 형상 측정치인 단면 공극거리, 어깨형상 부위 및 체표길이를 분석

하여 반영하였다. 형상 분석치의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해 젖가슴둘

레와 키 증가에 따른 그레이딩 부위와 편차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대상

은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Size korea)의 30~39세 여성 456

명 중 측면체형분류에 따라 바른체형으로 도출된 138명의 인체치수 자

료와 인체 형상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 2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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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패턴개발과 그레이딩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 도출

§ 제5차 사이즈코리아의 30~39세 여성 456명 대상

§ 30대 여성의 측면 바른체형 도출

⬇

30대 여성의 3차원 인체측정치 분석 및 형상반영 요소 측정 및 분석

§ 단면요소-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단면공극거리 측정

§ 어깨형상요소-어깨부위 형상을 반영한 8개 항목 측정 및 분석

§ 체표길이요소-인체의 앞뒤 변화양상 적용을 위한 체표길이 분석 

⬇

 마스터 패턴 개발  그레이딩 부위 및 편차 도출

§ 기존 토르소 원형 제도법 비교

를 통한 비교원형 1종 도출

§ 인체측정치 및 형상반영 요소 

반영한 개발패턴 제시

§ 3차원 형상변화를 반영한 요인별 

그레이딩 부위 도출

§ 요인별 회귀분석 실시한 편차도출

⬇
연구 그레이딩 편차의 검증

§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한 젖가슴둘레, 키 구간별 착의평가  

§ 평가방법 1) 전문가 외관평가 2) 착의단면 비교

     

 <그림22> 연구흐름도      

                        

3.1. 측면 바른 체형 도출

 
 인체 측정자료는 5차 사이즈 코리아(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레이딩은 기준이 되는 마스터 패턴의 적합성이 중

요하므로 마스터 패턴개발과 그레이딩 편차개발을 위해 바른체형만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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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사용하였다. 30~39세 여성 456명의 3차원 형상데이터에 대해 

전문가 5인의 평가에 의해서 상반신 측면 형태에 따라 바른 체형, 젖힌 

체형, 숙인체형, 휜 체형으로 분류하였다. 측면 체형분류를 위해 귀구슬

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간 기준선이 어깨관절의 중심과 배두께의 이등분점

을 지나는 선을 기준으로 상반신을 바른 체형, 젖힌 체형, 숙인체형, 휜 

체형으로 분류하였다(남윤자, 1991; Armstrong, 1995; 권숙희, 1997; 

김순자, 1992; 최영림, 2008; 김웅, 2009).

<그림23> 바른체형 도출을 위한 측면기준선 

3.2. 30대 여성의 체형분석

3.2.1. 연구자료

 인체형상 분석에는 측면 바른 체형으로 선정된 138명의 인체측정치 및 

3차원 인체 형상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시하는 성인 여

성복의 치수(KS K 0051:2009)와 의복설계를 위한 인체측정(KS A 

ISO 8559:2008)에서 제시하는 가슴둘레에 대한 용어가 다르므로 용어

정의를 하고자 한다. 성인 여성복의 치수에서는 인체 치수 측정 용어를 

따르나, 젖가슴 둘레, 젖가슴 아래 둘레와 같이 품질 표시 라벨 등에 사

용되는 기본 신체 부위의 명칭에 한하여 젖가슴둘레를 가슴둘레로, 젖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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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 아래 둘레를 밑가슴 둘레로 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성인 여성

복의 치수 규격에서 제시하는 가슴둘레가 인체측정 용어에서 사용되는 

젖가슴둘레와 같은 부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복

의 치수 규격을 반영하지만 인체 치수 분석이 주된 내용이므로 의복설계

를 위한 인체측정용어에서 제시하는 젖가슴둘레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

자 한다. 또한 인체 치수 측정 용어를 나타낸 인체측정 표준용어집

(2004)에서 구용어로 정의된 윗가슴둘레를 새롭게 정의된 신용어인 가

슴둘레로하여 젖꼭지점을 지나는 젖가슴둘레와 기존의 윗가슴둘레를 나

타내는 가슴둘레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3.2.2. 연구항목 

 의복 그레이딩에는 둘레와 길이의 증감량이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둘

레와 길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젖가슴둘레와 키를 사용하여 젖가슴둘레와 

키의 증감에 따라 다른 신체 부위의 치수 증감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인체측정치 분석 기준은 한국 산업표준(KS K 0051)에서 제시하는 피

트성이 필요한 의복의 구분 기준인 젖가슴둘레 3cm편차와 키 5cm편차

를 사용하였다. 젖가슴둘레와 키 편차에 따라 구간을 나눈 후 높이, 길

이, 너비, 두께, 둘레 등 32개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상관계

수표에 따라 0.4 이상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항목의 편차값을 젖가슴

둘레와 키 항목을 변수로 하여 살펴보았다. 젖가슴둘레와 키는 각각의 

편차에 의하여 구간을 나누었으며 교차분석에 의하여 2% 이상의 비율

을 갖는 구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젖가슴둘레와 키에 따라 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특성에 따라, 젖가슴둘레 증가에 따른 다른 항목들의 치수 

증가량을 살펴보고, 키 증가에 따른 다른 항목들의 치수 증가량을 살펴

보았다. 젖가슴둘레와 키 이외의 항목들은 참고부위 항목이라고 정의하

고자 한다. 참고부위 항목들의 평균치 증가량을 도출하여 편차값 설정에 

반영하였으며 젖가슴둘레에 따른 비율값, 키에 따른 비율 값으로 나타내

어 비교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SPSS 12.0 for Windows

가 사용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인체측정 치수항목과 3차원 형상의 측정항목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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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측정항목은 기본적으로 높이, 길이, 둘레, 두께, 너비, 기타 등의 

32항목과 3차원 인체형상 분석에 사용된 단면 호 길이, 체표길이, 어깨

부위 관련 22항목으로 총 54개 항목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인체형상의 

측정부위는 <그림24>와 같다.  

<표12> 피험자 인체측정 항목 

인체측정치 및 3차원 체표길이 항목

높
이
항
목
(6)

1 키

둘
레
항
목
(5)

17 목둘레 37 엉덩이둘레 앞 호

2 어깨높이 18 목밑둘레 38 엉덩이둘레 뒤 호

3 목뒤높이 19 가슴둘레 앞중
심

기준
면  

체표
길이
(4)

39
앞중심젖가슴-허
리길이

4 젖가슴높이 20 젖가슴둘레 40
앞중심허리-엉덩
이길이

5 허리높이 21 허리둘레 41
뒤중심젖가슴-허
리길이

6 엉덩이높이 22 엉덩이둘레 42
뒤중심허리-엉덩
이길이

길
이
항
목

(10)

7 앞중심길이

너
비
항
목
(4)

23 가슴너비
젖꼭
지 

기준
면 

체표
길이
(4)

43
앞면젖가슴-허리
길이

24 젖가슴너비 44
앞면허리-엉덩이
길이8

목뒤젖꼭지허
리둘레선길이
(앞길이)

25 허리너비 45
뒷면젖가슴-허리
길이9

목뒤등뼈위겨
드랑수준길이
(진동깊이)

26 엉덩이너비 46
뒷면허리-엉덩이
길이10 등길이

두
께
항
목
(4)

27 겨드랑두께

어깨 
부위 
체표
길이
(8)

47 어깨끝점사이길이

11
젖꼭지사이수
평길이 28 젖가슴두께

48
목뒤어깨뼈위돌출
길이

12 엉덩이옆길이
29 허리두께

49 어깨끝사선길이
30 엉덩이두께

13 어깨길이 50
목옆어깨뼈위돌출
길이기

타
(2)

31 오른어깨기울기

51 어깨길이
14

어깨가쪽사이
길이

32 드롭

52 어깨앞길이

호
길
이
(6)

33 젖가슴둘레 앞 호

15
겨드랑앞벽사
이길이(앞품) 34 젖가슴둘레 뒤 호 53 어깨끝앞사선길이

35 허리둘레 앞 호
16

겨드랑뒤벽사
이길이(뒤품) 54 젖꼭지길이

36 허리둘레 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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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3차원 인체형상의 체표길이 측정부위 

3.2.3. 연구방법

 3차원 인체측정항목의 분석에는 Rapidform 2006(INUS Technology, 

Inc Korea)과 AutoCAD2005(Autodesk, Inc)가 사용되었다. 연구원형

의 검증에는 어패럴 CAD시스템인 Yuka의 Super-Alpha plus프로그램

(유스하이텍, 1997)으로 절개방식 그레이딩을 사용하였다. 3차원 인체

단면분석에는 SNU Auto Slice(한현숙 외 2인, 2012)를 사용하였다.

<그림25> Rapidform 2006(INUS Technology, In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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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Yuka의 Super-Alpha plus프로그램

<그림27> SNU Auto Slice(한현숙 외 2인, 2012)

3.2.3.1. 옆면 기준선에 의한 앞 호 뒤 호 분석

 인체의 옆선 설정을 위해 어깨가쪽점과 허리옆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치

수 증가에 따른 인체 변화에 따른 앞뒤 차이를 보고 패턴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인체측면을 분할하는 옆선에 의해서 젖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의 앞뒤 차이를 비율 값으로 살펴보고 마스터 패턴의 옆선 

설정에 반영한다. 젖가슴둘레 와 키의 편차 구간별 참고부위 항목의 중

감량을 비교하여 패턴 그레이딩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3.2.3.2. 단면요소 분석

 인체의 단면 공극거리는 의복제작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젖가슴둘레,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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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둘레, 엉덩이둘레 항목을 15〬 간격으로 나누었으며 인체가 대칭이라는 

전제하에 피험자의 오른쪽 항목들로 정의하였다. SNU Auto Slice(No. 

C-2012-004995)를 사용하여 단면별 공극거리를 측정하였으며 각 기

준선별로 13개 항목씩 측정하여 총 39개 항목을 분석하여 패턴개발에 

반영하였다. 

 

<그림28> 단면 공극거리 측정
 
 단면분석을 위해 체간부의 형태변화가 가장 많은 3개 기준 항목을 선

정하였다. 선정된 둘레기준선은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항목

이며 단면 분석을 위해 앞목점에서 배꼽점을 잇는 기준면과, 어깨가쪽점

과 허리옆점을 잇는 기준면을 사용하여 중심점을 설정하였다. 젖가슴, 

허리, 엉덩이둘레 등의 3개 항목에 따라 앞 글자를 붙이고 인체의 전면

부 각도부터 숫자1을 부여하여 후면부각도가 13으로 끝나도록 명칭하였

다. 각도는 SNU Auto Slice의 측정결과에 따라 피험자의 오른쪽 앞은 

90~0〬 까지며 오른쪽 뒤는 360~270〬 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숫자로 명

명하였다. 0〬 와 360〬 는 같은 값이며 분석에 사용된 새 명칭은 다음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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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단면 공극거리 명칭 

각도 Bust Waist Hip

F

90〬 b1 w1 h1
75〬 b2 w2 h2
60〬 b3 w3 h3
45〬 b4 w4 h4
30〬 b5 w5 h5
15〬 b6 w6 h6

F/B 0〬 /360〬 b7 w7 h7

B

345〬 b8 w8 h8
330〬 b9 w9 h9
315〬 b10 w10 h10
300〬 b11 w11 h11
285〬 b12 w12 h12
270〬 b13 w13 h13

  
 토르소 원형의 다트설정에는 상반신 돌출부를 감싸는 최외각 둘레에서 

허리둘레의 차이를 빼거나 단면 공극거리 분석을 통해 해당 부위의 증감

량을 계산할 수 있다(Taylor. P. J. Shoben. M. M. 1984; 三吉滿智子, 

2002). 다트 생성 위치는 가장 돌출이 심한 젖꼭지점(Bust Point)을 기

준으로 생성되고 앞중심 부근은 허리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 다트가 생성

되지 않는다. 기준둘레선 수준의 단면공극거리를 통해서 가장 차이가 많

이 나는 부위를 다트생성 부위로 설정하였다. 단면중합도에서 15도 간

격으로 나누어 다트가 생성되는 최대돌출 위치를 기점으로 외곽둘레와 

3차원 체표둘레의 차이를 비교하여 기본적인 허리 다트량을 산출하였다. 

젖가슴, 허리, 엉덩이 수준의 기준 둘레선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비교

가 용이하도록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 57 -

<표14> 다트설정을 위한 계산항목 명칭

면 각도
젖가슴-허리

Bust-Waist

엉덩이-허리

Hip-Waist

엉덩이-젖가슴

Hip-Bust

F

90〬 bw1 hw1 hb1
75〬 bw2 hw2 hb2
60〬 bw3 hw3 hb3
45〬 bw4 hw4 hb4
30〬 bw5 hw5 hb5

15〬 bw6 hw6 hb6

F/B 0〬 /360〬 bw7 hw7 hb7

B

345〬 bw8 hw8 hb8
330〬 bw9 hw9 hb9
315〬 bw10 hw10 hb10
300〬 bw11 hw11 hb11
285〬 bw12 hw12 hb12

270〬 bw13 hw13 hb13

 

3.2.3.3. 어깨부위 형상 분석

 

 의복패턴 그레이딩을 위해서 둘레 관련 그레이딩에는 젖가슴둘레를 기

준으로 이루어지며 길이 관련 그레이딩에는 키가 기준치수로 사용된다. 

즉 토르소 제도시에 실측치를 사용하는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

레 항목 이외에는 계산식에 따른 결과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관

관계에 따른 설명력 R값을 보면 그레이딩에 사용되는 키와 젖가슴둘레

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여러 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

계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다원분산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부록1 참조). R값을 통해 살펴본 결과 어깨높이, 허리높이, 

엉덩이높이 등은 기준치수로 사용되는 키가 독립변수에 포함된 이유로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가슴둘레, 허리둘레, 역시 둘레 기

준치수로 사용되는 젖가슴둘레가 독립변수 중에 있으므로 80%이상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반면 어깨길이 항목은 15%의 낮은 설명력을 나타냈

는데 이는 키와 젖가슴둘레를 기준으로 패턴 그레이딩이 이루어졌을 때

에 맞음새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부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패

턴개발에 앞서 피험자 집단의 어깨부분의 형상특성을 반영하는 3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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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형상측정치를 분석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어깨부위 3차원 측정항목

은 다음 <표15>와 같으며 분석에 용이하도록 항목에 번호를 붙여 사용

하였다. 

<표15> 어깨부위 3차원 측정항목 및 명칭

번호 3차원 측정항목 명칭 설명

47 어깨끝점사이길이 목뒤점~어깨가쪽점
48 목뒤어깨뼈위돌출길이 목뒤점-어깨뼈위돌출점
49 어깨끝사선길이 어깨가쪽점~어깨뼈위돌출점
50 목옆어깨뼈위돌출길이 목옆점-어깨뼈위돌출점
51 어깨길이 목옆점~어깨가쪽
52 어깨앞길이 목앞점~어깨가쪽점
53 어깨끝앞사선길이 어깨가쪽점~젖꼭지점
54 젖꼭지길이 목옆점~젖꼭지점

 어깨부위의 체표길이를 측정하기 위해 인체의 정중면에 의해 앞면을 아

래쪽으로 놓고 위에서 보았을 때 가장 튀어나온 점을 어깨뼈위돌출점으

로 표시하고 나머지 기준점들을 표시하여 체표길이를 측정하였다. 그 중 

목뒤점과 어깨가쪽점을 잇는 선은 근육이나 스캔 상태에 따라 인체의 체

표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목뒤점과 어깨가쪽점을 잇는 면(plane)

을 설정하여 체표길이를 측정하였다. 

<그림29> 어깨 체표길이 측정방법

3.3. 마스터 패턴 개발 

 그레이딩시 기준이 되는 토르소 원형 제도법을 선정하기 위해 4개의 

원형제도방식에 따라 실험복을 제작하였으며, 토르소 원형제도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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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가슴둘레 85cm의 20대 여성 표준체형 바디에 착장하여 전문가 외관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외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3차원 인체형상 

분석 자료와 함께 마스터 패턴 개발에 사용하였다. 

3.3.1. 기존 원형들의 비교 및 분석

 마스터 패턴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4개의 여성 토르소 원형 패턴 제도

법을 비교하였다. 토르소 원형개발을 위해 A(Esmod)식, B(Mϋller)식, 

C(남윤자)식, D(Secoli)식 원형을 선정하였다. 4가지 기존 원형에 사용

되는 인체치수 및 제도식, 다트 설정 등에 대해 비교하고 패턴을 제시하

였다<표16>. 



- 60 -

A식 B식

C식 D식

<표16> 참고 토르소 원형 제도법

 패턴 제도법 비교를 위해 선정된 토르소 원형 4개의 기존 토르소 원형 

제도법에 따라 실험복을 제작하였다. 기존의 토르소 패턴 제도법에 의해 

제작된 실험복은 표준 체형바디에 착장시킨 후 전문가 5인에게 외관 관

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주 그렇다’는 5점,‘그렇다’는 4점‘보통이

다’는 3점,‘그렇지 않다’는 2점,‘아주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토르소 참고원형을 선정하기 위한 4종류

의 외관 관능검사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부록4]. 4종류의 토르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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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중 외관 관능검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얻은 원형은 개발 마스터 패

턴 검증의 비교원형으로 사용하였다. 

3.3.2. 마스터 패턴 개발 

 비교원형으로 선정된 토르소 패턴의 제도법을 참고하고 전문가 외관평

가 결과를 통해 보완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고, 30대 여성의 인

체측정치 및 3차원 측정치를 반영한 마스터 패턴을 개발하여 착의실험

을 실시하였다. 착의실험을 통해 비교원형에 비해 개선된 결과가 나온 

경우 그레이딩의 기준 패턴인 마스터 패턴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3.3.3. 평가 및 검증

 평가 및 검증에는 비교원형의 도출과정과 동일하게 전문가 5인의 외관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자들의 내적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

가 5인의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하의 알파(Chronbach’s α)값을 도출

하였다. 개발된 마스터 패턴은 착의실험을 위해 머슬린으로 제작되었으

며 사이즈 구간에 맞는 재현바디에 착장시켜 외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

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 사용된 재현바디 제작 구간과 방법에 대해 간략

하게 서술하였다. 

3.3.3.1. 재현바디 제작

 착의 실험을 위한 재현바디는 다빈도 구간을 기준으로 둘레 그레이딩 

및 검증용 6개 구간을 선정하고 길이 그레이딩 및 검증용 4개 구간으로 

선정하여 제작되었다. 둘레 증가에 따른 변화 부위를 탐색하기 위해 젖

가슴둘레 91cm, 키 160cm을 기준으로 젖가슴둘레 85cm, 91cm, 94c

m, 97cm, 100cm, 106cm 구간별로 6개를 제작하였다. 길이 증가에 따

른 구간별 변화부위를 탐색하기 위해 키 150cm, 155cm, 160cm, 165

cm로 기준사이즈 바디를 포함하여 총 4개를 제작하였다. 최종 검증을 

위해 둘레와 길이가 함께 변화되는 재현바디 3개를 추가적으로 제작하

였으며 제작 구간의 치수는 젖가슴둘레 85cm, 키 155cm와 젖가슴둘레 



- 62 -

88cm, 키 160cm, 젖가슴둘레 91cm와 키 165cm로 구성되었다. 검증 

구간의 선정을 위해 살펴본 결과 기준 마스터 개발구간인 젖가슴둘레 9

1cm 키 160cm 구간의 전 사이즈인 젖가슴둘레 88cm 키 155cm 구간

에는 연구대상이 존재하지만 뒤 사이즈인 젖가슴둘레 94cm와 키 165c

m 구간에는 연구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검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젖가슴둘레 구간에서 103cm는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

되었으며, 가슴둘레 85cm와 88cm에서의 둘레에 따른 치수 차이가 거

의 동일하여 2개 구간 중에서 가슴둘레 85cm 구간을 제작하여 비교하

였다. 둘레 검증용 바디는 구간별로 상의 원형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젖가

슴둘레와 엉덩이둘레의 값이 ±1σ내의 값을 갖는 형상을 표본으로 선

정하였다. 길이 검증용 바디는 키 구간별로 가슴높이, 허리높이, 엉덩이

높이 값의 ±1σ값을 갖는 형상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검증용 재현바

디 제작 구간으로 선정된 사이즈 구간은 다음과 같다. 

<표17> 30대 재현바디 제작 구간  (N=138)

       키
젖가슴 145 150 155 160 165 170 175 전체

76
(n) 1 1
(%) 0.7 0.7(%) 

79
(n) 1 3 2 1 7
(%) 0.7 2.2 1.4 0.7 5.1(%) 

82
(n) 4 1 4 2 11
(%) 2.9 0.7 2.9 1.4 8.0(%)  

85
(n) 2 8 7 5 1 23
(%) 1.4 5.8 5.1 3.6 0.7 16.7(%)  

88
(n) 2 4 7 4 2 19
(%) 1.4 2.9 5.1 2.9 1.4 13.8(%) 

91
(n) 5 10 7 7 1 30
(%) 3.6 7.2 5.1 5.1 0.7 21.7(%)  

94
(n) 1 3 7 1 12
(%) 0.7 2.2 5.1 0.7 8.7(%) 

97
(n) 2 3 3 2 1 11
(%) 1.4 2.2 2.2 1.4 0.7 8.0(%)  

100
(n) 1 3 5 2 1 12
(%) 0.7 2.2 3.6 1.4 0.7 8.7(%) 

103
(n) 1 1 1 2 5
(%) 0.7 0.7 0.7 1.4 3.6(%) 

106
(n) 3 3 6
(%) 2.2 2.2 4.3(%) 

112
(n) 1 0 1
(%) 0.7 0.0 0.7(%) 

전체 (n) 1 19 40 46 23 8 1 138
(%) 0.7(%) 13.8(%)  29.0(%)  33.3(%) 16.7(%)  5.8(%)  0.7(%)  100.0(%) 

     둘레검증 & 길이검증   둘레길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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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신 토르소 바디를 제작하기 위해 팔 부분과 허벅지 이하의 불필요

한 부위를 제거하였다. 재현바디 제작을 위해서는 인체의 좌우가 대칭을 

이루도록 정중면을 기준면으로 지정하여 Mirror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토

르소 바디 제작을 위한 3차원 형상 수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그림30>. 

재현바디는 스티로폼으로 제작되었으며 바디제작에는 스티로폼 몰딩기계

인 EPS(Expandable Polystyrene)조각기가 사용되었다. 형상수정에는 

RapidForm2006(INUS Technology, Inc, Korea)가 사용되었다. 

plane 생성  polygon 
delete1 polygon delete2  Mirror

<그림30> 검증용 재현바디 제작을 위한 3차원 형상 수정 과정

3.3.4. 마스터 패턴 제도법 제시

 제작된 재현바디 중 30대 여성의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젖가슴둘레 

91cm, 키 160cm 구간의 재현바디를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검

증 결과 비교원형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나타낸 경우 그레이딩을 위한 

마스터 패턴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최종 개발 패턴인 마스터 패턴의 

제도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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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그레이딩 편차 분석 및 개발

 체형을 반영한 그레이딩 편차를 개발하기 위해 3차원 인체측정치를 분

석하였으며 둘레별 길이별 그레이딩을 위해 인체형상 분석을 통한 변화

부위를 탐색하였다. 그레이딩을 위한 사이즈 체계는 젖가슴둘레 3cm, 

키 5cm 편차로 나누었으며 젖가슴둘레와 키 구간의 교차분석표를 통하

여 2%이상의 분포를 보인 구간으로 선정하였다. 인체형상 분석치를 사

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형태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별로 그레이딩 편차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일부 그레이딩 선행 연구논문

(정은숙, 김희은, 2003)에서 원형제도의 각 부분 산출식계수를 몸판의 

그레이딩 편차에 적용한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인체

치수를 이용하여 키나 젖가슴둘레와 상관이 있는 항목의 회귀식을 구성

하였다. 3차원 인체형상 분석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젖가슴둘레 구간별로 

옆선요소, 어깨요소, 단면요소 등을 분석하여 차이가 나는 구간을 살펴

보고 이를 그레이딩 편차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회귀식을 통해 편차값을 

도출한 이후에는 기존에 개발된 30대 여성의 마스터 패턴에 반영하여 

그레이딩을 실시하고 착의원형을 제작하여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3.5. 연구 그레이딩 편차의 적합성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마스터 패턴과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반영한 패턴

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착의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개발된 마스터 

패턴에는 개발된 편차 뿐 아니라 기존의 편차를 반영하여 패턴 그레이딩

을 실시하였다. 검증된 마스터 패턴에 연구 그레이딩 편차의 우수성 검

증을 위해 비교대상으로 선정된 기존편차는 어패럴 CAD 시스템 Y업체

의 그레이딩 편차로 마스터 패턴의 검증을 위해 마스터 패턴에 각각 적

용되어 전문가 5인의 외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외관평가 이후에는 착의

단면 비교 평가가 이루어졌다. 기본 편차는 기존의 그레이딩 분석에서 

우리나라 체형과 비슷한 일본식 그레이딩의 편차와 유사하고 편차부위는 

국내 여성복 브랜드에서 사용되는 부위와 유사한 편차로 사용하였으며 

그레이딩에 사용된 편차부위는 총 6개 항목이며 피티드 토르소 원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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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항목 그레이딩을 위해 젖가슴둘레 3cm 편차, 길이항목 그레이딩을 

위한 키 5cm 편차값을 적용하였다<표18>. 본 연구에서는 Yuka 

system을 그레이딩 도구로 사용하여 절개방식과 포인트 방식으로 결과

물을 제시하였다. 기존 그레이딩 편차 적용에 따른 그레이딩 결과를 통

해 개발된 그레이딩 편차와 비교하였다. 

<표18> 비교원형 그레이딩 편차부위 및 편차값

     사이즈
    
편차
부위

85 88 91(기준) 94 97 100 103 106 편차값

젖가슴둘레 85 88 91 94 97 100 103 106 3cm

허리둘레 70 73 76 79 82 85 88 91 3cm

엉덩이둘레 88 91 94 97 100 103 106 109 3cm

어깨너비 37 37.5 38 38.5 39 39.5 40 40.5 0.5cm
옷길이 58 59 60 61 62 63 64 65 1cm
진동둘레 20 20.5 21 21.5 22 22.5 23 23.5 0.5cm

3.5.1. 연구편차 적용한 실험복 제작

 개발된 마스터 패턴을 기준으로 기존편차를 적용한 외관평가의 결과와 

연구편차를 적용한 외관평가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문가 외관평가는 

젖가슴둘레별로 각각 6개의 구간에서 실험복이 제작되었으며 길이별로

는 4개 구간의 실험복이 제작되었다. 토르소 원형의 실험복을 제작하여 

재현바디에 착장시킨 후 총 75항목의 전문가 외관평가를 통하여 개발 

편차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개발 편차를 적용하여 기존편차를 적용한 

경우에 비하여 맞음새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인 경우 최종적으로 둘레와 

길이의 개발된 연구편차를 함께 적용하여 3개 구간의 최종 검증 원형 

실험복이 제작되었으며 해당 구간의 검증 재현바디에 착의시켰다. 

3.5.2. 착의평가  

 연구 그레이딩 편차의 적합성 검증을 위한 착의평가는 전문가 외관평가

와 착의단면 비교로 이루어졌다. 전문가 외관평가를 위해 젖가슴구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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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구간별로 제작된 재현바디에 해당 구간의 실험복을 착장하여 외관평

가용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측정에 적절한 5m 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사용하여 앞면, 옆면, 뒷면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사진측정에서는 정확한 

측정치를 얻기 위해 카메라 렌즈의 높이를 91.5cm로 설정하였다(피복

구성학, 2002). 의복 구성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외관 관능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아주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

지 않다'는 2점, '아주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

하게 하였다. 전문가 외관평가를 위한 외관평가지는 [부록4]에 제시하였

다. 평가항목은 토르소의 앞면, 옆면, 뒷면, 전체로 구성되어 총 73항목

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준선의 적합성, 여유량의 적합성, 군주름 발생에 

따른 외관평가, 다트의 위치와 양에 대한 적합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여유량의 적합성 여부는 '아주 많다' 5점, '많다' 4점, '보통이다' 3

점, '적다' 2점, '아주 적다' 1점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여유량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적을수록 낮은 점수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전문가 집단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크론바하 알파값은 0.

7이상일 때에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기존 그레이딩 편차와 연구 

그레이딩 편차 적용에 따른 항목의 차이는 대응표본 t-test가 사용되었

다. 

 착의단면 비교를 위해 재현바디에 기존편차를 적용한 비교원형과 연구

편차를 적용한 연구원형을 착의시켜 3차원 스캔을 실시하였다. 3차원 

스캔에는 Hamamatsu 사의 Body Line Manager Scanner가 사용되었

다. 착의단면 분석을 위해 3차원 형상 분석 프로그램인 RapidForm 20

06(INUS Technology, Inc, Korea)이 사용되었으며 Auto CAD 2005

를 사용하여 스캔 데이터 간의 중합을 통하여 편차를 살펴보고, 단면의 

커브를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단면 관찰을 위한 기준면으로는 젖가슴둘

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수준의 측정 커브가 사용되었으며,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의 단면형상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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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성인여성의 젖가슴둘레가 증가함에 따른 형태변화를 패턴 그레이딩에 

반영하기 위해 측면 바른체형을 도출하고 인체측정치를 분석하였다. 토

르소 원형 마스터 패턴 개발을 위해 기존의 제도법을 참고하고 30대 여

성의 인체측정치를 반영한 토르소 원형을 제작하였다. 개발된 마스터 패

턴에 기존의 그레이딩 편차와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하여 연구편차

의 맞음새 우수성을 검증하고 젖가슴둘레 증가에 따른 그레이딩 편차 적

용 부위 및 편차값을 제시하였다. 

4.1. 측면 바른체형 도출

 3차원 측면 인체형상 분석을 위해 형상데이터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의

류관련 전문가 5인의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

의 측면체형 분류결과 일치도는 다음과 같다. 측면체형 분류에 따라 바

른체형을 도출하여 해당 집단의 인체측정치 분석을 통하여 그레이딩의 

편차 설정 부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사진평가에 의한 전체 일

치도(%)는 <표19>와 같다. 

<표19> 전문가 사진평가에 의한 체형분류 일치도

바른체형 젖힌체형 숙인체형 휜체형 불일치 총합
3명 이상 235 27 85 20 89 456
4명 이상 138 5 36 3 274 456
5명 이상 41 1 12 0 402 456

 

전체 일치도(%) = 각 관찰자 관찰문항의 합
관찰자수 ×동의문항

 

               = ×
×   ×

×=85.93

 전체 일치도는 85.93%으로 나타났으며, 체형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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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전문가 집단의 일치도가 4명 이상인 분류를 사용하였다. 

 바른체형 일치도(%) = １３×５
 ×   ×４

×１００＝85.94 

 일치도 85.93%의 바른체형 피험자 138명을 이용하여 형상특징을 분

석하였다. 바른체형 피험자의 젖가슴둘레와 키를 성인여성복 치수규격에 

제시된 치수간격에 따라 3cm, 5cm 간격으로 나누어 구분한 결과는 다

음 <표20>에 제시하였다. 

<표20> 30대 바른체형 여성의 젖가슴둘레와 키 분포  

      키
      
젖가슴

145 150 155 160 165 170 175 전체

76
(n) 1 1
(%) 0.7 0.7(%) 

79
(n) 1 3 2 1 7
(%) 0.7 2.2 1.4 0.7 5.1(%) 

82
(n) 4 1 4 2 11
(%) 2.9 0.7 2.9 1.4 8.0(%)  

85
(n) 2 8 7 5 1 23

(%) 1.4 5.8 5.1 3.6 0.7 16.7(%)  

88
(n) 2 4 7 4 2 19

(%) 1.4 2.9 5.1 2.9 1.4 13.8(%) 

91
(n) 5 10 7 7 1 30

(%) 3.6 7.2 5.1 5.1 0.7 21.7(%)  

94
(n) 1 3 7 1 12
(%) 0.7 2.2 5.1 0.7 8.7(%) 

97
(n) 2 3 3 2 1 11
(%) 1.4 2.2 2.2 1.4 0.7 8.0(%)  

100
(n) 1 3 5 2 1 12
(%) 0.7 2.2 3.6 1.4 0.7 8.7(%) 

103
(n) 1 1 1 2 5
(%) 0.7 0.7 0.7 1.4 3.6(%) 

106
(n) 3 3 6
(%) 2.2 2.2 4.3(%) 

112
(n) 1 0 1
(%) 0.7 0.0 0.7(%) 

전
체

(n) 1 19 40 46 23 8 1 138

(%) 0.7(%) 13.8(%)  29.0(%)  33.3(%) 16.7(%)  5.8(%)  0.7(%)  100.0(
%) 

    2%이상의 구간에 음영표시
     ♦♦-30대 연구 집단 전체 여성의 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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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바른체형 여성의 이원분포표로 1% 이상의 분포율을 나타낸 항목

은 30개 구간의 88.8%의 커버율을 보였으며 2% 이상의 분포율을 나타

낸 항목은 20개 구간의 74.8%의 커버율을 나타냈다. 30대 연구 집단 

여성 전체의 빈도분포를 살펴본 결과, 키는 150~165cm구간에 가장 많

이 분포하였고 젖가슴둘레는 79~97cm구간에 분포하였다. 30대 연구 

집단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젖가슴둘레 85cm 키 160cm인 

구간이 다빈도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부록[5]에 첨부하였다. 30대 

바른 체형으로 선별한 결과 젖가슴둘레 85cm에서 91cm까지 전반적으

로 많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다빈도 구간은 젖가슴둘레 91cm 키 

160cm구간으로 30대 연구 집단 여성 전체에 비하여 체간부는 다소 두

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젖가슴둘레 구간별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91cm와 키 구간별 다빈도 구간인 160cm를 기준 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4.2. 30대 바른체형 여성의 체형분석

4.2.1. 토르소 마스터 패턴 개발을 위한 인체측정 및 분석

 토르소 원형제도에 사용되는 치수항목 중 연구대상인 30대 여성의 기

술 통계값을 <표2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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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토르소 원형제도에 사용되는 치수 기술통계             (단위:cm)

항목 평균 표준
편차

최소
값

최대
값

백분위(%) 범위
비율
(%)25 50 75 100

키 158.6 5.3 146.8 172.7 154.9 158.3 161.9 172.7 61.2 

몸무게 57.5 7.6 41.5 78.2 52.0 57.6 61.9 78.2 15.7 

목밑둘레 38.2 2.4 31.4 44.9 36.5 38.3 39.7 44.9 28.3 

가슴둘레 92.5 6.0 80.1 106.9 87.9 91.7 96.6 106.9 34.5 

젖가슴둘레 90.8 6.8 77.9 106.2 85.4 90.4 95.6 106.2 32.1 

허리둘레 76.2 7.9 60.5 100.4 70.3 75.5 80.0 100.4 19.1 

엉덩이둘레 94.9 5.2 84.0 109.2 91.0 94.8 98.5 109.2 37.6 

겨드랑두께 11.3 1.3 8.1 14.8 10.4 11.3 12.2 14.8 16.9 

어깨높이 127.8 4.7 116.3 138.7 124.5 127.6 130.6 138.7 57.1 

허리높이 97.4 4.2 89.3 107.6 94.0 97.5 100.4 107.6 53.2 

엉덩이높이 75.8 3.3 69.7 84.3 73.6 75.7 78.0 84.3 51.9 

목 뒤 젖 꼭 지
허 리 둘 레 선
길이

49.2 2.4 42.5 56.2 47.6 49.3 50.7 56.2 35.9 

목 뒤 젖 꼭 지
길이 34.4 2.3 29.4 40.5 32.8 34.6 35.7 40.5 31.0 

등길이 38.4 2.2 32.8 44.6 37.0 38.2 39.7 44.6 32.5 

앞중심길이 32.9 2.3 27.5 39.0 31.1 32.6 34.5 39.0 28.6 

젖 꼭 지 사 이
수평길이 15.8 1.4 12.9 19.6 14.8 15.8 16.8 19.6 23.6 

엉 덩 이 옆 길
이 21.9 1.9 17.7 25.6 20.5 22.0 23.3 25.6 27.7 

어깨길이 12.6 1.0 10.5 15.2 11.8 12.5 13.3 15.2 26.9 

겨 드 랑 앞 벽
사이길이 34.4 1.8 30.4 39.9 33.2 34.2 35.6 39.9 36.2 

겨 드 랑 뒤 벽
사이길이 37.0 2.1 32.1 42.4 35.7 36.9 38.5 42.4 35.9 

어깨너비 36.1 1.5 32.7 41.9 35.0 36.2 37.0 41.9 39.3 

목밑너비 11.9 0.8 9.7 13.7 11.5 12.0 12.5 13.7 29.8 

 
 인체형상 특성과 변화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체 옆면 기준선에 의한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호 길이와 체표길이, 어깨형상부위 항

목들의 치수를 측정하였다. 해당 치수들을 반영하여 그레이딩 편차 설정

을 하기 위해 젖가슴둘레 및 키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상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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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항목과 회귀식으로 구성하여 편차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4.2.1.1. 옆선설정

 인체는 측면기준선에 의해서 보았을 때 앞뒤가 동일한 비율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를 패턴에 적용하고자 측면 기준선에 의해서 젖가슴둘레수준, 

허리둘레수준, 엉덩이둘레수준 앞 호와 뒤 호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젖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앞 호와 뒤 호의 변화비율과 실제 치

수를 반영하여 토르소의 옆선을 설정하였다. 

<표22> 젖가슴둘레와 키 항목과 3차원 호 길이 항목의 상관계수표(N=138)   

항목 세부항목
Pearson 상관계수

젖가슴둘레 키

호
길
이

젖가슴둘레 앞 호 0.855 0.073
젖가슴둘레 뒤 호 0.799 0.032
허리둘레 앞 호 0.458 0.306
허리둘레 뒤 호 0.794 -0.01
엉덩이둘레 앞 호 0.808 -0.032

엉덩이둘레 뒤 호 0.577 0.131

 <표22>에서 호 길이 항목은 키와의 상관관계보다 젖가슴둘레와 더 많

은 항목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라 앞 호와 뒤 호의 

길이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23>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른 앞 호와 뒤 호 길이의 변화     (단위: cm)

   젖가슴

     둘레

항목

79
(n=7)

82
(n=11)

85
(n=23)

88
(n=19)

91
(n=30)

94
(n=12)

97
(n=11)

100
(n=12)

103
(n=4)

106
(n=6)

앞
호

젖가슴 39.2 42.1 43.3 44.4 45.2 47.6 47.3 48.3 50.5 53.0 

허리 34.5 35.7 37.0 38.0 39.2 42.3 42.0 42.9 45.2 49.0 

엉덩이 41.6 44.6 44.9 44.4 45.9 46.9 44.7 48.1 48.2 50.3 

뒤 
호

젖가슴 40.1 41.6 43.1 44.6 46.1 47.6 48.1 48.3 51.3 52.5 

허리 31.0 31.2 33.7 35.4 37.4 39.2 39.5 40.8 42.9 44.7 

엉덩이 45.0 45.3 47.1 48.8 50.2 51.5 51.0 53.1 52.2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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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라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앞 호와 

뒤 호의 길이 변화를 보면 젖가슴둘레가 증가함에 따라 허리둘레의 앞 

호와 엉덩이둘레의 앞 호가 늘어나지만 전체 구간의 변화량은 허리부위

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23>. 젖가슴둘레 앞 호와 뒤 호의 실측치

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비율 값으로 변환한 결과 젖가슴둘레의 

경우 모든 치수구간에서 앞면의 길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리부

분이나 엉덩이 부분의 경우 치수 구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32-34>. 측면기준선 설정시에 어깨가쪽점과 허리옆점을 연결한 선을 

기준선으로 사용할 경우 어깨형태에 따라 허리아래쪽으로 가면서 인체 

기준선이 앞이나 뒤로 치우쳐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표24>와 같이 옆선에 의해 측정된 앞 호와 뒤 호의 길이를 젖가슴둘레

를 100로 했을 때의 비율로 계산 및 변환하여 젖가슴둘레선의 옆선에서 

수직으로 내린 형태로 비교하였다. 젖가슴둘레를 100로 했을 때의 값으

로 변환할 경우 허리 앞 뒤와 엉덩이 앞 뒤의 증감량을 파악하기 용이하

다. 

<표24> 측면 기준선에 의한 앞뒤 두께 비율
     젖가슴  

       둘레

항목

79
(n=7)

82
(n=11)

85
(n=23)

88
(n=19)

91
(n=30)

94
(n=1)2

97
(n=11)

100
(n=12)

103
(n=4)

106
(n=6)

실
측
치

젖가슴 
앞뒤 53:47 54:46 54:46 54:46 54:46 53:47 53:47 53:47 53:47 52:48 

허리 
앞뒤 51:49 52:48 51:49 50:50 50:50 50:50 48:52 50:50 48:52 49:51 

엉덩이 
앞뒤 41:49 41:59 42:58 42:58 43:57 43:57 44:56 43:57 45:55 44:56 

변
환

젖가슴 
앞뒤 49:51 50:50 50:50 50:50 50:50 50:50 50:50 50:50 50:50 50:50

허리 
앞뒤 53:47 53:47 52:48 52:48 51:49 52:48 51:49 51:49 51:49 52:48 

엉덩이 
앞뒤 48:52

 
50:50 49:51 48:52 48:52 48:52 47:53 47:53 48:52 47:53 

 30대 성인 여성의 교차분석표에서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젖가슴둘레 

91cm와 젖가슴둘레가 가장 큰 106cm의 측면 형상을 비교한 결과 <그

림31>에서 나타나듯이 동일 기준선에 의해 인체는 앞면의 증가율이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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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증가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젖가슴둘레 치수에 따른 변환

비율을 살펴보면 허리부위나 엉덩이부위는 2~6%의 차이를 보였는데, 

허리의 경우 앞이 더 컸으며 엉덩이 부위의 경우 뒤가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므로 옆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젖가슴둘레수준, 허리둘레수

준, 엉덩이둘레수준의 기준선 편차 설정시 앞뒤 두께 차이를 반영하여 

편차설정이 필요하다. 둘레분석 뿐만 아니라 체표길이 분석도 함께 고찰

되어야 인체의 앞뒤두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그림31> 기준사이즈 젖가슴둘레 91cm와 106cm의 측면 형상 비교

<그림32> 측면 기준선에 의한 젖가슴둘레 앞 호 뒤 호(단위: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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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측면 기준선에 의한 허리둘레 앞 호 뒤 호(단위:cm)   

<그림34> 측면 기준선에 의한 엉덩이둘레 앞 호 뒤 호(단위:cm)   

4.2.1.2. 체표길이 비교

 인체 앞면 뒷면의 주요 기준선간 체표길이를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상

관계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앞중심 기준면에 의해 측정된 앞중심 체

표길이 항목들은 키와의 상관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허리둘레 수준에서부터 엉덩이둘레 수준까지의 값이 보통 이상의 정적상

관을 보였다. 젖꼭지 기준면에 의해 측정된 항목은 젖가슴둘레수준선에

서 허리둘레수준선까지의 길이를 제외하고는 키와의 상관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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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5> 젖가슴둘레 키 항목과 3차원 체표길이 항목의 상관계수표   (N=138)

항목 세부항목
Pearson 상관계수

젖가슴둘레 키

앞중심
기준면

체표길이

앞중심 젖가슴-허리 0.001 0.210
앞중심 허리-엉덩이 0.019 0.487
뒤중심 젖가슴-허리 0.016 0.267
뒤중심 허리-엉덩이 -0.065 0.452

젖꼭지
기준면

체표길이

앞면 젖가슴-허리 0.355 0.202
앞면 허리-엉덩이 -0.006 0.476
뒷면 젖가슴-허리 -0.088 0.273
뒷면 허리-엉덩이 -0.145 0.471

<표26> 키 구간에 따른 체표길이 분산분석표

          키    

                

   항 목

150 155 160 165 170
F값

(n=19) (n=41) (n=44) (n=22) (n=8)

앞중심 
젖가슴허리길이

　

14.6
 b 

15.4 
b

15.7
b 

19.4
a 

15.7 
b 3.554**

앞중심 
허리엉덩이길이

　

20.3
c 

20.5
c 

21.3
bc 

22.2
ab 

22.8
a 8.463***

뒤중심 
젖가슴허리길이

　

14.5
b 

15.6
ab 

16.0
a 

16.3
a 

16.3
a 3.413*

뒤중심 
허리엉덩이길이

20.7
c 

20.8
c 

21.4
bc 

22.3
ab 

23.2
a 7.236***

앞면 
젖가슴허리길이

15.6
b 

16.8
a 

17.0
a 

17.2
a 

16.6
ab 2.693*

앞면 
허리엉덩이길이

20.2
c 

20.4
c 

21.2
bc 

22.1
ab

22.6
a 8.300***

뒷면 
젖가슴허리길이

13.8
b 

14.8
ab 

15.1
a 

15.5
a 

15.6
a 3.327*

뒷면 
허리엉덩이길이

20.6
b 

20.7
b 

21.4
b 

22.4
a 

23.3
a 8.819***

*p≤0.05, **p≤0.01 ***p≤0.001 Duncan test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순서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구간에 따라 체표길이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

펴보고 사후분석은 Duncan test를 사용하여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

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표26>. 길이항목은 키가 커짐에 따라 허리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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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엉덩이둘레수준의 길이는 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젖가슴둘레수준에서 허리둘레수준의 체표길이는 1%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앞면 젖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 사이의 길이와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의 값을 비교해본 결과 젖가슴-허리의 값

은 15.6~17.2cm의 범위에 있으며 허리-엉덩이길이의 경우 20.2~22.6

cm에 젖가슴둘레에서 허리의 길이가 더 긴 것을 알 수 있다. 앞중심 젖

가슴-허리길이는 14.6~19.4cm의 범위에 있으며 허리-엉덩이길이 값

은 20.3~22.8cm의 범위에 있어 앞중심 체표길이나 앞면 체표길이 모두 

젖가슴~허리에 늘어나는 양이 허리-엉덩이에 늘어나는 분량보다 많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치수 변화량을 살펴보면 키 150cm에서 165cm

까지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키 170cm에서는 치수가 동일하거나 오

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2.1.3. 단면요소 비교

 인체 기준선의 단면 공극거리는 어깨가쪽점과 허리옆점을 잇는 측면기

준선과 목앞점과 배꼽점을 잇는 정면기준선에 의해서 젖가슴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수준에서 15간〬격으로 측정하였다. 

<그림35> 단면 공극거리 측정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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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요소 분석을 통해서 공극거리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다트 위치에 반영하고 옆선에 의한 젖가슴둘레 앞 호와 허

리둘레 앞 호의 차이를 앞 허리 다트에 반영하고 젖가슴둘레 뒤 호와 허

리둘레 뒤 호의 차이를 이용하여 뒤 허리 다트 분량을 설정할 수 있다. 

단면 공극거리의 기술 통계 값은 <표27>과 같다. 인체 단면의 각도별로 

측정된 공극거리는 한 단면당 15〬 각도로 13개 항목이 측정되었다. 1부

터 13까지 각도 중에서 1은 앞중심에 해당하며, 7은 옆선, 13은 뒷중심

에 해당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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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7> 단면 공극거리 기술 통계값                            (N=136)

부위 항목 각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

젖가슴
둘레
-

허리
둘레

bw1 90〬 0.2 1.6 -4.3 8.9 13.2 
bw2 75〬 0.7 1.5 -2.9 9.6 12.5 
bw3 60〬 2.3 1.5 -0.5 11.3 11.7 
bw4 45〬 3.2 1.5 0.0 12.2 12.2 
bw5 30〬 2.8 1.4 0.0 12.6 12.6 
bw6 15〬 1.9 1.3 0.0 12.7 12.8 
bw7 0/〬360〬 2.1 1.7 -3.1 13.1 16.1 
bw8 345〬 2.6 1.6 0.0 13.6 13.6 
bw9 330〬 2.7 1.4 0.0 13.6 13.6 
bw10 315〬 2.5 1.3 0.0 12.8 12.8 
bw11 300〬 2.4 1.3 0.0 11.7 11.7 
bw12 285〬 2.6 1.4 -0.3 10.9 11.2 
bw13 270〬 3.0 1.6 -4.1 10.8 15.0 

엉덩이
둘레
-

허리
둘레

hw1 90〬 -2.2 2.9 -18.3 11.5 29.8 
hw2 75〬 -2.2 2.8 -18.2 11.7 29.9 
hw3 60〬 -1.9 2.8 -17.7 12.0 29.7 
hw4 45〬 -0.8 2.9 -16.8 13.0 29.9 
hw5 30〬 0.9 3.3 -16.5 14.9 31.5 
hw6 15〬 2.7 3.3 -16.9 17.4 34.3 
hw7 0/〬360〬 3.1 3.3 -16.6 17.8 34.4 
hw8 345〬 3.3 3.2 -15.8 17.8 33.6 
hw9 330〬 4.0 3.2 -15.6 17.3 32.9 
hw10 315〬 4.8 3.2 -14.8 16.8 31.6 
hw11 300〬 5.5 3.2 -13.2 15.7 28.9 
hw12 285〬 5.5 3.0 -11.3 15.2 26.5 
hw13 270〬 5.1 2.9 -10.3 14.0 24.2 

엉덩이
둘레
-

젖가슴
둘레

hb1 90〬 -2.4 2.9 -16.8 11.5 28.3 
hb2 75〬 -2.6 3.0 -17.5 12.0 29.6 
hb3 60〬 -4.2 3.1 -19.2 12.0 31.2 
hb4 45〬 -4.0 3.2 -18.8 13.0 31.8 
hb5 30〬 -1.9 3.4 -17.8 14.9 32.7 
hb6 15〬 0.7 3.2 -17.0 17.4 34.3 
hb7 0/〬360〬 1.1 3.0 -16.2 17.8 34.1 
hb8 345〬 0.8 3.1 -18.1 17.8 35.8 
hb9 330〬 1.3 3.0 -17.1 17.3 34.4 
hb10 315〬 2.3 3.1 -17.2 16.8 33.9 
hb11 300〬 3.1 3.2 -16.2 15.7 31.9 
hb12 285〬 2.9 3.2 -15.2 13.9 29.0 
hb13 270〬 2.1 3.1 -15.0 12.5 27.6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단면 공극거리 차이를 보면 앞중심에서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며 옆선 부위에서는 중간정도의 값을 보였다. 젖가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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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인 bw값 중 bw7(0)〬은 옆선에 해당하는 위치로 

옆선을 기준으로 앞면에서는 bw4(45)〬가 가장 큰 값을 나타냈으며 뒷면

에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 차이에 

의한 단면 공극거리는 앞면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뒷중심으로 갈수록 그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면에서는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인 bw 3,4,5의 값이 뒷면에서는 bw9의 

값이 가장 컸다. 여성 체형에 있어 앞면의 가슴돌출로 인하여 허리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앞면 앞중심 값이 가장 작고 뒷중심의 공극거리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음의 값을 갖는 

것은 배가 나온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를 

허리 다트 윗부분 설정에 반영한다면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단면 공

극거리 차이는 허리 다트 아래쪽 부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엉덩

이와 젖가슴둘레의 경우 KS치수규격에서 체형을 나타내는 드롭(Drop)

으로 사용되므로 함께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

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중심 부분에서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뒷중심으

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 여성체형의 굴곡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4.2.1.4. 어깨부위 형상 비교

 어깨각도는 젖가슴둘레나 키와 상관관계가 낮으며 인체형상이 변화되더

라도 허리둘레나 젖가슴둘레처럼 규칙성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패턴 

기술자(pattern technicians)들은 어깨부분이 조금씩 그레이딩 되어 사

이즈가 증가할 때에 어깨각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Taylor, 

Patrick. J. & Shoben, Martin. M., 1984). 어깨부위의 형상특성을 반

영하기 위해 어깨 앞뒤 형상을 반영하는 8개 항목의 체표길이를 측정하

였다. 체표길이 항목의 상관계수 값과 해당 항목들의 변화량 분석을 통

하여 인체의 젖가슴둘레 또는 키가 증가할 때에 변화가 큰 부위를 살펴

보고 해당 부위의 그레이딩 편차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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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젖가슴둘레와 키 항목과 3차원 어깨형상 항목의 상관계수표 (N=138)

항목 항목
Pearson 상관계수

젖가슴둘레 키

어깨부위 
형상 

체표길이

어깨끝점사이길이 0.054 -0.109

목뒤어깨뼈위돌출길이 0.379 0.100

어깨끝사선길이 0.466 0.108

목옆어깨뼈위돌출길이 0.386 0.008

어깨길이 0.089 0.195
어깨앞길이 0.103 0.363
어깨끝앞사선길이 0.622 0.250
젖꼭지길이 0.687 0.095

<표29> 젖가슴둘레 구간별 어깨 측정항목의 기술통계            (단위:cm)

        젖 가 슴  

            

어깨항목

79
(n=7)

82
(n=10)

85
(n=22)

88
(n=18)

91
(n=30)

94
(n=11)

97
(n=11)

100
(n=12)

어깨끝점사이길

이
18.7 18.4 19.1 19.5 19.4 19.2 19.2 20.4

목뒤어깨뼈돌출

길이
15.6 16.2 15.9 15.7 16.3 17.2 17.5 17.6

어깨끝사선길이 16.1 16.9 16.6 16.9 17.3 18.7 18.6 18.3

목옆어깨뼈위돌

출길이
16.1 18.1 17.2 17.2 18.0 19.9 19.7 19.2

어깨길이 11.5 11.2 11.7 11.8 11.8 11.7 11.7 12.4

어깨앞길이 18.1 18.4 18.3 18.2 18.6 18.2 18.2 19.4

어깨끝앞사선길

이
22.1 22.7 23.1 23.8 24.3 24.4 25.0 25.6

젖꼭지길이 23.9 23.9 24.5 25.7 26.0 26.0 27.1 27.7

 

 젖가슴둘레 증가에 따른 어깨부위 항목의 평균 편차값의 변화를 살펴보

기 위해 <표30>과 같이 젖가슴둘레 뒤의 구간에서 앞의 구간의 평균값

을 빼주어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어깨끝점사이길이의 젖가슴둘레 100c

m에 해당하는 값 20.4cm에서 젖가슴둘레 97cm 구간의 값 19.2cm를 

뺀 1.1cm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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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0> 젖가슴둘레 구간별 어깨 측정항목의 평균편차           (단위:cm)

    젖 가 슴 둘 레     

          

어깨항목

82
-79

85
-82

88
-85

91
-88

94
-91

97
-94

100
-97

어깨끝점사이길이 -0.3 0.7 0.3 -0.1 -0.2 0.1 1.1

목뒤어깨뼈돌출길이 0.6 -0.4 -0.1 0.6 0.9 0.3 0.1

어깨끝사선길이 0.9 -0.3 0.3 0.3 1.4 -0.1 -0.3

목옆어깨뼈위돌출길

이
2.0 -0.8 0.0 0.8 1.9 -0.2 -0.5

어깨길이 -0.3 0.5 0.1 0.0 -0.1 0.0 0.7

어깨앞길이 0.3 -0.1 -0.1 0.4 -0.4 0.0 1.2

어깨끝앞사선길이 0.6 0.4 0.6 0.5 0.1 0.6 0.6

젖꼭지길이 0.0 0.5 1.2 0.3 0.0 1.1 0.6

 기술통계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젖가슴둘레가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측정항목의 평균편차를 살펴본 <표31>에 따르면 어깨

끝점사이길이, 어깨앞길이, 어깨끝사선길이 등의 항목에서는 뚜렷한 증

가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젖가슴둘레 증가에 따른 평균 편차값을 

보았을 때 어깨끝앞사선길이와 젖꼭지길이는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어 항목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다중비교법 중에서 Duncan test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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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젖가슴둘레별 어깨항목 분산분석표

   젖가슴둘레

어깨항목
79 82 85 88 91 94 97 100 F값

어깨끝점사이

길이

18.7 18.4 19.1 19.5 19.4 19.2 19.2 20.4 
2.644* 

b b b ab b b b a

목뒤어깨뼈돌

출길이

15.6 16.2 15.9 15.7 16.3 17.2 17.5 17.6 
3.288** 

c abc bc c abc ab a a

어깨끝사선길

이

16.1 16.9 16.6 16.9 17.3 18.7 18.6 18.3 
4.194*** 

d cd d cd bcd a ab abc

목옆어깨뼈위

돌출길이

16.1 18.1 17.2 17.2 18.0 19.9 19.7 19.2 
3.482** 

c abc bc bc abc a a ab

어깨길이
11.5 11.2 11.7 11.8 11.8 11.7 11.7 12.4 

1.551 
b b ab ab ab ab ab a

어깨앞길이
18.1 18.4 18.3 18.2 18.6 18.2 18.2 19.4 

1.879 
b b b b ab b b a

어깨끝앞사선

길이

22.1 22.7 23.1 23.8 24.3 24.4 25.0 25.6 
7.579*** 

f ef def cde bcd bc ab a

젖꼭지길이
23.9 23.9 24.5 25.7 26.0 26.0 27.1 27.7 

10.981*** 
d d d c bc bc ab a

Duncan test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순서로)
*p≤0.05 **p≤0.01 ***≤0.001

 목뒤어깨뼈돌출길이는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0.1%수준

에서는 어깨끝사선길이와 목옆어깨뼈위돌출점, 어깨끝앞사선길이, 젖꼭

지길이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젖가슴둘레 

100cm구간에서는 어깨끝점사이길이, 목뒤어깨뼈돌출길이, 어깨길이, 어

깨앞길이, 어깨끝앞사선길이, 젖꼭지 길이 등의 항목이 다른 집단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길이나 어깨앞길이는 젖가슴둘레 사이즈가 

증가하더라도 뚜렷한 경향성이 없는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하여 

어깨끝앞사선길이와 젖꼭지길이는 젖가슴둘레 증가에 따른 뚜렷한 증가

를 보였다. 

4.2.2. 젖가슴둘레와 키 치수 변화에 따른 기타부위 측정치 분석

 패턴 그레이딩 편차설정을 위해 젖가슴둘레와 키 항목의 치수에 따른 

참고부위의 증감량을 살펴보았다. 인체치수 증가에 따른 변화부위를 탐색

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서 젖가슴둘레와 상관

이 높은 인체항목과 키와 상관이 높은 인체항목을 도출하여 평균 편차값

과 비율 값을 비교하였다.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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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와 방향을 나타낸다. 상관계수를 두 변수 사이의 상관정도를 기술하

는 수치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피복인간공학 실

험설계방법론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절대값이 0.2보다 작으면 상

관관계가 없거나 무시해도 좋으며, 절대값이 0.4정도 이하이면 약한 상관

관계, 0.6 이상이면 강한 상관관계로 볼 수 있다(김혜경 외 7인). 

±1.00 완전한 정적(또는 부적) 상관관계

±0.60~0.99 강한 정적(또는 부적) 상관관계

±0.40~0.60 중간 정도의 정적(또는 부적) 상관관계

±0.20~0.40 약한 정도의 정적(또는 부적) 상관관계

±0.01~0.20 극히 낮은 정적(또는 부적) 상관관계

0.00 상관관계 없음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젖가슴둘레와 키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항목 위주로 살펴보았다.

<표32> 젖가슴둘레와 키 항목 간 높이 및 길이항목의 상관계수표 (N=138)

항목 세부항목
Pearson 상관계수

젖가슴둘레 키

높
이
항
목

키 -0.003 1 
어깨높이  0.001   0.966 
목뒤높이  0.048   0.980 
젖가슴높이 -0.093   0.941 
허리높이 -0.088   0.908 
엉덩이높이  0.074   0.887 

길
이
항
목

앞중심길이  0.528   0.279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0.652   0.352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0.390   0.334 
등길이  0.379   0.431 
젖꼭지사이수평길이  0.610   0.000 
엉덩이옆길이 -0.370   0.482 
어깨길이 0.065   0.380 
어깨가쪽사이길이  0.335   0.366 
겨드랑앞벽사이길이  0.649   0.216 
겨드랑뒤벽사이길이  0.456   0.271 

 젖가슴둘레와 키 항목과 높이 및 길이항목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32>의 어깨높이, 젖가슴높이, 허리높이, 엉덩이높이 등의 주요 높이 

항목들은 키와 관련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길이항목에서는 높이항목



- 84 -

과는 다르게 젖가슴둘레 키 모두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이 나타났

다. 앞중심길이,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등길이, 엉덩이 옆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

뒤벽사이길이 등의 항목이다. 그 중에서도 토르소 원형 제도시에 많이 

사용되는 목옆젖꼭지길이,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등의 항목이 젖가

슴둘레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토르소 원형 제도시에 많이 사

용되는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나 등길이는 젖가슴둘레, 키 모두와 낮

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어깨길이 항목과 키, 어깨가쪽사이길이 항목

과 젖가슴둘레, 키와 상관성을 가졌으나 낮은 상관을 나타냈다. 겨드랑

앞벽사이길이와 겨드랑뒤벽사이길이 항목은 상의 원형 제도나 그레이딩

에 필수적인 치수이지만 겨드랑앞벽사이길이 만이 젖가슴둘레와 높은 상

관을 보였다.  

<표33> 젖가슴둘레와 키 항목간 둘레 너비 두께항목 상관계수표  (N=138)

항목 세부항목
Pearson 상관계수

젖가슴둘레 키

둘
레
항
목

목둘레 0.729  0.013 
목밑둘레 0.449  0.207 
가슴둘레 0.966  0.016 
젖가슴둘레 1 -0.003 
허리둘레 0.925 -0.041 
엉덩이둘레 0.745   0.268 

너
비
항
목

가슴너비 0.787   0.066 
젖가슴너비 0.929   0.002 
허리너비 0.879 -0.008 
엉덩이너비 0.500   0.438

두
께
항
목

겨드랑두께 0.883 -0.118 
젖가슴두께 0.946 -0.010 
허리두께 0.907 -0.063 
엉덩이두께 0.826   0.000

기타
오른어깨기울기 0.018 -0.053 
드롭 -0.624   0.318

 둘레항목과 젖가슴둘레, 키의 상관계수표인 <표33>에서 둘레항목 중 

목밑둘레를 제외하고는 젖가슴둘레와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너비 및 

두께항목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슴너비, 젖가슴너비 허리너비 등

은 젖가슴둘레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나 엉덩이너비 항목은 젖가슴



- 85 -

둘레, 키 모두와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께 항목은 겨

드랑두께, 젖가슴두께, 허리두께, 엉덩이두께 등의 주요 항목 모두 젖가

슴둘레와 상관이 높게 나왔다. 상의 원형을 제도할 때에 젖가슴둘레와 

키를 기준항목으로 사용하는데 둘레, 두께 항목 등은 젖가슴둘레와 높은 

상관성을 가지므로 회귀식을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어깨기울기, 어깨길이, 어깨가쪽사이길이 등의 몇몇 항목 등은 형

상변화가 그레이딩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부위이나, 젖가슴둘레나 키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으로 해당 부위를 반영할 수 있는 

형상반영 체표길이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마스터 패턴 개발에 반영하기 위해 인체치수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중간정도 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참고부위 항목의 평균과 편차값을 살펴

보았다. 예를 들어 어깨높이 항목은 키와의 상관관계가 0.966이므로 키 

구간에 따라 편차값을 살펴보았으며 젖가슴둘레와 키 항목 모두와 상관

관계가 낮은 참고부위항목은 젖가슴둘레에 따른 평균편차 변화량과 키에 

따른 변화량을 각각 살펴보았다. 30대 바른 체형 여성의 2차원 인체측

정치수 32개 항목의 값과 3차원 인체형상 치수 22개 항목을 젖가슴둘

레 편차(3cm)와 키 편차(5cm)에 따라 구분한 후 높이, 길이, 너비, 두

께, 둘레 항목의 평균치와 평균치변화량에 따른 비율 값을 살펴보았다. 

가슴둘레 103cm 구간은 다빈도 구간이 아니지만 106cm의 편차값을 

살펴보기 위해 표에 제시하였다. 비율 값은 젖가슴둘레의 경우 구간에 

따른 편차 증가량을 젖가슴둘레 편차인 3cm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기재하였다.  

 

<표34>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른 길이항목의 변화                 (단위:cm)

       젖가슴둘레

항목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106

앞중심길이 31.1 30.7 32.2 32.3 32.9 33.4 33.6 34.0 36.9 34.8 
목뒤젖꼭지허리둘
레선길이 47.2 46.2 48.3 48.8 49.4 49.3 50.2 51.2 53.9 51.5 

젖꼭지사이수평길
이 14.2 15.2 15.0 15.2 15.9 16.5 16.6 16.3 17.8 18.2 

겨드랑앞벽사이길
이 32.5 33.4 33.3 34.0 34.5 34.8 34.9 36.1 37.4 36.8 

겨드랑뒤벽사이길
이 35.3 35.3 36.4 37.3 36.7 37.7 37.3 39.4 37.1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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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라 길이항목의 수치를 살펴본 결과 <표34>의 젖

가슴둘레 증가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가되는 항목과,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다 일정치수 이상에서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는 항목, 마지막으로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나뉘었다. 예를 들어 젖꼭지사이

수평길이 항목은 젖가슴둘레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겨드랑앞벽사이길이 등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다 젖가슴둘레가 큰 106cm구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젖가

슴둘레에 따른 참고부위 항목의 인체항목 등은 각 구간의 평균값이나, 

체형의 다양성에 의해 편차값이 오르내리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해

당 부위의 평균값을 그레이딩 편차로 쓰게 될 경우 편차부위 및 편차값 

선정에 부족함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고 측정부위의 회귀

식을 구성하여 편차값을 도출하는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표35>는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른 길이항목 참고부위 증감량을 나타냈다. 앞중심

길이,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의 증감량은 젖꼭지사이수평길이와 어깨

가쪽사이길이에 비해 기준사이즈인 젖가슴둘레 91cm를 전후로 증감비

율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젖꼭지사이수평길이와 어깨가쪽사이

길이 항목 등은 가로길이 항목이며 앞중심길이와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

길이 등의 항목은 세로길이 항목이기 때문에 가로길이에 비해 세로길이

의 증가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35>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른 길이항목 평균편차 및 비율

        젖가슴둘레

항목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앞중심길이
cm -0.4 1.4 0.1 0.7 0.5 0.2 0.5 2.9 -2.1 
% -12 48 2 22 16 6 16 95 -70 

목뒤젖꼭지허리
둘레선길이

cm -1.0 2.1 0.5 0.6 -0.1 0.9 1.0 2.7 -2.4 
% -33 71 15 18 -2 29 33 91 -81 

젖꼭지사이수평
길이

cm 1.0 -0.2 0.2 0.7 0.5 0.1 -0.3 1.5 0.4 
% 33 -6 8 23 17 4 -9 49 13 

어깨가쪽사이길
이

cm -0.7 0.4 0.9 0.0 0.1 0.1 2.2 -2.3 0.3 
% -22 14 29 -1 2 3 74 -78 11 

겨드랑앞벽사이
길이앞품

cm 0.9 -0.1 0.7 0.5 0.3 0.0 1.3 1.3 -0.7 
% 29 -3 23 18 11 0 42 43 -22 

겨드랑뒤벽사이
길이뒤품

cm 0.0 1.0 0.9 -0.6 1.0 -0.4 2.1 -2.3 1.4 
% -1 35 31 -20 33 -12 71 -78 46 

비율계산식=(참고항목치수 증가량*100)/3(가슴둘레 증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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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키 구간에 따른 높이항목의 변화 

         키

항목

150 155 160 165 170

어깨높이 121.1 125.1 128.8 132.8 137.0 
목뒤높이 126.7 130.8 134.4 138.8 143.2 

젖가슴높이 106.6 110.5 114.1 117.6 122.9 
허리높이 92.1 94.8 98.4 101.4 105.9 

엉덩이높이 71.3 74.0 76.3 78.7 82.6 
등길이 36.7 38.2 38.4 39.6 39.6

엉덩이옆길
이 20.9 20.9 22.3 22.9 23.6 

 <표36>에 따르면 키 항목이 증가함에 따라 높이항목의 증가량이 길이

항목의 증가량에 비해 큰 것을 알 수 있다. 키 항목과 상관관계가‘보

통’이상인 항목들을 키 구간에 따라 평균편차와 비율 값으로 살펴보았

다<표37>. 높이항목의 비율 값을 살펴보면 편차값이 동일하지 않으나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항목에 따라서 증가폭이 다른 구간이 

있으며 특히 키 165cm이상일 경우에 최대 증가량을 보이는 경우가 많

았다. 평균편차의 비율 값이 구간별로 큰 차이가 없는 어깨높이나 목뒤

높이 등은 길이편차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적당하나 젖가슴높이나 

허리높이, 엉덩이높이처럼 키 165cm이상인 구간에서만 비율이 다른 항

목은 편차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측정항목의 상관관계에 따라 회귀식을 

구성하여 편차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상의 원형 제도

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길이 항목의 변화비율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

다. 다른 높이 항목에 비하여 등길이 항목은 키 160cm 구간 이상에서

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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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7> 키 구간에 따른 높이 및 길이항목 평균편차 및 비율

                  

               키

항목

150 155 160 165

어깨높이
cm 4.0 3.6 4.0 4.2 
% 81 72 81 84 

목뒤높이
cm 4.1 3.6 4.4 4.5 
% 82 72 88 89 

젖가슴높이
cm 3.9 3.6 3.6 5.2 
% 78 72 72 104 

허리높이
cm 2.7 3.6 3.0 4.5 
% 54 71 60 91 

엉덩이높이
cm 2.7 2.3 2.4 3.9 
% 54 46 47 78 

등길이
cm 1.5 0.2 1.3 0.0
% 30 4 25 -1

엉덩이옆길
이

cm 0.0 1.4 0.7 0.6 
% 1 27 13 12 

비율계산식=(참고항목치수 증가량*100)/5(키 증가량)

<표38>과 <표39>는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른 둘레항목의 증감량과 평균

편차의 비율값을 살펴본 결과이다.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은 상의 원형 제작 및 그레이딩 값의 주요 기준치수로 사용된다. 젖가슴

둘레가 증가함에 따라 둘레항목의 참고 항목들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가

진다. 반면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뚜렷한 증가 양상에 비하여 엉덩이 

둘레의 경우 증가량이 많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8>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른 둘레항목의 변화               (단위:cm)

   젖가슴 

항목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106

목둘레 30.6 31.1 31.6 33.1 33.3 33.7 34.3 35.6 36.2 36.7 

목밑둘레 36.9 36.4 37.3 38.6 38.1 37.8 38.8 40.2 39.7 40.3 

가슴둘레 81.8 85.8 87.2 90.8 92.6 96.2 96.1 100.2 103.8 104.7 

젖가슴둘레 79.4 82.1 85.0 88.1 91.0 93.8 96.7 99.8 102.9 105.8 

허리둘레 65.9 66.0 69.8 73.3 76.3 79.3 82.8 85.3 85.7 94.5 

엉덩이둘레 87.3 89.0 91.4 94.3 95.7 97.3 98.1 99.3 10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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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른 둘레항목 평균편차 및 비율

    젖가슴둘레

항목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목둘레
cm 0.4 0.5 1.5 0.2 0.4 0.6 1.3 0.6 0.4 

% 15 16 51 6 13 21 44 22 14 

목밑둘레
cm -0.5 0.9 1.3 -0.4 -0.3 1.0 1.4 -0.6 0.7 

% -18 31 43 -15 -11 35 47 -19 22 

가슴둘레
cm 4.0 1.5 3.6 1.7 3.6 0.0 4.0 3.6 0.9 

% 133 49 119 58 121 -2 135 120 28 

젖가슴
둘레

cm 2.7 2.8 3.1 2.9 2.8 2.9 3.2 3.1 2.8 

% 91 95 104 96 95 95 106 103 95 

허리둘레
cm 0.0 3.8 3.5 3.0 3.0 3.5 2.5 0.4 8.8 

% 1 128 118 100 99 117 83 12 293 

엉덩이
둘레

cm 1.6 2.5 2.8 1.4 1.6 0.8 1.2 2.2 -1.2 

% 54 83 95 47 52 27 39 75 -39 

비율계산식=(참고항목 치수증가량*100)/3(가슴둘레 증가량)

 둘레항목의 평균편차 변화량을 비율 값으로 바꿔 살펴본 <표39>에서 보

여지듯이 가슴둘레의 비율은 -2~121%까지의 범위에 있으나 허리둘레는 

1~293%, 엉덩이둘레는 -39~95%의 범위에 있었다. 즉, 젖가슴둘레, 허

리둘레, 엉덩이둘레 편차를 동일하게 설정하여 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 

맞음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준둘레선인 젖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의 단면 분석치나 인체의 측면 앞뒤두께 차이를 반영하여 다트

량을 반영해주거나 옆선을 설정해 주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젖가슴둘레 106cm 구간에서의 비율값을 보면 허리둘레가 급격하게 늘어

나며, 엉덩이둘레는 이에 반하여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젖가슴둘레 91cm를 표준으로 봤을 때, 표준에서 멀어진 

젖가슴둘레 106cm에서는 기존에 젖가슴, 허리, 엉덩이를 동일하게 반영

하는 그레이딩 편차값으로는 체형을 커버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른 길이 항목의 변화에 비해 너비 및 두께 항목은 

뚜렷한 증가 양상을 보였다<표40><표41>. 특히 허리부위는 젖가슴둘레가 

늘어남에 따라 같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엉덩이 너비항목은 젖가슴

둘레 106cm구간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너비 평균 편차값의 비율을 살

펴보았을 때 가슴너비 항목은 젖가슴둘레 증가에 따라 가슴둘레 79cm 구

간에서나 100cm이상일 때는 오히려 음의 값을 나타냈다. 그레이딩 편차

를 설정할 때에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의 편차를 동일하게 

늘릴 경우에 젖가슴둘레가 큰 구간에서는 맞음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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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인체의 앞뒤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편차 설정이 필요하다.

<표40>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른 너비 및 두께항목의 변화      (단위:cm)

  젖가슴둘레

항목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106

가슴너비 29.9 31.5 31.8 33.0 33.0 34.0 33.7 34.8 36.2 35.9 

젖가슴너비 27.6 28.2 28.9 30.0 30.8 31.1 31.8 33.2 34.1 33.9 

허리너비 24.1 24.0 25.4 26.5 27.3 28.0 28.8 30.0 29.8 32.3 

엉덩이너비 32.3 32.4 33.0 34.0 34.2 34.6 34.9 34.9 35.0 34.4 

겨드랑두께 9.2 10.1 10.1 11.0 11.4 12.4 12.0 12.8 13.2 13.9 

젖가슴두께 20.1 21.0 22.1 23.0 24.0 25.4 26.3 26.9 27.7 29.2 

허리두께 17.4 17.4 18.6 19.7 20.7 21.8 23.1 23.5 23.8 27.2 

엉덩이두께 20.7 21.6 22.4 23.4 23.9 25.0 24.8 25.7 27.4 27.5 

<표41> 젖가슴둘레 구간에 따른 너비 및 두께항목 평균편차 및 비율

   젖가슴둘레

항목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가슴너비
cm 1.6 0.3 1.2 0.1 0.9 -0.3 1.2 1.4 -0.3 

% 53 8 40 2 31 -10 39 46 -11 

젖가슴너비
cm 0.6 0.7 1.1 0.8 0.4 0.7 1.3 0.9 -0.1 

% 20 23 37 26 12 23 44 30 -4 

허리너비
cm -0.1 1.4 1.1 0.8 0.7 0.8 1.2 -0.2 2.5 

% -2 45 37 28 23 26 41 -6 83 

엉덩이너비
cm 0.1 0.6 0.9 0.2 0.4 0.3 0.0 0.1 -0.5 

% 2 21 31 8 13 9 1 3 -18 

겨드랑두께
cm 0.9 0.0 1.0 0.3 1.0 -0.4 0.8 0.5 0.7 

% 30 0 32 11 34 -13 26 15 22 

젖가슴두께
cm 0.9 1.1 0.9 1.0 1.4 0.9 0.6 0.9 1.5 

% 29 36 31 33 48 30 20 29 49 

허리두께
cm 0.0 1.2 1.1 1.0 1.1 1.3 0.4 0.4 3.3 

% 1 40 38 34 36 43 12 12 110 

엉덩이두께
cm 1.0 0.7 1.0 0.5 1.1 -0.2 0.9 1.7 0.1 

% 32 25 34 16 37 -7 29 58 2 

비율계산식=(참고항목치수 증가량*100)/3(가슴둘레 증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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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가슴둘레와 키 구간에 따라 살펴본 인체측정치의 편차값과 편차비율

을 통하여 길이항목에서는 일정 키 구간 이상에서 증가율이 높아지는 항

목이 존재하며, 둘레 너비 항목은 대체적으로 치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

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인체 부위별로 증감 비율과 양이 달랐으므

로 맞음새 좋은 그레이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체 측면 변화를 반영

한 마스터 패턴설계와 형상변화를 반영한 편차 도출이 필요하겠다. 

4.3. 마스터 패턴 개발 

 그레이딩의 기준이 되는 마스터 패턴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

개 종류의  토르소 원형 제도법을 선정하여 방식을 비교하고 전문가 외

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평가 결과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1개의 토르

소 원형 제도법과 앞서 측정된 인체측정치 및 3차원 형상 분석치를 반

영하여 마스터 패턴을 개발하였다.

4.3.1. 마스터 패턴 개발을 위한 기존원형들의 비교 및 분석결과

 4개의 토르소 원형 제도법의 부위별 사용 치수와 항목을 분석하여 다

음의 <표42>에 제시하였으며 해당 제도법을 사용하여 착의실험을 실시

하여 비교원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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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기존 토르소 원형 제도법 비교                          (단위:cm)

  제도법

항목

A식 B식 C식 D식

등길이 　 S/4-1 S/8×2-2 (S/8)×2

앞길이 　 B-등길이+4 
등길이+가슴 

다트량(B/20-1
.2)

(S/8)×2.5+1

진동깊이 　 B/10+10.5+1 (B/10+10.5)+
1~1.5 S/8+1.5

엉덩이길
이 　

등길이(S/4-1)+
진동깊이(B/10+1

0.5)
S/8-0.5 (S/8)×3-2

뒤길너비 H/4-1
뒤품+(암홀직경(B
/8-1.5)+1.5)×2

/3
B/4+2.5 B/4+1.5

앞길너비 H/4+1　
앞품+(암홀직경(B
/8-1.5)+1.5)×1

/3
B/4+2.5 B/4+2.5

뒤품 　 B/8+5.5+0.5 B/8+7.5 2/5×(C/4)+1.
6

앞품 　 B/4-4+1.5 B/8+6 2/5×(C/4)-1
+2(다트)+1.6

유장

　
앞중심~유두
까지 길이 

실측

B/4+2-3 B/6+11 (S/8)×1.7-1

유폭/2 　 　 B/10+0.5 　

뒷목너비
1/3×1/2NC+
(1/3×1/2NC

)×1/4 

BNW(1/10×1/2
×B+2)-0.5 B/20+2.8 (C/4)/10+2.8

뒷목깊이 BNW×1/4 2 BNW/3 (C/4)/20-0.2

앞목너비 1/3×1/2NC+
1

BNW(1/10×1/2*
B+2)-0.5 BNW-0.6 (C/4)/10+2.8

앞목깊이 1/3×1/2NC BNW(1/10×1/2
×B+2)+1 BNW+1~1.5 (C/4)/6+1

뒤 
어깨길이

어깨너비/2+0
.5　 1cm 나가기 12+1.8(다트) 12.4+1.5(다트

)

앞 
어깨길이 　어깨너비/2 뒤어깨길이-1 12(뒤어깨길이

-뒤어깨다트)

12.4(뒤어깨선
길이-뒤어깨다

트)

앞,뒤 
어깨처짐

차
　 　 2.3 2

약어사용:키(S),가슴둘레(C),젖가슴둘레(B),허리둘레(W),엉덩이둘레(H),목둘레(NC),뒷목너

비(B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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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토르소 원형 제도법을 비교한 결과 제도시에 필요한 항목으로 A

식과 D식을 제외하고 키,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치수를 공통적으로 사용

하였으며 D식 제도법은 윗가슴둘레와 젖가슴둘레, 뒷목둘레, 젖꼭지사이

수평길이 등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A식의 경우 사용하는 항목이 10개 

정도로 가장 많았으나 허리둘레 치수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차이점

을 보였으며 앞중심점에서 젖꼭지점까지의 길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였다. 

 앞가슴둘레와 뒷가슴둘레를 나누는 기준선 설정 방법에는 A~D식 제도

법 모두 가슴둘레 치수를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A식은 가슴둘레 

치수를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엉덩이둘레 치수를 나누어 앞판을 

1cm 더 크게 하였으며 B식 역시 앞뒤에 차이를 두었으나 뒤를 더 크게 

하였다. C식은 앞뒤를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D식은 앞가슴둘레를 뒷가

슴둘레에 비하여 1cm더 크게 두어 B식과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설정하

였다. 이는 여성의 가슴 부분을 고려하여 기준선 설정에 반영하였다. 

 여유량 설정에서 A식은 앞길에 2cm, 뒤길에는 1cm를 주었다. B식은 

뒤품에 0.5cm, 앞품에 1.5cm의 여유량을 주었으며, C식은 앞품과 뒤품

에 각각 2.5cm 여유량을 주었다. D식은 뒤길에 1.5cm 앞길에, 2.5cm

로 총 4cm의 여유량을 주었으나 뒷중심선에서 봉제시 깎아 없어지는 

분량을 생각하면 총 3cm의 여유량을 설정하였다. 앞과 뒤의 여유분량을 

다르게 설정할 때에는 앞을 더 많이 주었으며 앞과 뒤의 여유량을 동일

하게 설정하기도 하였다.

 기준선 설정에 사용되는 등길이 항목은 B식, C식, D식 모두 신장을 사

용한 계산공식을 사용하였으나 A식은 등길이를 사용하지 않고 뒷중심 

길이를 사용하였다. 

 진동깊이선 설정에서는 B식과 C식은 가슴둘레 관련 공식에 여유분을 

추가하는 방식이었으며 D식은 신장과 관련된 공식을 사용하였다. A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앞중심 길이와 뒷중심 길이를 직접 사용하여 

진동깊이 선으로 설정하였다.

 뒷목너비의 경우 A식 제도법은 목둘레 공식을 사용하였으며 B식은 뒷

목너비와 가슴둘레를 사용한 공식을 사용하였다. C식과 D식은 가슴둘레 

치수 공식을 사용하였으나 C식은 젖가슴둘레, D식은 윗가슴 둘레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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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차이를 보였다. 뒷목깊이 공식에서는 A, C식은 뒷목너비 치수를 

사용하였으며 B식은 고정치수 2cm를 적용하였다. D식은 뒷목너비에서

와 같이 뒤목깊이 역시 가슴둘레치수를 이용한 공식을 사용하였다. 앞목

너비와 앞목깊이 설정시 A식은 뒷목너비를 사용한 공식을 B식은 뒤목너

비와 가슴둘레를 사용한 공식을 사용하였으며 C식은 뒷목너비를 사용한 

공식, D식은 가슴둘레를 사용한 공식을 이용하였다. 목둘레의 설정시 제

도식마다 사용하는 공식과 사용되는 치수가 달랐다. 앞뒤 어깨처짐 분량

은 A식은 없었으며 B식은 뒤 어깨처짐 1.5cm를, C식은 뒤 어깨처짐에 

뒷목너비/3의 수치를 사용하여 앞 어깨치짐 분량에는 뒷목너비의 2/3의 

수치를 사용하여 2.3cm차이가 나도록 하였으며 앞판이 뒤판의 2배로 

적용하였다. D식 역시 뒤 어깨처짐은 4.7cm, 앞 어깨처짐은 6.7cm로 

앞판이 2cm더 처지도록 설정하였다. 

 A식은 유장길이를 사용하지 않고, 앞중심점에서 유두까지의 길이를 실

측해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토르소 제도법과 차이를 보였으며, B

식과 C식은 가슴둘레 계산공식을 목옆젖꼭지길이에 사용하였다. D식은 

다른 치수 설정과 마찬가지로 길이와 관련된 항목에는 신장을 사용한 계

산공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표43> 토르소 원형 제도에 적용된 여유량                     (단위:cm)

        항목

제도방법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진동깊이

A식
앞 2/B+2

등길이-(1/4{등길이
+앞중심길이}+2)

뒤 2/B+1

B식
앞 앞품+(암홀직경(B/8-1.5)

+1.5)×1/3

가슴둘레

에 따라 

결정됨

가슴둘레에 

따라 결정됨

B/10+10.5+1(여유
분)

뒤 뒤품+(암홀직경(B/8-1.5)
+1.5)×2/3

C식
앞 B/4+2.5(여유분)

(B/10+10.5)+1~1.5
뒤 B/4+2.5(여유분)

D식

앞 B/4+2.5

신장/8+1.5
뒤 B/4+1.5

 허리 다트 개수는 A식은 앞 2개, 뒤 1개, B식은 앞 1개, 뒤 2개, C식

과 D식은 앞뒤 한 개씩이다. 옆선 다트량 역시 A식은 엉덩이둘레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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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둘레 다트 치수를 사용하여 계산에 의해 옆선에서 처리하였으며, B식

은 옆선에서 앞뒤로 각각 1cm를 깎아주었다. C식과 D식 모두 옆선 다

트분량으로 앞뒤 각각 1.2cm 씩 설정하였다. 어깨 다트량 역시 그 양에

서 차이를 보였는데 C식이 1.8cm로 가장 크고 A식이 0.5cm로 가장 작

았다.

<표44> 토르소 원형 패턴제도에 적용된 다트 설정              (단위:cm)

   제도법
다트 A식 B식 C식 D식

가슴
다트량

B×1/9×1/2 　 B/20-1.2

뒤허리
다트량

3
뒤길너비-2(뒷
중심다트)-(W/

4+2~4)

(뒤길너비-2(뒷중
심다트)-1.2(옆선
다트))-(W/4+1.5

-1(앞뒤차))

2.5

앞허리
다트량

4 앞품-(W/4-1)
(앞길너비-1.2(옆
선다트))-(W/4+1

.5+1(앞뒤차))
3

옆선 
다트량

A)((H/4-1)+(H
/4+1))-(W/2)  
              
 B ) 1 ( 뒷 중 심 다
트)
 +3(뒤허리다트)
 +4(앞허리다트) 

앞 뒤 각각 1 앞 뒤 각각 1.2
앞 뒤 각각 

1.2

(A-B)/2값 나누
어 사용

뒤어깨
다트량

0.5 1 1.8 1.5

뒤어깨
다트길이

　 　 　 8

약어사용: 젖가슴둘레(B),허리둘레(W),엉덩이둘레(H)

 제도법 비교를 통하여 참고원형을 선정하기 위해, 30~39세 여성 다빈

도 구간에 해당하는 피험자 치수를 사용하여 토르소 원형을 제작하였으

며 A식, B식, C식, D식의 4종류의 실험복을 제작하여 표준체형 바디에 

착의시키고 형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실험복의 소재로 사용된 머슬린

의 물리적 특성은 <표45>와 같다.  



- 96 -

<표45> 토르소 실험복 소재의 물리적 특성

직물명 직물조직
섬유조성

(%)

무게

(g/m²)

두께

(mm)

밀도

(올/inch)

머슬린 평직 면 100% 149 0.32
경사 위사 

60 60

 관능검사에 사용된 평가문항 및 응답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복 구성 전문가 5인의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크론바하의 알파(C

hronbach’s α)값은 0.8이상이면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고, 0.7 이

상을 채택하기도 한다(이은영, 2002). A식은 신뢰도 계수 0.89, Mϋller

식은 신뢰도 계수 0.89, C식은 0.94, D식은 0.93으로 나타나 관능검사 

결과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전문가 5인의 

관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유량 설정에서 앞품의 여유는 C식과 D식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

났고 뒤품의 여유에는 C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량 부여 

치수가 가장 큰 C식이 앞품, 뒤품의 여유량 평가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

타났다. 4개의 원형 중에서 가장 타이트한 핏을 보이는 A식의 경우 진

동둘레부위나 뒤어깨상의 외관평가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옆면의 경우 가슴둘레선의 위치는 D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C식과 D식은 수평을 유지하지만 A식과 B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식은 앞부분이 들려 앞

처짐 분량이 필요하며 옆판의 진동둘레선의 위치는 C식이 가장 좋은 것

으로 나타났고 어깨선의 위치는 B식과 C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

났다. 옆면 진동부위의 외관과 여유는 C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 목둘레 외관평가 결과 B식을 제외하고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D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토르소 원형 옆면 어깨기울기의 경우 

A식과 C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허리 다트의 경우 뒤판에 2개의 다트를 부여한 B식의 다트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뒤판에 2개를 분배하면서 중심쪽

에 너무 가깝에 위치하여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뒷면

의 경우 진동둘레선의 위치는 A식과 C식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



- 97 -

  식

번호

A식 B식 C식 D식 F값

  식

번호

A식 B식 C식 D식 F값

1 4.40 4.20 4.40 4.40 0.06 38 3.80 
a

2.60 
b

3.60 
a

4.00 
a 4.30* 

2 3.20 
ab

2.00 
b

2.80 
ab 

4.60 
a 6.40** 39 3.80 4.20 2.60 3.40 2.67 

3 4.00 4.00 4.00 2.75 2.82 40 2.00 
a

3.40 
ab

4.00 
a

2.60 
ab

5.95*
* 

4 4.00 3.20 3.20 3.60 0.70 41 2.80 3.20 3.00 2.00 2.31 

5 3.80 4.00 4.00 3.40 0.53 42 3.80 2.60 3.40 2.40 2.82 

6 3.40 4.00 4.40 4.20 1.13 43 3.20 3.40 4.00 4.00 1.13 

7 4.60 4.00 4.20 4.20 0.40 44 2.80 2.40 3.20 3.40 1.31 

8 3.60 2.60 4.00 3.20 2.16 45 3.60 3.00 3.40 3.60 0.47 

9 4.20 3.40 4.20 4.20 1.68 46 3.80 3.40 3.60 3.80 0.73 

10 4.00 
a

2.60 
b

3.60 
ab

4.20 
a 5.63** 47 3.80 3.40 3.40 3.60 0.20 

11 0.00 
b

1.60 
a

0.00 
b

0.00 
b 4.57* 48 3.00 3.80 4.20 3.80 2.41 

12 3.20 
b

2.40 
b

4.00 
a

3.80 
a 3.23* 49 4.00 3.80 4.20 3.60 0.78 

13 3.00 4.33 4.00 0.00 1.22 50 2.60 
a

3.00 
ab

4.20 
a

3.00 
ab

4.80*
* 

14 3.20 2.20 3.00 3.80 1.56 51 3.40 3.40 4.00 4.00 1.50 

15 3.20 3.00 3.60 3.60 1.00 52 3.00 
a 

3.20 
ab 

4.20 
a

4.00 
ab

4.95*
* 

16 3.60 3.00 3.40 3.40 0.67 53 1.20 2.60 0.80 0.00 0.67 

17 0.00 0.00 0.80 0.40 0.73 54 1.80 
b

2.20 
b

4.00 
a

3.00 
ab

13.48
*** 

18 4.00 4.20 4.00 3.40 1.60 55 3.00 3.20 0.00 0.80 1.09 

19 3.80 
a

4.20 
a 

2.60 
b

3.40 
ab 3.73* 56 3.40 3.40 4.00 4.00 1.50 

고 목둘레의 여유 또한 A식과 C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뒤어

깨상의 외관은 C식과 D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외관과 맞음새는 D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는 A식이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고 어깨 부분이 너무 강조되었고 B식

은 진동부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C식은 다른 원형에 비하여 여유

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외관에서 D식이 가장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여유량 역시 D식이 가장 우수한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마스터 패턴 개발의 참

고원형으로 D식 원형을 선정하였다. 다음 <표46>에 외관 관능검사 결과

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지면관계상 외관 관능검사지의 문항내용은 [부록

9]에 제시하고, <표46>에는 문항번호 순서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46> 기존 토르소 원형 4종류의 외관 관능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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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0.00 0.00 0.60 0.40 0.33 57 2.80 3.40 3.60 3.60 1.79 

21 2.80 
b

2.80 
b 

4.00
 a 

4.20 
a 5.43* 58 4.00 4.20 4.00 3.40 2.25 

22 3.20 4.20 4.00 4.00 1.36 59 3.60 
a

2.60 
b

3.80 
a

3.80
a 3.30* 

23 3.60 2.80 3.60 3.60 0.78 60 3.40 3.60 2.80 4.00 1.79 

24 2.40 
b

2.40 
b

3.40 
ab

3.60 
a 3.73* 61 0.80 0.00 1.00 0.00 12.25 

25 3.20 2.60 4.00 3.60 1.66 62 2.20 
b

3.40 
a

3.40 
a

3.40 
a 3.43* 

26 2.80 
ab

2.00 
b

2.60 
ab

4.00 
a 3.52 63 3.40 3.40 4.00 4.00 4.00 

27 3.20 3.20 4.00 2.60 2.44 64 3.60 
b

4.00 
b

4.20 
a

3.40 
a 0.95* 

28 3.20 3.40 3.80 3.80 0.95 65 2.60 3.20 4.00 3.00 2.31 

29 2.60 
b

3.40 
ab

3.80 
a

4.00 
a 3.33* 66 2.60 2.60 3.20 3.40 0.74 

30 3.20 4.00 4.20 4.20 1.74 67 2.60 2.60 3.20 3.60 0.94 

31 3.00 4.20 3.20 3.80 1.32 68 2.40 2.80 3.20 3.40 0.87 

32 2.00 
b

2.20
 b

4.00
a

2.80 
ab 5.59** 69 1.00 1.60 0.40 0.80 0.51 

33 3.20
ab

3.60 
a

3.80 
a

2.00 
b 5.91** 70 3.60 

a
3.80 

a
2.20
 b

2.80 
ab

5.75*
* 

34 2.20 
b 

2.40 
b

4.20 
a

2.80 
b 5.61** 71 0.00 

b
1.60 

b
0.00 

a
0.00 
ab

6.10*
* 

35 2.60 
b

2.40 
b

3.80 
a

2.00 
b 4.29* 72 3.40 3.60 3.20 3.60 0.24 

36 1.00 
b

0.40 
b

0.00 
b

3.60 
a 7.90* 73 0.40 0.40 0.80 0.00 0.44 

37 3.80 
a

3.00 
b

4.00
 a

4.20 
a 3.95* 

 Duncan test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
 *p≤0.05  **p≤0.01  ***p≤0.001

4.3.2. 마스터 패턴 개발

 기존 원형들의 비교 분석결과와 착의 평가결과를 참고하고, 인체측정치 

및 단면요소, 옆선요소 등의 측정치 분석을 반영하여 토르소 패턴을 개

발하였다. 개발된 패턴은 전문가 외관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그레이딩의 

기준패턴으로 사용하고 마스터 패턴으로 명명하였다. 

 비교원형의 외관 평가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마스

터 패턴개발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비교원형으로 선정된 토르소 패턴과 

개발된 마스터 패턴의 전문가 외관평가의 결과는 <표49>에 제시하였다. 

비교원형의 외관평가 결과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기준선과 관련하여 허리

둘레선의 위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진동둘레의 위치에 대해서도 평



- 99 -

균 평점이 낮았다. 앞 허리 다트의 위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였으나 다트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옆면에서는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수평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

다. 이는 앞처짐 분량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나타낸다. 어깨선의 위치

가 어깨중심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수정이 필요하며 진동부위의 여

유량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의 기울기가 인체의 기울기를 

잘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가쪽점과 옆목점의 위치에 대

해서도 외관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 

 뒷면에서도 역시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 등의 기준선의 위치가 적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다트의 양은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어깨부위의 문제점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뒤허리 다트의 양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량 관련해서는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여

유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편차를 적용하여 전문가 외관평가

를 실시한 결과 앞면, 옆면, 뒷면 모두에서 기준선의 위치와 수평여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옆면과 뒷면의 여유분량이 적

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 허리 다트의 양을 줄이고 뒤 허리 다

트의 양은 늘려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깨의 기울기에

서 어깨가쪽점과 목옆점의 위치수정이 필요하며 어깨다트 분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었다. 개발에 반영된 내용과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옆선 설정

 피트형 토르소 원형개발에 인체측면의 앞뒤 두께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어깨가쪽점과 허리옆점을 연결한 옆선을 기준선으로 설정한 뒤에 기준둘

레선의 호 길이 관련 체표길이 치수를 측정하였다. 젖가슴둘레 수준의 1

/2앞 호와 1/2뒤 호의 비율에 따라 허리둘레 수준의 1/2앞 호와 1/2뒤 

호, 엉덩이 둘레 수준의 1/2앞 호와 1/2뒤 호를 비교한 결과 허리부위

에서는 앞 호가 더 컸으며 엉덩이 부위에서는 뒤 호가 더 컸다. 어깨가

쪽점과 허리옆점을 연결한 옆선의 경우 엉덩이 뒤 호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젖가슴둘레 수준의 1/2앞 호, 뒤 호와 허리둘레 

수준의 앞 호, 뒤 호의 비율을 패턴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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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가슴둘레 91cm를 기준으로 젖가슴둘레 수준의 1/2앞 호 뒤 호의 차

이 값의 평균값과 허리둘레 수준의 앞 호, 뒤 호 차이의 평균값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젖가슴둘레 50:50일 때 허리둘레는 앞 호와 뒤 호의 

비율이 51:49로서 앞 호가 뒤 호에 비하여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 있

다. 실제 평균값의 차이는 1.7cm로서 이를 앞뒤에 나누어 배분하면 0.8

cm로, 앞쪽에 0.8cm를 더해주고 뒤쪽에 0.8cm를 빼주면 앞뒤 두께차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표47> 젖가슴둘레 91cm구간의 앞 뒤 호의 비율 및 평균값

항목 비율(%) 평균값(cm)
젖가슴둘레 1/2 앞 호 50 45.2
젖가슴둘레 1/2 뒤 호 50 46.1
허리둘레 1/2 앞 호 51 39.1
허리둘레 1/2 뒤 호 49 37.4

2) 여유량 설정

 앞품과 뒤품의 여유분량은 1.6cm로 설정한 결과, 여유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각각 2cm로 늘려 주었다. 기존의 뒤판 옆선에서 1.5cm 여유분

량과 앞판 옆선의 여유분량을 2.5cm로 설정한 결과 부족하다는 결과에 

따라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앞쪽에 0.5cm만을 늘려준 경우와 뒤쪽에 

0.5cm만을 늘려준 경우 그리고 각각 0.5씩을 늘려준 경우의 결과를 비

교하였을 때, 마지막의 결과가 가장 적당하여 이를 반영하여 앞품과 뒤

품에 각각 0.5cm씩 늘려주었다. 

3) 앞처짐 분량

 앞처짐 분량으로 3cm, 2cm, 1.5cm를 적용하여 예비실험을 한 결과, 

1.5cm일 때 옆면에서 엉덩이둘레선이 수평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1.5cm를 앞처짐 분량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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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길이 항목

 등길이는 기존의 참고원형에서 키와 관련된 공식으로 설정하였을 때, 

허리둘레선이 낮다는 전문가 외관평가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기존 참고원형 4종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C식을 참고하여 키

/4-1cm로 등길이를 수정하였다.  

5) 다트 위치 및 분량 설정

 마스터 패턴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 집단에서 가장 출현율이 높은 젖

가슴둘레 91cm, 키 160cm 구간을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이 구간의 허

리둘레 평균은 75.3cm이다. 

 젖가슴둘레 91cm, 키 160cm 구간의 단면 공극거리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젖가슴둘레에서 허리둘레의 차이인 bw4는 앞면 45〬 구간의 값

으로 이 부위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보였다. 뒷면에서는 bw9인 345〬 구
간에서 가장 차이를 많이 보였다. 단면도를 이용하여 의복원형에 다트를 

설정하는 경우 최외곽 둘레에 여유분량을 부여한 값과 젖가슴둘레에 여

유분량이 더해진 값의 차이를 다트로 설정한다. 그 결과 앞 뒤 중심에서

는 다트량이 거의 불필요하며 옆으로 갈수록 다트량이 증가한다는 기존

의 연구(피복구성학, 1998)와 동일하게 앞중심에서의 단면 각도 길이는

‘-’값에 가깝게 나타나 다트량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

과에 따라 앞중심을 제외하고, 가슴단면 공극거리에서 허리단면 공극거

리의 차를 살펴,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위를 고려하여 다트 위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토르소 앞면에서는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공극

거리 차이인 bw3,4,5중 앞면 45구〬간인 bw4와, 뒷면에서는 330〬 구간인 

bw9과 bw10(315)〬,11(300)〬,12(285)〬로 나타났다<그림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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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중합도를 통한 다트 설정 위치

 기존의 토르소 원형 제도시에 반영하는 다트 분량을 적용하여 외관평가

를 한 결과 앞 허리 다트 분량으로 설정한 1.5cm는 적당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뒤 허리 다트의 경우 참고원형의 3cm(1.5*2)분량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토르소 원형의 뒤 허리 다트는 가슴둘레선을 넘지 않

는다. 이를 반영하여 뒤 허리 다트는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공극거리

차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기존의 뒤 허리 다트의 위치는 330〬 구간인 

hw9의 위치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트 위치를 설정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기존의 다트분량을 3cm에서 2.4cm로 줄이고 살펴본 결과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각도 거리차가 가장 많이 나타난 hw12(285)〬

와 hw11(270)〬부근에서 여유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hw12(285)〬

와 hw11(270)〬의 다트분량은 1cm정도로 예비실험을 거쳐 뒤 허리 다

트와 옆선의 중간지점에 해당 분량의 다트를 만들어 뒤판에 총 2개의 

다트를 만들어 수정하였다. 뒤 허리 다트1의 총 분량은 3.4cm로 진동 2

cm 아래 엉덩이둘레선 1cm 위에 설정하였으며 뒤 허리 다트2는 가슴

둘레선 5cm아래 엉덩이둘레선 8.5cm 위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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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 중합도를 통한 다트위치 설정 

6) 어깨다트 및 어깨선 설정

 뒤어깨 다트 분량은 1.5cm로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뒤어깨 다트 분

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참고원형 토르소 제도법을 비교하여 뒤

어깨 다트 분량에서 가장 좋은 외관평가를 얻은 C식을 참고로 1.8cm로 

늘려주었다. 참고원형을 통한 외관평가 결과 목옆점과 어깨가쪽점의 위

치가 어깨의 기울기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옆목

점의 위치보다 어깨가쪽점의 위치가 관능평가 결과 낮은 점수를 나타냈

다. 따라서 참고원형의 제도식이 젖가슴둘레 91cm 구간의 평균 어깨기

울기 값인 24〬 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깨기울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어깨가쪽점의 위치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재현바디의 어깨각

도 24〬 로 나타나 재현바디에 착장시킨 후 보정된 값을 반영할 수 있도

록 앞판 어깨 제도법을 수정하였다. 패턴에서의 각도를 측정한 결과 앞

어깨 각도는 24〬 뒤어깨 각도는 22〬 로 나타났다. 개발된 토르소 마스터 

패턴은 <그림3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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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개발된 토르소 마스터 패턴

 개발된 토르소 원형 비교원형을 각각 제작하여 재현바디에 착장한 결과

는 <표4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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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비교원형과 연구원형 사진

비교원형 앞 옆 뒤

연구원형 앞 옆 뒤

  

4.3.3. 평가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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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 비교원형과 연구원형의 전문가 외관평가 결과

항

목
평가문항

비교

원형

연구

원형
T-값

1 앞중심선의 위치는 적합한가? 4.6 4.4 0.621 
2 가슴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3.6 3.8 0.704 
3 가슴 둘레선은 수평인가? 4.4 4.4 1.000 
4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3.2 4.8 0.056 
5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4.0 4.4 0.178 
6 엉덩이 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3.6 4.6 0.034* 
7 엉덩이 둘레선은 수평인가? 3.6 4.4 0.405 
8 진동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3.4 4.2 0.099 
9 목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4.0 4.8 0.016* 
10 목둘레의 여유는 적당한가? 4.0 4.2 0.621 
12 앞품의 여유는 적당한가? 3.8 4.4 0.208 
14 BP의 위치는 적당한가? 3.6 4.0 0.477 
15 앞가슴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3.6 4.0 0.178 
16 앞가슴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4.0 4.0
18 앞허리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4.0 4.4 0.178 
19 앞허리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2.4 4.2 0.009** 

21 앞진동 부위의 군주름이나 당김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4.2 4.2 1.000 

22 목둘레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4.0 4.6 0.070 

23 앞어깨상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4.2 4.6 0.178 

24 겨드랑 밑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4.0 4.0 1.000 

25 옆선은 인체의 앞뒤두께를 균형있게 나누는가? 3.6 4.2 0.305 
26 가슴 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3.6 3.4 0.621 
27 가슴 둘레선은 수평인가? 3.8 3.2 0.305 
28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3.0 3.8 0.178 
29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2.2 3.4 0.070 
30 엉덩이 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3.4 4.2 0.099 
31 엉덩이 둘레선은 수평인가? 1.8 4.0 0.011*
32 진동 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3.8 3.8
33 어깨선의 위치가 어깨중심에 놓이는가? 3.0 4.4 0.052 

34 진동부위의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3.8 3.8 1.000 

35 진동부위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3.4 3.6 0.621 
37 목둘레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4.0 4.0 1.000 
38 목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4.0 4.0 1.000 

40 어깨의 기울기가 인체의 어깨기울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2.6 3.8 0.208 

41 어깨 가쪽점의 위치가 적당한가? 2.4 4.4 0.034* 
42 옆목점의 위치가 적당한가? 3.0 4.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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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문항
비교

원형

연구

원형
T-값

43 뒤중심선의 위치는 적합한가? 4.2 4.2 1.000 
44 가슴 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4.0 4.4 0.178 
45 가슴 둘레선은 수평인가? 3.6 4.4 0.016* 
46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3.4 4.6 0.109 

47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3.2 4.4 0.004** 

48 엉덩이 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3.4 4.6 0.033 
49 엉덩이 둘레선은 수평인가? 4.2 4.8 0.070 
50 진동 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3.4 4.0 0.208 
51 목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4.0 4.2 0.621 
52 목둘레의 여유는 적당한가? 4.2 4.4 0.374 
54 뒤품의 여유는 적당한가? 3.6 4.4 0.099 
56 어깨다트 또는 뒤진동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4.0 4.4 0.178 
57 어깨다트 또는 뒤진동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3.0 4.2 0.109 
59 뒤허리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4.2 4.0 0.374 
60 뒤허리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2.6 4.4 0.021* 

62 뒤 진동부위의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3.6 3.8 0.374 

63 목둘레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4.4 4.4 1.000 

64 뒤 어깨상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4.0 4.4 0.178 

65 겨드랑 밑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4.0 4.0 1.000 

66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3.4 4.2 0.099 
67 전체적인 맞음새는 좋은가? 3.2 4.0 0.099 
68 가슴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3.8 4.0 0.749 
70 허리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2.6 4.2 0.035* 
72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3.4 4.4 0.142 

*p≤0.05, **p≤0.01, ***p≤0.001

 연구 집단의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젖가슴둘레 91m, 키 160cm으로 

제작된 비교원형과, 비교원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체측정치를 반영하

여 개발된 연구원형의 전문가 외관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면 기준선에서는 엉덩이 둘레선의 위치 적합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연구원형의 결과 더 높은 점수를 받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 허리 

다트의 양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옆선 설정에 있어서 앞품의 여유분량이 

부족하다는 전문가 외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0.5cm 늘려준 결과, 앞품

의 연장선에서 생성되는 허리선이 영향을 받아 허리 다트의 양은 동일하

지만 허리 부분의 외관에서 개선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처짐 분량에 대한 3회의 예비실험을 통해, 앞이 들리지 않는 치수인 

1.5cm를 반영해준 결과, 비교원형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얻었던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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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선 수평여부에서 연구원형이 수평을 이루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옆선의 기준 둘레선들의 수평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엉덩이 둘

레선 뿐만 아니라, 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 역시 수평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비교원형의 경우 앞이 들리는 현상에 의하여 수평 여

부를 묻는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비하면 개선된 결과이다. 

 또한 옆목점과 어깨가쪽점의 인체치수를 반영하여 패턴을 제도하고, 재

현바디를 통한 착의실험을 거쳐 수정된 어깨선 역시 개선된 결과를 보였

다. 기존의 어깨가쪽점의 위치가 뒤쪽으로 치우쳐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원형에서는 개선되어 옆목점과 어깨가쪽점의 위치가 인체의 옆선에

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르소 다트 설정을 위해 참고한 인체의 단면 공극거리를 비교하여 인

체의 뒷면에서 엉덩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가장 큰 위치에 다트를 

1개 추가해 준 결과 다트의 양이 적절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개선

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앞면에서와 마찬가지로, 뒤품의 여유분을 늘리

고, 다트의 양을 추가해준 뒷면 허리 부분의 여유량을 묻는 문항에서도 

비교원형에 비하여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개발된 원형이 기존 참고 원형에 비하여 개선

된 결과를 보여 그레이딩의 기준 마스터 패턴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마

스터 패턴은 추후 개발된 연구 그레이딩 편차와 기존 그레이딩 편차를 

함께 적용하고 전문가 외관평가에 사용하였다. 다음은 마스터 패턴의 전

문가 외관평가와 연구 그레이딩 편차의 검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재

현바디의 검증결과이다.

4.3.3.1. 재현바디 제작 및 검증

 개발된 마스터 패턴과 그레이딩 편차 적용에 따른 착의 실험을 위해 재

현바디를 제작하였다. 재현바디는 가슴둘레와 키의 교차분석표에 의하여 

2%이상의 분포를 보이는 구간에 대해 제작되었으며 둘레검증용 6개 구

간과 길이검증용 4개 구간 둘레 및 길이 검증을 위한 3개 구간으로 제

작되었다. 이 중 기준이 되는 마스터 패턴을 위한 재현바디 구간은 젖가

슴둘레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91cm구간과 키에서 가장 높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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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160cm구간이다. 전문가 외관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작된 

재현바디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4.3.3.1.1. 마스터 패턴용 재현바디 

 기준이 되는 마스터 패턴의 착의 실험을 위해 30~39세 여성의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젖가슴둘레 91cm, 키 160cm 구간의 형상 중에서 해

당 구간의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치수가 구간평균에 가장 

가까운 형상으로 선정하여 바디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재현바디의 정확

도 검증에는 이성지(2013)의 논문을 참고하여 치수를 비교하는 방법과, 

3차원 원본 형상과 재현바디의 스캔데이터를 중합시켜 공극량을 측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재현바디 치수 검증을 위해 해당 형상 파일의 기준치수와 재현바디의 

기준치수를 비교하였다. 기준치수로는 상반신 체형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항목을 비교하였다. 재현바디의 

형태는 <표50>과 같다.

<표50> 마스터 패턴용 재현바디

앞 옆 뒤

재현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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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재현바디와 3차원 원본형상의 치수 비교               (단위: cm)

     비교항목

치수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원본치수 90.3 75.4 93.8
재현바디치수 92.0 77.1 95.5
오차 -1.7 -1.7 -1.7

 

 재현바디의 형상 검증을 위해서 재현바디의 3차원 스캔을 실시하여 3

차원 스캔 데이터의 형상을 겹쳐 deviation값을 살펴보았다<표52>. 그 

결과 재현바디가 3차원 형상에 가까울수록 파란색을 띄고 차이가 있을

수록 붉은 값을 띄게 된다. 다음의 결과를 통해서 재현바디와 3차원 스

캔데이터의 겹침 형상이 대부분 파란색을 띄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현바디가 3차원 형상을 잘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표52> 재현바디와 3차원 형상 데이터간의 공극량 분포         (단위: mm)

deviation Front Back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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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2. 그레이딩 검증용 재현바디 

 둘레 검증용 재현 바디는 기준 사이즈를 포함하여 총 6개 사이즈로 제

작되었다. 기준 사이즈 91cm를 제외하고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젖가

슴둘레 85cm, 91cm, 94cm, 97cm, 100cm, 106cm구간의 재현바디이

며 재현바디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형상 파일의 기준치수와 재현바디의 

기준치수를 비교하였다. 기준둘레 치수인 젖가슴둘레에서 재현바디와 원

본치수 간의 오차 범위는 0.1~1.5cm로 나타났다. 허리둘레의 경우 0.

1~1.4cm로 나타났으며 엉덩이둘레의 경우 0.3~0.9cm로 나타났다. 기

준 둘레별로 재현바디와 원본치수 간의 오차범위가 0.1~1.5cm 내외로 

최대오차 범위가 1.5cm 이내로 나타나 인체형상을 잘 반영함을 알 수 

있다. 6개 둘레 검증용 재현 바디의 형태를 <그림39>에 제시하였다. 

<그림39> 젖가슴둘레 구간별 3차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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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 둘레 검증용 재현바디와 3차원 원본형상의 치수 비교    (단위: cm)

           젖가슴둘레

치수
85 91 94 97 100 106

젖가슴둘레

원본 83.6 90.3 95.0 96.1 100.9 105.5

재현바디 82.8 92.0 96.0 96.0 102.0 107.0

오차 0.8 -1.7 -1.0 0.1 -1.1 -1.5

허리둘레

원본 63.6 75.4 83.1 84.6 83.4 91.9

재현바디 65.0 77.1 83.0 84.0 83.0 91.0

오차 -1.4 -1.7 0.1 0.6 0.4 0.9

엉덩이둘레 

원본 89.8 93.8 98.3 97.2 102.3 97.1

재현바디 90.5 95.5 99.0 98.0 102.0 98.0

오차 -0.7 -1.7 -0.7 -0.8 0.3 -0.9

 재현바디의 형상 검증을 위해서 3차원 스캔을 실시하여 재현바디와 3

차원 형상간의 deviation을 보았다. 재현바디가 3차원 형상에 가까울수

록 파란색을 띄고 차이가 있을수록 붉은 값을 띄게 된다. 앞면 형상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있었으나, 뒷면과 옆면에서는 거의 푸른색

을 띔을 알 수 있다. 형상 검증 결과 둘레 검증용 바디의 deviation값이 

99.9%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현 바디 제작이 인체 형상을 잘 반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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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4> 둘레 검증용 재현바디와 3차원 형상데이터간 공극량 분포(단위: mm)

B Front Back Side deviation

85

  

94

97



- 114 -

B Front Back Side deviation

100

 

106

 길이 검증용 바디는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키 160cm를 기준으로 

150cm, 155cm, 165cm 3개 구간이 추가로 제작되었다. 둘레 검증용 

가슴둘레 91cm 재현바디와 키 160cm는 기준사이즈로 동일 바디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개 키 구간 역시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며 길이 

검증을 위해 제작되었다. 길이 검증용 재현바디의 검증 방법은 둘레 검

증용 재현바디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길이 검증용 재현바디의 

치수와 3차원 원본 형상의 치수를 비교한 결과, 젖가슴둘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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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cm 오차를 보였고, 허리둘레는 0.2~1.3cm의 오차를 보였다. 

엉덩이둘레는 1.2~1.5cm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길이 검증용 재현바디 

또한 최대 오차범위가 1.6cm이내인 것으로 나타나 3차원 인체형상이 

잘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길이 검증용 바디는 추가적으로 기준이 되

는 높이항목의 치수를 함께 제시하였다. 

<그림40> 키 구간별 3차원 형상

<표55> 길이 검증용 재현바디와 3차원 원본형상의 치수 비교    (단위: cm)

                 키

치수
150 155 165

젖가슴둘레

원본 91.8 91.2 91.5
재현바디 92.0 92.8 92.0

오차 -0.2 -1.6 -0.5

허리둘레

원본 76.1 73.2 77.7
재현바디 76.5 73.0 79.0

오차 -0.4 0.2 -1.3

엉덩이둘레 

원본 90.8 95.6 105.5
재현바디 92.0 97.0 104.0

오차 -1.2 -1.4 1.5

 길이 검증용 재현바디와 3차원 형상간의 deviation값은 다음과 같다. 

키 구간별로 파란색을 나타내는 부위가 많고 붉은색을 나타내는 부위가 

적어 원본형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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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6> 길이 검증용 재현바디와 3차원 형상 데이터간 공극량 분포(단위: mm)  

키 Front Back Side deviation

150

  

155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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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3. 둘레 및 길이 검증용 재현바디 

 젖가슴둘레와 키가 함께 반영된 최종 그레이딩 패턴의 검증을 위해 젖

가슴둘레 85cm 키 155cm(85-155), 젖가슴둘레 88cm 키 160cm(88

-160), 젖가슴둘레 91cm 키 165cm(91-165)의 3개 구간이 제작되

었다. 이 중 제일 마지막 구간의 검증바디(91-165)는 길이 검증용 바

디로 제작되어 앞의 2개 구간의 재현바디의 치수를 비교하고 공극량을 

살펴보았다. 

<표57> 최종 검증용 재현바디와 3차원 원본형상의 치수 비교   (단위: cm)

      젖가슴둘레-키

치수
85-155 88-160

젖 가 슴 둘

레

원본 85.1 88.2
재현바디 84.3 88.5
오차 0.7 -0.3

허리둘레
원본 71.2 73.0
재현바디 71.5 72.1
오차 -0.3 0.9

엉 덩 이 둘

레 

원본 88.0 96.0
재현바디 87.4 95.1
오차 0.6 0.9

 그 결과 젖가슴둘레 85cm와 키 155cm의 검증을 위한 재현바디의 젖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오차범위가 –0.3~0.7cm로 1cm이하

이므로 원본형상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젖가슴둘레 88cm와 

키 160cm의 오차범위 역시 –0.3~0.9cm로 1cm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둘레와 길이편차를 함께 적용한 패턴 그레이딩을 위한 재현바디로서 높

이항목의 치수도 함께 제시하였다. 두개 구간의 재현바디 스캔형상을 겹

쳐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58>. 공극량이 99%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현바디가 실제 인체형상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외관평가에 사

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레 검증용 재현바디와 길이 검

증용 재현바디 및 최종 검증용 재현바디의 실제 스티로폼 제작결과는 

[부록6-8]에 제시하였다.



- 118 -

<표58> 최종 검증용 재현바디와 3차원 형상 데이터간 공극량 분포(단위: mm) 

Front Back Side deviation

85-155

88-160

4.3.4. 마스터 패턴 설계 및 제도법 제시

 재현바디를 이용하여 착의 평가결과 비교원형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나

타낸 개발원형을 본 연구의 그레이딩 마스터 패턴으로 사용하였으며 마

스터 패턴 개발 과정에 따라 제도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비교원형 제

도법에서 본 연구 집단의 인체측정치 분석이 반영되고 개선된 부위는 별

(*) 표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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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뒤판제도

1)기준선 

 A-B  키/8 +1.5cm 

 *A-C  키/4-1cm 

 A-D  키/8*3-2cm

2)뒤목너비 

 A-F  가슴둘레/20 + 2.7cm

 F-F1  A~F/3+ 0.9cm

 F-F2  A~F/3+ 0.2cm 

 F1-F2-A 연결

3)뒤품

 *A1-G  2/5상동 + 2cm 

 B1 : G에서 가슴둘레선으로 내린선

 G2 : A에서 뒤품너비만큼 수평선을 그린선

 I1 : G2에서 G~B1선상으로 1.6cm 내려가서 수평선을 그어줌

4)뒤 어깨 다트

 F1과 I1연결하여 이등분점 표시

 F1~I1의 이등분점과 B~B1의 1/2지점 연결

*뒤어깨 다트 길이는 8cm 

*뒤어깨 다트 분량은 1.8cm

5)옆선

*B1-L 가슴둘레/2 + 2cm(뒤:-0.4, 앞:+0.4, 앞 뒤차 반영)

 H : 어깨다트 끝에서 가슴둘레선과 수평으로 그어 G~B1상에 만나는 

점

 C1 : L점에서 수직선 내려 허리와 교차하는 점 

 D1 : L점에서 수직선 내려 엉덩이와 교차하는 점



- 120 -

 C1-C2 : 1.2cm 들어가고 

 D1-D2 : 1.5cm 나간다.  

 L~C2~D2를 연결

6)뒤진동둘레

 t : B1~L의 이등분점 

 t1 : (B1~L)/2 치수만큼 B1에서 45도 올려줌 

 I1~H~t1~L과 연결하여 진동둘레를 그려준다.

7)뒤 허리 다트

 C2~C의 이등분점의 뒤중심 방향으로 1cm 이동

 C3 : 뒤 허리 다트1 총분량은 3cm. 진동 2cm 아래 엉덩이둘레선 

1cm 위에 생성

 Z : 뒤 허리 다트2 단면분석결과 1cm적용하고 다트 위치는 착의실험 

결과를 반영하여 가슴둘레 5cm아래 엉덩이둘레선 8.5cm 위에 생성

<그림41> 마스터 패턴 뒤판 제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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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앞판제도

1)기준선

 A1-B-C-D점을 수평연장

 A2 : A점에서 1.5cm 올려줌

 A2-W : 앞길이-뒤목둘레치수(41cm)

 A2-F : 1/10 상동+ 2.95cm

 F-F1 : 5.5cm 옆선방향으로 이동

2)앞처짐 분량

 *E 앞중심 D에서 앞처짐 분량 1.5cm설정

3)앞가슴 다트

 S : 앞중심에서 1/2 유폭간격

 F-S : 목옆점과 진동둘레선 연결

 S-S1 : 7.5cm 다트선상에서 올린다.

 S1-S2 : 가슴절개선 직각으로 2cm 나간다.

4)앞품

 *A2-G1 : 2/5상동-1cm + 2cm(다트) + 2cm여유 

 B1 : G1에서 내려 진동선과 교차점에 B1

5)앞 어깨

 *G1-I2 6.3cm 내려간다.

 I2에서 수평선을 그린다.

 *가슴절개선을 닫고 I2선상에서 (뒤 어깨선 길이-뒤 어깨 다트분량) 

찾는다.

 F점에서 F~I3 길이에 해당하는 점을 I2선상에서 찾아준다.

6)앞진동둘레

 B1-M : 5cm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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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O : 2.5cm 올라간다.

 O-O1 : 0.5cm 옆선방향으로 나간다.

 H : I3-M의 이등분점

 H-H1 : 1cm M-I3 선에 직각으로 들어간다.

7)옆선설정

 *B-L : 가슴둘레/2 + 3cm 

 뒤판과 동일하게 전문가 외관평가의 결과에 따라 0.5cm늘려준다.

 I3-H1-M-O1-L 자연스럽게 연결

 C1-C2 : 2cm 들어간다. 1.2cm에서 앞 뒤차(+0.8cm)를 반영한다.

8)앞 허리 다트

 S점과 수직선과의 교차점에 C4표시 

 C4-C5 : 1.2cm 옆선 방향으로

 C4-C6 : 1.2cm 앞중심 방향으로 

 *D4 다트길이는 S점에서 2cm 아래 엉덩이둘레선 1cm 위에 만들어 

준다.

9)앞목 둘레선

 A2-A3 : 앞목점 (상동/6-0.25cm)

 R : A3와 F점의 이등분점

 A2-R 지나는 선을 그림

 R-R1은 상동/24만큼 A2-R의 연장선에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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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마스터 패턴 앞판 제도식

4.4. 연구 그레이딩 편차 도출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도출하고 편차 적용 부위를 선정하기 위해 인체

형상을 반영하는 단면요소, 어깨부위요소, 체표길이요소 등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를 압축, 요약하는 다변량 통계분

석 방법 중 하나인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여 자료의 복잡

성을 줄이고 자료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단면체표길

이를 통해 측정된 호의 길이는 분석에 용이하도록 계산치수로 바꾸어 사

용하였다. 요인추출방법으로 인체측정 자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성

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였으며 추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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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각 변수들의 요인 적재량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요인을 베리

맥스(varimax)방법에 의한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을 하여 요인

의 구조를 밝혔다. 

<표59> 요인별 고유치 및 분산

요인 고유치 분산(%) 총분산(%)
1 17.73 44.3 44.3 
2 8.95 22.4 66.7 
3 2.76 6.9 73.6 
4 1.99 5.0 78.6 
5 1.73 4.3 82.9 
6 1.21 3.0 85.9 

 스크리 테스트를 통하여 고유치 1이상의 6개 요인으로 요인수를 결정

하고 요인별 고유치 및 분산을 살펴본 결과, 총 설명변량은 85.9%로 나

타났다<표59>. 요인수를 6개로 결정한 후 베리맥스 직교회전을 통해 요

인회전을 실시하고 성분행렬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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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0> 직교회전에 의한 요인 및 요인 적재량

요인 측정항목
성분

1 2 3 4 5 6

허리
~

엉덩이
길이

앞면 허리~엉덩이길이 0.980 -0.07
3 

-0.01
6 0.035 0.032 0.021 

뒷면 허리~엉덩이길이 0.980 0.008 -0.03
5 

-0.04
3 

-0.03
1 0.082 

앞중심 허리~엉덩이길
이 0.977 -0.04

1 
-0.00

9 0.083 0.058 0.034 

0.972 0.059 -0.06
7 

-0.11
5 0.002 0.100 뒤중심 허리~엉덩이길

이

젖가슴
~허리
형태

뒤중심 젖가슴~허리길
이

-0.06
6 0.938 -0.08

0 
-0.16

9 0.054 -0.02
0 

-0.04
4 0.925 -0.01

5 
-0.12

5 0.018 -0.12
1 뒷면 젖가슴~허리길이

-0.15
3 0.811 0.057 0.397 -0.02

1 
-0.08

1 앞면 젖가슴~허리길이

0.176 0.560 0.062 -0.45
4 

-0.04
9 0.018 젖가슴 허리 뒤 호 차이

0.269 0.496 -0.14
2 

-0.36
0 

-0.07
6 0.247 엉덩이 허리 뒤 호 차이

-0.03
6 0.494 -0.38

4 0.151 0.017 -0.05
4 

앞중심 젖가슴~허리길
이

등돌출
뒤어깨

목뒤어깨뼈위돌출길이 -0.05
8 

-0.07
8 0.877 0.201 0.186 -0.04

9 

목옆어깨뼈위돌출길이 -0.01
9 

-0.01
0 0.866 0.107 0.081 -0.17

0 

어깨끝사선길이 -0.07
5 

-0.06
1 0.849 0.252 0.182 0.049 

젖꼭지
길이

어깨끝앞사선길이 0.089 0.011 0.238 0.897 0.037 0.092 

젖꼭지길이 -0.01
4 

-0.12
2 0.260 0.875 0.126 0.010 

어깨
길이

어깨끝점사이길이 -0.03
7 

-0.06
1 0.158 0.114 0.907 -0.00

7 

어깨앞길이 0.081 0.041 0.085 0.088 0.875 0.139 

어깨길이 0.016 0.030 0.133 -0.03
8 0.852 -0.02

6 

앞 허
리

다트

젖가슴 허리 앞 호 차이 0.065 -0.08
2 

-0.09
0 0.154 0.069 0.912 

엉덩이 허리 앞 호 차이 0.429 -0.10
8 

-0.08
3 

-0.38
0 0.075 0.519 

 총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요인별 변수 구성항목을 통하여 요인명

칭을 결정하였다<표60>. 요인1은 젖꼭지 길이 기준면에 의한 허리둘레

선에서 엉덩이둘레선의 앞, 뒤 체표길이, 앞중심 기준면에 의한 허리둘

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의 앞, 뒤 체표길이 등이 구성 항목으로 나타나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둘레선의 길이요인으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이

와 같은 결과에 따라 요인1은‘허리~엉덩이 길이’요인으로 명명했다. 

요인2의 주요 구성항목은 체표길이 중, 앞면, 뒷면의 젖가슴둘레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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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허리둘레수준까지의 길이와 호의 길이 중 젖가슴둘레 뒤 호에서 허리

둘레 뒤 호를 뺀 계산 값과 엉덩이둘레 뒤 호에서 허리둘레 뒤 호를 뺀 

계산 값으로 나타나‘젖가슴~허리 형태’요인으로 명칭을 붙였다. 요인

3은 인체측정항목 중 목뒤점에서 어깨뼈위돌출점이나 어깨가쪽점에서 

어깨뼈위돌출점, 또는 목옆점에서 어깨뼈위돌출점 등의 체표길이 항목으

로 구성되었다. 특히 어깨관련 체표길이 중에서 등돌출점에 해당하는 어

깨뼈위돌출점이 공통적으로 구성항목에 있었으며 3개 항목 모두 뒤 어

깨 형상을 반영하기 위해 측정된 항목들이므로‘등돌출 뒤어깨’요인으

로 명명하였다. 요인4는 어깨끝앞사선길이와 목옆젖꼭길이를 구성항목으

로 하여 2개 모두 젖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요인4는‘젖꼭지 길이’요인으로 이름을 정하였다. 요인

5는 어깨끝점사이길이, 어깨길이, 어깨앞길이 항목으로 주로 어깨형상 

중에서 길이항목에 해당하므로‘어깨길이’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

지막 요인6은 체표길이 중에서 측면기준선에 의해서 젖가슴둘레 앞 호

에서 허리둘레 앞 호를 뺀 계산치수와 엉덩이둘레 앞 호에서 허리둘레 

앞 호를 뺀 계산치수로 구성되었다. 위와 같은 계산항목은 다트 계산을 

위해 측정한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의 단면도에서 구한 체표

길이 중 호의 길이로, 젖가슴둘레 앞 호에서 허리둘레 앞 호의 길이를 

뺀 앞 허리 다트의 위쪽 부분과 엉덩이둘레 앞 호에서 허리둘레 앞 호의 

길이를 뺀 앞 허리 다트의 아래쪽 부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요인6은‘앞 허리 다트’요인으로 명명하였

다. 요인별로 해당하는 부위를 <표61>에 제시하였다. 인체형상을 반영

하기 위해 측정한, 단면의 호 길이, 어깨부위 형상반영 요소, 체표길이요

소들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체형상을 반영하는 6개의 

요인으로 요약되어 해당 요인별로 편차부위를 선정하고 인체측정치를 반

영하여 편차값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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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 요인별 부위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4.4.1. 편차부위 선정 및 편차 도출

 
4.4.1.1. 허리~엉덩이 길이 요인

 제1요인으로 도출된 허리~엉덩이 길이요인은 앞중심 기준면과 젖꼭지 

기준면에 의해 측정된 앞뒷면 체표길이 항목이다. 본 연구의 다빈도 구

간은 키 150cm구간부터 165cm구간으로 총 4개 구간에 해당한다. 키 

구간 4개의 체표길이 측정값과 상관도가 높은 키 항목을 이용하여 회귀

식을 구성하였으며 다음 <표6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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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 제1요인의 측정항목을 이용한 회귀식

체표길이 측정항목 회귀식  R² P-value

앞중심 허리엉덩이길이 =-5.662+0.169*(키) 0.510 0.260 0.000

뒷중심 허리엉덩이길이 =-2.580+0.151*(키) 0.477 0.228 0.000

앞면 허리엉덩이길이 =-3.917+0.158*(키) 0.490 0.240 0.000

뒷면 허리엉덩이길이 =-3.984+0.160*(키) 0.502 0.252 0.000

 위의 회귀식을 바탕으로 그레이딩에 적용되어야 할 구간별 치수를 <표

63>에 제시하였다.

<표63> 허리~엉덩이 길이요인의 구간별 값                    (단위: cm)

              키 구간

체표길이 측정항목

150 155 160 165

앞중심 허리엉덩이길이 0.84 0.84 0.84 0.84

뒷중심 허리엉덩이길이 0.75 0.75 0.75 0.75

앞면 허리엉덩이길이 0.79 0.79 0.79 0.79

뒷면 허리엉덩이길이 0.80 0.80 0.80 0.80

 앞중심 허리~엉덩이 길이나 앞면 허리~엉덩이 길이는 같은 구간의 값

이지만 측정된 위치가 앞중심과 젖꼭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를 가

진다. 위의 편차 테이블에서와 같이 앞중심과 뒷중심, 앞면과 뒷면의 값

은 작은 차이를 보인다. 옆선 길이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앞면 허

리~엉덩이 길이와 뒷면 허리~엉덩이길이 측정치를 반영하여 편차 

0.8cm를 제1요인의 편차로 사용하였다<표64>. 

<표64> 허리~엉덩이 길이요인의 편차표                       (단위: cm)

              키 구간

체표길이 측정항목

150 155 160 165

앞면 허리엉덩이길이 -0.8 -0.8 0 0.8

뒷면 허리엉덩이길이 -0.8 -0.8 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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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허리~엉덩이 길이요인의 편차반영

 마스터 패턴의 치수인 젖가슴둘레 91cm와 키 160cm의 패턴 상에 그

레이딩을 위한 수평 절개선을 입력하고 해당 부위의 도출된 편차값 0.8

cm를 각 사이즈별로 입력하였다. 허리둘레선수준부터 엉덩이둘레선 수

준까지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 <그림43>과 같이 패턴상에 해당 부위의 

중간지점에 절개값 0.8cm 편차를 반영하였다. 

4.4.1.2. 젖가슴~허리 형태 요인

 제2요인은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체표길이 항목과 인체 뒷면의 젖

가슴둘레 수준에서 허리둘레 수준의 호 길이의 차이, 엉덩이둘레 수준에

서 허리둘레 수준의 호 길이 차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제1

요인이 허리둘레 수준에서 엉덩이둘레 수준까지를 나타내는 길이관련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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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과는 다르게 주로 인체 앞면 뒷면의 젖가슴둘레선에서 허리둘레선까지

의 굴곡을 나타내는 요소들이다. 제2요인은 인체의 굴곡을 나타내는 뒤 

허리 다트 설정과 젖가슴에서 허리까지의 길이요인으로 편차를 설정하였

다. 제2요인으로 도출된 젖가슴둘레 뒤 호에서 허리둘레 뒤 호를 뺀 값

과 엉덩이둘레 뒤 호에서 허리둘레 뒤 호를 뺀 값은 뒤 허리 다트 분량

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해당 항목들은 젖가슴둘레와 상관관계가 높으므

로 회귀식을 구성할 수 있다. 

<표65> 제2요인의 측정항목을 이용한 회귀식

체표길이 측정항목 회귀식  R² P-value

앞면 젖가슴허리길이 y=6.561+0.064*(키) 0.217 0.042 0.016

앞중심 젖가슴허리길

이
y=-12.055+0.177*(키) 0.310 0.039 0.021

뒷면 젖가슴허리길이 y=2.007+0.087*(키) 0.781 0.093 0.000

 위의 회귀식을 바탕으로 그레이딩에 적용되어야 할 편차값을 다음 <표

6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6> 허리~엉덩이 길이요인의 구간별 값                     (단위: cm)

             키 구간

체표길이 측정항목

150 155 160 165

앞면 젖가슴허리길이 0.3 0.3 0 0.3

앞중심 젖가슴허리길이 0.8 0.8 0 0.8

뒷면 젖가슴허리길이 0.4 0.4 0 0.4

 앞면 젖가슴에서 허리길이의 경우 젖가슴을 지나는 부위의 체표길이는 

젖가슴 굴곡에 의하여 앞면 젖가슴~허리 길이에 비해 길이가 길다. 따

라서 편차 설정에 있어 앞면 젖가슴~허리 길이와 앞중심 젖가슴~허리 

길이를 모두 고려하여 0.4cm로 뒷면과 앞면의 길이요인은 동일하게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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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7> 젖가슴~허리 길이요인의 편차표                      (단위: cm)

            키 구간

체표길이 측정항목

150 155 160 165

앞면 젖가슴허리길이 -0.4 -0.4 0 0.4
뒷면 젖가슴허리길이 -0.4 -0.4 0 0.4

 
 젖가슴~허리 길이요인과 더불어 제2요인의 구성항목인 뒤허리 다트 분

량은 호 길이 분석을 통하여 산출하였다.

<표68> 제2요인의 뒤 허리 다트 구성항목 

       젖가슴둘레

항목
82

(n=11)
85

(n=23)
88

(n=19)
91

(n=30)
94

(n=12)
97

(n=11)
100

(n=12)

뒤 
호

젖가슴둘레 41.6 43.1 44.6 46.1 47.6 48.1 48.3 

허리둘레 31.2 33.7 35.4 37.4 39.2 39.5 40.8 

엉덩이둘레 45.3 47.1 48.8 50.2 51.5 51.0 53.1 

젖가슴 -허리 뒤호
차 10.4 9.4 9.2 8.7 8.4 8.5 7.4 

엉덩이 -허리 뒤호
차 14.0 13.4 13.4 12.8 12.2 11.5 12.2 

 뒤 허리 다트의 양을 산출하기 위해 인체 뒷면 기준 단면들의 호 길이

를 살펴보았다. 뒤 허리 다트는 끝이 닫혀있는 형태이므로 다트 윗부분

인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로 다트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젖가슴

둘레 91cm를 기준으로 치수가 증가하면 젖가슴 뒤 호와 허리 뒤 호의 

차이는 감소하고 치수가 감소하면 젖가슴 뒤 호와 허리 뒤 호의 차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69> 뒤 허리 다트의 편차표                                  (단위: cm)

      젖가슴둘레

항목

82 85 88 91 94 97 100

뒤허리 다트 분량 0.1 0.1 0.1 0 -0.2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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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젖가슴~허리부위 길이요인의 편차반영

<그림45> 젖가슴~허리부위 다트 요인의 편차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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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가슴둘레수준에서 허리둘레수준 사이의 길이요인 편차는 0.4cm이고 

뒤 허리 다트 요인의 편차는 젖가슴둘레 치수 구간에 따라 기준 사이즈 

91cm보다 작으면 0.1cm, 크면 -0.2cm로 위의 <그림45>와 같이 패턴 

상에 반영되었다. 제1길이요인과 마찬가지로 0.4cm의 편차를 반영하기 

위해 해당 부위인 젖가슴둘레수준에서 허리둘레수준의 1/2에 해당하는 

지점에 편차값을 입력하여 패턴의 길이를 늘려주었으며 제2요인의 뒤 

허리 다트 항목은 뒤판의 다트1에 형상분석 결과를 적용하였다. 

4.4.1.3. 등돌출 뒤어깨 요인

 제3요인은 목뒤어깨뼈위돌출길이와 어깨끝사선길이, 목옆어깨뼈위돌출

길이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위의 항목들은 어깨부위의 형상을 반영

하기 위해 측정된 항목으로 3개 항목 모두 등돌출점을 반영하고 있다. 

패턴상의 등돌출점의 위치를 반영하기 위해 마스터 패턴의 치수 구간인 

젖가슴둘레 91cm와 키 160cm의 값을 기준으로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젖가슴둘레에 따른 회귀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야하는데 목뒤어깨뼈위돌출길이, 어깨끝사선길이, 목옆어깨뼈위돌

출길이 모두 젖가슴둘레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과 같이 

회귀식을 구성하였다<표70>. 

<표70> 제3요인의 측정항목을 이용한 회귀식

체표길이 측정항목 회귀식  R² P-value

목뒤어깨뼈위돌출

길이
=8.063+0.093*(젖가슴둘레) 0.377 0.142 0.000

어깨끝사선길이 =6.339+0.123*(젖가슴둘레) 0.465 0.216 0.001

목옆어깨뼈위돌출

길이
=5.521+0.140*(젖가슴둘레) 0.382 0.14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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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1> 등돌출 뒤어깨 요인의 변화값                           (단위: cm)

         젖가슴둘레

항목
79 85 88 91 94 97 100 106

목뒤어깨뼈위돌출길

이
0.27 0.27 0.27 0 0.27 0.27 0.27 0.27

어깨끝사선길이 0.36 0.36 0.36 0 0.36 0.36 0.36 0.36

목옆어깨뼈위돌출길

이
0.42 0.42 0.42 0 0.42 0.42 0.42 0.42

<표72> 등돌출 뒤어깨 요인의 편차표                          (단위: cm)

        젖가슴둘레

항목
79 85 88 91 94 97 100 106

목뒤어깨뼈위돌출길

이 
-0.3 -0.3 -0.3 0 0.3 0.3 0.3 0.3

어깨끝사선길이 -0.4 -0.4 -0.4 0 0.4 0.4 0.4 0.4

    

<그림46> 등돌출 뒤어깨 요인의 편차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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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돌출 뒤어깨 요인의 구성항목인 목뒤어깨뼈위돌출길이와 어깨끝사선

길이 항목은 <그림24>의 측정부위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목뒤점에서

부터 어깨뼈위돌출점까지의 길이와 어깨가쪽점에서 어깨뼈위돌출점까지

의 길이이며 사선방향으로 측정된 체표길이이다. 따라서 해당 부위로부

터 도출된 편차값이 적용될 경우 패턴은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으로 모두 

늘어나게 된다. 이 때 편차값이 한 번에 적용될 경우 패턴상에 무리가 

생길 수 있으므로 측정된 부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출된 편차를 세로방

향 3개, 가로방향 2개로 나누어 토르소 원형 뒤판에 반영해주었다. 

4.4.1.4. 젖꼭지 길이 요인

  
 제4요인은‘젖꼭지 길이 요인’으로 어깨끝앞사선길이와 젖꼭지길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항목 모두 젖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다. 젖가

슴둘레 증가에 따른 인체 측면의 형상 변화를 살펴보면 젖가슴둘레가 커

질수록 젖꼭지점(Bust Point)의 위치 또한 변화되므로 여성복 상의 원

형에서는 해당 지점의 길이변화를 반영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키가 동일하더라도 젖가슴둘레가 커지게 되면 패턴 그레이딩에 

어깨끝앞사선길이나 젖꼭지길이의 증감량이 반영되어야 측면 기준선이 

수평을 이룰 수 있다. 젖꼭지 길이 요인에 해당하는 두 항목 모두 젖가

슴둘레와 상관성이 높으므로 젖가슴둘레와의 회귀식을 구성하였다. 회귀

식에 젖가슴둘레를 사용하여 편차값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3> 제4요인의 측정항목을 이용한 회귀식

 측정항목 회귀식  R² P-value

어깨끝앞사선길이 =9.977+0.155*(젖가슴둘레) 0.629 0.396 0.000

젖꼭지길이 =8.362+0.193*(젖가슴둘레) 0.689 0.47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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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4> 젖꼭지 길이 요인의 변화값                             (단위: cm) 

         젖가슴둘레

항목
79 85 88 91 94 97 100 106

어깨끝앞사선길이 0.56 0.56 0.56 0 0.56 0.56 0.56 0.56

젖꼭지길이 0.67 0.67 0.67 0 0.67 0.67 0.67 0.67

<표75> 젖꼭지 길이 요인의 편차표                             (단위: cm)

       젖가슴둘레

항목
79 85 88 91 94 97 100 106

어깨끝앞사선길이 -0.6 -0.6 -0.6 0 0.6 0.6 0.6 0.6

젖꼭지길이 -0.7 -0.7 -0.7 0 0.7 0.7 0.7 0.7

 

<그림47> 젖꼭지 길이 요인의 편차반영

 젖꼭지 길이 요인의 구성항목인 어깨끝앞사선길이와 젖꼭지길이는 가슴

형상을 반영하는 요인으로 해당 부위의 분석치를 사용하여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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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cm의 편차를 위와 같이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젖꼭지 길이 편차로 

도출된 0.7cm 편차를 젖가슴둘레선 위쪽에 반영되도록 세로방향의 절개

선 3개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이는 그레이딩시에 치수가 증가하더라도 

그레이딩 패턴의 실루엣이 기준 마스터 패턴의 실루엣을 유지해야 한다

는 기본 가정을 위해 패턴에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4.4.1.5. 어깨길이 요인

 제5요인은 어깨길이 관련요인으로 어깨끝점사이길이, 어깨길이, 어깨앞

길이 등의 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깨끝점사이길이는 어깨의 뒷

면 측정항목이며 어깨앞길이는 앞면의 측정항목이다. 3개 항목의 젖가슴

둘레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깨끝점사이길이만이 젖가슴둘레와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깨길이 요인의 경우 

설명력이 낮아 회귀식을 구성하기에는 적합핮 않아 3개 항목의 기술통

계값을 사용하여 젖가슴둘레에 따른 치수변화를 살펴보고 편차를 도출하

였다.

<표76> 젖가슴둘레 구간별 어깨길이요인 기술통계                (단위: cm)

         젖가슴둘레

항목
79 85 88 91 94 97 100 106

어깨끝점

사이길이

평균 18.70 19.11 19.46 19.36 19.23 19.25 20.38 19.23 

표 준 편
차 1.28 1.24 1.01 1.14 1.16 1.22 1.28 1.87 

어깨길이
평균 11.50 11.69 11.75 11.79 11.72 11.75 12.41 11.22 

표 준 편
차 0.83 0.98 0.88 0.74 0.90 1.26 0.55 1.35 

어깨앞길

이

평균 18.07 18.29 18.18 18.61 18.25 18.16 19.36 18.02 

표 준 편
차 0.88 0.95 1.24 0.86 1.36 0.75 1.3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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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7> 어깨길이요인의 편차표                              (단위: cm)

       젖가슴둘레

항목

79 85 88 91 94 97 100 106

어깨끝점사이길이 -0.1 -0.1 -0.1 0 0.1 0.1 0.1 0.1

      

<그림48> 어깨끝점사이길이요인의 편차반영

 어깨끝점사이길이는 젖가슴둘레가 늘어날 때에 치수별로 0.1cm씩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깨앞길이는 인체 앞면의 형상을 반영하며 어깨

길이는 어깨선을 나타낸다. 어깨끝점사이길이는 뒤어깨 부분의 형상을 

반영하지만 앞뒤 패턴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깨길이가 같아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앞면에도 같은 편차값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깨 

앞면 뒷면에 도출된 편차 0.1cm를 가로방향 절개선으로 반영하여 앞뒤

어깨부분의 패턴이 함께 늘어나도록 하였다.

4.4.1.6. 앞 다트 요인

 제 6요인은 인체 앞면의 젖가슴둘레에서 허리둘레의 단면 호 길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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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엉덩이둘레에서 허리둘레선의 단면 호 길이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

다. 해당 항목들은 허리다트 분량에 반영될 수 있으며 특히 일반적인 다

트 형태에는 다트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형태가 같으므로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 값을 다트 분량으로 설정되게 된다. 따라서 젖가슴둘레

와 허리둘레 차이의 값을 살펴보고 상관관계가 높은 젖가슴둘레와의 회

귀식을 구성하였다. 

<표78> 제6요인의 구성항목

      젖가슴둘레

항목

82
(n=11)

85
(n=23)

88
(n=19)

91
(n=30)

94
(n=12)

97
(n=11)

100
(n=12)

앞
호

젖가슴둘레 42.1 43.3 44.4 45.2 47.6 47.3 48.3 
허리둘레 35.7 37.0 38.0 39.2 42.3 42.0 42.9 
엉덩이둘레 44.6 44.9 44.4 45.9 46.9 44.7 48.1 

젖가슴-허리 
앞호차 6.4 6.3 6.4 6.1 5.3 5.3 5.4 

엉덩이-허리 
앞호차 8.9 8.0 6.3 6.8 4.6 2.8 5.2 

 앞 허리 다트 분량의 설정을 위해서는 젖가슴둘레 앞 호에서 허리둘레 

앞 호를 뺀 계산 값으로 반영할 수 있다. 기존 마스터 패턴의 앞 허리 

다트 분량은 1.5cm로 설정되어 착의 평가 결과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젖가슴둘레 91cm에서 앞 허리 다트분량 1.5cm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준사이즈에서 커지면 치수가 줄어들고 치수가 작아지면 늘

어나는 것을 다트분량에 반영하였다. 91cm를 기준으로 91cm보다 작은 

구간은 젖가슴둘레 82cm와 91cm의 편차 계산 값을 구간수로 나누어 

편차를 설정하였으며 91cm보다 큰 구간은 91cm와 100cm의 편차 계

산 값을 구간수로 나누어 설정해주었다. 

<표79> 앞허리 다트 요인의 편차표                             (단위: cm)

      젖가슴둘레

항목
82 85 88 91 94 97 100

앞허리 다트 분량 0.1 0.1 0.1 0 -0.2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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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9> 앞 다트 요인의  편차반영

4.4.1.7. 기타 추가 요인

 앞서 살펴본 6개 요인으로 도출되지는 않았으나 예비실험을 통한 착의

평가 결과 편차 적용이 필요한 몇몇 부위들이 관찰되었다. 특히 진동부

분과 목둘레, 앞가슴 부위 등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되었는데, 진동둘레의 경

우 샅 부위와 함께 3차원 스캔 데이터에서 손상이 가기 쉬운 부위이기

도 하며, 몸판과 소매가 연결되는 복곡면이기 때문에 패턴작업과 그레이

딩 작업 후에 맞음새를 위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장승옥, 

1997; 최윤선, 2001; 최정욱, 2000). 진동둘레와 더불어 목너비와 같

은 참고 부위 항목 역시 작업자마다 편차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숙, 김희은, 2003). 따라서 해당 부위의 인체측정

치와 예비실험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편차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젖가

슴둘레 구간이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가슴형상은 젖꼭지점이 처질 뿐 

아니라 커지기 때문에 젖꼭지 길이 뿐 아니라 가슴 다트의 양을 변화시

켜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가슴 다트분량을 설정하기 

위해 가슴둘레와 젖가슴둘레의 치수차이를 반영하여 앞가슴 다트 편차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기준 젖가슴둘레인 91cm 구간에서부터 젖가슴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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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어들수록 편차값은 커졌으며 젖가슴둘레가 커질수록 편차값은 음

(-)의 값을 나타냈다. 기준 치수에서 젖가슴둘레 최소구간 사이의 차이 

값을 구간수로 나누어 0.1cm편차를 반영하였으며 기준 치수 91cm와 

젖가슴둘레 최대구간인 106cm 사이의 편차값을 구간수로 나누어 

0.3cm 편차를 반영하였다. 

<표80> 앞가슴 다트분량 설정                                  (단위: cm)

  젖가슴둘레

항목

79 85 88 91 94 97 100 106

가슴둘레 81.8 87.2 90.8 92.6 96.2 96.1 100.2 104.7 

젖가슴둘레 79.4 85.0 88.1 91.0 93.8 96.7 99.8 105.8 

 진동둘레의 경우 착의실험 과정을 통해 적용했던 편차를 바탕으로 전문

가 외관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부위의 보통 이상의 평가를 

나타낸 편차인 목둘레 0.1cm와 진동둘레 0.5cm를 연구편차에 추가요인

으로 반영하였다. 기타 추가 요인 3가지 부위와 패턴에 반영된 추가요인

을 다음 <그림50>에 제시하였다. 

<표81> 기타 추가 요인 편차표                                 (단위: cm)

    젖가슴둘레

항목

79 85 88 91 94 97 100 106

목둘레 -0.1 -0.1 -0.1 0 0.1 0.1 0.1 0.1

진동둘레 -0.5 -0.5 -0.5 0 0.5 0.5 0.5 0.5

앞가슴다트 -0.1 -0.1 -0.1 0 0.3 0.3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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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0> 기타 추가 요인의 편차반영

 
 기타 추가 요인 3가지를 포함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로 도출된 

6가지 편차를 최종 연구 그레이딩 편차로 정의하였다. 연구 그레이딩 편

차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이전에 기존 그레이딩 편차와 연구 그레이딩 편

차의 적용부위와 편차값을 비교하였다. 

4.4.2. 연구 그레이딩 편차와 기존 그레이딩 편차의 비교 

 요인별 설정된 최종 그레이딩 편차와 기존 그레이딩 편차의 적용부위와 

편차값을 함께 다음의 <표82>에 제시하였다. 연구 그레이딩 편차의 비

교대상으로 기존에 사용되는 Y업체에서 제공하는 블라우스 및 재킷 패

턴 그레이딩의 편차값의 편차적용부위는 총 6개 항목이며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3cm동일 편차를 적용하였다. 참고부위로는 어깨

너비와 진동둘레선 0.5cm편차를 반영하였다. 총길이는 사이즈 구간에 

따라 1cm 편차를 반영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연구 그레이딩 편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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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존 편차와 비교하였을 때 기본적인 적용부위인 젖가슴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둘레의 경우에도 동일편차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체형변화 

요인별 변화량을 반영하여 적용되었다. 또한 기본적인 부위 이외에도 체

간부의 형태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그레이딩 편차에 비해 9개 부위가 늘

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부위는 어깨부위인 어깨길이 항목, 뒷면 어

깨 형상과 관련된 목뒤어깨뼈위돌출길이와 어깨끝사선길이, 앞면 가슴부

위에 해당하는 어깨끝앞사선길이, 젖꼭지길이 항목을 비롯하여 앞허리 

다트, 뒤허리 다트, 앞가슴 다트 등의 다트 관련 편차와 추가 요인으로 

설정된 목둘레 등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82> 연구 그레이딩 편차와 기존 그레이딩 편차 비교        (단위: cm)

             편차값

편차 적용부위
기존 그레이딩 편차 연구  그레이딩 편차

젖가슴둘레 3cm 3cm

허리둘레 3cm 3.2cm
엉덩이둘레 3cm 3cm
어깨너비 0.5cm 0.6cm

진동둘레 0.5cm 0.5cm

총길이 1cm 1.2cm

목뒤어깨뼈위돌출길
이 - 0.3cm

어깨끝사선길이 - 0.4cm

어깨끝앞사선길이 - 0.6cm

젖꼭지길이 - 0.7cm

뒤허리 다트 - 0.1/0.2cm

어깨길이 - 0.1cm

앞허리 다트 - 0.1/0.2cm

목둘레 - 0.1cm

앞가슴 다트 - 0.1/0.3cm

 

 연구 그레이딩 편차와 기존 그레이딩 편차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해 둘레·길이 그레이딩의 절개선이 들어간 부위와 편차값을 <표83>에 

제시하였다. 위쪽은 기존편차 그레이딩의 절개선이 들어간 그림을, 아래

쪽은 연구편차 그레이딩의 절개선이 들어간 그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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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3> 둘레 및 길이 그레이딩 절개선

둘
레
•
길
이 
그
레
이
딩

편차 F B

기
존
편
차

연
구
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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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절개선은 스플릿 방식의 그레이딩으로 포인트 방식과 그레이딩 결

과는 동일하다. 적용된 편차를 파악하기 용이한 포인트 방식으로 기존 

그레이딩 편차 적용 결과와 연구 그레이딩 편차 적용 결과를 제시하였

다. 절개식 그레이딩을 포인트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편차가 반영되는 

부분에 점(point)으로 표시하고 해당 부위의 편차 이동량을 (x,y)값으로 

제시하였다.  

<표84> 그레이딩 편차 적용 부위 

 

편

차 

부

위

F B

기
존
편
차

연

구

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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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그레이딩 편차에서 편차값이 부여된 포인트는 앞면 총 14개 뒷면 

14개 였으며 연구 그레이딩 편차는 앞면 16개, 뒷면 16개로 2개의 포

인트가 더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추가된 부위는 앞가슴 부위와 뒷면 

등돌출 부위로 나타났다. 그레이딩 편차 적용 부위의 경우 2개 부위가 

추가된 것으로 파악되나 다음 <표85>의 그레이딩 편차 이동량을 보면 

각각의 포인트마다 기존 그레이딩 편차와 연구 그레이딩 편차에 반영된 

값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착의 평가 결과를 통해 연구 그레이딩 편차

의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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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5> 그레이딩 편차 이동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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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 그레이딩 편차 이동량

기존편차 적용 연구편차 적용
면 번

호 (x, y)이동량 면 번
호 (x, y)이동량

앞
면

1 (0, 0)

앞
면

1 (0, 0)
2 (0, 0.35) 2 (0, 0.5)
3 (0.1, 0.5) 다트(0.15/0.5) 3 (0.1, 0.6)
4 (-0.25, 0.5) 4 (0.35:0.55, 0.5)
5 (0.75, 0) 5 (0.75, 0)
6 (0.75, -0.25) 6 (0.8:0.85, -0.4)
7 (-0.75, -0.5) 7 (0.75, -1.2)
8 (0, -0.5) 8 (0, -1.2)
9 (0, -0.25) 9 (0, 0.4)
10 (0, 0) 10 (0.25, -0.1)
11 (0.15, -0.25) 11 (0.2:0.15, -0.4)
12 (0.15, -0.25) 12 (0.3:0.35, -0.4)
13 (0.15, 0) 13 (0.25, -0.1)
14 (0.15, -0.5) 14 (0.25, -1.2)

뒷
면

1 (0, 0) 15 (0.2:0.3, 0.55)
16 (0.25:0.45, 0.5)2 (0, 0.5)

뒷
면

1 (0, 0)
3 (0.1, 0.5)다트(-0.15, 0.5) 2 (0, 0.5)
4 (-0.25, 0.5) 3 (-0.1, 0.5)다트(-0.15, 0.5)

4 (-0.25, 0.5)5 (-0.75, 0)
5 (-0.75, 0)6 (-0.25, -0.5) 6 (0, 0)

7 (0.75, -0.5) 7 (-0.75, -1.2)
8 (0, -1.2)8 (0, -0.5)
9 (0. -0.4)9 (-0.15, 0.25) 10 (-0.15, 0.3)

10 (-0.15, 0.4) 11 (-0.15, 0)
11 (-0.15, 0) 12 (-0.15, -1.2)

13 (0.2:-0.15, -0.4)(-0.15, 
-0.8)12 (0.25, -0.5)

14 (-0.15, 0)13 (-0.25, 0)
15 (0.2:-0.25, -0.4)

14 (-0.25, 0.5) 16 (0.1:-0.0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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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구 그레이딩 편차의 적합성 검증

 

 최종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하여 검증을 실시하기 이전에 길이에 의한 

변화와 둘레에 의한 변화부위 및 변화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둘레 그

레이딩과 길이 그레이딩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존 그레이딩 편차와 연구 

그레이딩 편차 중 길이에 해당하는 편차와 둘레에 해당하는 편차를 각각 

적용하였다. 이는 둘레부위만 늘더라도 길이에 의한 변화를 요하는 부위

가 있으며 길이부위만 늘더라도 둘레에 의한 변화가 필요한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들 부위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으로 기존의 쿠클린(1995)이나 

프라이스와 젠코프(1996)의 그레이딩 방법에서도 둘레와 길이에 해당하

는 편차를 각각 탐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출된 연구 그레이딩 편차

의 둘레관련 항목과 길이관련 편차항목을 적용하여 그레이딩을 실시한 

후 해당 그레이딩 패턴을 젖가슴둘레와 키 구간별로 겹쳐 비교가 용이하

도록 하였다. 둘레 그레이딩의 경우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연

구편차를 적용한 결과 밑단 부분의 길이 차이를 관찰할 수 있으며 앞뒷

면의 둘레 기준선이 기존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했을 때에는 일정하였으

나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했을 때에는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이 그레이딩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존 그레이딩 편차에서는 치수가 커지

더라도 변화가 없으나 연구 그레이딩 편차에서는 젖꼭지 길이 길이를 반

영하고 젖가슴~허리 길이 및 허리~엉덩이 길이를 반영하여 패턴에서 차

이를 보인다. 기존편차를 적용하였을 때에 비하여 둘레 그레이딩의 경우 

가슴부위와 허리부위의 형상이 반영되어 다트분량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

을 알 수 있다. 길이 그레이딩의 경우 키 구간별로 길이비교를 반영하여 

밑단 부분의 길이 차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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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7> 둘레 그레이딩 및 길이 그레이딩 절개선

     편차
그레이딩

기존편차 연구편차
F B F B

둘레
그레이딩

  

 

길이
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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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8> 기존편차와 연구편차 적용 둘레 그레이딩 결과 패턴 

기존편차 연구편차
F B F B

둘레
그레
이딩

길이
그레
이딩

 

 기존편차 그레이딩과 연구편차 그레이딩 결과 패턴을 사용하여 토르소 

원형을 제작하여 전문가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외관평가를 통해 개발

된 연구편차의 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관평가에서 적합성이 검

증된 둘레 그레이딩 편차와 길이 그레이딩 편차 두 가지 항목을 함께 적

용하여 최종 그레이딩에 반영하였다. 개발된 연구 그레이딩 편차가 반영

된 토르소 원형을 제작하여 기존 그레이딩 편차와의 비교를 통해 연구 

그레이딩 편차의 우수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둘레편차와 길이편차를 

함께 적용하여 최종 그레이딩 편차가 반영된 토르소 원형을 제작하였다. 

최종 검증을 위해 토르소 마스터 패턴에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하였

다. 다음은 연구 그레이딩 편차 중 둘레항목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하여 

외관평가를 실시한 평가와 사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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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마스터 패턴에 연구 그레이딩 편차 적용

<표89> 둘레항목 연구 그레이딩 편차 적용한 토르소 착장 사진

둘레구간 앞 옆 뒤

85

97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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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0> 길이항목 연구 그레이딩 편차 적용한 토르소 착장 사진

키 
구간 앞 옆 뒤

150

155

165

4.5.2. 마스터 패턴에 기존 그레이딩 편차 적용

 둘레별 그레이딩을 위해 가슴둘레 기준 둘레항목 그레이딩을 실시하고, 

키를 기준으로 길이항목 그레이딩을 실시하여, 치수별 토르소 원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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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둘레 그레이딩을 실시하여 재현바디에 착장시킨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표91> 둘레항목 기존편차 적용한 토르소 착장 사진

사이즈 앞 옆 뒤

85

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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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2> 길이항목 기존편차 적용한 토르소 착장 사진

사이즈 앞 옆 뒤

150

155

165

 젖가슴둘레 구간별 키 구간별로 제작된 토르소 원형을 재현바디에 착장

시켜 전문가 5인의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으며 외관평가 결과는 기준선 관련 문항과 여유량, 다트, 군주름, 전체적

인 맞음새 관련 문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4.5.3. 둘레 그레이딩과 길이 그레이딩 착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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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항목 및 길이항목의 그레이딩의 착의평가 중 전문가 외관평가의 결

과는 총 7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준선 평가와 여유량 평가, 군주

름 및 외관 평가, 다트 평가, 전체적인 맞음새 평가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외관평가 결과표에는 젖가슴둘레별, 키별로 기존 그레이딩 편차

를 적용한 원형의 외관평가 결과와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한 원형의 

외관평가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지면이 부족하여 외관평가를 실시하였던 

젖가슴둘레 85cm, 94cm, 97cm, 100cm, 106cm중에서 85cm, 97cm, 

106cm의 결과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부록10-11]에 제시하였다. 

4.5.3.1. 둘레 그레이딩 기준선 평가

 전문가 외관평가 결과 기존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하였을 때에 비하여 

젖가슴둘레 구간이 커질수록 젖가슴둘레 기준선의 수평여부가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기존편차 그레이딩에서는 앞면 기준선의 위치를 묻는 문

항에서 점수가 낮았으며 특히 기준치수인 91cm보다 큰 구간에서 가슴

둘레선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편차에서는 

둘레 증가에 따라 '목옆 젖꼭지 길이' 부분에 인체 형상변화를 반영한 편

차가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여 연구편차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요인6인 '젖꼭지 길이' 요인의 편차값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옆면 평가

항목에서는 옆선이 인체의 앞뒤두께를 균형 있게 나누는지에 대한 문항

에서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에는 젖가슴둘레 97cm, 100cm, 106cm에

서 2.4, 2.4, 2.4점의 값을 나타냈으나 연구편차를 적용했을 때에는 

4.4, 4.2, 4.4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마스터 패턴에서 앞뒤 두께차이

를 반영해주어 측면 변화가 큰 치수로 갈수록 개선된 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젖가슴둘레 97cm, 106cm 구간의 옆면 외관평가

에서 기존 그레이딩 편차와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한 결과가 차이를 

많이 보였다.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선의 수평여부 뿐 아니라 뒷면의 기

준선 위치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기존편차에서 여유량이 부족하

여 뒷중심이 제 자리에 놓여있지 못한 점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에 따라 연구편차를 적용한 원형이 기존편차를 적용한 원

형에 비하여 기준선 관련하여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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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3> 둘레항목 기준선 관련 외관평가 결과

부

위
번호 문항

85 97 106

기존 연구 t-값 기존
개

발
t-값 기존

개

발
t-값

앞

1 앞 중심선의 위치 4.6 4.8 -1.000 3.8 4.8 -2.236 3.6 4.8 -2.058 

2 가슴둘레선 제위치 3.6 4.2 -1.000 2.4 4.2 -3.087* 1.8 4.6 -7.483*
* 

3 가슴둘레선 수평 4.0 4.6 -2.449 3.0 3.8 -2.138 2.4 4.4 -3.162* 

4 허리둘레선 제위치에 4.2 4.4 -0.408 2.8 4.6 -4.811*
* 2.4 4.2 -2.714 

5 허리둘레선 수평 4.0 4.6 -2.449 3.0 4.6 -6.532*
* 2.8 4.4 -2.359 

6 엉덩이둘레선 제위치 3.6 4.4 -2.138 3.2 4.4 -1.809 3.0 3.6 -0.688 

7 엉덩이둘레선 수평 3.4 4.2 -4.000* 3.4 4.6 -3.207* 2.8 4.4 -2.359 

8 진동둘레선 제위치 3.8 4.2 -0.784 3.2 3.6 -0.590 2.6 4.0 -1.510 

옆

25 인체의 앞뒤두께 균형 3.4 4.8 -2.746 2.4 4.4 -3.651* 2.4 4.4 -6.325*
* 

26 가슴둘레선 제위치 3.6 4.4 -1.372 1.8 4.2 -4.000* 2.0 4.6 -5.099*
* 

27 가슴둘레선 수평 4.0 4.2 -0.535 1.8 4.0 -3.773* 1.6 4.2 -3.833* 

28 허리둘레선 제위치 4.0 4.6 -1.500 2.8 4.4 -4.000* 2.4 4.6 -3.773* 

29 허리둘레선 수평 4.0 4.4 -0.784 2.0 4.2 -4.491* 1.6 4.2 -2.982* 

30 엉덩이둘레선 제위치에 4.2 4.2 0.000 3.0 4.2 -2.058 2.6 3.6 -1.118 

31 엉덩이둘레선 수평 3.0 4.0 -1.826 2.4 4.0 -2.138 2.2 3.8 -1.554 

32 진동둘레선 제위치 3.4 4.4 -2.236 2.6 4.0 -2.333 2.6 4.0 -1.871 

뒤

43 뒤중심선의 위치는 4.4 4.6 -0.535 3.6 4.6 3.4 4.8 -4.000 
*

44 가슴둘레선 제위치 3.6 4.4 -1.372 3.0 4.6 -4.000* 2.8 4.6 -2.058 

45 가슴둘레선 수평 4.0 4.2 -0.535 3.4 4.6 -6.000*
* 3.8 4.8 -0.302 

46 허리둘레선 제위치에 4.4 4.0 0.590 3.6 4.4 -1.206 3.2 4.2 -1.372 

47 허리둘레선 수평 4.2 3.4 2.138 3.4 4.6 -6.000*
* 3.2 4.2 -2.449 

48 엉덩이둘레선 제위치 4.0 4.2 -0.408 3.4 4.4 -1.826 2.6 3.6 -0.885 

49 엉덩이둘레선 수평 4.4 4.6 -0.535 4.0 5.2 -1.633 3.2 4.8 -2.236 

50 진동둘레선 제위치 3.2 4.4 -3.207 2.6 4.2 -2.359* 2.4 4.2 -2.06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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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둘레 그레이딩 여유량, 다트, 군주름 관련 외관평가 결과 

 여유량 관련 문항에서도 숫자가 높을수록 여유량이 많은 것을 뜻하며 

숫자가 적을수록 여유가 적은 것을 뜻하며 여유가 적당한 경우에는 답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여유량 관련 추가문항은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만을 

제시하였다. 기준선이 개선된 결과와 여유량의 결과는 어느 정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그레이딩에 있어 적절한 인체의 길이

나 둘레값이 반영된 편차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연쇄적으로 기준선이 맞

지 않고, 여유량 또한 적절하지 못한 평가를 받기 쉽다. 그러나 기준선

이 수평을 이룰 경우에는 군주름이 발생할 확률이 적고 여유량에 있어서

도 적절한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편차개발을 

위해서는 인체의 변화를 반영하여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부분의 

문제는 전체적인 외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그레이딩 

편차에 비하여 연구 그레이딩 편차에 개선된 부분은 주로 젖가슴둘레가 

큰 사이즈에 많이 분포하였으며 패턴 부위에서는 앞품이나 뒤품, 목둘레 

등을 묻는 항목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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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4> 여유량, 다트, 군주름 관련 외관평가 결과 

부위 번호 문항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여

유량

평가

앞
10 목둘레의 여유 2.2 3.6 -3.500* 3 4.4 -2.746 3.2 3.2 0.000 

12 앞품의 여유 3.8 4.6 -1.089 3.2 3.8 -0.802 2.0 4.4 -6.000** 

옆
35 진동부위의 여유 3.4 4.0 -1.177 3 3.4 -0.492 3.2 4.2 -1.195 

38 목둘레의 여유 3.0 4.4 -2.746 3 4.6 -4.000* 3.0 4.6 -4.000* 

뒤
52 목둘레의 여유 3.6 4.2 -1.500 3.8 4.8 -3.162** 3.6 4.2 -1.500 

54 뒤품의 여유 3.4 4.2 -1.633 2.8 4.0 -2.449 2.8 4.2 -2.064 

전체

70 가슴둘레의 여유 3.6 4.6 -1.826 3 3.4 -0.459 3.2 5.0 -4.811** 

72 허리둘레의 여유 3.8 4.6 -2.138 3.6 4.8 -2.449 3.6 5.0 -3.500 *

74 엉덩이둘레의 여유 2.6 4.4 -4.811** 3.2 4.0 -2.138 3.4 4.6 -6.000**

군주

름

및 

외관 

평가

앞

9 목둘레선 제위치 2.6 4.0 -3.500* 3.2 4.4 -2.058 3.8 4.4 -1.177 

14 젖꼭지점의 위치 3.2 4.6 -3.500* 3.0 4.4 -2.746 1.8 4.4 -10.614**
* 

21 앞진동 부위의 외
관 4.6 4.4 0.408 3.2 4.0 -1.372 2.0 4.6 -5.099** 

22 목둘레에 외관 3.0 4.4 -5.715** 3.6 4.0 -1.633 2.8 4.8 -6.325** 

23 앞어깨상에 외관 4.0 5.0 -3.162 4.0 4.8 -4.000* 3.4 4.8 -2.746 

24 겨드랑 밑에 외관 4.0 4.6 -1.500 3.6 4.2 -1.177 2.8 4.6 -3.674* 

옆

33 어깨선의 위치 2.8 4.4 -6.532** 3.4 4.0 -1.177 3.2 4.4 -2.058 

34 진동부위 외관 4.0 4.4 -0.667 2.6 4.0 -2.746 3.0 4.2 -2.058 

37 목둘레 외관 3.4 4.4 -3.162 3.0 4.4 -5.715** 3.2 4.8 -6.532** 

40 어깨의 기울기 3.6 4.2 -2.449 2.6 4.4 -3.087* 3.8 4.4 -2.449 

41 어깨가쪽점의 위치 3.0 4.4 -5.715** 2.8 3.8 -0.953 3.8 4.2 -1.000 

42 옆목점의 위치 3.4 4.6 -1.809 3.4 4.4 -3.162* 3.8 4.6 -4.000* 

뒤

51 목둘레선은 제위치 3.6 4.8 -6.000** 4.0 5.0 3.6 4.8 -6.000** 

62 뒤진동부위의 외관 3.6 4.4 -2.138 3.0 4.4 -2.333 2.4 3.8 -1.723 

63 목둘레에 외관 4.0 4.4 -1.633 3.8 4.6 -2.138 3.6 4.4 -2.138 

64 뒤어깨상에 외관 3.8 4.6 -4.000* 3.6 4.4 -2.138 3.4 4.2 -2.138 

65 겨드랑 외관 3.6 4.0 -0.492 3.2 4.6 -3.500* 3.4 4.6 -3.207 *

다트

평가

앞

15 앞가슴 다트의 위
치 3.6 4.6 -1.826 3.2 4.6 -2.064 3.0 4.2 -1.238 

16 앞가슴 다트의 양 3.8 4.6 -2.138 3.2 4.6 -2.333 3.0 4.2 -1.177 

18 앞허리 다트의 위
치 3.8 4.6 -1.206 3.4 4.6 -1.633 3.0 4.8 -3.087* 

19 앞허리 다트의 양 4.0 4.6 -2.449 3.8 4.6 -2.138 3.2 4.6 -2.333 

뒤

56 어깨다트 또는 뒤
진동 다트의 위치 4.0 4.6 -2.449 4.0 4.6 -2.449 3.8 4.6 -2.138 

57 어깨다트 또는 뒤
진동 다트의 양 3.8 4.6 -2.138 3.8 4.6 -2.138 3.4 3.8 -1.000 

59 뒤허리 다트의 위
치 3.8 4.6 -2.138 4.0 4.6 -2.449 3.8 4.8 -6.000**

60 뒤허리 다트의 양 3.6 4.6 -1.826 3.8 4.6 -2.138* 4.0 4.6 -2.449 

외관

평가
전체

66 옆면앞쪽 실루엣 
외관 3.0 4.2 -2.058 1.4 4.4 -6.708** 1.4 4.6 -8.552**

67 옆면뒤쪽 실루엣 
외관 3.4 4.8 -5.715** 3.2 4.8 -6.532** 3.0 4.8 -4.811**

68 전체적인 외관 4.2 4.6 -1.633 3.2 4.4 -3.207 3.0 4.8 -4.811**

69 전체적인 맞음새 3.6 4.6 -2.236 3.0 4.2 -2.058 3.0 4.8 -4.81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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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름에 관한 외관평가 결과 51번 항목의 경우 차이의 표준오차가 0

이므로 상관계수 및 t-값 계산이 불가능하여 값이 나오지 않았다. 반면 

앞진동부위, 목둘레, 어깨가쪽점의 위치 등의 외관을 묻는 문항에서 평

균이 더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진동편차를 반영하고 젖가슴둘레선 

위로 젖꼭지 길이편차를 반영해준 결과 위와 같이 개선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어깨가쪽점과 목옆점의 위치 역시 기존의 편차를 적용

했을 때보다 모든 사이즈에서 더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어깨부분의 

경우 그레이딩이 이루어질 때 일정 분량씩 편차가 적용됨으로서 각도가 

변화되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터 패턴의 적합도가 가장 중요한 부위로 생

각된다. 따라서 어깨부위의 문항에서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연

구편차를 적용한 경우 평균값은 높으나 유의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는 기존편차나 연구편차나 마스터 패턴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맞음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인체측정치를 분석하

여 목둘레 편차를 적용한 결과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 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편차에서는 기존편차에서와 다르게 인체의 앞뒤 두께차이를 반영한 

호 길이를 분석하여 앞 허리 다트, 뒤 허리 다트의 편차를 다르게 설정

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편차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다트 부분의 

외관을 묻는 문항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리부분 다트의 경우 

젖가슴둘레가 커질수록 다트 분량을 적게 주어야하며 젖가슴둘레가 작아

질수록 분량을 늘려주는 것이 맞음새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기준선과 군주름 등의 외관 평가와 전체적인 맞음새를 묻는 외관평가 

항목에서 젖가슴둘레 모든 구간에서 연구편차를 적용하였을 때 평균값이 

더 높았다. 이는 체형분석을 통하여 변화부위의 편차값을 반영해주어 외

관의 맞음새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젖가슴둘레가 늘어날수

록 측면체형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체형특성을 젖꼭지 길이 편차를 통

해 반영함으로서 전체 맞음새 평가에서 기준선 및 옆면에서의 개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편차가 기존편차에 비하여 30대 여성의 토르소 

원형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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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길이 그레이딩 기준선 평가

 기존편차를 적용한 토르소 원형의 외관평가 결과, 기준 키 구간보다 작

은 150cm구간과 155cm구간에서 문제점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이

유는 같은 젖가슴둘레를 가졌더라도 키가 작아짐에 따라 다른 구간의 둘

레가 늘어나기 때문이며 키를 고정한 둘레 그레이딩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에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는 젖가슴둘레, 허리둘

레, 엉덩이둘레에 따른 인체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으로 

고정편차를 적용하더라도 기준 둘레선의 비율값을 분석해서 반영해 주어

야 함을 나타낸다. 길이 그레이딩에 연구편차를 적용하여 관능평가를 실

시한 결과, 키 150cm구간에서는 젖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

선에서 위치와 수평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기존편차에 비하여 개선된 결

과를 보였다. 

 기존의 길이 관련 1cm편차를 적용했을 때, 옆선을 기준으로 앞쪽 기준

선이 들려올라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편차로 커버가 되지 않

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레 그레이딩에서와 같이 둘레를 

고정하고 길이 편차를 주었을 때 기준키 구간 아래에서 문제점이 나타나

므로 추가적인 그레이딩 편차가 필요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편차를 적용

한 결과 허리둘레선의 위치와 수평 여부가 기존편차에 비하여 개선되었

다. 옆면 기준선을 묻는 문항에서는 기존편차 적용 시에 앞면 젖가슴둘

레선이 들렸던 문제점이 연구편차를 적용함으로서 확실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 키 구간인 160cm보다 작은 150cm, 155cm 구간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기존의 둘레 그레이딩에서보다 길이 그레이딩

에서는 문제점이 다소 적게 나타났었으나 주로 앞면 기준선이 맞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길이부분의 

체형분석을 통해 허리~엉덩이까지 길이와 젖가슴~허리까지의 실제 치수

를 편차에 반영함으로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뒷면 외관

평가결과에서는 기존의 길이 편차에서 낮은 외관평가를 받았던 뒷면 엉

덩이둘레선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젖가슴둘레선이 제 위치를 

찾으면서 키 150cm 구간의 전체적인 맞음새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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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5> 길이항목 기준선 관련 외관평가 결과

부

위
번호 문항

150 155 165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앞

1 앞 중심선의 위치 3.4 4.4 -1.826 4.0 4.6 -1.500 4.2 4.6 -1.633 

2 가슴둘레선의 제위치 2.8 4.0 -3.207* 3.4 4.4 -1.414 3.4 4.6 -1.633 

3 가슴둘레선 수평 2.6 4.2 -3.138* 3.6 4.4 -1.372 4.4 4.4 0.000 

4 허리둘레선의 제위치에 3.0 4.6 -4.000* 3.8 4.6 -1.206 3.8 4.8 -2.236 

5 허리둘레선 수평 2.8 4.2 -3.500* 3.4 4.2 -1.206 4.0 4.8 -4.000*

6 엉덩이둘레선의 제위치 3.6 4.4 -4.000* 3.0 4.6 -4.000 2.2 4.2 -2.828*

7 엉덩이둘레선 수평인 3.6 4.2 -2.449 3.6 4.0 -1.000 3.4 4.0 -1.500 

8 진동둘레선 제위치 3.8 4.4 -2.449 3.8 4.4 -1.500 3.8 4.6 -2.138 

옆

25 인체의 앞뒤두께 균형 3.0 4.8 -4.811** 3.0 4.4 -3.500** 3.2 4.6 -2.746 

26 가슴둘레선의 제위치 2.6 4.4 -4.811** 3.0 4.6 -6.532** 3.4 4.8 -2.746 

27 가슴둘레선 수평 2.0 3.8 -4.811** 2.4 4.0 -2.359 2.8 4.8 -3.651* 

28 허리둘레선 제위치 3.4 4.2 -4.000* 3.4 4.6 -2.449 3.2 4.6 -3.500* 

29 허리둘레선 수평 2.2 3.4 -2.449 2.4 3.6 -1.500 2.8 4.2 -2.064 

30 엉덩이둘레선제위치에 3.6 4.0 -1.633 3.0 4.8 -2.449 1.8 4.0 -5.880** 

31 엉덩이둘레선 수평 2.6 3.2 -0.885 2.8 3.6 -0.873 3.2 3.6 -0.389 

32 진동둘레선 제위치 4.0 4.2 -0.535 4.0 4.4 -0.667 4.0 4.2 -0.343 

뒤

43 뒤중심선의 위치는 3.8 4.6 -2.138 4.2 4.6 -0.784 4.0 4.6 -2.449 

44 가슴둘레선 제위치 3.2 4.2 -1.826 3.4 4.4 -1.414 3.8 4.8 -2.236 

45 가슴둘레선 수평 3.6 4.6 -2.236 4.2 4.4 -0.302 3.8 4.8 -3.162* 

46 허리둘레선 제위치에 3.6 4.2 -1.500 3.8 4.2 -0.667 3.8 4.6 -2.138 

47 허리둘레선 수평 3.4 4.6 -3.207* 3.6 4.4 -1.633 4.0 4.6 -2.449 

48 엉덩이둘레선 제위치 3.2 4.4 -2.449 3.0 4.4 -1.606 2.0 3.6 -6.532** 

49 엉덩이둘레선 수평 3.6 4.2 -0.647 4.2 4.2 0.000 4.2 4.6 -1.633 

50 진동둘레선 제위치 3.8 4.2 -0.784 3.8 4.2 -0.784 3.8 4.2 -0.590 

*p≤0.05, **p≤0.01, ***p≤0.001

4.5.3.4. 길이 그레이딩 여유량, 다트, 군주름 관련 외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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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6> 길이항목 여유량, 다트, 군주름 관련 외관평가 결과 

부위 번호 문항
150 155 165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여

유량

평가

앞
10 목둘레의 여유 3.2 4.2 -3.162* 3.6 4.2 -1.500 3.4 4.6 -3.207* 

12 앞품의 여유 4.0 4.4 -1.000 4.2 5.0 -2.138 3.8 5.0 -6.000**

옆
35 진동부위의 여유 3.2 4.4 -2.058 3.6 4.6 -2.236 3.2 4.4 -1.633 

38 목둘레의 여유 3.4 4.2 -1.372 3.6 4.6 -2.236 3.4 4.2 -2.138 

뒤
52 목둘레의 여유 3.8 4.2 -1.633 4.2 4.6 -1.000 4.0 4.6 -2.449 

54 뒤품의 여유 3.8 4.0 -0.302 3.8 4.2 -1.633 4.0 4.4 -0.784 

전체

70 가슴둘레의 여유 3.6 4.8 -2.058 4.0 4.8 -1.633 4.0 4.8 -1.633 

72 허리둘레의 여유 3.8 5.0 -2.449 3.8 4.8 -2.236 3.8 4.8 -1.581 

74 엉덩이둘레의 여유 2.6 4.2 -6.532** 2.8 4.0 -3.207* 3.4 4.4 -1.581 

군주

름 

평가

앞

9 목둘레선 제위치 3.4 4.4 -3.162* 3.8 4.4 -1.500 3.6 4.8 -3.207*

14 젖꼭지점의 위치 3.0 4.2 -3.207* 3.6 4.6 -2.236 3.4 4.8 -2.746 

21 앞진동 부위의 외관 3.6 4.4 -2.138 4.0 4.6 -2.449 4.4 4.8 -0.784 

22 목둘레에 외관 3.4 4.6 -3.207* 4.0 4.8 -4.000** 4.0 4.8 -2.138 

23 앞어깨상에 외관 4.0 5.0 -3.162* 4.4 5.0 -2.449 4.4 4.8 -1.633 

24 겨드랑 밑에 외관 4.0 4.8 -1.633 4.4 5.0 -1.500 4.4 4.6 -0.302 

옆

33 어깨선의 위치 4.0 4.2 -0.535 4.0 4.4 -1.000 3.6 4.4 -2.138 

34 진동부위 외관 3.8 4.2 -0.784 3.8 4.2 -0.784 4.0 4.0 0.000 

37 목둘레 외관 3.4 4.4 -3.162* 4.0 4.6 -1.500 3.6 4.6 -3.162*

40 어깨의 기울기 4.0 4.4 -1.000 4.0 4.6 -2.449 3.8 4.0 -0.343 

41 어깨가쪽점의 위치 3.8 4.2 -0.784 4.0 4.0 0.000 3.8 4.6 -2.138 

42 옆목점의 위치 3.8 4.0 -0.343 4.0 4.6 -1.177 3.6 4.2 -2.449 

뒤

51 목둘레선은 제위치 4.0 4.6 -2.449 4.0 4.8 -4.000** 3.8 4.6 -1.633 

62 뒤진동부위의 외관 3.8 4.6 -1.372 3.8 4.4 -1.177 3.6 4.0 -0.535 

63 목둘레에 외관 3.6 4.4 -2.138 3.8 4.8 -3.162** 3.6 4.8 -3.207 

64 뒤어깨상에 외관 4.0 4.4 -0.784 3.6 4.6 -2.236 3.6 4.4 -1.372 

65 겨드랑 외관 3.8 4.8 -3.162* 3.8 4.6 -1.372 3.6 4.6 -2.236 

다트

평가

앞

15 앞가슴 다트의 위치 4.0 4.6 -1.500 3.4 5.0 -4.000* 3.4 5.0 -4.000* 

16 앞가슴 다트의 양 3.8 4.6 -2.138 3.8 5.0 -6.000** 4.0 5.0

18 앞허리 다트의 위치 3.8 4.4 -1.500 3.6 4.6 -1.826 3.4 4.8 -2.746 

19 앞허리 다트의 양 3.8 4.4 -2.449 3.6 4.6 -3.162* 3.8 4.8 -3.162* 

뒤

56 어깨다트 또는 뒤진
동 다트의 위치 4.0 4.8 -4.000* 4.0 4.8 -1.633 4.2 4.8 -2.449 

57 어깨다트 또는 뒤진
동 다트의 양 4.0 4.8 -4.000* 4.2 4.2  0.000 4.0 4.6 -1.177 

59 뒤허리 다트의 위치 3.8 4.6 -2.138 4.2 4.8 -2.449 4.0 5.0 -3.162 

60 뒤허리 다트의 양 3.4 4.6 -2.449 4.2 4.6 -1.000 4.2 5.0 -4.000 

외관

평가
전체

66 옆면앞쪽 실루엣외
관 1.4 4.2 -4.802** 1.4 4.4 -5.477** 4.2 4.4 -0.408 

67 옆면뒤쪽 실루엣외
관 3.4 4.0 -1.177 3.2 4.2 -3.162** 4.0 4.2 -0.535 

68 전체적인 외관 3.6 4.8 -2.449 3.8 4.8 -1.581 4.0 4.6 -0.885 

69 전체적인 맞음새 3.6 4.4 -1.372 3.6 4.6 -1.581 3.6 4.6 -1.41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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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편차를 적용한 토르소 원형의 전체적인 여유량에 대해 묻는 질문에

서 키 150cm, 155cm에서는 엉덩이둘레의 여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

지만 키 165cm 구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같은 젖가슴둘레일 때에 키가 변화하는 것이므로, 키가 늘어남에 따

라, 날씬해지는 결과에 의해 여유분량이 필요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길이편차를 적용한 외관평가에서는 둘레 그레이딩에 비하여 기존편차와 

연구편차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목둘레의 경우 연구편차에

서 기존에 비하여 여유량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엉덩이둘레선

이 개선된 결과로 엉덩이 둘레의 여유량 문항에서도 키 구간별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같은 젖가슴둘레치수 91cm를 가진 경우에도 키가 큰 구간

에서는 길이 관련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키가 작은 구간에서는 외관상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같은 젖가슴둘레를 가졌더라도 키가 작아질수

록 몸의 형태가 굵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편차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외관상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길이항목의 그레이딩 결

과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키 150cm의 구간

이었다. 이 구간은 연구편차를 적용하여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개발된 

연구편차의 분량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길이편차를 적용한 외관평가 결과 앞가슴 다트의 위치와 양에서 기존편

차에 비하여 0.6~1.6점 이상 높게 나타나 기존의 변화가 없던 편차에 

비하여 젖가슴둘레가 늘어날수록 편차량에 변화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편차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존편차보다 높

은 점수를 보였지만 기존편차를 적용한 경우에도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

았으므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트 관련 문항 16의 경우 차

이의 표준오차가 0으로 상관계수 및 t-값을 계산할 수 없어 공란으로 

제시하였다.

 전체 맞음새 평가에서 길이항목의 편차에서도 옆면 실루엣이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옆면 뒤쪽실루엣에 비하여 앞쪽 실루엣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편차가 적을 경우 앞부분의 굴곡을 반영하지 못

하여 밑단이 들리거나 군주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 집단의 체형분석을 통한 편차설정은 외관에 중요



- 165 -

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관평가와 더불어 젖가슴둘레 그레이딩을 실시한 85cm구간부터 

106cm구간까지의 착의 형상을 이용하여 착의단면 형상을 비교하였다. 

착의단면은 기존편차를 적용한 토르소 원형과 연구편차를 적용한 토르소 

원형의 젖가슴둘레수준, 허리둘레수준, 엉덩이둘레수준으로 비교하였다. 

기존편차를 적용한 단면형상은 파란색으로 나타내었으며 연구편차를 적

용한 단면형상은 붉은색으로 나타내었다. 젖가슴둘레 91cm 구간은 마스

터 패턴 치수로 마스터 패턴의 착의 형상만을 나타내었다. 젖가슴둘레 

수준의 착의단면을 보면 기존편차나 연구편차 원형에서 여유분이 다르게 

들어가지 않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엉덩이 단면의 경우 기존편차를 

적용한 토르소 원형에서 여유분이 앞이나 뒤쪽이 몰려서 발생하거나 군

주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보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젖가슴둘레 

106cm구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젖가슴둘레 

106cm의 경우 옆선으로 나누었을 때 허리 앞쪽 부분이 돌출되면서 허

리둘레선부터 엉덩이둘레선까지 남는 분량이 많았는데 공극량 분포에서

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편차와 연구편차를 

적용한 결과, 붉은색의 연구편차 단면형상에서 군주름이나 여유분량 등

이 기존편차에 비하여 적절히 배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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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7> 젖가슴둘레별 편차 적용 착의단면

        단면부위

젖가슴둘레
젖가슴 착의단면 허리단면 엉덩이단면

85

기존편차

연구편차

91
기준

94

기존편차

연구편차

97

기존편차

연구편차

100

기존편차

연구편차

106

기존편차

연구편차

 길이 그레이딩의 착의 단면중합에서 차이를 보인 부위는 주로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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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으로 기존편차를 적용한 단면의 경우 여유분량이 전혀 없는 키 

155cm, 165cm 구간에 비하여 연구편차를 적용한 착의단면에서는 여유

분량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98> 키별 편차 적용 착의단면 

     단면부위

키
젖가슴 착의단면 허리단면 엉덩이단면

150

기존편차

연구편차

155

기존편차

연구편차

160
기준

165

기존편차

연구편차

4.5.3.5. 외관 평가 후 제안사항

 토르소 원형에서 연구편차를 적용하였을 때 앞면 보다 뒷면 맞음새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편차를 적용하여 그레이딩을 실시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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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토르소 앞면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기준선이 맞지 않는 

점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형상반영을 위한 인체측정치를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6요인으로 나타난 앞 허리 다트 항목의 경우, 가

슴둘레 구간이 증가될수록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보다 엉덩이둘

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측

면 기준선에 의해서 앞뒤 두께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허리둘레선 수준에

서는 앞쪽의 비율이 더 크다가 엉덩이둘레선 수준에서는 뒤쪽의 비율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슴둘레가 커지면서 배가 나오는 경우 허리

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비율 차이는 더 커지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가

슴둘레 100cm와 106cm구간에서 나타났다. 즉, 30대 여성의 다빈도 구

간인 가슴둘레 91cm에서는 허리둘레선 앞면 비율과 엉덩이둘레선 앞면 

비율이 51:48로 나타나다 가슴둘레 94cm구간에서는 51:48, 94cm구간

에서는 51:47등의 비율을 보이다가 가슴둘레 106cm 구간에서는 52:47

로 가장 차이를 많이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활동성의 면에서는 크게 문

제가 되지 않지만 가슴둘레가 커지면서 일정 분량의 보정 분량이 발생하

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은 기준패턴 치수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더 많

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정 분량을 처리해주기 위해 기존 마

스터 패턴의 앞 허리 다트의 형태를 허리둘레선 아래로 오픈 다트(open 

dart)형식으로 패턴을 바꿔준다면 보정 분량을 처리해줌으로써 더 나은 

맞음새를 보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허리에서 엉덩이둘레선 부분의 

보정 분량을 그레이딩 편차값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기존의 비만체형에는 

커버하기 힘들었던 그레이딩에서 커버구간을 늘릴 수 있으며 맞음새 또

한 개선될 수 있다. 젖가슴둘레 91cm를 기준으로 구간별 편차를 계산하

여 다트 분량을 설정하였으며 해당 값으로 엉덩이둘레선과 허리둘레선의 

차이를 산출하여 착의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제 착의실험을 위해 가슴둘

레 100cm에는 1.8cm 오픈 다트를, 106cm구간에는 2.4cm 오픈 다트

를 만들어 반영해 주었다. 최종적으로 허리와 엉덩이둘레의 차이가 큰 1

00cm와 106cm구간을 선정하여 착의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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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9> 측면 기준선에 의한 앞뒤 두께비율 및 실제치수를 반영한 편차

     젖가슴둘레
비율 79 82 85 88 91 94 97 100 106

젖가슴 앞 49 50 50 50 50 50 50 50 50
젖가슴 뒤 51 50 50 50 50 50 50 50 50
허리 앞 53 53 52 52 51 52 51 51 52
허리 뒤 47 47 48 48 49 48 49 49 48

엉덩이 앞 48 50 49 48 48 48 47 47 47
엉덩이 뒤 52 50 51 52 52 52 53 53 53
허리 앞

-엉덩이 앞
5 3 3 4 3 4 4 4 5

비율값을 
구간치수로 변환 79 82 85 88 91 94 97 100 106

허리 앞 44.3 45.6 45.8 46.8 46.9 49.9 49.0 51.0 54.1 
허리 뒤 39.3 40.4 42.2 43.2 45.1 46.1 47.0 49.0 49.9 

엉덩이 앞 40.1 43.0 43.1 43.2 44.2 46.1 45.1 47.0 48.9 
엉덩이 뒤 43.5 43.0 44.9 46.8 47.8 49.1 50.9 53.0 55.1 
허리 앞

-엉덩이 앞 
4.2 2.6 2.6 3.6 2.8 3.8 3.8 4.0 5.2 

open dart

제안편차
0.35 0.35 0.35 0.35 0 0.60 0.60 0.60 0.60

<표100> 오픈 다트 적용 패턴

100 106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전 적용 후 

 젖가슴둘레 100cm에서는 1.8cm의 오픈 다트를 적용해주었으며 젖가

슴둘레 106cm구간에서는 측면기준선에 의한 앞 허리와 앞 엉덩이의 차

이에 따라 2.4cm의 다트 분량을 설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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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1> 오픈 다트 적용 패턴 착장 실험

  사이즈

면

100 106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전 적용 후 

옆면

 오픈 다트를 적용한 결과 젖가슴둘레 100cm에서 측면 기준선에 의해

서 앞 허리 아래로 뜨는 분량이 다소 해소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젖

가슴둘레가 가장 큰 106cm구간에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토르소 원형을 그레이딩 할 때에 허리 앞부분의 돌출 분량이 많아 앞 엉

덩이 부분과의 차이가 커지는 구간에서는 앞 허리 다트를 오픈 다트 형

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음새 개선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4.5.4. 둘레·길이 연구 그레이딩 편차적용 및 최종검증

 둘레 그레이딩과 길이 그레이딩 외관평가 결과 기존편차에 비해 기준

선, 군주름, 외관, 다트, 맞음새 관련 문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둘레 구간별 길이 구간별로 개발된 연구편차를 마스터 

패턴에 함께 반영하여 최종 검증을 위한 3개 구간의 토르소 원형을 제

작하였다. 원형의 제작 구간은 젖가슴둘레 85cm 키 155cm와 젖가슴둘

레 88cm 키 160cm, 젖가슴둘레 91cm 키 165cm의 3개 구간이며, 검

증 비교대상으로 마스터패턴에 기존편차를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앞면 

외관평가 결과 기준선 관련 항목과 여유량, 다트, 군주름 관련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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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55
앞면 옆면 뒷면

기존편차 연구편차 기존편차 연구편차 기존편차 연구편차 

88-160
기존편차 연구편차 기존편차 연구편차 기존편차 연구편차 

91-165
기존편차 연구편차 기존편차 연구편차 기존편차 연구편차 

결과를 <표103>에 제시하였다. 

<표102> 기존편차와 연구편차를 적용한 검증원형

 전문가 외관평가 결과는 기준선 관련 항목을 앞면, 옆면, 뒷면으로 나

누어 제시하고 기준선 이외의 항목인 여유량, 다트, 군주름 및 전체적인 

외관 관련 문항을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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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기준선 관련 외관평가 결과

<표103> 기준선 관련 외관평가 결과

부

위

번

호
문항

85-155 88-160 91-165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앞

1 앞 중심선의 위치 4.2 4.6 -1.633 3.4 4.8 -2.746 3.6 4.2 -2.449 
2 가슴둘레선의 제위치 3.0 4.4 -5.715** 3.2 4.6 -5.715** 3.8 4.6 -2.138 
3 가슴둘레선 수평 3.2 4.6 -3.500* 3.0 4.6 -3.138* 4.0 4.6 -1.000 

4 허리둘레선의 제위치에 3.0 4.6 -6.532** 3.4 4.6 -3.207* 2.4 4.6 -4.491* 

5 허리둘레선 수평 3.2 4.6 -5.715** 3.2 4.6 -3.500* 4.0 4.6 -2.449 

6 엉덩이둘레선의 제위치 3.2 4.6 -5.715** 3.6 4.4 -2.138 2.4 4.4 -6.325** 

7 엉덩이둘레선 수평인 3.4 4.4 -3.162* 3.4 4.2 -2.138 3.8 4.4 -2.449 
8 진동둘레선 제위치 3.8 4.4 -2.449 3.8 4.4 -2.449 4.0 4.2 -1.000 

옆

25 인체의 앞뒤두께 균형 2.8 4.8 -6.325** 3.0 4.6 -6.532** 3.6 4.6 -3.162* 

26 가슴둘레선의 제위치 2.8 4.8 -6.325** 3.0 4.4 -5.715** 4.0 4.4 -1.633 

27 가슴둘레선 수평 2.6 4.8 -11.000*** 2.6 4.6 -6.325** 3.4 4.6 -3.207* 

28 허리둘레선 제위치 2.8 4.8 -4.472* 3.2 4.4 -6.000** 2.8 4.6 -4.811** 

29 허리둘레선 수평 2.4 4.6 -11.000*** 2.6 4.4 -9.000** 3.4 4.4 -3.162* 

30 엉덩이둘레선 제위치에 3.8 4.4 -2.449 3.8 4.4 -2.449 2.6 4.6 -6.325** 

31 엉덩이둘레선 수평 3.0 4.4 -5.715** 3.6 4.2 -1.500 3.4 4.0 -1.500 
32 진동둘레선 제위치 3.2 4.4 -2.058 3.0 3.8 -2.138 3.8 4.0 -1.000 

뒤

43 뒤중심선의 위치는 4.2 4.4 -1.000 3.8 4.6 -1.372 3.8 4.6 -2.138 
44 가슴둘레선 제위치 3.2 4.6 -2.746 3.4 4.2 -4.000* 3.4 4.2 -2.138 
45 가슴둘레선 수평 3.2 4.4 -3.207* 3.2 4.2 -3.162* 3.4 4.4 -2.236 
46 허리둘레선 제위치에 3.2 4.6 -5.715** 3.4 4.6 -3.207* 2.4 4.6 -5.880** 
47 허리둘레선 수평 2.8 4.8 -6.325** 3.0 4.4 -5.715** 3.6 4.6 -3.162* 
48 엉덩이둘레선 제위치 3.6 4.4 -2.138 3.2 4.4 -6.000** 2.2 4.6 -9.798** 
49 엉덩이둘레선 수평 3.6 4.2 -1.500 3.4 4.4 -3.162* 3.8 4.6 -2.138 
50 진동둘레선 제위치 3.2 4.2 -3.162* 3.4 4.0 -1.500 3.6 3.8 -1.000

*p≤0.05, **p≤0.01, ***p≤0.001

 기준선 관련 문항의 외관평가 결과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가

슴둘레선, 허리둘레선, 엉덩이둘레선의 위치와 수평여부가 개선된 것으

로 나타났으며 85-155cm 가장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면에

서 3개 치수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허리둘레선의 위치에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편차에 비해 길이분석을 통한 편차

를 반영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옆면의 외관평가 결과 3개 치수에서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는 2.8, 3.0, 3.6점을 받았으나 연구편차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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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4.8, 4.6, 4.6으로 나타나 연구편차를 적용한 결과 토르소 원형

의 옆면 기준선이 인체의 앞뒤두께를 균형 있게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준선 문항 중에서도 특시 옆면 기준선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

으며 기존편차에 비해 연구편차를 적용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

목의 개수가 많았다. 뒷면 기준선 관련 문항에서도 허리둘레선의 위치와 

수평여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88-160cm 구간과 91-165cm 

구간에서는 엉덩이둘레선의 위치가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해 비해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4.5.4.2. 여유량, 다트, 군주름 관련 외관평가 결과 

 

 전문가 외관 평가 75개 문항 중 여유량 및 다트, 군주름 관련 외관평

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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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4> 여유량, 다트, 군주름 관련 외관평가 결과 

부위 번호 문항
85-155 88-160 91-165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여

유량

평가

앞
10 목둘레의 여유 3.2 3.6 -0.784 4.0 4.2 -1.000 3.4 3.8 -1.000 
12 앞품의 여유 4.2 4.2 3.2 4.0 -0.930 4.0 4.4 -1.000 

옆
35 진동부위의 여유 3.4 4.2 -2.138 3.4 3.6 -1.000 4.0 4.2 -1.000 
38 목둘레의 여유 3.0 3.8 -1.372 3.4 4.0 -1.500 3.4 3.8 -1.633 

뒤
52 목둘레의 여유 3.8 3.8 4.2 4.2 3.8 3.8 

54 뒤품의 여유 3.2 4.2 -2.236 3.6 4.2 -1.500 3.6 4.0 -0.784 

전체

70 가슴둘레의 여유 3.8 4.6 -2.138 4.0 4.4 -1.633 3.6 4.0 -1.000 
72 허리둘레의 여유 3.6 4.4 -1.372 3.2 4.6 -2.746 4.0 4.4 -1.633 
74 엉덩이둘레의 여유 3.0 4.6 -3.138* 3.6 4.4 -2.138 4.0 4.4 -1.633 

군주

름 

및 

외관

평가

앞

9 목둘레선 제위치 3.8 4.0 -1.000 4.0 4.2 -1.000 3.6 3.8 -1.000 
14 젖꼭지점의 위치 3.2 4.4 -6.000** 3.6 4.4 -2.138 4.2 4.4 -1.000 

21 앞진동 부위의 외
관 4.2 4.2 4.0 4.6 -1.500 4.4 4.4 

22 목둘레에 외관 4.0 4.4 -1.000 4.6 4.6 4.2 4.4 -1.000 
23 앞어깨상에 외관 3.6 4.0 -1.633 4.0 4.4 -1.633 4.4 4.4 

24 겨드랑 밑에 외관 4.0 3.8 1.000 3.6 4.4 -2.138 4.0 3.8 1.000 

옆

33 어깨선의 위치 3.6 4.4 -2.138 3.6 4.4 -2.138 3.6 4.0 -1.633 
34 진동부위 외관 3.4 4.4 3.0 4.6 -6.532** 4.2 4.2 0.000 
37 목둘레 외관 3.8 4.2 -1.000 3.8 4.2 -1.633 3.6 4.2 -1.500 
40 어깨의 기울기 3.2 4.6 -3.500* 3.4 4.2 -2.138 3.8 4.0 -1.000 
41 어깨가쪽점의 위치 3.6 4.4 -1.372 3.4 4.4 -3.162* 3.8 4.4 -2.449 
42 옆목점의 위치 3.8 4.4 -2.449 3.8 4.0 -0.535 4.0 4.0 -2.449 

뒤

51 목둘레선은 제위치 3.8 4.0 -1.000 4.4 4.6 -1.000 4.2 4.2 

62 뒤진동부위의 외관 3.2 4.4 -3.207* 3.4 4.4 -2.236 3.6 3.8 -0.408 
63 목둘레에 외관 3.8 3.8 4.2 4.4 -1.000 3.8 3.8 

64 뒤어깨상에 외관 3.6 4.2 -2.449 4.0 4.6 -2.449 4.0 4.2 -1.000 
65 겨드랑 외관 3.6 4.6 -3.162* 3.2 4.6 -3.500* 4.0 4.2 -0.535 

다트

평가

앞

15 앞가슴 다트의 위
치 3.8 4.0 -1.000 3.6 4.2 -2.449 4.0 4.2 -1.000 

16 앞가슴 다트의 양 3.6 4.0 -1.633 3.0 4.4 -1.871 3.6 4.2 -1.500 

18 앞허리 다트의 위
치 4.0 4.2 -1.000 3.6 4.0 -1.633 4.0 4.0 

19 앞허리 다트의 양 3.8 3.4 0.784 3.0 4.0 -1.291 3.8 3.8 

뒤

56 어깨다트 또는 뒤
진동 다트의 위치 3.6 4.2 -2.449 4.0 4.2 -1.000 4.0 4.2 -1.000 

57 어깨다트 또는 뒤
진동 다트의 양 3.8 4.2 -1.633 4.0 4.2 -1.000 3.8 4.0 -1.000 

59 뒤허리 다트의 위
치 4.0 4.4 -1.633 3.8 4.2 -1.633 4.0 4.4 -1.633 

60 뒤허리 다트의 양 3.2 4.2 -2.236 3.0 4.2 -6.000** 3.6 4.2 -1.177 

외관

평가
전체

66 옆면앞쪽 실루엣 
외관 2.6 4.0 -3.500* 2.4 4.2 -4.811** 2.8 4.2 -5.715** 

67 옆면뒤쪽 실루엣 
외관 3.4 4.4 -3.162* 2.0 4.6 -6.500** 3.2 4.6 -3.500*

68 전체적인 외관 3.0 4.6 -6.532** 3.0 4.8 -9.000** 3.0 4.4 -3.500* 
69 전체적인 맞음새 3.0 4.6 -6.532** 3.0 4.6 -6.532** 3.2 4.4 -2.449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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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량 관련 문항에서는 85-155cm 구간에서 엉덩이둘레 여유분이 기

존편차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주름과 외관

에 관련된 문항에서는 젖꼭지점의 위치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나타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85-155cm구간의 12번, 52번, 21번, 34번, 63번 및 88-160cm구간

의 52번, 22번, 91-165cm구간의 52번, 21번, 23번, 51번, 63번, 18

번, 19번 항목은 기존편차를 적용한 외관평가 결과와 연구편차를 적용

한 외관평가 결과 값의 차이의 표준오차가 0으로 나타나 t-값을 계산할 

수 없었으므로 공란으로 제시하였다. 군주름 및 외관관련 평가에서는 3

개 구간의 평균값이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85-155cm와 88-160cm 구간에서 젖꼭지점

의 위치를 포함하여 진동부위의 외관과 어깨가쪽점의 위치 등에서 기존

편차를 적용했을 때보다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다트의 외관에 대해 묻는 문항의 평균값에서는 연구편차를 적용했을 때 

더 높은 값을 보이는 항목이 많았으나 85-155cm 구간의 앞 허리 다트

의 양은 기존편차를 적용한 결과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대

부분의 항목에서 기존편차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외관평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는 다트편차 범위가 0.1~0.2cm정도로 크

지 않기 때문에 사진 상에 나타난 외관으로 그 차이를 식별하기가 다소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기준선에 관련된 문항에 비해 기존편차를 적용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

이는 항목이 많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인 외관평가에 있어서는 연구편차를 

적용한 결과가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값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옆면 앞쪽과 뒤쪽에 관한 실루엣을 평가하

는 항목에서 연구편차를 적용한 결과가 기존편차를 적용한 결과에 비해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마스터 패턴에 있어서 앞처짐분량을 설정

해주고 기존편차에 비해 인체형상 변화가 반영된 부위인 젖꼭지 길이 요

인, 허리~엉덩이 형태요인 및 젖가슴~허리 길이요인 등의 편차를 반영

해준 결과 기준선이 제 위치에 수평을 이루게 되었으며 앞쪽 허리부분이 

뜨는 문제점을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개 치수의 외관평

가 결과와 더불어 검증원형 3개 구간의 착의단면 형상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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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5> 검증원형의 착의단면 중합 

        중합 부위

치수 구간

젖가슴 중합 허리 중합 엉덩이 중합

85-155

88-160

91-165

 그레이딩 편차의 검증 구간으로 선정된 85-155cm, 88-160cm, 91-

165cm의 기존 그레이딩 편차를 반영한 토르소 원형과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한 토르소 원형을 제작하여 착의단면을 중합하여 비교하였

다. 젖가슴둘레 수준의 착의단면 중합결과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그레이딩 편차나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

할 때에 여유분량의 차이는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허리둘레 수준의 

착의단면 중합에서는 88-160cm이나 91-165cm 치수구간에서 기존 

그레이딩 편차에서 발생하는 주름이 덜 발생하며, 바디 자체에 너무 피

트되어 군주름을 발생시켰던 문제점들이 다소 해소되면서 착의단면에서

도 공극량이 관찰되었다. 엉덩이둘레 수준의 착의단면 중합결과에서는 

젖가슴둘레 착의단면에 비해 두 개 편차의 차이를 극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88-160cm구간이나 91-165cm구간 같은 경우에 

엉덩이둘레 수준에서 토르소 원형의 앞부분이 들리는 문제점들 때문에 

스캔을 통해 단면이 관찰되지 않았다. 85-155cm치수와 91-165cm 

구간의 엉덩이둘레선의 착의단면 형상에서는 기존 편차 그레이딩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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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이 들리는 문제점 때문에 착의형상이 아닌 재현바디커브와 동일한 

커브만이 관찰되었다. 반면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한 경우에는 앞부

분이 들리는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착의단면 형상에서 엉덩이둘레 수준의 

착의단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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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첫째, 마스터 패턴 개발과 그레이딩 편차 설정을 위해 30~39세 성인 

여성 456명 3차원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전문가 시각적 평가에 의한 측

면형상 분류를 실시하였다. 측면형상 분류를 위해 3차원 인체 형상 자료

의 측면 기준선 설정을 귀구슬점에서 수직으로 내려가 어깨관절의 중심

과 배두께의 이등분점을 지나는 선으로 설정하였으며 바른체형, 젖힌체

형, 숙인체형, 휜체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30대 여성의 마스터 패턴 

개발과 그레이딩을 위해 바른체형으로 도출된 138명의 인체형상 데이터

를 분석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둘째, 인체측정치 분석과 그레이딩 편차 설정을 위해 바른체형 피험자

의 젖가슴둘레와 키를 한국산업표준(KS K 0051)에 따라 3cm, 5cm간

격으로 나누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바른체형 연구 집단은 

젖가슴둘레 91cm, 키 160cm 구간이 다빈도 구간으로 나타났으며, 30

대 연구 집단 여성 전체의 다빈도 구간인 젖가슴둘레 85cm, 키 160cm

에 비하여 체간부가 다소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터 패턴 개발과 

그레이딩 편차 설정을 위해 연구 집단의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젖가슴

둘레 91cm와 키 160cm를 기준 치수로 사용하였다. 30대 여성의 그레

이딩 편차 설정을 위해 인체측정치를 높이, 길이, 둘레, 너비, 두께 항목

으로 나누었으며, 젖가슴둘레, 키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간 편차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높이 항목은 키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길이 항목은 젖가슴둘레, 키 모두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레, 두께, 너비 항목은 젖가슴둘레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젖가슴둘레 3cm 구간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젖가슴둘레 치수

가 증가함에 따라 너비 및 두께 항목은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길

이항목에서는 목옆젖꼭지길이 항목에서 뚜렷하게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

다. 반면 목뒤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나 겨드랑앞벽사이길이, 등길이, 엉덩

이둘레 등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다 젖가슴둘레 106cm나 키 160cm 

이상에서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30대 여성의 마스터 패턴 개발에는 인체측정치와 3차원 형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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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단면 요소, 어깨부위 형상 요소, 체표길이 요소 등이 사용되었다. 

더불어 기존의 참고원형 외관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1종의 원형 제도법

을 마스터 패턴 개발에 참고하였다. 젖가슴둘레 91cm, 키 160cm를 기

준 치수로 사용하고 옆선 설정에는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앞 호, 뒤 

호의 측정치를 반영하여 앞쪽을 0.8cm 크게 뒤쪽을 0.8cm 작게 설정하

여 앞 뒤 두께차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앞품과 뒤품의 여유분량은 기

존의 참고원형 외관평가를 반영하여 2cm로 늘려주었으며 뒤판 여유분

량은 2cm, 앞판 여유분량은 3cm로 늘려서 반영하였다. 배가 나와서 앞

이 들리는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 앞처짐 분량을 1.5cm로 설정하였으며 

허리둘레선은 키/4-1cm로 설정하였다. 다트 위치는 단면 공극거리 분

석을 통하여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가장 큰 앞면 45〬 구간과 

뒷면 345°구간에 설정해주었다. 단면 공극거리 분석과 예비실험을 통

해 기존의 뒤 허리 다트를 3cm분량에서 3.4cm 분량으로 늘려준 후 2.

4cm와 1cm분량 2개로 나누어 주었다. 어깨부위는 전문가 외관평가 결

과를 반영하여 어깨 다트 분량을 0.3cm 늘려주었으며 재현바디에 착장

시킨 후 보정을 통해 어깨부위의 형상을 반영한 마스터 패턴 개발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넷째, 그레이딩 편차 개발에는 기존의 3차원 인체형상 분석을 위해 측

정된 호 길이 6개 항목, 어깨형상반영 길이 8개 항목, 체표길이 8개 항

목 등 총 22개 항목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허리~엉덩이 길이요인, 젖가슴~허리 형태요인, 등돌출 뒤어깨 요인, 젖

꼭지 길이 요인, 어깨길이요인, 앞 다트 요인 등 총 6개 항목이 추출되

었다. 해당 요인별로 3차원 형상 측정치를 반영하여 허리~엉덩이 길이

요인에는 구간별 0.8cm 편차를 설정하였다. 제2요인인 젖가슴~허리 형

태요인은 길이 관련 구성요소와 둘레 관련 구성 요소가 함께 도출되었으

며, 길이 관련 항목은 키를 사용하여 회귀식을 구성하였고 젖가슴~허리

길이에는 구간별 0.4cm편차를 적용하였다. 둘레 관련 구성 요소인 뒤허

리 다트 설정을 위해 인체의 단면 호 길이를 분석한 결과 젖가슴둘레가 

커지면 젖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차이분량이 줄어들고 젖가슴둘레가 작아

지면 분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 젖가슴 91cm이상의 구간에는 

-0.2cm 분량을 적용하고 91cm이하의 구간에는 +0.1cm 편차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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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등돌출 뒤어깨 요인은 0.4cm편차를, 젖꼭지 길이 요인은 0.7cm 

편차를 적용하였다. 어깨길이요인은 젖가슴둘레에 따른 기술통계 값을 

반영하여 0.1cm 편차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요인인 앞 다트 요인은 젖

가슴둘레 91cm이상에서는 -0.2cm편차를 줄여주었으며 91cm 이하에

서는 +0.1cm편차를 늘려서 반영하였다. 해당 요인들 이외에 외관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편차반영이 필요한 부위로 나타난 목둘레와 진동둘레, 

앞가슴 다트 편차를 반영하여 최종 그레이딩 편차를 도출하였다.

  다섯째, 마스터 패턴과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검증하기 위해 젖가슴둘

레와 키 구간에 따라 실험복을 제작하였으며 재현바디에 착의 평가를 실

시하였다. 재현바디는 30대 여성의 다빈도 구간에 해당하는 젖가슴둘레 

6개 구간과 키 4개 구간별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검증을 위해 젖가슴둘

레 85cm와 키 155cm(85-155), 젖가슴둘레 88cm와 키 160cm(88-

160), 젖가슴둘레 91cm와 키165cm(91-165)를 제작하였다. 개발된 

그레이딩 편차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어패럴 CAD 업체에서 

사용되는 그레이딩 편차를 선정하였다. 업체마다 사용하는 편차는 다르

지만 기존의 그레이딩 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 체형과 비슷한 일본식 그

레이딩의 편차값과 유사하고, 편차반영 부위는 국내 업체의 그레이딩과 

비슷한 Y업체의 편차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개발된 마스터 

패턴에 기존 그레이딩 편차와 연구 그레이딩 편차를 적용하여 젖가슴둘

레 와 키 구간별로 토르소 원형을 제작하여 전문가 외관평가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연구편차를 적용한 토르소 원형에서 기존편차를 적용한 결

과에 비하여 기준선, 다트, 어깨선, 외관평가, 군주름 여부 등에서 우수

한 평가를 보였다. 옆선을 기준으로 앞면 기준선인 젖가슴둘레선, 허리

둘레선, 엉덩이둘레선이 기존편차를 적용한 경우 수평을 이루지 않았던 

점에 비하여 연구편차를 적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점이 개선되었다. 기존

의 그레이딩에서는 다트 분량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아예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형상 변화 

중 3차원 단면 공극거리 분석 및 옆선에 의한 단면 호 길이를 반영하여 

치수가 증가할 때의 변화량을 다트에 반영하였다. 어깨 부위에 형상 분

석 치수를 반영하여 마스터 패턴의 맞음새를 향상시켜 그레이딩에서도 

어깨선이나 기준점의 위치가 좋은 평가를 얻었다. 전문가 외관평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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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인체 형상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편차를 반영하였을 때 발생하던 군주

름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맞음새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그레이딩에서는 일률적인 편차 설정과 체형특성을 반영하지 않

아 맞음새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체형분석을 통해 형태변화 요인에 따른 편차부위와 편차값을 설정하여 

기존 그레이딩의 단점을 보완해주었으며 기준이 되는 마스터 패턴에도 

이러한 체형 특성을 반영하여 그레이딩을 실시한 결과 기준 치수에서 멀

어지는 구간에서도 맞음새와 치수 적합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절개식 

그레이딩을 포인트 이동량으로 바꾸어 표현한 결과 기존 그레이딩 편차

에 비해 앞면과 뒷면에서 각각 2개의 포인트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추가된 부위는 편차값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30대 여성 체형특성

이 반영된 앞가슴 부위와 뒷면 등돌출 부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토르소 원형의 맞음새를 높이기 위해 옆선 설정시 앞뒤 두께차이를 반영

해 주었으며 측면 형상의 변화를 그레이딩에 반영하여 의복 맞음새를 높

이기 위해 3차원 스캔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편차를 그레이딩에 사

용하여 실제 검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30대 바른체형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다

른 연령대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토르소 원형을 대상으

로 편차를 개발하였으므로 소매부위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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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젖가슴둘레와 상관관계 높은 항목 간 Duncan test 

    젖가슴둘레

항목
79 82 85 88 91 94 97 100 103 106 F값

목옆젖꼭지길이 e de cde bcd
e bcd abc ab ab a a 14.677*** 

목뒤젖꼭지허리
둘레선길이 de e cde bcd

e bcd bcd bcd abc ab a 11.016*** 

목뒤등뼈위겨드
랑수준길이 a a a a a a a a a a 3.693*** 

젖꼭지사이수평
길이 d cd cd cd cd abc abc bc ab a 9.416*** 

겨드랑앞벽사이
길이앞품 e de de cde bcd

e bcd bcd abc ab a 10.290*** 

겨드랑뒤벽사이
길이뒤품 c c bc abc abc abc abc a abc ab 5.072*** 

목밑너비 a a a a a a a a a a 2.041*** 
가슴너비 d cd c bc bc b b ab a a 23.246*** 
젖가슴너비 e de d c bc bc b a a a 75.065*** 
허리너비 f f ef de cde bcd bc b b a 38.228*** 
배꼽수준허리너
비 e e de cd bcd bc ab a a a 30.206*** 

엉덩이너비 c bc abc abc abc abc abc ab a abc 4.622*** 
겨드랑두께 g fg fg ef de bc cd bc ab a 53.432*** 
가슴두께 g fg f ef e d cd bc b a 79.766*** 
젖가슴두께 h gh fg ef e f cd bc b a 102.995*** 
허리두께 g g fg ef de cd bc bc b a 61.240*** 
배꼽수준허리두
께 f f ef de cd c bc bc b a 45.590*** 

엉덩이두께 f ef def cde bcd bc bc ab a a 27.651*** 

목둘레 f ef def cde
f

cde
f

bcd
e

abc
d abc ab a 13.695*** 

목밑둘레 ab b ab ab ab ab ab a ab a 3.610*** 
겨드랑둘레 ef f def cde cd bc bc ab ab a 25.330*** 
가슴둘레 f e e d d c c b a a 180.160*** 
허리둘레 g g fg ef de cd bc b b a 68.741*** 
배꼽수준허리둘
레 g g fg ef de cde bcd bc ab a 47.205*** 

엉덩이둘레 f ef def cde abc abc ab ab a a 15.092*** 
오른어깨기울기 0.662 

Duncan test 결과 유의차가 있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a>b>c>d...순
서로)
*p≤0.05 **p≤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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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의복치수와 기준치수간의 설명력 

종속변수 독립변
수 B 베타 t값 유의확률 R제곱

어깨높이
키 0.85 0.97 43.44 0.000*

0.93 
젖가슴 -0.01 -0.01 -0.33 0.739 

허리높이
키 0.72 0.91 25.30 0.000* 

0.83 
젖가슴 -0.06 -0.09 -2.54 0.012 

엉덩이높이
키 0.55 0.89 22.32 0.000* 

0.79 
젖가슴 0.03 0.06 1.43 0.155 

목밑둘레
키 0.09 0.21 2.67 0.008* 0.22 

젖가슴 0.15 0.42 5.44 0.000* 

가슴둘레
키 0.02 0.02 0.66 0.511 

0.93 
젖가슴 0.85 0.96 41.89 0.000* 

허리둘레
키 -0.06 -0.04 -1.20 0.234 

0.84 
젖가슴 1.06 0.92 26.62 0.000* 

엉덩이둘레
키 0.30 0.31 5.73 0.000* 

0.61 
젖가슴 0.54 0.72 13.19 0.000* 

겨드랑두께
키 -0.03 -0.11 -2.80 0.006* 

0.78 
젖가슴 0.17 0.87 21.26 0.000* 

목뒤젖꼭지허리둘레
선길이

키 0.16 0.36 6.09 0.000* 
0.53 

젖가슴 0.22 0.63 10.64 0.000* 

목뒤젖꼭지길이
키 0.05 0.12 1.99 0.048 

0.49 
젖가슴 0.23 0.69 11.11 0.000* 

등길이
키 0.18 0.44 6.13 0.000* 

0.32 
젖가슴 0.11 0.36 5.05 0.000* 

앞중심길이
키 0.13 0.29 4.17 0.000* 

0.36 
젖가슴 0.18 0.52 7.47 0.000* 

젖꼭지사이수평길이
키 0.00 0.02 0.22 0.825 

0.35 
젖가슴 0.12 0.59 8.54 0.000* 

엉덩이옆길이
키 0.17 0.49 6.99 0.000* 

0.35 
젖가슴 -0.09 -0.34 -4.88 0.000* 

어깨길이
키 0.07 0.39 4.91 0.000* 

0.15 
젖가슴 0.01 0.04 0.51 0.612 

겨드랑앞벽사이길이
키 0.08 0.23 3.56 0.001* 

0.45 
젖가슴 0.17 0.63 9.69 0.000* 

겨드랑뒤벽사이길이
키 0.10 0.27 3.59 0.000* 

0.26 
젖가슴 0.13 0.44 5.86 0.000* 

어깨너비
키 0.15 0.51 7.10 0.000* 

0.33 
젖가슴 0.06 0.27 3.74 0.000* 

목밑너비
키 0.02 0.15 1.87 0.064 

0.13 
젖가슴 0.04 0.33 4.08 0.000* 

목뒤등뼈위겨드랑수
준길이

키 0.08 0.33 4.49 0.000* 
0.27 

젖가슴 0.07 0.40 5.32 0.000*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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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기존 토르소 원형의 외관 평가용 착의 사진

앞 옆 뒤

Esmod식 

Mϋller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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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자식

Secoli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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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항목 평가문항

앞

1 앞중심선의 위치는 적합한가?
2 가슴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3 가슴둘레선은 수평인가?
4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5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6 엉덩이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7 엉덩이둘레선은 수평인가?
8 진동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9 목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10 목둘레의 여유는 적당한가?

11 10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12 앞품의 여유는 적당한가?

13 12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14 BP의 위치는 적당한가?
15 앞가슴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16 앞가슴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17 16번에서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18 앞허리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19 앞허리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20 19번에서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21 앞진동 부위의 군주름이나 당김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22 목둘레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23 앞 어깨상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24 겨드랑 밑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옆

25 옆선은 인체의 앞뒤두께를 균형있게 나누는가?

26 가슴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27 가슴둘레선은 수평인가?
28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29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30 엉덩이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31 엉덩이둘레선은 수평인가?
32 진동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33 어깨선의 위치가 어깨중심에 놓이는가?
34 진동부위의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35 진동부위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36 35번에서 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37 목둘레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38 목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39 38번에서 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부록4] 기존 토르소 원형 비교 및 분석을 위한 외관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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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어깨의 기울기가 인체의 어깨기울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41 어깨가쪽점의 위치가 적당한가?

42 옆목점의 위치가 적당한가?

항목 평가문항

뒤

43 뒤중심선의 위치는 적합한가?
44 가슴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45 가슴둘레선은 수평인가?
46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47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48 엉덩이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49 엉덩이둘레선은 수평인가?
50 진동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51 목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52 목둘레의 여유는 적당한가?

53 52번에서 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54 뒤품의 여유는 적당한가?

55 54번에서 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56 어깨다트 또는 뒤진동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57 어깨다트 또는 뒤진동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58 57번에서 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59 뒤허리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60 뒤허리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61 60번에서 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62 뒤진동 부위의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63 목둘레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64 뒤어깨상에 군주름이나 당김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65 겨드랑 밑에 군주름이나 당김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전

체

66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67 전체적인 맞음새는 좋은가?
68 가슴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69 68번에서 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70 허리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71 70번에서 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72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73 72번에서 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 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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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한국산업표준(KS K 0051)에 따른 30대 전체 여성의 분포 양상

       키

젖가슴
145 150 155 160 165 170 175 전체

70
(n) 1 1
(%) 0.2 0.2(%) 

76
(n) 2 2 2 6
(%) 0.4 0.4 0.4 1.2(%) 

79
(n) 1 7 7 11 5 2 33
(%) 0.2 1.4 1.4 2.1 1.0 0.4 6.4(%) 

82
(n) 7 19 19 7 3 55
(%) 1.4 3.7 3.7 1.4 0.6 10.6(%) 

85
(n) 11 35 43 12 3 104
(%) 2.1 6.8 8.3 2.3 0.6 20.1(%) 

88
(n) 8 26 23 17 3 77
(%) 1.5 5.0 4.4 3.3 0.6 14.9(%) 

91
(n) 9 33 23 16 6 87
(%) 1.7 6.4 4.4 3.1 1.2 16.8(%) 

94
(n) 6 16 25 7 2 56
(%) 1.2 3.1 4.8 1.4 0.4 10.8(%) 

97
(n) 5 9 12 8 2 37
(%) 1.0 1.7 2.3 1.5 0.4 7.2(%) 

100
(n) 2 7 5 6 2 22
(%) 0.4 1.4 1.0 1.2 0.4 4.3(%) 

103
(n) 2 2 4 7 15
(%) 0.4 0.4 0.8 1.4 2.9(%) 

106
(n) 1 6 7 2 16
(%) 0.2 1.2 1.4 0.4 3.1(%) 

109
(n) 0 1 1 1 3
(%) 0.0 0.2 0.2 0.2 0.6(%) 

112
(n) 1 1 0 2 4
(%) 0.2 0.2 0.0 0.4 0.8(%) 

118
(n) 1 1
(%) 0.2 0.2(%) 

전체
(n) 1 62 164 176 90 23 1 517

(%) 0.2(%) 12.0(%) 31.7(%) 34.0(%) 17.4(%) 4.4(%) 0.2(%)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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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둘레검증용 재현바디 형상

앞 옆 뒤

1

2
(기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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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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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길이검증용 재현바디 형상

앞 옆 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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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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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둘레 및 길이검증용 재현바디 형상

앞 옆 뒤

1.
85-155

2.
8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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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위 번호 문항

앞

면

기준선

1 앞 중심선의 위치는 적합한가?
2 가슴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3 가슴둘레선은 수평인가?
4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5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6 엉덩이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7 엉덩이둘레선은 수평인가?
8 진동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목둘레

9 목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10 목둘레의 여유는 적당한가?

11 10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분만 답변해주세요->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앞품
12 앞품의 여유는 적당한가?

13 12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분만->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BP 14 BP의 위치는 적당한가?

앞다트
15 앞가슴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16 앞가슴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앞진동
17 16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분만->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18 앞허리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목둘레

19 앞허리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20 19번에서2번이나1번을 선택하신분만->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어깨
21 앞진동 부위의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22 목둘레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겨드랑

23 앞어깨상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24 겨드랑 밑에 군주름이나 당김 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옆

면

기준선

25 옆선은 인체의 앞뒤두께를 균형있게 나누는가?

26 가슴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27 가슴둘레선은 수평인가?

28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29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30 엉덩이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31 엉덩이둘레선은 수평인가?

32 진동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어깨선 33 어깨선의 위치가 어깨중심에 놓이는가?

진동

부위

34 진동부위의 군주름이나 당김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35 진동부위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36 35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분만

[부록9] 전문가 외관평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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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목둘레

37 목둘레에군주름이나당김없이좋은외관을가졌는가?

38 목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39 38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분만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어깨

40 어깨의 기울기가 인체의 어깨기울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41 어깨가쪽점의 위치가 적당한가?

42 옆목점의 위치가 적당한가?

뒷

면

기준선

43 뒤중심선의 위치는 적합한가?
44 가슴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45 가슴둘레선은 수평인가?
46 허리둘레선의 위치는 제 위치에 있는가?
47 허리둘레선은 수평인가?
48 엉덩이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49 엉덩이둘레선은 수평인가?
50 진동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목둘레

51 목둘레선은 제 위치에 있는가?
52 목둘레의 여유는 적당한가?

53 52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분만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뒤품
54 뒤품의여유는적당한가?

55 54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 분만
->여유는5.아주많다4.많다3.보통이다2.적다1.아주적다 

어깨

다트

56 어깨다트 또는 뒤진동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57 어깨다트 또는 뒤진동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58 57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 분만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허리다

트

59 뒤허리 다트의 위치는 적당한가?
60 뒤허리 다트의 양은 적당한가?

61 60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분만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진동 62 뒤진동부위의 군주름이나 당김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목둘레 63 목둘레에 군주름이나 당김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어깨 64 뒤어깨상에 군주름이나 당김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겨드랑 65 겨드랑 밑에 군주름이나 당김없이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전

체

맞음새

66 옆면 앞쪽 실루엣은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67 옆면 뒤쪽 실루엣은 좋은 외관을 가졌는가?

68 전체적인 외관은 좋은가?

69 전체적인 맞음새는 좋은가?

여유

70 가슴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71 70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분만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72 허리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73 72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분만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74 엉덩이둘레의 여유량은 적당한가?

75 74번에서 2번이나 1번을 선택하신분만
->여유는 5.아주 많다 4.많다 3.보통이다 2.적다 1.아주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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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둘레항목 기존편차 적용한 토르소 착장 사진

    면

 젖가슴 

앞 옆 뒤

85

9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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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0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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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둘레항목 연구편차 적용한 토르소 착장 사진

    면

젖가슴

앞 옆 뒤

85

9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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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0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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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부위 번호 85 94 97 100 106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앞

면

기준

선

1 4.6 4.8 -1.000 3.6 4.8 -2.058 3.8 4.8 -2.236 3.8 4.8 -2.23
6 3.6 4.8 -2.05

8 

2 3.6 4.2 -1.000 2.2 4.6 -9.798
** 2.4 4.2 -3.087* 2.6 4.6 -4.47

2* 1.8 4.6 -7.48
3** 

3 4 4.6 -2.449 3 4 -1.826 3 3.8 -2.138 3 4.2 -2.44
9 2.4 4.4 -3.16

2* 

4 4.2 4.4 -0.408 3 4.8 -4.811
** 2.8 4.6 -4.811** 2.8 4.8 -4.47

2* 2.4 4.2 -2.71
4 

5 4 4.6 -2.449 3 4.8 -4.811
** 3 4.6 -6.532** 3 4.2 -2.05

8 2.8 4.4 -2.35
9 

6 3.6 4.4 -2.138 3.2 4.6 -2.746 3.2 4.4 -1.809 3 4.6 -4.00
0* 3 3.6 -0.68

8 

7 3.4 4.2 -4.000* 3.2 4.2 -1.414 3.4 4.6 -3.207* 3.6 4.4 -2.13
8 2.8 4.4 -2.35

9 

8 3.8 4.2 -0.784 2.4 4.4 -3.651* 3.2 3.6 -0.590 2.6 4.2 -3.13
8* 2.6 4 -1.51

0 

목둘

레

9 2.6 4 -3.500* 2.8 3.6 -1.089 3.2 4.4 -2.058 3.2 4 -2.13
8 3.8 4.4 -1.17

7 

10 2.2 3.6 -3.500* 2.8 3.6 -1.372 3 4.4 -2.746 3.2 3.8 -2.44
9 3.2 3.2 0.000 

11 3.4 0 3.900* 0.8 0.8 0.000 0.6 0 1.000 0 0 0.8 0.4 0.408 

앞품
12 3.8 4.6 -1.089 3 4 -1.414 3.2 3.8 -0.802 2.6 4.6 -3.65

1* 2 4.4 -6.00
0** 

13 0.8 0 1.000 0.4 0 1.000 1.2 0.8 0.302 2.6 0 2.414 3.6 0 17.96
3*** 

BP 14 3.2 4.6 -3.500* 1.8 4.6 -14.000
*** 3 4.4 -2.746 3.2 4.6 -5.71

5** 1.8 4.4 -10.6
14*** 

앞다

트

15 3.6 4.6 -1.826 2.8 4.6 -3.087 3.2 4.6 -2.064 3.6 4.4 -4.00
0* 3 4.2 -1.23

8 

16 3.8 4.6 -2.138 2.6 4.6 -6.325*
* 3.2 4.6 -2.333 3.4 4.6 -2.05

8 3 4.2 -1.17
7 

17 0 0 1.2 0 1.500 0.8 0 1.000 0.8 0 1.000 1 0 1.000 

18 3.8 4.6 -1.206 2.8 4.8 -2.828 3.4 4.6 -1.633 3.4 5 -4.00
0* 3 4.8 -3.08

7* 

19 4 4.6 -2.449 2.8 4.8 3.8 4.6 -2.138 3.4 4.8 -2.74
6 3.2 4.6 -2.33

3 

20 0 0.8 -1.000 0.4 1 0 0.8 -1.000 0.4 0.8 -0.40
8 0.4 1 -0.51

4 
앞진

동
21 4.6 4.4 0.408 2.4 4.6 -11.000

*** 3.2 4 -1.372 2.6 4 -2.06
4 2 4.6 -5.09

9** 

목둘

레
22 3 4.4 -5.715*

* 3.4 4.4 -2.236 3.6 4 -1.633 3.6 4.6 -3.16
2* 2.8 4.8 -6.32

5** 

어깨 23 4 5 -3.162 3.2 4.8 -4.000* 4 4.8 -4.000* 3.4 4.6 -3.20
7* 3.4 4.8 -2.74

6 

겨드

랑
24 4 4.6 -1.500 3 4.6 -4.000* 3.6 4.2 -1.177 3.2 4.8 -6.53

2** 2.8 4.6 -3.67
4* 

옆면

기준

선

25 3.4 4.8 -2.746 3 4.4 -2.064 2.4 4.4 -3.651
* 2.4 4.2 -4.81

1** 2.4 4.4 -6.32
5** 

26 3.6 4.4 -1.372 2.2 4.2 -4.472
* 1.8 4.2 -4.000

* 2.6 4.4 -3.08
7* 2 4.6 -5.09

9** 

27 4 4.2 -0.535 1.8 3.6 -4.811 1.8 4 -3.773
* 2.2 4.2 -3.16

2* 1.6 4.2 -3.83
3* 

28 4 4.6 -1.500 2.6 4.2 -4.000
* 2.8 4.4 -4.000

* 2.8 4.8 -4.47
2* 2.4 4.6 -3.77

3* 

29 4 4.4 -0.784 2 4 -4.472
* 2 4.2 -4.491

* 2.2 4.4 -4.49
1* 1.6 4.2 -2.98

2* 

30 4.2 4.2 0.000 3.6 4.4 -1.372 3 4.2 -2.058 3.4 4.6 -2.44
9 2.6 3.6 -1.11

8 

31 3 4 -1.826 3.2 4.4 -1.309 2.4 4 -2.138 3.2 4.6 -1.87
1 2.2 3.8 -1.55

4 

32 3.4 4.4 -2.236 1.8 4.4 -6.500
** 2.6 4 -2.333 2.2 3.6 -2.06

4 2.6 4 -1.87
1 

어깨 33 2.8 4.4 -6.532
** 3.4 4.8 -5.715

** 3.4 4 -1.177 3.6 4.4 -1.37
2 3.2 4.4 -2.05

8 

[부록12] 둘레항목 기존편차와 연구편차 적용 외관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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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진동

부위

34 4 4.4 -0.667 2.2 4.4 -5.880
** 2.6 4 -2.746 2.2 3.8 -2.35

9 3 4.2 -2.05
8 

35 3.4 4 -1.177 2.2 4.4 -5.880
** 3 3.4 -0.492 2.2 4 -3.67

4* 3.2 4.2 -1.19
5 

36 1.8 0 1.616 1.6 0 4.000 
* 1 1.6 -1.732 1.6 0 0.8 0 1.63

3 

목둘

레

37 3.4 4.4 -3.162 3.6 4.4 -1.633 3 4.4 -5.715
** 3.6 4.6 -3.16

2* 3.2 4.8 -6.53
2** 

38 3 4.4 -2.746 3.6 4.4 -1.633 3 4.6 -4.000
* 3.6 4.4 -2.13

8 3 4.6 -4.00
0* 

39 0.8 0 1.000 0 0 0.8 0 1.000 0 0 0.8 0 1.00
0 

옆

면
어깨

40 3.6 4.2 -2.44
9 3.6 4.6 -1.826 2.6 4.4 -3.08

7* 3.8 4.4 -2.44
9 2.8 4.4 -2.13

8 

41 3 4.4 -5.71
5** 3.6 4.4 -1.633 2.8 3.8 -0.95

3 3.8 4.2 -1.00
0 2.8 3.8 -1.11

8 

42 3.4 4.6 -1.80
9 4.2 4.2 0.000 3.4 4.4 -3.16

2* 3.8 4.6 -4.00
0* 3.8 4.6 -1.63

3 

뒷면

기준

선

43 4.4 4.6 -0.53
5 3 4.4 -5.715

** 3.6 4.6 3.6 4.4 -4.00
0 * 3.4 4.8 -5.71

5** 

44 3.6 4.4 -1.37
2 2.4 4.6 -11.00

0 *** 3 4.6 -4.00
0* 3.2 4.4 -2.05

8 2.8 4.6 -2.44
9 

45 4 4.2 -0.53
5 2.2 4.6 -9.798

** 3.4 4.6 -6.00
0** 3.8 4 -0.30

2 3.8 4.8 -1.19
5 

46 4.4 4 0.590 3 4 -1.581 3.6 4.4 -1.20
6 3.2 4 -1.37

2 3.2 4.2 -1.29
1 

47 4.2 3.4 2.138 2.8 4.4 -6.532
** 3.4 4.6 -6.00

0** 3.2 4.4 -2.44
9 3.2 4.2 -1.00

0 

48 4 4.2 -0.40
8 3.4 4 -1.000 3.4 4.4 -1.82

6 3.4 4 -0.88
5 2.6 3.6 -1.05

4 

49 4.4 4.6 -0.53
5 3.8 4.4 -1.000 4 5.2 -1.63

3 3.6 4.6 -2.23
6 3.2 4.8 -2.66

7 

50 3.2 4.4 -3.20
7 2 4.2 -5.880

** 2.6 4.2 -2.35
9* 2.6 4 -2.06

4 2.4 4.2 -2.25
0 

목둘

레

51 3.6 4.8 -6.00
0** 3.4 4.4 -2.236 4 5 3.6 4.8 -6.00

0** 3.4 4.8 -5.71
5** 

52 3.6 4.2 -1.50
0 3.4 4.6 -3.207

* 3.8 4.8 -3.16
2** 3.6 4.2 -1.50

0 3.6 4.6 -3.16
2* 

53 0 0 0 0 0 0 0 0 0 0

뒤품

54 3.4 4.2 -1.63
3 2.8 4.4 -2.359 2.8 4 -2.44

9 2.8 4.2 -2.06
4 2.4 4.4 -3.65

1* 

55 0 0.8 -1.00
0 0.4 0 1.000 1.6 0.8 1.000

** 1.2 0.8 0.302 2.6 0 2.414 

어깨

다트

56 4 4.6 -2.44
9 3 4.4 -5.715

** 4 4.6 -2.44
9 3.8 4.6 -2.13

8 3.6 4.4 -2.13
8 

57 3.8 4.6 -2.13
8 3.2 4 -2.138 3.8 4.6 -2.13

8 3.4 3.8 -1.00
0 3.2 4.4 -2.05

8 

58 0 0 0.4 0 1.000 0 0 0.4 0.4 0 0.4 -1.00
0 

허리

다트

59 3.8 4.6 -2.13
8 3.6 4.4 -1.633 4 4.6 -2.44

9 3.8 4.8 3.8 5 -6.00
0** 

60 3.6 4.6 -1.82
6 3.2 4.2 -1.826 3.8 4.6 -2.13

8* 4 4.6 -2.44
9 3.6 5 -5.71

5** 

61 0.4 0 1.000 0.8 0 1.000 0 0 0 0 0 0

진동 62 3.6 4.4 -2.13 2.2 4.2 -3.651 3 4.4 -2.33 2.4 3.8 -1.72 2 4.2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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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 3 0** 

목둘

레
63 4 4.4 -1.63

3 3.2 4 -1.372 3.8 4.6 -2.13
8 3.6 4.4 -2.13

8 3 4.6 -4.00
0* 

어깨 64 3.8 4.6 -4.00
0* 3.2 3.8 -1.000 3.6 4.4 -2.13

8 3.4 4.2 -2.13
8 3 4.6 -2.66

7 

겨드

랑
65 3.6 4 -0.49

2 2.8 4.6 -3.087 3.2 4.6 -3.50
0* 3.4 4.6 -3.20

7 * 2.8 4.8 -3.16
2* 

전체

맞음

새

66 3 4.2 -2.05
8 2 4.4 -9.798

** 1.4 4.4 -6.70
8** 1.4 4.6 -8.55

2** 1.2 4.6 -8.50
0** 

67 3.4 4.8 -5.71
5** 3 3.2 -0.250 3.2 4.8

-6.53
2
** 

3 4.8 -4.81
1** 3.4 5 -6.53

2** 

68 4.2 4.6 -1.63
3 2.6 4.6 -6.325

** 3.2 4.4 -3.20
7 3 4.8 -4.81

1** 2.4 4.8 -4.70
7** 

69 3.6 4.6 -2.23
6 2.2 4.6 -6.000

** 3 4.2 -2.05
8 3 4.8 -4.81

1** 2.2 4.6 -4.70
7** 

여유

70 3.6 4.6 -1.82
6 2.6 4.6 -6.325

** 3 3.4 -0.45
9 3.2 5 -4.81

1** 2.6 4.6 -4.47
2 

71 0.8 0 1.000 0.8 0 1.633 0.8 1.6 -0.59
0 0.8 0 1.000 2.2 0 2.157 

72 3.8 4.6 -2.13
8 3 4.2 -2.058 3.6 4.8 -2.44

9 3.6 5 -3.50
0 * 3.4 5 -3.13

8 

73 0 0 0.4 0 1.000 0.8 0 1.000 0.8 0 1.000 0.8 0 1.000 

74 2.6 4.4 -4.81
1** 3 4.4 -2.333 3.2 4 -2.13

8 3.4 4.6 -6.00
0** 2.6 4.2 -4.00

0 

75 1.6 0 1.633 0.8 0 1.633 0.8 0 1.000 0.8 0 1.000 2.8 0 2.419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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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3] 길이항목 기존편차와 연구편차 적용 외관평가 결과 

면 부위
번
호

150 155 165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기존 연구 t값

앞

면

기준선

1 3.4 4.4 -1.826 4 4.6 -1.500 4.2 4.6 -1.633 
2 2.8 4 -3.207* 3.4 4.4 -1.414 3.4 4.6 -1.633 
3 2.6 4.2 -3.138* 3.6 4.4 -1.372 4.4 4.4 0.000 
4 3 4.6 -4.000* 3.8 4.6 -1.206 3.8 4.8 -2.236 
5 2.8 4.2 -3.500* 3.4 4.2 -1.206 4 4.8 -4.000*
6 3.6 4.4 -4.000* 3 4.6 -4.000 2.2 4.2 -2.828*
7 3.6 4.2 -2.449 3.6 4 -1.000 3.4 4 -1.500 
8 3.8 4.4 -2.449 3.8 4.4 -1.500 3.8 4.6 -2.138 

목둘레
9 3.4 4.4 -3.162* 3.8 4.4 -1.500 3.6 4.8 -3.207*
10 3.2 4.2 -3.162* 3.6 4.2 -1.500 3.4 4.6 -3.207* 
11 0 0 0 0 0 0

앞품
12 4 4.4 -1.000 4.2 5 -2.138 3.8 5 -6.000**
13 0 0 0 0 0 0

BP 14 3 4.2 -3.207* 3.6 4.6 -2.236 3.4 4.8 -2.746 

앞다트

15 4 4.6 -1.500 3.4 5 -4.000* 3.4 5 -4.000* 

16 3.8 4.6 -2.138 3.8 5 -6.000
** 4 5

17 0 0 0 0 0 0
18 3.8 4.4 -1.500 3.6 4.6 -1.826 3.4 4.8 -2.746 
19 3.8 4.4 -2.449 3.6 4.6 -3.162* 3.8 4.8 -3.162* 
20 0 1 -1.000 0 1 -1.000 0 1 -1.000 

앞진동 21 3.6 4.4 -2.138 4 4.6 -2.449 4.4 4.8 -0.784 

목둘레 22 3.4 4.6 -3.207* 4 4.8 -4.000
** 4 4.8 -2.138 

어깨 23 4 5 -3.162* 4.4 5 -2.449 4.4 4.8 -1.633 

겨드랑 24 4 4.8 -1.633 4.4 5 -1.500 4.4 4.6 -0.302 

옆

면

기준선

25 3 4.8 -4.811
** 3 4.4 -3.500

** 3.2 4.6 -2.746 

26 2.6 4.4 -4.811
** 3 4.6 -6.532

** 3.4 4.8 -2.746 

27 2 3.8 -4.811
** 2.4 4 -2.359 2.8 4.8 -3.651* 

28 3.4 4.2 -4.000* 3.4 4.6 -2.449 3.2 4.6 -3.500* 
29 2.2 3.4 -2.449 2.4 3.6 -1.500 2.8 4.2 -2.064 
30 3.6 4 -1.633 3 4.8 -2.449 1.8 4 -5.880** 
31 2.6 3.2 -0.885 2.8 3.6 -0.873 3.2 3.6 -0.389 
32 4 4.2 -0.535 4 4.4 -0.667 4 4.2 -0.343 

어깨선 33 4 4.2 -0.535 4 4.4 -1.000 3.6 4.4 -2.138 

진동

부위

34 3.8 4.2 -0.784 3.8 4.2 -0.784 4 4 0.000 
35 3.2 4.4 -2.058 3.6 4.6 -2.236 3.2 4.4 -1.633 
36 0.4 0 1.000 0 0 0.4 0 1.000 

목둘레
37 3.4 4.4 -3.162* 4 4.6 -1.500 3.6 4.6 -3.162*
38 3.4 4.2 -1.372 3.6 4.6 -2.236 3.4 4.2 -2.138 
39 0.8 0 1.000 0 0 0 0

어깨
40 4 4.4 -1.000 4 4.6 -2.449 3.8 4 -0.343 
41 3.8 4.2 -0.784 4 4 0.000 3.8 4.6 -2.138 
42 3.8 4 -0.343 4 4.6 -1.177 3.6 4.2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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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기준선

43 3.8 4.6 -2.138 4.2 4.6 -0.784 4 4.6 -2.449 
44 3.2 4.2 -1.826 3.4 4.4 -1.414 3.8 4.8 -2.236 
45 3.6 4.6 -2.236 4.2 4.4 -0.302 3.8 4.8 -3.162* 
46 3.6 4.2 -1.500 3.8 4.2 -0.667 3.8 4.6 -2.138 
47 3.4 4.6 -3.207* 3.6 4.4 -1.633 4 4.6 -2.449 

48 3.2 4.4 -2.449 3 4.4 -1.606 2 3.6 -6.532*
* 

49 3.6 4.2 -0.647 4.2 4.2 0.000 4.2 4.6 -1.633 
50 3.8 4.2 -0.784 3.8 4.2 -0.784 3.8 4.2 -0.590 

목둘레
51 4 4.6 -2.449 4 4.8 -4.000

** 3.8 4.6 -1.633 

52 3.8 4.2 -1.633 4.2 4.6 -1.000 4 4.6 -2.449 
53 0 0 0 0 0 0

뒤품
54 3.8 4 -0.302 3.8 4.2 -1.633 4 4.4 -0.784 
55 0 0.8 -1.000 0 0 0 0

어깨

다트

56 4 4.8 -4.000* 4 4.8 -1.633 4.2 4.8 -2.449 
57 4 4.8 -4.000* 4.2 4.2 0.000 4 4.6 -1.177 
58 0 0 0 0 0 0

허리다

트

59 3.8 4.6 -2.138 4.2 4.8 -2.449 4 5 -3.162 
60 3.4 4.6 -2.449 4.2 4.6 -1.000 4.2 5 -4.000 
61 0.4 0 1.000 0 0 0 0

진동 62 3.8 4.6 -1.372 3.8 4.4 -1.177 3.6 4 -0.535 

목둘레 63 3.6 4.4 -2.138 3.8 4.8 -3.162
** 3.6 4.8 -3.207 

어깨 64 4 4.4 -0.784 3.6 4.6 -2.236 3.6 4.4 -1.372 
겨드랑 65 3.8 4.8 -3.162* 3.8 4.6 -1.372 3.6 4.6 -2.236 

전

체

맞음새

66 1.4 4.2 -4.802
** 1.4 4.4 -5.477

** 4.2 4.4 -0.408 

67 3.4 4 -1.177 3.2 4.2 -3.162
** 4 4.2 -0.535 

68 3.6 4.8 -2.449 3.8 4.8 -1.581 4 4.6 -0.885 
69 3.6 4.4 -1.372 3.6 4.6 -1.581 3.6 4.6 -1.414 

여유

70 3.6 4.8 -2.058 4 4.8 -1.633 4 4.8 -1.633 
71 0.4 0 1.000 0 0 0 0
72 3.8 5 -2.449 3.8 4.8 -2.236 3.8 4.8 -1.581 
73 0.8 0 1.000 0 0 0.8 0 1.000 

74 2.6 4.2 -6.532
** 2.8 4 -3.207

* 3.4 4.4 -1.581 

75 2.4 0 2.449 2.6 0 2.414 0.8 0 1.00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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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f master pattern and developing grading method 
using 3D body measurements of women in their thirties

 

Shin, Ju Young
Departmen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 to develop a torso pattern that is highly 
representative for the body shape of women in their thirties(hereafter 
research group), (ii) to analyze the 3D form of the research group and (iii) 
to reflect the analysis results for clothing pattern grading. Size measurement 
data for the women between the ages of 30 through 39 from the database 
of Size Korea 2004 was used for the study. In order to develop a master 
pattern which will be used as the benchmark for grading for research group, 
4 existing torso block drafting method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and the 
block with the highest evaluation score was used as a reference. To be 
more specific, size form data was divided into four types such as proper 
body type, lean back body type, lean forward body type and bent body 
type, and data on 138 subjects as agreed on by four or more experts was 
used for the study.

 The master pattern was developed based not only on body measurement 
data such as body surface length, cross section crevice lengths and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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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area measurements but also on 3D measurements of the research 
group. 
 Deviations for grading were extracted ba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body measurements and 3D measurements. And one set of existing industry 
deviation data was selected for the purpose of validating the grading 
deviations. The deviations were then applied to the master pattern 
development and an appearance sensory test was conducted by a group of 
clothing experts. The major results of the master pattern and grading 
development based on 3D body scan measurement(which was validated by 
experts' visu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body measurements and 3D body 
analysis statistics of the subjects, a high correlation was found to exist 
between bust girth and height with height, length, girth, width and thickness 
respectively. In addition, girth, thickness and width also showed high 
correlation with bust girth. Based on the analysis of body surface length 
which was measured from 3D forms, we found, as for the body surface 
length, noticeable differences in such areas as bust girth, waist girth and hip 
girth level. When the side surface standard line is used as an index of 
measurement, the front curve length was found to be longer than the back 
curve length. As for the difference between bust girth and waist girth which 
is used for darts and cross section crevice distance analysis, the biggest 
difference appeared in the front side 45-degree area and back side 
330-degree area. Variance analysis of shoulder and bust girth measurement 
showed that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located with shoulder end 
front diagonal length and bust point length respectively.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for back of neck shoulder bone protrusion length, 
shoulder end front diagonal length and neck side shoulder bone protrusion 
length.
 Second, body measurements and 3D measurements results as mentioned in 
the above wer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a master pattern for the women 
in their thirties. The women of bust girth of 91cm and height of 16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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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as turned out to be representative type of research group were used 
as standard measurements for the purpose of reflecting not only curve length 
of the 3D analysis measurements but also the difference between front and 
back thicknesses to the pattern. Dart locations were set based on front and 
back torso ease, shoulder area revisions, front sagging length 1.5cm and 
cross section crevice length analysis. According to the experts' appearance 
evaluation of the master pattern developed through 3D body measurements 
and pre-tests, the pattern was found to be better than the control pattern 
which was regarded as the best among 4 patterns created based on existing 
torso block drafting methods.
 Third, factorial analysis was conducted on 22 categories of 3D body 
measurements of research group for grading deviation development including 
curve length, body surface length and shoulder area form length. The results 
were used to set grading areas and extract grading deviations. Six factors 
that influence body form changes were extracted and were named as 
follows; waist-hip length factor, bust-waist form factor, back protrusion back 
shoulder factor, front chest bust point length factor, shoulder length factor 
and front waist dart factor. A regression equation was created using the 
categories of each factor.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extract variables which will be included in the regression equation and as a 
result, bust girth and height which had high correlations with the categories 
and are useful for top block grading were finally selected. A deviation of 
0.8cm was applied to the waist-hip length factor and a length related 
structural element as well as girth related structural element were extracted 
for the secondary factor of bust-waist form factor. A deviation of 0.4cm 
was set for the bust girth and waist girth, and deviation amounts were set 
differently in the back waist dart area related to girth. A deviation of 0.4cm 
was set for the back protrusion back shoulder factor, and a deviation of 
0.7cm was extracted for the front chest bust point length factor. Shoulder 
length had a deviation of 0.1cm and as for the front waist dart factor, 
different deviations were applied depending on the direction of deviation(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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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 bigger or smaller than the standard measurement) and these adjusted 
deviations were reflected for torso block production.
 Fourth, in order to validate the excellence of the grading deviation 
developed in the study, 1 type of existing industry deviation was selected 
for comparison.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existing grading method 
found that the deviation areas and amounts were similar to those used in 
the industry and therefore sufficient for grading deviation validation. The 
existing grading deviation and grading deviation developed in the study were 
both reflected to the developed master pattern. Six measurement ranges 
according to bust girth and 4 measurement ranges according to height were 
produced and the appearances were evaluated by experts. As a result, the fit 
of the grading deviations developed in the study was found to be better for 
all girth and length grading compared to the existing grading deviations. 
Therefore, the girth and length grading deviations were reflected to produce 
blocks for 3 combination ranges of 85-155, 88-160 and 91-165. The control 
blocks were also used to produce torso blocks of the same ranges reflecting 
existing grading deviations, and the appearance and cross section of the 
blocks worn were compared. As a result, the torso block standard lines did 
not fall out when applied in the study and existing grading deviations, the 
lines stayed horizontal, the part of the hem that came up in the front was 
improved. Also the wrinkles from the existing grading deviations were 
significantly reduced thanks to the appropriate deviation amounts. With the 
support of the results above. the grading deviations of this study when 
applied to the pattern  got the higher scores from experts.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lies in grading deviation development 
which improves fit of clothes for women in their thirties even in ranges 
who are characterized as shaping farther away from standard measurements. 
Application of the master pattern and grading deviation appearance 
evaluation results can be reflected for fitted torso blocks for the purpose of 
grading and such application to various clothing design is expected to 
improve clothing fit for women in their thi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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